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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d statistically predict soil depths across areas affected by landslides. 

Using soil depth measurements from a landslide area in Korea, two sets of soil depths are calculated 

using a Z-model based on terrain elevation and a probabilistic statistical model. Both sets of calculation 

results are applied to derive landslide risk using the saturated infiltration depth ratio of the soil layer. 

This facilitates analysis of the infiltration of rainfall into soil layers for a rainfall event. In comparison 

with the probabilistic statistical model, the Z-model yields soil depths that are closer to measured values 

in the study area. Landslide risk assessment in the study area based on soil depth predictions from the 

two models shows that the percentage of first-grade landslide risk assessed using soil depths from the 

probabilistic statistical model is 2.5 times that calculated using soil depths from the Z-model. This shows 

that soil depths directly affect landslide risk assessment; therefore, the acquisition and application of 

local soil depth data are crucial to landslide risk analysis.

Keywords: soil depth, Z-model, probabilistic statistical model, saturated infiltration depth ratio, land-

slide risk grade

초 록

산사태 발생지역에서 측정된 토층심도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 내지 통계적으로 토층심도를 예측하기 위

하여 지형고도 기반의 Z-model과 확률론적 통계모델을 활용하여 산사태 발생구간에 대한 토층심도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강우사상에 따라 토층 내로 강우의 침투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토층에 

대한 포화깊이비 개념을 접목하여 산사태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Z-model로 예측된 토층심

도가 확률론적 통계모델로 산정된 결과보다는 본 연구지역에서 측정된 토층심도와 비교적 유사하게 산

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해 확률론적 통계모델로 예측된 토층심도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가 Z-model로 산정된 결과보다 산사태위험도 1등급 분포 비율이 2.5배 이상 높게 나

타났다. 이는 토층심도가 직접적으로 산사태위험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사태위

험도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토층심도 자료의 획득 및 적용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토층심도, Z-model, 확률론적 통계모델, 포화침투깊이비, 산사태 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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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와 토석류 재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대형산불 등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되어 상당한 사회 ‧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사태의 경우 2020년 역대 최장기간 54일 동안 장마와 기록적인 누적강우량으로 인해 산사태 발생면적

이 1,343 ha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10년간(’10~’19) 산사태 발생 총면적 대비 약 59%에 해당하는 면적이다(https://www. 

index.go.kr/). 특히, 산불 피해지의 경우 식생환경 및 지반환경이 변화하여 집중호우 시 표층 유실 및 세굴에 의한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Certini, 2005). 산불 피해지의 토양특성은 공극의 크기와 분포의 변화, 흙입자의 결합력의 약화, 

산불 후 지표면의 불투수층 발생, 흙의 입도분포 등의 변화는 산불 피해지 지반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반 안정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하절기 집중호우 내지 태풍으로 인해 산불 피해지 내 토사유실로 인한 사면 붕괴 또는 산사

태 등과 같은 재해의 발생빈도는 산불 미발생지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거나 더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k, 1999; Li, 2022).

이와 같이 산지사면 내로 우수 침투가 잘 이루어지는 지형, 지질, 지반, 산림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사면 안정성 확보가 

불리해 질 수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산사태와 산불을 포함하는 산림재난은 지역별 기상상황에 따

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산림재난 조기징후 파악을 통한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다양한 수치해석 내지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도 극한 강우조건 하에서는 쉽게 사면을 이루는 토층지반이 포화 상

태에 도달하게 되면 사면 안전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사면붕괴가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토층 내로 우수 

침투양상을 고려한 확률론적 통계모형 내지 물리기반 모형을 적용한 산사태위험도 평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2013; 

Lee and Park, 2016; Park and Lee, 2022).

