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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합재는 타 재료에 비해 비강도, 비중량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복합재 구조체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carbon/epoxy(C/E), glass/epoxy(Gl/E), graphite/epoxy(Gr/ E) 
등의 재료는 우수한 강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1]. 구조체의 설계에 복합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파괴, 변형, 설계이론 및 기타 제작 기술 등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

다. 복합재 구조체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지만 가장 널리 

적용되는 형태 중의 하나는 적층 복합재이다[2]. 얇은 프리프레그를 

적층하여 강성을 높인 복합재는 구조체로써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우주 구조물, 의료기기 및 기타 첨단 

산업분야에 널리 적용되었다. 적층복합재를 설계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설계변수는 적층각도 이다. 직교이방성 특성이 있는 섬유강화 

프리프레그를 어떠한 각도로 조합하여 적층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적 거동 및 파괴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적층각도 및 

다양한 복합재 설계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가 Gurdal, Haftka, 
Hajela등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1-4]. 

본 연구에서는 C/E와 Gl/E의 두가지 재료로 구성된 원통형 실

린더 적층복합재 구조체를 대상으로 최적설계가 수행되었다. 원통

형 실린더 구조체는 온도의 영향에 의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열팽

창이 발생하며 이것에 의해서 열응력이 발생한다. 열응력의 영향

은 복합재의 파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요소이다. 기존에 

제안된 네 가지 파괴이론 Tsai-Wu, Tsai-Hill, Hoffman, Hashin
을 기준으로 하여 복합재의 파괴를 검토하였고[5], 파괴 지수를 목

적함수로 하여 적층 각도를 최적화 하였다. 열영향의 환경하에 있

으면서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적층복합재 원통형 실린더의 

경우, 적층각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수치해석적인 방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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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가능하다.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다양한 선택이 가

능하다. 하지만 본 문제에서와 같이, 설계 영역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확률론적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는데 유리하다. 확률론적 최적화 알고리즘의 대표

적인 것은 유전자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이다. 원통형 실린

더의 적층각도 최적화를 위해 유전자알고즘을 FEA해석 코드와 결

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2,6-8]. 
원통형 실린더 적층복합재 구조체는 항공기, 고압탱크, 고압배관 

및 고하중 지지 파이프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3,10]. 

2. 수치해석 정식화
2.1 쉘요소 정식화[9-11]

두께가 얇은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요

소는 쉘요소이다. 쉘요소는 두께 방향의 변위 및 거동을 1개의 절

점에 기반한 국부좌표계로 표현한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좌표계를 사용하여 각 절점당 3개의 병진 자유도와 절점위치의 면

에 접하는 2개의 회전자유도를 사용하여 요소의 변위 및 응력 등을 

계산한다.
원통형 실린더 적층복합재 구조물을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된 요

소는 3차원 8절점 복합재 쉘요소이다. 쉘요소의 강성행렬의 구성

은 각 레이어 복합재의 강성을 전부 적분하여 합한 것이 된다. 

  
  






  



  






 (1)

뿐만 아니라 쉘요소는 굽힘(bending) 강성과 막(membrane) 강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각 절점의 위치는 식(1)과 같이 표현된

다. 식(1)에서 는 계산 순서를 나타내는 가상의 시간이며, 는 

형상함수, 는 좌표를 나타내며, 변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3)

식(1)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식(2), (3)의 변위를 계산하면 식

(4),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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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중립면에 수직인 벡터 는 다음과 같다.


    

  
 (6)

절점의 변위, 변형율, 응력 등의 거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된 

절점의 회전벡터 
 , 

를 활용화여 이 두 벡터의 외적 벡터  


  을 정의한다. 

