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서 론

압입 시험은 압입자를 사용하여 재료의 표면에 하중을 가하여 

재료의 변형정도를 측정하여 재료의 물성을 얻는 시험이다. 전통

적인 압입 시험은 물질의 경도와 영률(Young’s modulus)만을 

측정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압입에 의한 변형 정도를 구하

여, 재료의 소성 물성까지도 예측이 가능하고, 나노/마이크로 스

케일 크기의 압흔을 통해서 비 파괴적인 소성 물성 예측까지도 

가능하다.
압입 시험을 통한 소성 물성 예측 방법으로 하중 변위 곡선 분

석[2,3], 압입 전 후의 재료 표면 수평 변화량 분석[4,5], 압흔의 수직 

변위 분석 방법[6,7]이 있다. 하중 변위 곡선 분석 방법은 압입 시험 

중 압입자에 가해지는 하중과 그 하중에 해당하는 재료의 변형을 

측정하여 소성 물성을 얻는 방법이다. 하중 변위 곡선법은 서로 

다른 소성 물성임에도 같은 하중 변위 곡선이 발생하는 의문의 재

료(mystical materials)가 존재하여 고유한 소성 물성 예측이 어렵

다[8]. 재료 표면 수평 변화량 분석 방법은 압입 전 후의 표면을 

비교하여 재료 표면 변위장을 측정한 후 이를 분석하여 재료의 물

성을 얻는 방법이다. 파일업(pile-up) 부근은 대변형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압입 전 후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재료의 변형

이 적은 영역의 데이터만 측정 가능하고, 의미있는 데이터 획득량

이 적다. 수직 변위 분석 방법은 압입자에 의해 변형되는 수직 변위

를 측정하여 재료의 물성을 얻는 방법이다. 재료의 소성물성과 영

률에 따라 파일업, 싱크인(sink-in), 압흔 깊이(imprint dept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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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하며 같은 하중에 의한 압입 상황 압흔의 수직 변위 측정 

방법은 접촉식 방법과 광학을 이용한 비접촉식 방법이 있다[9,10]. 
접촉식 수직 변위 측정 방법은 프로브(probe)를 표면에 접촉시켜 

표면에 따라 프로브의 변위가 변함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광학을 

이용한 비접촉식 측정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이미

지의 초점 정도를 분석해 깊이를 추측하는 방법이 존재한다[11,12]. 
Shin은 렌즈의 이동시 변하는 렌즈 배율을 보정한 depth from 
focus (DFF)방법을 이용하여 매크로한 물체의 수직 변위를 측정

하였다[13].
본 연구는 압흔의 경계를 구분하고 각 영역에 다른 초점 값

(focus value) 계산법을 적용하고, DFF방법을 통해 수직 변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수직 움직임을 제어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카메라를 수 마이크로 간격으로 움직이며 

동일한 압흔을 30~40장 얻는다. 획득한 이미지의 압흔 경계를 찾

아 영역을 구분하고, 구분된 영역에 다른 연산자를 적용하여 초점 

값을 분석한다. 분석된 초점 값과 DFF방법으로 압흔의 깊이를 측

정한다. 해당 방법으로 3가지 재료의 압흔을 측정하였고, 표면 측

정기(contact profiler)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오차값을 확인

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2. 이 론
2.1 압입 이론

압흔은 압입자의 형태, 재료, 하중에 따라 변형 정도가 다르다. 
원뿔형 압입자의 압흔의 단면은 Fig. 1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압입 후 변형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준 표면(reference 
level)이 필요하다. 압입에 의한 변형이 없는 기존 표면(original 
surface level)을 기준 표면으로 지정한다[14]. 압입자가 직접 맞닿

는 부분은 압입자의 모양과 유사하게 변형하며 변형 정도가 크다. 
이때 압입 후 가장 깊은 곳을 압흔 깊이로 정의한다. 이는 기준 

표면부터 음의 방향으로 가장 깊은 곳까지의 수직 변위로 계산한

다. 압입자에 의해 표면이 밀려서 솟아오른 지점을 파일업으로 정

의한다. 파일업 높이는 기준 표면부터 양의 방향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수직 변위로 계산된다[15].

