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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casualties by improving the survivability of the combat vehi-

cle, the vulnerability analysis of the combat vehicle is needed. However, the actual test for the

vulnerability analysis requires large experimental space and expensive equipment costs long time

and large expense. It is needed to develop a new method that can replace the actual test. In the

paper, we suggested a new approach to analyzing the vulnerability using the M&S method

instead of the actual test. To analyze the vulnerability, the shot line analysis is performed to find

out which part is penetrated by the bullet. The component of the parts is simplified to “Single-

Target”, “Double-Target”, “Air gapped-Target” and can be performed the penetration analysis

using the ANSYS Explicit Dynamics. The penetration depth and the residual velocity of the

bullet are calculated by analyzing penetration of each part of the combat vehicle. The penetra-

tion data calculated the penetration analysis can be used to define the damage level of the com-

bat vehic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llect penetration data for various targets and

bullets. And “7.62mmAP” is used as the bullet, “7075-T6” is used as a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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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취약성이란 적으로부터 아군이 피격당했을 때,

전투차량이 기능손실을 입기 쉬운 정도를 뜻한

다. 적의 피격으로부터 전투차량을 안전하게 디자

인 하기 위해서, 전투차량의 취약성 분석이 필요

하다.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탄이 표적재

를 관통할 수 있는 지 알아보는 관통해석이 필요

하다. 관통해석의 결과들은 탄의 종류와 속도, 표

적재의 재료와 모양 그리고 두께 등을 포함하는

관통데이터에 의하여 결정된다. 포탄에는 많은 종

류가 있지만, 범용적으로 쓰이는 포탄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고폭탄(HE : High Explosive shel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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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탄(AP : Armor Piercing)이 있다. 고폭탄 (HE)

은 폭발현상과 파편으로, 철갑탄(AP)은 탄두의 관

통현상으로 피해를 준다. 이 논문에서는 7075-T6

방호재료에 대한 다양한 속도에서 철갑탄(AP)의

관통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투차량의 취약성을 분

석하기 위한 과정은 Fig. 1과 같다.

[1] 전투차량의 형상을 모델링한다.

[2] 포탄의 고각과 방위각에 대해 계산한 후, 포

탄의 피격선을 생성한다.

[3] 각 부품에 대한 피격선 분석을 실시하고, 피

격선에 위치하는 전투차량의 부품들을 분석

한다.

[4] 관통해석을 통하여 관통 여부를 판별한다.

[5] 관통 부품이 차량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전투차량의

취약성을 분석한다.

관통을 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 사격 방법

과 M&S(Modeling and Simulation) 방법이 있다.

실 사격 방법은 실험공간과 실험장비에 대한 제약

과 실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

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M&S 방법은 비싼 실험장

비가 필요하지 않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분석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다. M&S 방법으로는 실 사격 결과에

근거한 관통방정식과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관통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 관통방정식은 간단

한 수식의 형태를 가지므로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관통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통방

정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 자료가 요구

되며, 또한 관통분석 대상 부품과 포탄의 형상이

나 물성이 바뀌면 적용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관통방정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통을 판별하기 위하여 수치해석적 방법

이 필요하다[1,2,4].

일반적으로 관통해석에 사용되는 수치해석 분

석 소프트웨어로는 LS-DYNA, AUTODYN, 그리

고 ANSYS Explicit Dynamics가 있다. LS-DYNA

는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극심한 하중에 대한 재

료 응답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숙

련되고 기술적 수준이 높은 사용자에게 이상적이

다. AUTODYN은 충격, 고압 또는 폭발과 같이 짧

은 시간에 발생하는 외압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적합한 해석 프로그램이다. ANSYS Explicit

Dynamics는 AUTODYN과 같은 Solver를 쓰지

만, 충돌에 최적화된 해석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

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충돌에 최적화 되고, 편리한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는 ANSYS Explicit Dynamics를 이용

하여 관통을 해석할 것이다. 최종 목표는 다양한

표적재와 포탄에 대한 정확한 관통해석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방대하므로 관통해석 방법도 상대적으로

정확한 3D 해석 방법과 비교적 짧은 계산 시간이

요구되는 2D 해석 방법을 혼합하여 수행할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방법론을 제시하므로 관통해석

은 2D로 진행할 것이다[6,7].

