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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verall aim of this study is to mitigate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In particular, to reduce the

effects of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which is one of the urban planning perspective.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and the thermal and wind properties.

To do this analysis, water space was virtually made at Yeol_Mae village Apt.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set up water space for the existing apartment complexes due to realistic constraints. This study, therefore has

a strong sort of guidelines to create water space for newly formed city. It was based on the concept of

virtual city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n reduction of urban heat island effects for the existing apartment

along with creation of water space. To analysis site, Envi-Met Model developed by Michael Bruse wa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temperature went from 298.9K to 297.82K and The wind speed went from

1.42m/s to 1.43m/s. The results are slight in this study because creation of water space is planned to a small

area of an apartment complex. But if the water space would be applied to a whole city, the mitigation effect

of urban heat island would be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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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지역이 확대되고 도심이 고밀도로 개발되면서 증

발산 또는 증발에 의해 대기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을 가

진 녹지공간은 부족해지는 반면 열반사율이 낮은 불투수

면의 아스팔트와 건물로 뒤덮이고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배기열과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 도심은

주변지역보다 높은 온도를 보이는 열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Landsberg 1981; Rosenzeig et al., 2005). 이러한 현

상은 기후온난화의 전망과 함께 건강, 생태계기능, 국지

적 기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

다(명수정 2009).

일반적으로 도시열섬현상의 원인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 도시내의 인공열 발생, 건축물의 건

설이나 지표면의 포장 등에 의한 지상 피복의 상태변화

를 꼽을 수 있으며, 도시 열섬현상의 문제점으로는 전력

소비의 증가로 인한 문제와 스모그 현상의 가중이 있다

(김수봉, 2001). 도시 열섬현상의 저감방안 중 하나로서

도시하천 및 호수의 저수량과 상시유량을 증대시켜 대기

의 냉각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이 있으며. 도시의 하천에서

는 도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상류로 양수하여 방류시

켜 도시하천의 건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미

기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운수, 2002).

열섬현상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김기호 외 2인(2004)

은 대구시 달서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열섬현상 저

감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내 기존 공원녹지와 가능한 도

시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연계성 확보를 통해 그린네트

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피복분류에 따른 토지이

용현황 및 열환경을 분석하였다. 김수봉 외 2인(2004)은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Remote Sensing(항공 및 위성영

상 분석)을 이용하여 도시 내 토지피복상태(토지이용 및

녹지, 자연요소들)의 변화와 도시의 온도 및 대기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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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충북개발연구원(2006)은 운량

조건에 따라 토지이용형태와 용도지역이 기온 및 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

길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 형성 등을 열섬현상 저감대책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차재규 외 3인은(2007)은 대구광역

시 중구와 남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열섬현상 분석,

토지피복분류, 녹지네트워크 연계가능성 분석, 바람길 분

석을 통해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박은진 외 2

인(2010)은 옥상녹화의 중요성과 효과를 검토하고 관련법

제도 및 옥상녹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저해요소 등을 분석

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을 제

언하였다. 김동현 외 4인(2011)은 생활권도시림 면적 증

가에 따른 온도변화를 분석하여 도시림면적 증가가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 일정부문 기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선행논문을 살펴본 결과 주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바람길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다루고

있었으며 도시 열섬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

석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열섬을 효과적으로 분석하

기 위한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계획에 반영하여 열섬현상

을 저감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열섬현상에 연관된 바람 및 열

분석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를 이용하여 대전시 노은지구 열매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 가

상의 도시 인프라 기술(수공간 조성)이 적용되었을 때 수공

간 조성이 열섬현상 제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대상지 선정

수공간을 조성할 대상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 2

동 열매마을 아파트 1단지와 4단지 사이로 대상지의 면

적은 95,110㎡이며 아파트 건물은 19개동으로 면적은

10,668㎡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북, 동, 남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지이며 서쪽으로 매봉

