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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적으로 모아레 측정 방법은 자유곡면형태의 차원 형3
상을 측정하는 기술로써 차원 측정기를 사용하여 비접촉식, 3
으로 곡면상의 각 점의 밝기변화를 측정하여 전체 곡면형상

을 한번에 측정하는 방식이다.[1-3] 일반적인 영상 획득 장치

는 고체 촬상소자를 이용하여 대상물체의 영상을 획득하는

장치를 일컫는다 고체 촬상소자는 반도체화하고 집적화한.
촬상소자로서 고체 촬상디바이스 또는 촬상관에 대응하여

촬상판이라고도 한다 고체 촬상소자의 일종인. CCD(Charge
는 스캐너 또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Coupled Device) CCD

오카메라의 고체 촬상소자로 응용되고 있다.[4-6] 기존의 연구

에서는 측정물체의 표면 반사도가 높고 표면 굴곡이 클 경우

측정물체에서 표면반사 된 빛이 촬상소자쪽으로 입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둡게 보이는 일종의 음영 영역이 발

생한다 이런 경우에 대구경의 렌즈를 사용하여 측정물체 전.
체에 광을 조사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적

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7]

그림 은 결상부의 대물렌즈에서 빛이 출사되어 관찰 대상1
물로 전달되는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결상부에서 배율을 증.
가시킴에 따라 관찰 대상물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양

이 배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배율의 변화에

따라 다량의 빛이 관찰 대상물로 조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를 크게 하여 관찰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NA .

NA = n×sin( ) (1)μ
는 식 과 같이 정의되고NA (1) , n은 빛이 대물렌즈로부터

대물렌즈와 관찰 대상물 사이에 존재하는 매질로 입사될 때

의 굴절률이다 공기 중에서의. n값은 으로 근사할 수 있1.0
고 의 최대값은 도로 한정된다 가 증가함에 따라 대, 90 . NAμ
상물체로 입사되는 각도의 범위가 넓어지면 대상물체로 입

사되는 빛의 입사각도가 커지는 효과가 동반되므로 낮은 NA
의 광학계에서는 어둡게 보이던 굴곡부분이 높은 의 광NA
학계에서는 밝게 보이는 효과가 유발된다.

값의 변화에 따른 가시성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 관찰NA ,
대상물의 표면 굴곡에 의한 기울기를 광축에 수직한 면 기(θ
준라고 했을 때) ,

θ < (2)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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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 큰 렌즈를 사용하면 획득된 영상의 품질이 좋아진다 오목거울은 가 크면서 직경이 크게NA(Numerical aperture) . NA
제작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본 논문에서는 차원 형상 측정용 모아레 영상의 품질향상을 위해 가 큰 대구경 오목거울을 이용한. 3 NA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오목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면이 오목한 거울로써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볼 때 물체와 모양은. , ,
같고 크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의 경우 작은 것을 크게 보거나 빛을 모으는데 이용한다 오목거울의 집광 특징은 볼록거울과. , .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역할을 하고 수 미터직경의 대구경으로 제작하기 용이하며 대구경이면서 의높은 를갖는 오목거울, , 0.8~2 NA
을구현하기용이하다 오목거울의볼록렌즈와동일한집광특징을이용하여망원경등의반사경으로많이이용하고있다 차원영상. . 3
획득 방법을 위해 필요한 장치는 광을 출사하는 광원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집광하기 위한 집광렌즈 집광렌즈를 통해 집광되, , 어

입사되는 광을 투과시키는 격자 격자로부터의 출사 광을 평행광으로 출사하는 영사렌즈 영사렌즈의 평행광을 반사시켜 전량의 광을, ,
측정대상물 쪽으로 출사하는 오목거울 그리고 측정 제품으로부터 반사된 반사광을 획득하는 카메라를 포함한다 대구경 오목거CCD .
울로 값을 변화시켜서 표면의 굴곡이 심한 납볼의 영상을 획득하여 품질향상 정도를 평가하였다 가 까지 변화했을NA . NA 0.15~0.8
때 영상 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배로 변화하여 를 높이면 영상의 품질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46~1.33 NA .
주제어: Concave mirror, Large aperture lens, Small aperture lens