본 논문의 목표 중 하나는 다양한 표적재와 포

탄에 대해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통방정식

을 수치해석 분석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

지만, 수치해석 분석 방법은 관통방정식보다 해석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취약성

분석이 불가하다. 게다가 전투차량의 부품과 피격

선의 숫자가 증가된다면, 계산 역시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수치해석 분석

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수치해석 방법으로부터 얻

어낸 관통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석 대상 부품의 형상을 세 가지

의 형태로 분류하여 관통해석을 수행하였다. 세 가

지의 해석 대상 부품의 형태는 Single-Target,

Double-Target, Air gapped-Target으로 구성된다. 탄

은 7.62 AP탄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위협에 따른

다양한 분석 대상 부품에 대하여 충분한 데이터베

이스가 작성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재료

Fig. 1 The process for Damage Definition Analysis in

Vulnerability Data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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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성된 전투차량의 취약성을 분석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2장에서는 ANSYS Explicit Dynamics를 이용한

관통 판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

에서는 관통분석을 위한 입력변수(Input data)에 대

해서 설명한다. 4장, 5장 그리고 6장에서는 세가지

분석 대상 시편에 대한 관통해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2. ANSYS Explicit Dynamics를 

이용한 관통판별 절차 

관통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탄의 특성과 초

기속도, 해석 부품의 특성을 포함하는 관통데이터

가 입력변수로 필요하다. 포탄의 특성은 포탄의 종

류, 형상, 무게 그리고 물성치를 포함한다. 초기속

도는 포탄이 표적재를 관통하기 전의 속도이며, 관

통여부, 관통 깊이, 그리고 관통 이후의 잔류속도

들을 측정한다.

Fig. 2는 관통해석을 수행 한 후 관통된 부품을

정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만약, 탄과 표적재의

특성에 대한 적절한 관통방정식이 존재한다면, 이

관통방정식은 관통을 판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ANSYS Explicit

Dynamics를 사용하여 관통을 판별한다. 만약 관통

해석 후에 표적재가 관통되었다면, 포탄의 잔류속

도가 계산될 수 있다. 만약 포탄의 잔류속도가 존

재 한다면, 이 잔류속도는 LOS(Line of Sight)에

위치한 다음 부품에 대한 초기속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잔류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적

으로 실행된다. 잔류속도가 0이 될 때까지 피격선

상에 위치한 부품들은 관통된 부품으로 정의 할

수 있다.

3. 분석을 위한 입력 

3.1 탄의 입력 변수

본 논문에서는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적의

위협인 탄을 7.62AP로 가정하였다. 7.62AP탄은

NATO군의 기관총 철갑탄으로 장갑차 또는 기동

장비의 관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탄으로서, 관통

능력과 사거리가 우수하다.

7.62AP와 같은 철갑탄은 표적재를 관통하기 위

하여 비중이 큰 철심을 코어로 사용하므로 운동에

너지를 증가시키고, 방호 재료보다 비중을 크게 함

으로 관통능력을 향상시켰다. 포탄의 무게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텅스텐 카바이드 철심과 같이 중량

이 무거운 물질을 주로 사용한다. 탄의 표면은 구

리와 아연으로 이루어진 길딩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강 내에서 강선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

고, 표적재에 충돌하여 관통하는 과정에서는 코어

Fig. 2 Flow chart for determining the penetrated parts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the bullet

Component Properties
Density

(kg/m3)

Shear modulus

(GPa)

Jacket

Core

Filler&Sabot

Copper

Steel

Lead

8900

7850

11340

46.4

-

8.6

Fig. 3 The 7.62mmAP bullet (a)Schematic (b) 2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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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이탈하므로 관통력을 집중하게 하는 효과

를 낼 수 있다.

Fig. 3은 7.62AP탄의 실제사진과 CAD 모델을

나타낸 그림이다. 7.62AP는 Filler, Core, Jacket 그

리고 Sabot으로 구성된다. Filler와 Sabot의 재료는

납이고, Jacket과 Core의 재료는 각각 구리와 강철

이다. 각각 구성품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3,5].

