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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량 련 기술  서비스가 고도화 인 재 차량 내외의 서비스 확장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다양한 연동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 자체에 한 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을 통한 사용자의 편

의성  유용성을 향상하는 것이 요하다. 최근 사물인터넷(IoT)으로 불리는 소형 연결기기  서비스 용 

 출시가 주요 트 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 기기뿐만이 아닌 차량을 포함한 타 분야로의 확장을 통한 서

비스의 고도화  다양화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측면에서 최근 확장되고 있는 IoT 기술에 한 

분석을 통해 향후 IoT 기술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  차량 서비스  IoT 서비스에 한 분석을 진행하여 차

량과 IoT 간 연동 서비스 출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추가로 재 출시 인 차량

과 홈 IoT 기기 간 연동 서비스 사례들을 통해 반 인 차량 연동 IoT 서비스에 한 요 시사   향후 

방향성에 해서 기술한다.

ABSTRACT

With the major advancement of vehicle-related technologies and services, the demands for the in/out-vehicle service 

expansion increase significantly. The key importance of the service expansion is to provide various vehicle-centric 

services in addition to improve the convenience and usability of users with connectivity. Recently, Internet of Things 

(IoT) gains major attention for small device connectivity and service, and it widens its area to other industries 

including automotive to advance and diversify its service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technical direction of the 

IoT service with the analysis of IoT technologies in the perspective of the vehicle. At first, we analyzed the vehicle 

and IoT services in each so that we are able to suggest the service design guideline and consideration to release 

integrated services between vehicle and IoT. Also, we reviewed the cases of few vehicle and home IoT integration 

services for the major insight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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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량 내부 & 외부 서비스의 일반화된 구조도
Fig. 1 Generalized structure of In/Out-Vehicle service

Ⅰ. 서 론

최근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같이 차량 자체가 아닌 

차량 내외 연결성을 으로 강조하는 다양한 기

술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증강 실, WiFi 

Hotspot, 블루투스 등이 용되는 차량 내부에서부터 

원격 제어  음악 스트리 과 같이 연동이 필수 인 

차량 외부까지  역에 걸친 기술/서비스 개발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1]. 특히 구 , 애 뿐만이 아

닌 네이버 같은 국내기업들도 차량 련 기술/서비스 

진출을 통해 사업 역 확장을 추진하는 이다[2]. 

이러한 다양한 부문의 기술/서비스 경쟁  출시를 

통하여 차량의 기존 기술  서비스 고도화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는 은 상당히 고무 이다. 다만 이

러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기존 차량에서 기치 못했

었던 사용성 문제와 더불어 보안  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차 증가하고 있다. 한, 기존 폐

쇄 으로 작동하던 차량 네트워크도 외부 연결이 되

면서 해킹 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3]. 새로운 기술/

서비스들의 차량 내 용만이 아니라 차량 체를 아

우르는 네트워크, 모듈, 시스템들을 종합 으로 고려

한 기술/서비스를 개발  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IoT 서비스 확장으로 인해 자

동차 산업 내 주요 제조사들도 경쟁 으로 IoT 서비

스 도입 추진  양산 용을 진행하고 있다. BMW 

 자동차의 경우 기존 홈 IoT 사업자들과의 연

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Ford도 외부 

랫폼과 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6]. 부

분 서비스는 재 홈 IoT 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타 

역에서의 IoT 서비스로 확장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고려요소들  앞서 언 된 문

제 들을 통해서 앞으로 제공될 반 인 차량 연동 

IoT 서비스에 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서비스 개발 방향성 도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 확장 진행 인 IoT 기술  

서비스들을 차량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IoT 

기술 방향성을 제시한다.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차

량/IoT 서비스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이를 통한 차량 

연동 IoT 서비스 개발 시 주요 고려사항  가이드라

인을 제시한다. 한 차량 제조사 IoT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IoT 방향성에 한 내용도 기술한

다. 참고로 기존 문헌 내에서 설명된 IoT 서비스는 

홈 역에만 국한되었다[7]. 그러나 본 논문에서 언

하는 IoT 서비스는 홈 이외 역까지 아우르는 종합

인 IoT 서비스를 의미함을 강조한다.

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차량  

IoT 서비스의 개념  구조도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

는 차량 연동 IoT 서비스의 고려사항  일반  가이

드라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차량 연동 IoT 서비

스 황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결

론을 기술한다. 

