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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t physical processes, according to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s, were used in the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 of the Unified Model (UM) us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verify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s in the numerical model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models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s were verified

using observational data. To classify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s, summer intensive observation data from

radiosonde, flux observation instruments, Doppler wind Light Detection and Ranging(LIDAR) and ceilometer were used.

A total number of 201 observation data points were analyzed over the course 61 days from June 18 to August 17, 2019.

The most frequent types of differences between LDAPS and observed data were type 1 in LDAPS and type 2 in

observed(each 53 times). And type 3 difference was observed in LDAPS and type 5 and 6 were observed 24 and 15

times, respectively. It was because of the simulation performance of the Cloud Physics such as that associated with the

simulation of decoupled stratocumulus and cumulus cloud. Therefore, to improve the numerical model, cloud physics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 classification.

Keywords: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 Observation data,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 Cloud physics part

요 약: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UM (Unified Model, UM) 모델의 국지예측시스템(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은 수치모델 모의 시 대기경계층 유형에 따라 물리과정을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검증하는 것은 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델의 대기경계층 유형을 관측자료

를 기반으로 검증하였다.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대기경계층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보성 표준기상관측소에서 수행한 여

름철 집중관측자료(라디오존데, 플럭스관측장비, 도플러 라이다, 운고계)를 활용하였으며, 2019년 6월 18일 부터 8월 17

일 까지 61일 동안에 총 201회의 관측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측자료와 수치모델 결과가 다른 경우를 보면, 관측자

료를 기반으로 한 대기경계층 유형 분류 결과에서 2유형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수치모델에서는 1유형으로 분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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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3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대기경계층 유형 분류 결과에서 5유형과 6유형

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수치모델에서는 3유형으로 분류된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각각 24회, 15회). 관측결과와 수치모델

모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층적운 접합 여부 및 적운 모의 등 수치모델의 구름물리 부분의 모의 성능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따라서, 대기경계층 유형 분류의 구름물리과정의 모의 정확도를 개선하면 수치모

델 성능이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대기경계층 유형분류, 관측자료, 국지예측시스템(LDAPS), 구름물리

서 론

기상청은 1990년부터 초기 수치모델(Far East Limited

Area Model, FLAM)을 기상 예보에 활용하였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통합모델(Unified Model,

UM)을 활용하고 있다. UM 모델의 국지예측시스템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은 지상, 레이더 그리고 위성 등의 관측자료

를 사용하여 1.5 km 격자 수평해상도의 48시간 예측

자료를 생산한다. 과거에는 기상 예보관이 일기도와

단열선도 등의 도면을 보고 분석한 뒤 일기예보를

하였지만, 현대에 들어 예보지역과 시간의 조밀화로

인해 일기도를 포함한 위성과 레이더 등의 원격 기

상장비와 수치모델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예보

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간 단위의 조밀한 동네예

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치모델 활용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모델 개선과 검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치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는 주로 모델

입력 변수를 추가 또는 수정함으로써 기존 모델 결

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연구로는 모델의 대기경계층 난류 흐름 모의

도 향상을 통해 모델 정확도 개선을 확인한 연구

(Lock et al., 2000)와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입

력변수를 단일·다중 층(Layer)으로 구성하여 모델과

비교하여 정확도 향상을 확인한 연구(Salman et al.,

2018) 등이 있다. 근래에 들어 자료 연산기능이 향상

되어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모델의 정확

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Salman et al., 2015).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수치모델 예측성을 확인한 연

구도 수행되었지만(Huang et al., 2021; Essou et al.,

2017), 수치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UM 모델의 국지예보시

스템은 수치모델 모의 시 대기경계층 유형에 따라

물리과정을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검증

하는 것은 모델 정확도 향상에 중요하다. 또한, 검증

을 위한 기준값으로 원격, 고층 그리고 지상 관측자

료를 사용한다면, 수치모델 검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일 수 있다. 이처럼,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대기경계