산이 위치하여 자연풍이 불어오는 위치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분석시 단지 내에 수공간 조성 전후의 차이점을 확

연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1. 대상지 위성사진

2.2 분석모델 선정

1) 미기후 분석 프로그램

현재 개발되고 있는 도시미기후분석 프로그램은 도시

의 미기후를 종합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도시개발의 전 과정에 범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

술이며, 현재 계명대학교와 독일 기상청과의 기술교류를

통해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는 3단계 과

정 중 1단계 프로그램 개발이 종료된 상태이다. 1단계 개

발은 도시를 대상으로 매크로 분석이 가능하여 광역적

차원에서 열․바람 분석을 고해상도로 구현할 수 있으며,

3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도시계획 시행 전 도시 미기

후를 종합적으로 제어․관리 할 수 있도록 개발 할 계획

에 있다.

2) Envi_Met 모델

분석도구로서 이용되는 미기후 모의실험 프로그램은

독일 Bochum university의 Michael bruse 교수에 의해

1998년에 개발 되었다(김대환, 2007). 특히 Envi-MET 모

델은 격자형태의 세밀한 미기후 변화를 모의 분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시지역 고층건물에 의한 주

변 주거지역에의 미기후 변화 즉 기류, 유체의 흐름장, 온

도 및 습도의 분포를 모델링할 수 있다. 또한, Envi-met

모델은 도시환경의 지표(surface), 식물(plant), 대기

(atmosphere)의 상호작용을 기본적으로 미세규모(micro-

scale) 단위로 모의실험하기 위한 3차원 모델로서, 건축

물․대기․지표면․식생 요소간 소규모의 상호작용의 분

석이 가능한 비유체역학 모델이다. 동 모델은 건축물, 대

기, 식생 , 그리고 다양한 토양/표면 유형의 선택을 통해

모델 격자 내부에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계획내용

에 따른 미세규모 분석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

서 도시 미기후 분석에 있어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

기존 프로그램과 여기서 적용한 도시미기후 분석프로

그램의 차별성으로는, 3D 활용기반 도시미기후관리시스

템 구축을 통해 도시미기후에 대한 이해력과 정보에 대

한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객관적·합

리적 근거 제시가 가능하다. 기존 프로그램의 2D 기반이

아닌 대중화되어 있는 3D 기반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

문에 미기후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력 증대와 미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미기후

분석결과가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제공할 수 있으며, 결정된 정책

은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자료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2.3 자료구축

1) 대상지 표고 경사 및 수계현황

대상지 표고 경사를 분석하기 위하여 ESRI - ARCVIEW

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노은

지구의 평균 표고는 93.32m, 평균 경사도 8.35°로 나타났

다. 표고 및 경사 분석도를 보면 대상지 서쪽의 매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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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이 훼손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으며, 대상지의 남동쪽으로는 표고와 경사도

가 낮아 개발된 도심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대상지의

평균 표고는 71.44m, 평균 경사도는 1.47°의 평탄지로 나

타났다. <그림 2>는 대상지의 표고와 경사를 분석하기위

에 ESRI-ARCVIEW를 운용한 결과이다.

(a) 표고 분석 (b) 경사 분석

그림 2. 표고 경사 분석도

한편 <그림 3>의 수계현황도를 살펴보면 수계현황도

상에는 대상지의 주변으로 실개천이 흐르고 있으나 현재

는 모두 복개되어 있어 물이 흐르는 것을 찾아 볼 수 없

는 상태이다. 대상지와 근접해 있는 실개천은 현재 매봉

산에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대상지의 배수유역으로 유

입된 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유성천을 따라 흐

른 뒤 국가하천인 갑천으로 유입된다.

그림 3. 수계현황도

2) 대상지 기상자료

대상지역의 기상자료는 대전기상청의 과거 10년간

(1998년～2007년)의 기상연보를 활용하여 국지기상 자료

에 대하여 항목을 연도별․월별로 각각 조사하여 평균값

을 구하였다. 또한 관측지점인 대전기상청과 대상지역과

의 이격거리가 약 4.95㎞인점을 감안하면 기상자료의 신

뢰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대전기상청의 위치는 <표 1과>

같다.