이 중 물리기반 모형방법은 지반공학적 특성과 대상지역의 기하학적 특성 등 산사태 발생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Fell et al., 2008; Lee and 

Park, 2016). 하지만 물리기반 모형을 이용한 산사태위험도 분석은 입력자료에 따라 해석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중 

물리기반 모형의 변수인 토층심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Chae et al., 2012; Liang and Chan, 2017; Kwak et al., 2018).

토층심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모든 지점

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성으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는 산림입지도 및 정밀토양도의 유효토심 자료를 활

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and Park, 2012; Kim and Shin, 2016). 이러한 자료는 광역적인 지역에서 일부 토층

심도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좁은 지역 내지 특정 지역 내에서 토층심도는 지형 및 지질, 산림 현황을 반영하지 못

하고 대부분 동일한 값을 나타내므로 활용성 측면에서는 부적합한 경우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토층심도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기존에 제안되었던 토심 예측모형(Saulnier et al., 

1997)을 활용하여 2020년 7월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된 충청남도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토층심도 자료

를 분석하고, 산사태 발생지 현황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된 토층심도는 포화깊이비를 변수로 적용한 무

한사면 안정해석모형(Chae et al., 2011, 2012)에 적용하여 안전율을 분석하였다. 이를 연구지역의 지형경사와 예측된 토

심의 관계 분석을 통해 토층심도 결과가 반영된 산사태 위험등급과 산림청 산사태위험지도에서 제공하는 등급간의 비교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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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9~30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일대에서 피해면적 1 ha 이상의 대규

모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산사태 발생지역의 지질은 변성사질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사태 붕괴 유실물이 유하하여 

퇴적된 구간은 화강섬록암층으로 현장조사에서 붕적층을 포함하여 토층심도가 깊은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논산지역의 연강수량은 1,272.6 mm로 산사태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4일 누적강우량 284 mm와 비교해 대략 22% 정

도에 해당한다. 연구지역에 대한 산사태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산사태 발생시기인 2020년 7월 29일 00시부터 7월 30일 

06시까지의 기상청 무인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tation, AWS)에서 관측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해

당 AWS 관측지점인 논산 615번 관측지점은 충남 논산시 덕지동에 위치해 있으며 연구지역에서 약 12 km 떨어진 지점

으로 가장 인접한 강우 관측정보이다. 산사태가 발생된 시각까지 최대 누적강우는 약 155 mm, 시간당 최대강우량은 약 

36 mm/hr로 분석되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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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 이후 계류를 따라 토석류화된 붕괴 유실물이 유하하면서 계류 양안사면을 세굴 및 붕괴시킨 후 하류지역 

내 주택과 농경지까지 유하하면서 피해를 발생시켰다(Fig. 2). 이는 산사태 발생구간의 토층심도가 0.5 m 이내로 표층부 

붕괴 이후 토석류화된 붕괴 유실물이 유하하는 구간에서 최대 약 5~6 m 정도의 깊이로 양안사면 표층부가 세굴되면서 점

진적으로 붕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선행누적강우로 인해 이미 포화된 붕적층과 토층 구간에서 지속적인 

세굴로 연행침식 작용이 진행되어 붕괴 규모가 확대되고, 하부로 유하하면서 토석류로 진행되어 하류지역의 농경지와 주

택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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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고도를 활용한 Z-model

토층심도는 지형고도가 높아지면 토층심도는 작아진다는 결과를 갖는다는 다수의 측정 결과로부터 추정된 선형법칙

을 이용하여 높은 지형고도에서 발생하는 침식작용은 일반적으로 퇴적작용보다 우세하여 상대적으로 더 얇은 토양을 생

성한다는 지형고도 기반의 Z-model를 제안하였다(Saulnier et al., 1997). 해당 모델은 토심과 지형고도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토층심도는 지형고도에 반비례한다는 가정조건을 가지며 아래 식 (1)과 같다.

  max  max  min

 min max  min (1)

여기서, 는 계산하고자 하는 격자의 토심(m), max와 min은 각 연구지역에서 실제 측정된 최대 및 최소 토층심도(m)

