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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논문에서는 다파장 광원 광학계를 이용하여 투명 박막의 Critical 

Dimension 측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측정법의 경우, 투명 박막

의 투명성과 얇은 박막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다. 광학 현미

경으로 투명 박막을 측정할 경우, 투명 박막의 패턴이 측정 이미지에서 보이

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사도 이론에 입각하여, 기존

의 광학계에서 백색광 광원 대신, 일련의 단파장의 빛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백색광 광원 앞에 Acousto-optic tunable filter 를 장치

하여, 단파장으로 필터링 된 광원을 파장별로 시편에 조명하는 장비로 구성되

었다. 제안된 시스템으로 투명 박막 전극인 Indium Tin Oxide 의 Critical 

Dimension 측정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특정한 파장의 광원에서, 투명 박

막의 패턴이 뚜렷하게 보여 Critical Dimension 측정에 성공하였다. 

   투명 박막의 측정 파장대를 선정하기 위해, Microscope reflectometer 로 

측정한 반사도 결과와 비교하였다. Critical Dimension 의 측정의 필수 단계인 

경계추출에서 경계를 이루는 두 부분의 반사도 차이를 크게 하는 파장대일수

록 Critical Dimension 측정에 성공함을 알 수 있었다. 선정된 파장에서 제안

된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 반복 측정을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반복 정

밀도는 0.02μm 이하의 좋은 성능을 보였다. 

 

 

주요어 : 임계 치수,  광학 현미경, 투명 박막, 파장별 반사도, 음향 광학 변조 

필터, 다파장 이미징 시스템, 다파장 광원 광학계. 

학 번 : 2012 – 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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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현대의 반도체 생산 제조 공정에서는 안정성을 갖춘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

해 공정 수율 및 안정성 관리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안정적인 공정 관리를 

위한 정밀 계측 장비의 개발은 공정 관리의 필수요소다. 반도체 생산 공정 관

리를 위한 계측장비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측정 대상 또한 다양하다. 

정밀 계측 장비의 측정 대상들 중 하나로 Critical Dimension 이 있다. 

Critical Dimension(CD)이란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내포한 선 폭이나 패턴의 

치수 등을 의미한다. CD 측정을 통해 반도체 공정의 공정 관리 및 수율 관리

가 가능하다. 각각의 반도체들의 기능은 다를 수 있으나, 각 반도체의 품질 

및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패턴 형상의 CD 측정은 대부분 수십 나노미터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TFT-LCD 내에서도 측정해야 할 

CD 의 종류는 수백 개가 넘는다. 따라서, CD 에 대한 정밀측정을 통한 공정관

리가 필요하다. 

반도체 소자의 재료로 박막을 사용하여 제품의 경박 단소화, 경제성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소자에 쓰이는 전극의 경우 디스플레이 시 빛

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 박막을 이용하게 된다. Indium Tin Oxide(ITO) 

박막의 경우 투명하며 전기전도성이 좋아 TFT-LCD 와 OLED 에서 전극으

로써 사용된다. [1-2] 하지만, ITO 와 같은 투명박막을 일반적인 광학계로 측

정할 경우, 오히려 그 투명성으로 인해 측정이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ITO 와 같은 투명박막의 경우 두께에 따라 투과율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3] 기존의 백색광 측정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ITO 의 두께에 따라 식각

(develop)된 패턴이 보일 수도, 안 보일 수도 있다. (Fig.1) 

      

Fig. 1 Visible Edge and Invisible Edge at white light illumination system 

(Thickness of both di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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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동향 

투명박막에 대한 CD 측정의 경우, 표 1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AFM(Atomic Force Microscopy)와 CD-SEM(Critical Dimen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의 경우 측정 정밀도는 우수하나, 그 측정 시

간이 수 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Interferometer 의 경우 또한 투명 박막 

측정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방법으로는 

Tomographic method 와 Kim 이 제안한 방법이 있다. [4] Tomographic 

method 는 백색광 간섭계를 이용하기에 투명박막의 패턴이 안 보이는 상태에

서 측정 대상을 찾아야 하며, 모든 투명박막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Kim 의 제안방법의 경우 연산량이 추가되며 모든 투명박막에 대해 적용

되지 않는다. 백색광 현미경의 경우 투명 박막의 패턴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측정이 원활하지 않다. 

 

Category Examples Strength Weakness 

Contact 

Method 

AFM 

(Atomic Force microscopy) 

Precise 

Accurate 

Long time to measure 

Destructive method 

Non contact 

method 

CD-SEM 

(Critical Dimension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Precise 

Accurate 

Long time to set up 

before the 

measurement 

Interferometer 

Fast 

Measurement 

Not applicable to 

transparent thin film 

White-light Optical 

Microscopy 

Not applicable to 

transparent material 

Table.1 Classification of C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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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내용 

  백색광 현미경에서, 투명 박막 패턴의 가시(可視)유무는 반사도의 영향이 

크다. 특히, ITO 에 대한 반사도는 광원의 파장과 ITO 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

다. 같은 공정을 거친 샘플이라도 서로 조금씩 달라지는 투명 박막의 두께로 

인해 패턴이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패턴의 사라짐은 곧, CD 측

정 실패로 이어진다. 샘플이 지닌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백색광 현미경 식의 

측정 장비로는 공정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백색광 

현미경을 개량한, 다파장 광원 시스템(Multispectral imaging system)을 제

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원의 파장을 변화시켜가며, 패턴의 변

화와 함께 CD 측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장에 따른 반사도의 차이

를 이용하여, 투명 박막의 패턴을 보이게 하는 파장을 선정한 후 CD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도되는 반사도와 패턴의 반복 양상 및 투명 박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수식을 도출하였다. 

