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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nitrogen use efficiency (NUE) of crops is a technology that improves crop productivity and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simultaneously. A way to improve NUE is to develop and use a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We developed a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in terms of controlled-release coated fertilizer for rhizosphere application 
(CRFR) which is a mineral fertilizer applying just under the plant root zone. In order to test effect of the developed 
CRFR on crop yield and NUE, field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six levels of N (N 0, N 190, CRFR-N 16, 
CRFR-N 22, CRFR-N 27, and CRFR-N 33 kg ha

-1
) at the experimental station of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GARES) for two years (2017 to 2018). The fruit yield and NUE of red pepper were obtained 
using agronomic measurements. To determine optimum N rate of CRFR we applied linear-plateau model. Results 
showed that the yield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levels of CRFRs (N 22 and 27) and N 190 in 
2017. Similarly, the yield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three levels of CRFRs (N 22 and 27) and N 190 in 2018 
although almost six times as much N rate was applied in the N 190. Meanwhile, NUEs in the CRFRs were ranged 
from 69.8 to 88.5% which were much higher than the N 190 treatment (14.8%). Since CRFRs showed no different 
yields as compared to N 190, we analyzed the optimum rate of CRFR using the linear plateau model and CRFR 
applied at 23.1 kg N ha

-1
 was optimal for the yield. Our results suggest that CRFR was able to significantly increase 

crop productivity while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of remarkably high NUE.

Keywords: Controlled-release coated fertilizer for rhizosphere, fruit yield, Nitrogen use efficiency, 

Linear-plateau model

Since CRFRs showed no different yields as compared to N 190 (recommended N dose from RDA), we 
analyzed the optimum rate of CRFR using the linear plateau model, and CRFR applied at 23.1 kg N ha

-1
 was 

optimal for the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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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작물의 수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인자는 품종과 환경 및 재배기술이다 (Chung and Lee, 2008). 이중 재배기술 분야

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작물의 무기영양분 공급수단인 무기질비료의 개발과 이용이 가장 크다. 그

러나 무기질비료는 작물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지만 남용은 환경오염과 직결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질소 비종인 요소는 작물수량 증진에 필수적이지만, 농경지에 시비하면 일반적으로 20 - 70%가 암모니아 (NH3) 

휘산, 질산태 질소 (NO3
-
) 용탈과 유거 및 아산화질소 (N2O) 휘발을 통해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러한 현상은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질소이용효율 감소에 따른 작물생산성 감소를 초래한다 (Anggoro, 

2011; Zarei and Ghaffarian, 2013; Naz et al., 2014). 한편, Ku et al. (2017)와 Kang and Roh (2012)는 완효성인 유기

질비료와 속효성인 질소비료 (요소)를 혼용하면 질소이용효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작물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오

염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대부분 작물의 질소이용효율은 50%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료 사용에 대한 미래의 주요 연구과제는 작물의 양분 요구량에 잘 부합하는 양분관리기술 개발로 비료의 이용효

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Grant, 2005).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완효성 비료의 사용이다. 완효성 비료는 작물의 생육단

계에 맞춰 양분이 용출되어 양분이용효율을 증가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농경지로부터 유출되는 비료 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Oertli, 1980). 그러나 완효성 비료는 일반 무기질비료보다 구입가격이 3 

- 5배 높아서 널리 보급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Liu et al., 2014). 완효성 비료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

반 무기질비료보다 양분이용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시비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 

경제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작물의 질소이용효율과 생산성에 대한 완효성 비료의 효과는 시비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hoji and 

Kanno (1994)의 보고에 의하면, 수도작에서 질소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벼 이랑의 측면 또는 조간에 시비

하는 ‘측조시비’가 일반 완효성 비료의 전층시비보다 질소이용효율을 18.4%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Choi et 

al. (2012)는 파종 시 벼 모판에 시비하는 ‘파종상’ 비료를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은 작물 근권에 더 근접하게 시비하는 

방법으로 질소이용효율이 높아 ‘측조시비’보다 N 시비량을 10%로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완효성 비료는 밭작물 근권 시비용 완효성 피복비료 (Controlled-release coated fertilizer for rhizosphere, CRFR)이

며, 밭작물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비료의 시비방법은 기존 완효성 비료의 시비방법과 달리 ‘점 시비’을 사

