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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숲가꾸기 사업이 소나무림의 수관연료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숲가꾸기 사업이 실시된 경북 영주지역 소나무림(Pinus densiflora)과 천연림 상태의 봉화지역 소나무림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각 지역마다 10본의 표본목을 벌채하여 수관층 연료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영주지역의

수관층 수분함량은 103.6%, 봉화지역은 104.4%로 나타났으며, 총 수관층 연료에서 수관화 확산 시 연소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연료의 비율은 영주지역 50.3%, 봉화지역 62.0%로 나타났다. 숲가꾸기 사업이 실시된 영주지역 소나무

림의 수관연료밀도는 천연림 상태의 봉화지역 소나무림에 비해 평균 0.11 kg/m³ 낮았으며, 지하고는 평균 1.3 m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숲가꾸기 사업이 실시된 영주지역 소나무림이 천연림 상태인 봉화지역 소나무림에 비

해 산불 발생 시 수관화로의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s of crown fire hazard possibility from the effects

of forest tending works (FTW) in Pinus densiflora stands in Korea. The study sites were located in Youngju

(FTW) and Bonghwa (Control) areas. Ten representative sample trees were destructively felled at each areas to

analyze the crown fue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rown fuel moisture content in

Youngju and Bonghwa areas were 103.6% and 104.4%, respectively. The needles and twigs with less than 1cm

diameter accounted 50.3% of the total crown fuel load in Youngju area and 62.0% in Bonghwa area. On the

other hand, it was observed in Youngju that the canopy bulk density was 0.11 kg/m³ lower but have 1.3 m

higher average canopy base height therefore having a possibility of lower crown fire hazard as compared to

Bonghwa that had higher canopy bulk density and lower canopy bas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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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61년 산림법 제정 이후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범국민적 조

림운동의 확산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치산

녹화사업 성공 이후 전반적으로 적절한 육림과 기술적 관

리를 시행하지 못하고, 산림을 그대로 방치하여 적기에 산

림경영 관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우보명, 2003). 이러한

원인으로 산림은 과도하게 울창해지고 낙엽이 퇴적되는

등, 산림 내 가연물질 밀도가 높아져 산불 확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다(이시영 등, 2009).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사회적인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

정이다(산림청, 2010). 

지표화(Surface fire)는 산림 내 낙엽층이 연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표화가 지속되면 수관층이 연소되는 수관화

(Crown fire)로 전이가 발생한다. 수관화로 전이되었을 시

에는 쉽게 연소되는 잎과 가지 등에 의해 높은 화염이 발

생되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대형화 산불로 확

산된다(Rothermel, 1991). 특히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침엽수림의 구성 성분에는 테르핀

(Terpene)이라는 정유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 쉽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권성민 등,

2008). 따라서 침엽수림의 지상연소물질을 제거하여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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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한 산불이 수관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강전유 등, 1997).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산림기능의 최적화와 취약한 산

림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제 1단계 숲가꾸

기 5개년 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김재환과 박

상준, 2010). 이러한 숲가꾸기 사업(Forest tending works)

은 임분 내에 낙엽층과 수관층의 가연연료를 줄이고, 지

표층과 수관층 사이의 공간, 임목간의 수관층 공간을 확

보함으로써 수관화로의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Mutch

et al., 1993). 

국외 간벌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임분밀도가 높은 임지

에서 산불이 강렬하게 확산되었으나, 간벌이 시행된 임분

에서는 수관화 강도가 줄어들었으며(Cron, 1969), 지하고

는 높아지고, 수관연료밀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Mutch et al., 1993; Harrod et al., 2009). 이와 같이 국

외에서는 간벌이 수관층 연료특성(Crown fuel characteristic)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를 통해 간벌이 수관화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

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간벌과 숲가꾸기 연구 사례에 의하면,

임분생장과 임분형질의 개선, 직경생장 촉진과 탄소 고정

량 증가 등에 대한 결과와 토양, 식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박재현, 2004; 이상태 등, 2005; 황

