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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정부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인해 도시

에 거주하는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되고 있다1).최근 통계에 따

르면 자연환경, 농업의 발전 가능성, 정서적 여유 등의 이유로 

귀농·귀촌을 통해 2017년부터 농촌으로 유입된 연평균 인구는 

약 48만명이며, 2019년에는 455,968명으로 여전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 많은 인구가 지속적으

로 유입될 수 있도록 농촌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교육기관 

등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을 진행하여 지역주민의 교류 및 문화생활이 가능한 체육시설 

및 지역교류센터 등의 다목적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다3).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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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종섭, “도시민이 농어촌뉴타운으로 이주하는 영향요인”, 국토계획, 48(3), 
2013, pp.263-278.

2) 국가통계포털,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 2021, 2021.06.08., https://kosis.
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nYN=Y&statId=2012015#
K1_6.2.

3) 김주현, 장명준, 조덕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귀농정착자들의 귀농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경상북도 상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에 건설된 체육시설 및 지역교류센터 등과 같은 다목적 건축물

의 경우, 지역주민의 교류와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공간 외에도 

최근 풍수해, 지진 등과 같은 재난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과 대피소, 긴급구호 활동의 중심지로서

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4). 이로 인해 최근 농촌에서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다목적 건축물의 경우 다양한 재난에서도 건축

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심도에 존재하는 지지층까

지 구조물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기초형식인 말뚝기초로 설

계되고 있다. 
말뚝기초는 항타말뚝과 매입말뚝으로 구분되며, 1994년 제

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이와 관련된 환경적인 민원을 억제하

기 위해 매입말뚝으로 주로 적용 및 시공되고 있다. 
매입말뚝공법은 먼저 지반을 지지층까지 선굴착하고, 원심

력 고강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말뚝(PHC Pile)을 삽입하는 

공법으로 시공방법에 따라 선굴착 후 최종경타공법, 선굴착 후 

최종항타공법, 선굴착 후 선단근고공법, 내부굴착 후 최종항타

공법등으로 구분된다5). 이러한 매입말뚝공법은 먼저 지반을 굴

착 후, 기성말뚝을 삽입함에 따라 지반과 말뚝사이에 공간이 발

생하므로, 반드시 말뚝채움재(주면고정액)을 주입하여 밀실하

게 채워야 하며, 국내의 경우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

지, 29(2), 2017, pp.47-68.
4) 임창수 외 3인, “농촌지역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3(4), 2017, pp.413-421.
5) 토지주택연구원(LH), “한계상태설계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 매입말뚝의 설계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Ⅰ)”, 연구보고서, 2016,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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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ral multi-purpose buildings needs to ensure their safety against various disasters. Therefore, a pile foundation, which is a 

foundation type that can transmit the load of the structure to the bedrock layer, has been designed. The pile foundation method 
is largely divided into driving piles method and pre-bored pile method. Recently, in order to respond to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nd related environmental complaints, construction of pile foundation adopts pre-bored pile method. The bearing 
capacity of the pre-bored pile method is calculated through a load test in situ. However, a disadvantage stems in that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ultimate bearing capacity due to field condi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kin frictional force of pre-bored pile 
was measured through a model test in laboratory for each pile filling material. In result, the pile filling material with using 
circulating resources shows superior skin frictional force than ordinary portland cement. This study also judged that the result can 
be applied in place of ordinary Portland cement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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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6)에서 양생 28일 기준 으로 0.5MPa 이상의 매우 낮은 압축강

도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매입말뚝공

법의 말뚝채움재(주면고정재)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만
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나7), 최근에는 현장의 원가절감을 목적으

로 고로슬래그 시멘트(SC)를 적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8). 
다양한 순환자원 중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순환유동층 보

일러(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boiler) 연소재는 유리 

산화칼슘(free CaO)과 삼산화황(SO3)의 함유량이 높아 국내 플

라이애시 기준9)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콘크리트 혼화재로의 대

량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대량 활용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10)11). 
본 연구에서는 순환유동층 보일러 연소재 및 순환자원을 고

로슬래그미분말의 알칼리 활성화 반응 자극제로 사용한 말뚝채

움재(Circulating resources Pile Filling Mater -ial, 이하 CPFM)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고로슬래그시멘트(SC)에 대하여 

실내에서 모형시험을 통하여 말뚝채움재별 단위주면마찰력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말뚝기초의 지지력 산정 및 현장재하시험

말뚝기초의 최종 지지력은 식(1)과 같이 선단지지력과 주면

마찰 지지력을 합하여 산출된다12). 여기에서 단위선단지지력

( )과 각 지층의 단위 주면마찰지지력( )을 산출하면 축방향 

극한지지력을 산정할 수 있다. 

