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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wearing effect of 3D compression suits on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m

(EEG) during walking and rest. Ten males in their 20s wore three types of experimental clothing, a loose-

fit wear (BS), a 3D compression suit (3D CS), and a power film welded on CS (3D WCS); in addition, EEG

signals were measured during resting, walking, after walking, and after sit-ups. The results showed that a

higher pressure (due to 3D CS and 3D WCS) increased the ‘Concentration’ level and the ‘Cognitive load’

of brain waves during treadmill walking due to a higher cortex activity level when walking. Differentiation

was shown between two compression suits and BS was enhanced during walking on a treadmill; however,

the brain waves of ‘Relaxation’ between two compression sui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fter walking,

i.e., ‘Relaxation’ level of 3D WCS was the highest. Rigorous exercise such as sit-ups was inefficient to dis-

tinguish the effect of compression suits on EEG. Participants perceived a higher pressure due to compression

suits; however, the wear comfort of two compression suits was maintained. Two compression suits were

rated as supportive and helpful during walking. Various EEG parameters such as the indices of ‘Relaxation’,

‘Concentration’ and ‘Cognitive load’ were effective to observe the effect of 3D compression suits on wear-

ers' brain waves during and after walking.

Key words: EEG, Compression suits, Clothing pressure, Brain wave, Walking; 뇌전도, 컴프레션 수트,

의복압, 뇌파, 보행

I. 서 론

최근 스포츠 활동에 컴프레션 의복을 착용하는 빈도

가 높아짐에 따라 컴프레션 의복의 착용이 인체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컴프레션 의복

을 착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혈중 내 젖산의 축

적이 감소되고(Berry & McMurray, 1987; Chatard et al.,

2004), 운동 후 근육의 손상이 줄고(Gill et al., 2006; Ke-

mmler et al., 2009; Kraemer et al., 1996; Varela-Sanz et

al., 2011), 근육의 떨림이나 진동, 통증을 줄여(Ali et al.,

– 440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hhong@cnu.ac.kr

본 연구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N

RF-2010-0014897)으로 수행된 연구의 일부이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 2014,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8, No. 4 (2014) p.440~454

http://dx.doi.org/10.5850/JKSCT.2014.38.4.440

〔연구논문〕



운동 중과 휴식 시 3D 컴프레션 수트 착용에 따른 정량적 뇌파 분석 15

2007; Bringard et al., 2006; Doan et al., 2003; Duffield

& Portus, 2007; Duffield et al., 2010) 운동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스포츠 과학계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컴프레션 의복의 착용이 운동기능성 향상

에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제2의 피부와 같이 착

용자에게 불편함이 없이 잘 맞으며 적절한 압박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압박감이 지나치게 높거

나 동작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패턴설계는 의복압과

관절가동역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신체적 및 정신적

착용쾌적감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쾌적감이 저

해되면 지속적인 착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프

레션 의복은 먼저 인체의 형태와 동작에 잘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컴프레션 의복설계에 3D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패턴전개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어왔고(Chowdhury et al.,

2012; Jeong, 2006; Jeong & Hong, 2006; Kim et al., 2010;

Kim & Hong, 2012), 최근에는 컴프레션 웨어의 솔기나

절개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Kim and Hong(2012)

은 신체의 동적 자세에 따른 피부의 신장변화를 파악하

고 이를 컴프레션 패턴의 절개선으로 활용했을 때 동작

기능성 및 주관적 ·객관적 착용감이 좋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컴프레션 의복의 착용 자체가 인체

성능이나 착용쾌적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한 관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컴프레션 의복의 다

양한 설계변인이 착용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업체의 홍보물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실, 환경이나 의복의 착용조건

이 극단적일 경우에는 의복의 종류에 따른 생리 및 심

리적 반응이 좀 더 명확히 나타나지만, 일상적인 조건에

서 미세한 의복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일반적인 조건에서의 쾌적성

평가에 뇌파 측정의 가능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뇌파

측정은 자극에 따른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비침습적

이면서도 연속적으로 뇌의 동시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

는 평가방법으로 부상하였다(Bang & Kim, 2012; Hong

& Hong, 1998; Shin & Chun, 2013). 뇌파 측정법의 발전

은 의복변인의 차이를 객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복변인과 관련된 뇌파 측

정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왔

다. 일차적인 의복변인으로 전자파 차폐소재가 뇌파에 미

치는 영향을 알파(α)파와 베타(β)파의 변화를 통해 분석

한 연구(Lee & Lee, 2004a, 2004b)가 발표되었고, 색상의

선호도 분석(Choi & Kim, 2005; Suh et al., 2011)에도 뇌

파가 이용된 바 있다. 더 나아가 Kim and Woo(2011)는 앉

은 상태, 허리에 압박을 가한 직후, 압박해제 직후의 뇌

파를 측정하여 각 상태별 뇌파 신호의 특징을 분석하였

다. Bang and Kim(2012)은 노년기 여성에게 맞는 재킷

과 블라우스, 팬츠를 설계하고 이를 하루 동안 착용하게

한 후 의자에 앉아 뇌파, 심전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알파파와 High베타(High-β)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

율, 심전도 분석을 통해 착용 쾌적성이 가장 높은 노년

기 여성의복의 설계조건을 검증하였다. Park and Chun

(2013)은 압박감이 다른 3종류의 컴프레션 거들을 착용

시키고 역시 의자에 앉아 안정 시 알파파와 베타파를 분

석한 결과, 평균 의복압이 2.60kPa 수준의 실험의복이 나

머지 실험의복에 비해 낮은 알파파를 나타냈으며, 2kPa

미만의 의복압을 보인 실험의복들은 알파파의 발생이

활발하다고 보고하였다.

