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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lls are the main cause of serious injuries and accidental deaths in people over the age of 65. Due

to widespread adoption of smartphone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use of smartphones

for detecting human behavior and activities. Modern smartphones are equipped with a wide variety of

sensors such as an accelerometer, a gyroscope, camera, GPS, digital compass and microphon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ew method that determines the fall direction of human subjects by analyzing

the three axis components of acceleration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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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넘어짐(falling)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

고이며 산업현장에서 6중 이상의 장기 입원이 필요

한 재해중 하나가 넘어짐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Hung와 Tuan의 연구[2]에서 인용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노인 중 1/3이 넘어짐은 사고를 

경험하며 이중 1/2은 다시 넘어진다고 한다. 또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보고서에 의하

면 사망에 이르는 사고 중 약 6%가 넘어짐에 의한 

사고라고 한다. Fig. 1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공단에

서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넘어짐의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내용의 일부 이

다[3].

가속센서는 물체의 움직임의 가속도 값을 시간별

로 추출 할 수 있는 센서 이기 때문에 넘어짐, 걷기,

뛰기와 같은 인간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많이 사용

된다[4-14].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가속센서를 내장한 장치를 사람의 몸에 부착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 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센서를 사용하여 행위를 분

석 하는 방법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4,9,11,14,15].

신체 부착형 가속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신체에 고

정시켜 일생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사람

의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특정부위에 고정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가속도벡터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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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lling in real life.

추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한편 스마트폰의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신체에 24시간 부착 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특정 부착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 벡터 값을 얻기 힘든 문제가 있지만 특별한 

장치의 구입 없이도 거의 모든 사람이 소지 하고 있

으며, 스마트폰에 내장된 다양한 센서(GPS, 방향센

서)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9].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거나 넘어짐

을 판단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속도벡

터의 크기(magnitude of acceleration vector)를 변화

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사용하였다. 인

간의 행동 중 걷기, 뛰기, 앉기, 넘어짐의 경우 가속도 

벡터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속도 벡터

의 크기를 분석함으로서 행동을 판단 할 수 있다. 가

속도벡터는 일반적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지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

지 않는다. 기존연구 [7]은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하

기 위해 2개의 센서를 몸에 부착하였으며, [9]는 넘어

진 후 센서의 방향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을 2개씩 가소지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2개의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스마트

폰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센서의 방향으로 판단하

는 경우는 신체 부착형 센서와 같이 센서가 몸에 단

단히 고정된 상태를 가정해야 함으로 스마트폰 환경

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넘어지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성분

이 특정 축에 많이 발생 한다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

다. 1개의 센서로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속도 벡터의 크기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은 몸무게나 신장(키)에 영향을 받지만 가속도 

벡터의 성분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적용가능

한 방법이다. 또한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몸에 부착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지한 상태에서 스마

트폰이 움직임을 지구좌표계와 일치시키는 정규화 

과정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 관련연구

가속센서를 이용한 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다

[5,9]. 센서의 발전과 더불어 전자식센서를 사용하여 

허리나 다리와 같이 특정위치에 센서를 부착하여 행

동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11] 스마트폰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에 내

장된 센서를 활용한 행동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9,

12]. 스마트폰의 경우 소지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센서에서 발행하는 가속도의 값을 정확하게 해석하

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6,12]. [6]은 가속센서에

서 발생하는 가속도는 스마트폰의 방향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다르게 발생되기 때문에 지구좌표계와 일

치시키는 정규화 과정을 적용한 연구이다. [6]은 신

체부착형 센서를 여러 방향으로 착용되어 있더라도 

센서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가속

도의 크기( 
 

  )의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일상적인 행위 즉 앉기 서기 걷기 뛰기에 대한 

행위판단 방법을 제시하였다.

