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6, No. 9, pp. 1402～1408, 2017

http://doi.org/10.5370/KIEE.2017.66.9.1402

1402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기계학습 기반 저 복잡도 긴장 상태 분류 모델

Design of Low Complexity Human Anxiety Classification Model based o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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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services for personal biometric data analysis based on real-time monitoring systems has been increasing 

and many of them have focused on recognition of emo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classification model to classify 

anxiety emotion using biometric data actually collected from people. We propose to deploy the support vector machine to build 

a classification model. In order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e propose two data pre-processing procedures, which 

are normalization and data deletion. The proposed algorithms are actually implemented based on Real-time Traffic Flow 

Measurement structure, which consists of data collection module, data preprocessing module, and creating classification model 

module. Our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odel can infers anxiety emotions of people with the 

accuracy of 65.18%. Moreover, the proposed model with the proposed pre-processing techniques shows the improved accuracy, 

which is 78.77%.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odel based on the pre-processing process can 

improv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ith lower computation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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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

비스는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생활 흐름을 알고 간단히 건강을 

보조하는 것에서부터 만성 환자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고 의사가 알맞은 진단을 내려주는 것까지 전문화되고 있으며, 

생체 데이터만을 이용해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 연구까지 진행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

템과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디바이스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데이

터를 전송하는 기술, 그리고 정확하고 빠른 자동 데이터 분석 기

술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기술은 주로 정

확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속도는 크게 고려가 되지 않고 있

거나 혹은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전송하기가 어려운 생체 데이터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은 긴장 상태인 사람의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를 

측정하여 특징(feature)을 추출하고 다른 데이터를 통해 이 특징

의 정확도를 테스트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제안한다. 하지만 자

동화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및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ECG는 측정을 위해 6개의 센서를 몸에 부착한 채로 측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실제 생활에서 이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에서는 뇌전도(electroencephalography, 

EEG) 데이터, 즉 뇌파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쁨이나 공포, 슬픔과 

같은 감정을 감지하였다. 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서포트벡터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 방식을 이용하였는데 흔치 않

은 감정일수록 분류 정확도가 매우 낮았고 또한 EEG 데이터의 

측정이 쉽지 않아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시간 모니

터링을 통한 생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높은 정확도와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진 감정 분류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람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긴장 감정 상태를 분류할 수 있는 

기계 학습 기반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핵심은 여러 대상에서 실

시간으로 수집한 심박수 데이터를 이용해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분류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계학습 중 SVM [3-6]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모델을 생성하였

다. SVM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로 간단하고 효율적인 계

산을 이용하며, 패턴 인식(pattern recognition) 및 분류 문제

(classification problem)[11]와 생체 신호로부터 감정을 분류하

기 위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12]. 이때, 단순히 SVM을 적용

해 얻은 모델은 심박수를 기반으로 분류하는 데 제한된 성능만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성능을 높였다. 이를 

통해 SVM 기반 모델의 정확성과 속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할 수 

있는 환경과 유사하게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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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현하여 분류 모델을 생성하고 사람들의 불안 상태를 분류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 정의를 다루고 3장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의 특

징에 대애 알아보며, 4장에서는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6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마무리한다. 

2.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수집한 심박수 학습 데이터 집합 를 통해 긴

장 상태를 분류하는 모델 를 생성하는 해법으로 SVM을 사

용한다. 이 때 테스트 집합 의 데이터 중 하나인  데이터에 

대한 의 출력 값 는 -1 혹은 1이다. 즉, 

∈                    (1)

이며 이때 출력 값 ‘1’과 ‘-1’은 각각 긴장한 상태일 때와 긴장하

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분류 모델 의 분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            (2)

분류 정확도(Total Accuracy)를 정의한다. 이때 은 실제 레이

블이 ‘-1’인 데이터를 ‘1’로 잘못 분류한 데이터 수를, 는 실

제 레이블이 ‘1’인 데이터를 ‘-1’로 잘못 분류한 데이터의 수를 

나타낸다. 와 은 각각 실제 레이블이 ‘1’, ‘-1’인 데이터를 

옳게 분류한 데이터 개수이다. 그러므로,  + 값은 분류 모

델이 옳게 분류한 데이터의 총 개수를 나타내고, 는 전체 데

이터 중 옳게 분류한 데이터의 백분율 값이다. 

분류 모델을 형성할 때, 심박수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하여 분

류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단계의 데이

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이용해 분류 모델을 생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때 연산 시간 대비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가 

높은 모델  를 구하고자 한다. 아래의 식 (3)은 모델 

의 연산 시간 대비 분류 모델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며

 


          (3)

2단계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 첫 번째 과정만을 거친 데이터

를 이용해 생성한 분류 모델을 라 했을 때 본 논문에서는 

식 (4)를 만족하는  를 구하고자 한다.

