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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진동수 변환 위상이동 간섭법

(57) 요약

본 발명은 표면들의 복수의 쌍에 의해 정의되는 간섭 동공(cavity)내의 특정한 면들의 쌍에 각각 상응하는 스펙트럼으로

분리된 진동수 피크를 생상하기 위한 영역에서 파장-동조 PSI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각 진동수 피크는 동공내의 면들의 해당 쌍에 대한 광경로 길이 정보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동공들로부터 간섭

데이터가 복수의 표면에 대해 동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광학 등위상면(wave front)의 상이한 부분을 조합함

으로써 광학 간섭 상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은 한 세트의 공동 표

면(cavity surface) 세트를 정의함;

진동수의 범위에 대한 광학 등위상면의 진동수 동조에 반응하여 광학 간섭 상의 상이한 위치에서 간섭 신호를 저장하는 단

계로서, 상기 간섭 신호는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각 쌍에서의 기여를 포함함; 및

각 위치에 대하여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선택된 쌍의 각각에 상응하는 진동수에서 간섭 신호의 진동수 변환을

계산하는 단계 및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 각각에서 진동수 변환의 위상을 추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시험 물체를 특성규명하기 위한 간섭측정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진동수 동조율 및 표면의 선택된 쌍의 각각에 대하여 광경로 길이 차이에 대한 공칭값(norminal value)에

기초하여 표면의 선택된 쌍 각각에 상응하는 진동수를 계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를 갖는 변환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1 이상의 위치에 대하여 간섭 신호를 진동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로부터 표면의 선택

된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를 선택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로부터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의 선택은 공동 표면의 상대적 위

치에 기초한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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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수 변환은 푸리에(Fourier) 변환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푸리에 변환은 패스트(Fast) 푸리에 변환인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푸리에 변환은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푸리에 변환인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수 변환을 계산하는 단계는 윈도우 기능과 간섭 신호를 곱하는 단계 및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

응하는 진동수에서 윈도우된 간섭 신호의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 기능은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쌍으로부터 표면의 선택된 쌍

의 하나에 상응하는 진동수에서 진동수 변환에의 기여를 감소하도록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 기능은 튜키(Tukey) 윈도우 또는 함밍(Hamming) 윈도우인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추출된 위상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하나의 시험 물체 표면의 표면 프로필을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추출된 위상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2개의 시험 물체의 표면 사이에 상대적 광학적 두께 프로필을 결

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추출된 위상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시험 물체의 복수의 표면의 표면 프로필을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

로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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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추출된 위상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2개의 프로필된 시험 물체 표면 사이에 상대적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은 1개의 참조 표면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시험 물체는 부분적으로 투명한 전면 및 후면, 상기 후면보다 참조 표면에 가깝게 위치된 상기 전면

을 보유하며, 상기 전면, 후면 및 참조 표면은 3-면 공동을 정의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은 2개의 참조 표면을 포함하고, 상기 시험 물체는 2개의 참조 표면 사이에

위치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시험 물체는 부분적으로 투명한 전면 및 후면을 보유하며, 상기 전면, 후면, 및 2개의 참조 표면은

4-면 공동을 정의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시험 물체가 2개의 참조 표면 사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2개의 참조 표면에 의하여 형성되는 참조 공동

의 위상 프로필을 간섭측정계에 의하여 측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참조 공동은 2개의 참조 표면 사이로부터 시험 물체를 제거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시험 물체는 2개의 참조 표면에 의하여 정의된 간극보다 더 작은 간극을 정의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시험 물체 간극 밖의 위치에서 2개의 참조 표면에 상응하는 각 측정으로부터 위상 프로필에 기초한 참조

공동 측정 및 4-면 공동 측정 사이에 참조 표면의 위치에서 변형에 대한 참조 공동의 위상 프로필을 상쇄하는 단계를 추가

로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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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추출된 위상 기초하여 시험 물체의 상대적 균일성 프로필, 참조 공동의 상대적 위상 프로필, 및 시험 물

체 지수 및 두께에 대한 공칭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광학 등위상면의 진동수가 특정 동조 범위에 대하여 동조되는 기간동안 추출된 위상에서 특정 동조 범위

및 총 변화에 기초한 시험 물체의 절대적 물리적 두께 프로필을 계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파장 모니터를 사용하여 특정 동조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광학 등위상면의 진동수가 선택된 동조 범위에 대하여 동조되는 동안 추출된 위상에서 총 변화에 기초하

여 시험 물체의 절대적 균등성 프로필을 계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각 쌍에 대하여 광경로 길이 차이를 상이하게 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에 상대적으로 시험 물체를 위치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공동 표면의 세트중 2차 반사로부터 간섭 신호에 대한 기여가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와 상

이한 진동수에서 일어나도록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에 상대적으로 시험 물체를 위치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시험 물체는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에 상대적으로 위치하여, 공동 표면의 연속적인 인접 쌍의 광

경로 길이가 3의 특정한 수의 제곱만큼 실질적으로 서로 비례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0.