용한다. ‘점 시비’ 방법이란 육묘 정식 시 토양 근권 (작물 뿌리 바로 밑)에 직접 시비하는 것을 말한다.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작물의 양분 필요시기에 적합하게 양분이 용출되어 기존 무기질비료의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밭작물에 상용화되어 판매되는 완효성 비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밭작

물인 노지 고추를 대상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누보가 공동개발한 완효성 비료 (CRFR)의 시비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생육단계별 고추의 건물중 변화와 수량 및 질소이용효율을 조사하고 CRFR의 적정 시비량을 제

시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밭작물 근권 시비용 완효성 피복 비료 본 연구에 사용된 밭작물 근권 시비용 완효성 피복 비료 (Controlled- 

release coated fertilizer for rhizosphere, CRFR)는 작물의 근권에 시비하는 완효성 비료이다. CRFR에 사용된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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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s used in the field experiments in 2017 and 2018.

Year
pH

(1:5)

OM

(g kg
-1

)

NO3

-
-N

(mg kg
-1

)

Av. P2O5

(mg kg
-1

)

Exchangeable cations (cmolc kg
-1

) Soil 

textureK
+

Ca
2+

Mg
2+

2017 6.6 11 37 175 0.54 7.1 2.4 L

2018 6.9 12 25 376 0.45 6.9 1.5 SL

O.M, Organic matter; L, Loam; SL, Sandy loam.

Table 2. Amounts of fertilizers (N-P2O5-K2O kg ha
-1

) applied in each treatment for Red pepper cultivation in 2017 and 

2018.

Treatments
Amounts of N-P2O5-K2O application (kg ha

-1
)

N P2O5 K2O

Control 0 0 0

NPK-N 190
†

190 112 149

CRFR-N 16 16 5 7

CRFR-N 22 22 7 9

CRFR-N 27 27 9 11

CRFR-N 33 33 10 14
†

NPK_N190, Fertilizer recommendation at 190 kg N ha
-1

 from RDA.

와 인산 및 칼리 비료의 무기 화합물은 요소 (Urea: CO(NH2)2), 제1인산암모늄 (Monoammonium phosphate: 

NH4H2PO4) 및 황산가리 (Potassium sulfate: K2SO4)이며 복합비료 (N-P2O5-K2O = 20-6-14)로 제조되었다. 이 완효

성 피복 비료는 sigmoid (S자형) 용출 특성을 보이며, 피복 물질은 유기 중합체 물질 (합성수지)과 광물질 및 휴믹산으

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처리된 복합비료는 현재 시판중인 제품 (밭편한 올코팅, ㈜누보)을 사용하였다. 

고추 재배 고추 재배 실험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내 시험포장 (경기도 화성시)에서 2년간 (2017 - 2018년) 수행하

였다. 시험포장의 토양의 토성은 양토 (2017년)와 사양토 (2018년)이며, 토양산도 (pH)와 유기물 (OM), 유효인산 

(Av.P2O5) 등의 토양화학성은 Table 1과 같다. 

2017년과 2018년의 고추 (품종명 : ‘케이스타’) 재배기간은 140일 (5월 2일에 정식하여 9월 30일)로 같았다. 2017

년 고추의 전체 재배면적은 225 m
2
이었고, 각 시험구의 면적은 15 m

2
이었으며, 2018년 전체 재배면적은 540 m

2
로 각 

시험구의 면적은 36 m
2
으로 2017년보다 넓었다. 고추의 재식거리는 100 cm × 35 cm (조간×주간)으로 2017년과 

2018년에 같았다. 각 시험구의 처리는 무비구 (Control), 표준시비구 (NPK_N190) 및 밭작물 근권 시비용 완효성 피

복비료 4수준 (CRFR-N 16, CRFR-N 22, CRFR-N 27 및 CRFR-N 33)으로 총 6수준이었고, 처리구별 비료 

(N-P2O5-K2O) 시비량은 Table 2과 같다. 이와 같이 CRFR 처리구의 질소시비량을 표준시구보다 획기적으로 줄인 이

유는 완효성 비료는 일반 속효성 비료보다 양분이용효율이 높아 화학비료 시비량의 60%를 절감할 수 있다 (Shaviv 

and Mikkelsen, 1993). 또한 Shoji and Kanno (1994)의 보고에 따르면 벼에서 ‘측조시비’는 관행 ‘전층시비’보다 시

비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한 완효성 비료는 이식하는 작물의 토양속 뿌리에 밀착하여 시

비하는 ‘점 시비’방법으로 벼의 ‘측조시비’보다 양분 이용효율이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표준시비의 20% 

이하로 설정하였고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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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ertilizer application method of CRFR in Red pepper cultivar in 2017 and 2018.