3.2 표적재의 입력변수

전투차량의 각 부품들의 형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부품들을 모델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형상을 해석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Fig. 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부품

을 간단한 형상으로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부품

이 간단한 형상일 경우 “Single-Target”으로 시편

을 정의 할 수 있다. 부품끼리 서로 붙어 있거나,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두었다

면 “Double-Target”으로 시편을 정의 할 수 있다.

두 부품이 일정거리의 공간을 두고 떨어져 있다면

“Air gapped-Target”으로 시편을 정의 할 수 있다. 

기동 장비들의 실제 부품들은 이러한 간단한 형

태의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Single-Target으로

구성된 부품은 바깥쪽의 부품으로 외피를 구성하

며 주로 방탄 능력이 우수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

다. Double-Target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종 재료

를 접합하거나 맞대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외피

는 강성이 큰 물질을 내부는 연성이 큰 재료를 사

용하여 설계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이다. 사이가 떨

어져 있는 경우인 Air gapped Target의 경우는 연

료통, 가스통 등과 같이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이

거나 재료들 사이에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

는 구조물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표적재의 시편 모델들은

Fig. 4와 같다. 부품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모두

145 mm이고, 각 시편의 두께는 20 mm이다. Air

gapped-Target에서는 10 mm의 두께를 가지고 있

는 두 개의 시편 사이에 10 mm부터 5 mm 단위로

50 mm까지 air gap을 두고 모델링 하였다. 형상에

상관없이 부품의 재료는 7075-T6로 정의하였다.

7075-T6는 아연과 알루미늄의 합금으로써, 다른

철과 비교했을 때, 강도가 매우 크고 항복강도가

큰 반면에 매우 가볍다. 따라서, 7075-T6는 자동

차, 배, 잠수함, 우주선과 같은 운송수단에 폭 넓

게 이용된다. 7075-T6의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3.3 Mesh Modeling

해석의 정확성과 격자 생성은 큰 연관관계를 가

Fig. 4 Dimension of the target models in mm : (a) Single-

Target, (b) Double-Target, (c) Air gapped-Target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the target

Material
Density

(kg/m3)

Shear modulus

(GPa)

Yield strength

(MPa)

7075-T6 2804 26.7 520

Fig. 5 The mesh models of the target and the bullet

(a) full shot, (b) bullet end-point, (c) bullet tip,

(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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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격자 요소들의 크기가 더 작고 형상이

더 일정할수록 해석의 정확성이 높아지지만 해석

의 정확성은 무한정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격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해석 시간이 급격

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각각의 해석에 대한 격자

의 크기와 해석시간에 대해 최적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6]. 이번 해석에서 최적화시킨 격자 크기

는 0.4 mm이다. 포탄의 경우 복잡한 형상을 가

지고 있어 일정한 사각형 격자가 생성되지 않으

므로, Multi-zone method를 사용하여 포탄의 격자

를 일정한 삼각형으로 생성하였다. 표적의 격자는

모두 사각형으로 생성하였다. Fig. 5는 해석 대상

부품과 탄의 격자 모델이다. 해석의 정밀도를 확

인하기 위하여 격자의 숫자를 조절하면서 해석의

수렴도를 확인하였다.

4. 관통해석

4.1 Single-Target의 관통해석

7.62AP탄이 표적재에 관통 되는 순간에는 7.62AP

에서 직접적인 관통에 관여하는 부품인 Core를 제

외한 모든 부분인 Jacket, Filler, Sabot은 벗겨지게

된다. Fig. 6은 7.62AP이 관통에 의하여 Jacket,

Filler, Sabot 부분이 벗겨지는 현상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에

서도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Single-Target에서는 방탄 한계 속도를 찾기 위

하여 874.9 m/s부터 610.9 m/s까지의 속도 범위에

서 속도를 줄이며 관통해석을 반복적으로 진행하

였다. Fig. 7은 Single-Target에서 관통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는 그림이다. Fig. 7의 (a)는 포