E-mail: hikim@inha.ac.kr†
그림 의 정의1. Numerical aper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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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와 같은 관계에 있는 표면의 굴곡은 표면에서 정반(2)
사가 발생하여 대물렌즈로 재입사되는 빛의 경로가 존재하

므로 가시성이 확보된다 표면의 반사도가 높지 않은 대상물.
의 경우에는 대상물체의 표면에서 물체반사가 발생하므로,
재입사되는 빛의 경로가 확보되지 않아도 표면의 관찰이 일

정수준 가능하지만 표면반사도가 높아서 격면반사, (Specular
를 하는 대상물체의 경우 재입사되는 빛의 경로가reflection)

확보되지 않으면 표면이 어둡게만 보일 뿐 표면 관찰이 불가

능해 진다.
이렇게 값이 큰 조사 광학계를 구현하면 관찰 대상물의NA

표면굴곡에 의해 어둡게 보여서 노이즈가 증가하거나 관찰

이 불가능한 대상물도 관찰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림 는 값에 따른 빛의 입사각도의 예시를 나2 NA
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영상 획득 장치에 소구경 렌즈와 대

구경 오목거울을 이용함으로써 대구경 렌즈의 성능과 동일,
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오목거.
울은 실제 물체를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빛을 한 점으로 모으

는 역할을 하며 작은 것을 크게 보려고 할 때 많이 사용된,
다 오목거울은 광을 집광하는 방향만 다를 뿐 볼록렌즈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점을 통해 물체의 밝기를 밝.
게 하여 특정 영역의 밝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소구경 렌즈와 대구경 오목거울을 이용한

영상획득장치를구현하여 차원형상정보에서보다나은품, 3
질의 영상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영사계에 값raw /phase NA
이 높은 오목거울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성능은 뛰어.
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대구,
경 렌즈를 대신하여 대구경 오목거울을 사용하여 결과를 비

교하였다 또한 오목거울을 사용하여 값을 변화시켜가. , NA 며

영상의 결과를 측정하였다 대구경 렌즈를 대신하여 대구경.
오목거울을 사용함으로써 차원 측정용 영상의 품질을 높3 일

수 있었고 영상의 밝기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

II. 오목거울을 이용한 3차원 형상측정을 위한

영상 획득 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영상 획득 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구경 렌즈와 대구경 오목거울을 사용하여 대구

경 렌즈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오목거울을 이용한

차원 형상측정을 위한 영상 획득 방법을 제안한다 대구경3 .
렌즈를 사용하면 획득된 영상의 화면이 전체적으로 밝아 지

고 외곽의 어두운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소구

경 렌즈의 구면에 오목거울을 사용하여 광량을 최대한 입사

시켜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림. 은 오목거울을 사용3
한 차원 영상 획득 방법에 대한 구성을 보여 준다 이를 위3 .
해 제안하는 영상 획득 방법은 측정대상물에서 반사되는 광

으로부터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1. 광을 출사하는 광원 출사된 광을 집광하기 위한 집광렌,
즈 입사되는 광을 투과시키는 격자 출사광을 평행광으, ,
로 출사하는 영사렌즈 전량의 광을 측정대상물 쪽으로,
출사하는 오목거울 그리고 반사광을 획득하는 카CCD
메라 포함

2. 오목거울은 입사 광이 측정대상물 쪽으로 반사되지 않

아 측정대상물로부터 카메라에 입사되는 광량이CCD
감소되지 않도록 할 것

3. 오목거울과 측정대상물 사이에 광 경로 변경수단을 더

포함

4. 광 경로 변경수단은 빔 스플리터

5. 광 경로 변경수단은 빔 스플리터와 반사거울

위의 특징들로 제안한 구조는 그림 과 같으며 본 논문의3 ,
방법을 통해 그림 와 같이 변형되어 사용할 수도 있다 그4 .
림 의 구조를 보면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출사광은 집광렌3
즈를 통해 집광되어 격자로 입사된다 여기서 격자는 격자이.
동수단에 의해 화살표에 표시된 방향으로 상하 이동이 가능

하다 격자로 입사된 광은 격자를 통과하고 영사렌즈는 격자.

