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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영상에 산포되어 있는 점 노이즈 처리를 통한 

백색광 간섭계의 영상 복원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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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백색광 주사 간섭계의 측정시 외부 잡음이나 진동에 의한 간섭무늬 신호 왜곡으로 인하여 높이 영상에 발생하는 

점 노이즈 제거를 위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높이 영상에 잡음 제거 필터를 적용하여 백색광 간섭계의 잡음 제거 성능을 향상

시켰다. 백색광 간섭계의 높이 영상에 산포되어 있는 점 노이즈의 제거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미디안(median) 필터는 점 노이

즈 제거에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특정 경우 노이즈 제거 성능이 좋지 못하여 본 논문에서는 비교 평균 필터(Comparative Mean 
filter)를 제안하였다. 비교 평균 필터는 중심 화소 수치와 주변의 화소 수치를 비교하여 노이즈를 판별하고, 노이즈를 참조구간 

화소 수치의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필터이다. 비교평균 필터는 높이영상에서 노이즈 판별을 통한 보정과정으로 인하여 복원 영상

의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점 노이즈 제거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 표면이 거칠고 굴곡이 심한 시료를 측정한 결과 후처리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잡음성 화소를 약 1/3로 감소시키는 성능 향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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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n order to enhance the image reconstruction performance of white light scanning interferometry(WLI), we 
demonstrate the scattered point noise filtering performance of post-processing methods. Median filtering is similar to using an 
averaging filter. Because the median value is less sensitive than the mean to extreme values, the median filter can remove the 
scattered point noise from a height-map without significantly reducing the sharpness of the image. In several specific cases, 
however, the median filter can’t remove the scattered point noise. Therefore, we propose a comparative mean filter that uses 
order-statistic filtering and the mean of the neighborhood pixels. The performance is demonstrated by measuring an array of metal 
solder balls fabricated on PCB. The proposed method reduced the noise pixels by 4.4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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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백색광 주사 간섭계(White-Light Interferometry, WLI)는 백

색광의 가간섭 거리(Coherence length)가 짧다는 점을 활용하

여 기준 거울을 스캔하면서 간섭무늬가 관찰되는 좁은 위치

에서 기준광과 반사광의 광경로차(Optical Path Difference)가 

같은 원리를 이용한다.[1] 주로 마이크로 패턴에 대한 나노미

터 정밀도의 형상 측정 및 표면 분석용으로 광범위하게 적용

되고 있다. 하지만 백색광 간섭계는 간섭무늬 측정시 잡음이

나 진동에 의한 왜곡에 취약하여 3차원 측정 영상에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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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with a Mirau interferomtry(BS:Beam 
Splitter).

점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 CCD의 모든 화소에서 간섭무늬

의 정점을 검출하여 높이 영상을 만든 후, 후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잡음이나 진동에 의한 점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주

로 미디안(median) 필터를 이용한다. 미디안 필터는 정렬 과

정을 통하여 극단 값의 영향을 줄이기 때문에 점 노이즈 제

거에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굴곡이 있는 부분의 형상을 왜

곡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수의 노이즈가 분포하는 지역에서

는 노이즈 제거 성능이 좋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백색광 간섭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삼차원 복원 영상에 노이즈를 판별하여 보정하는 후처리 필

터를 적용하여 백색광 간섭계의 영상 복원력을 향상시켰다. 

II. 백색광 간섭계의 데이터 처리 과정

백색광 간섭장비의 데이터 처리 과정은 CCD를 통하여 측

정된 간섭 신호의 배경 잡음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과 각 

화소에 대하여 간섭무늬의 정점을 검출하는 과정, 마지막으

로 각 화소에서 가시도 정점을 나타낸 높이 영상의 노이즈 

처리를 위한 후처리 과정이 있다.
전처리 과정은 간섭무늬 신호의 정점 검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배경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간섭계의 

스캔 구간이 광학계의 초점심도보다 큰 경우, 물체의 반사가 

심한 경면 시료 또는 굴곡이 심한 시료의 경우 간섭무늬 신

호가 배경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필

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후구간 평균법을 이용하였다.[2]

간섭무늬의 정점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가시도 정점(envelope 
peak)과 위상 정점(phase peak) 알고리즘으로 분류된다.[3-7] 
가시도 정점 알고리즘은 간섭무늬 신호의 외형을 추출하여 

최대 정점을 검출하는 방법이고, 위상 정점 알고리즘은 간섭

무늬 신호의 변화가 가장 큰 0차 오더 신호에서 정점을 추출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위상 정점 검출 알고리즘이 가시

도 정점 검출 알고리즘 보다 정밀도는 더 뛰어나지만 외부 

교란에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 

속도가 빠른 가시도 정점 알고리즘 중에 SEST(Squared-Envelope 
function estimation by Sample Theory) 방법

[5]
을 이용하였다.