표 1. 관측지점 위치

기상
대명

북 위
Lat.(N)

동경
Long.(E)

H
(m)

Hb
(m)

ht
(m)

ha
(m)

hr
(m)

대전 36°22′ 127°22′ 62.6 63.6 1.6 22.8 0.6

주) H : 노장(기상관측계기를 설치하는 곳)의 해발높이(Height

of observation field above mean sea level)

Hb : 수은기압계의 해발높이(Height of mecurial barometer

above mean sea level)

ht : 온도계의 지상높이(Height of thermometer above the

ground)

ha : 풍속계의 지상높이(Height of anemometer above the

ground)

hr : 우량계의 지상높이(Height of raingauge above the ground)

대전기상청의 과거 10년간 (1998년～2007년)의 기상개

황의 평균값은 <표 2>와 같이 기온은 11.3℃, 평균풍속은

1.9m/s, 주풍향은 북풍, 상대습도는 66.7%인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 기상개황

구 분 기온(℃) 평균풍속(m/s) 주풍향 상대습도(%)

평 균 11.3 1.9 N 66.7

자료) 기상연보(1998년～2007년), 기상청

표 3. 년별 기상자료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0
년간

기온
(℃)

평균 13.6 11.5 11.0 10.8 11.1 11.1 11.2 10.3 11.2 11.5 11.3
최고
기온 33.2 35.4 34.5 35.5 35.6 33.0 35.6 34.8 34.8 34.3 35.6

최저
기온 -13.1 -15.3 -17.2 -26.2 -20.4 -19.7 -19.6 -18.0 -17.5 -13.8 -26.2

풍속
(m/s)

평균
풍속 1.6 1.6 2.7 2.1 2.2 2.1 1.7 2.0 1.8 1.8 1.9

최대
풍속 10.0 12.0 13.4 10.4 10.5 9.7 11.5 9.5 9.1 8.6 13.4

주풍향 NE NE N N N N N NNE N S N

상대습도(%) 71.0 68.3 65.9 65.0 65.6 68.4 64.1 64.5 66.6 67.3 66.7

자료) 기상연보(1998년～2007년), 기상청.

표 4. 10년간 월별 기상자료

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온

(℃)

평균 -3.9 -0.8 4.5 11.7 16.9 21.3 23.9 24.4 20.0 12.9 5.2 -1.8

최고

기온
11.7 19.5 21.7 30.8 33.1 35.1 35.6 35.6 33.2 27.8 23.6 16.3

최저

기온
-26.2 -17.8 -10.7 -4.7 2.6 9.8 15.3 14.0 4.4 -4.7 -10.1 -18.0

풍속

(m/s)

평균

풍속
1.8 2.0 2.2 2.4 2.3 2.0 2.2 2.0 2.0 1.5 1.5 1.5

최대

풍속
8.2 11.5 10.5 12.0 10.3 7.2 11.7 11.7 13.4 11.0 10.0 8.0

주풍향 N N SW SW SW SW S NNE NNE N N N

상대습도(%) 63.3 58.4 55.3 56.5 64.3 70.1 79.9 78.5 74.6 70.8 64.8 62.8

자료) 기상연보(1998년～2007년), 기상청.



수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효과 분석 / 박기용・이선우・심용주・황희연

Journal of the KIEAE Vol. 11, No. 5  2011. 1016

본 연구에서는 도시열섬현상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실

시하였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연보의 자료

(1998년～2007년)를 활용하여 년중 기온이 가장 높은 6

월～9월까지의 온도, 습도, 풍속, 풍향 등의 평균값만을 기

초 입력값으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시뮬레

이션 상에서 오전 7:00의 미기후는 일사의 영향을 받지 않

는 초기상태라고 가정하여 이때 입력된 미기후 값을 통해

서 24시간의 미기후 상태 및 변화를 구하고자 하였다.