표준 시비구 (NPK_N190)에서 질소와 인산 및 칼리 비료의 무기 화합물은 요소와 용과린 및 염화가리였으며, 질소, 

인산 및 칼리의 분시 비율은 농촌진흥청 고추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NAAS, 2010). 본 연구에 사용한 CRFR 

(N-P2O5-K2O = 20%-6%-14%)는 N 성분량으로 환산하여 전량 밑거름으로 시비하였으며, 시비방법은 Fig. 1과 같이 

고추 정식할 부근의 토양 (깊이 10 cm)을 파고 완효성 비료 시비 후 약간의 흙을 덮고 고추 묘를 정식하였다. 

고추 생육 및 질소이용효율 고추 생육은 정식 후 30일, 60일, 90일 및 120일에 조사하였으며, 각 조사일에 처

리별 지상부 5주를 각각 채취하여 지상부 건물중을 측정하였다. 건고추 수량 조사는 정식 후 80일부터 15일 간격으로 

3회 동일한 개체 (10주)에서 고추의 과피가 완전히 붉은색으로 변한 과실을 수확하였다. 지상부와 과실은 70°C 온풍

기에 7일간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질소이용효율 (nitrogen use efficiency, NUE)을 분석하기 위해서, 처리별 건

고추의 총 질소 흡수량을 CNS 분석기로 분석하였다. 질소이용효율은 (Eq. 1)과 같이 계산하였다.

 





×  (Eq. 1)

여기서, UN와 UO는 질소 시비구와 무비구의 단위면적당 양분 흡수량 (kg ha
-1

), NA는 질소 시비구의 시비량 (kg ha
-1

)

이다.

완효성 피복 비료의 적정 시비량 결정 완효성 피복 비료에 대한 고추의 수량 반응과 적정 시비량은 구분선형

곡선 (Linear-Plateau model)을 사용하여 적정 시비량을 결정하였다. 시비반응 분석을 위한 수식 (Eq. 2)은 다음과 같다. 

       (Eq. 2)

여기서, a, b 및 c는 시비반응 모델의 상수이며, N은 수준별 질소 시비량 (kg ha
-1

), Nopt 은 적정질소 시비량 (kg ha
-1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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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wth characteristics of Red pepper at the different growth stages (Mean values(n = 3)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ing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통계 분석 분산분석은 STAR V. 2.0.1 (IRRI, 2013)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처리별 시비수준

에 따른 지상부 건물중, 건고추 수량 및 질소이용효율의 차이는 던컨검정 (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95% 

유의수준에서 평가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고추 생육 특성 고추 생육단계별 생육 특성은 2018년 자료를 조사하였고, 지상부 건물중 변화는 정식 후 30, 60, 

90 및 120일에 측정하였다. 정식 후 30일까지는 NPK_N190 처리구에서 지상부 수량이 가장 높았으나, 정식 후 60일 

이후에는 Control_N0 < CRFR_N22 < CRFR_N27 < NPK_N190 < CRFR_N33 순이었다. 한편, 생육 단계별 조사된 

고추의 생육 특성은 정식 후 90일까지는 작물의 생장곡선인 S 자 곡선을 보였지만, 90일부터 120일까지 다시 직선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Fig. 2). Ropokis et al. (2019)의 보고에 따르면, 고추의 양분 흡수량은 고추의 과실을 수

확하기 직전까지 낮고 수확 후 급격히 양분 흡수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시험에서 고추의 최초 수확 시기는 정식 

후 80일이며, 이 후 15일 간격으로 2회 더 수확하였다. 전 생육기간 고추를 관찰한 결과, 정식 후 60일까지는 고추의 

과실이 비대하여 과피의 색이 청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뿌리의 양분흡수가 생리적으로 일시 정

지되어 지상부 (과실) 증가가 둔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정식 후 80일에 과실이 수확됨에 따라 뿌리가 다시 

양분을 흡수하여 과실 수량이 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고추 수량 2017년에 고추재배 실험에서 CRFR 처리구의 질소 시비량은 16 - 27 kg N ha
-1
으로 NPK_N190 시

비량의 8 - 14% 수준이었지만, 건고추 수량은 CRFR_N16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시비구에서 NPK_N190 처리와 통

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CRFR 처리구 간에는 CRFR_N16 < CRFR_N22 < CRFR_N27 순으로 시비량이 높을수록 

건고추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3). 2018년에 건고추 수량도 CRFR 처리구의 시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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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uit yield and yield index of Red pepper in the treatments in 2017 and 2018.