 ≥              (4)

이때 는  를 이용하는  값이고, 

는 를 이용하였을 때의  값이다. 

3. 심박수 데이터의 특징

심박수는 단위 시간당 심장 박동 횟수로 분당 박동수 (bpm)

로 표시한다. 심박수는 손목, 팔꿈치, 목 등 신체의 맥박에서 측

정하며 심장병 등의 증세가 없는 성인의 심박수는 60-100 bpm

이다.

심박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심박수의 히스토그램은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와 같이 종모양의 형태를 가진다[14]. 

즉,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된 데이터가 측정된다. 둘째, 사람이 불

안함을 느끼면 심장 박동이 증가한다. [15]에서 볼 수 있듯이, 20 

대 남성 그룹이 걱정 또는 불안을 느낄 때와 느끼지 않을 때 심

박수를 측정 한 결과, 평균은 각각 75.9 bpm과 57.6 bpm이었다.

이 논문에서 분류하는 불안 상태는 시험 불안 상태로 개인이 

시험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평가 상황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여 느

끼는 정서반응이고[16], 이러한 불안은 자율 생리 반응, 즉 걱정

과 공포와 같은 감정으로 정의 된다[17]. 이와 같이 불안은 자율 

신경계통에 의한 반응인데 자율 신경계(ANS)는 흥분성 교감 신

경계(SNS) 및 억제성 부교감 신경계(PNS)로 세분되며, 둘의 상

호 작용으로 다양한 생리적 흥분이 생성된다. 이중 SNS 는 불안

한 상태에서 활동적이며, 생리적 각성을 유발하여 환경 상황이나 

조건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심박수의 증가, 발한 및 빠르고 얕은 

호흡은 이러한 각성 상태의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불안감을 유

도한 상태에서 심박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불안한 상

태를 식별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을 생성하고자 하며, 심박수 데이

터의 특성을 고려한 전처리 과정을 제안한다.

4. 제안 방안

4.1 SVM을 이용한 분류 모델

       는 수집한 데이터 중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집합이다. 이때, 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따

른다. 

 ⊆   and ∩ ∅

여기서 는 수집한 전체 데이터 집합이고 는 테스트 데이

터 집합이다. 수집한 학습 데이터 가 어느 클래스에 속해 있는 

지를 나타내는 레이블은 이고, ∈ 이다. 가 긴장 

상태에 수집한 데이터일 때에   을, 가 비긴장 상태에 수

집한 데이터일 때에   레이블을 붙인다. 

학습 데이터       에 대해 SVM은 최적화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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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면, 즉 분류 모델인 초평면 (hyperplane) 와  를 

결정한다.  는 아래의 식에서 기반한다.

 ·   .                  (5)

위 식의 ∈ℝ이며, ℝ은 모든 실수의 집합을 나타내고, ·

는 ∈ℝ와  사이의 내적을 나타낸다. 최적화된 초평면은 항

상 하나로 결정되고, 와  값에 대해 입력 데이터인 학습 데이

터는 다음을 만족한다.

    if   ·  ≥            (6)

와

   if   ·  ≤ .         (7)

이때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 간의 거리인 최대 마진 값은 

∥∥


이다.

(5)에서의 SVM은 선형 방식이므로 모델의 분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

한다. 비선형 방식은 커널 함수를 이용해 비선형 초평면을 생성

하는 방식이고, 커널 함수는 비선형 매핑()을 이용해 학습 데이

터를 높은 차원으로 변환하여 높은 차원에서 선형 초평면을 생성

함으로써, 실제 데이터의 차원에서는 비선형 초평면을 생성한다. 

커널 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8)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효율적이고 정확도 높

은 학습 기능을 제공하는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였다. 가우시안 

커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exp

∥ ∥

         (9)

여기서 는 SVM의 일반화 가능성 (generalizability)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산 매개 변수이다.

  위의 방식으로 생성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묶음 교

차검증(  fold cross-validation)을 이용한다.   묶음 교차검증

은 데이터 세트를 무작위로 혼합하고 크기가 동일한  개의 묶음

으로 나누어 한 묶음은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는 반면  -1개의 

묶음은 분류 모델의 학습을 위해 사용한다. 이를  번 반복하여 

 개의 오류율(error rate)을 구하는데 모델의 최종 분류 정확도

는 이 오류율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구하여[13] 분류 정확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일반적으로  를 5 또는 10으로 설정하며

[18], 본 논문에서는 10으로 설정하였다. 

