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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ized Hoek-Brown (GHB) failure criterion developed by Hoek et al. (2002) is a 

nonlinear function which defines a stress condition at failure of rock mass. The relevant 

strength parameter values are systematically determined using the GSI value. Since GSI index 

is a value quantifying the condition of in-situ rock mass, the GHB criterion is a practical failure 

condition which can take into the consideration of in-situ rock mass quality. Considering that 

most rock mechanics engineers are familiar with the linear Mohr-Coulomb criterion and that 

many rock engineering softwares incorporate Mohr-Coulomb criterion, the equations for the 

equivalent friction angle and cohesion were also proposed along with the release of the GHB 

criterion. The proposed equations, however, fix the lower limit of the minor principal stress 

range, where the linear best-fitting is performed, with the tensile strength of the rock mass. 

Therefore, if the tensile stress is not expected in the domain of analysis, the calculated 

equivalent friction angle and cohesion based on the equations in Hoek et al. (2002) could be 

less accurate. In order to overcome this disadvantage of the existing equations for equivalent 

friction angle and cohesion, this study proposes the analytical formula which can calculate 

optimal equivalent friction angle and cohesion in any minor principal stress interval, and 

verified the accuracy of the derived formula.

Keywords: Generalized Hoek-Brown failure criterion, Friction angle, Cohesion, Linear best-fitting, 

Orthogonal projection

초록

Hoek et al.(2002)이 개발한 일반화된 Hoek-Brown(GHB) 파괴기준식은 암반의 파괴응력 조건을 정

의하는 비선형 함수이다. 관련 강도정수들은 GSI 지수값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결정된다. GSI 지수는 

현장 암반의 상태를 정량화한 수치이므로 GHB 파괴기준식은 현장의 암반조건을 파괴기준식에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암반파괴함수이다. 대부분의 암반공학 기술자들이 선형 Mohr-Coulomb 파괴기준식

에 익숙하며, 다수의 암반공학 소프트웨어들이 Mohr-Coulomb 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등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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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암반 파괴기준식은 응력의 함수로 표현되며 주어진 응력조건이 암반의 파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

용된다. Mohr-Coulomb(M-C) 식과 Hoek-Brown(H-B) 식은 대표적인 암반의 파괴함수이다. M-C 파괴기준식은 마찰각(friction 

angle)과 점착력(cohesion)으로 정의되는 선형 함수이다. 반면에 H-B 식은 강도정수 ,   및 무결암 일축압축강도 로 정의되

는 비선형 함수이다(Hoek, 1983). 선형 M-C식이 현장 기술자들에게 익숙하며 수치해석적 활용 측면에서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

만 암반강도의 비선형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며 인장강도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산정한다는 단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H-B 식은 암

반공학적 활용에 특화된 파괴기준식이고 암반강도를 상대적으로 더 정확히 산정하지만 비선형 함수이므로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암반의 파괴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건을 고려한 강도정수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암반의 마찰각과 점

착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M-C 파괴기준식을 적용하는 경우 경험적 방법들이 마찰각과 점착력 산정에 많이 활용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학적 암반분류 결과를 활용하는 경험적 가이드라인(Bieniawski, 1989)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암반분류 

기술자의 숙련도 및 주관에 따라 M-C 강도정수의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접근법이다. 반면에 2002년 개정 발표된 H-B 식 즉, 

GHB 식(Generalized Hoek-Brown criterion, Hoek et al., 2002)에서는 GSI 지수(Geological Strength Index, Hoek & Marinos, 

2000)를 도입하여 암반의 상태를 고려한 강도정수 산정과정을 체계화시켰다. 오늘날 GHB 파괴조건식은 표준 암반파괴조건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며 단순한 파괴강도 추정에 활용되는 것 외에도 GHB 파괴함수를 항복함수로 활용한 탄소성 구성방

정식 개발(Clausen & Damkilde, 2008, Sørensen et al., 2015), 한계해석법(limit analysis)이나 유한요소법을 기반으로 한 암반기

초 지지력 평가(Saada et al., 2011, Mansouri et al., 2019)와 사면안전율 계산(Xu & Yang, 2018) 등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GHB 파괴기준식은 되도록 본래의 비선형 함수 형태로 직접 활용하여야 하지만 암반공학적 수치해석 과정에서 여전히 M-C 파

