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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two types of Physical Model and RFM (Rational Function Model) is to

determinate ground coordinates using KOMPSAT-2 and KOMPSAT-3 satellite data.

Generally, RPCs(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s) based on RFM is provided for users.

This RPCs is to compute the ground coordinates to the image coordinates. If users

produce ortho-image with provided RPCs is useful, directly compute the ground

coordinates corresponding to image coordinates and check location accuracy etc. are

difficult.

In this study, a basic algorithm of inverse RPCs that calculates the image coordinates

to ground coordinates, compute based on provided RPCs and evaluation of

determinated ground coordinates using developed inverse RPCs were proposed.

초 록

다목적실용위성 2호/3호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지상좌표를 결정하는 방법은 Physical

Model과 RFM(Rational Function Model)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델은 RFM을 기반으로 한 RPCs(Rational Function Coefficients)이며, 이때 제공

되는 RPCs는 지상좌표에서 영상좌표를 계산하는 계수이다. 사용자가 정사영상을 만들 경

우에는 이 계수가 유용하나, 영상에서 임의의 영상기준점에 대응하는 지상좌표를 계산하거

나, 위치정확도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논문은 다목적실용위성에서 제공되는 RPCs를 기반으로 Inverse RPCs를 해석하는 알

고리즘과 해석된 Inverse RPCs를 기반으로 지상표고를 고려한 정밀 지상좌표 해석 알고리

즘을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Inverse RPCs의 해석된 정밀지상좌표 정확도와 Physical

Model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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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2006년 7월과 2012년 5월 다목적

실용위성 2호와 다목적실용위성 3호를 성공적으

로 발사하였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는 지상해상

도가 4m인 다중파장대 영상과 1m의 흑백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MSC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다

목적실용위성 3호는 지상해상도가 2.8m인 다중

파장대 영상과 0.7m의 흑백영상을 취득할 수 있

는 AEISS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인공위성자료

로부터 지상좌표를 해석하고, 위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2개의 별 관측 센서와 1개의 Gyro 센서

를 가지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3호와 같은 고해상도 위

성영상의 활용분야는 크게 지도제작 분야, 정보

추출분야 및 인터넷 서비스 기반구축 분야 등으

로 나눌 수 있다[14].

지도제작 분야는 기존 항공사진촬영의 단점

중 하나인 지도갱신, 촬영폭 등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공사진과 유사한 공간

해상도와 짧은 주기로 영상을 획득하므로 새로운

지도제작의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1][2]. 정보

추출분야와 인터넷 서비스 기반구축 분야는 위성

자료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용분

야이다. 즉 일반 사용자가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토지피복도, 토지이용현황도, 식생분류도, 임상구

분도, 농작물 작황도, 해안선/연안지역 변화 등

을 추출하거나, 이들 정보를 기반으로 GIS 구축,

구글어스, 네이버 지도서비스, 다음 지도 서비스

등의 분야에 위성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위성 기하정보인 위치정보 해석 기술이

기반이 된다.

이러한 위치정보를 해석하기 위해 위성체 측

면에서 GPS, Star sensor, Gyro sensor 등을 기본

적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위성자료를 수신/처리

하는 지상국에서는 위성 위치 결정 센서와 탑재

체 특성에 따라 위치정보를 해석하는 독립된 알

고리즘인 센서모델링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와 3호의 경우도 각기 독

립된 센서모델링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

로 센서모델링 기술은 하나의 통일된 수식을 가

지고 있으나, 위성 탑재체 센서와 위치/자세 수

집센서의 alignment, 탑재체 센서 distortion,

focal length, 센서간 시간 동기화 결정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의 센서모델링 기술이 요

구된다[5][14].

위성자료를 수신하는 지상국의 센서모델링 기

술은 위성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처리 알고

리즘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성 탑재체

및 위성 센서의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이를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

의 편의성, 신속성, 보안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다목적실용위성 뿐

만 아니라 해외 위성의 경우 사용자에게 제공되

는 자료에 기하정보를 할당하거나, 영상자료를

기하학적으로 보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다용한 사용자,

특히 지도제작 분야에 있는 사용자의 경우 위성

자체적으로 포함된 위치해석 정확도의 한계 및

정보제공 한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반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델링 기술의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발된 모델이 RFM(Rational Function Model)이

다.

