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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색의 농도변화와 매염효과를 통해본 천연염색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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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its Application Possibility for Texti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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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ata for application of mordanting is shown in this experiment by researching dying properties of iron-
dye process and concentration changes using persimmon. The strength of persimmon-dying fabrics was controlled by
diluting persimmon dye with water and iron mordanting showed the possibility of textile design.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with various conditions processed with iron mordanting liquid by adding water to persimmon-dying liquid and
drying well. The most dark color of fabric is observed with the pure persimmon dying without adding water. As the adding
water is increased, the color of the fabric is getting lighter with the amount of adding water. After process of iron mor-
danting, dark color of the fabric turns into dark grey and light color turns into light grey. The possibility of persimmon
dying with fabric can be applied in the design of textile with deepened color.

Key words: persimmon-dying, textile design, applications of mordanting

1. 서  론

1.1. 연구배경

천연염료는 기원, 염색성, 색소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구조,

색상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채취대상을 기준으로 하

면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으로 분류되고, 염색성을 기준으로 하

면 한 가지 종류의 염료일지라도 색소 성분과 매염제에 함유되

어 있는 각종 금속염과의 결합으로 많은 색상이 나타나는 다색

성염료와 한 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단색성염료로 나뉜다. 서양

에서는 식물성, 동물성염료의 재료로 써왔으나, 한국에서의 전

통염색은 중국, 일본과 더불어 주로 식물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식물성염재는 염재가 가진 염료를 자연스럽게 추출하는 방법이

염료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염재추출법을 기준으로 분

류하면 열탕추출법, 생즙추출법, 알콜추출법, 알칼리추출법이 있

다(주미숙, 2007).

천연염색은 한 가지 색소 성분만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부수물(derivative)들이 일정하지 않은 양으로 들어 있어,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색을 내기 때문에 합성염료와는 다른

깊고 오묘한 색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식물염료의 특성으로 인

해 염색이 쉽게 되지 않으며 반복염색에 의해서만 농색의 염색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얼룩, 변색이 생기기 쉬운 문제점이 있어

생산성 면에서 보면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

다. 그러나 천연염색은 채도가 낮고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색상

이면 특별히 배색을 고려하지 않아도 서로 자연스럽게 잘 어울

리며, 매염제에 의해 다양한 명도와 채도의 색상변화를 꾀할 수

있다. 그리고 합성염료에 의해 발생되는 폐수의 감소, 염재 종

류에 따른 한방 의학적 작용 등 합성염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고유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 

자연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경향과 환경문제가 우

리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 전통

의복에 대한 관심의 증가, 전통문화가 지닌 상징성, 자연과의

조화 등을 현대패션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

양한 색과 방충, 항균, 자외선차단 등의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

체와 환경에 친화적이고(이화영, 1998), 우리 복식문화의 전통

을 계승하는 천연염재를 이용한 천연염색이 근대화 이후 국제

적으로 보편화 된 서구 복식의 침투로 인해 그동안 잠식되어

왔던 우리 복식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여 재창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반도의 남부지방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일

부지방에서 행하여져 왔던 감물염색법을 고찰한 후, 특성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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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의 농도 변화가 감염의 색

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 다양한 매염

제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색상을 연출할 수 있다고 보고

매염제와 색상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양하고 예술적으로 우수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응용 가능성을 찾아본다. 즉 텍스타일 디자인에 적용시켜 좀 더

환경 친화적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의복, 커텐, 모자, 지갑, 방

석 등의 개발에 활용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천연염

색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롭지만 환경오

염을 줄이면서 능률적으로 발색시키는 천연염색 방법을 찾아보

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천연염색의 역사 및 의의

인류가 의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약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이며 최초로 발견된 직조직물은 B.C. 7000년경으로 이스

라엘의 나할 헤머 (Nahal Hemer) 지방의 동굴과 터키의 케이

탈 휴유크(Catal Huyuk)지방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이선재,

1998), 인류가 염색된 피복을 입었다는 것이 역사적 자료로 남

아있는 것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의 구석기 시대 벽화와 B.C.

