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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three-dimensional underwater irradiance using an optical simulation software and to clarify 
the propriety and operation method under considering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of the luring lamp and penetrability in 
the seawater, when we use the light diffuser type 300W high powered LED and the metal halide lamp (MHL) on a coastal 
squid jigging vessel in the 10-ton class, simultaneously. For their attenuation characteristics of each wavelength in relation 
to the sea, LED lamp was to be effective in the 1.9-fold at 50 m depth and 2.1-fold at 80 m for underwater irradiance more 
than MHL according to the power consumption. In addition, the underwater irradiance distribution using the LED and MHL 
combination was rather increased even when reducing total power usage up to 20% depending on the simulation with 
changing the configuration and lighting angle of the lamp.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as an evaluation method of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LED lamp according to adjusting its arrangement and light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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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집어등은 빛을 이용하여 어업 상생물을 유집하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 및 갈치 채낚기 어업, 
선망, 들망, 봉수망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연근해 

어업에서는 갈치 및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서 가장 많은 

집어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집어등

의 광원은 소비전력 1.5 kW의 메탈헬라이드등 (Metal 
halide lamp, 이하 “메탈등”이라 함)이 이용되고 있다.

채낚기 어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의 표적인 어업으

로 어선 세력은 약 5,000 척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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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갈치를 주 어획 상으로 하고 있다 (An et al., 
2012). 오징어채낚기 어업은 동해안의 표적인 어업으

로서 최근에는 유가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어업경 이 매

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유가는 채낚기 어업의 조업 

경비에 큰 향을 미치는데, 10톤 미만인 연안 채낚기어

선은 집어등에 81 kW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류비

가 어획고의 30~40%에 해당하여 어업경 을 어렵게 하

고 있다 (Bae et al., 2009). 또한, 어선에서 배출되는 온

실 가스는 지구 온난화에 향을 미치며 (Driscoll et al., 
2010), 집어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메탈등은 방전등

의 일종으로 광효율은 높으나, 수명이 짧고, 외부 충격에 

약해 수시로 교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광 파장 역

이 넓고, 집어에 불필요한 역까지 광이 조사되기 때문

에 에너지 소모가 많으며, 자외선을 방출하여 피부손상 

및 시력저하 등 인체에 나쁜 향을 주고, 어획물의 선

도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ada et al., 
2007; Peter, 2009). 최근 이러한 이유로 고유가 및 친환

경 저탄소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의 필요성에 따라 LED (Light Emitting Diode) 등에 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ED 집어등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고효율 집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Bae et al. (2009)은 채낚기 

어선용 공랭식 LED 집어시스템의 설계 및 성능평가에

서 채낚기용 LED 집어등을 제안하 으며, An et al. 
(2012)은 갈치채낚기어선을 상으로 180 W급 LED등

과 메탈등을 겸용한 집어시스템의 어획성능을, An et al. 
(2013)에서는 LED등과 메탈등을 겸용한 연안 오징어채

낚기 어선의 조업 성능을 보고한 바 있으며, Yamashita 
et al. (2012)은 메탈등과 LED 집어등의 다양한 조합에 

따른 연안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유류 절감 등 상 어

종의 행동 반응과 조업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광원의 수중 투과 특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Arakawa 

et al. (1998)은 오징어채낚기어선에서 메탈등의 파장에 

따른 방사조도 분포 특성과 오징어 어군의 분포에 해, 
Choi (2006)은 집어등 광원으로서 LED 광원을 방사 및 

수중 투과 특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메탈등과 복수 조합

에 의한 분광 분포와 수중 투과 특성 (Choi, 2009a)과 

분광 방사 특성과 광달거리 및 집어등 운용 방법에 

해 분석 (Choi, 2009b)하는 등 LED등을 집어등으로써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는 10톤급 연안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최근 개

발된 광확산형 300 W급 고출력 LED 집어등과 기존 메

탈헬라이드 집어등을 함께 사용했을 때 등기구의 배광

특성과 해수의 투과특성을 고려하여 수중방사조도 분

포를 광학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차원 분포를 

해석하고, 집어등으로써 적정성과 운용 방법을 규명하

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집어등과 같이 다수의 광원이 사용되는 운용 조건에

서 수중 방사조도의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용되

는 광원의 파장분포, 배광분포, 방사출력 등을 파악하

여야 하며, 이를 설치 및 해석 조건에 따라 모델링하고,  
해수에 따른 파장별 표면반사, 산란, 흡수 등을 고려하

여 시뮬레이션하여야 된다.

