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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초정밀 가공이 진행됨에 따라 산업계 전

반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계메커니즘이나 그 

구성요소 부품은 초소형화와 함께 마이크로, 나노

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평가 시 높은 측정 정밀도가 요구되고 있

고, 이러한 계측을 인라인(inline)상에서 동시에 시

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하려는 기업들의 요

구 또한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1,2)  

현재,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표

면거칠기의 평가방법은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구분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접촉식의 경우 촉침

(stylus)을 이용하여 표면거칠기를 기계적으로 측정하

므로 측정원리가 간단하고, 주위 환경에 영향을 적

게 받으며 측정값의 반복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촉침의 측정 압력으로 인하여 연

성 재료나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와 같은 초정

밀 가공면의 표면에 결함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고속측정에 부적합 하며, 촉침 마모에 따라 발생하

는 오류 등 여러 가지 단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Key Words : Design of Experiment(실험계획법), Surface Roughness(표면거칠기), Laser Scattering(레

이저 산란) 

초록: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산란 영상을 이용하여 표면거칠기를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우선, 레이저 산란 

매개변수들과 표면형상에 따라 나타나는 광로의 편향성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레이저 산란 검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연삭표면에서 획득한 레이저 산란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영상에서 수직방향으로 나타나는 

산란광 분포영역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적 특징을 표현하는 레이저 산란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레이저 산란변수들의 최적조건을 선정하였고, 연삭표면에서 

표면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레이저 산란 영상 내에서 수직방향으로 나타나는 산란광 분포 영역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마이크로 표면의 평가 및 거칠기 측정 시 주요한 인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surface roughness has been experimentally identified using laser scattering images. The 

parameters and optical deflected rays of laser scattering are investigated on laser scattering system, and then their 

optimum parameters on grinding surfaces are selected using design of experiment. The application of the optimum 

parameters results in featured laser scattering images, in which the mean of vertical scattering distributions is regarded 

as a feature. It is shown that the feature of laser scattering distributions is linearly increased according to grinding 

surface roughness and so the information can be used as important factor for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various 

surface roughness. In the futu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laser scattering method will be evaluated using AFM.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2009 년도 충청지부 춘계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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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STM(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FM 

(atomic force microscope)등과 같은 고정밀도 비접촉식 

측정기기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

다.(3,4) 하지만 이러한 측정기기들은 나노미터 단위

까지 계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잡음에 민감하

여 높은 수준의 측정환경이 요구된다. 또한 측정 

및 평가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신속한 피드백을 

요구하는 인라인 측정에는 부적합한 경향이 있다.  

인라인 측정과 대면적 표면 검사를 위한 영상처리 

기반의 측정시스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5~7) 매

우 미세한 스크래치(scratch), 덴트(dent), 핀홀(pinhole) 

등과 같은 마이크로 단위의 결함 검출과 표면상태를 

측정 및 평가하는데 있어서 조명시스템 및 카메라 동

적 범위 등과 같은 문제점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라인 상에서 마이크로 단

위의 계측이 가능한 검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연삭 가공된 표면에서의 레이저 산란 매개변

수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실험계획법을 이용하

여 암시야(dark-field) 검사법에서 이 변수들이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레이저 산란 검사 시스

템의 최적 조건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획득한 

표면거칠기 별 레이저 산란 영상들을 비교 분석하여 

상호간의 관계성에 대해 정성적으로 규명하였다.  

2. 레이저 산란 검사 시스템 구성 

표면에서 반사되는 광의 기하학적 성질은 양방향 반사율 

분포 함수(BRDF: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로 표현할 수 있다.(8) 이를 통해 광의 파장, 

표면 물질 타입, 입사 조도와 입사선속(incident light 

flux), 광의 입사 방향 및 표면의 법선 방향과 검출기 

사이에서의 기하학적 관계, 광의 파장과 관계된 표면 

거칠기 범위에 따라 산란광 성분의 크기를 도출할 수 

있다.(9) 또한 거친 표면에서의 반사광의 편향각

(deflection angle)은 기하학적으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Fig. 1 과 같이 도시하였다.(10)  

 

 2ω δ=  (1) 

여기서 δ 는 광이 입사되는 거친 표면의 경사면 

의 최대 기울기를 의미하고 ω 는 그 경사면에서 정

반사 성분의 편향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과 표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Fig. 2 와 같

이 레이저 산란 측정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먼저 레이

저와 카메라의 중심축을 동일평면(coplanar)에 위치시

키고 검사표면의 한 점에 포커스를 일치 시켰다. 또

한 표준 법선에 대해 원주 방향으로 20°~ 80°까지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동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레이저 입사각 구현과 함께 거친 표면에서 나타나

