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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time averaging과 depth profiling기 

술을 옴향현미경에 적용하여 5MHz 대역의 초옴파 

영상처리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기존의 피크값 검 

출기술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time averaging7] 

술에서는 한 지점에서 반사된 tone burst파 전체를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시간영역에서 A/D변환 

하고 변환된 512개 데이타들의 평균값을 취함으로쎠 

영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기술온 시간영역에서 

욚moothin塊효과룔 이용하여 산란이 심한 영역에 대한 

영상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depth profilin皿기술온 

기준신호에 대한 반사신호의 시간 지연값을 최소 분 

해능 2ns로 검출함으로써 샘푤의 3차원적인 실제 기 

하학적인 모양을 상대적인 크기로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ultrasonic image processing system 

of 5MHz bandwidth was constructed by appEng 

time averaging, depth profiling algorithm to 

acoustic microscope and it was compared with 

conventional ampHtude detecting technique and 

analysed with each other. In the time averaging 

algorithm, total reflecting tone btirst wave from a 

spot on the sample was converted to digital data 

in time domain and averaging value was 

calculated from the converted 512 data. Through 

this processing, an imag운 was acquired. This 

technique by smoothing effects in time domain 

make developed an ultrasonic image on a highly 

scattering area. In depth profiling techniqu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reference and the reflected 

signal was detected with minimum resolution of 

2ns, thus we can acquired real 3 dimensional 

shape of the sample in accordance with relative 

magnitude.

I .서 론

음향현미경기술은 항공기, 정밀기계, 반도체 재료 

둥 현대 정밀산업분야에서 물질의 미세구조 및 특성 

을 연구하는 정밀측정기술로써 널리 사용되어진다 

[1'21. 이 기술은 물질 표면 및 내부의 기하학적인 구 

조나 결함 둥, 탄성적인 특성에 따른 음향에너지의 

특성변화를 검출하여 탐상체의 제반특성을 밝히는 

기술이고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수행 

되어지고있다. 이 기술의 대표적인 펄스에코방식의 

초음파현미경기술은 크게 반사신호의 진폭 또는 위 

상변화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왔으며0° 센서 

로서 large 및 small aperture형 변환기를 사용하여 

각각 최적의 분야에 적용되어 연구되고있다. 또한 여 

러 종류의 신호처리 알고리즘이 초음파 영상을 개선 

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으며 시스템에 적용되고있다 

RflI. 본 연구에서는 수〜수십 MHz대역의 초음파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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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신호의 smoothing 기법으 

로서 사용되는 time average 기술과 정밀 두께측정 

기술로 이용되는 depth profiling 기술을 본 연구에서 

구성된 초음파 영상처리 시스템에 적용하고 이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동전표면을 영상처리 하였으며 그 

특성과 응용분야를 제시하였다.

n. 초음파현미경 시스템의 구성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지름 0.375", 초점거리 1”인 

5MHz small aperture형 초음파 변환기를 사용하였 

으며 그림 1.에서는 구성된 시스템을 나타냈다. 그림 

L에서 신호발진기로부터 impulse 또는 tone burst 

신호가 초옴파변환기로 입력되며 펄스에코방식을 이 

용하여 한 지점으로부터 반사된 신호는 500MSa/s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에 입력된다. 스코프의 time 

range는 검출하고자 하는 반사신호를 나타낼 수 있 

도록 적절히 조절하였으며 지정된 range에서 GPIB 

를 통하여 피크데이터, 512개의 진폭 데이터 및 기준 

신호에 대한 반사신호의 시간지연값이 컴퓨터로 입 

력된다. 또한 컴퓨터는 GPIB에 의해 스코프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함과 동시에 XY위치제어기룰 한 스텝 

씩 스캐닝 하도록 전용 인터페이스로 제어한다. 제어 

및 데이터검출 알고리즘은 C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 

였으며 검출된 신호는 컴퓨터 내에 프로그래밍 된 

time averaging, depth profilin电알고리즘 및 피크값 

검 출알고리 즘으로 처 리 된다.

time averaging 알고리즘에서는 한 지점 당 512개 

의 데이터를 취하여 식 1.과 같이 처리된다.

