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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박막소재(thin film materials)는 전자기기를 비롯
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기기의 신뢰성 측
면에 있어서 박막소재의 기계적 물성은 매우 중요
하며, 박막의 기계적 물성이 벌크(bulk) 소재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어, 박막소재의 기
계적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8) 
박막과 같이 작은 시험편에 대한 인장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변형률의 측정으로, 일반적인 

시편에서 사용되는 접촉식 변위계를 사용할 수 없
기 때문에 비접촉식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
까지 정전용량형변위계(capacitance type displacement 
gage)(9)나 광학적 측정법(5,10,11) 등의 다양한 비접촉
식 측정법이 개발 · 사용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측정법의 하나는 디지털이미지상관(digital image 
correlation, DIC)법(8,11)으로 시험편의 변형 전 · 후 
이미지에 대하여 디지털 이미지프로세싱(digital 
image processing)을 통해 변형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따라서 시험편 표면의 자체 질감(texture) 이미
지 상태에 따라 계산결과의 정밀도가 결정된다. 
구리박막의 인장시험에서 시험편의 파단변형률이 
약 2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커서, 저자들의 이전 
연구(8)에서는 DIC 법에 의한 변형률 계산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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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두께 12μm의 구리박막에 대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변위 측정은 디지털이미
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이미지상관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디지털이미지상관법에서 시험편 표면의 
큰변형으로 인해 변형률계산에 큰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험편 전영역에 걸쳐 정밀하게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직접 시험편의 표면에서 변형률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계산된 시
험편 표면의 변형률 분포는 일반적인 벌크소재의 시험편에서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균일하지가 않고 그 
변화폭이 매우 크며, 항복응력이하의 탄성범위에 있는 경우에도 변형률분포는 균일하지 않다. 이것은 구
리박막의 전해증착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시험편의 거칠기가 비교적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ension tests for copper thin films with thickness of 12 μm were performed by using a digital image 
correlation method based on consecutive digital images. When calculating deformation using digital image correlation, 
a large deformation causes errors in the calculated result. In this study, the calculation procedure was improved to 
reduce the error, so that the full field deformation and the strain of the specimen could be accurately and directly 
measured on its surface. From the calculated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strain distribution is not uniform and its 
variation is severe, unlike the distribution in a common bulk specimen. This might result from the surface roughness 
introduced in the films during the fabrication process by electro-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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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표면의 자체 질감만으로 변위계산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잉크젯프린터를 
이용하여 시험편 표면에 불규칙한 패턴(speckle 
pattern)을 만들어, DIC 법을 이용하여 변형률을 측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작은 시험편에 
패턴의 크기 및 간격을 충분히 작게 만들기가 어
렵고, 시험편 전체의 변형률 분포를 정밀하게 관
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큰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DIC 법에 의한 변
위측정상의 에러를 줄일 수 있도록 계산과정을 개
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리박막에 대한 인장시험
중 시험편 전영역에 걸쳐 변형률의 분포를 관찰하
였다. 

2. 시험 및 측정 

2.1 재료 및 시험편 
시험재료는 일본 Furukawa사에서 제작한 두께 

12 μm의 구리박막으로, 전해증착(electro-deposited)
으로 제작되었다. Fig. 1은 시험편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험편 중앙부의 폭은 0.5 mm, 평탄부 길
이는 5 mm, 평탄부 양단에는 반경 0.5 mm의 필렛
(fillet)을, 시험편 양단에는 볼트로 시험편과 그맆
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였다. 시험
편은 에칭(etching)으로 제작하였다.(12) 
 

2.2 시험장치 
Fig. 2는 시험장치를 보여주고 있다.(9) 시험기는 
동전형 엑추에이터(electro-dynamic actuator)로 구동