Ⅱ. 차량  IoT 서비스 개념

해당 장에서는 차량  IoT 서비스에 해서 기술

한다. 서비스별 개념, 구조도 작성을 통한 반 인 

서비스 구조 일반화  연  기술 상세화를 진행한다. 

2.1 차량 서비스

차량 서비스는 크게 차량 내부와 외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 경우는 직  차량 내 운 자/탑승

자에게 서비스를 달하며, 차량 외부는 외부 연결 인

터페이스를 통해 차량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달받는 서비스이다. 일반화된 차량 서비스 구조는 

그림 1을 참고한다.

그림 1 내 구조도에서 차량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

는 모듈은 Telematics (TMS) 연결을 한 통신 모뎀

이 장착된 TMS Unit (TMU) 이며 이를 통해서 차량

과 외부 랫폼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차량 내 

통신 경우는 Controller Area Networks (CAN)  

Ethernet 네트워크 기반의 Human-Machine Interface 

(HMI) 구성이 가능하다[8-9]. 추가로 WiFi/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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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차량 서비스의 기본 상태 다이어그램 
Fig. 2 Generic state diagram of vehicle service

그림 3. IoT 서비스의 일반화 구조도 
Fig. 3 Generalized structure of IoT service

연결을 통한 서비스 제어  근을 할 수 있다.

기존 기기 보드 에서 직  모뎀이 장착되는 경우

와는 달리 TMS의 경우는 응  상황 시 연결용으로

써 쓰 었기 때문에 별도 하나의 기기로써 제공되었

다 [10]. 모뎀 업데이트  고장 시 교체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별도 모듈로 나오는 것이 차량 내 내비게이션 

내부 장착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차량 TMU와 연결되는 외부 랫폼의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으로 구성하거나 Amazon Web Service 혹

은 Microsoft Azure같이 외부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

용하여 구축하는 방법이 있으며 안 성과 직결된 차

량 내부와는 달리 서비스  목 성에 따른 운 체제 

 내부 모듈 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 TMU에 연결되는 의 경우에는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Firewall 등 다

양한 보안정책을 용하여 차량 해킹 문제를 사 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 서비스 측면에서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반을 

둔 기본 인 서비스 상태 다이어그램 (State 

Diagram)을 여러 차량 기능/서비스에 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구성 시 그림 2와 같다[11-13]. 

그림 2의 작성된 다이어그램 내에서 유의할 은 

크게 두 가지로 HMI를 통한 제어/ 근  무선연결

을 통한 제어/ 근으로 나  수 있다. HMI 측면은 기

존 내비게이션 랫폼 혹은 제어 패  등을 활용한 

차량 기능  서비스 제어를 뜻하며 무선연결 경우는 

Wi-Fi, Bluetooth 등을 활용한 기능  서비스 제어

를 의미한다. 다만 무선연결의 경우 실제 무선연결 

련 요청  Handshaking을 포함한 일정한 연동 로

세스가 필요하여 로세스 완료 이후 Service Ready 

모드로 진입이 가능하다. 

2.2 IoT 서비스 

IoT 서비스의 경우 기능 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로 기기-사용자 간의 제어/ 속 인터페이스 방식, 기

기 간 랫폼 연동/통신으로 나뉠 수 있다. TMS 서

버를 통한 모뎀 통신만을 통해 차량 내외부를 연결하

는 차량과는 달리 기기의 경우는 하나의 기기가 독립

으로 다양한 장소에 치할 수 있으며 Ethernet, 

Zigbee, Z-Wave, Bluetooth, Wi-Fi 등의 다양한 인터

페이스 기반의 유무선 통신을 통해서 외부와의 연결

이 가능하다. 추가로 기기특성  사용성에 따른 무선

통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

할 수 있다[14-15].

IoT 서비스의 기본 구조는 그림 3과 같으며 앞서 

언 된 로 IoT 기기 단과 랫폼 단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랫폼 단에서 사용자의 경우는 음성, 시각 등

을 활용한 HMI로 서비스를 받는다. 이때 제어/ 속 

인터페이스 등은 기기/ 랫폼에서 정의된 방식으로 

구성되며 서비스마다 차이 이 존재한다. 를 들어 

Amazon의 Alexa 경우 원통형 음성 인터페이스를 거

쳐 Amazon 랫폼을 통해 기기들을 제어하며 

SmartThings의 경우 스마트폰 앱 터치 인터페이스로 

제어 명령을 송하고 SmartThings 랫폼을 통해 

기기 근  제어를 할 수 있다. IoT 서비스인 

SmartThings 스마트폰 앱 인터페이스 제는 그림 4

를 참고한다. 재 반 으로 상용된 기기- 랫폼, 

랫폼 간 연동의 경우 체로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REST) Application Protocol 

Interface (API)를 용한다[16-17]. 

