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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탐지를 적용한 CMT 객체 추적 기법의
스마트폰 활용 연구

A Study on Utilizing Smartphone for CMT Object Tracking 
Method Adapting Face Detection

이상구*

Sang Gu Lee* 

요 약  최근 영상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 기존 콘텐츠들이 동영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새로운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인해 영상 콘텐츠 생태계의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가속화된 성장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분류되던 동영상 제

작 및 편집 기술들을 일반인들 또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보편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러한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수작업을 통해서만 영상을 녹화하고 조절하던 과정들을 객체 추적 기술에 기반

하여 자동으로 촬영하고자 하는 객체를 찾아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시켜 영상을 녹화하는 자동화 과정이 가능하게 되

었다. 하지만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지정하는 일은 아직까지 사람의 수작업을 요구하며 객체를 지정하는 수작업 과

정에서 지연이나 객체 지정에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Haar Cascade Classifier를 활용

한 얼굴 탐지기법과 CMT 객체 추적 알고리즘을 결합한 새로운 객체 추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스마트

폰에서 실시간 연속적인 객체추적을 위한 효율적이고 강인한 영상추적 시스템에 잘 응용될 수 있다.

주요어 : CMT 알고리즘, 객체추적, Haar Cascade 분류기, 얼굴 탐지

Abstract Due to the recent proliferation of video contents, previous contents expressed as the character or the 
picture are being replaced to video and growth of video contents is being boosted because of emerging new 
platforms. As this accelerated growth has a great impact on the process of universalization of technology for 
ordinary people, video production and editing technologies that were classified as expert’s areas can be easily 
accessed and used from ordinary peopl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se technologies, tasks like that recording 
and adjusting that depends on human’s manual involvement could be automated through object tracking 
technology. Also, the process for situating the object in the center of the screen after finding the object to 
record could have been automated. Because the task of setting the object to be tracked is still remaining as 
human’s responsibility, the delay or mistake can be made in the process of setting the object which has to be 
tracked through a human. Therefore, we propose a novel object tracking technique of CMT combining the face 
detection technique utilizing Haar cascade classifier. The proposed system can be applied to an effective and 
robust image tracking system for continuous object tracking on the smartphone in real time. 

Key words :  CMT algorithm, Object tracking, Haar Cascade Classifier, Fac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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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존의 콘텐츠(문자 또는 사진)들이 동영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상 콘텐츠에 대한 확산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고, 영상 콘텐츠를 위한 Youtube, Periscope 등

새로운 영상 플랫폼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1]. 이

러한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쉽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편

집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영상 제작 및 편집 기술은 전

문적인 기술의 범주에서 대중적인 기술의 범주로 인식

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상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

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요소가 영상에서 누

락되지 않고 잘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는

영상의 중앙부분에 많이 위치하여 나타난다. 이와 같이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를 영상의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

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장비를 위

해 움직이거나 영상 촬영 담당자가 장비를 조절함으로

써 위치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 장비를 조절함으로써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를 영상의 중앙에 담아낼 수 있

다.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 지정된 관심 대상에 대한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특징점을 키 포인트로 나눠 객체를 추

적하는 기술인 CMT 알고리즘[2]으로 객체를 인식할

경우 지정된 컬러 박스를 이용하여 인식한 객체를 표시

하고, 객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상에 박스를

표현하지 않고 터미널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객체의 인식이 이루

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CMT

알고리즘은 객체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으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한 지정은 사용자에게 입력받아야만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ar Cascade Classifier를 활

용한 얼굴 탐지 기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추적하고자 하

는 객체에 대한 얼굴을 제시하고 입력받은 뒤 CMT 알

고리즘을 기반으로 객체를 추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기법은 추적된 객체가 영상의 중앙에 위치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좌표와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에 IoT 환경에 본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영상 장비가

자동으로 객체를 추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법이 영상처리 분야에 도움이 된다.

Ⅱ. 관련 연구

1. CMT(Consensus-based Matching and Tracking)

CMT 알고리즘이란 관심 대상의 특징점을 찾아 키포

인트로 분해한 뒤 각 프레임에서 일치하는 키포인트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이다. 객체를 추적하는 기법으로는

CMT 알고리즘 외에도 mean shift, CAM shift 등의 방

식이 있다. mean shift 알고리즘의 경우 local minimum

에 빠지기 쉽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대상의 크기 변화

및 형태 변화에 반응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CAMshift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탐색 윈도우 크기를 조

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도변화가 심하거나 잡음

이 심한 배경에 있는 곳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CMT 알고리즘은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

를 키포인트로 분해하여 초기에 있었던 키포인트를 찾

는 방식으로 optical flow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전 프

레임으로부터 지금 프레임까지의 키포인트를 추적하거

나 OpenCV에서 제공해주는 디스크립터를 활용하여 전

체 프레임을 대상으로 비교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

식을 조합하여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 타겟과 일치도가

가장 높은 객체를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3]. 본 연구에

기반이 되는 CMT 알고리즘은 Python 언어로 개발되

었으며 OpenCV의 python 라이브러리에 기반한다[4, 5].

