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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영상복원 기술을 이용한 전자주사현미경에서의
반도체 웨이퍼 CD 측정 시스템 개발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Critical Dimension(CD)의 측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CD 는 회로상에서 경계 길이나 회로 선 간의 간격 폭을 일컫는 말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선폭이 수십 nm 이하로 떨어지면서 고배율 광학계의 한계로 인하여 저
전압 전자빔 주사 영상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메모리 표면 형상(CD)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CD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장비를 이용하여 반도체 마스크 형상 영상을 얻고,
이 영상에 대하여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CD 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EM 으로 얻은 마스크 형상 영상의 CD 측정에 영향을 주는 비점수차
및 초점 이미지(focused image), 노이즈 개선, CD 측정 알고리즘 개발 등 4 가지 인자에
대한 개선작업을 바탕으로 CD 반복도 향상에 대한 작업을 하였다.
SEM에서 발생하는 비점수차를 실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이와 더불어 Nonlinear Anistropic Diffusion Filter(이하 NADF)를 이용하여 전자기파간의
간섭에 의해 발생하는 Speckle Noise를 제거 하였다. NADF는 이미지를 일종의 빛의
흐름으로 인식하여 유체 해석에 이용되는 편미분 방정식(PD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도입하여 확산 방정식(Diffusion Equation)을 이용한 영상 처리 기법이다.
또한 균일한 밝기의 SEM image를 얻기 위한 작업으로 이미지의 밝기 및 Contrast에
영향을 주는 Offset및 Gain Error를 보정하는 A/D Converter를 장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BCC(Auto Bright and Contrast Control)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NADF 및 ABCC의 구현으로 얻은 SEM 이미지의 intensity profile에 대하여 혼합
가우시안과 facet 모델링을 혼합 Fitting하여 최종적으로 CD를 구하였다.

주요어 : Astigmatism, Non-linear anisotropic diffusion filter, ABCC(Auto Bright and Contrast
Control), Gaussian mixed modeling, Facet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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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구배경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한국의 중추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생산 기술 및 양에 있어
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첨단 기술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
폰 및 테블릿 PC 의 폭발적인 수요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량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
으며, 이에 맞추어 생산성 증가를 위하여 많은 측정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라인의 생산성 증가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공정 장비 및 계측장비에 대한
설비 투자가 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반면에 국내 기반 기술의 열세로 인해 핵심 장비, 부품,
소재의 국산화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많은 핵심 장비 및 소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요구 되는 정밀도를 얻기 위하여는 나노(nano) 급을
요구하는 공정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특히 표면 결함 및 형상 불량은
수율 및 품질 유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공정이 고집적화 및 초정밀화
되면서 이러한 결함 및 불량을 검출하는 여러 종류의 자동화된 검사 장비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정밀 검사 기술을 이용하는 형상 측정 장비 분야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거의 국산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분야이나, 최근에 어느 정도 기술
발전에 힘입어 서서히 장비의 국산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밀한 반도체 라인의
특성상 전체 공정에서 측정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실제로도 반도체 자체의
품질 및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장비 가격 또한 다른 공정 장비에
비하여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반도체의 다양한 형상을 측정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그 의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스크 형상 검사는 반도체 품질
및 성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들 주요 마스크 형상에 대한 Critical
Dimension(이하 CD 라 부른다) 측정 기술의 연구 및 검사 시스템의 개발은 성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장비 국산화에 기여하고, 또한 핵심 기술의 보유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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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향

일반적인 형상 검사는 2D 광학계를 사용하여, 초점이 맺은 영상에 대한 영상처리를 기반으
로 하였다. 그러나, 측정 대상의 형상이 크기가 작고 일정한 높이를 지니는 반도체 마스크의
경우에 대하여는, 요구 되는 고 배율 광학계에서의 초점 심도의 한계로 초점이 맺는 영상을 구
현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이하
SEM 이라 부른다)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을 얻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하
여 반도체 마스크의 형상을 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SEM 은 전자가 매우 작은 파장(약
0.1nm)에 의해서 매우 낮은 분해 능(10~0.5nm)을 가짐과 동시에 깊은 침투 깊이(0.1~1mm)의
초점화 구현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바탕으로 높은 집적 도와 높은 종횡 비의 가공이 이
루어 지는 반도체 사업분야의 측정 장비로서 널리 쓰인다. 그러므로 반도체 공정 과정의 모니
터링과 반도체 칩 결함 검사에 특화된 장비라고 할 수 있다. SEM 을 이용한 마스크 형상 측정
의 기존 방법은 일반적으로 픽셀 수준의 미분을 통한 slope 의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1-5]. John S[1]는 Regression to baseline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미분을 통해 구
한 slope 라인과 slope 이 없는 baseline 을 추정하여 이 둘의 교차점을 edge point 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hivani[2]는 Maximum Derivative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Intensity 가 가장
큰 point 들간의 거리를 CD 값으로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Vita[,4]는 Height edge
method 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미분의 최대값과 baseline 사이의 경계값을 정하여 그 경계
값과의 교차점을 edge point 로 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은 픽셀
과 픽셀 사이를 정수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안
하는 방법으로 [5]는 원 영상을 확대하여 픽셀과 픽셀 사이를 확대하여 이 사이를 보간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영상 확대시 할당 되는 픽셀들에 대하여 유사 이미지간의
학습을 통한 패치를 적용해야 해서 연산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시간 측정에 적용하기에는 어려
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sup pixel 수준의 측정 반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model base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이에 적합한 noise 제거 필터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
이고 정확한 형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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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1.3.
반도체

라인에서

검사장비에서

운영되는

측정된

마스크

형상

데이터의

검사

장비는

정확도(Accuracy),

공정의

정밀함으로

반복도(Repeatability)

인하여,
및

재현성(Reproducibility)이 품질관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는다. 따라서, 정확도(Accuracy),
반복도(Repeatability) 및 재현성 (Reproducibility)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선명한 화상의 획득과
이의

적절한

화상

처리

기술,

그리고

최적화된

해석

알고리즘의

개발

및

정확한

보정(Calibration)이 중요하다. 또한 생산성 및 수율 향상을 위하여는 짧은 리드 타임(Lead Time)
및 빠른 측정 시간이 필수적이다 [6-8].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크기를 지닌 마스크 패턴의 선명하고 안정적인 화상
획득을 위하여 영상획득시 발생하는 비점수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CD 검사에 있어 반복 정밀도(Repeatibility)와 재현성(Reproduci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intensity 또한 일정한 값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초점이 최적으로 맞혀져
있다 하더라도 intensity의 변화는 곧바로 CD 측정 값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의 밝기 및 Contrast를 일정하게 콘트롤하기 위해 이에 영향을 주는 offset 및 gain
에러를 보상해 주는 피드백 콘트롤러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균일한 밝기의 이미지를
보정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speckle 노이즈 제거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filtering 방법[9-24]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 가능한 필터 처리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필터링
방법은 주로 의료 영상에서 확산(diffusion)을 이용하여 speckle noise를 제거하는 기법으로,
이런 확산의 기법은 각 영상의 목적에 맞게 변형, 적용되어 왔다. Diffusion 필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의 방법들을 분석하고, 이를 중 대표되는 방법을 SEM에 적용하여 보았다. 이와
더불어 기존 확산 알고리즘으로 얻은 SEM 에서의 마스크 형상 이미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된 확산 필터 알고리즘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필터 처리된 이미지의 Intensity profile에 대하여 픽셀 수준의 경계 추출을
완료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브 픽셀 수준의 경계 추출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서브 픽셀
방법에는 에지의 강도를 보간하여 경계 추출을 하는 보간법과 Parametric Model Method[25]가
있는데, Parametric Model은 이미지의 intensity 변화를 연속함수로 가정하여 모델링을 한 후,
구해진 연속 함수로부터

서브픽셀 정밀도로 경계 추출을 하는 방법과, LoG로 Zero-crossing을

구한 뒤, Zero-crossing 주위를 Facet Model[26]로 가정하여 연속 함수를 구한 후, 다시 서브
픽셀 정밀도로 Zero-crossing을 구하는 방법[27]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픽셀 수준의
경계 추출 방법을 통해 경계를 추출하여 구하고자 하는 경계들의 방향을 파악한 후, 구해진
경계점 주위에서 서브 픽셀 수준의 경계 추출을 수행하였다. 서브 픽셀 수준의 경계 추출에
대해서는 혼합 가우시안 모델링을 통해 fitting하여 기존 알고리즘에 비하여 향상된 반복도
데이터를 얻었다.
3

본 논문은 총 8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SEM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는 방법과,
CD측정 반복도에 영향을 주는 비점수차, 밝기, Speckle Noise, CD measurement의 4개 요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고, 제 3장에서는 Auto focusing[28-33]및 비점수차의 실시간 보정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균일한 밝기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 비점수차를
보정하여 얻은 SEM 이미지에 대하여 밝기를 분석, 자동으로 보정하는 ABCC(Auto Bright and
Contrast Control)알고리즘을 개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5장에서는 SEM 영상의 Edge와
Noise를 선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기존의 필터들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노이즈
제거 필터의 구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 6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얻은 이미지에 대하여
서브픽셀 수준의 profile을 얻고, 그 profile에 대하여 Gaussian 혼합 모델링으로 fitting 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7장에서는

모델링을

바탕으로

subpixel

resolution으로 CD를 해석한 결과를 설명하였고, 8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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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수준의

제 2 장 CD- SEM 을 이용한 CD 측정 개요 및
CD 반복도 저해 요소
2.1.CD-SEM을 이용한 CD 측정 Procedure
Lithography공정에서 마스크 패턴이 웨이퍼에 설계된 패턴대로 옮겨졌는지를
옮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CD-SEM 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 CD-SEM을을 이용한 검사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진다[3,4](fig 2.1).

<Fig 2.1> SEM 을 이용한 반도체 마스크 형상 측정 순서
waferloading :
웨이퍼를 기기에 삽입하게 되면 로봇암이 웨이퍼를 기기 내의 지정된 위치에 가져다 놓게
된다.
globalalignment :
웨이퍼를 지정된 좌표계로 맞추기 위해 rotation을 시키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Pattern recognition :
patternrecognition 이용해 지정된 검사위치를 찾아내고 SEM column의
광학카메라를 이용한 patternrecogni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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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로 이동시킨다.
Image acquisition :
미세 패턴의 CD를 측정하기 위해 SEM을 이용하여 해당 패턴의 영상을 얻어 낸다.
CD measurement :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패턴의 CD를 측정한다.
Apply Result:
측정한 CD값을 resolution에 맞게 계산한다.
다음 절에서 SEM을 이용, 영상을 얻는 “Image acquisition”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영상을
얻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2.2. SEM을 이용한 영상 획득
Fig 2.2는 SEM 시스템의 전자 광학계 구조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Fig 2.2> SEM 구조
전자 광학계는 크게 전자를 방출하는 전자총과 전자빔을 시료상에서 1~6nm로 축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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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자렌즈부, 시료표면에 전자빔을 스캔해주는 스캔시스템으로 구성된다. [35]
전자총은 전자를 방출하는 원리에 따라 크게 열방사형 전자총과 전계방사형 전자총으로
나눌 수 있다. 원자 내의 전자는 원자핵과 전기력 작용에 의하여 특정위치에서 특정 에너지를
갖고 존재한다. 이러한 전자를 공중으로 방출하기 위해서는 페르미에너지의 차이 이상이 되는
에너지를 전자에 공급해 주어야한다. 여기서 열방사형 전자총의 경우는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가 방출 되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전계방사형 전자총의 경우는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전자가 방출됨에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 장벽을 낮추어 전자가 쉽게 방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 렌즈부는 전자빔의 사이즈를 축소하기 위한 부분으로써 여러 단계의 집속 렌즈와
대물렌즈를 이용한다. 이러한 전자렌즈부는 크게 쿨롱힘을 이용한 정전기렌즈와 자장을 이용한
전자기렌즈 두 종류로 구분된다.
여기서 전자가 받는 힘의 세기는 (식 2.1)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1)

<Fig 2.3> 전자기렌즈 모식도
(Fig 2.3)은 전자기렌즈를 모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자기렌즈는 코일을 이용하여 전자가
이동하는 내부에 자기장을 형성하고 이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가 나선운동을 하면서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스캔시스템은 입사된 전자빔을 사용자가 원하는 배율의 영역에 대해서 한점씩 scanning을
하고 여기서 발생된 신호를 통하여 영상을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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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D 측정 반복도 저해 요소
반도체 CD측정에서의 반복도란 반도체 Lithography 공정에서 설계된 패턴대로 패턴 형상이
제대로 나왔는지 Feed Back을 주기 위한 정보의 신뢰도 데이터로서 “Lithography 공정에서
생성된 반도체 형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측정대상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반복 정한 경우, 개개의 측정치가 일치하는 성질 또는 정도를 의미한다.”이러한 CD 반복도의
향상은 곧 반도체 수율 향상과 직결되며 반도체 공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반도체
CD 반복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점수차, 균일 밝기
이미지, Speckle noise, CD 측정 알고리즘의 4가지 인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비점수차, 균일밝기, Speckle noise, CD측정 알고리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고, 다음 장부터
차례대로 앞의 4개의 인자에 대한 개선작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3.1 비점수차 (Astigmatism aberration)

<Fig 2.4> 비점수차에 따른 Focus Step 에서의 이미지

비점수차 영상의 일그러짐은 SEM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시편에 입사되는
전자빔의 spot이 정확히 둥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이 SEM의 분해능을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분해능 저하는 CD반복도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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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SEM은 비점수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stigmators가
장착되어 있는데 일그러진 spot에 반대의 전자기장을 걸어 교정하기 위함이다.
2.3.2 Speckle Noise
Speckle은 전자 주사 현미경을 이용한 이미지를 획득 시, 주사된 전자기파간의 간섭에
의해서 생기는 노이즈를 말한다. Speckle noise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8].