항 목 입 력 값

Start Simulation at Time 오전 7시

Total Simulation Time in Hours 24시간

Save Model State each 30분

Initial Temperature Atmosphere 22.4℃

Wind Direction NW

Wind Speed 2.05 m/s

Relative Humidity 75.8 %

표 5. 모의실험 기초 입력값

주) 대전시 기상연보 (1998～2007)

주) 초기 온도값, 상대습도, 평균풍속은 6～9월달의 평균값임.

(1998～2007)

3) 지표면의 구성요소 및 계획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축적

1:5,000 지형도를 사용하여 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표면,

지형, 녹지, 건축물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또

한 지형도에서 파악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높이 및 지형도

와의 일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4> 대상지 현황도 및 수공간 조성 계획의 그림

중 (a)그림은 기존 대상지의 현황을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대상지의 전체 면적은 95,110㎡이며 아파트의 동수는 19

동, 층수는 15층, 높이는 약 40.5m이다. (b)그림은 수공간

조성을 나타낸 그림으로서 본 분석을 위해 임의로 계획

되어졌다. 호수 2개를 2,100㎡ 면적으로 계획하였고, 대상

지 즉 아파트 단지 둘레 및 단지의 중심부 도로변에 폭

1m의 인공수로를 2,039㎡의 면적으로 계획하여 총 4,139

㎡의 면적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전체 대상지의 4.35%에

해당한다.

(a) 대상지 현황도 (b) 수공간 조성 계획도

그림 4. 대상지 현황도 및 수공간 조성 계획

3. 분석결과

3.1 MACRO 분석

도시미기후 분석과정으로 가장 넓은 범위의 Macro-

Scale분석은 바람길, 찬공기의 흐름, 바람의 속도 등을 분

석하여 국지적으로 중요한 기후분석을 수립하였다.

도시미기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

시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1단계까지만

완료된 프로그램이어서 도시 전체의 미기후 분석도 가능

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대상지를 중심으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에서 열환경 분석의 그림은 노은지구를 중심

으로 하여 Macro Scale 분석한 뒤, 대상지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

형이 높은 산지 지역은 녹색부분으로 온도가 낮고 건축

물이 분포하고 있는 도심지역은 파랑색 부분으로 온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 노은지구 (b) 열매마을아파트단지

그림 5. Macro Scale 열환경 분석

<그림 6>의 분석방법은 <그림 5>와 동일하다. 그림에

서 보는바와 같이 풍속은 온도분포 현상과는 반대로 지형

이 높은 산지 지역의 녹색 화살표 보다 도심지역의 파랑

색 화살표로 나타난 부분이 느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노은지구 (b) 열매마을아파트단지

그림 6. Macro Scale 바람유동 환경 분석

3.2 MICRO 분석

도시 미기후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건축물 높이,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그리고 토지피복 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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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MET 모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

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분석 시간은 하루 24시간을 설정

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7>과 같이 임의로 총 6개의 측

정지점을 선정하였으며 하루 중 대상지의 온도가 가장

높은 14:00를 기준으로 각각의 수치를 정량적으로 산출하

여 나타낸 것이 <표 6이다>.

그림 7. 시뮬레이션 측정지점

구분
6개지점

K1 K2 K3 K4 K5 K6

온도(K) 298.78 298.64 298.9 298.52 298.42 298.83

풍속(m/s) 1.18 1.41 1.42 1.45 0.34 1.53

표 6. 기존 6개 지점 온도 및 풍속 측정 값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지점은 단지 내에서도

열이나 바람에 의한 분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지의 가

장 중심부인 K3 지점을 선정하여 결과 값을 정리하였다.

