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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모 검증을 HMM 기반 온라인 한글인식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시스템에서 각각의 자모는 한 개의 HMM 모델과 한 개의 인공신경망 검증기

를 갖는다. 자모 검증기는 HMM 네트웍이 생성한 자모 후보 가정을 입력으로 받은 후, 이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 확률을 출력한다. 이 사후 확률은 Viterbi 탐색시 탐색 경로에 반영된다. 기존 

HMM 시스템의 국소적 특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글 자모의 기본획 분석에서 얻어진 구조

적, 전역적 특징이 자모 검증기에 사용되었다. 한글 낱자인식에 대한 실험 결과 HMM 기반 인식기

에 자모 검증기를 도입함으로서 38.5%의 인식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  

 

1. 서론 

검증은 HMM 기반 인식기가 최적경로를 탐색하는 중

에 생성한 자모 후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

다. 검증의 장점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불합리한 

자모나 알파벳 후보를 초기에 제거함으로써, 탐색 공

간을 줄이는 점이다. 둘째는 1 차 마르코프 가정의 제

약으로 전역적, 구조적 정보가 부족한 HMM(은닉마르

코프)기반 인식기를 보완하는 점이다.  

HMM 기반 문자 인식 시스템에서 후처리와 검증을 

사용한 관련연구를 살펴본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Viterbi 알고리즘으로 최적 경로를 탐색한 후에 각 

HMM 상태에서의 지속시간에 대한 확률분포를 후처리

하는 방법이다 [3,4,6]. HMM 의 상태에 대응되는 입력

의 일부분들간의 거리, 각도들을 측정하여 확률분포를 

구한 후, 이를 후처리에 사용한 연구도 있다 [8]. 다른 

시스템에서는 HMM 인식기에 전역적인 정보를 주기 

위하여 동적프로그래밍 매칭을 사용했다 [6]. 통계 문

법도 또한 검증에 사용된다 [5]. 이러한 후처리와 검

증 방법은 기존 인식기의 인식 오류를 약 15~48% 정

도 줄인다 [5,8].  

검증과 후처리가 오류를 줄이는데 위와 같이 효과

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기존 HMM 기반 한글인식 시스

템[1]에 바로 적용하기에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HMM 확률값과 검증 결과를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부족한 점이다. 동적 프로그래밍 매칭

을 사용하게 되면 최종 경로의 값이 확률적 의미를 

잃는다 [6]. 측정확률 분포를 그대로 탐색에 추가하면, 

1 보다 작은 값을 갖는 측정확률 분포의 갯수가 많아

짐에 따라 탐색경로의 전체 확률값이 감소하게 된다 

[3,4,5,8]. 또한 측정된 확률분포를 중요도와 신뢰도에 

따라 보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문제는 전역적, 

구조적 특징을 안정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점이다. 특히 한글의 경우에는 자모들이 직선획과 

원형획 등 기본획의 구조적 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

에,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인식에 중요하다 [10].  

HMM 의 인식 확률값과 검증결과를 체계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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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을 검증기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각 자모마다 인공신경망 검증

기가 하나씩 존재하며, HMM 네트웍에서 최적 경로 

탐색 중 생성된 자모후보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 확률

을 계산한다. 검증에 필요한 측정은, 이전 연구에서는 

확률분포로 표현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

의 특징으로 표현된다. 자모 후보의 타당성에 대한 인

공신경망의 사후 확률은 Viterbi 탐색시 HMM 네트웍

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검증에 필요한 측정의 개수

가 늘어나도 전체 검증 확률값은 영향을 덜 받는다.  

자모에서 구조적, 전역적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모의 기본획과 HMM상태 사이의 대

응관계를 사용하였다. 기존 HMM 시스템을 분석한 결

과, HMM의 상태와 자모의 기본획이 밀접한 대응관계

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응관계는 기존 논문[8]

에서 제시한 거대상태(Macro state)와 비슷한 개념이다. 

Viterbi 탐색후 HMM 상태와 입력의 대응을 분석하여 

자모의 기본획이 추출된다. 다음으로 추출된 기본획을 

바탕으로 자모의 구조적, 전역적 특징이 추출된다.   

