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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활용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동된 피로도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충분히 휴식을 취
하면 회복되는 신체적인 피로도와는 달리 정신적인 피로도는 일의 능률이나 집중력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측정을 
통해 정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계측한 데이터를 스마트폰
으로 전송하고 정신적인 피로도를 계산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한 피로도 인덱스를 개발하여 
1부터 5까지의 수치로 표현하였다. 또한 피로도 계산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왔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smart wearable devices for monitoring health status have been utilized as interest in health care has 
increased.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fatigue measurement system that works with smart wearable devices. Unlike 
physical fatigue that is restored when you take enough rest, mental fatigue can decrease the efficiency or concentration 
of work, so you can monitor your mental health status through measurements. This system provides the function to 
transmit the measured data from the smart wearable device to the smartphone and to calculate the mental fatigue. A 
fatigue index was developed to measure fatigue and expressed as a number from 1 to 5.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fatigue calculation and the survey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Therefore, this 
system will be used to help users manage their health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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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상태를 사

용자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 시간, 스트레스 수준, 

혈압, 소비열량(칼로리) 등 측정정보도 다양하다[1]. 기

존 연구에 따르면 걸음 수, 심장 박동 수, 소비 열량, 수

면 시간 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다.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몸에 착

용하거나 부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이다. 밴드, 워치, 

안경, 바지 등 형태도 다양하다[2,3].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

서 피로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피로도란 

피로를 느끼는 정도를 일컫는데 신체적 피로도와 정신

적 피로도가 있다. 신체적 피로도는 심한 운동이나 일

을 했을 때 느끼는 근육의 피로도로 휴식을 충분히 취

하면 쉽게 회복될 수 있다. 정신적 피로도는 공부나 일

을 할 때 오랫동안 머리를 많이 사용하거나 주위 환경, 

분위기에 대해서 긴장이나 불안감이 오랫동안 지속 되

었을 때 나타나는 피로도를 말한다[4]. 신체적으로 피로

한 경우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쉽게 회복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피로한 경우 일상생활의 능률이나 집중력

이 떨어지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정신적 피로도를 측정하고 수치로 나타내

고자 한다. 정신적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심장 박

동 수, 걸음 수, 수면 시간을 활용한다. 안정 시 심장 박

동 수가 낮을수록 건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덜 피곤함

을 느낀다. 또한 걸음 수가 낮을수록, 수면 시간이 길수

록 덜 피곤함을 느낀다[5]. 피로도 측정을 통해 개개인

의 활동량을 모니터링하거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피로도를 수치로 나타내어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피로도를 측

정하는 경우 사용자들의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시

간 데이터가 필요하다. 스마트 워치를 사용해 데이터를 

측정하고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획득한다. S-Health는 

Partner App을 개발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다

[6]. S-Health API는 사용자들의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시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Health Data Store를 

가진다. Health Data Store에 접근하여 DB에 저장된 사

용자들의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시간 데이터를 사

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신적 피로도를 계산

해 수치로 나타내어서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파악

할 수 있고 건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최근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에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활용되어오고 있다.

첫 번째로 걸음 수, 이동거리, 심장 박동 수, 칼로리 

소모량 등 기본적인 운동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면 모니

터 기능도 가능한 스마트 밴드가 있다[7]. 그 중 37 스마

트 밴드는 만보계와 수면 패턴 분석 기능을 기본으로 

착용자의 혈압, 심박, 호흡, 감정, 피로 등 5개 항목을 매 

시간마다 측정해 준다. 온화, 흥분, 불안, 비관, 우울 등 

5단계로 기분 변화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다. 신체 측정수치를 기본으로 분석하여 피로와 감정

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8]. 하지만 매 시간

마다 측정해 주어서 배터리 사용시간이 짧으며 구체적

인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연

동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스마트 워치에서 직접 데이터를 측

정,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측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 워치이다. 스마트 워치는 일반 시계

보다 향상된 기능들을 장착하고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 

손목시계를 말하는데 스마트폰과 쌍방향 통신이 가능

하고 스마트폰의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다[9]. 스마트폰 

없이도 자체적으로 활동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

화를 받거나 걸 수 있으며 문자와 SNS 확인, 날씨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활동 상태에 따라 

움직임을 권장하며 피트니스 데이터를 기록해준다. 측

정된 데이터를 통해 운동량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10]. 본 논문에서 사용한 

