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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에서의 위상 오차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간섭계에서는 이송 기구물의 비선형 이송 및 광원의 중심
파장에 따른 이상적인 위상 이송 간격과 실제 이송 간격 간의 차이로 인한 선형 위상
오차, 기계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 등이 발생하며, 간섭계에 의해 복원된 3 차원 형상을
왜곡하게 된다.
위상 오차를 검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측정 결과를 개선하는 기존 연구들은 불연속
구간을

가지고

있는

측정

대상물에

진동

등의

왜란이

유입될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에 밴드 패스 필터와 카메라를
추가한 2C-WLPSI(2 Camera White Light Phase Shifting Interferometer)를 제안하여 연속적인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추가로 검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들이
해결하지 못 한, 불연속 구간을 가지고 있는 측정 대상물에 유입되는 위상 오차를
보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상 오차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측정용 카메라로부터
검출된 위상 오차와 추가된 카메라로부터 검출된 위상 오차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상 비율 일치법(PRM - Phase Ratio Matching)
과 위상 오차 오프셋 일치법(PEOM - Phase Error Offset Matching) 을 제안하였다.
간섭 신호를 모의 실험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안된 시스템과 위상 오차
일치법이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실제 제작된 2C-WLPSI 와 압전 구동기(PZT
Stage)를 이용한 가진 시스템으로 구성된 실험 장치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2~50 Hz 이내의 진동 조건 안에서, 보정이 없는 상태와 제안된 2C-WLPSI 의 시스템과
보정 방안을 이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5 um 이내의 불연속 구간을 갖는 측정 대상물에
대해서 진동에 의한 오차를 상당히 제거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주파수 10Hz 대의
진동에 대해서는 최대 7 %까지 형상 왜곡을 줄일 수 있었다.

주요어: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 위상 오차, 위상 오차 복원, 밴드 패스 필터.
학번: 2003-21169

1

목차
국문 초록 ........................................................................................................................................... 1
목차 ..................................................................................................................................................... 2
그림 목차 ........................................................................................................................................... 5
표 목차 ............................................................................................................................................... 8
기호 설명 ........................................................................................................................................... 9
약어 설명 ......................................................................................................................................... 11
제 1 장 서론 ................................................................................................................................... 12
1.1 연구 배경 .......................................................................................................................... 12
1.2 연구 동향 .......................................................................................................................... 15
1.2.1 위상 오차 검출 및 보정에 의한 간섭계의 성능 개선 ................................. 15
1.2.1.1 외부 센서에 의한 위상 오차 검출 ........................................................ 16
1.2.1.2 영상 해석에 의한 위상 오차 검출 ........................................................ 16
1.3 연구 내용 .......................................................................................................................... 18
제 2 장 배경 이론 ......................................................................................................................... 19
2.1 간섭계 ................................................................................................................................ 19
2.1.1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 (PSI) ......................................................................... 19
2.1.2 백색광 주사 간섭법 (WSI) ................................................................................. 23
2.1.3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 (WLPSI) - 가시도를 고려한 위상의 계산 ........ 26
제 3 장 위상 오차의 검출 ........................................................................................................... 28
3.1 위상 오차 .......................................................................................................................... 28
3.1.1 위상 오차의 정의 ................................................................................................. 28
3.1.2 위상 오차의 원인 ................................................................................................. 30
3.1.3 위상 오차를 고려한 간섭 신호식 ..................................................................... 32
3.2 영상 해석을 이용한 위상 오차 검출 .......................................................................... 34
3.2.1 위상 오차의 검출 방법 ....................................................................................... 34
3.2.2 유효 검출 구간 ..................................................................................................... 38
3.2.3 영역 평균을 이용한 위상 오차 검출 ............................................................... 40
3.2.4 위상 오차 검출 예시 ........................................................................................... 43
3.3 위상 오차 검출 구간과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 ...................................... 46
3.3.1 광학계와 유효 검출 구간의 크기 ..................................................................... 47
3.3.1.1 광원의 영향 ................................................................................................ 47
3.3.1.2 대물 렌즈의 개구수의 영향 .................................................................... 50
3.3.2 위상 오차 검출 구간과 위상 오차의 신뢰도 ................................................. 54
3.3.3 단차 시편에 대한 유효 검출 구간에 따른 연속적인 위상 오차의 검출
예시 ....................................................................................................................................... 57
3.3.4 유효 검출 구간의 결정 ....................................................................................... 59
제 4 장 보조 카메라를 이용한 위상 오차의 검출 및 위상 오차 일치 방안 ................... 61
2

4.1 위상 오차 검출 시스템의 제안 .................................................................................... 61
4.2 2C-WLPSI 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의 불일치 문제 .................................................... 63
4.3 2C-WLPSI 의 위상 오차 불일치 문제의 원인 분석 .................................................. 66
4.3.1 선형 오차의 발생 및 원인 ................................................................................. 66
4.3.2 불연속 구간의 발생 및 원인 ............................................................................. 69
4.3.2.1 불연속 구간의 정의 .................................................................................. 71
4.4 2C-WLPSI 위상 오차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 72
4.4.1 위상 비율 일치법 (Phase Ratio Matching Method) ............................................ 72
4.4.1.1 모의 실험 .................................................................................................... 75
4.4.2 위상 오차 오프셋 일치법 (Phase Error Offset Matching Method) ................... 78
4.4.2.1 모의 실험 .................................................................................................... 81
제 5 장 위상 오차 보정 ............................................................................................................... 82
5.1 위상 오차 보정 방안 ...................................................................................................... 82
5.2 평면 시편 평가 ................................................................................................................ 83
5.3 불연속 단차 시편 측정 .................................................................................................. 86
5.3.1 반복 측정 성능 평가 ........................................................................................... 86
5.3.2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의 평가 ......................................................... 88
제 6 장 측정 시스템의 구성 ....................................................................................................... 91
6.1 전체 시스템의 구성 ........................................................................................................ 91
6.2 간섭계의 구성 .................................................................................................................. 93
6.2.1 조명계 ..................................................................................................................... 93
6.2.2 간섭 대물 렌즈 ..................................................................................................... 94
6.2.3 카메라 ..................................................................................................................... 95
6.2.4 이송 기구물 ........................................................................................................... 96
6.2.5 가진기 ..................................................................................................................... 97
6.2.6 아이솔레이터 ......................................................................................................... 98
제 7 장 실험 ................................................................................................................................. 100
7.1 측정 대상 및 진동 가진 조건 .................................................................................... 100
7.2 평면 시편의 측정 .......................................................................................................... 101
7.3 단차 시편의 측정 .......................................................................................................... 103
7.3.1 반복 측정 성능 ................................................................................................... 103
7.3.2 이송 기구물의 이송 속도에 따른 위상 오차의 보정 ................................. 105
7.4 다중 주파수 진동에 대한 측정 .................................................................................. 106
7.5 연산 시간 ........................................................................................................................ 108
7.6 Column Spacer 의 측정 .................................................................................................. 110
제 8 장 결론 ................................................................................................................................. 112
REFERENCE .................................................................................................................................. 113
APPENDIX ..................................................................................................................................... 116
A1. 모의 간섭 신호 모델링.................................................................................................... 116
3

ABSTRACT .................................................................................................................................... 120

4

그림 목차
Figure 1-1 LCD 공정에서 측정되는 불연속 형상을 가진 측정 대상물의 예시 ................. 14
Figure 1-2 LCD 공정의 대형화에 따른 원판 사이즈 및 바닥 진동 레벨 변화 ................. 14
Figure 2-1 Twyman-Green Interferometry ....................................................................................... 19
Figure 2-2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의 원리 ........................................................................... 21
Figure 2-3 백색광에 의한 간섭 신호의 생성 원리 ................................................................. 23
Figure 2-4 백색 LED 조명의 파장 분포 함수 (Spectral Distribution Function)..................... 24
Figure 2-5 백색광 위상 간섭계에서의 간섭 신호 및 가시도 함수...................................... 25
Figure 2-6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에서의 간섭 신호 및 가시도 함수............................ 26
Figure 3-1 위상 오차의 정의 ....................................................................................................... 28
Figure 3-2 위상 오차의 원인에 따른 영향 분류 ..................................................................... 31
Figure 3-3 위상 오차 검출 예시 ................................................................................................. 37
Figure 3-4 유효 함수와 유효 검출 구간 ................................................................................... 39
Figure 3-5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의 영상 획득 데이터 구조.......................................... 40
Figure 3-6 측정 위치 (𝑖, 𝑗) 에서 획득된 간섭 신호 ................................................................ 41
Figure 3-7 간섭 신호 모델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평면 형상............................................ 43
Figure 3-8 선형 위상 오차가 발생할 경우, 검출되는 위상 오차......................................... 45
Figure 3-9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가 발생할 경우, 검출되는 위상 오차 ........................... 45
Figure 3-10 선형 및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검출되는 위상
오차 .......................................................................................................................................... 45
Figure 3-11 광원의 스펙트럼........................................................................................................ 47
Figure 3-12 서로 다른 광원에서 모델링 된 간섭 신호의 비교............................................ 48
Figure 3-13 서로 다른 광원에서 검출된 상대 위상 오차의 비교........................................ 48
Figure 3-14 개구수에 따른 모델링 간섭 신호의 비교 @ Custom Filter ............................... 51
Figure 3-15 개구수에 따른 상대 위상 오차의 비교 @ Custom Filter LED .......................... 51
Figure 3-16 개구수에 따른 모델링 간섭 신호의 비교 @ 589 nm – 10 nm 밴드 패스 필터
LED .......................................................................................................................................... 52
Figure 3-17 개구수에 따른 상대 위상 오차의 비교 @ 589 nm – 10 nm 밴드 패스 필터
LED .......................................................................................................................................... 53
Figure 3-18 서로 다른 광원에서 유효 검출 구간에 따른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의
변화 .......................................................................................................................................... 54
Figure 3-19 서로 다른 광원에서 유효 검출 구간에 따른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변화 55
Figure 3-20 간섭 신호 모델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울어진 단차 형상........................ 57
Figure 3-21 서로 다른 광원에 대한 유효 구간 설정에 따른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의 불연속 구간 발생 .................................................................................................... 58
Figure 4-1 2 Camera – White Light Phase Shifting Interferometer 의 구성도............................... 62
Figure 4-2 2C-WLPSI 에서 획득된 간섭 신호. .......................................................................... 63
Figure 4-3 2C-WLPSI 에서 획득된 간섭 신호로부터 검출된 상대 위상 오차.................... 64
5

Figure 4-4 2C-WLPSI 에서 획득된 영상 프레임에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 ......... 65
Figure 4-5 평면 시편에 대한 간섭 신호 모델링에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 ........ 67
Figure 4-6 서로 다른 광원에서 발생하는 동일 이송 간격에 대한 위상 변화의 차이 .... 67
Figure 4-7 진동이 유입된 단차 시편에 대한 간섭 신호 모델링에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 ................................................................................................................................ 69
Figure 4-8 불연속 측정면이 존재하는 경우,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불연속 구간 정의
.................................................................................................................................................. 71
Figure 4-9 위상 오차 보정을 위한 위상 변환 ......................................................................... 73
Figure 4-10 위상 비율 일치법에 의해 계산된 위상 비율 ..................................................... 74
Figure 4-11 위상 비율 일치 방안 적용 전 영역 평균 위상 오차 ........................................ 75
Figure 4-12 위상 비율 일치 방안 적용 후 영역 평균 위상 오차........................................ 76
Figure 4-13 위상 비율 일치 방안으로 구한 중심 파장 간 비율.......................................... 77
Figure 4-14 위상 비율 일치 방안 적용 후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차이.......................... 77
Figure 4-15 불연속 구간을 가진 측정 대상물의 위상 오차 그래프.................................... 78
Figure 4-16 위상 오차 오프셋 일치 방안 : 위상 오차 간의 차이 그래프......................... 80
Figure 4-17 일치 방안 적용 후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차이 비교.................................... 81
Figure 5-1 진동이 유입된 영상 프레임에 대한 위상 오차 보정 사용 전, 후의 평면
시편 측정 결과 ...................................................................................................................... 84
Figure 5-2 진동이 유입된 영상 프레임에 대한 위상 오차 보정 사용 전, 후의 평면
시편 측정 결과의 단면 비교 .............................................................................................. 84
Figure 5-3 유입된 진동의 주파수에 따른 평면 시편의 Peak-Peak Error 그래프 ............... 85
Figure 5-4 기울어진 단차 시편 ................................................................................................... 86
Figure 5-5 진동의 유입 시점에 따른 단차 시편의 측정 결과 비교.................................... 87
Figure 5-6 단차 시편에 대한 주파수 별 위상 오차 방안의 성능 비교.............................. 87
Figure 5-7 가시도 함수와 유효 검출 구간 ............................................................................... 89
Figure 5-8 유효 검출 구간에 따른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의 안정성 비교 ................ 90
Figure 6-1 2C-WLPSI 시스템의 구성도 ...................................................................................... 91
Figure 6-2 2C-WLPSI 시스템의 실제 사진 ................................................................................ 92
Figure 6-3 밴드 패스 필터 ........................................................................................................... 93
Figure 6-4 카메라의 파장 별 응답 곡선 ................................................................................... 95
Figure 6-5 이송 기구물(PZT Stage)의 실제 사진 ...................................................................... 96
Figure 6-6 가진 시스템 ................................................................................................................. 97
Figure 6-7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의 억제를 위한 아이솔레이터...................................... 98
Figure 6-8 패시브 아이솔레이터의 전달률 및 사양 ............................................................... 99
Figure 7-1 2C-WLPSI 의 평면 시편 영상 프레임 이미지...................................................... 101
Figure 7-2 2C-WLPSI 를 이용하여 측정된 평면 시편의 형상.............................................. 101
Figure 7-3 가진된 진동의 주파수에 따른 평면 시편의 Peak-Peak Error 측정 결과 ....... 102
Figure 7-4 2C-WLPSI 의 단차 시편 영상 프레임 이미지...................................................... 103
Figure 7-5 2C-WLPSI 를 이용하여 측정된 단차 시편의 형상.............................................. 103
6

Figure 7-6 단차 시편의 위상 오차 보정 사용 유무에 따른 반복도 비교........................ 104
Figure 7-7 측정 속도에 따른 표준 단차 시편의 높이 측정값의 변화.............................. 105
Figure 7-8 다중 주파수 진동의 파형 ....................................................................................... 106
Figure 7-9 다중 주파수 진동에 의해 왜곡된 평면 시편 측정 결과.................................. 107
Figure 7-10 다중 주파수 진동에 대한 위상 오차 보정 결과.............................................. 107
Figure 7-11 영상 프레임의 샘플링 비율에 따른 연산 시간 변화 ...................................... 109
Figure 7-12 영상 프레임의 샘플링 비율에 따른 평면 시편의 측정 오차 평가 ............... 109
Figure 7-13 Column Spacer 측정 결과........................................................................................ 111
Figure 7-14 Column Spacer 의 위상 오차 보정 사용에 따른 반복도 비교 ........................ 111
Figure 0-1 개구수에 의한 광경로차(OPD)의 변화 .................................................................. 117
Figure 0-2 개구수에 대한 적분 구간 ........................................................................................ 117
Figure 0-3 백색 LED 조명의 파장 분포 함수(Spectral Distribution Function)...................... 118
Figure 0-4 2C-WLPSI 시스템 모의 실험 프로그램의 외형................................................... 119

7

표 목차
Table 3-1 Nikon Mirau Type 간섭 렌즈 개구수 .......................................................................... 50
Table 4-1 평면 시편의 간섭 신호 모델링 측정 조건 .............................................................. 66
Table 4-2 진동이 유입된 단차 시편의 간섭 신호 모델링 측정 조건 .................................. 69
Table 5-1 진동이 유입된 평면 시편의 간섭 신호 모델링 측정 조건 .................................. 84
Table 6-1 밴드 패스 필터의 사양 ................................................................................................ 93
Table 6-2 간섭 대물 렌즈의 배율 별 개구수 ............................................................................ 94
Table 6-3 카메라의 사양 ................................................................................................................ 95
Table 6-4 간섭 대물 렌즈 이송 기구물의 사양 ........................................................................ 96
Table 6-5 가진 시스템에 사용된 이송 기구물의 사양 ............................................................ 97
Table 7-1 다중 주파수 진동의 모델링 변수 ............................................................................ 106
Table 7-2 위상 오차 보정 사용 유무에 따른 연산 시간 비교 ............................................ 109

8

기호 설명
𝑁

영상의 개수

𝑘

영상의 인덱스

𝑘𝑒𝑛

가시도 정점에서 가장 가까운 인덱스

𝑖

영상의 𝑥축 방향의 픽셀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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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𝑦축 방향의 픽셀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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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𝑥축 방향의 픽셀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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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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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도 함수

𝜆

간섭상의 파장

𝑘̂

전파 상수 (=

𝑘̅

광원의 중심 전파 상수

ℎ

표면 시편의 높이 (형상 정보)

𝑧

이송 거리 (구동기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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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거리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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𝐼𝑚

검출된 광강도

𝐼0

평균 광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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𝑘 번째 영상에서의 광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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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WLPSI 에 사용된 두 광원의 중심 파장의 비율
9

𝜙

위상

𝜙′

보조 위상, 카메라 #2 에서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계산된 위상

𝜙𝑖𝑑

이상적인 위상

𝜙𝑚
̃
𝜙

검출된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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𝑓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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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설명
PSI

Phase Shifting Interferometry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

WSI

White Light Scanning Interferometry

백색광 주사 간섭법

WLPSI
2C-PSI
2C-WLPSI

White Light Phase Shifting Interferometry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
2 Camera Phase Shifting Interferometer
2 Camera White Light Phase Shifting Interferometer

PRM
PEOM

Phase Ratio Matching
Phase Error Offset Matching

FPD
LCD
OLED
MEMS

Flat Panel Display
Liquid Crystal Display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P-P

Peak to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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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광간섭계는 긴 측정 범위에서도 높은 분해능을 유지하는 장점과 고배율의 좁은 영역의
측정에서부터

저배율의

넓은

영역에 대한

측정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1990 년부터 현재까지 20 년이 넘도록 광학 부품의 제조에서부터 FLD (Flat Panel Display)
와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반도체 등의 초정밀 부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높은 분해능을 유지하면서 고속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제조
현장에서 샘플링 측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구용 측정 장비를 넘어서 제조 공정
라인 상에서 활용되는 인라인 측정 장비로 광간섭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최근 10 년 동안 한국 제조업에서 핵심 사업이었던 LCD 와 반도체 사업의 공정
라인에서 인라인 측정 장비로 광간섭계가 사용되어 오면서, 관련 산업의 기술 향상에
따른 다양한 요구 사항을 만족 시키기 위해 측정 장비로서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LCD 제조 공정에서 Figure 1-1 의 Column Spacer 와 Halftone, Color
Filter, Color on Array 등 불연속적인 높이 형상을 가진 측정 대상물에 대한 높이 측정에서
광간섭계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LCD 분야에서는 공정의 효율성 및 대형 TV 의 생산을 위해 LCD 원판의 크기를
10 세대까지 그 크기를 키우면서 3200 mm * 3000 mm 에 이르게 되었다. LCD 원판의 크기
증가는 제조 장비의 크기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측정 장비들에 유입되는 진동의
크기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Figure 1-2 에서 보여지듯이 8 세대 LCD 제조 공정에서 이미
공장에서 Class A 에 해당하는 진동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형화된 LCD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광간섭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구 사항에
직면하게 된다.
1.

대형화된 장비 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하고 측정 성능을 유지

2.

대형화된 주변 장비로부터 유입되는 진동을 억제하고 측정 성능을 유지

3.