재홍 등, 2006; Kim et al., 2007a; Kim et al., 2009b;

배상원 등, 2010; 이규진과 문형태, 2010). 또한 산불과 관

련된 숲가꾸기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간벌목 적재형태

에 따른 산불 위험성 분석과 숲가꾸기 사업 유무와 직경,

수고에 의한 산불 위험성 분석(이시영 등, 2008; 이시영

등, 2009)등 간접적인 연구 외에 숲가꾸기 사업이 수관층

연료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미

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숲가꾸기 사업이 실시된 영주지역 소

나무림과 천연림 상태인 봉화지역 소나무림의 수관층 연

료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숲가꾸기 사업이 수관화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관연료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연구 대상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동경

128° 33’ 46.9”, 북위 36° 46’ 38.3”)와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성산 일대(동경 128° 56’ 31.2”, 북위 36° 50’

22.2”)로 소나무림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Figure 1). 영주지역 소나무림은 인근에 영주 변전소와 고

속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이 실시된 임분이었고, 봉화지역 소나무림

은 지역 특산물인 송이 산지 내에 분포하고 있어 천연림

상태로 방치된 임분이었다. 영주지역 소나무림의 임분밀

도는 754 본/ha이었고, 평균흉고직경과 평균수고가 각각

18.3 cm, 9.9 m이었다. 봉화지역 소나무림의 임분밀도는

2,400 본/ha, 평균흉고직경 11.3 cm, 평균수고는 8.3 m이

었다(Table 1).

2. 자료수집 및 분석

1) 표본목 선정 및 연료구분

표본목 선정을 위해 영주지역과 봉화지역에 표준지를

설치하였으며, 매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흉고직경별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지역마다 10본씩, 총 20본의 표본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표본목은 0.2 m 높이에서 벌채한 후,

Smalian식 구분구적법을 적용하여 수간과 수관을 1 m 단

위로 절단하였으며, 기존 연구 방법에 따라 수관층을 잎

과 가지로 분류하고, 가지를 다시 굵기 별(0~0.5 cm, 0.5~1

cm, 1~2 cm, 2~4 cm, 4 cm 이상)로 구분하여 무게를 측정

한 후 시료를 채취하였다(구교상 등, 2010). 또한 각 부위

별로 채취한 시료는 연료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건조 작업

을 통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Figure 1. Location of study sites in Youngju and Bounhwa

regions.

Table 1. Summary of the observed statistics for Pinus densiflora

stands.

Components
Areas

Youngju(FTW) Bonghwa(Control)

Location
36° 46' 38"N 
128° 33' 46"E

36° 50' 22"N 
128° 56' 31"E

Stand density(tree/ha) 754 2400

Aspect W W

Elevation(m) 217 368

Stand age(years) 41 36

DBH(cm) 18.3(12.3-27.3) 11.3(6.0-20.4)

Height(m) 9.9(7.4-12.9) 8.3(5.4-11.2)

Note: The values in parentheses represent ranges, FTW is forest
tending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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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수관층 연료특성에 관한 주요 인자들을 살펴보면 크게

수분함량(Moisture contents), 지하고(Crown base height),

수관연료밀도(Crown bulk density)로 구분할 수 있다. 수

분함량은 수관층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며

(구교상 등, 2010),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산불 확산 속도

가 크게 낮아진다고 하였다(Scott, 1998). 지하고는 지표층

에서 수관 연료층 까지 거리를 의미하며, 지하고가 높을

수록 지표화에서 수관화로의 전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Sando and Wick, 1972). 수관연료밀도는 수관체적

당 이용가능한 수관층 연료량을 의미하며, 수관화로 전이

되었을 경우 개체목간의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Mutch et al., 1993). 이 3 가지 인자들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분함량은 기존 연구 방법인 Oven drying method를 이

용하여 산출하였으며(이필우와 한관석, 1968), 분석방법의

결과는 수분함량이 100%일 때 임목의 건중량과 수분의

중량이 1: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본목별로 산출된 수관층 연료는 직경변화에 따른 연

료량을 분석하기 위해 흉고직경을 독립변수로 하는 대수

회귀식(lnWt = β
0
+β

1
lnD)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조정

결정계수( )로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또한 지하고와 층

위별 수관연료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연료를 1 m 단위로

구분하여 이용하였다. 

