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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디지털 프린지 투사 기술을 활용한 3차원 광학 비접촉 형

태 측정방법은 많은 응용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위상변이

(phase shift)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측정된 데이터의 정확도

는 위상변위와 측정물체에 투사된 디지털 프린지 패턴의 정

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1]. 정확한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측정물체에 투사하고 반사된 빛을 카메라에서 정확히 얻는 

것은 시스템 성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차원 디지털 프

린지 투사 광학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웨

이퍼 패키징 분야이다. 크기가 작으며 비용절감, 고용량, 고

집적도 기술적 요구에 따라 WLCSP (wafer level chip scale 

package) 또는 flip chip을 위한 웨이퍼 범프 형성에 대한 기

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웨이퍼에 범프가 잘 형성

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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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three-dimensional (3D) measurement systems based on digital fringe projection are used in many contactless measurement 

applications. The system which can measure a dozen micrometers uses a liquid-crystal display (LCD) as the projection unit for 

generating a digital fringe pattern, because a flexible fringe pattern can be easily made by computer software. According to the 

gamma nonlinearity of the LCD projection unit, the digital fringe projection error on the object affects the accuracy of 3D object 

measurement. An improved method of LCD gamma-nonlinearity error reduction is proposed, by using the inverse function of the 

intensity transfer function to improve the accuracy. The improvement due to the proposed method is shown by measuring the 

difference in precision between a computer-generated sine wave and a camera-obtained sine wave for a standard semiconductor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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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프린지 투사를 이용한 3차원 광학 측정시스템은 많은 비접촉 측정 응용에 사용된다. 수 µ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LCD를 사용하여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생성한다. 이는 다양한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LCD 감마비선형에 의하여 물체에 투사된 디지털 프린지 패턴 에러는 3차원 물체 측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도전달함수(intensity transfer function)의 역함수를 사용하여 LCD 감마비선형에 의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였다. 표준 반도체시편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생성한 사인파와 카메라에서 얻은 사인파의 차를 

측정하여 제안한 방법의 개선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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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측정하여 웨이퍼 범프 품질을 측정할 수 있다[2,3]. 범프 

크기가 수 µm 내지 수십 µm이므로 범프에 투사되는 디지털 

프린지 패턴의 정확도가 범프 높이 측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프린지 패턴 투사모듈로서 아날로그 방식인 

Ronchi ruling 방식보다는 LCD 등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이 

위상이동 오차로부터 자유롭고 정확한 디지털 프린지 패턴

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4].

측정 위상오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시스템 요소와 

랜덤 요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요소는 가급적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 요소는 LCD 감마비선형

(gamma non-linearity), 렌즈왜곡오차(lens distortion error), 비

선형캐리어 위상오차(non-linear carrier phase error), 형상교

정오차(geometry calibration error) 등이 있으며, 측정물체의 

reference surface에 대한 위상정보를 측정물체 위상에서 제

거하는 reference phase subtraction 방법으로 측정 위상오차

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5,6].

그러나 카메라에서는 LCD 감마비선형요소에 의한 왜곡된 

디지털 프린지 패턴이 측정물체에 투사되어 반사된 값을 얻

게 된다[7]. 이는 측정 위상오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체 측정높이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LCD 감마비선

형 요소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LCD 투사모듈에 대한 감마광도계 조절(photometric 

calibration)을 하는 방법[8]이 있으나 공장 출하시 세팅과 컴

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 LCD 투사 빛에 대한 카메라

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함수를 구하여 비선형을 

보상하는 방법[9]이 있으나 투사모듈, 카메라, 측정환경에 영

향을 받는다. 프린지 패턴 영상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사인파 

함수의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구하여 감마

비선형을 보상하는 방법[10]이 있으나 계산이 복잡하여 실제 

적용하기에 힘들다. 다른 방법으로 디지털 프린지 투사 시스

템에서 광도전달함수를 구하여 선형구간만 광도전달함수의 

역함수 테이블을 만들어 감마비선형을 보상하는 방법이 있

다[1]. 이 방법은 간단하고 실제 물체 측정에 적용하기 쉬우나 

선형구간에 대한 광도전달함수의 역함수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선형구간이 작을 경우 투사 빛의 레벨이 제한

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광도전달함수

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하여 얻은 광

도전달함수를 활용하여 디지털 프린지 패턴 개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프린지 투사 시스템에 대한 원리를 고

찰하고, 제3장에서는 LCD 감마비선형 에러 개선에 대한 방

법을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개선된 효과를 

서술하였다.