이다. 는 계산하고자 하는 해당격자의 지형고도(m), max와 min은 각 분석 대상지역의 최대 및 최소 지형고도(m)를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GPS 장비를 활용해 산사태 발생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토층심도가 확인되는 위치정보인 

지형고도와 토층심도 측정자료에 대해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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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적 통계모델

Mehnatkesh et al.(2013)이 제안한 확률론적 통계모델은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지형습윤지

수(Topographic Wetness Index, TWI), 사면경사(), 집수지역 면적(Catchment Area, CA), 유사운송지수(Sediment 

Transport Index, STI)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제안한 모형으로 아래와 같다.

      (2)

여기서, 는 계산하고자 하는 격자의 토심(m), 는 사면경사(°), 는 지형습윤지수(무차원), 는 집수지역 면적

(m²), 는 유사운송지수(무차원)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식에서 토층심도는 사면경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형습윤지수(), 집수지역 면적( ), 유사운송지수() 등의 지형적인 요인에 지배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Vanwalleghem et al.(2010)의 연구 결과에서도 토층심도가 사면경사, 지형적 곡률, 습윤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지형적 곡률은 직접적으로 산사태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Ohlmach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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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사면안정해석 모형은 활동면 형태를 사면의 표면과 평행한 직선으로 설정한 해석법으로 흙의 성질, 지하수위 조건 

등은 사면 전반에 걸쳐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면경사, 토층의 점착력과 내부마찰각 등은 분석지역에 대한 지형

적 특성과 공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기존 Hammond et al.(1992)에 의해 제안된 무한사면안정해석 모형은 강우

에 의한 영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Fig. 3은 강우 발생 시 토층 내로 우수 침투에 따른 침윤선 거동을 모사한 것으로 침윤선(wetting front)의 거동은 지표면

에서 중력방향으로 진행함을 보여준다. 실제 사면 붕괴 또는 산사태가 집중강우 시에 급격히 발생하는 원인은 토층으로 

우수가 침투하여 토층의 상태가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바뀌면서 간극수압 상승으로 인해 전단강도 감소의 영향으

로 사면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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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우수가 토층으로 침투하여 포화되는 깊이인 포화깊이비 개념을 

포함하는 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Chae et al., 2011, 2012; Kim et al., 2019).

 
sin

 cos tan
 (3)

  



    ≤   (4)

여기서, 는 토층의 무게에 대한 점착력 비, 는 사면의 경사각(°), 는 흙의 내부마찰각(°), 은 토층 전체밀도에 대한 물

의 밀도 비, 는 중력방향으로 토층의 깊이, 는 토층 내 우수 침투시간에 따라 변하는 중력방향으로 침윤선의 깊

이,  는 토층 내 우수 침투시간에 따른 토층의 포화깊이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는 토층 깊이( )에 대한 침윤선 

깊이()에 대한 비이기 때문에 이 값의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범위에서 존재한다.

위 식으로 분석된 결과는 격자기반으로 안전율()이 분석되며, Pack et al.(1998)이 제안한 기준 안전율인 1.0 이하의 

값을 갖는 격자에 대해 등급화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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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가 발생한 연구지역에 대해 토심 추정 및 산사태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형학적 특성과 공학적인 특성 파악을 목적

으로 GIS기반의 공간정보 주제도로 제작하였다. 산사태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 현장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KS 기준에 따

라 흙의 직접전단시험(KS F 2343, 2017)으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 정수위투수시험(KS F 2322, 2015)을 통해 흙의 투수

계수, 흙입자 밀도시험(KS F 2308, 2016)으로 밀도를 산정하였다.

