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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리를 위한 스테레오매칭 데이터의 클러스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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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segment instances of vehicle classes in a sparse stereo-matching data set, this paper presents an algorithm for clustering 

based on DP (Dynamic Programming). The algorithm is agglomerative: it begins with each element in the set as a separate cluster 

and merges them into successively larger clusters according to similarity of two clusters. Here, similarity is formulated as a cost 

function of DP. The proposed algorithm is proven to be effective by experiments performed on various images acquired by a mov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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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방의 차량을 검

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스테레오비전 기반의 차

량검출 알고리즘은 크게 스테레오영상의 대응점 탐색과 탐

색된 대응점으로부터 차량을 분리해 내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스테레오비전 연구는 스테레오 영상의 대

응점 탐색에 비중을 두어 왔다. 그러나 대응점 탐색이 차량

검출은 아니므로 대응점 탐색 이후 탐색된 대응점들로부터 

차량을 분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일은 중요하다. 

스테레오비전에 의한 도로상의 차량검출은 대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한 쌍의 좌·우 영상에서 대응점을 

탐색하고, 대응점 탐색결과를 이용하여 노면영역과 비노면영

역을 분리한 후, 비노면영역에서 유사한 디스패러티(disparity)

나 거리정보를 갖는 픽셀들을 모으는 것이다[1,2]. 

차량검출은 3차원 형상 복원문제는 아니므로 고밀도의 대

응점들을 탐색해 내는 것보다는 매칭의 정확성과 차량분리

에 대한 신뢰도가 더 요구된다. 그러나 차량이 주행하는 자

연환경은 조명변화 등 인위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요인이 많

기 때문에 스테레오매칭의 강인성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이

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에피폴라 제약, 

유일성 제약, 순서성 제약, 연속성 제약 등의 제약조건[5] 외

에 도로의 기하학적 특성과 차량의 물리적인 속성, 그리고 

차량과 노면과의 관계 등을 활용한다. 

Labayrade등[1]은 차량과 노면에 관련된 성질들이 반영된 

v-disparity를 이용하여 노면의 형상을 예측하고, 차량의 후보

영역을 추출하였다. 하지만 차량후보 영역으로부터 실제 차

량을 분리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Nedevschi등

[2]은 대응점 탐색시 에피폴라(epipolar) 라인상에서 수직에지

성분에 대한 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를 취하고 유일

성 제약과 포물선 근사 등을 통해 대응점 탐색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들은 탐색된 대응점들을 3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속

에 표현하고 이 공간을 두 개의 소공간으로 나눈 후 각 소공

간에 속한 대응점들을 가지고 소공간을 대표하는 라인을 추

출하여 노면의 형상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예측된 노면위에 

존재하는 대응점들에 대한 로그(log)변환을 취하여 차량분리

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은 일정한 높이와 폭을 가지며 노면으

로부터 쏟아 있는 강체(rigid body)다.”라는 가정을 차량분리 

클러스터링(clustering) 알고리즘 설계에 활용한다. 특히 클러

스터링 알고리즘은 저자들의 기존 논문 [3,7]에서 제안했던 

방법에 의해 얻은 대응점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대

응점을 차량 후보점이라 하고, 후보점들 전체를 집합으로 간

주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후보점을 추출하

는 저자들의 기존 논문에 제시된 스테레오매칭의 개요를 설

명한다. III 장에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IV 장

에서 실험결과, 그리고 V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후보점 추출  

본 장에서는 참고문헌 [3,7]의 후보점 검출 알고리즘의 개

요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후보점 클러스터링에서 사용할 후

보점의 속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이기 위해서다. 

1. PAF 구축  

그림 1(a)에 보인 바와 같은 좌·우 영상을 탑뷰(그림 1(b))

로 변환한다. 그리고 변환영상 각각에 대해 추출된 에지의 

수직성분(그림 1(c))을 좌·우 카메라원점, CL, CR을 중심으로 

∆r 간격으로 원주방향으로 정의된 다수의 스캔라인(그림 

1(d)는 좌영상의 스캔라인)을 따라 누적을 한다. 그러면 그림 

1(e)와 (f)에 보인 바와 같은 PAF (Polar Accumulation Function)

를 얻게 된다. PAF의 수평축은 스캔라인의 각도이며, 수직축

은 PAF 값을 나타낸다. PAF의 절대치가 큰 위치는 대게 차량

의 수직 경계에 근접된 스캔라인의 각도인 경우가 많다. 