 

투명 박막 CD 측정을 위한 광학계 제안 

투명 박막 측정 가능 여부와 반사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반복 측정을 통한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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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Critical Dimension 측정 

CD 측정은 광학계를 이용하여 얻은 이미지에 대해 패턴을 뽑아내어 필요한 

치수를 얻는 과정이다. CD 측정의 과정으로써, 측정 대상의 이미지에 대한 경

계추출이 이루어진다. 경계추출(Edge Detection)은 이미지 밝기 값을 이용한

다. [5] 경계추출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1.1 픽셀 수준의 경계 추출 

 

 

Fig. 2 Pixel-level Edg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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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얻어진 Gray scale 의 이미지는 0~255 의 밝

기 값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쓰인 경계추출은 Lee 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6] 

픽셀 수준의 경계추출은 패턴 매칭을 통해 얻은 측정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하

고, 경계추출은 1 차 미분 연산자와 Sobel 연산자를 사용하였다. 

1 차 미분 연산자를 사용할 때 경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설정 값인

Threshold 는 Derivative Threshold 와 hysteresis Threshold 로 나누어 설

정하였으며, 경계의 등급을 세가지로 나누었다. ‘밝기 값의 미분’의 크기가 

Derivative Threshold 보다 작을 때는 Weak Edge 로 판단하고, Derivative 

Threshold 보다 크고 Derivative Threshold 와 Hysteresis Threshold 의 합 

사이에 있을 때는 Candidate Edge 로, 두 Threshold 의 합보다 클 때는 

Strong Edge 로 구분하였다. (Fig. 2 (c))  Candidate Edge 는 측정되고 있는 

점에서 주위 픽셀들을 검색하여 Strong Edge 가 발견되면 경계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dge 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Strong Edge 의 검색

방향은 Fig. 2 의 상단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Projection Thickness 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검색 방향은 스캔방향과 수직방향, 경계의 측면 방향으로 

검색한다. 본 논문에서는 Strong Edge 만을 경계로 인식하였다. 

투명박막의 경우 높이 차(단차)가 있는 부분에서의 이미지 밝기 값 차이, 

즉, 이미지 콘트라스트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미지 콘트라스트가 큰 

Fig.3 의 왼쪽의 경우, Strong edge 를 찾기 쉬우므로 반복 측정에서 정밀도가 

높다. 한편, 이미지 콘트라스트가 낮은 오른쪽의 경우 반복 측정에서 정밀도

가 낮다. 

     

Fig. 3 Image intensity profile (Bold) and its derivative profile (Thin) 

High Image Contrast’s (Left) Low Image Contrast’s (Right) 

따라서, CD 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이미지 콘트라스트를 크게 해야 유리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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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투명 박막의 패턴의 가시 유무 

 
Fig. 4 Interference between reflected lights 

 

기판 위에 놓인 투명박막처럼 여러 경계를 가진 물질에 대해 빛이 입사하면 

Fig. 4 와 같이 경계에 따른 다중반사가 일어난다. (이때, Fig.6 과는 달리 두 

개의 광선만을 고려한다.) 한 광선은 박막에서 바로 반사된 광선이며, 또 다

른 광선은 박막을 투과하고 다시 박막과 기판의 경계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광

선이다.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한 이미지 내의 어떤 지점이 밝게 보이거나 어

둡게 보이는 것은 이 두 광선의 간섭과 관련되어있다. 두 광선이 보강간섭을 

일으키면 밝은 지점으로 보이며, 두 광선이 상쇄간섭을 일으키면 어두운 지점

으로 보인다. 박막의 굴절률인 n2와 두께 d 는 측정 대상에 관한 항이며, λ 는 

광원의 파장에 관한 항이다. 이들 사이의 관계에 따른 차수가 정수 배인지에 

따라 간섭의 양상이 달라진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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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패턴의 가시 유무 판별 

반도체 제작 공정에 따라, 투명 박막에서 높이 차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된다. 

이렇게 높이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Critical Dimension 의 주요 측정 대상이 

된다. 이때,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은 각자 다른 유형의 간섭이 일어나야 광

학 현미경에서 패턴으로 인식이 된다. 즉, 한쪽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밝아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어두워야 둘 사이의 이미

지 콘트라스트가 커져 패턴으로 인식이 된다. 만일 높이가 다른 두 부분에서 

같은 유형의 간섭이 일어나면 이미지 콘트라스트가 작아 패턴으로 인식이 되

기 힘들다. 

