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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동시 수행하는 저해상도/고해상도 병행 스캐닝 시스템 및 판넬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대형 플랫 플레이트와

같은 평면형 대상물에 대해 검사 시스템의 스캐닝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방법을 제공한다. 저해상도 결함 검출은 자

동적으로 결함을 한정하고 해상하는 고해상도 결함 재검사 및 분류 단계와 유효하게 중첩하고 병행된다. 본 발명은 

평평한 대상물의 표면에 대해 결함을 광학적으로 검사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유효한 해결책이지만, 특히 LCD 플

랫 판넬 디스플레이를 형성하기 위해 집적-회로가 증착된 대형 유리판 상의 패턴 결함을 검출하는데 유용하다.

대표도

도 2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가능한 결함 타입을 예시하는 판넬부의 작은 영역에 대한 평면도이다.

도 2A와 도 2B는 마주하는 스캐닝 방향에 대응하는 본 발명의 가능한 실시예의 다른 각도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3A와 도 3B는 실행가능한 경계에 대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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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와 도 4B 및 도 4C는 액세스 방법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5A와 도 5B는 자동-포커싱 방법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검사 플랫폼 12 : DRS

14,16,18 : 카메라 모듈 20 :갠트리

24 : DDS 47 : 갠트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검사 기술에 기초한 머신 비전(machine vision)의 일반 분야에 관 한 것으로서, 특히 대형 플랫 패턴화 표

면 상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검출하고 분류하는 것에 기초한 머신 비전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액정 디스플레

이(LCD) 판넬과 같은 대형 기판 유리 플레이트 상에 증착된 물질을 검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비록 본 발명은 임의

의 플랫 패턴화 매체를 검사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특히 미리 완성된 형태의 박막 트랜지스터(TFT) LCD

에 사용된 유리 기판의 검사에 적용된다.

LCD 판넬의 제조동안, 얇은 유리의 대형 클리어 시트(clear sheet)는 다수의 동일한 디스플레이 판넬로서 기능하는 

전자 회로를 형성하도록 여러 물질 층의 증착을 위한 기판으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증착은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에서

수행되며, 각각의 단계에서, 금속, 인듐 주석 산화물(ITO:Indium Tin Oxide), 실리콘 또는 비정질 실리콘과 같은 특

정 물질은 종종 마스크에 의해 결정된 미리 설정된 패턴으로 이전의 층 위에 (또는 유리 기판 위에) 점착성 있게 증착

된다. 각각의 프로세스 단계는 증착, 마스킹, 에칭 및 스트리핑과 같은 여러 스텝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프로세스 단계 동안 및 하나의 단계 내 여러 단에서,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 LCD 판넬 제품 상의 전자 장

치 및/또는 시각화와 관련한 여러 제조 결함이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은 회로 단락, 회로 개방, 외부 입자, 마스

크 문제, 피처 크기 문제, 오버 에칭 및 언더 에칭을 포함하며, 이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LCD 판넬이 올바르

게 동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함들은 바람직하게 이들이 생성되는 단계에서 제거, 분류 및 가능하다면 수리되어야 

한다. 수리를 위한 결정은 결함의 정확한 분류에 기초하며 특히, '치명적(killer)', '수리가능(repairable)' 및 '처리(pro

cess)' 중에서 선별된다.

종종 자동 결함 검출용 시스템의 동작 해상도는 검사 속도 및 시스템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교

적 저해상도만이 플레이트의 전체 영역을 스캐닝하기 쉽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저해상도에서 수집된 동일한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검출 및 신뢰가능한 분류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저해상도는 검출 알고

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종종 제거되어야 할 다수의 잘못된 경보를 유발한다. 따라서, 결함 검출 스텝 이후

에, (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검사가 결함 후보의 후속 확인을 위해 관심된 결함 영역을 포착하고 그 후에 자동화 

장치 또는 사람에 의해 분류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결함 재검사 스텝이 필요하다.

이러한 타입의 동작에서, 저해상도 서브-시스템은 플레이트의 문제 영역을 검출하는데 사용되지만 (결함 검출 서브-

시스템(Defect Detection Sub-System:DDS)) 개별 고해상도 카메라는 이후 단계에서 높은 신뢰도의 자동화 또는 수

동 분류를 위해 이들 문제 영역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포착하는데 사용된다(결함 재검출 서브-시스템(Defect Re

view Sub-System:DDS)). DDS에 의해 검출된 문제 영역의 수가 처리 한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 한, 이러한 유일

한 포인트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 포착은 쉽게 유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러한 수는 (만약 모든 결함이 

재검사되는 경우에) 시스템의 순환 시간 또는 (고정되고 제한된 수의 결함이 재검사되는 경우에) 시스템의 재검사 성

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동 광학 검사(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 장치는 인쇄회로판(PCB) 검사, 실리콘 초고집적(VLSI) 회로 웨

이퍼(다이) 검사뿐만 아니라 LCD 판넬 검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에 사용되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현된 

해결책중 대부분은 종종 센서 레벨 화소 또는 서브-화소 정밀 정렬 기술과 조합하여 사용된 공간 도메인 패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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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기초한다.

