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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수환경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수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

질오염의 발생을 줄이고 제거하는 연구들과 함께 수환경에 오염물질들이 유출되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측정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

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감지 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종류의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센서 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니터링 기술이 성장하였으며, 수질 분야에서도 지난 십

여 년간 많은 기술개발로 수질 모니터링이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 측정센서들은 생물반응조 

내 미생물, 부유물질 등의 협잡물로 인해 측정 정확도가 낮고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폐수의 수질을 측

정할 수 있는 상용화된 측정 센서 및 분석 장비의 기술 및 원리를 알아보고 각각의 측정 대상 수질항목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하였

다. 수질 측정센서에 협잡물 부착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하수처리장 전용 자동측정장치를 개발하고자 다양한 세척 또는 센서보호 시

스템을 고안하여 검토하였다.

As interest in the water environment preservation increases,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o prevent and reduce environmental 

contaminations. It was studied to detect and measure for the contaminants spilled into the environment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A lot of instruments are developed to monitor the environment in real time and to respond quickly when abnormality is detected. 

Monitoring technology which is observing and recording target materials has grown with the development of sensor technology. Water 

quality monitoring has developed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with new technology. Water quality measuring sensors currently 

installed in sewage treatment plants have low measuring accuracy and can not be used for a long time due to contaminants such as 

microorganisms and suspended substances in the bioreactor.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technical principle of commercialized 

measuring sensors and analyzers that can measure qualities of water and wastewater. we explain the target materials which is measured 

by each sensors and analyzers. We also devised and reviewed various sensor cleaning or protection systems to develop an automatic 

measuring device exclusively for sewage treatment plants by applying the anti-fog adhesion system to the water quality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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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전한 수자원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선진

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하여 수질 TMS가 시행되고 있다. 수질 TMS란 공공하수 처리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폐수배출사업장 내 수질오염물질 자

동측정기기, 적산 유량계 등을 연결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정리분석한 뒤 그 결과를 처리하는 전산망을 의미한다. 각 사업

장에서는 수질측정장치를 부착하여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화학적 산

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부유물질(Suspended solid, SS), 총질소(Total nitrogen, T-N), 총인(Total 

phosphate, T-P) 인자를 모니터링 한다[1, 2].

 현재 하수처리시설에서 운영 중인 수질 TMS는 오랜 분석시간으로 인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초동대처가 어려우며, 방류한 

지점에 수질 TMS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과 수질 감시 및 관리에 있어 실효성이 미흡

하다. 따라서 수질 TMS의 현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별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통합적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가 필요하다[3-5].

실시간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감지 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종류의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수질환경 분야에서는 하천, 상하수도, 하·폐수처리시설 등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질 측정센

서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센서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의 원천기술 개발 및 국산 제품 보급률이 매우 낮은 실정

이다[2, 5]. 센서는 특정 대상을 선택적으로 감지하거나 측정하고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이때 빛, 파장의 강도, 소

리, 물리량이나 화학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측정값을 고유 아날로그신호를 국제 통일규격 신호로 변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는 스마트 수질 측정센서가 개발되어 있다[3, 5].

Fig. 1. Measurement mechanism of sensor and analyzer

먼저 측정 대상물들은 여러 물질들과 혼합되어 있는데, 이 때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들은 그에 맞는 센서 및 분석장치에 의해

서 선택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 센서 및 분석장치는 측정한 대상물에 대해 신호를 변환하여 송신하게 되고 형광, 흡수 등

의 빛, 소리, 화학량, 그리고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또는 그래프로 보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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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 측정 기술 

최근 많은 종류의 온라인 수질 측정 장치들이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으며, 각각의 측정 장치들은 서로 다른 작동원리와 특성을 

갖고 있다. 수질 측정 항목으로는 pH, ORP, 전도도, DO, 탁도, COD, BOD, TOC, T-N, T-P 등이 있다. 측정 원리는 측정 항목에 

따라 자외선 흡수법, 빔 흡수 산란 법, 색체계법, 가스 선택 전극법, 이온 선택 전극법, 초음파법, 유전 탐침법, 전기화학법, 형광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 및 분석장치의 측정 항목과 원리 및 기술 등을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2.1 빛의 흡수를 이용한 수질 측정

