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해수침투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 될 경우 더 큰 

해수침투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와 함께 

연안지역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 지하수이용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의 하강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수침투 현상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어 해안지역의 지하수와 

토양수의 염분농도를 높이게 되며 염수가 섞인 지하수면이 

높아져 작물의 염해피해를 끼칠 수 있다(Kim, 2014). Le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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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water intrusion areas were calculated in Yeosu region considering sea level rise and the effects of countermeasures for seawater 

intrusion were analyzed using SEAWAT program. The estimated seawater intrusion area was 14.90 km2 in 2015. When we applied 

climate change scenarios the area was changed to 19.19 km2 for RCP 4.5 and 20.43 km2 for RCP 8.5 respectively. The mitigation effects 

by artificial recharge with total 50 m3/d, 100 m3/d, and 300 m3/d are from 3.75% to 10.68% for RCP 4.5, and from 5.82% to 10.77% for 

RCP 8.5 respectively. If we install barrier wall with the thickness 0.8 m, 1.3 m, and 1.8 m, the mitigation effects are from 6.67% to 

12.04% for RCP 4.5, and from 6.17% to 14.98% for RCP 8.5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be a logical means 

of quantitative grounds for policy decisions to prevent groundwater contamination by seawater intrusion and subsequent secondary 

damage in coast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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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AT을 이용한 미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여수지역 해수침투 저감 대책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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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SEAWAT을 이용하여 여수지역의 해수침투 피해 면적을 파악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미래의 해수침투 피해 예상 면

적을 산출하였으며 해수침투 피해 저감 대책의 피해면적 저감 능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여수지역의 해수침투 피해 면적은 14.90 km2로 

나타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2099년 여수지역의 예상 해수침투 피해 면적은 RCP 4.5의 경우 19.19 km2이며, RCP 8.5의 경우 

20.43 km2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인공함양을 고려하였을 때, 총 300 m3/d, 100 m3/d, 50 m3/d의 함양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을 

때 RCP 4.5의 경우 해수침투 면적은 평균 7.03%, RCP 8.5의 경우 8.32% 감소하였다. 물리적 차수벽 대책의 경우는 차수벽의 두께를 0.8 m, 

1.3 m, 1.8 m 로 설정하였을 때 RCP 4.5의 경우 해수침투 면적은 평균 9.80%, RCP 8.5의 경우 10.30%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연안지역의 해

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과 그에 수반한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책을 결정하기 위한 정량적인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해수침투, SEAWAT, 해수면 상승, 여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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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는 장기 조위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서해, 남해, 동

해 권역 별 미래 해수면 상승 경향을 분석한 결과 서해안 및 

남해안 권역의 조위 증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발표하였다. 

1880년부터 2012년까지의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과거에 비해 0.85°C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만

년설과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평균 해수면이 0.19 m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IPCC, 2014).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률은 평균 2.48 mm/yr

로 해역별로 남해, 동해, 서해의 해수면 상승률은 각각 2.89, 

2.69, 1.31 mm/yr로 나타났다(KHOA, 2015). Lee et al. (2015)

는 PBM (Porous Body Model) 기반의 N-S Solver를 이용하

여 해안지역의 지하수-해수면의 수위 차와 해수위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였을 때, 지하수위가 낮을수록 해수가 내륙으

로 더 깊이 들어옴을 밝혔다.

Mahesha (1996)은 인공 주입정의 주입 유량과 주입 주기, 

거리에 따라 염수쐐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Rastogi et al. (2004)는 염수의 추출과 담수의 주입을 혼합한 

방식은 해수침투로 인한 대수층 내의 염수의 부피를 줄이고 담

수체의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인공 함양은 지하수위를 상승시키고 인공 함양의 수원으로 

지표수, 지하수, 처리된 오수 등을 이용할 수 있다(Papadopoulou 

et al., 2005). Jung et al. (2014)은 해수침투를 저감하기 위하

여 해수와 담수를 각각 양수하는 이중 양수정을 이용한 경우

를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담수정의 위치는 해수쐐

기 침투 지점의 내륙에 위치해야 하며 담수정의 양수량이 지

나치게 높을 경우 해수침투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고, 해수정의 양수량을 증가시키면 해수정으로 유입되어 낭