대형화된 원판으로 인한 측정 위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짧은 측정 시간 요구

1 번 과 2 번 요구 사항은 기술적으로 하나의 요구 사항으로 고려 될 수 있는데,
광간섭계에 유입되는 강한 진동으로 인한 광간섭계와 측정 대상물 사이의 상대 거리
변화에 둔감한 광간섭계의 개발로 고려된다. 3 번 요구 사항은 광간섭계의 이송 기구물이
높은 이송 속도에서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거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LCD 공정의 원판 대형화에 의한 요구 외에 OLED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LCD
제조 과정에서 요구하는 반복 측정 성능보다 3~5 배 높은 반복 측정 성능을 요구하는
12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OLED 공정의 경우 LCD 제조 공정에서의 um 단위의 Column
Spacer 측정이 아닌, 수십~수백 nm 단위의 대상물을 측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진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광간섭계의 분해능 또는 반복 성능은 최대 광원으로
사용되는 빛의 중심 파장의 1/500~1/1000 정도로 고려된다. 광원의 중심 파장이 대략 600
nm 임을 고려해 볼 때, 최대 0.6~1.2 nm 정도에 해당하는 분해능을 광간섭계는 가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측정 성능은 LCD 제조 공정과 OLED 공정에서 요구하는 측정 성능을
훨씬 상위하는 성능이지만, 실제 제조 공정의 측정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에 의해서 앞서 언급한 분해능 또는 반복 측정 성능을 만족 시킬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진동에 의한 광간섭계의 성능 저하를 줄일 수 있다면 장비
대형화에 따른 성능 저하뿐 만 아니라, OLED 제조 공정 등에서 요구하는 높은 분해능
및 반복 측정 성능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 결국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에 대해서
강인한 광간섭계를 구현해 내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다.
광간섭계가 지난 10 여년 동안 LCD 제조 공정에서 인라인 측정 장비로서 그 역할을
해 왔듯이, 앞으로도 대형화된 LCD 공정에서의 열악한 진동 조건 하에서 인라인 측정
장비로서 남아 있기 위해서, 그리고 OLED 등의 제조 공정 등의 신규 공정에서도 인라인
측정 장비로서 보다 높은 분해능과 반복 측정 성능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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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umn Spacer

b) Halftone

c) Color Filter

d) Color on Array

Figure 1-1 LCD 공정에서 측정되는 불연속 형상을 가진 측정 대상물의 예시

Figure 1-2 LCD 공정의 대형화에 따른 원판 사이즈 및 바닥 진동 레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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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동향
1980 년대부터 2000 년 초까지 3 차원 형상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광간섭계는 기본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이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총
3 단계의 발전 과정으로 정리된다.
PSI: Phase Shifting Interferometry (위상 천이 간섭법)
WSI: White Light Scanning Interferometry (백색광 주사 간섭법)
WLPSI: White Light Phase Shifting Interferometry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
1980 년에서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는 PSI 에서 압전 구동기(PZT)의 이송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및 외란으로 인한 오차를 보정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1]–[7] 그
방안으로는 위상 오차의 평균화 또는 최소 자승법에 의한 개선 등이 있다. 그리고 압전
구동기의 이송 오차는 Capacitance Sensor 등의 높은 분해능을 갖는 센서를 이용한
피드백(Feed Back) 제어 루프의 비약적인 향상으로 그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8], [9]
1990 년 초반에 WSI 는 위상이 아닌 가시도 정점 검출에 의해서 높이를 구하게
된다.[10]–[17] 이러한 방식은 PSI 의 짧은 측정 범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장점과 위상
모호성을 제거시켜주는 장점을 가져다 주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능과 반복 측정
성능이라는 단점을 함께 가져다 주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보다 강건하고 정밀한
가시도 추출 방법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1990 년 후반에 접어 들면서, 위상과 가시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WLPSI 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광간섭계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완성된 형태를 갖추었고, 각 단계에서 그
측정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18]–[21] 특히 WLPSI 의
경우 PSI 의 위상 추출 알고리즘과 WSI 의 가시도 추출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연구되어 왔던 많은 성과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위상 모호성[22]–[24]이라는 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되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넓은 측정
범위와 높은 분해능의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지는 광간섭계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2.1 위상 오차 검출 및 보정에 의한 간섭계의 성능 개선
2000 년 대부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차 성분을 직접 측정하여 측정 결과에서 오차
성분을 보상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었다.[21], [25]–[28] 외부에서 유입되는 위상 오차
성분을 검출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광간섭계에 추가적인 거리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위상 오차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에 획득되어 있는 영상 프레임으로부터 직접 위상 오차 성분을 계산해
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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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외부 센서에 의한 위상 오차 검출
외부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레이저 센서 등의 고정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
대상물과 측정기 사이의 상대 변위를 측정하거나, 이송 기구물의 이송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검출 방법이 매우 단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측정
대상물을 직접 측정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이송 기구물 의 이송 오차만을
측정할 때 측정 대상물과의 상대 변위를 보상할 수 없다는 등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간섭계의 측정 분해능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높은 정도의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위상 오차를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 센서를
사용하게 되고 레이저 센서의 경우 대부분에 매우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상승이 발생한다.
2003 년 J. Schmit 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한 간섭계를 외부 센서로 사용하여
위상 오차를 직접 측정하는 기준광을 이용한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Reference Signal
White Light Interferometry)를 제안하였다. [26] 백색광 주사 간섭계에 외부 센서를 적용하여
긴 거리에서의 위상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간섭계를 외부 센서로
사용하여 높은 분해능의 위상 오차 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위상 이송에 사용되는
스캐너의 긴 거리에서의 선형 오차 보정 및 온도 등의 외란에 강인한 특성을 가진다. 이
방안은 기존의 이송 기구물의 성능 개선 및 외부 진동의 차단 등을 통해 진행되어 왔던
연구의 틀을 벗어나 위상 오차 성분을 측정하여 광강도를 직접 보정하는 연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이송 오차의 측정이 대물
렌즈의 움직임만을 측정할 수 있고, 실제로 3 차원 형상 복원에 중요한 측정 대상물과
대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준광을 이용한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는 간섭계에 유입되는 진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는 큰 단점을 가지게 된다.
1.2.1.2 영상 해석에 의한 위상 오차 검출
영상 해석에 의한 위상 오차 검출은 영상 프레임에 저장된 간섭 신호를 분석하여 위상
및 위상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검출된 위상 오차를 이송 기구물의 제어 알고리즘에
피드백 신호로 사용하는 연구[25]와 해석 알고리즘에서 보상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연구[29] 등이 진행되어 왔다. 1996 년 L. Deck 은 Fast/Slow 로 이루어진 2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Phase Shifting Interferometer)에서 표면 측정 성능을
개선하는 2C-PSI(2 Camera Phase Shifting Interferometer )를 제안하였다. [29] 그리고 안우정은
2005 년에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기본적인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에서 획득된
영상을 해석하여 위상 오차를 검출해 내고 이를 이용하여 표면 측정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8]
안우정이 제안한 위상 오차 보정 방안[28]의 중요한 의미는 기존의 백색광 천이
간섭계에서 추가적인 하드웨어 변경 없이 획득된 영상 데이터에서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의도했던 영상 데이터 획득 위치와 실제 영상 데이터 획득 위치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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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 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이 방안은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측정 대상물과 대물 렌즈 사이에서 발생하는 외란에 의한 오차 성분을 검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반대로 영상 프레임을 기반으로 오차 성분을 검출하기
때문에 영상 프레임에서 간섭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구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불연속적인 면이 존재하는 단차 시편의 경우에는 오차 성분을 검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조명을 이용할수록 광원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 위상 오차를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의 크기가 더욱
한정되며, 또한 대물 렌즈의 개구수가 큰 고배율의 렌즈의 경우에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의 크기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측정 대상물에 불연속 구간이 존재하는
단차 시편의 경우에 위상 오차를 보정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 외에도 영상
해석을 통한 위상 오차 검출 방법은 검출 과정에 있어 연산 부하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영상 획득 프레임과 차이가 많이 나는 고주파 또는 저주파의 진동에 대해서
보상이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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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를 이용한 3 차원 형상 측정 시에 진동 및
이송 기구물의 비정상 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외란에 의해서 형상 측정에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의 정확한 3 차원 형상
복원에는 측정 시편과 대물 렌즈의 거리를 일정하게 등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측정 중에는 대물 렌즈의 이송 기구물의 정확하지 못한
이송 성능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 때문에 측정 대상물과 대물 렌즈의 간격을 정확히
등 간격으로 이송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송 기구물의 성능을 극대화하거나
외부의 진동의 유입을 막는 고성능의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하는 방안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3 차원 측정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또한 이송 기구물의 성능 개선 및
액티브 아이솔레이터 등의 고성능 아이솔레이터 사용은 성능 개선 대비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연구 동향에 따르면, J. Schmit[26]의 기준광을 이용한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는 이송 오차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강도를 보정하여 3 차원 형상
측정 결과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측정
대상물의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는 보정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안우정의 영상을 이용한 오차 보정 방안[28]은 가장 보편적으로
측정하는 단차를 가진 측정 대상물들에 대해서 3 차원 형상 측정 결과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 서 언급된 두 연구에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여 다음 3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불연속적인 형상에 대해서 위상 오차 보정이 가능.
2. 측정 대상물과 간섭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50Hz 이하의 진동에 대해 보정이 가능.
3. 고속 측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 위상 오차의 보정이 가능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우정의 영상을 이용한 위상 오차 보정 방안[28]을
기반으로 다음에 나열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간섭계에서 광원의 스펙트럼 및 대물 렌즈 개구수에 따른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2. 밴드 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다른 조명 조건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추가한 백색광
위상 간섭계(2 Camera White Light Phase Shifting Interferometer)를 제안.
3. 서로 다른 조명 조건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의 일치 방안에 대한 연구
4. 모의 실험에 의한 위상 오차 일치 방안의 성능 평가
5. 모의 실험 및 실험을 통한 2C-WLPSI 의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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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2.1 간섭계
2.1.1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 (PSI)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간섭계가 사용되고 있다. 그 기본
원리는 광경로가 다른 두 광속의 중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간섭 무늬를 이용하여 측정
대상물의 형상을 복원하는 것이다. Figure 2-1 은 Twyman-Green Interferometry 를 이용한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의 구조도를 나타내고 있다.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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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 Map
I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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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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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

k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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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Height

h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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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wyman-Green Interferometry
광원으로부터 출발할 광속은 광분할기에 의해 기준 광속과 측정 광속으로 분리 되어
기준면과 측정 표면으로 입사된다. 입사하는 광이 단색광이라 가정하고 입사광이 각각
기준면과 측정 표면에서 반사되는 두 광속의 파두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𝐼𝑟 (𝑥, 𝑘̂ ) = 𝑎(𝑥)𝑒 𝑖2𝑘𝑙

Equation 2-1
𝐼𝑡 (𝑥, 𝑘̂ , 𝑧) = 𝑏(𝑥)𝑒

̂ (𝑙+ℎ(𝑥)−𝑧))
𝑖(2𝑘

Equation 2-2
2𝜋
𝑘̂ = 𝜆

단색광의 전파 상수

𝑥

측정점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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𝑎(𝑥)

기준 광속 파두면의 진폭

𝑏(𝑥)

측정 광속 파두면의 진폭

𝑙

광분할기에서 기준면까지의 거리

ℎ(𝑥)

측정 표면의 형상

𝑧

측정 표면과의 광 축 방향 거리

𝐼𝑟

기준면에서 반사되는 광강도

𝐼𝑡

측정 표면에서 반사되는 광강도

반사된 두 광속이 광분할기에서 다시 만나서 만들어 내는 간섭 무늬의 광강도는
다음과 같다.
̅̅̅̅̅̅̅̅̅̅̅̅̅̅̅̅̅̅̅̅̅̅̅̅̅̅̅̅̅2
𝐼(𝑥, 𝑘̂ , 𝑧) = |𝐼𝑟 (𝑥, 𝑘̂ ) + 𝐼𝑡 (𝑥, 𝑘̂ , 𝑧)| = 𝑎(𝑥)2 + 𝑏(𝑥)2 + 2𝑎(𝑥)𝑏(𝑥) 𝑐𝑜𝑠 (2𝑘̂ (ℎ(𝑥) − 𝑧))
= 𝐼𝑜 (𝑥)[1 + 𝛾(𝑥)𝑐𝑜𝑠(2𝑘̂ (ℎ(𝑥) − 𝑧)]
Equation 2-3
𝐼𝑜 (𝑥)= 𝑎(𝑥)2 + 𝑏(𝑥)2 평균 광강도
2𝑎(𝑥)𝑏(𝑥)

𝛾(𝑥) = 𝑎(𝑥)2 +𝑏(𝑥)2

간섭 무늬의 가시도

측정 표면의 형상 ℎ(𝑥) 과 측정 표면과의 광 축 방향 거리 𝑧 의 산술적인 차이는
Equation 2-3 의 𝑐𝑜𝑠() 안의 위상 성분과 비례하므로 측정 표면의 형상은 광강도 성분을
분석하여 복원 가능하다.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은 광강도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Figure 2-2 와 같이
기준면 또는 측정 표면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측정 표면과의 광 축 방향 거리 𝑧를 원하는
만큼 이송시키면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간섭 무늬를 3 번 이상 측정하여 측정 표면의
형상을 복원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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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의 원리
이송 기구물에 의해 𝑁 회 연속 측정된 영상에서 임의의 한 점 𝑥 에서의 광강도를
순서에 따라 𝐼𝑘 라 정의하고, 측정 표면의 형상을 𝜙0 (𝑥) = 2𝑘̂ ℎ(𝑥) , 이송 기구물의 이송
거리를 𝜙𝑠,𝑘 (𝑧) = −2𝑘̂ 𝑧 와 같이 추가 정의하여 Equation 2-3 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𝐼𝑘 (𝑥, 𝑘̂ , 𝑧) = 𝐼𝑜 (𝑥)[1 + 𝛾(𝑥)𝑐𝑜𝑠(2𝑘̂ (ℎ(𝑥) − 𝑧)] = 𝐼𝑜 (𝑥)[1 + 𝛾(𝑥)𝑐𝑜𝑠(𝜙0 (𝑥) + 𝜙𝑠,𝑘 (𝑧))]
Equation 2-4
𝐼𝑘 (𝑥, 𝑘̂ , 𝑧) = 𝐼𝑜 (𝑥) + 𝐼𝑜 (𝑥)𝛾(𝑥) 𝑐𝑜𝑠(𝜙0 (𝑥)) 𝑐𝑜𝑠 (𝜙𝑠,𝑘 (𝑧)) − 𝐼𝑜 (𝑥)𝛾(𝑥) 𝑠𝑖𝑛(𝜙0 (𝑥)) 𝑠𝑖𝑛 (𝜙𝑠,𝑘 (𝑧))
Equation 2-5
Equation 2-5 에서 이송 거리 𝜙𝑠,𝑘 는 주기가 2𝜋 인 주기 함수이므로, 𝑁개의 이미지가 등
간격으로 2𝜋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𝑁회 측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𝜙𝑠,𝑘 =

2𝜋
(𝑘 − 1)
𝑁

2𝜋
2𝜋
(𝑘 − 1)) − 𝐼𝑜 𝛾 𝑠𝑖𝑛(𝜙0 ) 𝑠𝑖𝑛 ( (𝑘 − 1))
𝑁
𝑁
2𝜋
2𝜋
= 𝑎0 + 𝑎1 𝑐𝑜𝑠 ( (𝑘 − 1)) + 𝑎2 𝑠𝑖𝑛 ( (𝑘 − 1))
𝑁
𝑁

𝐼𝑘 = 𝐼𝑜 + 𝐼𝑜 𝛾 𝑐𝑜𝑠(𝜙0 ) 𝑐𝑜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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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2-6
𝑎0 = 𝐼𝑜
𝑎1 = 𝐼𝑜 𝛾 𝑐𝑜𝑠(𝜙0 )
𝑎2 = −𝐼𝑜 𝛾 𝑠𝑖𝑛(𝜙0 )
Equation 2-7
Equation 2-6 를 살펴보면 𝑎0 , 𝑎1 , 𝑎2 를 계수로 가지는 1 차 퓨리에 급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계수들은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다.
𝑁

1
𝑎0 = ∑ 𝐼𝑘
𝑁
𝑘=1

𝑁

2
2𝜋
∑ 𝐼𝑘 cos ( (𝑘 − 1))
𝑁
𝑁

𝑎1 =

𝑘=1
𝑁

𝑎2 =

2
2𝜋
∑ 𝐼𝑘 sin ( (𝑘 − 1))
𝑁
𝑁
𝑘=1

Equation 2-8
Equation 2-7 과 Equation 2-8 로부터 측정 대상물의 표면 형상의 위상 ϕ0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𝑁
𝑘=1 𝐼𝑘 𝑠𝑖𝑛 (

−𝑎2
𝜙0 = 𝑡𝑎𝑛−1 (
) = 𝑡𝑎𝑛−1
𝑎1
(

∑𝑁
𝑘=1 𝐼𝑘 𝑐𝑜𝑠 (

2𝜋
(𝑘 − 1))
𝑁

2𝜋
(𝑘 − 1))
𝑁

)
Equation 2-9

Equation 2-9 는 이송 기구물을 한 주기에 걸쳐서 𝑁 번의 등 간격으로 이송시키면서
획득된 영상 신호를 이용하는 N-Step 알고리즘의 기본식이고, 계산 효율 등의 문제로
3 등분 또는 4 등분하여 계산한 경우를 다음에 정리하였다. 이는 각각 3-Bucket, 4-Bucket
등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사용되어 왔다.
√3(𝐼2 − 𝐼3 )
)
2𝐼1 − 𝐼2 − 𝐼3
2𝜋
(𝑘 − 1)
=
3

𝜙0 = 𝑡𝑎𝑛−1 (
𝜙𝑠,𝑘

Equation 2-10
𝜙0 = 𝑡𝑎𝑛−1 (
𝜙𝑠,𝑘 =

𝐼2 − 𝐼4
)
𝐼1 − 𝐼3

2𝜋
(𝑘 −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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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2-11
2.1.2 백색광 주사 간섭법 (WSI)
백색광 주사 간섭법은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에서 조명으로 단색광 대신에 백색광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백색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색광을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짧은 가간섭 거리만을 갖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는 백색광을 이루는 넓은 주파수
영역 내의 무수히 많은 단색 광원들이 중첩되어 서로 상쇄, 보강하면서 Figure 2-3 와
같이 간섭 신호가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무수히 많은 단색 광원들이 모두
측정면과 기준면으로부터의 광경로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위치에서 최대 밝기로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백색광에서 획득된 광강도 신호에서 최대 밝기의 위치가
측정면과 기준면으로부터의 광경로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위치이다.

min

•



i

•

max

Figure 2-3 백색광에 의한 간섭 신호의 생성 원리
백색광 주사 간섭법은 넓은 스펙트럼의 조명을 이용하여 다양한 단색광에 의한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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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증폭시켜 광강도에 가시도를 부여하고, 가시도의 정점을 계산하여 측정 대상물의
표면 형상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백색광 주사 간섭법에서의 간섭 신호식은 다음과 같이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의
간섭 신호식 Equation 2-3 을 백색광 조명의 파장 영역에 대해서 적분한 형태로 표현
된다.
̂ 𝑚𝑎𝑥
𝑘

𝐼(𝑥, 𝑧) = ∫

̂ 𝑚𝑖𝑛
𝑘

𝐼𝑜 (𝑥, 𝑘̂ )[1 + 𝛾(𝑥)𝑐𝑜𝑠(2𝑘̂ (ℎ(𝑥) − 𝑧))] 𝑑𝑘̂
Equation 2-12

𝑘̂𝑚𝑖𝑛 은 백색광 조명의 파수 대역폭 최소값, 𝑘̂𝑚𝑎𝑥 는 백색광 조명의 파수 대역폭 최대값,
𝐼𝑜 (𝑥, 𝑘̂ ) 기준면 및 측정 면의 반사도를 고려한 백색광의 파장 분포 함수 (Spectral
Distribution Function)가 된다. Figure 2-4 참조.