온라인 한글 낱자에 대한 실험 결과, 본 검증방법

이 기존 HMM 기반 인식 시스템의 인식 오류를 

38.5% 정도 줄였다. 이것은 검증시스템과 HMM 사이

에 특별한 확률보정을 도입하지 않고 얻어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절에서는 

인공신경망 자모 검증기의 필요성과 HMM 과의 결합 

방법에 대하여 논한다. 3 절에서는 입력과 HMM 상태

와의 대응관계를 통하여 추출한 기본획을 바탕으로 

구조적, 전역적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한

다. 4 절에서는 실험결과를 제시하며, 5 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모 검증기 

2.1 검증기로서의 인공신경망 

자모 검증기의 목적은 자모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

고, 기본 인식기가 생성한 자모 후보가 타당한지 판단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모 검증기는 타당한 자모 후보

는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불합리한 자모후보는 확률

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또한 자모 검증기는 기존 인식

기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검증기는 아

래의 특성을 갖아야 한다.  

1. 검증 결과는 HMM 확률값과 체계적으로 결합

이 가능해야 한다. 자모 검증기는 다양한 정보

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검증구조에 큰 변화 

없이 다양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Viterbi 탐색이 최적 확률값을 갖는 경로

를 찾기 때문에, 검증 결과는 확률로 표현되는 

것이 좋다. 

2. 검증기는 전역적, 구조적 특징을 사용해야 한

다. HMM이 일반적으로 1차 마르코프 가정의  

제약에 의하여 국소적인 특징을 사용하는 까

닭에 구조적, 전역적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검증기가 이 약점으로 보완해야 한다.  

3. 검증기는 비슷한 모양을 갖는 자모를 변별하

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한글 자모는, 특

히 중성은, 입력중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에 

의해서만 구별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HMM

은 MLE 방법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변별력

이 부족하다. 따라서 검증기가 이러한 변별력

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모검증기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면, 위에 나열한 

모든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검증결과는 확률적인 틀

안에서 HMM 확률과 통합될 수 있다. 이는 적절하게 

구성된 인공신경망의 출력이 자모후보의 타당성에 대

한 사후 확률을 모델링하기 때문이다 [2]. 전역적, 구

조적인 특징은 또한 인공신경망의 특징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검증에 필요한 측정을 더 추가하더라도 전체 

검증 확률값은 감소하지 않는다. 오류 후전파(Back 

propagation) 학습 알고리즘은 입력에서 변별력이 강한 

부분에 큰 가중치를 줌으로써, 비슷한 자모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

망을 자모 검증기로 사용하였다 

2.2 기존 HMM기반 한글인식 시스템  

한글은 19자의 초성, 21자의 중성, 27자의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글 낱자인식은 알파벳으로 

단어가 구성되는 영어 단어인식과 비슷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단어의 경우 1차원상에서 

알파벳이 나열되는데 비하여, 한글에서는 자모는 

2차원상에 배열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기본 한글 낱자 인식 시스템은 

HMM기반 네트웍이다 [1]. 자모와 연결획이 각각 left-

to-right HMM으로 모델링된다. 각 자모와 연결획의 

HMM 상태수는 자모의 복잡도와 비례한다. HMM기반 

그림 1. 기존 HMM 인식 네트웍(‘ 봉넷’ ) [1]. 아크에는 자모와 연결

획 HMM 모델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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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기의 입력 특징으로는 간단한 16방향 체인코드와 

각 점에서의 펜의 눌린 상태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자모와 연결획 모델은 한글의 구성원리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네트웍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왼쪽 노드에서 

가장 오른쪽 노드까지의 경로마다 서로 다른 한글 

낱자를 표현한다 

2.3 HMM과 인공신경망 검증기의 결합 

각 자모는 그림2처럼 하나의 HMM모델과 하나의 

인공신경망 검증기를 갖는다. HMM모델은 최적 확률 

경로 탐색 중에 입력에서 자모가 대응되는 범위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응관계에서 구조적,전역적 특징이 