스포츠 웨어와 뇌파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운동 중에

는 뇌파를 분석하지 않았고 운동 후, 즉 정적인 상태에

서의 뇌파 측정을 통해서 쾌적성 평가가 이루어져왔다.

Jeong and Kim(2009)은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아웃도어

웨어의 쾌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트레드밀 운동 전 휴식

기와 운동 후 회복기에 중점을 두어 알파파와 High베

타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율, 심박수를 분석하였다. Shin

and Chun(2013)은 인체공학적 스포츠 웨어의 운동기능적

쾌적감을 평가하기 위해 3D 인체형상 데이터를 이용한

상의패턴을 전개하고, 패널의 형태 및 여유량을 달리한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실험복의 쾌적성 평가는 배팅동

작을 실시한 후 의자에 앉아 안정했을 때 뇌파를 측정

하여 알파파와 베타파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주관평가

를 통해 쾌적감을 분석하였다. 해외에서도 운동 중 스

포츠 웨어의 종류에 따른 뇌파 결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의류학의 관점에서의 뇌파 측정이 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반해 스포츠 과학에서는 보행

시 즉, 근육을 수축하며 움직일 때 뇌파 측정의 유효성

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Cheron et al.,

2012; Severens et al., 2012). Makeig et al.(2009)는 트레

드밀을 이용하여 보행 중 내부 진전(intra-stride)에 해당

하는 뇌활동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구

들로 보행 중 뇌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복변인이 보

행 중 뇌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연구해 볼 필

요가 있다. 특히, 컴프레션 의복은 운동을 전제로 착용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종전에서와 같이 정적인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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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측정에서 나아가 스포츠 웨어를 착용하고 실제 운

동 중의 뇌파를 측정하여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인체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계한 베이스레이어 타입(3D CS)과 퍼포먼스 타입(3D

WCS)의 두 가지 컴프레션 의복을 착용했을 때, 안정 시

와 보행 중, 보행 후의 뇌파를 측정하여 의복압이 다른

두 가지 컴프레션 의복의 종류가 이들을 착용하지 않은

루즈핏 반팔, 반바지 착용(control)의 경우와 뇌파 반응

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

여 3차원으로 설계한 컴프레션 의복종류에 따른 착용

효과가 보행운동이 진행되는 중과 그 전후에 어떻게 발

현되는가를 뇌파 측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대상 선정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에 내과적 질환이나 외상

혹은 신경학적 병변이 없는 지원자들 중에서 신체검사

와 사전 테스트를 통해 실험진행에 이상이 없는지를

평가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0명을 선정하였다(Mean

±SD: Height 174.4±6.43cm, Weight 68.0±7.39kg, Age

22.3±1.70yrs). 참여자들은 개인별로 매주 동일한 시간에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실험 전 강도 높은 운동과 알코올

섭취, 흡연 등을 제한하였고 일상적인 생활과 수면시간

을 유지하여 가급적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 실험의복

가압수준의 차이에 따른 착용쾌적감을 비교하기 위

해 실험의복은 <Fig. 1>과 같이 총 3종류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널리 착용되어지고 있는 운동복인 루즈핏

의 반팔과 반바지를 ‘control’로 설정하였고(BS, Basic

sportswear)<Fig. 1(a)>, 3D 컴프레션 수트(3D CS, 3D

compression suit)<Fig. 1(b)>와 수트의 절개선 및 둔부

와 햄스트링에 파워필름을 부착하여 압박감과 지지감

을 더 높인 수트(3D WCS, power film welded on 3D

CS)<Fig. 1(c)>를 실험의복으로 선정하였다.

3D 컴프레션 수트의 설계는 선행연구의 DB(Kim et

al., 2012)를 활용하였으며, 실험참여자들의 3D 인체데이

터 스캔을 통해 개인맞춤형의 3D 컴프레션 수트를 사이

즈별로 4종 제작하여 참여자들의 사이즈에 맞게 착용시

켰다. 실험복 제작을 위한 신축성 원단은 두께가 0.55mm

인 CDP(Cation Dyable Polyester) 77% 폴리우레탄 23%

로 조성된 트리코트를 사용하였다. 착용쾌적성 평가 시

실험복의 순서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의복변인

의 실험순서를 라틴방격법을 활용하여 배치하였으며, 참

여자들은 실험의복과 양말을 착용한 상태로 실험에 참

여하였다.