식 1.에 나타낸 데이터는 스캐닝면적의 한 지점에서 

512개 데이터를 time average 취하여 나타낸 하나의 

값이며 전체 스캐닝면적에 대해서는 이 瓦의 전체 

스캐닝영역 mxn 데이터 값을 취하여 영상처리한다. 

depth profiling 알고리즘에서는 식 2.에 나타낸 것 

처럼 시간영역에서 초옴파변환기에 입력되는 기준신 

호에 대한 반사신호 피크지점과의 시간차를 분해능 

2ns를 갖고 검출하였다.

■A-d — Tpeak— Tref_ (2)

여기서, Tpeak : 피크지점의 시간값, 

Tnrf : 기준신호의 시간값. 

피 크지점 의 시 간값, Tpeak은 반사된 tone bBSt피 크 

돌 중 두 번째 피크를 지정하였으며 이 값은 일정한 

시간간격을 갖는 두 지점사이의 기울기가 zero가 되 

는 1/2지점으로 취하여 검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 

다. 이 depth profili凹을 이용한 기술에서 반사된 옴 

향파가 샘플의 각 지점에 도달하는 실제 시간적인 

차를 검출할 수 있으므로 실제거리로 환산될 수 있 

고 이것은 실제 상대적인 깊이를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있다. 피크값 검출기술은 일반적인 초 

음파 현미경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샘플에서 산란 

되고 반사되어 돌아온 반사파의 피크값을 검출하여 

스캐닝영역의 상대적인 진폭변화를 영상처리한 기술 

이다.

실험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time averaging, depth 

profilin叫기술과 피크값 검출기술로 동일한 영역의 영 

상을 검출하고 각 알고리즘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다.

m. 영상처리 실혐

본 실험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수〜수십 MHz대역 

의 초옴파 영상처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시 

스템에서 500MSa/s의 성능을 갖는 디지털오실로스 

코프로 반사신호를 검출하도록 하였고 검출된 데이 

터는 컴퓨터 내에서 프로그래밍된 time averaging, 

depth profiling, 피크검출 알고리즘으로 처리되도록 

구성하였다. 본 시스템의 분해능은 초음파변환기의 

타입과 중심주파수, XY위치제어기의 스텝간격 및 디 

지털 스코프의 정밀도로써 나타낼 수 있다. 실험에서 

사용된 초음파변환기는 지름 0.315”, 초점거리 1"인 

중심주파수 5MHz small aperture형을 사용하였으며 

스캐너는 최소스텝간격 1网성능의 XY위치제어기를 

사용하였다. 컴 퓨터 에서 는 XY위 치제어 기 로 동전표면 

을 스캐닝함과 동시에 각스텝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신호를 500MSa/s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GPIB를 

통해 검출하고 검출된 데이터는 C언어로 프로;!래밍 

된 time averaging, depth profilin以알고리즘 및 피크 

값 검출 알고리즘으로 신호처리하여 영상처리 하였 

다. 그림 2.에서는 구성된 초음파현미경 시스템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100원”동전 앞면을 스캐닝하여 

영상처리 하였다. 영상처리 알고리즘으로는 time 

averag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그림 2.에 

서 나타낸 것처럼 좋온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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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초음파변환기와 동전의 수평이 잘 맞지 않으므로 

영상에서 약간의 경사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3.과 4.는 500원 동전 후면의 숫자 “5”를 피크값 

검출 알고리즘으로 영상처리된 것이고 그림 5.와 6. 

에서는 동일한 실험환경에서 time averaging 알고리 

즘으로 영상처리된 것을 나타냈다. 또한 그림 7.과 8. 

은 depth profiling 알고리즘으로 영상처리된 것이다.

실험에서 10mmX 10mm 영역을 한 스텝당 200伽로 스 

캐닝 하면서 각 스텝에서 데이터를 검출하고 검출된 

각각의 데이터는 컴퓨터 내에 프로그래밍 된 time 

averaging, 피크값 및 depth profiling 알고리즘에 의 

해 처리되었으며 그림 3.〜그림 8.에서와 같이 gray 

level과 표면영상으로 영상처리 하였다.