스마트 워치는 별도의 앱 없이도 자체적으로 걸음수를 

측정하고 뒷면에 심박 측정용 센서가 있어서 사용자의 

심박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IP68 인증을 받은 방수방진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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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 제공되는 전용 무선충전기 패드 이외에 다른 

무선 충전기로는 충전이 잘 되지 않으며 스마트 워치를 

여러 장소에 두려면 별도의 전용 무선충전기패드를 구

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10]. 스마트 밴드는 디스플

레이 크기가 작아서 정보 확인이 제한적이다. 또한 스

마트 폰으로 연동해야만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 워치는 스마트 폰과 쌍방향 통

신이 가능하고 스마트 폰의 기능을 컨트롤하거나 앱의 

설치 등으로 추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원형 휠 

UX로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며 NFC로 교통카드 기능

까지 갖추어 더욱 편리하다[10].

마지막으로 안경형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다. 안경

이지만 카메라, 스피커, 액정 등이 있는 스마트 안경이

다[11]. 그 중 일본의 안경체인인 ‘JINS’를 운영하는 제

이아이엔은 안구전도(EOG,  electrooculogram)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눈동자 움직임을 트래킹하여 사람의 

감정과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안경을 개발했다

[12]. 획득한 안구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눈의 긴장도와 

피로도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착용한 사람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다[12]. 사람은 피곤할 때 눈을 자주 깜빡

이고 안구의 움직임이 느리고 처진다. 반면 작업, 운동, 

업무 등 일을 하게 되면 안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다

양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13]. 눈의 움직임의 변화를 통

해서 신체와 정신의 피로도를 산출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불편할 수 있

으며 수면을 취할 시에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신체

와 정신의 피로도를 어떻게 산출하고 어떤 형식으로 표

현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기록한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 시간 데이터

를 수치화하여 피로도 계산 식을 설정하였고 피로도 인

덱스를 적용해 정신적 피로도를 수치로 나타내었다. 

아래 표 1은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밴드, 스마트 안경

의 측정 가능한 데이터 및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8,10,13].

Table. 1 Smart Watch and Smart Band Feature

2.2. 피로도

피로도는 대부분 주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

되어졌다[14]. Krupp 등에 의해 개발된 Fatigue Severity 

Scale(이하 FSS)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피로 측정 

도구 중 하나이다. FSS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지난 1주일 동안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기준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7점까지

의 점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15]. 각각의 항목

에 해당하는 점수를 모두 더하여 9로 나눈 평균치를 피

로 점수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15]. 그림 1은 FSS의 설문조사 내용

이다[14]. 하지만 지난 1주일 동안의 상태를 바로바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억에 따라 피

로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수기

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피로도 측정 시스템은 스마트 워치로 측정

하고 스마트폰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 체

크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자동화하였다.

Fig. 1 Fatigue Severi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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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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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Step 
Count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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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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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피로도 

측정 시스템

3.1. 개발 환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심장 박

동 수,  걸음 수, 수면 시간이 측정 가능한 스마트 워치

와 측정한 데이터를 조회 가능한 스마트폰을 적용하였

다. 스마트 워치는 Samsung의 ‘Gear S2’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Samsung Gear 

S2를 활용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폰과 연동한다. 

Gear S2의 블루투스 버전은 4.1이며 무선 랜 802.11 

b/g/n 2.4GHz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Gear S2의 운영체

제는 Tizen 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7.0 누가버전이다. 개발 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했으며 SDK 버전은 1.2.1을 사용하여 

개발한다.

3.2.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기반 피로도 측정 시스

템은 그림 2와 같이 스마트 워치, 스마트폰으로 구성된

다. 사용자는 Gear S2를 착용하고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 시간을 측정한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

결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보낸다.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Health Data Store에 저장하고 에이전트는 심

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시간 데이터를 요청받아 피로

도를 계산한다. 에이전트에서는 계산한 피로도 결과에 

피로도 인덱스를 적용하여 수치로 나타낸다.