Y = X ⋅n

(2-2)

<Fig 2.5> Speckle Noise
여기서 Y는 관찰된 마스크 이미지의 데이터, X는 noise free data, 그리고 n은 speckle
noise를 나타낸다. 즉 관찰된 이미지의 data는 원신호에 speckle noise를 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Speckle noise는 CD 해석에 필요한 Edge Profile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Edge Profile에 대하여 최대한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토록 개선이 필요하다.

2.3.3 밝기
전자빔 주사방식은 브라운관 TV의 주사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Fig.2.6)은
현미경에서 전자빔을 시료 표면에 주사하여 영상을 획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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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이차전자의 광전자 증배관(PMT)로의 획득 과정

촬상관의 타겟 (target)면에 만들어진 전기상은 대전량이 무수한 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화상의 전기 신호 (영상신호)로 바꾸기 위하여 (Fig.2.6)와 같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상부에서 하부의 순서대로 분해한다.

<Fig 2.7> PMT 를 통과한 이차전자를 A/D 컨버팅하여 최종 이미지를 얻는 과정

수상기 쪽에서는 브라운관 형광면 위에 보내져 온 영상신호를 순서대로 조립하여 화상을
재현한다. 이와 같이 화상을 분해하기도 하고 조립하기도 하는 것을 주사라 한다.[42] 주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하므로 실제로는 가로선으로 분해 조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화면을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분해하는 것을 수평주사라 하며,수평 주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로선을 주사선이라 한다. 주사선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늘어놓아 가는 주사를 수직주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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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주사선으로 구성되는 화면을 래스터 (raster)라 한다. 1개의 주사선에서 다음의
주사선으로 옮기는 사이를 귀선 (Fly backline)이라 한다. 주사파형의 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2차 전자 신호를 영상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analog to digital
converter, ADC)를 사용한다. 이 변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A/D 컨트롤러에는 offset과 gain
parameter가 존재한다. 이 두 개의 인자는 SEM 이미지의 밝기와 Contrast를 제어하는
인자로서 SEM이미지의 Intensity를 제어할 수 있다. SEM Image의 Intensity는 CD의 Accuracy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균일한 밝기의 SEM Image를 얻지 못하면 Accuarcy 데이터가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2.3.4 CD측정 알고리즘
CD측정 단계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이미지 개선 단계”와 “CD를 계산하는 단계”로
나눠진다. “비점수차 보정” 및 “Speckle 노이즈”, “밝기” 인자가 이미지 개선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CD측정 알고리즘은 CD를 계산하는 단계로서 반복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CD측정 알고리즘은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이미지 개선 단계와 연계하여, 그에 맞는
알고리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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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점 수차 보정
3.1 비점수차
3.1.1 비점수차의 발생원리
비점수차란 보통 기하광학에서 논의되는 단색수차중의 하나로 자오면 방향으로 입사하는
빛이 모이는 점과 구결면 방향으로 입사하는 빛이 모이는 점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차이다. 이온광학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로 비점수차가 발생하게 된다.
(Fig 3.1)는 전자빔에 의해 발생하는 비점수차와 Stigmator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 3.1)와 같이 전자빔이 대물렌즈를 지난다고 가정하여보자. X축에서 출발한
전자빔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초점이 맞게 되고, 장축에 위치한 X축은 상대적으로 더
먼 거리에서 초점이 맞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렌즈 설계 시 비대칭성의 문제로도
발생되나 In-Line SEM의 경우 장시간 장비 사용에 의한 조리개 또는 전자선 통로의 변형,
Stage 이동에 따른 진동의 영향, 웨이퍼 평탄도에 의한 경사각 효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원형으로 나타나는 지점을 In Focus(혹은 IF)라하고 그
위치보다 가까운 지점에서의 Focus 상태를 Upper Focus(혹은 UF), 먼 지점에서의 Focus
상태를 Lower Focus(LF)라 칭하였고 본문에서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Fig 3.1> 비점수차가 존재할 경우의 광경로와 Focus 영역의 모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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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Stigmator

Stigmator는 3.1.1 에서 설명한 비점수차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이다.
Stigmator는 분할된 Pole의 개수에 따라 4 pole, 8pole 등으로 구분되며 자기장을 이용한
형태와 전기장을 이용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38].

<Fig 3.2> 8pole stigmator

(Fig 3.2)은 8pole의 stigmator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V1,V3,V5,V7은 stigmator A(혹은
StigA)값에 의해 전압을 조절하고 V0,V2,V4,V6은 stigmator B(혹은 StigB)의 값에 의해 전압을
조절한다.

3.2. 비점 수차 보정 알고리즘
3.2.1 기존 보정 방법(Manual feedback 을 통한 보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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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Manual feedback 사용에 필요한 직교하는 격자 패턴

(Fig 3.3)은 격자 패턴을 이용한 자동 비점수차 보정 방법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이 방법의
Procedure 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 육안으로 두 라인의 격자 패턴 이미지의 Focus를 Focus Parameter를 이용하여
Setting한다.
단계 2 : Focus parameter 조절만으로는 격자 패턴의 각각의 축에 대해

Focus를 전부 맞출 수

없다면, Focus parameter를 각각의 Focus가 맞는 Parameter의 중간값에 setting을
한다.
단계 3 : Stigmator A의 Step 간격을 조절하면서 해당 축 방향의 focus를 맞춘다.

단계 4 : Stigmator B의 Step 간격을 조절하면서 해당 축 방향의 focus를 맞춘다.
단계 5 : 1~4단계를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비점수차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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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Manual 측정 방법을 이용한 비점수차 보정 방법

이 방법은 사람의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비점 수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시각정보에 의한
Feedback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Astigmatism 이 보정된 Clearest SEM Image 를 얻을 수 있다
[45]. 하지만 이 방법은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정하는 정량적(quantitative)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각에 의존하는 정성적(qualatative)적인 방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방법
의 한계를 해결하고, 임의 형상을 가진 SEM 이미지의 Astigmatism 을 보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입사 Beam 의 Spot 사이즈와 SEM Image 의 Spectrum 분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자동
으로 Astigmatism 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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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reprocessing of Astigmatism Correction
3.3.1 White 노이즈 제거

<Fig 3.5> Low focused Image (with white noise)

Beam 의 Spot 사이즈와 SEM Image 의 Spectrum 분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Astigmatism 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비점수차를 보정하기에 앞서 White 노이즈에 의한
error 를 보정하기 위해 매뉴얼로 포커스를 맞춘 후, 가속전압, 전자빔 스팟 사이즈 축소율,조리
개 등을 동일한 조건에서 증배관의 증폭비율만 변경하여 영상을 획득하였다. (Fig 3.5)는 백색잡
음의 주파수 확인하기 위하여 정초점이 아닌 상태에서 증배관(Photo-multiplierTube)의 증폭 비
를 최대의 70%로 높여 SNR 을 극대화 시킨 이미지 이다. 증배관의 증폭비율을 70%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백색잡음의 비율이 높아져 영상 전체에서 백색 잡음이 나타나게 된다. 영상 데이
터를 획득한 Sampling rate 는 1MHz 이며 90000 개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획득한 이미지 데
이터 중에서 1024 개의 데이터를 추출 하여 주파수 분석을 하였다.

<Fig 3.6> FFT of High focus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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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은 초점이 잘 맞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주파수 분석을 한 결과이다. 위의 그래프와
같이 150K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낮은 Amplitude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Fig 3.7> FFT of Low focused Image with White Noise

(Fig 3.7)는 정초점이 아닌 상태에 증배관의 증폭 비율을 높여 백색잡음의 비율을 증가시킨
이미지를 이용하여 주파수 분석을 한 결과이다. (Fig 3.6)과 달리 150Khz이상의 주파수의
Amplitude가 4배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색잡음은 전범위의
주파수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특히 150Khz이상의 주파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3.2 디지털 필터 설계
백색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70Hz 에서부터 150khz까 지의 Band PassFilter를 설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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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Band pass filter

<Fig 3.9> Filterd signal

(Fig 3.10)은 설계된 Band passfilter를 이용하여 백색잡음이 섞인 이미지 데이터를 필터링 한
결과이다. 그래프와 같이 70Hz이하의 신호와 150khz이상의 신호가 제거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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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Band pass filtered image

3.4 자동 Astigmatism 보정 알고리즘 개발
3.4.1 Beam 의 Spot Size 분포와 SEM 이미지의 주파수 Domain 에서의 관계
측정 시료에 입사된 Beam 의 Spot Size 와 SEM Image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i ( x, y ) =

∫∫ b( x − x ', y − y ')o( x ', y ')dx ' dy '

b( x, y )

: Current Distribution Function of a Probe Beam

o ( x, y )

: Object Image

i ( x, y )

: SEM Image

(3 − 1)

이는 컨볼루션 적분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 I ( X , Y ) = B( X , Y ) × O ( X , Y )

(3 − 2)

즉 이미지 스펙트럼 = 투과특성 × 피사체 스펙트럼 이다. 여기에서 B（X，Y）는 빔의 점상
분포（PSF）라 불리우는 것으로, 피사체(Object)가 점인 경우에 이 광학계에 의한 상을 나타내
는 것이다. 식 (3-2) 의 의미는 「광학계에 의한 피사체(Object)의 이미지를 구하는 데는 피사체
를 다수의 점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점의 상( )을 겹쳐 합치면 된다」라는 것이다. (Fig 3-11)에
이들 관계를 나타냈다. “피사체 O 와 입사된 Beam 의 점상분포 B 와의 컨벌루션이 형상 I 이다”
라는 식 (3-2) 을 나타내고 있다.

비점 수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입사 Beam 의 Spot Size 에 대한 모델링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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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결상 방정식 원리
1) Non-Astigmatism 의 경우
비점수차가 발생하지 않은 두 개의 다른 이미지 조건하의 beam 의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하면 다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나타난다
( x2 + y 2 )

b1 ( x, y ) ∝ exp

σ 12

=> B1 ( X , Y ) ∝ expσ1 ( X

2

+ Y2)

(3 − 3)

=> B2 ( X , Y ) ∝ expσ 2 ( X

2

+ Y2 )

(3 − 4)

2

(x + y )
2

b2 ( x, y ) ∝ exp

2

σ 22

2

이를 식 (3-2) 에 대입하면
I1 ( X , Y ) = B1 ( X , Y ) × O ( X , Y )
I 2 ( X , Y ) = B2 ( X , Y ) × O( X , Y )
=>
 I ( X ,Y ) 
 B1 ( X , Y ) × O ( X , Y ) 
ln  1
 = ln 

 I2 ( X ,Y ) 
 B2 ( X , Y ) × O ( X , Y ) 
σ12 ( X 2 + Y 2 )

 B1 ( X , Y ) 
exp

= ln 
 = ln 
σ2( X 2 + Y2 )
 exp 2
 B2 ( X , Y ) 







= ( X 2 + Y 2 )(σ 12 − σ 22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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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5)로 나타낼 수 있다.

<Fig 3.12> 비점수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Probe beam 의 분포

식 (3-5)을 바탕으로 SEM 이미지 스펙트럼은 Probe Beam 의 점상 분포와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 포인트에 대하여 강제로 Beam 의 분포를 다르게 줄 경우 실험적으로도
실험적으
확인할 수
있다.