괴함수의 활용 빈도가 높음을 고려하여 GHB 파괴기준식에 최적 근사하는 M-C 식의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을 해석적으로 계산

하는 수식이 GHB 파괴기준식의 발표와 함께 제안되었다(Hoek et al., 2002). 그러나 Hoek et al.(2002)에서 제안된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 계산식은 암반의 인장강도를 하한 값으로 선정한 최소주응력의 범위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인장응력이 분포하지 않는 

해석영역에 적용할 경우 이 식에 의한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 산정결과는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Hoek et al.(2002)에서 제시된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 계산식이 갖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임의로 설

정한 최소주응력 구간에서 GHB 파괴기준식에 최적 근사하는 M-C식의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을 계산하는 해석적 수식을 유도

한 후, 결과식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Sofianos & Nomikos(2006)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지만 해석적 결과식이 매우 복

잡하며 결과식의 유도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응력 무차원화 변환(Rojat et al., 2015) 과정을 

찰각과 등가점착력 계산식이 GHB 파괴기준식 발표와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목적으로 제시된 등

가마찰각 및 등가점착력 계산식은 선형 최적화가 수행되는 최소주응력 범위의 하한 값을 암반의 인장강

도로 고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석영역에 인장응력이 분포하지 않은 경우 Hoek et al.(2002)의 제안식

을 이용한 등가마찰각 및 등가점착력 산정결과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존 등가마찰각 및 

등가점착력 산정수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임의의 최소주응력 구간에 대해서도 최

적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을 계산할 수 있는 해석적 수식을 유도하고 결과식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핵심어: 일반화된 Hoek-Brown 파괴기준식, 마찰각, 점착력, 선형 최적근사, 정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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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단순화시킨 GHB 파괴기준식을 상수와 1차 함수를 원소로 하는 선형 함수공간에 정사영 시키는 대수학적 원리(Bretscher, 

2005)를 적용함으로써 결과식 유도과정을 단순화시켰고, 유도된 결과식의 수학적 엄밀성을 확보하였다.

2. GHB 파괴조건식을 활용한 등가 M-C 강도정수 산정

2.1 GHB 암반파괴조건

절리 암반의 파괴개시 조건으로 개발된 GHB 파괴조건식에서는 최소주응력이   일 때  최대주응력 이 다음의 비선형 관계식

을 만족하면 암반의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Hoek et al., 2002).

   







 (1)

식 (1)에서 는 무결암의 일축압축강도이며, 암반 강도정수 , 와 상수 는 다음의 경험식들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제

안되었다.

  exp 
    (2)

  exp 
    (3)

         (4)

여기서 는 암종과 암석입자의 분포특성(texture)을 반영하는 무결암의 강도정수이다(Hoek & Brown, 1997). 또한 GSI는 절리

면의 상태와 절리분포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0과 100 사이의 값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암반조건을 의미한다. 

Hoek & Marinos(2000)에 의해 GSI 지수 산정을 위한 도표가 개발된 이 후 GSI 지수의 적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더욱 개선된 도표

가 제안되었으며(Marinos et al., 2007),  GSI 지수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암반분류변수를 활용하는 연구도 시도되

었다(Hoek et al., 2013). 한편, 식 (2)와 식 (3)에서 교란지수 D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발파손상이나 암반 굴착면 주변의 응력이완

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암반교란 정도를 반영하며 1에 가까운 값일수록 암반이 더 심하게 교란되었음을 의미한다.

2.2 등가 M-C 강도정수

현장 기술자들이 마찰각과 점착력으로 암반강도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고 또 많은 암반공학 소프트웨어들이 선형 M-C 파괴기

준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GHB 파괴기준식으로부터 근사적으로 마찰각과 점착력을 산정하는 방법이 GHB 파괴기준식의 



Analytical Formula for the Equivalent Mohr-Coulomb Strength Parameters Best-fitting the Generalized Hoek-Brown Criterion … ∙ 175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9, No. 3, 2019

발표와 함께 제안되었다(Hoek et al., 2002). 이들에 따르면 Fig. 1과 같이 최소주응력()의 범위를 인장강도( )와 임의 상한 값

( ) 사이로 한정할 때 범위   ≤  ≤ 에서 비선형 GHB 파괴기준식을 최적 선형 근사하는 점착력(c)과 마찰각()

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sin
 





     

 

  
  


  (5)






  



  

  
 

       
 

 (6)

여기서   이다. 