 

Fig. 5 Pattern Visibility at the Step 

 

2.2.2 광원이 백색광인 경우 

백색광은 모든 단파장광(monochromatic light)들의 합이다. 따라서, 백색광

의 경우 식 (2.1)에서 파장에 관한 항을 다음의 식과 같이 적분으로 표현해야 

한다. 물질의 굴절률 또한 파장에 따라 변하므로 고정된 값으로 차수를 구할 

수 없다. 백색광에서는 일정한 항들이 없으므로 간섭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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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λ  

  λ
        

 

 
 

이러한 이유로, 백색광의 광원의 경우에는 높이 차이가 있는 각 부분에서 

어떤 식의 간섭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한 고려 사항들이 많다. 특히, 투명 박막

의 경우에는 입사된 빛을 투과 시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의 양

이 적어 패턴인식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정된 백색광의 광원을 이

용하여 투명박막을 측정할 경우,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가 불가능하다. 

 

2.2.3 광원이 단파장광인 경우 

광원이 단파장인 경우에는 식 (2.1)에 대해, 뚜렷한 간섭 양상을 알 수 있

다. 단파장의 광원일 때 백색광원의 경우와는 달리, 적분식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 물질의 굴절률 또한 단파장에서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만일 일련의 

단파장을 이용하여, 투명박막에 대한 조명을 한다면, 적어도 단파장들 중 하

나의 파장에서는 패턴을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일련의 단파장광을 가변적으로 조명하는 광학계를 제안하여 투명박

막 측정을 성공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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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사도 

2.2 절에서는 광원과 박막의 특성에 따라 어떤 유형의 간섭이 일어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2 절에 연장하여 반사도의 개념으로 패턴의 가시 유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번 절에서는 단파장의 광원을 사용할 때 광학적 상

수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투명박막 측정에 적절한 파장

대를 선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반사도에 관한 설명을 서술하였다. 

반사도란 입사한 빛과 반사된 빛의 비율로써 반사된 양에 대한 척도로 쓰인

다. 반사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질의 굴절률이다. 물질의 굴절률은 광

원의 파장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된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반사도가 클수록 입사한 빛에 대해 반사를 많이 하므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센서 혹은 카메라에서 밝은 값으로 인식이 된다. 즉, 2.2

절의 Fig. 4 의 예처럼 보강간섭이 일어날수록 반사도가 클 것이며 이미지에서 

밝은 값으로 인식될 것이다. 

 

2.3.1 광원의 파장에 따른 광학적 상수의 변화 

  빛은 매질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와 매질에서

의 속력 비를 굴절률로 정의한다. 한편, 유전체 물질(dielectric material)에 

대해서 굴절률은 복소 형태로 표현된다. [7] Fig. 6 는 단층 막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해 빛이 입사했을 때의 도식이다. 

 
Fig. 6 Light Reflection and Refraction at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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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입사될 때, 각 경계 면에서 굴절과 반사가 일어난다. 경계 면에서의 반

사의 경우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θ  θ 
 
 

굴절의 경우 Snell’s law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관계

가 결정된다. [9] 

  
    θ    

    θ  

여기서 n 은 굴절계수이고 k 는 소광 계수로서 빛이 매질을 지나면서 광량

이 감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N1, N2 는 두 매질의 굴절률이고 φ1, 

φ2 는 입사각과 굴절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굴절률은 복소수가 되며 같은 

매질에 대해서도 입사한 빛의 파장에 따라 변하게 된다. 복소 굴절률은 다음

과 같이 파장에 관한 함수로 실수부인 굴절계수(Refractive Index) 와 허수

부인 소광계수 (Extinction Coefficient 로 표현 된다. ) [7-8] 

( ) ( ) ( )   N n ik  

 복소 굴절률의 허수부인 소광 계수는 매질이 해당 파장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굴절 계수와 소광계수는 광원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며 파장에 관한 

함수로써 표현이 된다. 이는 물질 내부에 전자기파와 반응 및 에너지 흡수하

는 분산 현상(Dispersion) 때문이다. 투명한 물질의 경우 대개 Cauchy 분산 

식을 이용하여 모델링한다. [7] 이 밖에도 굴절률 함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분산식은 Sellmeier, Tauc-Laurents, General Oscillator 등의 식이 주로 사

용된다. 

이와 같은 모델링들을 통해 물질의 복소 굴절률은 광원의 파장에 따라 달라

짐을 알 수 있다. 

 

 

 

 



 

 - 11 - 

2.3.2 광원의 파장에 따른 반사도의 변화 

단일 경계에서 이루어진 광학적인 반사 또는 투과만을 고려한 진폭비(반사 

또는 투과 진폭을 입사진폭으로 나눈 값) 개념을 Fresnel 반사계수로 정의한

다. 이는 다음과 같다. 

    
   

   
  

     θ       θ  

     θ       θ  
 

    
   

   
  

     θ       θ  

     θ       θ  
 

    
      θ 

     θ        θ 
 

    
      θ 

     θ        θ 
 

한편, Fig. 6 에서 보여지듯, 전자기파(빛)이 여러 경계를 지날 때, Film 을 

투과한 빛이 Substrate 에서 반사되어 다시 공기 중에서 반사·투과되는 것이 

반복된다. 따라서, 반사된 빛은 이러한 다중 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Fig. 

