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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선박 수리시장은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강화, 선박구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서남해에 있는 수리 조선사들에 외국 선사들의 수리 요청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서남해권 수리 조선사들은 영세한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라서 수리조선 업체의 통합적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고, 집적화

가 되어있지 않아서 인프라 공동활용이 어려워서 수리조선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리조선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도크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며, 대부분 노후화된 케이슨 도크를 해외로부터 수입한 후, 개/보수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수명이 30년 이상이고, 구조물 검사 기준이 없어서 안전분야에 취약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조된 케이슨 도크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구조 보강안을 찾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활용하였다. 플로

팅 도크의 경우, 선급 규정이 있지만 구조강도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흡하여  적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평가 영역

에 대해서는 상세 구조해석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보강안은 수리조선소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폰툰 갑판 상부 보강과 선측 탱크 보강

으로 결정하였다. 결정안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선측 보강안을 최종안을 선정하였고, 실제 구조물을 제작하여 보강안을 반영하였다. 

도출된 주요 결과들은 유사 설비의 구조 강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개/보수 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빨리 최적 해

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플로팅 도크, 케이슨 도크, 보강방법, 수리 조선, 구조 강도, 부양 능력

Abstract : In the ship repair market, interest in maintenance and repair is steadily increasing due to the reinforcement of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ships and the reinforcement of safety standards for ship structures. By reflecting this effect, the number of requests for repairs by 

foreign shipping companies increases to repair shipbuilders in the Southwest Sea. However, because most of the repair shipbuilders in the southwestern 

area ar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t is difficult to lead to the integrated synergy effect of the repair shipbuilding companies. Moreover, the 

infrastructure is not integrated; hence, using the infrastructure jointly is a challenge, which acts as an obstacle to the activation of the repair 

shipbuilding industry. Floating docks are indispensable to operating the repair shipbuilding business; in addition, most of them are operated through 

renovation/repair after importing aging caisson docks from overseas. However, their service life is more than 30 years; additionally, there is no structure 

inspection standard. Therefore, it is vulnerable to the safety field. In this stud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of ANSYS was used to evaluat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modified caisson dock and obtain additional structural reinforcement schemes to solve the derived problems. For the floating 

docks, there are classification regulations; however, concerning structural strength, the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and the applicability is inferior. These 

insufficient evaluation areas were supplemented through a detailed structural FE-analysis. The reinforcement plan was decided by reinforcing the pontoon 

deck and reinforcement of the side tank,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air shipyard condition. The final plan was selected to reinforce the side  

wing tank through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decision; in addition, the actual structure was fabricated to reflect the reinforcement plan. Our results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for improving the structural strength of similar facilities; we believe that the optimal solution can be found quickly if this 

method is used during renovation/repair. 

Key Words : Floating dock, Caisson dock, Reinforcement method, Ship, Repair shipbuilding, Lift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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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및 장기화 현상으로 인하여, 조선 

및 해양산업에도 불황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캠

페인, 자가 격리 및 이동제한령 조치 등을 시행함에 따라 노

동자들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이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선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선

박의 유지/보수 및 수리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실행하기 

위하여 수리 조선사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선박 수리

업은 보수 및 정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내엔 부산, 통

영, 인천, 목포 등에 여러 업체가 포진해있다. 특히, 목포지

역에 등록된 업체가 많으며 주로 1만 톤 이하의 소형선박에 

대한 수리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선박 수리시장을 

연간 160억 달러로 판단하여, 수리 자급률을 2015년 1.3 %에

서 2020년까지 10 %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수리조선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리에 필요한 전용

설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해외로부터 노후 케이슨 도크

를 수입한 후, 개/보수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다. 케이슨 도크

는 해양공사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일본과 같은 섬나

라에서 그 수요가 많다. 케이슨 도크를 이용하여 선박 수리

업에 활용하는 장점은 도크 기초공사가 필요하지 않고, 제

작 기간이 짧아 건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단점으로서는 

해상조건에서 오랜 시간 운용되면서 강판의 부식과 콘크리

트 케이슨의 선적 및 이동에 따른 폰툰데크와 하부 구조의 

손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플로팅 도크는 

사용 기한이 길어질수록 수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며, 수리 범위에 따라서 신조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

생한다. 