토질시험을 통해 산정된 물성값은 토양시료 채취지점의 좌표값을 포함하여 point data 형태로 연구지역 전체에 적용하

기 위해 지구통계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GIS 공간정보 분석방법인 역거리가중법(Inverse Distance Weighted Method, 

IDW)을 적용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Fig. 4). 이 역거리가중법(IDW)은 임의의 주어진 두 지점의 특성치가 연결되

어 있지만 이들의 유사성은 두 위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어 미계측 또는 미조사 지점에 대한 

특성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GIS 프로그램에서 효율적으로 공간정보를 보간할 수 있는 기법 중의 하나이다(Longley, 

2005; Burrough et al., 2013).

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연구지역

에 대한 10 m × 10 m 격자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DEM 자료로 통계모형을 활용한 토

심예측을 목적으로 사면경사, 집수면적, 습윤지수, 유사운송지수 등도 함께 구축하였다. 이때 산지사면 경사가 20~40°에

서 산사태가 다수 발생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Kim and Shin, 2016; Lee and Park, 2016)를 바탕으로 해당 경사구간에 대

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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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고도를 고려한 Z-model을 활용하여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한 토층심도를 산정하였다(Fig. 5a). 토심예측 결과, 최

대 토심은 5.40 m, 최소 토심은 1.77 m, 평균 토심은 4.54 m로 지형고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고도가 낮아

질수록 토심의 깊이가 깊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산사태 발생 상부구간은 사면경사가 약 30° 정도로 표토층 내 붕괴 깊이가 

대략 1.5 m 가량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토심 산정 모델에서는 산사태 발생 격자의 토심이 약 1.93 m로 다소 깊게 분석되

어 차이를 보였다.

확률론적 통계모형을 활용하여 연구지역에 대한 토층심도 예측 결과, 최대 3.56 m, 최소 1.10 m, 평균 1.25 m로 분석되

었다(Fig. 5b). 지형고도를 활용한 Z-model로 예측된 토심과 비교할 때 최소 0.67 m에서 최대 3.29 m까지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산사태 발생 격자에서의 토층심도는 약 1.21 m로 Z-model 대비 약 0.7 m 얕게 분석되었다.

토층심도를 예측하기 위해 적용한 2가지 모델의 결과는 산사태 발생지역에서 확인된 5개 지점에 대한 토층심도와의 비

교를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토층심도를 측정한 지점의 고도 범위는 78~267 m 구간으로 동일한 고도에 해당하는 토층

심도 예측 결과를 추출하여 검증한 결과에 대해서 Fig. 6에 나타내었다. 비교 검증 결과에서 가장 높은 고도인 267 m에서 

측정된 토층심도는 1.5 m로 통계모형으로 예측된 값인 1.12 m에 가장 근접하게 예측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도 16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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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m, 95 m, 78 m 등에서 측정된 토층심도는 Z-model로 예측한 토층심도가 최소 0.08 m에서 최대 1.64 m의 차이를 보

이는 등 지형고도가 낮아질수록 비교적 산사태 현장에서 측정된 실제 토층심도와 유사하게 모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확률론적 통계모형으로 산정된 토층심도는 1~2 m 범위 내에서 지형고도와 상관없이 전 구간에서 비교적 일정한 

토층심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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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2가지 토층심도 예측모델로 구축된 연구지역의 토심 정보를 활용하여 산사태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산사태

위험도는 토층 포화깊이비를 고려한 무한사면안정해석 모델을 활용하여 안전율을 산정하고, 임계안전율 1.0 이하에 대해 

1등급(FS ≤ 0.25), 2등급(0.25 < FS ≤ 0.5), 3등급(0.5 < FS ≤ 0.75), 4등급(0.75 < FS ≤ 1.0)으로 구분하여 표출하였다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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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 내 Z-model 결과를 적용한 산사태위험도 분석 결과에서는 1등급에 해당하는 격자는 29개, 2등급 70개, 3등급 