  는 절점이 위치한 지점에 수직인 벡터로

서 회전벡터와는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 

 × 
 (7)


  

 × 
 (8)


  

  
 (9)

여기서 , 는 단위벡터로써 각 노드점의 회전을 나타내며, 

 는 각각 국부좌표계의 단위벡터이다. 이 벡터를 활용하여 전

체 회전을 나타내는 
 , 

  를 계산한다. 비선형 수치해석 방

법 중 변형하기 전의 위치 및 형상을 기준으로하여 현재의 거동을 

계산하는 것이 total Lagrangian 방법이다. 이 비선형 수치해석 방

법에 의한 변위성분은 식(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비선형 계산에서 각 단계별 업데이트되는 절점 면의 수직 벡터

는 다음과 같다.

  
  

 


 
  

 (11)

변위의 좌표에 대한 미분은 변형율이 되며, 쉘요소의 증분형 비선형 

수치해석에서 자연 좌표계   에 대한 미분은 다음과 같다.















 

 
  















   

 
 

   
 

 
    

 
 

















(12)

Fig. 1 3D composite laminate shell eleme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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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3)

쉘요소에서 응력과 변형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재료강성은 

 
′ 이다. 재료강성 행렬 

′  는 다음과 같다.


′ 













    


    

     


    

    


    


(14)

여기서 식(14)의 각 항들은 식(15)와 같다. 식(14)의 재료강성행

렬은 요소의 종류 및 차원에 따라 상이하게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소는 3D 쉘요소이며, 3차원 육면체 요소의 경우 식(14)
는 다른 형태로 표현된다. 즉 식(14)는 등방성 재료일 경우의 후크

의 법칙에서 영률에 상당하는 물성치이다.

   


  

   


    

       
      

       
       

    

    
    

(15)

식(14)는 쉘요소 등방성 재료의 재료 강성행렬이다. 복합재의 경우

는 각 구성성분이 복잡한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복합재의 적층 

각 에 따라서 강성이 변하기 때문에 재료의 강성행렬은 의 함수 

이다. 식(14)의 각 요소에 대한 계산식을 식(15)에 나타내었다. 여기

서   cos ,   sin , 는 복합재의 섬유방향 각도(적층 각

도)를 나타낸다. 식(15)에서   는 재료의 강성(stiffness)을 나타내

는 변수이며 이것은 종탄성계수( ), 횡탄성계수( ) 그리고  포와송

비()의 함수이다. 의 각 성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6)

여기서   는 전단계수(shear factor)이며, 는 횡탄성계수, 

는 종탄성계수 이다. 쉘요소의 두께방향으로 발생하는 비선형적 

전단응력을 선형적으로 변환하여 계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

해 사용하는 계수이다[9]. 자연좌표계   에서 계산한 재료강

성을 전체좌표계   로 변환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17)

여기서  는 좌표축의 회전에 의한 회전변환 행렬이다. 

섬유강화 프리프레그는 일반적으로 직교이방성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일한 온도 환경하에서도 열응력이 발생한다. 열

응력의 발생원인은 열변형율이며 이것은 열팽창 때문에 발생한

다. 복합재의 열응력은 다음과 같다[9].





























  









  

 

  
 

  
 

  
 














(18)

여기서 는 온도의 변화, 는 열팽창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전역좌표계에서의 열팽창계수는 방향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19)

열응력은 최종적으로 하중의 형태로 평형방정식에 적용되며, 이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0)

여기서 는 열팽창에 의한 열응력, 는 열응력 등가하중, 
 는 변위-변형율 관계행렬을 나타낸다. 

2.2 복합재 파괴이론[4]

일반적인 등방성재료(isotropic material)인 경우는 재료의 파

괴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단일 응력 성분 혹은 단순한 

조합에 의한 응력 성분으로 파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섬유강화 복합재의 경우 파괴는 매우 복잡하

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합재의 파괴에 대해서 많

은 이론들이 제시되었다[4].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파괴이론에 

근거하여 복합재의 파괴를 나타내는 변수를 정의하여 계산에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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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sai-Wu 파괴이론 

