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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proportion of tunnel structures in roads and railways has increased 

rapidly. Along with this trend, the rate of occurrence of cracks and dropouts in concrete 

lining of tunnel structures is increasing. Generally, maintenance of such concrete 

lining is normalized and managed as the core of maintenance work in tunnel 

maintenance. However, the maintenance of the tunnel pavement is important in 

securing driver in the tunnel. In the design of tunnels, the underground condition of the 

tunnel is designed to be in good rock condition, so there have not been many cases of 

cracks in the tunnel pavement in the past. Recently, the construction of tunnel 

structures has been rapidly increased, and the length of the tunnels has become 

longer.Tunnel pavement installed in these ground conditions is increasing the 

occurrence of cracks in the pavement due to decrease of bearing capacity of the 

pavement after a long time. In this study, FWD and GPR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types of cracks and the reduction of bearing capacity in the tunnel.

Keywords: Tunnel pavement, Falling weight deflectormeter, Ground penetrating 
radar, Pavement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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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들어 터널구조물이 도로 및 철도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유지관리상에서 터

널 콘크리트 라이닝 균열 및 라이닝 국부적인 탈락 발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터널유지관리에서 터널 콘크리트라

이닝에 대한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업무의 핵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터널 주행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터널 포장부에 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터널 설계 시 터널 하부 지반조건은 양호한 암반조건으로 설계되

므로 과거에는 터널포장부에서 지반지지력 부족 등으로 균열들이 발생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최근에 터널구조물 건설

이 급증하고 터널길이가 장대화 되면서 국부적으로 터널하부에 지반조건이 파쇄가 심한 토사구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반조건에 포설된 터널포장은 장기간 시간 경과후 지하수 침투등으로 포장부 하부 지지력 감

소로 인한 포장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용중인 터널 내 포장부에 균열이 발생한 

사례를 대상으로 터널 내 포장 균열 발생 형태와 지지력 감소를 평가하기 위하여 터널 포장균열 발생구간의 ISM값과 동

적지지력 특성, 특이구간 분포정도를 조사분석하였고 터널포장부에 대한 균열대책 보강방안을 분석하였다.

주요어:터널 내 포장, 동적지지력평가, 지표투과레이다, 터널포장균열

1. 서 론

최근 들어 터널구조물이 도로 및 철도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개통된 도로, 철

도에서 터널구조물이 전체 연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터널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터널구조물은 터널의 공간적인 특성상 폐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터널 주행 

시 양호한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터널 포장부에 대한 양호한 주행성능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용중인 터널 포

장부에 균열 등 주행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들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원인부석을 실시하여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터널구조물은 공간적인 폐쇄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반 도로부보다 보수작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일부 차로를 차단하고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차량 정체, 지연, 사고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사

전에 터널 포장부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보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터널 내의 포장형식은 터널 전후의 토

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형식을 선택한다. 터널 내 포장 

설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터널 내 포장은 터널 출입부의 일정구간을 제외하고 계절적 온도변화를 적

게 받지만 포장층 내 함수비가 높으므로 내수성 재료가 요구된다. 또한 차량 주행 안전성을 위한 명색화 표면이 

요구된다. 터널 내 포장층 아래의 선택층(동상방지층 또는 차단층) 두께는 터널 내의 계절적 온도변화 분포, 동결 ․ 

융해 작용에 대한 터널 내의 암반 또는 토질의 영향 정도와 범위 등의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

나, 터널 바닥의 요철면의 물고임에 대한 배수처리를 위한 적정두께의 배수층 설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음 Fig. 1은 일반적인 도로터널에서 포장부 단면도이고 Fig. 2는 터널 내 포장부 작업사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용중인 터널 포장부 균열발생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터널 포장층 지지력 분석을 위한 

FWD (Falling weight deflectormeter) 조사분석, 포장층 지속적인 파손에 영향을 주는 공동여부조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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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 (Ground penetrating radar) 조사분석을 수행하여 토사구간에서 지지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터널포장부 