2.2 초점 및 이미지 처리 이론
2.2.1 초점 값

카메라를 측정 물체와 수직으로 이동시키면서 이미지를 얻으면 표면의 

깊이에 따라 초점이 맞는 영역이 변화한다[16]. Fig. 2는 압입 표면에서 이미

지평면에 상이 맺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거리, 결상거

리, 초점거리를 모두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카메라 장치를 이동시킨다. 이때 

압흔과 렌즈사이의 객체거리가 일정한 지점은 이미지상에서 초점이 잘 맞

는 지점이 된다. 이미지상에서 초점이 잘 맞는다는 것은 주변 픽셀들과 구분

이 잘된다는 것, 즉 대조(contrast)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때 초점이 잘 맞는 

정도를 초점 값으로 정의하고 대조를 값으로 표현한다[17]. Pertuz 등은 여러 

연산자로 초점 값을 얻고 이를 통해 대조를 측정 후 이미지 특성과 픽셀 

환경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다[18]. 그 중 라플라시안 연산자(Laplacian 
operator)로 계산한 초점 값이 픽셀 환경 변화에 강인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  크기의 라플라시안 연산자 는 

0~255 사이 값으로 표현되는 픽셀의 밝기 값 를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   
 



 

 
 



 

(1)

Fig. 1 Residual imprint and annotation

Fig. 2 Relation between optical system and im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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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DFF
DFF는 단일 카메라를 이동시키며 초점이 맞는 영역을 찾고 이

를 통해 깊이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Fig. 3(a)와 같이 카메라를 수

직으로 이동시켜 Fig. 3(c)의 압흔의 깊이가 가장 낮은 이미지부터 

Fig. 3(b)의 파일업에서 초점이 맞는 이미지까지 획득한다. 이미지

들의 초점 값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DFF를 수행한다.

2.3 압흔 영역 구분
압흔은 Fig. 4와 같이 내부의 대변형이 일어나는 경사면(slope 

region)과 압흔 외부의 변화가 작은 파일업 영역(pile-up region)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사면은 형상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에 도달

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다. 이로 인해 최대 밝기 값이 낮고 밝기 

값 변화가 작다. 작은 밝기 값 변화로 인해 주변 픽셀과의 대조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사면에서 정확한 초점 값의 계

산이 어렵다[19]. 압흔 외부는 형상 변형이 압흔 내부에 비해 미비하

다. 형상 변화가 작은 곳의 경우 초점의 변화도 적다. 적은 초점의 

변화로 인해 초점 값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 압흔 이미지를 각 영역의 특성에 맞게 다른 연산을 

적용하여 깊이 정보를 구한다. 영역의 경계는 밝기 값의 변화가 

가장 큰 지점이다. 따라서 일차 미분 연산자를 적용하여 밝기 값 

변화가 큰 지점을 찾는다. 밝기 변화가 큰 지점에 임계 값을 정하여 

이진 이미지로 변환한다. 이진 이미지에서 픽셀 값이 0이 아닌 n개

의 경계점을 찾는다. 원뿔형 압입자의 형상 특성에 맞게 영역의 

경계점들은 원으로 연결한다. 경계점들의 평균으로 중심 좌표 

 의 초기값을 구한다. 그리고 중심과 각 경계점의 거리 와 

그 평균 의 차이를 최소로 만드는 중심 좌표  를 구한

다. 이는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min 
  



 


(2)

2.4 경사면 깊이측정
2.4.1 경사면 특성 및 high-boost 연산자

Fig. 5(a)와 Fig. 5(b)는 각각 10 N, 30 N의 하중으로 압입한 

형상의 이미지이다. 더 큰 하중으로 압입시 압흔 깊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압흔 경사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감소한다. 따라서 경사