되며, 약 5 N의 하중용량을 가지고 있다. 하중 측
정을 위한 로드셀(load cell, Honeywell Co.)은 스트
레인게이지형(strain gage type)으로 10 N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시험편 양단을 고정하기 위한 두 
그맆사이의 변위(grip-to-grip displacement)는 자체
제작한 정전용량형(capacitance type) 변위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전용량형 변위계의 감도
(sensitivity)는 11.3mV/mm, 선형성(linearity)은 0.13 
%이다. 시험편 게이지길이(gage length)부의 변형률
을 DIC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기 위해, CCD 카메라
(Point Grey Co.)를 이용하여 시험중 시험편의 이미
지를 3 fps(frames per second)의 속도로 촬영하였다. 
CCD 카메라의 최고해상도(resolution)는 2,448× 
2,048 픽셀(pixels), 최고해상도에 대한 최고촬영속
도(frame rate)는 15 fps이다.  
시험은 PC에서 시험하중 파형을 D/A 컨버터를 
통해 시험기 엑추에이터로 전송하여 시험기를 하
중제어하며, 로드셀과 변위계로부터 하중과 그맆
간 변위를, CCD 카메라로부터 시험편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저장한다. 시험데이타와 시험편 이미
지의 저장과 시험기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은 
LabView로 작성하였다. 시험은 ASTM E08M(13)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시험은 응력증가속도를 
5 MPa/s로 하여 수행하였다. 

3. 변형률 측정 

3.1 DIC법 
DIC법은 디지털이미지를 기반으로 디지털이미
지프로세싱을 이용한 변위측정법으로, 하중이 가
하지기 전의 변형전 시험편 이미지인 기준이미지
(reference image)와 시험중에 연속적으로 얻어진 
시험편의 변형된 이미지를 비교하여 시험편의 변
형을 계산하게 된다.  

Fig. 3(a)와 (b)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형전 시
험편의 기준이미지와 시험중 얻어진 변형된 시험
편 이미지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3(a)에서 x, y
축은 각각 시험편 길이방향과 폭방향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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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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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configuration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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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configuration of the te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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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ages of (a) undeformed and (b) deform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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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의 작은 점들은 DIC법을 이용하여 변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격자점들(reference grids)로서, 
시험편 기준이미지와 중첩(superposition)하여 보여
주고 있다. Fig. 3(b)는 변형된 시험편에 대해 DIC
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격자점들의 위치를 보여주
고 있다.  

Fig. 4는 시험편 변형 전 · 후의 이미지를 부분적
으로 확대한 것으로, Fig. 4(a)의 흰색 정사각형은 
기준이미지의 서브셋(subset)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서브셋의 중심에 (+) 기호로 나타낸 격자점이 
위치한다. Fig. 4(b)는 변형된 시험편 상의 DIC법으
로 계산된 격자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u와 
v는 각각 시험편 길이방향과 폭방향 변위를 나타
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15 픽셀 크기의 서
브셋을 사용하였다. 서브셋의 크기가 커지면 이미
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영향을 줄일 수 있으나 계
산결과의 해상도(resolution)가 작아지며, 반대로 작
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지만 노이즈의 영향이 커
질 수 있다. 격자점간 간격은 15 픽셀로 시험편에
는 모두 124×11개의 격자점이 있다.  

DIC법에서는 디지털이미지의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을, 변형 전 · 후, 즉 기준이미지와 변형
이미지의 서브셋 이미지에 대하여 계산하고, 이로
부터 최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갖는 
위치를 변형된 격자점의 위치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DIC 법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준이미지로는 변형전 시험편 이미지, 즉 
고정 기준이미지(fixed reference image)를 사용한다. 
시험편의 변형이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시험편의 변형이 
증가하게 되면, 변형전의 기준이미지와 시험중 연
속적으로 얻어진 타겟(target)이미지 사이의 상관도
(correlation)가 점차 감소한다. 특히 시험편의 변형
이 큰 경우, 두 이미지 사이의 상관성은 매우 작
아지게 되며 이것은 DIC에 의한 변형계산 결과에 
에러(error)를 유발하게 된다.  

 
 

 
Fig. 5 Displacement distribution u(x, y) calculated by 

using (a) a fixed and (b) updated reference 
images (unit: pixels) 

 
3.2 변형률 계산 
Fig. 5는 DIC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시험편 길이

방향 변위 u(x, y)를 보여주고 있다. Fig. 5(a)는 변형
전 시험편이미지를 이용한 고정기준이미지에 의한 
계산결과이며, Fig. 5(b)는 변형 정도에 따라 기준이
미지를 바꾸는 갱신기준이미지(updated reference 
images)를 사용한 계산결과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Fig. 5(a)는 Fig. 3(a)의 변형

