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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외 여러 산업분야에서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 빅 데이터(big data) 등과 같은 융합 IT기술들의 등장으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 보안(Industrial Security) 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보안 기술의 진화뿐만 아니라 취약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IT 환경으로의 진화로 인한 물리적 취약요인의 증가는 여러 산업분

야들의 보안성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융합 IT환경에서의 물리 보안 기술

들과 적용 사례, 물리적 취약요인들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물리적 침해 및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Study on the physical vulnerability factors in the convergence I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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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any domestic and foreign industries is increasing gradually in the importance of security such as the

emergence of a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internet of things, cloud computing service, big data etc).

Among these techniques, the industrial security market is expected to grow gradually and the evolution of security

technologies, as well as vulnerabilities are also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an increase in physical vulnerability

factors it is no exaggeration to standards that are determining the security of industrial security. In this paper will

be analyzed to the physical security technology and case study, physical vulnerability factor. Thereby this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basis for the countermeasure of physical corresponding infringement and attack in a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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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 여러 산업분야에서는 ICT를 결합한 융합

IT환경의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 데이터(big data)와 같은

융합 IT환경을 통한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것

이다. 특히, 스마트 폰(smart phone)과 테블릿(tablet)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실시간성과 편의성, 정확성 등을 제공하

며, 보급 및 확산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융합 IT환경으로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취약요인의

증가와 보안의 분류체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보안 분류체계는 그림1과 같이 정보 보안(info

rmation security)과 물리 보안(physical security), 융

합 보안(convergence security)으로 구분하며, 이중

융합 IT환경에 있어 융합 보안이 부상하고 있다. 융합

보안은 정보 보안과 물리 보안의 융합 또는 IT기술과

융·복합 시에 발생하는 위협들을 해결하는 기술을 의

미하며, 정보와 물리 보안의 통합 개념인 융합 IT환경

의 물리적 보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융합 보

안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본다면, IT기술과 연관된

물리 보안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여러 산업분야에서 IT기기들을

생산과 사무 환경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산업현장 또한 변화해 감에 따라, 통합된 융합 IT환경

으로의 보안체계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융합 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5][6].

이에 본 논문은 점차 융합 IT환경으로 변화하고 있

는 상황에서 물리적 보안 위협 요인들을 IT와의 연관

성에 따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사물 인터넷과 클라

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기술들이 융합된 또 다른 형

태의 환경에서 대응 기술 개발과 취약성 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논리적 구성을 위해 2장은 융합 IT환경의 보안 동향

과 물리적 침해 유형, 물리적 보안 기술들에 대해 알

아보고, 3장은 융합 IT환경의 물리적 취약요인을 알

아본다. 그리고 4장은 융합 IT환경에서의 물리적 취

약요인의 분류와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

서 결론 부분으로써 이글을 마치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2.1 융합 IT환경으로의 변화

국내 여러 산업분야에서는 생산과 서비스 등에 스

마트 기기와 각종 IT 관련 신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드론(dron)과 같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는 생체인식과 같

은 인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1][2]. 이밖에도 보다 신

속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수집 및 전달하는데 효과적

이며, 경제성과 편의성 등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 여

러 산업 분야에서는 각 분야에 적합한 융합 IT환경들

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전

자제품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를

통해 전 세계 가전 기업들의 새로운 트랜드(trend) 및

이슈가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람회는 전

자제품에 사물 인터넷과 ICT를 결합한 제품들을 소개

(그림 1) 지식정보보안산업



융합 IT 환경의 물리적 취약요인에 관한 연구 61

하고 있으며, 제품들을 통해 커넥티드(connected) 중

심의 기술 이동과 이종 기기들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망분야에 대해 스마트

홈(smart home)과 웨어러블(wearable)기기, 드론

(drone), 로봇(robot), 스마트 카(smart car), 스마트

TV, 3D 프린팅을 6대 이슈로 꼽고 있다[1][2][3].

2.2 융합 환경에서 물리적 보안의 시장 동향

구
분

정의 대표제품

정
보
보
안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
의 정보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
안기술

디지털 포렌식 툴
DDoS대응장비
안티바이러스

물
리
보
안

·개인의 신변안전 및 주
요 시설물의 안전한 관
리환경 구축을 위한 개
인 식별, 영상감시 및 재
난·재해 등의 방지를 위
한 보안기술

영상감시솔루션
지능형 카메라
바이오인식

융
합
보
안

·IT기술과 타산업간 융·
복합 시에 발생되는 보
안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보안 기술

차량블랙박스
U헬스케어보안장
비
스마트미터 보안
칩

<표 1> 지식정보보안산업 기술 분류[3]

표1은 지식정보보안 산업 기술의 분류를 나타낸 것

으로 정보와 물리, 융합 보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융합 보안의 대표 제품들을 살펴보면, 차량과 기록

및 감시, 증거자료의 결합체인 ‘차량 블랙박스’, ‘U-핼

스케어 보안장비’, ‘스마트 미터보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국내 여러 산업분야의 동향을 알

수 있다[3].