IoT 서비스 측면에서 서비스 시나리오 기반으로 

기존 문헌들을 참고하여  기본 상태 다이어그램을 구

성할 시 그림 5와 같다[18-20]. 작성된 그림 5 내 각 

상태는 기기의 기본 작동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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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oT 서비스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제  
Fig. 4 Examples of IoT service smartphone interface

그림 5. IoT 서비스의 기본 상태 다이어그램 
Fig. 5 Generic state diagram of IoT service

며 크게 기/연동/발화/제어 네 가지로 구성된다. 

IoT 서비스 경우 체로 기기 기 상태에서 Trigger 

혹은 물리  제어를 통해서 발화하고 제어할 수 있다. 

한, 기기 연결을 해 랫폼 연동이 필수 이기 때

문에 기 상태에서 인증 차를 통한 연동이 먼  

완료된 이후 발화/제어가 가능하다.

Ⅲ. 차량 측면에서의 IoT 서비스

해당 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설명한 차량 서비스

와 IoT 서비스 내용과 기존 문헌 내용에 기반하여 작

성하 다[7]. 반 인 차량 연동 IoT 서비스에 한 

일반 인 고려사항들을 도출하고 서비스 가이드라인

을 제시한다. 아래 언 될 고려사항과 가이드라인은 

표1을 참고한다.

3.1 차량-IoT 서비스 내 주요 고려사항 

고려사항 도출을 해서 재 제공 인 차량 

TMS와 IoT 서비스 연동을 진행할 시 주요 기능들은 

차량 외부의 다른 장소에서 제어  근할 수 있으

며 Connectionless 로토콜 기반의 요청/응답 용이 

가능한 기기들로 한정한다. 따라서 음성/ 상

Streaming 방식 기반 서비스는 하기 논의될 고려사항

에서 논외로 친다. 이를 고려하여 차량-IoT 서비스 

연동 시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써 차량 보안/외부 연결 문제와 서비스 지연/운 방

해 요소 제거로 나  수 있다.

3.1.1 차량 보안  외부 연결 문제 

차량 연동 기반 서비스 주요 고려사항인 안 /보안 

문제의 경우 외부 근 가능성 때문에 시작된다. 

Trigger 방식 기반으로 외부에 있는 랫폼 연동 기

기로부터 차량으로 요청 송 시에 요청 명령어에 따

른 차량 기능 근이 가능할 수 있으며 실제 근 시 

차량 주요 기능들의 원격 제어 시도 같은 치명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율 주차/주행 등 원격으

로 주행이 가능해지는 시 에서는 안  문제뿐만이 

아니라 형 인명 사고까지 가능해진다[21]. 이와 비

슷한 형태인 Man-in-the-Middle 공격으로 실제 Jeep 

차량 해킹이 일어나 140만 차량의 리콜이 벌어진 크

라이슬러의 경우도 존재한다[22]. 이와 같이 인 /물

 비용이 량으로 소진되는 보안/안  문제 방지를 

해서 서비스 개발 시 개별 서비스 특징/성격에 따

라 차량 근 방식 고려가 필요하며 차량 랫폼 연

동 방식 한 이슈 최소화를 해 추가 상세화가 필

요하다.

3.1.2 서비스 지연  운 방해 요소 제거 

기존 문헌에서도 언 되었듯이 서비스 지연에 한 

고민은 필요하다[7]. 그림 4와 같이 IoT 기기들의 경

우 제어  정보 근 시 보편 인 스마트폰 기반 

HMI로 이루어지며 그림 5의 상태 다이어그램과 같이 

On Call 상태에서 제어 요청  수신으로 상태 변환 

시 차량  IoT　 랫폼 간의 송수신과 더불어 단말/

랫폼 서버에 존재하는 모듈 내 데이터 변환, 분석 

등의 처리 이유로 인하여 일정 부분의 지연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연 이슈 부분들을 구분하면 기기/단말 

내 처리 지연과 랫폼 내부 처리/ 송 지연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랫폼의 경우는 내부 모듈의 처리  