Yard Type L(m) × B(m)
DWT
(ton)

Hyundai Samho Floating 335 × 70 80,000

Jangbogo Floating 116 × 23 8,850

Wooseung 
Floating 170 × 30 23,000

Floating 130 × 30 13,000

Daebul
Floating 131 × 27 13,000

Floating 140 × 25.5 15,000

Hankook MADE Floating 231 × 47.4 21,400

Table 1. Floating dock facility nearby south-west coast

본 연구에서는 케이슨 도크 두 개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선사의 설비에 대한 최적 구조 보강 안 개발을 위하

여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구조 강도해석을 수행하고, 최적 안

을 설비에 반영한 주요 결과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서남해 권역에서 운용하고 있는 플로팅 및 케이슨 도크 

설비에 대하여 아래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부분 중

소선박의 수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도크의 전장 길이가 

200 m 이내이다. 연구와 관련된 기존 유사 연구는 아래와 같

이 요약하였다. 

Park et al.(2010)는 플로팅도크에 블록을 차례대로 탑재하

는 조건에서 선체의 강도와 플로팅 도크 구조 안정성을 수

치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13,000 TEU 컨테이너선의 탑재 

상황을 load-out 별 총 5개 과정으로 분류하고, 전선 도킹 해

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분할 블록의 크기 및 놓는 위

치에 따라서 선체 및 플로팅 도크의 구조강도에 영향을 받

게 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플로팅 도크의 밸러스트 계

획 변경에 대한 제안 사항도 도출하였다. 

Ha(2014)는 연안 선박 유지 보수용 플로팅 도크 시스템의 

설계안에 대하여 프레임부 구조 강도 검토 및 회류 수조에

서 모형실험을 통한 운동특성을 검토하였다. 초기 프레임 

설계안은 적절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구조보강을 하였다. 실물 제작을 통한 선박의 출입 시험을 

위하여 길이 9 m급 연안 복합어선을 이용하며, 설계안의 추

정값과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Yang et al.(2015)는 이치스 프로젝트의 건조에 사용된 전

용 플로팅 도크의 환경 하중에 대한 계류 설비의 안전성을 

전산 유체해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각 해석조건에서의 계

류 체인들의 최대 계류력과 이치스 탑재 도크의 최대 오프

셋, 계류 체인 간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였고, 수중조사를 통

하여 재확인하였다.

Seo et al.(2019)는 노후화된 플로팅 도크의 실 계측한 두께 

정보를 활용하여, 구조 강도 검토를 수행하고, 운용 중인 도

크의 잔류 구조 강도를 해석적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평

가에 사용된 기준은 한국선급 규정을 인용하였으며, 기존 

케이슨 도크 선미부 끝단이 중앙부 역할을 하면서 가장 높

은 응력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0년 이상 사용된 케이슨 도크의 효율적인 

구조 보강을 통하여 길이 방향 반목 하중을 증가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상세 구조 강도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보강 효과를 검

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는 노후화된 

플로팅 도크의 최적 구조보강 효과에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

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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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적 보강 안 검토

2.1 구조 보강 안 선정

Fig. 1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대상인 케이슨 도크 모델의 

구조 보강 2가지 방안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수리조선소

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반목의 크기, 배치 및 작업조

건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강방법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가장 취약한 중앙부 보강을 위하여, 폰툰 상면에 

T-bar(560 mm × 250 mm × 18 mm / 12 mm Inverted Angle)를 데크 

보강재의 길이 방향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 보강 안을 통하여, 

중앙부 단면계수 증가를 통한 구조 강도 보강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중앙부 side wing tank에 신규 보강 블록을 제작

하여 기존 부재와 연결하는 방법이다. 한 개의 side wing tank

의 바같면을 형성하는 두 개의 보강판과 내부 보강구조 판

넬로 구성되며, 보강범위가 넓고 기존 부재와의 연결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첫 번째 방법보다는 작업의 난이도가 높

