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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초점거리에 따른 Edge Modeling을 이용하여 

Overlay 측정의 정확도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OLED 증착 시 정확한 증착을 위해 Mask와 Glass의 Align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Mask와 Glass의 접촉은 OLED의 성능 감소와 불량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Mask와 Glass사이에 간격을 

주어 Align을 진행하는데, 이는 Mask Mark와 Glass Mark 간의 

초점거리를 변화시켜 Blur 현상이 발생된다. Blur 현상은 이미지의 

Overlay 측정을 방해하는데 이 때문에 정확한 Mark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lur 현상을 고려한 

Overlay 측정 방법을 고안하였다. 측정에 사용되는 광학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Point Spread Function(PSF)을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Edge 

Model을 선정하였다. 또한, Circle Confusion 현상을 이용하여 

초점거리에 따른 Blur의 양을 정량화하고, 이를 Edge Model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Blur Edge Model을 이용하여 초점이 

어긋난 이미지에서 Overlay 측정을 진행하였다. 

Blur Edge Model을 사용하기 위해 측정 시 사용된 광학계의 광학 

성능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측정을 진행 하였기 때문에 

Blur현상이 일어난 이미지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제안한 측정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초점거리의 변화에 따른 Overlay 측정의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Overlay, Blur Edge, Align Process, Overlay 정확도 

학   번 : 2015-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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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현대 반도체, LCD 및 OLED 생산 제조 공정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고품질, 초정밀 제품 생산을 위해 공정 수율 및, 안정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리를 위한 초정밀 측정 장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OLED 상용화로 OLED 생산 제조 

공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OLED 증착 시 정확한 증착을 위해 Mask와 Glass의 Align 과정이 

필요하다. Mask의 틈 사이로 OLED가 증착되기 때문에 Mask와 

Glass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이 Align 과정이다. 증착 위치가 

정확하지 못하면 OLED의 결함과 성능저하로 이어져 불량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Align은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Align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 기판이나 

Glass에 Mask를 접촉시켜 Glass와 Mask에 있는 Mark의 위치를 

측정하고 Glass와 Mask를 분리해 이동시켜 위치를 잡는 접촉식 Align 

방법, Glass와 Mask를 분리하여 각각의 Mark를 할당된 각각의 

광학계로 측정하여 Align을 하는 Two Shot Align 방법이 있다. 접촉식 

Align의 경우, 측정 시 Mask와 Glass가 접촉하게 되어 Glass에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Two Shot Align의 경우, 각각의 Mark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광학계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측정 데이터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sk와 Glass사이에 간격을 주어 

Align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Mask Mark와 Glass Mark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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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거리를 변화시켜 Blur 현상을 초래한다. Blur 현상은 이미지의 경계 

추출을 방해하는데 이 때문에 정확한 Mark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초점거리에 따른 Blur의 양을 정량화 한 Edge 

Model을 이용하여 Glass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한 Align을 공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Glass의 손상을 줄이고 효과적인 Align을 통해 OLED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초점이 어긋난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Blur현상을 

고려한 Overlay 측정의 정확도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Blur 현상은 

초점이 어긋남에 따라 이미지의 상이 흐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선 

측정에 사용되는 광학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학계의 밝기에 대한 식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광원에서 퍼져나가는 빛의 현상을 분석하여 

Point Spread Function(PSF)을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이미지상의 

경계를 나타내는 Edge Model을 선정하였다. 또한, Circle Confusion 

현상을 이용한 초점거리에 따른 Blur의 양을 정량화 하고, 이를 Edge 

Model에 적용하였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측정에 사용된 광학계의 광학 성능을 이용하여  

Blur Edge Model에 적용시키고, 이를 사용해서 초점이 어긋난 이미지를 

측정하는 장치를 구현하였다. 최종적으로 초점거리에서 어긋나는 정도에 

따른 Overlay 측정의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한다. 초점에 따른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PZT를 이용한 광학계를 통하여 측정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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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 측정 성능 평가를 위해 표준 격자시편을 사용하였으며, 

초점거리에서 어긋난 정도를 변화시켜가며 어긋난 정도에 따라 측정의 

정확도와 반복측정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실제 Glass와 Mask Align 

이미지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Overlay 측정에 많이 활용되는 

Interpolation 방법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초점거리에서 어긋난 

정도가 증가해도 Overlay 측정 할 수 있으며, 측정 정확도 역시 크게 

변화가 없이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Blur 현상이 일어난 

이미지에서도 정확한 이미지 분석을 할 수 있고, 초점거리에 따른 측정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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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Overlay Measurement 

 

Overlay Measurement는 산업현장에서 공정 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측정대상이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한다. 