그림 에 따른 입사각의 변화2. Numerical aperture .

그림 제안된 오목거울을 사용한 구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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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입사되는 광을 입사하여 평행광으로 오목거울 쪽으

로 출사한다 오목거울은 영사렌즈로부터 입사되는 평행광을.
입사하여 오목한 구면에 반사시켜 측정대상물 쪽으로 반사

하고 카메라는 측정대상물로부터 반사되는 광을 입사, CCD
하여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이 구성에서는 오목거. Off-axis
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광량의 손실 없이 격자무늬를 영사할

수 있지만 오목거울의 각도 조절이 미세하게 어긋나도 대상

물체에 결상된 격자무늬의 영상에 가 발생하기 쉬운 단Blurr
점이 있다.
오목거울은 오목한 구면을 통해 입사되는 광을 반사하므로

보다 많은 광량을 반사시킬 수 있으며 측정대상물에 반사되,
는 전량의 광을 포커싱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림 의 는 그림 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차이점은 동4 (a) 3 ,

일한 구성에 오목거울 대신에 오목거울을Off-axis On-axis
사용하고 빔 스플리터를 추가로 구성한 것이다 빔 스플리터.
는 영사렌즈로부터 입사되는 평행광을 투과하여 오목거울로

출사하고 오목거울로부터 반사된 반사광을 측정대상물 쪽으,
로 반사시킨다 빔 스플리터는 오목거울을 통해 입사되는 절.
반의 광을 측정대상물로 반사시키는 것으로 광 경로를 변경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의 는 의 구성에 빔 반사거울. 4 (b) (a)
을 추가한 예로 빔 반사거울은 빔스플리터로부터 입사되는,
반사광을 측정대상물로 반사시키는 것으로 광 경로를 변경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는 측정 대상물체의 표면에 굴곡이 있어서 렌즈의5

광축과 측정 대상면의 법선축이 만큼 기울어졌을 때 영사,θ
계에 대구경 렌즈를 사용한 경우와 소구경 렌즈를 사용한 경

오목거울을 이용한 차원 영상 획득 방법의 구성도(a) 3 (1) 오목거울을 이용한 차원 영상 획득 방법의 구성도(b) 3 (2)

그림 오목거울을 이용한 차원 영상획득 방법의 추가 예4. 3 .

그림 오목거울의 사용 유무에 따른 비교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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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비교한 그림이다 대상물체의 모양이 오목하거나 볼록.
한가에 상관 없이 표면의 기울기가 θ < 인 조건만 만족하면μ
카메라로 입사되는 광경로가 확보되므로 굴곡부분의 영상획

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구경 렌즈를 사용하면 대상물 표.
면에 더욱 다양한 각도의 광입사 경로가 생기므로 표면에 굴

곡이 있더라도 소구경 렌즈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욱 균일한

밝기를 갖는 영상을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그림 에 설명된 구조에서 오목거울이 사용되었6 3

을 때의 영사계를 표현하였다 측정물. 체와 오목거울과 광 경

로를 보여 준다 조명원으로부터 오목거울로 입사된 빛이 오.
목거울에서 반사되어 측정대상물에 입사된 후 카메라 쪽으

로 입사된다 오목거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상물체보다 큰.
직경의 오목거울을 사용하면 소구경렌즈와 오목거울의 거리

설정에 따라 그림 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상물체의 표면굴5
곡으로 인한 음영을 없애면서 오목거울로 입사되는 광량 전

부가 대상물체에 입사되어 카메라의 결상에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은 그림 에 설명된 구조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7 3

오목거울을 사용하지 않고 평면거울을 사용할 때의 영사계

를 표현하였다 측정물체와 평면거울과 광 경로를 보여 준다. .
조명원으로부터 평면거울로 입사된 빛이 평면거울에서 반사

되어 측정대상물에 입사된 후 카메라 쪽으로 입사되는 광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카메라 쪽으로 입사되지 않는 광은 점선,
으로 표시하였다 측정대상물의 크기가 사용된 소구경 렌즈.
의 직경보다 같거나 크면 그림 에서 설명된 음영을 제거할3
수가 없다.
따라서 평면거울을 사용하는 경우에 측정대상물로부터 반,