RFM은 촬영 대상공간 상에 존재하는 지형지

물의 3차원좌표와 이에 대응하는 영상좌표 간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비례다항식의 형태로 표현하

는 모델로 사용자에게는 영상자료의 지상 투영공

간 정보를 사용자가 알고 있다는 가정 형태로 지

상좌표를 이용하여 영상좌표를 계산하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영상지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영

상에서 직접적으로 지상 투영 공간의 지상좌표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따르며, 또한 사용

자가 위성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상

기준점 측량을 수행 할 경우, 영상자료로부터 위

치정보를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목적실용위성에서 제공되

는 RPCs를 기반으로 Inverse RPCs(영상좌표에서

지상좌표 결정)를 해석하는 알고리즘과 해석된

Inverse RPCs를 이용하여 지상표고를 고려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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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지상좌표 해석 알고리즘을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Inverse RPCs로 해석된 정밀지상좌표의 정

확도와 Physical Model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정

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위성자료의 지상좌표 결정

다목적실용위성 2호와 3호의 위성센서에서 측

정된 위성 보조자료를 이용한 지상좌표의 결정은

다목적실용위성의 Direct Sensor Model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좌표 결정을 위해서는 위성영상자료

와 자세데이터 및 위치/속도데이터를 사용하며,

이때 위성단에서 처리된 자료를 OD(Orbit

Determination)/AD(Attitude Determination), 지

상에서 정밀한 인공위성의 자세, 위치, 속도 및

시간정보가 결정된 자료를 POD (Precise Orbit

Determination), PAD(Precise Attitude

Determination)라 정의한다.

위성영상을 처리/배포 하는 지상국에서 센서

모델링은 위성에서 수신된 영상과 위치, 속도 및

자세정보를 기반으로 공선조건식 또는 궤도 모델

링식을 수립한 후, 영상의 각 라인마다의 위치,

속도 자세등의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하며, 결정된

외부표정요소로부터 지상좌표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위성 센서모델링은 카메라(센서) 투영

중심, 영상상의 점, 지상물체간의 기하학적인 관

계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Physical model과 비례

다항식 형태의 RFM으로 구분된다.

2.1 KOMPSAT Direct Sensor Model

KOMPSAT Direct Sensor Model은 물리적 모

델의 한 종류로서 센서와 촬영대상물간의 방향

성, 위치 등의 물리적 혹은 기하학적인 관계를

모델링하여 관계식을 세우고 이 관계식의 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지상좌표를 결정한다[12].

이 모델을 이루는 기본 함수 형태는 대상물의

위치를 규정하는 좌표공간과 센서 위치와 자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외부표정요소, 영상에서

관측된 대상물의 좌표를 센서의 투영중심을 원점

으로 하는 좌표계로 변화시키는 내부표정요소로

구분된다. 내부표정은 센서의 초점거리, 영상의

취득시간 및 영상의 크기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는 반면에 외부표정은 위성

의 자세제어 방식, 영상을 취득할 당시의 위성

자세와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표현된다.

특히 위성 탑재체에 따라 내부표정 요소가 결

정되며, 위성에 따라 내부표정요소의 구성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위성발사 후 지상국

에서의 보정작업은 이들 내부표정 요소를 결정하

는 것이며, 최종 사용자가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최대 정확도의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위성 탑재체의 내부표정요소 결정

정확도에 따라 달라진다.

KOMPSAT의 Direct Sensor Model은 위성궤

도역학을 기반으로 위성 카메라 내부에서 주어진

검출기 소자의 위치를 벡터로 나타내고, 이 벡터

를 단계적으로 센서좌표계, 위성좌표계, 위성궤도

좌표계, 지심좌표계, 경위도좌표계로 변환한다.

그림 1. Direct Sensor Modeling

이때 변환된 검출기 소자의 위치벡터와 지심

좌표계상의 기준타원체와의 교점이 해당 검출기

소자에 나타난 촬영대상의 지상좌표값이 된다.