        (1)

여기에서,   : 말뚝의 축방향 극한지지력( )

 : 극한 선단지지력(=  )

  : 극한 마찰지지력(= )

 : 단위 선단지지력(mN', tf/㎡)

 : 말뚝 선단면적(㎡)

 : 단위 주면마찰력(nNs, tf/㎡)

  : 말뚝의 마찰지지면적(㎡)

그러나 현장에서 말뚝기초를 시공하는 경우 지하수위의 변

6) 한국표준협회,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 KS F 7001, 2019, 
pp.35-36.

7)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기성말뚝”,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11 50 15), 2018. pp.5-12.

8) 채수근, “PHC말뚝기초 표준설계 및 시공실무”, 지에스이엔씨, 2018, 
pp.428-434.

9) 한국표준협회, “플라이애시”, KS L 5405, 2018, p.3.
10) 강봉희 외 4인, “OPC의 분말도 및 SO3 함량이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를 

사용한 숏크리트 결합재 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
학회논문집, 24(2), 2020, pp.78-85.

11) 강용학 외 3인, “순환유동층 보일러애시를 활용한 폴리머 보수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22(5), 2018, pp.127-132.

12) 한국지반공학회, "구조물 기초설계기준해설“, 2003, pp.286-292.

동과 설계과정에 반영된 지반조사 결과와 실제 현장 지반조건

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설계지지력과 현장 지지력이 다르게 나

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말뚝재하시험을 통하여 

말뚝의 지지력을 확인해야 하며, 정재하시험과 동재하시험 등

이 주로 적용된다. 

2.1 정재하시험

정재하시험은 말뚝기초에 직접하중을 재하시켜 지지력을 확

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험방법이며, 국내에서는 KS F 
244513)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정재하시험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력말뚝에 의한 재하시험 개념도는 다음의 

<Fig. 1>과 같다. 

Fig. 1. Static load test diagram

정재하시험방법은 설계지지력의 25%에 해당하는 하중을 최

대 200%까지 8단계로 나누어 재하(loading)하고, 수직변위측정

기(Local Vertical Displacement Transducer)를 통해 단계별 침하

량(settlement)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재하하중(P)과 시간(t), 발

생한 침하량(S)의 관계를 토대로 P-S 분석법, log P-log S 분석

법, S-log t 분석법, P-dS/d (log t) 분석법, Davisson 분석법과 같

은 기법을 통해 허용지지력을 산정한다. 

2.2 동재하시험

동재하시험은 KS F 259114)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으로 <Fig. 2>
와 같이 말뚝의 두부로부터 직경(D)보다 1.5배 정도 이격된 위

치에 변형률계(strain transducer)와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부

착한 후, 해머(hammer)로 말뚝 두부를 타격하여 발생하는 응력

파(stress wave)를 각 센서와 연결된 PDA(Pile Driving Analyzer)
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하여 CAPWAP (CAse Pile Wave Analysis 
Program)방법으로 분석하여 지지력을 확인하는 시험방법이다. 
동재하시험은 말뚝기초를 설치한 직후 실시하는 초기 동적재하

시험(End Of Initial Driving)과 일반적으로 7일 이후에 실시하는 

13) 한국표준협회, “말뚝의 압축 정재하 시험방법”, KS F 2445, 2016, pp.4-7.
14) 한국표준협회, “말뚝의 동적 재하 시험방법”, KS F 2591, 2019,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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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타(restrike)시험으로 구분되며, 각 시험에서의 응력파를 분

석하여 말뚝기초의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을 동시에 산정할 

수 있고, 말뚝의 건전도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Fig. 2. Diagram of test equipment