3.3. 피로도 측정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마

트 워치를 활용하였다. 피로도를 수치로 나타내어 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스마트 워치에서 걸음 수, 심장 

박동 수, 수면시간 데이터를 측정하여 스마트폰에서 데

이터를 획득한다. 그리고 스마트 워치에서 측정한 걸음 

수, 심장 박동 수, 수면시간 데이터를 지표로 대입하여 

피로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피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피로도 인덱스를 만들고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4. 피로도 인덱스

피로도 인덱스를 계산하기 위해 대학원생 10명을 대

상으로 2017년 3월 18일부터 2017년 6월 05일까지 약 

80일 동안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피험자는 왼손 손목에 스마트 워치를 착용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에 걸쳐 심장 박동 수를 측

정하여 평균적인 심장 박동 수를 기록하였다. 걸음 수 

데이터는 매일 저녁 10시에 그날의 총 걸음 수를 기록

하였고 수면 시간 데이터는 자기 전 스마트 워치를 착

용하고 일어난 후 수면 시간을 기록하였다. 스마트 워

치의 배터리가 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전용 무선 충전

기 도크에 올려놓아 충전하였으며 충전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스마트 워치를 계속 착용하도록 하였다. 

표 2는 2017년 3월 18일부터 2017년 6월 05일까지 

측정해 기록한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 시간 데이터

들 중의 일부를 표시하였다. Heart Rate는 심장 박동 수

를 의미하며 Step Count는 걸음 수, Deep Sleep은 깊은 

수면 시간, Light Sleep은 얕은 수면 시간을 의미한다. 

인덱스는 각각의 데이터에 곱해지는 지수를 의미하며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나온 값을 각 인덱스에 

반영하였다.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깊은 수면 시간, 얕은 수면 시

간을 독립변수, 피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심장 박

동 수, 걸음 수, 깊은 수면 시간, 얕은 수면 시간이 피로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정회귀
Fig. 2 Structure of fatigue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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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아래와 같다.

     ×  ×  ×
  × (1)

위 식에서 Y는 피로도를 나타내며 X1,X2,X3,X4는 

각각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깊은 수면 시간, 얕은 수면 

시간을 의미한다. β0는 Y절편을 나타내고 β1,β2,β3,β4 

는 회귀계수들을 나타낸다. 

Table. 3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0.961375605

R-squared 0.924243055

Adjust R-squared 0.920148085

Standard error 0.343099737

Number of observation 80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분석 통계량

은 표 3과 같다. 다중 상관계수는 0.961375605이고 표

준 오차는 0.343099737, 관측수는 80의 결과값이 도출

되었다. R-squared(결정계수)는 회귀모형으로 종속변

수의 변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데 Adjust R-square(조정된 결정계수)와의 차이가 크면 

회귀모형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한다[16]. 표 3의 회귀분

석 통계량에서 R-squared(결정계수) = 0.9242, Adjust 

R-square(조정된 결정계수) = 0.9201 으로 차이가 매우 

적다. 이는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깊은 수면 시간, 얕은 

수면 시간 인자들이 피로도의 변화에 92% 로 설명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한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 시간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피로도 계산식을 설정하였다. 피로도 계산

식은 아래와 같다. 피로도 인덱스를 계산하기 위해 사

전에 기록한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 시간 데이터

를 수치화한 식이다.

××××(2)

위 식에서 α는 심장 박동 수, β는 걸음 수, γ는 깊은 

수면 시간, δ는 얕은 수면 시간을 의미한다. 지수들의 

총 합은 1이다. 심장 박동 수와 걸음 수, 얕은 수면 시간

은 낮을수록 좋은 지표이며 깊은 수면 시간은 높을수록 

좋은 지표이다. 지표를 식에 대입하여 나온 결과 값에 

피로도 인덱스를 적용하여 1부터 5까지 수치로 나타내

었다. 아래의 표 4를 통하여 피로도 인덱스를 볼 수 있

다. 식 (2)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의 범위에 따라 피곤한 

정도를 설정하였다. 사전에 기록한 심장 박동 수, 걸음 

수, 수면 시간 측정 데이터를 식 (2)에 대입하여 나온 결

과가 20 이상 30 이하일 때 전혀 피곤하지 않음, 31 이

상 40 이하일 때 약간 피곤하지 않음, 41 이상 60 이하

일 때 보통, 61 이상 70 이하일 때 상당히 피곤함, 71 이

상일 때 매우 피곤함 이다.