전 시험편이미지를 이용한 계산결과로, 시험편 평
탄부 평균변형률이 ex,mean = 0.4, 6.4, 12.7, 20.5%인 
네가지 경우에 대해 계산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변형이 비교적 작은 ex,mean = 
0.4, 6.4%인 경우에 변위 계산결과에서는 에러가 
없으나, 12.7%로 증가하게 되면서 시험편 중앙부
에서 계산된 변형에 에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특히 변형이 큰 ex,mean = 20.5%의 경우에는 Fig. 5(a)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험편의 변형으로 시

(b)(a)

x
y

v

x
y

u

Fig. 4 The subset and grids of (a) undeformed and (b)
deform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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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편의 여러 위치에서 에러가 발생한다. 본 시험
결과에서는 대체로 약 ex,mean = 10% 이하의 변형이 
작은 경우에는 큰 에러없이 변형을 계산할 수 있
으나 10% 이상으로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국부적
으로 변형이 집중되는 부위에서 기준이미지와 타
겟이미지의 서브셋간 상관도가 감소하며, 이로부
터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 

Fig. 6은 변형전의 고정기준이미지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호상관계수(cross-correlation coefficient) R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수직축은 변
형전·후 서브셋이미지 사이의 상호상관계수 R, 수
평축은 시험편 표점거리(gage length)에 대한 평균
변형율 ex,mean을 나타낸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시험편에는 124×11개의 격자점이 존재하며, 모든 
격자점에서 계산된 상호상관계수의 평균값 Rmean은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급격히 감소하
지만 평균변형률 ex,mean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
로 감소한다. 이것은 시험편의 변형으로 시험편 
변형 전·후 이미지 사이의 상관관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에서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Rmin은 124×11개의 격자점에서 계산된 상호상관계
수 중에서 최소값을 의미한다. 최소 상호상관계수 
Rmin은 평균 상호상관계수 Rmean에 비해 상당히 
작다. 기준이미지와 타겟이미지 상에 있는 두 서
브셋 이미지 사이의 상관계수가 작다는 것은 변형
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DIC에 
의한 계산결과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정기준이미지를 사

용하게 되면 시험편의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상관계수가 더욱 감소하게 되며, 특히 변형이 집

중된 국부영역에서는 더 큰 에러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변형이 큰 경우에는 고정기준이미지를 
사용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변형이 작은 이미지
를 기준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변형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경우 변형률 ex,mean이 약 10% 이상이 되면 
국부적으로 변위계산 결과에 에러가 발생하기 시
작한다. 이 결과는 Fig. 6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Rmin = 0.5 정도에 해당한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Rmin < 0.7이 되는 경우, 기준이미지를 바로 전 단
계의 이미지로 바꾼다. Fig. 5(b)는 이와 같은 갱신
기준이미지를 이용하여 계산된 변위 u(x, y)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변형률 ex,mean = 0.4, 6.4%의 
경우에는 고정기준이미지를 사용한 Fig. 5(a)의 결
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ex,mean = 12.7%의 
결과는 물론 비교적 변형률이 큰 20.5%에 대해서
도 상호상관계수를 기준으로 기준이미지를 바꿈으
로써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에러 
없이 변위를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시험결과 및 검토 

3.2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두께 12 μm의 구리
박막 시험편에 대한 인장시험결과로부터 응력과 
변형률 곡선을 계산하였다. Fig. 5(b)의 길이방향 변
위 u(x, y)의 결과에서, 시험편 중앙평탄부의 표점
거리 약 4 mm에 대하여 양쪽 두선상에 위치한 격
자점들의 상대변위로부터 표점거리에 대한 평균변
형률 ex,mean을 계산하였으며, 그 한 예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세 개의 구리박막 시험편에 대해 얻어진 시험결
과는 Table 1에 정리되어 있으며, 그 평균값으로는 

 

Fig. 6 Variations of the cross-correlation coefficient R 
calculated for a fixed reference image 

 

Fig. 7 Stress-strai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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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계수 E = 88.7 GPa, 0.2% 오프셋(offset) 항복응
력 Sy = 257.3 MPa, 인장강도 Su = 317.1 MPa의 결과
를 얻었다. 