비되는 담수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중 양수정의 설계 시 담

수정의 해수 비율뿐만 아니라 해수정의 담수 낭비량도 중요한 

인자로 고려해야 함을 보였다. Harne et al. (2006)은 유역으로

의 해수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하차수벽 설치가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Antoifi et al. (2017)은 물리적으로 해수 침투

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적 차수벽을 설치하는 실험실 규모의 

실험을 통해 물리적 차수벽의 깊이, 위치 등에 따른 염수의 쐐

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Jung et al. (2017)은 

RCP 4.5와 8.5의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가상

의 간척 농경지의 지하수 염류 피해면적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유동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Visual 

MODFLOW SEAWAT을 이용하여 해수침투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각 대책

의 해수침투 면적 저감 능력을 분석하였다. 인공함양, 물리적 

차수벽 설치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각 대책의 해수

침투 저감 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연구지역의 해

수침투 피해 면적 현황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

용하여 미래의 연구지역의 해수침투 피해 예상 면적을 산출하

였다. 이에 해수침투 방지 대책을 적용하여 해수침투 피해 면

적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해수침투 피해와 관

련된 정책 입안자, 해수침투 피해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지 

주민 등 실제 연구지역 구성원에게 해수침투 방지 대책의 해

수침투 저감 능력을 정량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있고,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지역에 적합한 해수침투 방지 대책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을 선정하고, 연구지역의 자연 상

태와 가장 가까운 해수침투 수치모델 구성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수침투 모의

를 위한 모델링을 구성하고, 정류상태의 수치모델 결과를 실

제 관측 값과 비교하여 보정을 통하여 모델의 신뢰도를 입증

하였다. 정류상태 보정 이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

을 때 연구지역의 해수침투 면적을 산정하고, 해수침투를 저

감하기 위한 대책을 적용하였으며 각 대책의 해수침투 면적 

저감 비율을 통하여 각 대책별 해수침투 방지 대책을 분석하

였다. Fig. 1은 본 연구의 순서도이다.

Fig. 1. Procedur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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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지역

본 연구의 연구지역은 여수시의 화양면, 소라면, 율촌면, 시

내동지구로 여수시 중 돌산읍, 화정면, 남면, 삼산면을 제외한 

육지와 연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돌산읍, 화정면, 남면, 삼산

면은 섬 지역으로 국가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위 관측소, 농어

촌공사 해수침투관측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3개면, 

시내 동 지구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해수침투조사 보고서

(MAFRA, 2017)에 의하면 여수시 화양지역은 해안 지역의 

경우 해수로 인한 해수침투가 관측되고 있고 내륙지역의 경우 

연간 관측공 전기전도도가 약 1,100~1,400 µS/cm 으로 답작

이 가능한 상황이며, 여수시 소라지역은 관측공 전 구간에 걸

쳐 45,500 µS/cm의 전기전도도가 관측되었고 이온분석 결과 

해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 농경지에서 

지하수 이용을 규제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Fig. 

2는 본 연구의 연구지역인 여수시 화양, 소라, 동지역 이며 수

문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은 모델 구성을 위

하여 수집한 자료의 종류와 출처를 수록하였다.

Fig. 2. Study area and locations of observation stations

Table 1. List of collected data

Data Form Collection period Source Application

Geographic intelligence

Contour, Slope, Area

2017 www.ngii.go.kr Grid, LayerDEM, Station, 

Administration border

Precipitation Time series data 2016 www.kma.go.kr Recharge

River level Time series data 2016 www.wamis.go.kr River package

Groundwater level Time series data 2016 www.gims.go.kr Head

Groundwater use
Location of pumping well

2016 www.gims.or.kr
Pumping well

Pumping ratePimping rate

Groundwater electric 

conductivity
Time series data 2016

www.gims.go.kr

www.groundwater.or.kr
Observed concentration

Tidal level Time series data 2015 www.khoa.go.rk Constant head (ocean)