본 연구에서는 CMT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객체추적 실

험을 진행하기 위해 Python 언어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진 스크립트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스크립트 파일은

GitHub에 공개되어 있다.

2. Haar Cascade Classifier

Haar Cascade Classifier는 효과적인 객체 검출 방법

으로 다수의 positive 이미지와 객체가 아닌 이미지를

다단계 함수로 훈련시켜 객체 검출을 달성하는 머신러

닝 기반의 접근 방법이다.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

체를 검출할 때 하나의 검출기만으로 객체를 검출하지

않고 여러 개의 검출기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처음에

는 간단한 검출기를 이용하고 점점 더 어려운 검출기를

적용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강력한 검출기에는

초기 검출기로 인해 필터링된 후보들만 검출 대상이 되

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검출 속도가 크게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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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얼굴 탐지기법을 적용한 CMT

알고리즘의 객체 추적

CMT 알고리즘은추적하고자하는객체를사용자로

부터 입력받아 특징점을 찾아 키포인트를 분해한 뒤 각

프레임에서일치하는키포인트를추적하는방식이다. 사

용자는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한 지정을 마우스 입

력장치를이용하거나좌표에대한값을이용하여지정할

수 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지

정할경우프레임에서추적하고자하는객체의시작점을

클릭하여 마우스를 드래그 한 뒤 끝 지점에서 클릭하여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마우스

를 이용한 드래그 방식의 객체 지정은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범위 지정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가 발생할 가능

성이 존재하며 원치 않는 곳을 시작점으로 지정하게 되

었을 경우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 지정 정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6, 7].

또한 Haar Cascade Classifier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객체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프

레임에서 얼굴 탐지기법을 기반으로 인식된 얼굴들을

네모난 박스로 주변을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추적하고

자 하는 객체에 대한 입력을 유도하고 사용자는 인식된

얼굴들을 표현하는 네모난 박스들 중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가 표현되어 있는 박스를 클릭함으로써 추적하고

자 하는 객체를 지정할 수 있게끔 기존의 CMT 객체

추적 기법에 새로이 얼굴 탐지기법을 결합하였다[8]. 또

한 프레임에서 얼굴 탐지기법에 의해 얼굴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객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

존의 CMT 기법에서 활용하던 객체지정 방식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1. 환경구성

우리는 본 연구에서 Haar Cascade Classifier의 얼굴

탐지기법을 활용한 CMT 알고리즘 기반 객체추적 기법

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 라즈베리 파이3과 파이 카메라를 사용하

였으며 각 장치에 대한 환경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은 환경이 구성된 라즈베리파이는 그림 1과

같이 방송용 카메라에 PT 조정 이동기(PT adjustment

translator)와 함께 구성됨으로써 자동 객체추적 시스템

을 구현할 수 있다[9].

그림 1. 시스템의 구성
Figure 1. System Architecture

제안한 자동 객체추적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먼저 방

송용 카메라를 PT 조정 이동기 부분 위의 카메라 고정

나사 부분에 연결한다. 이후 라즈베리파이 카메라도 방

송용 카메라와 똑같은 시점을 보도록 위치를 고정시킨

다. 파이 카메라는 view finder의 역할을 담당하며 파이

카메라에서 얻은 실시간 동영상에 객체를 지정하는 프

레임 마킹을 하여 객체를 추적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PT 조정 이동기는 내부에 스텝 모터가 있어 pan과 tilit

의 기능을 수행하는 액추에이터의 역할을 한다. 즉, 파

이 카메라에서 영상을 얻은 후 객체 추적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pan, tilt가 조정되어 방송용 카메라에서 원하

는 객체를 항상 출력터미널의 중앙부분에 배치할 수 있

도록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그림 1의 시스템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방법

으로 객체를 추적할 수 있다. 첫째로, 라즈베리 카메라

에서 얻은 영상을 stand alone 방식으로 라즈베리 파이

자체에 OpenCV 기반 CMT 알고리즘을 구동하여, 라즈

H/W
(Workstation)