식 (5)과 식 (6)은 비선형 GHB 파괴함수와 선형 M-C 파괴함수의 교차로 형성되는 상하 영역의 면적이 영역   ≤  ≤ 

에서 같다는 조건을 적용하여 유도된 것이다. 터널 해석의 경우   추정식은




 

 
 

 (7)

이며, 암반사면 해석의 경우    추정식은




 

 
 

 (8)

Fig. 1. Linear approximation of GHB rock mass failure criterion by Hoek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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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안되었다(Hoek et al., 2002). 식 (7)은 터널 주변에 형성된 파쇄대가 지표면까지 확장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터널에 적용할 

수 있다. 식 (7)과 식 (8)에서 는 암반의 단위중량(MPa/m)이며,  (m)는 각각 터널심도와 사면의 높이이다. 터널해석의 경우 수평

지압이 연직지압보다 클 때는 수평지압이 을 대신한다. 은 암반의 일축압축강도로서   를 가정하고 식 (5)와 

식 (6)으로 계산한 마찰각과 점착력을 M-C 파괴조건식의 일축압축강도 이론식  cos sin에 대입하여 유도한 다음 식

으로 계산한다.






  

    


 
 

 (9)

그러나 식 (5)과 식 (6)은 최소주응력이 인장응력일 경우를 포함한 구간   ≤  ≤ 에서 비선형 GHB 파괴조건식을 

선형 M-C 파괴조건식으로 최적 근사시킨 결과이므로 압축응력만 작용하는 암반에 적용할 경우 점착력은 과소평가되고 마찰각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식 (5)과 식 (6)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소주응력의 임의 구간에서 선형 M-C 파괴기

준식을 GHB 파괴기준식에 최적 근사시켜 점착력과 마찰각을 해석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관련된 해석적 수식들의 

유도를 위한 수학적 방법론과 결과식들의 유도과정이 3절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다.

3. 임의 최소주응력 구간에서 점착력과 마찰각의 최적 근사

3.1 수학적 방법론

이 연구에서는 Fig. 2(a)에 표시한 것처럼 임의 구간  ≤  ≤ 에서 GHB 파괴기준식을 최적 근사하는 M-C 파괴기준식

을 해석적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GHB 파괴기준식 (1)을 직접 활용할 경우 수학적 유도과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피

할 수 없다. 그러나 Rojat et al.(2015)이 처음 제안하였고, Lee & Pietruszczak(2017)와 Lee(2018)에서 활용된 응력 무차원화 변

환을 이용하면 GHB 파괴기준식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킬 수 있다.

    (10)

여기서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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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Linear best-fitting of the GHB criterion in (a) an arbitrary range of 

 and (b) the corresponding range of the transformed stress

x-y 직교 좌표계에서 식 (10)은 Fig. 2(b)와 같이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다. 와 에 대응하는 무차원 변환 응력값을 각각 

와 라 하면 

 



  

 



 ,  



  

 



                                             (13)

이므로 구간  ≤  ≤ 에서 GHB 파괴기준식에 최적 근사하는 M-C 파괴기준식을 구하는 문제는 무차원 최소주응력 구간 

 ≤ ≤ 에서 식 (10)에 최적 근사하는 직선 식을 찾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 연구에서는 곡선 함수를 선형 다항함수(polynomial 

function) 공간으로 정사영(orthogonal projection)시키는 선형대수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임의 구간  ≤  ≤ 에서 GHB 

파괴기준식을 최적 근사하는 M-C 파괴기준식을 유도하였다.

3.2 정사영 원리를 이용한 곡선식의 최적 직선 근사

폐구간  에서 상수를 포함한 연속인 모든 1차 함수를 원소로 하는 선형 내적공간(linear inner product space)을   

이라 하면 의 원소인 두 함수 와 의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4)

또한 식 (14)의 함수내적 정의를 이용하여 함수 의 놈(norm)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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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한편, 선형공간   을 생성(span)하는 정규직교 기저(orthonormal basis)는 다음의 두 함수로 이루어진다.

