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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기반 밝기 표준화를 통한 이진영상의 고속 불균일 조명 보정

Fast Correction of Nonuniform Illumination on Bi-level Images using Block Based 
Intensity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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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investigated a novel fast non-uniform illumination correction method for bi-level images. The proposed 

method divides a bi-level image into sub-images and roughly estimates block-wise illumination by low pass filtered 

maximum values of sub-images. After that, we apply bilinear interpolation using the block-wise illumination to  estimate 

non-uniform illumination, and compensate for the effect of non-uniform illumination using the estimated illumination. 

Since the proposed method is not based on computation intensive iterative optimization,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effectively for applications that require fast correction of non-uniform illumination. In simulations, the proposed method 

showed more than 20 times faster speed than existing entropy minimization method. Moreover, in simulations and 

experiments, the restored images by the proposed method were more close to true images than images restored by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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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코드 상, 문서 상 등과 같이 두 가지의 밝기 값만

을 가지는 이진 상은 바코드 복호, 문서 자동 인식등의 여

러 분야에 리 응용되고 있다 [1-2]. 특히 최근 격히 보

되고 있는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에서 이진 상

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의 검색 등을 수

행하는 응용이 늘고 있다.

이진 상의 자동 인식은 일반 으로 획득된 이진 상의 

밝기 값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 는 임계치를 설정하여 

임계치 보다 큰 값과 작은 값을 구분하는 이진화 

(binariz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상 이진화 수

행시 획득된 상에 불균일 조명이 존재하는 경우, 그 성능

이 하되어서 이진화시 오차가 발생하고 궁극 으로는 

상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이진 상에 존재하는 불균일 조명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불균일 조명 보정의 문제는 자기장 불

균일성으로 인하여 자기공명 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에도 존재하고 [3-5] 원의 불균일성으로 미경 

상에도 존재한다 [6-7]. 상의 불균일 조명을 보상하는 

표 인 방법으로는 조명이 천천히 변화한다는 가정 하에 

homomorphic 역 통과 필터 기법이 있다 [4][6]. 이 방법

은 역 통과 필터를 거친 신호가 조명성분이라는 가정 하

에서 조명을 보상하는 것으로 획득한 상의 주  성분을 

조명성분으로 추정한다는 문제 과 역통과 필터의 cut-off 

주 수 설정이 상에 의존 이라는 문제  등을 가지고 있

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6]. 

한 이진 상이 두 가지만의 밝기값을 가진다는 요한 정

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진 상에 특화된 기법에 비

해 성능이 떨어진다.

이진 상을 하여 용할 수 있는 조명 보정방법에는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법 [7][8][9], 이진 상의 불균일 

조명을 인자화하여 이진성 (binariness) 을 향상시키는 조명

을 추정하는 기법 [2][10] 등이 있다. 이 기법들은 조명이 보

정된 상이 두 가지만의 밝기 값을 가지므로 조명이 잘 보

정될 경우 엔트로피가 작아지거나 혹은 이진 상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낸다는 물리 인 직 에 기반한다. 이러한 기

법은 이진 상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으나 반복  최

화 기법을 사용하여 불균일 조명성분을 추정해 내므로 실

시간 용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한, 목 함수 최 화

시에 정규화 함수의 비 을 조 하는 정규화 라미터의 선

택에 성능이 매우 의존 이기 때문에 최 화된 라미터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단 도 있다 [10]. 따라서 이러한 방법

들은 모바일 장치와 같이 작은 연산량으로 고속 불균일 조

명 보정을 필요로 하는 응용에는 용하기 어렵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블록 기

반의 상 밝기 표 화 (normalization) 를 통하여 조명성분

을 추정하고 추정된 블록 조명성분을 역통과 필터와 

bilinear 보간 (interpolation) 을 이용하여 역 조명성분을 

추정하여 이를 보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한, 제안한 

알고리즘이 반복  최 화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비교  간

단한 계산으로 조명성분을 효과 으로 추정, 보정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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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뮬 이션  실험으로 보인다.

