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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법영상 분석 과정의 입체 형상화는 인물의 행위를 2차원 형식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인물 중심의 사건, 사고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적 논의로서 3차원 기반의 입체 형상 구현

과 현장의 재현이다. 이를 위해, 실제 사건, 사고를 기반으로 해당 영상에서 재현 대상을 특정하여 입체적 형상으로 재현하고 그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을 논의한다. 인물 행위의 전개와 주변과의 인과관계를 재현하기 위해 인물, 사물, 환경으로 입체적 구현 

대상을 구분한다. 사건, 사고의 특성을 재현하기 위해 형상들 사이의 상호성을 단독 행위, 다자 연계, 환경 영향으로 구분하여 구

현 대상들의 상호성을 구현한다. 실제 사건과 사고를 통해 각 상황에 대한 사전 분석과 구현 과정을 소개하여 영상 속 인물 형상

의 입체적 재현의 사례를 논의한다.

[Abstract] 

The 3D shaping of the process of analyzing forensic videos can be found in the sense that the behavior of a person can be 
more concretely reconstructed than a 2D form. The content presented in this study is a methodical discussion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people-centered events and thoughts. To this end, based on actual events and accidents, the object to be reproduced 
is specified in the image, reproduced in a 3D shap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cess and results is discussed. To reconstruct 
human behavior and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s, 3D objects are divided into people, objects, and environments. 
To reconstruct the characteristics of events and thoughts, the reciprocity between the images is divided into single acts, multilateral 
linkages, and environmental impacts to realize the reciprocity of the targets. Introducing the pre-analysis and implementation 
process for each situation through actual events and accidents to discuss examples of the 3D representation of the figures in th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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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법영상(Forensic Video)[1]은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

를 보유한 영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

고 보편적 시선에서 동일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증거자료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 영상은 디지털 데이터 구조로 처리되므

로 전자적 증거로서 디지털 매체의 신뢰성과 보존성의 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과 연계하

여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법영상 처리 기

술에는 디지털 영상처리에서 형상의 입체적 재현에 이르기까

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형상의 입체적 재현 방법을 적용해 법영상의 인물 형상

과 그 행위의 재현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이 요구되는 영상들은 넓은 화각으로 인한 왜곡, 낮은 

해상도, 폐색 구간(Occlusion Area) 등으로 인해 인물과 주변의 

구체적 형상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 도형 

요소가 관찰된다면 영상처리 및 복원 등의 방법 적용이 가능하

겠으나 과다한 폐색 구간이나 유동적 형상의 경우 다른 방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인물 대상 영상이 대표적이며 영상 개선 이후 

동세와 행동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형상화 과정이 적용

되어야 하고 신체 특성에 적합한 계층구조 기반 입체 형상 재현

이 요구된다. 영상 속 인물의 형상과 행위를 토대로 그 정체를 

판별하는 과정은 다양한 제한적 상황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인물 대상 법영상의 분석과 재현은 영상 기반의 기술과 함께 상

황의 판별에 적합한 기법들이 동시 개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물 대상 법영상을 대상으로 인물의 동세와 행위

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입체적 구조로 재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

의한다. 관련 기법의 적용과 그 결과에 대해 실제 사건, 사고를 

모델로 해당 사례들에 적용되었던 재현 방법들을 소개함으로

써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영상의 분석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Ⅱ. 법영상의 입체 형상 재현

2-1 법영상과 인물 형상의 분석

1) 법영상 분석의 의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 분야 구분에 의하면 디지털 포

렌식의 영역에 법영상이 포함된다[2]. 증거로서 영상에 대한 1
차 분석에서 화면 속에 나타나는 사물, 구조체, 인물, 문자, 패턴 

등의 다양한 형상에 대해 영상처리, 객체 인식 및 추적, 3차원 

입체화 기법 등을 적용, 분석하여 법적 판별에 유효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법영상 분석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의 형식과 그 연계 구조는 구현 방식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 기반 법

영상 분석은 매우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대

상의 기하학적 정보를 표현하는 영상은 실제 형상의 입체적 구

조가 대상이므로 영상 자체 분석은 물론 3차원 정보 도출을 위

해 해당 구조에 적합한 분석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영상은 기본적으로 법적 판별에 제시될 수 있는 영상 기반

의 증거자료를 의미하며 사건, 사고에 대한 영상을 토대로 과학

적이고 객관적인 판별이 필요한 대부분 영역에서 그 수요가 확

대되고 있다. 법영상은 대상에 따라 민사, 형사를 비롯해 교통

사고, 안전사고, 재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건, 사고의 특

성에 따라 분석 대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사람, 동물, 
자동차 등과 같이 동적 객체가 대상일 때에는 특정 형상의 이

