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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인과 계의 지식을 모델링하고 표 하며 추론하는 주요 형식화 방법의 하나인 퍼지인식도(Fuzzy 

Cognitive Map)는 주로 인과지식공학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과 계의 자연스럽고 쉬운 의사결정의 이

해와 후 계의 자연스러운 설명이라는 장 에도 불구하고 인과 계의 지식 모델링과 표 은 구 에 있

어서 수학 인 용의 모호함과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상호작용에 기반 한 구축 시스템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인과지식 추론을 한 퍼지 인식도의 구축 지원 시스템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과 계 추론 시스템은 다  문가의 지식을 반 하기 해 지식을 진 으로 반 하여 퍼지

인식도를 구축한다. 한 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 된 퍼지 인식도의 구조를 동 으로 디스 이 

함으로써 사용자 지향 인 환경을 제공한다.

 
 ■ 중심어 :∣퍼지인식도∣인과관계∣다수전문가지식∣지식공학∣

Abstract

Fuzzy Cognitive Map, one of ways to model, describe and infer reasoning relations, is widely 

used in the field of reasoning knowledge engineering. Despite of the natural and easy 

understanding of decision and smooth explanation of relation between front and rear, reasoning 

relation is organized with mathematical haziness and complex algorithm and rarely has an 

interactive user interface. This paper suggests an interactive Fuzzy Cognitive Map(FCM) 

construction support system. It builds a FCM increasingly concerning multiple experts' 

knowledge. Futhermore, it supports user-supportive environment by dynamically displaying the 

structure of Fuzzy Cognitive Map which is construct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experts and 

the system.

 ■ keyword :∣Fuzzy Cognitive Map∣Causal Relation∣Multi Expert Knowledge∣Knowledg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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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과 계의 지식을 모델링하고 추론하는 주요 방법

의 하나인 퍼지인식도(Fuzzy Cognitive Map, FCM)는 

주로 인과지식공학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FCM은 심해 가상 세계의 모델링[1], 주식투자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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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정보 시스템의 의사결정 지원[3], 교육내용에 

한 학습자의 이해 분석[4], 항공 회사 서비스의 리[5] 

등 많은 분야에 용되었다. 

퍼지 인식도는 인과요소들의 계를 가 치와 함께 

유향그래 로 나타냄으로써 인과 계의 자연스럽고 쉬

운 의사결정의 이해와 후 계의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공한다. 퍼지인식도에서 각각의 노드들은 인과 인 

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노드가 변한다면 

그 결과가 다른 노드들에게 향을 주게 된다. 이런 이

유로 퍼지인식도는 각 노드의 변화에 의한 다른 노드들

의 결과를 직간 으로 반 한다.

이러한 퍼지 인식도를 이용하기 해 많은 퍼지인식

도 구축 지원 시스템이 제안되었다[6-9]. 이들 시스템

은 퍼지 인식도의 구축을 지원하기 해 퍼지 인과 요

소들을 그래 로 표 될 수 있도록 하고, 배열 구조를 

통해 각 계가 나타나도록 하 다. 그러나 구축과정에

서 사용자가 인과 요소들을 추가 하거나 계의 정도를 

변경할 때 이를 동 으로 반 하지 못하고, 다수 문

가로부터 지식을 입력받아 이를 병합하는 구조는 지원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동 으로 퍼지인식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지향 인 환경을 해 

퍼지 인과 계가 그래 로 표 되고, 다  문가 지

식을 지원하기 해 지식을 진 으로 반 하여 퍼지

인식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 련연

구를 보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한 인과 계 모델 구축, 4장에서는 다수의 문가

의 지식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5장에서는 FCM 

구축 지원 시스템 구  환경을 보이고, 6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Ⅱ. 관련연구

ABFCM(Agent Based Fuzzy Cognitive Map)[6]은 

FCM 구축을 한 시각화된 툴로서 형 인 GUI인터

페이스로 구성되어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노드들의 

계를 보여 다. 원인-결과 계는 원인-결과 계에 

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는 에이 트 메세지 커뮤니

이션을 통해 실행된다.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인과

계요소들의 상 계는 화살표로 표 하여 한 인과

계요소가 어떤 인과 계요소와 계를 가지는지 명

확하게 알 수 있다. 한 인과 계요소들의 계행렬을 

표 함으로써 인과 계요소 간의 계 값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에서는 인과 계요소를 직  입력할 수 없

다. 한 인과 계요소간의 계를 보면서 어떤 계 

값을 가지는지 인과 계요소들의 계행렬을 확인하기 

에는 알 수 없고 계행렬 한 명확하게 알기 어렵

다. [그림 1]과 [그림 2]는 ABFCM의 인과 계요소들 

간의 계와 인과 계요소들의 계배열을 표시해주는 

그림이다.