II. 디지털 프린지 투사 시스템 높이 측정 원리

디지털 프린지 투사 광학시스템 원리는 그림 1과 같이 디

지털 프린지 패턴을 LCD에 형성하고 빛을 투사하여 물체에 

디지털 프린지 패턴이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된 부분과 물체

에 투사된 디지털 프린지 패턴의 반사 빛을 수집하는 카메라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2.1. 측정 기본원리

컴퓨터로 생성된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LCD에 투사하고 

LCD에 그림 1과 같이 빛을 투사하면 물체 높이에 따라 디지

털 프린지 패턴에 위상왜곡이 발생한다. 위상왜곡은 측정물

체 높이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위상차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측정물체 높이를 구할 수 있다[4,7,11].

 
tan


∅


∅




 ∆∅

 (1)

는 측정물체 높이, 는 측정물체에 투사된 디

지털 프린지 패턴 주기, 는 투사각도(그림 1 참조), 

는  
tan


으로 와 가 상수이므로 상수, ∅




는 측정물체 위상, ∅

는 reference 위상, ∆∅는 

측정물체 위상과 reference 위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식 (1)에 

보듯이 측정물체 높이는 측정물체 위상과 기준점의 위상차, 

즉 디지털 프린지 패턴의 왜곡에 비례하여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 과정은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는 spatial 방

법과 위상이동을 이용하는 temporal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

으나 고분해능을 위해서는 위상이동기술을 활용한다[12]. 일

반적으로 위상이동기술은 2π/N만큼 균등하게 위상을 이동하

면서 N개의 영상을 추출하여 측정물체 높이를 측정한다. N

이 크면 클수록 측정오차는 줄어들 수 있지만 측정시간이 많

Fig. 1. Basic principle of the digital fringe system for measuring 

the height of a 3D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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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므로 보통 3개 또는 4개를 활용하나 계산의 편리성

을 위하여 4개를 사용한다. 높이를 측정하는 과정은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생성하여 측정물체에 투사하면 반사된 디지

털 프린지 패턴의 위상을 계산한 결과를 phase unwrapping하

여 식 (1)에 의하여 높이를 측정한다. 위상은 0~2π 사이의 

반복적인 값을 가지므로 이를 연속적인 값을 가지도록 교정

하는 작업을 phase unwrapping이라 한다. 4개의 위상을 이용

한 측정물체 높이 측정은 그림 2의 A, B, C, D와 같이 A를 

기준으로 0, π/2, π, 3π/2의 위상차를 가지는 4개의 디지털 

코사인 프린지 패턴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그림 2의 

디지털 프린지 패턴의 광도는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os∅∆  (2)



는 카메라에서 얻은 디지털 프린지 패턴의 광도 함

수이고 n은 A, B, C, D를 의미한다. 는 바탕광도

(background intensity)로 측정물체 표면의 반사도 및 투사 광

도에 비례한다. 는 디지털 프린지 패턴의 대비

(contrast), ∅는 프린지 패턴의 위상, ∆는 그림 2의 A

를 기준으로 디지털 프린지 패턴들 사이에 위상차를 의미한

다. 그림 2의 A를 기준으로 볼 때 그림 2의 A, B, C, D는 디

지털 코사인 프린지 패턴을 측정물체에 투사하여 얻어진 광

도와 같으며 식 (3)과 같다.



 cos∅



 cos∅



π 


 cos∅π



 cos∅



π 

 (3)

식 (3)에서 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선 3π/2와 π/2를 

빼고, 0와 π를 빼면 식 (4)와 같이 된다. 식 (4)의 두 식을 

나누면 와 가 제거되고 식 (5)와 같이 위상 

∅를 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식 (1)에 의하여 높이

를 측정할 수 있다.