수관연료밀도 산출에 사용되는 인자는 수관체적과 수

관연료량이 있으며, 그 중 수관체적은 단목 수관체적

(Crown volume)과 임분 수관체적(Canopy volum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는 Crown과

Canopy의 개념을 구분 없이 자주 사용하였다. 따라서 수

관체적 산출 방법이 연구마다 큰 차이가 있었으며, 추정

값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일 수 밖에 없었다(Peter et

al., 2004).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Crown이란 용어

를 단목 수관층, Canopy를 임분 수관층으로 정의하고 있

다(Cruz et al., 2003).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시행될 수

관층 연료특성 연구에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수관

체적 산출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단목 수관체적

과 임분 수관체적을 구분하여 수관연료밀도를 분석하였

으며, Crown bulk density는 단목 수관연료밀도, Canopy

bulk density는 임분 수관연료밀도라고 정의하였다(Figure

2). 단목 수관체적은 기존에 연구된 수관형태식(신만용

등, 1999)을 적용하여 각 높이별 비율높이로 산출하였으

며, 직경변화에 따른 수관체적을 추정하기 위해 연료량

추정식과 같은 대수회귀식(lnWt=β
0
+β

1
lnD)을 이용하였

다. 또한 임분 수관체적은 수관의 길이를 이용하여 ha

단위로 추정하였다(Cruz et al., 2003). 

단목 수관체적 산출에 적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2)

위 식에서 CV=Crown volume(m³), RH=Ratio height(m),

LCW=Long crown width(m), SCW=Short crown width(m),

π=The ratio of the circumference of a circle to its diameter.

임분단위의 수관체적 산출이 적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3)

CAV=Canopy volume(m³), CL
i
=Crown length(m) of

ith individual trees, TEF
i
=Tree expansion factor corrected

to a per hectare basis for the ith trees. 

단목과 임분의 수관연료밀도는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

에 의해 산출하였다.

Crown bulk density(kg/m³) (4)

Canopy bulk density(kg/m³) (5)

CFL
i
=Crown fuel load(kg) of ith individual trees.

한편, 기존 국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관화 확산 시

잎 100%, 0.6 cm 이하 가지 65% 이상 연소되지만, 1 cm

이상의 가지는 거의 연소되지 않는다고 하였다(Call and

Albini,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관층에서 분류된

잎과 1 cm 이하의 가지를 수관화 확산 시 연소되는 연료,

즉 이용가능한 연료(Available fuel)라고 가정하였으며, 모

든 분석에서는 1 cm 이상 가지의 연료는 제외하고, 잎과

1 cm 이하 가지의 연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Radj

2

RH
LCW SCW–

S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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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agram illustrating for the analysis of crown bulk

density and canopy bulk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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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수관층 수분함량

소나무림 수관층의 평균 수분함량은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영주지역 103.6%, 천연림 상태의 봉화지역 104.4%

로,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했을 때, 팔공산일대 소나무림

의 수관층 평균 수분함량은 113.2%(구교상 등, 2010), 리

기다소나무림은 107.4%(이필우와 한관석, 1968)와 약

4~10% 가량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수분함량 산출에 사

용된 Oven drying method는 작은 수분함량 차이에도 백

분율(%)이 큰 차이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이필우와 한

관석, 196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분함량은 기존

연구된 우리나라 소나무속의 수관층 수분함량과 매우 비

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천연림 상

태의 임분에 비해 간벌이 시행된 임분에서 토양층 수분함

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이규진과 문형태,

2010), 간벌이 수관층 수분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숲가꾸기 사업이 수관층의 수분함량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Figure 3).