3. 의복압 측정

가압복에 부착한 파워필름의 유무에 따른 부가적인

압력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3D CS와 3D WCS의 의복

압을 측정하였다. 공기주입식 의복압 센서(AMI 3037-

Fig. 1. Experimental garments for comparison ((a) base sportswear, BS; (b) 3D compression suit, CS; (c) power

film welded on 3D CS, 3D 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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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pan)를 이용하여 <Fig. 2>의 신체 5점에서 의복별로

동일하게 측정하였으며, 수트의 설계특성상 하체에는

센서 부착이 어려워 상체에서 측정하였다. 의복압 데이

터는 1초 간격으로 수집하여 각 측정점별 60초씩 측정

하였고, 처음 10초와 마지막 10초를 제외한 나머지 40초

구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뇌파 측정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BS, 3D CS, 3D WCS의 가압

조건별 착용쾌적감을 객관화하기 위해 뇌파를 측정하

였다. 뇌파 장비는 QEEG-8(LXE5280, LAXTHA Inc., Ko-

rea)로 샘플링 주파수는 256Hz, 대역통과 주파수는 4~

50Hz로 설정하였다.

뇌파 전극의 부착부위는 국제표준전극배치법(Jasper

(1958)의 국제전극배치법, “10-20법”)에 준하여 각 참여

자별로 머리둘레를 측정하고 이에 맞게 전극위치를 설

정하였다. <Fig. 3>과 같이 좌우측 전전두부인 Fp1과 Fp2,

좌우측 전두부인 F3과 F4, 좌우측 측두부인 T3과 T4,

좌우측 두정부인 P3과 P4에 전극을 부착하였으며,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과 접지전극(ground electrode)

을 양쪽 귓불 뒤쪽인 A1과 A2에 부착하였다.

뇌파의 측정순서는 <Table 1>과 같다. 참여자가 의자

에 편안하게 앉아서 2분간 안정했을 때의 뇌파를 먼저

측정한 다음(1차 안정), 보행 중 잡파(artifacts)가 유입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레드밀 속도별로 예비실험을 실

시하여 실험에 반영할 속도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트

레드밀에서 4.3km/h의 속도로 천천히 5분간 걸을 때의

뇌파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운동 중). 보행 후에는 다

시 의자에 앉아서 2분간 안정했을 때의 뇌파를 측정하

Fig. 2. Measure points and device for clothing pressure.

Fig. 3. The region for measuring EEG (International 10-20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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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2차 안정), 안정이 끝난 후 1분 동안 60bpm의 속도

로 윗몸일으키기(sit-up)를 실시한 다음 다시 의자에 앉

아서 2분간 안정했을 때의 뇌파(3차 안정)를 측정하여

의복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모든 뇌파는 참여자들이

눈을 뜬 상태에서 진행하였으며, 측정환경은 온도와 습

도를 24~25
o

C, 50~60% RH로 유지하기 위해 인공기후실

내에서 이뤄졌다. 뇌파를 측정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구성하고 참여자는 측정 중에는 말을 하지 않도

록 제한하였으며, 실험환경에서 내 ·외부의 소음을 최

대한 통제하였다.

5. 뇌파 분석

수집된 뇌파 자료분석은 소프트웨어 Telescan(Ver. 2.0)

을 사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파형을

보고 잡파의 유입 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 자료(raw data)

에서 처음과 마지막 10초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눈 깜빡임이나 주변환경에 의한 잡음의 혼입

가능성이 높은 파형을 제거하기 위해 주파수 필터링은

Band Pass FFT-filtering을 사용하여 4~50Hz 구간만을 추

출하였고, 주파수별로 파워스펙트럼화(Power Spectrum

Analysis)하여 분석하였다.

뇌파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델타(δ)파(0~4Hz), 세타(θ)

파(4~8Hz), 알파파(8~13Hz), 베타파(13~30Hz)와 감마(γ)

파(30~50Hz)로 구분된다. 얕은 수면상태나 숙면 시에는

각각 델타파와 세타파가 발생하고, 긴장이 이완되고 편안

한 상태일 때는 알파파의 발생이 많아진다. 주파수 중 베

타파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세 대역으로 다시 나뉘는데,

SMR파(12~15Hz)와 Mid베타(Mid-β)(15~20Hz), High베

타(20~30Hz)로 구분된다. 각성수준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자극에 의해 긴장도가 높아지면 베타파와 감마파

가 발생한다.

뇌파는 두개골의 두께 및 측정 시 긴장도 등 개인 간 차

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이 보정을 위해 전체 주파

수 대역(4~50Hz)의 EEG강도에 대한 각 대역의 비율(%)

인 상대 파워(Relative Band Power)로 분석하였다(Jung,

2011). 또한 다양한 조합의 뇌파 비율에 따라 이완, 집

중, 활성, 인지부하를 지표화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들 지표는 스포츠 활동 평가 시에 중요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상대 알파파(8~13Hz/4~50Hz)와 상대 베타파

(13~30Hz/4~50Hz), 상대 High베타파(20~30Hz/4~50Hz)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사용한 이완지표(Re-

laxation)는 긴장이나 흥분상태에서 나타나는 High베타

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율을 지표로 구하였으며, 집중지

표(Concentration)는 SMR파와 Mid베타의 뇌파 측정값의

합에 세타파를 나눈 비율로 구하였다(Jang & Kim, 2011).

SEF(Spectral Edge Frequency)지표는 뇌파의 파워스펙

트럼 분포가 저주파에 비해 고주파쪽으로 얼마나 편향

되었는지를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전체 주파수 영역에 대

한 면적 비로 표시된다(Kim & Song, 2009). 지표의 종류

로는 SEF 25%, SEF 50%, SEF 90%, SEF 95% 등이 있는

데 일반적으로 SEF 90% 이상은 과제를 수행할 때 느끼

는 인지부하도로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 및 과도한 정신

적 각성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는 지표값

이 높을수록 파워스펙트럼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 성분인 High베타나 감마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지부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Jung, 2011; Kim

& Song, 2009), 본 연구에서는 SEF 95%를 인지부하지표

(Cognitive load)로 선택하였다.