2. 련 연구

이진 상의 불균일 조명을 보정하는 표 인 방법에는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법 [7][8][9], 이진 상의 불균일 

조명을 인자화하여 이진성을 향상시키는 기법 [2][10] 등이 

있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불균일 조명을 보정한 

상의 엔트로피 값이 불균일 조명을 가지는 상의 엔트로피 

값보다 작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식 (1)과 같이 엔트로피

를 최소화하는 불균일 조명의 인자를 찾아 불균일 조명을 

보정한다 [7].  

 argmin 















 











    (1)

이때, 는 엔트로피를 구하는 함수, 는 불균일 조명

을 가지는 상이다. 와 
은 조명 성분으로 

식 (2)와 식 (3)과 같다 [7]. 

   
 

       (2)

 
 

     (3)

여기서  과  

은 조명 성분  , 
의 계수이다. 

이진 상의 불균일 조명을 인자화하여 이진성을 향상시

키는 방법으로 penalize된 비선형 최소 자승법을 기반으로 

하여 이진 상에 존재하는 불균일 조명 성분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 [10]. 이 방법은 식 (4)와 같은 목 함수를 최소

화하여 불균일 조명을 추정한다 [10]. 

 argmin










           (4)

이때, 는 roughness penalty 함수이고 은 정규화 인

자이며 data fidelity 항   는 식 (5)와 같다. 

 






  (5)

여기서 는 B-spline 함수로 모델링된 역 조명 성

분이고, 는 획득한 상이다 [10].

상기와 같은 불균일 조명을 추정하는 기존 방법들은 반복

 최 화 기법을 사용하여 불균일 조명성분을 추정하기 때

문에 연산량이 많다는 단 을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하

여, 본 논문에서는 반복  최 화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블

록 기반의 상 밝기 표 화를 통하여 조명성분을 추정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3. 제안하는 방법

불균일 조명 하에서 획득한 상 는 식 (6)과 같
이 모델링 된다. 

            (6)

이때, 는 획득한 상, 는 원 이진 상의 반

사성분, 는 상 획득시의 상의 조명성분, 

는 잡음이다. 원 상이 불균일한 조명과의 곱으로 인해 획

득한 상에서는 두 가지 밝기 값이 변화되어 있으므로 이

의 보정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을 우

선 부 상 (sub-image) 으로 나 어서 각 부 상에서의 조

명성분은 거의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가장 밝은 최 의 밝

기 값을 각 부 상에서 균일하게 보정해 주는 방법을 제안

한다. 이를 하여, 각 부 상에는 이진 상의 밝은 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한 이러한 방법으로 조명을 

보정하면, 각 부 상간에 블록화 상이 생기므로 이를 역 

통과 필터와 보간 기법을 사용하여 완화시킨다. 

먼 , 불균일 조명을 보정하고 세부정보를 복원하기 해

서 블록 기반의 상 밝기를 표 화하기 해서 식 (7)와 

같이 획득한 상을 ×  (     ) 개

의 부 상으로 나 다.

   

≤≤

 


 
 


≤≤

 

  (7)

여기서 는 번째 부 상의 좌표들의 집합, 는 

각 부 상 내의 픽셀 치, 
 
 는 각 부 상의 심 

치이고 는 부 상의 높이와 비의 길이를 의미한다. 

부 상의 밝기를 표 화하기 해서 식 (8)과 같이 각 부

상의 최  밝기 값 를 구한다.  

 max∈           (8)

이때, 잡음 등의 향을 감소시키기 하여 인  부 상 간

의 조명성분 차이가 격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

음 식 (9) 와 같이 에 역 통과 필터를 용하여 부

상의 최  밝기 값의 격한 변화를 제한한다.

 

                   (9)

이때, 역 통과 필터로 식 (10)와 같은 가우시안 필터를 이

용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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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시안 역 통과 필터를 용한 각 부 상의 최  밝기 

값 를 사용하여 식 (11)과 같이 로 획득한 

상 를 나 어 주면 각 부 상의 불균일 조명을 보정

하여 반사성분을 추정한다. 