3000년경의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출토된 미이라를 감싸고 있

는 염색 포, 스위스의 빙산 주거흔적에서 발견된 황색 염 아마

포 등을 들 수 있다. 

색은 민족, 기후, 풍토, 역사적 조건과 미적 감각에 따라 각

기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위도,

문화적인 경로가 비슷하여 사용하는 염재와 염색방법이 상당수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천연염색에 관한 기록은 규합총서, 임원

경제지, 동의보감,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렇게 시작된 천연염색은 발전하여 침염 및 방염의 수준까지 이

르게 되었지만 1956년 영국의 화학자 퍼킨(W.H. Perkin)이 19

세 때 아날린에서 퀴닌(quinine)을 합성하는 도중에 우연히 모

브(mauve)라는 적자색의 염료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1868년 프랑스의 버긴(Verguin)은 마젠타(magenta:자홍색)를, 독

일의 그래브(Graeb)와 리버만(Lieberman)은 알리자린(alizarine:

붉은색)을 합성하였다. 1882년 바이어(Bayer)도 인디고(indigo)

인 청색을 발명하여 오늘날 염료 합성의 기초를 이루었다(이종

남, 2004).

천연염색은 염색공정이 복잡하고, 염색한 직물의 견뢰도가

저조한 반면 합성염료는 염색공정이 용이하고 좋은 견뢰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천연염색은 쇠

퇴한 반면 합성염료에 의한 염색이 주를 이루었다(조경래 외,

2000). 이로부터 100여 년 후 합성염료에 의해 염색한 옷에서

염료가 탈락되어 피부를 상하게 하고, 일부 염료는 발암성 물

질(아조계 염료:Azoic dyes)로 판명되어 생산이 금지되는 단계

까지 이르렀으며 합성염료의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

오염 물질과 섬유 염색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염료에 의한

막대한 양의 폐수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주된 요인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염 요인들에 대한 한 부분의 대책

으로 선진국에서는 천연염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

근 합성염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에의 유해성 문제점 등이

발생하면서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했다(조경래, 1998).

우리의 전통 고유 기술인 천연염색이 합성염료에 비해 은은

하고 자연스러운 색감을 나타내며, 사용되는 염재에 따라서는

항균, 소취, 방충, 방향, 항 알레르기, 신경 안정 효과 등의 기

능성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되지

못하고 몇몇 장인들에 의하여 영세한 공예염색으로 그 명맥만

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천연 색소가 불안정하고, 염색성이 낮

으며, 천연염료의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고, 염색 과정이 복잡해

염착성이 불량함에 따라 염색물의 재현성이 낮아 실용화하기

어렵고, 균염성과 견뢰도(일광, 땀, 세탁)가 낮으며, 높은 원가와

많은 노동력 소요 등으로 실용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섬유 제품의 고 감성, 자연 친화적인 염색이 요구되는 국

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천연염색의 과학화 및 산업화, 천연염

료의 안정화 기술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2. 텍스타일 디자인과 천연염색의 연관성

텍스타일이란 직물을 만드는 섬유, 실, 제직 또는 편성제품

과 펠트, 그물, 레이스 수예품등을 포함하는 각종 섬유제품을

말한다. 이 용어는 라틴어의 ‘textileis’의 동사 ‘texere’ 즉, 짜

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Wingate, 1984). 텍스타일은 인

류가 문명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와 더불어 시작한다. 옷이나

가구뿐만 아니라 인간이 발명해낸 문명의 산물이면 어디에든

텍스타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텍스타일이 고유

한 영역을 갖고 디자인으로서 자리잡게 된 뒤부터는 인간의 생

활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하나의 예술 행위라는 의미

를 가지게 되었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직물의 재질 위에 표현

하고자 하는 형태나 색상을 변형해 짜거나, 표면장식을 나타내

기 위해 기획하고, 설계하는 모든 조형 활동을 말한다(Wingate,
1984). 

