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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각기 다른 금속 물질의 단차 측정을 위한 두 파장 백색광간섭법과 간섭계

요약
본 발명은 두 파장 백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재질이 다른 물질의 단차 측정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측
정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백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다른 물질로 형성된 단차를 측정할 때 위상 변화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두 물질에 대한 위상 변화율의 차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상기 수학식으로
부터 오차를 한번의 측정으로 보상할 수 있는 측정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광위상 간섭법에서 금속 물질의 위상 변화는 물질에 따라 10 ~ 40nm의 측정 오차를 유발한다. 본 발명에서는
위상 변화의 오차가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 정점과 가시도 정점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으로 증명하고 금속 물질의
파장에 대한 위상 변화율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일차 직선으로 가정하고 이로부터 단차 값에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아울러, 자가 보정법은 두 파장 백색광 간섭무늬가 갖는 두 개의 위상 정점과 한 개의 가시도 정점으로부터 위상
변화율 오차를 추출하므로, 해당 금속의 위상변화를 얻기위해 별도의 실험을 하지 않고도 한번의 측정을 통해 위상변
화로 인한 오차를 보상하는 두 파장 백색광 간섭법과 측정장치를 제안한다.
대표도
도1
색인어
두파장간섭계, 주파수, 단차, 이종금속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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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 정점과 가시도 정점에 관한 것
도 2. 단색광 간섭법에서 금속 A와 금속 B로 이루어진 단차 h에 관한 것
도 3. 파장에 따른 금속표면으로부터 반사된 광의 위상변화를 나타낸 것
도 4a. 가시도 정점에 의한 오차

의 해석도(위상변화율 오차)

도 4b. 가시도 정점에 의한 오차
의 해석(위상변화율 오차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
도 5a.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백색광 간섭무늬의 분광(백색광 간섭무늬)
도 5b.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백색광 간섭무늬의 분광
(푸리에 변환결과)를 나타낸 것
도 6. 두파장 백색광 간섭계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
도 7a. 두파장 백색광 간섭무늬의 해석(두파장 백색광 간섭무늬 : I(z))
도 7b. 두파장 백색광 간섭무늬의 해석(두파장 백색광 간섭무늬의 주파수
변환 : J(k)=FFT[I(z)] )을 나타낸 것
도 8. 두파장 백색광 간섭계를 이용한 94nm VLSI 표준 단차 시편의
보상 결과를 나타낸것 (h=95.3nm)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두 파장 백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재질이 다른 물질의 단차 측정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측
정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백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각기 이종(異種) 물질로 형성된 단차를 측정할 때 각 물질마다
다른 위상 변화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두 물질에 대한 위상 변화율을 극복할 수 있는 알고
리즘과, 상기 알고리즘을 실현할 수 있는 측정법에 측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물질의 단차는 단색광(단파장) 주사간섭계 혹은 백색광(다파장) 주사간섭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물질이
조명광에 입사하고 다시 반사할 경우는 위상변화가 일어나는데, 단차를 이루는 물질이 동종(同種)일 경우는 위상변화
가 동일하므로 위상변화로 인한 측정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차를 이루는 물질이 이종(異種) 일 경우 위상
변화가 물질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단차의 높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된다. 단색광 주사간섭계를 이용하여 이종물
질의 단차를 측정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조명광의 주파수에 대해 해당물질의 위상변화 차이를 미리 확인하여 이를 측
정결과에 보상하는 방식을 취해 왔으나, 이 경우 사용하는 조명광의 주파수와 각 물질의 위상변화를 미리 알고 있어
야만 보상이 가능하며, 물질이 바뀌거나 조명광의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 위상변화도 다르게 되어 보상이 어렵게 된다.
또한 백색광을 조명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상변화율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 단지 평균적으로 예측하여 보상
하므로 보상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조명광으로 백색광을 적용하는 예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동종(同種) 물질의 경우는 백색광의 넓은 주파수 영역으로 인한 짧은 가간섭거리(간섭이 일어나는 거리)를 활용하여
미세표면의 삼차원 형상측정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이때 적용하는 기본원리는 측정표면 또는 기준거울의 위치를 광
축 방향으로 정밀 이송하면서, 얻어진 간섭무늬의 정점을 검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색의 레이저 광원과 비교하여
백색광의 가간섭거리는 수 마이크로미터(㎛) 범위로 한정되며, 가시도의 최대정점의 위치가 분명하여 측정표면의 절
대위상의 산출시 2π모호성(ambiguity)의 문제점이 없다. 또한 중간 광학계로부터의 불필요한 회절에 의한 잡간섭(st
ray diffraction)이 제거된 측정표면과 기준거울만의 우수한 간섭무늬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백색광 주사간섭계는
최근의 마이크로컴퓨터의 연산능력의 급진적인 향상과 더불어 초정밀 표면의 검사를 요구하는 산업적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여 널리 연구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색광 간섭계로 동종의 금속물질로 이루어진 단차를 측정할 때에는 짧은 가간섭거리를
적용하여 널리사용되고 있는반면 이종의 금속물질에는 적합하기 않다. 백색광 간섭계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는 상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종(異種) 물질을 측정할 때 유발되는 위상변화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종의 물
체에서 반사된 위상을 측정하여 형상을 재생하는 광위상간섭계 (Phase Shifting Interferometry)에서는 두개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단차 측정의 경우, 각각의 물질에서 반사시에 유발되는 위상변화의 차이로 인해 10～40 나노미터(n
m)의 측정오차가 유발된다. 이의 보상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제안된 측정법들은 대부분 단
색광을 사용하여 보상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이 또한 까다로운 보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종 금속물질의
단차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백색광 주사간섭계를 사용하게 되면 각기 다른 물질의 위상변화차이가 모든 파장에 대해
복잡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보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파장대역을 갖는 조명광을 이용한
측정법의 제안이나, 측정장치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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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목적은 이종(異種)의 물질로 이루어진 단차를 백색광 주사간섭계를 이용하여 측정함에 있어서, 상기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물질에서 반사시에 유발되는 위상변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현할 수 있는 측정법을 제안하고 상기 측정법을 적용한 측정시
스템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백색광주사간섭계에 이종물질의 위상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 한편 상기 수학적으로 모델링된 알고리즘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측정법과 측정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각각 다른
중심파장을 갖으면서 일정파장대역을 갖는 조명광을 적용하여 이종물질의 단차를 측정을 통해 보상할 수 있는 두 파
장 백색광 간섭계를 제시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백색광주사간섭은 마이클슨(Micheolson), 미라우(Mirau), 리닉(Linnik)등 여러 형태의 간섭광학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학계의 개구수(NA)값이 작은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마이컬슨 간섭계를 통해 두개의 서로 다른
금속물질로 이루어진 단차의 측정법을 설명한다. 설명에 앞서, 전개하는 식의 변수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z o : 측정 대상물의 실제 위치
z m : 백색광 간섭무늬의 정점
z env : 백색광 간섭무늬의 가시도 정점(z env = z m )
z