Tsai 와 Wu가 1971년에 발표한 파괴이론이며 응력장에서의 파

괴표면을 인장과 압축파괴성분을 조합하여 정의하였다. 최종적으

로 파괴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파괴 함수 는 식(21)과 같

이 표현된다. 이 함수가 1보다 크면 파괴를 나타내고 1보다 작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여기서 는 종방향 는 횡방향을 의미하고   는 각각 인

장과 압축 그리고 는 전단응력을 나타낸다.

ii) Tsai-Hill 파괴이론

이 이론은 등방성재료의 von_Mises 파괴이론의 확장으로써 

변형에너지에 기반한 복합재의 파괴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2
차원 3차원 형태의 수식이 제시되었으며 3차원 형태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22)

여기서   은 전단 파괴강도로 표현되며 는 다음

과 같다.

 

     
    
     

            (23)

iii) Hoffman 파괴이론

1967년 Hoffman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써 취성 직교이방성 

재료의 파괴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 파괴이론은 주응

력 성분이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며, 연성 특성이 있는 복합재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4)

여기서 는 식(25)로 표현된다.

  
  
  

(25)

iv) Hashin 파괴이론

복합재 UD(uni-directional) 재료의 파괴를 예측하는데 자주 사용

되는 파괴기준이며 2차원 평면응력인 상태와 3차원 식이 각각 제시

되었다. 섬유방향으로 인장이 작용하는 3차원 식은 다음과 같다. 

          (26)

여기서 는 종방향 인장강도, 는 전단강도를 각각 나타낸다.

위에서 제시한 네가지 복합재 파괴이론에 근거하여 복합재의 파

괴를 정량화된 수치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적층복합재의설계변수

는 각 레이어의 적층각도 이다. 

2.3 최적화 알고리즘[6-8,12,13]

최적설계의 핵심은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전통적인 최적화 알고

리즘의 시초는 목적함수의 미분에 의한 경사도를 계산하여 경사도

가 가장 급격한 방향으로 목적함수를 추적해가는 방법이다. 하지

만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유전자 알고리

즘은 계산시간은 경사도법에 비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전

역 극대점을 찾는데 매우 우수한 신뢰성을 나타낸다. 유전자 알고

리즘의 개체수(people)수는 200, 최대 진화 세대(generation) 수 

400, 수렴조건은 최대 0.5% 오차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3. 원통형 실린더 적층복합재
3.1 해석 모델 및 경계조건

원통형 실린더 구조는 구조물 설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

상이다. 항공우주, 방산 및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원통형 실린

더 구조물은 경량 고강도의 적층 복합재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Fig. 2에 나타낸 형상을 가진 원통형 하이브리드 적층복합재 

구조물을 대상으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원통형 실린더 튜브는 총 6-layer 로 구성된 적층복합재이며 외

부의 3-layer는 carbon/epoxy 프리프레그로 되어있고 내부의 

3-layer는 glass/epoxy 프리프레그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복합재이

다. 각 레이어의 두께는 0.2 mm 이며, 총 두께는 1.2 mm이다. 
원통의 안지름은 50 mm, 길이는 200 mm의 형상이다. 원통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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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을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레이어의 층수를 짝수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홀수로 구성할 경우 비틀림변형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Fig. 3은 적층복합재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며, Fig. 4는 유한요

소로 분할된 FEA 해석모델이고 적층각도의 기준이 되는 종방향과 

횡방향의 섬유방향 기준 좌표를 요소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원통형 적층복합재에 Fig. 2에 표시한 것과 

같이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  끝 원형은 x-y-z 직교좌표

계를 기준으로 Rx=1.50, Rz=2.00의 회전 변위가 주어졌다. 이때 

회전 변위는 원통의 끝 edge circle에 강체의 형태로 주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속조건이 주어지는 원통형 복합재를 대상으

로 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설계를 위한 목적함수의 변수로는 복합재 파괴의 유무를 정

량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IRF(Inverse Reserve Factor)를 사용하

였다. IRF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7)