지만, 설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방안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의 케이슨 도크가 만나는 지점을 

신규 블록으로 제작하여 연결하는 것이나 이미 계류라인에 

의해 결속된 해상조건에서 위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

며, 계류라인을 제거하고 육상 위에 올리는 작업 또한 현실

성이 없다. 따라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Table 2에서는 개발 대상물의 주요치수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 대상인 케이슨 도크는 길이 방향 및 폭 방향에 3개의 

수밀 격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횡 방향으로 연속된 그릴

리지(Grillage)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슨 도크의 특성 상 

수직 방향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방향 교차지점에는 기둥 보강재가 위치한다. 케이슨 도크의 중앙 

단면 부재 배치 도면을 Fig. 2에 나타내고 있다. 

단면은 폰툰 갑판 내에 6개의 수직 기둥이 위치하며, 종거

더와 데크 보강재가 길이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측면 윙 

탱크구조는 Safety deck 와 Upper deck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로 도크 처짐 조정 및 침하용으로 사용되는 밸러스트 탱크 

공간으로 활용된다. 

3. 구조 강도 검토

3.1 해석 조건 설정

본 논문에서는 상용 유한요소법(Commercial Finite Element 

Method)을 기반으로 하는 ANSYS(ANSYS, 2018)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모델링 및 해석, 결과 출력까지를 활용하였다. 판재

는 2차원 쉘(Shell 181) 요소를 적용하고, 빔(Beam 3) 모델은 

1차원 요소를 적용하였다. 쉘 요소는 4절점 요소이며, 각 절

점에는 6자유도(x, y, z, Rot.x, Rot.y, Rot.z)를 갖는다. 이 요소

는 일반적인 판구조물의 거동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며, 복합

재 모델링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빔 요소는 압축, 

Component Dimension

LOA 131.0 m

LBP 131.0 m

Breath 27.0m

Depth 3.9 m

Draft 1.7 m

Cb 1.0

Displacement 15000.0 ton

Table 2. Principal of dimension

SAFETY DECK

UPPER DECK

NO.3 HORI.GIR

NO.2 HORI.GIR

NO.1 HORI.GIR

Pillar Pillar

Web. frame

Web. frame

Side stringer

Deck Longi.

C
en

te
r 

L
in

e

Pontoon Deck

Bottom plate

Fig. 2. Midship section of the caisson dock.

Keel block Reinforcement area

Midship connection Floating dock

(a) reinforcement at the pontoon deck

Reinforcement-side tank

(b) reinforcement at the side tank

Fig. 1. Reinforc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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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과 휨 거동을 표현이 가능하며, 각 절점에는 3자유도(x, 

y, Rot.z)를 갖고 있다. 모델링에 사용된 요소의 개수는 약 

265,000개이며, 하중에 대한 처짐 및 응력 결과 판단 시 충분

한 모델링이며, Fig. 3에 나타내고 있다. 요소의 사이즈는 기본

적으로 200 mm이며, 기하학적 형상 변화가 발생하는 부위에는 

50 mm를 적용하였다. 해석의 경계조건은 폰툰도크의 끝단부

(Bottom-inner bottom)에 양단 단순 지지 조건을 구현하여, 하중 

분포에 따른 실제의 구조 거동이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

View A-A’

A

A’

No.1 Dock

No.2 Dock

(a) Global FE-modeling

View A-A’

Pillar
Bulkhead

Pontoon deck

Side wing tank

(b) Local modeling at the midship area

Fig. 3. Finite element modeling.

Keel block load

Keel block load

Keel block load

Fig. 4. Distribution of keel block load and boundary condition.

Fig. 4는 한국선급(KR, 2015)에서 제안하고 있는 플로팅 도크

의 구조설계 시 만족해야 하는 최대 휨모멘트(52,162.493 ton-m)

를 만족하는 길이 방향 휨모멘트와 전단 하중 분포를 나타

내고 있다. 최대 6,700톤을 폰툰 갑판 위에 Fig. 4와 같이 고

려하였으며, 최대 휨 모멘트 분포는 Fig. 5와 같도록 설정하

였다. 

