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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건축물에서 플래시오버 예측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f Flashover Prediction for Building
권오상* · 권기석**
Kweon, Ohsang*, and Kwon, Kiseok**
Abstract
Preventing the spread of fire in buildings is necessary to avoid large fires that can occur by the spread of initial flames during
a fire accident. Spread of fire in a compartment is affected by the internal fire load and ventilation characteristics, except for firefighting
systems such as sprinklers. In this study, a real scale fir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a compartment using wooden cribs to
analyze the method of predicting the occurrence of flashover by ventil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opening size. The results revealed
a maximum heat release rate of 2,091.67 kW and a maximum heat release rate difference of approximately 24-26%, caused by
a difference in the opening size under the same fire load.
Key words : Flashover, Heat Release Rate, Real Scale Fire Experiment, Ventilation Factor

요

지

건축물에서의 화재확산 방지는 화재사고 초기에 화염이 건축물 전체로 확산되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저감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구획 공간 내에서의 화재확산은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소방시스템을
제외하고 내부의 화재하중과 환기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개구부 크기와 같은 환기특성에 의해 플래시오버
발생을 예측하는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 목재크립을 사용하여 구획공간의 실규모 화재실험을 진행하였다. 실규모의 화재실험
결과는 최대 열방출률이 2,091.67 kW로 측정되었고 화재하중이 동일한 조건에서 개구부 차이에 의해 약 24~26%의 최대
열방출률 차이가 발생했다.
핵심용어 : 플래시오버, 열방출률, 실규모 화재실험, 환기특성

1. 서 론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화재 사고에 따른 인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와 화재방호 기술이
개발 및 발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화재 발생과
확산 원인을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외에
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규위주의 기준과
성능위주의 기준을 제도에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다.
법규위주의 기준은 법, 시행령 또는 규칙 등에서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 및 성능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하도
록 하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다수의 건축물에 적용하기는