[13]은 가속센서와 압력 센서를 사용하여 넘어짐

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으며, 2개의 센서를 사

용하여 판단하는 방법이 우수함을 보였다. 정규화와 

넘어짐의 각도를 이용하여 넘어짐의 방향을 판단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2]는 스마트폰의 회전방향과 함께 정규화 시키

고자 하는 연구로 정규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동작에 

대한 판단이 더 정확함을 실험을 통해 보인 연구이

다. Table 1은 기존연구에서 가속도벡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행동과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가속도 벡터의 크기를 분석하거나 자이로스코프 또

는 압력센서를 사용하여 넘어짐을 분석하거나 가속

도 벡터의 방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중 가속도 벡터의 성분의 비율을 적용한 것은 

없었다.

3. 가속센서의 성분을 고려한 넘어짐 방향 판단

스마트폰은 앞, 뒤주머니, 손, 가방 등 소지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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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ious works

[6] [13] [12]
Normalization YES NO YES

Activity
sitting, standing, walking,

running, jumping

forward, backward,

left, right fall

sitting, standing, walking,

running, jumping

Method Standard Deviation Standard Deviation
Projection on to

perpendicular plane

Fig. 2. Framework proposed system.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소

지하는 방법으로 앞주머니에 자연스럽게 넣은 방법

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이 지구좌표계와 정확이 일

치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의 방향센서를 사용하여 지

구좌표계와 일치시키는 정규화 과정을 거쳤다. 스마

트폰의 회전정보를 사용하여 가속도 벡터의 값을 정

규화 시켜 주머니 속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거나 

넘어지는 과정과 넘어진 후에 스마트폰이 향한 방향

이 다르더라도 일정한 방향의 가속도 벡터 값을 추출 

할 수 있었다. 가속도 벡터추출을 위해 MIT에서 개

발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인벤터(App Inventor)

[16] 버전 2를 사용하였으며, 추출된 가속도 벡터는 

인터넷을 통해 구글의 퓨전테이블(Google fusion

table)[17]로 저장하는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발 

시스템 구조는 Fig. 2와 같다.

3.1 방향센서를 이용한 가속벡터 정규화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

라 방향이 변하게 되며, 특히 넘어지는 경우 넘어지

는 사람과 같이 스마트폰 역시 움직이며 최초의 위치

와 넘어진 후에 스마트폰이 향한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된다. 스마트폰의 회전방향은 스마트

폰에 내장된 방향센서에 의해 추출되기 때문에 스마

트폰의 방향센서를 사용하여 가속도 벡터를 지구좌

표계와 일치 시키는 정규화 과정을 거쳤다. 안드로이

드는 스마트폰의 회전을 roll(Y축회전), pitch(X축회

전), azimuth 또는 yaw(Z축 회전)값을 제공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앱인벤터(App Inventor)의 

경우 roll(-90～+90) Pitch(-90～+90), Azitmuth(0-

+359)까지 범위를 갖고 있으며 증가방향은 Table 2

와 같다.

가속도 벡터의 값을 정규화 시키기 위해서 3차원 

회전공식을 적용하였다. 스마트폰이 위로향한 경우

와 아래로 향한 경우로 나누워 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일러 공식(Euler formula)을 적용하여 정규화 과

정을 실행하였다. Fig. 3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회전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스마트폰이 위로 향한 경

우의 정규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Roll, Pitch,

Azimuth가 각각 ,  , 인 경우에 각축을 기준으로 

회전변환 행렬은 다음과 같다.