 


  cos∅



 


  sin∅

 (4)

∅  arctan

 






 


   (5)

2.2. 물체높이 측정방법

식 (5)에서 얻은 위상을 연속적인 위상으로 phase unwrap-

ping하고, 시스템적인 위상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림 3과 같이 reference subtraction 방법을 사용한다. 측정물체 

높이를 측정하기 전에 기준(reference)면에 대하여 식 (3)과 

같이 각각 0, π/2, π, 3π/2 변위가 있는 디지털 코사인파 프

린지 패턴을 투사하여 얻은 영상 결과를 식 (5)에 의거하여 

reference wrapped phase를 추출한다. 이 기준면 위상은 3차

원 디지털 프린지 투사 광학시스템에서 초기에 한번만 얻어 

측정물체 높이 측정 기준면 위상으로 계속 사용된다. 측정하

고자 하는 측정물체에 대한 위상은 reference wrapped phase

를 얻는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측정물체의 wrapped 

phase를 얻는다. 그림 3과 같이 측정물체 wrapped phase에서 

reference wrapped phase를 빼면 측정물체의 unwrapped phase

를 얻을 수 있으며 식 (1)에 의하여 측정물체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 식 (1)에서   값은 높이를 알고 있는 표준 반

도체시편으로부터 위상을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Reference 

subtraction 방법은 LCD 감마비선형 오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적인 오차를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 

III. LCD 감마비선형 에러 개선

3.1. LCD 감마비선형 에러 영향

컴퓨터에서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생성하여 LCD을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빛을 투사할 경우 광도전달함수가 

Fig. 3. Reference subtraction method for unwrapping phases and 

reducing systematic errors.

Fig. 2. A, B, C, D are the shifted points of the 4 phase shif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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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과 같이 선형이면 식 (3), (4), (5)를 사용하여 임의의 

픽셀 위치에서 위상을 측정하여 식 (1)에 의하여 측정물체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

  

 (6)

는 카메라에서 얻은 출력 gray level를 나타내며, 는 컴

퓨터에서 입력 gray level를 의미한다. 그러나 LCD 감마비선

형 함수가 식 (7)과 같이 비선형일 때 측정물체에 전달되는 

함수는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7)

는 컴퓨터 입력 함수의 디지털 코사인파 프린지 패턴이므

로 식 (8a)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푸리에 급수(Fourier 

series)로 표현하면 식 (8b)와 같다. 식 (8b)는 컴퓨터로 입력

된 디지털 코사인파 프린지 패턴이 왜곡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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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디지털 프린지 투사 광학시스템에서 LCD 감마비선

형 에러를 반영한 위상함수 ∅를 구하기 위하여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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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를 반영하면 식 (10)이 된다. 식 (10)에서 구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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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식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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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arctan 값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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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런 LCD 감마비선형으로 인한 에러는 카메라 출력에서 

디지털 코사인파 프린지 패턴의 왜곡현상으로 나타나게 되

어 위상함수의 에러를 발생시키고 이는 높이 측정에 부정적

인 요소가 된다.

3.2. 기존 LCD 감마비선형 에러 해결방법

LCD는 일반적으로 그림 4와 같이 컴퓨터에서 보낸 빛의 

강도와 측정물체에 투사된 빛의 강도가 비선형을 이루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위상오차를 유발시키며 실제 얻은 영상에

서 물결무늬의 현상을 발생시킨다[1]. 그림 4에서 보듯이 A, B 

사이 이외 구간에서 컴퓨터 입력 gray level을 적용하면 실제 

카메라에서 받은 출력 gray level에서의 값은 0 또는 255으로 

포화(saturation)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 B 사이의 구간

이 선형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컴퓨터 입력 gray level에 대

한 카메라 출력 gray level이 선형적 매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받은 출력 디지털 프린지 패턴은 왜곡현