송수신의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며 각 기기  단말 

내 처리의 경우는 실제로  단 로 시간이 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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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Factors Guideline

SW/HW Security Attack-focused Security 

and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and

Policy Setting  

Vehicle Driving Safety

Secure Wireless Connectivity 

Device Level Processing Delay Improvement Processing 

Delay: Minimization and 

Restructuring internaion 

module and link connection

Data Processing Delay

Wireless Transmission Delay

표 1. 차량/IoT 서비스의 고려사항/가이드라인
Table 1. Consideration/Guideline of Vehicle/IoT service

때문에 서비스 개발 시 고려가 필요하다[23]. 차량 운

 에 내비게이션 랫폼상으로 기기 제어가 이루

어지는 특정 상황의 경우  단 의 지연은 상당한 

차량 운 방해 문제 요소가 되며 이어지며 차 사고까

지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을 유의해야 한다. 

3.2 서비스 용을 한 가이드라인

상기 기술한 주요 고려사항들을 기반으로 차량 기

반의 반 인 IoT 서비스 용/개발을 한 기본

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면 지연방지 심 개발과 보

안/해킹 강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3.2.1 서비스 지연 최소화 심 개발

서비스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 구조도 내에 

존재하는 기기/단말 내 데이터 처리와 랫폼 내부 

처리  송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  기기와 차량 시스템 내 데이터/제어 처리 모듈

들의 효율화를 해서 내부 변경  재구성 등의 검

토가 필요하다. 추가로 랫폼 내부 처리  송은 

랫폼 내 모듈 단순화  서버들 간 링크 구성 최소

화로 데이터 송의 지연 감소가 가능할 수 있다. 

3.2.2 보안/해킹 강화 기반 서비스 디자인

기기 연동 이후 기기와 랫폼간의 링크 구성  

외부 노출 문제 은 없는지에 한 검이 필요하다. 

재 무선통신 기반 허 들을 상으로 무선 탈취 공

격 문제  랫폼 간 연결 시 Injection  

Distributed Denial-of-Service (DDoS) 공격 같은 무

수한 보안/해킹 련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24-25]. 

한, 서비스 구성 때문에 연동 인증키 복 혹은 타 

계정 상 발 으로 인한 보안 문제 발생이 충분히 가

능한 만큼 련 응책 수립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

다. 보안 강화를 해서 차량 내외 서비스의 요성에 

따른 차량 기능 근에 한 차등 용 고려와 더불어 

련 기술  정책 용도 필요하다 [21].

Ⅳ. 차량 서비스 사례  방향성 제시

4.1 기존 서비스 황

차량과 IoT 연동 기반 서비스는 재 상용 서비스 

경우 체로 차량과 홈 IoT 기기 연동에 이 맞춰

져 있으며 랫폼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기기 리/제어에 한 

리/운  주체 여부에 있다. 해당 주체 여부에 따라서 

기기 제어 기능  종류 확장 추진 시 문제의 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동일 기능에 한 다  

랫폼 연동 유무이다. 다  랫폼 연동에 따른 서비

스의 확장  시장 주도력이 상승하나 이에 따른 기

기/기능 확장의 제약성도 동반되어 오기 때문이다. 상

기 기술된 두 가지와 기존 문헌을 기반하여 황 내

용을 작성하 다[7]. 먼  Ford와 BMW의 두 사를 

상으로 사례별 분류 진행  서비스 분석 내용을 

기술하며 서비스 출시 사례로써 기아자동차 사례

도 추가 으로 소개한다. 이 외 타 OEM 사들의 IoT 

랫폼 연동 사례들은 표 2를 참고한다. 

4.1.1 Ford Sync 

Ford의 경우는 리/운 을 타 랫폼에 이 하고 

단일 랫폼으로 진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TMS 

기반 서비스인 Ford Sync라는 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기술  서비스 연동을 시도하 으며 IoT 서비스의 

경우 2017년에 Amazon Alexa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

하 다. 단말 내 Alexa 앱을 별도 구성하는 방식으로 

Alexa Voice Service (AVS)를 통해 IoT 기기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6]. 해당 서비스 연동 시 Ford

는 IoT 랫폼 구축 혹은 외부 용역을 통한 자체 운

 신 AVS 연동기가 제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Ford가 기기 확장에 따른 구축/운 에 한 추가 비

