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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국지성 호우 등 홍수방어 시설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 발생으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피

해는 전체 피해액의 50%를 넘는다. 국지성 호우의 증가로 하천지대 및 저지대로의 유출량이 증가한다. 우수관거의 노후화 및 통수능 

부족으로 우수의 즉각적인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은 저지대지역, 우수관거의 통수

능력 부족, 펌프장 용량부족, 관거 토사 퇴적 등이 원인으로 이 중 저지대 지역 및 우수관거의 통수능력 부족이 침수피해의 가장 큰 원

인을 차지한다. 따라서 지하 저류조와 같이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우수저류시설

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도심지의 경우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배수관거와 연계한 노면수 저류시스템 

구축으로 침수 빈발 지역의 치수 능력 향상을 통하여 경제적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다. 노면수 저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장 RFID 

센싱(Sensing)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체계 및 모델이 필요하다. 센싱에 의해 수집된 현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저류시스템의 상태

와 저류량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측구 저류조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상호운용성 기반의 RFID 센서기반 측구 

저류조 운영을 위한 ‘RFID 센서기반 측구 저류조 운영을 위한 정보모델’을 제시하도록 한다.

Recently, flood damage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occurrence of rainfall exceeding the design frequency of flood protection 

facilities such as localized torrential rain. Among them, inland flood damage in urban areas accounts for more than 50% of the total 

damage. The increase in localized torrential rainfall increases the amount of runoff to rivers and lowlands. Flooding damage is 

increasing as rainwater is not discharged immediately due to deterioration of rainwater conduits and lack of water permeability. The 

main causes of flood damage are low-lying areas, lack of water permeability of rainwater conduits, insufficient capacity of pumping 

stations, and sedimentation of condui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a new type of rainwater storage facility that does not require 

a large-scale site such as an underground storage tank and does not require a large budget. Considering that the damage caused by 

inland water inundation is increasing in the case of downtown areas,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economic damage by improving the 

flood control capacity of the flood-prone area by establishing the road surface water storage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drainage 

pipe. In order to build a road surface water storage system, an information system and model that can be linked with on-site RFID 

sensing data is required. By analyzing field data collected by sensing, it is possible to grasp the state of the storage system and the 

amount of storage in real tim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n ‘information model for RFID sensor-based gutter reservoir operation’ 

for efficient management of gutter reservoir system and interoperability-based RFID sensor-based gutter reservoi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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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Fig. 1에 나타낸 것처럼 최근 국지성 호우 등 홍수방어 시설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강우 발생으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피해는 전체 피해액의 약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지성 호우의 증가로 하천지

대 및 저지대로의 유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수관거의 노후화 및 통수능 부족으로 우수의 즉각적인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이며,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은 저지대지역, 우수관거의 통수능력 부족, 펌프장 용량부족, 관거 토사 퇴

적 등이 원인으로 이 중 저지대 지역 및 우수관거의 통수능력 부족이 침수피해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1].

         (단위: 회)

     ■     ■     ■ 1시간 최대 50㎜ 이상 발생횟수     ■■■ 1일 최대 300㎜ 이상 발생횟수

Fig. 1. Number of torrential rains

“도심형 빗물저류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2]에서 광명시 광명3동에 대한 유출량 삭감을 가정한 저류공간 용량 산정에서

도 Fig. 2에서 나타낸 것처럼 저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도시 내수침수해석기법의 방재활용 방안”[3]에서도 침

수피해 및 침수원인을 하수관거 용량부족, 노면수 저지대 유입 및 내수배제불량으로 확인하였다.