2.1.1 흡광광도법

흡광광도법은 빛이 시료 용액을 통과할 때 흡수나 산란 등에 의하여 세기가 변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적당한 시약을 시

료물질에 넣어 발색시킨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 중의 타겟 성분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액체의 흡광도를 파장 200 ~ 900 nm

에서 측정함으로써 각종 수중 오염물질 분석에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단색화장치 또는 필터에 의하여 통과된 좁은 파장범위의 광원을 선택하여 액층을 통과시킨 다음 검지기로 흡광도

를 측정하여 타겟 성분의 농도를 정량한다. 빛이 시료를 통할 때 시료에 의해 빛이 흡수되기 때문에 빛의 강도가 약해진다. 시료

를 통과한 빛의 양(transmittance, T)은 흡광물질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빛의 강도에 대한 흡광물질이 존재할 때의 빛의 강도 

즉 T=I/I0로 표시되기 때문에 빛의 투과율은 1보다 작으며 %로 표시된다. 투사광(I)과 입사광(I0) 사이의 램버트-비어

(Lambert-Beer) 법칙에 의하여 빛의 세기에 대한 다음의 식이 성립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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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흡광도(A)는 투과도(T)의 역수에 log를 취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흡광도(A)는 위의 <식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a는 흡

광계수, b는 시료의 두께, c는 시료의 농도이다. <Fig. 2>와 같이 입사광(I0)인 단색 광선이 길이 b, 농도 c의 용액층을 통과하면 

입사광의 세기가 변화한다.

Fig. 2. Lamner-Beer’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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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자외선 흡수법(UV absorbance)

하·폐수 내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들은 자외선(UV)을 흡수한다. 자외선 흡수법은 190 ~ 720 nm 사이에서의 자외선 영역대의 

빛을 사용하여 농도를 측정한다. 적은 유지 비용과 짧은 응답시간(대략 10초)의 장점이 있고 특히 낮은 농도의 유기물을 측정하

는데 용이하다[1, 10, 11]. 자외선 흡수법을 포함한 광학 측정법은 저렴하고 시료를 조절하는 시약을 쓰지 않고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8]. <FIg. 3>에는 자외선 분광기의 구성 원리를 나타내었다. 광원에서 나온 190 ~ 720 nm의 빛들이 샘플을 지날 때 

샘플에 의해서 흡수된 파장을 측정기에서 측정하여 파장대 별로 나타낸다[7].

Fig. 3. Architecture of UV spectroscopy

2.1.3 빛 흡수 산란법(Light absorption and scattering)

하 · 폐수처리장에서 가장 중요한 측정 항목 중 하나가 SS (suspended solids)와 MLSS (mixeed liquor suspended solids)이다[8]. 

이 측정 항목들은 광학법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 SS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 하여 탁도를 측정한 후 탁도와 SS 사이의 회귀식을 

통하여 SS 농도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탁도는 빛의 흡수나 산란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을 한다. 빛을 조사하여 SS에 의해 굴절된 

빛의 양을 측정한다. 산란의 종류는 90도 산란, 표면산란 그리고 후방산란이 있다. 측정 시, SS에 의한 적외선의 흡수, 산란이 측

정되고 입사된 적외선은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측정 광학 방법은 SS의 농도에 의해 좌우된다. 낮은 농도에서는 투과되는 빛과 

함께 시그날과 노이즈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산란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높은 농도에서는 후방산란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농도가 너무 높아서 측정이 쉽지 않은 경우는 희석하여 측정한다. 공기방울과 파울링 현상은 탁도 측정 시 발생하는 주요 방해인

자이고 이로 인해 SS의 계산값, 입자 사이즈 등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8, 13]. SS 측정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탁도 측

정기의 구성을 <Fig. 4>에 나타내었다[8, 9].