동, 변화, 다른 형상과의 상호작용 등 공간적 구조의 재현과 함

께 영상의 시차 구조를 기반으로 물리적 환경과 객체 사이 변화

에 대한 인과관계의 도출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영

상 정보는 사건, 사고에서 다양한 동적 대상들의 공간적 서사구

조를 재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서 

그 가치를 논의할 수 있고, 개인 또는 단체 사이의 분쟁 중재를 

비롯해 법률기관의 증거자료로서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한 인식

과 이해를 구체화하여 피해 및 가해 여부를 판별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인물 동세 분석의 제한

오늘날 일상의 많은 공간에서 보안 및 감시 용도의 카메라가 

운용되고 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는 물론 스마트폰과 같은 개

인 휴대 기기에서 카메라는 필수적인 시스템이며,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영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

정은 기본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3]. 
감시 및 보안을 위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일

정 시간과 지정된 영역을 대상으로 상시 운용을 위한 시스템이

다. 범용 모델들은 운영과 설치 효율을 위해 적정 크기의 해상

도와 프레임으로 영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높은 품질을 기대하

기 어렵다.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목적 대상에 대해 최

적의 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사건, 사고 발생을 예

측하는 것이 불가하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관한 다양한 

제약들이 존재하므로 적정 정보를 온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사건, 사고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높은 해상도

로 촬영된 경우를 제외하면 영상처리 기반의 후처리 기법이 적

용되어야 한다. 인물이 주요 대상일 경우 2차원 기반의 영상처

리만으로 신체 및 동세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련의 사건, 사고 영상에서 인물을 특정

하여 그 행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될 경우 신체의 구조적 특성과 

카메라의 단일 시점으로 인해 다양한 폐색 영역이 발생할 수 있

다. 어두운 조명, 그림자, 빠른 움직임 등도 영상 품질은 물론 분

석 효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일반적인 CCTV 카
메라의 넓은 화각과 고정 시점은 형상의 왜곡은 물론 입체 형상

을 평면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같은 동적 형상에 대해서도 상반

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들로 인해 해당 사건이나 사

고에 대한 객관적 판별의 어려움과 법적 판단의 지연을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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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고 논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영상 분석의 여러 사례에서 다양한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

함으로써 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대상의 물리적 

정보를 도출하여 현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인물 중심의 사건, 사고는 다양한 해석과 감성적 논리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증거로서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쉽게 확

보하기 어렵다. 
인물 대상 법영상은 디지털 포렌식과 같이 수치 정보 기반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과 달리 관찰자의 판단 기준에 따

라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사건, 사고 영상에서 특정 인물

의 신체 정보와 그 행위가 법적 판단의 근거로 제시될 경우 해

석의 다양성은 증거로서 신뢰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법영상

의 입체 형상 재현은 그런 다양성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법

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증거 부족에 따른 판단의 지연과 소

모적 분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 중심의 사건, 사고 영상에서 3D 모델링 

기반의 입체적 재현기법을 적용하여 인물 대상의 사건, 사고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판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2-2 인물 대상 법영상의 입체적 재현

1) 인물 대상의 사건 · 사고 영상의 특성

법영상의 대상은 문자, 기호, 무늬 등의 패턴에서 자동차, 건
축물 등에 이르기까지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형상이 될 수 있

다. 법영상 분석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상 형상의 판별을 위한 영상처리 기법이 가장 먼저 

논의된다. 영상처리를 통해 대상 형상이 명확해지면 화면의 선

형 정보를 기반으로 크기, 거리, 위치, 형태 등의 판별을 위한 기

하학 정보 도출과정이 적용된다. 영상에서의 형상과 같거나 유

사한 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비교 계측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카메라 시점 및 화각의 제한으로 인해 화면에서 세밀한 

형태를 발견하기 어렵더라도 연계 형상과 주변 구조와의 상호

성을 기반으로 적정 영상처리를 통해 증거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화면 속 인물에 대한 분석은 위치 및 동세에 따라 변화하는 

행위가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세에 대한 형상을 

입체적인 시점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전후의 행위를 유추하여 

해당 사건, 사고의 전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2차원의 

단일 시점은 인물의 동세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동
일 형상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촬영되지 않았다면 단면의 정보

만 표현되는 것이다. 
단일 시점은 폐색 구간을 발생시키고 가려진 영역에 대한 다

양한 해석을 생산하면서 상황의 객관적 판별을 어렵게 한다. 영
상 속 인물들은 비교적 높은 화질로 표현되더라도 의상, 장식, 
소지품 등과 성별과 나이에 따른 다양성으로 인해 신체구조와 

동세를 정밀하게 판별하기 어렵다. 특히 대부분 분석 요구 영상

들은 형상의 구체적 판별을 위해 확대될 경우 그림 1과 같이 세

부적인 형상의 판별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그림 1. 사건·사고 영상 속 인물의 특정

