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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history: The structure of the photovoltaic system is important because it's rigidity is 

required enough to withstand extreme environments such as typhoons. In 
addition, the driving mechanism of the structure affects the power generation 
efficiency. Among the mechanism of a photovoltaic structure, the efficiency of 
the solar tracker using rotating two axes is best. In this paper, a new solar tracker 
using dual worm-gear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designed solar tracker 
was evaluated through FEM to confirm the rigidity to withstand extreme wind 
loads obtaining strains and the stresses of tracker at two different blower 
locations. For the fabricated structure the wind tests were conducted at seven 
different blower locations. To measure the strain during the wind test, the strain 
gages we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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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외에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태양광 에너

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

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

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1,2].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

에서도 설치 및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기의 발전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태양광이 항상 태양광 모듈과 법선방향이 되도록 태양

을 추적하는 구조에 대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식의 구조물이 연

구되고 있다. 
Hong 등은 태양광 발전기의 추적방식을 2개의 리니어 액츄에이

터를 사용하여 경사각 종속형 구조를 개발하였고[3], ㈜파루는 고정

식, 단축 추적식, 리니어 액츄에이터와 슬루 드라이브를 사용한 양

축 추적식 등 태양광 발전기의 구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4]. 
2축으로 회전하는 기존에 개발 된 추적식 태양광 추적장치 (트래

커)는 고정식, 단축식보다 발전량이 최대 130% 높지만, 태양의 움

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구조물이 복잡해짐에 따라 중량이 증가하고, 
설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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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the solar trackers

Name of parts Size (mm) Number of 
parts Material

C-shape beam 75×45×15×2.3 t 6
Steel
(7850 
kg/m3)

Square shape beam 75×75×2.3 t 2
Girder 860×90×12 t 2

Fixed column ∅165.2×6 t 1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used steel

들이 있다[4].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적장치 (tracker)를 

개발 할 때에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기초 구조물을 작게 하며 

구조를 단순화하여 중량을 줄이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구조물을 

설계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을 추적하는 구동부로 서로 직

교하는 두 축으로 회전이 가능한 2개의 웜기어(듀얼 웜기어)를 사

용하여 새로운 구조의 태양광 추적장치를 설계하였다. 구동부로 

듀얼 웜기어(dual worm-gear)를 사용한 구조는 중량이 무거운 구

동부가 기구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이다. 태양광 

모듈들을 설치하는 모듈지지 프레임은 모듈을 여러 개 설치하여

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매우 넓고 지상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 또한 실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는

다. 이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기를 설계 할 때에는 「건축구조기

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69호, 2015.10.30.)을 기준으로 

설계하중을 계산하여야 한다[5]. 여기서, 설계 하중은 자중(self-  
weight), 풍하중(wind load), 지진하중(seismic load), 적설하중

(snow load)이 해당된다. 태양광 발전기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대

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Gil 등은 바람에 의해 양축 추

적식 태양광 추적기에 발생하는 고유진동수에 관해 연구하였다[6]. 
Chumakov외 3명은 태양광 모듈의 배열 방식을 다르게 하여 발생

하는 풍압에 관해 연구하였다[7].
본 논문에서는 Kim 등의 연구처럼 여러 가지 작용되는 하중들 

중 가장 영향이 큰 풍하중을 고려하여 태양광 모듈지지 프레임을 

설계하였으며[8], 형상이 다른 세 모델의 프레임을 제안하고 각 모

델의 강성과 중량을 비교하였다. 제안된 구조물을 태풍과 같은 극

단적인 상황에서의 성능 및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풍압해석 및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태양광 

모듈지지 프레임을 제작하고 전체적으로 태양광 추적장치를 제작

하였다. 제작된 추적장치에 대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에서 풍압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풍압시험은 7개의 다른 위

치에서 강풍기로 풍압을 적용하여 기구의 내풍압 성능을 평가하였

고, 이 때 스트레인게이지를 사용하여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그리

고 측정한 실험값과 해석된 결과 값을 비교함으로써, 개발한 추적

식 태양광 추적 장치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2. 태양광 모듈 프레임 구조 설계
2.1 구조설계 
태양광 모듈 프레임은 풍압에 대한 강성을 가져야하면서도 구동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설치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양광 추적장치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양광 모듈을 부착