kˆ min

kˆ max

Figure 2-4 백색 LED 조명의 파장 분포 함수 (Spectral Distribution Function)
백색광의 파장 분포 함수에 따라 단색광 간섭 신호식을 적분하면 Figure 2-5 에서 얇은
선과 같은 간섭 신호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간섭 신호의 적분 식 Equation 2-12 는
Equation 2-13 으로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이때, 𝛾(𝑥, 𝑧) 는 간섭 신호의 가시도 함수
(Visibility Function)이고, 𝑘̅ 는 백색광의 중심 파장이다. 간섭 신호의 가시도 함수는 Figure
2-5 에서 굵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𝐼(𝑥, 𝑧) = 𝐼𝑜 (𝑥)[1 + 𝛾(𝑥, 𝑧)𝑐𝑜𝑠(2𝑘̅ (ℎ(𝑥) − 𝑧))]
Equation 2-13

24

Figure 2-5 백색광 위상 간섭계에서의 간섭 신호 및 가시도 함수
백색광 주사 간섭법은 위상의 최대 정점과 가시도 함수의 정점이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가시도 함수의 정점을 검출하여 형상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백색광 주사
간섭법은 가시도 함수의 정점을 정확하게 획득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시간 영역에서 계산을 진행하는 Fringe Contrast Method 와 주파수 영역으로
신호를 변화하여 계산을 진행하는 Frequency Domain Analysis 로 나뉘어 각각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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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 (WLPSI) - 가시도를 고려한 위상의 계산

Figure 2-6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에서의 간섭 신호 및 가시도 함수
앞 절에서 설명된 백색광 주사 간섭법에서는 가시도 함수 정점과 위상 정점이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가시도의 정점을 추출하여 형상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측정 대상물의 재질, 광학계의 정렬 오차 등의 이유로 위상 지연이
발생하여 Figure 2-6 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가시도 함수의 정점과 위상 정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Equation 2-14 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𝐼(𝑥, 𝑧) = 𝐼𝑜 (𝑥)[1 + 𝛾(𝑥, 𝑧)𝑐𝑜𝑠(2𝑘̅ (ℎ(𝑥) − 𝑧)+𝜙𝑑 (𝑥)]
Equation 2-14
이 때 𝜙𝑑 (𝑥) 는 가시도 함수의 정점과 위상 정점 간의 차이로 위상 지연이라 정의한다.
백색광 주사 간섭법은 위상 오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대상물이 다양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형상 복원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측정 대상물의 높이 변화에 대한 변화에 따른 가시도 함수의 변화율이 광강도
신호의 변화에 비해 적기 때문에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의 위상 정점 추출법 보다
형상 측정에 대한 분해능이 좋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이 개발되었다.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은 단색광 위상 간섭계의 알고리즘을 백색광 주사 간섭계에 적용한
방법이다. 기존의 백색광 주사 간섭법에서 사용하는 가시도 추출법을 이용하여 가시도의
최고점을 구하고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주변의 측정 광강도 데이터를 추출하여 위상
천이 알고리즘으로 위상을 계산하여 높이로 환산한다. 그리고 가시도 정점에 위상 천이
알고리즘의 결과를 보정하여 높이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분해능은 위상 천이 간섭법과
같고 가시도를 이용하여 최고점 주변에서 높이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위상 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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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계에서 나타나는 위상 모호성으로 인한 측정 한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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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위상 오차의 검출
3.1 위상 오차
본 절에서는 이상적인 측정 위상과 실제 측정된 위상의 차이로 위상 오차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위상 오차를 발생 시키는 원인을 계통 오차와
우연 오차 #1, #2 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원인에 따라 분류된 위상 오차를 표현할 수 있는
간섭 신호식을 제안한다. 간섭 신호식에는 선형 함수와 주기 함수의 형태의 위상에 관한
항이 추가된다.
3.1.1 위상 오차의 정의
앞 절에서 설명된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은 측정 대상물 또는 대물 렌즈를 일정한
구동 간격으로 이송하며 촬영된 간섭상 이미지를 분석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도한
구동 간격에서 간섭상 이미지가 촬영되지 않았을 때 측정 결과에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의도한 구동 간격에서 촬영되지 않아 왜곡된 신호는 Figure 3-1 와
같이 사용된 광원의 주파수 분포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시도 함수를 포함하는 코사인
함수 위에 존재한다. 이 때 측정 되어야 할 위치에서의 이상적인 위상과 실제로 간섭
신호가 획득된 위치에서의 위상의 차이를 위상 오차(Phase Error)라 한다.

Φm x,t

Φe x,t 

Φid x,t

Figure 3-1 위상 오차의 정의
특정 위치 𝑥 에서 검출된 광강도를 의도했던 위치에서 측정 되었을 때 검출 되었을
광강도 값과 실제로 측정된 위치에서의 광강도 값으로 구별하여 광간섭 신호 위에
그려보면 Figure 3-1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igure 3-1 에서 이상적인, 즉 의도했던 위상
𝜙𝑖𝑑 (𝑥, 𝑡)에서 획득되었을 경우의 이상적인 광강도를 𝐼𝑖𝑑 라 하고, 실제로 이미지가 촬영된
위상 𝜙𝑚 (𝑥, 𝑡) 에서의 광강도를 𝐼𝑚 라 하면, 광강도와 위상 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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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다.
𝐼𝑖𝑑 (𝑥, 𝑡) = 𝐼𝑜 (𝑥){1 + 𝛾(𝑥, 𝑡)𝑐𝑜𝑠[𝜙𝑖𝑑 (𝑥, 𝑡)]}
Equation 3-1
𝐼𝑚 (𝑥, 𝑡) = 𝐼𝑜 (𝑥){1 + 𝛾(𝑥, 𝑡)𝑐𝑜𝑠[𝜙𝑚 (𝑥, 𝑡)]}
Equation 3-2
이때, 시간 𝑡 에서의 위상 오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𝜙𝑒 (𝑡) = 𝜙𝑚 (𝑥, 𝑡) − 𝜙𝑖𝑑 (𝑥, 𝑡)
Equation 3-3
Equation 3-3 에서 위상 오차에 대한 정의가 간섭 신호의 위치 정보인 𝑥 에 무관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시간 𝑡 에 획득된 모든 측정점에서의 위상 오차는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실로서
3.2.3 영역 평균을 이용한 위상 오차 검출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실제로 광강도를 획득한 위치의 위상 𝜙𝑚 (𝑥, 𝑡) 는 표면 형상의 높이 정보 𝜙0 (𝑥, 𝑡) 와
대물 렌즈 또는 측정 대상물의 실제 위상 이송 거리 𝜙𝑠 (𝑡)의 합이고, 위상 오차 𝜙𝑒 (𝑡)를
정의하는 Equation 3-3 을 고려하여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법의 간섭 신호식을 다시 써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𝐼𝑚 (𝑥, 𝑡) = 𝐼𝑜 (𝑥){1 + 𝛾(𝑥, 𝑡)𝑐𝑜𝑠[𝜙0 (𝑥) + 𝜙𝑠 (𝑡)]} = 𝐼𝑜 (𝑥){1 + 𝛾(𝑥, 𝑡)𝑐𝑜𝑠[𝜙𝑖𝑑 (𝑥, 𝑡) + 𝜙𝑒 (𝑡)]}
Equation 3-4
광위상 간섭법의 위상 추출법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5 Bucket 알고리즘의 경우 이상적인 신호 획득 간격이

𝜋
2

이므로, 𝑘 번째 이미지의 시간

𝑡𝑘 로 이산화된 위상 오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𝜙𝑒 (𝑡𝑘 ) = 𝜙𝑚 (𝑥, 𝑡𝑘 ) − 𝜙𝑖𝑑 (𝑥, 𝑡𝑘 ) = 𝜙𝑚 (𝑥, 𝑡𝑘 ) − (𝜙0 (𝑥) + 𝜙𝑠,𝑖𝑑 (𝑥, 𝑡))
𝜋
= 𝜙𝑚 (𝑥, 𝑡𝑘 ) − 𝜙0 (𝑥, 𝑡) − 𝑘
2
Equatio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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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위상 오차의 원인
간섭계가 개발된 이래로 위상 오차의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30]–[32]
이 중에서 Wingerden 은 위상 오차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총 3 가지로 분류하고
원인에 따른 위상 오차를 포함하는 간섭 신호식을 제안하였다. [32]
1.

계통 오차 (Systematic Errors)
A. 기준 위상 오차 (Reference Phase Error)
B. 검출기의 비선형성 (Detector Nonlinearity)

2.

우연 오차 #1 (Random Errors with a sinusoidal dependence on the initial phase)
A. 광원의 불안정
B. 고주파의 기계적 진동

3.

우연 오차 #2 (Random Errors without correlation to the initial phase or any other variable)
A. 검출기 출력의 잡음 (Noise of Detector Output)
B. 검출기의 광강도 양자화 (Intensity Quantization)

먼저 계통 오차에 있어서 실제 측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2 가지의 오차는
기준 위상 오차와 검출기의 비선형성이 있다. 기준 위상 오차는 이송 기구물이
의도하였던 등 간격으로 이송 되지 않아 발생되는 오차로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의
기본 식인 Equation 3-4 에서 𝜙𝑠 항에 발생하는 오차에 해당한다. 이 오차는 다음의
Equation 3-6 과 같이 이상적인 기준 위상, 𝜙𝑠,𝑖𝑑 의 다항식 형태로 그 오차를 표현할 수
있다.
2
3
(𝑡) + 𝜖3 𝜙𝑠,𝑖𝑑
(𝑡) + ⋯
𝜙𝑠 (𝑡) = 𝜖1 𝜙𝑠,𝑖𝑑 (𝑡) + 𝜖2 𝜙𝑠,𝑖𝑑

Equation 3-6
외란의 종류로 분류해 볼 때, Equation 3-6 에서 표현되는 다항식 성분 중에 낮은
차수에 해당하는 위상 오차는 압전 구동기의 보정 오차 또는 광 축과 압전 구동기의
구동축의 불일치로 인하여 각 스텝 간의 기준 위상 변화량이 너무 크거나 작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높은 차수에 해당하는 위상 오차는 압전 구동기에 인가 되는 전압의
오차 성분 또는 이력 현상(Hysteresis) 등의 압전 구동기의 비선형 구동 특성, 저주파의
기계적 진동 등을 표현할 수 있다. 기준 위상 오차에 해당하는 오차 성분이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본 논문이 보정하고자 하는 오차 성분에 해당한다.
검출기의 비선형성은 간섭 무늬 영상을 획득하는 CCD 센서의 비선형성에 해당하는
위상 오차 성분으로 Equation 3-4 에서 광강도 성분 𝐼 에서 발생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3
4
𝐼𝑟 (𝑡) = 𝛥𝐼 = 𝐼𝑚 − 𝐼𝑖𝑑 = 𝑏𝐼𝑖𝑑
+ 𝑐𝐼𝑖𝑑
+ 𝑑𝐼𝑖𝑑
+⋯

Equatio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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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되는 카메라의 성능은 Wingerden 이 사용하던 1990 년 대의 카메라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그 영향이 다른 외란의 영향에 비해 적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음 우연 오차 #1 은 광원의 불안정과 고주파의 기계적 진동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다.
광원의 광강도가 변화하면 평균 광강도 및 가시도는 비례적으로 변화하여 평균 광강도
및 가시도의 크기가 각 스텝마다 다르게 된다. 이 경우도 검출기의 비선형성과 마찬
가지로 본 논문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LED 조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고주파의 기계적 진동의 경우는 위상 오차 성분이 주기적인 위상 오차로 나타나는데
이는 Equation 2-4 에서 𝐶𝑂𝑆 항 안에 다시 𝐶𝑂𝑆 항에 해당하는 주기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오차는 기준 위상 오차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오차 성분이다.
마지막으로 우연 오차 #2 는 간섭 무늬 전체에 걸쳐 우연히 발생하는 오차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로 검출기 출력의 잡음과 검출기의 광강도 양자화에 의한 오차 등이
있다. 우연 오차 #2 는 실제 측정에서 간섭계의 형상 복원 성능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 영향을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연 오차 #2 의 영향을 제외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간섭 신호의 모의 실험을 진행한다.
Figure 3-2 는 앞서 설명한 위상 오차 성분들이 Equation 2-4 의 어느 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표현해 준다.

I  I 0 1   cos  0   s   I r
검출기의 불안정
광원의 불안정

검출기의 출력 잡음

검출기의 광강도 양자화

기준 위상 오차
고주파의 기계적 진동

Figure 3-2 위상 오차의 원인에 따른 영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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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위상 오차를 고려한 간섭 신호식
L. Deck 은 간섭 신호의 기본 식에 단일 주파수의 진동이 유입되었을 경우를 고려한
항을 추가하여 다음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33]
𝐼𝑚 (𝑥, 𝑡) = 𝐼𝑜 (𝑥){1 + 𝛾(𝑥, 𝑡)𝑐𝑜𝑠[𝜙𝑜 (𝑥) + 𝜙𝑠 (𝑡)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𝑣 𝑡 + 𝛼)]}
Equation 3-8
L. Deck 이 제안한 식에 계통 오차가 고려된 기준 위상식, Equation 3-6 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본 논문에서 사용할 위상 오차를 고려한 백색광 간섭 신호식을
얻을 수 있다.
𝐼𝑚 (𝑥, 𝑡) = 𝐼𝑜 (𝑥){1
2
3
(𝑡) + 𝜖3 𝜙𝑠,𝑖𝑑
(𝑡) + ⋯
+ 𝛾(𝑥, 𝑡)𝑐𝑜𝑠[𝜙𝑜 (𝑥) + 𝜖1 𝜙𝑠,𝑖𝑑 (𝑡) + 𝜖2 𝜙𝑠,𝑖𝑑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𝑣 𝑡 + 𝛼)]}
Equation 3-9
이상적인 기준 위상, 𝜙𝑠,𝑖𝑑 (𝑡) 와 위상 오차, 𝜙𝑒 (𝑡) 를 분리하여 정의하기 위해 Equation
3-9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𝐼𝑚 (𝑥, 𝑡) = 𝐼𝑜 (𝑥){1
2
3
(𝑡) + 𝜖3 𝜙𝑠,𝑖𝑑
(𝑡) + ⋯
+ 𝛾(𝑥, 𝑡)𝑐𝑜𝑠[𝜙𝑜 (𝑥) + 𝜙𝑠,𝑖𝑑 (𝑡) + (𝜖1 − 1)𝜙𝑠,𝑖𝑑 (𝑡) + 𝜖2 𝜙𝑠,𝑖𝑑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𝑣 𝑡 + 𝛼)]} + 𝐼𝑟 (𝑡)
Equation 3-10
2
3
(𝑡) + 𝜖3 𝜙𝑠,𝑖𝑑
(𝑡) + ⋯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𝑣 𝑡 + 𝛼)
𝜙𝑒 (𝑡) = (𝜖1 − 1)𝜙𝑠,𝑖𝑑 (𝑡) + 𝜖2 𝜙𝑠,𝑖𝑑
Equation 3-11

또한 위상 오차 𝜙𝑒 (𝑡)는 계통 위상 오차, 𝜙𝑒,𝑠𝑦𝑠 (𝑡) 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 𝜙𝑒,𝑣𝑖𝑏 (𝑡)으로 구별되어 이해 될 수 있다.
2
3
(𝑡) + 𝜖3 𝜙𝑠,𝑖𝑑
(𝑡) + ⋯
𝜙𝑒,𝑠𝑦𝑠 (𝑡) = (𝜖1 − 1)𝜙𝑠,𝑖𝑑 (𝑡) + 𝜖2 𝜙𝑠,𝑖𝑑

𝜙𝑒,𝑣𝑖𝑏 (𝑡)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𝑣 𝑡 + 𝛼)
Equation 3-12
위 식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이 하나의 주파수를 가진 단일 진동이 아닌 다양한
주파수의 진동이 중첩된 진동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𝑓𝑣,𝑚𝑎𝑥

𝜙𝑒,𝑣𝑖𝑏 (𝑡) = ∫

𝛿(𝑓)𝑐𝑜𝑠(2𝜋𝑓𝑡 + 𝛼(𝑓))𝑑𝑓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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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3-13
기준 위상의 이상적인 형태는 시간에 따라 선형 이송이므로, 영상 획득 사이의 위상
이송 간격 𝛥𝜙𝑠,𝑖𝑑 , 영상 획득 시간 간격 𝛥𝑡 를 상수로 고려할 수 있고, 위 식을 이산화
표현할 수 있다.
𝑘번째 영상에서의 이송 기구물의 이상적이 이송 위상은 다음과 같다.
𝜙𝑠.𝑖𝑑 (𝑡) = 𝛥𝜙𝑠,𝑖𝑑 × 𝑘
Equation 3-14
그리고, 𝑘번째 영상이 획득된 시간 역시 다음과 같다.
𝑡 = 𝑘𝛥𝑡
Equation 3-15
이를 반영하여 Equation 3-13 를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다.
𝐼𝑚,𝑘 (𝑥, 𝑡) = 𝐼𝑜 (𝑥) {1
2
3
+ 𝛾𝑘 (𝑥)𝑐𝑜𝑠 [𝜙𝑜 (𝑥) + 𝛥𝜙𝑠,𝑖𝑑 ∙ 𝑘 + (𝜖1 − 1)𝛥𝜙𝑠,𝑖𝑑 ∙ 𝑘 + 𝜖2 𝛥𝜙𝑠,𝑖𝑑
∙ 𝑘 2 + 𝜖3 𝛥𝜙𝑠,𝑖𝑑
∙ 𝑘3

+ ⋯+ ∫

𝑓𝑣,𝑚𝑎𝑥

𝛿(𝑓)𝑐𝑜𝑠(2𝜋𝑓𝑘𝛥𝑡 + 𝛼(𝑓))𝑑𝑓 ]}

0

Equation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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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상 해석을 이용한 위상 오차 검출
영상 해석을 이용한 위상 오차의 검출 방안은 간섭계부터 획득된 간섭 신호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의도했던 간섭 신호에 대해서 실제 측정된 간섭 신호가 왜곡된
정도를 계산하여 위상 오차를 검출하게 된다. 이 방법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추가적인
하드웨어의 사용 없이 구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모든 영상 프레임에 간섭
신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위상 오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계산된 위상 오차에
왜곡이 불가피하다.
J. Schmit[34]는 가시도가 일정 크기 이상인 제한된 구간 내에서 위상의 변화량을 5Bucket 으로 구하고, 각 위치에서의 위상 변화량을 영역에 대해서 평균 내어 영상
프레임에서의 위상 오차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34] 안우정은 상대 위상 오차
개념을 도입하여 J. Schmit 에 의해 제안 된 위상 오차 검출 방법을 좀 더 일반화하고,
유효 검출 구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검출된 위상 오차의 신뢰성과의 관계를 간단히
논하였다.[28]
본 절에서는 J. Schmit 와 안우정의 위상 오차 계산법을 수식으로 정리하여 유효 검출
구간 및 영역 평균에 대한 일반화된 계산 방법을 제안한다. 유효 검출 구간은 간섭
신호에서 계산 된 가시도 함수의 크기와 가시도 함수의 정점에서 계산된 위상 오차를
기준으로 좌우의 위상 오차의 편차를 기준으로 정의되며, 유효 검출 구간의 크기는 다음
절에서 설명되는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3.2.1 위상 오차의 검출 방법
위상 오차를 검출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영상 프레임에 대한 위상
오차 검출 방안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간섭 신호에서 위상 오차를 검출하는 방안을
먼저 설명한다.
앞서 3.1.1 절에서 설명된 위상 오차가 반영된 간섭 신호식에서 위상에 관련된 부분만
이산화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𝜙𝑚,𝑘 (𝑥) = 𝜙𝑜 (𝑥) + 𝜙𝑠,𝑘 = 𝜙𝑜 (𝑥) + 𝜙𝑠,𝑖𝑑,𝑘 + 𝜙𝑒,𝑘
Equation 3-17
2.1.1 장을 통해 살펴본 위상 추출법을 이용하여 획득된 영상 신호 𝐼𝑚 (𝑥, 𝑡) 에서 계산
가능한 항은 3 차원 형상에 위상 오차를 포함한 𝜙𝑚,𝑘 (𝑥) 이 된다. 따라서 외란에 의해
발생된 위상 오차 𝜙𝑒,𝑘 를 분리해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정확한 표면 형상 𝜙𝑜 (𝑥)
를 구할 수 없다. 하지만 𝜙𝑜 (𝑥) 항이 영상의 획득 순서 𝑘 와 무관함에 주목해 보자.
연속되는 두 프레임 𝑘, 𝑘 − 1 에서의 위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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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𝜙𝑚,𝑘 (𝑥) = 𝜙𝑜 (𝑥) + 𝜙𝑠,𝑖𝑑,𝑘 + 𝜙𝑒,𝑘
𝜙𝑚,𝑘−1 (𝑥) = 𝜙𝑜 (𝑥) + 𝜙𝑠,𝑖𝑑,𝑘−1 + 𝜙𝑒,𝑘−1
Equation 3-18

