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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측정기술은 접촉식 측정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처방안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측정 및 계측기술이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 특히, 스페클 
간섭법(Speckle Interferometry)은 컴퓨터 화상처리기술에 힘입어 
기존의 복잡한 계측과정을 용이하게 하면서 비접촉, 실시간 측정
기술인 전자 스페클 간섭법(Electronic Speckle Pattern 
Interferometry : ESPI)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ESPI는 진동모드 
가시화 및 구조물의 응력, 변형해석 등의 분야로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 비접촉 측정의 장점은 초고온 등의 문제로 접촉이 
어려운 대상물의 변형 해석에 많은 응용이 되어왔다. Malmo는 
ESPI를 이용하여 3,000℃이상에서 간섭무늬를 확인하여 적용가
능성을 확인하였으나, 표면산화와 대류의 문제로 인하여 변형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Ratnam은 ESPI를 
이용하여 100℃이하의 온도에서 피스톤의 열변형을 정량 분석하
였으며, 최근에는 복합재료와 같은 이방성 재료의 열변형 해석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ESPI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실에
서만 사용하던 시편이 아닌 실제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을 대상으

로 실제 조건과 유사한 환경을 구성하여 열변형을 측정해보았다.

2. ESPI의 기본 원리
레이저빔이 물체면에서 반사되거나 굴절률이 일정하지 않은 

매질을 통과할 때 고운 입자형태의 밝고 어두운 점이 고르게 

무질서한 분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스페클 패턴
(speckle pattern)이라 한다. 이 스페클 패턴이 생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레이저 빔의 파장(수백nm)에 비해 물체면이 상대적으로 
거칠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레이저빔은 단색성이며 간섭성이 

있어 표면에서 난반사된 레이저빔들이 공간상에서 무수한 간섭

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Fig. 1은 물체면에서 난반사되어 형성된 
전형적인 스페클 형상이다. ESPI방법은 물체의 위상에 관한 정보
를 이러한 스페클을 전달 매개체로 한다. 

Fig. 1 Speckle Pattern

3. 실험 장치 구성
Fig. 2는 실제 LG전자의 프로젝션 TV의 영사부에 쓰이는 전자

부품의 일부분이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Fig. 2의 부품이 열에 
영향을 받게 되어 변형이 생겨 문제가 된다고 한다. 

Fig. 2 Electronic Parts

그래서 각 부분에서 발생되는 열변형을 측정하고자 

Out-of-Plane ESPI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3은 본 실험을 위한 
개략적인 구성도와 실제로 구성된 Out-of-Plane ESPI 시스템 사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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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arrangement Out-of-Plane E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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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전자부품의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하기 위해 히터기

와 챔버를 이용하여 70℃까지 가열한 후 실온까지 냉각시키면서 
실시간으로 열변형을 측정하였다. 레이저 비접촉 온도측정기를 
이용하여 60, 55, 50, 40, 30, 25℃에서 각각의 열변형을 측정하였
다. Fig. 4는 측정대상물의 정면을 측정한 각각의 온도에 대한 
열변형을 나타내는 간섭무늬이다.

Fig. 4 Thermal Deformation ( I )

온도 변화가 커짐에 따라 간섭무늬의 개수가 증가하며 열변형

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대상물의 전체적인 열변형을 
알아보기 위해 세 방향에서 측정을 하였고, 실온으로 냉각되었을 
때의 총 변화량을 표시하였다. (Fig. 5, 단위:㎛)

Fig. 5 Thermal Deformation ( II )

5. 결 론

본 실험에서는 비접촉 측정이 가능한 Out-of-Plane ESPI 시스템
을 구성하여 공기대류 및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70℃까지의 가열이 가능하였고 
실온까지 냉각시키면서 각각의 온도에 따른 간섭무늬를 가시화 

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측정대상물의 각각의 온도와 
부위에 따른 열변형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열에 의해 
취약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부분을 설계상에서 수정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와 같이 비접촉 
측정시스템인 ESPI는 열에 대한 변형량도 각각의 온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었고, 비접촉 및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물
에 전혀 손상이 생기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되는 기계부품이나 

전자부품 등의 열변형 측정에 용이하며 이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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