균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 터널은 당초 건설당시에 다음 Fig. 3과 같이 

바닥부 토사구간 분포가 광범위하고 지하수 용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사완료 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하수 용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터널 하부 지반특성의 연약화로 인하여 터널 내 포장부에 영향을 줄 수 

Fig. 1. Cross section of tunnel pavement Fig. 2. Tunnel paving operation picture

Fig. 3. Soil section in the bottom of of tunnel pavement

Fig. 4. Drill log in the bottom of of tunnel pa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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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터널이다. 따라서 토사구간과 지하수 용출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발생한 

지하수 용출 등을 고려하여 국부적으로 바닥부에 대해서 보강처리를 수행하였던 터널이다. Fig. 4는 시공완료 후 

균열 발생 일부구간에 대하여 시추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 풍화암 하부에 국부적으로 파쇄대와 점토층이 분포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터널 내 포장부 균열 발생 조사 및 분석

본 연구 대상 터널에 적용된 터널 내 포장공법은 조도, 유지관리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적용되

었다. 본 연구대상 터널의 경우, 다음 Fig. 5와 같이 공용 후 터널 내 일부구간에 포장부 균열이 발생되었는데 터널 

내 포장부 균열은 터널 구조적 특성으로 하부 지반 연약화로 인한 융기 후 균열과 과적차량에 의한 손상 균열이 발

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터널포장부 균열은 하부 지반연약화에 의한 균열로서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균열부위 

확대로 인하여 광범위한 손상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손상부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또

한 이러한 터널 내 균열은 터널 내 주행차량의 주행성능을 저하시키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 있으므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균열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부 지반지지력 특성을 분석 FWD시험과 하부지반 공동발생 정

도 분석 GPR조사를 수행하여 터널 하부지반과 포장부 균열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균열부에 대한 조사

Fig. 5. Crack of tunnel pavement

Fig. 6. Crack of common duct i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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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다음 Fig. 5와 같이 균열 폭은 최대 2 cm 이상이고 균열형태는 망상균열 형태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균열은 포장부 뿐만 아니라 다음 Fig. 6과 같이 터널공동부에도 종방향 균열이 발생하였고 또한 본선 포

장부와 터널 공동부와는 1 cm ~ 3 cm의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균열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장내부의 균열분포를 조사하기 일부 포장부를 절단하여 조사한 결과, Fig. 7과 같

이 내부 균열발생 상태를 확인하였고 포장 중심부를 관통하는 균열형태로 발생하였다.

3. 터널포장 균열원인 분석을 위한 FWD 및 GPR 분석

3.1 터널포장 균열발생 구간 지지력 분석을 위한 FWD 조사

터널 내 포장균열 원인분석을 위해서는 포장 바닥부 지지력 특성과 공동부 형태등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므로 

공용중인 터널 내 포장부 지지력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FWD (Falling weight deflectormeter) 분석을 실시

하였다. FWD는 시험 속도가 빠르고 재현성이 높으며 AASHTO 포장설계지침에는 이를 이용해 덧씌우기 두께

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이다. FWD는 Fig. 8과 같이 높이조절이 가능한 추를 통해 

4단계의 하중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고 정확한 크기는 로드 셀을 통해 얻는다. 하중의 크기에 따라 다른 처짐이 얻

Fig. 8. Model of FWD

Fig. 7. Cross section of crack in tunnel pa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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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적용 하중단계가 같더라도 지반의 상태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처짐을 정규화 된 처짐으로 변환

하여 비교하기도 한다. 정규화된 처짐이란 단계별로 다른 하중에 따른 처짐을 40 kN로 환산하여 구한 처짐으로 

콘크리트 포장에서 하중의 증가에 따른 처짐의 증가가 선형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측정 하중과 40 kN의 비율

에 측정 하중에 의한 처짐을 곱하여 구한다(You, 2007).