Treatments
Amounts of N rate

(kg ha
-1

)

2017 2018

Fruit yield

(kg ha
-1

)

Yield index

(%)

Fruit yield

(kg ha
-1

)

Yield index

(%)

Control_N0 0 1,542c 67 1,732c 65

NPK_N190
†

190 2,311a 100 2,658ab 100

CRFR_N16 16 2,053b 89 -

CRFR_N22 22 2,223ab 96 2,355b 89

CRFR_N27 27 2,300a 100 2,629ab 99

CRFR_N33 33 - 2,703a 102

Statistics Yield p-value

Year ns >.05

Treatment * <.01

Year  Treatment ns >.05
†

NPK_N190, Fertilizer recommendation at 190 kg N ha
-1

 from RDA.

Mean values (n = 3)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ing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nd not significant at p ≤ 0.05.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RFR 처리구 사이에서 건고추 수량이 높았던 순서는 CRFR_N22 < CRFR_N27 < 

CRFR_N33 순이었다. 이중 CRFR_N33의 처리구의 질소 시비 수준은 표준시비량 (190 kg N ha
-1

)의 17%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으나, 오히려 NPK_N190 처리구의 수량보다 2% 높았다. 2017년과 2018년의 고추 수량을 비교한 결과, 

연차 간 수량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처리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Table 3). Lee et al. (2007)는 완효성 비료 시비량이 

표준시비량의 1/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시비구의 고추 수량이 3.0 - 5.9% 증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CRFR_N33 처리구는 Lee et al. (2007)가 보고한 완효성 비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시

비구와 수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완효성 비료의 시비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험에서 

수행한 CRFR의 시비방법은 고추의 근권에 직접 시비하는 ‘점 시비’이지만, Lee et al. (2007)가 처리한 완효성 비료

의 시비방법은 ‘전층시비’이다. 따라서 CRFR 비료가 고추 근권에 시비되어 질소이용효율을 증가시켜 매우 적은 시

비량에도 불구하고 NPK_N190 처리구와 대등하거나 높은 수량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질소이용효율 2017년 실험에서 고추의 질소이용효율은 NPK_N190 처리구에서 14.8%이었으나, CRFR 처리

구들은 77.5 - 88.5% 범위로 매우 높았다. CRFR 처리구 간에는 CRFR_N27 < CRFR_N16 < CRFR_N22 순으로 질

소이용효율이 높았다. 2018년에도 CRFR 처리구의 질소이용효율은 84.6 - 88.5% 범위로 NPK_N190 처리구 

(14.8%)보다 69.8 - 73.7% 더 높았다. CRFR 처리구 간 질소이용효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CCRFR_N22 

< CRFR_N33 < CRFR_N27 순으로 높았다 (Fig. 3). 이렇게 질소이용효율이 높았던 이유는 CRFR은 고추의 뿌리 근권

에 시비되어 환경으로부터 양분 용출을 최소화한 ‘점 시비’ 방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NPK_N190 처리구는 시험구 전 면적에 전층시비되어 양분의 유출 (유거, 탈질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질소이용효

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완효성 비료는 1회 시비로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비료이다 (Shaviv, 2001). 

일반적인 재배포장에서 관행시비방법 (‘전층시비’)은 질소이용효율이 20-30%범위로 알려져 있으나, 완효성 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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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K_N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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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FR_N22

CRFR_N27

CRFR_N33

Fig. 3. Effect of different N rates of CRFR on nitrogen use efficiency of Red pepper in 2017 and 2018 (NPK-N190, 190 kg 

N ha
-1

 recommended from RDA).