𝜙𝑚,𝑘 (𝑥) − 𝜙𝑚,𝑘−1 (𝑥) = 𝜙𝑠,𝑖𝑑,𝑘 − 𝜙𝑠,𝑖𝑑,𝑘−1 + 𝜙𝑒,𝑘 (𝑡) − 𝜙𝑒,𝑘 (𝑡 − 1) = 𝛥𝜙𝑠,𝑖𝑑,𝑘 + 𝛥𝜙𝑒,𝑘
Equation 3-19
위 식에 따르면 연속되는 두 프레임 𝑘, 𝑘 − 1 에서의 위상의 차이는 이상적인 기준
위상이 이송 간격과 두 프레임 사이의 위상 오차의 차이의 합으로 표현 된다. 위상 오차
𝜙𝑒,𝑘 를 바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연속된 영상 프레임에서의 위상 오차의 차이인 상대
위상 오차, 𝛥𝜙𝑒,𝑘 는 계산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 주기마다 𝑁 번의 광강도 신호를 획득하는 N-Bucket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𝛥𝜙𝑒,𝑘 = (𝜙𝑚,𝑘 (𝑥) − 𝜙𝑚,𝑘−1 (𝑥)) − 𝛥𝜙𝑠,𝑖𝑑,𝑘 = (𝜙𝑚,𝑘 (𝑥) − 𝜙𝑚,𝑘−1 (𝑥)) −

2𝜋
𝑁
Equation 3-20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5-Bucket 의 경우에는 𝑁 = 4 가 되어 광강도를 획득하는
𝜋

기준 위상의 이송 간격은 2 가 된다.
앞서 살펴본 과정에서는 알아본 바와 같이 위상 오차는 간섭 신호를 해석하여 바로
계산이 불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한 값은 각 영상 프레임 간의 위상 오차의 차이만
검출이 가능하다. 이를 𝛥𝜙𝑒,𝑘 로 표현을 하고 이를 상대 위상 오차(Relative Phase Error)라
정의 한다.
위상 오차를 직접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상대 위상 오차의 개념을 도입하고 다음과
같이 상대 위상 오차를 적분하는 과정을 통해 위상 오차, 𝜙𝑒,𝑘 를 검출할 수 있다.
𝑘

𝑘

𝑘

𝑘

𝜙𝑒,𝑘 = ∑ 𝛥𝜙𝑒,𝑘 = ∑ 𝛥𝜙𝑠,𝑘 = ∑ (𝜙𝑠,𝑖 (𝑥) − 𝜙𝑠,𝑖−1 (𝑥)) = ∑ (𝜙𝑚,𝑖 (𝑥) − 𝜙𝑚,𝑖−1 (𝑥))
𝑖=1

𝑖=1

𝑖=1

𝑖=1

Equation 3-21
Figure 3-3 는 위의 위상 오차 검출 방법에 따라,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에서 획득된
간섭 신호에 대해서 위상 오차를 검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간섭 신호에서 얻은 광강도 신호로부터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위상 오차가 포함된
위상을 계산하여 각 측정점에서의 위상, 𝜙𝑚,𝑘 (𝑥) 만 구할 수 있다면, 위상 오차를 계산해
낼 수 있다. 광강도 신호부터 위상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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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Bucket 을 이용한 검출

2.

Least Square Error 를 이용한 검출

3.

힐버트(Hilbert) 변환을 이용한 검출

4.

FDA 를 이용한 검출

5.

Wavelet 을 이용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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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위상 오차 검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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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유효 검출 구간
Figure 3-3 의 두 번째 그래프를 살펴 보면 가시도 함수가 최고가 되는 정점에서 좌우
대칭으로 상대 위상 오차가 다르게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정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상대 위상 오차가 검출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 위상
오차에 왜곡이 발생하고, 대물 렌즈 종류 및 조명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대 위상 오차의
왜곡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정점을 기준으로 상대 위상 오차의 값이 다르게 검출되기
때문에 Equation 3-21 에서 위상 오차를 구하기 위해 적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상대 위상 오차를 정의해야 된다.
사용 가능한 상대 위상 오차를 정의하기 위해 𝑘 번째 프레임에서 검출되는 위상 오차
성분이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유효 함수 𝜐𝑘 를 도입한다.
0, 위상 오차 검출 불가능
𝜐𝑘 = {
1, 위상 오차 검출 가능
Equation 3-22
유효 함수의 값은 백색광의 가시도 함수의 최대 크기가 미리 설정된 값 𝐼𝑡ℎ𝑟𝑒𝑠 이상이
되어야 위상 검출이 가능하며, 정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유효 검출 구간의 크기, 𝑊𝑝𝑒𝑣 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유효 검출 구간은 가시도 함수의 정점에서 가장 가까운 인덱스
𝑘𝑣𝑖𝑠,𝑚𝑎𝑥 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설정된다. Figure 3-4 에 유효 구간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𝜐 =0,

𝑖𝑓 max(𝐼𝑜 𝛾(𝑘)) < 𝐼𝑡ℎ𝑟𝑒𝑠
Equation 3-23

𝜐𝑘 = 0

𝑖𝑓 𝑘 < 𝑘𝑣𝑖𝑠,𝑚𝑎𝑥 − (

𝑊𝑝𝑒𝑣 − 1
𝑊𝑝𝑒𝑣 − 1
) or 𝑘𝑣𝑖𝑠,𝑚𝑎𝑥 + (
)<𝑘
2
2
Equation 3-24

위 두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유효 함수 𝜐𝑘 의 값이 0 으로 설정된다.
유효 함수를 고려하여 상대 위상 오차로부터 위상 오차를 계산하는 Equation 3-21 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𝑘

𝜙𝑒,𝑘 = ∑ 𝜐𝑘 𝛥𝜙𝑒,𝑘
𝑖=1

Equation 3-25
위상 오차를 위상 오차 𝜙𝑒,𝑘 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분
구간의 중간에 유효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면 구간의 뒤 쪽 부분의 위상
38

신호는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Figure 3-4 유효 함수와 유효 검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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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영역 평균을 이용한 위상 오차 검출
측정기에 대한 진동의 영향을 고려할 때, 진동은 𝑋 , 𝑌 , 𝑍 , 𝑅𝑥 , 𝑅𝑦 , 𝑅𝑧 의 6 자유도에
대해서 고려 되어야 한다. 하지만 광간섭계에서 위상 오차를 고려함에 있어, 카메라를
이용하는 현미경 타입의 광간섭계의 𝑍 방향의 분해능은 나노미터 단위인데 반해, 𝑋𝑌
방향의 분해능이 서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제한이 되어 있는 관계로 𝑋𝑌 방향의 진동은
측정기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광학계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기이기 때문에
𝑅𝑥 , 𝑅𝑦 , 𝑅𝑧 방향에 대한 오차 성분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진동에 의한 오차 이외에
광학계의 정렬 오차와 이송 기구물의 Tip/Tilt 운동에 의한 오차 성분도 6 자유도의 위치
오차로 발생되기 때문에 𝑍 방향을 제외한 방향의 위치 오차는 광간섭계의 측정 성능에
무시할 정도의 영향만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같은 영상 프레임에서 모든 측정점이 겪는
오차는 𝑍 축의 오차와 동일하다고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동일한 시간에 측정된 영상
프레임 안의 모든 측정점에서 계산되는 위상 오차는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동일 영상 프레임 안의 모든 측정점에서 계산되는 위상 오차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통해 영역 평균의 개념을 도입하여 위상 오차의 계산의 결과를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영역 평균의 개념을 통해서 영상 신호 프레임에서 계산된 위상
오차를 하나의 위상 오차 그래프로 검출하는 방법이 설명 된다. 영역 평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의 영상 획득 데이터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는 이송 기구물에 의해
측정 대상물 또는 기준면을 이송 시키면서 원하는 이송 간격마다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통해 Figure 3-5 과 같이 영역 크기가 𝑀𝑥 × 𝑀𝑦 인 영상을 총 𝑁개를 획득하게 된다.
획득된 데이터는 총 𝑀𝑥 × 𝑀𝑦 × 𝑁 개에 해당하는 광강도 𝐼𝑚 을 포함하게 된다.

i

k-th Image

j

N-th Image

k
Figure 3-5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의 영상 획득 데이터 구조
영역 𝑀𝑥 × 𝑀𝑦 에 해당하는 영상 내부에서 하나의 측정 위치 (𝑖, 𝑗) 에서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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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광강도 𝐼𝑚 을 모아서 그래프로 그리면 Figure 3-6 과 같은 해당 측정 위치에
해당하는 간섭 신호가 되고, 이 간섭 신호를 앞서 설명한 광위상 간섭법을 이용하여
해당 측정 위치에서의 높이 정보를 복원 할 수 있다.

i

j

(i,j,k)

(i,j,N)

Figure 3-6 측정 위치 (𝑖, 𝑗) 에서 획득된 간섭 신호
총 𝑀𝑥 × 𝑀𝑦 × 𝑁 개의 광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총 𝑀𝑥 × 𝑀𝑦 × 𝑁 의
측정점에서 위상 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표면 형상의 측정
시에는 이 측정점들 가운데 위상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측정점과 계산할 수 없는
측정점을 표현하는 유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0, 위상 오차 검출 불가능
𝜐𝑖, 𝑗, 𝑘 = {
1, 위상 오차 검출 가능
Equation 3-26
앞 서 설명된 𝑘

번째에서 획득된 (동 시간에 획득된) 모든 측정점에서 간섭

신호로부터 계산된 위상 오차, 𝜙𝑒 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실제 측정 시에 위상 오차를
계산하는데 있어 매우 안정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 측정된 간섭 신호로부터
계산된 위상 오차는 노이즈 성분(Image Detector Noise, 양자화 노이즈), 측정 형상 및
재질로부터 발생하는 위상 지연, 외란 등의 이유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계산 될 수 없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측정점에서 위상 오차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 시간
대에 측정된 상대 위상 오차를 전 영역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 𝑀𝑥 × 𝑀𝑦 에
해당하는 상대 위상 오차를 하나의 상대 위상 오차 값으로 대표할 수 있다.
41

영역 평균을 고려한 상대 위상 오차는 상대 위상 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즉 유효
함수가 1 인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되어야 하므로 앞 절에서 다루어진 유효 함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𝛥𝜙̅𝑒,𝑘 =

𝑁
∑𝑀
𝑖=1 ∑𝑗=1 𝜐𝑖, 𝑗, 𝑘 𝛥𝜙𝑒,𝑘
𝑁
∑𝑀
𝑖=1 ∑𝑗=1 𝜐𝑖, 𝑗, 𝑘

Equation 3-27
𝛥𝜙̅𝑒,𝑘 는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로 정의하고, 이를 적분하여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구할 수 있다.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𝑘 번째 프레임에서
이미지 사이즈 𝑀𝑥 × 𝑀𝑦 대비 너무 적은 영역에서만 유효 함수가 1 인 경우에는 𝑘 번째
프레임에서는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를 유효하지 않는 값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또 하나의 유효 함수 𝜐́ 𝑘 를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𝑀

𝜐́ 𝑘 = 0,

𝑖𝑓

𝑁

∑ ∑ 𝜐𝑖, 𝑗, 𝑘 < 𝑀𝑥 × 𝑀𝑦 × 𝑇ℎ𝑟𝑒𝑠
𝑖=1 𝑗=1

Equation 3-28
𝑘

𝜙̅𝑒,𝑘 = ∑ 𝜐́ 𝑘 𝛥𝜙̅𝑒,𝑘
𝑖=1

Equation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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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위상 오차 검출 예시
3.1.2 에서 분류된 위상 오차들을 앞서 개발된 모의 간섭 신호 모델링[A1]을 통해 간섭
신호를 만들어 보고, 위상 오차를 검출해 보도록 하겠다. 3.1.2 에서는 위상 오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계통 오차 (Systematic Errors)

2.

우연 오차 #1 (Random Errors with a sinusoidal dependence on the initial phase)

3.

우연 오차 #2 (Random Errors without correlation to the initial phase or any other variable)

계통 오차와 우연 오차 #1 에 대해서 위상 오차를 모델링 하도록 한다. 우연 오차
#2 는 어떠한 변수와도 독립적인 오차 성분이므로 모델링의 의미가 없다.

Figure 3-7 간섭 신호 모델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평면 형상
측정 대상물은 Figure 3-7 과 같이 100 X 10 으로 이루어진 기울어진 이상적인 평면으로
모델링하고 기울기는 총 5 개의 간섭무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광원은 백색광, 렌즈는
개구수 0.4 의 20X Mirau Type 간섭 렌즈로 가정하였다. 측정 대상물은 최대 10 um 의
높이를 갖도록 기울기를 하였고, 간섭계는 200 Hz 의 영상 획득 주파수로 총 20um 의
스캔 범위에서 영상을 획득하였다.
간섭 신호에 위상 오차가 없는 경우, Equation 3-30 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때 𝜙𝑜 (𝑥)는
측정 대상물의 형상, 즉 기울어진 평면을 의미한다.
𝐼𝑚 (𝑥, 𝑡) = 𝐼𝑜 (𝑥){1 + 𝛾(𝑥, 𝑡)𝑐𝑜𝑠[𝜙𝑜 (𝑥) + 𝜙𝑠,𝑖𝑑 (𝑡)]}
Equation 3-30
먼저 계통 오차 #1 이 발생하는 경우의 위상 오차를 획득해 보기 위해 이상적인 이송
기구물의 이송 거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오차 성분을 추가하여 광강도 신호가 얻어지는
상황을 모델링 하였다. 즉 이송 거리에 1 차 선형 오차가 발생하고, 이 오차가 앞서
설명된 위상 오차 검출 방안으로 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모델링 식은
Equation 3-8 에서 진동에 의한 오차 성분이 제외된 Equation 3-31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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𝐼𝑚 (𝑥, 𝑡) = 𝐼𝑜 (𝑥){1 + 𝛾(𝑥, 𝑡)𝑐𝑜𝑠[𝜙𝑜 (𝑥) + 𝜙𝑠,𝑖𝑑 (𝑡) + (𝜖1 − 1)𝜙𝑠,𝑖𝑑 (𝑡)]}
Equation 3-31
Equation 3-31 을 이용하여 간섭 신호를 모델하고, 이 간섭 신호로부터 앞 서 설명된
위상 오차 검출 방안을 통해 위상 오차를 검출하면 Figure 3-8 와 같은 1 차의 위상 오차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우연 오차 #2 는 측정 대상물에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 성분을 추가하여 광강도
신호를 얻어지도록 하였다. 모델링 식은 Equation 3-8 에서 선형 위상 오차 성분이
제외되고 진동 위상 오차 성분만 포함된 Equation 3-32 이 된다.
𝐼𝑚 (𝑥, 𝑡) = 𝐼𝑜 (𝑥){1 + 𝛾(𝑥, 𝑡)𝑐𝑜𝑠[𝜙𝑜 (𝑥) + 𝜙𝑠,𝑖𝑑 (𝑡)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𝑣 𝑡 + 𝛼)]}
Equation 3-32
Equation 3-32 을 이용하여 간섭 신호를 모델하고, 이 간섭 신호로부터 앞에서 설명된
위상 오차 검출 방안을 통해 위상 오차를 검출하면 Figure 3-9 와 같은 위상 오차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Figure 3-9 는 주파수 3Hz 의 진폭 20 nm 의 진동이 유입되었을
경우에 대한 위상 오차 그래프이다. 그리고 선형 오차와 진동에 의한 오차를 모두
고려하여 만들어진 간섭 신호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 그래프는 Figure 3-10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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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선형 위상 오차가 발생할 경우, 검출되는 위상 오차

Figure 3-9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가 발생할 경우, 검출되는 위상 오차

Figure 3-10 선형 및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검출되는 위상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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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상 오차 검출 구간과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
영상 해석을 통해 위상 오차를 검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상 오차를 보정하는
방안에는 위상 오차 보정이 가능한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 𝐻𝑚𝑎𝑥 로 정의한다.

3.2.1 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영상

해석을 통해 위상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대 위상 오차를 적분하기 때문에 상대 위상
오차에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유효 함수의 값이 연속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유효하지 않는 최초의 프레임 이후에 계산되는 영역 평균 위상
오차는 위상 오차 보정에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된다.
𝜐𝑖, 𝑗, 𝑘 = 0

𝑊𝑝𝑒𝑣 − 1
𝑊𝑝𝑒𝑣 − 1
𝑖𝑓 𝑘 < 𝑘𝑖,𝑗,𝑣𝑖𝑠,𝑚𝑎𝑥 − (
) or 𝑘𝑖,𝑗,𝑣𝑖𝑠,𝑚𝑎𝑥 + (
)<𝑘
2
2
Equation 3-33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 𝐻𝑚𝑎𝑥 는 Equation 3-33 의 조건에 따라 유효 검출
구간의 크기와 이송 기구물의 이송 간격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𝐻𝑚𝑎𝑥 = 𝑊𝑝𝑒𝑣 × ∆𝑍
Equation 3-34
이송 기구물의 이송 간격은 광간섭계의 해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따라 고정된
크기가 되기 때문에, 영상 해석을 이용한 위상 오차 보정 방안에서의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 𝐻𝑚𝑎𝑥 는 유효 검출 구간, 𝑊𝑝𝑒𝑣 의 크기와 비례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유효 검출 구간의 크기, 𝑊𝑝𝑒𝑣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광원과 대물
렌즈의 개구수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를 최대로 하기 위한 광학계의 구성 조건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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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광학계와 유효 검출 구간의 크기
3.3.1.1 광원의 영향
Figure 3-11 과 같은 3 가지 스펙트럼을 가진 광원에 대한 간섭 신호를 모델링 하면
Figure 3-12 과 같이 다른 형태의 간섭 신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모델링 한 간섭
신호에서 상대 위상 오차 검출하면 Figure 3-13 와 같은 상대 위상 오차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간섭 신호 그래프를 살펴 보면 스펙트럼의 범위가 좁을수록 간섭 신호에 가간섭이
길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11 광원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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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12 서로 다른 광원에서 모델링 된 간섭 신호의 비교

Figure 3-13 서로 다른 광원에서 검출된 상대 위상 오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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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설정 가능한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의 크기는 간섭 신호의 가간섭 거리와 검출된
상대 위상 오차의 왜곡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가간섭 거리는 간섭 시호의 가시도
함수의 정점을 기준으로 가시도 함수가 일정 값 이상이 되는 구간의 크기로 신호를
Figure 3-12-a) 와 Figure 3-12-b) 는 비슷한 가간섭 거리를 갖는 간섭 신호이고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LED 조명에서 생성된 Figure 3-12-c)의 간섭 신호는 매우 긴 가간섭
거리를 갖는 간섭 신호이다. 따라서 가간섭 거리만을 고려한다면 Figure 3-12-a) 와 Figure
3-12-b) 의 간섭 신호에서는 비슷한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을 설정할 수 있고, Figure 3-12-c)
의 간섭 신호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광원으로부터 생성된 간섭 신호에 대한 상대 위상 오차를 표현한 Figure
3-13 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440 nm 대의 주파수에서 강한 조명을 포함하고 있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은 LED 조명 조건에서 검출된 상대 위상 오차는 가시도 정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상대 위상 오차에 많은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간섭 거리만을 고려한다면,
LED 조명을 그대로 사용한 Figure 3-12-a)와 파장이 440 nm 에 해당하는 부분의 광강도를
제거한 LED 조명을 사용한 Figure 3-12-b)의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을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야 하지만, 상대 위상 오차의 왜곡 문제로 Figure 3-12-a) 조건 하에서는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이 매우 좁아지게 된다.
Figure 3-12-c) 를 살펴보면,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광원으로 검출된 상대 위상
오차는 다른 광원으로부터 검출된 상대 위상 오차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간섭 거리 내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
위의 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가간섭 거리와 상대 위상 오차의 왜곡에 모두에 대해서
좁은 영역의 스펙트럼을 갖는 광원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 검출 구간의 크기를 크게
설정할 수 있고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 또한 크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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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대물 렌즈의 개구수의 영향
다음으로 대물 렌즈의 개구수에 따른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의 변화를 살펴 본다. 본
논문에서 구성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Nikon 간섭 대물 렌즈의 배율 별 개구수는
Table 3-1 과 같다.
Magnification
Michelson Type
Mirau Type