Fig. 1. Specific persons based on forensic videos of 
events and accidents

예컨대, 성추행, 절도, 폭행 등의 사건과 같이 세부 행위에 대

한 판별이 요구되는 경우 인물 형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4]. 많은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관련 영상만 존재할 

경우 인물의 동세와 행위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성추행과 같이 해당 행위가 은밀하게 전개되는 사건 

영상들은 주요 행위가 의도적으로 숨겨져 관찰하기 어려운 경

우가 대부분이다. 영상 품질이 낮은 경우에도 동세와 행위에 대

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로서의 가치

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영상 자체에 대한 기술적 개입

이 적극적으로 전개된다면 원본 정보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고[5] 결국 판단 오류 또는 불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 다

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화면 속 인물의 형상을 재현하고 관련 행위를 보다 구체적이

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선 2차원 기반의 영상분석 외에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인물 형상

에 대해 신체 정보 기반의 형상 정보를 추출하고 해당 영역에 

대응하는 3D 인체 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해당 동세에 대

한 입체적 정보를 구현하여 인물 대상 법영상 분석에 적용하고

자 한다.

2) 입체적 재현의 의미

본 연구의 입체적 재현은 제한적 조건의 영상에서 입체적 구

성 요소를 도출하고 해당 위치에 3D 모델을 정합시켜 현장과 

유사한 입체적 구조로 구현하는 것이다. 영상은 기본적으로 평

면의 제한적 구조로 표현되며 실제의 3차원 형상은 2차원 구조

로 변환되면서 영상에 나타난다. 카메라에 의한 영상 또한 기본

적으로 2차원 변환과정을 거치며, 렌즈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제한적 시점에 의한 영역이 시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열된 구

조이다. 
카메라 렌즈 화각과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 대상은 실제와 

다르게 일부 또는 전체 형태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의 형상도 같은 논리에 따라 다양한 왜곡이 발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1, No. 7, pp. 1201-1210, Jul. 2020

http://dx.doi.org/10.9728/dcs.2020.21.7.1201  1204

할 수 있으며 직선형 구조와 다르게 그 변형 정보를 정량화하기 

어렵다.
법영상은 영화의 실사합성 기법과 같이 창작 모델을 영상에 

삽입하여 정합하는 것과 구현 논리가 다르다. 실사와 같은 형상

을 모델링하여 정합시키고 다음 화면에서도 변화정보에 따라 

정합 과정을 반복하는 구조이다. 제한 시점으로 특정 형상의 폐

색 구간이 발생하더라도 이전, 이후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과 변

형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왜곡된 형태는 연계 영역의 선형구

간을 활용해 보정이 가능하겠으나 인물의 동세 분석에서는 비

교적 그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행위 분석을 위해 신체 관절

부의 동세, 위치, 다른 인물 또는 물체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3) 입체적 형상 재현의 범위

대상의 입체적 재현 범위는 사건, 사고의 특성은 물론 구현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영상처리를 통한 영상에서 

사건, 사고를 개관하고 판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입체화가 요

구되면 구현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전개되어야 한다. 영상 속 

인물의 단독 행위로 전개되는 사건이더라도 주변 사물이나 환

경에 대한 입체화를 통해 물리적 형상 정보가 구현되어야 한다

면 그 범위는 화면 전체 형상이 되어야 한다. 시차 구성에 따라 

변화하는 형상을 구현해야 하는 경우 또한 개별 프레임에 적합

한 전체 형상이 범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재현 범위가 급

격히 증가하는 것이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간 자체를 입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적용

될 수 있다.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등을 

이용한 3차원 스캐닝 및 맵핑 기법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현장

과 주변 형상들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6]. 해외 사례에서 재해 규모 예측과 교통사고 판별

에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가 

장비 및 인력이 운용되어야 하고 소규모의 실내, 복잡한 구조

물, 사람, 움직이는 물체 등이 대상일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인물의 행위 및 연계 환경과의 상호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체 형상과 그 연계 형상에 대한 것으로 구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주변 환경에 대한 구현이 요구되더라도 대부분 

해당 인물과의 인과관계를 판별할 수 있을 규모로 그 범위가 제

한되어야 한다. 3차원 형상 구현을 통한 입체적 재현의 과정은 

실제 현장이 대상이더라도 또 다른 화면을 통해 재현되는 것이

므로 일련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작업자의 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사건, 사고 상황에 대해 제한

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2-3 법영상 기반 입체 형상의 재현 절차

1) 절차 구분에 대한 사전 논의

법영상 분석은 대상 영상에서 객관적이고 유효한 증거 요소

를 도출하여 제시하는 과정이다. 앞서 언급과 같이 인물 중심의 

영상은 기본적으로 그 행위를 분석한 결과가 보편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형태로 재현될 때 증거로 논의될 수 있다. 
입체적 형상 재현은 증거 대상에 대해 다중 시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평면 이미지를 입체적 형태로 구현하여 실제와 같은 형상으