광원의 파장 및 배광분포

수중방사조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메탈등과 LED 
등의 배광분포 및 방사조도를 측정하 다.

광원의 파장분포와 방사출력 (radiance flux)은 적분

구 (LMS-800, JNC Tech)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광
원에서 광을 방사형태를 나타내는 배광분포는 배광시험

기 (GoniLED-150S, JNC Tech)를 이용하 다 (Fig. 1). 
Fig. 2는 메탈등 1개와 300 W LED등 2개의 파장분포

를 나타낸 것으로 LED 등은 450 nm를 최  발광 파장

을 가지는 LED chip 과 550 nm에서 최  방사 파장을 

가지는 형광체에 의해 발광되는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

다. 메탈등은 590 nm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지만, 
810 nm 이상의 적외선 역에서도 높은 값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전 조사 파장 역에서 발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 Measurement of wavelength and light distribution by goniometer 
(GoniLED-150S, JNC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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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avelength distribution of 1 metal halide lamp (MHL) and 2 
LED lamps.

해수의 투과특성

광의 해수 투과특성은 해수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Jerlov (1968)는 해수의 광학적 성격을 

외양수와 연안수로 나누고 그 특성에 따라 해양의 수형

에 따른 투과율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

해의 수형을 외양수 수형 Ⅱ의 수중투과율을 적용하

으며 (Choi, 2006), 파장에 따른 감쇠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Beer-Lambert 식을 이용하 다.

  exp × 
  

 × ln



여기서 I (λ)는 파장 λ의 하층 방사조도 (Intensity 
of the transmitted radiation), Io (λ)는 파장 λ의 상층 

방사조도 (Intensity of the incident radiation), z는 상층

과 하층의 수심차이 (m), k (λ)는 광학적 수형에서 파

장 λ의 소산계수 (Attenuation coefficient)를 나타내며, 
소산계수는 빛의 흡수와 산란으로 인한 빛의 감소를 나

타내는 계수이다. 이에 따른 수형Ⅱ의 수심에 따른 감

쇠율 곡선은 Fig. 3과 같다. 수심 10 m에서는 가시광 

역을 제외한 적외선, 자외선 역의 투과율이 1% 미
만으로 떨어지며, 수심 50 m에서는 390~540 nm파장에

서 1% 이상의 투과율이, 수심 10 m에서는 410~520 nm
파장에서 0.1% 이상의 투과율을 보 으며, 이러한 결

과를 해석에 반 하 다.

Fig. 3. Optical dissipation rate of Jerlov's water type Ⅱ.

해수는 온도, 염분, 파장에 따라 빛의 굴절률이 달라

지며, Austin and Halikas (1976)은 이에 따른 굴절률을 

제시한 바 있다. 수온 18℃, 염분 33‰인 경우 파장별 

굴절률 자료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 다 (Table 3).

Table 2. Irradiance transmittance for surface water of water type II (Jerlov, 1968)

Wavelength
 (nm) 310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625 650 675 700

 Irradiance transmittance
 (%/m) 69.0 84.0 89.0 92.0 93.5 94.0 94.0 93.5 92.5 90.5 87.5 80.0 71.0 67.5 63.5 56.0

Table 3. Refractive index (n) based on temperature and salinity (the case of Temp. 18℃, Salinity 33‰)

Wavelength (nm)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510 520 530 540

Refractive index 1.349 1.348 1.347 1.347 1.346 1.345 1.345 1.344 1.343 1.343 1.342 1.342 1.341 1.341 1.340

550 560 570 580 590 600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1.340 1.340 1.339 1.339 1.339 1.338 1.338 1.338 1.338 1.337 1.337 1.337 1.336 1.336 1.33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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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등의 배치 및 시뮬레이션

집어등의 설치 조건은 10 톤 이하 연안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집어등용 설비 전력 기준인 81 kW에 맞추어 

1.5 kW 메탈등 54개가 설치된 어선을 기준으로 이와 

유사하게 LED등 100개와 메탈등 32개, 총 78 kW가 설

치된 경우와 약 20%의 소비 전력 절약이 가능한 LED
등 100개와 메탈등 24개, 총 66 kW가 설치된 경우를 

구분하 다.
광원의 배치는 동해안의 연안 오징어채낚기 어선을 

단순화하여 모델링하고, 선박을 기준으로 메탈등은 선

수에서 선미방향으로 2열로 배치하고, LED등은 메탈

등 위쪽에 2단으로 설치하 으며, 길이는 총 16.5 m 
다. 흘수선에서 메탈등까지 높이는 2.5 m, 현측에서 안

으로 1.0 m, LED등은 메탈등 위쪽으로 0.5 m 위쪽에 

배열하 으며, 등의 간격은 설치길이에 등간 배분하여 

배치하 다 (Fig. 4).