탄의 초기속도가 628.9 m/s 일 때의 실제 실험 결

과의 단면도이고, (b)는 시뮬레이션 결과 단면도이

다. (c)는 포탄의 초기속도가 616.4 m/s일 때의 실

제 실험 결과 단면도이고, (d)는 시뮬레이션 단면

도이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포탄의 초기속도가

628.9 m/s일 때는 표적재를 완전히 관통하였고,

616.4 m/s일 때는 완전히 관통하지 못하고 포탄이

표적재에 박히는 현상을 보였다. 이 때의 방탄 한

계속도는 622.65 m/s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

통 전 포탄이 표적재에 닿는 부분은 원형의 형태

로 파손되었고, 포탄이 표적재를 관통하는 부분은

원뿔의 형태로 늘어났다. 실제 실험 결과와 시뮬

레이션 결과를 봤을 때, 관통현상이 비슷하게 분

석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해석 결과는 실

Fig. 6 Penetration simulation of 7.62AP shows the cop-

per and the lead are shattered 

Fig. 7 The cross-sections of single-Target : (a),(c) pho-

tos from experiments, and (b),(d) images from

simulation 

Table 3 Projectile and target mesh type

Type Mesh method Element size

7.62mmAP

target

Multi-zone(all tri)

Multi-zone(all quad)

0.4 mm

0.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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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Fig. 8과 Table 4에서는 포탄의 초기속도가 낮아

질수록 포탄의 잔류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참고 논문의 실제 관통실험 결과와

관통해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4.2 Double-Target의 관통해석

Double-Target에서는 방탄 한계 속도를 찾기 위

하여 933.8 m/s부터 885.9 m/s까지의 속도 범위에

서 초기속도를 줄여가면서 관통해석을 반복적으

로 진행하였다.

Fig. 9는 Double-Target에서의 관통 후 표적재의

단면도이다. Fig. 9의 (a)는 포탄의 초기속도가

929.7 m/s일 때의 실제 실험 결과의 단면도이고,

(b)는 시뮬레이션 결과 단면도이다. (c)는 포탄의

초기속도가 909.2 m/s일 때의 실제 실험 결과 단

면도이고, (d)는 시뮬레이션 단면도이다. Fig. 9에

서 볼 수 있듯이 포탄의 초기속도가 929.7 m/s일

때는 표적재를 완전히 관통하였고, 909.2 m/s일

때는 완전히 관통하지 못하고 포탄이 표적재에

박히는 현상을 보였다. 이 때의 방탄한계속도는

919.45 m/s인 것을 알 수 있다. Double-Target 역

시 Single-Target과 마찬가지로 관통 후 현상은 실

제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비슷하다. Fig.

10과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포탄의 초기속도

가 낮아질수록 잔류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다. 하지만, Single-Target에 비해서 오차가 많이 발

Fig. 8 The initial velocity vs. residual velocity of exper-

iment and the simulation : Single-Target 

Table 4 Single-Target simulation results using initial

velocity from 610.9 m/s to 874.9 m/s

Initial 

velocity (m/s)

residual velocity (m/s)

Experiment Simulation

874.9

824.6

782.4

694.0

661.8

649.5

641.0

628.9

616.4

610.9

650.9

561.8

509.4

315.3

232.6

204.0

151.3

51.0

0

0

656.98

561.93

478.93

314.53

219.08

204.47

154.28

78.99

0

0

Fig. 9 The cross-sections of Single-Target : (a),(c) pho-

tos from experiments, and (b),(d) images from

simulation

Fig. 10 The initial velocity vs. residual velocity of

experiment and the simulation : Double-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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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했다. 실제실험에서 포탄의 초기속도 931.5 m/s

에서 잔류속도가 0 m/s가 나온 것과 같이 두 개의

평판이 겹쳐져 있을 때에는 탄이 관통하는 순간

두 개의 판이 동일한 거동을 보이지 않으므로 두

판 사이에 간섭 현상(Contact problem)이 발생하

여 실험 결과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섭 현상은 특히 탄이 표적재를 겨우 관

통하는 순간에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충분히 관

통하여 잔류속도가 큰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이 줄

어든다. 또한 수치해석의 경우에도 두 장의 판재

가 독립적으로 거동하므로 Fig. 9의 (b)에서와 같

이 일부분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현

상이 해석 결과를 불안정하게 하지만, 잔류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만 불안정하다. Fig. 10에서는 관