영상에서 측정대상과 기준이 되는 대상의 경계를 구하고, 경계를 토대로 

대상의 중심위치를 구한다. 측정대상과 기준의 중심위치를 비교하여 

위치간의 차이를 얻게 된다. 주로 흑백이미지를 이용하고, 이미지에서 

경계를 추출하고 경계를 통해 중심위치를 구하여 이를 토대로 위치간의 

편차를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지에서 경계를 추출하는 방법과 경계추출의 정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경계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밝기의 차이가 뚜렷해야 하며, 초점이 잘 맞아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측정 물체의 광학적 특성에 따라 밝기가 달라져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초점 또한 광학적인 성능에 따라 경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영상의 해상도의 한계로 인해 표현하는 

영상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광학계의 배율로 인한 광학적인 한계로 인해 

영상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경계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경계추출 

방법이 존재하게 되었다. 

 
Fig 1 Overlay 측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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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Sub-pixel Edge Detection 

 

Overlay 측정에서 이미지의 경계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밝기 정보를 이용한다. 밝기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지 내 경계를 찾는 

방법을 경계추출법이라고 한다. 아주 간단한 경계추출법으로는 Sobel, 

Prewitt 등의 방법이 있다. 이 방법들은 계산이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픽셀 수준으로 경계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밀한 

방법은 아니다. 이 방법은 이미지의 해상도와 픽셀당 길이인 Pixel 

Resolution의 영향을 받는, 즉 하드웨어의 영향을 받는 방법이다.  

이를 개선하여 더욱 정밀한 방법으로 경계를 추출하는 Sub Pixel 

경계추출법이 존재한다. 기존의 Pixel 수준으로 경계를 추출하는 것과는 

달리, Pixel로 이루어진 데이터 내에서 계산을 통해 Pixel 사이에 

존재하는 값까지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Pixel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계보다 더욱 정밀한 수준으로 경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Sub Pixel 경계추출법은 Moment Based, Interpolation Based, 

Least Square Error Based 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Moment Based 

경계추출법은 경계의 위치, 배경의 밝기, 배경과의 밝기차이를 

파라미터로 설정하고 이 파라미터를 밝기에 대한 모멘트를 이용하여 

경계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데이터를 보간하지 않으며 계산을 

반복하지 않아 경계추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 된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Sampling Effect를 고려하지 못해 결과값이 설정 

값에 영향을 받으며, 노이즈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Interpolation Based 경계추출법은 이미지의 밝기나 밝기에 따른 

도함수를 보간하여 경계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경계를 2차 

다항식을 이용해 보간하거나 Canny Edge Mask를 이용해 경계를 

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계산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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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방식이지만 보간의 특성 상 노이즈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Least Square Error Based 방식은 측정된 이미지의 밝기 값을 주어진 

경계 모델에 대해 fitting하여 경계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경계 

모델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며 Hyperbolic tangent, 가우시안 모델 등을 

사용하여 경계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노이즈에 강한 

경계추출법이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연산량이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type Moment Based Interpolation Based Least square error Based 

feature 

- Calculation by Gray 

moment 

- No Interpolation and 

iteration 

- Interpolate gray values 

or derivatives 

- Various interpolation 

method 

- Efficient calculation 

- Fitting a gray value 

against the Edge model 

- Various models available 

- Strong to noise 

weakness 

- Sampling Effect 

- Weak to noise 

- Weak to noise - Complex calculation 

 

 

 

2.2 Blur Effect 

 

광학계에서 측정대상과 렌즈의 초점이 맞으면 상이 제대로 맺혀 

뚜렷한 이미지를 얻게 된다. 하지만 측정대상과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 상이 제대로 맺히지 않아 이미지가 흐려지게 된다. 이렇게 

이미지가 흐려지는 현상을 Blur Effect라고 한다.  