뇌파의 활성이 측정부위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시

각화하기위해 Brain Map 3D Ver. 2.0(Laxtha Inc., Korea)

을 이용하여 참여자 10명의 측정뇌파를 맵핑하였다. 시

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을 때 위쪽이 코가 있는

부위로 전전두부에 해당하며, 색의 스펙트럼 분포에 따

라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를 육안으

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6. 주관적 착용감 평가

3종류의 실험의복을 각각 착용했을 때 느끼는 착용

쾌적감을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압박감과 지지감, 운

동 중 의복의 도움, 피부접촉감 및 실제 경기 시 착용 여

부로 구성하였으며, 각 의복에 대한 실험이 종료된 후

리커트 5점 척도형 설문지(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

Table 1. Protocol of experiment

Attaching

EEG sensor
▶

Wearing clothing

for experiment
▶

Resting

2min (1st)
▶

Walking

5min
▶

Resting

2min (2nd)
▶

Sit-ups

1min
▶

Resting

2min (3rd)

Preparing experiment
Measuring EEG

Analyzing EEG E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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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5)를 통해 평가하였다.

7. 분석방법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Ver. 20.0을 이용하여 의복

별로 상대 뇌파와 지표화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으며, 의복압의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의복종류에 따른 주파수 대역별 뇌파 및 주관적 착

용감은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증(Tukey), 의복압

과 뇌파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유의수준 a=.05에서 검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필름유무에 따른 의복압 차이

동일한 수트에 파워필름을 웰딩한 3D WCS의 의복

압이 <Fig. 4>와 같이 모든 측정점에서 필름이 없는 3D

CS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두 수트 모두 전반적으로 2.5

kPa 이하의 수준으로 쾌적한 범위의 의복압을 나타냈

다. 측정점 P3에서 3D WCS의 의복압은 평균 2.92kPa

를 보였으나 참여자가 크게 구속감을 호소하지는 않았

다. 의복압 측정결과, 필름의 부착은 수트에 부가적으

로 높은 압력을 줄 수 있는 변인이었으며, 가압수준은

착용쾌적감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운동 전 안정 시(1차 안정) 뇌파

운동 전 2분간 안정했을 때에는 <Table 2>와 같이 주

파수별 좌 ·우측 뇌파는 가압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 알파파의 평균값은 세 의복 모

두 0.14~0.15로 유사하게 나왔고, 이완지표는 컨트롤 의

복(BS)이 1.01~1.06으로 컴프레션 수트(3D CS, 3D WCS)

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반면 상대 베

타파와 상대 High베타파, 집중지표, 인지부하지표는 압

박감이 높은 수트가 컨트롤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미하

지 않았다. 의복압과 뇌파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역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보행 중 뇌파

트레드밀에서 5분 간 보행 시에는 <Table 3>과 같이

상대 알파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의복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5). 걷기 중의 상대 베타파와 상대

High베타파, 집중지표와 인지부하지표는 의복압이 가장

높은 파워필름웰딩형의 3D WCS가 컨트롤 의복인 루즈

핏의 BS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완지표는 BS가 3D

WCS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Table 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각 항목의 평균

에 가장 가까운 참여자들의 브레인 맵핑 결과를 의복조

건별로 <Table 4>에 나타내었다. 상대 베타파와 High베

타파는 BS 착용 시 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컬러맵의 중

간색깔인 연두색을 띄었으며, 3D CS는 보다 높은 위치

에 있는 붉은색, 3D WCS는 컬러맵의 가장 위에 있는 붉

은색을 나타내어 보행 중 베타파의 활성은 3D WCS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완지표는 BS가 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가장 붉은

색을 보였으며, 3D CS는 중간계열의 연두색, 3D WCS

는 아래계열의 푸른색을 나타내 BS 착용이 이완 정도가

가장 높았다. 집중지표와 인지부하지표 역시 BS는 아

래계열의 푸른색, 3D CS는 중간계열, 3D WCS는 붉은

색으로 압박감이 높은 3D WCS 착용이 보행 중 집중과

인지부하가 높은 것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의복압이 다른 컴프레션 수트 두 종류(3D

CS와 3D WCS)는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지만, 항목별

뇌파의 평균 수치의 크기는 3D CS가 BS와 3D WCS의

사이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실험복별 의복압과 좌뇌, 우뇌 뇌파의 상관관계를 분

석결과, <Table 5>와 같이 알파파와 이완지표는 의복압

과 역의 상관으로 압력이 클수록 참여자가 느끼는 이완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인지부하지표는 의복

압이 클수록 유의하게 커졌으며, 상대 베타파와 집중지
Fig. 4. Clothing pressure of experimental compres-

sion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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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 의복압과 양의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

었다.

