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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수종인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8.5 시나리

오에 따른 임목 재적의 시·공간적 변이를 예측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국 규모의 예측을 위해 5차임상도와 국가

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기후와 공간의 변이가 임목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기상 및 지형

인자를 반영한 생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검증을 위해 시, 도별 산림통계와 모형 결과를 비교한 결과, 비교적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소나무림의 임분 재적은 현재 131 m3/ha에서

2050년에는 212.42 m3/ha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기후가 유지될 경우에는 221.92 m3/ha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무림의 생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해안지역과 남부지역에서 생장률의 감소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

해 기후변화가 소나무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공간에 따라 정량화 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후변화 적응을 고

려한 산림관리 및 시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spatio-temporal variation of forest tree volume based

on the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8.5 scenario, targeting on Pinus densiflora forests which is

the main tree species in South Korea. To estimate nationwide scale, 5th forest type map and National Forest

Inventory data were used. Also, to reflect the impact of change in place and climate on growth of forest trees,

growth model reflecting the climate and topography features were applied. The result of the model validation,

which compared the result of the model with the forest statistics of different cities and provinces, showed a high

suitability. Considering the continuous climate change, volume of Pinus densiflora forest is predicted to increase

from 131 m3/ha at present to 212.42 m3/ha in the year of 2050. If the climate maintains as the present, volume

is predicted to increase to 221.92 m3/ha. With the climate change, it is predicted that most of the region, except

for some of the alpine region, will have a decrease in growth rate of Pinus densiflora forest. The growth rate

of Pinus densiflora forest will have a greater decline, especially in the coastal area and the southern area. With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quantify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the growth of Pinus

densiflora forest according to spatio-temporal is possible.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useful in establishing

the forest management practices, considering the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Key words : Pinus densiflora, national forest inventory, stand volume, forest type map, climate change 

서 론

산림은 목재 생산과 같은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수자

원 함양, 대기오염 정화, 휴양 및 관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유용한 자원이다(Korea Forest Service,

2012).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전 지

구적으로 보고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요소로 자원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Kim

et al., 2012). 산림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육상생태계 유일

한 탄소흡수원(Carbon sink)으로써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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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2
를 흡수(Sequestration)하고 바이오매스 형태로 저장

(Storage) 함으로 기후변화 영향 저감과 완화에 기여하지

만, 다른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

는다(Dale et al., 2001). 기후변화는 크게 온도와 강수량

및 패턴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는 산림 식생대, 수종변

화, 생장패턴, 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Fang and Lechowicz, 2006; Kirschbaum,

2000; Oberhuber et al., 1998).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2010년 기준으로 10,014,822 ha

이며 실제적인 산림면적은 6,433,667 ha로, 전 국토의

64.2%에 해당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핀란드(72.9%),

스웨덴(68.7%), 일본(68.5)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산림비

율이다(Korea Forest Service, 2011). 또한, 우리나라는 반

도(Peninsula) 지역이고 지형이 복잡하여 기상 조건의 공

간적 변이가 크며,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도 IPCC에서 발

표한 전 지구적인 온난화 추세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IPCC, 2007).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변화

를 예측할 때,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나,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위성영상(Chun et al., 2007; Jung et al., 2010),

보간법(Park et al., 2012), 임상도 및 국가산림자원조사

(National Forest Inventory, NFI) 자료 이용(Kim et al.,

2011; Yu et al., 2013) 등의 방법을 통해 산림의 지상부 탄

소 저장량을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하게 진

행되어 왔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Kwak et al.(2012)은 한국형 산림분포 예측

모형인 HyTAG (Hydrology and Thermal Analogy Group)

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임상변화를 고려한

산림 재적 변화를 모의하였으나, 기후변화가 산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Byun et al.(2011)은 산림생장모형에 지형 및 기상인자

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중부 지역의 소나무와 참나무의 생

장과 기후인자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산림자원의 정량

적인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NFI 자료 기반의 plot 자

료만을 사용하여 대면적의 산림재적 및 변화를 모의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의 주요 임상 중 하나인 소나무림은 전