40 - 60% 이상 질소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Shoji and Kanno, 1994). 그러나 CRFR 비료가 일반 완효성 

비료의 질소이용효율보다 높았던 것은 고추의 뿌리에 밀착하여 소량으로 ‘점 시비’되는 비료로 질소이용효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CRFR의 적정 시비량 설정 CRFR 처리구의 적정 시비수준 설정을 위하여 2017년과 2018년 각각의 처리별 건

고추 수량을 조사하였고, 연차 간 변이를 줄이고자 각각의 연도별 수량이 높았던 처리를 100%로 환산하여 수량지수로 

나타내었다. 수량지수를 100%로 간주하는 기준 처리구는 2017년에 NPK_N190 처리 이었고, 2018년은 CRFR_N33 

처리구였다. 건고추의 수량지수는 CRFR 처리구에서 질소 시비량이 증가할수록 CRFR_N27 처리구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비량이 가장 높았던 CRFR_N33 처리구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CRFR 처리구

의 고추에 대한 시비반응을 해석하기 위해서 구분적 선형 모형 (Linear plateau model)을 적용하였을 때, 두 선형이 교

차하는 지점을 CRFR 처리의 적정 시비 수준으로 계산하면 N 시비량은 23.1 kg N ha
-1
이었다 (Fig. 4). 경제수량을 얻

기 위한 적정 질소 시비량 산정은 대부분 2차 회귀곡선의 수량 반응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구분적 선형모형을 적용한 이유는 2차 회귀곡선 반응식의 R
2 
값과 (R

2 
= 0.99)과 구분적 선형모형에서 R

2
 값 (R

2 
= 

0.99)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2차 회귀곡선반응식에서 예측한 최대 수량에 대한 적정 질소시비량은 33kg N 

ha
-1
으로 구분적 선형모형 (23.1 kg N ha

-1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 수준은 NPK_N190 시비구 

시비량의 12%로 CRFR 처리가 N 시비량을 88%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7년과 2018년 

CRFR 처리의 질소이용효율이 NPK_N190 처리보다 각각 62.7 - 73.7%, 69.8 - 73.7% 더 높았다. 따라서 CRFR 처리

가 NPK_N190의 12%의 N 시비량 수준으로도 대등한 수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질소이용효율이 높은 결과이다. 

Constable et al. (2003)는 농경지에 시비된 요소의 이용효율은 대부분 30 - 40% 정도로 낮으며, 나머지 양분은 잠재적 

환경 유출량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고추 CRFR의 적정 시비수준이 NPK_N190의 N 시비량 12% 수준으로 크게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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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termination of optimum N rate of CRFR for economic yield of Red pepper using linear-plateau model 

(NPK-N190, (NPK-N190, 190 kg N ha
-1

 recommended from RDA).

은 이유는 CRFR은 완효성 비료로 양분이 고추의 전 생육기간에 거쳐 용출되고 토양속 근권에 시비하는 비료로 질소

이용효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CRFR은 고추 토양 속 근권에 시비하는 완효성 피복비료이다. CRFR의 시비수준에 따른 고추 생육 단계별 지상부 

건물중 변화는 Control_N0 < CRFR_N22 < CRFR_N27 < NPK_N190 < CRFR_N33 순으로 높았으며 CRFR 처리

간에는 시비량이 높을수록 지상부 건물중이 높게 나타났다 (Fig. 2). CRFR 처리에 따른 건고추 수량은 2017년은 

CRFR_N16 처리구, 2018년은 CRFR_N22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NPK_N190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

다 (Table 3). CRFR의 고추 시비반응 조사를 위하여 질소이용효율을 조사한 결과 2017년은 NPK_N190 처리구는 

14.8% 이었으나 CRFR 처리구는 77.5 - 88.5%로 매우 높았으며, 2018년 질소이용효율도 CRFR 처리구가 

NPK_N190 처리보다 69.8 - 73.7% 더 높게 나타났다 (Fig. 3). CRFR의 적정 수비수준 설정을 위하여 구분적 선형 모

형을 이용하여 적정 시비수준을 분석한 결과 질소비료 수준으로 23.1 kg N ha
-1

 이었으며, 이 수준은 NPK_N190 처리

구 시비량의 12%로 수준으로 CRFR 처리가 표준시비인 NPK_N190 처리보다 N 시비량을 88% 절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4). 이와 같은 결과는 CRFR은 고추의 뿌리 근권에 시비되어 질소이용효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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