<Fig 3.13> 실험에 따른 Probe beam 의 분포 및 SEM 이미지의 스펙트럼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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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n-Astigmatism 의 경우
비점수차가 발생하는 두 개의 다른 이미지 조건하의 beam 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이 가능하다.

b1 ( x, y ) ∝ exp

 x2 y 2 


+
 σ x21 σ 2y1 



b2 ( x, y ) ∝ exp

 x2 y 2 


+
 σ x2 2 σ y2 2 



=> B1 ( X , Y ) ∝ exp
=> B2 ( X , Y ) ∝ exp

2 X 2 +σ 2 Y 2
σX
Y1
1

(3 − 6)

2 X 2 +σ 2 Y 2
σX
Y2
2

(3 − 7)

이를 식 (3-2) 에 대입하면

I1 ( X , Y ) = B1 ( X , Y ) × O( X , Y )
I 2 ( X , Y ) = B2 ( X , Y ) × O( X , Y )
=>
 I ( X ,Y ) 
 B1 ( X , Y ) × O( X , Y ) 
ln  1
 = ln 

 I2 ( X ,Y ) 
 B2 ( X , Y ) × O( X , Y ) 
 exp σ X 1X +σY 1Y
 B1 ( X , Y ) 
= ln 
2
2 2 2
 = ln 
B
(
X
,
Y
)
 exp σ X 2 X +σY 2Y
 2


2
2
2
2
= X ( σ X 1 − σ X 2 ) + Y ( σ Y21 − σ Y2 2 )
2

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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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3 − 8)

<Fig 3.14> 비점수차가 발생 할 경우의 Probe beam 의 분포
식(3-8)을 바탕으로 비점수차가 발생할 경우도 SEM 이미지 스펙트럼은 입사 Probe Beam 의
점상 분포와 각각의 x, y 분포에 대하여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비점수차가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둘 다 이미지의 스펙트럼과 Beam 의 점상
분포는 반비례 관계이며, 비점 수차가 발생할 경우, 해당 축으로의 분포정도의 차이만
발생한다.)
식(3-8) 대한 실험 결과를 (Fig 2.15)에
2.15) 나타내었다.

<Fig 3.15> 실험에 따른 Probe beam 의 분포 및 SEM 이미지의 스펙트럼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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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FFT Image Analysis
식 (3-5)및 식 (3-8)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Stigmator A 를 이용
하여 Stigmator A 의 값 변화에 따른 영상변화를 관측하였다. 영상은 Stigmation A, StigmationB
값과 focus 값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영상을 획득하였다. 본 영상은 본 실험실에서 현재 개발
중인 SEM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500eV 20pA 의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시편은
Metrocal 300 mm Wafer 에서 비점수차를 수정할 때 사용되는 동심원을 사용하였다, 측정배율
은 100K 이고 512x512 pixels 8 bit 흑백영상 16Frame 을 평균하여 나타내었다. 같이 나타낸 영
상은 원영상을 진폭에 대해서 데시벨 단위로 Fast Fourier Transform(이하 FFT)를 실행한 후 이
진화를 실행하여 얻었다.

(a) LF & No Stig (b) IF & No Stig (c) UF & No Stig

(d) LF StigA-5

(e) IF StigA-5

(g) LF StigA+5

(h) IF StigA+5

(f) UF StigA-5

(i) UF StigA+5

(j) LF StigB-5 (k) IF StigB-5 (l) UF Stig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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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F StigA+5 (n) IF StigA+5 (o) UF StigA+5

<Fig 3.16> Stigmation A/B 와 Focus 상태에 따른 원영상 변화 및 FFT Image 변화
(Fig 3.16) 의 영상을 관찰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Stigmation A 또는 Stigmation B 가 어긋나 있는 경우 Focus 영역을 기준으로 Lower Focus
인 상태의 영상과 Upper Focus 상태의 FFT 를 비교해보면 90˚ 만큼 회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각각의 Stigmation A 와 Stigmation B 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자신의 축 방향에만 영향
을 받고 있다.
3. 입사 Beam 의 Spot Size 와 SEM Image 의 Spectrum 분포는 식 (3-5)와 식(3-8)과 같이 반
비례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동일 위치의 다른 Focus condition 조건의 Spectrum 분포의 비교를 통하여 Focus 와
Stigmator A/B 파라메터의 조절 방향을 결정 할 수 있다.
이상의 4 가지 관찰된 사실을 통하여 Stigmator A/B 를 독립적으로 변화시켜서 자동으로
Stigmation 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안 하였다.

<Fig 3.17> Astigmatism 자동 보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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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비점수차 보정 Algorithm 개발
Algorithm 은 현재의 Focus 와 Stigmation A/B 의 값을 읽은 후 현재 Focus 값에서 얻어진
영상을 얻고, 그 영상에 FFT 를 적용한 후 나타난 결과 영상에 대하여 타원 피팅을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a) 이진화 된 FFT 영상

(b) 타원으로 피팅된 FFT 분포 영상

<Fig 3.18> FFT 영상의 타원 피팅
우선 획득한 영상에 FFT 를 적용하고 히스토그램 기반 Threshold 기준으로 이진화를 적용한
다음 영상을 (Fig3.18 (a))와 같이 타원 피팅 Profile 을 이용, FFT 이미지의 Points 분포를 타원
피팅 한다. 타원 피팅에 사용한 method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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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을 A, B, f, u, v 에 대해서 풀면 아래의 행렬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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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행렬식을 풀어서 A, B, f, u, v 의 값을 구하면, 다음의 관계식으로부터 a,b,α, r1 , r2 를 구한
다.

a = (vf − 2 Bu ) /(4 AB − f 2 )
b = (uf − 2 Av) /(4 AB − f 2 )
tan 2α = f /( A − B)
r1 , r2 =
2

2

− uvf + ( Av 2 + Bu 2 ) + 4( AB − f 2 / 4)
2( AB − f 2 / 4)[ A + B ± (( A − B) 2 + f 2 ) ]

(3-11)

여기서
a, b : x,y coordinate of the center of the ellipse

r1 , r2 : semi major and minor diameters of the ellipse
α : orientation of the major axis
이다.

영상으로부터 피팅 된 단축과 장축의 계산된 값을 각각 r1 , r2 라 정의하고 Focus 의 이진화
후 1 의 값이 나오는 Pixel 개수의 합을 C ALL 라 정의 하였다.
이 FFT 영상의 비점수차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Fig 3.19) (Fig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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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Main 순서도

(a) Focus 변경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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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igmator A 변경 순서도

(C) Stigmator B 변경 순서도
<Fig 3.20> Focus, Stigmation 부분 순서도

이 순서도에서는 Focus_Step_Size, Stig_Step_Size, Focus_C1, Focus_C2, Stig_R1, Stig_R2 총 6 개의
상수를 필요로한다. Focus_Step_Size 는 Focus 를 증가 시킬거나 감소시킬 경우 고유한 값에 맞
춰 일정한 값으로 증가 감소하도록 해주는 상수 값이다. Stig_Step_Size 는 Stig 값을 변경 할 경
우 변경할 값의 단위이다. Focus_C 는 Focus 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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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g_R 는 Astigmatism 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값이다.

3.5 시뮬레이션 test
개발한 알고리즘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test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하였다.
스펙트럼 분포상에서 강제로 비점 수차가 발생하도록 한 후, 개발된 알고리즘에 의하여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다(Fig 3.21). 여기서 h0 는 Focus Control Parameter, h1 은 Stigmater A Control
Parameter, h2 는 Stigmater B Control Parameter 값이다. 시뮬레이션에서는 파라메터 변화량에 따라
Spectrum 이미지의 분포가 비례적으로 변화되도록 setting 을 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의 조건에 의하여
Focus 조절 파라메터 인자들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Fig 3.21> Simulation Test 자동 보정
(Fig 3.21)의 그래프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Stigmator A,B 의 Control Parametor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비점수차를 보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6 In-Line CD SEM 에 적용 및 결과
개발된 알고리즘이 시뮬레이션 모드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파라메터값들이 변경되어 비점
비점수 보정해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In-Line CD-SEM 장비에 개발된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 하였다.
1) 비점수차가 없는 경우
30

우선 비점수차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Focus Control 인자만을 변화시키며 Focus 를 맞추는
지 확인해보았다. 이 실험의 목적은, In-Line CD SEM 에서 비점수차는 매 CD 측정 Point 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Focus Control 인자로만 Focuing 을 하는 측정 Point 에 대해
서도 개발된 알고리즘이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a) Focus 및 비점수차 보정 Parameter 변화 그래프

(b) 알고리즘 실행하기 전

(c) 알고리즘 실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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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Propose Algorithm 적용된 In-line CD SEM TEST 결과
(비점수차가 발생하지 않는 측정 Point 에 대하여)

Fig(3.22)의 결과, 비점수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개발된 알고리즘 루프에서 Focus 조절 파
라메터값만이 변화하며 focusing 을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비점수차가 있는 경우
비점수차가 발생한 측정 Point 에 대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우선 SEM Image
의 Spectrum 분산 크기가 설정된 경계값 이상이 될때까지 Focus Parameter 인자만을 증가시
킨다. 분산의 크기가 경계값을 넘어서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Stigmator A,B 의 파라메터가 변
화하며 비점수차가 발생한 측정 Point 에 대하여 보정을 하게 된다. (Fig 3.23)에 Test 결과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a) Focus 및 비점수차 보정 Parameter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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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알고리즘 실행하기 전

(c) 알고리즘 실행 후
<Fig 3.23> Propose Algorithm 적용된 In-line CD SEM TEST 결과
(비점수차가 발생한 측정 Point 에 대하여)

Test 결과 비점수차가 발생한 실제 측정 Point 에 대하여 Iteration 을 반복하면서 개발된 알고
리즘 연산에 의해 Focus 및 Stigmator A, B 의 파라메터들이 조절되어 자동으로 비점수차가
제거된 SEM Image 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3.23).

3.7. 소결론
본 장의 소결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In-Line SEM 은 장시간 장비의 사용, 진동, 경사각 효과등에 의해 CD 측정을 위한 SEM
Image 를 획득시 x 축과 y 축의 focus 위치가 맞지 않는 비점수차가 발생한다.( 비점수
차 자동 보정 필요)
2. 입사 Beam spot size 의 분포와 SEM Image 의 Spectrum 분포와의 상관관계를 이용,
SEM

Image

의

Spectrum

을

분석하여

비점

수차

보정

장치(Stigmator)에

Feedback 을 주는 알고리즘 개발하였다.
3.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의 1 차 검증 TEST 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실제 In-Line CD-SEM 장비에 적용하여 비점수차 자동 보정 개발 알고리즘이 제
대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점수차가 발생하지 않는 측정 Point 에 대해서
도 개발된 알고리즘의 적용이 문제가 없음 또한 실제 장비에서의 TEST 를 통해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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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동 밝기, 자동 Contrast 제어 알고리즘
이번 절에서는 PMT에서 이미지 프로세서로 들어오는 전자를 AD 컨버팅을 거쳐 화면
디스플레이에 영상을 얻는 부분과 얻은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프로세서의 offet과
gain을 자동 조절하여 균일한 이미지를 얻는 ABCC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Fig 4.1> A/D 컨버팅을 통해 들어온 전자의 Image Processing 과정
(Fig 4.2)에는 Image Processor의 역할을 나타내었다. 이미지 프로세서는 PMT에서 오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digitizing 하여 하나의 pixel을 만들고 이 pixel들을 모아 하나의 digitized
이미지로 만들어 PC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1 밝기에 따른 CD 정확도 Error
이차전자의 PMT로의 아날로그 신호는 A/D 컨버팅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밝기의 불균일로
인한 SEM CD반복도의 저하를 가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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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M 에서의 웨이퍼 라인 측정

(b) SEM 이미지 측정 반복도 Chart
<Fig 4.2
2> 불균일 밝기값에 의한 CD Accuracy 저하
(Fig 4.1)는 불균일 밝기의 SEM 영상에 따른 Accuracy가 저하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SEM 영상부에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digitizing할 때 조절 인자로 offset과
과 gain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이미지의 밝기 및 Contrast를
Contrast
조절할 수 있다.

Offset 인자는 contrast를
contrast
gain인자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 준다.

4.2. A/D converter의 에러 최소화 방법
모든 A/D Converter는 Gain 에러,
에러 Offset 에러등이 포함하고 있다. A/D Converter의
Converter
Gain및
Offset 에러를 보상하지 않은 상태로 동일 Point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SEM 이미지를 얻으면
35

균일한 밝기의 SEM Image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NI사의 NI-USB-6251제품을
사용하여 Gain및 Offset 에러를 보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에러에 의한 A/D 컨버팅의 정확한
분해능값을 구할 수 있었다.

<Table.4.1> Absolute Accuracy Table
Table.4.1은 NI사에서 제공하는 분해능에 관한 테이블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력 범위와 각
게인 값들은 표 중 제일 위에 있는 값들을 사용 하였다.

Gain error = 60ppm +13ppm*1+1ppm*10 = 89ppm

(4-1)

Offset error = 20ppm + 21ppm*1+ 60ppm =101ppm

(4-2)

Noise Uncertainty =

275uV × 3
= 83uV
100

Abslute Accuracy = 10V ×
10V ×

(4-3)

83
+
1000000

101
+ 83uV = 1.92mV
100000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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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4)에서 알 수 있듯이 보장되는 정확한 분해능은 1920uV 이다.

4.3 Offset 및 Gain error 보상에 의한 Auto Bright and Contrast Control 알고리즘
개발
(4-4)의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분해능을 바탕으로 Offset및 Gain 파라메터를 조절하여 동일
포인트의 연속적인 SEM 이미지에 대하여 균일한 밝기 및 Contrast 알고리즘을 제안할 수
있었다.

