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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격자를 이용한 그림자 방법에 의한Moire

물체의 상 측정

Image of an object measurement

by Shadow Moire method that use fine G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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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에 의해 최초로 개 격자 무늬가 겹쳐졌을 때 생기는 무늬가 해석1874 Rayleigh 2 Moire
된
(1)
이 후 여러 측정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용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비파괴

비접촉의 광학적 측정 분야에 한 축이 되었다 이 에 정밀한 물체의 측정을 위하여 많은 다.
른 시도들을 통해서 방법의 해상도를 향상시켜 왔다Moire (2-4) 본 연구에서는 그림자.

방법에서의 방법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격자의 간격을 최소Moire Moire
화 하는 방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자 방법에는 물체 앞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격자 무늬를 사용하는 것이다Moire .

물체 앞에 있는 격자 무늬에 빛을 비추어서 물체 위에 그림자를 만들고 다른 방향에서 격자

무늬를 통해서 그 그림자를 보았을때 무늬가 관찰되는 것이다Moire .
이 경우 물체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격자 무늬가 기준 면으로 사용되므로 이 무늬 자체가

측정 가능하여 된다 그러므로 미세 격자 무늬가 측정용 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 CCD
하는 전제 조건이 생기며또한 격자의 무늬의 간격이 충분히 넓어서 회절효과를 무시할 수, ,
있는 구간이 있어 그 안에서 격자 무늬의 무늬가 물체 표면 위에 그림자로 나타나야만 가능

하다 그러므로 사용 파장에 대한 회절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는 격자 무늬의. ,
최소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그림자 방법에서의 방법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Moire Moire
위한 전제 조건이 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의 광원을 바탕으로 격자 간격650nm Laser 40um, 30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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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최소 격자 간격인 의 격자 무늬를 판독10um , 10um
하기 위하여 를 가지는 에 배 줌 렌즈를, 2048×2048 Pixel(1 pixel size 7.2um) CCD Camera 4
장착하였으며 이를 측정한 것이 그림 이다 위의 기본 장치를 가지고 그림 와 같이 기본, 1 . 2
측정을 위한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아래의 그림 는 격자 간격에 따른 원기둥 물체에 대한 를 측정한 경우 이3 Moire image

다 그림에서처럼 에서는 가 문제없이 측정되고 있으나 에서. 40um, 30um Moire image , 10um
는 정상적인 를 측정할 수 없었다 또한 반사율이 떨어지는 물체의 측정을 위Moire image .
해서 격자 무늬를 형성할 때 그 두께를 조정하여 격자를 투과하는 광량을 조정하여 초기

에서 까지의 기본 격자 샘플을 제작 격자 투과율에 따른 변화를 관찰47% 66% Moire Image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은 물체의 표면 형상 측정을 위한 기본 방

향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좁아진 격자 간격에 따른 많은 양의 측정 에 의해 그림자, Data
방법에서의 방법의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Moire Mo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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