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는 복잡해진 현대 사회 

생활에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원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는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심리

적 또는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복합적인 감정이다.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과 신체 증상 장애 등과 같

은 정신과적 질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두통과 

불면과 위장 장애 등 다양한 신체화 반응이 나타나고, 

심각할 경우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운동 요법, 미술 치료, 상담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자각하지 못

할 경우도 많이 있으며,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는 이미 늦어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중에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검출하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스트레

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

이 있었다. 감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에 관한 분석

이 있었으며1), 그 이후로 감정 상태가 신체의 생리적인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양한 생체 신

호를 검출하여 감정 상태를 알아내는 연구가 시작되었

다2,3). 이에 사용되는 생체 신호는 뇌전도 (EEG) 심전

도(ECG, EKG), 근전도 (EMG), 산소포화도 (SPO2,), 피

부 전도도 (GSR), 피부 온도 (SKT), 심박수 (heart rate), 

혈압, 호흡 (respiration), 혈류 속도, 혈류량, 산도 (pH)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생체신호들 중에서

는 측정을 위하여 신체의 심장 가까이 또는 근육 부위

에 여러 개의 전극을 부착하고 이를 전선을 사용하여 

연결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호를 받아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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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이 있으며, 혈압, 호흡량, 혈류량 등은 측정을 

위하여 복잡한 장치를 부착하고 이들 장치로부터 받은 

신호를 이용하여 복잡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작업 현장에서 이러한 생체 신호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측정이 가능한 심박수, 

심박 간격 시간과 피부 전도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검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다양한 작업 상황에서 심박수, 피부 전도도, 심박수 변

화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이들을 처리하여 스트레

스를 검출하고자 하였다4-6). 또한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술이 개발되면서 스트레스의 유무 또는 스트레스 수

준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수치적으로 평가

하려는 연구가 여러 연구팀에서 수행되었다7,8). 본 논

문에서는 착용형 생체 신호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인

체의 심박수, 심박 간격(R-R interval) 및 피부 전도도 

신호를 검출하고,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 셋 값

들을 찾고, 최신의 진보된 데이터 처리 방법을 사용하

여 스트레스 예측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생체신호 검출 및 평가 시스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생체 신호를 포착하여 

활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의 편의성을 고

려하여 심박수, 심박 간격 시간 (R-R Interval), 피부 전

도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신호들의 검출은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착용형 측정 장치가 개발

되어 있고 블루투스 통신 방법을 사용하여 태블릿 또

는 개인용 컴퓨터와 데이터 전송이 용이하다. 본 논문

에서는, 이들 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Fig. 1과 같

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ig.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

용형 생체 신호 측정기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BAND 2를 사용하였다. 이는 다양한 센서들을 갖

추고 있으며, 검출된 신호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

여 페어링된 태블릿 또는 PC로 보낸다. 태블릿에서는 

실험과정을 관리하며 전송 받은 데이터를 지정된 이메

일로 보내준다. PC에서는 태블릿에서 받은 실험 데이

터를 모아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평가한다.

MS-BAND 2에서 심박수와 심박 간격 시간 (R-R 

Fig. 1. Stress evaluation system.

Interval)은 PPG (photoplethysmography)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주어진다. 심장의 수

축 이완에 따른 정맥의 혈류량에 따라서 혈액의 산소포

화도가 변동하기 때문에 정맥에 LED를 이용하여 일정한 

파장을 갖는 빛을 비추고 그 때 반사된 빛을 포토 다이오

드로 검출한다. 이 검출된 신호를 처리하여 심박수와 심

박 간격 시간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GSR (Galvanic skin 

response) 신호는 피부에 두개의 전극을 접촉시키고 그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출된다. 

3. 심리학적 스트레스 인지 실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의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위하

여 스트레스 촉발 및 스트레스 해소 실험을 하였다. 연

구실에서 시행하는 스트레스 촉발 실험은 독일의 Tier 

대학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TSST (Trier Social Stress Test) 및 TSST-G (TSST for 

Group) 과정을 따랐으며9-11), 본 논문에서 진행한 전체

적인 실험 과정은 다음 Fig. 2와 같다. Phase 1 단계에

서는 실험 동의서 작성, 기기 착용 및 성별, 연령, 나이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Phase 2는 휴식 (rest) 단계

로서 휴식을 취하며 기존의 스트레스를 이완시키도록 

한다. Phase 3은 과제 A단계로서, 5분간 연설 준비를 

한 후 1인당 2분씩 연설을 한다. Phase 4는 과제 B단계

로서, 암산으로 복잡한 뺄셈 (예: 1017에서 13씩 연속

적으로 빼기)을 2분간 한다. Phase 5는 마지막 단계로

서 앞의 Phase 3 및 Phase 4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

하여 회복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을 시

청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였다12). Phase 2 단

계 시작부터 실험참가자의 손목에 착용한 MS-Band 2

로부터 BPM, RR Interval, GSR 데이터를 수집하며, 각 

단계의 종료 시점에서 시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형태의 주관적 스트레스, 불안, 

긴장, 회피 정도를 100분위 점수로 실험 참가자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연구자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 (IRB) 허가를 사전에 받아서 수행하였으며12), 실

Fig. 2. Overall process for stress evalu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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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ss cause and recovery experiment.