로 재현하는 과정은 영화, 광고 등의 실사합성과 같이 실제와의 

완벽한 융합을 기반으로 사전 기획된 모델을 정합시키는 방법

이 적용된다. 법영상 기반의 입체 형상 구현은 기본적으로 실제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며, 각 과정에는 현장성 판별과 

인과관계 도출 등 증거 요소 판별을 위한 적정성 평가 과정이 

상시 개입되어야 한다. 재현 결과가 법적 판단의 증거로서 가치

를 얻기 위해선 분석과 구현 과정의 적정성과 증거 제시에 대한 

합리성이 반드시 설명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입체 형상의 재현 절차

(1) 요구 항목 분석

영상의 분석과 형상의 입체화에서 우선해야 하는 과정은 의

뢰 및 요구사항의 논의이다. 이 과정에는 제시 영상에 대한 법

적 논리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구현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

가 사전 논의될 수 있다. 증거의 판단은 사법기관의 역할이므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

가의 판단 또는 분석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영상분석 및 평가

요구 영상을 1차 분석하여 영상 조작 또는 훼손 여부를 판별

하고 영상 자체 분석 또는 입체화 기법 적용의 적정성을 논의한

다. 일반적으로 높은 해상도와 선명도를 지닌 영상은 특정 형상

이 연속적인 변화를 보이더라도 보편적인 인식이 가능한 수준

이고 상황을 판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영상처리의 과정이 생

략되어야 한다. 원본 영상에 대해 기술적 개입은 원본을 훼손하

는 과정일 수 있고 특정 대상이 다르게 인식되어 현장과 다른 

형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상의 품질을 확인하여 입

체적 구현 가능성을 사전 평가하여 이후 과정의 전개 여부를 논

의하는 과정이다. 
(3) 대상 객체의 특성

영상처리 기법의 적용에 앞서 영상 내 객체들에 대한 사전 

인지 과정으로 화면 속 대상을 특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증거 가

능 요소를 사전 선정하는 과정이다.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특정하고 형상의 특이요소를 관찰하여 특정한다. 이와 

함께 해당 형상이 포함된 영상에서 특정 동세에 대해 단일 프레

임을 추출하거나 특정 범위에 대해 복수의 프레임을 추출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단일 시점에 의한 영상은 동일 대상에 대해서도 관찰자의 조

건에 따라 다르게 판별될 수 있고, 입체 형상으로 재현하기 이

전과 이후에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을 특정

하는 과정은 사건, 사고의 특성에 따라 입체 형상으로 재현되었

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상을 다시 특정할 수 있다.
(4) 영상의 전처리

화면의 특정 대상과 그 주변에 대한 형상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크기, 위치, 색상 등의 변화 정도를 이해할 수 있



법영상 기반 인물 형상의 입체적 재현 

1205 http://www.dcs.or.kr

도록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앞서 언급과 같이 기

술의 적용은 원본을 기준으로 하며 원형이 변형되거나 특정 대

상이 훼손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은 배제된다.
법영상은 물론 과학수사에서 영상처리 관련 기술은 영상이 

증거자료로 논의되는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의 고도화 속에 법영상의 판독 및 재현기술도 발전하고 있

다. 입체화 과정의 토대가 되는 영상의 전처리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일련의 사건, 사고의 증거 영상은 기본적으로 화면의 

형상이 명확히 나타날 때 그 정보를 토대로 공간, 인물, 사물 등

의 정체, 변화, 그리고 입체적 형상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영상분석이 요구되는 영상은 보편적 시선에서 화면 속 상황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본 해상도에서 형태가 명확히 

나타나더라도 구간이 확대되면 형상의 선예도가 급격히 낮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입체화 과정 이전에 신체의 여

러 형태를 중심으로 적절한 영상처리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영상 자체의 품질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대상에 대한 구체적 

형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후 입체화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5) 3D 모델링

영상에서 대상 형상과 구현 구역의 영상처리가 완료되면 해

당 형상들에 대한 3D 모델링을 수행한다. 추출된 영상에서 입

체화를 위한 요소들을 지정하고, 신체의 경우 특정 행위에 대한 

관절 기관을 중심으로 인체 모델링을 수행하고, 주변 형상에 대

해 도형적 요소를 추출하여 입체적 형상 모델링을 수행한다. 
입체 형상 모델링은 현장 재현을 위해 영상 취득 당시 카메

라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3차원 공간에 대한 시점교정 과

정이 선행된다. 이 과정은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실사합성 기법

과 유사하므로 관련 저작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표 1. 법영상 기반 입체 형상의 구현 절차 

Table 1. 3D shape implementation procedure based on 
the forensic video

Implementation 
Procedure Main Contents

Pre-analysis of 
requirements

Ÿ Overview of events and accidents
Ÿ Selection of implementation items 

corresponding to requirements
Image analysis 
and evaluation

Ÿ Determining the authenticity of a video
Ÿ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3D shape
Target 
object-specific