이 모델은 지상기준점이 없어도 정확한 위성

궤도 정보만 가지고 모델링이 가능하므로 위성

영상의 전처리 과정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다음의 식(1)은 다목적실용위성 2호에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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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영상좌표로부터 지상3차원 좌표를 결정하

기 위해서 총 7개 좌표변환단계로 이루어져 있

다. 반면 다목적실용위성 3호는 식(2)와 같이 4단

계를 통하여 지상좌표를 결정한다. 식(1)과 식(2)

의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나, 위성카메라의 오

차 보정 단계와 위성체 각 센서의 기준계 결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다목적실용위성 3호는 위

성카메라의 오차를 영상좌표 해석으로, 자세해석

을 ECI 기준계를 기반으로 해석하였다.

S
ECEF Orbit LOS Body AL

S Orbit LOS Body AL EOS

S

X- X x
Y- Y = k M M M M M y

zZ- Z

é ù é ù
ê ú ê ú× × × × × ×ê ú ê ú
ê ú ê úë ûë û (1)

S
ECEF ECI

S ECI Body

S

X- X x
Y- Y = k M M y

zZ- Z

é ù é ù
ê ú ê ú× × ×ê ú ê ú
ê ú ê úë ûë û (2)

여기서,

ECEF
OrbitM : from Orbit Coordinate Syste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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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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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 r r

r r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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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ξ 0 -sin 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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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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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 y y

cos ξ sin ξ 0
R -sin ξ cos ξ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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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 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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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BodyM : from Body Coordinate System to LOS

Coordinate System
Body
ALM : from EOS cube #1 & #2 Coordinate

System to Body Coordinate System
AL
EOSM : from EOS Coordinate System to EOS

cube #1 & #2 Coordinate System

 ECEF
 ECIM : from ECI to ECEF

 ECI
 BodyM : from Body Coordinate System to ECI

T[x, y, z] : Scan line coordinate

T
S S S[X ,Y , Z ] : Satellite position

T[X, Y, Z] : 3-D Ground coordinate

k : scale factor

2.2 KOMPSAT RFM

RFM은 앞 절의 물리적 모델과 달리 센서의

물리적인 조건인 위성의 위치, 자세 등을 고려하

지 않는 모델이다. 물리적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위성의 궤도정보 및 센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영상을 취득하는 센서의 종류에 따

라 센서모델이 달라지는 단점도 있다. 또한 물리

적 모델은 일반적으로 위성궤도 역학을 고려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모델이

므로 보다 단순화된 모델을 구성하여 쉽게 센서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RFM

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된 모델이다.

RFM은 촬영 대상공간상에 존재하는 지형지물

의 3차원좌표와 이에 대응하는 영상좌표간의 기

하학적인 관계를 비례다항식의 형태로 표현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2차원 평면 내에서 좌표변

환에 사용되는 고차다항식을 기본방정식으로 개

발된 모델로서, 지상 3차원 좌표(X,Y,Z)와 이에

대응하는 영상좌표(r, c)를 비례다항식 형태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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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면 다음과 같다[4][5][6].

1

2

( , , )
( , , )

n n n
n

n n n

P X Y Zr
P X Y Z

=
,

3

4

( , , )
( , , )

n n n
n

n n n

P X Y Zc
P X Y Z

=
(3)

위의 식(3)에서 지상좌표와 영상좌표는 수학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0과 1.0사이의 좌표 값

으로 정규화 시켜 사용하며, 정규화의 방법은 식

(4)와 같다.

offset
n

scale

r r
r

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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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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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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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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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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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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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Y

Y
-

=
,

offset
n

scale

Z Z
Z

Z
-

=
(4)

다목적실용위성 2호와 3호의 RFM을 구성하는

다항식인 ,  ,   및  는 3차항으로 구

성되며, 이때 분자항 계수는 20개, 분모항 계수는

상수 1을 제외한 19개로 이루어지므로 총 39개의

계수가 존재하게 된다.

RPC를 구성하는 각 차수항 중 1차항 계수는

투영왜곡, 2차항 계수는 지구곡률, 대기굴절, 렌

즈왜곡, 그리고 3차항 계수는 이들 이외의 나머

지 왜곡들을 보정하게 된다.

3. Inverse RPC 및 지상좌표 결정

RPC는 크게 Forward RPC와 Inverse

RPC(Backward RPC)로 구분할 수 있다.