fringe

: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 정점(

)

: 금속 물질의 위상 변화로 인한 가시도 정점의 오차(

)

: 백색광 간섭무늬에 나타난 위상 값
h : 금속 물질로 이루어진 단차의 참 값
H :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정점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h

1

h

2

: 주파수

에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 주파수
:h 2-h

에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1

k

0

: 백색광 광원의 중심 주파수(

)

k

1

: 단차 h

1

을 측정하기 위한 광원의 주파수 (

)

k

2

: 단차 h

2

을 측정하기 위한 광원의 주파수 (

)

개구수(NA)값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은 값을 갖고, 측정대상물의 높이를
라 하면, 주사거리 z에 대한 간섭무
늬의 광강도 변화는 다음과 같은 적분식으로 표현된다.(참고: G. Kino, S. Chim, "The Mirau correlation microscop
e," App.Opt, 29(26), 3775-3783 (1990))

(수학식1)
(수학식1)에서

(k)는 반사도,

(k)는 금속물질의 반사시 발생하는 위상 변화, F(k)는 광원의 스펙트럼,

는 광원

의 중심 주파수(
는 광원의 중심 파장), 그리고,
는 사용하는 백색광 조명의 주파수 대역이다. 위상
변화
는 프레넬 방정식(Fresnel Equation)에 의해 유도되는데, 측정 대상물에 대한 수직 입사를 가정하면 이에
의한 반사도는 다음과 같다

(수학식2)
(수학식2)에서

는 각각 입사 물질의 굴절률, 반사 물질의 굴절률로서, 일반적으로 입사 물질은 공기로서

의 값을 갖는다. 반사 물질이 금속인 경우, 금속은 빛의 반사시 유발되는 광전 효과에 의해 에너지 손실을 갖아
, 굴절률은 다음과 같이 복소수인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로 표현된다. 금속 물질이 갖는 복소수의 굴절률로 인하여 위상변화