층 유형을 분류하고 수치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한 대

표적인 연구로는 도플러 라이다(Doppler Lidar)와 소

다(Sound Detection and Ranging, Sodar) 등 원격 관

측자료를 활용하여 대기경계층을 분류하고 사례별 변

화를 비교한 연구(Harvey et al., 2013)와 단기간의

라디오존데와 구름레이더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대기

경계층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수치모델과 비교한 연구

(Lee et al., 2017)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원격 관측자료만 사용하였거나,

짧은 기간 한정된 사례 연구에 그친 한계점을 보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상 및 원격 관측자

료를 활용하여 분류한 대기경계층 유형과 수치모델에

서 분류한 대기경계층 유형을 비교함으로써, 국지예

보시스템의 대기경계층 유형 분류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대기경계층 유형 분류 방법과 유

형별 특징을 설명하였고, 3장에서는 관측자료를 기반

으로 대기경계층 유형을 분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결과를 수치모델과 비교와 사

례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요약

하였다.

대기경계층 유형 분류 방법과
유형별 특성 분석

보성지점의 다양한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대

기경계층 유형 분류 결과와 국지예측시스템(LDAPS)

에서 산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수치모델의 물리과정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관측자료를 활

용하여 대기경계층 유형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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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경계층 유형 분류를 위해서 2019년 6월 18일

부터 8월 17일까지 61일 동안 보성 표준기상관측소

(Boseong Standard Weather Observatory, BSWO)에

서 수행한 여름철 라디오존데(Vaisala, RS-41) 집중

관측자료를 사용하였다. 라디오존데 관측자료는 6시

간 간격(03, 09, 15, 21 LST)이며, 총 243회 관측자

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보성 표준기상관측소 지상(높

이: 2.5 m)과 종합기상탑(높이: 60, 300 m)에 설치된

복합기상관측장비(Campbell, Flux)의 현열플럭스(Heat

Flux)는 30분 간격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도플러 라

이다(Laser Systems, Windex-2000)의 연직 풍속(W:

m
2
 s

−2
)과 반사도(Back scattering: dBZ)는 1시간 간격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운고계(Vaisala, CL51)의

대기경계층고도(Atmospheric Boundary Layer Height,

bl-height1)는 10분 간격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든 관

측자료는 라디오존데 관측시간에 시간에 맞추어 정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플러 라이다 관측자료가 누락된 시간을(42 회) 제

외하고 총 201회의 관측자료를 분석하였다.

관측자료를 활용한 분류방법은 UM 모델의 대기경

계층 유형 분류 방법(Fig. 1)을 적용하였으며, 4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지상 안정 여부로 지상

현열플럭스(Heat Flux, H)가 음수일 경우 안정으로

판단하였다. 단, 지상 현열 플럭스 자료가 없는 경우

에는 종합기상탑의 60 m 또는 300 m 현열 플럭스 자

료를 사용하였다. 2단계는 구름(적운, Cumulus: Cu)

형성 여부로 연직 가온위(Virtual Potential Temperature)

변화와 도플러 라이다의 반사도 변화로 적운의 형성

을 확인하였다. 가온위 변화량이 증가하고 도플러 라

이다의 반사도가 감소(−5 dBZ 이상)하면 적운이 존

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Hennemuth et al., 2006;

Davies et al., 2007). 3단계는 층적운 분리(Decoupled

Stratocumulus, DSC) 여부로 도플러 라이다에서 관측

된 연직 풍속(w)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고도(h1)와 운

고계에서 산출 된 대기경계층 고도(bl-height1; h2) 비

교하였다(Moeng et al., 1990,; Emeis et al., 2008).

일 경우 층적운 분리(Decoupled)로 판단

하였으며, 일 경우 적운과 층적운이 접

합된(Coupled) 것으로 판단하였다(Fig. 2). 4단계는

난류 발생 여부로 라디오존데 고층 관측자료를 사용

하여 고도별(0-5, 5-13, 13-20 km) 3개 층에서 연직

리차드슨 수(Richardson Number, Ri)를 산출하고,

0.25 이상 값이 2개 층 이상일 경우 난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리차드슨 수 산출 방법은 다음과

h1

1

2
---⎝ ⎠
⎛ ⎞≥ h2×

h1

1

2
---⎝ ⎠
⎛ ⎞< h2×

Fig. 1. Classification of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s (L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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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1)(Richardson et al., 2013; Basu et al., 2014).

