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10 : 1973~1979 Oct. 2016

Fringe Projection Profilometry를 개선한 효율적인 3D 측정 기법 

김호중1* · 조태훈2

An Efficient 3D Measurement Method that Improves the Fringe Projection 
Profilometry

Ho-Joong Kim1* · Tai-Hoon Cho2

1*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KOREATECH, Cheonan, 31253, Korea
2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TECH, Cheonan, 31253, Korea

요  약 

기술이 발전하면서 카메라를 통해 3D 측정을 하는 방법은 계속 발전되어왔고 최근에는 여러 주기의 fringe pattern
을 이용한 측정 방법을 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주기의 fringe pattern을 이용한 3D 측정 방법에 대한 기존 방법

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준면의 절대위상과 물체의 위상차를 이용한 물체의 절대위상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이용하면 새로운 물체에 대해서 매번 여러 주기의 fringe pattern을 조사하지 않고 물체

의 절대위상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측정단계에서 취득하는 영상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보다 빠른 속도로 3D 측정을 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였다.

ABSTRACT 

As technologies evolve, diverse 3D measurement techniques using cameras and pattern projectors have been 
developed continuously. In 3D measurement, high accuracy, fast speed, and easy implementation are very important 
factors. Recently, 3D measurement using multi-frequency fringe patterns for absolute phase computation has been 
widely used in the fringe projection profilometry.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method to compute the object's 
absolute phase using the reference plane’s absolute phase and phase difference between the object and the reference 
plane. This method finds the object's absolute phase by ad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ference plane's wrapped 
phase and the object's wrapped phase to the reference plane's absolute phase already obtained  in the calibration stage. 
Through this method, there is no need to obtain multi-frequency fringe patterns about new object for the absolute phase 
computation. Instead, we only need the object's phase difference relative to the reference planes's phase in the 
measureme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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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체의 3D 측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

지 방법이 존재하고 개선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Fringe 

Projection Profilometry (FPP)는 빠른 처리 속도, 정확

성, 쉽게 할 수 있는 점, 여러 물체가 섞여 있어도 처리

가 가능한 점 등의 이점이 있어 실제로 3D 측정에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FPP는 특정한 함수에 의해 만들

어진 프린지 패턴(fringe pattern)을 물체에 뿌려 얻은 위

상 정보를 통해 물체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논문[1]

에 소개되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자면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네 가지로는 디지털 프로젝션의 감마 보정, 시

스템 요소의 임의적 구성,  프린지 패턴의 위상 언래핑

(phase unwrapping), least-squares inverse 접근에 의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이 있다.

이 네 가지 방법에 의해 3D 측정이 잘 되었지만, 새

로운 물체의 높이를 측정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 번의 

프린지 패턴을 뿌려 영상을 얻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어느 물체의 높이 측정을 실시간으로 처리 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 본 논문은 프린지 패턴을 매번 뿌리는 작업

을 대체할 방법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논문[1]에서 소개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한 뒤에, 이 

방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여러 데이터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앞서 말했듯이 이번 장에서는 논문[1]에서의 3D 측

정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방법의 취약한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임의의 시스템 구성

FPP를 이용한 3D 측정 방법은 보통 시스템의 구조

를 정해진 위치와 각도에 위치시켜야 하고 여러 파라

미터를 미리 구해놓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대신

에 시스템을 일반적인 구성으로 함으로써 물리적인 조

정이나 여러 파라미터를 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하였

고, 시스템 구성의 위치와 각도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

게 하였다. 게다가 관찰할 물체의 측정 범위를 넓힐 수 

있고 크기나 모양을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다.

