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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heat shading performance of various blind types in summer.

4 types of blinds were employed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door thermal environment and heat shading performance between different heat shading devices, and

functional blinds demonstrated relatively superior heat shading performance. 2) Indoor long wave radiation influx

measures were lowest for the coating roll blind (Blind B), followed by the coating venetian blind (Blind C), the

venetian blind (Blind A), the roll blind, and not having any blinds at all. 3) Such examination results carry

implications to reduce cooling load and enhance the indoor environment.

Key Words : 일사차폐성능(Solar Heat Shading Performance), 장 복사량(Long Wave Radiation), 내측 블라인드(Internal

Blind), 블라인드 유형(Type of solar heat shading devices), 실내 열환경(Indoor Thermal Environment), 열쾌

(Thermal Comfort)

1. 서 론

국내 건물부문의 에 지 소비량은 국가 총에

지 소비량의 25%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물의 에 지 소비 냉난방으로 사용되는

에 지는 약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서의 부 별 열손실량 창호를 통한 열손

실량은 20∼45%로 건축물의 총 열손실량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이에 따라 건물에 지 감방안이 요구되고 있

다. 창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일사로 인한 재

실자의 열 불쾌감과 냉방부하 증가를 해결하

기 한 표 인 안이 차양시스템 설치이

다. 기존의 일사차폐성능 효과에 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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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차폐장치의 설치 치, 블라인드 슬랫각도

등의 변화에 따른 실내 기온, 표면온도, 조도

등의 측을 통해 실내 환경의 분포특성을 분

석하 다. 이와 련된 연구로는 황덕수 외
2)
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와 발코니

를 확장하지 않은 경우의 실내 기온을 측정하

여 일사차폐장치 설치 치에 따른 실내 열환

경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윤갑천 외
3)
는 실

내외 일사차폐장치의 제어상태를 변수로 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일사를 조 하여 실내온도를

분석하 다. 이 정 외
4)
는 실내외 일사차폐장

치의 슬랫각도와 수직 차폐율 제어에 따른 공

기온도, 표면온도, 조도를 측정하여 실내 열환

경을 비교, 분석하 다. 윤여범 외
5)
는 외부 일

사차폐장치의 자동제어에 의한 실내 빛환경과

창호의 온도 실내 공기온도를 분석하 다.

정진우 외
6)
는 건물 창호에 일사차폐 유리코

제를 도포하여 유리코 제를 도포하지 않은 창

호의 실내 공기온도와 비교, 분석하 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의 부분은 일사차폐장치의 성

능을 주로 온도 에서 해석하여 일사차폐장

치의 치, 슬랫각도에 따른 실내 열환경을 분

석하 으나 창으로부터 직 실내로 유입되는

에 지(장 복사량)를 정량 으로 계측하여

일사차폐장치의 일사차폐성능을 블라인드에서

실내로 방사되는 장 복사량, 즉 열량 으로

비교, 평가한 연구7)는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기온, 표면온도, 흑구

온도, 장 복사량 계측을 통해 내측 블라인드

의 유형별 열차폐 성능을 온도와 에 지(열

량) 에서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리 활용되고 있는 일사차폐장치 2종

과 일사차폐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2종의 기능성 내측블라인드의 일사차폐

성능을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동시 측정하여

실질 인 열차폐 성능을 확인하 다.

2. 실험 개요

2.1 실험 상공간

본 연구에서는 실별 환경조건을 최 한 동일

하게 유지하기 하여 동일 규격, 동일 향, 동일

층의 기숙사 사생실을 실험 상 공간으로 선정

하 다(Fig. 1, 2, 3) 해당건물은 경북소재 학

의 기숙사로 직달일사의 향이 큰 남서향의

RC조 평지붕 구조의 4층 건물이다. 실험 상실

은 5개의 실을 선정하 으며 지붕을 통한 일사

수열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4층 건물의 간

층(3층)의 5개실을 측정 상공간으로 설정하

다. 각 실의 크기는 4.5m(폭)×5.4m(깊이)×2.4m

(높이)로 5개의 실험실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며,

창호의 크기는 2.4m(폭)×1.4m(높이)이다. 창호

는 이 창 구조이나 본 실험에서는 외기에

한 외측 창호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측하

다. 실험실 내부의 침 , 책상 등의 집기류는

양측 벽에 면하게 배치하여 창호와 최 한 멀

리 이격시킨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Fig. 1 View of a experiment building