광학계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항상 뚜렷한 이미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광학적, 기구적 한계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완전히 뚜렷한 

Table 1 경계추출법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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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얻을 수는 없다. 이로 인한 Blur Effect는 불가피하다. 특히 

Blur Effect는 이미지 내 형상의 경계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초점이 맞은 경우 형상의 경계의 분포가 좁고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초점이 맞지 않은 경우 형상의 경계의 분포가 넓어져 정확한 경계의 

위치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경계추출 시 측정의 

오류가 발생하고 측정의 성능이 낮아지게 된다. 

 

 

 

 

 

 

  

Fig 2 초점에 따른 이미지 경계 변화 

Fig 3 이미지 경계 변화에 따른 밝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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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Blur Edge Model 
 

Blur 현상이 일어난 이미지상에서 Overlay을 측정하기 위해 Blur 

현상을 적용할 수 있는 Edge Model을 선정하였다. 또한, Blur의 양을 

정량화 하고 이를 Edge Model에 적용시켜 Blur 현상이 일어난 

이미지에서 정확한 경계를 얻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3.1 Selection of Edge Model 

 

정밀 측정 장비에서 획득한 이미지의 경우, 촬영하고자 하는 샘플의 

특징이나 공정의 문제, 또한 측정하는 광학계의 한계로 인하여 이미지 

경계에 Blur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Blur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광학계의 특성과 초점간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광학계의 특성으로 

Blur의 방향과 크기가 결정되고, 렌즈의 특성으로 초점거리에 따라 

Blur의 양이 달라진다.  

 

 Fig 4 실제 측정 이미지와 밝기 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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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Model을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광학계의 밝기에 따른 특징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원에서 나온 빛이 광학계를 통해 퍼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Point Spread Function (PSF)을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차원 이미지의 Blur 이미지는 식 3.1 과 같이 2차원 

컨벌루션 합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된 식은 PSF과 원래 

이미지의 컨벌루션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lur 이미지와 원래 

이미지의 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PSF를 선정해야 한다. 

 

𝑦(𝑚, 𝑛) = ∫ ∫ 𝑝(𝑎, 𝑏)𝑥(𝑚 − 𝑎, 𝑛 − 𝑏)𝑑𝑎𝑑𝑏
∞

−∞

∞

−∞

= 𝑝(𝑎, 𝑏) ∗ 𝑥(𝑚, 𝑛)        (3.1) 

 

여기에서 *은 컨벌루션 연산자, 𝑦(𝑚, 𝑛)은 측정 이미지, 𝑥(𝑚, 𝑛)은 

원래 이미지, 𝑝(𝑎, 𝑏)는 PSF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광학계는 원통형 광학계로, 광학계의 동축 

중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변하는 밝기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 프라운 

호퍼 회절공식을 이용하였다. 식 3.2는 원통형 광학계에서 발생하는 

프라운 호퍼 회절 무늬의 세기를 나타낸 식이다. 이때, 𝐼0 는 원통형 

광학계 중심에서 발생하는 밝기의 최대 세기, 𝐽1 은 원통 좌표계에서 

변수분리 시 사용되는 베셀함수, 𝑘는 2𝜋를 파장으로 나눈 값인 파수, 

𝑎는 원통 광학계의 반경, 𝜃는 관찰각도를 의미한다.  

 

𝐼(𝜃) = 𝐼0 (
2𝐽1(𝑘𝑎 sin 𝜃)

𝑘𝑎 sin 𝜃
)

2

= 𝐼0 (
2𝐽1(𝑥)

𝑥
)

2

             (3.2) 

 

원통형 광학계의 동축 중심으로부터 밝기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중심에서부터 밝기 분포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반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1차 밝기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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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우시안 타입의 PSF를 적용하였다.  

 

 

 

가우시안 타입의 PSF를 적용하였을 때, 이미지 경계의 Blur를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상적인 경계는 

이론적인 Step으로 나타내고, 여기에 가우시안 타입의 PSF를 컨벌루션 

합으로 표현하면 측정 시 경계의 Blur를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Fig 5 원통형 광학계의 프라운 호퍼 밝기 분포와  

1차 밝기 분포 

Fig 6 가우시안 PSF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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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F을 가우시안 타입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Edge 

Model을 선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dge Model에는 다양한 

Model이 존재한다. Hyperbolic tangent, 가우시안 등의 Model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한 Model은 Error Function이다. Error Function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 이다. 

