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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스캔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정밀 측정
김현주ㆍ윤두현ㆍ김학일†
인하대학교 자동화공학과

우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2008년 6월 24일 받음, 2008년 9월 1일 수정본 받음, 2008년 9월 24일 게재 확정)

본 논문에서는 라인스캔 카메라를 통해 모든 영역의 영상을 획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면적 카메라를 이용했던 
방법에 비해 투영격자의 이동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측정시간이 매우 빠르고 측정정밀도도 뛰어난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의 스캐닝 모아레 측정 방법은 넓은 영역의 3차원 형상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익하며, 대면적의 대상물 측정 시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stitching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번에 전 영역의 3차원 형상의 복원이 가능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3차원 
형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투영격자 하나만을 이용한 영사식 모아레 방식을 이용하여 작은 높이 단차를 갖는 
물체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하고 그 높이를 용이하게 측정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산환경(Mass production)의 웨이퍼 범프 높이 검사 
및 FC-CSP나 FC-BGA 범프 높이 검사 등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실험을 통해 기존의 방법에 비해 투영격자의 이동횟수 및 측정 
속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Moiré, Line scan camera, Height measurement

그림 1. 모아레 현상이 나타난 영상.

†E-mail: hikim@inha.ac.kr 그림 2. 모아레 간섭무늬의 예.

I. 서 론
모아레(Moiré)란 단어는 프랑스인들이 고대 중국에서 수입

된 비단 위에 나타나는 물결무늬를 일컬었던 말로, 요즘에는 
두 개 이상의 주기적인 물결무늬가 겹쳐져 생기는 간섭무늬
(interference fringe)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모아레 현
상은 연속되는 패턴이 있는 물체를 촬영했을 때, 동일한 무
늬가 연속되는 의류나 커튼을 촬영했을 때에 많이 나타난다. 
그림 1은 모아레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1]

모아레 패턴의 기술은 표면의 변형 상태의 특징이 모델 격
자로 불리는 격자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 기술은 물체에 직
접 접촉하지 않고도 측정할 수 있어 물체가 훼손될 염려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즉, 모아레 방식은 직선형태의 기준 
격자무늬를 측정할 대상물체에 투사하면 대상물의 표면형상
에 따라 변형 되어 진 격자 무늬가 생성되며, 기준 격자무늬
와 변형된 격자무늬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 형성된 등고선 형
태의 무늬를 통하여 3차원 형상 이미지 정보를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그림 2는 모아레 간섭무늬의 예를 보여 준다. 
기존에도 모아레 무늬를 통해 3차원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기준격자와 조사격자를 사용하는 Projection Moiré,[2] Projection 
Moiré와 원리는 같으나 하나의 기준격자만을 사용하는 Shadow 
Moiré[3]등 많은 3차원 스캐닝 모아레 방법의 연구가 있었
다.[4-7] 이 방법들은 한 위치에서 다수의 영상을 받아 측정을 
완료한 후 위치를 이동하여 다시 다수의 영상을 받아 측정하
는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
동하면서 연속적인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
한, 면적카메라를 사용하던 것을 최초로 라인스캔 카메라를 
적용함으로써 간단하고도 빠른 측정이 가능하여 측정 영역
이 넓은 대상물체를 빠른 시간에 측정할 수 있다. 실험을 통
해 측정시간 및 측정정밀도를 비교하여 성능이 향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II. 라인 스캔 모아레 측정
본 논문에 따른 모아레 무늬 획득 방법은 그림 3과 같이 

구현되어 있으며, 그림 4는 영사식 모아레 구현을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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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아레 무늬 획득 방법.

그림 4. Optical configuration of projection Moiré.

적인 구성을 보여 준다. 
대상물체 표면의 간섭무늬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9]

∙ 조사격자와 기준격자의 밝기분포 구조가 선형/조화 분포
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조사광학계와 결상 광학계의 광축이 서로 평행해야 한다.
∙ 격자들이 서로 평행해야 한다.
∙ 대상물체의 표면에 결상된 격자의 주기와 기준격자의 주

기가 동일해야 한다.