도크의 중앙에 최대 호깅(Hogging) 모멘트가 발생하도록 

선수와 선미부가 중앙부보다 큰 하중을 설정하였다. 이는 도

크 구조 강도에 대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설정하였다.

첫 번째 보강방법인 폰툰데크 상단에 보강재를 설치한 경

우의 모델링은 Fig. 6과 같다. 두개의 void space구간은 장비 

및 작업자의 이동을 위해서 보강재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 

구간에는 기존의 선체 반목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

규 반목을 제작하여 보강재의 플랜지와 결합하는 별도의 치

공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보강방법은 작업 조치는 가장 간

단하나, 선거되는 선박의 제원이 변경될 경우 반목배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반목배치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는 두 번째 방법인 선측 탱크 보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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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ending moment and shear force distribution.

Pontoon deck reinforcement

Fig. 6. Detailed FE-modeling for pontoon deck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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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세 모델링을 Fig. 7과 같이 추가하였

다. 현실적인 구조 보강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부재와의 

연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 및 구조 하중 전달

에 문제가 없도록 부재 선정을 하였다. 

Detailed modeling

Fig. 7. Detailed FE-modeling for side wing tank reinforcement.

Unit : mm

Maximum position

Maximum position

Minimum position

NODAL SOLUTION
STEP=1
SUB=1
TIME=1
USUM
RSYS=0
DMX=38.60

Maximum displacement

Minimum displacement

Maximum displacement

0 4.28 8.57 12.86 18.15 24.44 28.73 34.02 38.60

Unit : mm

(a) detail view (interfaced joint)

Maximum position

NODAL SOLUTION
STEP=1
SUB=1
TIME=1
USUM
RSYS=0
DMX=38.60

0 4.28 8.57 12.86 18.15 24.44 28.73 34.02 38.60

Unit : mm

Reinforcement area

Maximum displacement

(b) Global deformed shape 

Fig. 8. Deformed shape (pontoon deck reinforcement).

3.2 구조 강도해석 결과 

플로팅도크 중앙부 구조 보강을 한 경우, Fig. 5에서 인용

한 최대휨모멘트가 발생하는 하중 조건 적용 시, 최대 처짐

은 선측 탱크에서 Fig. 8과 같이 38 mm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폰툰데크 하부는 견고한 연속 보강판 구조형식이지

만, 선측 탱크는 큰 개구부를 갖고 있어서, 도크의 길이 방

향 변형이 발생하면 횡방향으로 자유단 처짐이 크게 나타나

기 때문이다. 도크의 구조 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허용

응력 설계이며, 최대 응력은 123 MPa이, 최대 처짐이 발생하

는 선측 외판이며 Fig. 9와 같다. 이 수치는 한국선급(KR, 

2015)에서 제시하는 허용치(170 MPa)에 충분히 만족하며, 이

때 발생하는 변형은 하중 제거 시 복원되는 탄성변형으로 

간주한다. 

선측 탱크 보강 모델에 대한 변형 및 응력 결과를 Fig. 10

과 11에 나타내고 있다. 측면 구조 보강 효과로 인하여 중앙

부 측면 탱크가 견고히 하중을 분담하고 있다. 보강안은 기

존 단면계수 대비 약 17 %가 증가하였으며, 비교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고 있다. 

Maximum position

0 13.81 27.58 41.35 60.89 82.66 96.43 110.20 123.97

Maximum stress

Maximum stress

Unit : MPa

Fig. 9. Von-mises stress contour (pontoon deck reinforcement).

Location

Section Modulus 
Percentage 
(A/B) × 100 Before 

reinforcement
After 

reinforcement

Bottom (m3) 9.498 11.120 117 %

Deck (m3) 3.576 3.646 102 %

Table 3. A comparison of section modulus between before and 

after reinforcement with side wing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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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displacement

NODAL SOLUTION
STEP=1
SUB=1
TIME=1
USUM
RSYS=0
DMX=28.64

0 1.45 3.20 5.55 9.20 14.02 18.20 23.25 28.64

Unit : mm

Fig. 10. Deformed shape for side wing tank reinforcement.