충격하중을 통해 포장의 표면에 발생한 처짐은 지오폰(geophone)으로 불리우는 속도계를 통해 계측되며 7개

의 지오폰이 300 m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지오폰은 사용되는 역해석 공식에 따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으

나 현재는 AASHTO 포장설계지침의 AREA법을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FWD의 

충격하중은 지반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30 micro second동안 가해지고 7개의 지오폰에서 시간에 따른 처

짐을 얻을 수 있으며 Fig. 9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 데이터 가운데 AREA법에는 처짐 및 하중의 최대 

값을 사용하여 물성을 추정하게 된다. 콘크리트포장의 이론적 해석은 Westergaard의 이론을 기본으로 접근하였

고 kirchhoff 판 요소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이론적 해석과 유한요소해석의 

장점은 엄밀한 해를 얻을 수 있고 연산시간이 작아 빠르고 쉽게 포장의 거동을 조사할 수 있어 설계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궁극적으로 FWD의 하중에 대한 물성을 역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의 조건이 지

나치게 단순화되어 적용되는 점 때문에 역산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지력의 경우 

AASHTO에서는 결과 값의 1/2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탄성계수의 경우 실측값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REA법은 slab-on-grade 형식의 포장에 적합한 역해석 기법으로 재하판의 크기

가 정해지는 경우 포장체의 상대강성 반경(radius of relative stiffness)과 포장의 처짐형상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AREA값은 유일한 관계를 가진다는 Ioannides (1990)의 이론에 근거한다. Westergaard의 상대강성반경(lk)와 

Hoffman과 Thompson에 의해 제시된 AREA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Fig. 9. Load and deflection history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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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에서, E : 슬래브의 탄성계수, h : 슬래브의 두께, μ : 슬래브의 포아슨 비, k : 노상 지지력

di : 측정된 각 센서의 처짐 값, n : 센서의 개수 – 1, Λ : 센서의 간격(등간격인 경우)

Losberg는 1960년에 판 이론을 기초로 원형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dense liquid 기초에 대한 처짐공식을 유도

하였다. Ioannides (1990)는 이 공식을 이용하여 재하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상대강성반경과 AREA의 관계를 얻

어냈으며 콘크리트포장의 역해석 프로그램인 ILLI-BACK의 주된 알고리즘으로 이용하였다. Hall과 Mohseni 

(1991)는 위의 원리를 바탕으로 FWD의 시험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0, 12, 24, 36 inch간격 센서배치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유도하였으며 1993년도 AASHTO 포장설계지침에 채택된 식(2)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AASHTO, 1993).

 





 

ln 










(2)

위에서 얻어진 상대강성반경을 Westergaard의 최대처짐 공식에 대입하여 포장의 지지력을 계산할 수 있고 여

기에서 얻어진 지지력과 포장 두께를 상대강성반경 공식에 대입하여 포장의 탄성계수를 최종적으로 얻어내게 된

다. 무한크기의 판에 적용되는 Westergaard의 공식은 식(3)과 같다.

  
  

 ×


ln

  





 


 (3)

이렇게 얻어진 동적지지력 및 상대강성반경을 이용하고 추가로 포장 두께를 아는 경우을 이용하여 콘크리트포

장의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식(4)과 같다(Ioannides, A. M., 1990).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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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 터널 균열 발생부 포장의 구조적 지지력 평가를 위하여 FWD를 이용하여 처짐량 분석을 실시하였

고, FWD의 하중재하판을 측정위치에 고정시키고 충격하중을 재하했을 때의 처짐량을 측정한다. ISM (impact 

stiffness modulus)은 하중을 처짐량으로 나눈 값으로 1 mm 처짐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충격하중을 의미하며 

ISM 값이 높을수록 지지력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WD 조사 위치는 Fig. 10과 같이 상행선의 경우, 융기