<Fig 4.3> ABCC 알고리즘 Procedure
알고리즘은, 우선 PMT에서 얻은 아날로그 신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획득한다. 획득한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히스토그램 상,하위 3%의 Pixel값을 Upper, Lower점으로
설정하고 Upper와 Lower점 안에 모든 pixel의 intensity가 들어오도록 offset값을 조절한다.
조절 후 나온 이미지에 대하여 설정된 경계값 IT 와 조절 후 얻은 이미지의 평균값 Iavg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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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Iavg 의 intensity가 설정된 경계값 IT의 밝기보다 기준값 Tmax 보다 크면 Gain 을
증가시키고 Tmin 보다 작을 경우 Gain을 감소시켜 다시 주사 이미지를 획득하여 위의
procedure를 반복한다. 그리고 IT 과 Iavg 값이 어느 설정된 경계 영역안에 수렴하면 루프를
빠져나와 이미지를 얻게 된다.

4.4. 소결론
(Fig 4.4), (Fig 4.5)에는 ABCC 알고리즘 적용 전 후의 이미지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Fig 4.4> ABCC 알고리즘 적용 전 이미지
(Fig 4.4)를 보면 알다시피 동일 측정 포인트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얻은 SEM 이미지들에
대하여 히스토그램을 분석해 보면, 히스토그램 분포의 폭이 좁고 각각의 이미지의 밝기도
제각각 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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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ABCC 알고리즘 적용 후 이미지
Offset및 Gain error 보상기의 적용 및 ABCC 알고리즘 적용 후에는 동일 포인트에 대한
연속적으로 얻은 SEM 이미지에 대하여 균일한 폭의 히스토그램 분포와 밝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39

제 5 장. Nonlinear Anisotropic Diffusion Filter
5.1. SEM 에서의 기존 Speckle 노이즈 제거 방법
기존의 CD 측정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3,4].

<Fig 5.1> The flowchart for the line pattern CD measurement
CD값 측정과정은 크게 2가지 단계로 진행되게 된다. 획득한 이미지에 분포된 노이즈 제거
과정과 실제 CD 값을 측정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SEM 이미지의 노이즈는 영상 전반에 걸쳐
영상의 질을 저하시키고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거칠게 만들어 이후 진행되는 측정 알고리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이즈 제거 방법이
요구된다. 그림 은 측정 영역의 인텐시티 프로파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노이즈 성분으로 인해 인텐시티 프로파일이 거칠어 CD 측정 알고리즘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smooth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smoothing함수를 이용하여 인텐시티 프로파일의 노이즈 성분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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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line방법과

(

(a) SEM Image

(b) Coarse Intensity Profile
<Fig 5.2> SEM Image Intensity Profile

기존 노이즈 제거 방법에는 측정 영역의 인텐시티 프로파일의 평균값을 구한 후,그 결과값에
smoothing함수를 적용하여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좀 더 smooth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용된다.
1. 측정 영역의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각 line 별로 획득
2. 획득한 line을 더한 후, line의 숫자로 나눔
3. 보다 측정하기 좋은 profile을 위해 smooth 함수를 적용함

5.1.1. Sum line Profile을 이용한 노이즈 제거
Sum line 방법은 측정 영역의 모든 line에 대한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더한 후,이를 line의
수로 나누어 smooth한 linep(n)을 생성하는 것이다. Figure9는 300개의 line에 대한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더한 후 각 픽셀을 300으로 나누어 smooth한 linep(n)을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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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The sum line process
측정 영역의 line수가 적으면 S/N ratio가 적은 신호 p(n)’이 생산될 수 있다. 하지만 측정
영역의 line수가 많다 하더라도 인텐시티 프로파일에 노이즈가 남아 있을 수 있고,측정 영역이
충분히 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덜 제거된 p(n)또는 p(n)’의 S/N ratio 개선을
위해 smoothing함수를 사용한다.
5.1.2.Smoothing함수를 이용한 노이즈 제거
Smoothing 함수는 현재 픽셀의 주변 N개 pixel값들의 평균값을 현재 픽셀로 치환하는
함수이다.

<Fig 5.4> The concept of smoothing function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된 N값에 의하여 L이 수식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현재 픽셀에서 ±L
만큼 범위의 픽셀값에 평균을 현재 픽셀로 대체하여 부드러운 인텐시티 프로파일 s(n)을
획득한다. (Fig 5.4)에서 보는 것과 같이 N값이 클 경우 인텐시티 프로파일이 smooth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N값이 커지는 경우 인텐시티 프로파일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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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ing되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N값 선택이 필요하다.

<Fig 5.5> The noise removal according to the N-value and edge change
Sum line방법을 사용하여 인텐시티 프로파일의 대부분의 노이즈를 제거 할수 있다. 하지만
측정 영역의 line수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없는 패턴의 측정에 대해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smooth 함수의 경우 N 값에 따라 인텐시티 프로파일의 Edge가 변화되어 측정치가
변화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5.2. Diffusion(확산)을 이용한 Speckle 노이즈 제거
본 연구에서는 기존 Speckle Noise 제거 Filter의 대안으로 Diffusion을 이용한 Filter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절에서는 확산(diffusion)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등방성 확산 및
기존에 연구된 Anisotropic diffusion filters(Perona-Malik diffusion, regularized diffusion, edge
enhancing diffusion)에 대해 소개한 후, SEM 영상의 Edge 보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롭게
제안하는 modified edge enhancing diffusion Filter에 대해서 설명한다.

5.2.1 등방성 확산 (Isotropic Diffusion)
등방성 확산 필터링 기법은 Witkin과 Babaud가 스케일 공간 이론에 근거를 두고 (식 5-1)과
같은 스케일 공간 필터링을 이용하여 영상의 확산 처리에 적용하였다[33].

I ( x, y, t ) = I 0 ( x, y) ∗ G( x, y; t )

(5-1)

여기에서 I 0 ( x, y ) 는 픽셀의 위치가 x,y에 해당하는 원 영상의 밝기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G ( x, y; t ) 는 식 2와 같은 표준 편차가 t인 가우시안 커널을 의미한다.
G ( x, y , t ) =

1
x2 + y 2
exp(
−
)
2π t 2
2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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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등방성 확산 필터링 방식은 가우시안 커널의 표준 편차 t를 스케일 공간 매개 변수라고
정의하고 원 영상을 가우시안 커널과 회선한 영상들의 집합을 스케일 공간 영상으로
표현하였다[1,2]. 이 방식은 가우시안 커널의 스케일 공간 매개변수 t에 의해서 저역 통과
필터의 통과 대역이 조절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림 1과 같이 가우시안 커널의 스케일
공간 매개변수 t값이 클수록 영상의 확산 범위가 넓어지므로 원 영상의 통과 대역이 작아지고
영상에서 제거되는 고주파 성분의 양이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Fig 5.6> t 의 증가에 따른 가우시안 분포도
등방성 확산 방식은 스케일 공간 매개변수

값이 증가할수록 가우시안 커널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어 그림 2와 같이 선형 스케일 공간 영상일 경우 선의 굴곡이 평탄화되어
원 영상의 특징 정보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5-7].

<Fig 5.7> 등방성 확산 처리 후 선형 스케일 공간 영상

5.2.2 Nonlinear Isotropic 확산
5.2.2.1 Perona-Malik Diffusion
Perona와 Malik은 가우시안 커널의 스케일 공간 매개변수값이 클 경우 영상의 에지를 보존할
수 없었던 등방성 확산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울기 정보에 기반한 비선형적인
이방성 확산 필터링을 제안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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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질 영역의 확산과 에지 영역의 보존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이방성 확산의 특징에
대해 기술한다.
둘째, 이방성 확산 방식에서 에지 영역에 해당할 경우 확산을 점차적으로 감소 시키거나
정지하도록 유도하는 이방성 확산의 에지 정지 함수에 대해 기술한다.

등방성 확산은 edge에서 blurring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PeronaMalik이 제안한 것이 비선형 등방성 확산(nonlinear isotropic diffusion)이다. Perona와 Malik의
이방성 확산 방식은 (식 4-4)와 같이 발산(Divergence) 한다.

It = D[c( x, y, t )∇I ]

(5-3)

(식 5-3)은 (Fig 5.8) 의 십자형 커널에 기반하여 식 (5-4)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I xt +, y1 = I xt , y + λ[cN ⋅∇ N I + cS ⋅∇ S I + cE ⋅∇ E I + cW ⋅∇W I ]tx , y

(5-4)

<Fig 5.8> 이방성 확산 십자형 커널 필터의 구조
(Fig 5.8)에서 십자형 정점(Vertex)들은 각 픽셀의 밝기 값을 나타낸다. I x , y 는 현재 확산이
수행되는 픽셀을 의미하고 t는 확산의 반복 단계를 의미한다. λ 는 동·서·남·북 방향의 십자형
커널을 사용하므로 0 ≤ λ ≤ 0.25의 범위의 값을 적용한다. 십자형 커널에 기반한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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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 ∇S I , ∇ E I , ∇W I 는 (식 5-5)과 같이 정의된다.
∇ N I = I x −1, y − I x , y
∇ S I = I x +1, y − I x , y

(5-5)

∇ E I = I x , y +1 − I x , y
∇W I = I x , y −1 − I x , y

이방성 확산 필터링은 전도 계수 c 를 사용하여 동질 영역과 에지 영역 사이의 확산 비율을
제어한다.

이방성 확산에서 전도 계수 c는 확산의 반복 단계에서 아래의 식(5-6)과 같이

갱신된다.

cNt x , y I = g (| ∇ N I xt , y |)
cSt x , y I = g (| ∇ S I xt , y |)

(5-6)

cEt x , y I = g (| ∇ E I xt , y |)
cWt x , y I = g (| ∇W I xt , y |)

여기에서 ( g ∇I ) 는 Edge 정지 함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 ( ∇I ) =

1

 ∇I 
1+ 

 K 

k >0

,

2

(5-7)

5.2.2.2 Regularized Nonlinear Isotropic Diffusion
Perona-Malik에 의해 제안된 diffusion은 noise에 매우 민감하여 noise를 갖는 영상에서는
확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Catte, Lions, Morel and Coll은 Perona-Malik diffusion을
regularization하는 방법[23]을 제안하였는데, 그 방법은 식(5-8)에 있는 ∇ I 를 Gaussian blurring
시켜서 regularization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regularized diffusion filter의 Edge정지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 ( ∇I ) =

1
 ∇I 
1+  σ 
 K 

2

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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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3 Nonlinear Anisotropic Filtering
5.3.1.
.3.1. Edge Enhancing Diffusion
Regularized Diffusion은 Perona-Malik
Perona
diffusion에 비해 Noise에 제거가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런 Regularized Diffusion
iffusion은 ∇Iσ 의 값이 큰 Edge 근처에서는 확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Edge 부근의 Noise는 거의 제거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Edge Enhancing Diffusion(EED)
iffusion(EED)이다. Edge Enhancing Diffusion은 edge 근처에서는 Edge와
수직인 방향으로 확산을 줄이고,
줄이고 Edge와 평행한 방향으로의 확산을 늘이는 것을 통해 Edge
주변의 Noise를 제거한다.. Edge Enhancing Diffusion을 나타내기 위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Diffusion tensor D의 Eigenvector
or g|| 와 g ⊥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19].

g|| || ∇Iσ , g ⊥ || ∇Iσ , and | g|| |2 = | g ⊥ |2 =1

(5-9)

Edge Enhancing Diffusion
iffusion filter에서
filter
선속 f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있다

f = a1 g|| + a2 g ⊥

(5-10)

여기서

 a1   D (∇Iσ ) 2
a  = 
0
 2 

T
 D (∇Iσ ) 2 g||T ∇I 
0   g|| 
 ∇I = 


1  g ⊥T 
g ⊥T ∇I 


식 (5-10)과 식(5-11)로부터 diffusion tensor D는
D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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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D =  g||

 D (∇ I σ ) 2
g ⊥  
0


0   g|| 
2
T
T
  T  = D (∇Iσ ) g|| g|| + g ⊥ g ⊥
1  g ⊥ 
T

(5-12)

식(5-12) 에서 알 수 있듯이 Diffusion D는 Scalar Value가 아닌 2x2 Matrix의 형태를 갖으며,
D의 두 Eigenvector g || , g ⊥ 에 해당하는 두 Eigenvalue는 D (| ∇Iσ |2 ) 와 1이다.
식(5-12)를

통해서

균질한(uniform)

Edge

영역에서는

Enhancing

Diffusion과정을

Diffusion

Tensor내의

살펴보면,

D (| ∇Iσ | )
2

Edge가

가

거의

거의

없는

1이

되어

D ≈ g|| g + g⊥ g⊥ 라 할 수 있고, Edge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 영역에서는 D (| ∇Iσ |2 ) 이 거의
T
||

T

0이 되어 D ≈ g ⊥ g ⊥ T 라 할 수 있다.[18][20] 즉, Edge Enhancing Diffusion Filter는 균질한
영역에서

∇Iσ 에

수직인

방향(Edge에는

평행한

방향)뿐만

아니라

∇Iσ 에

평행한

방향(Edge에는 수직한 방향)으로도 확산을 하는 반면에 Edge가 있는 영역에서는 ∇Iσ 에
수직인 방향으로만 확산을 시킨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Edge Enhancing Diffusion Filter는
식 (5-13)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I
=∇ ⋅ ( D∇I )
∂t