식(2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RF가 1보다 크면 복합재가 

파괴가 발생하고 1보다 작으면 안전함을 알 수 있다. 최적설계에서

는 2.2절에 제시된 네 가지 복합재 파괴이론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

였으며 또한 상온(22℃)과 열응력의 영향을 받는 고온(125℃) 환
경하에서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의 설계변수는 각층의 적

층각도이다. 각각의 파괴이론의 기준에 따라서 상온과 열응력 영

향하의 고온에 대하여 총 8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최적화가 수행되

었다. 최적화 수치해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목적함수: IRF(minimize)
설계변수:        (총 6개)

구속조건:   ≤ ∼  ≤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직교이방성 프리프레그의 경우 열

팽창율이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응력의 분포현상도 복잡하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파괴의 형태나 수준도 상이하다.

3.2 최적화 결과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기전 초기의 상태는 적층복합재의 6개 레이

Fig. 2 Cylindrical hybrid laminate composite tube

Fig. 3 C/E, Gl/E Hybrid laminate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UD prepreg
Properties C/E Prepreg Gl/E Prepreg

Density (kg/mm3) 1.48e-6 2.e-6

C.T.E (,m/m℃) -4.7e-7 6.5e-6

C.T.E ( ,m/m℃) 3.e-5 2.06e-5

C.T.E (,m/m℃) 3.e-5 2.06e-5

E11 (MPa) 1.21e+5 4.5e+4
E22 (MPa) 8.6e+3 1.0e+4
E33 (MPa) 8.6e+3 1.0e+4 0.27 0.3 0.4 0.4 0.27 0.3

G12 (MPa) 4.7e+3 5.0e+3
G23 (MPa) 3.1e+3 3.836e+3
G13 (MPa) 4.7e+3 5.e+3
T1 (MPa) 2.231e+3 1.1e+3
T2 (MPa) 29 35
T3 (MPa) 29 35
C1 (MPa) -1.082e+3 -675
C2 (MPa) -100 -120
C3 (MPa) -100 -120
S12 (MPa) 60 80
S23 (MPa) 32 46.15
S13 (MPa) 60 80

(a) (b)

Fig. 4 FEA mesh (a) and fiber direc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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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각도가 모두 0도인 상태다. 이때 주어진 하중 및 경계조건 

상태 하에서의 응력 및 변위는 Fig. 5와 같다. 최대 변위는 5.67
mm이며 바깥 표면층의 최대응력은 872 MPa이다.

적층으로 구성된 원통형 복합재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합재의 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최대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

는 적층각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적층이 다수 개이고, 내면

과 외면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복합재가 온도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 놓여 있을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본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적화 결과를 Table 2와 3에 제시

하였다. Tsai-Wu, Tsai-Hill, Hoffman, Hashin의 네 가지 파괴이

론을 기준으로 하여 상온(22℃)과 고온(125℃)에서 각각 최적의 

적층각도를 계산하였다. 또 이때의 파괴정도의 정량적 수치인 IRF
를 제시하였다. 

계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Tsai-Wu 와 Hoffman 파괴이론기

준 적층각도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또 Tsai-Hill 과 Hashin의 

결과가 비슷했다. 상온과 고온 모두에서 Tsai-Hill의 기준에 의한 

결과 값이 각각 2.39, 2.25로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 이론이 모든 응력성분을 전반적으로 전부 고려하는 변형에너지

를 기반으로 하는 이유 때문으로 예상된다. 상온 온도조건하에서

도 어떠한 파괴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IRF가 1.95배 차이

가 난다. 
본 해석에서 IRF가 가장 낮은, 완화된 파괴기준은 Hoffman 이

론이다. Hoffman 파괴기준은 주응력을 기반으로 한 취성재료의 

파괴기준이기 때문에 주응력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파괴를 계산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4에 

해석결과의 요약 및 검토를 제시하였다.
Table 3은 125℃의 고온환경에서 최적화된 결과를 나타낸다. 