Fig. 2 Floor plan of a experimen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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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of window Size of blind

Fig. 3 Conditions for installation of blind

2.2 일사차폐장치 종류 설정조건

각 실별 창 내측에 설치한 일사차폐장치는

모두 4종으로 상세한 내용을 Table 1, 2에 나

타내었다. 실험 상 일사차폐장치는 리 사용

되고 있는 일반 인 일사차폐장치 2종과 차폐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능성

제품 2종을 선정하여 실질 으로 일사차폐성

능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차

이가 있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실험에 활

용된 일사차폐장치는 일반 으로 리 사용되

고 있는 롤 블라인드, 베네시안 블라인드(이하

‘블라인드 A'로 칭함)와 2종의 수입 기능성 블

라인드이다. 검토 상 기능성 블라인드는 코

롤블라인드(이하 ’블라인드 B'로 칭함), 그리고

코 베네시안 블라인드(이하 ‘블라인드 C'로

칭함)이다. 아울러 4종의 일사차폐장치에 한

일사차폐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일사차폐장

치 미설치 조건에 한 실험도 병행하 다. 창

호와 창호 하부 외벽부분을 일사차폐장치로 가

린 상태에서 계측하 다(Fig. 3). 본 실험에서

는 베네시안 블라인드의 슬랫각도는 90°로 완

히 닫 진 상태로 설정하여 측하 다.

한 실험에서는 내부발열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냉방 가동을 단하고 실내 조명을 소등

하 으며 냉방시를 가정하여 출입문과 창은 모

두 닫은 상태에서 계측이 이루어졌다.

2.3 실험조건과 측정항목

실험은 2014년 7월 5일∼7월 23일까지 총

19일간 수행하 다. 실험기간 외기온도는

최 기온 19.1℃, 최고기온 35.5℃로 하 기

고온 하에서 측이 이루어졌으며, 기간 기

온이 높고 일사량이 가장 많은 7월 21일을

표일로 설정하여 표일 심으로 결과를 분

석하 다(Fig. 6, 7). 측정항목은 기온, 표면온도,

흑구온도, 상 습도, 단 복사, 장 복사, 외

선열화상 측이며 계측기의 제원과 측정

치는 Table 3과 Fig. 4, 5와 같다. 실별 장

복사 측정 은 형태계수를 고려하여 일사차폐

장치로부터 복사열을 잘 받을 수 있는 치로

선정하 다(Fig. 4). 창을 투과하여 실내로 유

입되는 복사에 지를 일사차폐장치가 차단하

게 되며, 일사차폐장치의 표면온도와 복사율

에 의해 그에 상응한 복사에 지( 외선)가

실내로 유입되므로 이를 장 복사계에 의해

에 지(열량)형태로 측정하 다.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미설치 롤블라인드
블라인드 A
(베네시안
블라인드)

블라인드 B
(기능성
코

롤블라인드)

블라인드 C
(기능성 코
베네시안
블라인드)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소재
폴리에스
테르 80%,
면 20%

알루미늄
폴리에스
테르

알루미늄

슬랫폭 - 50mm - 60mm

두께 0.2mm 0.2mm 0.2mm 0.5mm

색상 무지그린
무 펄
실버

면:실버
후면:그 이

스톤 그 이

타공율 - 약 0.8% - 약 20%

타공홀
크기

- 0.5mm - 1mm

타공
간격

- 3mm - 2.5～3.0mm

코 -
무 펄
일반 실버
코

아노다이징
(양극산화
처리) 미러
코 , 복사
율 최소화

아노다이징
(양극산화처
리) 반사코 ,
복사율 최소
화

특징
햇빛차단률
59.9%

-
빛반사: 71%,
빛 투과: 4%,
빛흡수: 25%,

aluminium with
highly reflective
coating

Table 1. Installation conditions and summary of bl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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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블라인드(Case 2) 블라인드 A(Case 3)

블라인드 B(Case 4) 블라인드 C(Case 5)

Table 2. Installation view of blinds

측정항목 계측기기

기온 T-type열 , 온습도로거(SK-L200THⅡ)

표면온도 T-type열

흑구온도 Globe 0420 / SATO, T-type열

상 습도 온습도로거(SK-L200THⅡ)