가 발생한 4~5번 슬래브와 건전부인 1~3, 6~8번 슬래브 1차로 구간에서 조사하였다. 균열이 발생한 4~5번 슬래

브는 집중 조사를 실시하였다. Fig. 11과 같이 하행선방향의 FWD 조사 위치는 균열이 발생한 4번 슬래브와 앞뒤

의 건전부인 1~3, 5~6번 슬래브의 1차로 구간에서 조사하였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처짐량을 평가하는 ISM지수를 이용하여 조사구간의 처짐량 분석한 결과, 상행선 방향 파

손구간은 동하중 87~110 kN에서의 ISM값은 Fig. 12와 같이 균열부 슬래브가 건전부 슬래브에 비해 평균 21.1%

의 현저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균열부 슬래브에서 상대적 처짐이 과다함을 알 수 있다. Fig. 13의 하행선 

Fig. 10. The crack of tunnel pavement in north bound of expressway

Fig. 11. The crack of tunnel pavement in south bound of expressway

Fig. 12. ISM result of north bound of expressway Fig. 13. ISM result of south bound of expres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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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구간은 주변의 파손 전후의 슬래브에 비해 평균 51.0%의 낮은 ISM을 보이고 있다.

슬래브 하부 동적지지력 산정결과, Fig. 14와 같이 상행선 방향 파손구간(조사위치 4~9, 15~18)의 지지력은 대

부분이 150pci 이하의 낮은 지지력을 보이고 있으나 균열 전/후 슬래브(조사위치 1~3, 10~14, 20~21)의 지지력

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하행선 방향 균열발생 구간의 지지력은 Fig. 15와 같이 균열 전 슬래브(조사위치 7)는 높

은 지지력을 보이지만 균열 후 슬래브(조사위치 9)는 100 pci이하의 낮은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

3.2 터널포장 균열발생구간 하부 지반이완 분석을 위한 GPR 조사

본 연구에서는 터널포장부 하부 공동유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GPR (Ground Penetrating Radar)을 적용하였다. 

GPR 조사는 고주파의 전자파신호를 공중에 방사시킨 후 목표물의 탐지 및 위치를 파악하는 레이다 탐사법을 지

하에 적용시킨 것이다. GPR 탐사법은 안테나로부터 전자파를 짧은 폭의 펄스형태로 지하에 전파시킨 후 전파 경

로 중 물리적 성질이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해오는 전자파를 수신 ‧ 분석하여 지하의 정보를 얻는 물리 탐사

법의 한 방법으로 전자파가 지하 매질을 전파해 나갈 때 이질의 매질층 또는 이상매체를 이루는 재료 고유의 유전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이용하여 각 이질층의 두께 및 위치를 파악한다. GPR 조사는 수 MHz - 수 GHz 범위의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물리탐사법의 일종으로 지하 불균질대에 대한 고 분해능의 영상을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 구조물 내부 및 지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이 지하매설물, 

배면공동, 터널의 이상대 탐지, 매립토 및 퇴적물의 지층 두께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조사법에 

비해 장비의 운용과 자료 수집 및 처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결과자료의 해상도 및 정밀도가 뛰어나서 보통 20 m 이

하의 천부 지반 탐사나 수 cm - 수 m 단위의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부문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러나, GPR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비파괴검사의 한 방법으로 정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추검사공을 

실시하여 탐사결과를 보완하는 것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파괴 지반조사 시 실시하는 탐사는 지반의 함수비, 매질의 건조여부, 다짐도, 종류 등에 의해 유

Fig. 14. Dynamic bearing capacity of north bound of 

expressway

Fig. 15. Dynamic bearing capacity of south bound of 

expres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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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수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전자파의 전파 능력은 고주파일수록 멀리 도달하지 못하나 해상도가 커지므로 일

반적으로 해상도가 중요시 될 경우는 가능한 고주파를 이용하여 자료를 획득한다. 분석조건에 따라 해상력보다

는 멀리 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주파를 이용하여 탐사를 실시한다. 당 현장에서는 

해상도와 투과심도를 만족하기 위하여 1000 MHz 안테나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메뉴얼상의 1000 MHz 안테

나는 토양에서는 약 1.2 m, 암반에서는 약 1 m 심도까지 레이다파가 전달된다고 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감쇠현상

으로 인하여 실제 투과심도는 감소한다. 당 현장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실제 투과심도는 최대 1.0 m

이내까지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파속도는 각 매질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당 현장에서는 터널 콘크리트포장

이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평균 전파속도인 100 mm/ns의 속도값을 적용하였다. GPR 탐사에 있어서 사용된 안

테나 주파수는 해상도(resolution)에 비례하고 침투심도(penetrating depth)에는 반비례한다.