Forward RPC는 지상좌표에서 영상좌표를 결정

하는 Forward RFM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모델이

며, Inverse RPC는 Backward RFM을 기반으로

영상좌표에서 지상좌표를 계산할 때 사용된다.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용자에게는 Forward

RPCs가 제공된다. 즉 사용자가 지상의 3차원 좌

표(위도, 경도, 타원체고)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

에서 영상좌표를 결정하는 모델을 제공한다. 즉

사용자가 정사영상/정사영상지도를 제작할 때에

는 매우 효율적이나,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지상

좌표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다목적

실용위성 2호와 3호는 고해상도 위성으로 유효

영상의 획득 가능성 및 재방문일(Revisit Time)

증대를 위해 위성기동성능을 최대 ±56도까지 조

절하는 경사 촬영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사촬영

으로 지상을 촬영할 경우 지표면의 기복변위에

따라 지상좌표의 결정 정확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공된 Forward RPC로

부터 Inverse RPC를 해석하는 방법, 해석된 RPC

를 이용하여 Ray tracing 기법을 활용한 지상좌

표 결정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3.1 Inverse RPC

“2.2 KOMPSAT RFM”절의 RPC를 구성하는

방정식은 식(3)과 같으며, 이를 Inverse RPC로

변환하면 다음의 식(5)와 같다.

1

2

( , , )
( , , )
n n n

n
n n n

P c r ZY
P c r Z

=
,

3

4

( , , )
( , , )
n n n

n
n n n

P c r ZX
P c r Z

=
(5)

또한 RPC를 구성하는 계수는 크게 지상과 영

상에 대한 Offset, Scale Factor 및 분자, 분모의

3차 다항식 계수로 구성된다.

즉 영상과 지상좌표는 비례공간을 가정하는

형태이므로, Offset과 Scale Factor는 Forward와

Inverse가 같은 형태로 구성되며, 3차 다항식의

계수만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Offset, Scale Factor를 이용하여

Inverse RPC 계수 산출에 필요한 지상좌표와 영

상좌표를 -1.0과 1.0사이의 기준점 좌표로 산출

할 수 있다.

결정된 지상좌표를 이용하여 Inverse RPC의

미지계수인 ～ 및 ～의 총 78개 계수를

최소제곱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미지계수를 다음

과 같이 결정 할 수 있다.

     
   

     
   

(6)

위의 두 행렬을 하나의 행렬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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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7)을 n개의 기준점과 m개의 계수항에 대

해 라인과 칼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

은 관측방정식이 성립한다.

     
   

(8)

I항을 구하기 위하여 최소제곱법을 적용하면

      (9)

로 선형화된다. 식(9)를 에 관하여 정리하면

rational function의 계수행렬이 구해진다.

최소제곱법에 의한 반복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를 단위행렬(identity

matrix)로 가정하여, 식(12)와 같은 행렬을 구성

한다. 다음으로       와 

를 구한 후,    일 때까지 반복 계산하여, 

의 계수행렬을 구한다.

3.2 Ray Tracing에 의한 지상좌표 결정

다목적실용위성 2호와 3호 영상에 지표면 기

복변위 및 경사촬영각에 따른 Inverse RPC의 지

상좌표 결정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ray trac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림 2. Ray tracing 알고리즘 개념도

Ray trac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실제 지상좌

표 결정은 그림 3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

다.

그림 3. Ray tracing 작업흐름도

반복해석시 초기 표고값은 RPC에 제공되는

표고 Offset값을 적용하였다. 반복해석시 위성의

경사촬영각이 큰 경우, 대도심의 복잡한 인공지

물이 존재하는 지형의 경우에는 지상좌표가 잘못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16]. 이러한 경우 연속

적으로 계산된 지상좌표 차이값의 임계값을 반영

하여 해석하거나, 입력되는 DEM의 해상도를 조

정하여 지상좌표 결정 오차를 최소화 시켰다.