, (1)

여기서, z는 고도(m), u는 수평바람, θ는 가온위,

θ는 온위, 그리고 g는 중력가속도(9.8 m s
−1

)를 나타

낸다.

각 대기경계층의 유형은 대기안정도와 구름 물리적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유형별 특징은

Table 1로 요약할 수 있다(Lock et al., 2000).

Ri
ΔB Δz⁄
Δu Δz⁄( )2
---------------------= B

gΔθ
θΔz
----------=⎝ ⎠

⎛ ⎞

Fig. 2. Stratocumulus joint and separation (Harvey et al., 2013)

Table 1. Characteristic of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s (Lock et al., 2000)

Type Characteristic

Type1
Stable boundary layer (with or without cloud)

→ turbulent diffusivities are calculated by the 'local' scheme

Type2
Boundary layer with stratocumulus over a stable near-surface layer

→ as Type 1 but with a turbulently mixed cloud layer driven from its top (a DSC layer)

Type3
Well mixed boundary layer

→ the classic single mixed layer which may be cloud-topped or clear but is predominantly buoyancy-driven

Type4

Unstable boundary layer with a DSC layer not over cumulus

→ the surface-based and cloud-top-driven non-local K profiles may or may not overlap and cloud-top entrainment can 
still include the surface forcing

Type5
Boundary layer with a DSC layer over cumulus

→ the cumulus provides coupling with the SML

Type6
Cumulus-capped boundary layer

→ no turbulent diffusivities are allowed at or above the LCL as the mass-flux convection scheme operates here

Type7

Shear-dominated unstable layer

→ potentially wind-shear might allow deeper turbulent mixing in unstable boundary layers than is apparent purely 
from the thermodynamic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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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료 기반 대기 경계층
유형분류 결과

1단계에서는 지상대기안정도를 기준으로 안정한 유

형(1유형, 2유형) 105개와 불안정한 유형(3유형, 4유

형, 5유형, 6유형, 7유형) 96개로 분류하였고, 2단계

에서는 구름(Cu)형성여부로 불안정한 유형을 적운이

있는 유형(5유형, 6유형) 71개와 적운이 없는 유형(3

유형, 4유형, 7유형) 23개로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층적운 접합여부(DSC)를 기준으로, 안정한 유형을 1

유형 36개, 2유형 69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불안

정하고 적운이 있는 유형을 5유형 41개와 6유형 30

개로 구분하였으며, 불안정하고 적운이 없는 유형을

4유형 12개와 층적운이 접합되지 않은 유형(3유형, 7

유형) 13개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4단계는 연직 난류

형성을 기준으로 3유형 5개, 7유형 8개로 분류를 완

료하였다.

보성 표준기상관측소 관측자료를 활용해서 대기경

계층 유형을 분류한 최종 결과는 Table 2과 같다. 비

교기간 중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장마와 제 5

호 태풍 다나스(7.19-20.)의 영향으로 강수현상(총 강

수량 436.9 mm)이 많고 흐린 날이 지속되어 층적운

분리 현상이 있는 2유형과 5유형의 빈도가 많이 나

타났다. 강수현상은 총 15회 나타났으며, 강수현상이

있을 시 2유형이 8회로 가장 많았으며, 2유형과 4유

형에서만 5 mm 이상의 강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

수 시 분류된 대기 경계층 유형은 2유형이 8회, 6유

형이 2회, 1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7유형이 1회

로 나타났다.

대기경계층 유형별 발생 시간을 분석해 보면, 주간

(09, 15 LST)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적운이

발생하여 5유형과 6유형의 빈도(약 65%)가 높았다.

야간(03, 21 LST)에는 지상이 안정하기 때문에 1유

형과 2유형이 많이 나타났다(약 81%)(Fig. 3). 대기

경계층 유형별로는 1유형은 03 LST에 주로 나타났

으며, 2유형은 03, 21 LST, 3유형은 03, 09 LST, 4

유형은 15 LST, 5유형은 09, 15 LST, 6유형은 09

LST, 7유형은 09 LST에 주로 나타났다.