한 쌍의 7 ×7 윈도우가 테스트 및 기준 이미지에 대해 고려되고 7 ×7 윈도우 내의 다수의 가능한 3 ×3 서브-윈도우

에 대한 에러의 제곱 합이 계산되는 정렬 및 패턴 비교 기술이 레비 등에게 수여된 미국특허번호 제4,579,455호에 개

시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비교값들에 대한 최소 에러가 임계값을 초과하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상기 방법은 센서 화

소 레벨까지 낮아지는 정렬 불일치를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비 등에게 수여된 상기 특허 방법의 낮은(coarse) 정렬 정밀도의 문제를 다루는 스페치트 등에게 수여된 미국특허

번호 제4,805,123호에는 결함 검출을 위한 개선된 정렬 및 비교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에서, 테스트 및 

기준 이미지 내의 큰 윈도우가 테스트와 기준 사이의 센서 화소 레벨 상관(correlation)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로

인해 샘플링된 상관 표면의 최소 포인트를 알게 되고 2차 방정식이 상기 최소 포인트 근처의 표면에 적용된다. 적용된

2차 방정식을 사용하여, 서브-화소 정밀 해결(translation)이 테스트 및 기준 이미지를 정렬하기 위해 얻어진다. 정렬

된 이미지들은 테스트 및 정렬된 기준 이미지 상의 2 ×2 서브-윈도우에 대한 임계 이미지 차에 의해 비교된다.

또한 이러한 기본 기술에 대한 변화와 개선사항이 욜스 등에 수여된 미국특 허번호 제5,907,628호 등에서 제안되었

으며, 상기 특허에서는 무엇보다 최소 포인트를 알아내기 위해 샘플링된 상관 표면을 사용하는 단점을 지적하고 양호

하지 않은(coarse) 표면 샘플링으로 인해 이러한 최소 포인트가 실제 최소 포인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므로, 상기 특허에서는 연속 서브-화소 삽입 스텝이 검출된 최소 포인트를 거의 개선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잘못된 정렬이 검출시 잘못된 경보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욜스 등은 개선된 비교 엔티티에 기초한 정교한 비교 프

로세스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상기 방법들중 어떠한 것들을 이용하더라도, 검사될 대상물(article)의 전체 표면을 스캐닝하기 위한 하나의 용이한 (

비교적 낮은)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은 한 세트의 결함 후보들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결함 후보들은, 상기 방법들이 

테스트와 기준 이미지 사이에서 예견된 변화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결함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경보

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 결과, 한 세트의 결함 후보로 이루어진 경보를 유발하고 검사될 대상의 실제 결함 맵을 형성하

기 위해 후보들을 확인할 필요가 발생한다. 더욱이, 일부 응용에서 검사될 대상의 배치를 이용하여 대상을 수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실제 결함을 다수의 결함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경향에 따른 한가지 해결책이 두 단계 스캐닝 접근법을 개시하는 앨루모트 등에게 수여된 미국특허번호 제5,6

99,447호에서 제안되었다. 먼저 전체 판넬은 래스터 스캔 모드에서 작은 직경의 레이저 빔을 이용한 매우 낮은 해상

도 비-전하결합소자(non-CCD:non-Charge Coupled Device) 광학 시스템에 의해 높은 속도 로 스캐닝된다. 그 다

음에 고해상도 CCD-기반 광학 시스템을 이용한 제 2 단계 스캐닝이 수행된다. 제 2 스캐닝 단계는 이전의 스캐닝 단

계에 의해 검출된 모든 결함 추측 위치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추출한다. 비록 이러한 해결책이 확인을 위해 검출

된 대상물의 고해상도 이미지 추출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검사의 제 1 단계가 작은 직경의 레이저 빔을 이

용한 래스터 스캔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한 두 검사가 연속적인 단계로 수행된다는 사실에서 본 발명과 다르다. 단점은

다음과 같다:

(a) 증가된 순환 시간: 고해상도 이미지화 단계는 주 검출 단계 이후에 즉시 수행된다. 고해상도 이미지화의 순차적인

특성은 고해상도 이미지 획득, 재검사 및 분류에 필요한 시간이 검출 스캐닝에 필요한 시간에 추가되기 때문에 검사 

순환 시간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친다.

(b) 유휴 이미지화 자원: 고해상도 결함 재검사 영상 분석기(imager)는 검출 영상 분석기가 동작중인 동안 동작하지 

않고 있고, 검출 영상 분석기는 재검사 영상 분석기가 동작중인 동안 동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어진 시간 제한 내에

서 시스템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유발한다.

(c) 최적화되지 않은 재검사 프로세스: 분류가 필요하고, 제조 환경 시간 제약이 모든 후보 위치의 이미지화를 방해할

때, 고해상도 재검사 영상 분석기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처리할 후보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어려운 작업이 시스템 사용자에게 남겨질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검사 및 수리의 속도 및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분류 기술과 조합하여 동작하는 완전히 자동화되고 

부분적으로 일치된 고해상도 결함 재검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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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서, 동시에 수행되는 저해상도/고해상도 병렬 스캐닝 시스템이 검사 시스템의 스캐닝 프로세스의 개선

사항으로서 제공되는데, 상기 시스템에서 저해상도 결함 검출 단계는 고 해상도 결함 재검사 및 분류 단계와 유효하

게 중첩하여 병행하며, 결함들은 자동적으로 한정되고 해상된다. 비록 본 발명은 결함을 위해 플랫 대상의 표면을 최

적으로 검사하는 더 일반적인 문제의 유효한 해결책이지만, 본 발명은 집적-회로 LCD 판넬이 증착된 액정 유리 플레

이트 상의 패턴 결함을 검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은 기계적으로 및 전기적으로 검사될 대상의 표면을 동시에 저해상도와 고해상도 이미지화할 수 있는 개선된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두 개의 독립적이고 병행적인 다른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화 서브-시스템을 포함

하며, 각각의 서브-시스템은 검사될 대상의 표면으로부터 병행하여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저해상도 이미지화 단

계는 결함 검출 서브-시스템(DDS:Defect Detection Sub-System)을 포함하고 고해상도 이미지화 단계는 결함 재검

사 서브-시스템(DDS:Defect Review Sub-System)을 포함한다. 더욱이, 각각의 이러한 서브-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이미지화 채널을 가질 수 있다.