체 산림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가뭄 스트레스, 산불·산사태 등의 산림재해, 소

나무병충해(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2; Kim et al., 2011; Song

et al., 2012). 전국산림자원조사 자료에 의하면 1974년에

우리나라 소나무 분포면적은 3,226,512 ha이었으나, 1999

년에는 2,478,869 ha, 2012년에는 1,447,439 ha로 40년

만에 절반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12).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분포를 예측한 연구결과들도

소나무림이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Choi

et al., 2012; Kim and Lee, 2006; Lee et al., 2007). Choi

et al.(2012)은 한국형 산림분포 모델인 HyTAG를 개발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분포변화를 모의해 본

결과, 현재 소나무림의 상당 부분이 참나무류 등으로 대체

되어 면적이 감소하며, 분포 지역도 현재보다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Holdridge(Kim

and Lee, 2006), CEVSA(Carbon Exchange between

Vegetation, Soil and Atmosphere, Lee et al., 2007) 모델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소나무림은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생태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관리계획을 통해 선택적으로 보호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

림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정량적으로 모의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소나무 임분을 대상으로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임분 재적의 시·공간적

인 변이를 예측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NFI자료와 임상도

자료를 사용했으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8.5 시나리오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임분의 공간적, 기후적 변이를 고려하기 위해 지형

과 기상 인자를 포함하는 생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염수종인 소나무의

임분재적(Stand volume) 변화를 시·공간에 따라 정량적

으로 산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지역별 산림관리의사결

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자료

본 연구는 5차 임상도로부터 추출된 전국의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도 정보를 GIS와

연계하여 공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 km × 1 km 공간해

상도의 격자형(Grid)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Figure 1).

소나무림의 재적을 산출하기 위한 회귀모형을 개발하

고 평가하기 위해 제 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획득한

목편(Tree core)자료가 이용되었다. 제5차 NFI 표본점 자

료는 임분 정보뿐 아니라, 전국 약 16,000개의 세부 표본

점에서 획득한 목편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 목편자료 중, 2007-2009년에 획득된 10,821개의 목

편자료를 사용하였다(Table 1).

구축된 생장모형을 임분(Stand)규모에 적용하기 위해 임

상도 정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 임상도의 제

작시기를 고려하여, 영급, 경급, 소밀도 등의 정보를 2010

년 값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과거 기상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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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별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

며, 미래 기상자료는 RCP 8.5 시나리오의 일별자료를 기

반으로, 연년 자료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생장모형

본 연구에서는 Byun et al.(2013)이 고안한 생장모형을

적용하였다(Table 2). Byun et al.(2013)은 제 5차 국가산

림자원조사에서 획득된 목편(Tree core)자료로부터 구축

된 연년반경생장량(Annual radial growh)과, 각 목편 자료

를 획득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상 및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생장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수령(Tree age),

크기(Size), 지형습윤지수(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를 통해 개체 및 임분 조건을 반영하고, 온도와 강수량을

변수로 포함하여 환경, 공간, 기후의 이질성에 따른 임목

의 생장을 예측할 수 있는 생장모형이다. Byun et al.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소나무의 생장은 TWI와 강수량

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온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산림재적 추정 모델

개체목의 재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경과 수고 정보

가 필요하며, 이를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임분 규모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임목의 임분 평균 크기, 면적, 밀도(Stand

density, n/ha)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5차 임상도

Figure 1. Study area and distribution of Pinus densiflora forest.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ize, and topographic

and climatic factors of Pinus densiflora in sample plots. 

Factors Variables Mean Min. Max. Std.

Age Age (year) 29.7 8.0 117.0 10.9

Size Height (m) 10.6 2.2 27.2 3.2

DBH (cm) 19.0 6.0 75.0 7.8

Topography TWI 5.8 3.8 10.9 1.0

Climate Temperature 11.3 4.2 15.4 1.7

Precipitation 1318.2 981.2 1832.2 147.2

TWI: Topographic wetness index, 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Min: Minimum, Max: Maximum, Std: standard deviation 

Table 2. The forms of radial growth functions (Byun et al., 2013). 