용 없이 서비스 확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서비스 자체

가 AVS의 운 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 은 존

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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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TMS Service Platform

Ford FordSync Amazon Alexa

BMW BMWConnectedDrive
SmartThing

Telekom SmartHome

HKMC UVO SKT/KT/HDEC [5]

Benz Mercedes on Nest [29]

Volkswagen BuDD-e LG [30] 

Honda Honda Connect IBM Watson IoT[31]

표 2. 각 OEM별 IoT 랫폼 연동 황
Table 2. List of IoT platform integration for OEMs 그림 6. IoT 산업의 향후 확장 역/시장 규모 [32]

Fig. 6 Future Sector/Market size of IoT industries [32]

4.1.2 BMW ConnectedDrive

BMW의 경우는 기본 으로는 리/운 에 한 

주도권을 직  가지면서 다  랫폼 연동을 진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 이 다양한 서비스  기술

들과의 융합  연동을 시도한 BMW는 2016년도에 

로벌 상으로 IoT 랫폼인 SmartThings와 차량 

단말과의 연동을 통해서 홈 IoT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이른다[4]. IoT 기기/기능 연동을 SmartThings 랫

폼에서 진행하게 함으로써 SmartThings 제어기기 

상 종류 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시하 다. 

한, BMW 자체 으로 서비스 개발자 용 API도 오

함으로써 개발자 벨에서 서비스 최 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다[26]. 이는 오  랫폼인 

SmartThings 랫폼과의 연동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추가로 내수인 독일 시장 용으로써 독일 내 IoT 

서비스인 Telekom SmartHome 서비스도 연동 출시

하 다 [27]. 당 사례는 BMW의 경우 IoT 랫폼의 

기기 확장과 더불어 다  랫폼 연동 기반 서비스 

확장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1.3 기아자동차 UVO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TMS 서비스로써 블루링

크(Bluelink), 유보(UVO),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Genesis Connected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별로 추가 인 기능들을 제공 에 있다. 2017년

에 열린 서울 모터쇼에서 기아자동차는 IoT 서비

스 시연  서비스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 다[28]. 

모터쇼 발표이후 2019년 6월에 국내 최  홈 IoT 기

기 제어 서비스인 카투홈 서비스를 통신사  건설사

와 업하여 UVO 내 서비스로써 출시하 다[5]. 다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 고 제공되는 

기기는 조명, 러그, 에어컨, 보일러, 가스차단기이며 

개별  기기 제어가 아닌 특정 그룹 기기 혹은 세  

제어의 일  작동을 해 외출 모드/귀가 모드 도 제

공된다. 한, 차량 내에서 주행 방해를 최소화하기 

해서 음성 인식 기반 기기 제어 기능을 제공함으로

써 운 자의 기기 제어에 한 편의성도 함께 고려하

다[5].

4.2 향후 주요 시사 /방향성

상기 기술된 차량 연동 IoT 서비스의 경우 재 

상용 서비스 사례들로만 보면 홈 역에서만 국한되

고 있는 한계 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림 6과 같이 

IoT 산업 방향 자체가 제조, 오피스, 장  시티 등 

다  역으로 확장될 정이며 그 규모는 2025년에 

11.1조 달러에 육박할 정이다[32]. 앞으로 타 역의 

서비스 연동 개발을 진행할 시 이에 한 역별 동

향 조사/서비스 요구사항 악이 필요할 것이다.

차량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재 자동차 제조사  

IoT 서비스 제공사 간의 상호 역 간 확장/경쟁으로 

다양한 융합 서비스 개발  출시가 진행 이다. 앞

으로 IoT 서비스 개발  기획 시 차량을 이동공간의 

심으로서 상정하고 블록체인 같은 타 기술 융합  

서비스 개발 같은 확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측면에서의 IoT 서비스에 

한 기술 분석  방향성에 해서 기술하 다. 우선 

차량 서비스와 IoT 서비스에 한 일반화  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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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서비스 구조를 도출하 으며 이에 기반을 둔 차량

/IoT 서비스 연동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 다. 한,  차량과 홈 IoT 서비스 연동 사례 기

술들을 통해 앞으로 차량 측면에서의 체 인 IoT 

기술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하 다. 

향후 차량 서비스 제공 시 고객 측면에서 제공될 

인터페이스에 한 검토가 필요하며 AI, 블록체인 등 

기술 인 측면에서 타 랫폼 등으로 확장 시 고려해

야 할 사항들에 한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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