2.3 현장 양방향재하시험 

현장 양방향재하시험은 설계지지력이 5,000kN(시험하중 

10,000kN)이상이거나, 말뚝길이가 30m 이상이면서 큰 주면마찰

력이 확보되는 현장타설말뚝에 적용하는 것이 반력앵커방식의 

정재하시험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양방향재하

시험은 말뚝의 선단 부근에 설치된 재하판에 상･하 방향으로 

일정하고, 동일한 하중을 작용시켜 상호간의 반력을 이용하여 

주면마찰력과 선단지지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재하시험의 하

중재하 방식과 비교하여 최대 2배의 효율을 얻을 수 있고, 하중-
변위 곡선으로부터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의 분리가 가능하

며, 좁은 공간, 경사진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최근에 현

장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방향재하시험은 구조물 기

초로 활용되는 말뚝에서 시험이 수행되고 있어, 극한지지력까

지 하중재하를 실시하여 시험할 경우 구조물의 안정성이 저하

될 수 있어, 설계하중 이상이거나, 급격한 변위 발생 시에 시험

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지반의 시험지지력으로 판단하여 안정

성을 평가한다16). 
양방향재하시험과 정재하시험의 비교 모식도는 그림 <Fig. 3>

에 나타내었다17). 

15) 채수근, “PHC말뚝기초 표준설계 및 시공실무”, 지에스이엔씨, 2018, p. 
497.

16) 홍용석 외 4인, “바렛말뚝의 양방향재하시험을 이용한 정적압축재하시험 
결과 추정 방법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18(1), 
2019, pp.39-53.

17) Osterberg, Jorj. O., “The Osterberg Load Test Method for Bored and Driven 
Piles The First Ten Years”,　Proceeding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 Exhibiti -on on Piling and Deep Foundations, 1998, pp.1-17.

Fig. 3. Comparison of static pile load test and bi-directional pile load test

2.4 현장재하시험의 문제점

현장에서 재하시험으로 정재하시험, 동재하시험 및 양방향

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지만, 설계지지력의 확보 여부만을 측정

하므로 말뚝의 최대 성능인 극한선단지지력 및 극한주면마찰력

은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뚝

채움재의 기능을 상실하는 최대  주면마찰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내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말뚝채움재의 비교를 위해 보통 

포틀랜드시멘트(OP C), 고로슬래그시멘트(SC), 개발 순환자원 

활용 말뚝채움재(CPFM)를 적용하여 주면마찰력 실내모형시험

을 수행하였다. 

3. 말뚝채움재별 실내주면마찰력 시험

매입말뚝공법의 현장 조건은 지반-말뚝채움재-말뚝으로 <Fig. 
4>와 같이 조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말뚝과 말뚝채움재의 경계

조건을 갖는 시료를 대상으로 가정하여 실내모형시험을 수행하

였다. 
말뚝의 모형은 내경이 약 5㎝인 PVC pipe를 몰드로 제작하였

으며,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PHC Pile)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W/B=40%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액으로 

말뚝모형을 제작하였다<Fig. 5-8>. 

Ground

Pile-Filling
Material

Ground Level

Pile

Fig. 4. Boundary conditions for pre-bored pil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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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모형의 압축강도 확인을 위해 5㎝×5㎝×5㎝의 크기를 

갖는 정육각형의 시험체를 제작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양생 28일 압축강도는 평균 48MPa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되

어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 모형에 필요한 소요강도는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면마찰력 모형시험을 위한 말뚝채움재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고로슬래그시멘트(SC), 순환자원 활용 말뚝채움

재(CPFM)를 적용하였으며, 각 재료별 화학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주면마찰력 모형시험의 배합비는 W/B=68%, 83%
로 적용하여 주면마찰력시험을 수행하였다<Table 1>.