사되는 반사광의 전량이 로 입사되지 못하므로 획득된CCD
영상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두워 진다 또한 그림 의 경우. , 6
측정대상물이 원형이므로 기준면을 기준으로 오목거울의 반

대쪽에는 그림자 영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목거울로부터,
반사된 반사광은 기준면을 기준으로 평면거울의 반대쪽에는

모두가 그림자영역이 된다 이로 인해 평면 거울과 오목거울.
의 사용여부에 따라 측정대상물로부터 입사되어 에 입CCD
사되는 반사광의 광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대구경의 렌즈와 소구경의 렌즈의 영상 측정을8

그림 제안한 방법에 적용된 평면거울과 광 경로7. .그림 제안한 방법에 적용된 오목거울과 광 경로6. .

그림 대구경 렌즈와 소구경 렌즈의 비교 결과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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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대상물에 격.
자를 영상을 입사하여 입사되는 광 밀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격자가 영사된 이미지를 보면 대구경 렌즈를 사용했을 경우,
소구경 렌즈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전체적인 이미지의 밝기

가 밝아 졌으며 영상의 외각까지 전체적으로 균일한 밝기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경의 렌즈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과 소구경 렌즈의 성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장에서는 오목거울을 이용해 차원 영상 획득 방법의3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의 실험을 하였다 먼저 대구.
경 렌즈와 소구경 렌즈를 사용했을 때의 영상 측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을 통해 동일한 영상에 대해 대구경 렌즈. ,
를 사용했을 때와 소구경 렌즈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 영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의 노이즈 변화를 비교하였다. .
그림 는 제품의 와9 FC-CSP Round bump SR(Solder resist)

를 를 변화시키며 촬영한 영상이다 값의 변화에 의한NA . NA

밝기분포를 로나타내었다 는지름Profile . Round bump 100 mμ
내외의 납으로 만든 구이다 대상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영상획득을 대신할 수가 있었다 사용된 현미경.
은 사의 이며 사용된 배율은 각각Olympus BX51 10X, 20X,

이다 영상 내의 밝은 부분과 어두움 부분의 밝기30X, 50X .
비를 다음과 같이 각각 표면 밝기 경사부 밝기C1 = (SR ) / ( ),

볼 정상 밝기 경사부 밝기로 정의되고 영상 내에C2 = ( ) / ( ) ,
서의 영역별 밝기편차를 나타낸다 가 커지면 영역별. C1, C2
로 밝기의 차이가 커지므로 밝은 부분이 측정될 수 있도록

빛의 양을 설정하면 어두운 부분의 측정이 측정 불가능해 지

고 또한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값은 작아질, C1, C2
수록 대상물체를 측정하기 용이하다 조사광학계의 값이. NA
클수록 가 작아지므로 대상물체의 표면에 격면반사와C1, C2
굴곡이 있는 경우에도 측정능력이 대폭 향상됨을 의미한다.

가 인 경우는 일반적인 현미경들이 사용하는NA 0.46 Confocal
범위에 해당한다 그림 은 값에 따른 의 변화를. 10 NA C1, C2
나타내는데 값이 증가함에따라 측정능력이 급격히 향상, NA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에는 그림 의 영상획득에 사용된 제품의11 12 FC-BGA

배 배(a) N.A = 0.15, Contrast 1 = 4.11 , Contrast 2 = 46.88 배 배(b) N.A = 0.3, Contrast 1 = 2.82 , Contrast 2 = 8.23

배 배(c) N.A = 0.46, Contrast 1 = 2.00 , Contrast 2 = 3.62 배 배(d) N.A = 0.8, Contrast 1 = 1.07 , Contrast 2 = 1.33

그림 값에 따른 굴곡부위의 가시성9.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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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따른 두께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에서는. 12
그림 의 표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상획득된다11 SR .
그림 는 렌즈 구경에 따른 영상의 을 나타낸12 raw Profile

그림이다 그림 는 소구경 렌즈를 사용하여 카메라의 광. 11(a)
축과 기울여서 초점거리 렌즈를8° 80 mm Working distance

에서 영사한 영상이고 그림 는 초점거리545 mm , 11(b) 80 mm
렌즈와 지름 150 mm 인, NA 1 대구경 오목거울로 카메라의

광축과 기울여서 에서 영사한 영8° Working distance 145 mm
상이다 소구경 렌즈를 사용한 격자 영상의 는. Contrast 0.019~

이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반면 대구경 오목거울을 사용0.415 ,
한 격자 영상의 는 이면서 전체적으로 밝다Contrast 0.17~0.35 .