험 참가자는 교내 온라인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

다. 참여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함께 스트레스 반응 

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Modified Form: SFI-MF)

와 상태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를 작성하도록 하여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실험 참가자

가 정신과적 증상을 보인다거나 현재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연구 참여에서 제외하였다. 스트레스 촉

발 및 회복 실험은 Fig. 3과 같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

로 한 명의 실험 참가자로부터 수집된 생체신호를 Fig. 

4에 제시하였다. 가로축은 데이터 수집 시작부터 경과

한 초 단위 시간이며, 심박 수 (Heart Rate)는 1초당 심

박 수 (bit per minute)이고, 심박 간격 (RRI)는 초단위로 

나타낸 심박 간의 시간이며, GSR은 ㏀ 단위로 나타냈

다. Fig. 4 (a)에는 심박수와 각 단계별로 정규화된 스트

레스 레벨을 같이 보여주었다. MS-Band 2에서 HR 및 

RRI는 약 1초 간격으로, GSR은 1초당 약 4회 정도로 데

이터를 전송한다.

Fig. 5는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 참가자 전체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설문조사에서 100분위 점수로 

주어진 스트레스 수준을 크기 1에 맞추어 정규화 하고, 

그 값이 0.5 이상인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high) 상태, 

그 이하인 경우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 (low)로 나누어

(a) Heart rate

(b) R-R Interval

(c) GSR

Fig. 4. Measured bio-signals example from a test subject 
no. 10.

서 각 단계 별로 분포를 보여준다. 실험기획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휴식(rest) 단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낮

은 사람이 많고, 스트레스 촉발 단계인 Task A와 Task 

B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이 월등히 많

다. 또한 Task A 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Task B 단

계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았다. 실험

이 끝나고 회복 단계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

이 적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TSST-G 프로토콜 보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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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inogram for stress experiment data.

복 시간을 단축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완 자극을 이

용하여 스트레스 이완 과정이 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 촉발과 이완과정에서 스트

레스 변화가 잘 나타나므로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하여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데이터가 수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4. 스트레스 평가 방법

4.1 데이터 셋 추출

본 논문에 참여한 실험 참가자는 총 78명 이었으며, 

그 중에서 데이터가 부정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5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가 부정확한 경우는 생체 

신호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 또는 스트레스 촉발 단계

에서 스트레스 변화가 없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도리어 

감소 된 것으로 인지한 경우 등이다.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집된 데이

터들을 정규화 또는 표준화하였다. Fig. 2의 각 실험 단

계에서 설문 조사로 수집된 주관적 인지 스트레스 수준

은 식(1)과 같이 최대-최소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최대 

최소 정규화란, 정량값 (Quantitative Value) 벡터에 대해

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 후, 전체 벡터 값에서 최소

값을 빼고, 그 값을 최대-최소 값의 차로 나누어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는 방법이다. 아래 식에서 

stress.norm은 정규화된 스트레스 값이며, stress.raw는 

설문에 답한 100분위 스트레스 인지 수준을 나타낸다.

maxmin
min (1)

실험 참가자 개인별로 신체의 특성이 상이하며, 실

험 환경의 변화 (밤/낮, 온도/습도 등)에 따라 측정되는 

생체 신호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생체 신호

의 기저점을 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변화량

을 계산하여 생체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또한 GSR 생

체 신호의 경우 피부 전도도를 측정하는데, 피부에 전

극이 접촉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실험 준비 단계 (Phase 1) 이후 10분간의 휴식 단계 

(Phase 2)를 갖게 되는데, 이때가 실험 참가자들이 대부

분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신체가 기저 상태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의 생체 신호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험의 회복단계까

지 전 과정에서 수집된 신호들을 표준화하였다. 

아래 식 (2)는 측정된 심박수를 표준화하는 식이다. 

HR.raw는 기기로 측정된 측정값을 나타내고 HRs는 표

준화된 심박수를 의미하고, mean과 SD의 경우는 Phase 

2단계의 생체 신호를 이용하여 구한 심박수의 Sample 

Mean과 Sample Standard Deviation 값을 의미한다.

 baseline
baseline (2)

RRI 및 GSR에 대하여도 같은 과정으로 표준화하였다.