4. 보행 후 안정 시(2차 안정) 뇌파

5분간의 보행 후 2분간 안정했을 때의 뇌파는 <Table

6>과 같이 이완지표에서만 의복조건에 따른 통계적인 차

이가 나타났다(p<.05). 이완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에서 실험의복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몸을 움직

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처음 컴프레션 수트를 착용했을 때에 비해 착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압박감에 적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행 중에는 3D WCS 착용이 BS에 비해 이완지표가

유의하게 낮았으나(p<.05)<Table 3>, 운동 후 안정 시의

는 3D WCS가 3D CS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이완수

준을 보였다. 보행 후 안정 시 이완지표의 브레인 맵핑 결

Table 2. Power spectrum analysis of EEG with 3 kinds of clothing at rest before walking

In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location

BS 3D CS 3D WCS
F p

Mean S.D. Mean S.D. Mean S.D.

Relative α wave

(8-13Hz/4-50Hz)

Left 00.16 0.04 00.15 0.04 00.15 0.06 0.250 .781

Right 00.15 0.04 00.15 0.04 00.15 0.06 0.080 .924

Relative β wave

(13-30Hz/4-50Hz)

Left 00.29 0.06 00.31 0.05 00.31 0.05 1.173 .332

Right 00.29 0.06 00.32 0.05 00.32 0.05 1.639 .222

Relative High-β wave

(20-30Hz/4-50Hz)

Left 00.17 0.04 00.18 0.04 00.18 0.04 1.055 .369

Right 00.17 0.05 00.19 0.04 00.18 0.04 1.095 .356

Relaxation

(α/High-β)

Left 01.10 0.43 00.95 0.46 00.95 0.44 0.844 .446

Right 01.04 0.47 00.90 0.44 00.92 0.41 0.594 .563

Concentration

((SMR+Mid β)/θ)

Left 00.70 0.33 00.72 0.17 00.80 0.23 0.699 .510

Right 00.67 0.31 00.75 0.20 00.81 0.21 2.471 .113

Cognitive load (Hz)

(SEF 95%)

Left 43.48 1.96 44.00 1.22 44.26 1.31 1.605 .228

Right 43.20 2.28 43.75 1.43 43.81 1.62 1.338 .287

Table 3. Power spectrum analysis of EEG with 3 kinds of clothing during walking for 5mins

In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location

BS 3D CS 3D WCS
F p

Mean S.D. Mean S.D. Mean S.D.

Relative α wave

(8-13Hz/4-50Hz)

Left 00.19 0.07 00.19 0.06 00.17 0.05 0.505 .612

Right 00.20 0.07 00.17 0.06 00.17 0.05 1.497 .250

Relative β wave

(13-30Hz/4-50Hz)

Left 00.15 0.06
A

00.18 0.09
AB

00.22 0.08
B

5.761 .012

Right 00.16 0.07
A

00.18 0.09
AB

00.22 0.09
B

5.221 .016

Relative High-β wave

(20-30Hz/4-50Hz)

Left 00.06 0.03
A

00.08 0.05
AB

00.10 0.05
B

5.438 .014

Right 00.07 0.05
A

00.09 0.06
AB

00.11 0.06
B

5.287 .016

Relaxation

(α/High-β)

Left 04.56 2.66
B

03.53 2.15
AB

02.84 2.69
A

3.636 .047

Right 04.85 3.05
B

03.40 2.23
AB

02.84 2.82
A

6.070 .010

Concentration

((SMR+Mid β)/θ)

Left 00.24 0.14
A

00.34 0.25
AB

00.47 0.36
B

6.106 .009

Right 00.27 0.20
A

00.32 0.28
AB

00.44 0.42
B

4.265 .030

Cognitive load (Hz)

(SEF 95%)

Left 28.18 8.67
A

31.58 7.92
AB

34.57 6.99
B

5.725 .012

Right 28.30 9.22
A

32.45 8.10
AB

35.42 7.18
B

6.938 .006

A-B: different alphabet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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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presentative brain mapping depending on type of compression suit during walking

Independent variable Color range
Condition

BS 3D CS 3D WCS

Relative β wave

(13-30Hz/4-50Hz)

Relative High-β wave

(20-30Hz/4-50Hz)

Relaxation

(α/High-β)

Concentration

((SMR+Mid β)/θ)

Cognitive load

(SEF 95%)

BS: basic sportswear, 3D CS: 3D compression suit, 3D WCS: power film welded on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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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3D CS 조건이 컬러맵의 중간계열과 아래계열의 색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가장 낮은 이완수준을 보였으며,

BS는 중간계열의 연두색, 3D WCS는 붉은계열의 색을

나타내 보행 후 안정기에는 3D WCS 착용이 가장 이완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lothing pressure and EEG on left and right during walking

Independent variable Clothing pressure Left EEG Right EEG

Relative α wave

(8-13Hz/4-50Hz)

Clothing pressure 1   

Left EEG −.306* 1  

Right EEG −.388* .941*** 1

Relative β wave

(13-30Hz/4-50Hz)

Clothing pressure 1   

Left EEG −.367* 1  

Right EEG −.320* .946*** 1

Relative High-β wave

(20-30Hz/4-50Hz)

Clothing pressure 1

Left EEG −.374* 1

Right EEG −.319* .944*** 1

Relaxation

(α/High-β)

Clothing pressure 1   

Left EEG −.410* 1  

Right EEG −.413* .977*** 1

Concentration

((SMR+Mid β)/θ)

Clothing pressure 1   

Left EEG −.341* 1  

Right EEG −.279* .880*** 1

Cognitive load (Hz)

(SEF95%)

Clothing pressure 1   

Left EEG −.426* 1  

Right EEG −.455* .981*** 1

*p<.05, ***p<.001

Table 6. Power spectrum analysis of EEG with 3 kinds of clothing when 2
nd

 resting for 2min after walking

In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location

BS 3D CS 3D WCS
F p

Mean S.D. Mean S.D. Mean S.D.