4.2 데이터 전처리

분류 모델은 여러 수집 대상으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에 기초

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심박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VM은 아웃라이어(outlier) 데이터에 민감한 알고리

즘으로, SVM에 기반한 모델의 성능은 소수의 아웃라이어 데이터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SVM만

을 사용하여 생성한 분류 모델 보다 성능이 향상된 모델 

를 구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규화(normalization)[6]

와 데이터 삭제 (data deletion)[7]를 데이터 전처리 방안으로 제

안한다.  

4.2.1 데이터 정규화

정규화는 입력 값의 크기와 상관없이 입력 데이터들이 분류 

모델을 생성할 때 미치는 영향을 동일하게 한다[6]. 식 (9)에 나

타난 것과 같이 비선형 분류 모델을 위해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

할 때 ∥ ∥ 값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부 거리 

값이 큰 경우에 의해 편향성(bias)을 가지게 되고 절대 값이 큰 

가 분류 모델의 생성에 다른 데이터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의 범위를 [0, 1]로 바꿔 ∥ ∥
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편향성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제안 모델을 생성 시 각기 다른 평균, 표준 편차 및 특

징을 갖는 여러 대상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집합으로 묶어 

학습 데이터로 이용한다. 이때 정규화를 통해 각 개인의 데이터 

특성이 전체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규화 하였다.

 max min
 min

               (10)

여기서 는 수집 데이터, 은 정규화 된 데이터, min과 

max는 수집 데이터 중에 최솟값, 최댓값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min max∈  이다. 

4.2.2 데이터 삭제

데이터 삭제 방법[7]은 SVM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웃라이어를 줄임으로써 SVM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심박수 데이터는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 밀도가 높다. 그러므로, 

밀도가 낮은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아웃라이어로 규정하고 삭제

하여 아웃라이어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SVM 알고리즘

의 복잡도는 이며 데이터의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8] 

데이터 삭제 방식은 SVM 의 복잡성을 줄여 알고리즘의 실행 속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는 정규화 과정을 

거친 학습 데이터 중에서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 집합이

다. 먼저, 식 (11)과 (12)를 통해 모든 데이터 간 거리의 합의 평

균 값  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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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현 시스템 개요

Fig. 1 System Overview

  


   
          (11)

 

 
  



   .              (12)

이때 아래의 식 (13)을 만족하는  를 외부 범주로 분류하고 

데이터에서 제외한다.

                  (13)

내부 범주로 분류 된 데이터  의 집합 는 데이터 정규화와 

데이터 삭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이며, 이 데이터를 SVM을 학습 

시키는데 이용해 분류 모델 를 생성한다.

5. 실험 및 결과

5.1 시스템 구축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진행할 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고 체계적으로 분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시스템은 Real-time Traffic Flow Measurement (RTFM)[9]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

리 및 분류 모델 생성의 세 가지 모듈로 구성하였다. 이 시스템

에서 데이터 수집 모듈과 데이터 분석 모듈 만을 사용하는 분류 

모델은 이고, 데이터 전처리 모듈의 정규화 과정과 데이터 

수집 모듈, 데이터 분석 모듈을 사용하여 만든 분류 모델은 

이고, 세 모듈 모두를 사용하는 분류 모델은 이다.

그림 2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Fig. 2 Data collection process

5.2 RTFM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 트래픽 흐름을 측정

하고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인 RTFM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RTFM 구조는 네트워크의 트래픽 흐름 측정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필요에 맞는 설정이 가능하고 모듈화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모든 유형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에 

응용하기 적합한 구조이다. 구현한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집 모듈

은 RTFM 구조의 측정기 및 측정 판독기와 같은 기능을 하고, 

다른 모듈은 분석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5.3 데이터 수집 모듈

이 모듈에서는 그림 2와 같이 3단계로 심박수 데이터 집합 

를 수집한다. 피실험자의 심박수의 측정은 애플 워치에 내장된 

광 혈류량 검사(photoplethysmography, PPG) 센서를 이용하였

다. 광 혈류량 검사 센서는 흡수 된 녹색 빛의 변화를 통해 심혈

관 맥박을 탐지하여 심박수를 측정하는 비 침습적 생체 인식 

(noninvasive biometric) 방법이다[10].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부

터 애플 워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측정 및 수집한다. 