Fig. 2. Storage simulation results

기타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저류 요구량 및 지하 저류 공간이 요구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등 정부 부처에서 내수침수 피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

이며, 홍수방어 대책으로 우수관거 개선사업, 빗물펌프장 효율개선 및 증설, 지하 저류조 설치 등과 같은 홍수방어를 위한 시설

물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노후화된 우수관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4]. 이에 지하 저류조와 같이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새로운 유

형의 연구가 선행되고 있으며 해당 연구는 ‘도시 도로부의 상습침수 저감을 위한 자동역류방지 및 노면수 저류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이며 연구대상 및 범위는 선행되는 연구에 필요한 정보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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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침수 연구 현황 및 정보모델 필요성

2.1 도시침수 연구 현황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정부 부처에서 내수침수 피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구조적, 비구

조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홍수방어 대책으로 우수관거 개선사업, 빗물펌프장 효율개선 및 증설, 지하 저류조 설치 

등과 같은 홍수방어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 내수침수해석기법의 방재활용 방안”이나 “지하저류조 설

치에 따른 침수피해 저감효과 분석”[5]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관망 압력기반 수리해석을 위한 모의 실험시설 기반 절점

의 압력-유량관계분석”[6]이나 “GIS를 이용한 도시지역 침수해석”[7]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노후화

된 우수관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선행 연구과제들의 한계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정부 부처에서 내수침수 피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나 적용성에는 한계가 있음

(2) 현재 홍수 예 ‧ 경보시스템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 이는 저지대 지역과 같이 즉각

적인 우수 배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는 침수피해 저감효과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있음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BMPs(best management practices)에서는 유출, 수질, 생태 등 종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홍수로 인한 유출의 측면에 있어서 특히 도심지의 경우 우수 저류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중국 IWHR(China institute of water resources & hydropower research)에서는 하수관거 해석과 도시침수를 연계한 독자적인 

연구기법을 개발하여, 중국내 주요 도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

2.2 정보모델 필요성

도심지의 경우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배수관거와 연계한 노면수 저류시스템 구축으로 침수 

빈발 지역의 치수 능력 향상을 통하여 경제적 피해를 저감시키는 연구가 수행중에 있다. 노면수 저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장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센싱(sensing)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체계 및 모델이 필요하며, 센싱에 의해 수집된 

현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저류시스템의 상태와 저류량을 실시간 파악하여 월류수에 의한 침수 피해에 대비하거나 예측할 수 있

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구 저류조시스템의효율적 관리와 상호운용성 기반의 RFID 센서기반 측구 

저류조 운영을 위한 ‘RFID 센서기반 측구 저류조 운영을 위한 정보모델’에 필요한 요건을 정의한다. 정보모델은 “센서기반 도

시시설물 관리를 위한 정보모델”[8] 구조를 차용하였다. 

Fig. 3에서 나타낸 것처럼 정보모델은 GIS(geograhpic information system) 기반정보로 지자체의 도시 정보시스템에서 보유

Fig. 3. Composition of information for RFID sensor-based gutter reservoi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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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구성되며, 행정정보는 도시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기초로 한다. RFID 

센서 정보는 센싱을 통한 수집 정보유형이다. 저류량 정보 및 이력 정보는 센서를 통하여 계산된 저류량과 센서 이력을 저장하여 

쌓은 정보유형이다.

또한 정보모델이 가져야할 기능은 주기적 ‧ 실시간적인 정보 전달 및 수집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기술이 요구된다.

(1) RFID 센싱 데이터가 실시간에 준하는 주기에 서버로 전송이 요구된다.

(2)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측구 저류조 및 RFID 센서 속성 정의가 요구된다.

(3) RFID 센싱 데이터로 측구 저류조의 저류량 산정이 요구된다.