(5-13)

1) 강인한 이방성 확산(RAD) 방식
Michael은 Edge Enhancing Diffusion Filter로서 강인한 이방성 확산(RAD)에서 영상의 동질
영역 확산에 효과적인 Huber's Minmax Norm을 이용한 에지 정지 함수와 영상의 에지 보존에
효과적 인 Tukey's Biweight를 이용한 에지 정지 함수를 제안하였다[21].

x = I p − I st
 x 2 / 2σ + σ / 2
ρ ( x, σ ) = 
 x

,

x ≤σ

,

otherwise
(5-14)

 x / σ
 sign( x)

ψ ( x, σ ) = 

1/ σ
 sign( x) / x

ψ ( x, σ ) = 

,

x ≤σ

,

otherwise

,

x ≤σ

,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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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를 ∇ 로 대치하고 를  로 대치하여 식(5-15)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 K
 sign(∇I ) / ∇I

ρ ( ∇I ) = 

,

∇I ≤ σ

,

otherwise

(5-15)

Tukey's Biweight를 이용한 에지 정지 함수  ∙ 방식은 식(A)로 표현할 수 있다.

x = I p − I st
 x2 x4
x6
 2 − 4 + 6
σ 3σ
ρ ( x, σ ) =  σ
1
 3

,

x ≤σ

,

otherwise
(5-16)

 x[1 − ( x / σ ) 2 ]2
0

ψ ( x, σ ) = 

1
2 2
 [1 − ( x / σ ) ]
ψ ( x, σ ) =  2
0

,

x ≤σ

,

otherwise

,

x ≤σ

,

otherwise

식(5-16)는 (Fig 5.9)의 Tukey's Biweight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Fig 5.9> Tukey's Biweight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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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울기 히스토그램 기반의 이방성 확산(GRAD) 방식
기울기 히스토그램 기반의 이방성 확산(GHAD) 방식[22]에서는 강인한 이방성 확산(RAD)의
Tukey's Biweight 에지 정지 함수를 식(5-17)과 같이 수정하여 노이즈 영역을 포함한 확산
범위를 정의하여 확산의 비율을 높이고 에지 보존을 유지하는 방식을 소개하였다.

  ∇I 2
 1 −
g ( ∇I ) =  5K 2


 0





,
,

∇I 2
5

≤K2

(5-17)

otherwise

기울기 히스토그램 기반의 이방성 확산(GHAD) 방식의 에지 정지 함수는 강인한 이방성
확산(RAD)의 Tukey's Biweight를 이용한 에지 정지 함수를 나타내는 식(5-16)의 ∇I ≤ K 조건을
∇I

2

2

5
그리고

≤ K

2

∇I 2
5

2

∇I 
으로 수정하여 확산 범위를 확장하고 확산의 비율을 1 −
 으로 높였다.
2
 5 K 

> K

2

이면 에지 영역으로 판단하여 확산을 정지시키고 에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I = K 일 때 최대의 확산 값을 형성하며 K의 예측이 정확하다면
에지의 보존도 강화되면서 동시에 노이즈 및 동질 영역의 환산 효과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5.3.2 Edgness Threshold(K)의 선택
1) GHAD 방식의 기울기 히스토그램 K 산출 방식
기울기 히스토그램 기반의 이방성 확산(GHAD)[21]에서는 에지나 노이즈를 구분하지 않고
이웃한 픽셀들과 연관시켜 기울기 히스토그램을 구성하여 K 값을 예측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기울기 히스토그램 기반의 이방성 확산(GHAD)에서 제안된 K 값 계산 과정을 5 x 5 픽셀의
영상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4 단계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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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K 예측을 위한 5×5 픽셀 구조의 기울기 계산
단계 1 : 각 픽셀에서 수평 방향 기울기와 수직 방향 기울기를 계산한다. 그림19와 같이  ×
픽셀의 경우 ~ 는 수평 방향 기울기를 의미하며 ~ 는 수직 방향 기울기를
의미한다.
단계 2 : 수평 방향 기울기와 수직 방향 기울기를 오름차순 정렬한다. 그림 19의 경우 ~
과 ~을    



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 3 :      에 의하여 바람직한 에지 개수  를 계산한다. 그림 19의 5 x 5 픽셀의
경우  은 전체 픽셀에서 가능한 에지 후보 요소의 개수로    이다. 그리고 
는 에지로 보존하고자 하는 비율로    일 경우  이  라면  는  로써 총

개의 가능한 에지 요소 중에서  개의 픽셀을 에지 요소로 판단하고 나머지 개
의 픽셀은 동종 영역으로 판단한다.
단계 4 :   
에서



  

에 의하여  값을 획득한다. 즉 가장 큰 기울기 값이 위치한 

 

을 차분한 위치에 존재하는 기울기 값을  값으로 정의함을 의미한다.

2) 수리형태학 필터 연산을 이용한 K 산출 방식
기존 노이즈가 포함된 영상에서 K를 예측하기 위하여 [9]에서는 Canny 에지 검출 방식을
사용하여 이미지 기울기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한 후, 확산의 반복마다 기울기 히스토그램의
90%의 값으로 K를 예측하거나 고정된 상수 값을 직접 제시하여 적용하였다. 이것은 기울기
히스토그램의 값을 노이즈로 예측한 후 10%의 값을 에지로 인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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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F. Voci[24]는 노이즈가 포함된 영상에서 K값의 예측을 위하여 식(5-18)와 같이
형태학(Morphology) 연산 열림(Opening)과 닫힘(Closing)을 통해 필터링된 이미지의 평균 강도
사이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매 반복마다 노이즈를 예측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 
     

(5-18)

수리 형태학(Mathematical Morphology) 필터 연산 중에서 열림 연산과 닫힘 연산은 식(519)과 같이 수행된다.

   ∘  ⊖ ⊕
   ∙  ⊕ ⊖ 
     ⊕ 
     ⊖ 

(5-19)

식 (5-18)에서  는 영상이고  는  값이다. 형태학적 팽창(Dilation) 연산은 영상에서 se의
크기에 포함되는 주변 픽셀 중 가장 큰 값을 영상의 픽셀값으로 변환함으로써 영상을 팽창
시키고, 침식(Erosion) 연산은 주변 픽셀 중 가장 작은 값을 영상의 픽셀 값으로 변환함으로써
영상을 침식시킨다. F. Voci [24]는 se = 3x3 or se = 5x5 를 적용하였다.

<Fig 5.11> Raw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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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필터 처리된 마스크 이미지

(b) 인텐시티 프로파일

<Fig 5.12> GRAD 확산 필터 적용 후의 SEM Image
(Fig 5.12)에 기울기 히스토그램 기반의 이방성 확산(GRAD) 방식과 수리형태학 필터 연산을
이용한 K 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Speckle Noise를 제거한 이미지의 결과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하지만 원 이미지 비하여 Edge 보존율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5.4. 8근방 화소를 이용한 이방성 확산(제안 방법)
기존 방법에서 제시한 Nonliear Anisotropic Diffusion Filter의 기본 구조는 십자형 커널
기반의 확산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십자형 커널 구조는 직선 패턴의 에지 보존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방성 확산에 대하여 8근방 기법의 에지
검출 마스크에 기반하여 검출된 직선 패턴의 에지 방향성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수행하여 직선 패턴의 에지 보존율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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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13> 이방성 확산 8근방 커널 필터의 구조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직선 패턴의 에지 보존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 5-5)의 Cross
Kernel에 대한 확장된 (식 5-20
20)와 같은 8근방 Kernel에 대한 Anisotropic Diffusion method를
제안한다.

∂
I ( x, y, t ) = div[ g ( x, y, t ) * ∇I ( x, y, t )]
∂t
∂
∂
∂
∂
= [ g ( x, y, t ) * I ( x, y, t )] + [ g ( x, y, t ) * I ( x, y, t )]
∂x
∂x
∂y
∂y
1
∆x
∆x
=
[g(x +
, y, t ) ⋅ ( I ( x + ∆x, y, t ) − ( I ( x, y, t )) + g ( x −
, y, t ) ⋅ ( I ( x − ∆x, y, t ) − ( I ( x, y, t ))]
2
(∆x)
2
2
1
∆y
∆y
+
[ g ( x, y +
, t ) ⋅ ( I ( x, y, t ) − ( I ( x, y, t )) + g ( x, y −
, t ) ⋅ ( I ( x, y − ∆y, t ) − ( I ( x, y, t ))]
2
(∆y )
2
2
+

1
∆x
∆y
∆x
∆y
[g(x + , y + , t) ⋅(I (x +∆x, y +∆y, t) −(I (x, y, t)) + g(x − , y − , t) ⋅(I (x −∆x, y, t) −(I (x, y −∆y, t))]
2
(∆d)
2
2
2
2
1
∆x
∆y
∆x
∆y
+
[g(x + , y − , t) ⋅(I (x +∆x, y −∆y, t) −(I (x, y, t)) + g(x − , y + , t) ⋅(I (x −∆x, y +∆y, t) −(I (x, y, t))]
2
(∆d)
2
2
2
2
(5-20)

직선 패턴의 에지 검출은 8근방
근방 커널에 의하여 예측된 에지 강도 및 방향성 검출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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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3 단계로 곡선 패턴의 에지와 직선 패턴의 경계선 에지 및 선 에지를 분류한다.
단계 1 :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직선 패턴의 에지 보존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방성
확산의 전처리 단계로 영상에 포함된 직선 패턴 에지의 방향성을 검출하기 위하여 식 (4-21)와
같은 Laplacian 마스크를 적용, 에지의 강도를 계산한다. 각 픽셀에 프리윗 마스크를 적용한
결과 산출된 픽셀 값을 기반으로 경계선 에지의 강도(Magnitude)를 계산한다. 강도가 큰
값일수록 에지 성분이 높음을 의미한다.
Laplacian :

∇2 I =

∂2I ∂2I
+
∂x 2 ∂y 2

here,

Gx =

(5-21)

∂2I 1
∂2 I 1
≈
I
−
2
I
+
I
,
G
=
≈ ( I i , j −1 − 2 I i , j + I i , j +1 )
(
)
i −1, j
i, j
i +1, j
y
∂x 2 ε 2
∂y 2 ε 2

Convolution masks :

(5-22)
단계 2 : 에지의 강도가 큰 영역을 대상으로 에지 방향성을 예측한다.
예측된 방향성은   ,  ,  ,   의 4 가지 방향성으로
그룹화한다.

 Gy
D = arctan 
 Gx

 180
×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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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3)

<Fig 5.14> 직선 패턴의 경계선 에지 방향성
  :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으로 픽셀 값의 차이가 작고 반면에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는 픽셀 값의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또는  방향의 수평 방향 에지 성분을 나타내
며 예측된 에지 방향성 중에서  ∼ 또는   ∼ 
범위의 에지 방향성을 포함한다.
  : 북동쪽 방향과 남서쪽 방향으로 픽셀 값의 차이가 작고 반면에
북서쪽 방향과 남동쪽 방향으로는 픽셀 값의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대각선 방향의 에지 성분을 나타내며
예측된 에지 방향성 중에서   ∼ 범위의 에지 방향성을
포함한다.
  :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픽셀 값의 차이가 작고 반면에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으로는 픽셀 값의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방향의 수직 방향 에지 성분을 나타내며 예측된 에
지 방향성 중에서   ∼ 범위의 에지 방향성을 포함한다.
  : 북서쪽 방향과 남동쪽 방향으로 픽셀 값의 차이가 작고 반면에
북동쪽 방향과 남서쪽 방향으로는 픽셀 값의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대각선 방향의 에지 성분을 나타내며 예
측된 에지 방향성 중에서  ∼ 범위의 에지 방향성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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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영상의 에지 방향성 예측은 노이즈로 인하여 에지 방향성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우시안 블러링을 이용하여 에지를 약화시킨 후 에지 방향성을 예측한다.
예측한다
단계 3 : 예측된 에지 방향성의 그룹화에 기반하여 동질 영역과 에지 패턴을 분류한다.
영상의 특성을 동질 영역과 곡선 패턴의 에지 그리고 직선 패턴의 에지로 분류하기 위하여
8근방 커널에 기반하여 (Fig 5.15
5)의 처리 과정을 바탕으로 (식 5.20)을 적용한다.
적용한다

<Fig 5.15> 동질 영역 및 에지 패턴 분류 과정 도식화

1) 에지 패턴에 적합한 이방성 확산
제안한 방식의 이방성 확산은 분류된 에지 패턴에 따라 동질 영역 및 곡선 패턴의 에지는
8근방 커널을 기반으로 이방성 확산을 수행하고 직선 패턴의 에지는 8근방
근방 커널을 기반으로
검출된 에지 방향성에 에지 정지 함수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에지 방향으로의 확산이 덜
일어나게 이방성 확산을 수행한다.
수행한다 그러므로 동질 영역 및 곡선 패턴의 에지가 수평 및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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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해결하면서 선 패턴의 에지 보존율이 강화된다.

