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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50% Tukey창함수룔 이용하여 위너필터룔 설계하고 표면결함의 영상 

을 개선하였다. 이 위너필터는 높은 공간주파수 성분에 대해 낮은 잡음이득을 주며 

안정된 필터 동작 륵성을 보였다. 실험을 위하여 쿼드러춰 방식의 초음파현미경을 

구성하고 시편으로 10원주화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개선된 영상은 블러링 효과 

가 제거되어 우수한 영상 화질을 나타내었다.

ABSTRACT

We h&v으 studi은d the design of wiener filter by using 50% Tuk온y window 

function and enhanced the image of the surface detect with 나!은 filter. It 

has be은！! shown that the filter produces the 고。w noise gain for the 

components of high spatial frequency and provides a stab丄은 operation. In 

this experiment, we hav 은 constructed th 은 acoustic microscope using 

quadrature method and used a 10 won coin as a sample. In th은 result of this 

experiment, it has been found that the enhanced im효gss have high gui고ty 

becouse of the reduced blurring 은ff은ct.

I 서 론

항공전자 산업 이나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제 

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안정성 확보 및 생산공정 

의 경비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초정밀 비파괴검사 

장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서도 SAM (Scanning Acoustic 

Microscope)장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하 

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 

도체, 신소재, 복합재료 및 정밀부품 공업 분야까 

지도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국산화 개발이 시급히 요망된다.

초음파현미경의 개념은 1930년대 Sokolove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나。1970년대 초까지匸 

고주파수의 초음파를 효율적으로 발생시키지 못 

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연구가 침체 되었으나 

그 후 반도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초음파 현 

미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34Q 기존 

의 초음파영상은 초음파변환기의 전달함수가 공 

간주파수 영역에서 대역이 제한되므로서 영상의 

블러링 현상이 발생되며 이는 영상의 콘트라스트 

를 저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블러링 효과를 

제거하여 영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 

를 위하여 우선 영상 복원시 초음파변환기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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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초음파변환기의 

전달함수를 사용하여 50% Tukey 창함수를 이용 

한 위너필터를 설계한 후 이 필터를 사용하여 필 

터링처 리하여 개선된 영상을 얻는다.

본 실험에서는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김출할 

수 있는 쿼드러춰 검출방법을 이용한 초음파현미 

경을 구성하고 중심주파수가 3Miz이고 비대역폭 

이 45%인 초음파변환기를 사용하여 펄스-에코방 

법으로 실험하였으며 시편으로는 10원주화를 사 

용하였다.

n. 워너필터의 설계와 표면영상 

개선

반사형 초음파현미경에서 전기적인 신호刑 톤 

버스트파가 초음파변환기에 여기되면 인가된 전 

기적인 신호는 초음파변환기에 의해서 음향파로 

변환되고 음향렌즈에 의해서 시편위에 집속된다. 

이때 음향파의 일부는 투사되고 일부는 반사되는 

데 반사파는 시편의 반사계수와 거리에 따르는 

변화하는 함수가 된다. 초음파변환기는 송수신기 

로 사용되며 시편에서 반사된 음향파는 다시 초 

음파변환기에 수신되고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된 

다. 기존에는 이러한 반사파를 시간적으로 게이트 

시킨 후 포락선 검출기를 사용하여 반사파의 진 

폭변화를 획득하고 디스플레이 장치의 명도에 대 

응시켜 2차원의 초음파영상을 복원하였다9庭)초 

음파영상을 복원 할 때 시편은 다음과 같은 조건 

을 만족한다고 가정된다. 첫째로 시료의 표면은 2 
차원 평면구조를 갖는다. 이는 초음파변환기의 초 

점깊이 에 비 하여 높이 변화가 적음을 의 ］屮한다. 

