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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융합형 음  상(ultrasound fusion imaging)을 이용하여 세 가지 교각운동(bridge 

exercise) 방법에 따른 몸통근육의 두께변화를 알아보기 해 실시되었다. 건강한 성인 남녀 32명을 상으로 교각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배속빗근(internal oblique), 배바깥빗근(external oblique), 배가로근(transverse abdominis) 

그리고 뭇갈래근(multifidus)의 두께를 측정하 다. 연구결과, 세 가지 교각운동 방법에 따라 배속빗근, 배가로근, 

뭇갈래근에서 유의한 두께변화를 보 다. 배가로근과 뭇갈래근은 exercise C(sling)에서 두께가 가장 증가하 고, 

exercise B(gym ball)와 exercise A(fixed support surface) 순으로 증가하 다. 배속빗근은 치료용 볼을 이용한 

교각운동 시 두께가 가장 증가하 고, 슬링과 고정된 지지면 순으로 증가하 다. 특히, 슬링에서의 교각운동이 몸통

근육 두께증가에 가장 효과 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최근까지, 몸통근육을 활성화 시키는 효과 인 방법으로 슬링

에서의 교각운동이 많이 제안 되었지만, 융합형 음 를 이용하여 찰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임상에서 다양한 교각운동의 처방과 용 시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Key Words : 교각운동, 근 두께, 음 , 배가로근, 뭇갈래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bridge exercises on the thickness of 

trunk muscles through ultrasound fusion imaging on 32 students. The thickness of the internal oblique (IO), 

external oblique (EO), transverse abdominis (TrA), and multifidus (Mf) muscles were measured in three 

different bridge exercises. The exercises included a supine bridge exercise, which was performed on a fixed 

support surface (Exercise A), a gym ball bridge exercise (Exercise B), and a sling bridge exercise 

(Exercise C).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bridge exercises in the IO, TrA, and Mf 

muscles. The IO was thickest in Exercise B followed by Exercise A and C. In contrast, the TrA and the 

Mf muscles were thickest in Exercise C followed by Exercise A and B. Therefore, the sling bridge exercise 

may be a more effective method of enhancing trunk muscle thickness than the exercises performed in other 

positions. Until recently, no previous studies had observed substantial changes in muscle thickness using 

ultrasound fusion imaging. This study suggests that sling bridge exercises contribute most to the 

activation of trunk muscles. Therefore, the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prescription and application of 

bridge exercises in clinic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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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몸통의 안정성은 척추의 손상을 방하고 허리통증 

환자의 재활을 한 요변수로 여겨지고 있다[1]. 배가

로근(transverse abdominis), 배속빗근(internal oblique), 

배바깥빗근(external oblique)과 허리 뭇갈래근

(multifidus)의 동시수축은 허리 에 코르셋과 같은 보조

기 역할을 하고, 척추의 치와 무 하게 척추 립 치

를 유지하고, 기능 인 운동을 하는 동안 척추분 의 안

정성을 제공한다[2]. 따라서 척추의 안정성은 몸통근육의 

공동수축(co-activation)에 향을 받으며 허리통증 치료

와 방을 한 로그램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3].

안정화 운동(stabilization exercise)  교각운동

(bridge exercise)은 허리엉치(lumbosacral) 부 의 안정

화를 증가시키기 한 운동으로 자주 사용되며, 근육

과 소근육을 한 비율로 활성화 시켜 근육의 력 패

턴을 재교육 하는 운동이다. 이는 몸통 근육(global 

muscles)과 국소근육(local muscles)을 재교육시켜 

한 비율로 응하도록 만들어 으로써 몸통의 안정성이 

증진된다는 것에 을 두고 있다[4]. 낮은 강도의 몸통

근육 운동을 필요로 하는 임상치료 환경에서 몸통 안정

화를 하여 교각운동을 시행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5]. 

한 교각운동이 앉은 자세에서 바로 서는 움직임으로 

환 시 자세 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하부 척추와 엉덩  폄근을 강화시키기 한  강도

의 체  부하훈련으로 매우 효과 이다[6]. 그리고 교각

운동은 허리통증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통증이 어

드는 자세이며, 이 자세를 통해서 국소  안정근과 체

 운동근이 한 비율로 응할 수 있도록 재훈련 시

킬 수 있다[7]. 한, 우리나라에서 교각운동은 허리통증 

환자를 해 여러 임상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운동 

수행이 간단하여 환자들의 자가 운동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8].