2. 대응점 탐색 및 후보점 결정 

PAF의 절댓값이 큰 위치를 피크라 한다. 차량의 위치를 검

출하기 위해 좌·우 PAF상에 있는 피크들 가운데 서로 대응

되는 피크쌍들을 찾아낸다. 이렇게 대응된 피크쌍을 생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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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스캔라인들의 각도와 이들 두 스캔라인들의 시작점인 좌

·우 카메라의 원점, CL, CR로 두 라인을 얻는다. 그리고 이 

두 라인의 교차점을 차량이나 노상의 장애물이 노면과 접한 

위치로 간주한다. 우리는 이미지상에 표현한 이 교차점을 후

보점이라 한다. 그림 2에 표시된 작은 사각형들이 바로 후보

점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시점 t에서 좌·우 PAF 상에서 행해지는 

피크매칭을 SMOP (Spatial Matching of PAFs)라 한다. SMOP 에 

의해 결정된 후보점들 가운데는 장애물과 무관한 것들이 포

함되기도 한다. 이런 잘못된 후보점을 제거하기 위해 영상 

한 프레임이 처리되는 ∆t 동안에 선행 차량과 자차량 사이의 

상대적 위치변화는 매우 적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어떤 

시점 t-1과 t에 획득된 연속된 두 좌측 영상의 PAF들을 대상

으로 피크매칭을 실시한다. 이 피크매칭을 TMOP (Temporal 

Matching of PAFs)라 한다. 그림 3은 SMOP, TMOP의 개념도와 

 

그림 2. 원영상과 탑뷰영상에 표시된 후보점. 

Fig.  2. Candidate points expressed on the original image and top-

view image. 

 

 

(a) Conceptual diagram of SMOP and TMOP 

(b) SMOP of stereo images shown in Fig. 1 

(c) TMOP 

그림 3. 스테레오매칭: SMOP와 TMOP. 

Fig.  3. Stereo matching: SMOP and TMOP. 

 

 

(a) A pair of stereo images 

   

(b) Top-view images(left, right) 

   

(c) Vertical edges(left, right) 

 
(d) Radial scanlines 

(e) Left PAF 

(f) Right PAF 

그림 1. 스테레오 영상과 PAF. 

Fig.  1. Stereo images and their PA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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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3(b)와 (c)에서 두 PAF를 연결한 

선 각각은 피크매칭이 이루어진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어떤 시점 t-1의 SMOP에서 결정된 후보점과 시점 t의 

SMOP에서 결정된 후보점을 낳은 두 왼쪽 PAF의 피크들이 

TMOP에서도 서로 매칭이 이루어지면 이 두 후보점들은 서

로 대응된 후보점이라 본다. 그리고 이 두 후보점의 공간상

에서의 변위차(거리)를 계산하여 다음의 판정을 내린다. ∆t 

동안의 변위차가 실험적으로 정해진 임계치내에 있다면 이 

후보점은 차량에서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남기

지만, 반대로 임계치보다 클 경우는 차량과 관련이 없는 데

이터로 보고 후보점 집합에서 제거한다. 

 

III. 클러스터링 

생성된 후보점 집합내의 여러 후보점들이 묶여 한 대의 차

량을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이 후보점들을 차량단위로 분리

하려면 후보점들의 클러스터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TMOP에서 전·후 프레

임간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점이 생성되기 때문에 1

차와 2차로 나누어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진다.  

1. 후보점들의 속성 

클러스터링시 이용되는 후보점 속성은 후보점의 3차원 공

간상에서의 위치, 영상에서의 위치, 현 영상 후보점과 대응이 

된 이전 영상의 후보점 사이의 각도변화, 순서성 등이 있다. 

후보점을 낳은 PAF 피크의 위치는 이 피크를 생성시킨 스캔

라인의 각도다. 그림 1(d)에 보인 바와 같이 스캔라인의 각도

는 카메라 초점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증가한다. 하나의 

차량에는 여러 개의 PAF 피크들이 속할 수 있는데, 이때 피

크들의 위치는 PAF에서 연속이다. 따라서 PAF에서 후보점을 

형성한 피크들에 대해 좌에서 우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할당

하면, 동일한 차량에 속하는 후보점들의 번호 또한 연속이 

된다. 이를 후보점들의 순서성이라 한다. 즉, 각각의 후보점

은 순서를 갖는다. 또한 TMOP가 전·후 영상에서 서로 대

응된 후보점들을 탐색하므로, 이렇게 대응된 후보점들을 낳

은 PAF 피크들 사이의 각도차가 후보점들의 각도변화이다. 

