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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함의 형태는 나타났으나, 고체 내부 결함의 깊이와 영상

일반적으로 초음파현미경에서 획득한 초음파 영상은 

단일 동작주파수를 사용하여 획득하였으며, 분해능은 동 

작주파수와 초음파변환기에 의해 결정되는 공간주파수 

대역에 의하여 제한되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현 

미경에서 동작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획득한 영상들을 

합성하여 공간주파수의 축 방향 대역을 확장시킨 개선 

된 고체 내부의 진폭영상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실험에서는 동작주파수가 5毗이고 비대역폭이 

35%인 초음파변환기를 사용하여 초음파현미경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는 진폭과 위상영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획득 

할 수 있도록 검출기로서 쿼드러춰 검출기를 사용하였 

다. 시편으로는 알루미늄을 선택하였고, 시료의 표면으로 

부터 깊이를 다르게 하여 내부에 4개의 원형결함을 제 

작하였다. 실험결과 단일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 

강도의 변화가 비례하여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개선된 

영상에서는 깊이 변화에 대해서 영상 강도의 변화가 비 

례하여 출력되었다.

1. 서 론

급속한 첨단산업의 발달과 더불어서 반도체, 전자부 

품, 정밀소자 및 신소재 개발과 같은 산업이 급속히 성 

장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은 생산제품의 품질관리와 고 

신뢰도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따 

라서 각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생산 제품의 고신뢰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파괴 검사 장비와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초음파현미경 (SAM： 

Scanning Acoustic Microscope)은 기존의 광학현미경 

으로는 검출이 어려운 불투명한 고체의 시료 내부를 

가시화(可視化)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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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국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초음파현미경 시스템

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초음파현미경은 일반적으로 단일 주파수를 사 

용하여 초음파 영상을 복원한다. 이때 동작주파수가 일 

정하다면 음향렌즈에 의해 결정되는 축방향 공간주파수 

대역이 제한되며, 이러한 대역은 일반적으로 협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함의 깊이 방향 변화를 

미세히 관찰할 경우 고주파수의 초음파변환기를 사용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주파수의 초음파변환기를 사용한 

다면 침 투 깊이 가 작아진다는 단점 을 갖게된다.3）본 연 

구에서는 축 방향 공간주파수 대역폭을 증가시켜 고체 

내부 영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러 

한 방법은 초음파현미경에서 동작주파수를 대역폭 내에 

서 변화시키면서 획득한 영상 데이터들을 합성하여 단 

일 주파수를 사용하여 복원된 영상에 비하여 공간주파 

수대역이 확장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영상 개선에 

서는 획득한 영상들의 진폭과 위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검출기로서 쿼드러춰 검출기를 사용 

하여 초음파현미경을 구성하였고, 이때 초음파변환기는 

비대역폭이 35%이고 중심주파수가 5MHz인 변환기를 사용 

한다. 시편으로는 알루미늄을 선택하고, 시편 내부에 시 

료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다른 4개의 원형결함을 제작하 

여 실험한다.

2. 축 방향 공간주파수 대역 확장을 통한 

고체 내부 진폭 영상의 개선

일반적으로 초음파현미경의 분해능은 초음파변환기의 

성능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초음파현미경에서 획득 

한 영상 데이터는 초음파현미경에서 사용된 초음파변환 

기에 의해서 영상의 질이 결정되고, 특히 음향렌즈와 

동작주파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1은 음향렌즈와 

동작주파수 변화에 대한 빔폭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MHz]

그림 1. 음향렌즈와 동작주파수의 변화에 따르는 

빔폭의 변화

Fig. 1. Variety of beam width in accordance with 

variation of acoustic lens and operating frequency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향렌즈가 일정한 경우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주파수 변화에 대한 빔폭의 변 

화가 높은 주파수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높은 주파수대역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빔폭의 크기는 초음파영상의 횡방향 분해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빔폭이 작아지면 횡방향 

분해능이 향상되게 된다. 하지만 높은 주파수대역에서는 

주파수 변화에 대해서 빔폭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횡방 

향 분해능은 낮은 주파수대역에 비하여 거의 차이가 없 

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초음파변환 

기의 중심주파수를 동작주파수로 사용하며, 고체 내부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디포커싱 

모드에서 스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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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포커싱 동작모드

