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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화학사고 피해저감을 위한 
GIS 연계 복합시뮬레이션 프로토타입 개발에 관한 연구

김은별 1)·오주연 2)†·이태욱3)·오원규2)·김현주1)·임동연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IS-based Complex Simulation Prototype 
for Reducing the Damage of Chemical Accidents

Eun-Byul Kim 1)·Joo-Yeon Oh 2)†·Tae Wook Lee3)·
Won Kyu Oh2)·Hyun-Joo Kim1)·Dong-yun Lim4)

Abstract: In this study, a complex simulation prototype was developed for rapid and accurate prediction
of chemical dispersion range in order to reduce human casualties caused by chemical accidents. Complex
simulation considered the leakage momentum during the near-field dispersion to take into account the
leakage characteristics of the chemical. In the far-distance dispersion process, the wind distribution of
the existing model, which was presented uniformly, was improved using weather and topographical
information around the accident site, to realize a wind field similar to the actual one. Finally, the damage
range was more precise than the existing model in line with the improved near- and far-distance dispersion
process. Based on the results of damage range prediction of the complex simula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highly utilized as a system to support policy decision-making such as evacuation and return of
residents after a chemical accident.
Key Words: Chemical accident, Dispersion, Complex simulation, GIS

요약: 본연구에서는화학사고에따른인명피해저감을위해서신속하고정확한화학물질확산범위예측을
위한복합시뮬레이션프로토타입을개발하였다. 복합시뮬레이션은화학물질의누출특성을고려하고자근거
리확산과정에서누출운동량을고려하였다. 원거리확산과정에서는사고지점주변의기상및지형정보를이
용하여획일적으로제시되었던기존모델의바람분포를개선하여실제와유사한바람장을구현하였다. 개선
된근·원거리확산과정에따라최종적으로피해확산범위는기존의모델에비해서정밀한분포를나타냈다. 본
연구에서개발된복합시뮬레이션의시간대별피해범위예측결과통해서화학사고발생후주민대피및복귀
등정책적의사결정의지원시스템으로서활용도가높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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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학사고는작업자의과실, 시설의결함, 노후화등의

원인에의해화학물질이사람이나환경에유출·누출되

어발생하는모든상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서정의

하고있다. 화학사고는발생유형에따라화재, 폭발, 누

출로 구분되지만, 대형사고의 경우 2개 이상의 유형이

함께 발생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MOIS, 2019). 최

근국내에서발생한화학사고중발생빈도가가장높은

것은 누출이었다(Cho et al., 2018; Cha et al., 2018; Kim et

al., 2017; Lee et al., 2015).

화학물질의누출에의한피해영향범위는사고발생

지점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확산에 의해서 수송되는

전지역으로정의할수있다(NDMI, 2018). 특히대기중

에잔류성이높은화학물질의경우장거리수송을통해

환경오염, 국민건강영향등의 2차피해를발생시킬수

있으므로(You and Chung, 2014), 피해저감을위해서는

화학물질예상확산범위내에위치한국민을대피시키

는정책적의사결정과정이중요하다. 이러한의사결정

을신속하고정확하게하기위해서는단시간내에화학

물질의공간적분포를파악또는예측하여피해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NDMI,

2018; NDMI, 2019).

2012년구미불산누출사고이후화학물질의위험성

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짐에따라화학사고대응관

련연구및국가차원의대응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

있다(Bang et al., 2017).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 CARIS)을통해화학사고피해예측

범위산정결과를제공함으로써화학사고에의한피해

저감을위해노력하고있다(NICS, 2020).

화학사고의피해범위예측정확도의향상을위해서

는 누출된 화학물질의 확산 과정에 대한 해석이 중요

하다. 작업공정에서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 후 주

변 기상에 의한 영향보다는 저장용기의 압력에 따라

다량의화학물질이빠르게누출되고, 일정한시간이지

난 후에는 지형 및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아 확산된다

(NDMI, 2019). 하지만 현재 CARIS의 피해예측범위는

사고지점과인접한당일지점의기상상황에따른화학

물질의 확산현상에 대한 해석만으로 산정되고 있어

(NICS, 2020), 화학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정에서의 화

학물질누출운동량에대한해석은고려되지않았다. 또

한현재운용중인 CARIS는사고지점주변지형에의한

대기유동장의변화와시간에따른변화를고려하지못

하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누출에의한화학사고피해

예측범위예측정확도향상을위해서화학물질의누출

이발생한지점에서용기의압력에의해발생하는누출

운동량을고려한화학물질의거동과누출운동량이모

두소멸된후대기의흐름에의해서확산되는과정을함

께고려하였다. 또한예측된결과를정책적의사결정과

정에서활용하기위해서 GIS기법을연계하여사고발

생지점과화학물질의확산범위를신속하게파악할수

있는복합시뮬레이션체계를개발하고제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1) 복합시뮬레이션 입력자료

본연구에서는GIS연계복합시뮬레이션체계개발을

위해서화학물질누출사고에대한특징을살펴보았다.