(수학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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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3)의 위상변화를 고려한 (수학식1)을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백색광 간섭무늬 식을 획득한다.
(수학식4)
(수학식4)에서 배경광 성분

는 식의 간단한 표현을 위해 생략하였고,

은 가시도 함수(Envelope Functi

on),
은 위상 변화의 백색광 파장 영역에 대한 평균값이다. (수학식4)를 기반으로 재생된 백색광 간섭무늬는 도1
과 같고, 측정영역 전체에 발생한 간섭무늬의 정점을 각각 검출함으로써 측정대상물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할 수 있다.
한편, 백색광 간섭무늬의 정점은 도 1과 같이 가시도 함수의 최고점인 가시도 정점(Envelope Peak)과 간섭무늬가 최
대값을 갖는 위상 정점(Fringe Peak)으로 나뉘는데, 두 정점은
으로 각각 표현된다. 위
상 정점은 기존의 광위상 간섭법에 의한 측정방법과 같은 계산법으로, 도 2와 같은 서로 다른 금속 A, B로 이루어진
단차 h를 측정할 경우,
의 측정오차를 갖는다. 위상정점의 오차는 측정 대상물질의 특성을 파악한 후
광학 핸드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상 변화를 계산하거나, 기존의 실험방법 ( T.Doi, K.Toyoda, Y.Tanimura, Effec
ts of phase changes on reflection and their wavelength dependence in optical profilometry" App. Opt, 36, 71
57(1997) )등을 통하여 측정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지나치게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거나, 실제 측정 대상물의 적용
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가시도 정점의 경우 조명이 단색광이고, 높은 개구수 값을 갖는 광학계에 대해서만 위상변화
의 오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조명이 백색광인 경우에는 위상변화가 파장에 따른 복잡한 특성을 갖기 때
문에 아직 그 연구가 미미한 편이다.
가시도 정점은 광원의 스펙트럼, 측정대상물의 반사도 및 위상변화, 광학계의 개 구수값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위상 변화가 백색광간섭무늬의 가시도 정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광학계의 개구수가 매우 작
다고 가정한 (수학식1)의 백색광 간섭무늬 생성식에서 간섭항을 (수학식5)와 같이

로 정의한다.

(수학식5)
는 측정 대상물의 위상 변화를 파장별로 표현한 것으로, 만일

가 상수라면 가시도 정점

는 물체의 위치

와 같게 된다. 하지만, 위상 변화
는 파장에 대해 많은 변화를 갖고, 대표적인 금속들의 k에 대한 변화는 도 3
과 같다(Edward D.Palik, Handbook of Optical Constants of Solids Vol I , Academic Press, (1985) ). 도 3에서
위상변화
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 없이 선형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위상 변화
를 (수학식6)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수학식6)
(수학식6)을 (수학식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유도된다.
(수학식7)
(수학식7)로 유도된 간섭항
와 광원의 스펙트럼 분포 F(k), 반사도
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
수학식1)에 의한 백색광 간섭무늬는 (수학식4)로 일반화되어 표현된다. 하지만, (수학식8)의 간섭항
에서 확인
되듯이, 물체의 위치

는 위상 변화의 k에 대한 기울기 성분

은 (수학식8)과 같이 물체의 위치

에서 위상 변화율

만큼 이동되는데, 이로부터 가시도 정점

만큼 이동한 값을 갖는다.

(수학식8)
결국, 이동 값

는 가시도 정점의 오차로 작용하는데, 이에 의해 서로 다른 두개의 금속 A,B로 이루어진 단차 h를

가시도 정점을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하부터는 상기에서 설명한 설명한 위상변화율에 의한 가시도 정점의 오차를 보상하는 자가 보정법을 제안하고, 이
를 실제 측정에 적용한 결과를 보인다. 단차 h 측정에 발생하는 가시도 정점의 측정 오차
는도
4(a)와 같은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 단차를 이루는 금속 A, B의 k에 대한 위상변화를 도 4(a)와 같이 가정하면, 이때
발생하는 측정 오차는 두 금속의 위상변화의 기울기 차이 값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의 위
상변화 기울기 차이 값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상변화로 인한 오차를 보상하여 이종의 금속물질이
이루는 단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오차 보정 방법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
로 한다.
위상변화율 차이값의 측정 및 보정은 도 4(b)와 같이 백색광 광원의 주파수폭으로부터 최소주파수
를 설정함으로 시작된다. 두 주파수는