먼저, 피실험자의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통계 강의를 보기 전에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이때에 수집한 데이터는 긴장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이다. 통계 강의를 청강한 후 피실험자의 긴장 상

태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시험을 보도록 한다. 이

때 수집한 데이터는 긴장 상태의 데이터이다. 다음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애플 워치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블루투스 

4.0을 사용하여 아이폰(iPhone)의 건강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으

로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아이폰에 수집한 데이터를 본 저자가 

개발한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한다. 이때 휴식 상태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레이블  

을 지정하고 긴장 상태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레이블 값   을 

지정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날짜, 심박수 및 사용자 ID, 레이블 등 

4개의 열로 구성한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그림 3과 같다.

5.4 데이터 전처리 모듈

이 모듈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에 데이터 정규화 및 데이터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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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집 데이터 

Fig. 3 Collected data 

그림 4 정규화 된 데이터 의 집합

Fig. 4 Normalized data set 

그림 5 데이터 삭제 후 데이터 집합 

Fig. 5 Data set  after data deletion

제 방법을 적용한다. 이 모듈을 거쳐 학습 데이터 로부터 데이

터 집합 를 생성한다. 

5.5 분류 모델 생성 모듈

이 모듈에서는 학습 데이터로 SVM을 학습해 긴장 상태를 분

류하는 모델을 만든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한 

모델의 분류 정확도와  값을 구한다. 

5.6 실험 결과

5.6.1 데이터 수집

총 52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심박수 데이터를 사용하

였으며 이중 27명은 남성이고, 나머지는 여성이었다. 수집된 52

명의 데이터 집합은 총 21,253개의 데이터 샘플이며,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의 데이터는 645개로 전체 데이

터의 3.2%,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의 데이터는 253개

로 전체 데이터의 1.26%이다. 

5.6.2 데이터 전처리

그림 4는 정규화가 된 학습 데이터의 모습이다. 그림 3과 비

교해봤을 때 데이터 범위가 [0, 1]로 변경되었다. 범위가 변경될 

뿐 아니라 각 개인에 따른 데이터의 평균, 분산과 같은 특성 역

시 변경되었다. 이때, 불안 상태의 데이터의 평균값은 0.520이고, 

불안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의 평균값은 0.399이었다. 

데이터 삭제를 한 후의 데이터 집합 의 모습은 그림 5와 

같다. 데이터의 삭제를 통해 데이터 밀도가 낮은 부분의 아웃라

이어 데이터 수를 감소시켰다. 데이터 삭제 후에 총 13,570 개의 

데이터 샘플이 남게 되었다. 

5.6.3 분류 모델 생성

학습 데이터  , 의 집합, 를 이용해 SVM을 학습하여 분

류 모델   를 생성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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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 분류 정확도, 연산 속도 및  값

Table 1 Classification accuracy, computation time and 

value of    and 

Classification

model
  

Accuracy 65.18% 66.97% 78.77%

Computation 

Time (sec)
67.55 66.63 23.26

 값 0.965 1.005 3.387

스템은 6-Core Mac Pro (Intel Xeon E5 6-Core CPU 3.5GHz, 

16GB RAM)의 mac OS Sierra이며 MATLAB R2016b를 이용해 

실험하였다.

표 1은   의 분류 정확도와 연산 시간,  

값을 보여주며, 분류 정확도는 각각 65.18%, 66.97%, 78.77%이

다. 는 각 피실험자들의 데이터 특성과 아웃라이어의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는 

정규화 과정을 거치며 각 피실험자들의 특성을 줄이고, 불안 상

태의 심박수 데이터의 공통된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인다. 하지만 두 모델의 데이터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반면에 는 데이터 삭제 과정까지 거치며 아웃라이어가 

미치는 영향을 줄여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일 뿐 아니라 데

이터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다른 두 모델보다 연산 시간이 짧

은 것을 볼 수 있다. 

분류 모델을 검증하면 의 값은 3.387이고 

의 값은 1.005로 의 경우가 더 커, 식 (4)를 만

족하는 분류모델인 것을 볼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VM을 이용하여 피실험자의 심박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안 감정 상태를 분류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을 생성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규화와 데이터 삭제를 이용하는 데이터 전처리 방안을 제안하

였다. 이를 통해 각 피실험자의 데이터 특성을 줄이고 데이터의 

중요도를 동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웃라이어가 분류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보다 정확도가 높은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

다.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분류 모델을 생

성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RTFM을 기반으로 구현하

였다. 시스템에 따라 실제 피실험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

용해 만든 분류 모델 와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후 만든 

분류 모델 의 정확도는 각각 65.18%와 78.77%로 제안하

는 분류 모델의 정확도가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모델 생성을 

위한 연산 시간이 각각 67.66초와 23.26초로, 짧아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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