추출되어 검증에 이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절에 

설명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기로서 1개의 입력층, 1개의 

은닉층, 1개의 출력층을 갖는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이 사용되었다. 주목할 점은 출력층이 

두개의 출력노드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출력노드는 주어진 자모 후보가 현재 모델에 타당할 

때 1이 되며, 타당치 않을 때는 0이 된다. 둘째 

출력노드는 반대로 주어진 자모후보가 타당하지 않을 

때 1이 된다. MLP를 학습시킬 때는 입력이 해당 자모 

모델에 속할 때 (1,0)를, 해당자모에 속하지 않을 때 

(0,1)을 출력 노드에 제공한 후, 오류 후전파 

알고리즘으로 네트웍의 가중치값들을 조정한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해당자모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 

확률을 근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러한 검증기의 사후 확률값은 확률적 틀안에서 

HMM의 확률값과 결합된다. 그림 3은 이러한 결합 

방법을 수식적으로 보여준다. 수식전개의 최종 결과를 

보면, 인공신경망 검증기의 첫째 출력 노드의 

활성값과 HMM 확률이 서로 곱하여 결합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합 방법에 의하여, 본 시스템은 검증에 

필요한 측정의 개수에 검증확률값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측정이 모두 인공신경망의 특징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정들 사이의 중요도는 자연스럽게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로 표현되며, 후전파 학습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학습된다.  

 

 

 

 

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모검증기의 입력특징 

3.1 자모의 기본획 

각 한글 자모는 기본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이다. 한글 자모의 기본획은 그림4에서 

보듯이 크게 직선획과 원형획으로 나눌 수 있다. 

‘ㅇ’,’ㅎ’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모들은 직선획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자모의 기본획 구성은 자모의 

구조 분석에 대한 기반이 된다 [10].  

그러나, 필기된 한글에서 기본획을 안정적으로 

추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마치 음성에서의 

조음효과[3]처럼 필기시 기본획들의 모양이 변형되고 

서로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펜 

움직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점을 추출하는 등의 

단순한 분할 방법은 기본획 추출에 효과적이지 않다.   

기본획을 추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MM 

상태와 기본획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1CHMM 1VHMM ... 1CHMM
1CNN 1VHMM 1VNN ...

... 가정 H0(G,T1,T2): 
입력으로 T1부터 T2까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자모  
'G'에 해당

자모의 HMM모델: 
레이블이 'G'라 하자.

P(H0(G,T1,T2)) P(~H0(G,T1,T2))

...

...

(a) (b)

(c)

그림 2. (a) 기존 HMM 네트웍의 경로. 

(b) 각자모마다 인공신경망 검증기가 HMM 모델 뒤

에 위치.  

(c) HMM 과 검증기의 구조. HMM 이 자모 후보 가

정을 검증기에 제공하며, 검증기는 이 가정의 타당

성에 대한 사후 확률을 출력한다.   

: g O 자모 g 에 대응되는 필기입력의 부분 

: g λ 자모 g 의 HMM 모델 

: ) , ( g g O λ Γ Viterbi 탐색으로    가     에 대응 후 각 HMM 

상태에 대응되는   의 입력부분과 지속시간  

: g N 자모 g 의 인공신경망 검증기 

g O 

g O 
g λ 

: ) ( x N g 입력 x 가 주어질 때 인공신경망의 첫째 출력노드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O N O P O N O P 
O P 

P 

O N P 
O P 

O P P 
O N P O P 

O N P O P O N P 

λ λ λ λ 
λ 

λ 
λ λ 

λ λ 

λ λ λ 

Γ ≈ Γ = 

Γ = Γ = 

= 

  
) ( 

) ( 

g 

g 

O P 

P λ 
Q 

(         이 모든 자모에 대하여 동일하다고 가정) 

그림 3. 인공신경망 검증결과와 HMM 확률값의 결합방법 

 (a) (b)
그림 4. 한글 자모의 기본획들. 직선획이 대다수이다.  