2.1.1. 3D 모양 결정 알고리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     (1)

이 공식은 논문[2]에서 소개되고 있는 공식을 확장

시킨 것으로써 ~, ~은 기하학, 시스템 파

라미터와 관련된 계수로써 3D 측정 전에 결정되어 있

어야 할 계수이다. 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후에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FPP는 일정한 구성을 

꼭 해야만 했지만 위의 공식을 따르면 임의적이고 일

반적인 구성으로도 쉽게 계산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게다가 이 공식은 기준면의 위상과의 차이를 구할 

필요가 없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2.2. 여러 주기의 프린지 패턴에 의한 Phase unwrapping

FPP기반 기술은 전 영역에 대한 랩 위상(wrapped 

phase)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위상 천이(phase shifting)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랩 위상을 반드시 언랩

(unwrap)을 해주어야 실제 위상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이 언랩의 작업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하느냐가 중

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 주기

를 이용한 프린지 프로젝션(Fringe projection)방법을 

이용한다. 이는 주기가 다른 여러 개의 프린지 패턴을 

여러 번 뿌려 영상을 얻은 후, 제일 작은 주기의 패턴 영

상을 큰 주기의 패턴 영상을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언랩

하는 방법이다.(논문[3-5])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복잡한 

모양의 분리 된 여러 물체에 대해서도 언랩 위상

(unwrapped phase)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큰 주

기의 프린지 패턴을 이용하여 작은 주기의 프린지 패턴

을 언랩하는 수식은 식 (2)와 같다. 이때 는 번째 프린

지 패턴을 의미하고, 과 는 각각 언랩 위상, 랩 위

상를 의미한다.  은 주기가 다른 프린지 패턴의 개수

를 의미한다. 는 번째의 주기를 나타내는데 

 =1;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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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 는 소수의 반올림을 취하는 연산자를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는 위상 천이 알고리즘에 따라 얻어

진 랩 위상 값을 의미하고 
  

을 만족한다. 이 방

법은 속도 측면에서 우수하고 여러 물체에 대해 추가적

인 처리과정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3. Least-squares inverse 방법에 의한 시스템 캘리브

레이션

앞서 말했듯이 3D 측정을 위해서는 식 (1)의 ~

, ~을 미리 구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least-squares inverse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는데, 기준 

면과 높이를 알고 있는 게이지 블록에서 샘플 포인트를 

잡아 구하게 된다. 

 




 
                       (3)

       
  

  
  

    (4)

       
  

  
  

   (5)

이때, 가 최소가 되게 하는 계수들을 찾으면 되는

데 
는 기준면과 게이지 블록의 높이를 의미하고, 

는 각 면의 유효한 포인트들의 개수이며 은 샘플 포

인트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least-squares 

inverse 방법을 사용하여 계수를 구하면 이를 이용하여 

3D 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

Ⅲ. 제안 방법

앞서 설명했던 방법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기준

면과 높이를 미리 알고 있는 게이지 블록에 여러 주기

의 프린지 패턴을 뿌려 영상을 얻은 후, 큰 주기의 프린

지 패턴 영상을 이용해 제일 작은 주기의 프린지 패턴 

영상을 언랩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 위상 분포인 절대

위상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통해 ~, ~

의 계수를 구하게 된다. 이 계수가 곧 물체의 3D측

정을 위한 값들이고, 이를 이용해 물체의 절대위상을 

구하면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물체의 높이를 측정할 때마다 주기가 다른 여러 프린

지 패턴을 매번 뿌려 절대위상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점은 측정 속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효

과적이지 않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3D 측

정을 할 때 여러 주기의 프린지 패턴을 뿌릴 필요가 없

는 기준면의 절대위상과 물체의 위상차를 이용한 물체

의 절대위상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절대 위상

절대 위상이란 위치에 따라 고유한 위상 값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비교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

용하였다. 영상의 중심에 중심선을 뿌려 얻은 영상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과 영상 전체에 프린지 패턴이 한 

주기보다 적게 들어가게 하여 얻은 영상을 이용해 언랩

하는 방법이 있다. 

Fig. 1 Center line image

Fig. 2 Largest perio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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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는 중심선을 뿌린 영상의 예시가 나와 있고, 

그림 2에는 두 번째 방법이었던 큰 주기를 뿌린 영상의 

예시가 나와 있다.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절대 위상을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중심선에 해당하는 위

상 값들의 평균을 구하여 언랩 위상에서 빼주는 방법이

고,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주기 영상들의 언래핑 자체를 

그림 2의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3에는 이렇

게 만들어진 절대 위상이 나와 있다.