특히 물리 보안은 융합 및 커넥티드화 되고, 경계

가 모호한 상황에서 융합 IT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분

류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 분류체계에서는 물리

보안과 융합 보안을 구분하고 있지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미 물리 보안은 융합 보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미국

물리보안시장전망(2013～2017년)[4]

융합 IT환경의 물리적 보안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

물리 보안 시장의 동향을 통해 알아본다. 2008년 ‘인

터넷데이터센터(IDC:internet data center)’ 자료에 따

르면, 미국의 물리 보안은 그림2에서와 같이 2013년에

세계 시장의 약 3,680억 달러(약460조원) 중 38%인

1,408억 달러였으며, 국내 보안 시장도 18조4000억원

중 19%에 해당하는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4][7]. 최근 미국의 물리 보안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회복과 더불어 2017

년에는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그림 3) 전 세계 물리보안

시장 비중[2]

또한 전 세계 물리 보안 시장을 살펴보면, 그림3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내 물리 보안 기업들에게 지역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융합 환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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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보안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3 융합 IT환경의 물리적 보안 기술 동향

물리적 보안 기술은 표1과 같이 기존의 CCTV나

카메라, 출입 통제와 같은 단순 기능에서 바이오인식

과 센서(sensor) 등 IT를 응용한 보다 진보한 제품들

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사물 인터넷이나 스

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보다 융합된 IT환경에 맞는 진

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인가된 자에 의한 침해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된 보안 등급에 따라, 엘리

베이터의 동작을 제한 및 통제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1], 단순 녹화 기능만을 갖고 있던 CCTV

는 보다 선명해지고, 지능화된 기능을 갖추어 침입자

의 동선 및 패턴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

능형 자동차는 기존 바이오 인증기술을 통해 운전자

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IT장치들은 온라인 회선에 있어, 공격자

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지 모듈을 통해,

그림5와 같이 불필요한 네트워크 포트(port)나 USB

포트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한다[8]. 이와 같은 보안 기

술들은 융합 IT환경에서 여러 기술들이 융합된 기술

로서, 앞으로 표2의 ‘사물인터넷 유럽 연구 클러스터(

IERC:IoT European Research Cluster)’에서 추천한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들과 연계된 융합 IT환경의

물리적 보안 기술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4]. 다음 장

에서는 융합 IT환경의 물리적 취약요인에 대해 알아

본다.

<표 2> IERC의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 이슈[2]

(그림 4) 물리보안 및 통제보안 관제를 통한 융합보안의 기본 틀 구성(예시)
(출처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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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USB 및 네트워크 포트 폐쇄락[8]

3. 융합 IT환경의 물리적 취약요인

최근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센서 네트워크, 빅 데

이터 등과 같은 다양한 IT 신기술들과 각종 스마트 기

기와의 결합으로 산업 분야의 IT환경은 크게 개선되

고 있으나, 이에 따른 취약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융합 IT환경의 물리적 취약요인은 IT환경과의 연관성

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물리

적 취약 요인들에 대한 대응 또한 온라인상에서와 차

이를 갖는다. 온라인상의 해킹 공격은 변형 공격에 대

응하기 위해 기존의 대응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유

사 기술로 대응하지만, 물리적인 취약요인에 대한 대

응은 서로 다른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

응이 가능하다.

융합 IT환경 이전의 물리 보안은 대부분 주체가 사

람으로 동작과 행위를 통제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단순

기능의 제품들이지만, 융합 IT환경의 물리적 보안은

공격자가 IT환경에 접하기 전, 취약요인을 제거하여,

정보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융합 IT환경에서 물리적 대응

기술을 통해 취약요인들을 접점에서 제거함으로써, 제

2차, 3차 공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 기기와 사물 인터넷 기기들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자동차와 항공, 선박 등 여러 산업분야에

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드론을 이용한 해킹 공

격과 원격지 CCTV의 모니터링, 지문 인식 정보의 크

랙(crack), 도용 등 융합 IT환경에서의 치명적인 취약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융

합 IT환경의 취약요인들에 대한 물리적 대응 기술은

점차 산업분야의 보안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물리적 취약요인의 분류와 대응

물리적 보안과 침해는 IT환경과의 연결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연결성’이란

물리적 보안 장치와 IT기기 또는 인터넷, 통신매체,

또 다른 기술 간의 결합 등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IT환경과 비 IT환경에 따른 침해 요인과 대

응 방안을 알아본다.