CPU: Intel Xeon CPU E5-2620 v3 2.40GHz
Memory: 32GB

Graphics Card: Geforce 1080Ti

OS
Workstation: Ubuntu 14.04

Raspberry Pi: Raspbian GNU/Linux

S/W Tool
Workstation : Python 2.7.6
Raspberry Pi: python 2.7.13

OpenCV 2.4.13

표 1. 실험 환경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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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 파이의 GPIO 포트를 거처 PT 조정 이동기의 스

텝 모터를 제어하여 pan, tilt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둘

째로, 파이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을 Wi-Fi로 워크스테

이션으로 스트림 형태로 보내서, CMT 알고리즘을 수

행하여 객체를 추적하고, 다시 무선으로 라즈베리 파이

의 GPIO 포트로 pan, tilt의 이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

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영상

을 보내주는 기능(Wi-Fi로)과 PT 조정 이동기를 위한

컨트롤러로써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 간의 더 나은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stand alone 방식의 경우 객체를 추적하는

수행시간이 평균적으로 0.10 ∼ 0.11초가 소요된 반면,

무선 환경에 기반한 두 번째 방법의 경우 평균적으로

0.53 ∼ 0.84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방식인 라즈베리 파이를 stand alone으로 운용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2. 커스텀화된 CMT 객체추적 기법

우리는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 지정의 정확성과

CMT 알고리즘에 얼굴 탐지기법이 결합된 기법을 제안

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CMT 알고리즘은

우리가 제안한 그림 1과 같은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몇 가지 customizing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적

하고 있는 객체가 중앙으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

좌표 결과 도출과 추적 중 객체 재지정 기능을 추가적

으로 구현하였다.

CM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사전에 촬영되어 파일로 존재하

는 동영상을 대상으로 추적하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

법이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사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

해 얻은 동영상 파일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스크립트를 시작하는 순간 동영상의 첫 frame에서 추

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룩

업 테이블을 만들어 영상장비가 각 축에 대해서 이동해

야하는 거리를 1차 함수식을 통해서 변환하였다. 1차

함수식의 계수는 장비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수치 조절을 통해 각 장비에 맞는 이

동 좌표를 도출할 수 있다.

객체 추적 시에 축에 대해서 이동해야하는 거리값을

생성해 놓은 룩업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 있어 계산 없

이 빠르게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x, y 축에 대해

서 개별적으로 도출되는 수치를 기반으로 영상 장비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전

송하여 추적된 객체를 영상의 중앙에 오도록 할 수 있

다. 그림 2는 이동 좌표를 기반으로 한 룩업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 3의 화면을 통해 추적되고 있는 객체의 주

변에는 파란색 사각형 박스가 표현되고 있고 사각형 박

스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노란색 원의 정중

앙과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사용자가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가 추적될 때 마다 나타

나는 파란색 사각형 박스를 기준으로 가운데의 중심 값

을 추출하여 프레임의 정중앙 좌표와 비교하여 객체가

화면의 중앙에 오기 위한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기능

또한 추가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기계가 아닌

사람이 장비를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이동 좌표를 기반으로 한 룩업 테이블
Figure 2. Lookup table based movement coordinates

그림 3. 객체의 이동방향 정보의 제공
Figure 3. Providing movement direction information of an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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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객체를 추적하는 도중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추적 객체 변경 기능

을 추가하였다.

객체를 재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사용자가 단축키로

“R”을 누르게 되면 재생되고 있는 프레임을 정지시키

고 정지된 프레임을 기준으로 다시 재추적하고자 하는

마크(mark)를 재 입력받는다. 그 후 재 입력받은 객체

를 기반으로 과거의 추적하고 있는 객체는 추적하지 않

고 새로 입력받은 객체를 추적한다.

3. 얼굴 탐지 기법 기반 CMT 알고리즘의 객체 추적

기법

얼굴 탐지 기법을 결합한 CMT 알고리즘 기반 객체

추적 기법은 아래 그림 4과 같은 흐름으로 기존의

CMT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던 객체 지정 방식과 얼굴

탐지를 활용한 객체 지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 얼굴 탐지 기법을 연동한 객체 추적 흐름도
Figure 4. The object tracking flowchart combining the face

detection technique

우리는 결합된 얼굴 탐지 기법이 기존의 CMT 객체

추적 기법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 테스트를 진행하

기 위해 기존의 준비해둔 동영상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얼굴 탐지 기법을 결합한 객체 추적 기법은 그림 5에

나타나는 코드에 의해 처음부터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

를 지정하지 않고 임의의 키가 입력되면 아래 그림 6과

같이 영상을 정지하고 해당 프레임에서 얼굴 탐지 기법

을 통해 인식된 얼굴이 노란색 박스로 구분되어 나타나

고 사용자의 입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프레임은

재생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하다가 사용자가 나타난 네

모난 박스 중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에 해당하는 박스를

클릭하는 순간 해당 객체는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로 지

정됨과 동시에 정지되었던 프레임이 다시 재생 상태로

복귀한다. 만약 사용자가 객체 추적을 위해 ‘R’키를 누

른 순간 Haar Cascade Classifier에 의해 인식된 얼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 CMT 방식에서 사용하던 드래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

를 파란색 박스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적 객체를 지정

할 수 있다.