Fig. 3 Absolute phase

3.2. 기준면의 절대위상과 물체의 위상차를 이용한 물체

의 절대위상을 구하는 방법

앞서 말했듯이, 기존의 방법은 3D측정을 위한 계수

를 구할 때나 새로운 물체를 측정할 때, 모든 경우에 대

해 절대 위상을 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제안하는 

이 방법은 기준 면의 절대 위상만을 구해 놓은 상태에

서, 새로운 영상에 대한 랩 위상과 기준면의 랩 위상의 

차이 값에 이 절대 위상을 덮는 방식을 사용한다. 


  

  
  

                  (6)

이때, 
는 물체의 절대 위상을 의미하고 

는 구

해놓은 기준면의 절대 위상을 의미한다. 
 는 기준면

의 랩 위상을 의미하고 
 는 물체의 랩 위상을 의미한

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새로운 물체에 대해서 가장 작은 

주기의 프린지 패턴 영상만 획득하면 되기 때문에 더욱 

빠른 측정 속도를 보일 수 있다. 단, 측정하고자 하는 물

체에 가장 작은 주기의 프린지 패턴을 뿌렸을 때 패턴의 

굴절되는 정도가 를 넘어간다면 논문[6,7]에 따라서 

두 번째 크기의 주기 영상을 이용하여 가장 작은 주기 영

상을 언랩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의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는 물체에 대한 랩 위상과 기

준면의 랩 위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그림 5는 기준 면의 

절대 위상에 그림 4를 덮은 결과를 나타낸다. 

Fig. 4 Subtraction with object’s wrapped phase and  
reference’s wrapped phase

이것은 결국 물체에 대한 절대 위상을 의미한다. 그

림 4를 보면 물체가 있는 곳에서 패턴이 굴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체 밑에 다른 색으로 심하게 튄 부분

은 실제로 영상에서 그림자 부분을 나타낸다. 이 부분

은 물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판정하여 값에 대한 고

려를 하지 않는다. 그림 5를 보면 그림 3과 비슷하게 절

대 위상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3.1

에서 말한 방법대로, 물체에 중심선을 사용하거나 큰 

주기를 이용하여 절대 위상을 구한 값과 아주 흡사한 

값을 갖는다. 이 의미는 측정할 물체에 대해서 중심선

을 사용하거나 큰 주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이 사용 가능하고 속도 

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 5 Object’s absolute phase(using reference plane’s 
absolute phase)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결과를 비교 하였다. 중심선을 이용하여 절대 위상을 



Fringe Projection Profilometry를 개선한 효율적인 3D 측정 기법

1977

구하는 방법(A)과 큰 주기를 이용하여 절대 위상을 구

하는 방법(B)을 실험 했고, 이 두 방법에 대해서 각각 기

준면의 절대위상과 물체의 위상차를 이용한 물체의 절

대위상을 구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C)과 기존의 방법대

로 각각의 절대 위상을 따로 구한 방법(D)을 실험하였

다. 실험을 위해서 Windows 10(64bit), Microsoft Visual 

Studio 2010의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카메라는 PointGrey 社의 ‘Firefly MV 

FMVU-03MTM’을 사용하였고 해상도는 640×480이

다. 렌즈는 computar 社의 ‘M1214-MP2’를 사용하였다. 

프로젝터는 Optoma 社의 ‘pk320’를 사용하였고 해상도

는 1024×768로 설정하였다. 시스템 구성은 그림 6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Fig. 6 System components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각각 

실험을 하였는데, 두 데이터 모두 주기가 12(가장 작은 

주기) 48, 192, 768(가장 큰 주기) 네 개를 사용 하였다. 