또 하나의 가정은 시료의 표면에서 반사뇐 음장 

은 입사된 음향장과 피사체의 음향장웅답에 대한 

일대일 곱이라는 가정이다. 이는 초음파변환기의 

수신된 신호는 모드변환에 의한 성분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측정된 초음 

파영상은 단순히 초음파변환기의 왕복 PSF오卜 피 

사체의 웅장 웅답과 컨벌루션으로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식(1)과 같다.

g(X;z) = h(X;z)**f(X) (1)

여기서 g는 측정된 초음파영상이고 h는 초음 

파현미경의 PSF이며 f는 피사체의 영상특성이다. 

식(1)에서 측정된 초음파영상은 측정시 사용된 초 

음파변환기의 2차원 영상전달함수의 특성이 포함 

되어셔 있으며 이는 측정된 영상에서 블러링 효 

과를 나타내면서 영상의 질을 저하시킨다. 스］(1) 

에서 피 사체가 점반사원 이 라면 f는 2차원적인 

임펄스함수로 근사화 된다. 이러한 피사체를 스캔 

하여 얻어진 영상은 초음파현미경의 PSF(Point 

Spread Function)으로 알려져 있다." 식⑴를 공 

간에 대해서 2차원 퓨리어변환하면 식(2)와 같다.

G(*,z) = H(M,z)Fa) (2)

G,H,F는 각각 g,h,f에 대한 상대적인 공간 퓨 

리어 변환 관계를 갖으며 k는 2차원 평면에 대한 

공간주파수 분포로서 I저 = 庆¥冗 이고

知) 인 관계를 갖으며 특히 日는 

초음파현미경의 공간주파수 응답(Spatial Freque

ncy Response)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은 초음파 

변환기의 영상특성은 초음파변환기에 대한 전송 

PSF와 수신 PSF의 곱으로서 식(3)의 관계를 갖 

는다.

h(X,z) -= s10( X',z)sm(X-,z) (3)

Mo와 物은 초음파변환기의 전송 PSF와 수신 

PSF이다. 식(3)을 공간 2차원 퓨리어변환 시키면 

식(4)와 같이 초음파변환기의 공간주파수 웅답은 

공간주파수 영역에서 So과 Ss의 2차원 컨벌루션 

으로 표현될 수 있나.

= SjO(^z)**SOi(%2) (4)

따마서 측정된 영상은 초음파변환기의 전달함 

수가 갖는 유한한 대역폭에 의해서 제한되어지 

고 조음파변환기를 송수신으로 사용함으로서 초 

음파현叫경의 공간주파수 응답은 2배로 넓어진다. 

일반적으로 초음파영상에서 보다 좋은 분해능을 

얻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PSF는 작은 사이드로 

브를 가지면서 중앙에 빔 폭이 작아야 한다. 따라 

서 출력 영상에서 이러한 초음파변환기의 영상 

특성을 제거한다면 측정된 영상의 분해능은 개선 

될 것이다. 측성된 영상에서 초음파변환기의 전달 

함수의 뜩성을 제거는 식(5)와 같다,

方(Mi。戻 z)

。"成g 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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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에서 보면 H가 공간주파수영역에서 스펙 

트럼 분포가 특정한 대역을 가지므로 실제 처리 

가 불가능하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근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즉 주파수에 의존하는 잡음행렬 

을 추가 시킴으로서 필터를 안정화시킨다*

_昭座0a 
\H(k,z)\2 + !^ (6)

따라서 실제처리는 식⑹과 같이 50% Tukey 창 

함수를 포함한 위너필터로 설계해야 한다 50% 

Tukey 윈도우 함수는 피사체 영상이 갖는 대역 

의 50%에 대해서는 진폭이 1인 특성을 갖고 경 

계부분에서는 코사인함수의 제곱형태로 감소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다른 종류의 창 

함수에 비하여 높은 공간주파수 성분에 대해 낮 

은 잡음 이득을 준다. 또한 위너필터는 대역이 제 

한된 초음파변환기의 전달함수 특성으로 인한 불 

안정한 성분을 제거하면서 PSF의 사이드로브를 

줄여준다.