2.5 X
5X
10 X
20 X
0.075
0.13
0.3
0.4
Table 3-1 Nikon Mirau Type 간섭 렌즈 개구수

50 X
0.55

100 X
0.7

5X ~ 100X 에 해당하는 대물 렌즈를 사용했을 때, 획득되는 간섭 신호를 모델링하고
위상 오차를 검출하였다. 이 때 이 과정을 앞 절에서 사용된 광원 중에서 Custom Filter
를 통과한 광원과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광원 두 가지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먼저 Custom Filter 를 통과한 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물 렌즈를 바꾸어 가며
간섭 신호를 모델링하고 상대 위상 오차를 검출한 결과가 Figure 3-14 와 Figure 3-15 에
표현 되어 있다. 고배율의 대물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가간섭 거리가 짧아지고, 따라서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Custom Filter 를 통과한
광원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100 X 를 제외하고는 가시도 함수의 정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상대 위상 오차의 왜곡은 대물 렌즈의 배율에 따라 큰 변화가 없다. 유효 검출 구간의
크기는 매우 좁아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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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14 개구수에 따른 모델링 간섭 신호의 비교 @ Custom Filter

Figure 3-15 개구수에 따른 상대 위상 오차의 비교 @ Custom Filter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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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간섭 신호의 모델링
결과와 상대 위상 오차를 검출한 결과가 Figure 3-16 과 Figure 3-17 에 표현 되어 있다.
좁은 영역의 스펙트럼을 갖는 조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물 렌즈의 개구수에 따른
가간섭 거리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Figure 3-1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조명을 사용하고 대물 렌즈의 개구수가 0.13 에서 0.4 에
해당하는 대물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간섭 거리가 매우 긴 간섭 신호를 얻을 수
있고, 가시도 정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상대 위상 오차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넓은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을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c)

Figure 3-16 개구수에 따른 모델링 간섭 신호의 비교 @ 589 nm – 10 nm 밴드 패스 필터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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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개구수에 따른 상대 위상 오차의 비교 @ 589 nm – 10 nm 밴드 패스 필터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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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위상 오차 검출 구간과 위상 오차의 신뢰도
본 절에서는 유효 검출 구간을 다르게 설정함에 따라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신뢰성을
실험해 보고자 한다. 기울어진 평면에 선형 오차와 진동에 의한 오차를 포함한 간섭
신호를 모델링하고,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을 변화시키면서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구하는
모의 실험을 진행해 본다. 이 때 사용한 조건은 간섭 신호의 위상 검출 구간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물 렌즈는 개구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20X 렌즈를 모델링하고,
광원은 Custom Filter 와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LED 광원 두 가지를 모델링 하였다.

a) Custom Filter LED

b) 밴드 패스 필터 LED
Figure 3-18 서로 다른 광원에서 유효 검출 구간에 따른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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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광원에 대해서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를 검출한
결과의 그래프이다. 스펙트럼이 넓은 광원을 사용하는 그래프 a) 에서는 위상 검출
구간의 크기에 따라서 영역 평균 상대 위상의 검출 결과가 다르게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출된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도 안정적이지 못 한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조명 스펙트럼이 좁은 광원을 사용하는 그래프 b) 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상 검출 구간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가 검출된다.

a) Custom Filter LED

b) 밴드 패스 필터 LED
Figure 3-19 서로 다른 광원에서 유효 검출 구간에 따른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변화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를 적분하여 구한 Figure 3-19 의 영영 평균 위상 오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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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넓은 스펙트럼의 광원을 사용하는 a)의 경우에는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가
적분되어 가는 과정에서 오차가 누적되어 영상 프레임이 증가해 감에 따라 위상 검출
구간의 크기 별로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상대적으로
광원의 스펙트럼을 좁게 사용하는 b)의 경우에는 위상 검출 구간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검출이 가능하다.
위의 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좁은 스펙트럼의 광원을 이용하면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의 왜곡이 줄어들어 위상 검출 구간을 넓게 설정할 수 있어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를 계산하는 데이터의 수를 많아져 안정적인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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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단차 시편에 대한 유효 검출 구간에 따른 연속적인 위상 오차의 검출 예시
유효 검출 구간을 변경함에 따라 검출되는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변화를 살펴보고
유효 검출 구간이 충분히 크게 설정될 수 있다면, 불연속적인 단차 시편에 대해서도
연속적인 영역 평균 위상 오차가 검출이 가능함을 모의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Figure 3-20 간섭 신호 모델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울어진 단차 형상
불연속 Figure 3-20 과 같은 불연속적인 단차 시편에 대한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여,
이를 해석하여 앞 절에서와 같은 서로 다른 조명에서 위상 검출 구간에 따른 불연속
구간의 존재를 확인해 본다. 이 과정에서 좁은 영역의 스펙트럼을 갖는 광원을 이용하는
것이 위상 검출 구간을 크게 설정할 수 있어 불연속적인 단차 시편에 대해서도 연속적인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검출할 수 있음을 보인다.
간섭 신호 모델링을 통해서 복원되는 표현 형상은 기울기는 불연속 구간을 3 um 로
설정하고, 기울기는 FOV 내에서 10 um 의 단차를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간섭계의 스캔
구간은 20 um, 카메라의 영상 획득 주파수는 200 fps 를 사용하였다. 위상 오차는 선형
오차와 함께, 3 Hz 주파수를 갖는 진폭 40 nm 의 진동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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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stom Filter

b) 밴드 패스 필터
Figure 3-21 서로 다른 광원에 대한 유효 구간 설정에 따른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의
불연속 구간 발생
위의 조건으로 생성된 영상 프레임으로부터 검출된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는 Figure
3-21 의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Figure 3-21 에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 그래프에서 위상
검출 구간의 크기가 5, 11, 31 의 경우에는 불연속적인 구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상 검출 구간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불연속 구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넓은 조명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Figure 3-21-a)의 경우에는 위상 검출 구간을 크게
설정할수록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가 다르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좁은 조명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Figure 3-21-b)의 경우에는 위상 검출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 값일 계산된다. 따라서 연속적인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좁은 영역의 스펙트럼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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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유효 검출 구간의 결정
유효 검출 구간은 상대 위상 오차를 구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을 가지는 값을 검출할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한다. 이 값은 먼저 간섭 신호가 생성되는 영역의 크기를 정의하는
가간섭 거리에 따라 설정될 수 있고, 다음으로 가시도 함수의 정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되는 범위 내에서 가시도 정점에서 검출된 상대 위상 오차 값과 일정한 범위 내의
값을 유지하는 상대 위상 오차가 존재하는 범위로 설정될 수 있다.
유효 검출 구간이 크게 설정될 경우,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계산함에 있어서 평균에
사용되는 데이터 수가 많아져서 안정적인 검출이 가능한 반면, 가시도 정점에서
검출되는 상대 위상 오차와 오차를 가지는 범위의 데이터가 영역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영역 평균 위상 오차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앞 서 3.3.1.1 절과 3.3.1.2 절에서 살펴본 광원과 대물 렌즈의 개구수에 의한 위상 오차
검출 가능 구간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광원의 스펙트럼이 폭이 좁을수록 위상 오차를 검출할 수 있는 가간섭 거리의

크기가 커진다.
2.

광원의 스펙트럼이 폭이 좁을수록 간섭 신호의 중앙과 좌우의 상대 위상 오차의

차이가 줄어들어 위상 오차 검출 가능 구간의 크기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
3.

대물 렌즈의 개구수는 작을수록 위상 오차를 검출할 수 있는 가간섭 거리의

크기가 커진다.
4.

대물 렌즈의 개구수는 작을수록 간섭 신호의 중앙과 좌우의 상대 위상 오차의

차이가 줄어들어 위상 오차 검출 가능 구간의 크기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불연속적인 단차 시편에 대한 위상 오차 보정을
가능하게 하고,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를 크게 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좁은 스펙트럼을 갖는 광원의 사용

2.

개구수가 작은 대물 렌즈의 사용 또는 구경 조리개의 사용

하지만 위와 같은 단순한 시스템의 변경은 연속적인 위상 오차 검출을 통한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는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주지만,
대신에 간섭계의 측정 성능을 매우 저하시키게 된다.
먼저 좁은 스펙트럼을 갖는 광원을 사용할 경우, 가간섭 거리가 매우 긴 간섭 신호를
얻게 되는데 이는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PSI)와 유사한 간섭 신호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단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PSI)가 지니고 있는 위상 모호성의 문제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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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구수가 작은 대물 렌즈의 이용 방안은 고배율의 대물 렌즈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저배율의 대물 렌즈를 사용하고 고배율의 줌렌즈를
이용하여 현미경의 전체 배율을 올리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1.5X 이상의
줌렌즈에서는 획득되는 영상의 분해능이 확연히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용되는 대물 렌즈의 개구수에 따른 광학 장비의 분해능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정리된다.
실제로 낮은 개구수의 3 차원 대물 렌즈를 상용 렌즈로 제작하지 않을뿐더러, 구경
조리개(Aperture

Stop)를

이용하여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낮추는

효과를 얻더라도

측정기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위상 오차 보정을 통해 3 차원 형상 측정의 높이 방향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간섭계의 기본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위상 모호성을 발생시키고, 수평 방향의 측정
성능의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다음 장에서는 기존 간섭계에서 앞서
제기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위상 오차 보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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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보조 카메라를 이용한 위상 오차의 검출 및 위상 오차 일치
방안
위상 오차 검출 시에 연속적인 위상 오차를 검출하기 위해 기존의 간섭계의 부품을
변경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기존의 간섭계에서 측정 성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간섭계의 측정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부품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측정 대상물의 진동으로부터 발생한 위상 오차를 측정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로부터 계산되어 안정적이며 불연속적인 측정 대상물에 대해서도
연속적인 위상 오차를 검출하기 위한 시스템의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위상 오차 검출 시스템의 제안
Figure 4-1 은 전통적인 현미경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
(WLPSI)에 광분할기와 필터 #2, 카메라 #2 를 추가하여 제안된 2 Camera – White Light
Phase Shifting Interferometer 의 구성도이다. 앞으로는 2C-WLPSI 로 명명한다. 접안렌즈와
카메라 사이에 광분할기를 설치하고, 광분할기와 추가된 카메라 사이에는 필터를
설치하여 동일한 측정 대상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광원을 이용한 영상을 카메라 #1 과
카메라 #2 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카메라 #2 앞에는 추가로 구경 조리개를
설치하여 동일한 대물 렌즈를 통과한 영상에 대해서, 개구수가 축소 조절된 영상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동 제어기는 카메라의 트리거를
발생하는 기능을 겸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송 기구물의 이송과 카메라의
영상 획득 시점을 동기화/비 동기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본적인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WLPSI)의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영상 해석을 이용한 위상 오차 검출을 위한 영상 프레임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카메라에는 Custom Filter 가 장착되어 백색광 LED 의 440
nm 피크 조명이 제거된 일반적인 WLPSI 의 영상 프레임을 획득할 수 있고, 추가된
카메라 앞에는 밴드 패스 필터를 장착하여, 앞 절에서 설명되었던 좁은 영역의
스펙트럼을 갖는 광원으로부터의 영상 프레임을 카메라 #1 과 동일한 타이밍에 획득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광원을 이용하는 영상 해석을 위한 영상 프레임과 위상 오차
검출을 위한 영상 프레임을 동시에 획득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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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1

구동 제어기
트리거 발생기
카메라 #2

필터 #1
광분할기

필터 #2
구경 조리개

광원
간섭 대물 렌즈
이송 기구물
가진기

Figure 4-1 2 Camera – White Light Phase Shifting Interferometer 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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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C-WLPSI 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의 불일치 문제
시스템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gure 3-7 의 기울어진 평면에 대해서 개구수
0.4 의 20X 간섭 렌즈를 사용하고, 동일한 측정 조건을 사용하되 카메라 #1 의 광원과
카메라 #2 의 광원을 다르게 모의 실험하여 동일 타이밍에 영상 프레임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a) 카메라 #1

b) 카메라 #2
Figure 4-2 2C-WLPSI 에서 획득된 간섭 신호.
Figure 4-2 는 위 시스템으로부터 획득된 영상 프레임의 임의의 측정점에서의 간섭
신호이다. 카메라 #1 으로부터 획득된 신호 Figure 4-2-a)는 Custom Filter 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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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광원을 사용하여 획득한 간섭 신호이고, 카메라 #2 로부터 획득된 신호 Figure 4-2-b)
는 중심 파장 589 nm, 대역폭 10 nm 의 밴드 패스 필터를 사용하여 획득된 간섭
신호이다. 좁은 영역의 스펙트럼 광원을 이용한 Figure 4-2-b)의 간섭 신호가 큰 가간섭
거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3 2C-WLPSI 에서 획득된 간섭 신호로부터 검출된 상대 위상 오차.
Figure 4-3 는 2C-WLPSI 에서 획득된 간섭 신호 Figure 4-2 로부터 검출된 위상 오차
그래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메라 #1 으로부터 검출된 위상 오차는 광원에 따른
영향으로 가시도 함수의 정점을 기준으로 매우 좁은 영역에서만 일정한 위상 오차를
검출할 수 있어, 유효한 위상 오차 성분에 대한 정의인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을 좁게
설정할 수 밖에 없는 간섭 신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카메라 #2 로부터 검출된 위상
오차는 매우 넓은 구간에 대해서 일정한 위상 오차를 유지하고 있어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을 매우 넓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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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2C-WLPSI 에서 획득된 영상 프레임에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
Figure 4-4 은 영상 프레임 전체에 대해서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실제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카메라 #1 으로부터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와 위상 오차 검출용으로 제안된 카메라 #2 에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차이는 영상 프레임의
인덱스 𝑘 가 커짐에 따라서 그 크기도 비례해서 커진다. 이는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광원과 다른 광원을 사용하여 위상 오차 검출이 유리한 조건에서 위상 오차를 검출하여
위상 보정에 사용하겠다는 2C-WLPSI 의 목적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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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C-WLPSI 의 위상 오차 불일치 문제의 원인 분석
앞 절에서 2C-WLPSI 의 시스템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측정용과 위상 오차 검출용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고 위상 오차를 검출한 결과 두 위상 오차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절에서는 두 위상 오차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위상 오차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는 카메라 #2 의
위상 오차 검출용 영역 평균 위상 오차에 발생하는 선형 오차 문제이고, 두 번째는
불연속 단차 시편 측정 중에 발생하는 카메라 #1 의 측정용 영역 평균 위상 오차에
발생하는 불연속 구간으로 인한 불일치 문제이다.
4.3.1 선형 오차의 발생 및 원인
먼저 첫 번째 위상 오차 검출용 영역 평균 위상 오차에 발생하는 선형 오차에 의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를 제외한 상태에서 기울어진 평면
시편에 대해서 두 개의 영상 프레임을 생성한다. 자세한 간섭 신호 모델링 조건은 Table
4-1 에 정리하였다. 생성된 영상 프레임에 대한 영역 평균 위상 오차 검출 결과는 Figure
4-5 에 표현하였다. 두 위상 오차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조건
측정 대상
20
um
X
100
Pixel
측정 구간
크기
20
X
Y
5
Pixel
배율
대물 렌즈
0.4
개구수
형상
기울어진 평면
Custom
Filter
10
um
카메라 #1
높이
광원
BPF 598-10
카메라 #2
위상 오차 복원 방안 변수
0.074178 um
3
이송 간격
위상 오차 검출 구간
카메라 #1
200
Hz
51
카메라 획득 주기
위상 오차 검출 구간
카메라 #2
0
um
진폭
0
Hz
진동
주파수
0
sec
지연
Table 4-1 평면 시편의 간섭 신호 모델링 측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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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평면 시편에 대한 간섭 신호 모델링에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동일하게 영상 프레임의 인덱스 𝑘 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두 위상 오차 간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Figure 4-5 를 살펴보면, 카메라 #1
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 𝜙𝑒 와 카메라 #2 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 𝜙𝑒′ 모두 선형 오차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Equation 3-11 에서 선형 오차 성분 (𝜖1 − 1)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이 오차가 선형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2 차 3 차 항까지 가지고
있다면, 𝜖2 , 𝜖3 도 존재하는 경우가 된다.
2C-WLPSI 의 경우, 카메라 #1 과 카메라 #2 에서 획득되는 간섭 신호는 하나의 이송
기구물에 의해 위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송 거리 𝑧 에서 간섭 무늬를
획득하게 된다. 서로 다른 광원을 이용한 간섭계에서는 서로 다른 중심 파장 𝜆 , 𝜆′ 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이송 거리 𝑧 에 대해서 다른 위상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다음
Figure 4-6 과 Equation 4-1 으로 설명될 수 있다.