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물체에 투사되는 디

지털 프린지 패턴이 비선형에서 선형으로 될 수 있도록 컴퓨

터에서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그림 4에서 A, B 사이의 선형

구간(linear section)만 선택하여 생성한다. 그림 4의 광도전달

함수(intensity transfer function)에서 A, B 사이의 선형 구간

의 함수를 식 (6)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6)으로부터 식 

(11)와 같이 역함수를 구하면, 카메라 출력 gray level에 맞는 

컴퓨터 입력 gray level을 계산할 수 있다.

  (11)

카메라 출력 gray level이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만들 수 있

도록 식 (11)로부터 컴퓨터 입력 gray level을 계산하여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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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or에 투사하면 카메라에서 얻은 디지털 프린지 패턴 

왜곡을 줄일 수 있다. 식 (11)을 테이블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1].

3.3. 개선된 LCD 감마비선형 에러 해결방법

3.2장에서 언급한 LCD 감마비선형 에러 해결방법은 간단

하고 사용하기 편하지만 그림 4에서 A와 B 사이 구간이 정

확한 선형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확한 선형관계 

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A, B 구간을 좁혀야 한다. 이는 컴

퓨터 입력 gray level 구간이 좁아지게 되어 컴퓨터로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생성할 때 변환부호화 에러(quantization error)

를 발생시킨다. 또한 A, B 구간이 정확한 선형관계를 이루지 

않아 카메라 출력에서 왜곡되지 않은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얻기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림 4에서 A, B 사이 

구간의 광도전달함수를 구함에 있어서 식 (6)의 일차다항식

에서 식 (7)과 같이 n차 다항식으로 확장하여 광도전달함수

에 좀 더 근접한 함수를 구한다.

3차원 디지털 프린지 투사 광학시스템에서 컴퓨터 입력 

gray level을 0부터 225까지 빛의 강도를 선형으로 증가시키

면서 카메라에서 측정물체 기준면에서 반사된 값을 카메라 

출력 gray level로 추출하여 광도전달함수를 구한다. 이 때 기

준면의 각 픽셀(pixel)마다 광도전달함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

라 중심으로부터 일정 영역의 평균값을 구하여 시스템 전체

에 대한 광도전달함수를 구한다. 식 (7)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실험에서 얻은 카메라 출력 gray level과 컴퓨터 입력 

gray level 데이터를 엑셀(Excel)에 저장한다. 엑셀 파일에서 

원래 카메라 출력 gray level 대 컴퓨터 입력 gray level 관계

를 바꾸어 컴퓨터 입력 gray level 대 카메라 출력 gray level

로 만들어 다항식 함수를 구하면 식 (7)에 대한 식 (11)의 역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역함수를 사용하

여 원하는 카메라 출력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 입력 gray level을 계산하여 컴퓨터 입력 디지털 프린

지 패턴을 생성하는데 활용한다. 광도전달함수는 3차원 디지

털 프린지 투사 광학시스템 초기에 구하여 사용하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식 (11)을 활용할 때 식 (7)의 다차원 다항

식을 이용하여 역함수를 구한 다음 컴퓨터에서 역함수를 이

용하여 카메라 출력 gray level에서 원하는 카메라 출력 디지

털 프린지 패턴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였

다. 개선된 방법의 효과는 광도전달함수에 근접한 함수를 사

용함으로써 LCD 감마비선형에 의한 디지털 프린지 패턴 왜

곡 현상을 줄일 수 있고, 그림 4에서 A, B 사이의 구간도 엑

셀에서 역함수 다항식의 오차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까지 확

장할 수 있어 컴퓨터 입력 디지털 프린지 패턴 생성 시 발생

하는 변환부호화 에러도 개선시킬 수 있다.