안정성 운동  고정된 지지면과 같은 정  안정 상태

에서의 운동보다 좀 더 강한 운동 단계가 동  안정 상태

에서의 운동이며, 이런 운동이 고유수용기

(proprioceptor)를 자극하여 뇌에 있는 운동피질에 자극

을 주어 균형감각과 자세유지능력을 극 화 시킨다[9]. 

불안정한 면에서의 운동은 안정된 상태에서의 운동보다 

더 큰 근육동원이 일어나게 되고 동  균형을 증가시켜 

척추 손상을 치료하고 방할 수 있다[5, 10]. 따라서, 불

안정한 지지면에서의 교각운동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에서 슬링과 치료용 볼을 이용한 불안정한 

면에서의 교각운동들이 임상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슬링은 매달려 있는 을 이용하여 운동하는 것으로 여

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척추 안정화에 좋은 운동으로 인

식되고 있다[11]. 특히, 안정화 운동과 신경근 조 운동 

그리고 근력 강화운동방법  닫힌사슬운동이 보다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치료용 볼을 이용한 운

동은 통증과 불편함을 완화시키고 유연성을 향상시켜 일

상생활활동의 수행에 정 인 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회복을 한 효과 이고 경

제 인 운동방법이다[8]. 한 다른 운동에 비하여 재미

있고 즐거운 운동으로써 이행률이 높고[13], 불안정성과 

운동성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운동으로 근력, 유연성, 동

 평형성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다[14].

최근 임상에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리 활용되는 음 (ultrasound)는 배가로근과 뭇갈래

근 같은 심부 몸통근육들의 크기와 활동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비침습성(noninvasive) 도구이다[15]. 특

히, 임산부의 산  리, 심장 계 질환  비뇨기 련 

질환 등의 진단 역에서 리 이용되고 있으며, 상물

을 직  실시간으로 찰할 수 있고 신속한 측정이 가능

하고 방사선 피폭의 염려 없이 여러 번의 반복 검사가 가

능하다는 장 이 있다[16,17]. 이러한 음 의 진단  장

으로 많은 연구들에서는 음  측정 상을 통하여 

상자의 심부 근육의 형태상 정보를 제공받아 평가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8]. 련 연구 에는 음  측

정을 통하여 휴식 시와 할로잉(hollowing) 운동 시의 두

께를 측정한 것뿐 만 아니라[19], 배가로근의 음  

상을 사용하여 근육의 두께 변화에 한 연구도 이루어

지고 있다[20]. 이처럼 음 를 이용하여 근활성도와 근

육두께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교각운

동 시 지지면의 상태와 련하여 근육두께를 직  비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지지면을 이용한 다

양한 교각운동의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융합형 실

시간 음  상을 이용하여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

깥빗근  뭇갈래근의 근육 두께변화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허리안정화 운동에 가장 합한 교각운동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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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US: ultrasound IO: internal oblique,

EO: external oblique, TrA: transverse 

abdominis, Mf: multifidus).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천안시 B 학에 재학 인 학생  연구목

과 방법을 듣고 실험에 동의한 20  건강한 성인 남녀 

32명(남자 19명, 여자 13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선정 기 을 용하 다. 지난 6개월간 근골

격계 질환으로 문의의 진단을 받지 아니 한 자, 일상생

활에 불편함이 없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자, 연구 참여에 

자발 으로 동의한 자들을 상자로 하 다. 그리고 신

경학  질환을 가진 자와 척추의 선천 인 기형이 있는 

자, 실험  포기를 희망한 상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Table 1>.

Age(year) Height(cm) Weight(kg)
23.6±1.9ª 168.4±8.7 63.2±12.3

a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2)

2.2 실험절차

실험자는 음 (ultrasound)를 이용하여 안정 시 바

로 운 자세에서의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뭇

갈래근의 두께를 측정한 다음, 상자들이 안정된 지지

면, 짐볼, 슬링에서 교각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네 가지 근

육을 재측정하 다.

운동순서는 무작 로 실시하 고, 각 교각운동 동작은 

10  동안 유지 하도록 하 다. 근육의 충분한 휴식을 

해 각각의 교각운동 사이에 10분간 휴식시간을 제공하

다[Fig. 1]. 