여기서 는Contrast (Imax－Imin)
(Imax＋Imin) 로 정의한다 소구경 렌즈와 대.

구경 렌즈의 영상을 가 인 비트 카Dark current noise 5 GV 8
메라를 통해 영상 획득을 할 경우 각 영상에서 가장 밝은 부

분의 밝기를 로 설정하면 소구경 렌즈의 영상에서는255 GV ,
가 가장 낮은 부분의 밝기진폭을 로 환산하면Contrast GV

0.019
0.415 ×255 = 이므로 는11.6 GV SNR(Signal to noise ratio) 11.6

5
= 가 되고 대구경 렌즈의 영상에서는 가 가장 낮2.32 , Contrast

은 부분의 밝기진폭을 로 환산하면GV 0.17
0.35×255 = 123.8 GV

이므로 은SNR 123.8
5 = 이 된다 두 영상에서의 은24.76 . SNR

소구경 대구경이 각각 이다 차원 측정에서 측, 2.32, 24.76 . 3
정치의 오차를 유발하는 요소는 많이 있지만 영상의 품질에

의한 오차율만을 고려한다면 대구경 렌즈를 사용한 경우가

소구경 렌즈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오차율이 배 향상됨을5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원 오목거울을 이용한 영상 획득 방법을3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용이 쉽지 않지.
만 성능이 좋은 대구경 렌즈와 같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제

안하였으며 성능 평가를 위해 첫 번째 실험은 를 변경했, NA
을때의영상의차이를비교하였다 가 인경우에는영. NA 0.15
상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배였지만 가46 , NA

일 때는 정도의 밝기 차이가 발생하여 값의 증가0.8 30% NA

그림 값에 따른 굴곡부위의 변화10. N.A. Contrast .

그림 의 두께분포11. FC-BGA .

소구경 렌즈를 사용한 격자 영상(a) (contrast=0.019~0.415)

대구경 오목거울을 사용한 격자 영상(b) (contrast= 0.17~0.35)

그림 테스트 결과 이미지 비교12. raw Pro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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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밝기차이가 급격히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소구경 렌즈를 사용한 경우와 소구경

렌즈대구경 오목거울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오목거울을 배치하였을 때의 영상이 많이. ,
밝게 나타나는 것과 영상 내 밝기분포가 작아지면서 대상물

체 표면 굴곡으로 인한 음영지역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구경 렌즈와 오목거울을 사용함으로써,

영상획득을 위한 광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제품 표면의 윤곽

에 따른 음영을 제거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구경 렌즈와.
대구경 오목거울을 동시에 사용하여 저렴하게 대구경 볼록

렌즈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대구경 오.
목거울을 사용하면 차원 영상획득을 위한 영상의 품질이3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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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Enhancement for 3D Shape Measurement Using Large Aperture Proj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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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a lens with large NA makes image quality better. There are many kinds of cheap concave mirrors with large aperture
and NA.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hat uses a large aperture projection imaging system to enhance the image used for 3D
shape measurement. This method makes it possible to enhance reflection uniformity on the object surface and increases SNR
(Signal to Noise Ratio). Using a large aperture lens, it is possible to obtain a brighter image, reducing the shading nature in the
image boundary, and enhancing the reflection uniformity even on woven surfaces. Because of the exorbitant cost of a large
aperture projection lens larger than 150 mm in diameter , a refractive lens was exchanged with a concave mirror resulting in
the same optical effect. In experiment, changing NA 0.15~0.8, image contrast was enhanced from 46 to 1.33. Incidentally, the
effect of the concave mirror was tested successfully through the experiment.

OCIS codes: (150,0150) Machine vision; (000.2170) Equipment and techniques; (070.6020) Signal processing; (100,6950)
Tomographic image processing; (110,0110) Imag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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