단 복사 CMP6 / Kipp & Zonen

장 복사 CGR3 / Kipp & Zonen

외선

열화상
FLUKE-TI32

기록장치
Data logger CR1000 / Campbell Scientific

DATASCAN 7020

Table 3. Composition of observation instruments

Plan Section

Fig. 4 Measurement position of long-wave radiation,

globe temperature

Plan Section

Fig. 5 Measurement position of indoor air temperature

3. 실험 결과

3.1 실내 기온

Fig. 8은 각 실별 설정조건에 따른 실 앙

부(2A 치)의 기온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09

시가 지나면서 각 실별 기온이 차 상승하

으며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난 16시를 지나면

서 기온이 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온이 가장 높게 나타난 16시 시 의 실별 기

온은 블라인드 A(30.8℃), 블라인드 C(30.5℃),

Fig. 6 Outdoor air temperature of experiment period

Fig. 7 Outdoor short-wave radiation of experiment period

Fig. 8 Distribution of indoor air temperature(position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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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stribution of indoor globe temperature

블라인드 미설치실과 블라인드 B(30.4℃), 롤

블라인드(30.3℃) 순으로 높게 나타나 창 등으

로부터 유입된 열량이 실 체로 확산, 정체되

어 폐 실내공간에서의 실별 기온차는 0.5℃

이내로 나타나, 실내 기온 계측을 통한 일사차

폐장치별 차이는 뚜렷이 찰되지 않았다.

3.2 실내 흑구온도

각 실별 흑구온도 분포를 Fig. 9에 나타내었

다. 09시가 지나면서 흑구온도는 차 상승하여

16시 무렵을 정 으로 이후 하강하 다. 13시

시 을 지나면서 블라인드 미설치실이 별도의

일사차폐장치 없이 다량의 복사에 지가 유입

되어 흑구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롤블라인

드, 블라인드 A도 블라인드 미설치실과 비슷한

온도를 보 으며 블라인드 B의 흑구온도가 가

장 낮게 나타났다. 13시∼17시 시 의 흑구온도

는 블라인드 미설치, 롤블라인드, 블라인드 A,

블라인드 C, 블라인드 B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흑구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16시 시 의 실별

흑구온도는 블라인드 미설치(31.6℃), 롤블라인드

(31.5℃), 블라인드 A(31.4℃), 블라인드 C(31.

2℃), 블라인드 B(30.7℃) 순으로 높게 나타나 블

라인드 미설치, 롤블라인드, 블라인드 A는 온도

차 0.2℃이내의 거의 같은 온도를 나타내었으나,

블라인드 B는 상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

었다. 각 실별 흑구온도의 평균값은 31.3℃로 일

사에 의한 복사수열 효과가 반 되어 앞에서 검

토한 5개실의 실 앙부 기온(Fig.8)의 평균값

(30.5℃)보다 상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3.3 표면온도

Fig. 10은 유리창 외부 표면온도 분포를 나

타내었다. 06시부터 유리외부 표면온도는

차 상승하 으며, 15시～16시를 정 으로 이

후 표면온도는 하강하 다.

일사 향이 큰 15시 시 의 외기온도는 34.7℃

이었고 유리외부 표면온도는 블라인드 B가 47.1℃

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롤블라인드, 블라인

드 A(45.7℃)와 블라인드 C(45.7℃), 블라인드

미설치실(45.0℃)은 거의 비슷한 온도로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이 블라인드 설치실의 표면온

도가 미설치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유리창

을 투과하여 실내로 유입된 일사에 지가 일

사차폐장치에 의해 반사되어 그 외측의 유리

에 흡수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Fig. 10 Distribution of outdoor glass surface temperature

Fig.11은 블라인드 실내측 표면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블라인드 실외측 표면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15시 시 의 블라인드 내측 표면

온도는 블라인드 A(35.9℃), 블라인드 B(35.

3℃), 롤블라인드(34.9℃), 블라인드 C(34.0℃)

순으로 나타나 블라인드별 차이는 최 1.9℃

로 악되었다. 유리외부 표면온도와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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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블라인드 B 11.8℃, 블라인드 C 11.7℃,

롤블라인드 10.8℃, 블라인드 A 9.7℃로 블라

인드 B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Distribution of blind internal surface temperature

Fig. 12 Distribution of long-wave radiation

3.4 장 복사

일사차폐장치에서 실 앙으로 방사되는 장

복사량 시계열분포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13시부터 18시사이의 장 복사량은 블라인드

미설치, 롤블라인드, 블라인드 A, 블라인드 C,

블라인드 B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9시를

지나면서 롤블라인드, 블라인드 A, 블라인드

미설치, 블라인드 C, 블라인드 B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 복사량이 가장 높게 측된 16

시 기 장 복사량은 블라인드 미설치(502W/

㎡), 롤블라인드(498W/㎡), 블라인드 A(497W/

㎡), 블라인드 C(490W/㎡), 블라인드 B(482W/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4).