말뚝채움재와 말뚝의 주면마찰력을 측정하기 위해 직경이 

100㎜이고, 높이가 200㎜인 플라스틱 몰드를 이용하여 주면마

찰력 측정용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모형말뚝의 주면마찰력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형말뚝 선단

부에 직경이 70㎜이고, 높이가 43㎜인 몰드를 삽입하여 공간을 

만들고, 말뚝모형(길이 약 200㎜)을 거치하고, 시험조건으로 제

작한 말뚝채움재를 주입하여 주면마찰력 측정 시험체를 제작하

였다<Fig. 9-13>. 양생 3일에 탈형하고, 블리딩 및 체적수축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체의 크기를 측정하였으며<Fig. 14>, 양생일

(7, 14, 28일)에 하부 몰드를 제거하고 압축강도시험기를 이용하

여 말뚝모형과 말뚝채움재의 주면마찰력을 측정하였다<Fig 
15-16>. 말뚝채움재별 양생 3일 경과 시 주면마찰력 시험체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W/B=83%의 경우 OPC의 측정 높이가 평균 

153㎜로 가장 작게 측정되었으며, CPFM의 경우 W/B=83%에서

는 평균 200㎜로 측정되었으며, W/B=68%에서는 평균 201㎜로 

측정되었다<Table 2>.  

Fig. 5. Mold for making miniature pile Fig. 6. OPC paste injection(W/B 40%)

Fig. 7. Finish of OPC paste injection Fig. 8. Finish of miniature pile making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wt, %)

SiO2 Al2O3 CaO MgO Fe2O3 SO3

OPC 17.2 4.38 66.7 3.03 3.13 3.48

SC 31.6 12.6 47.4 2.68 0.5 2.93

CPFM 17.8 8.56 25.6 2.17 0.85 20.4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fill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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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osition of pile and filling material Fig. 10. Bottom mold installation

Fig. 11. Miniature pile installation

CPFMOPCSC

Fig. 12. Finish of filling meaterial injection

CPFMOPC
SC

Fig. 13. Curing of filling material(after 3days)

CPFMOPCSC

Fig. 14. Finish of demoulding of specimen

Fig. 15. Remove of bottom mold Fig. 16. Skin fri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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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W/B(%) Curing time(day) Boundary condition

OPC

68, 83 7, 14, 28 Pile–Filling materialSC

CPFM

Table 2. Skin friction test condition of pile and filling material 

Type
OPC(cm) SC(cm) CPFM(cm)

W/B 83% W/B 68% W/B 83% W/B 68% W/B 83% W/B 68%

No. 1 15.3 16.9 16.7 18.7 20 20.1

No. 2 15.4 16.3 16.6 18.1 20 20.1

No. 3 15.3 16.3 16.7 18.3 19.9 20.1

Average 15.3 16.5 16.7 18.4 20.0 20.1

Table 3. Height measurement of pile filling material

W/B
Total volume

(㎤)

OPC SC CPFM

Volume
(㎤)

Reduction
(%)

Volume
(㎤)

Reduction
(%)

Volume
(㎤)

Reduction
(%)

68% 1096.5 890.4 -18.8 1000.3 -8.8 1102.4 0.5

83% 1096.5 821.7 -25.1 900.2 -17.9 1096.5 0.0

Table 4. Measurement of volume reduction by pile-filling materials

Curing 
days

OPC(MPa) SC(MPa) CPFM(MPa)

W/B 83% W/B 68% W/B 83% W/B 68% W/B 83% W/B 68%

7 1.25 1.72 1.13 1.55 1.11 1.65

14 1.84 2.01 1.65 2.13 1.54 2.01

28 2.21 2.53 2.18 2.62 2.23 2.56

Table 5. Friction force measurement result(pile-filling material)

Fig. 17. Volume reduction result for each pile filling material Fig. 18. Compare with OPC and CPFM of volum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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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크기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몰드 체적(1,570㎤), 하부

몰드 체적(165.4㎤) 및 말뚝모형의 체적(308.1㎤)을 계산하여 말

뚝채움재별 체적 감소를 산출하였다<Table 3>.
OPC의 경우 W/B=83%에서 –25.1%의 체적 감소율을 나타내

어 가장 큰 감소량으로 측정되었으며, W/B=68 %에서는 –
18.8%의 체적감소로 측정되었다. SC는 W/B =68%에서 감소율 

–8.8%를 나타내었고, W/B=83%에서는 -17.9%의 감소량을 보

였다. 또한 기존 문헌18)에서 말뚝채움재로 OPC를 사용하여, 
W/B별(59, 68, 83%)로 블리딩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