그림 1. ABFCM의 인과관계요소 관계도

[그림 1]은 ABFCM의 인과 계요소 요소들 간의 

계를 그래 를 통해서 표 해 다. ABFCM은 인과

계요소의 생성 순서만 알 수 있고 직  인과 계요소를 

설정해  수 없다.

그림 2. ABFCM의 인과관계요소 행렬

[그림 2]는 ABFCM의 인과 계요소 행렬을 보여

다. 이 행렬은 인과 계요소들이 어떤 계 값을 갖는

지 표 해 주고 있지만 인과 계요소들의 이름이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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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표 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진다.

[7]의 Fuzzy Cognitive Map Applet은 다이알로그 기

반으로 구성된 퍼지인식도 구축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직  인과 계요소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과 계요소간

의 벨을 설정하여 임의 으로 인과 계요소들 간의 

상하 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과 계의 그래

 표 을 지원하지 않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인

과 계요소들 간의 계를 한 에 악하기 어렵다. 

한 모든 인과 계요소의 계를 설정한 후 결과 값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 인 확인이 어렵다. [그림 3]은 

Fuzzy Cognitive Map Applet의 인과 계 요소를 구성

하는 단계를 보여 다. 인과 계요소를 설정하고 총 사

이클의 횟수를 지정하여 결과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 인과 계요소를 추가거나 

삭제를 하는 일련의 행동이 가능하다.

그림 3. Fuzzy Cognitive Map Applet 인과관계요소 

구성

[그림 4]는 Fuzzy Cognitive Map Applet의 인과 계

요소의 세부 인 설정을 보여 다. 각 인과 계요소는 

생되는 인과 계요소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벨을 

설정하여 인과 계요소들 간의 상하 계를 표 한다.

그림 4. Fuzzy Cognitive Map Applet 인과관계요소 

설정

[그림 5]는 Fuzzy Cognitive Map Applet의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서는 인과 계요소들의 상하

계와 벨별 인과 계요소의 수 그리고 실행된 사이

클의 수가 표 된다. 그러나 그래  형태의 표 을 지

원하지 않아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결과 값을 출력하기 

에는 인과 계요소들 간의 계를 악하기 어렵다.

그림 5. Fuzzy Cognitive Map Applet 인과관계요소 

설정에 관한 결과

[8]의 Realistic Ecosystem Modelling with Fuzzy 

Cognitive Maps는 인과 계요소들의 수를 설정하고 그

에 따른 계 값을 설정하여 인과 계요소들의 계를 

행렬과 화살표를 통해서 표 해 다. GUI기반으로 사

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다수의 문가의 지식

을 결합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인과 계요소들 간

의 상하 계를 지원하지 않아 어디서 생된 인과 계

요소인지 알 수 없다. 

[그림 6]은 Realistic Ecosystem Modelling with 

Fuzzy Cognitive Maps의 인과 계요소를 입력하고 그

에 한 세부 설정을 보여주고 있다. 최  인과 계요

소들의 수를 설정하고 어떤 계를 갖는지 행렬로 설정

을 해주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6. Realistic Ecosystem Modelling with Fuzzy 

Cognitive Maps 인과관계요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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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Realistic Ecosystem Modelling with 

Fuzzy Cognitive Maps의 결과를 보여 다. 이 결과는 

[그림 6]에서 설정해  인과 계요소들의 속성에 따라

서 인과 계요소들이 어떻게 계를 가지고 어떤 계 

값을 가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과 계요소들

의 상하 계와 다수의 문가의 지식을 결합하는 기능

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 사용자의 세세한 설정으로 

인해서 결과 값을 표 해 주고 동 인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

이 따른다. 

그림 7. Realistic Ecosystem Modelling with 

Fuzzy Cognitive Maps의 결과 출력

[9]의 Simple Fcm and Designer Plate는 인과 계요

소들을 다양한 그래 로 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

른 시스템들 보다 높은 가독성은 지원한다. 한 여러 

가지 기호들을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다양

한 의사표 이 가능하다. 