Figure 4-6 서로 다른 광원에서 발생하는 동일 이송 간격에 대한 위상 변화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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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𝜋
4𝜋𝑧
𝜙𝑠 = 2𝑘𝑧 = 2 ( ) z =
𝜆
𝜆
2𝜋
4𝜋𝑧
𝜙𝑠′ = 2𝑘𝑧 = 2 ( ′ ) z = ′
𝜆
𝜆
∴ 𝜙𝑠 ≠ 𝜙𝑠′

𝑖𝑓 𝜆 ≠ 𝜆′
Equation 4-1

사용된 두 광원의 중심 파장의 비율, 𝜇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𝜇=

𝜙𝑠 𝜆′
=
𝜙𝑠′ 𝜆
Equation 4-2

두 광원의 중심 파장의 비율이다. 다른 광원을 사용하는 간섭계에서 동일한 이송 거리
𝑧 의 물리적인 변화를 겪을 때, 광원의 중심 파장 𝜆에 반비례해서 위상 변화를 겪는다.
광원의 중심 파장 𝜆 , 𝜆′ 또는 두 중심 파장의 비율 𝜇 를 측정할 수 있다면, 두
시스템의 위상 오차를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간섭계에서 최종적으로 획득
되는 영상 프레임이 겪는 광원의 중심 파장은 광원의 스펙트럼 분포와 대물 렌즈 각각의
특성, 광학계의 정렬 오차, 광학계의 초점 상태 등의 시스템의 특성과 측정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측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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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불연속 구간의 발생 및 원인
다음으로 두 번째 불연속 단차 시편 측정 중에 발생하는 측정용 영상 프레임의 불연속
구간으로 인한 위상 오차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한다.
진동이 유입되는 기울어진 단차 시편에 대해서 모의 실험 영상 프레임을 생성한다.
앞서 살펴 본 동일한 이송 기구물에서 서로 다른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형
오차 성분에 진동에 의한 위상오차, 불연속적인 형상에 따른 불연속 구간이 추가된다.
영상 프레임 획득을 위한 측정 조건은 Table 4-2 에 정리되어 있다.
측정 조건
측정 구간
대물 렌즈

배율

측정 대상
20

um

20

X

크기

X

100

Pixel

Y

5

Pixel

0.4
개구수
형상
단차
Custom Filter
10
카메라 #1
높이 (기울기)
광원
BPF 598-10
3
카메라 #2
높이 (단차)
0.074178 um
이송 간격
위상 오차 복원 방안 변수
200
Hz 위상 오차 검출 구간
카메라 획득 주기
카메라 #1
0.02
um 위상 오차 검출 구간
진폭
카메라 #2
3
Hz
주파수
진동
0
sec
지연
Table 4-2 진동이 유입된 단차 시편의 간섭 신호 모델링 측정 조건

um
um
3
51

Figure 4-7 진동이 유입된 단차 시편에 대한 간섭 신호 모델링에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
모의 실험된 영상 프레임으로부터 검출된 Figure 4-7 의 위상 오차 그래프는 3.1.3 절의
Equation 3-16 의 위상 오차 성분으로 표현 될 수 있고, 이를 카메라 #1 과 카메라 #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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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각각 수식을 다시 써 보면 다음과 같다.
2
3
𝜙𝑒,𝑘 = (𝜖1 − 1)𝛥𝜙𝑠,𝑖𝑑 ∙ 𝑘 + 𝜖2 𝛥𝜙𝑠,𝑖𝑑
∙ 𝑘 2 + 𝜖3 𝛥𝜙𝑠,𝑖𝑑
∙ 𝑘 3 + ⋯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𝑣 𝑘𝛥𝑡 + 𝛼)
2
3
′
𝜙𝑒,𝑘
= (𝜖1′ − 1)𝛥𝜙𝑠,𝑖𝑑 ∙ 𝑘 + 𝜖2′ 𝛥𝜙𝑠,𝑖𝑑
∙ 𝑘 2 + 𝜖3′ 𝛥𝜙𝑠,𝑖𝑑
∙ 𝑘 3 + ⋯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𝑣 𝑘𝛥𝑡 + 𝛼)
Equation 4-3

Figure 4-7 에서 점선 부분은 위상 오차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다. 3.3.1.1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원에 따라서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이 변화하는데, 카메라 #1 은 광원으로
백색광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시도 정점에서의 상대 위상 오차와 가시도 정점에서
멀어진 위치에서의 상대 위상 오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위상 검출 구간을 좁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Figure 4-7 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의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은 카메라
#1 의 경우에는 3 으로 설정하고, 카메라 #2 에서는 51 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카메라
#1 의 위상 오차는 검출된 구간이 매우 좁아 불연속 구간이 존재하고, 카메라 #2 의 위상
오차는 단차가 존재하는 시편인 경우에도 불연속 구간 없는 위상 오차를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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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불연속 구간의 정의

k 1 , min

Region #1

k 1, max k 2 , min

Region #2

k 2 , max

Figure 4-8 불연속 측정면이 존재하는 경우,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불연속 구간 정의
Figure 4-8 와 같이 카메라 #1 에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불연속 구간을
정의한다. 이송 기구물이 측정 대상물에 대해서 상부에서 하부로 이송하며 영상을
획득하면, 구간 1 에 해당하는 영역 평균 위상 오차는 단차 시편의 상부 면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이고, 구간 2 에 해당하는 영역 평균 위상 오차는 단차 시편의 하부 면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이다.
3.2.1 절의 위상 오차를 검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Equation 3-21 에서 영상 획득 순서에
따라 상대 위상 오차를 적분하여 위상 오차를 검출하게 된다. 이는 구간 2 에 해당하는
위상 오차는 불연속 구간, 즉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를 획득할 수 없는 구간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상수의 위상 오프셋을 포함하게 된다. 이는 Equation 4-4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𝜙̅𝑒,𝑘 = 𝜙̃𝑒,𝑘 + 𝜙𝑒_𝑜𝑓𝑓,𝑙

𝑘𝑙,𝑚𝑖𝑛 ≤ 𝑘 ≤ 𝑘𝑙,𝑚𝑎𝑥
Equation 4-4

𝜙̃𝑠,𝑘 불연속 구간에 의해 위상 오프셋이 발생한 영역 평균 위상
𝜙̅𝑠,𝑘 위상 오프셋이 보정된 실제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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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C-WLPSI 위상 오차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한 2C-WLPSI 는 기존의 WLPSI 시스템에 카메라를 추가하여 좁은
스펙트럼을

갖는

광원으로부터

영상

프레임을

획득한다.

추가로

획득된

영상

프레임으로부터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검출하여 위상 오차 보정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는 위상 검출 구간을 크게
설정하고 검출이 가능하여 안정적이고 불연속 단차 시편에 대해서도 연속적인 위상 오차
검출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앞 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광원의 중심 파장이 다른 이유로 추가로 획득된
영상 프레임의 영역 평균 위상 오차와 측정용으로 획득된 영상 프레임의 영역 평균 위상
오차가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위상 오차 보정
과정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검출된
영역 평균을 측정용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기준으로 일치시켜야 되는데, 측정용 영역
평균 위상 오차에는 앞 절에서 확인 바와 같이 불연속 위상 오차 구간으로 인한 오프셋
오차를 가지고 있어 위상 오차를 일치 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확하게 위상 오차를 일치 시키기 위해서는 측정용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불연속
구간에 의한 오프셋 오차를 보정하는 동시에 위상 검출용 영역 평균 위상 오차에서는
광원의 중심 파장의 차이로 인한 선형 오차를 보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본 절에서는 위상 오차 검출용으로 검출한 보조 위상 오차를 측정용 위상 오차와 일치
시키는 2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위상 오차를 위상으로 변환하여 위상 단계에서 두
광원의 중심 파장의 비율을 계산하여 추가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위상 비율 일치법 (Phase Ratio Matching Method) 으로 정의하고, 위상 오차를
위상으로 변환하지 않고 위상 오차 단계에서 바로 위상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위상
오차 오프셋 일치법 (Phase Error Offset Matching Method) 이라 정의한다.
4.4.1 위상 비율 일치법 (Phase Ratio Matching Method)
위상 비율 일치법은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이송 기구물이 실제로 이송된 위상으로
변환한 이후에, 두 영상 프레임의 위상을 이용하여 두 광원의 중심 파장의 비율 𝜇 을
계산해 내는 방법이다. 두 광원의 중심 파장의 비율 𝜇 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좁은
스펙트럼의 광원에서 검출된 보조 위상에 두 광원의 중심 파장 𝜇를 곱해주는 것 만으로
위상 단계에서 보정이 가능하다.
𝜇=

𝜙𝑠 𝜆′
=
𝜙𝑠′ 𝜆

𝜙𝑠 = 𝜇 ∙ 𝜙𝑠′
Equatio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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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프레임으로부터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영역 평균 위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다음의 Equation 4-6 에 따라 진행된다.
𝜙̅𝑠,𝑘 = 𝜙̅𝑒,𝑘 + 𝛥𝜙𝑠,𝑖𝑑 ∙ 𝑘
̅ 𝑠,𝑘 = 𝜙′
̅ 𝑒,𝑘 + 𝛥𝜙𝑠,𝑖𝑑 ∙ 𝑘
𝜙′
Equation 4-6
𝛥𝜙𝑠,𝑖𝑑 는 이송 기구물의 프레임간 이상적인 이송 위상이므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5
Bucket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한 주기에 대해서 4 번 영상 획득을 하기 때문에

π
2

인 상수

값이다. 따라서 Equation 4-6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π
∙𝑘
2
̅ 𝑒,𝑘 + π ∙ 𝑘
= 𝜙′
2

𝜙̅𝑠,𝑘 = 𝜙̅𝑒,𝑘 +
̅ 𝑠,𝑘
𝜙′

Equation 4-7

Region
#3

Region
#2

s (k2,min )

s ' (k2, min)

Region
#1

Discontinous
Region

k 1 , min

k 1, max

Discontinous
Region

k 2 , min

k 2 , max

k 3 , min

Figure 4-9 위상 오차 보정을 위한 위상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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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3 , max

위상 오차를 위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용하여 임의의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위상
영역 평균 위상으로 변환하여 Figure 4-9 에 1 번째와 2 번째 그래프로 표현하였었다.
일반적인 경우에 영역 평균 위상 그래프에서는 이상적인 이송 위상인 𝛥𝜙𝑠,𝑖𝑑 가 영역 평균
위상 오차 𝜙̅𝑒,𝑘 에 비해서 매우 큰 값인 관계로 그래프 상에 위상 오차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두 광원의 중심 파장의 비율 𝜇 를 계산하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Figure 4-9 에서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과장하여 표현하고, 불연속 구간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연속 구간을 2 개로 설정하여 연속 구간을 3 개로
표현하였다.
Figure 4-9 에서 3 번째와 4 번째 그래프는 두 위상의 비율을 구하기 위해 Equation 4-4
와 같이 연속적인 구간의 최소 인덱스

𝑘𝑙,𝑚𝑖𝑛 을 빼 준 그래프이다. 각 구간 별로

오프셋이 적용된 그래프 3 과 4 의 비율을 Equation 4-9 과 같이 계산하여 Figure 4-10 에
표현하였다.
𝜙̅𝑠_𝑜𝑓𝑓𝑠𝑒𝑡 (𝑘) = 𝜙̅𝑠 (𝑘) − 𝜙̅𝑠 ( 𝑘𝑙,𝑚𝑖𝑛 )
′
𝜙̅𝑠_𝑜𝑓𝑓𝑠𝑒𝑡
(𝑘) = 𝜙̅𝑠′ (𝑘) − 𝜙̅𝑠′ ( 𝑘𝑙,𝑚𝑖𝑛 )

𝑘𝑙,𝑚𝑖𝑛 ≤ 𝑘 ≤ 𝑘𝑙,𝑚𝑎𝑥
𝑘𝑙,𝑚𝑖𝑛 ≤ 𝑘 ≤ 𝑘𝑙,𝑚𝑎𝑥
Equation 4-8

′
𝜇(𝑘) = 𝜙̅𝑠_𝑜𝑓𝑓𝑠𝑒𝑡 (𝑘)/𝜙̅𝑠_𝑜𝑓𝑓𝑠𝑒𝑡
(𝑘)

𝑘𝑙,𝑚𝑖𝑛 ≤ 𝑘 ≤ 𝑘𝑙,𝑚𝑎𝑥
Equation 4-9

Figure 4-10 위상 비율 일치법에 의해 계산된 위상 비율
Equation 3-29 의 영역 평균 유효 함수 𝜐́ 𝑘 를 이용하여 유효 구간 내의 각 인덱스 𝑘에서
계산된 영역 평균 위상의 비율 𝜇(𝑘)를 평균하여 하나의 대표 값 𝜇를 구한다. 이 과정은
Equation 4-10 과 같이 진행 된다. 그 결과인 비율 𝜇 를 좁은 스펙트럼으로부터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𝜙𝑠′ 에 곱하면 Equation 4-11 와 같이 측정용 영상 프레임으로부터 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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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균 위상 오차 𝜙𝑠 와 일치시킬 수 있다. 비율 𝜇 로 보정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
𝜙𝑠′ 를 𝜙̌𝑠′ 로 표기하고 이를 보정 영역 평균 위상이라 정의한다.
𝜇=

∑𝑁
𝑘=1 𝜐́ 𝑘 ∙ 𝜇(𝑘)
∑𝑁
𝑘=1 𝜐́ 𝑘
Equation 4-10

′
𝜙𝑒,𝑘
= 𝜇 ∙ 𝜙̅𝑠,𝑘

Equation 4-11
마지막으로 보정 영역 평균 위상으로부터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Equation 4-6 를 이용하여 수행된 과정을 반대로 진행하는 Equation
4-12 따라 진행된다.
′
′
𝜙𝑒,𝑘
= 𝜙𝑒,𝑘
− 𝛥𝜙𝑠,𝑖𝑑 ∙ 𝑘

Equation 4-12
4.4.1.1 모의 실험
본 절에서는 위상 비율 일치법을 이용하여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모의 실험을 진행한다. 모의 실험에 사용되는 영상 프레임은 4.3 절의 Table
4-2 의 측정 조건으로 진동이 유입된 기울어진 단차 대상물을 모의 실험한 영상
프레임이다.

Figure 4-11 위상 비율 일치 방안 적용 전 영역 평균 위상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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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위상 비율 일치 방안 적용 후 영역 평균 위상 오차
첫 번째 단계로 영상 프레임으로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구한 결과는 Figure 4-11 에
표현되어 있다. 2C-WLPSI 의 카메라 앞에 사용되는 필터의 중심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위상 오차 검출용 카메라에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가 측정용 카메라에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와 선형 형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연속적인 구간이 측정용 카메라의 영역 평균 위상 오차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설명된 위상 비율 일치법을 이용하여 측정용 카메라의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오프셋 오차를 보정하고, 검출용 카메라의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비율을 보정한
결과를 Figure 4-12 에 표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산되는 영역 평균 위상의 비율 𝜇(𝑘),
즉 중심 파장의 비율은 Figure 4-13 와 같이 계산되었다. 유효 구간 내의 각 인덱스 𝑘에서
계산된 영역 평균 위상의 비율, 𝜇(𝑘)를 평균하여 하나의 대표 값 𝜇로 계산하는 Equation
4-10 식에 따라서 대표 값 𝜇는 1.0203 로 계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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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위상 비율 일치 방안으로 구한 중심 파장 간 비율

Figure 4-14 위상 비율 일치 방안 적용 후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차이
위상 비율 일치법을 적용한 후의 영역 평균 위상 오차 간의 차이를 Figure 4-14 에
표현하였다. 보정 후의 영역 평균 위상 오차 간의 차이는 -0.01~0.01 rad 범위 안에 있다.
이 값은 광원의 중심 파장을 600 nm 로 가정하였을 경우, -1~1 nm 정도에 해당하는
오차로 매우 정확한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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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위상 오차 오프셋 일치법 (Phase Error Offset Matching Method)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위상 단계에서 보정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위상 오차 단계에서
위상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방안은 측정용 위상
오차 및 위상 검출용 위상 오차의 차이가 다항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Levenberg-Marquardt Fitting 을 이용하여 위상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보정하려고 하는
측정용 위상 오차 및 위상 검출용 위상 오차의 차이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앞 절에서와 동일하게 진동이 유입된 기울어진 단차 시편에 대한 영역 평균 위상 오차
검출 결과는 Figure 4-15, Equation 4-13 로 표현할 수 있다.

Region
#2

Region
#1

k 1 , min

Discontinous
Region

k 1, max

k 2 , min

k 2 , max

Figure 4-15 불연속 구간을 가진 측정 대상물의 위상 오차 그래프
2
3
𝜙𝑒,𝑘 = (𝜖1 − 1)𝛥𝜙𝑠,𝑖𝑑 ∙ 𝑘 + 𝜖2 𝛥𝜙𝑠,𝑖𝑑
∙ 𝑘 2 + 𝜖3 𝛥𝜙𝑠,𝑖𝑑
∙ 𝑘 3 + ⋯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𝑘𝛥𝑡 + 𝛼)
2
3
′
𝜙𝑒,𝑘
= (𝜖1′ − 1)𝛥𝜙𝑠,𝑖𝑑 ∙ 𝑘 + 𝜖2′ 𝛥𝜙𝑠,𝑖𝑑
∙ 𝑘 2 + 𝜖3′ 𝛥𝜙𝑠,𝑖𝑑
∙ 𝑘 3 + ⋯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𝑘𝛥𝑡 + 𝛼)

𝜙𝑒,𝑘 = 𝜙̃𝑒,𝑘 + 𝜙𝑒_𝑜𝑓𝑓𝑠𝑒𝑡,𝑙

𝑘𝑙,𝑚𝑖𝑛 ≤ 𝑘 ≤ 𝑘𝑙,𝑚𝑎𝑥
Equation 4-13

′
𝜙𝑒,𝑘 는 카메라 #1 에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 𝜙𝑒,𝑘
는 카메라 #2 에서 검출된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이고 𝜙̃𝑒,𝑘 는 불연속 면이 존재할 경우, 구간 위상 오차 오프셋

𝜙𝑒_𝑜𝑓𝑓,𝑙 이 보정되지 않은 보정 전 자기 위상 오차이다.
두 위상 오차 식의 차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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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𝜙𝑒,𝑘 = 𝜙𝑒,𝑘 − 𝜙𝑒,𝑘
= 𝜙̃𝑠,𝑘 + 𝜙𝑒_𝑜𝑓𝑓𝑠𝑒𝑡,𝑙 − 𝜙𝑒,𝑘
2
3
= (𝜖1 − 𝜖1′ )𝛥𝜙𝑠,𝑖𝑑 ∙ 𝑘 + (𝜖2 − 𝜖2′ )𝛥𝜙𝑠,𝑖𝑑
∙ 𝑘 2 + (𝜖3 − 𝜖3′ )𝛥𝜙𝑠,𝑖𝑑
∙ 𝑘 3 + ⋯ + (𝛿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𝑘𝛥𝑡 + 𝛼)
Equation 4-14
Equation 4-13 을 살펴보면, 두 영역 평균 위상 오차 모두에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
항이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 항의 진폭에는 인덱스 𝑘 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자. 선형 오차의 경우에는 인덱스 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해서 위상 오차의 크기가 증가하는 반면 진동에 의한 오차 항은 일정한 진폭을
유지한다.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 항의 진폭의 차이는 광원의 중심 파장의 비율로
나타나므로 실제 측정 시스템에서 밴드 패스 필터의 중심 파장을 최대한 측정용 광원의
중심 파장과 일치 시킨다면 진동에 의한 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𝜇=

𝛿
≅1
𝛿′
Equation 4-15

이 경우, 선형 오차가 인덱스 𝑘 에 비례해서 커지는 관계로 진동에 의한 항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 되고, 중심 파장의 비율을 1 에 가깝게 밴드 패스 필터의 중심
파장을 선정하는 경우에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를 상대적으로 더욱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두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차이에서 진동에 의한 항의 무시될 수 고 이 결과는
Equation 4-17 로 표현된다.
𝛿 − 𝛿 ′ = (1 − 𝜇)𝛿 ≅ 0
Equation 4-16
2
3
∆𝜙𝑒,𝑘 = (𝜖1 − 𝜖1′ )𝛥𝜙𝑠,𝑖𝑑 ∙ 𝑘 + (𝜖2 − 𝜖2′ )𝛥𝜙𝑠,𝑖𝑑
∙ 𝑘 2 + (𝜖3 − 𝜖3′ )𝛥𝜙𝑠,𝑖𝑑
∙ 𝑘3 + ⋯
Equation 4-17

e _ offset , 2

 e _ offset ,1
Phase Error Fitting
Line

79

Figure 4-16 위상 오차 오프셋 일치 방안 : 위상 오차 간의 차이 그래프
Equation 4-17 에 따르면, 2C-WLPSI 에서 검출된 자기 위상 오차와 보조 위상 오차의
차이는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 항을 제거되고,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Systematic Error
항만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불연속 면으로 인한 구간 위상 오차 오프셋을 계산해 내어 보정한 위상 오차
간의 차이는 반드시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Levenberg-Marquardt Fitting 이용하여 다항식으로 표현 되는 두 위상 간의 차이, ∆𝜙𝑒,𝑘 를
피팅 하는 함수를 구하기 위해 피팅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
𝜙𝑒,𝑘 − 𝜙𝑒,𝑘
= (𝜙̃𝑠,𝑘 + 𝜙𝑒_𝑜𝑓𝑓𝑠𝑒𝑡,𝑙 ) − 𝜙𝑒,𝑘

𝑘𝑙,𝑚𝑖𝑛 ≤ 𝑘 ≤ 𝑘𝑙,𝑚𝑎𝑥
Equation 4-18

2
3
𝑓(𝑘) = (𝜖1 − 𝜖1′ )𝛥𝜙𝑠,𝑖𝑑 ∙ 𝑘 + (𝜖2 − 𝜖2′ )𝛥𝜙𝑠,𝑖𝑑
∙ 𝑘 2 + (𝜖3 − 𝜖3′ )𝛥𝜙𝑠,𝑖𝑑
∙ 𝑘3 + ⋯

= 𝜖̌1 𝑘 + 𝜖̌2 𝑘 2 + 𝜖̌3 𝑘 3 + ⋯
Equation 4-19
′
Equation 4-18 의 두 위상 오차 간의 차이 𝜙𝑒,𝑘 − 𝜙𝑒,𝑘
를 피팅 하는 다항식의 함수