2. 이용가능한 연료의 비율과 연료의 수직적 분포 

소나무림의 총 수관층 연료에서 이용가능한 연료(잎~1

cm 가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Figure 4와 같다. 영주지역은

생엽 22.1%, 0.5 cm 이하 가지와 0.5~1 cm 가지는 각각

14.1%로 총 합계 50.3%가 이용가능한 연료로 산출되었으

나, 봉화지역은 생엽 24.8%, 0.5 cm 이하 가지 20.0%,

0.5~1 cm 가지 17.2%로 수관층 연료량에서 62.0%가 이용

가능한 연료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연료량이

높은 천연림 상태의 봉화지역 소나무림이 영주지역에 비해

수관화 확산 시, 많은 잎과 가지가 연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중해 연안에 분포하는

소나무(Pinus halepensis Mill.)의 이용가능한 연료의 비율은

29.3%로 제시하고 있다(Mitsopoulos and Dimitrakopoulos,

2007).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국외 소나무

림에 비해 우리나라 소나무림이 잎과 잔가지가 많이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주지역과 봉화지역의 수관층 연료를 수직적 분포로

비교 분석한 결과, 영주지역은 4 m 전후에서부터 수관층

연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봉화지역은 이

보다 낮은 2 m 전후에서 수관층 연료가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ure 5). 따라서 지하고가 높을수록 지표

화에서 수관화로의 전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Sando and Wick, 1972), 봉화지역의 수

관층 연료는 지표층으로부터 낮은 곳에 많이 형성하고 있

으므로 영주지역에 비해 수관화 전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단목 수관연료밀도 분석

소나무의 단목 수관연료밀도를 산출하기 위해 대수회

귀식(lnY=β
0
+β

1
lnD)을 적용하여 수관연료량과 수관체적을

추정하였다(Table 2). 수관연료량 추정식에 대한 적합도
Figure 3. Crown fuel moisture contents of Pinus densiflora

stands (Bars represent ± S.E. of the means).

Figure 4. Crown load distribution by fuel component of

Pinus densiflora stands (Bars represent ± S.E. of the means).

Table 2. Regressions of available crown fuel and crown volume on diameter at breast height(cm) for Pinus densiflora stands.

Areas Components β
0

β
1

n S.E.E.

Youngju(FTW)
ACFL -1.8488 1.4156 10 0.8076 0.1927

CV -1.6911 1.8978 10 0.8308 0.2396

Bonghwa(Control)
ACFL -3.4327 2.0836 10 0.9169 0.2217

CV -1.5812 1.8763 10 0.7784 0.5212

Note: Regression equation form is lnY=β
0
+β

1
lnD, β

0
, β

1
 is estimated parameters, D is diameter at breast height(cm),  is adjusted multi-

pl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S.E.E. is standard error of estimate, ACFL is available crown fuel load(kg), CV is crown volume(m³).

Radj

2

Radj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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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에서 영주지역의 경우 조정결정계수( )가 0.8076,

봉화지역의 경우 0.9169( )로 나타났으며, 수관체적 추

정식의 경우 영주지역 0.8308( ), 봉화지역 0.7784( )

로 연료량 추정식과 수관체적 추정식 모두 높은 조정결정

계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소나무림의 연료량 추정식과 수관

체적 추정식을 이용하여 영주지역과 봉화지역의 단목 수

관연료밀도를 산출한 결과, 봉화지역은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단목 수관연료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반면, 영주지역의 단목 수관연료밀도는 점

차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다(Figure 6). 이러한 원인은 봉

화지역에 분포하는 천연림 상태의 소나무림 수관체적이

특정 시점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는 패턴이 나타난 반면, 숲

가꾸기 사업이 실시된 영주지역 소나무림의 수관체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7). 따라서 숲가꾸기 사업이 실시된 소나무림의 우세목들은

벌채로 인한 개방된 공간을 채우기 위해 수관체적을 급격

히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간벌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Peterson

et al., 1997)와 같이, 수관체적의 계속적인 증가로, 직경이

커짐에 따라 수관연료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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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dj

2

Radj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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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gure 5. Vertical profile of available crown fuel load(kg) for Pinus densiflora stands (The values in parentheses represent same

class of diameter at breast height).

