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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복합재료로부터 얻어진 C-scan영상에서의 효과적인 잡음 제거에 관한 연구 내용이다. 복합
재료에서의 결함을 검출하는 것은 여러 실용, 응용분야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 초음파 영상은

대부분이 육안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고, 잡음의 영향으로 정확한 결함에 대한 영역을 파악

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함의 정확한 판별을 위해서는 물체의 영역을 정확히 판별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영상에서 잡음에 대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C-scan 영상에서의 배경과 결함의 경계영역

을 보존하면서 잡음 제거를 위해 웨이브렛(Wavelet)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C-scan 영
상에서 Filtering을 적용하는데에 있어 드비시(Daubechies) Wavelet Filtering이 결함영역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함을 얘기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초음파 검사는 재료의 표면 또는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 부를 검출하기 위해 초음파를 재료에 전달시

켜 검사하는 비파괴검사 방법 중 하나이다.

비파괴검사의 목적은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사용 중

에 파괴될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결

함의 유무, 결함의 크기 및 형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초음파 탐상검사가 적용되는 분야는 상당히 넓어 철,

비 철류의 소재로부터 선박, 교량, 압력용기 등의 제

품 및 항공기, 자동차, 철도차량의 부품, 기계류의 부

품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제품들이 검사의

대상이 되며, 탐상 가능한 결함으로는 균열, 개재물,

라미네이숀(Lamination)등의 소재 고유의 불연속으

로부터 가공중 불연속 및 피로 균열과 같은 사용 중

불연속까지 대부분의 결함검출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재료의 두께측정에도 사용되어 화학, 정유처리

시설의 보수검사 등에 종종 적용되고 있다. 다른 모

든 비 파괴 검사 방법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자의 자격인정, 교육훈련 및 충

분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초음파

를 사용하는 검사는 다른 비 파괴 검사와 비교하여

상기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중대한 판독 오류

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

고 상기 조건이 갖추어진 전문 기술자라 할지라도

기술자 개개인의 스캔 방법과 패턴에 의해 그 결과

는 확연하게 다를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판독 오류

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밀하게 결함을 찾

기 위해서 수행되는 작업이 A-scan데이터에서

C-scan으로의 변환이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영상에 대한 분석은 여러가지 환

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로 인해 명확한 판단

및 분석이 어렵다. 특히나 복합재료는 각기 다른 성

질의 재료들의 조합으로 초음파 신호의 산란 및 이

상 데이터의 발생이 생길 확률이 높다. 복합재료로부

터 얻은 C-scan 영상에서 영상 전체에 걸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의 주기적 노

이즈가 발견되었고, 배경영역과 결함영역의 구분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영상물을 얻었다.

영상처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상개선 알고리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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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공간영역에 대한 처리와 주파수영역처리로 나

눌 수 있다. 공간영역처리의 경우는 점처리, 공간처

리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웨이브렛(Wavelet)은 푸리에(Fourier) 변환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있어 이미

지의 경계를 다루는데 현실적인 제약을 가지게 된다.

또한 기하적으로 불규칙하게 생긴 부분들을 특별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Wavelet Transform을 생각

해내고 또 그 Wavelet Transform을 여러 분야에 적

용하여 그 효율성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브렛(Wavelet) 변환을 이용한 드

비시(Daubechies) Wavelet Filtering을 하여, 결함에

대한 영역을 보존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대부분의 저역통과 필터링은 잡음을 제거하는 데에

는 강한 성능을 보이나, 에지(Edge)성분이 약해지거

나 결함이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을 보인다. Haar

Wavelet Filtering은 배경영역과 결함영역의 구분이

명확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격자무늬의 블록

이 발생하여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영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대강의 윤곽

선 정보만으로도 가능하다. 복합재료에서의 결함 검

출 역시 그 윤곽에 대한 정보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고 때문에 영상에서의 잡음성분을 제거하고 에지

(Edge)성분 검출의 향상으로 결함이 포함된 영상에

서의 배경영역과 결함영역의 효율적인 분리에 드비

시(Daubechies) Wavelet Filtering의 적용이 효과적

임을 증명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표로 한다.

Ⅱ. 본론

1. 제안된 시스템 구조

실험에서 사용한 A-scan 데이터는 수직 탐상 검사

를 통해 나온 데이터이며 검사환경은 픽셀 별

Sample 1486개이며 크기는 100*100, 50*75이다. 사용

된 주파수는 5.0Mhz. 픽셀간 간격0.02inch이며 시편

의 층은 8-ply, 16-ply이며, 25% depth, 50% depth,

Sampling rate는 100Mhz이다.

먼저 복합재료의 A-scan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C-scan 영상의 에지 영역을 보존하고 잡음을 제거하

기 위해 드비시(Daubechies) Wavelet Filtering 은

실험영상 각각에 Threshold값 70을 적용하였다.

2. 시스템의 구현 방법

결함이 포함되어있는 복합재료로부터 얻어진 C-scan

영상에 필터링으로 드비시(Daubechies) Wavelet

Filtering을 적용하였다.

무한히 반복되는 사인파를 기본파형으로 이용하여

주파수만을 변화시키며 상관관계를 밝히는 푸리에

(Fourier) Transform에 비해 Wavelet은 한 파장의

파형을 기본파형으로 하여 그 크기와 위치를 변화시

켜가며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다.

드비시(Daubechies) Wavelet Filternig은 영상분야에

서 주로 사용되는 Filtering기법으로 Discrete wavelt

transform을 사용하고, 유한길이를 갖는 비대칭형

Wavelet Filtering이다.

드비시(Daubechies) Wavelet은 이차 다항식의 확장

으로 구성되며, N으로 대표되는 정수에 따라 그 종

류가 나뉘어지는데, 그 Wavelet을 구축하기 위해 사

용된 팽창 방정식 속의 항의 개수에 따라 형태가 달

라진다.

식 (1)에서 는 기저함수를 나타낸다. 또한

는 웨이블렛 계수이다.

식 (1)에 대한 직교성질을 이용한 결과 (2)식과 같다.

스케일링 함수의 정규화 (

식 (1)을 식 (4)와 같이 정리하면

는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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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ubechies Wavelet Filtering 결과 비교

식 (7)에서의 는 신호에 해당하는 인자이다.

식 (8)은 Daub4에 대한 결과이다.

드비시(Daubechies) Wavelet Family는

과 이의 척도 구성함수들의 조합으

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들은 정규직교의 성질을 가

지게 되어 계산하는데 있어 효율적이다.

3. 결과

C-scan 영상을 드비시(Daubechies) Wavelet

Filtering은 기본적인 웨이블릿 성질을 가지고 있으

며, 변환을 하면서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필

터 계수 값을 조정하여 여러 결과들을 확인이 가능

하다. 적용 해본 결과 에지(Edge)성분을 크게 훼손하

지 않은 상태에서 노이즈 제거가 전체적으로 전보다

매끄럽게 이루어진 영상을 볼 수 있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Daubeachies Wavelet Transform을

적용하여 C-scan 영상에서 에지(Edge)영역을 보존하

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

법에서는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각 영역에 대한성분

을 유지해야만 했다. 공간영역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배경영역과 결함영역의 구분은 가능하지만 결함영역

에 대한 왜곡이 발생한다.

드비시(Daubechies) Wavelet이C-scan 영상에 대한

필터링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만, 대상이 되

는 영상의 성질에 따라 결과 영상의 성분이 달라지

는 것을 확인했다. 각각의 대상 영상에 대한 조건값

들을 달리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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