Fig. 4. optical effect of a suspended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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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색체계법(Colorimetry)

색체계법은 자외선 흡수법과 측정원리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간접적인(ex-situ) 측정법을 이용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

을 특정 부피의 필터를 통과시켜 작은 반응기로 끌어올린 후 화학물질을 반응기에 첨가시킨다. 이 때 반응물질들은 색을 발현하

게 되고, 발현된 색을 측정하는데 구성 성분의 농도와 관련하여 흡수와 투과 등이 측정된다[10]. 측정 가능한 물질로는 인산염 인

(PO4
3-), 아질산성 질소(NO2

-), 질산성 질소(NO3
-)가 있다. 이 방법은 화학약품을 소비해야 하고 화학약품과 샘플 간의 화학 반응 

시간이 길어 전극법에 비해 측정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다[10].

2.2 전극을 이용한 수질 측정

2.2.1 가스 선택 전극법(Gas selective electrode)

가스 선택 전극법은 암모늄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타겟 물질만 통과 시키는 멤브레인과 함께 설치된다. pH를 11로 

증가 시키면 암모늄 이온(NH4
+)은 암모니아 가스(NH3)로 변환되는데 변한된 가스를 측정한다. 대부분 ex-situ 방식으로 가스를 

운반할 펌프와 필터가 필요하고 가스와의 반응은 배치 안 또는 연속식으로 진행된다[14]. 일반적으로 가스 측정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10] 측정 시, 전극 부분이 막히거나 오염이 될 수 있고, 전극의 이동과 전극팁 아래 버블들의 정체로 인해 측정이 저해

될 수 있다[15, 16].

2.2.2 이온 선택 전극법(Ion selective electrode)

이온 선택 전극법은 위의 가스 선택 전극법과 설치 방법이 같으나 전위차 측정 방식을 따라 이온 측정을 한다[17]. 가스 선택 전

극법과 다르게 물질의 화학적 변형 후 측정하지 않고 직접 타겟 물질을 측정하므로 측정 시간이 짧고 화학약품을 적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10]. 이 측정 방식은 질산성 질소(NO3
-)의 측정에 용이하고 강과 호수 등 직접 센서를 투입하여 현장 측정(in-situ)을 

한다. 이온 선택 전극법의 측정 구조를 <Fig. 5>에 나타내었다[18].

Fig. 5. Architecture of ion selective electrode sensor

이 측정 방식 또한 전극의 이동과 오염 등에 의하여 측정이 저해된다[7]. HCO3-, Cl-, Bromide, iodine은 질산성 질소의 측정을 

저해하는 물질들이다[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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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탐지(probe)를 이용한 수질 측정

2.3.1 초음파법(Ultrasound)

SS를 측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초음파법이 있다. 매개체에서 SS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초음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

여 SS의 농도가 측정된다[21, 22]. 이 방식은 SS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레퍼런스 값이 필요하고 SS 센서는 측정 전 보정

(calibr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23].

2.3.2 유전 탐지법(Dielectric probe)

바이오매스 측정을 위해서는 원상태 세포의 유전 성질이 사용된다[24, 25]. 세포 현탁 용액에 전기장을 걸면, 용액 내 그리고 세

포 내의 이온의 움직임이 생기고, 세포 맴브레인 사이에 전하의 분리 또는 극성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때 일어나는 정전 용량을 

측정하여 바이오매스의 농도를 측정한다[24].

2.3.3 전기화학법(Electrochemistry)

전기화학을 이용한 측정 원리는 용존산소(DO) 측정 시 사용되는 방법이다. 전기화학법으로 용존산소에 의한 산화도를 측정

한다. 산소(O2)는 금 캐소드에서 OH-로 환원되고, 반대쪽 애노드에서 용존산소는 은 이온을 산화시켜 브롬화은 층에 흡착시킨

다. 금 캐소드로부터 전자의 방출과 애노드에서 전자의 수용은 전위차를 만들게 되는데, 이 때 매개체에서 산소의 농도는 전위차

에 비례한다[26]. <Fig. 6>은 전기화학 방식의 센서인 폴라로그래픽 방식의 DO 센서 구성을 나타낸다.