Figure 6. Crown bulk density of available crown fuel load for
Pinus densiflora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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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외 연구결과에서는 간벌이 임분 단위의 수관연

료밀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

다(Graham et al., 1999; Harrod et al., 2009). 그러나 간

벌의 효과가 단목 단위의 수관연료밀도 변화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는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가 소나무 임분 단위의

수관연료밀도 변화와 더불어, 단목 단위의 수관연료밀도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임분 단위의 수관연료특성 비교

영주지역과 봉화지역 소나무 임분의 수관층 연료특성

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영주지역의 평

Figure 7. Relationships between crown volume and diameter
at breast height of Pinus densiflora stands.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canopy fuel types for Pinus

densiflora stands.

Areas CL(m) CBH(m)
ACFL
(kg/ha)

CBD
(kg/m³)

Youngju(FTW) 7,306.9 0.19

Bonghwa(Control)  9,310.3 0.30 

Note: CL is canopy length(m), CBH is canopy base height(m),
ACFL is available canopy fuel load(kg/ha), CBD is canopy bulk
density(kg/m³), Values are ranges with mean ± S.E.

3.8 0.6±
1.0 8.0∼
-------------------

5.0 0.5±
2.5 6.6∼
-------------------

3.1 0.1±
1.1 7.7∼
-------------------

3.7 0.1±
2.1 5.8∼
-------------------

Figure 8. Distribution of canopy length, canopy base height, and canopy fuel load for Pinus densiflora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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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수관길이(Canopy length)는 3.8 m, 봉화지역은 3.1 m

로 나타났으며, 지하고의 높이는 영주지역 평균 5.0 m, 봉

화지역 3.7 m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주지역은 ha당 수관

연료량(Canopy fuel load)이 7,306.9 kg/ha로 봉화지역의

수관연료량 9,310.3 kg/ha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

분 수관연료밀도는 영주지역 0.19 kg/m3으로 봉화지역

0.30 kg/m3에 비해 작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숲가꾸기 사업이 실시된 소나무림의

경우 지하고는 높아지고, 임분 내 수관연료량이 줄어들어

수관연료밀도가 낮아진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Mutch et al., 1993). 또한 수관길이, 지하고, 수관

연료량의 분포 패턴을 비교한 결과, 천연림 상태인 봉화

지역 소나무림의 경우 수관길이와 지하고가 숲가꾸기 사

업이 실시된 영주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8). 따라서 수관길이는 수관

체적에, 지하고는 수관화 전이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

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이(Mutch et al., 1993; 구교상

등, 2010), 천연림 상태의 소나무림이 숲가꾸기 사업이 실

시된 소나무림에 비해 지표화에서 수관화로의 전이 가능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숲가꾸기 사업이 소나무림의 수관연

료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숲가꾸

기 사업지인 영주지역 소나무림과 천연림 상태인 봉화지

역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

하면, 영주지역 소나무림의 수분함량은 103.6%, 봉화지역

소나무림은 104.4%로 나타났으며, 총 수관층 연료에서 이

용가능한 연료의 비율은 영주지역 50.3%, 봉화지역 62.0%

로 봉화지역이 수관화 확산 시 가연될 연료량이 약 12%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수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영주지역 소나무림의 수

관연료밀도는 봉화지역 소나무림에 비해 평균 0.11 kg/m3

낮았으며, 지하고는 평균 1.3 m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

라 숲가꾸기 사업지인 영주지역 소나무림이 천연림 상태

의 봉화지역 소나무림에 비해 수관화로의 전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현재 수관층 연료 특성에 관한

연구는 소나무림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수관

화 행동예측과 평가를 위해 소나무림 외, 침엽수림에 대

한 수관연료특성 연구가 요구되며, 수관화 발생지에서의

연소량 추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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