<그림 8>과 <그림 9>는 기존 대상지의 열환경, 바람

유동 환경분석을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타낸 것이다. 분석

시간은 14:00로 동일하며 K3 지점의 기존대상지의 절대

온도는 298.90K로 나타났다. 또한, 풍속은 1.42m/s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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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존 대상지 열분석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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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존 대상지 바람분석 시뮬레이션

X (m)
  0  10  20  30  40  50  60

Y 
(m

)

  7

 17

 27

 37

 47

 57

 67

 77

 87

 97

107

117

<Left foot> <Right foot>

k_W 14:00:04 30.04.2010
x/y cut at z= 2

N

Pot. Temperature 

297.29 K

297.40 K

297.51 K

297.62 K

297.73 K

297.84 K

297.95 K

298.06 K

298.17 K

298.28 K

298.39 K

298.50 K

298.61 K

298.72 K

298.83 K

298.94 K

299.05 K

299.16 K

299.27 K

299.38 K

X (m)
  0  10  20  30  40  50  60

Y
 (

m
)

  7

 17

 27

 37

 47

 57

 67

 77

 87

 97

107

117

<Left foot> <Right foot>

k_W 14:00:04 30.04.2010
x/y cut at z= 2

N

Pot. Temperature 

297.29 K

297.40 K

297.51 K

297.62 K

297.73 K

297.84 K

297.95 K

298.06 K

298.17 K

298.28 K

298.39 K

298.50 K

298.61 K

298.72 K

298.83 K

298.94 K

299.05 K

299.16 K

299.27 K

299.38 K

그림 10. 수공간 열분석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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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수공간 바람분석 시뮬레이션

<그림 10>과 <그림 11>은 수공간 조성 후의 열환경,

바람유동 환경 분석을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타낸 것이다.

K3 지점의 기존 대상지의 절대온도는 298.90K인데 수공

간 조성 후에는 297.82K로 약 1.08℃가 저감되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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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는 K3 지점이 <그림 7>에서와 같이 단지

내의 중심부이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공간 조성 계획상 동서의 수로가 만나는 접

점이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호수를 만들어 줌으로

써 약간의 온도 하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풍속은 기존대상지가 1.42m/s인데, 수공간 조성 후에

는 1.43m/s로 약 0.01m/s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지 내 토지 피복의 변화 때문에 생긴 변화로 사

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도시 환경문제 중에서도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적인 접근방법의 하나로 수공간

을 구축하여 도시의 온도를 저감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대전시 노은지구 열매마을아파트 단지를 대상

으로 가상의 수공간을 조성한 후열분석과 바람분석을 실

시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공간을 구축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를 가상의 개념으로 변형시켜 앞으로 신개발

을 할 때 이런 유형의 수공간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가설

설정을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최종 결과인 도시미기후관리시스템은 2개의

주요환경 인자인 열 환경과 바람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의 미기후 환경을 분석하여 열섬현상 저감효과를 분

석하는 것으로서 열․바람 분석을 토대로 도시미기후와

같은 비가시적인 요소의 가시화를 통해 미기후 개선효과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Macro Scale 분석을 실시하여 노은지구를 중심으로 도시

의 열․바람분석을 실시하여 도시 전체의 현황을 파악한

후, 대전시 노은지구 아파트 단지에 대해 Micro Scale 분

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이고자 노

력하였다. 분석결과는 온도는 1.08℃ 저감되었으며 풍속

은 0.01m/s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태보다 수공간을 조성했을 때 열

섬현상 저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 효과의 가능성과 도시미기후의 중

요성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도시 열섬현상 저감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자료로 충분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한다. 그리고 친환경적 그린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범주 안

에서 구체적 사례와 분석을 통해 도시미기후를 고려한

계획의 중요성, 냉난방비 절감효과라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친환경적 기법이 재확립될 수 있는데 기여도가

클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도시단위의 규모를 대

상지로 잡은 것에 비해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결과값이 미미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수공간

조성 뿐 아니라 바람길 조성 및 녹화 등을 통한 통합 그

린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열섬현상 저감효과를 분

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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