용이하지만 초고층과 대공간 건축물 등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화재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건축물에서는 최적 설계
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능위주 기준들이 국내⋅외
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소방시설 분야에서
만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성능위주 설계의
핵심은 전산유체역학 등을 사용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건
축물의 화재 및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화재시뮬
레이션용 전산유체역학 모델과 피난 시뮬레이션용 소프트
웨어가 필요하고 화재 시나리오에 따라 정확한 입력 자료를
사용해야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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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
성능위주 설계는 대상 건축물의 화재 크기 및 확산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위한 방호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재 크기의 예측이 가장 중요하다. Lee
(2014)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성능설계안을 만들어 내기 위
해서는 화재의 크기를 예측⋅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화재크기를 설계화재라고 하고 성능설계에
서 설계화재의 개발 및 선정단계는 시험설계안의 개발 및
평가에서 그 위험의 대응방법을 밝히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나타내었다.
설계화재에서 고려되는 대표적인 인자는 온도와 열방출률
(Heat Release Rate, HRR)로 나타낼 수 있다(Barnett, 1998).
Kweon et al. (2012)의 연구에서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
료의 화재안전 성능, 개구부의 영향, 가연물량과 배치 등은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를 확대시키는 중용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가연물량은 화재하중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Kwon and Lee (2008)는 가연물이 완전 연소한 경우
에 발생하는 열량의 총계를 화재하중이라 나타내고 화재하
중의 크기는 주로 건축물의 용도 및 구획용도에 따라 결정된
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구획 공간이 환기지배형일 경우의 연소율은 Kawagoe
(1958)가 실험을 통해 개구부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량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제시하였고 Yun et al. (2016)은 구획화
재에서 환기량과 구획의 형상은 화재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물리인자로서 화재현상의 이해를 위한 중요 요소로 인식되
고 있고 환기량과 구획 형상의 변화는 화재실 내부 유동과
열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층 높이, 열 방생율과
플래시오버 발생 시기 등의 화재특성에 차이를 유발한다고
제시하였다.
구획 공간에서 환기특성에 따른 화재특성은 연구한 Hwang
(2012)은 공간의 개방도가 큰 경우에는 플래시오버에 도달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에 밀폐도가 증가된 공간에서는
보다 짧은 시간에 전실화재가 발생되는 큰 위험성에 노출되
어 결과적으로 반밀폐된(semi-closed) 구획에서는 보다 쉽게
환기부족화재(또는 환기지배형화재)로 성장될 수 있으며,
충분한 환기면적을 갖는 과환기화재(또는 연료지배형화재)
에 비해 더욱 불규칙하고 복잡한 화재거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Buchanan (2001)은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플래시오버
를 기준으로 하여 화재성장 단계를 제시하였으며, 플래시오
버는 구획 공간의 온도가 약 600 ℃에 도달하고 바닥 표면의
복사열이 약 20 kWm  에 도달하여 노출된 모든 가연성
표면이 발화하여 빠르게 연소 확대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플래시오버 현상이 구획 공간에서 발생되면 화재가
아주 높은 열방출률 및 고온이 특징인 최성기 화재에 도달하
게 된다.
구획 공간에서 플래시오버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NF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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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에서 환기계수를 고려한 이론식들이 다음과 같이 제
시되고 있다. Babrauskas의 방정식은 Eq. (1), McCaffery,
Quintiere와 Harkleroad의 방정식은 Eq. (2)에서 Thomas의
방정식은 Eq. (3)에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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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s. (1), (2) and (3)에서  는 구획 공간에서의 개구부
면적이고  는 개구부의 높이이다. Eqs. (2) and (3)에서
AT 는 구획실 표면의 총면적(㎡)이고 Eq. (2)에서  는 유효
열전달계수( kWm･K )이다.
구획 공간에서 플래시오버의 발생 유⋅무는 화재가 최성
기로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건축물의 방호
수준 설정에 중요한 부분이다. 플래시오버의 예측을 위해서
는 이론식과 함께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를 활용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실규모의 화재실험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규모의 구획화재 실험을 통해서 플래시오버
발생 예측에 대해 분석해보고 구획 공간에서 화재크기의
영향을 주는 환기계수와 화재하중의 영향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실규모의 화재실험은 대형 칼로리미터인
Large Scale Calorimeter (LSC)에서 2.4(L) × 3.6(W) × 2.4(H)
m 크기의 구획 공간을 구축하고 화원으로 목재크립을 사용
하였다.

2. 실규모 구획 화재실험
화재실험에서 사용되는 칼로리미터(Calorimeter)는 몇 가
지의 크기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칼로리미터는 0.1(L) ×
0.1(W) m의 시험체를 시험할 수 있는 콘칼로리미터와 1~2
MW급의 퍼니쳐 칼로리미터(Furniture Calorimeter)가 있다.
실물화재 시나리오의 실험을 위해 보다 큰 화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는 10 MW급의 LSC가 있으며, LSC는 실규모
의 화재실험을 통해서 발생되는 연소가스를 분석하여 열방
출률을 측정할 수 있다(KICT, 2003). Barauskas and Grayson
(1992)은 기존 연구에서 대형 칼로리미터에서 측정되는 가
장 기본적인 물리량은 열방출률이고 기본 측정원리는 순
연소열량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양에 비례한다는 점을
기초로 산소 1 kg이 소모될 때 13.1 MJ/kg의 열량을 발생한다
는 산소소모율법으로 산소농도와 배출가스 유량 등을 측정
하여 계산되어진다고 제시하였다.
Lee (2006)는 Fig. 1과 같이 대형칼로리미터의 덕트 내부
에 구성되어 있는 측정부의 구성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덕트

Table 1. Scenario of Compartment Fire Experiment
Compartment Size

2.4(L) × 3.6(W) × 2.4(H) m

Opening Size

#1: 0.8(L) × 2.4(H) m
#2: 0.4(L) × 2.4(H) m

Fire Source

Wood Crib

Moisture content

10~15%

Ignition Source

Heptane

Fire Load

30 Mcal/㎡, 60 Mcal/㎡

Measurement

HRR (Heat Release Rate)