Fig. 4. Installation of a 10-ton coastal jigging vessel model and fish 
luring lamps layout.

집어등의 수중 방사조도 시뮬레이션은 광원의 설치 

조건에 따라 LED 집어등의 투광각 20°, 30°, 45°인 경

우의 수심방향의 횡단면 수중 방사조도 분포와 수심 0 
m, 50 m, 80 m에서 수심별 방사조도 분포를 비교 분석

하 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조명광학계 광학 해

석 프로그램인 라이트툴즈 (LightTools 8.1, Synopsys 
Inc.)를 사용하 다.

결과 및 고찰

수심에 따른 방사출력 변화

공기 중과 달리 해수에서는 광의 파장별 감쇠율이 다

르게 나타나므로 동일한 광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심에 

따라 광원의 파장분포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집어에 

사용하는 등기구는 해수의 투과특성과 광원의 파장분

포를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Fig. 5. Change in the wavelength distribution due to the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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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W 메탈등의 정격전력에 한 방사출력 비인 방

사효율은 0.487 W/W이 으며, 메탈등의 외형은 타원

구형으로 광원을 중심으로 전 구면이 발광되며, 반사판

이 없는 형태로 설치되므로 해수면 위 기로 비춰지는  

광량을 제외한 50%가 해수면에 조사되는 방사출력은 

448 W이었다. 300 W LED등 방사효율은 0.3 W/W로 

측정되었으며, 메탈등과 비교를 위하여 2  정격전력 

600 W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방사출력은 185.3 W이었

다. 본 계산에서 해수면에 도달하는 광력은 선박의 갑

판에 조사되는 광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수면에 도

달한다고 가정하여 방사조도 변화를 분석하 다.
방사출력을 기준으로 해수의 수심에 따른 파장 및 방

사출력 변화를 살펴보면 파장별 감쇠율에 따라  자외선

이나 적외선에 가까워질수록 투과하지 못하고 수심 10 
m에서도 적외선과 자외선 역은 거의 0에 가까워져 가

시광 역만 투과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A).
수심 50 m에서는 LED는 2,935 mW, 메탈등은 3,831 

mW만 투과하게 되며 광원별 방사출력 차는 23.4%로 

감소되었으며 (Fig. 5B), 수심 80 m에서는 LED등은 

392 mW, 메탈등은 462 mW가 조사되어 광원의 방사

출력 차는 15.2%로 감소하 다 (Fig. 5C). 각 광원을 1 
W라고 하면, 수심 50 m에서 메탈등은 정격전력의 

0.22%, LED등의 경우 0.49%가 도달하게 되어 방사출

력은 1.9배 으며, 수심 80 m에서 메탈등은 정격전력

의 0.03%, LED등은 0.065%로 나타나 메탈등의 2.1배
로 나타났다. LED등의 파장분포가 해수로 인한 파장별 

감쇠 향이 메탈등보다 작아 해수투과 특성이 우수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횡단면 수중방사조도 분포

집어등은 수중에서 조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상 생물에 해 유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

며 따라서 광 반응행동에 적절한 조도분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광원의 설치 형태에 

따른 수중조도분포를 분석하 다.
Fig. 6A는 메탈등만 사용한 어선의 수심 방향 횡단면 

수중방사조도 분포이다. 어선을 중심으로 W형의 배광분

포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방사조도 분포

를 유지하는 것이 집어 및 어획성능에 문제가 없을 것으

로 가정하고 효과적인 광원의 설치 조건을 비교하여 보

았다. 소비전력을 81 kW에서 메탈등 32개와 LED등 100

Fig. 6. Underwater irradiance distribution of the cross-section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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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설치하여 78 kW를 사용하면서 LED등의 투광각을 