면의 이미지는 압흔 외부에 비해 최대 밝기가 낮고 밝기 값 변화가 

적다. 밝기 값 변화가 작을 때 대조가 낮아 정확한 초점 값 측정이 

불가능 하다.
본 논문에서는 경사면의 초점 값 측정을 위해 Fig. 6(a)와 같은 

경계가 구분된 경사면 이미지에 high-boost 연산자를 적용한다. 
High-boost 연산자는 밝기 값 변화가 큰 영역을 찾고 변화량를 

증폭시킨다[19]. High-boost 연산 과정은 원본 이미지의 픽셀 값을 

배 한 후 평균 값 연산자(average operator)를 적용한 이미지를 

뺀다. 이때 high-boost 연산자  는 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3)

이때, 평균값 연산자를 적용한 이미지   는 식 (4)
와 같이 표현된다.

(a) Slope region of 10 N imprint (b) Slope region of 30 N imprint

Fig. 5 Slope region of imprint with different loadFig. 4 Separation line of slope and outside region

(c) Bottom image(a) Camera movement

(b) Top image

Fig. 3 Acquisition of imprint images by camera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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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를 식 (3)에 대입하면 다음 식 (5)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5)

위 식 (5)에서 (  )일 때를 high-boost 연산자라 한다. 이 값

은 경사면의 평균 밝기에 따라 정해진다. Fig. 6(b)는 high-boost 
operator를 적용한 이미지이다.

2.4.2 경사면 초점 값 연산
경사면의 초점이 잘 맞는 곳을 찾기 위해 경사면 에서초점 값을 

계산한다. High-boost operator를 적용한 경사면에 라플라시안 연

산자를 통해 초점 값을 계산한다. Fig. 7(a)에서 초점 값이 높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초점 값은 픽셀의 주변 환경에 따라 값의 

대소가 달라진다. 따라서 초점 값을 일정 임계 값 이상으로 이진화 

하면 분산된 점들로 나타난다.
Fig. 7(b)은 Fig. 7(a)의 초점 값이 높은 점들을 반지름 R인 원형

의 등고선으로 대응한 것을 나타낸다. Fig. 8(a)와 같이 원뿔형 압

입자에 의한 압흔 단면은 원형이다. 따라서 초점 값이 높은 점들은 

원형의 등고선으로 연결되어 같은 깊이를 갖는다. 경사면 이미지

의 초점 값이 높은 픽셀들을 Fig. 8(b)처럼 반지름 R인 원으로 대

응시켜 깊이가 D인 등고선을 형성한다.

2.4.3 경사면 깊이
높은 초점 값을 갖는 점들을 통해 형성된 등고선은 깊이가 D인 

지점이다. 픽셀의 깊이 값 D는 카메라의 이송 거리로 대응될 수 

있다. 이송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먼저 표면이 잘 맞는 위치로 

카메라를 위치시킨다. 그 후 카메라를 수직으로 이동시켜 경사면 

이미지를 얻고 초점 값을 측정한다. 해당 이미지의 등고선에 카메

라 이동거리를 대입한다. 이를 반복하여 압흔의 가장 깊은 위치까

지 연속으로 이미지를 얻는다. 이때 경사면의 한 픽셀에서 깊이 

  는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이때 N은 기준 높이에서

부터 해당 이미지까지의 이미지의 개수이고 ( )은 

이미지 사이의 거리이다.

      ×  (6)

각 이미지의 깊이 값  를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하면 등고

선들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이 등고선 사이의 영역은 빈 영역이다. 
따라서 하나로 결합된 깊이 이미지에 모폴로지(morphology)기법 

중 팽창(dilate)를 사용하여 깊이 값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확장된 

깊이 값에 평균 값 연산자(mean operator)를 적용한다. 이는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깊이 정보   를 연산하여 

보정된 깊이 정보  를 얻는다. 평균 값 연산자를 사용하

(b) High-boost filtered image(a) High focus value points

Fig. 7 Location of high focus value Fig. 9 Mean operated slope curve

(b) High-boost filtered image(a) High focus value points

Fig. 6 High-boost filter at Slope region

(b) 2D drawing of residual 
imprint

(a) Cross section of conical 
indenter

Fig. 8 Depth information from slop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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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Fig. 9의 그림과 같이 분산되어 있는 깊이 값을 곡선으로 연결

한다.