제1항에 있어서, 파장 모니터로 진동수 동조를 모니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파장 모니터는 간섭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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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모니터된 진동수 동조에 기초하여 진동수 변환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1 이상의 참조 표면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광학 등위상면의 상이한 부분을 조합함으로써 광학 간섭 상

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1 이상의 참조 표면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은 한 세트의 공동표면을 정의함;

진동수의 범위에 대한 광학 등위상면의 진동수 동조에 반응하여 광학 간섭 상의 상이한 위치에서 간섭 신호를 저장하는 단

계로서, 상기 간섭 신호는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각 쌍에서의 기여를 포함함; 및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를 갖는 변환된 신호를 생성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위치에 대하여 간섭 신호를 진동수 영역으로 변환시키는 단계;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로부터 표면의 1 이상의 선택된 쌍의 표면 각각에 상응하는 진동수를 식별하는 단계; 및

상응하는 식별된 진동수 및 진동수 동조율에 기초하여 표면의 선택된 쌍 각각에 대하여 절대적 광학적 두께를 결정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시험 물체를 특성규명하기 위한 간섭측정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식별 및 결정 단계는 복수의 위치에서 실행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파장 모니터를 사용하여 진동수 동조율을 모니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모니터된 진동수 동조에 기초하여 진동수 동조율을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된 신호는 모니터된 진동수 동조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8.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1 이상의 선택된 쌍의 표면은 복수의 선택된 쌍의 표면인 것인 방법.

청구항 39.

진동수-동조가능한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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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을 포함하는 간섭계로서, 상기 간섭계는 작동하는 동안 광원에서 나온 광학 등위상면의 상이한 일

부를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 및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에 발사하고, 상이한 일부를 재조합하여, 한 세트의 공동 표면을

정의하는 1 이상의 참조 표면, 광학 간섭 상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을 형성하는 간섭계;

광원의 진동수 동조에 반응하여 광학 간섭 상의 상이한 위치에서 간섭 신호를 저장하도록 위치된 복수-인자 광-검출기로

서, 상기 간섭 신호는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각 쌍으로부터의 기여를 포함하는 것인 복수-인자 광-검출기; 및

광원 및 광-검출기에 결합된 전자 제어기로서, 상기 제어기는 작동하는 동안 각 위치에 대하여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선택된 쌍의 각각에 상응하는 진동수에서 간섭 신호의 진동수 변환을 계산하고,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진동

수 각각에서 진동수 변환의 위상을 추출하는 전자 제어기

를 포함하는 시험 물체를 특성규명하는 간섭측정 시스템.

청구항 40.

진동수-동조가능한 광원;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을 포함하는 간섭계로서, 상기 간섭계는 작동하는 동안 광원에서 나온 광학 등위상면의 상이한 일

부를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 및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에 발사하고, 상이한 일부를 재조합하여, 한 세트의 공동 표면을

한정하는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 광학 간섭 상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을 형성하는 간섭계;

광원의 진동수 동조에 반응하여 광학 간섭 상의 상이한 위치에서 간섭 신호를 저장하도록 위치된 복수-인자 광-검출기로

서, 상기 간섭 신호는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각 쌍으로부터 기여를 포함하는 복수-인자 광-검출기; 및

광원 및 광-검출기에 결합된 전자 제어기로서, 상기 제어기는 작동하는 동안 적어도 하나의 위치에 대하여 간섭 신호를 진

동수 영역으로 변환시켜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를 갖는 변환된 신호를 생

성하고,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로부터 표면의 1 이상의 선택된 쌍 각각에 상응하는 진동수를 식별하고, 상응하는 식별된 진

동수 및 진동수 동조율에 기초하여 표면의 선택된 쌍의 각각에 대하여 절대적 광학적 두께를 결정하는 전자 제어기를 포함

하는 시험 물체를 특성규명하는 간섭측정 시스템.

청구항 41.