Fig. 6. DO sensor by polarogrphic method

2.3.4 형광법(Luminescence)

최근 전기화학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용존산소 측정법이 개발되었는데 형광의 감소를 이용한 광학 방식이다. 산소에 민감한 

물질을 마커로 이용하고 이 마커를 광학 활성층에 도포하면 마커는 형광을 띄게 되는데 이것을 ‘형광층’이라고 부른다. 이 형광층

의 표면은 측정하고자 하는 매개체와 접촉하게 되고 형광층 바로 뒤에는 광학 활성 빔이 존재한다. 이 센서가 매개체에 담그어질 때 

용존산소의 부분압력과 센서의 형광층은 평형을 이룬다. 광학 활성 빔은 녹색의 빔을 조사하고 산소 민감성 마커는 붉은 색의 형광

을 발현한다. 마커의 형광은 산소와 접촉했을 때 세기가 감소한다. 이 때 광민감성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이 마커의 형광 세기를 측

정하는데 마커 형광의 세기와 응답성을 계산하여 용존산소의 양을 측정한다. 광학식 DO 센서의 구조를 <Fig. 7>에 나타내었다[26].



유정민 · 장미선 · 우달식 / 하수처리장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최근 측정기술의 동향과 향후과제 : 하수처리장 수질 모니터링에 대한 종합적 고찰 ∙ 109

Fig. 7. Architecture of optical DO sensor

3. 하수처리장 전용 수질측정장치

3.1 모듈형 다항목 수질 측정센서 통합장치 설계

하수처리장에서 다항목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듈형 다항목 수질 측정센서 통합장치를 설계하였다. 설

치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다항목을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모듈형으로 고안하였다.

 모듈형 다항목 수질 측정센서 통합장치는 1) 하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DO, MLSS, pH, 온도 등의 측정센서를 구비하는 센서

모듈, 2) 센서모듈이 삽입되며, 하수를 흡입하는 흡입관과 각 센서가 관통되는 본체, 3) 본체의 상측에 탈부착되며, 센서모듈의 

상측을 보호하고, 흡입관이 관통되는 덮개(외부 노출로부터 보호하면서 육안으로 센서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플라

스틱으로 제작), 4) 본체와 결합되며, 본체가 하수에서 부유되도록 하는 에어튜브, 5) 센서모듈에서 측정된 다항목의 수질값의 

모니터링 화면과 세척시스템, 흡입시스템 등의 시스템 메뉴를 출력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다.

컨트롤러는 다항목의 측정값 모니터링 화면과 시스템 메뉴를 출력하는 디스플레이부와 모니터링 화면 및 시스템 메뉴를 선택

하기 위한 입력부, 선택된 시스템 메뉴의 시스템을 실행하고 세척시스템, 모터, 흡입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부, 센서모듈의 

전원을 포함한다.

3.2 수질 측정센서 세정시스템 설계

현재 하수처리 공정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 측정센서들이 생물반응조 내 미생물, 부유물질 등의 부착으로 측정 정확도가 낮

아지고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수처리장용 센서 자동세정시스템을 고안하였다.

3.2.1 초음파를 이용한 센서 세정시스템 

모듈형 수질 측정센서 통합장치에 초음파를 발생하는 초음파센서를 구비함으로써, 측정센서에 부착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

여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수질 측정장치보다 하수의 수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전용 수질 측

정시스템을 고안하였다.

3.1의 모듈형 다항목 수질 측정센서 통합장치를 보완하여 1) 센서모듈에 각 센서를 세척하기 위한 초음파를 발생하는 초음파

센서를 구비한 통합모듈, 2) 초음파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체를 둘러싸는 가림막, 3) 가림막의 상하강 지그와 동력을 전달

하는 모터를 추가한 형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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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제어부에서 세척시스템을 실행할 때, 초음파가 기설정된 주기마다 발생되도록 하며, 초음파의 발생 여부에 따라 모

터의 작동을 제어하여 가림막의 위치가 상승 또는 하강되도록 한다. 가림막은 세척을 시작할 때 초음파센서로부터 초음파가 발

생되기 전에 상하용 지그에 의해 초음파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위치까지 하강되며, 세척을 중지할 때 초음파의 발생이 중지된 

후 다시 상승된다.