과 최대주파수

의 관계를 갖고,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주파수 k는 파수(Wavenum

ber)로서,
의 관계를 갖는다. 보정의 첫 번째 단계로, 두 주파수
측정하는데,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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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9)
(수학식9)의 위 첨자 A, B는 각각 금속 물질 A, B 에서 발생한 위상 변화값을 나타낸다. 아울러, 1과 2의 아래 첨자는
광원의 스펙트럼 주파수

에서의 측정 결과임을 뜻한다. 위상 변화

그리고,

는 알 수 없는 값이

므로, 단색 광 간섭법에 의한 측정값
과
는 실제 단차 h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갖는다.
보정의 두 번째 단계로, 단색광 필터를 제거한 뒤 백색광 주사 간섭법의 가시도 정점을 이용하여 단차를 측정하는데,
이때 측정결과를 H로 표현한다. 측정 결과 H의 해석을 위해, (수학식8)에서 정의된 가시도 정점의 오차값
과 같이 간략화 한다.

를 다음

(수학식10)
(수학식10)으로 가정한 위상변화율 오차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를 이용하면, 가시도 정점

을 이용한 두 물질 A,B의 측정 단차 H는

(수학식11)
위상변화율 보상법의 주 아이디어는 (수학식11)에서 표현된 가시도 정점의 오차 항을 단색광 간섭법에서 획득한 단
차값

을 이용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학식9)의 단차 값을 다음과 같이

로 변형시킨다.

(수학식12)
(수학식12)에서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과
는 광원의 중심 주파수
로 치환하였고, 이 가정에 의한 오차는 크
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학식12)의 표현을 (수학식1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최종 단차 계산식이 유도된다.
(수학식13)
(수학식13)으로부터 2개의 단색광 간섭법에 의한 측정결과
,
와 백색광 주사간섭계의 가시도 정점을 이용한
측정결과 H를 이용하면 금속단차 h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 4(b)와 같이 두개의 주파수
,
에서 측정한 단차의 오차
를 이용하여 위상변화율 차이값
를
계산한 것으로 쉽게 풀이된다. 하지만, 이상에서 설명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한 보정법은 총 3번의 각기 다른 측정이
필요해 측정작업 자체가 복잡해지고, 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오차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파장 백색광 간섭법에 의한 자가 보정법을 제안한다.
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색광 간섭무늬가 갖는 두개의 정점 중 위상정점(Fringe Peak)은 간섭무늬의 위상
에
의해 결정되어 간섭무늬의 최대 강도 위치를 나타낸다. 만일, 사용하는 백색광 조명의 주파수 대역
를 축소 시키면
공간상에서 간섭무늬의 가간섭 길이가 커져, 간섭구간이 넓어진다. 이 경우 위상정점은 측정 위상을 이용한 단색광
간섭계의 정점과 같아진다. 즉,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정점은 주파수 대역
내의 모든 파장이 갖는 위상 정점의
평균위치로 해석할 수 있고, (수학식1)에서 광원의 주파수에 대한 위상 변화
가 주파수 대역
의 구간으로 적
분 되는 것으로 다시 설명된다.
역으로, 도 5에서와 같이 측정한 백색광 간섭무늬를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분광하면 특정 주파수 k 1 , k 2 에서 위
상
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값으로부터 (수학식13)에 필요한 단차 h 1 , h 2 를 대체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하나의 백색광 간섭무늬를 분광하면, 2개의 위상정점과 1개의 가시도 정점을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식(13)을 이용하여 정확한 금속 단차 h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백색광 간섭무늬를 분광하면, 도 5(
b)에서와 같이 모든 가시 광선 영역에 고르게 분포하여 특정 파장 성분의 위상 계산에 외부 교란의 영향을 쉽게 받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 6과 같이 두개의 광원을 이용한 두파장 백색광 간섭법을 적용한다
.
도 6의 중심파장이 다른 두 개의 백색광 광원을 이용하는 장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중심파장이 각각
인
백색광원(100)(110)을 광 합성 수단(120)에 입사 시키고, 합성된 광을 평행광 렌즈 수단(130)을 통해 광분할 수단(1
60)에 입사 시킨다. 광분할 수단(160)에 입사된 합성된 광원은 대물렌즈 수단(140)을 통해 각기 다른 금속으로 이루
어진 단차를 포함하는 측정물(190)에 입사된다. 상기 입사된 합성 조명광은 다시 반사되어 대물렌즈 수단(140)과 광
분할 수단(160) 및 영상 렌즈 수단(170)을 통해 간섭무늬 획득수단(180)에 전달되어 백색광 간섭무늬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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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이용한 실험에 사용한 두 조명의 중심파장은
로 다르고, 선폭이
로 같은 것
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백색광 간섭법이 가시광선 영역을 모두 포함함으로 인하여 특정 파장 성분을 구분
하기 어렵고, 외부 교란에 약한 단점을 극복한다. 이로부터 생성된 백색광 간섭무늬는 도 7(a)로서, 이를 푸리에 변환
하여 획득한 스펙트럼은 도 7(b)와 같다. 도7(b)에서 간섭무늬의 스펙트럼은 2개의 정점을 갖는 것으로 나뉘고, 정점
은 각각
의 위치에 있다. 이로부터, 특정 파장
에 광이 집중되어 외란 교란에 강함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도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파장 백색광 간섭무늬의 가시도 정점은 공간상의 정점을 검출하는 여러가지 알고리즘
(참고예 :P. Sandoz, "Wavelet transform as a processing tool in white-light interferometry," Opt. Lett, 22, 106
5 (1997) ) 을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 하지만, Groot(참고: P. Groot, L. Deck, "Three-dimensional imaging by s
ub-Nyquist sampling of white-light interferograms" Opt. Lett, 18, 1462 (1993))가 제안한 주파수 영역 해석법(
Frequency Domain Analysis)은 획득한 간섭무늬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하여 각 주파수에서의 위상을
이용한 것으로, 위의 문제를 해결한다. 획득한 백색광 간섭무늬 I(z)를 J(k)=FFT[I(z)]로 푸리에 변환하면 주파수 영
역에서의 위상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수학식14)
(수학식14)로부터 가시도 정점 z m 은 주파수 k에 대한 기울기 값과 같고, 임의로 설정한 주파수 k
변화값