DIC법의 장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비접촉식
으로 시험편 전영역에 걸쳐 정밀한 변형률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Fig. 8은 Fig. 5(b)의 ex,mean = 0.4, 
6.4, 12.7, 20.5%의 경우에 대한 시혐편 길이방향 
변위 u(x, y)로부터 계산된 길이방향 변형률 ex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변형률은 각 격자점에서 
계산된 변위값의 축방향 기울기로부터 계산하였
다. Fig.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험편의 양
단은 필렛이 있어 변형률이 중앙부에 비해 작다. 
시험편 중앙부의 변형률 분포는, ex,mean = 6.4, 12.7, 
20.5%의 변형률이 비교적 큰 경우는 물론이고 
0.4%의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일정하지가 않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항복응력이하의 탄성범
위에 있는 경우에도 변형률분포는 균일하지 않다. 
이것은 일반적인 벌크 시험편에 대한 인장시험에
서 예상되는 시험편 단면의 변형률분포와 다르다. 
한편, 변형률 ex,mean이 증가하여도 변형률분포의 
패턴은 거의 같다. 즉, 국부적으로 변형률이 높은 
영역과 작은 영역의 위치는 거의 변화가 없다.  

Fig. 8의 시험편은 상단 모서리의 중앙부에서 최
종파단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Fig. 5(b)에서 평균변
형률 ex,mean = 20.5%의 경우 시험편 상단 중앙부의 
길이방향 변형분포 u(x, y)에서도 균열발생부위에
서 변형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8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률의 변
화폭이 매우 크다. 평균변형률 ex,mean = 20.5%의 경
우에 대한 최종파단이 발생한 시험편 하단 모서리
에서의 길이방향 변형률 ex의 분포는Fig. 9와 같다. 
그림에서 수직축은 길이방향 변형률 ex, 수평축은 
길이방향 위치 x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시험편 중
앙부의 변형률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험편의 최
종파단이 발생하였으며, 그 크기는 약 35% 정도 

Table 1 Tension test results 
 E (GPa) Sy (MPa) Su (MPa) 

1 
2 
3 

Mean 

88.1 
87.6 
90.4 
88.7 

256.3 
261.0 
254.5 
257.3 

319.3 
313.8 
318.3 
317.1 

 
 

Fig. 8 Distribution of strain ex 

 
Fig. 9 Strain distribution on the upper edge line 

 

 
(a) 

 

 
(b) 

Fig. 10 SEM images of (a) the drum and (b) the outer 
side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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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균변형률의 1.5배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리박막의 제작공정인 전

해증착의 특성상 시험편 표면의 거칠기는 두께에 
비해 상당히 크다. Fig. 10은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에 의해 측정된 시편의 표면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시험편의 드럼쪽(drum side)은 
전해증착 제작공정중 음극드럼(cathode drum)으로
부터 박리되는 면으로 비교적 평탄하며 길이방향의 
줄무늬가 있고, 바깥쪽(outer side)은 매우 울퉁불퉁
하며 표면 거칠기가 크다. 이와 같은 단면의 불균
일로 인해 일반적인 벌크 시험편에서와는 다르게, 
국부적인 응력집중에 의해 변형률의 분포가 달라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박막시험편의 경
우에는 시험편 두께에 비해 시험편 표면의 거칠기
가 일반 시험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박막시험편의 경우 표면거칠기에 의한 국부적인 변
형률 집중의 영향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5. 결 론 

두께 12μm의 구리박막에 대한 인장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변위측정은 디지털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DIC법을 이용하였다. 구리박막과 같이 파단시 
변형률이 높은, 즉 연성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DIC법에서는 시험편 표면의 변형으로 인해 변형
률계산에 큰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상호상관계수를 기준으로 변위계산을 위한 
기준이미지를 바꿈으로써 시험편 전영역에 걸쳐 
정확하게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었다.  
계산된 시험편 표면의 변형률 분포는 일반적인 
벌크소재의 시험편에서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일정
하지가 않고 그 변화폭이 매우 크며, 항복응력이하
의 탄성범위에 있는 경우에도 변형률분포는 균일하
지 않다. 이것은 구리박막의 전해증착 제조공정에
서 발생한 시험편의 거칠기가 비교적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박막은 표준시
험편에 비해 표면 거칠기의 두께에 대한 비가 상대
적으로 크며, 따라서 박막의 강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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