3. 실규모 구획 화재실험 결과

Fig. 1. Schematic Diagram of Measurement Station

내부에는 속도, 온도, 가스 측정 prove와 연기밀도 측정시스
템이 설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형 칼로리미터를 사용하여 열방
출률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Fig. 2에는 화재실험에 사용된
2.4(L) × 3.6(W) × 2.4(H) m 크기의 구획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구획 공간은 전면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2종류의
개구부 크기를 설정하였다. Table 1에는 구획 공간의 상세내
용 및 실험에 사용된 목재크립의 화재하중 값을 나타내고
있다.
Opening Size 1은 0.8(L) × 2.4(H) m이고 환기계수
 )는 2.97을 나타낸다. Opening Size 2는 0.4(L) ×
( 
2.4(H) m이고 환기계수는 1.49를 나타낸다. 화재실험에서
화원은 목재크립을 사용하였으며, 목재크립의 함수율은
10~15% 내에 분포한다. 목재크립은 4개로 등분포 배치하였
으며 초기 착화원으로 햅탄을 1개의 등분포당 0.5 L를 사용하
였다. 목재크립의 화재하중은 Magnusson and Thelandersson
(1970)이 기존 연구에서 적용하였던 데이터와 화재실험 시
설 규모를 고려하여 30, 60 Mcal/㎡로 정하였다.

(a) Opening Size 1
Fig. 2. Compartment Mock-up

(b) Opening Size 2

LSC에서 진행된 실규모 구획 화재실험은 총 2 타입의
개구부와 2개의 화재하중 값을 사용하여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화재실험에 사용된 구획 공간은 철제 틀을 사용
하여 제작하였으며, 반복적인 화재실험에 대한 보강을 위해
내부에 세라크울로 마감하였다. 개구부 사이즈의 변경은
전면부를 개구부 #1, 2 크기별로 2개를 제작하여 화재실험
시에 교체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화재실험은 목재크립을 화재원으로 사용하고 화재하중 값
에 따라 4개의 단으로 등분포로 구성하였다. 단 하부에는 목재
크립을 착화하기 위한 햅탄 풀버너를 점화원으로 사용하였다.
Figs. 3 and 4에서는 개구부 #1, 2에서 진행된 화재하중
30과 60 Mcal/㎡의 화재실험을 보여주고 있다. 화재실험은
점화 ￫ 화염확산 ￫ 개구부 화염 출화 ￫ 구획 공간 최성기
화재 ￫ 쇠퇴기 ￫ 화재실험 종류순으로 진행되었다.
화재실험은 햅탄 풀버너 착화 이후에 목재크립이 전소될
때까지 진행되었으며, 개구부 #1에서는 총 20분 동안 진행하
였고 개구부 #2에서는 총 15분 동안 진행하였다. 햅탄 풀버너
는 점화 후 약 2분에 소멸하였으며, 이후에 모든 목재크립으
로 화염이 확산되었다.
동일 개구부 크기에서 화재하중별 화재실험 결과는 목재
크립이 착화되고 개구부로 화염이 출화되는 시간은 약 1분으
로 유사한 형태를 보였지만 출화된 이후의 화염의 크기는
화재화중이 큰 60 Mcal/㎡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동일 화재하중에서 개구부 크기의 차이별 화재실험 결과
는 앞서 개구부 크기의 차이와 유사하게 외부로 출화되는
시간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출화
되는 화염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났다.
개구부 크기에 따라서 초기에 화재가 확산하는 상황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구획 공간 내부의 공기량과 초기 이후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량의 차이로 인해서 구획 공간 내부
의 화재 성장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구부 크기 및 화재하중별 화재실험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열방출률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Figs. 5와 6에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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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 of Real Scale Fire Experi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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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in
end (15 min)
(b) Fire Load 60 Mcal/㎡
Fig. 4. Photos of Real Scale Fire Experiment (#2)

(a) Opening Size #1

(a) Fire Load 30 Mcal/㎡

(b) Opening Size #2

(b) Fire Load 60 Mcal/㎡

Fig. 5. Results of Real Scale Fire Experiment (Fire Load)