2.3 운동방법

2.3.1 고정된 지지면에서의 교각운동
교각운동의 시작 자세는 각도계(goniometer)를 이용

하여 무릎  90° 굽힘 상태에서 양 팔은 약 30° 벌림하

고, 손바닥은 지면으로 향하게 한 자세에서 골반을 들어 

허리를 립자세에 유지하도록 하 다[Fig. 2A].

2.3.2 치료용볼 에서의 교각운동
치료용 볼에서의 교각운동은 지름 65 ㎝의 치료용 볼

에 발목을 모아 볼 에 올려놓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손

바닥은 지면으로 향하게 한 다음 골반을 들어 허리를 

립자세에 유지하도록 하 다[Fig. 2B].

2.3.3 슬링에서의 교각운동
슬링에서의 교각 운동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50 ㎝

로 내려진 슬링에 발목을 모아 올리고 무릎을 편 상태에

서 양 손을 바닥과 평행하게 두고 골반을 들어 허리를 

립자세로 유지하도록 하 다. 슬링의 특성상 교각 자세

에서 양 다리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양 무릎 사이가 5 ㎝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상자에게 지시하 다[Fig. 2C].

[Fig. 2] Bridge exercises (A: fixed support surface, 

B: gym ball, C: s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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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측정도구 및 방법

2.4.1 초음파
본 연구에서는 몸통근육의 두께변화를 측정하기 해 

음  상진단장치인 LOGIQ P6 PRO (GE Inc., USA)

장비를 사용하 다. 스캔방식은 B모드, 10 MHz 선형 탐

자(linear transducer)로 촬 하 으며, 두께측정은 

음 상 진단기에 내장된 캘리퍼를 이용하 다. 측정 

시 상자가 모니터를 통한 시각  바이오피드백을 받지 

못하도록 하 고 각각의 테스트 시 동일한 치에서 측

정하기 해 마커펜으로 표시한 후 동일한 측정자가 측

정하도록 하 다.

2.4.2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측정방법
음  상장비의 탐 자는 12번째 갈비 와 엉덩

능선의 간 지 에서 내측으로 25 ㎜부 에 치하게 

한 다음, 몸통근육들을 촬 하 다. 두께 측정은 근막부

착 (muscle–fascia junction)에서 바깥쪽으로 1.5 ㎝떨

어진 지 에서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을 측정하

다[20][Fig. 3].

[Fig. 3] Measuring position and image of ultrasound

(A: trunk muscle-measuring position, B: trunk

muscle-image, C: Mf-measuring position, D: 

Mf-image).

2.4.3 뭇갈래근 측정방법
안정 시 뭇갈래근 측정방법은 쿠션을 골반아래에 

치시켜 허리를 립자세로 유지시키고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  4-5번 척추 가시돌기를 진한 후 허리  앙선

에 탐 자를 수직으로 세워 세로방향으로 치하게 하

다. 그리고 음  상장치의 모니터 화면에서 가시돌

기의 모양을 확인하고 척추돌기사이 이 명확히 보일 

때까지 내측으로 경사를 주어 이동하면서 뭇갈래근이 가

장 선명하게 보일 때의 두께를 측정하 다[21][Fig. 3].

2.5 통계분석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 고, 정규

성 검증을 해 Shapiro - Wilk test를 실시하 다. 각각 

의 교각운동에서 운동 후 몸통근육의 두께변화를 알아

보기 해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

고, 세 가지 교각운동에 따른 몸통근육들의 두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반복측정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 다. 본페로니 수정법

(bonferroni's correction)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

고, 통계  검정을 한 유의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 로그램 도용 PASW 

Ver. 18.0(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결과
3.1 운동 A 수행 시 몸통근육의 두께 차이

운동 A수행 시 몸통근육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배가

로근은 안정시 보다 0.1 ㎝ (p<.05), 배속빗근은 0.17 ㎝ 

(p<.05), 뭇갈래근은 1.18 ㎝ 유의하게 증가하 고

(p<.05), 배바깥빗근은 0.46 ㎝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3.2. 운동 B 수행 시 몸통근육의 두께 차이