6 에 대한 반사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β  

                      β 
 

    
                    β  

                      β 
 

β     
λ

 
      θ  

Fresnel 반사계수와 반사도에서 보여지듯이 이들을 결정짓는 것은 입사각

과 매질(물질)의 굴절률이다. 2.2.1 에서 굴절률은 광원의 파장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듯, 반사도 또한 광원의 파장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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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반사도와 이미지 밝기 값 

2 차원 이미지로 얻어지는 카메라 센서의 경우, 센서에서 받아들여지는 이

미지 밝기 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0] 

 

                                    λ       λ   λ  λ              (2.2) 

동일한 광학계에서 한 이미지를 측정 할 때에, E 와 S 는 동일하다. 따라서, 

한 이미지 내에서 샘플을 비추는 광량이 동일할 때, 반사도가 큰 부분일수록 

이미지 밝기 값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반사도가 작은 부분일수록 이

미지 밝기 값은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 (단, 기타요인은 없다고 가정한다.)  

식 (2.2)의 카메라 세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한 이미지 내에서 

광원의 세기와 카메라 감도(양자효율)은 동일하다. 하지만, 반사도 항에서 반

사도가 물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조(이미지 내의 픽셀 위치)에 따른 

반사도가 달라짐을 표현했다. 

                                λ   λ   λ  λ             (2.3) 

                               λ                          (2.4) 

                     λ     λ   λ   λ  λ                 (2.5) 

2.1.1 에서 이미지 콘트라스트가 클수록 패턴이 잘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경계추출에서도 이미지 콘트라스트가 클수록 CD 측정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사도 측정을 통해 측정대상의 이미지 콘트라스트를 크게 하는 파장

을 선정한다. 측정 가능 파장대를 선정하여 투명박막의 CD 측정을 성공시키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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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파장 광원 광학계 

 

Multispectral imaging system(MIS)은 일련의 단파장을 이용하는 이미징 

시스템이다. 기존의 MIS 는 대부분 물질을 구별하는 데에 그친다. [10-13] 

본 연구에서는 투명박막의 패턴을 구분하기 위해 Multispectral Imaging 

System 의 응용으로써 다파장 광원 광학계를 제안하였으며, 여기에 경계 추

출 알고리즘이 추가된 시스템을 구성하여 Critical Dimension 측정을 수행한

다. 

일련의 단파장들을 쏘아 시편에 비추면, 적어도 하나의 파장에서는 측정대

상의 이미지 콘트라스트를 크게 할 수 있음을 식 2.1 을 통해 알 수 있다. 따

라서, 일련의 단파장을 만들면서 그 파장들이 가변적으로 선택 가능한 시스템

을 구성하는 것이 이번 장의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장별로 측정 부분을 조명하여 패턴 구별과 더불어 CD 측

정을 수행한다. 제안되는 시스템의 광원부는 광원의 파장이 일련의 단파장이

어야 하며, 단파장 선택이 가변적(Tunable)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장비

로써 Acousto-optic tunable filter 를 이용하여 광학계를 구성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목표는 광학현미경의 장점인 고속 측정을 유지한 채, 투명

박막의 패턴 구별과 더불어 0.5%이하의 반복 정밀도로 정했다. 반복 정밀도는 

동일 측정대상의 반복 측정에서 정확한 값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신

뢰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의 반복 정밀도는 99.7%의 신뢰도인 3σ 를 이

용한다. 

 

3.1 Acousto-Optic Tunable Filter 

이론적 배경에서 일련의 단파장광들을 투명박막에 대해 조명하면, 적어도 

하나의 단파장에서는 투명박막의 패턴을 보이게 하는 파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되는 시스템이 갖춰야 할 조명계는 일련의 단파장

광을 만들면서 단파장광의 선택적 조정이 가능(Tunable)해야 한다. 이를 만

족시키는 부품으로써 AOTF(Acousto-Optic Tunable Filter)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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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F 를 사용하여 빛을 투사하는 광학계의 장점은 LVF(Linear Variable 

Filter)를 이용할 때와 달리 기계적 구동 없이, RF 신호의 조절로 다파장 스

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OTF 는 모듈에서 받은 RF 신호를 이용하여 회절

격자로 작용한다. 이때, 0 차 회절광은 백색광 그대로 투사시키며, 1 차 회절광

만이 단파장으로 추출된 빛이다. 따라서, 광학계 내에서 AOTF 의 정렬에 따

라 백색광에서 단파장으로 필터링된 1 차 회절광만을 이용할 수 있다. [16] 

 

Fig.7 Zeroth and First Diffraction light Filtered from AOTF 

 

3.2 기존 백색광 광원 광학계 

기존의 백색광 광학계는 Fig. 8 과 같다. 백색광 광원에서 나온 빛이 Beam 

splitter 를 거쳐 시편에 조명된다. 시편에서 반사된 빛이 다시 Beam splitter

를 거쳐 CCD 센서에 들어가는데, 이때 캡쳐된 이미지가 경계추출 알고리즘을 

통해 CD 해석이 된다. 하지만, 백색광 광학계로는 투명박막의 패턴이 보이지 

않기에 CD 측정이 불가능하다.  

 
Fig.8 Conventional White Light Microscope (Edge detection f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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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파장 광원 광학계 

 

 

Fig.9 Proposed System-Multispectral Illumination system  

 

Fig.9 는 제안된 시스템의 도식이다. 백색광 LED 광원과 Acousto-Optic 

Tunable Filter(AOTF)을 이용해 광학계를 구성하였다. 제안된 다파장 광원 

광학계의 장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광원이 되는 백색광 조명 장치와 백색광

에서 원하는 파장을 추출하여 준 단색 광원을 만드는 AOTF, 추출된 단색광

을 시편에 입사시키기 위한 대물렌즈와 반사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주는 

CCD 카메라로 구성된다. 광원 앞 AOTF 는 입사된 백색광에 대해 단파장의 

광원인 1 차 광선만이 광학계에 쓰일 수 있게 정렬되어 있다. 