DDS는 통상적으로 (CCD 장치 또는 상보성 금속 산화물 반도체(CMOS) 감광 장치와 같은) 다수의 동일한 매우 낮은 

해상도 이미지화 광학기와 광학대 전자(optical-to-electrical) 변환기를 사용하여 검사 대상의 전체 표면을 커버한다

. 상기 서브-시스템의 명백한 목적은 결함 후보들을 구별하는 것이며 선택적으로 TFT 격자 특성과 관련한 결함 위치

에 기초하여 결함들을 미리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분류는 데이터 라인, 게이트 라인,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및 ITO 전극과 관련한 것으로서 결함 후보들을 카테고리화할 수 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재검사될 수 있는 결함의 수

는 제한되기 때문에, 결함의 사전-분류는 결과는 재검사를 위해 경합하는 결함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결함-후보의 우선순위 부여는 사전-분류의 결과에 대응하는 재검사 가치 요소를 각각의 후보에 부여하여 이루

어진다.

DDS는 검사될 대상을 따라 이동하는 이동 장치 상에 장착되어, 다수회 통과할 수 있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검사될 

대상을 이동시키는 이동 표면 위에 고정되어 장착될 수 있다.

DRS는 소수의 동일한 매우 높은 해상도 이미지화 광학기 및 광학 대 전자 변환기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검사될 작

은 영역을 커버한다. 상기 서브-시스템의 특정 목적은 자동으로 최종 결함 분류를 촉진하기 위해 DDS 서브-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identify) 미리-분류된 결함 후보를 고해상도로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DRS 이미지화 채널은 DDS와 

동기화되어 검사될 대상을 따라 이동하는 이동 장치 상에 장착될 수 있다. 더욱이, 각각의 DRS 채널은 검사될 대상에

걸쳐 독립적으로 이동 할 수 있다.

저해상도 결함 검출과 고해상도 결함 재검사를 중첩시키고 분류 기능을 이용하여, 본 발명은 대형의 플랫 패턴화 대

상물의 자동 광학 검사를 위한 전체 순환 시간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려 한다. 본 발명을 고려된 TFT LCD 검사 문제에

적용하면, 사용자를 위해 일반적으로 짧은 순환-시간 제약 상태에서 동작하는 AOI 도구(자동 광학 검사 도구:Autom

ated Optical Inspection Instrument)의 유용성(value)을 높이고 이로 인해 라인 상태에서 100% TFT-LCD 플레이

트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AOI 시스템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검사는 디스패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적으로 동시에 동작하는 DRS 이미지화 채널의 기계적 움직임을 통해 촉진

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DRS에 의해 포착된 높은 우선순위의 결함 후보의 수를 최대화하지만 결함 재검사 효과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반면에 서브-시스템 모듈에 의해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함으로써 결함 재검사 효과를 최적화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입력은 유리 플레이트의 평면 내에서 DDS에 의해 검출된 결함 후보의 공간 분포이고 DDS에 의한

결함 후보에 부여된 재검사 가치 요소이다. 디스패칭 알고리즘의 결과는 각각의 개별 DRS 모듈에 대한 최적의 동작 

패턴이다. 이러한 움직임 패턴은 DRS 동작 시스템에 의해 실행된다.

따라서 최적의 디스패칭 알고리즘은 주어진 수의 카메라 모듈을 이용하여 DRS의 고해상도 이미지화에 의해 재검사

될 수 없는 결함 후보의 수를 최소화한다. 또한 고해상도 이미지화에 더 중요한 결함 후보의 우선순위 포착을 가능하

게 한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주어진 결함 후보 분포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의 수를 최소화하 여 시스템 비용을 잠재적

으로 감소시키거나, 동일한 수의 카메라 모듈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한다.

디스패칭 알고리즘의 일 실시예는 그래프 이론에 기초할 수 있고 본 명세서에서 예시적인 목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디스패칭 알고리즘의 다른 선택적인 구현이 가능하고 본 발명은 설명된 알고리즘의 특정 사항에 제한되지 않

는다.

일반적으로 이동중인(OTF:On-The-Fly) 포커싱은 후보 결함 위치에서 정확한(sharp) 포커스로 고해상도 이미지화 

시스템을 가져옴으로써 저해상도 및 고해상도로 중첩되어 동시 수행되는 DDS/DRS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본 발명

의 필수 특징이다. 이것은 전체 스킴의 시간 효율을 증가시키고 DRS가 y-축을 따라 정지하지 않고 동작할 수 있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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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의 일부분인 실시간으로 동시 수행되는 재검사 및 분류는 검사 프로세스에서 사람이 개입할 필요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순환 시간 효율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구성요소는 검사 및 관련된 프로세스의 파이프라인으로서 작용하여, 검사의 모든 중요한 단계가