<Fig 5.16> 8근방 커널 구조의 경계선 에지 패턴의 종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직선 패턴의 에지 보존을 위한 이방성 확산 방식은 (Fig 5.18 (a)~(d))의
경계선 에지 방향성을 예측하여 8근방 커널을 기반으로 이방성 확산이 수행한다. 예측된 직선
패턴의 경계선 에지 방향성은 에지 정지 함수의 출력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에지 보존을
강화하고 예측되지 않은 에지 방향성은 (식 5-20)의 에지 정지 함수를 적용하여 노이즈는
확산하고 에지의 보존 효과는 높이도록 한다.

<Fig 5.17> 예측된 직선 패턴의 에지 방향성 결과

영상에서 선으로 구성된 영상의 노이즈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직선 패턴의 선 에지
보존율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에지 방향성 기반의 이방성 확산을
응용하여 선 에지 검출 마스크를 이용하여 선 에지 방향성을 예측하고 예측된 선 에지
방향성으로 8근방 kernal을 변형하여 적용시켜 선 에지의 보존을 강화하고 예측되지 않은 에지
방향성은 (식 5-20)의 에지 정지 함수를 적용하여 확산 효과를 높이도록 할 수 있다. 선
에지를 검출하기 위하여 (Fig 5.18)와 같이 수평선 에지 검출 마스크, 수직선 에지 검출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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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쪽에서 남동쪽을 향하는 대각선 에지 검출 마스크,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향하는 대각선
에지 검출 마스크의 4 가지 패턴의 마스크를 제시한다.

6

<Fig 5.18> 선 에지 방향성 검출을 위한 마스크
선 에지 검출을 위한 마스크를 적용 후 다음과 같이 회선 연산을 적용한다.
￭ 수평선 에지 검출을 위해 산출된 과 를 회선
￭ 수직선 에지 검출을 위해 산출된 과 를 회선
￭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을 향하는 대각선을 위해 산출된 과 를 회선
￭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을 향하는 대각선을 위해 산출된 과 를 회선
회선 연산을 적용한 후 출력된 영상을 기반으로 식(4-22)에 의하여 4 가지 패턴의 선 에지에
해당하는 강도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 수평선 에지 강도를 , 수직선 에지 강도를 ,
상향좌측에서 하향우측을 향하는 대각선 에지 강도를 , 상향우측에서 하향좌측을
향하는 대각선 에지 강도를  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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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 = Convolution( HM _1) 2 + Convolution( HM _ 2) 2
MoV = Convolution(VM _1)2 + Convolution(VM _ 2)2
(5-24)

MoD _ L = Convolution( DML _1) 2 + Convolution( DML _ 2)2
MoD _ R = Convolution( DMR _1) 2 + Convolution( DMR _ 2) 2
4가지 패턴의 선 에지 강도 값    이 임계치 이상이면 선
에지 영역으로 결정한다. (Fig 5.19)에서 (a)는 수평선 에지, (b)는 수직선 에지, (c)는
상향좌측에서 하향우측을 향하는 대각선 에지, (d)는 상향우측에서 하향좌측을 향하는 대각선
에지를 나타낸다.

<Fig 5.19> 선 에지 검출 마스크 적용 후 결정된 에지의 방향

5.5 결과 비교 및 소결론
5.5.1 Edge Profile 비교
본 논문의 제안 필터링 방식과 기존 방식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Fig 5.20(a))와 같이
기존 방법에 의해 에지 보존율이 떨어진 SEM 마스크 영상에 대하여 제안된 방법으로 NADF
필터링 작업을 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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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 kernel 확산 필터 적용 후의 SEM Image

(b) 제안된 NADF 필터 적용 후의 SEM Image
<Fig 5.20> 기존 필터 및 제안된 필터 방법 적용에 따른 SEM 이미지 비교
제안한 방식은 기울기 히스토그램 기반의 이방성 확산(GHAD)을 개선하여 기울기 값이 작은
동질 영역의 경우 3 × 3 윈도우 커널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에지 정지 함수의 확산 비율을
적용하여 확산 효과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기존 방식들에 비하여 작은 반복 단계의
확산에서 노이즈 제거 효과를 높일 수 있음과 더불어 에지 보존율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5.2 CD 측정 반복도 비교
제안한 필터링 방식에 대한 추가 검증 작업으로 반도체 CD 형상을 10회 반복 측정하여 그
반복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동일 이미지에 대하여 기존 In-line CD 측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필터링 방법과 제안 방법에 대하여 각각 Threshold Level Method 방법과 6장에
소개될 Facet + Gaussian 혼합 모델 방법을 이용하여 CD를 측정, 반복도를 비교하였다.
1) Threshold level CD측정 방법을 이용한 두 필터의 반복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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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eatability comparison
(Previous method VS NADF(proposed method)
Sum line + Average(Previous)

NADF(Proposed)

0.854
0.715

0.657

0.600
0.435

1

0.432

0.372

2

0.346

0.312

3

0.254

4

5

<Fig 5.21> 기존 필터 및 제안된 필터 방법 적용에 따른 CD반복도 비교 1
기존 Sum-line + Average Filter 방법에 비해 제안한 NADF 필터링 방법의 반복도가 기존 3σ
<0.8nm 이하에서 3σ <0.5nm 이하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23).

2) Facet + Gaussian 혼합 모델 방법을 이용한 두 필터의 CD측정 반복도 비교

The repeatability comparison
(Previous method VS NADF(proposed method
Sum line + Average(Previous Filter)
0.645

0.612

NADF(Proposed Filter)
0.612

0.687

0.412
0.275

CD1

0.215

CD2

0.253

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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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8

CD4

0.154

ACD

<Fig 5.22> 기존 필터 및 제안된 필터 방법 적용에 따른 CD반복도 비교 2

기존 Sum-line + Average Filter 방법에 비해 제안한 NADF 필터링 방법의 반복도가 Facet +
Gaussian 혼합 모델 방법에 대해서도 기존 3σ <0.7nm 이하에서 3σ <0.3nm 이하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23). CD 측정 알고리즘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략 기존
필터링 대비 제안한 NADF 필터링을 적용하면 약 0.3nm 정도의 반복도 향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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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Edge Detection Algorithm
6.1. CD측정을 위한 패턴 개요
CD 측정 패턴은 회로의 선 또는 폭의 간격을 의미하는 line 패턴과 contact hole 반경 크기를
측정하는 hole으로 구분된다.

(a) line

(b) top

(c) pitch

(d) space

(e) slope

<Fig 6.1> The measure concept of the line and contact hole pattern CD

반도체 소자의 line 패턴과 그 외의 패턴의 CD는 직접회로가 설계된 사양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히 측정

되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2가지

측정요소는

line(bottom)width와 pitch 이다. Line width는 특정 좌표를 따라 위치한 패턴의 크기를
의미하고, pitch는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한 독립적인 두 패턴 사이를 의미한다.
(Fig 6.2)는 시료 패턴과 대응하는 가상 SEM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패턴에서 slope아래 양
끝 부분의 CD가 linewidth(bottom)이고,각 패턴간의 CD를 pitch라 한다.패턴 내에 slope 위쪽
양끝 부분의 CD를 Top으로, slope의 중간부분 CD를 middle이라 부른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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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relationship with the circuit pattern and measurement pattern

(b) The Image with the circuit pattern and measurement pattern
<Fig 6.2> The relationship with the circuit pattern and SEM image

6.2.Overlay error측정 개요
반도체 소자가 의도된 사양대로 정확히 동작하기 위해서는 각 층에 형성된 패턴들이
설계대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각 층의 패턴이 오정렬(misalignment)되어 있을 경우
반도체 소자는 열화 된 특징을 보이거나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각 층간 패턴 오정렬도를
overlay error(OL)라 하고 OL을 측정하는 과정을 overlay계측 공정이라 한다.
SEM을 이용하여 반도체 위에 overlay error측정을 위해 만들어진 패턴의 영상을 획득한 후,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해 측정한다. (Fig 6.3)과 같이 서로 다른 크기의 box2개를 겹쳐 놓은
box-in-box패턴의 디지털 영상을 overlayerror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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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The box-in-box pattern for the overlay measurement and SEM image
<Fig 6.3> 에서 overlay error값은 다음과 같은 수식 (6-1)에 의하여 결정된다.

1
1
∆x = ( x2 − x1 ), ∆y = ( y2 − y1 )
2
2

(6-1)

따라서 overlay error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x1, x2, y1, y2 값의 측정이 요구된다.x1, x2, y1, y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회로상의 단면의 길이나 선간의 간격 폭을 의미하는 CD 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확한 overlay 측정을 위해서는 CD 값을 정확하게 측정 해야만 한다.[5]

6.3. 기존 마스크 영상 측정 알고리즘
6.3.1 Regression to baseline알고리즘
Regression to baseline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미분을 통해 구한 s(n)의 slopeline과
이후

연산에서

구할

slope가

없는

baseline과의

교차점을

엣지

point로

결정하여,엣지

point간의 거리를 CD로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선 미분연산과 baseline을 찾는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Differential:

노이즈를

제거한

측정영역의

인텐시티

프로파일

s(n)을

미분한

d(n)의

최대·최소값 사이의 거리의 CD를 측정한다.s(n)을 미분한 d(n)은 다음의 수식 (2)를 이용하여
구해진다.

d(n)=s(n+M)-s(n-M)

(6-2)

현재 픽셀 n에서 ±M 만큼 이동한 픽셀의 값의 차가 d(n)의 값이 된다. (Fig 6-4)은 인텐시티
프로파일 s(n)과 이를 미분한 d(n)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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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The relationship with the intensity profile s(n) and differential profile d(n)

s(n)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경사가 가장 급한 부분의 값이 d(n)에서의 최대값에 해당되고,s(n)
이 감소하는 부분에서 경사가 가장 급한 부분의 값이 d(n)에서의 최소값으로 표현된다.
Baseline detection: s(n)의 미분을 통해 구한 d(n)의 최대 ·최소점을 d_peak 라 부른다.이
d_peak 를 수식(6-3)과 같이 baseline start point(B:±1,2,4,8)로 나눈 값으로 d_base 를 결정하고
d(n)과 일치하는 위치를 s(n)에서 결정한다

d base =

d peak

(6-3)

B

Baseline start point가 양수일 경우 bottom 엣지를, 음수일 경우 top의 엣지를 선택하게 된다.
Baseline start point로부터 설정한 base line area내의 s(n)의 평균을 구하여 baseline을
결정하고,baseline과 slopeline과의 교차점을 엣지 point라고 한다. 이 엣지 point 사이의
거리를 CD로 측정한다. Baseline start point의 값이 커질 경우 d_base값이 작게 되어
baseline의 위치가 낮아지게 되고 엣지는 top 또는 bottom 방향으로 가깝게 된다. (Fig 6.5)는
line 패턴 영상의 bottom 패턴의 CD를 측정한 모습이다. (Fig 6.5)에서 baseline start point의
B값을 +1로 계산하였다. Basaeline start point가 +1 이기 때문에 d(n)에서의 d_peak와
d_base의 위치는 일치하게 된다.d_base의 위치를 s(n)으로 맵핑시켜 그 위치에서 bottom
방향으로 8포인트의 값의 평균을 구하고 그 값이 baseline이 된다. Slope의 직선의 방정식과
baseline이 교차하는 지점을 엣지 point로 계산하였고, 두 엣지 point사이를 bottom C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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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

<Fig 6.5> The relationship with the slope line and baseline
Regression to baseline알고리즘은 CD를 sub-pixel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Fig
6.6)와 같이 측정영역에서 baseline이 적게 나타났을 때 측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Fig 6.6> The example of the maximum derivative algorithm usage pattern

6.3.2 Maximum Derivative 알고리즘

<Fig 6.7> The maximum derivative algorithm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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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은 maximum derivative 알고리즘의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미지 획득에서부터
smoothing까지의 단계는 노이즈를 제거한 smooth한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노이즈를 제거한 측정영역의 인텐시티 프로파일 s(n)을 미분한 d(n)의 최대·최소값 사이의
거리의 CD를 측정한다. s(n)을 미분한 d(n)은 regression to baseline에서 사용된 수식(2)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s(n)과 d(n)의 관계는 regression to baseline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Bottom CD의 경우 왼쪽 영역의 미분값의 최대 지점과 오른쪽 영역의 미분값의 최소 지점
사이의 거리로 결정된다.
Top, spaceCD의 경우 왼쪽 영역의 미분값의 최소 지점과 오른쪽 영역의 미분값의 최대 지점
사이의 거리로 결정된다. Left pitch의 경우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의 미분값의 최대 지점
사이의 거리로 결정되고, right pitch의 경우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의 미분값의 최소 지점
사이의 거리로 결정된다. Maximum derivative 알고리즘은 Figure 15와 같이 측정 영역이 좁아
baseline을 찾기 힘들 경우 사용된다. 하지만 픽셀과 픽셀 사이를 정수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6.4 Subpixel Edge Detection 알고리즘 개발
본 연구에서는 CD 측정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픽셀 수준의 경계추출로부터 서브 픽셀
수준의 경계추출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서브 픽셀 방법에는 에지의 강도를 보간하여 경계
추출을 하는 보간법과 Parametric Model Method[26]가 있는데, Parametric Model 은 이미지의
intensity 변화를 연속함수로 가정하여 모델링을 한 후, 구해진 연속 함수로부터 서브픽셀
정밀도로 경계 추출을 하는 방법과, LoG 로 Zero-crossing 을 구한 뒤, Zero-crossing 주위를
Facet Model[27]로 가정하여 연속 함수를 구한 후, 다시 서브 픽셀 정밀도로 Zero-crossing 을
구하는 방법[28] 등이 있다.