측정 시스템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대물 렌즈(Objective Lens)로는 NA 

0.5 의 50 배 렌즈를, Tube Lens 로는 1 배 배율을 사용했다. CCD 카메라는 

250fps 구동이며 해상도는 640*480 pixel 이다. Beam Splitter 는 Half 

mirror 로써의 역할을 한다. AOTF 는 400nm 에서 700nm 대의 파장을 필터

링할 수 있다. 단, AOTF 에서 필터링된 단파장광은 실제로 준 단파장에 가까

우나 그 FWHM 이 몇 nm 수준으로 단파장광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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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제안된 시스템으로 투명 박막에 대한  CD 측정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쓰인 

투명박막은 Indium Tin Oxide로 LCD에서 투명 전극으로 쓰이는 시편이다. 

동일 포인트에 대해 제안된 다파장광원 광학계를 이용하여 파장만을 바꿔가며 

측정하였다. Fig.10은 본 연구에서의 측정 대상으로 ITO 전극시편이다. 측정 

CD는 양방향 화살표의 거리이다. Fig.11은 백색광 조명에서의 측정 대상의 

이미지다. 백색광 광학계에서는 측정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 

 

Fig.10 Measurement Target  

 

 

Fig.11 Measurement Target under White-light 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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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파장별 실험 결과 

 제안된 시스템으로 투명박막을 측정한 이미지는 다음 그림 Fig. 12와 같이 

요약된다. 실험에서 쓰인 파장영역은 400~700nm로 선정했으며 각 측정간 

파장차이는 7nm로 약 50개의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다음에서 보여지듯, 측정

이 성공한 경우와 측정이 실패한 경우로 나뉘며, 측정이 성공한 경우 패턴의 

색이 서로 반전된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Fig.12 (c), (d)) 

    

                 (a)                          (b)  

    

                   (c)                          (d) 

Fig.12 Measurement Result with the proposed system. 

(a) 613.52nm(Measurement fail) (b) 493.12nm(Measurement fail)  

(c) 522.15nm(A type) (d) 569nm(B type) 
 

투명박막의 실제 모습의 참조를 위해 AFM 실험 결과를 첨부하였다. AFM은 

재질의 영향 및 빛의 투과의 영향이 적어 정확한 패턴의 모습을 알 수 있다. 

 

Fig.13 AFM Result for the sam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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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측정 방향은 Fig.14와 같다. 패턴에 관계없이 이미지 바깥쪽에서 안쪽으

로 검색하는 Bottom CD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빨간색 삼각형 화살표 방향)  

 

Fig. 14 Scanning Direction of Edge Detection 

픽셀 수준의 경계추출로 CD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2)  

Wavelength[nm] Value[μm] Type Wavelength[nm] Value[μm] Type

433.32 10.543 A 572.54 10.477 B

437.97 10.583 A 578.93 10.544 B

442.16 10.606 A 584.4 10.561 B

447.27 10.755 A 589.87 10.585 B

453.31 Fail 593.51 10.596 B

458.42 Fail 598.52 10.616 B

463.98 10.267 B 602.61 Fail

468 10.427 B 608.07 Fail

472.78 10.461 B 613.52 Fail

477 10.474 B 617.6 Fail

482.78 10.461 B 622.14 Fail

489 Fail 628.93 8.407 A

493.12 Fail 634.47 8.130 A

497 Fail 639 8.146 A

503.73 10.597 A 643 8.169 A

507.88 10.587 A 650.65 10.606 A

514.79 10.593 A 652.45 8.149 A

517.55 10.600 A 659 9.371 A

522.15 10.625 A 663.73 9.449 A

528.12 10.672 A 667.34 10.600 A

532.25 10.690 A 674.99 10.716 A

537.76 10.795 A 678.59 10.701 A

542.35 10.881 A 682.64 Fail

548.31 Fail 687.59 Fail

554.26 10.197 B 693 Fail

557 10.245 B 698 Fail

563 10.373 B 701.5 Fail

569 10.454 B  

Table. 2 Raw Data of Measurement Results (Uncalib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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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파장에서 측정이 되는 파장대와 안 되는 파장대가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측정이 가능한 파장대에서 Fig.12의 (c)와 (d)처럼 두 개의 패턴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Fig.12의 (c)의 경우를 A type으로 정의했으며, (d)의 

경우를 B type으로 정의 했다. 이들의 차이는 높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간섭 

양상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광원의 파장에 따라, 각각 2.2절에서 언급한 보강

/상쇄를 만드는 파장과 상쇄/보강을 만드는 파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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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파장대 선정을 위한 반사도 측정 

4.1의 실험을 통해 파장에 따라 투명 박막 측정의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있

었다. 어느 파장대에서 측정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반사도를 척도로 이용하기로 했다. 이 절에서는 반사도를 측정하여, 1. 

측정 대상의 패턴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한 확인과 2. 투명박막 측정에 적합한 

파장대 선정 및 그 관계를 다룬다.  