는 레이저 산란광을 카메라가 다양한 각도에서 관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light ray deflection 

from a flatness anomaly 

 

 

Fig. 2 Laser scattering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surface roughness 

 

 
 

Fig. 3 Grinding specimens  

 

찰할 수 있게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레이저는 

636.6nm 파장을 갖는 점 광원이고, 해상도(resolution) 

1392× 1040 에 픽셀크기(pixel size) 4.65 ㎛× 4.65 ㎛를 

갖는 CCD Area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검사시편을 고

정시켜주는 지그(jig) 부분은 0°~360°까지 회전할 수 

있어 표면의 각 방향으로 레이저 입사를 가능하게 하

였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에 사용할 검사표면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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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ark-Field conditions  

 

경면(specular surface)을 만들 시 주로 이용되는 연삭 

가공된 표면(Ra: 0.05 ㎛~1.6 ㎛)을 사용하였다. Fig. 3 은 

실험에 사용된 Rubert No.130 시편을 나타낸다. Rubert 

Co Ltd..는 비교용 표면거칠기 시편 제작 전문 기업으

로 유럽의 여러 연구실에서 표면거칠기 비교 시 이 

사의 시편을 사용하고 있다.(11) 또한 본 논문의 실험에

서는 표면에서의 광산란 특징을 확인하거나, 결과값

으로 표면거칠기 증가에 따른 경향을 파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위인 Ra 값을 사용하였다.(11,12) 

3. 레이저 산란 변수의 최적 조건 선정 

3.1 거친 표면에서의 레이저 산란 실험  

레이저 산란 변수들의 최적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위해 다구찌 직교배열법(Taguchi orthogonal array)

을 적용하였다. 실험에 있어서 다구찌 직교배열법을 사

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인자와 수준이 존재할 경우 실

험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최적 조건을 선정함에 있어 

유리하며 실험의 재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13)  

먼저 레이저 산란 영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

을 고찰하여 제어 가능한 인자들과 잡음 인자들을 분

류하였다. 우선 산란광 광로와 광강도에 영향을 미치

는 레이저의 입사각(incident angle)과 산란광을 수집하

는데 중요한 카메라의 관찰각(viewing angle)이 제어인

자로 존재한다. 또한, 카메라로 들어오는 광량을 조절

하는 F-number, 산란광 광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험시편의 가공결(machined lay) 방향 역시 제어인자

로 선정하였다. 잡음인자로는 레이저의 정반사 성분, 

초점정도, 표면의 기울어짐과 입사각과 관찰각 사이

의 편심 등이 존재하나 결과값에 이들의 반복실험에 

의한 평균값을 포함하여 레이저 산란 영상 결과값에 

둔감 하게 설정하였다.  

다음은 제어인자들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고찰해

본 결과, 레이저의 입사각의 경우 광 간섭(interference)

이 일어나는 0°를 제외하고 기구적 제한에 의해 20°

~80°의 범위를 균등하게 나누어 선정하였다. 또한 거

친 표면에서 나타나는 산란성분이 밝은 영상으로 획

득되는 암시야 검사법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레이저의 

정반사 성분을 Fig. 4 와 같이 최소화 하였다.(14) 선행

실험을 통해 레이저의 정반사 성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는 식 (2)와 같다.  
 

 15 ,  15o i o iφ θ φ θ< − > +o o
 (2) 

Table 1 Control factors and levels  

Control factor 
Level 

1 2 3 

A.  θ° 20° 50° 80° 

B.  ф° 0° 35° 65° 

C.  ω° 0° 45° 90° 

D. F-number 4 8 - 

 

Table 2 An orthogonal array for measurement of 

surface roughness 

Experiment

al number 

Control factor 

A(θ°) B(ф°) C(ω°) D(F-Num) 

1 20° 20° 0° 4 

2 20° 35° 45° 8 

3 20° 65° 90° 8 

4 50° 0° 45° 8 

5 50° 35° 90° 4 

6 50° 65° 0° 8 

7 80° 0° 90° 8 

8 80° 35° 0° 8 

9 80° 65° 45° 4 

 
여기서, 

o
φ 는 카메라의 관찰각을 의미하고 

i
θ 는 

레이저의 입사각을 의미한다. 표면의 가공결 방향

(ω°)의 경우 레이저 입사방향에 대해 0°, 45°, 90° 

틀어진 조건으로 설정하여 연삭 표면의 가공결 이 

레이저 산란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였다. 