하는 부착부와 이 부착부를 지지하고 구동장치와 연결시켜 주는 

프레임 부, 그리고 이 부분들을 지면과 고정시켜주는 지주부로 구

성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태양광 모듈(solar module)은 LG사의 

LG250S9W 제품이며, 이 모듈 하나의 중량은 15.2 kg이고, 발전

량은 750 W이다. 총 1.5 kW의 발전량을 내도록 Fig. 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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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Value Unit
Density 7850 kg/m3

Young`s Modulus 2×105 MPa
Poisson`s Ratio 0.3

Tensile Yield Strength 250 MPa
Compressive Yield Strength 250 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460 MPa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the tracker frame

Tracker Frame Type
1st model 2nd model 3rd model

max  of Girder (MPa) 165.38 154.44 132.73

Table 3 The maximum von-mises stress through FEM

Tracker Frame Type
1st model 2nd model 3rd model

Mass (kg) 617.45 461.81 257.57

Table 4 Mass of the tracker

모듈 6개를 3×2 (가로×세로)으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6개의 태양

광 모듈을 고정하기 위해 C형강을 6개 사용하여 세로축을 고정하

였고, 각관을 2개 사용하여 가로축을 고정하였다.
서로 직교하는 2개의 회전축을 갖는 듀얼 웜기어는 항상 태양을 

추적할 수 있도록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으로 맞추어 설치하였으며, 
듀얼웜기어의 양측으로 원형관 부착하여 이들 원형관이 태양광 모

듈들, 부착부, 프레임을 받쳐주는 대들보(girder)로 사용되도록 하

였다.
전체 추적장치는 3D 설계 소프트웨어인 Pro- Engineer WF 5.0

을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태양광 모듈을 지지하는 프레임

은 전체적으로 가볍게 하기 위하여 Fig.1과 같이 1차, 2차, 3차 모

델을 설계하고, 각 모델에 사용된 태양광 모듈의 무게, 배열 방법 

및 태양광 모듈을 고정하는 C형강과 각관의 개수 및 크기 그리고 

기구에 발생하는 풍하중은 동일하게 하여 해석하여 비교하였다. 이 

때, 세 모델에 프레임 구조를 제외하고 기구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부품은 Table 1에, 사용한 재료의 물성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2.2 구조 해석 결과 
Fig. 1의 세 모델의 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8, 9, 10

에서 구한 풍압과 자중을 적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1차 

모델의 해석결과, 프레임의 양 끝에는 매우 작은 응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2차 모델을 설계 할 때에는 거더를 감싸는 프레임의 크기

를 축소하였다. 그리고 2차 모델의 해석결과, 고정단 가까운 부근

의 거더에서 큰 응력이 계산되기 때문에 3차 모델은 하중의 집중

을 줄이기 위해 듀얼 웜기어를 중심으로 양 쪽의 프레임을 각각 

2개로 늘려 설계하였다. 또한 프레임을 경량화하기 위해 각관 대신 

하키 스틱과 유사한 형상의 부재를 사용하여 중량을 줄이고, 안정

성을 강조하였다. 1차, 2차 모델의 해석 결과는 이전 논문에서 다루

었으므로 Table 3에 간단히 정리하였다[8]. 3차 모델의 거더에서 

계산된 최대 등가응력은 132.73 MPa로 1차, 2차 모델에 비하여 

0.8, 0.86배 작다. 또한 각 모델의 중량은 Table 4와 같이 3차 모

델의 중량이 1차, 2차 모델에 비하여 각각 0.42배, 0.56배 가볍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3차 모델을 최종 구조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

정한 추적장치의 크기(외경)는 가로×세로×높이가 3,025×2,970× 
2,406 mm이다.

3. 풍압 실증 시험
앞 절에서 설계된 모델 3을 제작하여 강풍기를 이용하여 실증시

험을 하였다. 강풍기의 직경이 2,000 mm이므로 모델 3의 전체 면

적에 기준 풍속을 가할 수 없었다. 이에 강풍기의 위치를 바꾸어가

며 7개소에서 시험하였으며, 시험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추적장치

의 3군데에 스트레인게이지를 설치하여 스트레인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험 상황과 동일한 풍속에서 풍압을 해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하였으며, 이를 실제 시험에서 얻은 스트레인

과 비교하였다.