운동 B수행 시 몸통근육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안정

시 보다 배가로근은 0.14 ㎝ (p<.05), 배속빗근은 0.29 ㎝ 

(p<.05), 뭇갈래근은  1.34 ㎝ 유의하게 증가하 고

(p<.05), 배바깥빗근은 0.48 ㎝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3.3. 운동 C 수행 시 몸통근육의 두께 차이

운동 C수행 시 몸통근육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안정 

시 보다 배가로근은 0.19 ㎝ (p<.05), 배속빗근은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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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post differ t p
Transverse abdominis   .29±.08ª  .43±.12  .14±.07 -10.91 .00

Internal oblique  .66±.18  .95±.28  .29±.18  -9.19 .00

External oblique  .49±.17  .48±.16  .01±.08    .84 .41 

Multifidus 2.41±.65 3.74±.98 1.34±.52 -14.54 .00

ªMean±SD., Unit: mm 

<Table 3> Comparison of muscle thickness of the TrA, IO, EO, Mf in Exercise B (B: gym ball)               (N=32)

exercise A exercise B exercise C F p

Transverse abdominis   .10±.08ª  .14±.07  .19±.09 22.73 .00

Internal oblique  .17±.19  .29±.18  .25±.15  9.55 .00

External oblique -.03±.09 -.01±.08 -.03±.11   .55 .58

Multifidus 1.18±.50 1.34±.52 1.47±.52 22.29 .00

ªMean±SD., Unit: mm

<Table 5> Comparison of muscle thickness of the TrA, IO, EO, Mf in different bridge exercises              (N=32)

pre post differ t p
Transverse abdominis   .29±.08ª  .39±.12  .10±.08  -7.42 .00

Internal oblique  .66±.18  .83±.27  .17±.19  -5.01 .00

External oblique  .49±.17  .46±.16  .03±.09   1.76 .09

Multifidus 2.41±.65 3.59±.97 1.18±.50 -13.27 .00

ªMean±SD., Unit: mm 

<Table 2> Comparison of muscle thickness of the TrA, IO, EO, Mf in Exercise A (A: fixed support surface)   (N=32)

pre post differ t p

Transverse abdominis   .29±.08ª  .48±.14  .19±.09 -12.35 .00

Internal oblique  .66±.18  .92±.25  .25±.15  -9.90 .00

External oblique  .49±.17  .47±.14  .03±.11   1.37 .18 

Multifidus 2.41±.65 3.88±.1.0 1.47±.52 -16.01 .00

ªMean±SD., Unit: mm

<Table 4> Comparison of muscle thickness of the TrA, IO, EO, Mf in Exercise C (C: sling)                   (N=32)

(p<.05), 뭇갈래근은 1.47 ㎝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p<.05), 배바깥빗근은 0.47 ㎝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3.4 교각운동 방법에 따른 몸통근육 두께 변화

세 가지 교각운동 방법에 따른 몸통근육의 두께변화

를 측정한 결과 안정 상태와 비교하여 배가로근은 운동 

A에서 0.1 ㎝증가하 고, 운동 B에서 0.14 ㎝, 운동 C에

서는 0.19 ㎝로 운동 C에 서 가장 큰 차이로 증가하 다

(p<.05). 배속빗근은 운동 A에서 0.17 ㎝증가하 고, 운

동 B에서 0.29 ㎝, 운동 C에서는 0.25 ㎝로 운동 B에서 가

장 큰 차이로 증가하 다(p<.05). 뭇갈래근은 운동 A에

서 1.18 ㎝증가하 고, 운동 B에서 1.34 ㎝, 운동 C에서는 

1.47 ㎝로 운동 C에서 가장 큰 차이로 증가하 다

(p<.05). 배바깥빗근은 운동 A와 C에서 0.03 ㎝ 감소하

고, 운동 B에서 0.01 ㎝감소하여 세 가지 운동방법에 따

른 근육두께의 변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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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muscle thickness of the TrA, IO, 

EO, Mf in different bridge exercises (A: fixed

support surface, B: gym ball, C: sling) (*p<.05).