얼굴 탐지 기법을 기반으로 객체를 지정하는 방식 또

그림 5. 객체 지정 코드
Figure 5. Object appointing code

그림 6. Haar Cascade Classifier를 이용한 얼굴 검출
Figure 6. Face detection using Haar Cascade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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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정된 객체가 영상의 중앙 포인트에 오기 위한 정

보를 아래 그림 7과 같이 영상을 통해 제공하고 구체적

인 정보를 터미널을 통해 제공한다.

4. 객체 지정 시간 비교

생방송과 같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영상을 제

공하는 환경에서 객체 추적 기법을 사용할 경우, 객체

를 지정하는 과정동안 발생한 시간 또한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드래그 함으로써

객체를 지정해야 했던 기존의 CMT 방식과 얼굴 탐지

기법을 적용한 CMT 방식의 객체 지정 시간을 비교하

기 위해 똑같은 동영상에서 객체 지정을 30번 수행하고

객체를 지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들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드래그 방식의 객체 지정은 평균적으로 1.067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 얼굴 탐지 기법을 적용한

객체 지정 방식의 결과는 0.755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Ⅳ. 스마트폰을 활용한 객체 추적

원격 지정

영상을 촬영하는 관리자는 객체 추적 시스템과 근접

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격지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지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원격지에서도 추적하고자 하

는 객체 지정을 위해 아래 그림 8과 같은 흐름을 기반

으로 스마트폰 환경에서 현재 촬영하고 있는 영상의 정

보를 서버로부터 받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

면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정보를 얼굴 탐지 기법을

통해 인식된 객체를 선택하는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이

미지를 터치하여 객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력받아

원격지 서버에게 지정된 객체 좌표를 전송함으로써 추

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지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 의해 실행되는

순간 개방되어 있는 서버의 소켓에 연결을 시도하고 그

림 9에 타나있는 SYNC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사용자로

부터 눌리기 전까지 대기한다.

그림 8. 모바일 환경에서의 객체 추적 플로우차트
Figure 8. Flow Chart of Object Tracking in Mobile Environment

사용자가 SYNC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애플리케이션은

서버로부터 전송받을 프레임의 크기를 수신 받고 프레

임의 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잘 수신하였음

을 알리기 위해 응답을 전달하고 서버로부터 프레임을

그림 9 초기 뷰의 애플리케이션
Figure 9. Application to Initial View

그림 7. 동영상의 객체에 대한 이동정보 제공
Figure 7. Providing movement information about the

object based on th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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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받는다. 수신 받은 프레임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Viewer에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Viewer에 나타나는 영상을 보다가

FACE_DETECTION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누름으

로써 얼굴 탐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식된 얼굴

에 나타나있는 박스를 터치함으로써 서버가 추적해야

할 객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인식된 얼굴을 나타내는 박

스 안을 터치하는 순간 인식된 얼굴에 대한 좌표는 서

버로 전송되고 서버는 해당 좌표를 기반으로 영상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지정함으로써 그림 10과 같이

객체를 추적한다.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가 지정된 순간

부터 서버는 인식된 객체가 중앙에 오기 위해 이동해야

되는 경로를 그림 10과 같이 화살표와 노란색 원을 영

상에 표현하고 스마트폰에 정보를 전달할 때도 해당 그

림 정보가 그대로 표현된 영상 정보를 전달하기에 객체

가 인식된 후의 영상을 받는 스마트폰의 화면 또한 서

버에서 나타나는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 나타나게 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 촬영시에 객체 추적 기법을 실

제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객체

추적 기법인 CMT에 Haar Cascade Classifier를 활용함

으로써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사용자가 수동으로 지

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얼굴 탐지 기법을 기반으로 인

식된 얼굴을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

의 수동적인 객체 지정 과정을 최소화하도록 CMT 스

크립트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존 방식과의 추적 객체 지

정에 걸리는 시간을 실험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얼굴 탐

지 기법을 활용한 객체 지정 방식이 더 빠르게 지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원격에서도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지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드

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객체 추

적 시스템에 근접해 있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지정하면 서버에서 해당 객체

에 대한 좌표를 통해 객체를 추적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원격지에서도 추적하고자 하는 객

체 지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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