68개, 4등급 55개로 분석되었다. 각 등급별 분포비율은 1등급 13.1%, 2등급 34.5%, 3등급 30.6%, 4등급 24.8%의 분포비

율로 분석되었다. 여기서는 연구지역의 고도가 높은 산정상부를 중심으로 1등급, 2등급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번 산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위험등급 2등급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확률론적 통계모델을 활용한 산사태위험도 분석 결과에서는 1등급 74개, 2등급 38개, 3등급 49개, 4등급 61개로 

각 등급별 분포비율은 1등급 33.3%, 2등급 17.1%, 3등급 22.1%, 4등급 27.5%로 분석되었다. Z-model을 활용한 토심 예

측결과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 1등급의 분포비율이 약 2.5배 이상 높게 분석되었으며, 산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

되는 지점 주변이 대부분 위험등급 1등급에 포함되는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개의 위험등급으로 표현된 산사태위험도를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연

구지역의 분석구간은 사면경사 20~40°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에서도 동일한 분석구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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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여기서 제시된 위험등급은 임계안전율 1.0 이하에 대한 결과로써 물리적으로 붕괴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에서 제시하는 1~5등급 중 상대적으로 1

등급에 가까울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위험성 낮아지는 의미를 갖고 있어 본 검증에서는 위험성이 

낮고 안전한 5등급은 제외하고 연구지역 범위 내 해당하는 격자만을 검증값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 내 위험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14개, 2등급 159개, 3등급 43개, 4등급 

6개로 각 등급별 비율은 1등급 6.3%, 2등급 71.6%, 3등급 19.4%, 4등급 2.7%로 2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된 지점으로 예상되는 지점 주변으로 2등급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하부 계류를 따라 2등급의 분

포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가지 예측모형으로 산정된 토층심도를 반영하여 분석된 산사태위험도를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와 비교한 결과, 확

률론적 통계모델 결과를 반영해 분석한 산사태위험도에서 1등급의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으로 Z-model, 산림청 

산사태위험지도 결과 순으로 나타났다(Fig. 8). 확률론적 통계모델의 경우, 실제 측정된 토층심도와 비교할 때 대부분의 

구간에서 토층심도가 얕게 분석되었다. 즉, 동일한 강우사상에서 Z-model 보다는 확률론적 통계모형로 예측된 토층심도 

구간이 비교적 얕은 토층심도를 가지기 때문에 Z-model의 예측 결과보다 강우에 의해 빠르게 포화되면서 산사태의 위험

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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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20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발생된 산사태 지역을 대상으로 2가지의 토심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연구

지역에 대한 토심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층의 포화깊이비 개념을 접목하여 산사태위험도를 산정하였다. 예측된 토

층심도는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측정된 토심과 비교 검증한 결과, Z-model을 활용하여 예측한 토층심도가 확률론적 통계

모델을 활용한 예측 토심보다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확률론적 통계모델로 예측된 토층

심도는 대부분 구간에서 소수점 2~3자리의 미소하게 변화하며 실제 토층심도와 비교할 때 과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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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에서 측정된 토층심도는 고도와 경사가 낮아질수록 깊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2가지 토층심도 예측모델에서 예측된 결과에서도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 토층심도가 깊어지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 특히, Z-model이 확률론적 통계모델 보다 더 현장 조사자료와 더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층 포화깊이비를 고

려한 무한사면안정해석 모델을 활용한 산사태위험도 산정 시 모든 물성값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토층심도만 변화시켜 분

석한 결과 토층심도에 따라 산사태위험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론적 통계모델을 활용한 산사

태위험도 분석결과는 연구지역 내 분포하는 전체 격자의 약 33.3%가 1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Z-model을 활용한 산

사태위험도 분석 결과에서 1등급 분포비율인 13.1% 보다 수치적으로 약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토층심도를 고려하여 적

용하는 것이 산사태위험도 등급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사태위험도 분석에 있어 토층심

도 자료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향후 추가연구로써 현장에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토층심도를 측정하여 신뢰도 높은 토층심도 자료가 구축된다면 보

다 산사태위험성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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