남서향의 실험실에서 일사의 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09시 시 의 장

복사량을 그 실의 배경복사값으로 가정하 을

때 각 시각별 창 단 면 당 실 앙으로 유

입되는 장 복사량을 Table 5와 같다. 즉, 해

당 실에 항상 상존하는 장 복사값을 배경복

사값으로 가정하 을 경우 각 시간단 별 창

측 일사차폐장치에서 실내로 방사되는 실질

인 장 복사값은 장 복사계로 계측한 일사차

폐장치 쪽에서 실 앙으로 방사되는 장 복

사값에서 배경복사값(09시의 해당실의 장

복사량)을 뺀 값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하여

일사차폐장치에서 실내로 방사되는 실질 인

복사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값을 Table 5

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복사에 지 유입이

가장 많은 16시 시 에서의 단 면 당 실

앙으로 방사되는 실질 인 장 복사량을 산출

해보면 블라인드 미설치(27W/㎡), 롤블라인

드(20W/㎡), 블라인드 A(19W/㎡), 블라인드

C(19W/㎡), 블라인드 B(18W/㎡)로 나타났다.

Table 5의 블라인드 미설치실(Case 1)의 장

복사량을 기 값(100%)으로 가정하 을 때

각각의 일사차폐장치 설치실의 장 복사량을

%로 변환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으며, 그 값

으로부터 블라인드 미설치실 비 해당실의

장 복사량 감소율을 추정할 수 있다. 블라인

드 미설치실과 롤블라인드를 설치한 실의 장

복사에 지 차는 7W/㎡로 블라인드 미설치

실의 장 복사량을 100%로 가정하 을 때 블

라인드 미설치실 비 장 복사에 지가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라인드 미설

치실과 블라인드 A, 블라인드 C를 설치한 실

의 장 복사에 지 차는 8W/㎡로 블라인드

설치에 따라 장 복사에 지가 30% 감소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블라인드 미설치실과 블

라인드 B를 설치한 실의 장 복사에 지 차

는 9W/㎡로 블라인드 미설치실 비 3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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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Case 1 475 477 481 484 489 497 502 502 500 494 488 483 481 480 479 478

Case 2 478 480 482 485 488 494 497 498 496 493 488 484 483 482 481 481

Case 3 478 480 483 486 489 494 497 497 496 493 487 484 482 482 481 480

Case 4 464 466 468 471 474 479 482 482 480 477 471 468 467 467 466 466

Case 5 471 473 476 478 481 486 490 490 488 484 479 476 475 474 474 473

Table 4. Hourly long wave radiation measurements (long wave radiation per unit area)

[Unit: W/㎡]

구분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Case 1 0 2 6 9 14 22 27 27 25 19 13 8 6 5 4 3

Case 2 0 2 4 7 10 16 19 20 18 15 10 6 5 4 3 3

Case 3 0 2 5 8 11 16 19 19 18 15 9 6 4 4 3 2

Case 4 0 2 4 7 10 15 18 18 16 13 7 4 3 3 2 2

Case 5 0 2 5 7 10 15 19 19 17 13 8 5 4 3 3 2

Table 5. Hourly long wave radiation calculation results (relative difference to long wave radiation levels at 9 am)

[Unit: W/㎡]

구분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Case 1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ase 2 0 100 66 77 71 72 70 74 72 78 76 75 83 80 75 100

Case 3 0 100 83 88 78 72 70 70 72 78 69 75 66 80 75 66

Case 4 0 100 66 77 71 68 66 66 64 52 53 50 50 60 50 66

Case 5 0 100 83 77 71 68 70 70 68 52 61 62 66 60 75 66

Table 6. Hourly long wave radiation ratio (long wave radiation measures with blind to having no blinds installed)

[Unit: %]

구분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Case 1 0 6.7 20.2 30.2 47.0 73.9 90.7 90.7 84.0 63.8 43.7 26.9 20.2 16.8 13.4 10.1

Case 2 0 6.7 13.4 23.5 33.6 53.8 63.8 67.2 60.5 50.4 33.6 20.2 16.8 13.4 10.1 10.1

Case 3 0 6.7 16.8 26.9 37.0 53.8 63.8 63.8 60.5 50.4 30.2 20.2 13.4 13.4 10.1 6.7