4. 실험 및 평가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다목적실용위성 3

호 영상으로서 2013년 1월 22일 촬영된

One-Pass Stereo 영상이다. Forward 영상의 칼럼

과 라인의 GSD는 1.08m/0.97m이며, Backward

영상의 경우는 1.05m/0.93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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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촬영일(UTC) 촬영각

Forward

Image

2013.01.22

20:28:25

Roll : 30.0

Pitch: 19.9

Yaw: -1.3

Backward

Image

2013.01.22

20:29:51

Roll : 28.1

Pitch : -20.2

Yaw : -4.1

표 1. 사용된 다목적실용위성 3호자료

그림 4. Forward image

그림 5. Backward image

그림 6. 사용된 SRTM 표고자료

그림 6은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표고모델

(DEM)인 SRTM을 3차원으로 도식한 그림이다.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은

2000년 2월 11일부터 10일 동안 Shuttle

Endeavour호를 통해 지구의 북위 60도에서 남위

56도 사이의 표고정보를 취득하여 전 세계의 수

치표고모델로 생성한 것이다. SRTM의 해상도는

미국지역의 경우 1 arc second의 30m 격자간격

이며, 나머지 지역은 3 arc second의 90m 해상도

를 가진다.

본 논문은 다목적실용위성에서 제공되는 RPC

를 이용하여 Inverse RPC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

하여 지상좌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

된 지상좌표의 정확도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보

조정보에 기록된 영상 기하학적 정보와 동일하여

야 한다.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경우 위성 GPS 센서,

자세센서, 영상 촬영시간 등의 보조정보와 식(2)

의 KOMPSAT-3 direct sensor model를 통하여

영상의 4코너와 3개의 중앙좌표, 총 7개의 지상

좌표를 제공한다. 이들 총 7개의 지상좌표의 정

확도는 위성 요구정확도인 70m, CE90 정도이다.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경우 영상보조정보에 7

개의 지상좌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Inverse RPC를 이용한 지상좌표 정확

도 평가에 있어서 이들 7개의 좌표에 대한 상대

적 평가와 실제 지상기준점 좌표를 이용한 정확

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2에서 절대정확도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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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인 Inverse RPC를 이용하여 해석한 지

상좌표의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며, 상대정확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Inverse RPC로 계산된 지

상좌표와 실제 다목적실용위성 3호 Bundle에 포

함된 지상좌표의 차이를 RMSE로 계산한 것이다.

즉 상대오차는 Inverse RPC를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와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보조정보에 기록되

어 있는 영상좌표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며, 절대

정확도는 Inverse RPC를 이용하여 계산된 다목

적실용위성 3호의 위치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Inverse RPC를 통해 계산된 위치정확도가 2.1절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Direct sensor model을 기

반으로 계산된 위치정확도 및 상대오차와 동일

한 결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Inverse RPC와 Ray

tracing 기법을 두 데이터(Forward image,

Backward image)에 적용한 결과 두 데이터의 절

대정확도(위성 영상의 실제 지상좌표 해석 후 지

상기준점과 차이)는 42.5m, 58.6m로 산출되었다.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Bundle에 포함된 지상좌

표 및 기준점에 대해, 다목적실용위성 Direct

sensor model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Inverse RPC와 Ray tracing 기법을 기반으로 해

석한 지상좌표의 상대적 해석상 차이는 1.4m,

0.9m(RMSE)로 나타나 일반 사용자가 Inverse

RPC를 이용하여 위치정확도 계산을 하거나 영상

좌표에서 지상좌표의 해석시 충분히 효과적인 결

과물을 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 상 항목
X

error

Y

error

XY

error

H

error

Forward

Image

상대

오차
1.1 0.8 1.4 0.03

절대

정확도
38.5 17.9 42.5 1.0

Backward

Image

상대

오차
0.7 0.6 0.9 0.0

절대

정확도
51.7 27.5 58.6 1.6

표 2. Inverse RPC 해석 정확도(m)

5. 결 론

본 논문은 다목적실용위성에서 제공되는 RPCs

를 기반으로 Inverse RPCs를 해석하는 알고리즘

과 해석된 Inverse RPCs를 이용하고 지상표고를

고려한 정밀 지상좌표 해석 알고리즘을 기술하였

다. 또한 현재 다목적실용위성 2호와 3호에 적용

되어 있는 Direct Sensor Model과 RPC를 산출하

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Inverse RPC와 Ray

tracing 기법을 적용하여 지상좌표를 해석한 결

과와 다목적실용위성 Direct sensor model의 결

과를 비교해 볼 때, 두 모델의 해석상 차이는 약

1.6m 정도로 판단되며, 일반 사용자가 Inverse

RPC를 이용하여 위치정확도 계산을 하거나 영상

좌표에서 지상좌표의 해석시 충분히 효과적인 결

과물을 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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