Groundwater investigation 

report

Hydraulic conductivity, 

Geological structure
2017 www.gims.go.k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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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AWAT

본 연구에서 이용한 SEAWAT은 미국 지질조사소(USGS)

에서 개발된 Visual MODFLOW의 연계 프로그램이며 대수

층의 가변밀도 지하수 흐름과 다종의 용질수송 모의가 가능한 

3차원 유한차분 모델이다. Noorabadia (2017)은 실험실 규모

의 수리실험모형과 본 연구에서 이용된 SEAWAT을 해수면 

변동에 따른 지하수 대수층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SEAWAT의 가변 밀도 흐름 방정식은 기존의 유체밀도와 

유체압력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유체밀도와 담수두 관점에

서 개발되었으며 MT3DMS를 이용하여 아래의 Eq. (1)과 같

이 염분농도의 변화를 계산한다(Guo and Langevin, 2002). 

아래의 식에서     은 모델 내 유체 흐름의 방향성분이

며, 는 유체의 밀도, 는 물의 밀도, 는 수위를 나타낸다. 

좌변 항의 는 유공매체의 수리전도도, 는 계산되는 특정한 

점 또는 셀의 위치를 의미한다. 우변 항의 는 물의 비저류계

수, 는 매체의 공극률, 는 유체 밀도와 용질 농도의 비율, 

는 용질의 농도, 는 유입 또는 유출되는 물의 밀도, 는 유

입점과 유출점을 나타내는 대수층의 단위 체적 당 체적 유량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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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수침투 방지 대책

본 연구에서는 해수침투 대책의 저감 효과 분석에 있어 지

하수위 확보를 위해 대수층에 담수를 주입하는 인공함양과 

물리적 차수벽 설치의 두 가지 대책을 적용하였다. 인공함양

은 해수침투가 발생하는 해안 지역에 담수를 인공 함양하여 

해수 침투 쐐기를 밀어내어 해수침투를 저감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해수침투 피해를 줄이고 개발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

기 위해서 튀니지 Cape Bon 북동쪽 Korba 대수층에 2008년

부터 인공함양을 통한 해수침투를 저감시설이 설치되었다

(Amira and Abderrazek, 2016). 인공함양 대책은 해수침투 피

해 저감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공주입정에 

담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필수적이고, 담수

를 낭비한다는 단점이 있다.

물리적 차수벽 설치는 해수침투 피해지역의 지하에서 해

수 쐐기에 낮은 투수성을 갖는 벽을 설치하여 해수의 침투를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실험실 규모의 수리실험을 통하

여 물리적 차수벽은 해수침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안

선과 인접 할수록, 설치 관입 깊이가 깊을수록 효율이 좋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Luyun et al., 2011). 지하 차수벽은 다른 대

안에 비해 해수의 직접적인 차단으로 해수침투 피해 저감에 

효과적이지만 설치비용이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3. 연구결과

3.1 SEAWAT 모델 구성

SEAWAT을 이용한 지하수 및 해수침투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함양량은 여수기상대의 

2015년 자료를 수집하고 여수지역 지하수기초조사 보고서

(MLTM, 2008)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별 함양량을 산정하였

다.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는 2015년 여수 지역의 관측소 별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2015년 관측 자료의 연평균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해양 경계조건을 모의하기 위하여 해수면과 염

분농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남해안의 여수 조위관측소의 

2015년 시단위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여 연평균 데이터를 입력

하였다. Table 2는 입력한 속성 값을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3.2 정류상태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후 해수침투 

피해면적 산정 결과

SEAWAT 초기 조건 모델 구성 이후 2015년 연구지역 해수

침투 피해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정류상태 수치해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보정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수위와 전기전도도 

값이 관측된 값과 비교하여 95% 이상 유사한 경우 정상류 유

동 모델링이 연구지역의 전반적인 지하수, 해수침투 양상을 

Table 2. Input values of parameter sets

Parameter Value

Groundwater level 

observation well (El.m)

Yeosu-Sora 32.00 

Yeosu-Pyeongyeo 23.74

Salt concentration 

observation well (mg/L)