완전히 동작중인 상태로 하고 검사중인 대상물의 스캐닝동안 이용되게 한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하기 상세한 설명을 참조로 더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LCD 패널을 위한 제조 프로세스 동안 볼 수 있는 일부 가능한 결함이 도시되어 있다. 이들은 ITO층

(112)으로의 금속 돌출부(110), 금속(116)으로의 ITO 돌출부(114), 금속(112) 내의 소위 마우스 바이트 크랙(118), 

금속(112) 내의 개방 회로(120), 화소의 트랜지스터(122) 내의 트랜지스터 단락(124), 및 임의의 영역 내의 외부 입

자(126)를 포함한다. 이러한 타입의 결함들 각각은 제거, 분류 및 가능하다면 수리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라서, 검사 플랫폼(10)(도 2A 또는 도 2B)에는 다수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매우 높은 해상도 이미지화 광

학기 및 광-대-전자 변환기를 포함하는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DRS)(12)이 제공되며, 이러한 광학기와 변환기는 

결함 검출 서브-시스템(DDS)의 스캐닝 이동과 함께 동작하여 조사될 대상물(22)의 길이를 따라 갠트리(20) 상에 있

을 때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한 세트의 카메라 모듈(14,16,18)을 함께 형성한다. 각각의 동일한 카메라(14,16,18)는 결

함 검출 서브-시스템(24)의 스캐닝 이동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한가지 적합한 기계적 레이아웃은 두 개의 마주하는 스캔 방향에 대해 도 2A와 도 2B에 나타나 있

고, 여기서 DSR(12)은 저해상도 스캐닝 방향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자신의 스캐닝 갠트리(20) 위에 위치한다. 개별 

고해상도 DRS 모듈(14,16,18)은 주 스캐닝 방향에 대해 이동하도록 동작한다. 스무 개의 DDS(24) 모듈(26-45)과 

세 개의 DRS 모듈(14,16,18)이 예시적인 목적을 위해 도시되어 있다. 모듈의 동작 수는 특정 사용의 필요에 의해 결

정될 수 있다. DRS 모듈(14,16,18)은 반드시 개별 갠트리(20) 상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DDS 갠트리(47)와 같

은 동일한 갠트리 상에 장착될 수 있다. 또한, 선형 동작 갠트리를 사용하는 스캔은, 여기서 예시되었지만, 검사 표면 

상에서 이미지화 스캔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적절하게 설계된 고정 광학기를 구비한 틸트 

회전 미러 스캐너와 같은 스캐닝을 수행하는 선택적 방법이 가능하며, 여기 개시된 알고리즘도 이에 따라 개조될 수 

있다.

DDS/DRS 동시 수행 시스템(10)의 동작은 갠트리(47) 상의 저해상도 DDS(24)가 가능한 여러번 통과하여 검사될 대

상물의 전체 영역에 대해 스캐닝하도록 하며, 각각 통과할 때마다 전체 영역중 소정의 퍼센트 영역을 커버한다. 각각

의 이러한 통과 동안, DDS(24)는 기본 결함 검출 및 분류를 수행하고 이 때 결함 및 결함 후보들의 리스트가 생성된

다. 다음에 이러한 결함 후보들은 매우 높은 해상도에서 DRS(12)에 의해 이미지화되도록 동적 디스패칭을 위해 대기

행렬에 넣어진다(queue).

이러한 각각의 결함 후보는 고해상도에 의해 이러한 특정 후보들을 이미지화하는 중요 레벨을 지시하기 위한 DRS 가

치 측정과 관련한다. DDS(24)가 함께 동작하여 뒤따르는 DRS(12)는 통과시 포착될 수 있는 결함 후보들의 수와 가

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동작 패턴을 수행한다. 현재의 통과시에 포착될 수 없는 후보들은 후속 통과에서 계획

된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하기에서 이루어진다.

DRS 모듈(14,16,18)의 일반적인 광학기의 매우 작은 초점 심도와 결합한 스캐닝 영역에 대해 검사될 대형 대상물의 

편평도의 미세 변화로 인해 DRS 모듈을 위한 동적 포커싱 스킴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후보 결함 위치로 이

동하는 동안 동적 자동-포커싱을 수행할 수 있는 DRS 모듈(14,16,18)을 포함한다. 이러한 특징은 하기에서 설명된다

.

DRS 모듈 디스패칭

본 발명의 일 특징은 포착된 결함 후보의 수와 DRS 가치를 최대화하지만 모듈에 의해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함으로

써 결함 재검사에 소모되는 조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계획된 결함 후보에 이용가능한 고해상도 DRS 모듈(14,16,18)을

디스패치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디스패칭 알고리즘의 일 실시예는 그래프 이론에 기초하며 예시적인 목적으로 

여기서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은 알고리즘의 상세한 설명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동적 디스패칭을 제공하는 대안 방법

이 사용될 수 있다.

예측된 결함 분포가 균일하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각각의 DRS 모듈(14,16,18)은 하기 설명처럼 신뢰도와 충돌 방지

의 x-전폭(span) 분할을 이유로 필요한 상호작용의 최소량을 자율적으로 갖는 것으로 고려된다.