Table 2. Android rotation angle range

Axis range Direction of increasing

pitch(x) -90～90 top into down

roll(y) -90～90 left down

Azitmuth(z) 0～359
north 0, east 90 south 180

west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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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rection of smartphone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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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의 (a)와 (b)는 스마트폰을 고정 시켰을 때의 

가속도 벡터그래프이다. (a)는 스마트폰이 위로 향하

고 있기 때문에  Z축 방향으로 중력가속도가 많이 

작용하고 있지만, X,Y축의 가속도 벡터역시 발생하

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b)의 경우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의 그래프로 X,Y축의 가속도 벡터는 0에 있

으며 Z축의 중력 가속도 벡터 값 이 중력가속도인 

9.8근처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스마트폰이 고정

되어 있는 경우 정규화 과정이 잘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c)는 넘어지는 경우의 스마트폰에서 출력되는 

중력가속도 벡터의 그래프이다. 넘어지기 전 스마트

폰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중력가속도로 인해서 Y

축 방향의  가속도가 다른 축의 가속도 벡터보다 크

게 추출됨을 보여 주고 있으며, 넘어지는 경우 Y축의 

가속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다른 축의 가속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d)는 경우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의 가속도 벡터의 그래프이다.

넘어지기 전에 Z 방향의 중력가속도 벡터가 9.8 근처

에 있으며, X,Y축의 중력가속도 성분의 0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속도 벡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3.2 가속벡터의 성분을 이용한 넘어짐 방향 판단 

스마트폰을 주머니 속에 자연스럽게 휴대하고 넘

어진 과정의 가속도 벡터는 스마트폰이 향한 방향으

로 가속도 벡터가 발생한다.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스마트폰이 지구좌표계와 일치된 상태의 가속

도 벡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속도 벡터의 성분

을 사용하면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 할 수 있다. 전후

좌우 넘어짐의 경우 X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X축 방향의 가속도 벡터의 성

분의 변화보다 Y축 방향의 가속도 벡터 성분이 크게 

나타난다. 좌우의 경우 Y축 방향의 운동이 주로 일어

나기 때문에 y축의 가속도 벡터 성분이 x축에 비해 

크다는 성질을 사용하여 넘어짐 방향을 판단하였다.

X,Y축에 발생하는 가속도의 변화의 크기는 표준편

차를 사용하였다. 각 축에 는 x축 방향의 가속도

벡터 성분의 표준 편차이고 는 yY 방향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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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Compare acceleration vectors  (a) static smartphone's acceleration vector before normalization, (b)  static 

smartphone's acceleration vector after normalization, (c) falling acceleration vector before normalization,  

and (d) falling acceleration vector after normalization.

벡터 성분의 표준 편차이다. 가속도 벡터는 100ms

간격으로 추출 하였으며 넘어지는 경우 가속도 벡터

를 30개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 





  



  


(10)

전후와 좌우의 판단은 가속도 벡터의 성분 중에서 

X축 성분과 Y축 성분을 표준편차를 비교하였으며,

다음 식(11)의 값이 1보다 큰 경우는 Y축 방향의 

가속도 벡터성분이 X축의 가속도 벡터의 성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후 넘어짐을 판단하

였다. 1보다 작은 경우는 좌우 넘어짐으로 판단하였

다.

 


(11)

∙ 전후 넘어짐 판단 

전후 넘어짐을 판단된 경우 전후의 판단은 x축의 

가속도 벡터 성분 중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을 구별

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전후 넘어짐

의 판단은 X축의 고정인 상태에서 Y축과 Z축이 움

직이는 형태의 벡터의 형태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Y축과 X축의 가속도 표준 편차 값을 확인 후 Y값이 

크다면 전후 넘어짐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과 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양수

의 벡터 값과 음수의 벡터 값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

는데, 이 경우 Y의 양의 값이 큰 경우 전방으로 넘어

짐, 음의 편차 값이 크면 후방으로 넘어짐을 판단할 

수 있다. 식 (13)의 값이 1보다 크면 앞으로 넘어진 

경우 이며, 1보다 작으면 뒤로 넘어진 경우로 판단하

였다.

 





  



  


if  ≥, (12)

 





  



  


if  

 


(13)

Fig. 5는 앞뒤로 넘어진 경우에 정규화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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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Acceleration vectors falling front and back after normalization (a) falling front and (b) falling back. 

(a)

    

(b)

Fig. 6. Acceleration vectors falling left and right after normalization (a) falling left and (b) falling right.