그림 4에서 N번째의 Contour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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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격자의 피치, lp은 기준면과 렌즈의 거리, f는 
렌즈의 초점거리를 나타낸다. Projection Moiré 측정 시스템
에서 평행광과 Telecentric광학계를 사용하였을 때 간섭무늬 
간격당 높이차이인 등가파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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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대상물체에 투사된 격자의 피치를 나타낸다. 
식 (2)에 각도 를 각도 의 좌표계에 맞춰서 각도 γ로 표
현하면 식 (2)의 tan   + tan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γαγαβα tantantantantantan −=−+=+  (3)

또한 

pl
d

=− γα tantan  (4)

이므로 식 (3)과 식 (4)를 사용하면 등가파장 Δz는

d
plpl

z pp '
tantan
'

=
−

=Δ
γα

 (5)

이 되고 영사렌즈와 결상렌즈가 동일한 렌즈일 경우 렌즈의 
배율을 M이라고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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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Projection Moiré System이 그림 
4와 같이 되어 있을 때 등가파장은 식 (6)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측정하려는 최대 단차가 정해졌
을 때 필요한 렌즈의 배율과 격자의 피치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영사식 모아레에서 위상천이법의 적용은 영사격자와 기준
격자 사이의 상대변위를 인위적으로 인가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버킷 알고리즘[11]을 사용할 경우, 두 
격자 사이의 상대변위를 위상으로 나타낸 값 2πδ/G = Δ가 
순차적으로 0, π/2, π, 3π/2가 되도록 상대이송을 하고, 각각
의 위상 이송에 대해 모아레 무늬 광강도 I1(x, y), I2(x, y), 
I3(x, y), I4(x, y)을 획득한다. 그리고 각 측정 점에서 식 (7)을 
이용하여 추출하고자 하는 초기 위상의 주의상 값 Φp(x, y)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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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구해지는 초기 위상 값은 tan-1의 연산 특성으로 인
해 -π와 +π 사이의 위상 값만을 가진다.

구해진 초기 위상의 주 위상 값 Φp(x, y)로부터 식 (8)을 이
용하여 측정 점에서의 높이 h(x, y)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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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라인 스캔 카메라의 장점
- 넓은 영역 검사 시 고속 측정 가능
- 고해상도의 영상 획득 가능(8~12 k)

- 저가의 검사 장치
-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병합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Stitching)그림 5. 라인스캔 모아레 측정 방법 순서도.

표 2. 기존의 모아레 기법 적용 데이터
항목 내용

FOV(Field of View) 18.432 mm × 18.432 mm

영상획득 분할 영역 총 60개(측정영역: 72 mm × 72 mm)

투영격자 이동 횟수 총 240회(영상획득 분할영역 60×4)

1회 측정시간 0.9초(이동 및 영상획득 및 측정산출 시간 포함)

전 영역에 대한 측정시간 총 54초(0.9초 × 60)

본 연구에 따른 모아레 무늬 획득방법을 이용한 대상물체
의 높이 측정방법의 단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조명부가 켜 짐에 따라 광이 대상물체로 조사될 수 있
도록 엑추에이터를 이용하여 투영격자부를 미세하게 조
정하여 렌즈를 통해 대상물체에 미세격자를 투영한다.

2. 라인 스캔 카메라를 통해 상기 대상물체에 영사된 이미
지들을 위상에 따라 촬영하고 스캐닝 하여 획득한 후, 
라인 스캔 카메라에 얻어진 이미지들을 컴퓨터로 전송
한다.

3. 컴퓨터의 스캐닝 모아레 해석모듈을 통해 이미지들으 
이용 모아레 무늬를 해석하여 대상물체의 3차원 형상을 
해석한다.

그림 5는 제안하는 라인 스캔 모아레 측정 방법의 순서도
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의 라인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설
치되어 있어서 총 4번의 스캔으로 대상물체의 영역에 대한 4
장의 이미지들을 얻게 되고, 각 스캔 이미지의 촬영 시, 투영
격자부의 이송에 따라 대상물체에 투영되는 투영격자들의 
위상을 λ/4만큼 이동시킨 후 스캔 이미지를 얻게 된다. 즉, 4
장의 스캔 이미지들은 각각 λ/4의 위상 차를 갖는 투영격자
가 영사된 이미지들이다. 본 연구의 모아레 측정 방법은 대

상물체의 모든 위치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는데 투영격자를 
단지 3회만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측정지점이 10개라고 가정한 후, 본 연구의 모아레 측정방
법과 기존의 모아레 측정방법을 비교하였다. 면적 카메라와 
4버켓 방법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 지점에서 영상
을 획득한 후 투영격자를 이동하기 때문에 100단계의 과정
을 거쳐 결과를 산출하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
아레 측정 방법은 투영격자를 이동 시킨 후 일괄적으로 영상
을 획득하므로 투영격자를 이동시키는 4단계와 10개의 지점
별로 4개의 영상을 획득하는 단계인 40단계와 획득된 영상
으로 10개의 지점별 측정 결과를 산출하는 10단계로 이루어
지므로 전체 54단계에서 측정이 완료된다. 

따라서, 10개의 지점을 측정했을 때, 절반의 단계만으로 측
정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아레 방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는 투영격자를 기계적으로 이송하는 단
계이므로 측정시간 측면에서 고려하면, 본 연구의 모아레 방
법은 기존의 모아레 방법에 비해 약 1/10 정도로 줄어드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1은 라인 스캔 카메라의 장점을 나타낸다.