Relative α wave

(8-13Hz/4-50Hz)

Left 00.16 0.05 00.14 0.05 00.16 0.05 2.315 .127

Right 00.15 0.04 00.14 0.04 00.15 0.05 2.649 .098

Relative β wave

(13-30Hz/4-50Hz)

Left 00.30 0.05 00.31 0.05 00.30 0.05 0.946 .407

Right 00.31 0.05 00.31 0.04 00.30 0.05 0.900 .424

Relative High-β wave

(20-30Hz/4-50Hz)

Left 00.18 0.04 00.18 0.04 00.17 0.04 2.078 .154

Right 00.19 0.04 00.19 0.04 00.17 0.04 1.608 .228

Relaxation

(α/High-β)

Left 01.03 0.54
AB

00.90 0.45
A

01.12 0.46
B

6.199 .009

Right 00.94 0.50
AB

00.85 0.41
A

01.06 0.46
B

5.210 .016

Concentration

((SMR+Mid β)/θ)

Left 00.81 0.37 00.87 0.33 00.81 0.32 0.663 .528

Right 00.77 0.27 00.79 0.24 00.71 0.27 0.740 .491

Cognitive load (Hz)

(SEF 95%)

Left 44.13 1.75 44.18 1.56 43.71 1.54 0.862 .439

Right 43.91 1.85 44.05 1.50 42.95 2.25 2.051 .158

A-B: different alphabet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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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윗몸일으키기(sit-up) 운동 후 안정 시(3차 안

정) 뇌파

1분 동안의 윗몸일으키기 후 2분간 안정했을 때의 뇌

파는 <Table 8>과 같이 의복조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윗몸일으키기 중의 뇌파는 운동 특성

상 반복되는 상체의 움직임으로 잡파의 유입이 많아 분

석에 적합하지 않았다.

6. 실험의복에 따른 주관적 착용감

각각의 의복에 대해 실험종료 후 응답한 착용감은

<Table 9>와 같다. 압박감은 가슴, 배, 등, 다리에서 3D

WCS가 BS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5), 지지감 또

한 전 부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p<.01). 압박감과 지

지감에서는 3D WCS와 3D CS는 통계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운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는 3D CS의 평균 점수가 4.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D

WCS도 통계적으로 같은 수준을 보였다(p=.001).

IV. 고 찰

뇌파의 측정에는 눈의 움직임, 피부, 전기전류 등에 따

른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움직임이 포함되는 뇌파 측정

의 경우 근육의 활동에 따른 근전도 잡음도 유입될 수

있다(Andreassi, 2000; Thompson et al., 2008).

보행 중 하체에서 일어나는 근육의 수축운동의 저항

을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Wagner et al., 2012). 이

Table 7. Representative brain mapping of ‘Relaxation’ depending on type of compression suit after walking

Independent variable Color range
Condition

BS 3D CS 3D WCS

Relaxation

(α/High-β)

BS: basic sportswear, 3D CS: 3D compression suit, 3D WCS: power film welded on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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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ower spectrum analysis of EEG with 3 kinds of clothing when 3
rd

 resting for 2min after sit-ups

In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location

BS 3D CS 3D WCS
F p

Mean S.D. Mean S.D. Mean S.D.

Relative α wave

(8-13Hz/4-50Hz)

Left .15 .05 .14 .05 .15 .06 0.725 .500

Right .14 .04 .14 .04 .15 .05 0.482 .626

Relative β wave

(13-30Hz/4-50Hz)

Left .29 .05 .31 .04 .30 .05 1.371 .282

Right .30 .05 .32 .05 .31 .05 1.359 .285

Relative High-β wave

(20-30Hz/4-50Hz)

Left .17 .03 .18 .04 .18 .04 1.074 .365

Right .18 .03 .20 .05 .18 .04 2.346 .128

Relaxation

(α/High-β)

Left 1.02 .35 .86 .36 .97 .37 2.543 .110

Right .96 .45 .82 .42 .92 .37 3.200 .068

Concentration

((SMR+Mid β)/θ)

Left .65 .28 .83 .26 .76 .28 2.230 .140

Right .68 .30 .87 .25 .74 .28 2.475 .116

Cognitive load (Hz)

(SEF95%)

Left 43.13 2.34 43.98 1.47 43.88 1.32 1.612 .230

Right 42.86 2.37 43.87 1.63 43.46 1.50 2.54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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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완으로는 주파수 대역 통과 필터를 조절하는

방법이 권유된다. 대부분의 근전도의 주파수 영역은 20

~1000Hz까지의 넓은 범위이나, 근섬유의 수축에 따른

지배적인 에너지 범위는 50~150Hz 사이에 존재한다. 반

면 뇌파는 90% 이상이 1~30Hz 이내의 스펙트럼 파워를

보이므로(Andreassi, 2000) 50Hz 미만의 주파수를 분석

하여 근수축으로 인한 주파수를 가능한한 통제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대역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보행 중의 뇌파 분석범위를 50Hz 이내로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트레드밀의 속도와 각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보행 자체로 인한 근수축이 뇌파에 미치는 영