그림 3, 4.와 그림 5, 6.을 비교해보면 초음파 현미 

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크값 검출기술은 샘 

플표면에서 물체와의 산란 및 반사를 이용하므로 분 

해능은 좋으나 그림 3.과 4.의 40 X 30 및 40 X 80 부 

분과 같이 산란이 심한 부분에서는 신호가 잘 잡히 

지 않는 현상도 발생된다. 반면에 3림 5, 6.은 그림 

3, 4.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한 영상이고 피크 검출 

기술애 비해 spurious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time averaging 알고리즘에서는 한 지점 

에서 512개의 데이터를 취하고 이 값돌의 평균값을 

취하므로써 시간영역에서 신호의 smoothin坦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와 그림 6. 

에서 보여진 표면영상에서도 확실히 나타난다. 그림 

7.과 8.에서도 위의 두 알고리즘과 동일한 실험환경 

에서 depth proRlin职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처리하 

였다. 펄스에코방식의 초음파시스템에서 샘플을 스캐 

닝할 때 각 지점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신호는 그 지 

점의 기하학적인 구조에 따라 시간적인 차이가 나타 

난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depth proHling알고 

리즘에서는 초음파변환기에 입력된 기준 tone burst 

신호와 반사된 신호의 시간적인 차이를 디지털 오실 

로스코프를 통하여 최소 2ns 분해능으로 검출하였고 

영상화하였다. 그림 7.과 8.에서 보인 것처럼 depth 

profilin昭기술온 샘플의 실제 기하학적인 크기를 정량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보인다. 그림 8.의 표 

면 영상에서 z축방향의 크기값온 기준신호와 반사신 

호의 시간차이므로 이것은 문자“5”의 실제 상대적인 

크기임을 알 수 있다. 이 기술온 초음파의 산란 및 

반사량의 상대적인 변화를 이용하는 기존의 초옴파 

영상기술과는 달리 시간적인 미세한 차이를 검출하 

는 것으로 샘플의 미시적인 영역의 두께 및 부피측 

정 둥 실제 기하학적인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특징 

이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me averaging 및 depth profil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초음파 영상처리 시스템을 구 

성하였으며 기존의 영상알고리즘인 피크값 검출기술 

과 상호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실험에서는 50如원동전 후면의 숫자“5”의 Wminxio 

mm를 200伽간격으로 50 x 50 스캐닝하였고 샘플 각지 

점에서의 반사신호는 500MSa/s 디지털 스코프로 검 

출하고 컴퓨터내에 프로그래밍된 각 알고리즘으로 

신호처 리 하고 영상화하였다.

실험결과 시스템에 적용된 time averaging기술은 

시간영역에서 smoothin昭효과를 나타내므로 피크값 

검출기술에 비해 산란이 심한 영역에서 spurious신 

호가 많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time averaging기술은 시간영역외 데이터의 평균값 

을 취하는 연산을 수행하므로 피크값 검출기술보다 

연산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컴퓨터 및 전 

자장비의 고속성으로 이는 극복될 수 있으며 이 기 

술은 산란이 많이 발생되는 특성을 갖는 재질의 탐 

상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또한 본 연 

구의 depth proRlim^기술은 기준신호와 반사된 신호 

의 시간차를 2ns의 고분해능으로 검출하므로 축방향 

으로 최소 3伽의 차이를 분해할 수 있는 성능을 갖 

는다. 실제 실험결과 그림 8.에서 나타난 것 처럼 

500원 동전 문자“5”를 실제 기하학적 크기로 잘 분 

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술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여러 재료나 다충구조물의 형태, 두께 및 체적등을 

높은 분해능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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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음파 영상처리 시스템의 구성도 그림 2. 구성된 시스템으로 검출된 백원 

동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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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오백원동전 후면 숫자 “5"의 피크 

값 검출 영상

그림 4. 피크 데이터의 표면 영상

（x,y축:스텝수, z：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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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숫자 “5”의 time average 영상 그림 6. time average 데이터의 표면 영상 

（x,y축:스텝수, z축:진폭）

그림 7。숫자 “5” 의 depth profiling 영상 그림 & depth profiling데이터의 표면영상

（x,y축:스텝수, z：시간지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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