 

4.2.1 Microscope Reflectometer 

Microscope Reflectometer(MR)는 한 지점(지름 약 3μm의 원)의 반사도

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MR을 이용하여 경계를 이루는 

두 지점의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이 두 지점의 반사도 차이를 이용하여, 제안

된 시스템의 투명박막 측정에 적절한 파장을 선정하였다. 

Microscope Reflectometer의 구조는 Fig.15와 같다. 백색광 광원에서 출

사되어 시편을 맞고 반사된 빛이 spectrometer로 들어가서 반사도를 계산하

는 데에 쓰인다. 본 연구에서 쓰인 Spectrometer는 200~1100nm의 파장대

를 감지할 수 있다. 

 

 

Fig.15 Schematic of Microscope Reflec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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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패턴 반복과 반사도 차이 곡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Microscope Reflectometer를 이용하여, Fig.16 의 

한쪽 경계를 이루는 두 지점(Area 1과 Area 2)의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Fig.16 Reflectance Measured Points  

Fig.12에서 파장에 따라 A type과 B type으로 측정 패턴이 달라짐을 확인

하였다. 이는 한 지점에서의 반사도가 다른 지점에서의 반사도보다 크거나 작

을 때 달라지는 양상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Area 1의 반사도와 Area 2의 반

사도의 차이를 구하였다. (Fig.17; Area 1 반사도 – Area 2 반사도) 

 

Fig.17 Reflectance Difference between Area 1 and Are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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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에서 보여지는 반사도 차이는 파장이 변함에 따라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반사도 차이 변화와 Table.2

의 측정결과에서의 A type과 B type의 반복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반사도 차이가 양의 영역일 때는 Area 1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하고 

Area 2에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을 의미한다. 한편, 반사도 차이가 음

의 영역일 때는 Area 1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하고 Area 2에서 보강간

섭을 일으키는 파장을 의미한다. 

바꿔 말해, 반사도 차이가 양의 영역인 파장일 때, Area1이 상대적으로 밝

은 A type이 되는 것이며, 반사도 차이가 음의 영역인 파장일 때 Area 2가 

상대적으로 밝은 B type이 되는 것이다. 

 

4.2.3 측정 파장대 영역 선정의 기준 

4.2.2에서는 A type과 B type의 반복 양상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았다. 투

명 박막 측정이 가능한 파장대를 알아보기 위해, Fig. 17 의 절대값을 구해보

았다. (Fig.18) 

 

Fig.18 Absolute Reflectance Difference between Area 1 and Are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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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의 절대값 그래프에서도 A type과 B type의 반복 양상을 알 수 있

다. 반면, Table. 2의 측정 실패 영역을 고려할 때, 일정한 Threshold 이상의 

반사도 차이를 갖는 부분만이 측정 가능했다. 

CD측정에 있어서, 반사도의 절대값이 일정 값 이상일 때, 반복 정밀도가 좋

다. 이는 경계추출에 있어서, 이미지 콘트라스트가 클수록 (밝기 값의 미분이 

클수록) CD 측정이 잘되는 것을 반영하여 식(2.2)와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

이다. 

          λ         (5.1) 

 

        

                 
   λ 

        

                 
  (5.2) 

 

γ(λ)는 한 이미지 내에서 동일하므로 경계추출을 위한 검색방향에 따라 달

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경계추출을 위한 검색방향에서 달라지는 것은 반사도 

R(x,y)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미지의 각 지점 (x,y)마다 반사도가 다르다. 따

라서, 경계 추출 부분에서의 반사도 차이가 곧 이미지 밝기 값의 차이가 된다. 

경계 대상을 이루는 두 지점의 반사도 차이를 크게 하는 파장을 선택하면, 

투명 박막의 CD측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Fig. 18의 

그래프로부터, CD측정에 유리한 파장을 512nm와 569nm로 선정하였다. 

 

4.3 측정값의 보정 

광원의 파장이 바뀜에 따라 파장에 따른 측정값이 달라짐을 관찰하였다. 측

정값이 달라지는 이유는 광원의 파장에 따라 광경로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

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2D Calibration 샘플을 이용하여 이미지 픽셀 거리

와 측정 대상의 실제 거리의 비인 Spatial Ratio를 보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512nm 

(A type) 

569nm 

(B type) 
AFM 

Before Calibration 10.616 10.451 
10.8165 

After Calibration 10.805 10.653 

Table. 3 Calibrated Value of Measurement [unit: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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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반복 측정의 결과 

4.2에서 CD측정 가능 파장으로 512nm와 569nm의 파장이 선정되었다. 이 

두 파장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10회 반복 측정을 수행

하였다. 측정값을 보정한 반복 측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No. 512nm 569nm 

1 10.811  10.648  

2 10.800  10.658  

3 10.802  10.652  

4 10.812  10.656  

5 10.803  10.656  

6 10.800  10.644  

7 10.807  10.659  

8 10.807  10.652  

9 10.801  10.643  

10 10.808  10.656  

Average 10.805 10.653 

Repeatability 

(3*stdev) 
0.013 0.017 

Table.4 Repeat Measurement Result at the Selected Wavelengths [unit:μm] 

 

Table.3로부터 반복 정밀도인 3σ(3*stdev)가 512nm의 파장에서 0.013 

μm이며, 569nm의 파장에서 0.017 μm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 대상은 10μm대 이다. 3장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목표

