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전동차에서 차체의 하중을 지지하며 레일에서 전달되는 

진동과 가 감속에 따른 반복하중을 받는 대차는 용접구

조물로 제작하고 있으며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차균열

의 대부분은 피로균열로 용접부에서 발생되고 있다. 부품

의 고 강도화 및 경량화와 함께 높은 피로강도를 충족하기 

위해 기계 부품의 성능 및 용도에 적합한 성질을 부여하면

서 동시에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피로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열처리 및 표면처리 방법

이 제시되고 있다[1-4]. 이러한 표면처리 기술 중의 하나가 

피닝 가공이며, 이 기술은 설계 제작된 기계 및 구조물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수가공 기술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대

표적인 피닝 기술로는 쇼트 피닝, 해머 피닝, 니들(Needle) 

피닝과 레이져 쇼크 피닝이 있다[3]. 일반적으로 구조물

이 반복 동하중을 받으면 인장강도 또는 항복응력보다 낮

은 응력에서도 피로파괴를 일으킬 수 있고 용접부와 같이 

열 변형을 받아 취약한 경우에는 피로에 의한 파괴가 더

욱 빨리 일어날 수 있다. 한정우 등[5]은 일반 구조용 강 

SM490B 용접시편을 사용하여 해머 피닝을 적용하여 피로

수명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피로한도가 65% 증

가하였다. 박경동 등[6-8]은 스프링강 SAE5155를 사용하

여 쇼트 피닝이 부식과 부식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는데 쇼트 피닝이 부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피로

균열 진전속도를 낮추었다. 피로수명은 부식조건에 따라 

다르나 쇼트 피닝에 의해 371~453% 증가하였다. 정석주

와 백상도[9]에 의한 스프링강 SPS의 피로에 미치는 쇼트

피닝 연구결과에서는 피로한도가 140% 향상되었다.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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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tigue fracture of the welded joints of bogie frames is one of unsolved problems. To improve the fatigue 

strength of the welded joints, various techniques have been applied.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hot peening on the fatigue characteristics of SS400 welded specimens. The fatigue lives of four kinds of welded 

specimens were examined; welded, PWHT, shot peened, and shot peened after PWHT. The results of the fatigue tests 

show that the fatigue limit of the shot-peened specimens is higher than that of the welded specimens, and the PWHT 

specimens have a lower fatigue limit than the welded specimens. It was found that shot peening is a very effective 

method to improve the fatigue strength of SS400 welded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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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철도 차량 대차 프레임은 주로 용접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는데 용접부에서의 피로파괴는 늘 문제가 되어 

왔다. 용접부의 피로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쇼트 피닝을 적용하였다. 철도 구조물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의 하나인 SS400 판재를 이용하여 용접시편을 만들어 쇼트 피닝과 후열처리 유무에 따른 피로특성을 

분석하였다. 피로시험결과에 의하면 쇼트 피닝은 피로강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후열처리는 피로강도를 

도리어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요 어 : S400, 쇼트 피닝, 후열처리, 용접,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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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강 SPS5A에 대한 심동석 등[10]의 균열진전에 미치는 

쇼트 피닝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균열의 진전이 늦어

짐을 보여 주고 있다. 신용승 등[11]의 SCM22강에 대한 

쇼트 피닝의 효과는 열처리 시편에 비해 쇼트피닝 시편의 

피로강도가 130% 증가하였다. 최근에 Laha 등[12]은 

ASTM A516 grade 70 탄소강에 대해 금속 아크 용접, 

MIG 용접 및 TIG 용접을 한 시편에 대해 용접 비드를 

1mm 깎아 낸 후 쇼트 피닝 처리를 하고 피로시험을 하였

는데 피로한도가 용접시편 기준으로 각각 50%, 63% 및 

60% 향상되었다.

용접 구조물인 전동차의 차체와 대차는 법적 사용내구연

한 25년간의 운행과정에 지속적인 반복응력을 받게 된다. 