Fig. 8. Schematic diagram of integrated water quality sensor with ultrasonic sensor

본 시스템을 활용하면 초음파센서의 초음파가 모듈형 측정센서 통합장치를 향해 확산됨으로써 각 측정센서에 부착되는 하수

의 오염물질이 제거될 수 있으며, 초음파가 발생되기 전에 하강되는 가림막을 구비함으로써, 초음파가 하수로 확산되는 것을 차

단할 수 있다.

3.2.2 센서커버를 구비한 센서 보호 시스템

측정센서의 오염을 닦아내는 센서커버를 구비한 하수처리장 전용 수질 자동측정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3.1의 모듈형 다항목 수질 측정센서 통합장치를 보완하여 1) 센서모듈의 상하강 지그와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 2) 각 측정센서

의 하부를 감싸도록 형성되고 하부면은 절개되어 센서모듈 하강 시 각 센서의 하부가 돌출되도록 형성된 센서커버(외부는 고무

재질, 내부는 스폰지 재질인 이중층 구조)를 추가 구성한다. 

Fig. 9. Schematic diagram of integrated water quality sensor with sensor cover

본 시스템을 활용하면 센서커버 내부에 구비된 스폰지에 의해 측정 시 다항목의 측정센서에 부착되는 하수의 오염물질이 제

거되고, 측정 대기시 센서커버에 의해 각 센서 감지부가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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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프로펠러를 이용한 센서 세정시스템

수질 측정센서 통합장치에 와류를 발생시키는 프로펠러를 구비하여 다항목 측정센서에 오염물질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하수처리장 전용 수질 측정시스템을 고안하였다.

프로펠러를 구비한 통합장치는 3.1의 모듈형 다항목 수질 측정센서 통합장치를 보완하여 1) 본체의 아래쪽에 장착되어 돌출

되는 여러개의 암(‘ㄷ’자 형태로 절곡된 형상), 2) 암의 끝부분에 장착되는 프로펠러, 3) 프로펠러에 의한 와류의 확산을 차단하

기 위한 가림막, 4) 가림막의 상하강 지그와 모터를 추가한 형태로 구성된다. 

컨트롤러 제어부에서 세척시스템을 실행할 때, 프로펠러가 설정된 주기마다 와류를 발생하도록 하며, 와류의 발생 여부에 따

라 모터의 작동을 제어하여 가림막의 위치가 상승 또는 하강되도록 한다. 가림막은 세척을 시작시 상하강 지그에 의해 프로펠러

가 구동되기 전 프로펠러에 의한 와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위치까지 하강되며, 세척을 중지시 와류 발생이 중지된 후 다시 

상승된다.

Fig. 10. Schematic diagram of integrated water quality sensor with propeller

본 시스템을 활용하면 프로펠러로부터 발생된 와류가 다항목의 측정센서를 향해 확산됨으로써 각 센서에 부착되는 하수의 오

염물질이 제거될 수 있으며, 와류 발생 전 하강되는 가림막을 구비함으로써 와류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질을 측정하는 측정 및 분석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원리 및 기술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현재 하수처리장에 설

치되어 있는 수질 측정센서들의 다양한 협잡물로 인해 측정 정확도가 낮고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하수처리

장에서 다항목의 수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센서를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수질 측정센서 통합장치 및 다양한 자동세

정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조사한 수질 측정방법에는 크게 빛의 흡수를 이용한 측정과 전극을 이용한 수질 측정, 탐지를 이용한 측정 등이 있었다. 빛의 

흡수를 이용한 측정 방법으로 흡광광도법, 자외선흡수법, 빛 흡수 산란법 등을 살펴보았고, 전극을 이용한 측정방법에는 가스 선

택 전극법, 이온 선택 전극법 등이 있었으며, 탐지를 이용한 수질측정방법으로는 초음파법, 유전 탐지법, 전기화학법, 형광법 등

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질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센서 및 측정장치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 다양한 항

목의 수질측정이 필요한 현장에서 측정 대상물질과 측정장소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측정장치를 선택하고, 수질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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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를 이용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정별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하수처리장에서 안정적인 수질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고 하수처리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개발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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