  





 




 



     (7)

2.5 파일업 영역의 형상 추정
파일업 영역은 높이 차이가 많지 않아 빛이 표면에 잘 반사되고 

유사한 표면 텍스처를 가진다. 이로 인해 Fig. 10의 그림과 같이 

특정 영역에서 대조가 낮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 영역은 초점 위치

에 상관없이 대조가 낮게 측정된다. Fig. 11(a)의 그림과 같이 작은 

크기의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적용 시 밝기 변화가 없는 영역이 선

택되면 초점 값 측정이 어렵다. 이처럼 작은 라플라시안 영역은 

주변 픽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다. Fig. 
11(b)은 ×  크기의 윈도우 적용 시 이미지 영역 전체에서 노이

즈가 심하게 발생함을 보인다.
Fig. 12(a)처럼 큰 크기의 라플라시안 연산자는 더 넓은 영역의 

픽셀 값을 계산하여 초점 값을 측정한다. 큰 윈도우 연산자는 계산 

영역이 커서 작은 윈도우 연산자보다 노이즈에 강하다. 하지만 형

상변화가 급격한 곳에서는 밝기 변화 영역이 윈도우 크기에 비해 

작아서 대조 측정이 불가능하다. Fig. 12(b)은 큰 윈도우로 계산된 

라플라시안 이미지이다. 작은 윈도우를 적용한 것과 비교했을 때 

파일업 외부 영역에서 노이즈가 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ichael[20] 등은 깊이 차이가 적은 이미지 구역에 큰 윈도우와 

작은 윈도우의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일정 비율로 조 합하여 초점 

값을 계산했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윈도우 크기가 작은 

라플라시안 연산자와 윈도우 크기가 큰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함께 

적용하여 초점 값을 계산하였다.
번째 이미지의 파일업 영역에서의 초점 값  은 작은 

윈도우 크기(×)의 라플라시안 연산자 계산 값   와 큰 

윈도우 크기( × )의 라플라시안 연산자 계산 값   의 선

형 합으로 식 (8)과 같이 표현된다.

    ×     ×    (8)

초점 값은 윈도우 크기에 따라 계산되는 점들의 수가 다르기 때

문에 값의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같은 범위의 값으로 변환이 필요

하다. 이는 연산 되는 점들의 비율인 각 라플라시안 윈도우 크기의 

제곱의 역수로 식 (9)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



(9)

따라서 (8)번 식은 다음과 같이 윈도우 크기의 비가 곱해진 라플

라시안 연산자로 식 (10)처럼 정리될 수 있다. 

    



×     




× 

′   (10)

 
2.5.1 초점 값에 따른 깊이 추정

파일업 부근의 형상 변화는 경사면에 비해 작다. 형상 변화가 

작은 곳의 경우 초점의 변화도 적다. Fig. 13는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시킨 후 얻은 이미지들의 초점 값을 표현한 것이다. 이때 두 

이미지에서 높은 초점 값을 갖는 영역이 중첩된다. 해당 영역에서 

Fig. 10 Region with similar surface texture

(a)  (b)
Fig. 11 Small size of Laplacian operator window with s=9, (a) 

small window Laplacian operator, (b) Laplacian image 
with 5×5 window

(a)  (b)
Fig. 12 Large size of Laplacian operator window with l=49, (a) 

Large window Laplacian operator, (b) Laplacian image 
with 41×41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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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이미지가 초점이 더 잘 맞는지 비교해야 한다. Fig. 14은 다른 

이미지의 동일 픽셀의 초점 값이다. 이때 4장의 이미지 중 아래에

서 29번째 이미지에서 초점 값이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이미지 위

치에 따른 초점 값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초점 값을 갖는 카메라 

위치를 알아야 한다. 한 픽셀에서 카메라 위치   는 식 (11)과 

같이 N개의 이미지 중 가장 높은 초점 값을 갖는 이미지의 위치 

이다. 이 깊이 정보를 실제 깊이로 변환하기 위해 이미지를 얻는 

간격(step resolution)을 곱하여 외부 형상  를 측정한

다. 이를 식 (12)에 나타냈다.