Hwayang1 6329.28

Hwayang1 785.54

Sora1 26440.43

Sora2 31147.52

Constant head (El.m) South sea 1.885

Constant concentration 

(mg/L)
South sea 28,464

Recharge (mm/yr)

Yulchon-myeon 121.13

Sora-myeon 155.81

Hwayang-myeon 242.88

City (dong region) 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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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지하수관측망 여수소라, 여수평여 관측소의 지하수 

전기전도도 관측자료가 존재 하나 보정 과정에서 계산 값과 

관측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보정과정에서 모델에서는 

표현하지 못한 외부적인 인자로 인하여 보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수침투 관측망 관측소의 관측자료만을 이용하여 보정을 실

시하였다. 지하수위 보정 결과 평균잔차는 -0.006 m이고, 절대

평균잔차는 0.094 m, 표준오차는 0.094 m, RMS (Root mean 

square)는 0.094 m, Normalized RMS 는 1.139%로 나타나 

95% 신뢰구간을 만족하였다. 염분농도 보정 결과 평균잔차

는 -140.402 mg/L이고, 절대평균잔차는 140.402 mg/L, 표준

오차는 92.49 mg/L, RMS (Root mean square)는 232.229 

mg/L, Normalized RMS 는 0.861%로 나타나 95% 신뢰구간

을 만족하였다. 보정 결과는 Fig. 3과 같다.

2015년의 해수침투 피해 면적 산정 결과 연구지역 총 면적 

329.97 km2 중 14.90 km2로 산정되어 연구지역의 4.51% 지역

(a) Groundwater level (b) Salt concentration

Fig. 3. Calibraion results

Table 3. Results of seawater intrusion areas and mitigation ratios for artificial recharge and barrier wall installation options

Seawater intrusion areas in 2015 and 2099

Climate change scenario
Seawater intrusion area in 2015 

(km2)

Seawater intrusion area in 2099 

(km2)

Seawater intrusion area change 

(%)

RCP 4.5 14.90 19.19 +28.79

RCP 8.5 14.90 20.43 +37.11

Artificial Recharge (AR)

Climate change scenario No measure (km2) AR scenario (m3/d) AR measure (km2) Mitiation ratio (%)

RCP 4.5 19.19

Total 300 17.14 10.68

Total 125 17.91   6.67

Total 50 18.47   3.75

RCP 8.5 20.43

Total 300 18.23 10.77

Total 125 18.72   8.37

Total 50 19.24   5.82

Barrier Wall Installation (BWI)

Climate change scenario No measure (km2) Wall thickness scenario (m) BWI measure (km2) Mitiation ratio (%)

RCP 4.5 19.19

1.8 16.88 12.04

1.3 17.14 10.68

0.8 17.91   6.67

RCP 8.5 20.43

1.8 17.37 14.98

1.3 18.44   9.74

0.8 19.17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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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수침투 피해가 예상된다. 행정구역 별로 해안선이 가장 

긴 화양면이 9.76 km2 로 해수침투 피해면적이 가장 크게 산출

되었고, 율촌면 2.19 km2, 소라면 1.95 km2, 동지역 1.00 km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의 2015년 해수침투 예상 피해지역을 산정한 후, 

IPCC (2012)에서 발표한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

centration Pathway,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해

수면의 상승을 고려한 미래의 해수침투 피해면적을 산정하

였다. 시나리오를 적용에 따라 2099년 까지 남해의 해수면이 

RCP 4.5의 경우 +0.612 m, RCP 8.5의 경우 +0.802 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NIMS, 2012). 그에 따라 2099년의 예상 

해수면 수위를 적용하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예상 해수침투 

피해지역을 산정하였다. Fig. 3은 2015년 해수침투 모의 보정 

결과이다. 