이 고온에서의 최적화 결과는 상온에서의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

인다. 전반적으로 파괴 지수 IRF가 많이 낮아졌다. 이것은 파괴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sai-Hill 기준

의 경우에는 상온이나 고온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Hashin 파괴기

준인 경우에서는 고온에서 오히려 IRF의 지수가 상온의 4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즉 파괴저항성이 143% 만큼 상승했다. 열응력

이 오히려 파괴저항성을 높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원통형 

복합재의 외부 표면에 위치한 C./E 프리프래그의 종방향 열팽창계

수가 음의 값이며, 횡방향 열팽창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Fig. 6은 적층각도 최적화의 목적함수인 IRF의 결과를 나타낸다. 
상온과 고온에서 각각 IRF의 값을 비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괴기

준에 따른 IRF 값도 서로 비교하였다. 온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파괴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실제 설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파괴기준 및 온도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최적의 적층각도를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온과 고온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도 

Tsai-Hill 기준에 의한 파괴가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부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적층복합재 구조

(a) Displacement

(b) von Mises stress of out-most layer
Fig. 5 Displacement and stress at initial state of room 

temperature 

Table 2 Optimization results at room temp. (22℃)
Failure 
mode Optimized layer angle (deg) IRF

Tsai-Wu -4.7 -7.1 -9.4 -11.5 -3.7 -11.0 1.28
Tsai-Hill -86.9 82.3 87.1 86.0 -89.5 -89.3 2.39
Hoffman -7.4 -9.0 -4.4 -3.4 -5.7 -7.6 1.22
Hashin -74.2 -86.6 88.2 -78.3 -89.3 -81.6 2.31

Table 3 Optimization results at high temp. (125℃)
Failure 
mode Optimized layer angle (deg) IRF

Tsai-Wu 2.3 -3.4 -0.5 0.9 0.1 -1.2 0.89
Tsai-Hill -89.5 87.3 88.4 -81.9 -89.5 -89.8 2.25
Hoffman 1.2 -1.7 -2.2 -1.7 1.4 0.2 0.94
Hashin 2.6 -5.3 -3.9 -2.9 -0.6 -3.9 0.95

Table 4 Summary of four composite failure analysis
Failure mode Summary and review

Tsai-Wu - weak failure criteria (IRF: 1.28, 0.89)
- use all stress components

Tsai-Hill - most conservative failure criteria (IRF: 2.39, 2.25)
- based on deformation enenrgy

Hoffman - most weak failure criteria (IRF: 1.22, 0.94)
- focus on brittle orthotropic material failure

Hashin - severe effect of thermal stress (IRF: 2.31, 0.95)
- focus on UD composit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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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경우 복합재의 파괴는 다양한 변수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파

괴의 경향성이 일정하고 균일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매우 불규칙

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문제는 반드시 수치

해석을 통한 해석적 방법에 의해서만 신뢰성 있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ashin 기준의 경우는 상온과 고온에

서 최적의 적층각도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복합재의 

파괴가 방향성에 크게 의존해서 방향성에 따른 열응력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원통형 튜브 구조는 구조물 설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될 뿐만 아

니라 설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적층 

복합재 재료의 원통형 실린더 구조물을 대상으로, 주어진 하중조

건 하에서 복합재 파괴에 대한 최대의 저항성을 갖는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6-layer 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복합재의 적층각도를 최적화하였

다. 핵심적인 연구결과는 복합재의 파괴이론 및 온도의 영향(열응

력)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는 것이다. Tsai-Hill 파괴기준이 상온에서 IRF의 값이 2,39로 다

른 기준에 비해서 가장 보수적이었으며, Tsai-Wu (IRF=1.28), 
Hoffman (IRF=1.22) 이론은 대체적으로 가장 완화적인 파괴 수

치를 나타내었다. 각 파괴기준에 따라서 계산된 최적의 적층각도

도 상이하였다. 또한 재료의 물성치, 적층각도, 레이업 구성 등 설

계변수에 따라서 오히려 열응응력이 파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공기, 고압배관, 고압탱크, 고하중을 지지하

는 복합재 파이프 등의 설계를 위한 휼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타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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