천연염색이 처음 시작될 때는 기능적인 요소가 중요했다. 인

류의 삶에 필요한 한 기술로 염색이 생겨났다는 의미이다. 그

런데 인류의 초기 역사에서는 기능성과 예술성을 엄밀히 구분

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인류 최초의 기술은 원시 도구나 불 등

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던 시기에 원시인

들은 생활의 모습이나 주술적인 내용을 동굴 벽면에 그리는 예

술행위도 했다. 기술의 시작과 예술의 시작이 같은 시기에 일

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초기에서는 기술 행위와 예술

행위를 엄밀히 구분할 수 없었다. 

우리의 조상이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자연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예술 행위는 기술의 개발, 이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천연염색은 그 특성상

기능성과 예술성이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천연

염색의 개념은 봉제용 원단에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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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는 단순히 추위나 비와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

호해 준다는 기능성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없애주고 사회적 신

분을 나타내며 자신의 신체를 치장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

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심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천연염색 원단을 디자인할 때 심미성은 기능성 못지않게 중요

한 변수이다. 

결국 천연염색 안에는 기능성과 예술성이 하나로 녹아 있는

셈이다. 텍스타일 안의 기능성과 예술성의 통일은 ‘테크네

(techne)’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고대 그리이스

에서는 예술과 기술을 구별하지 않고 ‘테크네’라는 한 단어로

썼다. ‘테크네’는 특수한 재료를 자연에서 찾아내 가공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활동을 모두 포괄하

는 개념이다(서성록, 1991).

디자인으로서의 천연염색은 텍스타일의 의미를 충분히 실현

하되 형태와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와 대중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아무리 큰

변화를 겪어도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 모

든 조형 활동은 미의 추구를 그 근본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염색은 텍스타일 디자인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천연염색과 텍스타일 디자인은 어떤 형

태로든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2.3. 선행연구 고찰

감물염색은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

으며, 감물로 염색된 옷을 갈옷이라 한다. 처음에는 갈옷은 그

실용성 때문에 주로 제주도 해녀들이 입었으나 근래에는 그 이

용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복식류와 문화상품들의 개발에 활

용되고 있다.

특히 천에 감물을 염색하면 그 천은 질기고 더러움을 잘 타

지 않는다. 그리고 열전도율이 낮아 여름에는 시원하며, 물에

젖어도 쉽게 마르고 자외선도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코

팅효과가 있어서 비를 맞거나 땀에 젖어도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으며, 좀 벌레가 슬지 않고 방추도가 좋아서 풀을 하거나 다

림질이 필요 없는 등 매우 실용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감물염

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된다. 첫

째는 감물의 염색성과 견뢰도 및 색차에 관한 연구, 둘째는 인

장강도, 항균성, 착용감, 태 등의 물성에 관한 연구(고은숙, 이

혜선, 2003; 박순자, 손원교, 1999; 손경자, 1987; 이화영,

1998; 유혜자, 이혜자, 2006), 셋째는 감물염색으로 만든 복식

의 유래와 제작에 관한 연구(손경자, 1989; 이혜선, 1991; 이혜

선, 1994)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의 채취시기를 달리하는 방법, 감즙을 희석

할 때 물의 량을 다르게 하는 방법 등에 의한 감염의 농도 변

화가 감염의 색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전통적

인 감액염색포의 색상은 황갈색(갈색)이지만, 다양한 매염제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다고 보고 매염제와

그것을 사용하여 나타나는 색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는 점에

서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3. 재료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감의 열매에서 염액을 추출하여 천연 섬유(면

섬유)에 염색을 하여 농도 변화와 매염제에 따른 표현방법, 조

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3.1. 시료 및 시약

3.1.1. 시료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한국의류검사소에서 구입한 100% 면

포의 표준포를 사용하였으며 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1.2. 시약

섬유에 대한 친화력이 부족한 천연염료의 경우 매염제를 사

용하여 염색하게 된다. 매염작용은 대개의 경우 매염제의 금속

이 섬유에 먼저 고착하고 이것이 다시 염료와 배위결합하여 염

착이 이루어진다. 매염제는 염화 제1철(Ferrous Sulfate, FeCl2.