Function name Regression form 
t-test

Parameter Estimate t-value

Radial Growth a -0.3734 -18.86

Climate factors

a 1.7971 14.85

b 0.0208 3.39

c -0.0376 -3.30

d 0.0005 4.98

i; r
i
=radial growth when i year; age

i
=tree age when i year; TWI=topographic wetness index; T=annual mean temperature; P=annual pre-

cipitation; meSG: mean of eSG 

r
i 1+

∆ r
i

age
i 1+

age
i

----------------⎝ ⎠
⎛ ⎞

a eSG

meSG
---------------⎝ ⎠
⎛ ⎞⋅ ⋅∆=

eSG a b TWI⋅ c T⋅ d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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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해 현재 소나무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

반으로 미래 생장량을 예측하였다. 

Kwak et al.(2012)은 국가산림자원 조사 자료를 기반

으로 구축한 생장모형과, 임상도 자료를 융합하여 전국

의 산림재적을 추정한 바 있다. Kwak et al.(2012)는 임

분 평균직경과 수고, 밀도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경생장을 통해 임분재적을

예측하는 생장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awk

et al.(2012)이 고안한 산림재적 평가 모형을 적용하되,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Byun et al.(2013)

개발한 생장모형을 적용하였다(Table 3). 다만, Byun et

al.(2013)이 고안한 모형은 연년반경생장모형임으로, 이

를 연년직경생장모형으로 전환하였다(Table 3). 임목의

재적은 직경과 수고로부터 산출되며(식 1), 소나무의 계

수는 Table 4와 같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0).

 (1)

결과 및 고찰

1.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RCP8.5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평균

기온은 14.29oC(std. 1.91)로, 2010년 전국 평균 기온인

11.68oC(std. 2.11)에 비해 약 2.6oC 상승될 것으로 예측

되었다[Figure 2(a), (b)].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반면,

각 지역의 기온 차이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증가가 특정지역에 편

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나며, 오

히려 기온이 낮은 곳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시

사한다. 

강수량은 온도에 비해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연 평균 강수량은 1,801 mm

(std. 389.45)로, 2010년의 1,131 mm(std. 220.54)에 비

해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Figure 2(c),

(d)]. 또한, 지역 간의 편차도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역V 0.000201 DBH
1.7593

H
0.6583

⋅ ⋅=

Table 3. Regression forms and coefficients to estimate DBH, height and number of trees (Kwak et al., 2012; Byun et al., 2013). 

Growth factor Regression form
t-test

Parameter Estimate t-value

DBH
(cm)

With climate factors

a -0.37 -18.86

Without climate factors

Number of trees (N/ha)

a 879.81 1.46

b 0.98 2.31

c 0.87 32.51

Height (m)
a 20.65 33.53

b -12.67 -26.94

D
i
=tree diameter when i year; r

i
=radial growth when i year; age

i
=tree age when i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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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i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based on RCP8.5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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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연 강수량이 3,000 mm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

었다. 

2. 모형의 신뢰성

모형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전국 16개 시·도별 소나무 임분의 실제 평균 재적과, 모

형을 통한 추정 평균 재적을 비교해 보았다(Figure 3). 추

정 값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분 평균 재적값(Korea

Forest Service, 2010)과 비교했을 때, 0.5-15.6%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결정계수(R2)는 0.47로 나타났다.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지역은 경상남도 지역으로 실측값과

추정값 간에 17.47 m3/ha의 차이를 보였으며, 강원도 지

역의 경우 0.40 m3/ha로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 값과 추정 값의 전국 평균값을 비교

해 보면, 130.09와 133.26 m3/ha/ha로 매우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R2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임상도의 범주형 자료를 적용한 것과 검증

자료의 한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도 자

료 중, 임분 재적 추정에 적용되는 영급, 경급, 소밀도 자

료는 모두 범주형 자료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중간값을 이용하여 임분 재적을 산출하였으며, 이

는 모형의 오차율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사료된

다. 또한, 구축된 통계자료의 한계로 모형의 검증에 사용

된 표본의 개수가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추후 지역별 산

림자료가 더 세밀하게 구축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안한 재적 추정 모형은

R2가 높지는 않지만, 현재 구축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전국적인 소나무림의 재적 변화를 모의하는데 적합하

다고 사료된다.