Fig. 3. Occurrence rate of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s by observation times

Table 2. Count and rate of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s

Type 1 2 3 4 5 6 7 Total

Count 36 69 5 12 41 30 8 201

Rate (%) 17.9 34.3 2.5 6.0 20.4  14.9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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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료 기반과 수치모델의 대기경계층
유형 분류 결과 및 사례 비교

관측자료 기반과 수치모델의 대기경계층 유형 분

류 결과 비교

보성 표준기상관측소(위도 34.45
o
, 경도 127.12

o
)

지점의 강수량, 기온, 습도 등의 일반적인 국지예보

시스템(LDAPS) 결과값 산출하면 가장 인근 4개 격

자점 결과를 내삽하여 지점값을 산출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대기경계층 유형(Combined Boundary

Layer Type, CBLT)은 계산과정을 결정하는 중간적인

요소로 내삽 결과 가중치가 적용된 통계값이 산출되

어 전혀 상관없는 유형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3유형,

5유형, 1유형, 1유형의 4개 격자점의 중앙지점은 각

격자점 유형이 내삽 평균된 2.5유형으로 나타나게 되

어 지점과 상관없는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지점에 가장 근

접한 격자점(위도 34.76
o
, 경도 127.20

o
; 관측지점과의

거리 약 360 m)의 국지예보시스템 원시자료(PP)의

대기경계층 유형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류 결과에서는 2유형(69

회)과 5유형(41회)이 많이 나타났으나, 수치모델

(LDAPS) 결과에서는 1유형(102회)과 3유형(59회)이

많이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관측자료를 기

반으로 분류한 대기경계층 유형은 1유형이 36회(약

18%)로 나타났지만 수치모델 결과에서는 102회(약

50%)로 나타났다(Table 3). 수치모델 결과에서는 안

정적인 유형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대기경계층 유형분류 결과

와 수치모델 유형분류 결과에서 서로 일치하는 사례

는 1유형이 32회로 가장 많았으며, 관측결과가 2유형

일 때 수치모델결과가 1유형으로(53회), 관측결과가

Table 3. Comparison of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s between the observation and the numerical model

Observation

LDAPS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Type 7 Total

Type 1 32 53 1 4 7 3 2 102

Type 2 2 4 1 0 0 3 0 10

Type 3 2 5 2 8 24 15 3 59

Type 4 0 5 1 0 7 6 1 20

Type 5 0 0 0 0 0 1 0 1

Type 6 0 1 0 0 3 0 2 6

Type 7 0 1 0 0 0 2 0 3

Total 36 69 5 12 41 30 8 201

Fig. 4. Atmospheric Boundary Layer Types and the one hour rainfall (Results of the observation are blue dot. Results of the

numerical model are pink dots. Bar graph represent one hour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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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형일 때 수치모델결과가 3유형으로(24회) 나타나

는 불일치 사례도 발생하였다(Fig. 4). 불일치하는 사

례는 주로 태풍과 장마기간 등 흐린 날이 지속될 때

발생하였으며, 분석 기간 동안 수치모델 결과는 대기

경계층 유형을 맑은 날 주로 나타나는 1유형과 3유

형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모델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경계층 유형 분류에 대한 사례 분석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결과와 수치모델의 대기

경계층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 7월 18일 21 LST 부터 7월 19일 09 LST 까지

의 기간과 7월 28일 09 LST 부터 7월 28일 15 LST

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층적운 분리과

정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두 번째는 구름(Cu)형성 유

Fig. 5. Hydrometeor (HCI) images based on KMA Radar. (a) 21 LST July 18, 2019, (b) 03 LST July 19, 2019 (c) 09 LST

July 19, 2019 (Blue: rain, Gray: norain with cloud, Red: hail, Light blue: snow rain, White: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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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분리과정에서 차이를 보인 사례이다. 두 사례 모

두 구름물리과정에서 관측자료를 활용한 결과와 차이

가 나타났다.