DDS(24)가 스캐닝함에 따라서, 고해상도 DRS 모듈(14,16,18)들중 하나에 의해 동시에 이미지화될 결함 후보들을 

밝혀낸다. 시스템 설계에 따른 기계적 가속도와 속도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뒤따르는 DRS 모듈(14,16,18)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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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할 때 모든 밝혀진 결함 후보들을 포착할 수 없다. 특정 디스패칭 알고리즘에 대한 전체 설명이 본 명세서에서 제

공되지 않지만, 중요 절차(procedure)의 리스트가 제공되고 고려되어야 하는 몇몇의 중요한 제한은 상기 리스트에 

약술되어 당업자는 적당한 디스패칭 알고리즘을 안출할 수 있다. 선택된 DRS 모듈(14, 16, 18)을 결함 후보에게 디스

패칭하기 위한 디스패칭 알고리즘은 최대 가속도 및 속도, 동적 포커싱을 위한 요구사항, 선택적 이동 패턴에 의해 포

착될 수 있는 결함 수, 및 각각의 결함의 값 또는 DRS 가치 같은 모듈 이동에 대한 기계적 제한을 고려한다. 적당한 

디스패칭 알고리즘은 또한 스캔 영역 상에서 다중 통과의 존재를 처리하여, 현재 통과시에 포착될 수 없는 결함 후보

가 추후 통과시 포착될 수 있게 한다.

DRS 모듈 디스패칭 처리는 DRS 이미징 모듈의 디스패치 최적화에 영향을 받는 동적 리스트 결함 후보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 스캐닝 방향(x-y 평면에서 y 축 방향)으로 고정된 또는 가변적인 룩어헤드(look-ahead)를 고려하여야 한

다. 선택적으로, 이 윈도우는 전체 유리 범위를 커버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현재 결함 후보는 디스패치 최적화를 위

하여 고려된다. y 축을 따라 임의의 주어진 거리에 대하여, 모듈이 처음에 정지되어 있고 다시 이동의 종료시 정지하

고자 하는 것을 가정하면, 각각의 DRS 모듈은 임의의 포인트가 모듈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범위의 실현 가능한 액세

스 필드(FOA)를 가진다. 이것은 도 3A 및 3B에 도시된 실현 가능한 액세스 필드이다.

도 3A 및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DRS 모듈에 대한 각각의 초기 위치와 속도 및 y축 상에서 미리 선택된 룩어

헤드 윈도우는 특정 실현 가능한 액세스 필드를 유발한다. 이런 액세스 영역의 필드는 결함이 DRS 모듈의 현재 위치

로부터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일단 모듈이 타겟 위치, 가능하게 후보 결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

면, 이 영역은 가변하고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이 영역의 모양은 영역이 계산될 때 모듈이 x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면 가변한다.

실현 가능한 액세스 계산 필드를 통하여 여기 도시된 디스패칭 알고리즘의 특정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의 DRS 모듈

은 선택된 y 축 윈도우에서 가시적인 후보 결함 맵을 각각 처리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 :

(a) 결함 후보 및 현재 모듈 위치에 대응하는 노드, 및 결함 후보 사이에서 및 현재 위치로부터 결함 후보로 실현 가능

한 이동에 대응하는 호를 가진 순방향 흐름 그래프를 구성하는 단계;

(b) 각각의 호에 대하여, 하나의 결함 후보로부터 다른 결함 후보로 모듈 이동을 알리는 단계, 여기서 비용 요소가 계

산된다. 상기 비용 요소는 물리적 후보 대 후보 거리 값, 다른 결함(새로운 위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실현 가능한 액

세스 필드로 인하여)을 놓치는데 대한 페널티 및 타겟 결함을 포착하는 네가티브 비용(또는 재검사 가치에 의해 결정

되는 이득)을 포함한다.

(c) 현재 위치로부터 고려된 y 축 윈도우의 단부로 최소 비용 경로를 위한 최종 그래프를 해결하는 단계; 및

(d) 대응 DRS에 대한 필요한 이동 궤적을 계산하는 단계.

도 4A 내지 4C는 다음 처리를 도시한다. 고려된 y축 룩어헤드 윈도우내에 속하는 결함 후보 세트가 변하지 않는 한, 

이동 솔루션은 최적화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가치값을 가지는 새로운 결함이 윈도우에서 관찰되면, 새로운 이동 솔

루션은 더 이상 최적화되지 않고, 상기 절차는 대상 DRS 모듈에 대한 새로운 최적 경로를 발견하기 위하여 반복되어

야 한다. 대상 모듈은 새로운 솔루션이 계산될 때 하나의 결함쪽으로 이미 이동중일 수 있다. 새로운 최적 솔루션에 

따라, 모듈은 다른 후보 위치를 향하도록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과 같이, 호 비용은 타겟 결함 후보를 포착하는 네가티브 비용(즉, 이득), 호가 선택될 때 빠진 결함 후

보 비용 및 호와 관련된 이동의 총 거 리 및 에너지 비용의 적당한 함수로서 결정된다. 총 비용에서 각각의 요소는 호

환 가능한 동적 범위로 정상화되고 최종 호 비용을 생성하기 위하여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따라 가중된다.