또, 각각의 랩 위상에는 값이 1인 가우시안 스무드

(gaussian smooth) 처리를 해주었고, 물체를 측정한 결

과에는 ×  미디언 필터(median filter)를 두 번 해주

었다. 각 표에서 h_true는 실제의 높이를 의미하고 

h_avg는 각 높이의 영상에서 얻은 위상을 통해 높이를 

다시 측정해 본 결과를 나타낸다. s.d.는 표준편차이며, 

rmse는 Root Mean Square Error를 나타낸다. max-min

은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의미한다. 또, 모든 실험 

결과의 각 수치들의 단위는 mm로 표시하였다.

첫 번째 데이터는 기준면(0)으로부터 500씩 

등 간격으로 올려 4000까지 얻은 영상 9개를 이용

하여 ~, ~의 계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였

다. 등 간격으로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 Sigma Koki 社

의 z-stage에 FOTOWAND 社의 그레이 카드(Gray 

card)를 올려놓고 사용하였다. 이 Gray card가 캘리브레

이션 면(Calibration plane)인 기준면이 되고, 같은 종류

의 그레이 카드를 이 기준면 위에 올려놓고 물체로 잡

아 높이 측정을 실험 하였다. 계수를 구할 때는 각 높이

의 영상에서 샘플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데, 본 실험에

서는 영상에서 상하좌우 10픽셀의 여백을 제외하고 등 

간격으로 가로 31개, 세로 23개의 샘플 포인트를 추출

하여 계수를 구하였다.  표 1~표 4의 결과들은 계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0~4000의 위상에 대하여 높이

를 측정한 것이고, 상하좌우 10픽셀의 여백을 제외한 

전체 영역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표 1 과 표 2 는 중심선을 이용하여 절대 위상을 구한 

뒤 높이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둘의 결과

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차이가 있는 이유로는 각각의 높이에 대해서 중

심선을 사용할 때 위상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밝기 

임계값(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30으로 설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로부터 위상의 평균값에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1 Method (A) + Method (C)

h_true h_avg s.d. rmse max-min
0.0 -0.0041 0.0197 0.0202 0.1690
0.5 0.5159 0.0196 0.0253 0.1740
1.0 0.9838 0.0262 0.0308 0.1955
1.5 1.4955 0.0269 0.0272 0.1965
2.0 2.0018 0.0202 0.0203 0.1599
2.5 2.5078 0.0185 0.0201 0.1537
3.0 3.0059 0.0182 0.0192 0.1489
3.5 3.4970 0.0178 0.0181 0.1464
4.0 3.9937 0.0182 0.0192 0.1432

Table. 2 Method (A) + Method (D)

h_true h_avg s.d. rmse max-min
0.0 0.0294 0.0200 0.0356 0.1725
0.5 0.4921 0.0198 0.0213 0.1758
1.0 0.9540 0.0264 0.0530 0.1967
1.5 1.4793 0.0268 0.0339 0.1968
2.0 2.0222 0.0203 0.0300 0.1592
2.5 2.4960 0.0183 0.0188 0.1629
3.0 3.0417 0.0184 0.0456 0.1542
3.5 3.5239 0.0175 0.0296 0.1481
4.0 3.9610 0.0181 0.0430 0.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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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thod (B) + Method (C)

h_true h_avg s.d. rmse max-min

0.0 -0.0039 0.0197 0.0201 0.1685

0.5 0.5160 0.0196 0.0253 0.1736

1.0 0.9838 0.0262 0.0308 0.1952

1.5 1.4955 0.0269 0.0272 0.1963

2.0 2.0017 0.0202 0.0203 0.1599

2.5 2.5078 0.0185 0.0201 0.1536

3.0 3.0059 0.0182 0.0192 0.1490

3.5 3.4969 0.0178 0.0181 0.1465

4.0 3.9937 0.0181 0.0192 0.1433

Table. 4 Method (B) + Method (D)

h_true h_avg s.d. rmse max-min

0.0 -0.0039 0.0197 0.0201 0.1685

0.5 0.5160 0.0196 0.0253 0.1736

1.0 0.9838 0.0262 0.0308 0.1952

1.5 1.4955 0.0269 0.0272 0.1963

2.0 2.0017 0.0202 0.0203 0.1599

2.5 2.5078 0.0185 0.0201 0.1536

3.0 3.0059 0.0182 0.0192 0.1490

3.5 3.4969 0.0178 0.0181 0.1465

4.0 3.9937 0.0181 0.0192 0.1433

표 3과 표 4를 비교 해보면 결과가 동일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표 1의 결과가 표 2에 비해서 근소하게