누출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화학공정 반응기의 반

응폭주에 의한 누출, 위험물질 저장 탱크 파열에 의한

누출,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에 의한 누출 등이 있다

(Crowl and Louvar, 2019). 일반적으로 작업공정에서 누

출이발생하면용기의압력에의한누출운동량에의해

서 다량의 물질이 급속히 누출되며, 누출된 물질은 대

기중에서가연성또는유독성증기의운을형성하여주

변으로확산된다(Fig. 1).

이러한물리적특성으로인해누출사고발생후화학

물질의공간분포는단순히대기조건에따른확산해석

만으로 예측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지점에서의 누출 운

동량이고려된근거리확산과누출운동량이상실된후

사고지역의대기및지형조건이고려된원거리확산에

대한해석이필요하다. 따라서복합시뮬레이션의구동

을 위한 입력자료는 누출 운동량 및 대기 유동장 등의

화학물질확산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들을고려하

여선정되어야한다.

이러한관점으로본연구에서선정한복합시뮬레이

션의초기입력자료는 Table 1과같다. 입력자료는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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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는데, 물질자체의열역학

적특성부분과근거리확산에서중요한공정조건에대

한 부분, 그리고 원거리 확산에서 중요한 기상 및 지형

정보부분이다.

2) 복합시뮬레이션 구성 모듈

GIS연계복합시뮬레이션은총 4개의모듈로구성하

였다. 각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누출된

화학물질의확산에대한예측정확도향상을위해서근

거리 확산과 원거리 확산예측을 위한 각각의 모듈, 기

화학사고 피해저감을 위한 GIS 연계 복합시뮬레이션 프로토타입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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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dispersion due to the effect of leakage momentum.

Fig. 2.  Configuration of complex simulation module.

Table 1.  Input data of complex simulation
storage and leakage atmosphere and topography material
storage pressure ambient wind speed molecular mass
vessel volume air pressure heat capacity

storage temperature air temperature latent heat of vaporization
leakage hole size relative humidity critical temperature
leakage constant atmospheric stability critical pressure
leakage angle roughness length vapo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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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보연계모듈과예측결과를지도상에표출하기위

한GIS모듈로구성하였다(Fig. 2).

근거리및원거리확산모듈은선행연구를통해서신

뢰성이확보된모델을검토하여본연구의목적에가장

적합한것을선정하고개선하고자하였다. 이에본연구

에서는화학물질확산예측시뮬레이션중 HGSYSTEM

에대한검토및적합성검증을수행하였다. HGSYSTEM

은미국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서개발되어화학물질의확산을근거리와원거리로구

분하여예측하는시뮬레이션이며이론소스형태로제

공되어 연구목적에 따라 수정 및 개선이 가능하다. 이

와 더불어 HGSYSTEM은 누출에 의한 화학물질 확산

과정에서 누출 운동량을 고려할 수 있고, 상업용 모델

의정확도평가에활용되는등모델자체의신뢰성이높

다고판단하여선정하였다(Witlox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선정한 HGSYSTEM에 대한 적합성 검

증을위해서사고에의해누출된화학물질확산예측에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3개 모델과 비교분석을 수행하

였고(Table 2), 이를 위한 시나리오의 초기 입력조건은

Table 3과같다. 화학물질의특성상가벼운가스의경우

바람의방향에따라수평적으로확산되지만, 무거운가

스의경우누출지점근처에서는누출운동량에의해서

확산형태를 나타내고 운동량이 상실되는 지점부터는

중력및바람의영향에의해서수평적으로확산하여지

상 근처에 도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Fig. 3). 즉, 화

학물질이누출될경우공기보다무거운가스가가벼운

가스에비해서인명피해를발생시킬가능성이크기때

문에본연구에서는분석을위한대상물질로무거운가

스중염소가스를선정하였다.