[그림 8]은 Simple Fcm and Designer Plate의 인과

계요소들의 계설정과 인과 계요소들을 배치하고 

계를 지정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이 한 다수의 문

가의 지식 결합을 반 하지 못하고 인과 계요소들 간

의 계 값을 지정하고 확인하는 방법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림 8. Simple FCM and Designer Palate

에서 비교 평가한 시스템들은 마다의 장 과 단

을 가지고 있다. [표 1]은 [6-9]의 퍼지인식도 구축 지

원 시스템을 지원 기능 주로 비교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 비교평가

         구분

 시스템

인과 계의 
그래 표

인과
계요소
직 설
정

인과
계요소
행렬표

인과
계 
방향표

동 시
각화

다수의
문가
의지식
결합

ABFCM[6] 0 x 0 x 0 x

Fuzzy Cognitive 
Map Applet[7]

x 0 x 0 x x

Realistic 
Ecosystem 

Modelling with 
Fuzzy Cognitive 

Maps[8]

0 0 0 x x x

Simple FCM and
Designer 
Palate[9]

0 0 x x 0 x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문제 을 해

결하기 해 인과 계를 표 할 수 있는 그래 를 지원

하고, 인과 계 요소를 직  설정할 수 있으며, 인과

계를 행렬로 표 하고, 인과 계의 방향을 표 하며, 동

 시각화를 지원하고 다수 문가 지식을 결합할 수 

있는 퍼지인식도 구축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III. 인과 관계 모델 구축

지식의 습득은 인간의 지식을 끌어내어 지식기반 시

스템에 옮기는 지식공학 단계에서 첫 번째 해야 할 과

정이다. 이것은 지식공학에서 주요한 문제이며 어려운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식 습득은 지식 엔지니어

와 도메인 문가의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

문에 지식기반 시스템의 개발에서 요한 비용 결정 요

인이 된다. 문가로부터 지식을 알아내는 인과 계 모

델 구축의 기본 구성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요인으로 구성된 인과 계요소이고, 

두 번째는 인과 계요소들 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인

과 계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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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관계요소 추출

본 에서는 문제와 련 있는 인과 계요소를 추출

하는 반복  방법을 제안하다. 이 과정은 도메인 문

가와 지식 엔지니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서 도메인 문가는 련 분야의 문가를 의미하며 지

식 엔지니어는 시스템을 구성한 문가이다. 

질문들은 련된 모든 인과 계요소를 알아내기 

해 주어지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첫째, 지

식 엔지니어는 인과 계 요소 추출을 해 첫 번째 목

표 인과 계 요소를 정해야 한다. 이에 해 도메인 

문가는 첫 번째 목표 인과 계 요소에 정 이거나 부

정 이 되는 요인을 열거한다. 이 요인들이 1단계 인과

계 요소가 된다. 도메인 문가는 각각의 1단계 인과

계 요소들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열거하며, 이 요

인들은 2단계의 인과 계 요소들이 된다. 이 과정은 도

메인 문가가 더 이상 요인이 없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한 요인이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반복된다. 

그림 9. 도메인 전문가의 인과관계요소 입력 메뉴

[그림 9]는 새로운 문가를 추가하고, 인과 계 요

소 추출을 선택하는 화면이다. 의 메뉴를 실행하면 

첫 문가의 인과 계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이 [그림 

10]과 같이 수행된다.

그림 10. 인과관계요소 추출 시스템

[그림 10]은 도메인 문가가 인과 계요소를 추출하

는 과정을 보여 다. 첫 번째 질문에 한 인과 계요

소를 입력하고 그에 따른 인과 계요소를 열거함으로

써 도메인 문가의 의견을 반 한다. 인과 계요소의 

열거는 벨별로 진행되어 한 벨을 끝마치고 다음 

벨로 넘어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의 시스템에 한 답으로 주어지는 계층형 노드들

[그림 10 (a)]은 각각 큐[그림 10 (b)]와 벡터[그림 10 

(c)]에 추가된다. 큐는 인과 계요소의 입력 순서를 보

여주고 간단하게 인과 계요소들의 상하 계를 보여

다. 벡터는 복된 인과 계요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

면서 추후 다수 문가의 지식을 병합할 때 사용된다.

[그림 10]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N개의 인과 계 요

소로 구성된 인과 계 요소 집합A, 인과 계 요소들로 

이루어진 N×N행렬인 M으로 문제 역에 한 도메인 

문가의 인과 계 표 을 구축한다. 