IV. 실험 방법 및 결과

4.1. 광도전달함수 측정

그림 5(a)와 같은 3차원 디지털 프린지 투사 광학시스템은 

컴퓨터에서 원하는 디지털 프린지 패턴을 생성하여 LCD에 

디스플레이하고 LCD에 빛을 투사하는 장치와 측정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촬영하는 카메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a)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카메라 위치가 수직적으로 구

성되어 있지 않고 LCD 투사장치와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

어 LCD 투사장치에서 투사된 빛이 대칭적 반사각도로 카메

라에서 빛의 강도를 측정한다. LCD의 크기는 1920 × 1080이

고, 카메라의 해상도는 2448 × 1224이다. LCD에 컴퓨터 입력 

gray level을 0부터 255까지 빛의 광도를 단계별로 증가시키

면서 측정물체 기준면에 투사하여 반사된 빛을 카메라에서 

얻은 영역의 중심으로부터 400 × 400의 평균을 카메라 출력 

gray level로 얻어 그림 5(b)와 같은 광도전달함수를 구하였

다. 측정물체는 VSLI Standards Incorporated사의 표준 반도

체시편을 활용하였다. 그림 5(b)에서 보듯이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4와 추세가 같으며 A, B는 LCD 감마비선

형에 의한 디지털 프린지 패턴의 영향을 실험하기 위한 선형 

구간을 표시하였다. A와 B 사이의 간격을 작게 선정하면 선

형성은 좋아지지만 컴퓨터 입력 grayscale 구간이 줄어들어 

변환부호화 에러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A와 B의 선정을 

광도전달함수의 포화(saturation)점으로 하였다.

4.2. LCD 감마비선형 에러에 의한 영향 분석

LCD 감마비선형 에러 영향분석을 위하여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그림 5(b)의 광도전달함수의 역함수를 활용하여 컴퓨

터 생성 사인파에 대한 카메라 출력 gray level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코사인파와 사인파는 π/2 위상차만 있을 뿐 특성은 

같기 때문에 디지털 프린지 패턴으로 사인파를 사용하였다. 

표 1에서 다항식의 0차수는 디지털 사인파 프린지 패턴을 컴

퓨터 입력 gray level 0부터 255까지 생성하여 광도전달함수

에 적용한 값을 카메라 출력 gray level로 구하였다. 다항식 

1차는 선형구간(그림 5(b) A와 B 구간)의 역함수를 1차 선형

함수로 구한다. 카메라 출력 gray level에서 이상적인 사인파

Fig. 4. Intensity transfer function. A and B show the interval of 

the selected linear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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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기 위한 컴퓨터 입력 gray level을 역함수를 통하여 얻

는다. 역함수를 통해 얻은 컴퓨터 입력 gray level을 그림 5(b) 

광도전달함수를 통하여 카메라 출력 gray level을 얻는다[1]. 

다항식 2차부터 6차까지는 선형구간(그림 5(b) A와 B 구간)

의 역함수를 그림 5(c)와 같이 엑셀 추세선 기능을 이용하여 

다항식 2차부터 6차에 해당하는 함수를 구하였다. 그림 5(c)

는 6차 역함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확도를 위하여 계수는 

소수점 15자리를 선택하였다. R 제곱은 엑셀 추세선에서 결

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을 의미하며 1에 근접할

수록 해당 함수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다. 다항식 1차와 같

이 역함수를 이용하여 컴퓨터 입력 gray level을 구한 후 광

도전달함수를 통하여 카메라 출력 gray level을 구하였다. 다

항식 2차부터 6차는 LCD 감마비선형 함수 식 (7)에서 2차부

터 6차까지의 비선형을 의미한다. 표 1의 16픽셀, 24픽셀, 32

픽셀, 48픽셀은 한 주기 2π에 대한 픽셀수를 나타낸다. 각 

픽셀의 차수에 해당하는 값은 컴퓨터로 생성된 사인파와 광

도전달함수 역함수를 이용하여 얻은 카메라 출력 사인파의 

차이에 대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표시한 것으로 

LCD 감마비선형에 의한 디지털 사인파 프린지 패턴의 왜곡 

정도를 보여준다. 표준편차 0은 완전 일체를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컴퓨터 생성 사인파와 카메라 출력 사인파에 대한 왜