3.1 수치해석
3.1.1 풍압 수치 해석 방법 
본 논문에서 풍압을 해석하기 위하여 청주지역의 기본 풍속을 

고려하여 설계 풍속을 40 m/s로 설정하고[9], 유한 요소해석은 

상용 CFD코드인 CFX의 v.17과 정적해석 코드인 STATIC 
STRUCTURE의 v.17을 사용하였다[11,12].
추적장치의 풍압 해석에서 경계조건은 Fig. 2와 같이, 구조물 전

체는 정지된(no-slip) 조건의 벽(wall)으로 하고, 강풍기(blower)
에 해당하는 면적은 입구면(inlet)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

지 면은 유동의 출입이 가능한 개방(opening) 경계면으로 설정

하였다.
여기서 입구 경계면은 강풍기의 직경과 같이 직경이 2,000 

mm인 원형 모양으로 설정하였다. 입구 경계면에서 유속(풍속)은 

40 m/s이고 입구 경계부터 벽면까지의 거리는 1,200 mm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Fig. 3과 같이 강풍기에 해당하는 입구면의 

위치를 다르게 한 두 경우에 풍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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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oundary conditions for the wind pressure analysis

(a)

(b)
Fig. 3 Locations of the 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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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essure along line E to F
Fig. 4 Wind pressure result of top-center case

평가하였다. 이 때, 본 논문에서는 Fig. 3의 (a)와 같이 강풍기의 

중심이 원점에서부터 x축과 z축으로 (-1,500, 2,500) mm 만큼 

이동한 경우를 상단-중앙(top-center case)이라고 하고, Fig. 3의 

(b)와 같이 강풍기의 중심이 원점에서 x축과 z축으로 (-1,750, 
1,500) mm 만큼 이동한 경우를 중간-좌측(middle-left case)이
라고 한다.
풍압해석에서 유체는 1기압, 섭씨 25 °C의 등온 열전달의 공

기이며, 부양성은 없고 정적인 상태로 설정하고, 벽함수와 초기

조건은 자동조건, 난류정도는 중급으로, 난류 옵션은 SST (shear 
Stress Transport)로 설정하였다[13,14]. 그리고 추적장치가 지표

면과 이루는 경사각은 최대 경사각인 70°로 하고 해석을 수행하

였다[9,10].

3.1.2 구조해석방법 
추적장치의 구조해석에서 하중조건은 풍하중과 자중을 적용하

였다. 이 때, 풍하중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의 FSI (fluid- structural interaction)를 1 way로 사용

하여 풍압 해석에서 얻은 결과 값을 적용하였고, 자중은 구조물의 

중량인 257.57 kg을 적용하였다[9,10]. 또 경계조건으로 고정단은 

거더와 듀얼 웜기어의 양 쪽 접촉면으로 설정하였다.

3.1.3 수치해석결과
Fig. 4, 5는 강풍기의 위치에 따른 추적장치의 풍압 해석 결과를 

나타내며, 이들 그림에서 (a)는 태양광 패널의 앞면에 해당하는 벽 

면(wall)의 풍압 분포를 보여주고, (b)는 벽면 위의 직선(EF, GH)
을 따르는 선상의 풍압을 z축에 따른 압력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때, 강풍기의 위치가 상단-중앙(top-center case)인 Fig. 4에서 

벽면의 최소, 최대풍압은 –477.8, 1,079.2 Pa 이다. 또, 입구면의 

위치가 중간-좌측(middle-left case)인 Fig. 5에서 벽면의 최소, 최
대풍압은 –670.4, 1,144.7 Pa 이다. 해석결과, 태양광 모듈사이의 

빈 간격 (z = 1,400 mm)에서 풍압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모듈의 가장 윗 부분 (z = 2,790 mm)을 지나면 풍압력이 0 Pa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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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essure along line G to H
Fig. 5 Wind pressure result of middle-left case

(a) Von-mises strain contour

(b) Von-mises stress contour
Fig. 6 FEM results of top-center case

(a) Von-mises strain contour

(b) Von-mises stress contour
Fig. 7 FEM results of middle-left case

풍압해석을 통해 계산한 풍하중을 적용하여 추적장치의 구조를 

해석 한 결과는 Fig. 6, 7과 같다. 이들 그림에서 (a)는 등가변형률 

분포이고, (b)는 등가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두 경우 모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더의 웜기어와 연결되는 부분에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큰 등가응력이 계산되었고 두 개의 각관 중, 아래 부분에 있는 