           …  (11)

     ×    (12)

2.6 압입 변수 도출
2.6.1 압흔 단위 변환

여러 측정 기구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 척도가 필요하다. 
앞서 구한 깊이의 위치 좌표 는 픽셀좌표로 표현된다. 픽셀좌

표는 실제 길이로의 단위 변환이 필요하다. 원뿔형 압입자의 압흔

에서 변형이 같은 부분은 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실제 거리 로 변환한다. 식 (13)은 이를 나타

낸다.

   × 
 

 (13)

완전한 압흔 형상을 얻기 위해서는 경사면의 깊이와 압흔 외부

의 깊이를 연결해야 한다. 압흔 경계의 반지름 를 기준으로 각 

깊이를 대입하여 하나의 깊이 이미지로 만든다. 식 (14)는 두 이미

지의 결합을 나타낸 것이고 은 통합된 깊이 정보이다.

      

   ≥ 
(14)

Fig. 15에 통합된 3차원 깊이정보인 을 나타냈다. 이후 노

이즈를 줄이기 위해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실제 거리()에 위치한 

점들의 깊이로 평균을 구한다.

2.6.2 기준 표면
파일업 높이와 압흔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의 원점이 되는 

표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압입전의 변형이 없는 표면을 기

준표면으로 한다. 변형이 없는 지점은 수직 변위가 없어 기울기가 

0이다. 이러한 지점을 구하기 위해 파일업 이후 영역에서 연속된 

4개의 깊이 정보를 사용한다. 이 점들에 수치 미분을 적용하

여 형상 기울기  ′ 를 구한다. 식 (15)은 기울기를 4개의 깊이 

정보로 표현한 것이다.

 ′  


  
 

  
  


(15)

Fig. 16 Pile-up height and indentation depth

Fig. 13 Laplacian image in different focus image

Fig. 14 Image index which has max focus value at specific pixel

Fig. 15 Result of 3D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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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5)를 통해 얻은 형상 기울기가 0으로 수렴하는 지점을 구한

다. 0으로 수렴한 영역의 평균 깊이를 구하고 이 높이를 기준 표면으

로 정한다. 이후 기준 표면과 최고 높이의 차를 파일업 높이로 

하고 기준 표면과 최저 깊이의 차를 압흔 깊이로 한다. Fig. 16은 

기준표면을 나타내고 이를 기준으로 측정한 파일업 및 압흔 깊이이

다. 또한 형상 추정에 대한 전체 흐름도를 Fig. 17에 나타냈다.

3. 압흔 측정 시험
3.1 시험 장비

실험 장비는 Fig. 18과 같이 구성하였다. 해당 장치는 x방향 이

송 축, 압입 축, 카메라 축으로 구성한다. 카메라 축에 연결된 모터를 

조절하여 카메라 모듈을 움직여 초점 영역을 탐색한다. Table 1, 
Table 2, Table 3은 해당 장비의 카메라, 모터, 렌즈 및 광원의 

재원이다. 이때 카메라 축이 0.625 µm /  으로 움직임이 가능 

하고 이는 깊이 측정의 최소 단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실험값의 검증을 위해 Table 4의 

재원을 갖는 표면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3.2 시험 조건
본 논문에서는 하중의 변화에 따른 형상측정의 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10 N, 20 N, 30 N, 40 N의 하중으로 압입 하였다. 
또한 재질에 따른 형상 측정 결과의 정확도 비교를 위해 Al 6061
- T651, Al 5052 - H32, Al 1050 - T6의 재료를 사용했다. 해당 

재료는 Fig. 19와 같은 응력 변형률 커브를 갖고 Table 5와 같은 

항복응력을 보인다.