향은 일정하게 통제하고 보행 시 착용하는 의복의 종류

가 뇌파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제 운동수행 중에는 대뇌피질신경원의 활성도가 변

화하여 알파파를 포함한 뇌파의 전 주파수 대역에서 변

화가 일어난다. 알파파가 증가하는 만큼 유사한 크기로

모든 주파수 대역이 증가하여(Crabbe & Dishman, 2004),

운동 중의 집중 또는 각성으로 인해 대뇌의 전기피질활

성에 영향을 미쳐 운동 후 베타파가 증가하기도 한다(He-

lena et al., 2007). Haefeli et al.(2011)도 트레드밀에서 보

행의 준비 단계와 장애물 보행을 할 때 일반적 걷기에 비

해 전두엽의 뇌파 신호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의복과 관련된 뇌파 연구는 주로 정적인 상

태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위와 같은 운동과 뇌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험조건을 통제하면 동적인 상태에서

의 의복과 뇌파와의 관련성 실험은 그 변별력이 커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즉, 근수축으로 인한 주파수를 최대한

으로 분리하는 필터링을 하고, 얕은 수준의 일정한 트레

드밀 보행운동으로 근수축을 통제하면서 뇌파의 활성도

를 크게 한다면 트레드밀 운동은 의복의 차이를 더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의자에 앉아 안정할 때에는 전반

적으로 실험의복에 따른 주파수별 뇌파의 차이가 없었

으나 통제된 트레드밀 보행은 피질의 활성화 단계를 적

절히 높여줌으로써 의복의 차이를 더 쉽게 인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즉, 컴프레션 수트를 착용하고 보행했

을 때 이완지수는 낮게, 집중이나 인지부하는 높게 나

타나 컴프레션 수트가 일반의복에 비해 보행에 집중하

게 해주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보행 중에는 두 종류의 3차원 컴프레션 수트의 차

이를 인지하지는 못하였고, 보행 후 안정 시에는 컴프레

션 수트 간 이완의 차이를 인지하였다.

사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종류(3D CS와 3D

WCS)의 3차원 컴프레션 수트의 패턴축소율은 같았고

Table 9. The effect of compression on wearing sensation                              (Unit: scale)

Independent variable
BS 3D CS 3D WCS

F p
Mean S.D. Mean S.D. Mean S.D.

Pressure

Chest 1.33 0.52
A

3.17 1.33
B

3.50 1.22
B

06.934 .007

Abdomen 1.17 0.41
A

2.83 1.33
AB

3.33 1.51
B

05.516 .016

Back 1.33 0.52 2.17 1.47 3.00 1.10 03.440 .059

Waist 1.50 0.55 2.83 1.33 2.67 1.03 03.032 .078

Legs 1.33 0.52
A

2.67 1.51
AB

3.50 1.22
B

05.331 .018

Crotch 1.33 0.52 1.67 0.52 2.50 1.22 03.197 .070

Support

Chest 1.50 0.55
A

3.33 1.03
B

4.17 0.41
B

21.848 .000

Abdomen 1.50 0.55
A

3.50 1.22
B

4.00 1.10
B

10.500 .001

Back 1.67 0.52
A

3.17 1.33
B

3.67 0.82
B

07.222 .006

Waist 1.50 0.55
A

3.50 1.22
B

4.17 0.41
B

17.627 .000

Legs 1.33 0.52
A

3.00 1.10
B

3.67 0.82
B

12.188 .001

Crotch 1.50 0.55
A

2.00 0.00
B

3.00 1.10
B

07.000 .007

Support walking 1.83 1.17
A

4.00 0.00
B

3.67 0.82
B

12.049 .001

Touch 2.17 1.47 4.00 1.55 3.67 0.82 03.280 .066

Preference to wear

during walking
2.50 1.22 3.50 1.22 2.67 1.03 01.270 .309

A-B: different alphabet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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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은 부분적으로 필름이 웰딩된 점(3D WCS)이었

는데 3D WCS의 경우에는 운동 후 휴식 시 이완효과가

3D CS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필름웰딩이 운동

중 느끼는 압박감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으나 운동 후에

는 압박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시켜 그 대비가 다른

의복에 비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것은

컴프레션 수트가 운동 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효과

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데,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

해 향후 본 연구의 컴프레션 수트를 착용하여 피로가 유

발될 정도의 운동을 수행했을 때의 피로 회복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운동이라 하여도 윗몸일으키기와 같이 기계적

으로 일정한 통제가 어려운 운동은 참여자가 운동속도

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작범위오차 및 근수축

정도에 따르는 분산이 컸으며, 1분 간의 짧은 운동시간

이었기 때문에 의복종류에 따른 뇌파의 섬세한 차이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컴프레션 수트변인과 관련된

뇌파 분석 파라미터의 조합에 관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는 대역별로 구분되며 각성수