德昔* ⑺
식(7)은 설계된 필터의 전달함수를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개선된 영상은 식⑹에서 얻어진 

G*隽)를 공간영역으로 2차원 역퓨리어 변환시켜 

얻을 수 있다.

皿.실혐 및 고찰

그림 1은 실험을 위하여 구성된 초음파현미경 

의 구성도이다. 데이터 획득은 진폭과 위상 정보 

를 모두 획득하기 위하여 Lock-in Amp.를 사용 

하였다. 실험에서는 중심주파수가 3MHz 이고 비대 

역폭이 45%인 렌즈형 초음파변환기를 사용하였 

으며 시편으로는 10원 주화를 사용하였다.

n림 2은 쿼드러춰 방식의 초음파현미경에서 

복원된 초음파영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 픽셀 

간의 간격은 100“m로 하였으며 이미지필드는 256 

\2!56으로 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그림 1. 쿼드러춰 검출기에 사용한 

초음파현미경의 구성도

(b) 위상영상

그림 2. 획득한 10원 주화의 영상

Scatial FreoJinii :1

그림 3. 초음파변환기의 웅답특성과 

50% 창함수

-441-



그림 3은 초음파변환기의 SFR(Spatial Frequency 

Response)와 50% Tukey 창함수의 특성을 보이 

주고 있다. 50% Tukey 창함수는 SFR의 S 시 에 

서 에지의 1/2까지는 평탄특성을 갖으나 이후부 

터는 cos함수의 제곱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갖는 

다. 이는 고주파수의 공간주파수 성분에서 삽음이 

득을 작게해 주는 효과가 있다.

(a) 진폭영상

그림 4는 설계된 필터의 이득을 보여주고 있.。벼 

그림 5는 2차원으로 확장될 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영상은 저역에 스펙트럼 

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림 4와 5를 보면 필터는 

이러한 저역신호를 억제하면서 피사체의 영상스 

펙트럼 분포에서 고주파대역신호는 강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이보다 큰 卫주파수 

성분은 잡음에 의한 성분이며 이를 제거시키는 

효과도 있다’

Magnitude

그림 5. 설계된 필터이득의 Mesh

림 6은 개선된 진폭과 위상영상을 보여주卫 있 

다. 예측된 바와같이 결함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블러링이 제거되고 경계면이 강조되어 영상의 콘 

트라스트가 향상되어짐을 볼 수 있다一

(b) 위상영상

:丄림 6. 개선된 진폭과 위상영상

IV. 결 론

본 인누에서는 초음파변환기의 SFR에 의한 대 

이세한에 따르는 초음파 영상의 블러링 효과를 

세서하刃 위하여 50% Tukey창 함수를 이용한 

위니픤디블 설계 방법을 연구하고 표면결함의 영 

상을 개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초음파영상 

蚌원시 조음파변환기와 피사체 사이의 관계를 모 

넬 닝하.초음파변환기 의 SFR을 분석하여 50°<, 

Tukiy를 결정하였다. 설계된 위너필터는 기존의 

다른 종•异의 창 함수를 사용한 필터에 비하여 높 

은 공간주파수 성분에 대한 낮은 이득 잡음을 주 

민시 안정된 필터의 동작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쿼드러춰 검출방식을 사용한 초음파 

현E 겅을 구성하고 중심주파수가 3毗이고 비 대 

역폭이 45%인 초음파변환기를 사용하여 펄스-에 

卫방법一。一로 실험하였다. 시편으로는 10원주화를 

사용하있고 픽셀간격이 10切加이고 영상필드가 

2"、纺6인 영상을 획득하였다. 실험결과 개선된 

영상은 위니필터에 의해서 초음파변환기의 특성 

에 의 한 나타나는 영상의 블러링 효과가 효과적 

되어 우수한 영상 화질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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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복합재료 및 신소재 산업분야에서 비파괴검사 응 

용에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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