(4) GIS 기반의 측구 저류조를 시스템에 표시하고 저류량을 제시하여 운영 측면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3. RFID 센서기반 측구 저류조 정보모델

3.1 센서 구성 및 연동 체계

센서의 구성은 측구 저류조 내의 협소한 공간과 전원공급, 방진 ‧ 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무전원 근거리 이동통신기술(RFID)을 적용하여 청천일에는 수면 상태로 유지하고 강우 시 RFID 리더기의 고주파 

발신 장치로 RFID를 활성화하여 동적센서에 전원을 공급하는 Fig. 4와 같은 소형 RFID 기반 센서 모듈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

한 상시전원이 필요한 RFID 리더기 및 통신모듈 전원은 버스정류장 및 가로등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적 센서는 방진 ‧ 방수 처리하여 모듈화하고 IP 등급은 IP67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Fig. 4. Communication module interworking flowchart

3.2 관제 모니터링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은 통상 GIS 기반으로 제작된다. GIS의 기본이 되는 지도맵은 기업의 상용 버전인 카카오, 네이버, 구글

맵 등을 이용하여 제작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및 국토지리원의 NGII 맵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우수관로 및 

하수관로 등의 Shape 파일은 지도맵과 오버레이(overlap)하여 다중 레이어로 구성하고 우수관로 및 하수관로 등의 지하시설물

의 속성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설물의 정보를 표시한다. 여기서 침수 저감을 위한 저류시스템의 저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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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속성정보와 RFID 센서 정보의 정의가 필요하여 Table 1과 Table 2와 같이 속성정보를 정의하였다[9]. 저류조 개폐도어

에 설치된 RFID 센싱 장비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정보 수집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

Table 1. RFID sensor property information table definition

속성인자 타입 필수여부 중복허용 설명

센서관리번호 TEXT ○ X RFID 센서 관리번호

관리기관 TEXT 센서 관리 기관명

설치일자 TEXT ○ 저류조 설치일자(YYYYMMDD)

제조사 TEXT 제조회사 이름

라벨 TEXT 센서 라벨

시설물번호 TEXT X 센서와 연결된 시설물의 관리번호

etc TEXT 기타

Table 2. Side gutter storage information table definition

속성인자 타입 필수여부 중복허용 설명

관리번호 TEXT ○ X 저류조 관리번호

관리기관 TEXT 저류조 관리 기관명

설치일자 TEXT ○ 저류조 설치일자(YYYYMMDD)

용도 TEXT ○ 합류관, 차집관, 우수관, 오수관

재질 TEXT ○ 철근콘크리트관, 흄관, FRP, 주철관, 강관

단면형태 TEXT ○ 원형, 사각형, 각형, 평방형

연장 TEXT ○ 저류조 길이

가로길이 TEXT ○ 저류조 단면의 가로 길이

세로길이 TEXT ○ 저류조 단면의 세로 길이, 높이

시점깊이 TEXT ○ 저류조 시작지점의 깊이

종점깊이 TEXT ○ 저류조 종착지점의 깊이

라벨 TEXT 저류조 라벨

시점저고 TEXT ○ 저류조 시점의 평균 해수면 깊이

종점저고 TEXT ○ 저류조 종점의 평균 해수면 깊이

동수경사 TEXT 기울어짐 평균

센서번호 TEXT ○ X 저류조와 연결된 센서의 일련번호

etc TEXT 기타

3.3 RFID 센싱 데이터 분석

RFID 센싱 데이터는 빗물받이에 설치된 동적센서의 닫힘 여부를 측정하여 현장 주변의 RFID 리더기에 Broad Cast 방식으로 

전달된다. 근거리에 있는 RFID 리더기는 송신 RFID 계측기가 보낸 정보를 수신하여 통신모듈에 수신한 개폐도어 열림과 닫힘 

시그널(signal), RFID의 고유 ID 등을 전달 받아 시스템 내의 RFID 이력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된 정보는 각각 

RFID 일련번호, 기록 시간, 동적센서 시그널 값 등이 저장되어 각각의 측구 저류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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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서 나타낸 것처럼 역류 개폐도어에 동적계측 장치가 설치되며 일반적인 상태에서 개폐도어는 열려있는 상태이고 하