(a) 직선 기본획  (b) 원형 기본획 

 

그림 5. 기본획과 HMM 상대 사이의 대응관계. 화살

표 왼편이 자모 이름이고, 오른쪽이 HMM 상태와 대응

하는 전형적인 데이터이다. 각 펜입력 옆에 있는 숫자

는 이 획에 대응되는 HMM 의 상태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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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획은 Viterbi 탐색후 HMM의 상태에 대응하는 

입력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조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HMM의 상태와 입력과의 

대응관계를 이용한 기존연구[8]와 비슷한 

아이디어이다. 그림 5에서는 학습데이터에서 관찰된 

HMM 상태와 기본획과의 대응관계에 대한 예를 볼 

수 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HMM상태에 

대응하는 기본획은 우리의 기존 기본획에 대한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기본획은 쉽게 

추출된다. 예를 들어 자모 ‘ㄱ’에서 처음 수평획은 

‘ㄱ’ HMM 모델의 상태 1번에 대응하는 입력의 

부분을 추출하여 얻어진다.  

3.2 자모 검증기에 사용된 입력특징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종류의 특징이 기본획으로부터 

추출되었다. 이들은 기본획들의 위치(구조적 특징), 

HMM 상태에서의 지속시간, 각도변화의 누적 

(전역적특징)이다.  

한글 자모의 경우, 특히 중성은 기본획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림 6은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 두 중성은 

모양이 비슷한 기본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오른쪽 기본획의 위치만이 차이가 날 뿐이다. 따라서 

구조적인 특징으로 기본획의 위치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획의 위치는 각 

기본획의 시작점과 끝점으로 표현된다. 추출된 각각의 

시작점과 끝점은 자모를 둘러싸는 외곽 상자의 

너비와 높이로 표준화 된다. 그림 7(a)는 기본획의 

위치 특징을 추출하는 예를 보여준다. 

전역적 특징으로는 각 HMM 상태에서의 지속시간 

정보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유용함이 확인된 특징이다.[3,4,7]. 이는 보통의 

HMM이 실제 지속시간과는 거리가 있는 지수 분포로 

지속시간을 모델링하는데 비해, 후처리가 좀더 실제와  

부합되는 지속시간 확률분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지속시간은 본 연구에서는 그 상태에 

해당하는 기본획의 길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b)에 지속시간을 특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다른 전역적 특징으로는 각도변화의 누적이 있다. 

이는 필기 입력에서 각도 변화의 합을 의미한다. 이 

특징은 펜움직임의 전반적인 경향을 반영하며, 입력의 

복잡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자모가 많은 기본획으로 

이루어질수록 값이 더 커지게 된다. 펜움직임의 

변화는 크게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나뉘며, 이 

두 방향에 따라 각각 누적되어 더해진다. 그림 7(c )에 

이 특징의 추출 예가 나와 있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데이터 

본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서 수집한 것이다 1
. 데이터 수집시에는 

필기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이 결과 정자체 

필기와 흘림체 필기가 데이터 내에 함께 존재한다.  

학습시에는 각각의 한글 낱자를 수작업으로 

각각의 자모로 분리하였다. 이는 한글 낱자에 자모의 

위치에 대한 명시적인 표지가 없기 때문이다. 

학습데이터는 48명의 필자가 쓴 49,049자의 한글 

낱자로 구성된다.   

실험데이터는 세가지 종류의 집합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각의 이름은 ‘국민헌장’, ‘고등학교’,  

‘중앙대’ 이다. 각각의 실험데이터 집합은 그림 8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필기 경향을 보인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각 집합의 경향을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실험데이터의 필자들은 학습데이터의 필자들과 모두 

다르다.  

그림 6. 기본획의 구조정보의 중요성: 

위 두 모음은 비슷한 기본획과 필순을 갖지만, 마지막 

기본획의 위치가 다르다. 

(a) (c)(b)

그림 8. 실험데이터의 예.  