 


 ∈         (11)

식 (11)에서 각 부 상 별로 부 상 내부를 동일한 값 

로 추정하 으므로 블록화 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를 막기 해 본 논문에서는 조명성분이 부분 으로 연속 

(piecewise continuous) 이라는 제하에 보간을 수행하여 

블록화 상을 완화한다. 먼 , 추정한 반사성분인 

을 토 로 1차 으로 조명성분  을 추정하기 해 

잡음의 향이 작다는 가정 하에 식 (6)에 로그를 취하여 

추정한 조명성분은 식 (12)과 같이 각 부 상의 최 값 

와 동일하다. 

log   log log
 log  ∈

       (12)

이때, 1차 으로 추정한 조명성분  는 부 상 내에

서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부 상 간의 블록 artifact 가 나타

나기 때문에 인  부 상 간의 추정한 조명성분의 밝기 값

의 차이를 이기 해서 추정한 조명성분을 인  블록의 

조명성분을 이용하여 연속 인 함수로 보간한다. 

그림 1 bilinear 보간

Fig. 1 bilinear interpolation 

  그림 1에서 는 부 상의 높이, 는 부 상의 비를 

의미한다. 부 상내의 좌표가 
 ≤ ≤

 
 ≤ ≤ 



인 경우, 조명성분의 치 에 하여 부 상의 크기 

, 를 기 으로 거리 비율에 따라  ,  , 

 , 을 bilinear 보간하여 최종 으로 

조명성분  를 구한다. 그림 1의 bilinear 보간은 식 

(13)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3)

획득한 상을 식 (13)에서 연산한 조명성분  으

로 나눠 으로써 불균일 조명성분을 보정한 최종 상 

를 식 (14)와 같이 획득한다. 

 


                 (14)

식 (14)로 얻어진 상은 각 부 상에서 상수인 조명성분을 

나 어  것이 아니라 인  부 상에서 얻어진 조명과의 

bilinear 보간을 이용하여 생성한 부분 으로 연속인 조명으

로 상을 보정하여 블록화 상을 완화한 상이다.

그리고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반복  최 화 기법을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연산량이 어 처리 속도가 빠르다. 따라

서 기존의 반복  최 화 기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보다 연

산 시간에서 큰 이 을 가진다.  

4. 실험 결과  토론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시뮬 이션

을 수행하 다. 그림 2의 (a)는 불균일 조명성분이 없는 이

진 문서 상이고 그림 3의 (a)는 불균일 조명성분이 없는 

이진 바코드 상이다. 그림 2, 3의 (b)는 이진 상에 불균

일 조명을 가해  상이다. 그림 2, 3의 (c)는 엔트로피 최

소화 방법을 이용하여 불균일 조명을 보정한 상이고 그림 

2, 3의 (d)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불균일 조명을 

보정한 상이다. 그림으로부터,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결과 

상이 엔트로피 최소화 방법의 결과 상보다 원 상에 

보다 가까움을 알 수 있다. 한, 복원된 상의 이진화 성

능을 평가하기 하여 복원된 상에 Otsu 기법을 사용하여 

이진화를 수행하 다. 그림 2, 3의 (e)는 엔트로피 최소화 기

법으로 뷸균일 조명을 보정하여 복원한 상인 그림 2, 3의 

(c)를 이진화한 결과이다. 그림 2, 3의 (f)는 제안하는 알고

리즘으로 불균일 조명을 보정하여 복원한 상인 그림 2, 3

의 (d)를 이진화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하

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진화의 성능이 보다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엔트로피 최소화 방법의 경우 불균일 조

명을 2차 함수로 모델링하 기 때문에 [7] 추정에 오차가 발

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B-spline 함수

나 2차 함수 보다 고차 함수로 조명성분을 모델링하면 조명 

추정의 성능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엔트로피 최소화 기법은 반복  최 화 기법

을 사용하여 불균일 조명을 보정하므로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다.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엔트로 최소화 기법의 성능을 계량

화하기 하여 원본 상과의 상 계 계수와 BER (Bit 

Error rate)을 계산하 다. 복원한 상과 원본 이진 상 

사이의 유사도를 계량화하는 상  계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는 식 (15) 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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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2 (a) 원본 이진 문서 상 (b) 원본 이진 문서 상

에 불균일 조명을 인가한 상 (c) 엔트로피를 최

소화하는 방법으로 복원한 문서 상 (d)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문서 상 (e) 엔트로피를 최

소화하는 방법으로 복원한 문서 상을 이진화한 

상 (f)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문서 상

을 이진화한 상

Fig. 2 (a) true bi-level text image (b) non-uniformly 

illuminated text image (c) restored text image by 

the entropy minimization method (d) restored text 

image by the proposed method (e) binarization of 

restored text image by the entropy minimization 

method (f) binarization of restored text image by 

the proposed method

    