나마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정확성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측정 속

도는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5의 결과는 앞서 말했듯이 기준면과 같은 종류인 

그레이 카드를 기준면 위에 올려놓은 것을 물체로 하여 

얻은 영상에 대한 측정 결과이다. 표 5에는 h_true의 값

이 빠져 있는데, 이는 캘리퍼(Caliper tool)로 그레이 카

드의 높이를 측정하는 부분에 따라 높이가 다르기 때문

에, 어느 한 값을 실제 높이로 정하기에는 애매하여 제

외 하였다.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상하좌우 10픽셀을 

제외하여 얻은 결과이다.

Table. 5 Result of first data’s object measurements

Method h_avg s.d. max-min

(A) + (C) 3.1415 0.0198 0.1635

(A) + (D) 3.1093 0.0200 0.1617

(B) + (C) 3.1409 0.0183 0.1363

(B) + (D) 3.1409 0.0183 0.1363

두 번째 데이터는 논문[1]에서와 같이 한 영상 내에 

높이를 알고 있는 게이지 블록을 설치해 두고 얻은 데

이터이다. 게이지 블록은 Mitutoyo 社의 게이지 블록

(Gauge block) set, grade 0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한 영상만을 이용하여, 높이 측정을 위한 계수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계수를 구하기 위한 샘플 포인트

는 좌, 우 기준면과 각 블록에 대해서 등 간격으로 가로 

5개, 세로 10개씩을 추출 하였다. 이 데이터에 대한 예

로는 그림 7과 같고, 계수를 구한 후에 각 높이에 대한 

측정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Fig. 7 Second data example

Table. 6 Result of second data

h_true h_avg s.d. rmse max-min
0.0 0.0001 0.0380 0.0380 0.3001
4.0 3.9967 0.0459 0.0460 0.7051
1.0 1.0127 0.0565 0.0579 0.7848
3.0 2.9991 0.0515 0.0515 0.6053
2.0 2.0017 0.0557 0.0557 0.8082
0.0 -0.0044 0.0503 0.0505 0.4520

이 결과는 위에서 샘플 포인트를 구하기 위해 잡았던 

관심 영역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이다. 첫 번째 0.0은 영

상에서 왼쪽 기준면의 관심 영역에 대한 것이고, 마지

막의 0.0은 영상에서 오른쪽 기준면의 관심 영역에 대

한 결과이다.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준면의 절

대위상과 물체의 위상차를 이용한 물체의 절대위상을 

구하는 방법을 적용한 (C)의 결과와 기존의 방법인 (D)

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완벽하게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 영상에 게이지 블록을 두고 한 번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준면의 절대위상과 물체의 위

상차를 이용한 물체의 절대위상을 구하는 방법이 정확

성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측정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사실을 보였다. 표 7은 게이지 블록을 물체로 하여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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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들은 각 블

록마다 관심 영역을 설정하여, 그 영역 내에서만 값을 

계산하게끔 한 결과이다.

Table. 7 Result of second data’s object measurements

h_true h_avg s.d. rmse max-min
1.3 1.3480 0.0713 0.0859 0.6258
1.5 1.5187 0.0685 0.0710 0.6882
2.5 2.5414 0.0576 0.0709 0.5657
3.5 3.5325 0.0521 0.0615 0.6331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D 측정을 위한 방법 중에서 여러 주

기의 프린지 패턴을 이용하여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했다. 그리고 이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제

시하고 해결 방안으로 기준면의 절대위상과 물체의 위

상차를 이용한 물체의 절대위상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또, 실험을 통해 동일한 측정 결과를 보이면서 

측정 속도 차원에서는 더 좋다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3D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높이 측정한 것을 영상

으로 확인해 보면 가장 작은 주기의 패턴을 뿌린 것처

럼 자글자글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보완한다

면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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