Fig. 2 defocusing mode

초음파변환기에서 여기된 초음파는 그림 2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음향렌즈에 의해서 집속이 되어지며, 이때 집 

속된 초음파 빔은 유한한 크기의 빔 폭을 가지게 되며 

횡 방향 분해능을 결정하게 된다. 피사체에 초음파변환 

기가 디포커싱 되었을 때 얻어지는 PSF는 이러한 초음 

파의 빔 폭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초음파변환기의 

최대 개구면의 각도가 커진다면 이에 따라서 빔폭이 다 

르게 나타난다. 개구면의 각도와 동작주파수 변화에 대 

한 빔폭의 변화는 저주파수인 경우 음향렌즈 형태의 변 

화보다는 동작주파수의 변화에 대해서 빔 폭의 변화가 

민감한 반면, 고주파수의 경우는 동작주파수보다는 음향 

렌즈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빔 폭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다45)

이와 같은 횡 방향 분해능은 최대 개구면의 크기와 각 

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또한 깊이 방향 분해능과 관계된 

다. 이러한 관계는 공간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보면 보다 

쉽게 설명 될 수 있다. 고체 내부에 집속된 면에서 획득 

한 PSF를 2차원 퓨리어 변화하면 SFR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SFR은 대역이 존재하게 되고 측정된 영상은 이 

러한 SFR에 의해서 대역 제한을 받게 된다.

초음파변환기가 원통이면서 대칭인 경우, 반사형 초음파 

현미경에서 초음파변환기는 송수신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모양의 대역을 

갖는다. 이때 공간주파수는 식(1)과 같다

아七万'etti HIHTI IWtlM貝주!

그림 3. 3개의 다른 주파수를 중첩할 때 초음파현미경의 

공간 주파수 웅답의 기저대역

Fig. 3 Bases of support for the microscope' spatial 

frequency response operating at three different 

frequencies superimposed.

八

£

I 씨 =、/kf + k*+k； (1)

이때 횡 방향에 대한 횡 파수는 식(2)과 같이 정의된다.

kr=、/a+kS (2)

횡 방향에 대한 분해능이 결정되면 식(1)에 식(2)를 대 

입하면 식(3)과 같이 깊이 방향의 분해능이 결정된다.

= Vk2 - (3)

만일 초음파현미경에서 초음파변환기의 대역폭 범위 

내에서 동작주파수를 변화시킨다면 초점거리와 빔 폭이 

변화하게 되며 식(1)에 의해서 공간주파수의 기저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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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게 되어 虹과 도 이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그 

림 3은 세 개의 다른 주파수를 동작시켜 중첩시킨 경우 

기저대역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면 초음파현미 

경에서의 동작주파수를 변화시킬 때 횡 방향에 대한 대 

역폭의 변화는 거의 유사한 대역폭을 갖는 반면에 总에 

대한 변화는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초음파 

변환기를 고주파에서 동작시킬 때 虹가 음향렌즈에 의해 

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작주파수를 변화시키면 

식(1)과 (3)의 관계식에 의해 kz방향의 기저대역에서 천 

이가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면 초음파현미경에서 동작주파수를 단일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 kz에 대한 대역폭이 최대 Ws로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음파현미경에서 

동작주파수를 변화시킬 경우 그림 3에서와 같이 kz에 

대해서 지연이 일어난다. 이때 획득된 각각의 공간주파 

수를 조합하여 영상을 구성한다면 합성된 영상은 kz영 

역에서 대역폭이 최대 Ws 로 증가되어 깊이 분해능이 향 

상된다. 이러한 kz에 대한 공간주파수 대역폭의 증가 

는 초음파변환기의 대역폭과 부착된 음향렌즈의 최대 

개구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 있는 최 

대 범위도 이에 따라서 초음파변환기의 특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영상을 조합하는 방법은 초음파변환기의 대역폭 내에 

서 동작주파수를 변화시켜 얻어진 영상 스펙트럼을 조 

합하여 얻을 수 있으며 1번째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여 

얻어진 영상스펙트럼은 식(4)과 같다.

G((yi;k) = H(cyi;k)F(k) (4)

각각의 동작주파수에서 식(4)는 측정된 영상들과 피사체 

에 대한 공간 스펙트럼의 관련 행렬형태의 식으로 나타 

낼 수 있으며 식(5)과 같으며 여기서 인덱스는 訥이다.