6.4.1 Interpolation
보간을 이용한 서브픽셀 경계추출은 픽셀 수준의 경계추출을 통해 에지의 강도를 구한 뒤,
이 값들을 다시 Parabolic 또는 Gaussian 으로 보간하여 경계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에지의 강도는 연속적이고 부드럽게 변하며, 에지의 크기가 최대인 값의 주위는 Parabolic
또는 Gaussian 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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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Interpolation for Subpixel Edge Detection
픽셀 수준의 에지 PE 는 에지 강도 C E 를 갖는다고 하면, (-1, CPRE ), (0, C E ), (1,

C NEXT )로부터 Parabolic 또는 Gaussian 모델링을 통해 최대값을 갖는 위치를 구한다. Parabolic
모델링을 통한 에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PsubE = PE +

C pre − C next
2(C pre + C next − 2C E )

⋅ (ai + bj )

(6.4)

Gaussian 모델링을 이용한 방법은 먼저, Gaussian 함수를 다음의 형태로 가정하면,

G ( x ) = C exp[ −( x 0 − x ) 2 / k ]

(6.5)

새롭게 구한 에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PsubE = PE +

ln C pre − ln C next
2 ln C pre − 4 ln C E + 2 ln C next

⋅ (ai + bj )

(a) f ( x) = erf ( x − 0.5)

(6.6)

(b) Discrete Deri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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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arabolic Interpolation
<Fig 6.9> Parabolic Interpolation for Subpixel Edge Detection.
보간법을 이용한 서브픽셀 경계추출은 계산이 단순하여 검사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그러나
에지의 강도는 항상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변화하지는 않으며, 급격히 변화할 수도 있어,
단순히 Parabolic 또는 Gaussian 모델링을 적용하는데는 부정확할 수가 있다.
있다

6.4.2 가우시안 혼합 모델링

<Fig 6.10> The intensity profile of the SEM image and measurement area
(Fig 5.10)은 마스크 SEM 이미지와 노이즈를 제거한 영상에서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획득한
모습이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 영역의 인텐시티 프로파일과 가장 유사한 model함수를
가우시한 혼합함수로 선정하였고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

 −( x − b )  2 
n
f ( x ) = ∑ an ⋅ exp 
 
c

1
n
 
N

(
(6-14)

알고리즘 상에서 혼합한 수 n은
n
intensity profile과 모델링 한 fitting함수의
함수의 RMS error값이,
양쪽 모두 10% 이하의 값을 지닐 경우 자동으로 빠져 나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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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혼합 개수 Fitting Profile에 대한 RMS error 표
(Fig 6.11)는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4차 gaussian 함수로 fitting한 모습과 측정된 CD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텐시티 프로파일의 각 데이터를 의미하고 빨간선이 이를
fitting한 함수이다.

<Fig 6.11> The intensity profile fitting image 1 using Gaussian mixture fitting modeling
가우시안 혼합 모델로 fitting한 함수에 대하여 CD반복도를 측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반복도
값이 목표 수준인 0.3nm에 약간 모자라는 0.4nm의 반복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Fig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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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ability
*SAME Filtering (NADF)
Previous (Threshold level method)
0.435

0.432
0.327

0.315

1

Gaussian Mixed fitting(proposed (2))

0.372

2

0.319

0.312 0.314

3

4

0.254

0.192

5

<Fig 6.12> The Repeatability of Gaussian mixture fitting modeling method
(RMS error < 10%)
하지만 기존 반복도 대비 20% 향상된 반복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Fitting
오차율을 더 낮추면 0.3nm이하의 반복도를 지닌 데이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여 실제
데이터와 RMS Error률이 5%이하가 될때까지 Gaussian 함수의 혼합 수를 늘려 Fitting하여
CD값을 측정 반복도 데이터를 구하였다.(Fig 6.13)

fitting 함수의 RMS Error율에 따른 반복도 비교
RMS error ≦ 0.1

RMS error ≦0.05
0.552

0.517
0.413
0.327 0.310

0.315

0.371

0.314
0.192 0.213

1

2

3

4

5

<Fig 6.13> The Repeatability of Gaussian mixture fitting modeling method
(RMS error < 5%)
하지만 오히려 반복도가 RMS 오차율이 10%의 경우보다 0.2nm 증가되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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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 파악 결과, 무리하게 Fitting 함수의 혼합 수를 늘려 실제
데이터와 오차률을 줄일 경우, 실제 Fitting이 필요한 Edge영역이 아니 동질 영역(Fig 6.14의
원으로 표시된 영역)의 Fitting율이 높아져 CD값을 측정에 필요한 Edeg영역의 Fitting이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Fig 6.14> The intensity profile fitting image using Gaussian mixture fitting modeling
이를 바탕으로 단지 Fitting 비율을 높여서 반복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4.3 Facet Modeling 을 이용한 Pixel level intensity 의 보정(Sub pixeling)
Profile 의 Fitting 비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Edge 영역의 실제 데이터에 대한 보정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Facet Model 은 이미지의 국부적인 영역 안에서 이미지 명암 값을 연속
함수로 가정하여 Sup pixeling 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26]. 이미지 명암의 변화를
하나의 연속 함수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영역의 주위 픽셀을 이용하여
Facet Model 로 불리우는 국부적인 연속 함수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구해진 연속 함수를
이용하여, 서브픽셀 정밀도의 이미지 명암 값을 구할 수 있다.
Facet Model 을 이용한 서브픽셀 경계추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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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ve the image I with a LoG Filter

I of size RxC

Obtain a filtered image ILoG

Compute a Zero-crossing image IZXings

Compute the real valued function fLoG

Facet Model

Compute a new zero-crossing FZXings

FZXings of size nRxnC

Compute a zero-crossing

1/n subpixel resolution

<Fig 6.15> Subpixel Edge Detection using Facet Model
위에 제시된 알고리즘에서 알수 있듯이, 먼저 LoG 를 이용하여 이미지 I 를 콘볼루션하여
ILoG 를 구한다. 그 다음 ILoG 내에 존재하는 zero-crossings 를 구한다. 각각의 zero-crossings 을
중심으로 Facet Model 을 이용하여 주위를 연속 함수로 모델링한다. 이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Facet Model 은 아래와 같다.

I LoG ( r , c ) = k1 + k 2 r + k3 c + k 4 r 2 + k5 c 2 + k6 rc

(6.7)

where − 1 ≤ r , c ≤ 1
Facet Model 을 위와 같이 정의할 때, Edge 의 방향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θ = tan −1 [

k2
]
k3

(6.8)

I LoG (r , c) 는 연속 함수이므로, Orthogonal Polynomial 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형태는 아래와 같다.
N

I LoG (r , c) = ∑ a n Pn ( r , c )

(6.9)

n =1

여기서 Pn ( r , c) 은 Chevyshev Discrete Orthogonal Polynomial 의 집합을 의미하며, an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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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ing Coefficients 이다. an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P (r , c) I (r , c)
=
∑∑ P (i, j )
n

an

r

LoG

(6.10)

c

2

n

i

j

p0 (r , c) = 1
p1 (r , c) = 2
p2 (r , c) = c
p3 (r , c) = r 2 − 2 / 3

(6.11)

p4 (r , c) = rc
p5 (r , c) = c 2 − 2 / 3
p6 (r , c) = c(r 2 − 2 / 3)

위의 식으로부터 Weighting Coefficients an 을 구할 수 있는데, 앞에서 Facet Model 에
사용되었던 Polynomial Coefficient K n 과 Weighting Coefficients an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k0 = a0 − (2 / 3)a3 − (2 / 3)a5 + (4 / 9)a8
k1 = a1 − (2 / 3)a6
k2 = a2 − (2 / 3)a7
k3 = a3 − (2 / 3)a8

(612)

k4 = a4
k5 = a5 − (2 / 3)a8
k6 = a6
따라서 Facet Model 을 구하기위해, Polynomial Coefficient K n 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Weighting Coefficients an 을 구한 뒤의 위의 식을 이용하여 K n 을 구한다.
Facet Model 이 구해지면 원하는 서브픽셀 정밀도 n 으로

I LoG (r , c) 값을 구할 수 있다.

n −1 n − 2
n − 2 n −1
1
1
{r , c} = {−1,− 2 ,− 2
,...,−
,0,
,..., 2
, 2 ,1} (6.13)
n
n
n
n
n
n
2
2
2
2
2
2
그 다음 다시 Zero-crossings FZXings 을 구하면, 1 정밀도로 에지를 찾을 수 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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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Circle Image.

(c) Pixel Level Edge Detection

(d) Subpixel Level Edge Detection

<Fig 6.16> Subpixel Level Edge Detection – 1/5 Pixel Resolution.
<Fig. 6.15>는 320x240 의 원 화상으로부터 원 부분을 픽셀 정밀도록 경계추출한 결과와 1/5
픽셀 정밀도로 경계추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파란색 선이 Zero-crossings 를 통해 구해진
에지들이며, 빨간색 라인이 1/5 픽셀 수준으로 추출된 에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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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Circle Image

(c) Pixel Level Edge Detection

(d) Subpixel Level Edge Detection

<Fig 6.16> Subpixel Level Edge Detection – 1/9 Pixel Resolution.
<Fig. 6.16>은 1/9 서브픽셀 수준으로 에지를 추출해낸 그림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픽셀
정밀도로 추출된 에지들은 원의 경계 데이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서브픽셀
정밀도로 추출된 에지들은 훨씬 더 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개발된
서브픽셀 정밀도의 경계추출은 제안하는 CD 측정 알고리즘에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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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CD Analysis
본 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CD분석을 하여, 기존 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7.1 Resolution Calibration
SEM 에 의한 형상 검사를 하는 경우에 표준시편에 대한 Calibration 이 수행되어야 정확한
측정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차전자에 대한 PMT(광전자 증배관)의 증폭비와
이에 대한 Signal processing 을 통하여 얻은 F.O.V(Field of View)와 화소(pixel numbers)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측정 분해능(resolution)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SEM 에 의하여
획득된 이미지로부터 측정을 수행하여 실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지 좌표를 실제 좌표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Calibration 샘플을 사용하여 좌표 변환을 하게 된다. (Fig
6.1)은 실제 SEM 의 Calibration 에 사용된 Standard 샘플을 보여 준다.

(a) 300mm 웨이퍼

(b) λ = 250nm파장의 광학 현미경으로 찍은 시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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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EM을 이용하여 10회 dynamic 모션에 의해 얻은 선폭 60 nm 표준시편 이미지
<Fig 7-1> Calibration을 위해 사용한 표준 시편 및 이미지

(Fig 7.1-(C))처럼 Calibration Chart 에 대한 SEM 이미지를 이용하여, 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변환 좌표에 사용하게 된다.

7.2 Analysis Functions
Basic Measurement Function 으로부터 구한 성분들은 Analysis Function 에 의해 해석된 후,
원하는 CD 측정 값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시편에 대하여 Calibration 된
Resolution 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제작된 샘플을 이용하여, 직선 사이의 거리를 10 회
반복 측정하여 반복도를 구하였다. 또한 HOLE 패턴이 있는 Wafer 를 이용하여, 주요 CD 들을
10 회 반복 측정하였다. 각각의 이미지는 앞에서 기술한 Auto-Astigmatism 을 이용하여
비점수차를 보정한 최적의 Focus 위치를 검색한 후, 획득하였다. CD 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측정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측정 Recipe 상에 저장해야 하는데, Recipe 작성 시, 측정 툴과
측정 항목 뿐만 아니라, 기준 위치를 위한 패턴까지 함께 저장하여, 측정이 수행되는 동안
샘플 위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매번 패턴 매칭을 통해 정확한 기준위치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Projection Thickness
with Smoothing Filter

Scanning Range

Measurement Direction
& Measurement Type

Sampling Step

Weak Edges
Candidates for Edge
Strong Edge
Edge Area

Edge Magnitude

Image Data

Derivative Threshold
+ Hysteresis Threshold

Derivative Threshold

<Fig 7.2> Measurement Too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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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Least Square Method
각각의 모델링으로 얻은 subpixel 포인트에 대해서는 Least Square Method 를 이용하였다.
(Least Square Method 는 Line 및 Circle Measurement Function 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Point
Measurment Function 는 측정 데이터 성분이 두 점밖에 없기 때문에 Least Square Mehtod 를
사용할 수 없다.)