수관로에 우수 및 오수 유입으로 통수량에 한계치를 넘어서면 빗물받이와 관로를 연결하는 관을 통해 빗물받이로 물이 유입되

는 것을 역류차단 개폐도어 부력으로 차단하도록 설계한다. 차단된 개폐도어는 하수관로의 하수가 빠져나가면 수압에 의해 측

구에 저장된 저류는 하수관로로 유입되어 빠져나가며 Fig. 6과 같이 개폐도어 열림과 닫힘 동작 시그널에 의해 RFID 센서 데이

터 값을 0과 1의 값으로 수신하고 수신된 데이터는 정보모델 시스템 내에 시간별로 저장되어야 한다. 저장된 RFID 센서 데이터

를 관제 모니터링 상에 1분마다 갱신하여 RFID 센서 정보와 산정된 저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Fig. 5. Automatic road surface water storage system

개폐도어 RFID 센서 값

열림 0

닫힘 1

(a) 개폐도어 동작 원리 (b) 센서 송신 값

Fig. 6. Flow control device

3.4 저류량 산정 방법

본 연구에서 측구에 저장된 저류량을 산정하기 위해 저류시스템 시설물 속성정보를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시점 및 종점 저고

를 통해서 유량 방향을 확인하고 단면형태, 연장, 깊이 속성정보와 전송된 RFID 센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측구 저류량이 최대치

가 되는 시점을 판단하고 저류조의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저류조의 저류량을 (b)와 같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측구에 저류된 

저류량은 측구의 체적과 같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실험에 의해 (a)처럼 측구 부력 개폐도어와 센서의 위치가 결정되고 유량의 흐

름으로 개폐도어의 센서가 시그널을 1로 보내면 부력에 의해 개폐도어는 닫힌 상태이며 다음 Fig. 7에서 나타낸 것과 같은 상태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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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량(톤) = 가로길이(m) × 세로길이(m) × 연장(m)

저류량(리터) = 가로길이(cm) × 세로길이(cm) × 연장(cm) × 1000

※ 가로길이, 세로길이, 연장은 측구 속성 정보

(a) 개폐도어와 RFID 센서 위치 (b) 저류량 산정 식

Fig. 7. Flow control device

3.5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방법

RFID 리더기와 통신모듈을 통해 중앙 서버로 전달된 데이터를 측구 저류조 속성정보와 시그널 값을 확인하여 각각 저류조에 

포함된 저류량 계산 방법을 제시하였다. 계산된 데이터를 정보모델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은 주기

적으로 데이터 Pull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RFID 센서 이력 정보를 가져와 표시가 가능하다.

데이터 전송 구간을 분류하였을 때, 저류조 동적계측 장비에서 RFID 리더기로의 전달, RFID 리더기에서 유선 혹은 무선 통

신모듈을 통한 중앙통제 서버까지의 전달이 각각 구간 전달 과정이며, 데이터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는 일정 주기로 송신

한다. 데이터 모니터링 모듈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저장 일시를 확인하여 일정 주기로 값을 SELECT 하고 위의 저류량 계산

식을 통하여 동적센서가 부착된 저류조의 저류량을 계산할 수 있다. 측구 저류조 GIS Shape 데이터가 포함된 Fig. 8의 (a) 시스

템에서 저류량을 산정하여 알림 형태(b)로 표시한다.

(a) GIS 모니터링 기능 (b) 저류량 표시

Fig. 8. System monitoring function and storage amount calculation 

4. 정보모델 적용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RFID 센서기반 측구 저류조 운영을 위한 정보모델을 토대로 측구 저류조시스템 운영 시나리오 및 

정보구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Fig. 9는 측구 저류조시스템 및 정보모델 시스템이 설치되고 운영관리 중 강우로 인한 하수관로 역

류 발생에 따른 상황처리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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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우로 인하여 측구 하수관로의 유량이 증가하여 측구로 우수 및 하수가 역류한다. [상태정보]

(2) 하수관로와 측구 저류조를 연결하는 관로의 개폐도어는 부력으로 인하여 차단되고 빗물받이를 통하여 측구 저류조에 우

수가 저류된다. [상태정보]