(a)                         (b)

   

(c)                        (d)

   

(e)                        (f)

그림 3 (a) 원본 이진 바코드 상 (b) 원본 이진 바코드 

상에 불균일 조명을 인가한 상 (c)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복원한 바코드 상 (d) 제안

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바코드 상 (e) 엔트로

피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복원한 바코드 상을 

이진화한 상 (f)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바코드 상을 이진화한 상

Fig. 3 (a) true bi-level bar code image (b) non-uniformly 

illuminated bar code image (c) restored bar code 

image by the entropy minimization method (d) 

restored bar code image by the proposed method 

(e) binarization of restored bar code image by the 

entropy minimization method (f) binarization of 

restored bar code image by the proposed method

이때, 와 는 복원한 상과 원본 이진 상이고 는 

의 평균이고 는 의 평균이고 은 상 계계수이다. 

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상의 이진화 결과와 원

본 이진 상 사이의 BER 은 식 (16) 과 같이 정의된다.. 




                     (16)

이때, 는 오차가 발생한 픽셀의 수이고 는 체 픽셀 

수이다. 표 1은 불균일 조명이 존재하는 상 , 엔트로피 

최소화 기법과 제안하는 방법으로 복원한 상의 상 계

계수와 BER 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원

본 상에 불균일 조명을 가한 상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

으로 복원한 상이 원본 상과의 상  계계수가 히 

높고, 한 이를 이진화한 상의  BER 이 히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한 기존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법보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상이 원본 상과의 상

 계계수가 높고 이진화시 BER 이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엔트로피 최소화 기법이 

2차 함수로 조명을 모델링하 기 때문에 조명 추정에 오차

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엔트로피 최소화 기법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기법의 가장 큰 장 은 연산량이 다는 것이다. 표 2는 

시뮬 이션 상에 해서, 제안한 알고리즘과 엔트로피 최

소화 기법의 연산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시뮬 이션은 

Intel Core2 Quad core CPU 환경에서 MATLAB 으로 수행

하 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

법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연산시간이 훨씬 짧음을 볼 수 

있다. 엔트로피 최소화 기법은 반복  최 화를 통하여 해

를 구하여야 하므로 해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으로 목 함

수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

제 은 비선형 최소 자승법을 통하여 이진 상을 복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이에 비하여 제안하는 방법

은 반복  추정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상의 부 상 들의 

상 밝기 표 화만을 사용하여 불균일 조명을 추정하므로 

고속 연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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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 상 계계수 

문서 

상

불균일 조명 

인가 상
0.5901 0.4024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법
0.2163 0.5988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상
0.0004 0.9315

불균일 조명 

인가 상
0.2173 0.7050

바코드 

상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법
0.0712 0.8519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상
0.0007 0.9654

표   1  시뮬 이션 결과의 BER과 상 계계수

Table 1 BER and correlation coefficient of simulation result

연산시간 ( )

문서 상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법 33.152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상
0.393

바코드 상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법 19.020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상
0.318

표   2  시뮬 이션의 연산시간

Table 2 Computation of simulation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실제 상에서 검증하기 

하여 800만화소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한 실

제 상을 사용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4, 5,의 (a)는 스

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한 문서 상과 QR 코드 

상으로 불균일 조명을 가진다. 그림 4, 5의 (b)는 추정한 조

명성분에 bilinear 보간을 용하여 획득한 조명성분으로 그

림 4, 5의 (a)의 획득한 상에서 보이는 불균일 조명과 유

사하게 추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5의 (c)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한 상으로 불균일 조명을 보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5의 (e)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

한 이진화 상으로 획득한 상을 이진화한 그림 4, 5(d)의 

결과와 비교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효과 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d)                        (e)

그림 4 (a) 스마트 폰으로 획득한 문서 상 (b)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추정한 조명성분 (c) 제안하는 알고리

즘으로 복원된 문서 상 (d) (a) 상을 이진화한 

상 (e)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된 문서 상을 

이진화한 상

Fig. 4 (a) acquired text image by smart phone (b) 

estimated illumination (c) restored text image by the 

proposed method  (d) binarization of non-uniformly 

illuminated text image (e) binarization of restored text 

image by the proposed method

 

(a)

    