현재 모듈 위치로부터 최종 결함 후보 위치까지 모듈의 룩어헤드 윈도우내에서 y축을 따라 최종 결함 후보 위치를 포

함하는 최소 비용 경로는 결과적인 '가장 짧은 경로 발견' 그래프 이론 문제를 해결한다. 계산된 시퀀스에서 최종 결함

후보를 포착한 후에, 모듈은 다른 새로운 결함 후보가 룩어헤드 윈도우내에 나타날 때까지 x 축에서 고정된다. 그래프

이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필드에서 이미 형성된 알고리즘중 하나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예를 들어, 가장 짧은 경로 

또는 증가 변수에 대한 당업자에게 공지된 Dijkstra 알고리즘은 상기 작업에 적합하지만 다른 대안 또한 고려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실현 가능한 액세스 필드상에 추가의 제한에 의해 공식화된 그래프쪽에 인접한 모듈의 존재 

및 경계 조건의 통합이다. 동일한 x축을 가로질러 인접한 DRS 모듈에는 각각 동일한 크기의 디스패치 존과 상기 모듈

사이의 적당한 양의 중첩이 할당된다. 동일한 크기 존으로 x 간격을 할당하는 것은 균일한 결함 분배의 가정을 바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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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후보가 두 개의 인접한 DRS 모듈 사이의 중첩 존에 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양쪽 모듈의 솔루션

이 고려될 것이다. 이 경우는 최적 디스패치 궤적에서 특정 결함을 상기 모듈중 하나만이 또는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

으면 임의의 충돌 조건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양쪽 최적 경로가 특정 결함을 포함하는 경우, 알고리즘은 두 개의 모듈

에 대한 계산된 총 최적 솔루션 비용을 고려하고 두 개의 총 최적 비용의 최소화를 유도하는 모듈에 결함을 할당하도

록 배치된다. 예를 들어, m i 및 m i+1 이 두 개의 인접한 모듈이고 이 두 개의 최적 솔루션 비용이면, 결

함은 하기식을 만족시키는 모듈 k에 할당된다 :

(1)

모든 DRS 모듈에 대한 최적 디스패칭 솔루션을 발견한 후, 대응 이동 데이터는 계산되고 DRS 이동 제어 하드웨어로 

보내진다. 이 관계는 본 발명에 의해 고안된 다양한 갠트리 결합을 홀딩한다.

DRS 카메라 모듈 동적 자동 포커싱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DRS 카메라 모듈의 포커스를 동적으로 조절하고 최적 포커스 포인트를 발견하는 공정이다. 

이것은 모듈이 하기 설명될 바와 같이 타겟 결함 후보 위치쪽으로 이동중인 동안 수행된다.

검사될 대형 플랫 대상물의 전폭(span)을 통해 평탄도로부터 임의의 편차가 있다. 이들 편차는 작은 공간 주파수로 

가정된다(즉, x-y 평면을 따라 서서히 발생한다). 이 효과는 고해상도 이미지에 요구되는 매우 높은 마이크로스코픽 

배율의 매우 좁은 필드 깊이와 결합된다. 그러므로, 이미지화되는 매 새로운 위치에 대하여, 광학기는 재포커스되야 

한다. DRS 모듈에 의한 결합 커버리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포커싱은 모듈이 결함 후보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이동

중에 행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DRS가 저해상도 라인 스캔 이미지화 요구에 의해 명령된 일정 한 y 축 이동을 가지

기 때문에 DRS 모듈이 DDS와 같은 동일한 갠트리 상에 장착되는 실시예에서 특히 요구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결함 후보쪽으로 이동 동안 일련의 전체 또는 부분 이미지 포커스를 수행함으로써 결함 후

보 위치에서 최적 포커스를 달성하는 것을 찾는다. 임의의 실시예에서, 동적 포커스 절차는 얻어진 포커스 포인트가 

타겟 위치에서 유효하도록 타켓 위치에 충분히 근접한 거리에서 시작 및 종료된다.

상기 공정은 하기 단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

(a) 모듈의 이동 동안 타겟 후보 위치로부터 떨어진 소정 거리에서 시작하는 DRS 카메라 모듈로부터 일련의 이미지 

데이터를 포착하는 단계;

(b) 이들 이미지 상에서 포착된 포커스 품질 측정과 결합하여 카메라 모듈로부터 추출된 이미지 데이터 시퀀스를 사

용하여 포커스 품질 곡선을 샘플링하는 단계;

(c) 포커싱 광학기를 이동시키는 z 스테이지에 대한 최대 포커스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탄화 함수와 샘플을 통

합하는 단계; 및

(d) 타겟 영역상에 가장 정밀한 포커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포커스 품질 기준을 최대화하는 위치에 z 작동기를 지향시

키는 단계.

도 5A 및 5B는 부가적인 제약 상태에서 n 5 가 여전히 실현가능하다고 가정하여 결함 후보(n 2 내지 n 5 )로부터 모

듈 이동을 도시한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라인 스캔 센서 또는 영역 스캔 센서 같은 요구된 광학기의 성질에 따라, 

(a)에서 이 미지 포착 단계는 모듈(x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도 5A)의 임의의 사선 이동 동안 또는 카메라가 x에서 정

지될 때(도 5B) 이루어질 수 있다. x에서 고정되는 경우, 실현 가능한 액세스 계산 필드는 포커싱 목적을 위하여 이동

의 종료시 부가적인 x 정지 기간을 고려한다.

단계(b)에 사용된 포커스 품질 측정은 사용된 렌즈 시스템의 모듈레이션 변환 함수(MTF)에 의해 제한된 바와 같이 

이미지의 가장 높은 주파수 내용뿐 아니라 이미지 명암비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DRS 이동중 결함 후보 분류

시스템은 DRS에 의해 수집된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검사되는 아티클상에서 발견된 결함 후보의 동시 재

검사 및 자동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

DDS는 다수의 DRS 모듈에 의한 이미지화를 위하여 대기되고 예정된 결함 후보의 스트림을 생성한다. DRS 모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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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섹션에서 기술된 방법에 의해 미해결의 결함 후보의 고해상도 이미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스패치된다. 이것

은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와 관련된 결합 후보의 스트림을 유발한다. 결함 후보는 하기의 두 개의 스테이지 처리를 

경험한다.