성능인 0.5%의 반복 정밀도는 10μm의 0.5%인 0.05μm이다. 따라서, 제안

된 시스템의 0.013μm와 0.017μm의 반복 정밀도는 목표했던 성능보다 약 

3배 더 좋은 성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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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다파장 광원 광학계를 제안하여 투명박막에 대한 CD측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5.1 다파장 광원 광학계를 이용한 투명박막 패턴의 가시화 

백색광 광원 광학계의 경우 투명 박막의 패턴이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CD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일련의 단파장을 투명 박막에 대해 조명할 때, 투명박

막의 패턴을 가시화하여 CD측정에 성공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광학계는 AOTF를 이용하여 단파장의 광원을 가변적으

로 선택할 수 있는 다파장 광원 광학계이다. 제안된 시스템으로 투명 박막의 

패턴을 가시화하여 CD 측정에 성공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투명 박막뿐만 아니라 이미지 콘트라스트가 낮아 CD 측

정이 불가능한 대상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함을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5.2 Microscope Reflectometer를 이용한 투명 박막 측정 파장대 선정  

투명박막에 있어서 패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측정 대상의 반사도 차이에 

따라 CD측정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이를 Microscope Reflectometer를 이

용하여, 적절한 파장대를 선정하였다. 

실험 결과, 반사도 차이의 부호에 따라 투명 박막의 이미지 패턴의 양상이 

바뀜을 관찰했다. 반사도 차이의 절대값이 일정 값 이상을 넘는 파장이 투명 

박막의 패턴을 가시화하여 CD 측정에 성공함을 알 수 있었다. 

 

5.3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 측정을 한 결과, 최소 0.013

μm의 반복 정밀도를 보였다. 이는 목표 성능인 0.5%의 반복 정밀도보다 약 

3배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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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정 관리에서의 적용 

공정 관리의 경우, 같은 공정을 거친 시편이어도, 투명 박막의 두께가 조금

씩 달라진다. 이때, 같은 공정을 거친 시편에 대해 같은 단파장 광원에서도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Fig.19) 이는 공정의 오차 범위 내의 두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파장에 따라 서로 다른 두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즉, 광

학계에서 투명박막의 모습은 1. 투명 박막의 두께, 2. 광원의 파장 에 따라 바

뀐다. 광원의 파장에 따른 변화만을 고려할 때, AFM의 측정값을 참값으로 가

정하면, 제안된 시스템으로 측정한 값이 패턴마다 오프셋이 존재한다. 512nm

의 경우 0.012μm(0.1% 오차), 569nm의 경우 0.17μm(1.7% 오차)이다. 

하지만, 각 패턴에 대한 반복 정밀도는 좋으므로, 공통된 패턴을 만드는 파장

을 조명하는 모듈을 통해, 공정관리를 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공정관리에 있어서는 오차가 적은 타입의 패턴으로 공통되게 만드는 광원으

로 조정한 후 측정한다. (Fig.20) 

        

Fig. 19 Different Patterns from the same glass at the same wavelength 

illumination 

       

Fig.20 Same Patterns applying different wavelength 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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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Atomic Force Microscopy 측정법 

 

본 연구에서 참조로 쓴 AFM은 Park Systems사의 XE-150이다. 

AFM은 SPM(Scanning Probe Microscopy)의 일종인 접촉식 측정법이다. 

AFM은 마이크로 머시닝 된 길이 약 100 μm 두께 약 1μm의 막대 

Cantilever 끝에 달린 바늘(Probe)와 측정 대상 사이의 인력 및 척력을 이용

하여 샘플 표면의 높이 값을 얻게 된다. (그림 A.1) 

 

A.1 Force-Distance curv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ip and 

sample 

Probe을 시편 표면에 접근시키면, Probe 끝과 시편 표면의 원자 사이의 간

격에 따라 끌어당기거나(인력) 밀치는 힘(척력)이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쓴 

AFM은 상대적으로 시편에 손상을 덜 주는 Non-contact 모드로써, 인력 구

간을 이용했다. 이 모드에서는 Cantilever의 고유진동 상태를 이용한다. 고유 

진동 상태인 Cantilever는 미세한 인력에 의해서도 상하로 휘어지며 시편에 

가까워짐에 따라 인력이 발생하여 그 진동수 또한 바뀐다. Cantilever와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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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인력은 Scan 방향에 따른 시편과 Probe의 높낮이에 따라 달라진다. 

Cantilever가 아래위로 휘는 것 또는 진동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이

저 광선을 Cantilever에 비추고 Cantilever 윗면에서 반사된 광선의 각도를 

PSPD(Position Sensitive Photodiode)를 사용하여 측정한다.(A.2) 이때, 

Probe의 움직임을 구동기에 피드백하여 AFM의 Cantilever가 일정하게 휘도

록 유지한다. Cantilever가 일정하게 휘도록 유지하는 힘과 거리의 관계(A.1)

로부터 Topography 이미지를 만든다. AFM은 원자 간의 힘을 이용하므로 물

질의 광학적인 성질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으며, 도체나 부도체 모두 높은 분

해능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A.2 Schematic of Atomic Force Microscopy1 

한편, 본 연구에서 같은 지점에 대해 scan rate 0.15Hz로 측정을 하여 

256*256pixel의 FOV 60um*60um의 측정 결과를 얻는데, 약 28분이 소요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 시스템의 측정시간은 640*480pixel의 

FOV 93um*70um를 1초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AFM은 정확도

는 높지만, 수율 관리를 위해 빠른 측정속도를 요하는 공정관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1 http://www.parkafm.com 

http://www.parkaf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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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omographic Method 

백색광 간섭계는 일반적으로 간섭 신호를 이용하여 표면 형상의 높이 정보

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Tomographic Method는 간섭계에서 얻어진 높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2D image를 재구성한다. 