염소가스의분석결과(Fig. 4), 총 4개의모델중PHAST

와 HGSYSTEM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ALOHA와

EFFECT가유사한확산분포결과를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ALOHA와 EFFECT의 경우

확산 범위 예측 시 누출 운동량을 고려하지 않고 바람

의영향만고려하기때문에두모델의결과값이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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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ormation of simulation model
Program Institution Form Leakage momentum Dispersion model
ALOHA EPA program exclusion Gaussian
EFFECTS TNO program exclusion Gaussian
PHAST DNV program inclusion UDM

HGSYSTEM EPA source inclusion AEROPLUME

Table 3.  Input data of chemical accident scenario
Content Value
material Chlorine (Cl2)

gauge pressure 5 bar (abs)
leakage height 4 m
leakage hole 5 cm (diameter, circle)

leakage coefficient 1.0
air temperature 20°C

concentration criteria ERPG-2 (3ppm)
direction of leakage horizontal

wind speed and direction 3 m/s, 270°
atmospheric stability D
roughness length Open flat terrain
leakage rate 4.3 kg/s

Fig. 3.  Dispersion distribution of according to relative density of gas(NDMI,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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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PHAST와 HGSYSTEM는 누

출지점 근처에서는 누출 운동량을 고려하고 운동량이

상실되는 지점부터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모델의결과값도유사하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이

에본연구에서는누출운동량을고려하고예측정확도

가검증된 PHAST와 HGSYSTEM중하나의모델의선

정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하였으며, 누출운동량상

실 후 확산을 위한 모델 개선을 위해서 소스코드 형태

로제공되는HGSYSTEM을최종적으로선정하였다.

HGSYSTEM은화학물질의확산과정에서누출운동

량이존재하는영역에대한확산형상을모의하기에는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지만, 누출 운동량 상실 후 지형

및 시간 등의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기상 현상을 반영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누출

운동량이상실된후원거리확산에중요한요소인지형

및바람의분포를실제상황과유사하게고려하기위해

서 모델을 개선하였다. 원거리 확산 과정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은근거리확산모듈에서누출운동량이상실

되는 지점을 추정하고 그 지점의 유향을 산출한 후 산

출된값을원거리확산모듈의누출원으로간주하여연

계하는 것이다. 이때 원거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

람장은사고지점에인접한기상지점의단일값이아닌

지형과주변관측지점들의관측값을함께고려하여구

성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대기오염

물질의장거리수송과대기의비정상상태를고려할수

있는 CALPUFF모델을적용하였다.

CALPUFF모델은미국환경청에서개발되어시간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을 모의할 수 있고, 국내의 복잡

한지형특성을고려한해석이가능하면서비교적단시

간 내에 분석이 가능하다(KEI, 2005). 또한 CALPUFF

모델에서는바람장모의를위한 CALMET모델을제공

하는데 CALMET모델은사고지점주변에서관측된기

상정보로부터 원하는 지역 내의 바람장을 격자간격으

로생성할수있으며이때토지이용도등의지형정보도

함께고려된다.

CALMET모델에서 상세 바람장 생성 시 필요한 기

상관측자료는기상정보연계모듈을통해서자동으로

수집하였다. 기상정보연계모듈에서는기상청에서운

영 중인 590여 개의 자동기상관측 지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구축되어있고, 누출사고가발생하면사고지

점에서 가장 근접한 순서대로 10km이내 관측지점을

목록화한다. 이때사고발생시간에대한기상관측자료

는웹크롤링기법에의해서수집되어함께표출되고, 사

용자가 제공되는 관측지점을 선정 (또는 제거) 하거나

임의의 지점을 추가할 수도 있다. 사용자에 의해서 선

정된관측지점의자료는 CALMET모델에자동입력되

어상세바람장을모의하게된다.

화학사고발생시정책적의사결정에복합시뮬레이

션의결과를활용하기위해서는화학물질확산범위와

바람장등의산출결과를지도상에표출하는과정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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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s of leakage dispersion analysis for each model.

10김은별(1255~1266)(Fig.4,11)ok.qxp_원격36-5-4_2020  2020. 11. 5.  오전 11:46  페이지 1259



요하다. 이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국토교통부에서제

공하는 브이월드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GIS모듈을

구축하였다. GIS모듈에서는지도상에각격자단위로

생성된바람장및화학물질의농도분포를나타내기위

해서타일레이어(Tile layer) 기법을이용하여OpenLayer

3.0 기반의브이월드지도에표출하였다(Fig. 5).