2. 1차 클러스터링 

최초의 스테레오영상은 추출된 후보점들 각각이 예비군집

이 되고, 다음 절에서 설명할 2차 클러스터링을 통해 본군집

이 형성된다. 둘째 영상부터는 TMOP를 통해 전·후 영상간 

대응관계가 파악되므로 이전 영상에서 이루어진 군집결과가 

현재 영상으로 전달된다.  

다음은 현 영상에서 얻은 후보점들의 클러스터링에 대한 

설명이다. 이전 영상의 후보점들과 대응이 이루어진 현재 영

상의 후보점들은 대응된 이전 영상의 후보점들이 속한 군집

에 배속한다. 그러나 이전 영상의 후보점들과 대응이 이루어

지지 않은 후보점들에 대해서는 후보점 각각을 새로운 군집

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TMOP직후 후보점들에 대해 행해

진 클러스터링을 1차 클러스터링이라 하고, 1차 클러스터링

으로 얻어진 군집들을 예비군집이라 한다. 

표 1은 그림 2에 표시한 후보점들의 1차 클러스터링 결과

를 보인 것이다. 표 1에 제시된 정보는 후보점들의 순서, ID, 

각도변화, 후보점들이 속한 예비군집번호이다. 여기에서 ID

는 각각의 후보점들을 구별하기 위한 색인이며, 각도 변화량

의 기본단위는 PAF 구축시 사용된 스캔라인의 각도 증분 ∆r

이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각도변화가 -1인 것은 TMOP에서 

대응이 이루어진 현 영상의 PAF의 피크위치가 이전 영상의 

PAF의 피크위치에 대해 왼쪽으로 ∆r 만큼 이동되었다는 의

미이다. 표 1에서 예비군집번호가 0인 후보점은 TMOP에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후보점 13, 24, 33 이 여기

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예비군집번호를 할당

하는데, 기 사용되지 않은 숫자 가운데 작은 숫자로부터 차

례로 할당한다. 이에 따라 표 1의 후보점 13, 24, 33은 각각 3, 

5, 8이라는 번호를 할당하였다. 그림 4는 표 1에 제시된 후보

점들의 1차 클러스터링에 의해 얻어진 9개의 예비군집들을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3. 2차 클러스터링 

1차 클러스터링을 통해 얻은 군집들은 미완성이다. 따라서 

2차 클러스터링이 필요하다. 이때 예비군집들의 2차 클러스

터링을 통해 형성한 군집을 예비군집과 구별하기 위해 본군

집이라 한다. 

본 절에서 제안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DP를 기반으

로 하며, DP의 목적함수는 각 본군집에 속한 후보점들의 바

운딩박스(bounding box) 면적의 합의 최소화로 모델링 된다. 

각 본군집 바운딩박스의 면적계산은 여기에 속한 후보점들

의 3차원공간상의 위치로 이루어진다. DP의 자세한 설명은 

문헌 [8]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1. 후보점들의 속성 및 1차 클러스터링. 

Table 1. Attributes of candidate points and first clustering. 

순서 ID
각도 

변화 

예비군집 

번호 
순서 ID 

각도 

변화 

예비군집

번호 

1 1 0 1 12 24 10 0 

2 4 0 1 13 27 10 7 

3 7 -1 1 14 17 11 7 

4 13 1 0 15 33 13 0 

5 18 0 4 16 19 13 2 

6 3 -1 4 17 29 13 2 

7 6 0 4 18 32 15 2 

8 14 0 4 19 8 16 2 

9 12 0 4 20 20 18 10 

10 22 0 4 21 26 20 10 

11 5 7 6 22 9 20 10 

 

 

그림 4. 1차 클러스터링에 의한 예비군집. 