Ÿ Identifying available items and targets 
in the video

Ÿ Character identification, shape and 
behavior analysis

Image 
pre-processing

Ÿ Separation of specific frames and 
image processing

Ÿ Extracting three-dimensional elements

3D modeling
Ÿ Stereoscopic spatial measurement and 

reconstruction
Ÿ Analysis of a person body and 

tendency and 3d modeling

Comparison 
and verification

Ÿ Compare to the original for the results
Ÿ Analysis and correction of the error 

items
Ÿ Secure and verify evidence elements

인물 대상 법영상은 기본적으로 현장 인물의 행위, 영상 내 

다른 인물과의 비교, 시차 구조에 따른 인물의 추적 등이 중요

한 항목으로 논의된다. 3D 모델링의 주요 기능인 조명, 재질, 애
니메이션 등은 실제와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전 배

제될 수 있다. 선정된 개별 프레임에서 대상 인물의 위치와 행

위에 대한 형상 정보 외의 항목들은 당시 그대로를 재현하더라

도 판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굴 윤곽, 표
정 등의 세부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정 의상

이나 장신구 등은 해당 인물을 구별하는 용도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한들로 인해 화면의 형상을 기반으로 인물의 동세

와 주변 환경의 상호성에 집중할 수 있는 재현기법이 적용된다.
(6) 비교 및 검증 

입체적 형상으로 구현된 결과를 토대로 원본 영상과 비교 및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관련 인물의 증언이나 영상 이외 증

거를 연계하여 재현 결과의 적정성과 증거로서의 가치를 논의

한다. 앞서 언급과 같이 입체화를 통해 평면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정보가 확보될 수 있고 대상 특정의 오류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본 과정 이후에 이전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Ⅲ. 인물 대상 법영상의 입체 형상 구현

3-1 대상 특정 및 입체적 재현을 위한 구분

1) 대상 특정을 위한 구분

영상분석과 입체적 재현이 요구되는 사건, 사고에서 구현 대

상을 특정하는 것은 해당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

이다. 앞서 언급과 같이 인물에 대한 입체적 재현은 특정 대상

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필요한 대상을 특정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영상에서 대상 특정의 과정은 해당 

화면에 대한 형상 특정과 시차에 대한 구간 특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상 특정은 영상에서 사건, 사고의 주요 대상 형상을 판별

하는 것으로 구간 특정과 연계하여 해당 영상을 분리하는 기준

이다. 형상에는 인물은 물론 인물 형상과 관계된 주변 사물들도 

포함될 수 있다. 구간 특정은 동영상의 기본적인 형식을 기반으

로 하며 법적 판별 또는 분석의 대상이 사건, 사고에 특정 인물

이 개입하는 순간에 대해 해당 시간에 대한 적정 프레임을 추출

하여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이다. 
대상의 특정은 사건, 사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며 인물이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인물 또는 주변 환경과의 인과관계에서 

그 특성이 판별될 수 있다. 입체적 형상 구현은 사건, 사고의 상

황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특성에 적합하게 구현 항목에 

대한 사전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현 과정에서 불필요한 

형상을 배제할 수 있고 적정 형상 구현을 통해 당시 상황 재현

과 입체화에 대한 원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2
는 대상의 특정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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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건·사고 특성 기반 구현 및 재현 대상 구분

Fig. 2. Classification of implementation and reconstruction 
targe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vents and 
accidents

2) 입체적 구현 대상의 구분

(1) 상호성 기반 대상 선정을 위한 구분

입체적 구현의 대상이 되는 요소는 크게 인물, 사물, 환경으

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상호관계를 재현하기 위해 인물 단독, 인
물과 사물, 인물과 환경으로 구분하여 사건, 사고의 특성을 반

영하고 대상들 사이의 상호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인물 단독의 구분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입체적 구현이 필요

한 대상을 인물에 한정하는 것으로 신체 형상의 구조적 상황에 

집중하여 재현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법적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 사고에 따라 단독 또는 복수의 인물이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등과 같이 정적 구조의 시설에서 발

생한 일련의 행위를 분석하여 피해 여부 또는 그 정도의 적정성

을 분석하는 사례가 해당될 수 있다. 인물 형상 자체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한 경우 주변 환경을 배제하는 것이 신체구조와 그 변

화를 관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이상의 

인물이 대상인 경우는 다양한 민·형사 사건에서 해당 인물들의 

상호성과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인물과 사물에 대한 구분은 인물의 행위에 대한 원인과 결과