(a) 자동 재검사 : 및

(b) 자동 분류.

자동 재검사(AR) 처리 동안, 고해상도 후보 이미지 동일한 모듈 또는 다른 모듈을 사용하여 이전에 포착된 시스템 메

모리에 저장된 기준 이미지(또는 기준 이미지를 나타내는 많은 특정 데이터)와 비교된다. 이 단계는 카메라 민감도, 

센서 화소 민감도 변수, 및 센서 화소 레벨에서 공간 오정렬 같은 것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테스트 및 기준 사이의

공지된 변수의 보상을 포함한다. DRS 모듈의 고해상도로 인해, 서브 화소 정렬은 필요하지 않다.

자동 재검사 공정의 결과는 후보 위치에서 적합한 결함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틀린' 결함, 즉 저해상도 DDS의 공지된

제한의 가공물의 거절을 확인한다. 적법한 결함은 자동 분류 단계로 보내진다.

자동 분류(AC) 단계 동안, AR 단계의 출력과 결합하는 고해상도 결함 이미지는 결함의 관련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 

공정을 통해 결함 형태상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익일 수 있는 개별 특징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따

르지만, 결함 크기, 결함 위치, 결함 모양 및 신호 레벨을 포함할 수 있다.

제조 결함에 대한 TFT-LCD 플레이트 검사의 경우, 분류 시스템의 일차 출력은 결함이 a) 처리 결함, b) 수정 가능한

결함 또는 c) 치명적인 결함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메인 결정내의 서브 카테고리는 특정 사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고려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병행하여, 즉 동시 처리로서 상기 스테이지를 실현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AR 및 AC 스테

이지 동작은 DRS 동작의 일부로서 동시에 작동하고 DDS는 검사되는 아티클의 전체 표면의 저해상도 스캔을 수행한

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다른 실시예는 당업자에게 명확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여기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 한정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빠르고 정확한 분류 기술과 결합하여 동작하는 완전히 자동화되고 중첩된 고해상도 결함 재검사 시스템에 

의해 결함 검사 및 수리의 속도 및 정확도를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도 이미지화와 위치설정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미지화 수단을 통해 플랫 패턴화된 매체의 결

함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검출 단계와 동시에, 비교적 높은 해상도 이미지화와 위치설정 프로토콜에 따른 이미지화를 사용하여, 상기 검출

단계에 의해 지시된 결함을 재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랫 패턴화 매체의 검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검사 단계는 동적-최적화 이동(on-the-fly) 자동화 포커스 이미지화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플랫 패턴화 매체의 검사 방법.

청구항 3.
테스트 상태에서 플랫 패턴화 대상물 내의 결함 후보의 이동중 재검사 및 분류를 동시에 수행하고, 상기 병행 동작들

이 뒤따르는 결함 검출 방법으로서:

상기 대상물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대상물의 결함 후보들을 검출하는 단계; 및 제 1 비교적 낮은 동작 해상

도에 따라 동작하는 다수의 결함 검출 서브-시스템 모듈을 갖는 결함 검출 서브-시스템을 통해, 재검사 가치값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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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결함 후보들에 부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및

상기 모든 단계와 동시에, 상기 결함 후보 주위의 작은 영역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작은 영역들을 재검사하

는 단계; 및 제 2 비교적 높은 해상도에 따라 동작하는 다수의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을 갖는 결함 재검사 서

브-시스템을 통해, 상기 작은 영역들을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결함 검출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동시 수행되는 높은 해상도 재검사의 이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동적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 디스패칭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에 의해 포착된 높은 우선순위의 결함 후보들의 수를 최대화

하고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에 의해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 검출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패칭 알고리즘은:

상기 각각의 재검사 서브-시스템에 대해서 및 상기 이동 최적화의 각각의 반복시에, 상기 각각의 결함 후보들과 상기

각각의 결함 후보와 관련한 모듈의 현재 위치에 대응하는 노드 및 상기 노드들 사이에서 용이한 이동에 대응하는 호(

arc)를 이용하여 그래프 이론(Graph Theory) 감지에서 순방향의 용이한 이동 그래프를 구성하는 단계;

다른 결함들을 검사하지 못한(missing) 비용, 필요한 이동의 거리 및 타깃 결함 후보의 재검사 가치를 나타내는 함수

로부터 선택된 적합한 비용 함수에 따라서, 상기 결함 후보들중 제 1 결함 후보로부터 상기 결함 후보들중 제 2 결함 

후보 까지의 모듈 이동을 나타내는 각각의 상기 호(arc)에 대해 비용을 관련시키고, 이에 따라 결과 그래프를 얻는 단

계;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의 현재 위치로부터 스캐닝 방향을 따라 고려된 윈도우의 단부까지, 순서화된 결

함 시퀀스에 의해 결함 변화로 나타난, 최소 비용 경로를 알아내기 위해 상기 결과 그래프를 해결하는 단계; 및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에 대한 이동 데이

터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 검출 방법.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타깃 후보 위치로부터 미리-설정된 거리에서 시작하고, 상기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의 이동 동안 자동적으로 상기

이미지화 엘리먼트를 포커싱하는 단계;

상기 이미지에 대해 계산된 적어도 포커스 품질 메트릭(metric)의 샘플을 사용하여 포커스 품질 메트릭 곡선을 획득

하는 단계;