 

𝑒𝑟𝑓(𝑥) =
2

√𝜋
∫ 𝑒−𝑡 2

𝑥

0

𝑑𝑡                    (3.3) 

 

첫 째, 이미지 상의 컨벌루션 합과 수학적 적분의 관계에 연관성이 

있다. 식 3.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지의 컨벌루션 합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적분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Error Function은 

가우시안 정규 분포의 적분형으로, 가우시안 타입 PSF의 적분으로 가정 

할 수 있으며, 이는 Error Function이 이상적인 경계와 가우시안 PSF가 

컨벌루션 된 함수를 의미할 수 있다.  

둘 째, Error Function의 형태를 확인하면, 이상적인 경계인 Step과 

가우시안 PSF의 합성으로 표현한 경계의 형태와 부합한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프 형태가 유사하며, Error Function의 

원점이 실제 이미지로 적용되면 경계의 위치의 역할을 하게 되어 

경계추출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 Step과 PSF의 합성, Error Function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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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점거리에 따른 Blur 정량화 

 

광원에서 나온 빛을 광학계에 통과시켜 초점거리에 있는 스크린에 

비추면 하나의 점으로 기록된다.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한 점으로 

모아진다고 할 때 빛의 흐름은 렌즈를 밑면으로 하는 원추모양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실제 빛은 한 점에 모이지 않고 넓이를 갖는다. 이것은 

광학계의 형태에 의한 빛의 회절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다. 만약 

스크린이 초점거리보다 렌즈의 위치에 가까워지게 되면 빛의 흐름이 

생성하는 원추가 잘리면서 가상의 원을 형성하게 된다. 이 원은 

스크린이 초점거리에 있는 스크린 보다 렌즈에 가깝기 때문에 원의 

지름이 더 크다. 이처럼 초점거리에서 벗어남에 따라 원이 변화하는 

현상을 Circle of Confusion이라고 한다.  

 

 

 Fig 8 Circle of Confusion 



 

 13 

Circle of Confusion 현상을 이용하여 Blur의 양을 정량화 할 수 

있다. Circle of Confusion 현상에서 일어나는 점의 원형화를 경계의 

Blur화에 적용시켜 Blur가 생기는 양을 계산할 수 있다. Circle of 

Confusion 현상은 광학계의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렌즈의 Working 

Distance, 직경, 이미지의 해상도, 초점거리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Circle of Confusion 현상을 통해 Blur의 크기를 수식화 하기 위해 

가우시안 정규 분포의 표준정규화를 이용하여 Blur의 크기를 수식화 

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Circle of Confusion 현상에서 발생한 Blur원 

의 지름을 정규 분포의 99.9%로 가정하였고, 식을 통해 Modeling에 

사용되는 광학적 파라미터로 변환하였다. 식 3.4 부터 3.6은 Blur의 

크기를 정규 분포화하는 데 사용되는 식을 나타낸 것이다. 

 

 

 

 

 

 

Fig 9 밝기의 가우시안 정규 분포화 



 

 14 

𝑏 =
𝑑

𝑖′
(𝑖′ − 𝑖)                                    (3.4) 

 

𝑖′ − 𝑖 = 𝑤                                           (3.5) 

 

𝜌 =
𝑑

3.1 × 2 × (𝑤 + 𝑖)
× 𝑤            (3.6) 

 

위 식에서, 𝑏 는 Blur 원의 직경, 𝑑 는 렌즈의 직경, 𝑖′ 는 렌즈의 

초점거리, 𝑖 는 측정 시 측정대상과 렌즈 사이의 거리, 𝜌 는 Focal 

Parameter로 Edge Model에 사용되는 변수이며, Blur 원의 반지름을 

이용하여 표준 정규화를 진행하여 얻은 값이다. 

3.1 절에서 선정한 Edge Model과 Blur 정량화를 이용하여 Gray 

Scale Edge에 적용할 수 있는 Model 식을 구하였다. Gray Scale 

Edge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경의 밝기, 배경과의 밝기 차, Focal 

Parameter, 경계의 위치를 사용하여 Edge Model의 식 3.7을 

구성하였다.  

