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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상황에서 Laser Range-Gate 방식을 이용한 
원거리 영상 감시 및 추적 시스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ong Range Image Monitoring and Tracking System Using Laser 
Range-Gate Method in Inclement Weather Conditions

오 성 권†․유 성 훈*․구 경 완**․김 수 찬***

(Sung-Kwun Oh․Sung-Hoon Yoo․Kyong-Wan Ku․Su-Chan Kim)

Abstract  -  In case of image observation equipments, CCTV for short distance visual field is usually installed and 

operated mostly as the means of crime-prevention. However, the extensive demand for monitoring problems in case of 

the increase in intelligent crimes and disasters has led to the necessity of the development of long-distance observation 

equipments embedded with Night View functions. In case of the Night View equipments, the relevant market is set up 

to be focused mostly on Thermal Observation Device(hereinafter, TOD), but some shortcomings such as the limitation of 

image visibility and excessive maintenance cost, etc. have actually caused the necessity of new long distance Night View 

equipment. Moreover there might follow lots of difficulties in long-distance visualization in the event that irregular 

reflection is generated by minute particles in the atmosphere such as fog, smog, and dust, etc. These factors are 

motivate the work presented in this study. Our study is aimed at the realization of Pulsed Laser Illuminator and newly 

proposed Range-Gated image acquisition technology. And also the implementation of Tracker for continuous trace of the 

objects of interest from the obtained sequenc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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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간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 

산업은 최근 이종 산업간 융·복합화의 표 인 사례로 다

양한 산업분야에 보안기능이 탑재되면서 미래의 

Blue-Ocean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상 보안 감시 시스

템 분야는 9·11 테러 이후 테러 방지  감시 목 을 하

여 지속 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재 사용되고 있는 

야간 감시 장비의 기본 구  기술 방식은 열 상,  증폭, 

 조명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방식들

의 기술을 분석하여 한 분야에 응용되어야 장비의 장

을 최 화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들의 장, 단 은 사용 상 

기능의 한계를 나타내며 이 기능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장비

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열 상 장비는 원거리에서 비

교  큰 목표물(탱크, 군함 등)을 측하기에 합한 장비이

다.  증폭 기술을 사용하는 Goggle은 군인 개인이 착용하

는 근거리용 장비이며,  조명 방식은 LD(Laser Diode)나 

LED를 조명하여 측하는 방식으로 측 거리에 따라 시스

템이 구성되며 새로운 형태의 야간 감시 장비로 부각되기 

시작 하 다. 하지만 앞서 언 한 세 가지 형태의 야간 감

시 장비는 용도상 악천후 상황에서 원거리에 치한 목표물

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 즉, 감시 각도는 작지만 

원거리에서 선명하게 목표물을 식별하고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는 아직 보편화되어 보 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크게 하드

웨어 구성과 소 트웨어 구성으로 나 어 구 한다. 하드웨

어 구성으로는 제안된  증폭과  조명 기술을 결합한 

Pulsed Laser Illuminator  Range-Gated 기술을 용한 

상을 취득 장비를 설계하고 소 트웨어로는 획득된 상 

내에서 심 있는 객체의 지속 인 추 을 한 P-N 학습 

기반의 Tracking System을 구   용함으로써 가격 

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 이며 사용이 편한 장비를 개발하

여 군  정부 기  그리고 민간 기 에서 기존의 야간 감

시 장비들이 수행할 수 없었던 1km 이상의 거리에서의 야

간 인명 구조, 야간 범죄 활동 감시  주요 시설물 감시 분

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야간 감시 장비를 소

개한다. 

2. 원거리 야간 상 감시 장비

야간 감시 장비(NVD, Night Vision Device)란 육안으로 

물체를 측하기 곤란한 어두운 상황에서 쉽게 목표물을 탐

지, 식별하기 한 목 으로 제작된 장비를 통칭한다. 본 장

에서는 하드웨어 구성으로써 열 상,  증폭,  조명 기

술 등 기본 인 구  기술에 하여 각각의 장, 단 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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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 응용 방법을 제시한다.

2.1 열 상 기술

열 상 기술은 완 히 어두운 지역에서 목표물로부터 방

출되는 열을 감지하여 상화하는 기술이다. 외선은 자

기 (Electromagnetic Wave)의 한 부분으로 사람이 으로 

볼 수 있는 가시 선 보다는 긴 장을 가지는 역이다. 

그림 1은 자기 의 분류와 상을 정리하여 표 한 그림

이다. 