(b)                  (c)

 

(d)                    (e)

그림 5 (a) 스마트 폰으로 획득한 QR 코드 상 (b) 제안하

는 알고리즘으로 추정한 조명성분 (c) 제안하는 알고

리즘으로 복원된 QR 코드 상 (d) (a) 상을 이진

화한 상 (e)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복원된 QR 코

드 상을 이진화한 상

Fig. 5 (a) acquired QR code image by smart phone (b) 

estimated illumination (c) restored QR code image by 

the proposed method  (d) binarization of non-uniformly 

illuminated  QR code image (e) binarization of restored 

QR code image by the proposed method



Trans. KIEE. Vol. 61, No. 12, DEC, 2012

블록 기반 밝기 표 화를 통한 이진 상의 고속 불균일 조명 보정               1931

5.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진 상의 불균일 

조명을 보정하여 상의 효과 인 이진화를 수행하기 해 

획득한 상을 부 상으로 나 고 각각의 부 상의 최  밝

기를 구한 후, 이를 역 통과 필터를 용하여 1차 으로 

불균일 조명을 추정한다. 추정한 조명성분의 블록 artifact를 

제거하기 해서 추정된 부 상 조명들을 사용하여 bilinear 

보간을 수행하여 획득한 상에 나 어 으로써 불균일 조

명을 보정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반복  최 화를 사용

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계산 과정이 간단하여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 이 있어 스마트 폰에 리 응용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한다.  

감사의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도약연구과제 (KOSEF 

R17-2008-041-01001-0)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References

[1] Y. Shen, E. Lam, N. Wong, “Binary image 

restoration by positive semidefinite programming," 

Optics Letters,  Vol. 32, No.2, (2007).

[2] J. Kim, and H. Lee, “Joint nonuniform illumination 

estimation and deblurring for bar code signals,” Opt. 

Express 15(22), 14817–14837 (2007). 

[3] Z. Hou, “A review on MR image inhomogeneity 

correction,” Int. J. Biomed. Imaging 2006, 1–11 

(2006).

[4] B. H. Brinkmann, A. Manduca, and R. A. Robb, 

“Optimized homomorphic unsharp masking for MR 

grayscale inhomogeneity correction,” IEEE Trans. 

Med. Imaging 17(2), 161–171 (1998).

[5] J. G. Sled, A. P. Zijdenbos, and A. C. Evans, “A 

nonparametric method for automatic correction of 

intensity nonuniformity in MRI data,” IEEE Trans. 

Med. Imaging 17(1), 87–97 (1998).

[6] D. Tomaževi , B. Likar, and F. Pernuš, “Comparative 

evaluation of retrospective shading correction 

methods,” J. Microsc. 208(Pt 3), 212–223 (2002).

[7] B. Likar, J. B. A. Maintz, M. A. Viergever, and F. 

Pernuš, “Retrospective shading correction based on 

entropy minimization,” J. Microsc. 197(Pt 3), 285–

295 (2000).

[8] J. F .Mangin, “Entropy minimization for automatic 

correction of intensity nonuniformity,” IEEE 

Workshop on Mathematical Methods in Biomedical 

Image Analysis, 162-169 (2000).

[9] Q. Ji, J. O, Glass, W. E. Reddick, "A novel, fast 

entropy-minimization algorithm for bias field 

correction in MR images," Magnetic Resonance 

Imaging, Vol. 25, No.2, 259-264, (2007).

[10] H. Lee and J. Kim, "Retrospective correction of 

nonuniform illumination on bi-level images," Optics 

Express, vol.17, No.26, 23880-23893 (2009). 

   자   소   개

정 지 혜 (鄭 祗 蕙)

2012년 이화여자 학교 자공학과 졸업. 

2012년 3월- 재 동 학원 석사과정 재

학 .

Tel : +82-2-3277-4236

E-mail : jully2828@ewhain.net

김 정 태 (金 廷 泰)

1989년 서울 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1991년 동 학원 석사과정 졸업. 1991년

-1998년 삼성 자 디지털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2004년 미시간 학교 기공

학과졸업 (Ph.D), 2004년- 재 이화여자

학교 자공학과 부교수

Tel : +82-2-3277-4084

Fax : +82-2-3277-3494

E-mail : jtkim@ewha.ac.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545.000 394.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