4.1 비 IT환경의 물리적 취약요인 및 대응

비 IT환경의 물리적 보안장비는 대부분 단일 기능

이거나 IT기술과는 연계성이 없다. 그리고 비 IT환경

의 물리적 침해는 주체가 대부분 사람이며, 침해 대응

은 주체의 동작이나 행동을 감시 및 모니터링 한다.

IT환경과의 차이는 IT환경과의 ‘연결성’ 여부로 구분

한다. 이러한 비 IT환경의 물리적 침해와 대응 방안에

대해 그림4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5].

- 출입 관리에 따른 침해:

(그림 6) 방문자 엘리베이터 층수제한[9]

카드키는 비인가자의 건물전체에 대한 출입을 통제

하기 위해 방문자의 이동경로를 방문 층으로 제한함

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림6은

출입구에서 부여받은 카드키로 인가층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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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출입통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취약성이 있다. 따라

서 대응책으로 엘리베이터에 대한 담당 인원의 추가

배치 등의 방안이 있다.

- 영상 관리에 따른 침해 유형:

(그림 7) CCTV 카메라[10]

비인가자의 동선 및 움직임을 그림7의 카메라를 통

해 감시함으로써 보안시설이나 장소 등에 대한 안전

을 모니터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취약성으로 카

메라의 해상도 및 회전반경의 사각지대, 데이터의 보

존기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응책으로 관

리자는 영상장비의 특성과 영상 데이터에 대한 보존

기한 등의 관리와 충분한 모니터링 인원의 배치가 필

요하다.

- 방재 관리에 따른 침해 유형:

(그림 8) 화재감지기[11]

시설 및 통제구역은 화재로 인한 피해 및 침해에

대한 취약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

응책으로 그림8과 같은 화재 감지기를 통한 알람 및

통보 체계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약성으

로 노후로 인한 오동작이나 고의적인 동작강제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과 CCTV와 같은 2차

물리보안장비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동작강제 등의 취

약성을 보완할 수 있다.

- 차량 관리에 따른 침해 유형:

(그림 9) 차량 통제[12]

비인가자에 의한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림9와 같

이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한 통제가 보다

효율적이지만, 카메라만으로도 관리하기도 한다. 그러

나 취약성으로는 차량으로 진입시도를 할 경우와 통

제지역 외의 출입이 되겠다. 따라서 대응책으로 통제

및 관리자는 카메라, 탐지견, 반사거울, 탐지기 등 2

차, 3차의 물리적 보안 기술을 이용하거나 충분한 인

원 배치가 있다.

- 적외선 관리에 따른 침해 유형:

(그림 10) 적외선 감지 카메라 통제[13]

인가자 및 비인가자에 대한 발열자와 야간 침입자

에 대한 식별의 취약요인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

로 적외선 감지 카메라를 통해 발열자의 식별과 야간

침입자에 대한 동선 및 움직임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하다. 대응 대상으로는 사람과 동물(온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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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와 같이 비 IT환경의 물리적 침해와 대응은 사람

외에도 연기와 같은 무형 것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대응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대응

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1차적으로 잠금장치의 취약

요인을 CCTV를 통해 2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러한 대응은 온라인상에서의 해킹공격과 차이를 갖으

며, IT환경과의 연결이나 연계성이 없이 고유 기능만

을 수행한다.

4.2 융합 IT환경의 물리적 취약요인 및 대응

융합 IT환경의 물리적 보안은 IT환경과 연결 또는

연계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물리적 침해의 주

체는 사람이지만, IT환경의 구성요소가 대상이 되며,

IT환경으로의 연결 접점에 위치해 이를 차단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물리적 취약요인의 대응 실

패 시, IT환경과 연결된 공격으로 연계가 가능해진다.

융합 IT환경으로의 변화에 이와 같은 물리적 보안 기

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융합 IT환

경의 물리적 침해 및 대응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해 볼 수 있다.

- 네트워크 포트(network port)의 물리적 침해:

(그림 11) 네트워크 포트 폐쇄락[14]

인가자와 비인가자로부터 네트워크의 무단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취약성으로는 이들에

의해 네트워크 포트를 오용 및 공격에 사용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응책으로 그림 11에서와 같이

불필요한 네트워크 포트에 대해 통제하기 위해 포트

를 막아버림으로써 2차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서 공격목표는 불필요 포트를 이용한 내부 연결

이 되며, 침해접점은 네트워크 포트의 허용 여부가 된

다. 그리고 취약성의 주체는 사람과 포트가 된다.