그림 1 자기 의 유형  분류

Fig. 1 A diagram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열 상 센서는 3~5μm 는 8~13μm의 외선 에 지를 

감지한다.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에 지를 방출하고 

방출된 외선 에 지는 학 즈를 통하여 외선 카메라

의 Focal Plane Array(FPA)를 만들어낸다. FPA는 외선 

에 지를 가지는 자가 충돌하면 자를 방출할 수 있는 

반도체 물질로 만들어진다.  감지 장에 따라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며 주로 InSb(3~5μm), VOx, BST, HgCdTe(이상 

8~13μm) 등이 사용된다. 자의 충돌에 의해 만들어진 자

는 상 신호 처리 과정을 거쳐 상 신호로 환된다. 때

문에 열 상 장비는 외부의 어떠한 조명도 필요 없으며 주

변의 밝기에 무 하게 목표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열 상 감지 센서의 제한된 Pixel의 수, 사용

되는 학 부품의 제한 등으로 상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른 감시 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센서  

학계의 가격  유지 보수비용이 많다는 단 이 있다.  

2.2  증폭 기술

  증폭 기술은 오래 부터 군에서 사용 되어 왔으며 

지 은 민간용 는 산업용으로 많이 용되고 있다.  증

폭 장치는 목표물을 감지하기 하여 약간의 빛이 필요한데 

일반 으로 이 빛은 달이나 별 등 자연 환경으로부터 얻어

진다.  증폭 감시 장비의 핵심 부품은 상 증폭 (IIT, 

Image Intensifier Tube)이다[1]. 상 증폭 은 1, 2, 3세

로 구분되며 약간의 구조 , 성능  차이는 있지만 기본 원

리는 같다. 약간의 자가 음극 (Photocathode)에 충돌하

여 자를 방출하고 방출된 자가 MCP를 통과 하면

서 가속되어 많은 2차 자를 만들어내고 이 증폭된 자들

이 다시 형 화면(Fluorescent Screen)에 충돌하면서 사람의 

으로 볼 수 있는 상을 만들어낸다.  증폭 장비는 밝

은 달빛이 있을 경우 250m 정도의 거리에서 물체를 측할 

수 있고 장비의 소형, 경량화로 휴 하기 편하여 군에서 개

인용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

2.3  조명 기술

   조명 방식의 장비는 최  감응도가 0.001 lux 이하의 

조도 CCD 카메라의 발 으로 인해 LED 조명에 의한 근

거리 야간 감시 장비가 출 하 다. 이러한 조도 카메라

는 지속 으로 발 하고 있으며 재는 마치 상 증폭 과 

같이 미세한 자를 증폭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최  3μ lux

의 최  감응도를 갖는 제품도 출시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상 증폭 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며 주로 200m 이내의 

거리에서 LED 조명에 의한 야간 감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2]. 

2.4 제안된 Range-Gated Laser 기술

  제안된 Range-Gated Laser 기술의 기본 인 응용 기술은 

의  증폭과  조명 기술을 결합한 형태이다. 상 증

폭 에  거리가 긴 학계를 구성하고 상 증폭 에 

의해 만들어진 상을 디지털화하기 하여 CCD를 이용하

여 상을 출력한다. 주변에 증폭할 빛조차 없는 무월 (0 

lux)인 경우를 비하여 외선 이  조명(Laser 

Illuminator)을 부착한다. 상 증폭 의 장 별 감응도가 

850nm 부근에서 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명 이 의 

장은 850nm 이하로 하고 조명과 상 학계는 평행하도록 

조 되어 Pan/Tilt 에 설치하여 감시 방향을 조 할 수 있

도록 한다. 이 모든 동작은 RS232 는 RS485 통신을 통한 

원격 조 이 가능 하도록 구성한다. 

  표 1은 제안된 본 장비(*)에 한 기술 성능을 다른 형태

의 야간 감시 장비와 비교한 것이다.

열 상 

장비

 증폭형 

장비

조명형 

장비

*제안된 

장비

감지 센서
BST, InSb 
등

상 증폭 조도 CCD
상 증폭  
+

조도 CCD

감지 장 3~5, 8~14μm 400~900nm 400~900nm 400~900nm

감시 각도 5~10 40 3~10 0.2~2

분해능

(°/cell)
0.016~0.032 0.035 0.004~0.013 0.0003~0.003

인체 움직임 

감지 

최 거리

1000m 250m 300m 3000m

조명 없음 없음 LED Laser

응용 분야
원거리의 , 
형 목표물 
측

근거리 
개인용

근거리 
개인용

원거리 , 
소형 목표물 

측

표   1  각 형태별 야간 감시 장비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each type of night vis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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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감시 각도는 2도 미만으로 하여 원거리에서의 감

시를 가능 하도록 구성한다. 만약 1도의 감시 각도로 2km 

떨어진 지 을 감시한다면 감시 역의 폭은 40m 정도이다. 