4.2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 추출

본 논문에 사용된 각각의 데이터는 앞의 Fig. 4에서 

보듯이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여 데

이터 셋 값들을 추출하였다13). 시간 창 (Time Window)

의 크기는 경험상 30초로 설정하여, 최소값, 1/4 분위

값, 중간 값, 3/4 분위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계

산하여 데이터 셋 값으로 추출하였다. 따라서, 3 종류

의 생체 신호 (BPM, GSR, RR Interval)에 대해서 총 21

개의 데이터 셋 값을 추출하였다. 또한, 시간 창은 5초 

간격으로 이동하였다. Fig. 4의 원시 데이터에 대하여 

이동시간 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데이터 셋 값

들의 일부를 Fig. 6에 보였다. 각각의 시간 창 구간에서 

심박수와 심박간격시간의 평균값과 최소값을 보였는

데, 급격한 데이터의 변동이 평균화 되어 그 추세를 잘 

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4.3 스트레스 예측을 위한 랜덤포레스트 모델

실험참가자가 응답한 주관적 스트레스와 생체 신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스트레스를 인지하기 위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적용하였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학습 데이터의 임의 표본화 

(random sampling)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저수준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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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rt rate standardized features for no. 10 test subject.

(b) RRI standardized features for no. 10 test subject.

Fig. 6. Feature examples for machine learning. 

모델인 결정 트리를 학습시킨 후 임의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이다14,15). 저수준 모델을 수 

천에서 수 만개 사용하여 그 결과를 종합 (aggregation)

하여 예측하기 때문에 과적합 (overfitting)에 높은 저항

성이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고 많은 예측 문제에서 높

은 성능을 내고 있다16-18). 본 논문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학습과 시험에는 빅데이터 처리에 많이 사용되

는 R 언어로 작성된 랜덤 포레스트 패키지를 사용하였

다19).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규화된 스트레스 

수준을 얻기 위하여 회귀 모델로 사용하였으며, 앞 절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각각의 시간 창에서 구한 데이

터 셋 값들과 정규화된 스트레스 수준을 적용하여 학습

시켰다. 본 연구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학습에 사용

된 데이터 셋 값들은 전체 시간창의 75%인 11,226개 시

간창에서 추출된 데이터 셋 값들이며, 스트레스 예측 

시험에 사용된 것들은 나머지 3,692개의 시간창에서 추

출된 값들이다. 랜덤포레스트 경우 1에서는 21종의 데

Table 1. Spinogram data of the training and test feature data 
for random forest 

Train data Test data

Low High Low High

Rest 0.312 0.043 0.310 0.043

Task A 0.028 0.194 0.034 0.191

Task B 0.005 0.227 0.008 0.220

Recovery 0.157 0.034 0.159 0.035

(a) Training data set

(b) Test data set

Fig. 7. Spinogram of the training and test data set for random 

forest. 

이터 셋 값들을 사용하였으며, 랜덤포레스트 경우 2에

서는 계산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21종의 데이터 셋 값들 중에서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들만 선택하여 9종의 데이터 셋 

값들을 사용하였다. 학습용 데이터와 예측 시험용 데이

터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랜덤포레스트 경우 2에 

대하여 Table 1과 Fig. 7의 스피노그램 및 Fig. 8의 히스

토그램을 그렸다. Fig. 7과 Fig. 8은 학습과정과 시험과

정으로 나누어 사용된 데이터 셋 값들을 스트레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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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gram for the training data set 

(b) Histogram for the test data set

Fig. 8. Histogram of the training and test data set for random 

forest. 

을 기준으로 분포도를 그린 것이다. 이들 Table와 Fig.에

서 보듯이 학습용 데이터와 시험용 데이터가 매우 유사

한 분포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4.4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 수행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결정 트

리의 수는 500개이며, 노드의 수는 무제한 조건으로 학

습과정을 수행하였다. 각 노드에서 가지 분기 (split)에 

사용된 변수는 랜덤포레스트 경우 1에서는 데이터 셋 

값들이 21 종류이며 회귀모델이기 때문에 그의 1/3인 7

개 즉 mtry=7이었으며, 학습 결과 노드의 수는 7433개

가 되었다. 한편 랜덤포레스트 경우 2에서는 데이터 셋 

값들이 9 종류이며 회귀모델이기 때문에 그의 1/3인 3

개 즉 mtry=3이었으며, 학습 결과 노드의 수는 6569개

가 되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학습에 있어서 데이터 셋 값

들의 중요도는 Table 2와 같다. 이 Table에서 보는 바와 

같이 GSR 신호로부터 얻은 데이터 셋 값들이 모델 학

습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Data set importance for random forest training