(a) 국민헌장 (b) 고등학교 (c)중앙대  
그림 7. 검증기에 사용되는 세가지 입력 특징의 추출예: 

(a) 기본획의 위치, (b) 각 HMM 상태의 지속시간,  

 (c) 각도변화 누적 

3

w: 너비

h
: 높

이
1

2

),( 111 yxP =

),( 222 yxP =

),( 333 yxP =

)
'

,
'

,,
'

,
'

(

4

3
',

4

3
'

00
1

h

y

w

x

h

y

w

x
f

hw
h

hw
w

NN
L=

+
=

+
=

),,,( 212 Nlllf L=

4θ

3θ

1θ

2θ

43

21

θθθ

θθθ

+=

+=

L

R

),(3 LRf θθ=

:il

(a)

(b)

(c)

),( 000 yxP =

HMM 상태 i에서의 입력의 지속시간



 

 
2000 년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제 7 권 제 1 호 

 5 

표 1. 실험데이터의 특성 분류. 

 국민헌장 고등학교 중앙대 

필자의 수 9 9 39 

글자수 3,127 15,250 16,427 

필기 특성 정자체많음 필체다양, 

흘림체많음

평균적 

4.2 인공신경망 검증기의 학습 

 인공신경망 검증기는 후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으로 학습되었다. 각 자모마다 두가지 종류의 

학습데이터 집합이 존재한다. 첫번째 데이터 집합은 

해당 자모로 구성된 정(正)데이터 집합이다. 두번째 

집합은 전체 자모 데이터중 위의 해당자모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로 이루어진 부(否)데이터 집합이다. 

인공신경망 학습시 정(正)데이터 집합에는 (1,0)의 

출력을 주고, 부(否)데이터 집합에는 (0,1)의 출력을 

준다.  

자모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획은 본 연구에서는 

검증에서 제외되었다. 흘림체 필기의 경우 연결획의 

모양이 심하게 변형되기 때문이다. 

 검증기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류율을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분류하였다.  

1. 타입 1 오류: 주어진 필기 입력이 현재 검증

중인 자모에 속하지만, 검증기가 아니라고 답

을 한 경우. 타당한 자모 가정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이다.  

2. 타입 II 오류: 주어진 필기 입력이 현재 검증

중인 자모에 속하지 않지만, 검증기가 속한다

고 답을 한 경우. 타당한 자모 가정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타입 I 오류만큼 심각하지

는 않다.  

표 2는 학습데이타에 대하여 위의 두가지 

오류율을 보여준다. 검증기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0.8% 이하의 오류율을 갖기 때문에, 잘 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성은 직선 기본획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성과 종성에 비하여 더 잘 훈련되었다. 

전반적으로 타입 I 오류율이 타입 II오류율보다 더 

크다. 이것은 정(正)데이터 집합의 데이터의 수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학습 데이터의 타입 I 오류율과 타입 II 오류율.   

(정(正)데이터의 사후확률값이 0.5 보다 작게 되면 

타입 I 오류로 간주. 또한 부(否)데이터의 사후확률이 

0.5 보다 크게 되면 타입 II 오류로 간주.) 

                                                                                                    
1
 데이터중 절반정도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됨 

(http://ai.kaist.ac.kr/) 

4.3 인식 실험 결과 

인공신경망 검증기의 효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글 

자모 인식 실험과 낱자 인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모 인식 실험 결과, 검증기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데이터에 대하여 기존인식기의 오류를 

56.7% 감소시키었다. 이 결과는 검증기가 잘 

훈련되었으며, 변별력이 큼을 보여준다.  

 

인공신경망으로 자모를 검증한 결과, 자모의 

인식률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낱자의 인식률도 또한 

표 4에서 보듯이 향상되었다. 모든 데이터 집합에 

대하여 오류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평균 오류 

감소율은 38.5%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HMM 인식 네트웍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신경망으로 자모검증을 수행하였다. HMM이 

인식중에 생성한 자모에 대한 가정은 HMM의 상태와 

기본획간의 대응관계에 바탕을 둔 구조적, 전역적 

지식으로 검증된다. 인공신경망 검증기는 이 구조적, 

전역적 지식을 특징입력으로 받아들인 후, 자모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 확률을 출력한다. 이러한 사후 

확률은 Viterbi 탐색시 HMM의 확률과 결합된다. 

실험결과 이러한 검증 방법은 한글 낱자인식의 경우 

기존 HMM 인식기의 오류를 38.5%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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