한 상 객체의 움직임을 충분히 감시 할 수 있는 분해능

을 얻기 하여 Pixel 수가 800×600인 CCD를 사용하여 1m
2
 

의 목표물을 20×15개의 셀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림 2는 TOD와 CW Laser를 이용하여 야간에 1km 떨어진 

같은 지 을 촬 하여 비교한 것이다.

  

   (a) TOD 상              (b) CW Laser 상 

그림 2 야간 1km 지 의 같은 물체 촬  상 비교

Fig. 2 Shooting video comparison of 1km away same point 

in nighttime

한 Laser를 Pulse로 작동시켜 주기 으로 방사하여 목

표물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상 센서에서 일정 

시간 후에 순간 으로 셔터를 열어 상을 취득함으로써 근

거리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입자들에 의해 난반사 된 

신호를 원천 차단하여  악천후(안개, , 비, 먼지 등) 상황에

서 물체의 식별이 가능하다. 그림 3은 악천후 상황에서 원거

리에 치한 상물에 한 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도식화 

한 것이고 그림 4는 획득된 상의 일부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안개상황에서 원거리의 물체 검출 방법

Fig. 3 The method of long range objects detection in fog 

situation.

      (a) Before              (b) Range-Gated Laser

그림 4 악천후 상황에서의 야간 촬  비교

Fig. 4 Shooting video comparison in nighttime and 

inclement weather conditions

3. 객체 추출  지속  추

이미지 로세싱을 이용한 추  기술은 지능형 상 감

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증강 실과 같은 다양한 컴퓨

터 비  분야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3][4]. 본 장

에서는 소 트웨어 구성으로써 야간 감시 장비에 탑재할 객

체 추  알고리즘  시스템에 한 선행 연구로, 상 내 

물체 추  알고리즘에서 표 으로 사용되고 있는 색 기반 

Particle Filter와 TLD(Tracking-Learning-Detection) 알고

리즘에 하여 알아본 후, 타깃을 추정하여 추 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3.1 련 선행 연구

 
 3.1.1 Object  Tracking

Object Tracking은 물체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과제이다. 

물체 추 을 하여 모든 상에 추 하고자 하는 물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물체를 표 하는 방법은 물체 추  

성능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다. 물체를 표 하는 방법으

로는  형태 표 , 연결 모델, 윤곽선 표 , 는 학  흐

름 패턴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심 물체

를 표 하기 하여 기학 인 표  방법을 사용하 고 심 

물체의 움직임은 상의 임과 연속된 임을 이용하

여 추정한다[5-8]. 

 3.1.2 Object  Detection

Object Detection은 하나의 입력 이미지에서 물체들의 

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Object detection을 한 방법들은 

local image features 는 sliding window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어 왔다[9].

Feature 기반 방법들은 아래와 같은 흐름을 따른다.

 a. feature detection

 b. feature recognition

 c. model fitting

일반 으로 Planarity 는 full 3D model이 feature 기반 

방법으로 이용되어져왔다. 이러한 방법들은 충분히 발  되

어 심지어 작은 워를 가진 기기들에서도 실시간 동작이 

가능하며, 하나의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물체를 감지 할 수 

있다[10]. 

Sliding Window 기반 방법들은 입력 이미지를 다양한 사

이즈를 가진 도우를 가지고 탐색을 하고, 각 도우에 

심 물체가 존재하는 patch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QVGA 이미지 임의 경우, 매 임 마다 략 50,000 

patch들이 평가 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시간 성능

을 보장하기 해서 Sliding window 방법들은 cascaded 

architecture라 불리는 기법을 이용하여야 한다[9]. 

 3.1.3 Machine Learning

  Object detector들은 일반 으로 모든 학습 데이터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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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학습한다. 분류 이

블을 가진 하나의 데이터와 동 상 스트림을 기반으로 

detector를 학습해하는 조건에서는 이러한 가정은 무 완고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semi-supervised 

learning 을 사용한다. semi-supervised learning은 분류된 

데이터와 분류되어지진 않은 데이터를 모두 이용하여 학습

하는 방법이다[11][12].