특히, 대차는 2차 스프링(Secondary Suspension)에서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하는 차체와 달리 레일에서 전달되는 진동

과 가감속에 따른 반복부하를 직접 받게 되어 취약한 구조

적 특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차 용접부에는 용접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용접결함, 잔류응력, 용접 지단부

에서의 응력집중 등의 영향으로 모재에 비하여 피로강도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 피로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구

조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

서는 전동차 대차 프레임뿐만 아니라 차체 제작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SS400 강재로 맞대기 용접 시험편을 제작하

고, 용접 후처리에 따른 피로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접 후처리를 실시한 후 굽힘 피로시험기

로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용접 후처리는 용접 시험편에 

대하여 국내 전동차 대차 제작과정에서 적용하는 용접부의 

노내 응력 제거방법에 따라[13,14] 실시한 용접후열처리와 

피로강도 및 피로수명을 증가시키는 기술로서 잘 알려진 

쇼트 피닝 가공을 실시하였다. 또한, 용접후열처리를 실시

한 후 쇼트 피닝 가공한 시험편과 아무런 후처리를 실시하

지 않은 용접 시험편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험하고 비교평

가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쇼트 피닝

의 주요 변수들의 변화가 쇼트 피닝의 효과에 미치는 체계

적인 조사 없이 임의의 주어진 값에서 쇼트 피닝을 하고 그

때의 쇼트 피닝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쇼

트 피닝의 주요 변수인 쇼트 볼의 속도와 투사시간을 변화

시켜 가면서 최적을 쇼트 피닝 효과를 주는 조건을 찾고 이 

조건을 적용하여 용접후열처리를 한 시편과 하지 않은 시

편을 쇼트 피닝 처리를 하여 모재와 용접상태 시편의 피로

강도와 비교하여 쇼트피닝이 피로강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였다.

2. 시편제작 및 시험방법

2.1 쇼트 피닝

쇼트 피닝 가공은 Fig. 1과 같이 쇼트 볼이 금속 표면에 

고속 충돌할 때 쇼트 볼의 운동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재료

의 표면에 소성변형을 일으키고 표면의 취약부에 압축 잔

류응력을 생성하는 가공이다[15,16]. 쇼트 볼의 충돌 후 압

축응력이 잔류하게 되는데 응력의 크기는 가공 조건에 따

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깊이 

0.1~0.25mm 정도에 분포되고 특수한 경우 0.8mm까지 분

포 층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 쇼트 피닝 가공은 재료의 표

면에 압축잔류응력을 남게 함으로써 피로수명 및 피로강도

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16,17].

Fig. 1. Principle of shot peening [18]

쇼트 피닝의 효과는 쇼트 볼의 속도, 경도, 크기, 투사각, 

무게 등에 따라 변하며, 아크하이트(arc height)와 커버리지

(coverage)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100% 커버리지에서의 

아크하이트를 쇼트 피닝 강도로 나타낸다[18]. 쇼트 피닝 

가공의 충격에너지를 측정하고 조절하기 위하여 Almen은 

SAE 1070 스프링강 시편(Almen strip)을 이용하여 측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쇼트 피닝 가공하지 않은 

알멘 스트립을 금속 블록에 고정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쇼

트 피닝 가공처리를 한다. 블록에서 알멘 스트립을 제거하

면 쇼트 피닝의 충격에 의한 압축잔류응력과 표면 소성변형

으로 인해 알멘 스트립은 쇼트 피닝 가공된 표면으로 볼록

하게 된다. 이 곡면의 높이를 알멘 게이지(Almen gauge)로 

측정하여 아크하이트라 한다[19]. 커버리지는 쇼트 볼이 투

사되어 물체의 표면을 타격한 밀도이다. 커버리지는 쇼트 

볼에 노출시킨 시간과 관계될 뿐이며, 아크하이트와 반드

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Fig. 2는 알멘 시험법의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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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lmen test strip[18]

2.2 시편 제작

시험편의 재료는 전동차 대차 프레임뿐만 아니라 차체 

제작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SS400 강재이다. 인장시험편

은 ASTM E8[20]에 따라 제작하였다. 모재에 대한 인장시

험 결과 항복강도는 359MPa, 인장강도는 417MPa, 파단연

신률은 38%였다. 쇼트 피닝 시험편은 모재, 용접후열처리 

한 시편 그리고 후열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으로 구분하였

다. 용접후열처리는 국내 전동차 대차 제작공정에 적용하

는 방법과 같이 KS B 0883[21]에 따라 실시하였다. 시편제

작에 사용된 용접 와이어는 YFW-A50DR 1.2Φ, 전류는 

170A, 전압은 20V, 용접속도는 50cm/min, 쉴딩 가스는 

80% Ar+20% Co2를 적용하였고 2 패스 용접을 하였다. 시

편의 형상은 Fig. 3과 같이 판재이며 두께는 3mm이다.