4H2O)을 사용하였다.

3.2. 실험 방법

3.2.1. 염액 추출

감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7~8월의 풋

감을 염색할 당일 아침에 따서 사용한다. 발효된 감액은 발색

이 약하고 색이 탁하기 때문에 날씨관계로 바로 염색을 못할

경우 냉장, 냉동 보관 후 이용한다. 감의 꼭지를 떼어내고 돌

이나 나무절구, 스텐레스절구에 잘 찧는다. 쇠절구는 되도록 사

용하지 않아야 좋은 갈색을 얻을 수 있다. 으깨어진 감을 주머

니에 넣고 즙을 짜서 걸러낸 후 모은다. 

3.2.2. 염색 - 농도변화 처리

감염액을 천에 넣고 주물러 염색하는데 감액이 천에 골고루

베어 들게 한다. 이렇게 염색하면, 염색 후 바로는 유백색으로

색이 없고 햇볕에 바짝 말리고(구겨지거나 접히는 면이 없게 해

야 한다), 마르면 물에 축여 말리는 것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갈색으로 발색된다.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이 색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색감에 차이가 난다. 

감염액이 한 쪽으로 고이거나 흐른 자국, 비틀어 짠 자국이

있으면 그것도 모두 얼룩이 되므로, 고르게 염색한 후 염액이

흐르지 않게 수평으로 풀밭이나 잔디밭 등에서 건조하는 것이

좋다. 원액을 그대로 이용하면 천이 뻣뻣해서 옷을 만들기 힘

들다, 그러므로 원단의 용도에 따라 물을 좀 섞어 염색하면 부

Table 1. 시험포의 특성

Fabric
Weave 

structure
Fabric counts

ends/picks(5 cm)
Thickness

(mm)
Weight
(g/m2)

Cotton Plain Weave 132 / 155 0.26 0.021



감염색의 농도변화와 매염효과를 통해본 천연염색 디자인 825

드럽고 얼룩이 쉽게 생기지 않아 좋다.

① 감염액 1 L에 정련한 면직물 100 g을 담그고 10분정도

방치하여 두었다가 손으로 가볍게 짜서 잔디밭에서 자연건조

시켰다.

② 감염액 1 L에 물 25 ml를 섞은 후 정련한 면직물 100 g

을 담그고 10분정도 방치하여 두었다가 손으로 가볍게 짜서 잔

디밭에서 자연건조 시켰다.

③ 감염액 1 L에 물 50 ml를 섞은 후 정련한 면직물 100 g

을 담그고 10분정도 방치하여 두었다가 손으로 가볍게 짜서 잔

디밭에서 자연건조 시켰다.

④ 감염액 1 L에 물 1 L를 섞은 후 정련한 면직물 100 g을

담그고 10분정도 방치하 여 두었다가 손으로 가볍게 짜서 잔

디밭에서 자연건조 시켰다.

3.2.3. 후매염 

감염액 100%에 정련된 시험포를 담그고 10분정도 방치하여

두었다가 손으로 가볍게 짜서 잔디밭에서 자연건조 시켰다. 염

화 제1철(Ferrous Sulfate, FeCl2·4H2O) 0.3%농도, 욕비 1:20,

40에서 15분간 매염한 후 수세하였다.

4. 염액의 농도변화와 매염제에 따른 
표현 방법

4.1. 농도변화에 따른 표현방법

감액은 천연에서 추출하여 생즙을 이용하고, 일반적인 식물

염색과는 달리 상온에서 이루어진다. 감액은 6~7월의 풋감일

경우 염액이 진하고 8~9월의 풋감은 장마의 영향으로 수분함

유량이 많으므로 비가 오고난 후 2~3일 지나 채취한 감을 사

용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수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농

도 변화를 위해 물을 섞는 것은 색깔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면직물 시험포에 감액을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물을

25%, 50%, 100% 섞는 경우 발색되는 갈색의 농도가 각기 다

르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탄닌 성분이 물과 함께 희석되기 때문에 연해지고 물

의 양이 많을수록 채도가 떨어진다. 