7월 18일 21 LST부터 7월 19일 09 LST까지 사례

(3회; 21, 03, 09 LST)는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분류

한 결과에서 2유형, 수치모델 결과에서는 1유형으로

구분한 사례이다. 제 5호 태풍 다나스(7. 18. 00 LST

-7. 21. 04 LST, 강수량: 179.5 mm)로 인한 강수 발

생 전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수치모델에서는 대기가

안정하고 구름이 없는 1유형으로 분류되었다. Fig. 5

는 사례 시간의 기상청 복합 레이더 수상체(강수유형)

영상으로 파란색은 비(rain), 회색은 비강수(norain,

구름 있음) 구름 없는 맑음은 흰색(clear)으로 나타내

며, 해당기간에는 관측지에 구름이 있는 상태이다.

시간 변화에 따른 레이더 수상체 영상을 보면 강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변에 우박(붉은색, hail)이

관측이 되는 것으로 보아 구름 간 연직적인 접합과

대류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의

대기 경계층 유형은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분류한 결

과와 같이 2유형이 적합하다.

7월 28일 09 LST부터 7월 28일 15 LST까지 사례

(2회; 09, 15 LST)는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분류한 결

과에서 5유형, 수치모델 결과에서는 3유형으로 구분

한 사례이다. 7. 27. 10 LST부터 7. 28. 05 LST까지

의 강수(강수량: 46 mm) 후 구름(강수 및 비강수)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관측지역에 구름이 남아 있음

에도 수치모델에서는 구름이 없는 3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레이더 수상체 영상(Fig. 6)을 보면 관측지점

주변이 회색으로 표현되므로, 비강수 형태의 수적을

가지고 있는 구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사례의 대기 경계층 유형도 관측자료를 기반

으로 분류한 결과와 같이 5유형이 적합하다.

Fig. 6. Hydrometeor (HCI) image based on KMA Radar. (a) 09 LST July 28, 2019, (b) 15 LST July 28, 2019 (Blue: rain,

Gray: norain with cloud, Red: hail, Light blue: snow rain, White: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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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대기경계층 유

형을 분류하고 수치모델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수치모

델의 대기 경계층 유형 분류 결과를 정량적으로 검

증하였다.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대기경계층 유형을

분류한 결과에서는 1유형이 36회(약 18%)로 나타나

지만, 수치모델 결과에서는 102회(약 50%)로 나타나

서 큰 차이를 보였다. 분석기간 동안에 수치모델은

전반적으로 대기 상태가 안정하다고 모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관측자료와 수치모델 결과가 일치하지 않

는 사례를 살펴보면,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대기경

계층 유형 분류 결과에서 2유형으로 분류되는 사례

가 수치모델에서는 1유형으로 분류된 사례가 53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기경계층 유형 분류 단계(Fig.

1)와 제 5호 태풍 다나스로 인한 강수 발생 전의 사

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는 대기경계층 유형분류 시

층적운 분리현상(DSC) 단계에서 나타나는 차이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관측자료를 기반으

로 한 대기경계층 유형 분류 결과에서 5유형과 6유

형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수치모델에서는 3유형으로

분류된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각각 24회, 15회). 대기

경계층 유형 분류 단계(Fig. 1)와 강수 발생 후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두 번째 사례의 원인은 수치모델

에서 적운(Cu) 발생을 모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처럼 관측결과와 수치모델 모의 결과

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수치모델의 구름물리

과정의 모의 성능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019년 여름철 보성 표준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를

사용해서 대기경계층 유형을 분류하고 수치모델 결과

를 검증한 결과, 수치모델은 주로 대기상태를 안정하

다고 모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층적운 접합 여부 및

적운 모의 등 구름물리과정의 예측성이 다소 낮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관측자료와 수

치모델 비교결과 확인한 차이를 기반으로, 운고계와

레이더 등의 원격 관측자료 결과를 반영하여 수치모

델 구름물리과정의 정확도를 향상한다면, 대기경계층

유형 분류 결과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관측지점과 수치모델 격자점 간의 거리, 대기경계

층 유형별 사례 부족 등으로 인한 본 연구의 통계적,

기술적 문제점들은 수치모델 분석기술 향상과 3년

이상 장기간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치모델 검증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치모델에 개선사

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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