그림 11. 인접행렬 M과 인과관계요소배열 A

[그림 11]은 인 행렬 M과 인과 계요소배열 A를 보

여 다. N×N 이차원행렬의 원소는 Mij로 표시하며 

i,j={1,2,3,…,N}이다. 기에는 행렬의 각 원소의 값을 0

으로 정한다. 이는 인과요소들 간에 인과  계가 없

다는 것을 뜻한다. 1차원 배열 A는 행렬M의 보조 배열

로서 추출된 인과 계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2. 인과관계 설정

인과 계요소의 추출 후 다음 단계는 도메인 문가

가 인과 요소간의 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인

과 계요소가 다른 인과 계 요소에게 어떻게 인과  

향을 주는지 정하는 것이다. 두 인과 계요소 사이의 

인과 계  방향은 어떤 인과 계요소가 원인이고 결

과인지에 의해서 정해진다. 두 인과 계요소가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된다면 인과 계 방향이 양방향이 될 수 

있다. 특정 인과 계 방향은 기호와 가 치를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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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며, 기호는 어떻게 두 인과 계

요소간의 계가 변하는지 나타낸다. 인과  계의 결

과는 정 혹은 증가이거나 부정 혹은 감소일 수 있다. 

가 치는 인과 계의 강함 정도를 나타낸다.

FCM에서는 가 치를 언어 변수를 이용하여 표 한

다. 언어변수는 문가가 인과 계 구조를 만들기 에 

지식 엔지니어에 의해 정의 된다. 일 성을 유지하기 

해 한 도메인에서 모든 문가들이 같은 언어변수를 

사용한다. 엔지니어는 각각의 언어인과 계요소에 인

과  가 치를 숫자로 정한다. 정 인 언어인과 계

요소는 양수로 표 하고, 부정 인 언어인과 계요소

는 음수로 표 한다. 

그림 12. 언어적 인과관계요소와 대응되는 값

[그림 12]는 각 언어인과 계요소에 알맞은 숫자를 

정하는 그림이다. 각각의 인과 계요소 값은 사용자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언어인과 계요소로 변환되어 보여

다. 

인과 계 구조를 만드는 과정은 문가와의 질문을 

통해 만들어 진다. 이 질문들은 한정된 답을 얻기 한 

질문이다. 질문과정에서 문가는 질문내용과 답이 

인과  계가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과 계가 있다면 

문가는 그 계의 기호와 가 치를 부여한다. 가 치

는 인과 계의 정도에 해당하는 언어와 계요소를 사

용하여 정한다. 

그림 13. 전문가의 관련인과관계요소들의 나열

[그림 13]은 문가가 입력한 인과 계요소들을  보

여주고 있다. 앞서 실행되었던 인과 계요소 추출 단계

에서 장된 벡터를 불러들여 각 벨별로 정렬하여 동

으로 화면에 출력해 다. 

그림 14. 인과관계요소들의 인과관계 구조 설정 화면

[그림 14]는 입력된 인과 계요소들의 인과 계 구조

를 설정하는 것을 보여 다. 입력된 인과 계요소들은 

련인과 계요소를 선택하여 그에 한 계 값을 

설정해 세부 인 계를 보여 다.

화나 질문들로 만들어진 인과 계 구조는 피드백

을 포함한 그래 로 나타내어진다. 이러한 동 인 인과

계 구조의 구성은 사용자로 하여  가독성을 높여주

는 역할과 각 노드간의 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편의성

을 제공한다. 

그림 15. 전문가의 인과관계 구조 그래프

[그림 15]는 문가의 인과 계 구조 그래 를 보여

다. 이 그래 는 인과 계가 포함되면 즉시 반 되어 

갱신된다. 따라서 문가가 인과 계 구조가 갱신되는 

것을 동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출된 원인결과 계는 연 되는 행렬의 원소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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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된다. 장된 행렬은 차후 다수 문가의 지식 

결합에 활용된다. [그림 16]은 인과 계 구조 설정에 의

한 행렬을 보여 다. 

그림 16. 인과관계 구조 설정에 의한 행렬

IV. 다수 전문가의 지식 결합

특정한 문제 역의 공동 인 망을 하기 하여 다

수 문가의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퍼지인식

도의 합병은 여러 문가의 의견을 통합해서 퍼지인식

도의 신뢰도를 증가시킨다. 