Table. 4 Fatigue Index 

Scale Fatigue Index

20~30 Alert(1)

31~40 Rather alert(2)

41~60 Fatigue(3)

61~70 Rather fatigue(4)

71~ Very fatigue(5)

Date
Heart Rate 

(X1)
Index

Step Count 
(X2)

Index
Deep Sleep 

(X3)
Index

Light Sleep 
(X4)

Index

03. 18 90 0.192 1656 0.008 4 0.35 4 0.45

03. 19 61 0.192 4902 0.008 1.46 0.35 6.12 0.45

03. 20 66 0.192 2287 0.008 3.37 0.35 5.23 0.45

06. 03 106 0.192 2760 0.008 3.22 0.35 4.54 0.45

06. 04 74 0.192 5406 0.008 4.43 0.35 3.30 0.45

06. 05 86 0.192 7508 0.008 2 0.35 6.32 0.45

Table. 2 Measurement data for calculate fatigu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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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피로도 

측정 시스템 구현

4.1.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피로도 측정 시스템 

구현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 워치를 이용하

여 모바일에서 피로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그림 3은 실제로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측정한 걸

음 수와 심장 박동 수이다. 그림 4는 측정한 수면시간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측정된 데이터는 블루투스로 연결

한 스마트폰에서 그림 5와 같이 볼 수 있다.

Fig. 3 Smart watch measurement

Fig. 4 Sleeping hours measurement

그림 5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출력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걸음 수와 심

장 박동 수, 깊은 수면 시간, 얕은 수면 시간 순으로 화

면에 보여준다. 깊은 수면 시간은 3시간 22분으로 3.22

로 표현하였고 얕은 수면 시간은 4시간 5분으로 4.05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피로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피

로도 계산식과 피로도 결과를 화면에 보여준다. 피로도 

계산은 식 (2)를 이용해 피로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계산한 결과에 피로도 인덱스를 적용하여 피로도는 2 

(Rather alert) 의 결과가 나왔다.

Fig. 5 Smart phone application

심장 박동 수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측정 주

기를 알려주는 알람 기능을 그림 6으로 나타내었다. 오

전 열시, 오후 3시, 오후 7시에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Fig. 6 Heart rate measurement cycle alarm 

4.2. 피로도 계산 결과

피로도 측정 결과 한 명당 80개의 데이터가 추출된

다. 총 10명의 학생이 피로도를 측정하여 총 800개의 데

이터가 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표 5로 나타내었

다. 총 800개의 피로도 측정 결과 중 피로도가 1인 전혀 

피곤하지 않은 경우가 9%로 가장 낮았고 피로도가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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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37%로 가장 높았다. 

Table. 5 The experiment results

Fatigue Index User data

Alert(1) 9%

Rather alert(2) 21%

Fatigue(3) 37%

Rather fatigue(4) 22%

Very fatigue(5) 11%

또한 측정한 피로도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

기 위해 설문조사 양식을 그림 7과 같이 간단하게 만들

어 피로도를 측정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하도록 하였다. 총점은 문항별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

하며 1~5점 사이의 범위를 갖고 피로가 심할수록 총점

이 높다.

Fig. 7 Fatigue survey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피로도 인덱스의 스케일과 주

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피로도 인덱스의 스케

일을 비교하여 아래 표 6으로 나타내었다. 피로도가 

Alert(1) 의 경우 주관 설문조사 점수의 범위는 6점부터 

10점이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 총점이 가장 낮은 6점부

터 10점일 때 전혀 피곤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6 Fatigue index comparative table

Fatigue Index 
Scale

Subjective 
Survey Scale

Alert(1) 20~30 6~10

Rather alert(2) 31~40 11~15

Fatigue(3) 41~60 16~20

Rather fatigue(4) 61~70 21~25

Very fatigue(5) 71~ 26~30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나온 피로도 인덱스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피로도 인덱스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 7로 나타

내었다. Fatigue Index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피로도 

인덱스이고 Subjective Survey는 주관 설문조사 결과 피

로도 인덱스이다. P값이 0.012739813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두 인덱스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는 결과가 나왔다.

Table. 7 Independent sample t-test

T-test Fatigue Index Subjective Survey

Average 3.012658228 3.372152

Number of 
observation 80 80

P-value 0.012739813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모바일 기반 사용자 피로도 측정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 피로도

를 측정하고 개인의 활동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한 사용자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데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별로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히

스토리 관리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연구에는 측정계를 이용해 좀 더 정확한 데

이터로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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