 

𝑓(𝑥) =
𝑘

2
[𝑒𝑟𝑓 (

𝑥 − 𝑙

√2𝜌
) + 1] + ℎ        (3.7) 

 

식 3.7은 이미지상의 인덱스, 즉 픽셀 𝑥에 대한 밝기의 식이며, ℎ는 

배경의 밝기, 𝑘는 배경과의 밝기 차, 𝜌는 Focal Parameter, 𝑙은 경계의 

위치를 의미한다. 식 3.7을 이용하여 배경의 밝기가 0이고, 배경과의 

밝기 차가 255 일 때, 임의의 Focal Parameter를 가지고, 경계의 

위치가 0인 Model을 표현하면 그림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Focal Parameter는 경계의 곡선부의 형태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초점에서 벗어남에 따른 Blur현상을 적용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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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lur Ed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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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내용 및 결과 
 

 

4.1 실험내용 
 

본 논문에서는 초점거리에서 벗어남에 따른 Blur현상과 Blur현상이 

일어난 이미지에서 Overlay 측정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시 사용한 샘플은 20μm 2D 표준시편으로 흰색과 

검은색의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있으며 흰색, 검은색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가 20μm인 표준시편이다. 또한, 초점이 맞는 위치를 0으로 기준을 

잡고, 2.5μm 씩 초점을 어긋나게 하여 총 7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를 초점거리와의 어긋난 정도로 표현하면 0, +2.5μm, +5μm, +7.5μm, 

+10μm, +12.5μm, +15μm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측정 시 각 초점거리 별 20장씩 반복측정 하였으며, 반복 측정한 

데이터를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측정에 사용한 샘플은 Fig 

4.1에서 간략히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Align 장비에서 Glass 

mark와 Mask hole을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 측정 성능을 확인해 보았다. 

6세대 half cut glass와 mask를 4mm 간격으로 두고 측정하여 실제 

공정에 적용시켜 보았다. 측정한 샘플은 원형과 정사각형으로 x축과 

y축 방향에 대한 형태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축, y축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초점거리에 따라 Blur 현상이 일어날 때 Overlay 

측정의 정확도와 반복측정 성능을 비교해 보고, 실제 Glass 와 Mask 

Align에 적용 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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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드웨어 구성 
 

본 연구에서는 초점과의 거리에 따른 Blur 이미지를 분석하여 

Overlay을 구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초점과의 거리를 변화시킬 

시스템과, 이미지를 측정 할 수 있는 카메라 및 광학계가 요구된다. 

또한 빛을 제공하는 조명장치가 필수적이다. 표준시편을 통해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수준의 광학계와 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줌렌즈와 대물렌즈를 사용한 광학계로 배율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사용한 렌즈는 대물렌즈로 2D 50x 배율 렌즈와, 1x 배율의 줌렌즈를 

사용하였다. 또한 초점과의 어긋남을 위해 광학계를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대물렌즈에 PZT를 설치하여 초점과의 거리를 어긋나게 할 수 

Fig 11 초점과의 거리에 따른 이미지 변화 

(a) 초점거리에 위치, (b) +2.5μm, (c) +5μm, (d) +7.5μm, (e) 

+10μm, (f) +12.5μm, (g) +15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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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측정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상도는 Fig 4.2와 

같다. 

 

 

 

 

4.3 Edge Model 검증 

 

실험 결과에 들어가기 앞서 선정한 Edge model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실제 측정한 이미지의 경우 카메라와 광학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노이즈가 생기게 된다. 이때 노이즈로 인하여 

경계추출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미지의 밝기 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에서도 초점에서 벗어난 

거리에 따른 Blur한 경계를 잘 반영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검증 결과, 측정한 이미지의 profile에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도 

선정한 Blur Edge Model이 blur에 따른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2 측정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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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 결과 

 

Blur Edge Model을 이용하여 초점거리에 따른 Overlay을 측정하여 

Overlay 측정에 주로 쓰이는 Interpolation 방식과 비교해 보았다. 먼저, 

20μm 2D 표준시편을 측정하여 측정값을 비교하였다. 측정결과는 Fig 

4.4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Blur Edge Model을 이용한 측정의 

경우, 초점과의 거리에 따라 평균값의 변화가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Interpolation 방식의 경우 초점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측정값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Fig 13 초점과의 거리에 따른 측정 이미지와  

Blur Edge Model의 Profile 비교 

(a) 초점거리에 위치, (b) +2.5μm, (c) +5μm, (d) +1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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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μm의 경우, 표준시편의 값인 20μm 기준으로 20%정도 측정값의 

차이를 보인다.  