3.3 측정 결과 검증
표면 측정기를 통한 측정과 DFF 방법을 이용한 측정을 비교하

기위해 Al 6061 - T651, Al 5052 - H32, Al 1050 - T6의 3가지 

재료에 대해 다양한 하중으로 압입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Fig. 21, Fig. 22, Fig. 23에 비교하였다. Fig. 21(c)의 경우 압흔 

Table 1 Camera resolution

CCD camera resolution

Pixel resolution × pixels

Size of pixel 1.4 µm × 1.4 µm 

Lens magnification × 20

Table 2 Motor resolution

Motor resolution

Camera axis 0.625 µm / 1 step

Indenter axis 1 µm / 1 step

Table 3 Optical resolution

LED wavelength 400 nm

NA 0.4

Optical resolution 610 nm
F.O.D (field of depth) 1.71 µm

Table 4 Resolution of contact profiler

Vertical resolution 0.1 µm
Maximum steep height 1 mm
Scan length resolution 50 µm to 50 nm

Fig. 17 Flow chart of measuring imprint shape

Fig. 18 Equipment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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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형상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표면 측정기의 특

성으로 하나의 선도만을 측정하기에 발생한 오차이다. 두 방법으

로 측정된 형상에서 가장 오차가 많이 발생되는 영역은 경사면에

서 파일업으로 변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깊이 변화가 가장 크게 

바뀌는 영역이고 모든 이미지에서 밝기 값 차이가 크다. 이 영역의 

초점 값 측정시 모든 이미지에서 높은 값을 갖으므로 이를 비교하

여 가장 높은 지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각 재료에서 가장 낮

은 하중에서 깊이 변화가 큰 하중에 비해 작고 이로 인해 밝기 

값 변화가 비교적 적어 초점 값 측정이 용이하고 형상 오차가 가장 

적다.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형상의 가장 특징적인 파일

업 높이, 압흔 깊이의 차이를 구한다. 또한 형상 간의 오차는 제곱 

평균 제곱근을 이용하여 구한다. 이때 형상 간의 오차는 식 (16)으
로 계산된다.

    
  

 




exp

(16)

이때 M은 데이터 점의 개수이고 
, exp는 각각표면 측정

기와 제시된 방법으로 구한 번째 데이터이다. 
하중이 증가할 때 깊이 변화가 커지므로 깊이측정에 필요한 이

미지 개수도 증가한다. Fig. 21(a)의 경우 2 step으로 영상을 획득

하여 총 23장의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Fig. 21(c)의 경우 Fig. 
21(a)에 비해 최대 깊이가 2배 이상이므로 동일한 step으로 이동하

며 영상을 획득하면 40장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때 이미지 사이 

간격을 증가시키면 모든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의 개수가 

줄어 계산의 속도가 증가하지만 파일업 높이 및 압흔 깊이의 정확

도가 떨어진다. Table 6은 각 재료 및 하중에 따라 표면 측정기와 

비교한 오차이다. 파일업 높이는 모두 카메라 이송 최소 한계인 

0.625 µm 내로 측정되었으며 카메라축의 이송을 더 정밀하게 제

어한다면 이 오차가 더 감소할 것이다. 또한 형상에 대한 오차가 

모두 3% 이내로 측정된다.
Wang[22] 등은 압흔을 측정하고, 이를 유한요소법(FEM)으로 얻

은 데이터와 비교하여 재료의 소성물성을 예측했다. Hwang[23] 등

은 수평 변위장 정보, 파일업 높이, 압흔 깊이를 유한요소법과 비교

하여 재료의 소성물성을 예측했다. 해당 연구들에서 소성 물성을 

예측하기 위해 압흔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고 유한요소법으

로 구축하였다.