Fig. 3. Configuration of the specimen 

2.3 쇼트 피닝 시험

임펠러 투사 방식인 쇼트 피닝 머신(PMI-0608)을 이용하

여 쇼트 피닝을 실시하였다(Fig. 4). 시험편의 끝단의 요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감고 시험편의 

중앙 부위를 쇼트 피닝 가공하였다. 사용된 쇼트 볼은 경강

선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구형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컷 와이어 라운드 쇼트 볼(cut wire rounded shot ball)을 사

용 하였으며, 쇼트 볼의 직경은 0.8mm이고 경도는 약 670 

Hv이다. 쇼트 피닝 장비의 임펠러 직경은 250mm, 쇼트 볼

의 속도는 60m/s를 적용하였다.

Fig. 4. Shot peening machine

2.4 피로시험

Fig. 5는 시험에 사용된 굽힘 피로시험기의 개략도이다. 

작용 응력은 부착된 토크 앵글 게이지의 변위량을 조절하

여 얻는다. 피로수명은 시편이 완전히 파단될 때의 회전수

이다.

Fig. 5. Bending fatigue test machine

3. 시험결과

3.1 경도분포

시험편 종류별 경도측정 결과는 Fig. 6과 같다. 경도는 용

접 라인의 중심에서 용접 라인에 수직인 방향으로 즉, 시편

의 길이방향으로 따라가면서 표면에서 측정하였다. 시험편 

모두 용접부 중앙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경도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각 시험편의 경도측정 결과 용접후열처

리를 실시한 시험편은 최대경도가 218Hv, 용접후열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용접시험편은 최대 경도가 253Hv, 용접후열

처리 실시 후 쇼트 피닝 가공 한 시험편의 최대 경도는 

283Hv 그리고 용접후열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쇼트 



김진헌  구병춘  김현규  정성균

898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2권 제6호 2009년

피닝 가공한 시험편의 최대경도는 317Hv로 측정되었다. 이

와 같이 각 시험편의 경도측정 결과 용접후열처리 실시한 

시험편이 용접후열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용접시험편보다 

최대경도가 약 13.84% 가량 감소하였으며, 용접후열처리 

실시 후 쇼트 피닝 가공한 시험편과 용접후열처리를 실시하

지 않고 쇼트 피닝 가공한 시험편의 최대경도는 용접후열처

리 및 쇼트 피닝 가공을 하지 않은 용접시험편 보다 최대경

도가 각각 11.9%, 22.6% 가량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쇼트 

피닝 가공후 시험편의 압축잔류응력은 표면 및 깊이별 경도

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시험편의 경

도 측정 결과로부터 각 시험편의 피로특성을 유추할 수 있

으며, 용접후열처리 한 시험편의 경우 오스테나이트 상태의 

시험편을 어닐링하여 잔류응력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험편 표면의 경도 또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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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ardness of the welded specimens

3.2 쇼트 피닝 최적 조건

Fig. 7은 포화선도(saturation curve)로서 쇼트 피닝 가공 

공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Almen strip ‘A’

에 쇼트 볼의 투사속도를 40, 50, 60, 70m/s, 투사시간을 0.5

분~16분까지 변화시켜 가며 아크하이트를 측정하여 도시

한 것이다. 약 4분 정도까지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이

후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소 0.078mmA로부

터 0.525mmA의 다양한 아크하이트를 얻었다.

가장 긴 피로수명을 주는 쇼트 피닝 강도의 최적조건을 

실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쇼트 피닝 강도에 따른 굽힘 

피로수명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Fig. 8은 쇼트 피닝 가공 

시간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7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사속도는 60m/s인 경우만 피로시험을 

하여 최적조건을 찾았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쇼트 

피닝 가공시간이 증가할수록 피로수명이 증가하다가 쇼

트 피닝 가공시간이 24분일 때 최대 피로수명을 보였으

며, 24분을 초과하면서 수명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최적의 쇼트 피닝 조건

으로 쇼트 볼의 투사속도는 60m/s, 투사시간은 24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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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 between arc height and exposure time