각 해석 모듈에 대한 모델식과 실제 개발된 소프트웨어 화면에서의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다.
▪ Point Measurement Function

<Fig 7.3> Image of Point Measurement Function
Point Measurement Function 은 선택된 두 Point 근방에 대하여 각각 3x3 Facet 모델링을
이용하여, 각각의 Point 에 대한 Sub pixeling 을 통하여 두 Point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
방법은 주로 원하는 두 지점에 대한 대략적인 값을 알고 싶을 때, 매뉴얼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데이터 성분이 두 점뿐이기 때문에 반복도 및 정확도가 Line
Measurement Function 방법에 비하여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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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Measurement Function

e( a , b ) =

n

∑ { y − (ax + b)}

(7-1)

2

i =1

i

i

<Fig 7.4> Image of Line Measurement Function
Line Measurement Function 은 해석 Tool box ((Fig 7.3)의 파란색 box)를 이용하여 측정
ROI 영역과 스캔 방향(

)을 설정, CD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ROI 영역에 대하여 스캔 방향의

Max Derivative 를 가지는 Point 를 자동으로 찾도록 구현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Max
Derivative 를 가지는 Point 를 찾는다. 찾은 Point 에 대하여 Point Measurement Function 과
같은 방법으로 Sup pixel 데이터를 계산하고, 계산된 데이터들에 대하여 Least Square
Method 를 이용, 최종적으로 CD 값을 결정한다.
✽Least Square 계산식(직선에 대하여)

e=

n

∑{ y − (ax + b)}

2

i =1

i

i

의 a,b 에 대한 함수 e(a,b)를 최소로 만드는 arg min ∥e∥를 계산

∂
∂
e(a, b) = 0, e(a, b) = 0
∂a
∂b

(7-2)

1) e 의 a 에 대한 미분

∂
∂ n
e(a, b) = [ ∑ { yi − ( axi + b)}2 ] =
∂a
∂a i =1

n

∂

n

∑ [ ∂a { y − (ax + b)} ] = ∑ −2 x [ y − (ax + b)]
i =1

2

i

i

i =1

i

i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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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 e 의 b 에 대한 미분

∂
∂ n
e( a, b) = [ ∑ { yi − ( axi + b)}2 ] =
∂a
∂b i =1

n

∑[
i =1

n
∂
{ yi − ( axi + b)}2 ] = ∑ −2[ yi − ( axi + b)]
∂b
i =1

(7-4)
위의 두 미분 값을 0으로 두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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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x

i

i
n

∑x

i

i

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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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따라서 yi 의 합, xi yi 의 합, xi , xi 2 의 합을 계산하면 a 및 b를 계산할 수 있다.
▪ Circle Measurement Function
n

e( a, b, r ) = ∑ {( xi − a ) 2 − ( yi − b) 2 − r 2 }2

(7-6)

i =1

<Fig 7.5> Image of Circle Measuremen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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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 Measurement Function 은 해석 Tool box ((Fig 7.4)의 파란색 box)를 이용하여 측정
ROI 영역과 스캔 방향(

)을 설정, CD 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Line Measurement Function 과

Subpixel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같다. Circl1 에 대한 Least Square Method 를 이용, 원의 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Least Square 계산식(원에 대하여)
n

e( a, b, r ) = ∑ {( xi − a ) 2 − ( yi − b) 2 − r 2 }2 의 a,b,r 에 대한 함수 e(a,b,r)를 최소로 만드는 arg min
i =1

∥e∥를 계산
원으로 근사하는 경우 원의 방정식은 x 2 + y 2 − 2ax − 2by + a 2 + b 2 − r 2 = 0이된다. 그런데 모델
파라메터인 a,b,r 에 대한 1 차 선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RMS 를 그래도 적용하기는 힘들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c = a 2 + b 2 − r 2 라 잡고

x 2 + y 2 을 좌변으로 넘긴 후 다음과 같이

행렬식을 만들어 계산하면 된다.

∑ xi 


2
∑ yi 
2

 ∑ xi 2 yi 2

3
=  ∑ xi

2
 ∑ xi yi

∑x y ∑x y
∑x y ∑x y
∑y ∑x y
3

i

i

2

i

2

i

i

i

2

i

i

3

i

2

i

i

2







a 
b 
 
c 

(7-7)

여기서 지름 (D= 2r)은 위 행렬식을 풀어서 a, b,c를 계산한 후에 r = a 2 + b 2 − c 로 구한다.

7.4 측정 결과 비교
7.4.1. Line CD

<Fig 7.6> The result Image of Line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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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approximation method (Previous measurement method)

(unit: nm)

<Table 7-1>The Result Data of Line CD by Line Approximation Method
새롭게 제안한 CD측정 알고리즘 평가를 위하여 기존 방법(Table 7-1)과 제안한 방법(Table 72)에 대한 반복도 평가 작업을 하였다.
반복도 비교는 기존 CD해석에 사용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Line approximation
method”과 제안한 CD 측정 방법(Facet + mixed Gaussian fitting method )을 동일한 Point에
대하여 반복 측정하는 방식으로 test 하였다.
Facet + mixed Gaussian fitting method (Proposed method)

(unit: nm)

<Table 7-2>The Result Data of Line CD by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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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도(nm)
Proposed method

기존

0.512
0.402

0.225

1

0.475
0.400
0.284

0.271

0.285

2

3

4

0.346
0.208

5

<Fig 7.7> Repeatability of Line CD Measurement
(Fig 7.6)에 반복도 비교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반복도(3σ < 0.5)보다 제안한 방법의 반복도(3σ <0.3)의 결과가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다.
7.4.2 Circle Diameter

반복도
Proposed method

기존

0.710
0.628
0.330

1

(a)The result Image of Circle CD

0.678
0.437

2

0.569
0.380

3

0.328
0.147

0.112

4

5

(b) Repeatability of Circle CD Measurement

<Fig 7.8> Circle CD Measurement
(Fig 7.7(b))에는 원의 지름 측정 데이터에 대한 반복도 비교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존 측정
방법(3σ< 0.7 )보다 제안한 방법의 반복도(3σ<0.5)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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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Overlay Pattern
DX1

DX2

(CX1,CY1)
DY2

DY1

(CX2,CY2)

<Fig 7.9> Overlay CD 측정 항목

(Fig

7.9)은

Overlay

패턴

측정

항목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Overaly

패턴이

오정렬

(misalignment)되어 있을 경우 반도체 소자는 열화 된 특징을 보이거나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각 층간 패턴 오정렬도를 overlay error(OL)라 하고 OL 을 측정하는 과정을 overlay 계측 공정이

1
2

1
2
할 수 있다. 즉 정확한 ∆x , ∆y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선, DX1 ,DX 2 , DY1 ,DY2 의 정확한 값이 필

라 한다. Overlay 측정 관리 항목은 식 ∆x = (DX 2 − DX1 ), ∆y = (DY2 − DY1 ) 을 이용하여 구

요하다. (Table 7-3)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DX1 ,DX 2 , DY1 ,DY2 의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DX1 ,DX 2 , DY1 ,DY2 반복도가 모두 3 σ <0.3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acet + mixed Gaussian fitting method (Proposed method)

unit : nm

(unit: nm)

DX1

DX2

DY1

DY2

1

37.388

29.392

38.028

28.205

2

37.418

29.292

38.007

28.236

3

37.424

29.318

38.094

28.296

4

37.503

29.309

38.032

28.286

5

37.563

29.233

38.093

28.221

6

37.558

29.372

38.072

28.312

7

37.529

29.341

38.077

28.121

8

37.567

29.433

38.135

28.123

9

37.619

29.346

38.099

28.286

10

37.618

29.310

38.010

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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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abilty

0.221

0.167

0.131

0.217

Repeatabilty2

0.090

0.177

0.129

0.211

<Table 7-3>The Result Data of Overlay CD by Proposed Method

7.5 소결론
본 장에서는 개발된 형상 검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제 Wafer 의 Line 및 Overlay 형상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였다. 정확한 측정 결과를 위하여, Calibration Chart 를 사용하여 SEM 에
대한 Calibration 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형상 측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Facet 과 가우시안 혼합 모델링에 의하여 얻은 Profile 의 Subpixel Point 들에 대하여
least Square Method 를 이용 CD 를 해석하였다.

(2)

Line 형상에 대한 CD 측정 반복 정밀도(3б)는 모든 CD 데이터에 대하여 0.3nm
이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Circle 형상에 대한 CD 측정 반복 정밀도(3б)는 모든 CD 데이터에 대하여 0.5nm
이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Overlay 형상에 대한 CD 측정 반복 정밀도(3б)는 DX1 ,DX 2 , DY1 ,DY2 의 값에 대하여
0.3nm 이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Facet+Gaussian 혼합 모델링 CD 측정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기존 측정 알고리즘 대비
약 0.3nm 정도의 반복도 향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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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정적이고 정밀한 반도체 패턴의 CD 측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입사

전자빔의

초점위치에서의

분포

특성과

SEM

이미지의

FFT

Domain에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이에 대하여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관관계에
대하여 검증하는 방법을 수행하였다.

(2) 결론(1)을 바탕으로 전자빔의 X,Y축의 초점 위치가 다른 Astigmatism에 대하여, FFT
이미지 기반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이용, 자동으로 Stigmator(전자빔의 X,Y축의 beam을
제어하는 엑츄에이터) 제어에 Feedback 을 줄 수 있는 FFT 기반의 Software Sensor를
개발하였다.

(3) FFT Analysis를 통한 Astigmatism 개선 방법이 효과적임을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매뉴얼 Feedback의 Stigmator 제어를 자동 제어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4) CD측정에 영향을 주는 불균일 밝기값 보정을 위한 자동 밝기, 자동 콘트라스트
알고리즘(Auto Bright and Contast

Control

Algorithm)을

제안, 적용하여

균일한

폭의

히스토그램 분포와 밝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5) SEM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FILTER 로써 NADF(Nonlinear Anistropic Diffusion
Filter)를 제안하여 기존 필터링 반복도 대비 CD 반복도를 3σ < 0.8nm 에서

3σ < 0.5nm 로

줄일 수 있었다.
(6) NADF 제안 방식은 8근방 커널에 기반하여 이방성 확산을 수행하여 곡선 패턴의 경계선
에지를 포함한 노이즈 영상에서 작은 반복 단계의 확산으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곡선 패턴 에지가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검증 방법으로 기존 NADF와 제안한 NADF로 얻은 동일 이미지에 대하여 Intensity profile
그래프 및 반복도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7) 제안한 NADF 방식은 직선 패턴이 있는 경계선 Edge와 Line Edge를 포함한 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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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에지 검출 마스크에 기반하여 예측된 에지 방향성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방성
확산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작은 반복 단계의 이방성 확산으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직선 패턴의 에지 보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8) NADF 로 획득한 SEM 이미지에 대하여 픽셀 정밀도의 경계 추출을 통해 1 차적으로
경계를 추출한 후, 추출된 경계 주위를 서브픽셀 정밀도로 다시 정밀하게 경계를 추출하는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9) 픽셀 정밀도의 경계 추출은 1 차 미분 연산자를 이용하였으며, 서브픽셀 정밀도의 경계
추출은 LoG 로 필터링된 경계 주위를 Facet Model 로 모델링하여 국부적인 Intensity
연속함수를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Zero-Crossing 을 구하였다.
(10) LoG 로 필터링 된 경계 주위를 Facet model 로 얻은 소수점 level 의 Intensity 데이터에
대하여 Gaussain 혼합 모델 함수로 최종 모델링하여 CD 값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최종
제안하였다.
(11) 제안된 경계 추출 알고리즘과 기존 경계 추출방법과 성능 비교를 하였으며, 제안된
경계 추출 알고리즘이 가장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경계를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경계 추출 방법 대비 반복도 스펙이 0.5nm->0.3nm 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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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maging
System for Critical Dimension Measurement of Semiconductor

This paper showed a study on a CD(Critical Dimension) measurement of memory semiconductor.
CD means the length of boundary or the width between lines in a circuit. If the distance of lines is
getting narrow and going under dozens of nm, it's impossible to measure the CD of memory
semiconductor even with a high magnification optics. In this case, the only solution is to us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quipment which has low voltage and electron beam. The general
way to measure a memory CD is getting an image of semiconductor mask CD with SEM equipment
and getting CD by processing this image. This study contains an improvement of four factors such
as astigmatism and focusing, speckle noise, CD measurement algorithm that influences CD
measurement. Based on the results, procedures for improving the repeatability of CD measurement
followed.
An algorithm is suggested for real-time sorting astigmatism in SEM and speckle noise occurred
by interference between electromagnetic waves was eliminated by nonlinear anisotropic diffusion
filter(hereinafter NADF). NADF is a technique which recognizes an image as a sort of light and
handles images by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for fluid interpretation.
Also to get equal-bright SEM images, A/D Converter that corrects the offset and gain error
(which influence on the brightness and contrast of images) is installed in SEM equipment and a new
ABCC(Auto Bright and Contrast Control) algorithm is designed.
Fin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getting a more sophisticated CD by mixed-fitting intensity CD
profile of SEM images(NADF and ABCC's results) with Gaussian and facet model.

Key words : Astigmatism, Non-linear anisotropic diffusion filter, ABCC(Auto Bright and
Contrast Control), Gaussian mixed modeling, Facet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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