친 후의 가속도 벡터 그래프이다. Y축 성분보다 X축

의 변화가 크며 앞으로 넘어진 경우 X축 성분중 양수

분의 변화가 음수 부분의 변화 보다 많으며, 뒤로 넘

어진 경우 음수 쪽의 변화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 좌우 넘어짐 판단

좌우 넘어짐의 경우 전후방과 다르게 Y축은 고정

인 상태에서 X축과 Z축이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후방 넘어짐 판단과 비슷하게 X축이 

큰 것을 먼저 판단 후,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의 벡터 

성분의 크기를 비교하면 된다. 좌우 넘어짐의 경우는 

Y축의 양이 값이 크면 좌로 넘어짐, 음의 값이 크면 

우로 넘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값은 핸드폰 

기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된

다. 기계에 따라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이 정규화 

과정을 거쳐도 칩의 방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 (15)의 값이 1보다 크면 오른쪽 경우 

이며, 1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경우로 판단하였다.

 





  



  


i f   ≥, (12)

 





  



  


i f   

 


(13)

Fig. 6은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에 좌우로 넘어지

는 경우의 가속도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Fig. 7은 가속벡터의 성분을 이용하여 넘어진 방

향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한 순서도이다.

4. 실험 및 평가 결과

실험을 위해 MIT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기반 앱

인벤터를 사용하여 가속도 벡터와 방향센서를 값을 

추출 하였으며 추출된 값은 웹DB인 퓨전 테이블에 

저장하였다. 인터넷 접속과 퓨전테이블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장메모리

에 일정 값을 저장한 후 퓨전테이블로 전송하였다.

넘어짐의 경우 1내외의 짧은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

에 측정주기를 100ms로 하여 넘어지는 경우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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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low chart of determine falling direction. 

    

Fig. 8. Pictures of experiment.

도 벡터 값을 저장하여 사용하였다.

개발 및 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Galaxy S3이며, 여

기에 탑재된 가속센서를 사용하였다. 총5명의 피 실

험자가 참여하여 각 넘어짐 방향으로 넘어지는 실험

을 실시하였다. 앞뒤와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의 판단

은 100%넘어짐 방향을 판단하였다. Fig. 7은 넘어짐

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했던 실험 사진이다.

Table 3은 실험에  참가한 5명의 피 실험자 대한 

가속도 벡터의 성분별 표준편차 표이다. Table 4는 

실험에 참가한 5명에 대한 넘어지는 방향별 성공과 

실패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5는 실험결과의 혼합표

로 각 방향별로 다르게 판단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

다.

제안한 방법으로 넘어짐의 방향을 전후와 측면 넘

어짐으로 분류한다면 100% 성공적으로 판단함을 보

였다. 좌우판단의 경우 좌측을 우측으로 판단한 경우

가 2번 우측을 좌측으로 판단한 경우가 1번 발생하여 

총 20번의 실험 중 3번(15%)이 잘 못 판단되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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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ndard deviation during falling

　Falling
Direction

front back left right

component of
Acc. value

x y z x y z x y z x y z

subject 1 2.85288 2.972985 4.519715 0.70172 3.292371 5.089296 9.106538 4.923318 5.469374 4.920445 3.536163 6.286623

+ 0.061348 3.442586 3.313209 0.49413 0.570941 5.089296 12.21341 4.658456 2.741324 5.881288 1.613369 3.618699

- 3.203145 1.675763 0 0.914295 4.878282 0 5.621656 3.181286 4.078254 0.884319 5.539541 0.821385

subject 2 3.136441 6.185357 3.345256 1.647318 6.836102 6.123997 5.919191 3.399592 6.04108 2.582065 1.593921 4.202908

+ 0.286108 6.250876 3.345256 1.624307 1.541283 6.123997 6.797245 3.229866 3.376288 1.976643 0.223692 4.202908