포커싱 광학기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된 z-스테이지에 대한 최대 포커스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해 유연한(smoothing) 

함수를 이용하여 상기 포커스 품질 메트릭 곡선을 삽입하는 단계; 및

상기 타깃 후보 위치의 가장 정확한(sharpest) 포커스를 얻기 위해 상기 포커스 품질 메트릭 곡선을 최대화하는 z-축

위치로 상기 z-스테이지를 향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 검출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포커싱 단계는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의 이미지화 엘리먼트로부터 이미지 데이터의 시퀀스를 포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획득 단계는 상기 포커스 품질 곡선을 샘플링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에 대해 계산된 상기 포커스 품질 측정값을 

결합하여 이미지 데이터의 시퀀스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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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검출 서브-시스템 내에서 결함 후보들의 시퀀스를 생성하는 단계;

다수의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에 의해 이미지화를 위한 상기 시퀀스를 대기 행렬에 넣고(queue) 계획하

는 단계;

상기 비교적 높은 해상도 이미지 데이터와 관련한 결함 후보의 시퀀스를 생성하도록 처리되지 않은(outstand) 결함 

후보의 비교적 높은 해상도 이미지화를 수행하기 위해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을 디스패칭하는 단계;

상기 결함 후보가 두 단계의 프로세싱을 경험시키는 단계;

- 상기 두 단계의 프로세싱은 자동 재검사 프로세스 및 자동 분류 프로세스를 포함함 -

상기 자동 재검사 프로세스 동안, 상기 높은 해상도 후보 이미지를 알려진 결함 상태(status)의 시스템 메모리 내에 

저장된 기준 이미지와 비교하는 단계;

- 상기 비교 단계는 a) 이미지화 장치 민감도 및 b) 센서 화소 민감도 변화중 적어도 하나를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테스트와 기준 사이의 알려진 변화를 보상하는 단계를 포함함 -

상기 후보 위치에서 실제 결함의 존재를 확인, 또는 상기 낮은 해상도 DDS의 알려진 제한의 가공물(artifact)을 포함

하는 틀린 결함으로서 상기 틀린 결함을 거부하도록 센서 화소 레벨에서 공간적인 오정렬을 보상하는 단계;

자동 분류 프로세스를 위해 상기 실제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

상기 단계들 이후에, 상기 자동 분류 프로세싱동안, 상기 결함의 관련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상기 자동 분류 프로세싱

의 출력을 결합하여 상기 비교적 높은 해상도 결함 이미지를 사용하는 단계; 및

상기 분류 프로세싱을 통해 상기 결함의 타입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결함 검출 방법.

청구항 9.
비교적 낮은 해상도 이미지화와 위치설정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미지화 수단을 통해 결함 후보를 검출하기 위한 검

출 서브-시스템; 및

비교적 높은 해상도 이미지화와 위치설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검출 서브-시스템에 의해 지시된 결함에 대해 

재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재검사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플랫 패턴화 매체 검사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서브-시스템은 재검사 가치값을 상기 검출 후 부에 부여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 패턴화 매체 검사 장치.

청구항 11.
이동중에 결함 재검사 및 테스트 상태에서 대상물 내의 현상 분류를 동시 수행하는 결함 검출용 장치로서:

상기 대상물의 이미지 획득, 결함 후보 검출 및 제 1 비교적 낮은 동작 해상도에 따라 상기 결함 후보에 재검사 가치값

부여를 위한 다수의 결함 검출 서브-시스템 모듈을 갖는 결함 검출 서브-시스템; 및

비교적 높은 해상도를 사용하여 상기 결함 후보의 재검사 및 상기 결함 후보의 분류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상기 결

함 후보 주위의 작은 영역의 이미지를 획득하도록 동작하는 다수의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을 갖는 결함 재검

사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결함 검출용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검출 서브-시스템은 제 1 이동가능한 갠트리 상에 장착되고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

스템은 제 2 이동가능한 갠트리 상에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 검출용 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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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검출 서브-시스템은 제 1 이동가능한 갠트리 상에 고정적으로 장착된 다수의 검출 모

듈을 포함하고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은 제 2 이동가능한 갠트리를 따라 이동하도록 장착된 다수의 결함 재검

사 서브-시스템 모듈을 포함하는 결함 검출용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재검사 모듈중 제 1 모듈의 이동은 상기 재검사 모듈중 제 2 모듈의 위치에 의해 제한되고,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데, 상기 제어기는:

결함 후보와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중 하나의 모듈의 현재 위치에 대응하는 노드 및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에 대한 현재 위치로부터 제 1 선택된 결함 후보까지와 제 2 선택된 결함 후보 사이 내에서의 용이

한 이동에 대응하는 호(arc)를 이용하여 순방향 흐름 그래프를 구성하고;

하나의 결함 후보로부터 또다른 결함 후보까지의 모듈 이동을 나타내는 각각의 호에 대하여, 검사하지 못한(missing)

다른 결함의 비용, 필수 이동 거리, 및 결과 그래프를 얻기 위해 포착된 결함의 가치를 포함하는 비용 요소의 함수로서

비용을 상기 호에 연관시키고;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의 현재 위치로부터 고려된 y-축 윈도우 단부까지의 최소 비용 경로를 위해 상기 

결과 그래프를 해결하며; 및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결함 재검사 서브-시스템 모듈에 대한 이동 데이

터를 계산하도록 동작하는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 검출용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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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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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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