4. 고찰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남성과 여성을 상으로 허리

통증의 방과 재활을 해 최근까지 임상에서 빈번하게 

처방되는 교각운동을 서로 다른 세 가지 지지면에서 

용하여 몸통근육의 두께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그 결과, 고정된 지지면에서 수행하는 통 인 교각운

동보다 치료용 볼과 슬링에서 교각운동을 실시하 을 때 

배가로근과 뭇갈래근, 배속빗근의 근 두께를 증가시키는

데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안정화를 한 교각운동과 련된 이  음  

연구들에서 교각운동 방법차이에 의한 몸통근 활성도,  

근 두께, 고유수용성감각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평지와 치료용 볼에서 교각운동을 실시하 는데 지

지면 불안정성 조건에 따라 배가로근에서 0.02 ㎝의 차이

로 근 두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3]. 한 불안정

한 지지면에서 교각운동이 허리의 안정성과 몸통근육의 

두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실험에서 밸런스패

드를 이용한 교각운동 수행 시 배가로근에서 0.06 ㎝, 배

속빗근에서 0.09 ㎝의 차이로 유의한 근 두께 증가가 있

었다고 하 다[22]. 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서도 치료용 볼과 슬링을 이용한 불안정한 지지면 환경

에서 교각운동 수행 시 배가로근은 0.09 ㎝, 배속빗근은 

0.12 ㎝, 뭇갈래근은 0.29 ㎝의 차이로 모두 안정된 지지

면에서의 교각운동보다 근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하 는

데, 이는 지지면이 불안정해 지면서 몸통의 안정성을 유

지하기 해서 몸통근육들이 보다 더 강하게 수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슬링 

용 시 몸통근육에서 가장 큰 두께 변화를 보 는데 그 이

유는 슬링을 발목에 감고 수행하여 치료용 볼에 비해 지

지하는 면 이 더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한 각각의 발

목에 분리된 끈으로  매달려 있는 형태에서 양다리 사이

의 거리가 5 ㎝ 이하가 되도록 통제하 기 때문에 자세유

지를 해 상 으로 배가로근과 뭇갈래근의 공동수축

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슬링운동과 매트운동이 척추 안정화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척추 가동성을 평가를 해 디지털 척추

분  각 측정검사(spinal mouse)를 사용하여 분석하 는

데, 정  척추 부하검사에서 슬링을 이용한 허리 부  안

정화 운동군에서 척추의 안정성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23]. 한, 슬링시스템을 이용한 허리안정화운동 연구에

서 슬링에서의 교각운동은 고정된 바닥에 발을 고 교

각운동을 할 때 보다 균형을 잡는데 있어서 환자가 더 많

은 집 을 해야 하므로, 감각 운동 효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 다[12]. 본 연구는 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실질 으로 슬링에서의 교각운동 수행 시 음

를 이용한 몸통근육의 실시간 두께 변화를 측정하 는데, 

그 결과는 이  연구들에서 보고한 것과 동일하다. 최근

까지 슬링을 이용한 교각운동 수행이 몸통근육의 더 많

은 동원에 기여한다고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실

시간 음 를 이용해 몸통근육의 여러 심부근육에 하

여 실질 인 변화를 보고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에서의 다양한 교각운동 처방 과 수

행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첫 번째, 음  상 장치를 이

용한 근 두께 측정 시 상자의 움직임에 따른 미세한 

치 변화로 탐 자의 측정 치 보정이 어렵다는 과 동

일한 측정자가 측정을 하더라도 측정 시 마다 탐 자에 

가해지는 압력을 동일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제한 을 보완하기 해 향후 연구에서는 탐

자의 치 는 가해지는 압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개발

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신체 건강한 은 성인을 상으로 실시하 기 때문에 

환자를 상으로 하는 임상 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 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실제 허리통증을 

가진 환자들을 상으로 련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하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세 가지 교각운동 방법 이외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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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의 교각운동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각운동 시 지지면의 변화에 따라 몸

통안정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

바깥빗근, 뭇갈래근의 두께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건강한 20  남성과 여성을 상으로 융

합형 실시간 음  상 장치를 이용하여 몸통근육의 

두께 변화를 알아보았다.

교각운동 시 고정된 지지면 보다는 불안정한 지지면

인 치료용 볼과 슬링에서 몸통근육의 두께가 더 증가하

으며, 특히 슬링에서 배가로근과 뭇갈래근의 두께가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수행된 교각운동  슬링을 이용한 교각운동이 

몸통근육의 더 큰 수축을 유도하는데 효과 이라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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