4.2. 매염제에 따른 표현방법

전통적인 감액염색포의 색상은 황갈색(갈색)이다. 그러나 다

양한 매염제를 사용함으로써 갈색뿐만 아니라 황색, 카키색, 회

녹색, 군청색, 회색 등을 낼 수 있다. 

Table 3은 감염액 100%에 정련된 시험포를 염화 제1철

(Ferrous Sulfate, FeCl2·4H2O) 매염한 결과 회색톤이 크게 증

가하여 회청색으로 발색되어 톡특하고 아름답다고 생각되었다.

4.3. 감염색의 조형적 특징

감액의 발색기구는 풋감속의 chlorophyll의 색소가 분해, 탄

닌 성분들이 자외선, 산소, 효소 등의 작용으로 산화 중합되면

서 proanthocyanidine의 중합체가 형성되어 갈색으로 나타낸다.

즉 익지 않은 감에는 약 15%에 달하는 탄닌이 들어있는데, 감

의 탄닌은 분자량이 만정도에 이르는 고분자화합물이다. 풋감

에 들어있는 이 탄닌성분이 섬유와 결합하여 응고되면 섬유를

빳빳하게 만들며 햇볕을 받으면 산화 중합하여 갈색으로 발색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외선, 산소, 효소, 물, 미

네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얼룩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면에 현대적 의미의 텍스타일 디

Table 2. 면 시험포의 농도별 감즙 염색포

면(시험포) 감즙100%

면(시험포) 감즙:물=1:0.25

면(시험포) 감즙:물=1:0.5

면(시험포) 감즙:물=1:1

  

  

  

  

Table 3. 면 시험포의 감즙처리 후 철매염 염색포

면(시험포) 감즙 염색포(철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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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Table 4는 감염색의 기법을

다변화함에 따라 표현에서도 자유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환경오염을 줄이고 능률적으로 발색시키는 천연염색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감 염액 원액을 사용하는 경우, 감 염액 1 L

에 물 25 ml, 감 염액 1 L에 물 50 ml, 감염액 1 L에 물 1 L

를 섞은 경우와 염화 제1철(Ferrous Sulfate, FeCl2. 4H2O) 매

염한 경우, 물과 자외선을 불규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준시료는 염색하지 않은 시험포로 하여 확인한 결과,

감즙 100%염색포가 밝은 갈색의 발색을 원하는 경우 가장 적당

하다. 물을 섞어서 염색할 경우, 25%물을 섞을 때에는 밝은 갈

색을 유지하면서 염색포의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 올 수 있고,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채도가 점점 낮아지고 명도도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매염제는 염색의 견뢰도를 높이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

록 하는 균염제 역할과 염액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하는 완염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감 염액에 철매염액을 처리함으로써 표

면색은 감 염색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색에서 완전 다른 결과

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로 부터 감염색이 가지는 획일화된 색

상이 다양성을 가질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시험포에 불규칙적인 감 염액, 물, 자외선처리를 한 결

과 감 염색이 창의력이나 기법, 조형적인 면에서 텍스타일 디

자인에 많은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감 염색포는 물이나 비에 잘 젖지 않고 더러움이 잘 타지

않으며, 방부작용이 있어 세탁을 자주하지 않아도 되어 실용적

이며, 내구성증가, 통풍, 땀 흡수에 좋고 장시간 농사일을 할

때 자외선 차단효과가 뛰어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감즙 염

색포를 만들 때 물의 양을 조절하거나 적당한 매염제를 사용하

면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게 되고, 기법의 다양화와 매염제

처리로 인해 환경 친화적인 천연염색은 보존 시 퇴색방지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 친화적인 염색방법이 중요한 요즈음 천연염색의 하나

인 감 염색이 높은 염색성을 보여줌으로써 실용화가 가능하다

는 사실을 발견했다. 추후 과제로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

는 다른 매염제와 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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