반복측정 성능 또한 큰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의 

경우 1/1000 수준의 반복측정 성능을 유지하는 반면, Interpolation 

방식의 경우 초점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반복 측정 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초점과의 거리에 따른 Overlay 측정값 비교  

(a) 측정 평균 값, (b) 반복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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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Blur Edge Model과 Interpolation 

방식을 통해 실제 Glass mark와 Mask hole의 Overlay을 측정하고 

측정 값을 비교하였다. Align 장비의 성능 상 Overlay이 1μm 이내일 

경우, Align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Overlay 측정값의 기준은 

1μm로 정하였고, 측정값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측정 결과는 Fig 4.6과 

같다.  

 

 

 

 

 

 

 

Fig 15 Glass mark 와 Mask hole 

Fig 16 Glass와 Mask의 Overlay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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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에서 볼 수 있듯이 Blur Edge Model을 이용한 경우 

Overlay의 측정 값이 1μm에 근접하게 나타나며, 반복 측정 성능 또한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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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점거리에 따른 Edge Modeling을 이용하여 

Overlay 측정의 정확도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OLED 

공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정관리와 수득률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OLED 증착 시 정확한 증착을 위해 Mask와 Glass의 Align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때 Mask와 Glass의 접촉은 OLED의 성능 감소와 불량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Mask와 Glass사이에 간격을 

주어 Align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Mask Mark와 Glass 

Mark 간의 초점거리를 변화시켜 Blur 현상을 발생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Blur 현상은 이미지의 Overlay 측정을 방해하는데 이 때문에 

정확한 Mark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lur 현상을 고려한 

Overlay 측정 방법을 고안하였다. 측정에 사용되는 광학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Point Spread Function(PSF)을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Edge 

Model을 선정하였다. 또한, Circle Confusion 현상을 이용하여 

초점거리에 따른 Blur의 양을 정량화하고, 이를 Edge Model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Blur Edge Model을 이용하여 초점이 

어긋난 이미지에서 Overlay 측정을 진행하였다. 

Blur Edge Model을 사용하기 위해 측정 시 사용된 광학계의 광학 

성능을 이용하였으며, 초점거리를 일정량만큼 어긋나게 만들어 20회 

반복측정을 하였다. 이를 통해 초점거리에서 벗어남에 따른 측정 

정확도와 반복측정 성능을 확인 하였다. 실험결과 초점거리가 

어긋남에도 측정 정확도와 반복 측정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측정 방법이 Align 공정에 사용된다면 Glas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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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의 접촉을 줄일 수 있어 OLED 의 불량과 품질개선에 도움이   

되고, OELD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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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of Accuracy for 

Overlay Measurement using Blur 

Edge Modeling by focal length   
 

I Yong Jun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one method is introduced to enhance the accuracy 

of overlay measurement on align process using Blur edge modeling 

by focal length. Aligning process of mask and glass is necessary for 

precise deposition of OLED. The contact between the mask and the 

glass causes the performance degradation and defects of the OLED. 

In order to avoid this problem, Align is performed by giving a gap 

between the mask and the glass, which causes a blur phenomenon by 

changing the focal distance between the mask mark and the glass 

mark. The blur phenomenon interferes with the overlay measurement 

of the image, making it impossible to determine the exact mark 

posi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olve these problems. 

To solve this problem, this research has devised an overlay 

measurement method considering blur phenomenon. Point Spread 

Function (PSF) was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tical system used in the measurement. Also, the amount of 

blur according to the focal length was quantified using the Circle 

Confusion phenomenon and applied to the edge model. Using this B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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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model, overlay measurement was performed on out-of-focus 

images. 

In order to use the Blur Edge Model, the optical performance of 

the optical system used in the measurement was used and the 

measurement was made based on the optical performance of the 

optical system. 

Various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asurement method.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the accuracy of the offset measurement is improved with the 

variation of the focal length. 

 

Keywords : Overlay, Blur Edge, Align Process, Overlay Accuracy 

Student Number : 2015-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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