  
 


    


 
 

   (16)

식 (16)의 과 는 ∥∥ ∥∥ 이고      임을 보일 수 있다.

이제 폐구간  에서 식 (10)을 최적 근사하는 직선 식을

    (17)

이라 하면 이 직선 식은 식 (10)을 선형공간   에 정사영시킨 결과이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8)

따라서 최적 직선 식의 기울기 와 y축 절편값 는 다음과 같이 해석적 수식으로 표현된다.

  
  



 
            

 (19)

 
 


 
    


  

 

 
            

 (20)

응력무차원화 변환식 식 (11)과 식 (12)을 상기하면 식 (17)은




  

 



 

  

 



    (21)

이므로 구간  ≤  ≤ 에서 GHB 파괴기준식에 최적 근사하는 M-C 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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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2)에서 는     공간에서 M-C 파괴기준식의 기울기와 동일하므로 

  tan
 


  sin

 sin
 (23)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간  ≤  ≤ 에서 최적 근사 마찰각은 다음과 같은 해석적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sin
  

   (24)

한편, 식 (22)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일축압축강도 즉,   tan ° 이므로 구간  ≤  ≤ 에서 최적 근사 점착력

은 다음과 같은 해석적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5)

      일 때   이므로   ,   인 경우 식 (24)와 식 (25)는 각각 식 (5), 식 (6)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유도된 최적 근사 M-C 파괴기준식의 정확성은 식 (19)의 극한값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로피탈

(L’Hospital)의 정리를 이용하면  →   일 때 의 극한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im
→

       



 

 

 (26)

식 (26)의 결과는 식 (1)을 직접 이용하여   에서 구한 접선기울기 값 


 


 



과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 압축 주응력이 작용하는 원형터널 주변 암반의 등가마찰각 및 등가점착력 계산

GHB 파괴기준식을 따르는 암반의 등가마찰각 및 등가점착력을 계산하기 위해 Hoek et al.(2002)이 제안한 식 (5)과 식 (6)은 선

형 M-C 파괴기준식을 최소주응력 구간   ≤  ≤ 에서 GHB 파괴기준식에 최적 근사시킨 결과이다. 그러므로 해석영

역에 인장응력이 분포하지 않는 경우, 이 식들에 의해 산정된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은 암반의 강도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Fig. 3과 같이 측압비가   인 2축 응력장이 형성된 탄성 암반 내에 원형터널이 굴착될 경우 점 A

와 점 B에서 발생되는 접선응력은 각각     ,      이므로       이면 터널 벽면에 인장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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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도되지 않는다. 이 경우 터널벽면에서 최소주응력 값이 0임을 고려할 때 최소주응력 구간  ≤  ≤ 에서 최적 등가마

찰각과 등가점착력을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Fig. 3. Circular tunnel subjected to biaxial stress field.

이 연구에서는 원형터널 굴착을 가정한 후 구간   ≤  ≤ 에 대한 최적 선형근사 결과인 식 (5) 및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한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을 구간  ≤  ≤ 일 때 식 (24)와 식 (25)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GSI 값

의 변화에 따라 두 방법에 의해 계산한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의 변화 추이를 Fig. 4에 도시하였다. 터널의 심도는 100m로 가정

하였으며, 나머지 입력자료는    ,    MPa ,    ,    MPam을 가정하였다. 최소주응력의 범위를 압축

응력으로 한정할 경우 Hoek et al.(2002)의 제안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등가마찰각은 낮게 산정되며, 점착력은 높

게 산정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에 대해 최소주응력의 범위를 압축응력으로 한정하면 무차원 응력좌표계 x-y에서 최적 

근사 직선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y축 절편값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등가마찰각의 경우 GSI 값이 70 ~ 80 이

상인 영역에서는 GSI 값이 증가할수록 즉, 암질이 우수할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반면에 이 영역에서 등가점착력은 

GSI 값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a) (b)

Fig. 4. Equivalent M-C strength parameter values from two different approaches for varying GSI value; (a) Friction angle, (b)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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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일 때 두 방법의 계산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후 등가마찰각의 차이는 GSI 값