각관에서도 큰 등가응력이 계산되었다. 강풍기의 위치가 상단-중앙

인 Fig. 6에서 거더에서 최대 등가스트레인은 355.8 μm/m이며, 
아래측 각관의 중앙에서 최대 62.67 μm/m 이다. 거더의 최대 등가

응력은 70.60 MPa이며, 아래측 각관의 중앙부에서 최대 12.12 
MPa 이다. 강풍기의 위치가 중간-좌측인 Fig. 7의 경우는 앞의 경

우와 유사하나 강풍기가 좌측으로 치우쳐서 편풍을 주고 있기 때문

에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거더와 아래측 각관에서 계산된 최대 

등가응력은 각각 98.63 MPa, 14.61 MPa이며, 최대 등가스트레인

은 493.1 μm/m이고 74.3 μm/m 이다.

3.2 풍압 실증 시험 및 결과
제작된 추적장치의 풍압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건

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에서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

풍기를 사용하여 풍압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시험은 구조물이 정상

적으로 설치되었을 때의 단기 풍하중에 대한 내풍압 성능에 대해 

평가하였고, 추적장치에 직경이 2,000 mm인 원형모양의 강풍기

를 사용하여 풍속 40 m/s로 1분간 가압하였다.
이 때, 강풍기의 중심 위치를 총 7가지 경우로 지정하여 시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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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verview of the wind tests (Top-center case)

(a) at girder

(b) at square beam
Fig. 9 Attached strain gauge during wind test

Terms Value

Model AP-11-S15S-120-E

Gage factor 2.1 ± 0.5%

Resistance 120 ± 0.2%

Table 5 Specification of the strain gauge

(a) Top-center case

(b) Middle-left case
Fig. 10 Strains measured at girder 

였다. 각 지점은 다양한 방향에서 풍압을 적용하기 위해 Fig. 3의 

원점을 기준으로 x축과 z축으로 각각 다르게 평행이동 하였는데, 
추적장치의 태양광 패널 방향에서 즉 정면압을 가한 5 경우와 추적

장치의 뒷면에서 배면압을 가한 2경우이다. 정면압을 가한 경우들

인 상단-중앙, 중간-중앙, 하단-중앙은 강풍기의 중심이 원점으로

부터 x축으로 –1,500 mm 만큼 이동하고, z축으로는 각각 2,500, 
1,500, 500 mm 만큼 이동한 경우이다. 또한 중간-좌, 중간-우인 

경우는 강풍기의 중심이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 각각 -1,750, 

-1,250 mm 만큼 이동하고, z축으로는 1,500 mm 만큼 이동한 경

우이다. 배면압을 가한 경우들인 상단-중앙-후면, 하단-중앙-후면

은 추적장치의 뒷면에서 가압하였다. 제작된 추적장치의 강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수치해석에서 큰 응력이 발생했던 웜기어를 중심으

로 왼쪽의 거더와 태양광 패널의 아래측 각관에 그림 9와 같이 스

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시험 중에 발생하는 변형률을 측정하였

다. 이에 사용한 스트레인 게이지의 특성은 Table 5와 같다.
Fig. 10은 거더에서, Fig. 11은 각관에서 측정한 변형률을 보여

주며, 이들 그림에서 (a)는 강풍기의 위치가 상단-중앙인 경우이고, 
(b)는 강풍기의 위치가 중간-좌측인 경우이다. 강풍기를 정지상태

에서 가속시켜 풍속이 40 m/s인 상태로 약 1분간 지속한 이후에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시작부분과 끝 부

분에서 변형률이 0이 되었다. 따라서 강풍기의 위치에 따른 7가지 

경우에 대하여 Fig. 10과 Fig. 11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풍기의 풍속이 안정된 상태일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10초부터 

40초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값과 그 때의 표준편차를 

Table 6에 보였다. 풍압시험 결과, 강풍기의 위치가 패널면의 중앙

에서 풍압을 가하는 경우에는 거더에서 약 200 μm/m의 변형률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좌측에서 작용한 경우, 즉 편풍이 작용한 경우