3. 소나무림 재적 변화

본 모형에 따르면 2030년의 소나무 임분의 단위면적당

임목축적은 178.86 m3/ha으로 추정되었으며, 2050년에는

212.42 m3/ha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위

의 결과를 연평균 증가량으로 살펴보면, 2010-2030년 기

간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2.28 m3/ha/year이, 2030-2050년

기간에는 1.68 m3/ha/year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

존에 우리나라 산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임목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임목축적 변화를 모의한 연구가 없

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

하지 않은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

았다. 

Yu et al.(2013)는 Fang and Wang(2001)이 고안한 회귀

모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수종별 임목 재적 변화를 예

측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0년과 2060년 소나무

임분의 평균 재적은 168.70, 257.32 m3/ha로 추정되었으며,
Figure 3. Comparisons between estimated stand volume and

statistics value by forest service.

Figure 4. Estimated volume change for Pinus densiflora stands from 2010 to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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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의 연평균 재적 증가량은 1.78 m3/ha/year로 산출

되었다. 본 연구에서 2010년과 2050년 사이의 연평균 재

적 증가량은 1.98 m3/ha/year로 Yu et al.(2013)의 연구결

과에 비해 좀 더 높은 값을 가지나, 임령이 증가할수록 생

장률이 감소하는 산림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연

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4.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가 소나무 임분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유·무에 따른 재적 변화를 시·

공간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Figure 5). 2030년까지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2040

년 이후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각 연도의 기후조건에 따른 영향이 누적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산림 생장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기온 상승 폭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남부지역과 해안가

지역은 전반적으로 생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강

원도,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역의 고산지대의 경우 반대로

생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2050년을 기준으로 기후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보다

평균적으로 ha당 9.32 m3정도 산림재적이 낮게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되었다(Figure 6). 현재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면

적은 1,467,758 ha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Korea Forest

Service, 2012), 현재 면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잠재적으로 약 13,700,000 m3의 목재 손

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

면,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소나무 원목의 가치는 266,388

원/m3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Korea Forest Service, 2012),

2050년 기준으로 약 36,441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히 목재로서의 가치만 평가

한 것으로, 휴양,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탄소 고정 등 산림

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할 경우, 추정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숲가꾸기 등과 같은 산림 관리를

통해 산림의 건강 및 생산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가 산림관리 계획과 관련된 의사 결정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소나무의 직경 생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여 소나무 임분의 재적 변화를 추정하였으

며, 기후변화로 인한 수종변화, 병해충의 증가, 산불 및 산

사태의 영향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

러한 부분들은 향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보완된다면 종

합적인 산림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더욱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수종인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 재적의 시·공간에 따른 변

화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5차임상도 정보를 기반으

로 전국의 소나무림을 추출하였으며, 기후와 공간의 변이가

임목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기상 및 지형 인

자를 반영한 생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검증을 위해

Figure 5. The effect on Pinus densiflora stand volume change by climate change.

Figure 6. Estimated change in Pinus densiflora forest volume

(m3/ha) from 2010 to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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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전국 소나무림 평균 재적과 모형 결과

를 비교한 결과,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소나무림의 평균 재적은 현

재 131 m3/ha에서 2050년에는 212.42 m3/ha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기후가 유지될 경우에는

221.92 m3/ha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소나무림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공

간적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일부 고산지대에 존

재하는 소나무림의 경우 기후변화가 생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

역에서 소나무림의 생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

며, 특히 해안지역과 남부지역에서 생장률의 감소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생장률의 감소는 산림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탄소흡수 기능이 저하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산림

의 가치와 기능 유지를 위해 숲가꾸기와 같은 적적한 산

림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가 소나무림 생장에 미치

는 영향을 시·공간에 따라 정량화 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산림관리 및 시업계획을 수립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향후 향상된 모델 구축을 위해 고정 표본점을 통한 장기

적인 관측과 모델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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