Fig. 19 True stress - strain curve of indentation material

Table 5 Yield strength of materials

Material Yield strength (Mpa)
Al 6061 - T651 265
Al 5052 - H32 173
Al 1050 - T6 95

Fig. 20 Graphs of proposed method, contact profiler and FEM 
data with Al 6061 - T651

Table 6 Error rate compared to the contact profiler

Material Load 
(N)

Error rate (%)
Pile-up height Imprint depth Shape

Al 1050 
- T6

10 N 3.5 2.9 2.7
20 N 2.5 2.9 1.8
30 N 4.3 0.6 2.9

Al 5052 
- H32

20 N 2.4 1.7 0.7
30 N 1.7 2.1 1.6
40 N 4.2 4.1 2.8

Al 6061 
- T651

20 N 1.6 3.2 2.9
30 N 1.1 1.6 1.8
40 N 3.3 6.3 2.5

Table 7 Error rate compared to the FEM data

vs Contact profiler (%) vs Proposed method (%)
Pile-up 
height

Imprint
depth Shape Pile-up 

height
Imprint 
depth Shape

2.46 1.64 0.92 3.27 1.85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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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은 Al 6061 - T651을 30 N으로 얻은 압흔을 표면 측정

기, 제시한 측정법, 유한요소법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때 파일업 

이후 구간의 결과가 일치한다. 이는 파일업과 압흔 깊이의 결정 

기준이 되는 기준 표면이 일치함을 나타낸다. 유한요소법 결과와 

제시한 측정법의 오차를 Table 7에 나타냈다. 오차가 5% 이내 이

므로 압흔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압흔 경계를 찾아 경사면 영역과 파일업 영역으로 구

분하고, DFF 방법을 이용하여 압흔의 수직 변위를 측정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경사면은 압흔 외부에 비해 깊이 변화가 크고 밝기 

값 분포가 좁아 초점 값 측정이 어렵다. 해당 부분의 밝기 값 분포

를 높이고 선명한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 high-boost filter 적용 

후 경사면의 초점 값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파일업 영역은 

깊이 변화가 미비하여 밝기의 대조가 작아 초점 값 계산 시 노이즈

가 심하다. 이에 대한 노이즈를 줄이고자 라플라시안 연산자의 크

기를 조절하여 개선된 초점 값을 얻었다. 이 후 이미지 순서에 따른 

초점 값의 대소 비교를 통해 전체 영역의 깊이 맵을 얻었다. 획득된 

깊이를 하나의 선도로 표현하고 기준표면을 지정하여 파일업과 압

입깊이를 얻는다.

      (a) 10 N      (b) 20 N       (c) 30 N
Fig. 21 Graphs of proposed method and contact profiler in Al 1050 - T6 

(a) 20 N      (b) 30 N        (c) 40 N
Fig. 22 Graphs of proposed method and contact profiler in Al 5052 - H32

(a) 20 N       (b) 30 N       (c) 40 N
Fig. 23 Graphs of proposed method and contact profiler in Al 6061 - T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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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실험에 사용한 압흔을 표면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파일업 높이 

2.76%, 압흔 깊이 2.84% 형상 오차 2.23%의 평균측정 오차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법은 실제 측정된 값과의 오차가 

5% 이내로 제시된 측정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압입을 통한 물성 예측의 데이터로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유

한요소법의 결과를 각 측정법과 비교하였다. 제시된 방법과 오차

가 5% 이내, 표면측정기 결과와 비교 시 오차가 5% 이내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 유한요소법 결과 중 제시된 방법으로 측정한 압흔

과 유사한 결과를 찾는다면, 해당 유한요소법 결과를 통해 실제 

소성 물성을 얻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압흔을 통한 물성 측정 방법은 측정장비의 크기로 압입 

시스템과 통합이 어려워 실험과 측정단계가 구분되었다. 압입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비와 같이 압입 시스템과 광학시스템이 통합된 

장비에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면 마이크로 단위의 압입 시험과 압

흔 측정이 연속적으로 가능하며, 미소 압흔을 통해서 비 파괴방법

의 물성치를 얻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운반이 

쉽고 설치가 간편한 비 파괴 물성 측정 장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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