3. GIS 연계 복합시뮬레이션

1) 복합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복합시뮬레이션의 체계는 Fig. 6과 같고 근·원거리

확산 범위 예측 관련 모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사고가발생하는공정에대한정보및누출물질에

대한입력자료를이용해서근거리확산모듈을수행하

고, 그결과는원거리확산모듈의입력자료가된다. 이

와 더불어 사고지점 주변 지형 및 기상정보 연계 모듈

을 통해서 수집된 10 km내에 위치한 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하여 CALMET모델에서예측된바람장또한원거

리 확산 모듈의 입력자료가 된다. 원거리 확산 모듈에

서는바람장을기반으로해서근거리확산모듈에서산

출된누출화학물질의시·공간적으로확산범위를예측

하고 최종적으로 GIS모듈을 통해 지도상에 표출하게

된다.

2) 복합시뮬레이션 프로토타입 개발

본연구에서구축한체계에따라개발된복합시뮬레

이션프로토타입의초기화면은상단의장소검색부분,

중앙의 결과 표출 부분, 하단의 시나리오 제어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Fig. 7(a)). 장소검색 부분에서는 대상

건물, 구주소(지번 주소), 신주소(도로명 주소)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사고발생 지역을 검색하거나, 위·경도 좌

표를 직접 입력하여 해당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결

과 표출 부분에서는 GIS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기전에는검색된사고발생지역내에서사고발생

지점을설정하고, 시뮬레이션수행후에는예측된바람

장과피해확산범위를제공한다. 시나리오제어부분에

서는 현재 분석 중인 시나리오 목록을 표출 및 바람장,

확산평가등을수행할수있는아이콘을제공하여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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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cept of tile layer technology.

Fig. 6.  Process of complex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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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의수행을제어하게된다.

복합시뮬레이션의시나리오설정페이지는 Fig. 7(b)

와같고, 기본정보, 기상자료입력, 누출정보입력부분

으로구성되어있다. 기본정보에서는시나리오명과누

출시간을설정하고, 기상자료입력부분에서는설정된

지점과시간을기준으로기상청에서관측된정보가자

동으로입력된다. 이때자동으로입력되는자료는대상

지점 10 km이내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지점이며, 대

상지점에근접한지점의순서대로수집된자료가표출

된다(Fig. 8(a)). 자동수집된자료중최종적으로사용할

자료는사용자가선택하도록설정하였는데, 이는기상

청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주변환경에따라결측또는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정밀한바람장생성을위해서기상청에서제공하

는 자료 외에 관측자료가 있는 경우 Fig. 8(b)에 제시된

사용자 설정 화면에서 추가적으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기상정보입력체계는원거리확산

과정에서가장중요한요소인바람장분포의예측정확

도 향상을 위한 것이고, 본 연구에서 구현한 복합시뮬

레이션이기존의시스템과차별화된부분이다

누출정보입력부분에서는기본적으로누출물질, 용

기온도, 용기압력, 누출직경 등의 누출 관련 정보를 입

력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Fig. 9(a)). 다만화학사고발

생 후 단시간 동안 누출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경우가발생할수있어이에대비하여누출물질

의분자량과누출률만입력하여피해범위를예측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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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7.  Composition of complex simulation web page (a) basic page, (b) scenario settings.

                                                       (a)                                                                                                            (b)

Fig. 8.  Composition of meteorological data input section (a) automatic input, (b) user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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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s of predicted values (a) wind fields, (b) dispersion area.

(a)

(b)

                                                              (a)                                                                                                   (b)

Fig. 9.  Composition of leakage data input section (a) process conditions, (b) user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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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사용자설정부분도함께구성하였다(Fig. 9(b)).

초기화면과시나리오설정화면에서관련정보를입

력하여 복합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Fig. 10과 같이 예

측된바람장과피해확산범위를결과표출부분에서확

인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화학사고 피해확산 범위 예측

결과는다르게본연구에서는다양한지점의기상관측

자료와지형자료를이용하여화학물질이확산되는공

간내의 격자별 바람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피해

확산범위는타원형등의형태로일괄적인기상조건에

따라예측된범위가아니라상세바람장을기반으로하

여기존의모델보다정밀한분포를나타낸다.

본연구에서개발된복합시뮬레이션과환경부화학

물질안전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CARIS와의 특성을 비

교해보면 Table 4와 같다. CARIS는 화학사고 대응과정

에서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어정

밀한예측보다는신속한정보전달초점을두고있다. 반

면에복합시뮬레이션은누출운동량에대한고려, 기상

및 지형정보를 이용한 상세 바람장 구현 등을 통해 정

밀한피해예측정보를제공한다.