백색광 간섭계의 삼차원 복원영상에 발생하는 노이즈를 처

리하는 단계를 후처리 과정이라 한다. 영상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제거 방법에는 미디안(median) 필터가 많이 사용되

고 있다. 미디안 필터는 필터내 값을 정렬하고 그 중앙 값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백색광 간섭계의 삼차원 영상 이미지에 

흰 점이나 검은 점이 들어가는 현상인 솔트 및 페퍼 노이즈

(salt and pepper noise)의 제거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이미지의 선명도에 영향을 주며, 다수의 노이즈가 존재하는 

부분에서 노이즈 제거 성능이 좋지 못하다. 평균값 필터는 

이미지가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주변의 픽셀과 거의 비슷한 

RGB값을 가지게 되는 특성을 사용한 알고리즘으로 단순하

게 주변의 픽셀 값을 더하여 픽셀 수로 나누는 방법이다. 주
로 영상 내에 노이즈가 전반적으로 분포할 때 좋은 성능을 

보이는 장점이 있으나, 백색광 간섭계 높이 영상의 경우와 

같이 점 노이즈 제거에는 취약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후처리 과정에 적용하여 높이영상의 선명도를 유

지하면서 점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를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III. 백색광 간섭계의 구성 및 제안된 후처리 방법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구성한 미라우형 백색광 간섭계의 

개략도이다. 광원으로 LED(PEAK 파장=530 nm, λmin=520 
nm, λmax=550 nm)를 사용하였고, 간섭계는 니콘(Nikon)사의 

미라우형 간섭렌즈(배율=10배, NA=0.3, DOF=3.0 3㎛)를 사

용하였다. 검출용 CCD의 성능은 640x480화소이며, 화소 값

은 8bit로 저장되었다. 이송 장치는 정밀 전동 스테이지(motorized 
stage)를 이용하여 100 nm 간격으로 185프레임을 측정하였

다. 본 실험에서는 NA가 큰 렌즈를 사용하여 표면이 거칠고 

굴곡이 심한 시료를 측정하였다. 측정 시료는 그림 2의 (a)와 

같이 PCB기판 위에 수십 ㎛ 높이의 금속 솔더 볼(solder ball)
이 배열된 기판을 이용하였다.

먼저 백색광 간섭계에서 측정된 이미지의 모든 화소에 대

하여 간섭무늬 신호 필터링 후, 간섭무늬의 정점의 위치를 

추출하여 측정 대상의 3차원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그림 2의 

(b)는 측정된 금속 솔더 볼의 간섭무늬 정점 검출 결과로 많

은 점 노이즈가 발생하였다. 시료 자체의 거칠기와 측정시 

잡음, 진동에 의한 왜곡으로 복원 이미지에 점 노이즈가 자

주 발생하였으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비교 평균 필터(Comparative Mean Filter)는 중심 화소

(target) 값과 극단 값을 제외한 영상 참조구간의 평균값(mean)
과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판별

하고, 대체하는 방법이다. 극단 값을 제외하는 방법은 미디

안 필터의 처리 방법과 비슷하다. 미디안 필터는 참조구간 

값을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고 중간 값을 필터의 중심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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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an array of metal solder balls fabricated on PCB (b) envelope peak detection result of (a).

FIG. 3. Measurement result of metal solder balls using WLI. (a) nonpostprocessed result (b) Mean(average) filtering result. (c) median 
filtering result. (d) Comparative mean filtering result. in all cases the size of the neighborhood used for filtering is 3-by-3.