Fig. 6. Results of Real Scale Fire Experiment (Opening Size)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열방출률은 내부의
가연물인 목재크립의 화재하중과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었다. 개구부 #1에서는 화재하중이 30 Mcal/
㎡에서 실험 시작 1분에 최대 열방출률이 1,612.08 kW로
측정되었고 화재하중이 60 Mcal/㎡ 에서는 실험 시작 2분
9초에 최대 열방출률이 2,091.67 kW로 측정되었다. 개구부
#2에서는 화재화중이 30 Mcal/㎡에서 실험 시작 45초에
1,191.79 kW로 측정되었고 60 Mcal/㎡에서는 1분 54초에
1,586.14 kW로 측정되었다.
열방출률은 착화와 함께 증가하면서 화재실험 시작 후
2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개구부 #1에서는 약 7분부터,
개구부 #2에서는 약 9분부터 급격히 열방출률이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열방출률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은 내부의 목재
크립이 전소되는 시점이고 계측되는 열량은 구획 공간 내부
의 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에서는 측정된 열방출률의 변화를 동일한 화재하중
에서 개구부 크기의 차이에 따라 나타내었으며, Table 2에서
는 최대 열방출률의 변동을 나타내었다.

Table 2. Opening Size vs. HRR
Opening Size
(m)

Max. HRR
(kW)

△HRR

Fire Load 30 Mcal/㎡
0.8(L) × 2.4(H)

1,612.08

0.4(L) × 2.4(H)

1,191.79

26.07%

Fire Load 60 Mcal/㎡
0.8(L) × 2.4(H)

2,091.67

0.4(L) × 2.4(H)

1,586.14

24.17%

화재하중 30 Mcal/㎡일 때의 개구부 크기 차이로 인한
최대 열방출률 차이는 420.29 kW이고 변동율은 26.07%이다.
화재하중 60 Mcal/㎡일 때의 개구부 크기 차이로 인한 최대
열방출률 차이는 505.54 kW이고 변동율은 24.17%이다.
실규모 화재실험에서의 개구부 크기의 차이는 2배이고 화재
하중이 동일한 조건에서 약 24~26%의 최대 열방출률 차이가
나타났다. 구획공간에서의 초기 화재 성장은 개구부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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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은 미비하지만 최대 열방출률은 개구부 크기 또는
환기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4. 플래시오버 예측에 대한 분석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물에서의 방호대책은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화재 발생의 초기 감지, 화재확산
억제 및 피난안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설계된다.
화재확산의 억제는 구획 공간 내에서 화염의 확산 억제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스템의 설치와 가연
성 재료의 제한을 위한 마감재료의 성능 기준 등과 같은
건축시스템에 의해 설계된다.
현재 구획 공간 내의 화재확산에 큰 영향을 주는 환기특성
을 방호대책에서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는 환기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예로 뉴질랜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건축
물 외벽에 창호 크기의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2014).
본 연구에서는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결과값
과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론적 계산값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구획 공간 내에서의 환기특성에 따른 플래시오버
발생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Tables 3 and 4에서는 앞서 제시한 McCaffery, Quintiere와
Harkleroad의 식(이하 MQH), Babrauskas의 식과 Thomas의
식에 의해서 예측된 본 구획 공간에서의 플래시오버 발생
열방출률과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플래시오버
발생 열방출률의 도달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구획 공간에서의 플래시오버 발생 가능 유⋅무를 예측하
기 위한 이론식에서 MQH 식은 개구부 크기의 특성과 구획
공간 내부의 마감재료의 열전도율을 인자를 사용하고 있으
며, Babrauskas와 Thomas의 식은 개구부 크기의 특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MQH 식은 내부의 마감
Table 3. Predicting Compartment Flashover [Heat Release
Rate]_#1