본 시스템에서는 문가들의 인과 계요소 입력과 

그에 따른 인과 계의 구조 설정이 끝나게 되면 실수로 

구성된 행렬이 완성된다. 그러나 일반 으로 동일한 

역에 있지만 다른 특성의 퍼지인식도는 서로 상이한 인

과 계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즉  퍼지인식

도의 행렬들은 서로 크기가 다를 수 있고 각 행렬의 구

성행렬에 해당하는 인과 계 요소가 다를 수 있다. 따

라서 행렬들을 재배열 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증가된 행렬은 확장에 따른 크기의 일치함을 보장하여

야 한다. 를 들어, 첫 번째 문가는 10개의 인과 계

요소를 제시하고, 다른 문가는 11개의 인과 계요소

를 제시했을 때 10의 인과 계요소가 복되고 한 개가 

비 복요소라면 이때 정확한 역 인과 계요소의 행

렬크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즉, 두 문가의 증가된 행

렬에는 11행과 11의 열이 있어야 한다. 보조 배열은 이 

11개의 인과 계요소 부를 포함한다. 

증가된 행렬의 구성이 이루어 진 후에는 합쳐진 행렬 

L에 한 병합 값을 정의해야 한다. 첫 번째 문가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K행렬과 다른 문가의 지식을 기

반으로 한 Z행렬을 결합한 L 

i,j(i,j=1,2,3,4,5,6,7,8,9,10,11)는 (1)의 방정식을 통해서 

구해진다. 여기서 N은 문가의 수이고, W는 가 치이

다.

           




             (1)

그림 17. 다수의 전문가의 지식을 결합한 구조 그래프

[그림 17]은 다수의 문가의 지식을 결합한 그래

를 보여 다. 첫 번째 문가는 10개의 복된 인과

계요소를 입력하 고, 다른 문가는 10개의 복된 인

과 계요소를 입력하고 1개의 비 복 인과 계요소를 

입력하 다. 따라서 다수 문가의 지식을 토 로 지식

을 결합한 후에 인과 계 그래 는 확장되어 11개의 인

과 계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18. 다수의 전문가의 지식을 결합한 행렬

[그림 18]은 다수의 문가의 지식을 결합한 행렬을 

보여 다. 이 한 구조 그래 와 같이 11개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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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요소로 확장된 구조로 계 값을 장하여 련인과

계요소들 사이의 계를 보여 다.

V. FCM 구축 지원 시스템 구현 환경

본 장에서는 상호작용에 의한 FCM 구축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  환경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퍼지인식도를 이용한 인과 계 추론 모델 구축 지원 시

스템의 개발 환경은 [표 2]와 같다.

표 2. 구현환경

H/W
CPU intel pentium4 3.2GHZ

RAM 2GB

HDD 200GB

DISPLAY
RADEON X600

TG 22inch/wide 1680 * 1050PX

S/W
OS MS windows XP professional service pack2

TOOLS
MS visual studio .NET 2003

MS .NET framework SDK V1.1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9]와 

같다. 지식 엔지니어는 새로운 문가를 추가하고, 언어 

변수를 설정하고, 다수의 문가는 인과 계 요수 추출, 

계 생성 등을 수행하며, 계 행렬 리자는 생성된 

계를 행렬의 형태로 리하며, 계 요소를 시각화 

모듈로 달한다. 시각화 모듈은 요소들 간의 계를 

그래 로 보여주고, 다수 문가 지식 병합 모듈은 각 

문가들의 지식을 병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게 된다.

전문가
추가

언어변수

설정

인과관계요소추
출 모듈

관계설정
지원모듈

시각화

모듈

다수전문가

지식병합모듈

지식 엔지니어
도메인

전문가1

도메인

전문가2
….

도메인

전문가n

관계행렬

관리자

그림 19.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구 한 사용자 상호작용에 의한 퍼지 인

식도 구축 지원 시스템은 다수의 문가들의 지식을 기

반으로 련 인과 계요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련 인

과 계요소들 간의 정 혹은 부정을 나타내는 양수와 

음수를 사용하여 계를 표시한다. 이 게 설정된 계

들은 동 으로 노드와 노드들 사이에 아크와 화살표로 

그려진다. 따라서 상호작용에 의한 동 인 시각화가 가

능하게 된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상호작용에 의한 퍼지 인식도 

구축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시

각화를 이용해 퍼지 인과 계를 표 하고, 사용자 상

호 작용에 의해 동 인 표 이 가능하며, 다수의 문

가 지식이 반 될 수 있는 퍼지인식도 구축을 지원함으

로써  퍼지 인식도의 단순함을 사용하여 지식의 획득과 

지식의 융합이 효율 으로 가능하다. 향후 연구는 구축

된 시스템을  실제 응용에 용하여 성능 평가를 함으

로써 본 연구 결과의 효용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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