를 논의하는 과정에 특정 사물이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사물의 

의미에는 사건, 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로서 특성에 따라 인물 

이외의 다양한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 인물의 행위와 일련의 

도구가 연계하여 폭행, 강도, 상해, 방화 등의 사건 재현은 물론 

절도, 사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대상물을 추정하고 입체적 형

태로 재현하여 그 정체를 분석하는 과정이 대표적이다. 교통사

고와 같이 이동하는 자동차에 의한 상해 정도를 분석하거나 인

물의 외형에 대한 상대적 계측이 요구될 때 주변 자동차의 크기

가 객관적 비교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물의 범위위 포함될 수 

있다.
인물과 환경에 대한 구분은 인물과 주변 형상들의 구조적 특

성을 연계시켜 동세를 분석하거나 키, 몸무게 등과 같이 신체 

정보를 비교, 계측하는 목적으로 인물과 연관된 주변 환경에 집

중하기 위한 것이다. 인물 행위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당위성을 

판별하기 위해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

정이며 사건, 사고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발생 원인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주변 환경이 또 다른 환경으

로 인해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여 인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

우도 이러한 구분에 포함될 수 있다. 건축물의 실내외를 비롯하

여 주변 설치물 등은 사건, 사고 이후 인위적 개입이 없었다면 

당시의 상태를 유지한 것이므로 현장 계측 등을 통해 객관적 형

상 재현을 위한 상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상호성 재현을 위한 구분

인물, 사물, 환경의 상호성 기반 사건, 사고에서 상황을 구체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해당 요소들의 관계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인물의 독립적 행위만으로도 일련의 사건, 사고가 발

생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현장의 다양한 조건들의 개입과 상호

작용이 발견되며 이것은 인물 행위에 대한 사건, 사고의 특성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특성을 재현하기 위해선 

해당 영상에서 인물과 주변 대상들의 크기, 위치, 변화정보 등

이 동시 재현되어야 한다. 
앞서 구분을 통해 구현 대상을 선정한 이후에는 인물의 행위 

및 주변 대상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은 인물의 단독 행위, 다자 연계, 환경 영향의 구분을 통해 

행위 기반의 사건, 사고 구성과 그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

별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관계의 재현 과정에는 

공간 내 인물, 사물, 환경 요소를 선별 구현하여 구성함으로써 

특정된 대상과 현장의 재현성을 높일 수 있다. 
단독 행위에 대한 구분은 인물의 행동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

로 영상 내 복수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사건, 사고에 직접 관련

된 대상을 특정하여 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목

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자 연계에 대한 구분은 영상에 등장하는 복수 인물들의 상

호연계 행위를 분석하여 재현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폭행과 

같은 사건은 가해 및 피해 인물의 교차 행위에 대한 세부 동세

와 상호 대응의 순차 구성을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신체 

일부 또는 전체의 위치와 그 변화 정도에 따라 법적 판별이 이

루어질 수 있다. 특정 시간 동안 해당 인물들의 행위가 연계되

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선 인물 중심의 다자 연계 

현장을 재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복이나 가방 등 인물이 착

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사물들도 재현 과정에 포함된다.
환경 영향에 대한 구분은 화면 속 인물 주변 구조 또는 관련 

형상들의 관계를 재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실내 또는 실외 공간과 주변 시설구조는 물론 도로, 자
동차 등도 환경의 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 인물 중심의 자동차 

사고의 경우 대부분 관련 영상에서 차량 내부의 인물을 발견하

기 어려우므로 차량과 사람 형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돌, 회피

와 같은 피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현할 수 있으며 

이때 차량은 환경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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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건, 사고 특성에 의한 입체적 재현

1) 특정 인물 형상에 대한 입체적 재현

영상에서 사건의 사전 분석에 따라 단독 또는 복수 인물의 

형상, 동세, 위치 등과 해당 프레임이 특정되면 인물의 동세를 

중심으로 공간 및 신체에 대한 3D 모델링을 적용한다. 그림 3의 

사건은 차량에서 하차한 인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목격자

들의 진술에 의하면 2명의 인물이 하차한 것이다. 영상의 낮은 

해상도로 인해 1인으로 관찰되나 동세와 위치를 기반으로 카메

라 시점에서 가려진 추가 인물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모자

를 착용한 인물의 얼굴 위치에 다른 머리 모양과 무릎 형상이 

추가 관찰되어 입체 형상으로 구현 시 2인이 위치할 수 있는 공

간과 동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재현할 수 있다.
영상 속 인물의 단독 행위에 의한 사건은 고의성 여부의 판

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정 인물의 행위와 주변 환경과의 인

과관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각 신체 기관에 대한 프레임 단위

의 분석이 요구된다. 해당 행위에 대해 신체 기관의 개별적 형

태를 입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주변과의 공간적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 제한 공간 내 2인 신체의 재현