20°, 30°, 45°로 변경한 Fig. 6B, 6C, 6D의 경우 Fig. 6A
보다 모든 수심에서 방사조도가 높았으며, 특히 등방사

조도선의 선저 직하 음역 역 수심과 가장 깊은 수심과

의 수심차가 크게 나타났다. Fig. 6A에서 1.0×10-4 W/m 
등방사조도선의 선저 음  수심은 약 65 m, 가장 깊은 

수심은 80 m으로 15 m의 수심차가 났으나, Fig. 6B, 6C, 
6D는 선저 음  수심은 약 75~80 m, 가장 깊은 수심은 

약 95~100 m로 약 20 m의 수심차가 났다.
메탈등 24개와 LED등 100개를 설치 (66 kW)하여 약 

20%의 소비전력 감소하며 LED등의 투광각을 20°, 
30°, 45°로 변경한 Fig. 6E, 6F, 6G의 경우에도 메탈등

만 사용했을 경우에 비하여 수중방사조도는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앞서 분석한 LED등의 수중투과특성에 따

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LED등의 투광각이 커질

수록 등방사강도선의 수심은 깊어졌으며, 수심 50 m 
이심에서 등방사조도선의 최고 수심 지점과 선박과 거

리가 80 m까지 등방사조도선의 구배를 보면 Fig. 6A는 

완만하게 나타났으나, LED등을 겸용한 경우는 모두 급

한 구배를 보여 방사조도분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것은 LED등의 배광패턴으로 인해 투광각에 따른 

등수심면의 광 균제도가 상 적으로 메탈등에 비하여 

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수심별 수중방사조도 분포

메탈등과 LED등을 함께 사용하며 소비전력을 20% 
줄여 사용하 을 경우 설치 조건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하여 메탈등 24개와 LED등 100개를 배치하고, 투
광각 20°, 30°, 45°인 경우 수심별 수중방사조도 분포를 

분석하 다. 해석 역은 해수면에서는 어선을 중심으

로 120×120 m, 수심 50 m, 80 m에서는 300×300 m 구
역을 분석하 다.

Fig 7, 8, 9는 수심별 등수심면의 방사조도분포를 나

타내는 것으로 앞서 횡단면에서 나타난 등방사조도면

의 기울기가 심한 현상이 그 로 반 되었다. 해수면에

서는 투광각이 20°인 Fig. 7B는 Fig. 7A에 비하여 방사

조도가 강한 붉은 역이 작았으며, 7C, 7D와는 유사

한 방사조도 분포를 보 다. 수심 50 m인 Fig. 8에서는 

메탈등만 사용한 Fig. 8A에 비하여 붉은 역이 크고, 
그 형태도 변하여 선체로 인한 음 역이 줄어드는 모

습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심 80 m인 Fig. 9에
서 더 크게 나타났다.

Table 3은 광원의 설치 조건에 따른 조사 구간 내 수

심별 평균방사조도, 최 방사조도, 총 방사출력을 나타

낸다. 메탈등의 해수면에서 총 방사출력은 7,447.7 W
으며 메탈등과 LED등을 함께 사용하 을 경우 투광각 

20°에서 6,669.4 W로 메탈등만 사용한 경우보다 작았

 

Fig. 7. Irradiance distribution at the surface of the sea.

Fig. 8. Underwater irradiance distribution at 50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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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Underwater irradiance distribution at 80m depth.

Table 3. Underwater irradiance distribution of the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conditions

Light Lighting 
angle

Radiance flux (W) Depth
Avg. Irradiance (W/m²)

0m 50m 80mMax Irradiance (W/m²)
Uniformity ratio
 (Max/Avg. irradiance)

MHL 
(54EA) 0°

Radiance flux 7447.7 35.33 2.29 
Avg. Irradiance 0.517 3.93E-04 2.54E-05
Max Irradiance 13.51 3.73E-03 1.57E-04
Uniformity ratio 26.1 9.5 6.2

LED 
(100EA) 
+ MHL 
(24EA)

20°

Radiance flux 6669.4 43.07 3.02
Avg. Irradiance 0.463 4.79E-04 3.36E-05
Max Irradiance 11.76 6.93E-03 3.16E-04
Uniformity ratio 25.4 14.5 9.4

30°

Radiance flux 7211.4 49.79 3.65
Avg. Irradiance 0.501 5.53E-04 4.06E-05
Max Irradiance 13.45 8.62E-03 4.08E-04
Uniformity ratio 26.8 15.6 10.0