일반적으로 쇼트 피닝은 최적 피닝 강도에 미치지 못하

는 언더피닝 (under peening), 수명의 극대를 갖는 최적피닝

(optimal peening), 피닝강도는 높으나 수명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오버피닝(over peening)로 나뉘어 진다. 쇼트 피닝 

가공을 할 경우 항상 수명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Fig. 8

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투사 시간 18분의 경우 재료

에 미치는 압축잔류응력의 영향이 최적 피닝보다 다소 부

족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오버피닝의 경우는 쇼트 피닝 가

공에 의한 과도한 소성변형으로 인하여 표면 부의 심한 요

철과 함께 미세한 균열(micro crack)이 발생하고 피로 하중

에 의한 균열의 성장 속도가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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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atigue life vs. expose time 

3.3. 피로시험 결과

전동차 대차 프레임 및 차체 제작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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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00강의 피로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9와 같이 모

재, 용접시험편, 그리고 용접시험편에 대하여 실제 대차 

프레임 제작공정에서 적용하는 방법인 용접후열처리를 실

시하여 피로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쇼트 피닝 가공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용접시험편에 대하여 용접후열처리 

후 쇼트 피닝 가공한 시험편과 용접후열처리를 실시하지 

않고 쇼트 피닝 가공한 시험편의 피로특성도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철강재의 S-N 곡선이 휘어지는 지점인 한계반

복수에 대한 한계응력을 내구한도(endurance limit)라 하고, 

그 이상에서는 수평이 되는 응력으로 표현하여 피로한도

(fatigue limit)한다. 피로한도보다 높은 반복응력에서 지정

된 횟수의 반복에 견디는 응력의 상한을 시간강도라 부르

며, 피로한도나 시간강도의 총칭을 피로강도라 한다. 철강

재나 제한된 금속에서는 10
6
에서 10

7
회의 반복횟수에서 피

로한도를 구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2×10
6
회의 반복횟수를 

피로한도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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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N curves of SS400 steel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모재의 경우 피로한도가 200.8MPa

로 측정되었으며, 용접시험편은 125.9MPa 그리고 용접후

열처리를 실시한 시험편은 111.6MPa로 측정되어 모재에 

비하여 각각 37.3%, 44.4% 가량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용

접후열처리 가공을 실시하였을 경우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된 시험편을 냉각하여 어닐링 상태로 하면 피로강도는 낮

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결정립이 약간 크게 되는 

것과 가공에 의한 경화 효과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냉간 가

공재 등에서는 압축잔류응력이 없어지는 영향도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물크기의 용접

구조물에서도 용접후열처리를 한 경우의 피로강도가 용접

후열처리 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작았다[22]. 용접후열처

리 후 쇼트 피닝 가공한 시험편과 용접후열처리 공정 없이 

쇼트 피닝 가공한 시험편의 피로한도가 각각 268.9, 347.2 

MPa로 측정되어 모재에 비하여 약 33.9%, 72.9% 가량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쇼트 피닝 가공으로 인하여 시험편

의 표면에 상당한 크기의 압축잔류응력이 생성되었으며 이

로 인하여 피로한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피로시험 파단부 관찰

피로파괴는 표면부의 크랙 발생과 진전에 의해 생긴다. 

그러나 쇼트 피닝 가공에 의한 경도의 증가와 압축잔류응

력의 생성은 크랙 진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크랙의 생

성이 표면이 아닌 내부에 생기는 이른바 Fish eye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

용된 SS400 소재의 피로시험 결과 내부에서의 크랙은 관찰

되지 않았으며 시험편 모두 표면으로부터 크랙이 전파해 

나아가는 형상을 띄고 있다. 크랙 생성 위치에 있어서 쇼트 

피닝 가공한 시험편과 쇼트 피닝 가공하지 않은 시험편간

에 차이점이 있었는데, Fig. 10에서는 쇼트 피닝 가공한 시

험편과 가공하지 않은 일반 시험편의 크랙 생성 위치를 보

여주고 있다. 쇼트 피닝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 크랙의 생

성이 용접 비드 바로 옆에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쇼트 

피닝 가공한 경우는 용접부와 모재의 경계면으로부터 최대 

5m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용접부와 모재의 경계면까

지 다양한 위치에서 크랙이 생성 되었다. 용접부와 모재의 

경계면으로부터 약 5mm 위치에서 크랙이 생성된 시험편

은 쇼트 피닝 가공한 35개의 시험편중 2개로 나타났다. 쇼

트 피닝에 의해 용접지단부의 곡률반경이 변화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Mitutoyo CV-3000S4 형상측정기를 이용하여 