3) 화학사고 사례 적용

본연구에서개발한복합시뮬레이션의특성을더욱

상세히제시하기위해서실제발생사례에대한적용을

통해서추가분석을수행하였다. 대상사례는 2019년 5월

17일과 18일에충청남도서산시공장에서발생한화학

물질누출사고이다(NICS, 2019). 분석을수행한사고는

탱크 내부 SM중합반응으로 인한 유증기 유출에 의한

것으로 2019년 5월 17일에 1차사고가발생하고 18일에

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누출된 화학물질은 스타이

렌(Styrene, CAS. No. 100-42-5, 조성비 33.8%)으로 누출

온도는 105°C이다. 1, 2차에걸쳐발생한사고의시간과

누출량은 Table 5와같다.

본사례를대상으로실제유관기관에서분석한결과

는 Fig. 11(a)와같고, 본연구에서개발된복합시뮬레이

션에서예측된결과는 Fig. 11(b), Fig. 11(c)와같다. 유관

기관 분석과 복합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서 북서풍의

영향으로 화학물질이 남동쪽으로 이동한 것은 동일하

였다. 하지만상세바람의분포를살펴보면 5월 17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북서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여 지역별

로바람장분포의차이가크게나타나지않았지만, 5월

18일의 경우는 일부지역에서 북서풍보다는 북풍이 우

세하게 나타나서 주로 화학물질이 남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고농도 구간의 경우 유

관기관의 분석 결과에서는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경우

고농도를보이고이격거리가멀어질수록농도가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복합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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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 comparison between Complex simulation and CARIS
Complex simulation CARIS

Objective

– Complementing limitations of traditional chemical
dispersion simulations and provide accurate damage
prediction information through real-time weather
information linkage

– Provide comprehensive response information,
such as chemical-related information and accident
response methods, to the response agencies in the
event of a chemical accident

Strengths

– Consideration of leakage momentum in the process of
near-field dispersion

– Prediction of the extent of damage by using detailed wind
fields generated from weather information and terrain
around the accident site

– Prediction of the extent of damage over time

– Rapidity of predicting the extent of damage
impact (approximately 10 seconds)

– Acquiring information related to chemical
handling companies, related agencies, etc.

– Predictable range of damage to about 2,100 types
of chemicals

Weaknesses
– Limited substances that can be analyzed automatically
– Long calculation time compared to CARIS 
(approximately 40 seconds)

– Do not consider leakage momentum
– Input single weather information
– Unable to predict the range of damage caused by
time changes

Table 5.  Leakage rate and time information of chemical accident
Case 1 Case 2

Leakage rate 537.71 kg/min 14.17 kg/min
Leakage time 2019. 5. 17. 11:45~14:40 (LST) 2019. 5. 18. 3:40~7:40 (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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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ults of chemical accident damage assessment (a) using ALOHA for case 1 and 2,
(b) using complex simulation for case 1, (c) using complex simulation for case 2.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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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거리상에있더라도바람의영향에따라화학물

질의 농도가 다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

라 복합시뮬레이션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바람장

및화학물질확산고려할수있어기존의시뮬레이션에

비해더상세하고정밀한결과를제공할수있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기존의화학사고피해범위예측시뮬

레이션의한계점보완을통한정밀한예측결과제공을

위해서 복합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

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복합시뮬레이션 프로토

타입은 근거리 확산 모듈, 원거리 확산 모듈, 기상자료

입력모듈, GIS모듈로구성되었다. 근거리확산모듈에

서는화학물질누출특성에서중요한요소인누출운동

량을고려하였고, 원거리확산모듈에서는누출운동량

상실후화학물질의확산에중요한요소의상세바람장

을고려하였다. 기상자료입력모듈과 GIS모듈에서는

앞서 제시한 근·원거리 모듈 구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

료의자동입력과산출된결과지도상에표출하기위한

과정이포함되어있다. 기존의시뮬레이션과비교하여

복합시뮬레이션에서는 단일 기상관측 지점의 정보로

획일적으로 제시되었던 바람장을 다양한 기상관측 지

점과지형자료를이용하여실제와유사하게구현하였

고, 최종적인 피해확산 범위 또한 기존의 모델에 비해

서정밀한분포를나타냈다.

근·원거리확산과정이함께고려된복합시뮬레이션

의 시간대별 피해 범위 예측 결과 통해서 화학사고 발

생 후 주민 대피 및 복귀 등 정책적 의사결정의 지원시

스템으로서높은활용도가기대된다. 뿐만아니라복합

시뮬레이션의산출결과는현재운영중인노후화된산

업단지 등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이나사고시비상대응계획수립시에도활용될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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