에는 거더에서 -477.47 μm/m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하측 사각

빔에서도 다른 경우보다 약 2배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 중앙-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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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center case

(b) Middle-left case
Fig. 11 Strains measured at square beam

Location of blower
(x, z) mm

Strain (μm/m)
Girder Square-shape beam

average stdev average stdev
Top-center

(-1500, 2500) -201.22 30.15 -29.66 10.49

Middle-center
(-1500, 1500) -214.34 39.70 -23.35 11.91

Bottom-center
(-1500, 500) -191.56 34.36 -27.97 11.07

Middle-left
(-1750, 1500) -477.47 40.12 -55.84 12.16

Middle-right
(-1250, 1500) 166.55 26.32 -62.69 9.20

Back-top-center
(-1500, 2500) 238.18 48.38 44.81 19.50

Back-bottom-center
(-1500, 500) 79.36 37.54 46.38 12.26

Table 6 Strains obtained from the wind tests

Strain (μm/m)
Girder Square-shape beam

FEM -192.34 -37.56
Experiment -201.22 -29.66

Difference (%) 4.62 21.03

Table 7 Calculated and experimental strains of the top-center 
case

Strain (μm/m)
Girder Square-shape beam

FEM -290.85 -49.05
Experiment -477.47 -55.84

Difference (%) 64.16 13.84

Table 8 Calculated and experimental strains of the middle-left 
case

의 경우와 중앙-우측의 경우가 크게 다른 것은 스트레인 게이지가 

기둥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좌측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적으로 거더의 변형률이 하측 사각빔의 변형률보다 약 8배 정도로 

나타났다.
풍압실험 결과와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7에는 

강풍기의 위치가 상단-중앙인 경우, Table 8에는 강풍기의 위치가 

중간-좌측인 경우를 보였다.

이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경향은 같게 나타났으나 오

차가 크게 나타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내에서 시행된 소형 모델

에 관한 연구인 참고문헌 15에서는 수치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10% 이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나타난 오차

는 실험 과정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추정

된다. 그 중 하나는 강풍기의 위치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한 것이

다. 또한 시험을 수행한 옥외실증시험센터가 바닷가에 위치한 노지

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강풍기에 의한 풍압 외에도 자연적인 바람

에 의한 풍압이 있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시험을 시행한 날에 

서산지역의 평균 풍속이 1.3 m/s이었으며, 최대순간풍속은 9.6 
m/s 이었다[16]. 또한 수치해석에 사용한 모델은 모든 부재가 용접

되어 있는 상태, 즉 일체화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제작된 

추적장치는 볼트를 사용하여 부재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사료된다. 

4. 토론 및 결론
두 축으로 태양을 추적하는 태양광 추적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추적장치의 구동부로 듀얼 웜기어를 사용하였다. 이 추적장치는 듀

얼 웜기어를 중심으로 태양광 모듈을 지지하는 프레임을 트러스 

형상으로 설계하여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추적장치의 구조를 단순

하게 하고 또한 경량화를 위하여 3가지의 프레임 형상 설계하고, 
각 모델에 대하여 유한요소방법을 적용하여 구조를 해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성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최소화 한 모델을 선정하

였다. 이 선정된 추적장치를 제작하여 강풍기를 이용하여 풍압을 

가하여 시험을 하였다. 풍압시험은 강풍기의 위치를 다르게 한 7가
지 경우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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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듀얼 웜기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더욱 구조를 단순

하게 할 수 있었다.
(2) 프레임 형상을 다르게 한 3가지 모델에 대한 풍하중이 적용

된 유한요소해석 결과에서, 3차 모델에서 계산된 최대 등가응력은 

132.73 MPa로 1차, 2차 모델에 비하여 0.8, 0.86배이다. 또한 3차 

모델의 중량이 1차, 2차 모델에 비하여 각각 0.42배, 0.56배 가볍

게 되었다.
(3) 제작된 최종 모델에 대하여 강풍기로 시험한 결과 강풍기의 

위치가 중간-좌측인 경우 편풍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중간-중앙인 

경우에 비하여 2.23배 큰 변형률이 나타났다.
(4) 유한요소해석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같은 경향

을 보여주나, 실험이 야외의 노지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오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후의 추적장치를 검사하였을 

때 영구적인 변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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