No. Data set
Importance

Case I Case II

1 HR.norm_Min 78.08500 168.4796

2 HR.norm_1st.Q 70.74750

3 HR.norm_Median 55.73561

4 HR.norm_Mean 46.49485 135.3565

5 HR.norm_3rd.Q 39.34176

6 HR.norm_Max 63.40687 138.6046

7 HR.norm_sd 47.00120

8 GSR.norm_Min 127.02935 309.7380

9 GSR.norm_1st_Q 126.79853

10 GSR.norm_Median 197.69070

11 GSR.norm_Mean 139.79732 351.5152

12 GSR.norm_3rd.Q 218.95729

13 GSR.norm_Max 127.80452 333.6488

14 GSR.norm_sd 105.49959

15 RRI.norm_Min 75.43455 154.2832

16 RRI.norm_1st_Q 49.23020

17 RRI.norm_Median 61.01665

18 RRI.norm_Mean 40.70285 116.5090

19 RRI.norm_3rd.Q 55.06133

20 RRI.norm_Max 62.67489 127.5727

21 RRI.norm_sd 55.33003

랜덤포레스트 경우 2의 포레스트 모델의 결정 트리

별로 학습 오차를 제곱오차평균 (mean square error) 값

으로 나타내어 Fig. 9에 보였다. 44번 결정 트리의 오차

가 3% 이하이며, 185번 이상인 결정 트리의 오차는 약 

2.7%이내로 됨을 볼 수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동이 큰 생체 신호를 이용한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인지 모

델의 검증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학습된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예측 시험용 데이터를 적용하여 예측 

스트레스 수준 (predicted stress)을 구하였고, 이를 정규

화된 실제 스트레스 수준 (Stress Level)과 비교하여 

Fig. 10에 보였다. 이 Fig.에서 보듯이 대각선을 따라서 

많은 점들이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습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실제 스트레스 레벨과 같은 수

준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학습이 잘 되었으며,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스트레스 예측에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관계를 다음 식으로 표현된 피어슨 상관

계수 (Pearson correlation)로 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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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rain error of the trained random forest model along 
the decision tree number.

Fig. 10. Comparison of the predicted stress level with the 
actual stress level.

여기서, 는 정규화된 스트레스 수준, 는 의 평

균값이고, 는 예측 시험에서 구한 스트레스 수준이며 

는 의 평균값이다. 이와 같이 구한 피어슨 상관계

수는 랜덤포레스트 경우 1의 모델일 경우 0.922 랜덤포

레스트 경우 2의 모델일 경우 0.927로서 스트레스 수준 

예측에 잘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5 스트레스 유무 분류 결과

스트레스를 단순히 스트레스의 있는지 또는 없는가

로 분류하기 위하여 일반화선형모델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여 데이터 셋을 처리하였다. 

스트레스 평가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된 스트레스 값을 기준값 0.5 이

상인 경우 1, 그 보다 작은 경우를 0으로 이분화하였으

며, 데이터 셋들은 앞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경우와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처리는 R studio에서 제

공하는 glm 함수를 사용하였다. 처리 결과는 이분화된 

값들이기 때문에 다음 식과 같은 스피어만 상관계수 

(Spearman correlation)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4)

여기에서, 와 는 입력과 출력 데이터들

의 랭크이며, 는 랭크들의 차이 즉,   

이다. 

계산 결과 21종 데이터 셋 값들을 사용한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는 0.455,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0.357

이고, 9종의 데이터 셋 값들을 사용한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는 0.450,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0.358 이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착용형 

기기를 사용하여 얻은 생체 데이터들 즉 심박수, 심박 

간격 및 GSR과 스트레스 인가 실험에서 설문을 통해 얻

은 자가진단 스트레스 수준 데이터를 기계학습 알고리즘

으로 처리하여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머신 러닝 방법으로 랜덤 포레스트 방법과 일반화선

형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동 시간 창 방법으로 변동이 

큰 신호들을 처리하여 데이터 셋 값들을 추출하여 학

습시키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예측하

였다.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이용하여 각 생체신호의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으로 9종의 데이터 셋 값들을 

사용할 경우에 92% 이상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갖도록 

우수한 예측이 가능하였으며, 계산시간과 계산에 필요

한 자원을 감축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화 선형 모델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유무를 

분류한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는 약 45%,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약 35%로서 랜덤포레스트 방법을 사용한 

경우보다 예측 성능이 부족하였다.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 일반화 선형 모

델을 사용할 경우보다 학습 시간과 계산에 필요한 자

원이 더 많이 소요되나 월등한 예측 성능을 갖기 때문

에, 적용단계에서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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