통이 겨우 발생하는 부분에서 해석결과가 불안정

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4.3 Air gapped-Target의 관통해석

10 mm의 두께를 가진 두 개의 평행한 평판 사

이에 공백(Air gap)이 있는 경우와 20 mm의 두께

를 가진 하나의 평판의 관통현상을 분석하여 비교

하였다. Air gap은 5 mm의 단위로 10 mm부터

50 mm 범위까지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표적재의 두께가

같고, 탄의 초기속도가 610.9 m/s로 속도, 두께 모

두 동일 할 때, Single-Target의 경우 관통 되지 않

았지만, 50 mm의 Air gap이 있는 경우 완전히 관

통되는 해석 결과를 보였다. 또한, Fig. 1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Air gap이 있는 형상에서 2D로 관통

해석을 진행하였을 때 모든 구간에서 초기속도가

610.9 m/s인 포탄의 잔류속도는 약 238.60 m/s의

해석 결과가 나왔고, 초기속도가 874.9 m/s인 포탄

의 잔류속도는 약 675.14 m/s의 해석 결과가 나왔다. 

Table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번 시뮬레이션 결

과에서는 Air gap의 여부는 관통 효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표

Table 5 Double-Target simulation results using initial

velocity from 885.9 m/s to 933.8 m/s

Initial velocity 

(m/s)

residual velocity (m/s)

Experiment Simulation

933.8

931.5

929.7

920.5

909.2

900.5

898.8

885.9

192.8

0

173.6

180.8

0

0

0

0

187.15

184.10

202.94

102.35

0

0

0

0
Fig. 11 The cross-section of 7075-T6 target plates : (a)

Single-Target, (b) 50 mm Air gapped-Target

Fig. 12 The residual velocity vs. air gap of the simulation 

Table 6 Air gapped-Target Simulation results using

initial velocity 610.9 m/s and 874.9 m/s

Initial 

velocity
610.9 m/s 874.9 m/s

Air gap

(mm)
Residual velocity

10

15

20

25

30

35

40

45

50

236

233.355

254.16

235.61

247.69

255.995

252.64

223.31

217.695

695.175

615.3

621.42

653.53

695.5

680.78

703.03

699.24

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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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사이에 Air gap이 있는 실제의 경우에는 첫

번째 판을 통과하면서 관통 축이 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참조 Fig. 9(a)). 이러한 현상은 두

번째 재료의 관통현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

만, 이번 해석결과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

았고, 오히려 방호능력이 떨어지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축 대칭의 2D해석이 탄의 관통 방향

에 대해서 변하는 현상을 해석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3D해석을 통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전투차량의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전투차량의 피해 정도를 계산하는 수치해석

접근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취약성

을 분석하는 가장 간단한 관통방정식은 충분한 실

험 자료가 없으면 부정확하고, 재료의 종류에 따

라 다른 방정식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관통 방정식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관통해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치해석 방법을 사

용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통해석에 적합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ANSYS Explicit

Dynamics software를 사용하였다. 이 software를

사용함으로써, 탄의 관통 후 잔류속도와 관통 깊

이와 같은 부품재료의 관통여부를 얻을 수 있다.

도출해낸 결과들을 사용하여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한 관통해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할 수 있다.

1)관통해석을 위하여 전투차량의 복잡한 부품

들은 간소화되어야 한다: 전투차량의 복잡한 부품

은 Single-Target, Double-Target, 그리고 Air

gapped Target으로 간소화 시킬 수 있다.

2)포탄의 초기속도가 빨라서 재료를 충분히 관

통하는 경우에는 실험값과 시뮬레이션 값의 결과

가 유사하므로, 해석적 방법은 관통 데이터베이스

작성에 유용하다. 

3) 3D보다 2D의 해석 시간이 상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2D의 해석의 결과가 3D보다 나쁘다는

이유로 해석이 기피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에 해당하는 간단한 형상일 때 2D의 정확성은 3D

보다 뒤떨어지지 않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4)유체와 Air gap을 포함하는 형상에서는 2D해

석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3D 해석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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