본 연구대상 터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균열이 많이 발생한 상행선 방향의 콘크리트 포장부에 대한 GPR조사

에서는 Fig. 16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포장파손부를 중심으로 다채널 GPR 시스템을 이용하여 1차로의 포장하부 

심도 1.5 m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다채널 GPR 장비의 1회 조사폭이 1.5 m인 점을 고

려하여 좌우측 차선으로 인접하여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6은 다채널 GPR을 이용한 현장신호를 횡단면도, 종단면도, 평면도로 나타내고 있으며, 횡단면도와 종단

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2 m, 8 m, 14 m, 20 m, 26 m, 32 m 위치의 줄눈부에서 다웰바로 인한 반사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횡단면도를 살펴보면, 조사시점 기준 8 m ~ 24 m 구간에서 지반이완으로 추정되는 특이신호가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포장균열이 발생한 14 m ~ 22 m 구간에서 많은 변동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Fig. 17에서 나타낸 현장 조사신호에 근거하여 Fig. 18과 같이 포장하부 지반이완이 추정되는 구간을 도시하였다.

이와같이 이완영역에 대한 변위측정값을 고려하여 다음 Fig. 19와 같이 범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터널 포장부 하부지반 전반적인 변위특성과 보강적정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지지력조건을 고려한 변위분석결과 

최대 35 mm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지력의 지속적인 감소 시 추가 변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

측되었다.

현장 지지력 분석결과와 수치해석 결과, 균열분포형태를 고려하여 터널 내 포장부 변위억제 대책으로 다음 

Fig. 20과 같이 원지반에 대한 지반보강과 마이크로 파일 보강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6. GPR survey of north bound of expressway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A study on the occurrence of cracks in the tunnel pavement in the soil under use

759

Fractured zone

<Longitudinal section>

Joint Joint Joint Joint Joint Joint

<Ground plan>

Fig. 17. The result of GPR

Fig. 18. Stress release zone of tunnel pavement 

Fig. 19. Numerical analysis of displacement under 

pavement

Fig. 20. Reinforcement method in the north bound 

of tunnel pa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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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터널포장부에서 발생한 균열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하여 시추조사, FWD, GPR등의 조사방법을 적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추조사 결과, 조사된 포장하부에는 점토가 분포하고 있고 낮은 투수계수로 인하여 지하수의 흐름을 막고 

수분 함유 시 팽창성으로 인하여 상부 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WD, GPR 분석결과, 

하부지반의 국부적인 지지력 부족으로 포장부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터널 포장 콘크리트 슬래브의 처짐량을 평가하는 ISM지수를 이용하여 균열구간 전후 구간의 처짐량 분석

한 결과, 파손구간은 동하중 87~110 kN에서 ISM값은 균열부 슬래브가 건전부 슬래브에 비해 평균 21%의 

현저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본 연구대상 터널은 시공시와 준공된 이후에도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시공 시에는 토사 용출 등

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포장 상부로 지하수가 용출되지는 않으나 계절적인 요인

으로 지하수위가 변동되면서 포장의 융기와 파괴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슬래브 하부 동적지지력 산정결과, 파손구간의 지지력은 대부분이 150 pci 이하의 낮은 지지력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터널 내 포장부 균열 발생구간에 대하여 지지력 조사결과와 지하수 유출조건 등을 고려할 때 포장하부 점토

지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지지력 감소가 예상되므로 강성확보를 위하여 점토를 제거하고 마이크로 파일 및 

지반주입보강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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