F-number 의 경우 제어 가능한 4 개의 수준 중 최

소값의 경우 영상이 많은 광량에 의해 CCD 센서

에 맺히는 산란광이 포화되는 경우가 많고, 최대

값의 경우에는 적당량의 광량에도 불구하고 영상

에서 블러링(blurring) 현상이 나타나므로 4 와 8 

두 수준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한 제어인자

와 각 인자의 수준을 Table. 1 에 나타내었고, 본 

실험의 환경에 맞는 4 인자 3 수준의 직교배열표 

L93
4를 이용하여 Table. 2 와 같이 실험을 수행하였

다.  

 
3.2 레이저 산란 영상 분석을 통한 변수 최적 

조건 선정 

다구찌 직교배열법에 의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레이저 산란 영상을 Fig. 5 와 같이 획득하였다. 이

들 레이저 산란 영상을 분석한 결과 3 번, 5 번, 9

번 실험 영상은 CCD 센서에 수렴한 레이저 산란

광의 양이 많아 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경우 각각의 제어인자가 레이저 산란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 

실험을 위해 오류영상들을 분석하여 제어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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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aser scattering images(Ra: 0.4 ㎛) 

 

 
Fig. 6 Characteristic of a machined ray in a grinding 

surface 

 

축소하였다. 먼저 획득된 레이저 산란 영상들을 

Fig. 6 에 나타낸 연삭 표면의 가공결 특징과 비교

하여 살펴보았다. 암시야 검사법을 사용하여 거친 

표면의 골과 마루 부분에서 나타나는 정반사에 의

한 산란 성분을 최소화 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밝

게 나타난 부분은 거친 표면의 경사진 곳에서 나

타난 산란성분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

로 3 번 영상을 분석 하면 가공결의 경우 입사광

에 직교하는 방향이고, 카메라 관찰각이 레이저의 

입사각보다 크다. 이는 레이저의 입사광이 카메라

와 마주보는 거친 표면의 경사면에 스침(grazing) 

입사각으로 조사되어 강한 산란 성분이 카메라로 

수렴되어 영상이 포화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5 번 

영상의 경우 가공결의 방향, 레이저 입사각과 카

메라 관찰각 사이의 관계는 7 번 영상과 비교하였

을 때 충분히 좋은 영상이 나올 조건이라 판단된

다. 하지만 이때의 F-number 가 작아 카메라가 받

아들이는 광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영상에서 

산란성분이 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9 번 영상  

Table 3 Quality values and SN ratio for selecting the 

optimum condition of factors 

실험

번호 

Control factor Characteristic SN 

A(θ°) B(ф°) Q η  

1 30° 0° 0.24364 -6.13251 

2 50° 0° 0.48724 -3.12257 

3 50° 20° 0.31232 -5.05400 

4 50° 35° 0.08448 -10.7324 

5 80° 0° 0.63582 -1.96665 

6 80° 20° 0.58956 -2.29471 

7 80° 35° 0.59266 -2.28662 

8 80° 65° 0.15755 -8.02581 

Average of total SN ratio -4.95192 

 
은 5 번 영상과 같은 이유로 포화현상이 나타났지

만, 가공결의 방향에 의해 일부 광이 카메라가 바

라보는 축에서 옆면으로 편향됨으로 카메라에 수

렴되지 않아 7 번 영상만큼 크게 포화되진 않았음

이 추측된다. 이 근거로서 1, 2, 4, 6, 8 번 영상의 경

우 영상에서의 산란성분이 다른 영상들에 비해 현

저히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공결의 방향이 

레이저 입사방향과 같아 산란성분 보다는 정반사 

성분을 많이 나타내거나 틀어진 표면에서 편향되

는 산란광이 카메라로 수렴되지 못해 나타나는 현

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공결의 방향은 90°, F-number 는 4, 레이저의 입

사각과 카메라의 관찰각이 фo<θi+15°조건을 유지

하도록 제어인자의 값을 재 설정하고 레이저 입사

각과 카메라 관찰각에 관하여만 Table. 3 과 같이 

수준별 전체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7 은 재 실험

한 산란 영상을 나타낸다. 앞서 영상분석 시 밝힌 

바와 같이, 영상에서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 거친 

표면의 경사면에서 나타나는 산란성분이라 추정하

면 밝게 나타나는 영역 사이에서 y 좌표 방향으로 

어둡게 나타나는 산란 성분은 거친 표면의 마루부

분에서의 정반사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레

이저 산란 최적조건을 찾기 위한 특성값을 식 (3)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1

1
(max) (min)

n n

i i i

i i

Q Y Y
n = =

 
= − 

 
∑ ∑   (3) 

 

위 식에서 Q 는 특성값을 Y(max), Y(min)은 각각 

영상에서 y 방향을 따라 나타나는 산란 성분 분포

의 최대와 최소를 나타낸다. n 은 실험 횟수를 나

타냄으로써 평균값을 통해 잡음에 대해 강건하게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정반사 성분과 산란성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은 특성을 보이는 것이므로 

SN 비를 구하는 방법으로 식 (4)와 같이 망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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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aser scattering binary images(Ra: 0.4 ㎛) 

 

 
Fig. 8 ANOVA graph for two control factors 

  
을 적용하면 Table. (3)과 같은 SN 비를 구할 수 있

다. 