피닝을 한 시편과 하지 않은 시편에 대해 임의로 10곳에서 

용접지단부의 곡률반경을 측정하였다. Fig. 11은 용접 비드

를 측정한 모양과 비드의 끝에서 곡률반경을 측정한 모양

을 보여준다. Table 1은 측정한 곡률반경의 값이다. 피닝을 

한 시편과 하지 않은 시편의 용접 지단부의 곡률반경 분포

에 큰 차이가 없으며 10개 값의 평균은 동일하게 0.60mm

이다. 따라서 쇼트 피닝에 의한 용접 지단부의 곡률반경 변

화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쇼트 피닝에 의한 피로수

명의 증가는 주로 피닝에 의한 압축잔류응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압축잔류응력은 X-ray 회절을 이용하는 

TEC4000을 이용하여 용접 비드와 모재의 경계부에서 시

편의 폭 방향으로 용접 비드를 따라 가면서 4곳에서 측정

하였다. Table 2는 측정된 잔류응력의 값으로 시편의 길이

방향의 성분이다. 용접상태의 시편은 전형적인 용접부의 

응력분포와 같이 시편의 양쪽 가장자리 부근에서는 압축 

잔류응력이 중심부에서는 인장잔류응력이 작용하고 있다. 

쇼트 피닝 후 전체 폭에 걸쳐 압축응력이 작용하고 압축응

력의 크기는 80~265MPa 정도로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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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peened welding specimens

 

(b) Peened welding specimens

Fig. 10. Fracture locations 

Fig. 11. Measurement of weld bead profile

Table 1. Radius of curvature at weld bead toe

No. 1 2 3 4 5 6 7 8 9 10 Mean

Non 
peening

0.58 0.67 0.58 0.61 0.83 0.89 0.25 0.73 0.62 0.21 0.60

Peening

(mm)
0.57 0.66 0.43 0.31 0.42 0.56 1.51 0.33 0.37 0.86 0.60

Table 2. Measured residual stress

Specimen Measuring points
Residual stress

(MPa)

As-welded

1 - 31.0

2 + 16.9

3 + 14.7

4 - 45.1

Welding and 

Shot peening

1 - 265.4

2 - 221.2

3 - 80.6

4 - 172.7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동차 대차 프레임 및 차체 제작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SS400강의 용접부 피로강도에 미치는 쇼트 

피닝의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피로수명이 가장 긴 최적의 쇼트 피닝 조건은 쇼트 볼의 

투사속도 60m/sec, 투사시간 24분으로 확인되었다.

2. 피로특성평가 결과 모재에 비하여 용접시험편과 용접후

열처리 한 시험편에서는 피로한도가 각각 37.3%, 44.4% 

가량 감소하였다. 용접후열처리를 실시한 시험편의 경

우 인장강도가 낮아지고 가공에 의한 경화가 소멸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쇼트 피닝 가공한 시험편의 피로특성 평가결과 용접후

열처리 실시한 시험편의 경우 모재에 비하여 피로한도

가 약 33.9% 가량 증가하였으며, 용접후열처리를 실시

하지 않고 쇼트 피닝 가공한 시험편의 경우 피로한도는 

약 72.9% 증가하였다. 따라서 쇼트 피닝 가공은 금속의 

용접부 혹은 취약부의 피로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

우 유익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 쇼트 피닝에 의한 용접 지단부의 곡률반경의 변화는 미

미하였다. 

5. 쇼트 피닝에 의한 압축잔류응력의 크기는 -80~-265MPa 

정도로 피로수명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6. 국내 전동차 대차 프레임의 용접잔류응력 완화를 위하

여 적용하는 용접후열처리 기법은 본 연구결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용접후열처리에 의하여 피로수명이 더 낮

아지는 현상을 볼 수도 있으므로[22] 용접후열처리에 

앞서 그에 따른 피로강도가 설계요구에 적합한지 여부

를 사전에 실험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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