재료의 열전도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개구부 크기의
특성만을 고려한 Babrauskas와 Thomas의 식에서의 플래시
오버 발생이 예측되는 열방출률의 값은 일부 차이가 발생하
였다.
Babrauskas의 식은 개구부 #1의 Fire Load 30 Mcal/㎡에서
열방출률이 1,784.67 kW 이상일 때, 플래시오버가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되어졌다. 화재실험은 그 값에 열방출률이 도달
하지 못하여 플래시오바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될
수 있지만,화재실험 시의 외부 화염 출화 등으로 판단할
경우 플래시오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해당 식이
정확히 열방출률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5. 결 론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
한 방호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화재확산의 억제는 초기 화재
가 대형화재로 확산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소방시스템과
내부 마감재료의 사용제한 등과 같은 건축시스템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소방시스템의 작동유무와 상관없
이 화재확산은 내부의 가연물과 환기 특성 등에 따라 결정지
을 수 있다. 건축물 내부 공간의 사용을 위한 가연물은 사전에
판단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특성에 따라 화재하중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기지배형 화재 특성을 갖는 구획
공간의 화재특성에서는 공간 내의 개구부 크기 등과 같은
환기 특성이 초기 화염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기준 및 기존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구획 공간 내에서의 화재특성은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국외에서는 용도 및
특성에 따른 화재특성을 코드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 기준의 미비도 해당 기초
자료 등의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 성능위주 화재안전
Table 4. Predicting Compartment Flashover [Heat Release
Rate]_#2

MQH
Method
[kW]

Babrauskas
Method
[kW]

Thomas
Method
[kW]

MQH
Method
[kW]

Babrauskas
Method
[kW]

Thomas
Method
[kW]

629.83

1,784,67

1,465.71

450.17

892.23

912.44

Fire Load 30 Mcal/㎡
Experiment
Time [sec]

28

×

Fire Load 30 Mcal/㎡
50

Experiment
Time [sec]

Fire Load 60 Mcal/㎡
Experiment
Time [sec]

25

74

20

32

34

Fire Load 60 Mcal/㎡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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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Time [sec]

19

32

34

설계의 시작은 건축물의 구획 공간 특성에 따라 화재특성이
결정되고 이러한 화재특성에 따라 다양한 화재방호 대책이
수립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획공간의 개구부 크기의
따른 화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규모의 화재실험과
플래시오버 발생 예측을 위한 이론적 열방출률 값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실규모 화재실험은 10 MW급의 열방출률을 측정할 수
있는 LSC에서 2.4(L) × 3.6(W) × 2.4(H) m 크기의 구획
공간 시험체 틀을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개구부는 0.8(L)
× 2.4(H) m와 0.4(L) × 2.4(H) m 크기의 개구부를 갖는
2종류의 전면부를 제작하여 화재실험 시에 전면부를 교체하
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내부의 가연물은 함수율 15% 이내의
목재크립으로 하고 초기 착화는 햅탄 연료를 사용하였다.
착화 방식은 목재크립을 4개로 등분포하고 햅탄 연료를
목재크립 하부에 배치한 후에 햅탄 연료에 화염을 점화하여
목재크립이 화염에 전부 착화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규모 화재실험 결과는 개구부 #1에서는 화재하중이
30 Mcal/㎡에서 실험 시작 1분에 최대 열방출률이 1,612.08
kW로 측정되었고 화재하중이 60 Mcal/㎡ 에서는 실험 시작
2분 9초에 최대 열방출률이 2,091.67 kW로 측정되었다.
개구부 #2에서는 화재화중이 30 Mcal/㎡에서 실험 시작
45초에 1,191.79 kW로 측정되었고 60 Mcal/㎡에서는 1분
54초에 1,586.14 kW로 측정되었다.
실규모 화재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열방출률 값과 이론식에
서 제시하고 있는 플래시오버 예측 열방출률을 비교한 결과
는 플래시오버 예측 열방출률이 MQH 식에서 가장 낮고
Babrauskas 식에서 가장 높게 계산되었다. MQH 식은 내부
마감재료의 열전도율에 영향을 받고 있고 Babrauskas 식은
일부 화재실험 결과값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homas
식에서 실제 화재실험과 유사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건축물에서 플래시오버의 발생 유⋅무의 예측은 화재확
산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규모 화재실험
을 통해서 Thomas 식이 개구부 크기의 특성을 가장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또한, 실규모 화재실험의
특성상 반복적이고 다수의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의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기초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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