- 3.99796 0 0 0.922519 7.908975 0 1.260035 2.682538 7.816475 2.62075 1.896375 0

subject 3 4.502518 6.448448 3.958333 0.898927 2.138952 6.239235 4.935336 3.181715 6.058143 3.502069 3.050881 4.949526

+ 5.183189 6.333688 3.032936 1.016983 1.115239 5.658511 0.069912 3.561963 4.149672 1.301813 3.545683 2.391042

- 2.649982 1.101241 0 0.578215 2.538543 1.093081 6.179982 1.096267 2.664515 3.80604 1.679152 0.572073

subject 4 1.919618 4.310185 5.507123 5.619113 6.970013 4.711726 5.137754 3.571728 6.642793 6.521006 5.502803 8.240095

+ 1.16506 4.275429 5.051272 4.235561 5.593691 4.711726 4.422138 3.428404 4.867975 2.456261 3.217545 6.448109

- 1.826074 0 0.217153 6.369037 7.407973 0 3.912053 1.378718 8.411175 8.772772 6.646798 4.120185

subject 5 1.987621 4.678024 4.277961 0.91387 3.844287 5.149524 4.57202 1.925844 4.305201 5.156616 0.989216 5.489787

+ 0.540785 6.499242 4.277961 0.59026 1.831192 4.824761 0.001916 0.259662 4.305201 0.985279 1.615519 3.798365

- 3.193727 0.756923 0 1.026694 2.731120 0 4.7267 2.176868 0 0.599467 8.93289 0

Table 4. Test result

　 Front Back Left Right

Sub1 ○ ○ ○ ×

Sub2 ○ ○ ○ ○

Sub3 ○ ○ ○ ○

Sub4 ○ ○ ○ ○

Sub5 ○ ○ × ×

Table 5. Table of confusion matrix

Front Back Left Right

Front 5 0 0 0

Back 0 5 0 0

Left 0 0 4 1

Right 0 0 2 3

85%의 정확성을 보였다. 앞뒤와 좌우의 구분은 넘어

짐이 확연히 다른데 비해 좌우의 넘어짐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몸의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가속도 벡터의 

성분이 혼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8]의 경우 가속센서와 압력센서를 사용하여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하였으며, 넘어짐 방향은 앞,

뒤와 좌우를 측방 넘어짐으로 분석하여 성공률이 

86.97%이며, 넘어진 후의 센서의 방향으로 판단한 

[9]는 94%의 성공률을 보였다. [9]에 사용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일정한 방향으로 소지한 상태에서 판단

한 것으로 스마트폰이 다른 방향으로 있게 되면 적용

하기 곤란한 방법이다. [16]는 가속센서와 자이로스

코프를 탐재된 두 개의 기기를 사용한 방법으로 넘어

짐 방향 성공률은 100%를 보였다. 2개의 센서를 사

용한 [7]에 비해 성공률은 높지 않지만 1개만을 사용

한 [8,9]에 비해 우수하거나 비슷한 성공률을 보였다.

5. 결  론

가속센서를 사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고 분

석함으로써 사고예방, 행동분석 및 치료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넘어짐은 심각한 부상의 원인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센서를 사용하여 넘어짐을 판

단하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가속도 벡터는 움

직임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넘어짐과 같은 행동

을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넘어

짐의 방향은 가속도 벡터의 크기로 판단하기 곤란하

다. 기존의 연구들은 여러 개의 센서를 사용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센서의 방향을 분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넘어짐은 한쪽 방향으로의 운동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속도 벡터의 성분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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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1개의 센서

를 사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센서를 사용

방법 보다 쉽게 적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가속도 센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

의 구입이나 설치 과정 없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

도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속도벡터

의 크기의 표준편차를 분석하여 인간의 행동을 분석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방법 이지만 특정한 방향

의 운동을 예측하는 것은  가속벡터의 성분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속도 벡터의 성

분을 이용한 방법은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은 방법으

로 많은 분야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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