 

 
2

1
( ) 10logSN

Q
η

 
= −  

 
 (4) 

이를 이용하여 수준별 인자들이 레이저 산란 영상

에 미치는 영향을 식 (5)를 통해 구할 수 있다. Fig. 

7 과 같이 분산분석(ANOVA) 그래프를 통해 레이

저 산란영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는 인자와 수

준을 선정할 수 있다. 

 
Fig. 9 Laser scattering images for optimum laser 

scattering parameters 

 

 3 5 6 7 8

1
[ ]Am

n
η η η η= + + +  (5) 

여기서, m은 각각의 인자의 반복실험을 통해 얻은 

SN 비의 인자당 평균을, 아래첨자 A3 는 각각 인자

와 수준을, 아래첨자는 실험 번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SN 비 값과 분산분석 그래프를 통해 확

인한 결과 레이저 입사각 80°, 카메라 관찰각 0°, 

가공결 방향 90°, F-number 는 4 일 경우가 거친 

표면에서 레이저 산란을 이용하여 표면 검사를 할 

경우 최적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4. 표면거칠기에 따른 레이저 산란 영상 

앞장에서 선정한 레이저 산란 변수 최적조건을 

이용하여 연삭 표면에서의 표면거칠기에 따른 레

이저 산란 영상을 Fig. 9 과 같이 나타내었다. 거친 

표면에서 나타나는 산란성분의 특징이 연삭 표면

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잘 표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면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영상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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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roughness and 

laser scattering image distribution 

 

 

Fig. 11 Correlation between a feature of laser scattering 

image distribution and the surface roughness 

 

는 레이저 산란성분과 그렇지 못한 레이저 정반사

성분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거칠기가 커질수록 가공표면의 특

징인 가공결의 간격이 멀어져서 나타나는 특징이

라 판단된다. 게다가 영상에서의 산란광 성분의 

분포 영역의 크기 역시 영상 전반에 걸쳐 넓게 분

포됨을 알 수 있다. Fig. 10 은 Fig. 9 의 레이저 산

란 영상에서 표면거칠기에 따른 레이저 산란 분포

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X 축은 영

상에서 X 방향으로 증가하는 픽셀의 좌표이며, Y

는 연삭 표면의 Ra/Rz 값을 나타내고, Z 축은 영상

에서 밝게 나타나는 산란성분의 분포량을 나타낸

다. Fig. 11 은 레이저 산란 분포량의 최대값을 통

해 정규화 하여, 표면거칠기의 증가에 따른 레이

저 산란광 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먼저 Fig. 

10 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영상에서 y 방향으로 분

포하는 레이저 산란광의 분포영역이 중심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레이저 

입사각이 커짐에 따라 원형의 광원형태가 타원으

로 변화하여 중심부분에서의 광원의 폭이 가장 두

껍게 나타남과 레이저 광원의 중심부에서 광강도

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Fig. 11

에서는 표면 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 역시 

어느 정도의 선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를 통해 레이저 산란영상을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선형성이 

약하게 나타난 것은 실험상의 잡음의 영향일수도 

있겠지만, 측정방식에 있어서 전체 면적에 대해 

측정하지 않고 표본 실험을 수행함으로서 발생하

는 문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거친 표면에서 발생하는 레이저 

산란광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와 편향

되는 산란광 광로에 대해 고찰한 후 기본적인 레

이저 산란광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다구찌의 

직교배열법에 의해 실험을 최소화하여 레이저 산

란 매개변수를 최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Ra 0.05

㎛~1.6 ㎛를 갖는 연삭 표면에 대해 선정된 매개

변수를 적용하여 레이저 산란 영상을 얻은 결과 

최적조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면거칠기 별 

레이저 산란 영상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표면거칠

기가 증가함에 따라 레이저 산란 영상에서의 산란

광 분포가 선형성을 보이며 증가함과, 표면거칠기

가 커질수록 표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산란광의 특

징이 잘 나타남을 정성적으로 규명하였다. 향후, 

AFM 측정을 통해 얻은 시편표면의 형상과 정성적

으로 얻은 결과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고, 인라인 

상에서 여러 방식으로 가공된 표면을 강건하게 검

사 및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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