백색광 간섭계로 얻어진 일반적인 간섭신호는 B.1과 같다. 각 지점마다 간

섭신호에 대한 포락선(envelope)을 구한 후, 이 포락선의 최대값을 이미지의 

밝기 값으로 환산하여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법을 tomographic method라 한

다. 

 

B.1 Interference Signal of White-light interferometer 

 

B.2 Principle of Tomographic Imaging2 

                                       
2 [4]김유식 [백색광 간섭계를 이용한 이차원 이미지 획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공학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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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2에서 보여지듯 각이 진 edge region에서는 표면에서의 난반사로 

인해, 간섭신호가 약하거나 불규칙한 신호를 얻는다. 일정한 포락선을 구하기 

어려운 edge region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 신호처리를 통해 경계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투과율이 높은 투명 박막에 대해서는 이미지 콘트라스트가 높은 이미지를 얻

기 쉽지 않다. [2] 

 

C. Indium Tin Oxide의 특성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전극은 투명성과 전기 전도성 둘을 만족시켜야 한다. 

반도체 소자의 재료로 박막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제품의 경박 단소화, 

경제성 향상 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소자에 쓰이는 

전극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시 빛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박막을 이용

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Indium Tin Oxide는 자원이 희소하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 널리 쓰이고 있다. 

C.1 광학적 성질 

 

C.1 Transmittance of visible light of as-deposited ITO  

The thickness of the films is 1150 Å3 

                                       
3 [1] Karasawa, T. and Y. Miyata.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indium 

tin oxide thin films deposited on unheated substrates by dc reactive sputtering." 

Thin Solid Films 223(1): 135-139,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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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1으로부터 ITO의 투과율이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 그리고 모든 증착 

방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40%는 넘는 것을 통해 투과성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2 전기적 성질 

Karasawa에 의하면 ITO의 면 저항은 최소 50-60Ω/¥이고, 전기 저항률

은 7 x 10-3 Ω m이다. [1] 전기 전도성이 좋은 도체로써, 자연계 원소인 은

의 전기 저항률은 1.59 x 10-8 Ω m이며, 구리는 1.68 x 10-8  Ω m이다. 

부도체가 전기 저항률이 약 1016 Ω m의 영역임을 고려한다면, ITO는 금속의 

산화물임에도 전기 전도성이 좋다. 

 

D. AOTF의 구동 원리 

AOTF 는 백색광원에서 원하는 파장만을 통과시키는 Filter 이다. AOTF 의 

구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D.1 Schematic of Acousto-Optic Tunable Filter4 

AOTF 는 복굴절 물질인 TeO2 수정 매질에 PZT(Piezo Transducer)와 흡수

체를 접착한 시스템이다. 이때 PZT 에 RF(Radiofrequency) signal 을 주어 

조화함수의 진동을 인가하게 되는데, TeO2 매질 내에 음파에 의한 정상파

                                       
4 www.olympus.com 

http://www.olymp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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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Wave)가 발생한다. 정상파에 의해 TeO2 내의 굴절률이 국부적 변

화가 생기는데, 정상파에 의해 압축이 되는 부분은 굴절률이 커지고, 팽창이 

되는 부분은 굴절률이 작아진다. (Acousto-optic effect) 이로 인해 TeO2 가 

회절 격자로써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 회절된 빛 만이 필터링 된 단색광이 되

며, 0 차 회절광은 입사된 백색광을 그대로 통과 시킨 빛이다. 회절광의 중심

파장은 인가해준 RF signal 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통해 얻어진다. 본 연구

에서 쓰인 AOTF 의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따른다. 

                              λ                      λ 

                    λ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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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asurement of Critical Dimension 

 Using Multispectral Illumination Optical System 

 

In this thesis, Critical Dimension (CD), which implies the characteristics of 

semiconductor device, is measured with the proposed multispectral imaging system. 

When it comes to Transparent Thin film, it is hard to measure CD in the white light 

illumination system. The pattern of transparent thin film is invisible at whit-light due to 

its transparency. To solve this invisibility problem, the series of tunable monochromatic 

lights are used to illuminate the transparent thin film.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an Acousto-optic tunable filter to illuminate the 

Indium Tin Oxide with the series of wavelengths. It is observed that certain wavelengths 

make measurement success. 

Spectral reflectance of ITO is measured with Microscopy Reflectometer to yield the 

relation between spectral reflectance and CD measurement. When spectral reflectance 

difference gets larger, CD measurement is more likely to succes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CD of ITO Sample is measured repeatedly. Its 

repeatability is under 0.02μm. 

 

Keywords : Critical Dimension, Metrology, Optical Microscopy, Transparent Thin Film, 

Spectral Reflectance, Acousto-optic tunable filter, Multispectral imaging 

Student ID  : 2012-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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