Fig.  4. Preliminary clusters from the first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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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모형화된다. 먼저, 그림 5에 보인 

바와 같은 2차원 탐색평면을 정의한다. 탐색평면상에서 수평

방향은 예비군집순서 i, 수직방향은 본군집의 수 j를 나타낸

다. 탐색평면에서 예비군집과 본군집이 만나는 사각형을 노

드(node)라 한다. 이 때 n개의 예비군집들의 클러스터링은 노

드 (1,1)에서 (n, n)까지의 최소비용을 갖는 경로탐색 문제로 

본다. 여기서 의사결정은 좌측 상단의 노드 (1, 1)에서 우측 

하단의 노드 (n, n)까지 순차적으로 수행되며, 각 노드에서의 

의사결정은 예비군집의 순서성에 의하여 다음 두 가지 경우

만을 갖는다. 첫째, 현재의 예비군집 i가 새로운 본군집을 형

성하는 경우이고, 둘째, 현재의 예비군집 i가 예비군집 i-1과 

동일한 본군집에 속하는 경우이다. 탐색평면에서 상기 첫째 

의사결정은 대각선, 둘째 의사결정은 수평선의 부분경로

(primitive path)로 표현된다. 최적경로는 이러한 노드들을 연결

하는 부분경로들로 구성되며, 최적경로가 노드 ( , )i j 를 지나

면, 예비군집 i는 본군집 j에 속함을 의미한다. 

다음은 예비군집들의 클러스터링을 DP로 모형화하는데 

사용된 기호와 그것의 의미이다.  

• 
,
:

i j
N  2차원탐색평면에서의 노드 ( , )i j  

• 
,

( ) :
i j

D N  클러스터링이 종료된 본군집 1에서 j-1까지의 각 

본군집들의 바운딩박스의 면적의 합 

• 
,

( ) :
i j

d N  예비군집 i가 클러스터링이 진행중인 본군집 j에 

포함될 때, 본군집 j의 바운딩박스 면적 

• 
1 ,
( ) :

i j
C N  노드 

,i j
N 에서의 의사결정시, 현 예비군집 i가 

새로운 본군집을 형성할 때의 비용함수 

• 
2 ,
( ) :

i j
C N  노드 

,i j
N 에서의 의사결정시, 현 예비군집 i가 

이전 예비군집 i-1과 동일한 본군집에 속할 때의 비용함수 

 

예비군집들의 클러스터링을 위한 DP의 재귀방정식 

(recursive equatio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1 , 2 ,

,

1, 1 1, 1

1,1 2,1 ,1

( )  if ( ) ( )
( )

( ) max( ( ), )  otherwise

( ) ( ) ( ) 0,  2 ,  

i j i j i j

i j

i j i j

n

D N C N C N
D N

D N d N

D N D N D N i n j i

α

−

− − − −

>
= 

+

= = = = ≤ ≤ ≤�

 (1) 

여기에서 α 는 하나의 본군집 바운딩박스의 최소 면적으로 

설정한 실험값으로서, 후보점은 점이므로 면적이 0이 되어 

예비군집 각각이 본군집으로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α 를 15㎡(가로 3m, 세로 5m 기준)로 설정하

였다. 
1 ,
( )

i j
C N 와 

2 ,
( )

i j
C N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

1, 1 1, 1

2 ,

1, ,

  if 1
( )

( ) max( ( ), )   otherwise

 if  or conditions A and B are not held
( )

( ) max( ( ), )  otherwise

i j

i j i j

i j

i j i j

j
C N

D N d N

i j
C N

D N d N

α α

α

− − − −

−

∞ =
= 

+ +

∞ =
= 

+

 (2) 

여기에서 조건 A, B는 다음과 같다.  

• 조건 A: 예비군집 i가 본군집 j에 속할 때 본군집 j의 바

운딩박스는 실제 차량의 폭과 길이보다 작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차량의 폭과 길이를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3m와 

12m로 가정하였다. 

• 조건 B: 예비군집 i가 본군집 j에 속할 때 예비군집 i와 

i-1의 각도변화량의 차이는 2보다 작다. 여기에서 각도 변화

량은 예비군집에 포함된 후보점들 각각의 각도 변화량의 평

균을 취한 것이다. 이 조건은 동일 물체에 속한 후보점들이

라면 이 점들의 PAF 상에서 움직임이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

에서 설정된 것이다. 

모든 노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본군집들의 바운

딩박스의 면적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본군집의 수 J는 다

음 수식에 의해 결정된다. 

 
, ,

argmin{ ( ) max( ( ), )}
n j n j

j
J D N d N α= +  (3) 

최적경로는 노드 Nn,J 에서부터 이미 결정된 부분경로를 그

림 6에 보인 바와 같이 역탐색하여 찾는다. 

그림 6은 표 1에 제시된 예비군집들에 대한 클러스터링 후 

그림 6. 최적경로 결정. 

Fig.  6. Search for optimum path. 

 

표   2. 2차 클러스터링 결과. 

Table 2. Result of the second clustering. 