0.05 8.58 16.11 25.35 33.17 41.71 54.24 62.20 88.83

Unit : MPa

ELEMENT SOLUTION
STEP=1
SUB=1
TIME=1
SEQV (NOVAG)
SMN=0.05
SMX=88.83

Maximum stress

Fig. 11. Von-mises stress contour (side wing tank reinforcement).

구조강도 해석 결과, 선측 탱크 상단부에서 최대변형 

28.64 mm가 발생하였으며 중앙부 보강 결과와 비교하여 66 % 

수준이다. 최대 응력은 선측 탱크 내부 보강재와 폰툰 데크 

하부 보강재에서 88.8 MPa이며, 주요 구조부재가 아닌 2차 

부재로 전이되었으며, Fig. 9 결과의 71 % 수준으로 개선되었

다. 이러한 효과를 통하여, 구조적으로 효율적이면서 작업 

가능성 및 투자비를 고려하였을 경우 선측 탱크 보강을 최

종안으로 선정하였다. 보강하기 전 도크의 반목 하중 분포

와 최종 보강안을 적용한 경우의 비교 결과를 Fig. 12와 

Table 4에서 비교하고 있다. 보강 효과로 인하여 중앙부를 

중점적으로 하중증가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였으며 선수/

미의 일부 구간도 증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도크 길

이 방향 전체적으로 1,226톤의 반목 하중을 추가로 지탱할 

수 있는 설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12. A comparison of between initial design and reinforced 

design according to longitudinal length of the floating 

dock.

L.P*(m) Before reinforcement After reinforcement

0-24 80 ton 85 ton

24-36 60 ton 60 ton

36-70 28 ton 40 ton

70-90 60 ton 60 ton

90-117 80 ton 85 ton

Note: L.P* is longitudinal position 

Table 4. A comparison safety keel block load according to dock 

length

본 연구를 기초로 한 서남해안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크기와 구조형식에 따른 케이슨 도크의 초기 보강 방법 결

정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민해야 한다.

- 도크의 보강 한도(예산, 공기)를 어느 선까지 고려할 것인

가?

- 육상에서 보강을 할 수 있는 조건인가?

- 해상에서 보강을 할 경우, 신규 블록을 추가할 것인지? 

위 사항의 결정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보강 방법과 범위

가 결정되어야 하며, 상세 검토를 통하여 표준메뉴얼의 작

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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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수리 조선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조된 케

이슨 도크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강안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보

강안의 선정에 있어서, 작업성과 수리비용 등을 주요 제약

조건으로 고려하였으며, 최종안으로는 side wing tank를 보강

하는 안으로 결정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한국 선급에서 규정하는 허용응력 기준을 이용하여, 

최대휨모멘트를 계산하였으며, 최적 보강 안을 반영한 

최대 하중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보강 전에 비교하여 

선측 탱크 보강을 통하여 1,226톤의 구조 하중을 더 견

딜 수 있는 케이슨 도크를 구현하였다.

(2) 최종 보강안은 기존 대비 중앙부 단면계수를 약 17 %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폰툰 상면 보강재 보강 효과는 취약한 중앙부 단면계

수 증가로 구조 응력이 완화되나, 측면 외판부는 더 

큰 응력이 발생하고 있다. 

(4) 선측 탱크 보강 후, 케이슨 도크의 전체 처짐 거동 발

생 시 중앙 단면 전체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응력 배분 효과가 나타난다.

(5) 케이슨 도크를 조선용 플로팅 도크로 개조할 때 중앙

부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며, 적절한 도크 보강을 해야만 구조적인 손상

을 예방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서남해안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개

조 케이슨 도크의 최적 보강 방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

하다. 최적 보강 방법 결정은 조선사의 장기 운용 계획에 기

반으로 검토가 시작되어야 하며, 신규 도크을 연장하는 방

법과 국부 보강을 여러 개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

자의 경우 투자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보강 효과가 탁월하

며, 후자의 경우 투자비는 적지만 보강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해서 검토 시간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상세한 추가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기초적인 검토 및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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