곡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6과 표 1에서 보듯이 선형

구간을 설정하지 않고 광도전달함수를 적용한 것과 선형 1차 

역함수를 구하여 광도전달함수를 적용한 것을 비교하면 약 

3배 개선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 (7)과 같이 3

차 이상 다항식의 역함수를 구하여 광도전달함수에 적용하

면 그 효과가 1차에 비해 4배 이상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에서 R 제곱이 0.99 이상인 3차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비슷

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R 제곱이 0.99 이상이면 LCD 감

마비선형 함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컴퓨터 입력 gray 

level이 디지털에 의한 변환부호화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에서 보면 한 주기 안의 픽셀 수에 

(a)

(b)

(c)

Fig. 5. 3D digital fringe projection optical system. (a) 3D digital 

fringe projection optical system configuration. (b) Intensity transfer 

function obtained from the system. A and B show the interval of 

the linear section. (c) Inverse function of the intensity transfer 

function for the interval between A and B in (b) with a 6th-order 

polynomial.

Table 1. Standard devi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computer and 

camera sine wave from the intensity transfer function according 

to the nth-order polynomial and pixels for one period (2π)

Order/

Period
0th 1st 2nd 3rd 4th 5th 6th

16 pixel 75.47 17.70 7.46 3.52  1.93 1.89 2.06

24 pixel 68.42 17.99 8.35  3.26  2.20  1.67 1.89

32 pixel 62.93 17.66 7.97  3.70  2.49 1.71 1.92

48 pixel 57.92 17.66 7.87  3.65 2.48 1.53 1.72

R squared 0.983 0.996 0.998 0.999 0.999

Fig. 6. Standard devi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computer 

and camera sine wave from the intensity transf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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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효과는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엑셀을 통

하여 얻은 광도전달함수의 역함수가 LCD 감마비선형에 의

한 광도전달함수 역함수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그림 6과 같

이 광도전달함수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LCD 감마

비선형 함수에 근접한 역함수를 사용하는 개선된 방법이 선

형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보다 디지털 프린지 패턴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4.3. 시스템 실험을 통한 결과분석

앞서 광도전달함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5(a)

의 3차원 디지털 프린지 투사 광학시스템에 적용하여 3.3장

에서 제시한 개선된 LCD 감마비선형 에러 해결방법의 효과

를 분석하였다. LCD에 컴퓨터에서 생성된 디지털 사인파 프

린지 패턴을 투사하여 측정물체(표준 반도체시편)에 반사된 

빛을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은 그림 7(a)와 같으며 그림 7(a)

에서 굵은 선은 실험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 추출영역

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7(b)는 LCD에 디지털 사인파 프린지 

패턴을 적용하여 얻은 카메라 영상에서 그림 7(a)의 굵은 선 

영역을 추출한 사인파이다. 추출된 영역은 중간에서 2주기의 

10개의 열을 선택하여 평균을 사용하였다. LCD 사인파에서 

16픽셀을 사용하였으나 카메라에서 얻은 픽셀은 20이다. 이

는 LCD의 크기는 1920 × 1080이고 카메라는 2448 × 1224이기 

때문에 카메라에서는 2448 * 16 / 1920 = 20.4로 나타난다. 그

림 7(b)의 컴퓨터 사인파는 16픽셀을 20.4픽셀로 반영한 이

상적인 사인파이다. 컴퓨터 사인파와 카메라 사인파의 차는 

실제 원하는 이상적인 사인파의 왜곡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7과 같이 4.2장에서 사용한 광도전달함수의 역함수를 

사용하여 16픽셀, 24픽셀, 32픽셀, 48픽셀 주기에 대하여 3차

원 디지털 프린지 투사 광학시스템에 적용한 결과가 표 2이

다. 그림 8은 표 2를 막대그래프로 도식한 것으로 4.1장의 광

도전달함수를 가지고 얻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슷한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표 2와 그림 8에서 보듯이 역함수를 이용하