𝑓(𝑘) 의 계수, 𝜖̌1 , 𝜖̌2 , 𝜖̌3 , … 과 구간 오프셋 𝜙𝑒_𝑜𝑓𝑓𝑠𝑒𝑡,𝑙 을 피팅 변수로 설정하고 LevenbergMarquardt Fitting 이용하여 계산한다.
계산 결과 중에 계수, 𝜖̌1 , 𝜖̌2 , 𝜖̌3 , … 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다항식의 함수 𝑓(𝑘) 는 보조
위상 오차에 더해져서 보조 위상 오차를 보정할 수 있고, 구간 오프셋 결과 𝜙𝑒_𝑜𝑓𝑓𝑠𝑒𝑡,𝑙 는
자기 위상 오차에 더해져서 자기 위상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이 보정된 결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𝜙𝑒,𝑘 = 𝜙𝑒,𝑘
+ 𝑓(𝑥)

Equation 4-20
𝜙𝑒,𝑘 = 𝜙̃𝑠,𝑘 + 𝜙𝑒_𝑜𝑓𝑓𝑠𝑒𝑡,𝑙

𝑘𝑙,𝑚𝑖𝑛 ≤ 𝑘 ≤ 𝑘𝑙,𝑚𝑎𝑥
Equation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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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모의 실험
본 절에서도 위상 비율 일치법의 모의 실험과 동일하게 위상 오차 오프셋 일치법을
모의 실험하였다.
Figure 4-17 에 위상 비율 일치법과 위상 오차 오프셋 일치법을 적용하기 전 후의 영역
평균 위상 오차 간의 차이를 표현하였다. 두 위상 위상 오차 일치법의 결과의 차이가
최대 0.003 rad 이하이다. 이 정도의 차이는 광원의 중심 파장을 600 nm 로 가정하였을
경우, 0.3 nm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오차이다. 따라서 두 일치법의 결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의 실험 및 실험에서 두 위상 오차 일치 방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표현하지 않고, 위상 오차 일치 방안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Figure 4-17 일치 방안 적용 후 영역 평균 위상 오차의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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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위상 오차 보정
본 장에서는 앞 장까지 설명된 위상 오차 검출 방안 및 위상 오차 일치 방안을
이용하여 최종 검출된 검출용 영상 프레임의 위상 오차를 기준으로 선형 오차 및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에 의해 왜곡된 3 차원 형상을 복원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그리고
시스템 모의 실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위상 오차 검출 방안 및 위상 오차 일치 방안의 성능을 평가하며, 그
진행은 다음 항목에 따른다.
1. 평면 시편 모델링을 이용한 위상 오차 검출 및 위상 오차 일치 방안의 동작 여부
및 성능 평가
2. 단차 시편 모델링을 이용한 불연속 시편에 대한 위상 오차 일치 방안의 동작 여부
및 성능 평가
A. 단차 시편의 반복 측정 성능 평가
B. 최대 복원 가능 단차 평가
5.1 위상 오차 보정 방안
영상 해석을 이용하여 검출된 위상 오차를 반영하여, 위상 오차에 의해 왜곡된 간섭
신호를 보정하는 과정을 위상 오차 보정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본 논문에서는 안우정이
제안한 보정 방안[28]을 사용한다. 이 방안은 Pre, Main 그리고 Post 총 3 가지로 제안이
되는데, 그 중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Main Process 를 사용하였다. 큰 선형 오차 성분에
대해서 Offset Index 처리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고, 가시도 정점 근처의 국부 신호에
대해서만 간섭 신호 보정이 가능하여 연산량이 매우 적고, 간섭 신호를 직접 보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형상 복원을 위해 기존의 Bucket 알고리즘을 변형 없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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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평면 시편 평가
본 절에서는 기울어진 평면 측정 대상물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위상 오차
검출 방안 및 위상 오차 일치 방안을 이용한 3 차원 형상 복원의 동작 여부 및 그
성능을 평가한다.
먼저 기울어진 평면 측정 대상물에 대해서 Table 5-1 의 조건으로 2C-WLPSI 모의 실험
시스템에서 획득된 두 개의 영상 프레임을 생성한다. 모의 실험 된 영상 프레임에는
진폭(P-P)이 20 nm 이며 주파수 3 Hz 의 진동이 유입된다.
Figure 5-1-a) 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2C-WLPSI 의 측정용 카메라에서 획득된 영상
프레임을 다른 추가 작업 없이 해석한 결과이다. 진동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
시편을 측정하였지만, 측정 결과에는 측정 대상물에 가진 된 진동으로 인해 물결 무늬의
왜곡된 형상이 추가 된다.
Figure 5-1-b) 는 2C-WLPSI 에서 획득된 두 개의 영상 프레임에 본 논문에서 제안된
위상 오차 검출 방안과 위상 오차 일치 방안을 적용하여 위상 오차를 검출하고, 검출된
위상 오차를 이용하여 안우정의 위상 오차 보정 방안[28]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 결과
보정 작업 없이 해석된 Figure 5-1-a)의 해석 결과에서 보이는 물결 무늬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정 작업의 유무에 따라 3 차원 형상 측정 결과에 실려 있는 왜곡된 물결 무늬의
크기를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Figure 5-2 에 측정 형상의 단면 형상을 함께 표현하였다.
보정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결 무늬의 Peak-Peak Error 가 20 nm 로 측정되지만,
보정 작업을 진행할 경우 그 크기가 1 nm 이하로 측정된다. 1 nm 이하의 오차는 5 Bucket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간섭계가 분해할 수 있는 최고의 분해능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2 가지의 위상 오차 보정 방안의 결과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평면 시편에 유입된 진동의 주파수에 따른 제안된 시스템의 위상 오차
복원 성능을 검증해 보았다. 성능의 테스트 방법은 앞 서 진행된 평면 시편에 대한
왜곡된 물결 무늬의 Peak-Peak Error 를 진동의 주파수를 변경시켜가면서 측정하였다. 2~50
Hz 의 주파수 대역에서 실험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주파수 대에서 제안된 2C-WLPSI 의
위상 오차 복원 기능을 사용할 경우, 진동에 의한 물결 무늬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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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조건
측정 대상
20
um
X
100
Pixel
측정 구간
크기
20
X
Y
5
Pixel
배율
대물 렌즈
0.4
개구수
형상
기울어진 평면
Custom Filter
10
um
카메라 #1
높이
광원
BPF 598-10
카메라 #2
위상 오차 복원 방안 변수
0.074178 um
3
이송 간격
위상 오차 검출 구간
카메라 #1
200
Hz
51
카메라 획득 주기
위상 오차 검출 구간
카메라 #2
0.02
um
진폭 (p-p)
3
Hz
진동
주파수
0
sec
지연
Table 5-1 진동이 유입된 평면 시편의 간섭 신호 모델링 측정 조건

Cross Section

a) 위상 오차 보정 없음

b) 위상 오차 보정 적용됨

Figure 5-1 진동이 유입된 영상 프레임에 대한 위상 오차 보정 사용 전, 후의 평면 시편
측정 결과

Figure 5-2 진동이 유입된 영상 프레임에 대한 위상 오차 보정 사용 전, 후의 평면 시편
측정 결과의 단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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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ion Frequency vs Flat Surface Peak-Peak Error

Peak-Peak [um]

0.025

w/o Phase Error Correction
w/ Phase Error Correction

0.020
0.015
0.010
0.005
0.000

0

10

20
30
Frequency [Hz]

40

50

Figure 5-3 유입된 진동의 주파수에 따른 평면 시편의 Peak-Peak Error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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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불연속 단차 시편 측정
본 논문에서 제안된 2C-WLPSI 의 가장 큰 장점인 단차 시편에 대한 위상 오차 보정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성능의 평가는 앞서 진행된 모의 실험 평가와 동일하게
Table 5-1 의 측정 조건으로 2C-WLPSI 를 모의 실험 영상 프레임에 대해서 진행한다.
단차 시편의 형상은 Figure 5-4 와 같다.

Figure 5-4 기울어진 단차 시편
5.3.1 반복 측정 성능 평가
단차 시편에 대한 위상 오차 보정의 성능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모의 실험 되는
간섭 신호에 유입되는 진동의 시작 시점을 변경시켜, 진동의 유입 시점과 간섭계의 측정
시간에 차이를 조절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진동이 유입된 간섭계에서의 간섭
신호식 Equation 5-1 에서 진동의 위상 지연, 𝛼를 조절하여 가능하다.
𝐼𝑚 (𝑥, 𝑡) = 𝐼𝑜 (𝑥){1 + 𝛾(𝑥, 𝑡)𝑐𝑜𝑠[𝜙𝑜 (𝑥) + 𝜙𝑠 (𝑡)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𝑣 𝑡 + 𝛼)]}
Equation 5-1
높이 3 um 의 단차 시편에 대해서 진동의 유입 시점을 변경시켜 가며, 영상 프레임을
모의 실험하고 해석한 결과를 Figure 5-5 에 첨부하였다. 2C-WLPSI 의 위상 오차 보정
방안을 사용한 경우, 진동의 유입 시점에 관계없이 ±0.8 nm 이내의 편차로 측정이
가능하다. 위상 보정 방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차가 ±10 nm 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위의 평가 작업을 유입되는 진동의 주파수를 변경시켜가며 진행하고, 각
주파수 대에서 진행된 10 번의 측정 결과의 반복도를 평가하여 Figure 5-6 에 표현하였다.
15 Hz 이하의 진동에 대해서는 단차 시편에 대한 2C-WLPSI 의 위상 오차 보정 성능이
매우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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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Phase vs Measured Step Height

Step Height [um]

3.040

w/o Phase Error Correction
w/ Phase Error Correction

3.020

3.000
2.980
2.960
0

1

2

3

4

5

6

Start Phase [rad]
Figure 5-5 진동의 유입 시점에 따른 단차 시편의 측정 결과 비교.

Repeatability (3 stdev) [um]

Vibration Frequency vs Repeatability of 10 time Step Height
Measurement
0.040

w/o Phase Error Correction
w/ Phase Error Correction

0.030
0.020
0.010
0.000
0

10

20

30

40

Frequency [Hz]
Figure 5-6 단차 시편에 대한 주파수 별 위상 오차 방안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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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단차의 평가
앞 절에서는 2C-WLPSI 의 추가된 카메라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를 이용하여 단차
시편에 유입된 선형 및 진동에 의한 형상 왜곡을 보정할 수 있음을 보였고, 또한 유입된
진동의 주파수에 따른 성능 개선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절에서는 제안된 2C-WLPSI
시스템에서 보정 가능한 단차 시편의 최대 높이를 평가한다.
위상 오차 보정이 가능한 단차 시편의 최대 높이는 2C-WLPSI 에 추가된 위상 검출용
카메라에서 획득된 간섭 신호에서 상대 위상 오차를 검출해 낼 수 있는 영역, 즉 3.2.2
절에서 설명된 유효 검출 구간 𝑊𝑝𝑒𝑣 에 따라 결정된다.
가시도 함수가 3.2.2 절에서 정의된 𝐼𝑡ℎ𝑟𝑒𝑠 이상일 때 유효 검출 구간이 설정이 되는데,
이 값을 30 정도로 설정하면 유효 검출 구간 𝑊𝑝𝑒𝑣 는 71 으로 설정할 수 있다.

Figure

5-7 에 간섭 신호와 가시도 함수를 표현하고 대략적인 유효 검출 구간 𝑊𝑝𝑒𝑣 을
표현하였다.
Figure 5-8 에는 유효 검출 구간 값을 변화시키면서,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를
검출한 결과이다. 앞 서 설명된 유효 검출 구간을 크게 설정하면 많은 유효 데이터를
평균할 수 있는 장점에 따라 안정적인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 검출이 가능한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효 검출 구간이 71 인 경우에도 안정적인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 검출이 가능하다.
단차 시편의 최대 위상 오차 보정 가능 높이는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검출 할 수
있는 유효 검출 거리와 일치하므로 이를 Equation 5-2 을 이용하여 실제 높이로 환산하면
대략 5.2 um 해당한다. 실제 측정에 사용되는 영상 프레임 당 이송 거리는 0.0741 um 로
가정한다.
𝐻𝑚𝑎𝑥 = 𝑊𝑝𝑒𝑣 ∗ ∆𝑧
71 ∗ 0.0741 [um] = 5.26 [um]
Equation 5-2

88

Figure 5-7 가시도 함수와 유효 검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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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유효 검출 구간에 따른 영역 평균 상대 위상 오차의 안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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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측정 시스템의 구성
6.1 전체 시스템의 구성
2C-WLPSI 의 개략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Figure 6-1 에 표현하였고 실제로 구성된
시스템은 Figure 6-2 의 사진과 같다. 일반적인 현미경에 간섭 렌즈를 장착한 현미경 타입
간섭계를 기반으로 하고 접안 렌즈와 카메라 사이에 광분할기를 추가하여 영상을
분기하고 분기된 영상을 보조 카메라를 통해 동일한 영상을 획득한다. 이 때 추가된
카메라와 광분할기 사이에는 좁은 영역의 스펙트럼을 갖는 밴드 패스 필터를 추가하여
간섭계로부터 획득되는 간섭 신호의 가간섭 거리를 크게 발생시킨다. 간섭계의 이송
기구물과 구동 제어기는 DSP 와 압전 소자(PZT), 힌지(Hinge) 구조물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하였다. 가진기는 PI 사의 Z 축 이송 기구물과 함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카메라 #1

구동 제어기
트리거 발생기
카메라 #2

필터 #1
광분할기

필터 #2
구경 조리개

광원
간섭 대물 렌즈
이송 기구물
가진기

Figure 6-1 2C-WLPSI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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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2C-WLPSI 시스템의 실제 사진

92

6.2 간섭계의 구성
6.2.1 조명계
본 시스템에서 사용된 밴드 패스 필터의 사양은 Table 6-1 와 같다. 중심 파장은 589 nm
로 20X 간섭 대물 렌즈를 사용했을 때 측정용 카메라에서 검출되는 중심 파장과 최대한
일치하는 값으로 선정되었다. 투과되는 파장 대역은 10 nm 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필터
중에서는 가장 좁은 영역에 해당 한다. 최대한 좁은 영역을 투과시키는 필터를 선정하여
간섭 신호의 가간섭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다.

Figure 6-3 밴드 패스 필터
Specification
12.5
0
5
±0.10
589
±2.00
10
±2.00
≥85
200 - 1200
4
80 - 50

Diameter [mm]
Diameter Tolerance [mm]
Mount Thickness [mm]
Thickness Tolerance [mm]
Center Wavelength CWL [nm]
Center Wavelength CWL Tolerance [nm]
Full Width-Half Max FWHM [nm]
Full Width-Half Max FWHM Tolerance [nm]
Minimum Transmission (%)
Blocking Wavelength Range [nm]
Optical Density OD
Surface Quality

Table 6-1 밴드 패스 필터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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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간섭 대물 렌즈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간섭계에서 획득되는 간섭 신호의 가간섭 거리는 광원의
주파수 분포 함수(Spectral Distribution) 뿐 만 아니라, 렌즈의 개구수에 따라 변화한다.
렌즈의 선택에 따라 위상 오차 검출 구간을 다르게 설정되고, 위상 오차를 이용한
보정이 가능한 불연속 단차의 높이가 달라진다. 본 논문의 2C-WLPSI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간섭 대물 렌즈와 대물 렌즈의 개구수를 Table 6-2 에 정리하였다.
Magnification
Michelson Type
Mirau Type

2.5 X
0.075
-

5X
0.13
-

10 X
0.3

20 X
0.4

Table 6-2 간섭 대물 렌즈의 배율 별 개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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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X
0.55

100 X
0.7

6.2.3 카메라
실제로 카메라에서 검출되는 광강도는 광원의 스펙트럼과 전체 시스템의 시스템
투과율 그리고 카메라에 사용되는 CCD 의 파장 별 응답 곡선의 곱으로 표현된다.
f(λ) = 𝑓𝐿𝑖𝑔ℎ𝑡 (λ) ∙ 𝑓𝑆𝑦𝑠𝑡𝑒𝑚 (λ) ∙ 𝑓𝑐𝑐𝑑 (λ)
Equation 6-1
광분할기와 밴드 패스 필터를 사용하는 2C-WLPSI 는 매우 밝은 광원을 사용해야 된다.
고정된 밝기의 광원과 시스템 투과율을 가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광원을 확보하지 못
하는 2C-WLPSI 에서는 최대한 밝은 응답 곡선을 제공하는 카메라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카메라의 사양은 Figure 6-4, Table 6-3 과 같다.

Figure 6-4 카메라의 파장 별 응답 곡선
Specification
640 (H) X 480 (V)
7.4 um X 7.4 um
240 nm ~ 970 nm
GigE
264 fps
500 fps (Binning Mode)
930 fps at 100 Lines
> 60dB

Active Image Size
Pixel Size
Spectral Range
Camera Interface
Max. Frame Rate
Partial Scan
S/N Ratio
Table 6-3 카메라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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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이송 기구물
간섭 대물 렌즈를 이송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WLPSI)에서는
대물 렌즈를 정확하게 등 간격으로 이송하면서 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3 차원 형상 복원
성능을 좌우한다. 본 논문에서는 압전 소자를 사용하는 이송 기구물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를 DSP 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 제작한 이송 기구물의 사진과
사양을 Figure 6-5 과 Table 6-4 에 정리하였다.

Figure 6-5 이송 기구물(PZT Stage)의 실제 사진
Specification
PZT
150 um
1 nm
< 40 um/sec
DSP

Actuator
Travel Range
Position Resolution
Max. Scan Speed
Controller

Table 6-4 간섭 대물 렌즈 이송 기구물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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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가진기
본 논문에서는 외부에서 측정 대상물에 유입되는 진동에 대해서 위상 오차를 이용한
보정이 가능함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원하는 주파수 대의 진동을 원하는 진폭으로 측정
대상물을 가진 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진 되는 진동의 주파수는 0~100 Hz 을
필요로 하고, 진폭은 0~100 nm 를 필요로 한다. 가진에 필요한 진폭과 충분한 분해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송 기구물로 PI 사에서 제작한 압전 소자(PZT)를 사용하는 이송
기구물(PZT Stage)를 선정하였고, 이를 구동하기 위해 함수 발생기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이송 기구물의 사양은 Table 6-5 에 정리하였다.