G( 3 !；k) 1 r H( a) i；k)l

! _ = : [F(k)] (5)
.G( 69 N; k)] [ G( 3 N； k)

식⑸는 첨자가 표시된 식으로 표기 할 수 있으며 식(6) 

와 같다.

Gk= HkFk ⑹

식(6)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풀면 식(7)이 얻어진다.

F&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여 획득한 모든 영상으로 

부터 피사체에 가장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H 수(2
Fl hL： ⑺ H 가峋

여기서 H*는 역행렬을 의미한다

3. 실험 및 고찰

본 논문에서 개선된 초음파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초음 

파현미경의 동작주파수를 가변 시키면서 획득한 영상들 

에 대한 진폭과 위상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험에 

서는 진폭과 위상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검출 

기로서 쿼드러춰 검출기를 사용하여 초음파현미경을 구 

성하였고, 이때 초음파변환기는 비대역폭이 35%이고 중 

심주파수가 5眦인 변환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4는 이번 실험에서 구성한 초음파현미경의 블록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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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쿼드러춰 검출기를 이용한 초음파현미경의 

블록선도

Fig. 4. Block diagram of acoustic microscope using 

quadrature detector
Fig 6. Reconstruction image using single 

frequaicy(5MKz)

시편으로는 알루미늄을 선택하여 표면에서 결함까지의 

깊이가 다르게 위치하도록 하여 4개의 원형결함을 제작 

하였다. 그림 4는 시료의 결함 제작을 위한 그림이다.

그림 5 시편의 대략도

Fig. 5 Schematic diagram of sample
Xfniml

그■림 7. 개선된 영상

Fig 7. Enhanced image

그림 5에서 결함 a는 표면에서 깊이가 -1.5m, b는 -2 

mm, c는 -2.5m, d는 -3mm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따라서 

높이가 다른 내부 결함에 대해 높이에 따라 다른 영상 

강도를 측정한다면 이를 통해 내부 결함에 대한 축방향 

분해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과 7은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영상으로 이미지 필 

드는 5剛乂5哑로 하였으며 픽셀간의 간격은 50伽로 하 

였다. 한편 디포커싱 깊이는 초점(z=0)에 대하여 -3raa시 

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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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단일주파수를 사용하여 얻어진 고체 내부영 

상이다. 결함의 깊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영상 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함의 형태는 나타나고 

있으나 깊이는 알 수 없었다.

그림 7은 동작주파수를 4.4MHz에서 5.6MHz까지 200kHz씩 

가변 시키면서 획득한 영상 데이터들을 합성하여 얻어 

진 영상이다. 그림 7에서 보면 결함의 존재하고 있는 

깊이에 따라서 영상 강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함이 존재하는 면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 

다.

동작주파수 변화에 의하여 얻어진 영상들을 합성하여 

복원된 영상은 깊이 방향에 대한 분해능이 향상되어 

나타내며, 고체 내부의 결함이 존재하는 층이 다른 경 

우에 있어서 영상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결함이 존 

재하는 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

4.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간주파수 영역에서 축 방향 대역을 합 

성하여 확장시킴으로써 개선된 영상을 얻는 방법에 대 

해서 연구하였다. 초음파현미경에서 동작주파수를 변화 

시키면 축 방향에 대해서 기저대역의 천이가 일어나게 

되며, 동작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획득한 영상들을 합성 

하게 되면 기저대역이 단일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에 비 

하여 확장된다. 이러한 영상개선 방법은 진폭과 위상 데 

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출기로서 쿼드러춰 검출기를 

사용하여 초음파현미경을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실험결 

과 5MHz의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복원된 영상에 

서 결함의 형태는 나타났으나 영상강도 변화를 통하여 

결함의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반면에 동작주파수를 4.4 

MHz에서 5.6MHz까지 200kHz씩 가변 시키면서 획득한 영상 

데이터들을 합성하여 얻어진 영상에서는 단일 주파수 

를 사용한 영상과는 달리 결함의 깊이에 따라서 영상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작주파수를 변화시 

키면서 획득한 영상들을 합성하는 경우 축 방향 분해 

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영상개선이 동작주파수의 변화를 세밀히 할수록 좋아 

질 것은 예측되나 영상 데이터 획득 및 영상처리를 위 

한 시간이 증가되므로 영상의 질과 관련되어 최적의 

주파수 가변치와 획득데이터 의 수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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