지 않은 경우보다 선형 테이블(1차 역함수)을 이용하는 것이 

2배 정도 개선되었으며 3차 이상 역함수를 이용하면 1차 역

함수보다 약 2배 정도 개선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정

확한 역함수를 구하여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한 주기의 픽셀 수에 따

라 개선되는 효과의 추세는 비슷하나 4.2장 시뮬레이션 결과

보다 픽셀 수에 약간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4.2장은 LCD 감마비선형만 고려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이

고, 시스템 실험결과는 서론에서 언급된 다양한 왜곡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 중의 하나는 LCD projector에 

빛이 투사되면 빛이 강도가 측정물체의 모든 영역에 일정하

게(uniformly) 전달되어야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중앙은 

강하고 바깥은 약간 약한 타원형의 빛의 강도가 측정물체에 

(a)

(b)

Fig. 7. Method for the measurement of the distorted precision 

between computer and camera sine wave. The experimental data 

are obtained with the 1st inverse intensity transfer function. (a) 

Sine wave pattern image obtained from a camera. The bold line is 

the selected area for the nth polynomial order comparison. (b) 

Sine wave obtained from a camera and that generated from a 

computer. The difference shows the distorted precision from the 

computer-generated sine wave.

Table 2. Standard devi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computer 

and camera sine wave obtained from the 3D fringe projection 

optical system to the nth-order polynomial and pixels for one 

period (2π). The inverse functions of the intensity transfer 

function are the same as those in Table 1

Order/

Period
0th 1st 2nd 3rd 4th 5th 6th

16 pixel 10.51 5.38 4.22 3.77 3.63 3.79 2.73 

24 pixel 16.02 6.44 4.61 4.81 3.99 4.08 3.54 

32 pixel 20.46 7.46 3.75 3.88 3.12 3.25 2.63 

48 pixel 26.11 9.22 5.36 5.17 4.38 4.46 4.31 

Fig. 8. Standard devi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computer sine 

wave and camera sine wave from the 3D fringe projection op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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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는 것이다.

그림 9는 한 주기 안에서 카메라에서 얻은 사인파와 컴퓨

터에서 생성된 이상적인 사인파의 차이를 역함수를 사용하

지 않은 것(0차 역함수), 선형테이블 이용(1차 역함수), 6차 

역함수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에서 보듯이 6차 역

함수는 다른 것에 비하여 차이가 작으며 모든 픽셀에서 다른 

것에 비하여 차이 분포가 일정하지만 0차 역함수, 1차 역함

수는 차이 분포가 일정 픽셀에 모여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특정 픽셀에서 왜곡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V. 결    론

디지털 프린지 투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프

린지 패턴이 정확하게 측정물체에 투사되어 반사된 영상을 

카메라가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스템적인 위상오차

와 랜덤한 위상오차가 존재하여 컴퓨터로 정확한 디지털 프

린지 패턴을 생성해도 카메라에서 정확한 디지털 프린지 패

턴을 얻기는 쉽지 않다. 랜덤요소는 보통 노이즈에 해당하므

로 시스템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 하나인 

LCD 감마비선형에 의한 왜곡은 측정 시스템에서 실험적으

로 얻은 광도전달함수의 역함수를 컴퓨터에서 디지털 프린

지 패턴 생성 시 보정기능으로 사용하면 LCD 감마비선형으

로 인한 디지털 프린지 패턴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음을 시뮬

레이션과 시스템 실험을 통하여 보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개선된 LCD 감마비선형 에러 해결 방법이 선형테이블 방법

보다 2배 정도 개선효과가 있으며 보상기능이 없는 방법보

다 4배 이상 개선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도전달함수의 고차원 역함수를 구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개선된 LCD 감마비선형에 의한 디지털 프린

지 패턴 왜곡 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을 LCD를 사

용한 디지털 프린지 투사 시스템에 적용하면 LCD 감마비선

형에 의한 디지털 프린지 패턴 왜곡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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