의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한다.       일 때 두 방법에 의한 결과 차이가 미미한 것은 이 범위에서 GHB 파괴기준식

이 예측하는 인장강도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림에서 와 는 Hoek et al.(2002)의 제안식 즉, 식 (5)과 

식 (6)으로 계산한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을 의미하며 _와 _는 구간  ≤  ≤ 에서 구한 등가 강도정수

이다. GSI=10 0 일 때 등가마찰각 비는 _ ≈   정도이다. 등가점착력의 차이 역시 GSI 값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

지만 GSI=72 일 때 _ ≈ 에 도달한 이 후 GSI 값의 증가와 더불어 다시 소폭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Fig. 5. Ratios of the equivalent M-C parameter values to the equivalent values estimated by Hoek et al. (2002) for the range of 

compressive minor principal stress

지금까지 설명한 등가 M-C 강도정수 산정법 비교분석 결과는 이 연구에서 유도한 등가 M-C 강도정수 산정식, 즉 식 (24)과 식 

(25)의 활용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해석영역의 최소주응력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식 (24)과 식 (25)을 이용하여 등가마찰

각과 등가점착력을 계산하면 Hoek et al.(2002)이 제안한 방법에 의한 것보다 더 정밀한 등가 M-C 강도정수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 론

GHB 파괴기준식은 암반의 강도 비선형성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암반조건을 고려하여 관련 강도정수를 산정하

는 실용적 체계를 제공한다는 장점 때문에 표준 암반파괴기준식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현장기술자들이 여전히 

암반의 강도를 마찰각과 점착력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암반구조물 안정성 해석 소프트웨어들이 M-C식을 암반 파괴조

건식으로 채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GHB 파괴기준식으로부터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해석적 수식이 함

께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Hoek et al.(2002)이 제안한 해석적 수식은 하한 값이 암반의 인장강도이고 상한 값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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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 사면해석의 경우에 각각 달리 설정되는 최소주응력 구간에서 비선형 GHB 파괴기준식에 최적 근사하는 선형 M-C 파괴기

준식을 해석적으로 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Hoek et al.(2002)의 등가마찰각 및 등가점착력 계산식은 항상 인장강도를 하한으로 하

는 최소주응력 구간을 가정하므로 인장응력이 분포하지 않는 해석영역의 등가 M-C 강도정수 산정에 활용될 경우 다소 부정확한 

M-C 강도정수 산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Hoek et al.(2002)의 등가마찰각 및 등가점착력 계산식이 갖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임의의 최소주응력 구간에서 GHB 파괴기준식에 최적 근사하는 M-C 기준식 즉, 최적 등가마찰각 및 등가점착

력을 계산할 수 있는 해석적 수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결과식에서 최소주응력의 상한 값을 하한 값에 점근시키면 최소주응력 하한 값에서 GHB 파괴기준식의 접선마찰각과 접

선점착력이 얻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소주응력 하한 값을 암반의 인장강도로 설정할 경우 이 연구에서 유도된 결과식은  Hoek 

et al.(2002)의 등가마찰각 및 등가점착력 계산식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터널 해석의 경우를 가정하고 이 연구에서 유도한 해석적 수식을 이용하여 압축 최소주응력 구간에서 등가마찰각과 등가점착력

을 계산한 후 그 결과를 Hoek et al.(2002)의 해석식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GSI 값 전 범위에서 등가마찰각은  Hoek et al. 

(2002)의 해석식을 이용한 결과보다 낮게 계산되며, 등가점착력은 높게 계산되었다. 등가마찰각의 경우 최대 13% 정도 낮게 산정

되었으며 등가점착력의 경우 최대 25% 정도 높게 산정되었다. 그러나 GSI 값이 50 이하인 비교적 불량한 암반에서는 두 방법에 의

한 결과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영역의 최소주응력 범위가 예측 가능한 경우 이 연구에서 유도한 등가마찰각 및 등가점착력 계산식을 이용하여 M-C 강도정

수를 산정하면  Hoek et al.(2002)의 해석식을 이용한 경우보다 더 정밀한 암반 강도정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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