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OPC의 W/B별(68, 83%) 체적감소량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0>. 
따라서, OPC 및 SC는 현장에서 말뚝채움재로 시공 시 체적

감소 및 블리딩에 의한 재주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CPFM의 경우 W/B=83%에서 감소율이 0%로 측정되어 재주

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W/B=68%의 경우 오히

려 체적이 0.5%가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므로, 매입말

뚝 시공 현장에서 CPFM을 이용하여 말뚝채움재로 적용한다면 

체적수축 및 블리딩으로 인한 말뚝채움재의 재주입 수량의 감

소가 가능하므로 말뚝채움재 재주입에 사용되는 자재비 및 노

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PC, SC 및 CPFM을 말뚝채움재로 적용한 시험체의 주면마

찰력은 말뚝모형에서 말뚝채움재와 접한 전체 표면적을 측정된 

재하하중으로 나누어 주면마찰력을 산출하였다<Table 4>. 
측정결과, 양생 7일 OPC의 주면마찰력은 W/B=68%에서는 

1.72MPa, W/B=83%에서 1.25MPa로 측정되어 가장 큰 주면마찰

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양생 14일과 양생 28일에서는 SC가 

2.13MPa(W/B=83%), 2.62MPa(W/B= 68%)로 측정되어 가장 큰 

주면마찰력을 나타내었다. 양생 28일, W/B=83% 조건에서는 

CPFM을 적용한 시험체에서 주면마찰력이 2.23MPa로 측정되어 

가장 큰 주면마찰력을 나타내었다<Fig. 11-12>. 
현장에서 말뚝채움재료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OPC 양생 28

일 기준으로 SC와 CPFM의 양생 28일 주면마찰력을 비교하여

18) 채수근, “PHC말뚝기초 표준설계 및 시공실무”, 지에스이엔씨, 2018., p.578.

보면, W/B=83%의 경우 SC는 98.6%의 주면마찰력을 나타냈고, 
CPFM은 100.9%의 주면마찰력이 측정되었다. W/B=68%의 경우 

SC는 103.6%의 주면마찰력으로 나타났으며, CPFM의 경우 

101.2%의 주면마찰력으로 측정되어, OPC와 비교하여 보면 유

사한 주면마찰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매입

말뚝 시공현장에서 말뚝채움재로 적용되는 OPC를 대체하여 

CPFM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순환자원을 활용한 말뚝채움재(CPFM)의 주

면마찰력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와 고로슬래그시멘트(SC)를 적용한 일련의 실내 모형시험과 비

교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말뚝채움재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를 적용한 양생 

3일 모형 시험체의 체적감소율과 채수근(2018)이 측정한 

말뚝채움재(OPC)의 블리딩 발생 비율을 비교하며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말뚝채움재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와 고로슬래그

시멘트(SC) 및 순환자원 활용 말뚝채움재(CPFM)를 적용

한 시험체의 체적을 산출한 결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OPC)의 체적수축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는 고로슬래그시멘트(SC)의 순이었다. 그러나, 순환자원 

활용 말뚝채움재(CPFM)은 W/B=83%에서는 무수축으로 

측정되었고, W/B=68%에서는 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현장에 적용 시 말뚝채움재의 체적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재주입 수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말뚝채움재 혼합비율인 

W/B=83%에서 순환자원 활용 말뚝채움재(CPFM)가 가장 

큰 주면마찰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B= 68%
에서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큰 주면마찰력을 

나타내어, OPC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

Fig. 19. Friction force measurement result according to curing time(W/B=68%) Fig. 20. Friction force measurement result according to curing time(W/B=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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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4) 실내 주면마찰력 시험결과, 순환자원 활용 말뚝채움재

(CPFM)은 매입말뚝 시공현장에서 말뚝채움재로 적용되

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를 대체하여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내에서 수행한 모형시험으로 추후 지속

적인 현장적용을 통해 다양한 지반조건에서의 적용성능의 검증

이 필요하며, 이에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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