3.2 색 기반 Particle Filter

  Particle Filter는 복잡한 배경을 가진 환경에서 가 치가 

부여된 샘 집합을 사용하여 비선형(nonlinear), 비가우시안

(Non-gaussian) 형태로 나타나는 확률분포를 측정하는 알고

리즘이다[13]. 

  이미 얻어진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상 내 물체 추  기

법은 확률분포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타깃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일반 으로 상 내 심 물체를 추 하기 하여 사용되

었던 Particle Filter는 물체의 윤곽선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이었다. 본 논문에서의 객체 추출  추 을 하여 사용되

는 첫 번째 알고리즘인 Particle Filter는 상의 색상 정보

를 이용하는 색 기반 Particle Filter를 이용한다.

Particle Filter에서 사용되는 샘  집합은 아래 식과 같다. 

  
  

    ⋯             (1)

  여기서, N은 샘 의 개수이며, 는 t 임 내 상에 

분포하는 샘 의 집합이다.

  

와 는 각각 t 임에 분포되는 n번째 샘 과 가

치를 나타낸다.


                      (2)

                             

  여기서, x와 y는 샘 의 치를 나타내며, 와 는 각 
샘 의 치 변 를 나타낸다.

 와 는 심 역을 타원 형태로 나타내기 한 타원

의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나타내고 는 타원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는 해당 샘 의 가 치를 나타내며, 해당 샘 의 

심 역에서 측정된 확률에 비례하여 부과 된다.


     

                   (3)

  샘  가 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색상 기반 particle filter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조건: 샘  집합 을 감안할 때, 타깃 모델은 다음

과 같이 정의 된다.









∥∥ 


  




∥∥ ⋅

            (5) 

  단계별 순서는:

Step1) 확률   
  와 샘  집합  으로부터 N개의 샘 을 

선택

  (a) 정규화된  확률 ′    계산
        

  

        
     

    
 

      ′     


  
 

   (b) 균일하게 분산된 r을 랜덤으로 생성 (∈ )
   (c) ′    ≥의 조건하에서 이진 탐색으로 가장 작은 j값

      탐색

   (d) ′      


Step2) 선형 확률 미분 방정식에 의해 집합 ′  의 각 샘
을 달


 ′     

                   (6)

여기서  
  는 확률 구성 요소

Step3) 색상 분포를 과찰:

   (a) 색상 분포 계산


 






∥ ∥ 

  



∥ ∥ ⋅
         (7)

   (b) 집합 의 샘 에 한 Bhattacharyya 계수를 계산


   

  




               (8)

   (c) 각 샘 의 가 치


  






  

 

             (9)

Step4) 집합 의 상태 추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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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N 학습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6 Block diagram of P-N learning system

3.3 Tracking-Learning-Detection

 3.3.1 TLD framework

  동 상 시 스에서의 객체에 한 Long-term 추 을 

한 시스템은 TLD(Tracking-Learning-Detection) 방식으로 

구 된다[14]. 본 연구의 목표는 임의의 객체에 한 실시간 

트래킹으로 객체는 임 내에서 Labeling되어 심 역

으로 정의된다. TLD framework에 한 블록다이어그램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TLD framework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5 Block diagram of TLD framework

Tracker는 연속된 임 안에서 객체의 움직임을 추정

한다는 가정 하에 개체를 표시하기 때문에 개체가 카메라 

뷰 밖으로 이동할 경우 추 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Detector는 모든 임을 각각 독립 으로 취 하고 이  

임에서 찰되고 학습된 모든 모습을 지역화 하기 하

여 이미지를 체 으로 검색한다. 다른 Detector와 마찬가

지로 다음의 두 가지 오류를 나타내게 되는데 바로 

FRR(False Reject Rate)과 FAR(False Acceptance Rate)로 

TLD framework에서는 Tracker와 Detector 모두의 성능을 

찰하여 Detector의 오류를 추정하고 학습을 함으로써 향 

후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게 된다. 

 3.3.2 TLD framework의 학습: P-N 학습

  학습 요소의 목표는 비디오 스트림의 온라인 용에서 객

체 Detector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함으로 모든 임에

서 재 Detector의 오류를 평가하여 향 후 발생될 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P-N 학습의 핵심 기술은 두 종류의 

‘Expert’에 의하여 Detector의 오류를 동정할 수 있다는 것

이다. P-expert는 False-negative(FRR), N-expert는 False- 

positive(FAR)을 각각 나타낸다. 두 가지 Expert는 스스로 

오류를 만들어 내나, 독립된 Expert 시스템 하에서 오류에 

한 상호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6은 P-N 학습의 블

록 다이어그램이다.