Case 4 0 6.7 13.4 23.5 33.6 50.4 60.5 60.5 53.8 43.7 23.5 13.4 10.1 10.1 6.7 6.7

Case 5 0 6.7 16.8 23.5 33.6 50.4 63.8 63.8 57.1 43.7 26.9 16.8 13.4 10.1 10.1 6.7

Table 7. Hourly long wave radiation calculation results (window surface area × long wave radiation per unit area)

[Unit: W]

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6). 이는

일사차폐장치 종류에 따라 창호로부터 실내로

방사되는 단 면 당 복사에 지를 나타내며

물체의 표면온도와 복사율에 따른 장 복사

값이다. 일사의 향이 큰 13시 무렵부터 18시

까지 블라인드 미설치, 롤블라인드, 블라인드

A, 블라인드 B 순으로 단 면 당 복사에

지가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각 실의 창호면 을 산입하여 일사차폐장치에

서 실 앙으로 방사되는 장 복사량을 Table 7

에 나타내었으며, Table 5의 값에서 창 면

(3.36㎡)을 곱하면 실질 인 창 면 효과를 고

려한 장 복사량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창호면 을 고려하여 일사차폐장치별로 실

앙으로 방사되는 장 복사에 지는 16시 시

에 블라인드 미설치 90.7W, 롤블라인드 67.2W,

블라인드 A 63.8W, 블라인드 C 63.8W, 블라

인드 B 60.5W로 산출되었다(Table 7). 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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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미설치실과 롤블라인드를 설치한 실의 장

복사에 지 차는 23.5W로 그 값은 20W

등 1.2개에 상당하는 에 지에 해당하며, 블라

인드 미설치실과 블라인드 A, 블라인드 C를

설치한 실의 장 복사에 지 차는 26.9W로

20W 등 1.3개에 상당하는 에 지에 해당하

며, 블라인드 미설치실과 블라인드 B를 설치

한 실의 장 복사에 지 차는 30.2W로 20W

등 1.5개에 상당하는 정도의 에 지를 각 일

사차폐장치가 실질 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풀

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서측 일사의 향을 많

이 받는 오후시간 의 경우 장 복사에 지는

블라인드 미설치, 롤블라인드, 블라인드 A, 블

라인드 C, 블라인드 B의 순으로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일사차폐장치의 소재, 슬

랫폭, 타공율, 타공홀 크기, 타공간격, 코 특

성 등에 따른 일사차폐성능의 차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블라인드 B의 경우 폴리에스테르

재질 표면에 아노다이징 미러코 (알루미늄

코 우더를 미트론 단 로 코 하는 방식)

되어 빛 반사율이 높아 상 으로 일사차폐

성능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된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한 보다 자세한 일사차폐 메커니즘

에 한 정량 이고 체계 인 해석은 별도의

후속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실내에 설치된 내측블라인드의 일

사차폐성능이 종류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검토 상 일사차폐장치들의

일사차폐성능을 실내기온, 흑구온도, 표면온

도, 장 복사량 계측을 통해 평가하 다. 일사

차폐장치의 차폐성능과 각 측항목별 측정결

과를 종합하면 일사차폐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블라인드 B(기능성 코 롤블

라인드)의 경우 창과 블라인드표면온도를 제

외한 실내기온, 흑구온도, 장 복사량에서 상

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어 측항목 간

상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1) 본 측을 통해 일사차폐장치 유형에 따라

실내 열환경과 일사차폐성능은 뚜렷한 차

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서측 일사의 향을 많이 받는 오후시간

의 일사차폐장치별 실내로 유입되는 장

복사에 지는 기능성 코 롤블라인드(블

라인드 B), 기능성 코 베네시안 블라인

드(블라인드 C), 베네시안 블라인드(블라

인드 A), 롤블라인드, 블라인드 미설치 순

으로 낮게 나타나, 상 으로 기능성 블라

인드의 일사차폐성능의 우수하 다.

(3) 검토한 기능성 블라인드는 블라인드의 재

질, 타공률, 타공크기 간격, 슬랫형상,

코 특성, 반사율, 복사율 등의 요소가 일

사차폐 성능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 보다 자세한

일사차폐 메커니즘에 한 정량 이고 체

계 인 해석은 별도의 후속연구를 통해

상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4) 일사차폐장치 유형에 따른 일사차폐성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실내 냉방부하 감소

와 재실자의 쾌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

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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