Fig. 3. Reconstruction of two-persons bodies in a limited 
space

그림 4의 사건과 같이 넘어지는 행위가 외력에 의한 것인지 

또는 위험을 감지하고 자력으로 피하기 위한 것인지를 분석하

기 위해 주변과 인물의 입체화 과정을 적용한다. 이동형 수액 

걸이와 자동회전문에 대한 인물의 동세를 순차 연계시켜 넘어

지는 행위의 개연성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다. 신체의 각 관절부

를 기반으로 신체를 구현하여 외부 구조에 의한 동세와 각 신체 

부위의 변화를 재현한다. 개인의 과실 또는 시설의 안전장치 결

함 등 판별 결과에 따라 작지 않은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현이 요구되며 사건에 연관되지 않는 형상들은 판

단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구현 항목에서 배제된다.
그림 5의 사건은 성추행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해 동세를 토

대로 인물들 사이의 간격과 형태 변화를 재현한다. 낮은 해상도

와 야간의 어두운 조명, 카메라 시점에 의해 형상들이 중첩되는 

조건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어렵다. 
영상에서 앉은 상태의 인물들에서 식별이 가능한 신체 특성

을 기반으로 전신 형태를 입체 구현함으로써 상호 간격과 해당 

자세에서 가능한 동세를 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의 특

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피해 또는 가해 주장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림 4. 인물 단독 행위의 재현

Fig. 4. Reconstruction of a person's single act

그림 5. 두 인물의 위치와 동세의 재현

Fig. 5. Reconstruction of the positions and postures of two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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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과 사물의 상호성에 대한 입체적 재현

인물의 행동과 주변 사물과의 관계 분석은 행위의 판별과 사

건의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그림 6의 사건은 

자해와 타살을 판별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토대로 특정 인물과 

사물을 재현하여 동세, 위치, 조명의 변화를 재현한다.
사건의 주요 단서로 지목된 칼 형상의 사물에서 위치, 크기, 

색상, 방향 정보를 찾고 인물의 동세 및 이동 방향을 토대로 상

호관련성을 분석한다. CCTV 영상은 외부 방향으로 설치되어 

출입문 주변의 사물과 인물의 동세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그림자 

수와 화면 속 밝기의 변화를 통해 위치와 동세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 직선형의 주변 구조물은 도형 정보 도출을 통해 공간

을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현장 계측을 통해 구체적인 공

간 재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특정 사물과 인물의 상호성에서 

능동적 또는 수동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판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6. 인물과 주변 사물의 상호성 재현

Fig. 6. Reconstruction of reciprocity of a person and 
surrounding objects

3) 인물과 환경의 상호성에 대한 입체적 재현

본 연구에서 구현을 위한 구분을 통해 환경의 구성에 인물 

이외의 대상을 포함한다. 사람과 차는 교통사고의 주요 구현 대

상으로 사고를 일으킨 차에 높은 품질의 블랙박스(black box)가 

설치되더라도, 어두운 야간이나 고속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 영

상은 낮은 품질로 저장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경우 외부 CCTV 영상의 개입이 요구되며 영상처리 및 입체적 

재현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7의 사고는 블랙박스가 손실되어 주변 CCTV 영상을 

기반으로 분석과 재현이 진행된다. 새벽 시간의 낮은 조도로 인

해 영상의 품질이 저조하나 차량 상향등을 통해 전방 인물과의 

충돌상황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동 방향과 속도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사건은 충돌지점과 횡단보도의 중첩 여부, 충돌 및 

낙하 시 인물의 위치와 동세를 분석하기 위해 입체 형상으로 재

현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재현 과정에는 인물의 상해 추정 부위

와 진단서 내용의 비교를 통해 상호 적정성 판별이 수행되며 동

일 차종을 구현하여 적용함으로써 충돌 시의 물리적 상황을 보

다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그림 7. 신체 충돌에 대한 교통사고의 재현

Fig. 7. Reconstruction of the traffic accident for a collision 
of human body 

그림 8의 사건은 정차를 유도하는 인물과 도주로 추정되는 

차 사이의 거리를 분석하고 해당 동세에서 신체 일부가 차 내부

로 진입할 수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해 입체적 재현이 적용된다. 
차는 동일 모델을 토대로 구현되며 우측면 바퀴의 크기와 간격

의 변화를 기반으로 이동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인물은 신체 

관절부의 동세 변화를 기반으로 전체 형상과 동작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그림 8. 인물과 이동 물체의 상호성 재현

Fig. 8. Reconstruction of the reciprocity of a person and 
moving objects

4) 복수 인물의 상호성에 대한 입체적 재현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은 신체 접촉과 관련한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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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발생하면 그 상황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관련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공간 상부에 설치된 카메라는 사람

들의 머리 또는 어깨 일부 형태만 관찰할 수 있고 이하 신체 형

상의 관찰은 불가할 수 있다. 공간 구조, 인물의 움직임, 신체 특

성을 비롯해 조명, 그림자, 해상도 등은 인물을 특정하여 그 행

동을 분석하는데 제한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림 9. 복수 인물에 대한 상호성 재현