대체하지만, 비교 평균 필터는 정렬된 참조구간 값 중에 최

소값과 최대값 x개를 제외하여 극단 값을 제거하고 극단 값

이 제거된 참조구간 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그 

다음 중심 화소의 높이가 노이즈인지 판단하기 위해 중심 화

소와 주변부 평균 높이의 차이를 표준 편차와 비교하였고, 
노이즈인 경우 중심 화소 높이를 주변부 평균값으로 보정하

였다. 제안하는 비교평균 필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후

처리 과정으로 평균값 필터, 미디안 필터, 비교평균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 처리 전후 거칠기의 변화, 높이의 변화, 보정

된 화소 수, 필터 처리 속도 등을 비교하였다.
그림 3은 금속 솔더 볼의 측정 후 간섭무늬의 정점의 위치

를 추출하여 나타낸 3차원 이미지와 각종 필터를 이용하여 

보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적용된 필터의 크기는 모두 3 x 3 
이며, 비교평균 필터에서 제외하는 극단 값의 개수 x=2로 하

였다. 그림 3(a)는 간섭무늬 정점 검출 결과로 잡음과 진동에 

의하여 많은 점 노이즈가 발생하였다. (b)는 평균값 필터 적

용 결과로 점 노이즈 부분에서 이미지가 뭉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c)는 미디안 필터 적용 결과로 점 노이즈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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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stprocessing result

거칠기(㎛)
보정된 화소 수 처리 속도

전체 바닥 솔더볼

보정 전 9.5201 1.5348 15.3589 - -

평균값 필터 7.8258 1.4776 14.2594 307200 0.027s

미디안 필터 8.2457 1.3893 15.8001 166427 0.047s

비교평균 필터 9.8170 1.3749 18.3398 128076 1.022s

FIG. 4. The difference between nonpostprocessed result and (a) mean filtering result (b) median filtering result, (c) Comparative mean filtering 
result. (d~f) enlarged image of solder ball in (a~c), (g~i) enlarged image of PCB in (a~c).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굴곡이 있거나 경사부분 처리시 일부 

왜곡이 발생하였다. (d)는 비교 평균 필터의 적용 결과로 노

이즈 판별을 통한 보정으로 인하여 복원 영상의 선명도를 유

지하면서 점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후처리 필터 처리 결과 거칠기의 변화, 보정된 화소 수, 처

리 속도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후처리 필터를 적

용하면 점노이즈가 제거되기 때문에 보정하기 전보다 거칠

기가 줄어 들었다. 바닥부분의 경우 접촉식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거칠기가 약 1.196 ㎛ 로 측정 되었으며, 제안하는 비

교평균 필터가 가장 근사한 값을 나타내었고, 접촉식 방식보

다 약 14.9% 크게 측정되었다. 금속 솔더 볼 부분의 경우 접

촉식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거칠기가 약 21.021 ㎛ 로 측정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제안하는 비교평균 필터가 가장 근사

한 값을 나타내었고, 접촉식 방식보다 약 14.6% 작게 측정되

었다. 볼 부분의 경우 실제 볼의 굴곡이 백색광 간섭계의 측

정결과에서 많이 완화되어 더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보정된 화소 수의 경우 평균값 필터는 모든 화소의 높이 값

이 보정되었으며, 미디안 필터는 약 54.2%, 비교평균 필터는 

약 41.7 % 의 화소가 높이 값이 보정되었다. 보정된 화소 값

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보정 전과 후 높이 차이의 크기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노이즈 판별 과정을 통하여 제대로 측

정된 부분의 값이 변하지 않은 검은색 부분이 비교평균 필터

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미디안 필터의 경우 미디안 값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바닥 부분의 값이 약간씩 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계산시간의 경우 비교평균 필터는 미디안 필터에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조건을 비교하는 조건문이 추가되

어 미디안 필터에 비하여 시간이 21.7배 증가하였지만 전처

리부터 후처리 과정까지 총 2.31초(1.29s + 1.02s)로 고속측

정에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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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백색광 주사 간섭계를 이용하여 표면이 거칠고 굴곡이 심

한 시료를 측정한 높이 영상에 발생하는 점 노이즈를 제거하

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높이 영상을 복원하는 비교 평균 필터

를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후처리 과정에 적용되는 비교 평균 

필터는 영상 참조구간의 중심 화소(target) 수치와 극단 값을 

제외한 주변 수치들의 평균값(mean)과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판별하고, 판별된 노이즈를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백색광 간섭계를 이용하여

PCB위에 제작된 금속 솔더 볼을 측정한 높이 영상에 비교 

평균 필터를 적용한 결과, 후처리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

여 높이 영상의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잡음 화소를 1/3정도로 

감소시켰다. 전체 계산 시간은 2.31초(후처리과정=1.02s)로 

고속측정에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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