(3) 측구 저류조에 저류된 우수로 인하여 개폐도어는 닫히게 되고 동적센서를 통하여 준 실시간으로 저류조 개폐도어 열림 및 

닫힘 정보를 실시간 계측한다. [센서정보]

(4) 계측된 센서 정보는 RFID 리더기를 통해 중앙 서버로 전송되고, 전송된 데이터는 정의된 속성 정보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에 시간순으로 저장한다. [센서정보]

(5) 정보모델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결된 측구 저류조에 저장된 저류량을 산정하고 관제 모

니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GIS 기반 운영화면에 센서 정보와 저류량을 표시한다. [상황정보]

(6) 긴급 시 지역 내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 대비 알림을 제공한다. [기반정보]

Fig. 9. Rainfall, gutter reservoir information model scenario

위 시나리오 내용을 바탕으로 측구 저류시스템이 우천 시 저류하는 양을 모의하였다. Fig. 10과 같이 여수 도원지구 유역은 유

역면적이 233ha이고 유로연장은 1.91km인 전형적인 지방 도시의 도시 유역이다.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이에 동일 강우 사상을 적용하고 측구 저류조를 설치하였다고 가정하여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으

로 모델링을 수행하면 Fig. 10의 (b)와 같이 측구 저류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22.1ha의 침수면적이 발생하는 반면에 측구 

내부의 면적 ▣ 0.2×0.3m 크기의 측구 저류조가 침수구간 총 연장 4.1km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설치된 경우를 반영하여 모

(a) 여수 도원지구 (b) 측구 저류조 설치 전 (c) 측구 저류조 설치 후

Fig. 10. SWMM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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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을 한 결과 Fig. 10의 (c)와 같이 침수면적은 7.6ha로 감소하는 것으로 모의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보 모델을 토대로 측구 저류조의 저류 능력을 모의 검증할 수 있었으며, 측구 저류조 운영을 위한 정보모델 적용 예시를 정

리하면 Fig. 1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Fig. 11. Information model scenario example

또한 “GIS를 이용한 도시지역 침수해석”에서처럼 대상지역의 예측강우를 적용하여 SWMM 모의와 DEM(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표고모형을 이용한 모델링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 강우 발생 시, 시간별 침수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저류량 산

정에 있어서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지하저류조 설치에 따른 침수피해 저감효과 분석”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에 지하 저류조 설치 모의를 통해 SWMM모형을 적용한 유출해석 및 월류량에 대한 2차원 침수해석을 수행하여 월류가 일어나

지 않는 최적의 지하 저류조 체적을 산정하였다.

5. 결 론

RFID 센서기반의 IoT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상황인지 기반의 특히 보이지 않는 지하시설물의 가시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정

부 차원의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구 저류시스템의 치

수 능력을 확인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정보모델을 구성하였고, 정보모델 시스템이 운영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측구 시

설물과 센서 시설물 속성정보 및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방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RFID 

통신 기반의 현장 저류시스템의 데이터가 어떻게 정보모델 시스템에 전달되는지 특징과 방법을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 분석 및 

적용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RFID 센서기반 측구 저류조 운영을 위한 정보모델은 측구 저류조 설계 및 시공과 실험에 의한 개폐

도어의 위치 선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설계단계와 실험 일부분이 완료되었으며 저류량 산정에 대한 정확도 실험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보모델 시스템의 구현은 예측 및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4단계에서 대응 주기와 예측 

및 예방 주기를 타 연구와 더불어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침수 시 저류량을 판단하고 역으로 필요 월류량을 산정하여 

대비할 수 있는 측구 저류조 운영을 위한 정보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침수 저감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향후 본 연구와 더불어 실험을 통한 저류량 오차범위를 허용한계치 내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나아가 예상 강우로 

인한 도시침수량을 SWMM 해석과 침수해석으로 저류량을 산정하여 수요분석 및 최적 저감량 산출, 저장된 저류량 이력을 시

간별 변화량 추산으로 지역의 우천시 통수능 판단 등,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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