Figure 6-6 가진 시스템
Specification
PI
PZT
15 um
0.2 nm
< 15 um/sec
DSP

Maker
Actuator
Travel Range
Position Resolution
Max. Scan Speed
Controller

Table 6-5 가진 시스템에 사용된 이송 기구물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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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아이솔레이터
간섭계와 같은 이송 기구물의 기계적 구동의 절대 위치가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에는 반드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아이솔레이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패시브 아이솔레이터를 이용하여 방진 테이블을 구성하고 방진
테이블 위에 2C-WLPSI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방진 테이블 구성에 사용된 패시브
아이솔레이터의 사양을 Figure 6-8 에 정리하였다. 패시브 아이솔레이터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앞 절에서 설명된 가진기를 이용하여 실험에 필요한
주파수 대의 진동 만을 발생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6-7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의 억제를 위한 아이솔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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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패시브 아이솔레이터의 전달률 및 사양

99

제 7 장 실험
7.1 측정 대상 및 진동 가진 조건
위상 오차의 보정 성능 분석 실험을 위해 SNUPrecision 사의 표준 단차 시편(Step
Height Standards)을 사용하였다. 평면 측정은 시편의 패턴이 없는 부분을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시편의 기준 높이는 3.0 um 이다.
진동의 가진은 6.2.5 절에서 설명된 가진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이송 기구물
(PZT Stage)의 가진의 진폭(P-P)은 최소 40 nm 부터 이론적으로 수십 마이크로까지
가능하며, 진동의 주파수는 1 Hz 에서 이론적으로 수백 Hz 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실제로 40 nm 정도의 진폭과 1~50 Hz 의 주파수 정도의 진동을 가진 하는
성능이면 충분하다.
실험은 먼저 모의 실험과 동일하게 크게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한다. 첫 번째는 평면
형상에 대해서 진동을 가진 하면서 평면 시편에 생성되는 물결 무늬 오차의 보정 전과
후의 Peak-Peak Error 를 비교한다. 두 번째는 단차 형상에 대해서 동일한 진동 환경이
주어졌을 때, 보정 유무에 따른 반복적인 측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기본 실험에 다중
주파수 진동에 대한 보정 성능, LCD 공정의 인라인 측정에서 주로 측정되는 Column
Spacer 의 측정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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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평면 시편의 측정
앞서 모의 실험에서 수행한 평면 시편에 대한 실제 실험을 수행한다. 모의 실험과
동일하게 다양한 주파수의 진동이 유입 되었을 때, 2C-WLPSI 의 위상 오차 보정 방안의
수행 유무에 따른 평면 시편의 물결 무늬 오차를 평가한다.
가진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파수 2, 3, 5, 10, 15, … , 50 의 진동을 진폭(P-P) 40 nm 로
발생시켰다. 간섭 영상은 카메라는 200Hz 의 획득 주파수로 총 15 um 구간에서 영상을
획득하였다. 위상 오차 보정에는 유효 검출 구간이 측정용에는 3 으로 위상 오차
검출용에는 51 이 사용되었다.
Figure 7-1 에 2C-WLPSI 에서 획득된 실제 영상 이미지를 측정용 카메라와 위상 검출용
카메라 각각에 대해서 측정된 평면 시편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Figure 7-2 에는 2C-WLPSI
로 측정한 결과를 3 차원 형상으로 나타내었다.
Figure 7-3 에 실험 결과를 첨부하였다.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10 nm 이하의 수준으로
진동에 의한 형상 복원 오차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 Hz 주변의 주파수를
갖는 진동에 대해서는 약 12% 수준으로 진동 억제가 가능하다.

a) 카메라 #1

b) 카메라 #2

Figure 7-1 2C-WLPSI 의 평면 시편 영상 프레임 이미지

Figure 7-2 2C-WLPSI 를 이용하여 측정된 평면 시편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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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3 가진된 진동의 주파수에 따른 평면 시편의 Peak-Peak Error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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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단차 시편의 측정
불연속 구간을 갖는 단차 시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다. 앞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불연속 구간에 의한 위상 오차를 보정하는 실험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Figure 7-4 에 2C-WLPSI 에서 획득된 실제 영상 이미지를 측정용 카메라와 위상 검출용
카메라 각각에 대해서 측정된 평면 시편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Figure 7-5 에는 2C-WLPSI
로 측정한 결과를 3 차원 형상으로 나타내었다.
7.3.1 반복 측정 성능
실험은 주파수 10Hz, 진폭(P-P) 40 nm 의 진동에 대해서 단차 시편을 10 회 측정하여 그
반복 측정 성능을 평가하였다. 측정 조건의 앞 서 수행된 평면 시편 측정과 동일하다.
Figure 7-6 에 실험 결과를 첨부하였다. 2C-WLPSI 의 위상 오차 보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복 측정 결과가 213 nm 로 측정 단차가 3 um 임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나쁜
측정 성능을 보여준다. 이를 2C-WLPSI 의 위상 오차 보정을 사용하고 측정하였을 때는
18 nm 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8 %에 해당하는 성능이다.

a) 카메라 #1

b) 카메라 #2

Figure 7-4 2C-WLPSI 의 단차 시편 영상 프레임 이미지

Figure 7-5 2C-WLPSI 를 이용하여 측정된 단차 시편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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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ivility of Standard Step Height Measument

Repeatability (3*Stdev) [um]

0.25
0.213
0.2
0.15
0.1
0.05

0.018

0
w/o Phase Error Correction

w/ Phase Error Correction

Figure 7-6 단차 시편의 위상 오차 보정 사용 유무에 따른 반복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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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이송 기구물의 이송 속도에 따른 위상 오차의 보정
위상 오차 발생의 원인 중에 계통 오차에 해당하는 이송 기구물의 비선형 이송에 의한
위상 오차를 보정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간섭계는 이상적으로 대물 렌즈를 측정
대상물에 대해서 등 간격으로 이송시키며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데, 빠른 속도의 이송 및
이력 현상에 의해서 등 간격 이송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위상 오차가 발생한다.
이송 기구불의 비선형 이송을 만들어내기 위해, 임의로 이송 기구물의 구동 성능을
저하시키고 측정 속도를 3, 6, 7, 12, 15 um/sec 로 변화시켰다. 각 속도에서 3 um 의 높이를
갖는 표준 단차 시편을 측정하여 속도에 따른 측정값을 Figure 7-7 에 나타내었다.

Lineaity Error Correction of 2C-WLPSI
3.042

Height [um]

3.040
3.038
3.036

NONE

3.034

PRM

3.032

PEOM

3.030
0

5

10

15

Scan Speed [um/sec]
Figure 7-7 측정 속도에 따른 표준 단차 시편의 높이 측정값의 변화
위상 오차 보정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측정 결과는 이송 기구물의 이송 속도가 커짐에
따라서 표준 단차 시편의 높이 측정 값이 최대 8 nm 까지 낮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C-WLPSI 를 이용하여 측정된 표준 단차 시편의 높이는 속도에
따라 1 nm 이하의 차이 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간섭계의 측정 성능 이하의 차이로
이송 기구물의 이송 속도에 따른 위상 오차를 완벽하게 보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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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중 주파수 진동에 대한 측정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단일 주파수의 진동이 유입 되어 위상 오차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만 모의 실험 및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가진기에서 다중
주파수의 진동을 발생시켜 이 경우에도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를 보정할 수 있음 보인다.
6.2.5 절에서 소개된 가진 시스템에서 사용된 함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에는
임의의 파형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다중 주파수를
생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다중 주파수 진동의 조건은 Table 7-1 와 같다. 총 3 가지의
진동을 서로 다른 진폭과 시간 지연으로 모델링 하였다. 실제 가진기에 입력된 다중
주파수 진동의 형태는 Figure 7-8 과 같이 표현된다.
다중 주파수 진동을 가진한 조건에서 실제 측정된 평면 시편의 3 차원 형상을 Figure
7-9 표현하였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 평면 시편의 단면 형상을 Figure 7-10 에 표현하였다.
2C-WLPSI 는 위상 오차 보정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물결 무늬 오차를 약 7%
수준으로 억제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Frequency
5
10
15

Amp Ratio
0.3
0.5
0.4

Time Delay
0.1
0.2
0

Table 7-1 다중 주파수 진동의 모델링 변수

Figure 7-8 다중 주파수 진동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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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Figure 7-9 다중 주파수 진동에 의해 왜곡된 평면 시편 측정 결과

Figure 7-10 다중 주파수 진동에 대한 위상 오차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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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연산 시간
위상 오차 보정법으로 추가되는 연산 시간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640*480 의 이미지
영역에 대해서 15 um 구간을 스캔 하여 총 204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하고
연산 시간을 평가하였다.
2C-WLPSI 를 병렬 프로그래밍을 통해 최적화를 시도하였고, 사용된 해석용 컴퓨터로 8
개의 병렬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연산 시간의 비교 결과는 Table 7-2 와 같다. 2C-WLPSI 의 연산 시간이 기존의 2.6 배에
이르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2C-WLPSI 에서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연산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1. 측정용 영상 프레임의 영역 평균 위상 오차 검출
2. 위상 오차 검출용 영상 프레임의 영역 평균 위상 오차 검출
그 외에 위상 오차 보정 방안 등은 위의 연산에 비해 매우 적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시간의 무시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평균 위상 오차 검출 시에 640 * 480 이미지를 샘플링
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샘플링 비율을 1/2, 1/4, 1/8 로 변경하며 측정된 연산
시간은 Figure 7-11 와 같다. 이 때 샘플링 비율에 따른 위상 오차 복원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면 시편에 대한 물결 무늬 오차의 진폭을 실제 실험을
통해 평가하여 Figure 7-12 에 나타내었다.
샘플링 비율에 따라 연산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평면 시편에
대한 위상 오차 보정 방안은 1/8 샘플링까지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면 시편과 달리 측정 대상의 형상이 작은 경우에는 샘플링을 통해서 유효
측정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 실험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
샘플링에 의한 연산 시간 단축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평균 위상 오차 검출 과정의 병렬 프로그래밍을 최적화 하여 연산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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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WLPSI
Phase Error Correction
0.485

Basic
Time [sec]

0.187

Table 7-2 위상 오차 보정 사용 유무에 따른 연산 시간 비교

Calculation Time
0.6
0.485

Time [sec]

0.5
0.4

0.334

0.3
0.2

0.243
0.187

0.212

0.1
0
Basic

2C-WLPSI

1/2

1/4

1/8

Figure 7-11 영상 프레임의 샘플링 비율에 따른 연산 시간 변화

Amplitude (P-P) of Flat Surface Error
0.07

0.065

Height [um]

0.06
0.05
0.04
0.03
0.02

0.01

0.005

0.005

0.005

0.005

2C-WLPSI

1/2

1/4

1/8

0
Basic

Figure 7-12 영상 프레임의 샘플링 비율에 따른 평면 시편의 측정 오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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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Column Spacer 의 측정
본 논문의 연구 배경에서 설명된 LCD 공정의 인라인 공정에서 측정되는 대표적인
Column Spacer 를 측정하였다. Figure 7-13 에 Column Spacer 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Column Spacer 는 Figure 7-13 에서 가장 높은 기둥 형상으로 LCD 고정에서 TFT 기판과
Color 기판 사이의 높이를 조절하여 액정 주입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Column Spacer 가 LCD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측정 대상물이지만,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불연속적인 단차를 갖는 기둥 형태의 측정 대상물이면서 측정 영역(FOV)에
대비 매우 작은 영역에 해당하는 작은 측정 대상물이며, 측정 대상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

측정이

불가한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위상 오차

입장에서는 다양한 단차를 갖는 측정 대상물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2CWLPSI 이전에는 Column Spacer 를 측정할 때, 위상 오차를 이용한 보정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 LCD 공정에서의 Column Spacer 의 측정에서 2C-WLPSI 의
역할이 기대된다.
측정에 사용된 Column Spacer 의 높이는 대략 4.9 um 이며, 앞의 실험과 동일하게
이미지 획득은 200 Hz 속도로 15 um 구간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가진기에 의해서 Column
Spacer 에 가진 된 진동은 진폭(P-P) 40 nm 의 크기에 10 Hz 의 주파수가 사용 되었다. 총
10 회의 측정이 수행되었고 그 반복 측정 결과의 보정 전 후의 결과는 Figure 7-14 에
표현되었다. 보정 후에 7 % 수준으로 반복 측정 성능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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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3 Column Spacer 측정 결과

Repeatability of Column Spacer Measurement

Repeatability (3*Stdev) [um]

0.06

0.05

0.0498

0.04
0.03
0.02
0.01

0.0035

0

w/o Phase Error Correction

w/ Phase Error Correction

Figure 7-14 Column Spacer 의 위상 오차 보정 사용에 따른 반복도 비교

111

제 8 장 결론
본 논문은 백색광 위상 천이 간섭계에서 위상 오차에 의한 형상 복원 오차를 최소화
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 간섭계에 밴드 패스 필터와 카메라를 추가하는 2CWLPSI 시스템을 제안하여, 영상 해석을 이용한 위상 오차 보정 방안이 가지고 있는
진동에 대한 보정이 가능한 장점을 유지하면서, 불연속 측정 대상물에 대한 보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측정용 카메라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와 추가된 위상 검출용 카메라에서
검출된 위상 오차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두 카메라가 서로 다른 중심
파장을 갖는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송 간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위상 변화를
겪게 되고, 따라서 서로 다른 위상 간격으로 간섭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두 위상을 일치시켜 추가로 획득한 영역 평균 위상 오차를 위상
오차 보정에 사용하기 위해, 위상 오차 일치법 PRM 과 PEOM 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PRM 과 PEOM 에 대해서 간섭 신호 모의 실험을 통해 위상 오차 일치 방안의
정상적인 동작 및 성능을 검증하였고, 2C-WLPSI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제로 위상 오차를
보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작된 2C-WLPSI 를 통해 확인한 실제 시스템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광원의 스펙트럼 및 대물 렌즈 개구수에 따른 위상 오차의 검출 가능 범위를
평가하여,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보정

가능한

최대

단차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제작된 시스템에서는 최대 4.9 um 까지의 단차에 대해서 위상
오차의 보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 보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 실험과 실제 실험을
진행하여, 50 Hz 이하의 진동 주파수 내의 모든 영역에서 측정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10 Hz 이하의 진동에 대해서는 진동에 의한 영향을 5~7 %
수준까지 억제하는 성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
3. 선형 위상 오차에 해당하는 고속 측정에 의한 위상 오차를 3 um 의 단차 시편에
대해서, 1 nm 이내에서 보정이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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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1. 모의 간섭 신호 모델링
본 장에서 다양한 측정 조건에서 위상 오차 검출 결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목적과
함께 구성된 시스템의 성능을 모의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정 대상물에 대해서
위상 오차가 발생했을 때의 간섭 신호를 모델링 하여 가상의 영상 이미지 프레임을
획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현미경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백색광 간섭계에서 만들어지는 간섭 신호를 모델링 하는
식은 최소한 다음 4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35]
1.

대물 렌즈의 개구수

2.

광원의 대역폭

3.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에 의한 위상 오차.

4.

측정 대상물의 형상

먼저 간섭 신호를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대물 렌즈의 개구수와 조명으로 사용되는
광원의 대역폭을 고려하는 간섭 신호식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2.1.1 절에서 설명된
단색광 간섭 신호식 Equation 2-3 에서 ℎ(𝑥) − 𝑧는 광 경로 차 OPD (Optical Path Difference:
OPD)로 정의되며, 광경로차(OPD)의 크기에 따라 간섭 무늬가 발생한다.
𝑂𝑃𝐷 = 2(ℎ(𝑥) − 𝑧)
Equation 0-1
간섭 광학계에 사용되는 대물 렌즈의 개구수 (= 𝑠𝑖𝑛 𝜃0 ) 를 고려하면 광경로차(OPD)는
Figure 0-1 에서와 같이 달라지게 된다.
𝑂𝑃𝐷 = 2(ℎ(𝑥) − 𝑧) cos 𝜃
Equation 0-2
즉, 빛의 입사각에 따라 광경로가 달라지므로 Figure 0-2 의 광경로가 동일한 적분
구간을 고려하여 입사각에 따라 적분을 해 주어야 한다.
𝜃0

𝐼(𝑥, 𝑘̂ , 𝑧) = 𝐼𝑜 (𝑥)𝑘̂ 2 ∫ 1 + 𝛾(𝑥)𝑐𝑜𝑠(2𝑘̂ (ℎ(𝑥) 𝑐𝑜𝑠 𝜃 − 𝑧) 𝑠𝑖𝑛 𝜃 𝑑𝜃
0

Equation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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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D  H  cos



H
7.50

Focus Position
32.0°

Sample

Figure 0-1 개구수에 의한 광경로차(OPD)의 변화

k sin

High
Magnification
Lens ( Actual)


max
2.6°
29.4°

dθ
Area 2 (k sin )(kd )

Figure 0-2 개구수에 대한 적분 구간
앞서 진행된 계산은 광원이 단색광으로 고려하였고, 실제로는 광원으로 백색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백색광 주사 간섭계에서는 광원의 대역폭에 따른 적분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LED 조명으로부터 방출되는 백색광 조명의 주파수 분포 함수(Spectral Distribution
Function)는 Figure 0-3 과 같이 나타난다.

kˆ min

kˆ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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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0-3 백색 LED 조명의 파장 분포 함수(Spectral Distribution Function)
백색광 조명의 스펙트럼의 분포 함수를 𝐹(𝑘̂ ) 라 정의하면, 단색광에 대해서 고려된
Equation 0-3 을 다음과 같이 적분할 수 있다.
̂ 𝑚𝑎𝑥
𝑘

𝐼(𝑥, 𝑘̂ , 𝑧) = 𝐼𝑜 (𝑥) ∫

̂ 𝑚𝑖𝑛
𝑘

𝜃0

𝑘̂ 2 𝐹(𝑘̂ ) ∫ 1 + 𝛾(𝑥)𝑐𝑜𝑠(2𝑘̂ (ℎ(𝑥) 𝑐𝑜𝑠 𝜃 − 𝑧) 𝑠𝑖𝑛 𝜃 𝑑𝜃 𝑑𝑘̂
0

Equation 0-4
𝐹(𝑘) 조명 스펙트럼의 분포 함수
𝑘𝑚𝑎𝑥 조명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최대 전파 상수
𝑘𝑚𝑖𝑛 조명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최소 전파 상수
다음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을 고려하도록 한다. 진동에 대한 위상 오차를
고려한 Equation 3-8 을 참조하여 앞의 과정을 통해 모델링 된 Equation 0-4 을 진동을
고려하도록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 𝑚𝑎𝑥
𝑘

𝐼(𝑥, 𝑘̂ , 𝑧) = 𝐼𝑜 (𝑥) ∫

̂ 𝑚𝑖𝑛
𝑘

𝜃0

𝑘̂ 2 𝐹(𝑘̂ ) ∫ 1
0

+ 𝛾(𝑥)𝑐𝑜𝑠(2𝑘̂ (ℎ(𝑥) 𝑐𝑜𝑠 𝜃 − 𝑧 + 𝛿𝑐𝑜𝑠(2𝜋𝑓𝑣 𝑡 + 𝛼)) 𝑠𝑖𝑛 𝜃 𝑑𝜃 𝑑𝑘̂
Equation 0-5
마지막으로 측정 대상물의 형상은 Equation 0-5 의 ℎ(𝑥) 을 형상에 맞게 설정해 주는
것으로 모델링 된다..
완성된 간섭 신호 모델링 수식을 이용하여 모의 실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시스템
모델링 프로그램의 외형은 Figure 0-4 과 같고, 이 프로그램은 측정 결과에 관여하는
변수들의 영향을 평가해 보는 과정에서 실제 간섭 신호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 연구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상 프레임의 획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들을 제한하여 위상 오차 보정 시스템의 정확한 성능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준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 사용해 본 결과 실제 간섭 신호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실험 조건에 대해서 위상 오차를 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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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0-4 2C-WLPSI 시스템 모의 실험 프로그램의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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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ection of Phase Error Using 2 Cameras in White-Light Phase-Shifting Interferometer
In this thesis, research to minimize the distortion caused by the phase error in white light phase
shifting interferometer was conduct. Phase error caused by the nonlinear movement of a scanner and
the difference between an ideal interval and the actual interval according to the central wavelength of
the light source as well as phase error caused by the mechanical vibration can both occur. These error
types affect the quality of reconstructed 3D surfaces.
Existing research which used the phase error to improve the measurement results cannot be applied
to discontinuous samples distorted by disturbance such as vibration. In this thesis, 2C-WLPSI (2
Camera White-Light Phase-Shifting Interferometer), i.e., a white-light phase-shifting interferometer
added to a band-pass filter and a camera is proposed to get a continuous area average phase error. A
phase error correction method applicable to samples containing discontinuous regions up to 5 um in
height is proposed.
In the effort to correct this phase error detected from the measurement camera and additional phase
error detected from a 2nd camera which does not match that of the first was found. To address this
issue, a Phase Ratio Matching (PRM) method and a Phase Error Offset Matching (PEOM) method are
proposed.
By producing a program that simulates an interference signal, the proposed system and the phase
matching methods were verified. With the actually fabricated 2C-WLPSI and a vibration generator
using a piezoelectric actuator (PZT Stage), the performance was evaluated.
Under 2 ~ 50 Hz vibrating condition, the results obtained by the proposed correction method and
the 2C-WLPSI system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with no correction method. When measuring an
object with a discrete interval of 5 um, the error caused by significant vibration can be removed. In
particular, at a vibration frequency of 10 Hz the proposed method was able to reduce the distortion of
the shape to a maximum o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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