순서 ID
예비군집

번호 

본군집

번호 
순서 ID 

예비군집

번호 

본군집

번호 

        

1 1 1 1 12 24 5 5 

2 4 1 1 13 27 7 5 

3 7 1 1 14 17 7 5 

4 13 3 1 15 33 8 8 

5 18 4 1 16 19 2 8 

6 3 4 1 17 29 2 8 

7 6 4 1 18 32 2 8 

8 14 4 1 19 8 2 8 

9 12 4 1 20 20 10 10 

10 22 4 1 21 26 10 10 

11 5 6 6 22 9 10 10 

 

 

그림 5. 예비군집의 클러스터링을 위한 2차원탐색평면. 

Fig.  5. 2D search plane for clustering of preliminary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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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최적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최적경로는 9개의 

예비군집들이 {1, 3, 4}, {6}, {5, 7}, {8, 2}, {10} 의5개의 본군집

으로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와 그림 7은 그림 6의 최적경로에 의해 표 1의 후보점

들이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7은 예비군

집 결과인 그림 4와 비교해 보면 클러스터링에 의해 예비군

집들이 어떻게 재군집화 되었는지 알 수 있다. 

 

IV. 실험결과 

실험은 차량에 설치된 전방주시 스테레오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도로상의 장애물이 얼마나 잘 검출되는지 

보인 것이다. 그림의 좌측 컬럼은 SMOP에 의해 추출한 후보

점들을 보인 것이며, 우측 컬럼은 추출된 후보점들을 클러스

터링하여 차량을 분리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실험결과를 고찰해 보면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동일차량

의 후보점들이 서로 다른 군집으로 나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스테레오비전

을 이용한 거리계측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계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5]. 따라서 차량이 멀리 있는 경우는 

실제 동일 차량에 속하는 후보점들이라도 낮은 정밀도로 인

한 거리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군집으로 나뉘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그림 8(d), (r)의 결과가 이런 이유로 카메라로부터 멀

리 떨어져 있는 차량이 나뉘어졌다. 둘째, 잡음이 후보점으로 

선택되어 야기시키는 에러이다. 아주 우연히 곡선도로의 차

선경계가 후보점으로 선택되어 차량에 속하는 후보점과 클

러스터링 된 경우가 있다. 그림 8(l)의 멀리 있는 차량이 이

런 이유로 둘로 나뉜 것이다. 그림 8(f)에서는 중앙분리대 옆

을 주행중인 차량의 그림자가 우연히 중앙분리대에 드리워

져 이 그림자에 의해 후보점이 생성되었고, 이 그림자로 인

해 생긴 후보점이 차량에 속하는 후보점과 함께 클러스터링

이 되는 바람에 차량에 속하는 후보점들이 둘로 나뉘는 결과

를 보였다.  

실험결과에서 차량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경우는 참고

문헌 [7]에서 언급한 후보점 생성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나타

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이런 군집화 에러가 발생된 경

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차량에 속하는 후보점들의 일부가 군

집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차간거리 경보나 차간거리 유지 시

스템과 같은 응용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a) 

  

(b) 

  

(c) 

  

(d) 

  

(e) 

  

(f) 

  

(g) 

 

그림 7. 클러스터링에 의한 차량분리 결과. 

Fig.  7. Vehicle segmentation by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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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그림 8. 차량분리 실험 결과. 

Fig.  8. Experimental results of vehicle segmentation. 

 

V.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스테레오매칭은 기존의 국부적 매칭

법에 비해 장점이 있다. 첫째, SMOP와 TMOP는 전역적 매칭

이므로 매칭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지 않다. 둘째, 스테레오매

칭의 결과가 곧바로 3차원 거리가 된다. 기존의 스테레오매

칭에서는 입력영상 각 픽셀의 디스패러티를 얻고 이들을 다

시 카메라캘리브레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거리로 변환해야 

했지만 제안된 방법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셋째, TMOP

를 통해 전·후 프레임사이의 후보점들을 추적(tracking)할 수 

있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후보점 생성시 파생된 후보점 속성을 그대로 이용한다. 둘째, 

사전에 클러스터링해야 할 대상의 수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도 잘 적용된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DP 기반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차

량분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스테레오비전의 특성상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수록 계측해상도가 떨어진다. 이로 인해 80m 이상 멀리 있는 

차량의 경우 클러스터링 오류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고, 물체가 갖

는 특성을 활용하여 물체를 분리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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