3.3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및 해수침투 저감 대책 

적용 결과

해수침투 피해 저감 대책을 적용하였을 때의 예상 피해 면

적을 산정하였고, 각 대책의 피해면적 감소 비율을 분석 하였

다. 인공함양을 적용한 지역은 내륙방향으로 해수침투 깊이

가 깊은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여수 시내 동지역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공함양을 적용하기 어렵

기 때문에 해수침투 피해 면적이 가장 넓게 산정된 화양면 3개 

지역, 율촌면 2개 지역, 소라면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적용하였

다. 인공함양량은 총 300 m3/d (60 m3/d × 5 개정), 125 m3/d 

(25 m3/d × 5개정), 50 m3/d (10 m3/d × 5개정)의 함양량 시나리

오를 설정하여 적용하였고, RCP 4.5, RCP 8.5 시나리오에 대

하여 각각 2099년 연구지역의 해수침투 피해면적을 산정하

여 적용 전 해수침투 피해면적과 비교하였다. 물리적 차수벽

을 적용한 지역은 인공함양을 적용한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

였다. 차수벽 적용은 Layer 1, 2에 적용하였고, 수리전도도는 

문헌 검색을 통하여 10-5 cm/d, 차수벽 두께는 0.8 m, 1.3 m, 

1.8 m로 각각 적용하였다. Table 3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침

투 피해 지역 산정 결과와 해수침투 피해 저감 대책으로 인공

함양, 물리적 차수벽 설치를 적용 하였을 때의 해수 침투 피해 

면적 저감 능력 분석 결과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여수지역 해수침투 저감 대책 적용 평가를 실시

하였다. 선정된 연구지역에 대한 연구지역의 지형정보, 강수, 

하천수위, 지하수위, 지하수 전기전도도, 지하수 이용공 위치 

및 사용정보, 조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서 등의 문헌을 조사하여 

SEAWAT에 적용하였다. SEAWAT을 이용하여 2015년의 

지하수 유동 및 해수침투 피해 지역을 분석하였고, 분석된 결

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RCP 시나리오 중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RCP 4.5, 8.5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한 해수침투 피해 면적의 변화

를 모의하였다. 해수침투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공함

양, 물리적 차수벽 설치를 이용하여 해수침투 저감 효과를 분

석하였다.

2015년에 대한 정류상태의 해수침투 영역의 면적은 14.90 

km2로 나타났고, RCP 4.5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해수침

투 예상 피해 면적은 19.19 km2이고, RCP 8.5 시나리오를 적

용하였을 때 해수침투 예상피해 면적은 20.43 km2로 나타났

다. 2015년 정류상태 모의 해수침투 피해 면적과 RCP 기후변

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의 해수침투 면적 비교 결과 

RCP 4.5 의 경우 28.79%, RCP 8.5 적용 시 37.11%의 해수침

투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공함양 대책은 내륙방향으로 해수침투 깊이가 깊은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적용 지역은 화양면 3개 지역, 

율촌면 2개 지역, 소라면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인

공함양량은 총 300 m3/d, 125 m3/d, 50 m3/d의 함양량 시나리

오를 설정하였다. RCP 4.5의 경우 해수침투 면적은 평균 

7.03%, RCP 8.5의 경우 8.32% 감소하였다. 물리적 차수벽 설

치 대책은 인공함양 대책을 적용한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였

다. 물리적 차수벽의 수리전도도는 10-5 cm/d로 설정하였고, 

차수벽의 두께는 0.8 m, 1.3 m, 1.8 m 로 설정하여 RCP 4.5, 

RCP 8.5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RCP 

4.5의 경우 해수침투 면적은 평균 9.80%, RCP 8.5의 경우 

10.30% 감소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해수침투 피해 면적

을 저감하는 대책으로는 인공함양 보다 물리적 차수벽 설치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차수벽은 해수침투

를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이나 설치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강도가 증가하

고, 지속개발 가능한 대체 수자원 개발을 위하여 지하수자원

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안지역의 지하수 오염과 

그에 수반한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적 결정에 정량적

인 근거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 

해수침투 저감 대책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 하고, 객관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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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침투 저감 대책 효과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각 대책의 효

과와 설치비용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선정된 연구

지역에 대한 해수침투 방지 효과와 설치비용을 함께 고려한 

해수침투 방지 대책의 우선 순위선정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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