III.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장에서는 스캐닝 모아레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서 라인 스캔 카메라와 면적카메라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
다. 우선, 이미지 획득 및 투영격자 이동 횟수의 비교 그리고 
측정시간을 비교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2~ 
4와 그림 6과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결과 표와 
같이 본 연구의 모아레 측정방법은 동일 측정 영역에 대해 
기존의 측정 방법에 비해 약 20배 빠른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투영격자의 이동은 60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라인 스캔 카메라를 통해 모든 영역의 영상을 
획득하고 기존의 모아레 측정방법에 비해 투영격자의 이동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기존의 방법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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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라인 스캔 카메라를 이용한 결과.

그림 6. 성능평가 비교.

그림 7. 일반적인 모아레 방법과 스캐닝 모아레의 성능 비교.

표 3. 제안한 모아레 기법 적용 데이터
항목 내용

X축 FOV 73.728 mm

스캔 속도 550.8 mm

투영격자의 이동 횟수 총 4회
전체영역의 1회 스캔시간 0.59초(동기화 시간 0.1초 포함, 측정영역: 72 mm × 72 mm)

전 영역에 대한 전체 영상 획득 시간 2.36초(0.59×4)

전 영역에 대한 측정시간 2.7초 미만(영상획득시간 + 계산시간)

표 4.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측정시간 비교
기존의 모아레 기법 스캐닝 모아레 기법 비고

투영격자 이동횟수 총 240번 총 4번 60배 향상
측정시간 54초 2.36초 22.881배 향상

※ 72 mm × 72 mm 사이즈의 제품을 기준으로 9 um의 픽셀 해상도로 측정 시
※ FC CSP외 넓은 FOV를 갖는 제품

측정시간이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즉, 제안한 스캐닝 모아
레 측정방법은 넓은 영역의 3차원 형상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익하며 단 4번의 스캔으로 얻어진 4장의 스캔 이미지들만
으로 전 영역의 3차원 형상 복원이 가능하여 보다 빠른 속도
로 3차원 형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본 연
구는 라인스캔 카메라와 투영격자 하나만을 사용한 영사식 
모아레 방식을 이용하여 작은 높이 단차를 갖는 물체의 3차
원 형상을 고해상도로 복원하고 그 높이를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6과 7에서는 라인스켄 카메라를 이용한 모아레 기법
의 투영격자 이동 횟수와 측정시간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
다. 그림 8의 영상은 FC-BGA의 Bump를 측정한 것으로, PSR
과 Bump의 단차가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정확한 Bump의 
높이 측정이 가능하며 그림에서 가장 밝은 영역이 높은 위치
를 의미한다. 밝기를 나타내는 GV는 Gray level을 의미하며 
0~255값을 갖으며 1 GV는 0.5 μm가 되도록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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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the Projection Moiré method using a line scan camera. The high resolution feature of a line scan camera 
makes it possible to scan an image quickly, thus enabling a much quicker 3D profile. This method uses a high resolution line 
scan camera making it possible to scan an image at high speed simultaneously measuring the 3D profile of a large FOV. When 
using a high resolution scan camera, a full FOV is scanned, thus requiring just one movement of a projection grating. As a result, 
the number of grating movements is reduced drastically. The end result is a faster and more accurate 3D measurement. Moving 
the grating too quickly causes vibration in the imaging system, which will normally be required to apply a stitching technique 
when using an area scan camera. 

However the technique is not required when using a line scan camera. Compared with the previous techniques, it has the 
advantages of simple hardware without moving mechanical parts - single exposure for obtaining three-dimensional information. 
A method using a high resolution line scan camera can be used in mass production to measure the bump height of wafers or 
the bump height of package substrates.

OCIS codes: (150.0150) Machine vision; (120.4120) Moiré techniques; (110.6880) Three-dimensional image acquisition; 
(120.2830) Height measurements; (120,3180) Interferometry.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라인카메라를 이용하여 라인 스캔 모아레 

측정 방법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라인 스캔 모아레 
측정 방법에서는 라인 스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영
상을 획득함으로써 측정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킬 수 있
었다. 기존의 방법과 라인 스캔 모아레 측정 방법의 성능 평
가를 위하여 동일한 제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측정 
결과, 측정 속도는 약 20배 정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투영 격자의 이동 횟수도 60배 정도의 성능이 향상되어 성능
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캐닝 모아레 측정법은 넓은 영역의 
3차원 형상의 복원이 가능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3차원 형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투영격자 하나만을 
이용한 영사식 모아레 방식을 이용하여 작은 높이 단차를 갖
는 물체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하고 그 높이를 용이하게 측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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