- USB 포트의 물리적 침해 :

(그림 12) USB 포트락[15]

인가자 및 비인가자로부터 USB를 이용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취약성으로

타인의 USB뿐만 아니라 자신의 USB에 복사되어 있

는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응책으로 그림12와 같이 USB 포트락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USB 포트에 대해 다른 사용을 금지하기 위

해 포트자체를 막아버림으로써 2차적인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격목표는 불필요 포트를 이용한

내부 정보유출이 되며, 침해접점은 USB 포트의 사용

허용 여부가 된다. 그리고 취약성의 주체는 사람과 포

트가 된다.

- 시스템의 저장매체에 대한 물리적 침해:

(그림 13) 시스템 폐쇄락[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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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자 및 비인가자에 의해 타인의 시스템을 사용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시스템의 사용자

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취약성으로 내부

사용자의 경우, 신뢰를 전제로 대부분 사용을 허용하

고 있어 정보의 유출이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대응책

으로는 그림13과 같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

기 위한 폐쇄락을 사용해 제한하며, 이동 시스템에 대

해 통제할 수 있다. 여기서 공격목표는 시스템 점유를

통한 2차적인 공격이 되며, 침해 접점은 시스템의 사

용 허용 여부가 된다.

- 시스템 구동을 위한 물리적 침해:

(그림 14) 마우스 지문인식[17]

비인가자보다는 인가자에 의해 타인의 시스템을 사

용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로 시스템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취약성으로는 내부자에

의해 시스템 사용을 요구받았을 때, 부득이하게 허용

함으로써 유출문제가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대응책으

로는 그림14와 같이 마우스에 생체 인식장치를 이용

해 사용을 제한한다. 여기서 공격목표는 시스템 점유

를 통한 2차적인 공격이 되며, 침해 접점은 마우스 사

용을 통한 시스템 점유가 된다.

-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물리적 침해:

(그림 15) 하드디스크 삭제[18]

폐기된 하드디스크의 복사 및 복제, 파기 등에 따

른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요인이 있다. 이에 대

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복원하지 못하도록 삭제하

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취약성으로는 데이터의 완

전 삭제방법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오래된

하드디스크의 교체 등으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사례가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응책으로 그림15와 같이 ‘디

가우저’와 같은 전자기를 이용한 데이터 삭제를 통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서 공격목표는 저장매

체로부터의 정보획득이 되며, 침해접점은 데이터 복원

허용여부가 된다.

- 모니터에 대한 물리적 침해:

(그림 16) LG 전자의 모니터
보호 필름[19]

인가자 및 비인가자에 의해 모니터를 통해 작업 내

용이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취약성으로 사회

공학적 공격에 의해 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응책으로는 그림16과 같이 모니터에

보안 필름을 붙여 시야 각도를 제한함으로써, 사회공

학적 공격에 대응한다. 여기서 공격목표는 정보 유출

을 통한 2차적인 공격이 되며, 침해 접점은 모니터의

열람 허용 여부가 된다.

이와 같이 IT환경의 물리적 취약요인은 대응 실패

시, IT와 연계된 공격이 가능하며, 온라인상의 공격도

가능해 진다. 그리고 비 IT환경의 물리적 취약요인보

다는 피해 규모가 크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침해 접점에서 차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융합 IT환경이 모든 산업분야로 확산될 경우,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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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환경의 물리적 취약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응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시장 확대가 예

상된다.

5. 결 론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들은 IT기기 등을 활용한

융합 IT환경의 변화와 함께 여러 기술들을 응용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진화와 함께 공

격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어, 융합 IT환경에서의 취

약성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신속성과 정확성, 실시간성을

고려한 각종 스마트 기기들의 활용은 융합 IT환경에

서의 취약요인들의 증가로 이어져, 이에 대한 기술개

발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으며, 융

합 IT환경과 결합한 물리적 보안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융합 IT환경에서의 물리적 보안

기술과 동향, 사례를 알아보고, 취약요인에 대한 침해

와 대응기술들을 통해, 융합 IT환경에서의 물리적 취

약요인 경감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 사고예방, 보안기

술의 개발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향후, 융합 IT환경에서의 개인 프라

이버시(privacy)를 고려한 물리적 보안 기술의 개발과

함께, 폭넓은 산업분야의 IT관련 물리적 보안 위협요

인 및 취약성 분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해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로운 보안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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