45°

Radiance flux 7593.1 53.78 4.03
Avg. Irradiance 0.527 5.97E-04 4.47E-05
Max Irradiance 13.93 9.93E-03 4.94E-04
Uniformity ratio 26.4 16.6 11.1

으나 투광각 45°에서는 7,593.1 W로 메탈등만 사용한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LED등의 배광패턴은 부채

꼴 형태로 ±45°의 배광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투광

각이 45°보다 작을 경우 해수면으로 조사되지 않고 

기로 산란되는 손실로 인하여 방사출력이 낮게 나타났

다. 수심 50 m와 80 m에서는 투광각에 상관없이 메탈

등만 사용한 경우보다 조사 역의 방사출력이 높게 나

타났다. LED등의 파장분포는 해수의 감쇠율에 따른 

향이 메탈등보다 상 적으로 작아 수심이 깊을수록 

LED등을 함께 사용한 경우가 방사출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메탈등의 수심 0 m에서 최  방사조도와 평균 방사

조도의 비는 26.1배로 LED등과 겸용한 투광각 20°, 
30°, 45°인 경우 각각 25.4, 26.8, 26.4배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수심 50 m에서는 메탈등의 방사조도 비는 

9.5배 으나 LED등 겸용한 경우 투광각에 따라 각각 

14.5, 15.6, 16.6배로 크게 나타났으며, 수심 80 m에서

는 메탈등의 방사조도 비는 6.2배 으나 LED등과 겸용

한 경우 투광각에 따라 9.4, 10.0, 11.1배로 나타났다. 
최  방사조도와 평균 방사조도의 비가 크다는 것은 조

사 역의 방사조도의 균제도 (uniformity ratio)가 낮다

는 것을 의미하며, LED등의 배광각에 따른 직하조도의 

편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등기구의 

렌즈 및 반사판의 설계를 좀 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메탈등과 LED등과 겸용하여 

20%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하더라도 수중방사조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중배광분포

의 형태가 차이가 있으므로 메탈등과 유사한 수중배광

분포를 가질 수 있는 설치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메탈등의 수중배광분포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재

의 설치구조와 배광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ED등

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어구의 형태나 

운용방법에 큰 변화 없이 사용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메탈등과 LED집어등의 적절한 운용 조건을 

찾아낸다면 에너지 절감과 어업인의 기술수용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기존 메탈

등의 배광패턴에 비하여 광 균제도가 상 적으로 떨어

지므로 이에 따른 등기구의 배치와 투광각을 적절히 조

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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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우리나라의 표적인 어업 중 하나인 채낚기어업에

서 고효율 집어시스템을 적용하여 조업경비를 절감하

기 위하여 LED등과 메탈등을 겸용한 조건에서 수중방

사조도 분포를 해석하여 LED등의 운용 조건을 찾고자 

하 다. 기존 메탈등과 300 W LED등을 함께 사용한 

상태에서 수중방사조도 분포 및 수중배광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기존 메탈등과 LED등의 광원 특성을 

계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수의 감쇠율 및 파장별 굴

절율을 적용하여 설치 조건에 따라 광학 해석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집어등 광원으로써 적정

성을 분석하 다.
새로운 광원의 적용을 위한 앞선 연구사례를 보면 어

장의 해수면 및 수중 조도를 직접 계측하거나, 해수 감

쇠율을 광량에 적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하 다. 또는 

상 생물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시감도가 적용된 조도 (lux)나 광속 (lumen)을 측정하여 

에너지 절감과 경제성을 평가하기도 하 다.
LED등의 수중투과특성이 우수하더라도 상생물의 

광 행동반응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집어

형태가 변하거나 집어 위치가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

상이 발생할 경우 채낚기와 같이 낚시의 위치나 형태의  

변경이 곤란할 경우 어획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광에 의한 어획 과정은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동일

한 광원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구의 배광 패턴, 설치 형

태에 따라 조업 수심에서 조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
수의 감쇠 특성, 해상 기상 등 많은 요인이 있다. 그러

나 몇몇 어종이 감지할 수 있는 최저 조도 및 파장에 

따른 시감도는 보고된 바 있으나, 집어와 어획 과정에 

필요한 적정 광량과 분포에 한 정량적 자료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존 메

탈 집어등의 파장분포와 수중방사조도 분포를 기준으

로 LED 등의 운용 방법과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하나

의 방안을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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