Fig. 9. Reconstruction of the reciprocity of the plural of 
person

그림 9는 버스 내부에서 성추행 관련 특정 인물의 위치와 동

세 변화에서 해당 행위의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한 영상이다. 버
스 내부의 흔들림과 승차 및 하차 시 승객들의 위치와 동세가 

유동적이고, 광각의 해상도로 인해 특정 인물들의 행위를 구체

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인물 특정을 위해 피해 주장 

인물의 위치와 가까운 거리의 형상들을 대상으로 승차 시의 의

상, 키, 성별 등을 기반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추적한다. 특히, 해
당 인물들이 버스 안전 손잡이를 쥐고 있는 데서 손의 방향, 팔 

부분의 의상, 머리 형태, 시선의 변화, 키, 위치 변화 등을 순차

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신체 각 관절부의 각도 변화를 토

대로 행위의 정체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3-3 인물 대상 영상 재현의 제한 

1) 영상분석 및 구현의 한계

증거로서 논의될 수 있는 영상은 사건, 사고 상황을 객관적

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

다. 법적 판단은 기술적 논의와는 다른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

므로 영상분석의 결과는 기술적 판단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앞서 예시된 사건, 사고 영상들은 형상의 입체적 구현 이전
에 영상 자체에서 다양한 제한 요소들을 보여주며 객관적 판단
을 기대하기 어렵다. 낮은 밝기의 조명, 그림자로 인한 이미지 
훼손, 넓은 화각으로 인한 형상 왜곡, 저해상도의 화면 등이 대
표적이다. 영상처리를 통해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보정을 수

행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기술적 의미의 향상으로서 법적 논
리에 따라 원본의 수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8]. 특히 수정된 영상에서 입체적 요소를 추출하여 3차원
의 형상으로 재현되었다면 그 결과는 증거로서의 신뢰를 상실
할 수도 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에 따라 증거로서 디지털 영상의 

효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형상에 대한 인지

적 논의는 객관적 수치와 연산 결과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다양

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6]. 이러한 제한들로 인해 영상에서 

논리적 판단이 가능한 결과가 가시화되더라도 추정 또는 예측 

이상의 논의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조건으로 훼손된 영상을 대상으로 실제 기반의 재현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영상 기반의 

적정 영상처리 기법과 그 신뢰성에 대한 공론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인물 대상 입체 형상 재현의 제한

영상 속 인물을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에는 보이지 않은 

신체구조에 대해 가시적 형상을 토대로 인물 형상을 구현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 신체적 특이요소나 이외의 사

물이 존재한다면 구현할 수 없다. 특히 영상은 기본적으로 실제 

현장의 입체적 정보가 배제된 것이므로 구현 형상이 실제 그대

로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완전한 형상을 전제로 증거

가 제시되어야 한다면 영상에 대한 입체적 재현은 매우 제한적

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체의 기본 구조를 토대로 재현된 결과가 영상 속 행위의 

전개와 유사 또는 일치한다면 과정의 비가시적 영역에 대한 재

현에 유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세에 대한 신체

의 구체적인 상황 재현이 중요하므로 동적 애니메이션 적용은 

어렵다. 시차 구성과 동세 변화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가능성으

로 인해 개별 프레임 단위의 입체 형상을 구현한다. 
인물이 착용한 의상 적용 또한 동세를 감추거나 왜곡할 수 

있으므로 배제된다. 인물 특정의 과정에 의상, 장신구 등이 매

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행위와 동세를 분석하여 판별하는 목적

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Ⅳ. 결론

법영상 분석으로서 입체 형상화는 인물의 행위를 2차원의 

형식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행위에 대한 판별의 주체는 사법기관이므로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내용은 사건, 사고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적 

논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련의 분석사례를 기반으로 영

상에서 입체적 재현 대상을 특정하여 입체적 형상으로 재현하

고 그 과정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인물 행위의 전개와 주변과의 인과관계를 재현하기 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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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물, 환경으로 입체적 구현 대상을 구분하였다. 사건 및 사

고의 특성을 재현하기 위해 형상들 사이의 상호성을 단독 행위, 
다자 연계, 환경 영향으로 구분하여 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사건 및 사고를 예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구현 과정을 약

술하여 영상 속 인물 형상의 입체적 재현의 실제를 논의하였다. 
현대사회는 첨단의 광학기기와 영상매체를 통해 일상의 다

양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대상이 되는 사건, 사고에

서 영상의 존재는 객관적 판단의 근거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2차원의 제한적 조건에서 비논리적 추측과 판단의 개입 가능성

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본 연구와 같이 기존 2차원 법영상

에 대한 3차원 변환 기술의 개발과 그 구현 구조 및 응용 논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영상에 대한 입체적 재현과 검

증 사례가 적극적으로 확대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영상분석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건, 사고의 명확한 

이해와 판별에 기여할 수 있고 불합리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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