  P-N learning은 아래와 같은 네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Training set을 기화 하기 해 분류된 데이터 집합 

L을 Training set에 삽입하여 기화한다.

  (2) 기화 된 Training set을 기반으로 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하여 Classifier를 기 학습시킨다. 

  (3) 기 학습된 라미터를 가진 Classifier를 최 화하기 

하여 Bootstrapping을 반복 으로 용한다. 이러한 반복 

과정들 에 각 단계에서 ( 를 들어 k번째 반복 단계)   

단계 반복 과정 (k-1 번째 반복단계) 에서 학습된 Classifier

를 이용하여 모든 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분류한다. 이 과정에서 분류된 데이터들  P-N expert에 

의해 평가되어 잘못 분류되었다고 추정되는 데이터들은 잘

못 분류된 분류 이블은 변경하여 다시 Training set으로 

보내어진다.

  (4) 3단계 과정의 Classifier 라미터가 변경되어지지 않

으면 종료된다.

3.4 Tracking 실험  결과 고찰

 

본 실험을 하여 시스템은 Intel ship을 사용하는 시스템

이며 MATLAB을 이용하여 진행 되었다. 심 물체의 특징

은 색상기반 히스토그램을 사용하 으며, 외부 조명에 좀 덜 

민감한 HSV 표 법을 이용하 다. HSV 형태로 표 된 

상은 HSV 각각 8개의 BIN을 사용하여 총 512개의 BIN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한 상에서 추 할 상은 헬기이며 본 상

을 이용하여 Color based Particle Filter와 TLD의 심 물

체 추  성능을 비교하고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에 

보인바와 같이 두 가지 알고리즘 모두 가공지선과 같이 

심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간섭을 받아도 물체를 정확하

게 추 하는 결과를 보인다.

실험 상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 실험을 하여 제안된 

Laser Range-Gated 방식의 야간 감시 장비를 통하여 획득

한 상으로 Tracking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은 1km 거리

의 움직임이 있는 상물을 목표로 한다. 상에 나타난 

심 객체 추 을 하여 객체 주변을 감싸는 Bounding Box

를 만들어 객체를 Labeling 하고 복잡한 배경이 있는 시

스 상 내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보행자를 추

한 결과가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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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Frame

(b) 120 Frame

(c) 237 Frame

색 기반 Particle Filter TLD

그림 7 Particle Filter와 TLD의 성능 비교

Fig. 7 Comparison of tracking performance of Particle filter 

and TLD

 
 

색 기반

Particle

Filter

TLD

그림 8 Particle Filter와 TLD의 야간 감시 상에서의 

tracking 성능 비교

Fig. 8 Comparison of tracking performance of Particle filter 

and TLD using night vision images

카메라로부터 송된 상을 추 한 결과, Particle Filter

의 경우 정확한 기 지 을 설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심 

객체를 제 로 추 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TLD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보행자 주 의 노란색 사각형으

로 Labeling 되어 나타나며, 건물  기타 장애요인에 의해 

가려짐 상이 발생하더라도 제 로 추 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객체의 치 정보를 악하여 다음 연산에 고려되

어 짐으로써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객체의 

역에 하여 정확하게 재 추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Pulsed Laser Illuminator  

Range-Gated 기술을 야간 감시 장비로 용하여 악천후 상

황에서 원거리에 치한 상물의 선명한 상을 획득하

다. 한 상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 색 기반 Particle 

Filter와 P-N 학습 기반의 TLD Tracker를 구 하여 획득된 

상 내에서 추  실험을 하 다. Particle Filter의 경우 

Laser 조명에 의해 밝 진 상 객체에 한 추  성능을 

보이지 못하지만, 이와 달리 TLD는 동일한 조건에서 정확

한 추  성능을 보임으로써 제안된 야간 감시 장비의 

Tracker로써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향후에는 본 개발

에 한 객  성능 평가를 하여 다양한 악천후 상황에

서 상 획득  Tracking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이며, 조명으로 사용되는 Laser에 한 안구 안  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 Tracking 시스템과 연동되는 

고정 의 Pan-tilt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심 역 내에서의 

객체 추 에 안정화를 꾀하려 한다. 제안된 기술은 야간 감

시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응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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