1

,k

2

에서 위상

을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측정 장치에 응용하면, 먼저, 도 7(b)의 스펙트럼에서 두 주

파수
의 위상
를 계산하여 2개의 위상 정점을 추출한다. 다음 단계로, 두 주파수가
포함하는 영역내의 모든 위상으로부터 기울기 값을 계산하여 가시도 정점을 추출한다. 따라서, 상기의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조명광을 사용하는 두 파장 백색광 간섭계로부터 얻은 간섭무늬에 주파수 영역 해석법을 적용하면, 단 한번
의 측정으로 h 1 , h 2 , H, h를 모두 계산해낸다.
[표 1]

표1은 두파장 백색광 간섭법을 이용한 금속 단차의 측정 결과이다. 측정에 사용한 금속 단차는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
해 금속단차 시편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이엘에스아이 회사(VLSI Co)에서 제작하고 미국 표준 연구소(NIST)에서
단차 값을 보증한 94.0nm표준 단차 시편과 유리면에 도포된 크롬과 금의 단차 시편이다. 크롬과 금의 단차는 접촉식
측정기로 각각 76.0nm와 67.0nm의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두파장 간섭무늬로부터 획득한 가시도 정점과 2개
의 위상 정점을 이용한 측정 단차 H, h 1 , h 2 는 표 1과 같이 나열되고, 이로부터 자가 보상된 측정 단차 값 h는 각
각 95.3nm, 71.9nm, 60.4nm로 계산된다. 측정 오차는 차례로 1.3nm, 4.1nm, 6.4nm의 값을 갖고, 특히 두개의 서로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진 94.0nm의 표준시편 단차는 1.3nm의 작은 오차 값을 보인다. 표준 시편 단차의 측정 결과는
도 8과 같 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각각 다른 금속 물질로 이루어진 단차의 측정에 대해 기존의 광위상 간섭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발생하는 수십nm의 측정 오차를 본 발명에서 제안한 두파장 백색광 간섭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오차 수준을 수nm로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두 파장 백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금속 물질의 단차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를 보상하는 자가 보정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광위상 간섭법에서 금속 물질의 위상 변화는 물질에 따라 10 ~ 40㎚의 측정 오차를 유발한다. 본 발명에서는
먼저, 위상 변화의 오차가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 정점과 가시도 정점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으로 증명하였다.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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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파장에 대한 위상 변화율은 가시도 정점에 오차로 작용하는데, 본 발명의 자가 보정법은 위상 변화율을 일차
직선으로 가정하고 이를 추출하여 단차 값에 보상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자가 보정법은 두 파장 백색광 간섭무늬가
갖는 두 개의 위상 정점과 한 개의 가시도 정점으로부터 위상 변화율 오차를 추출하므로, 별도의 실험이 필요하지 않
는 장점을 갖는다. 실험에 의해 두 개의 금속 물질로 이루어진 단차를 ±2 나노미터(㎚)이내의 오차로 측정함을 보였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두파장 백색광 간섭계를 적용하여 각기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단차의 높이(h) 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h 를 각기 다른금속으로 구성된 단차의 참 값
H 를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정점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h