준에 따라서 서파(δ, θ, α)와 속파(β, γ)의 비율로 측정

할 수 있는데, 얕은 수면상태나 숙면 시에는 각각 델타

파와 세타파가 발생하고, 긴장이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

일 때는 알파파의 발생이 많아진다. 각성수준에 따라 신

체적 또는 정신적 자극에 의해 긴장도가 높아지면 베타

파와 감마파가 발생한다(Bang & Kim, 2012; Jang & Kim,

2011; Lim & Kim, 2007). 보행 중에는 알파파와 베타파

의 파형이 억제되어 유의하게 감소(Wagner et al., 2012)

하는 경향이 있으며, 운동 시 집중적인 대뇌피질의 활동

으로 인해 운동 후 베타파가 증가(Helena et al., 2007)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안정기에 비해 보행 중의 상대 베

타파의 활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한 대역별 주파수의 강도나 비율을 측정

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파수별 파라미터를 다양한 조합

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컴프레션 수트의 영향을 변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즉, 보행 중에 상대 알파파는 실

험의복조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High베타

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율인 이완지표의 경우, 컨트롤 의

복이 두 종류의 컴프레션 수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상대 베타와 High베타파 이외에, SMR파와 Mid베

타의 뇌파 측정값의 합에 세타파를 나눈 비율인 집중지

표값과 SEF 95% 이상의 인지부하지표는 컨트롤이 3D

WCS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보행 중 의복압과 뇌파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역시

의복압이 커질수록 이완은 낮아지고 인지부하는 유의

하게 높아졌다. 안정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의복에 따른

뇌파의 차이가 보행 중에 나타나는 것은 전기피질의 활

성이 보행으로 인해 높아져 피질의 몰입활동도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 꾸준한 속도로 운동을 하는 중

에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Gwin et al., 2010, 2011; Pre-

sacco et al., 2011; Wieser et al., 2010). 즉, 피질의 활성

도가 어느 기준선 이상일 때 보행 중 인지부하도가 증

가하였으며, 컴프레션 수트의 경우 신체에 주는 지지감

과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 더 높은 집중지

표와 인지부하지표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차원 컴프레션 수트

의 설계효과를 살펴보면 두 수트 모두 2kPa 이내의 낮

은 의복압 범위를 보여 컨트롤 의복과 비슷한 수준의 상

대 알파파를 보였다. 본 연구의 컴프레션 수트는 주관적

인 압박감 및 지지감은 컨트롤에 비해 높으나 운동 시

도움을 주는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착용쾌적

감을 저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상대 알파파의 활성

을 저해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신축성 소재를

동일한 패턴축소율로 2D와 3D 컴프레션 수트를 제작

했을 때, 3D로 제작한 수트의 의복압이 2D로 제작한 컴

프레션 수트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르게 낮게 나타난 바

(Choi, 2011) 있는 것으로 볼 때 3차원 설계로 제작한 컴

프레션 수트는 인체 전면에 적절한 압박감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컴프레션 수트는 3차원 기술

로 인체굴곡에 맞게 제작되어 스트레스가 한 곳에 집

중됨이 없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비가압복과 뚜렷한

뇌파의 차이가 없었으며 보행 중에는 보행에 적합한 압

박감으로 뇌파의 인지부하도지표와 집중지표가 높았고,

보행 후 안정 시에 3D WCS의 이완지수가 가장 높아,

3D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컴프레션 수트의 설계방법이

적절함을 뇌파로 확인할 수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3D 테크놀로지로 제작한 컴프레션 수

트 두 종류(3D CS, 3D WCS)가 신체에 아무런 가압을

하지 않는 의복(BS)과 비교했을 때 운동 전과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의 뇌파가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컴프레션 수트의 착용감 평가는 정적인 상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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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트레드밀 보행 시, 대뇌피질활성화도가 높아져 보다

명확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압박 정도

에 따른 쾌적감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압박감이 없는 의

복보다 압박이 있는 컴프레션 수트의 경우 운동에 대한

집중 및 인지부하도가 높았고 운동 후에는 컴프레션 수

트의 종류에 따라 이완수준에도 차이를 보여 압박감이

큰 3D WCS의 이완수준이 가장 높았다.

2. 이 때,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보행의 수준을 일정하

게 통제한 경우에는 의복의 차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

가 도출되었으나, 윗몸일으키기와 같이 근수축을 매번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복의 차이가 뇌파에 명확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3.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두 종류의 컴프레션 수트

는 신체부위별로 가해지는 압박감과 지지감이 컨트롤

의복(BS)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행 시 도움을 주

는가에 대해서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4. 뇌파 분석 시에 주파수 대역별로 서파(δ, θ, α)와

속파(β, γ)가 나오는데 이것을 조합하거나 비율을 조정

하여 이완(α/High-β), 집중(SMR+Mid-β/θ), 인지부하도

(SEF 95%)를 추출하면, 컴프레션 의복의 착용효과를 보

다 잘 변별하였다.

5. 3차원 기술로 컴프레션 수트를 설계한 3D CS는

착용감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행 중에 운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인지부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

정 부위에 필름을 웰딩한 3D WCS는 운동 후 이완에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3kPa 이내의 압박수준을 가진 3D

컴프레션 수트는 착용쾌적감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운

동에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부하

수준이 낮은 가벼운 운동을 실시했을 때의 결과로, 부

하가 높은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컴프레션 수트가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확대하여 적용하기엔 제한점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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