1

을 주파수

에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h

2

를 주파수

에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으로 정의하고, 단차의 높이(h)를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정점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값(H); 과 주파수
에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h 1 ); 및 주파수
에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h 2 );으로 정의하여 상기 정의된 수학식을 적용함으로서 각기 다른금속으로 구성된 단차의 높이를 측정하는
두파장 백색광 간섭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단차의 높이(h)를 정의한 식은
이며
{여기서
H :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정점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h

1

: 주파수

에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h

2

: 주파수

에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k

0

: 백색광 광원의 중심 주파수(

k

1

: 단차 h

1

)

을 측정하기 위한 광원의 주파수 (

)

k 2 : 단차 h 2 을 측정하기 위한 광원의 주파수 (
) 임}
상기정의된 수학식을 적용함으로서 각기 다른금속으로 구성된 단차의 높이를 측정하는 두파장 백색광 간섭계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중 한 항에 있어서
H :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정점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h

1

: 주파수

에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h 2 : 주파수
에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단차 값
을 측정하는 단계는
조명광으로 백색광을 사용함으로서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정점을 이용하여 단차 값(H)을 측정하는 1단계;
조명광으로 주파수가
단계;

인 단색광을 사용함으로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단차 값(h

1

) 측정하는 2

조명광으로 주파수가
인 단색광을 사용함으로서 단색광 간섭법을 이용하여 단차 값(h 2 ) 을 측정하는 3
단계;
로 구성되어 상기 정의된 수학식을 적용함으로서 각기 다른금속으로 구성된 단차의 높이를 측정하는 두파장 백색광
간섭계.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정점으로 얻는 단차 값(H)를 얻기위한 조명광은 백색광을 사용하고, 단색광 간섭법을 적용하
여 얻는 단차 값(h

1

)을 얻기위한 조명광은 임의의 주파수

적용하여 얻는 단차 값(h

2

)을 얻기위한 조명광은 임의의 주파수

주파수
과
측정하는 두파장 백색광 간섭계

을 갖는 단색광을 사용하며, 단색광 간섭법을
을 갖는 단색광을 사용하는 한편, 상기

는 동일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각기 다른금속으로 구성된 단차의 높이를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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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백색광 간섭무늬의 위상정점으로 얻는 단차 값(H)와, 단색광 간섭법을 적용하여 얻는 단차 값(h
을 적용하여 얻는 단차 값(h

2

)을 얻기위한 조명광은 임의의 주파수

1

) 및 단색광 간섭법

와 또 하나의 임의의 주파수

을 중심주파수로 하면서 각각은 중심주파수에 대해 임의의 대역폭을 갖으며, 상기 빛을 합성하여 사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각기 다른금속으로 구성된 단차의 높이를 측정하는 두파장 백색광 간섭계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두파장 간섭계는 임의의 주파수
과
를 합성시키는 광 합성 수단(120); 상기 광 합성 수단으
로부터 합성된 광을 평행광으로 바꾸는 평행광 렌즈 수단(130); 상기 평행광 렌즈 수단으로 부터 출사되는 광을 분할
하는 광분할 수단(160); 광분할 수단(160)에서 출사된 광을 축정물(190)에 입사시카는 대물렌즈 수단(140); 및 상기
측정물로부터 반사되는 광을 대물렌즈 수단(140)과 영상렌즈 수단(170)을 거쳐 간섭무늬 획득수단(180)으로 획득하
는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각기 다른금속으로 구성된 단차의 높이를 측정하는 두파장 백색광 간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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