복수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광학 등위상면의 상이한 부분들의 결합에 의해 광학 간섭상을 형성하는 단계;

진동수 범위에 대한 광학 등위상면의 진동수 변환에 반응하여 광학 간섭상의 상이한 위치에서 간섭 신호를 저장하는 단계;

복수 표면의 각 쌍에 상응하는 피크를 가지는 스펙트럼을 생성하기 위해 적어도 1 이상의 위치에 대한 간섭 신호를 변환하

는 단계;

복수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스펙트럼 내의 피크를 식별하는 단계; 및

각 위치에 대하여,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변환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식별된 피크에 대한 간섭 신호를 변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간섭측정방법.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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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이한 위치에 대하여 변환된 신호의 위상을 추출하는 단계 및 광학 간섭상의 복수 위치에 대하

여 추출된 위상의 변화에 기초하여 표면의 선택된 쌍 사이의 광경로 거리의 변화를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표면이 시험 물체의 적어도 1 이상의 표면 및 적어도 1 이상의 참조 표면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41항에 있어서, 복수 표면의 제2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스펙트럼 내에서의 제2 피크를 식별하는 단계; 및

각 위치에 있어서, 표면의 제2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제2 변환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제2 식별된 피크에 대한 간섭신

호를 변환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5.

진동수-동조가능한 광원;

조작하는 동안 광원에서 나온 광학 등위상면의 상이한 부분들을 복수 표면에 발사하고, 상이한 부분들을 재조합하여, 광학

간섭상을 형성하는 간섭계;

광원의 진동수 동조에 반응하여 광학 간섭상의 상이한 위치에서 간섭 신호를 저장하도록 위치된 복수-인자 광-검출기; 및

광원 및 광-검출기에 결합된 전자 제어기로서, 상기 제어기는 조작하는 동안 적어도 하나의 위치에 대하여 간섭신호를 변

환시켜 복수 표면의 각각의 쌍에 상응하는 피크를 가지는 스펙트럼을 생성하고, 복수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스펙트

럼 내의 피크를 식별하고, 각 위치에 대하여 식별된 피크에 대한 간섭 신호를 변환하여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변환

된 신호를 생성하는 전자 제어기

를 포함하는 간섭측정 시스템.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제어기는 조작하는 동안 상이한 위치의 각각에 있어서 변환된 신호의 위상을 추가로 추출하

고, 위상 간섭상의 복수의 위치에 대하여 추출된 위상의 변화에 기초한 표면들의 선택된 쌍 간의 광경로 거리의 변화를 추

가로 결정하는 것인 간섭측정 시스템.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표면은 시험 물체의 적어도 하나의 표면 및 간섭계 내의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을 포함하는

간섭측정 시스템.

청구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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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제어기는 조작하는 동안 복수 표면의 제2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스펙트럼 내의 제2 피크를 추

가로 식별하고, 각 위치에서 제2 식별된 피크에 대한 간섭 신호를 변환하여 표면의 제2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제2 변환된

신호를 생성하는 것인 간섭측정 시스템.

청구항 49.

제41항에 있어서, 파장 모니터를 가지는 진동수 동조를 모니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파장 모니터는 간섭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된 피크에 대한 간섭 신호의 변환은 모니터된 진동수 동조에 기초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45항에 있어서, 조작하는 동안 파장 모니터가 진동수 동조를 모니터 하는, 전자 제어기에 결합된 파장 모니터를 추가로

포함하는 간섭측정 시스템.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파장 모니터는 간섭계를 포함하는 간섭측정 시스템.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제어기는 조작하는 동안 모니터된 진동수 동조에 기초한 식별된 피크에 관한 간섭 신호를 변

환시키는 것인 간섭측정 시스템.

청구항 55.

청구항42항에 있어서, 추출된 위상에 기초하여 표면들 중 하나의 면 프로필과 두 표면 사이의 상대적 광학 두께 프로필중

적어도 하나를 측정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파장동조 및 위상이동 간섭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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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푸리에 변환 위상이동 간섭법」이라는 명칭으로 2000. 8. 8.자에 레슬리 L. 덕에의해 출원된 가출원 60/

223,803을 우선권으로 청구한다.

본 발명은 파장동조 및 위상이동 간섭법에 관한 것이다.

간섭광기술은 광학적 두께나 평면도를 측정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또한 석판 포토마스크에 사용되는 유리기질과 같

은 정밀 광학 요소의 기하학적 및 굴절률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예를들면, 측정면의 면 프로필을 측정하기위해, 이것은 광간섭 패턴형태로 참조면에서 반사되는 참조 등위상면과 측정면

에서 반사되는 측정 등위상면을 조합하는 간섭계를 사용할 수 있다. 광간섭 패턴의 강도 프로필 내의 공간 변동는 조합된

측정치와 참조면에 비례한 측정면의 프로필 내의 변동에 의한 참조 등위상면들 사이의 위상차에 해당한다. 위상이동 간섭

법(Phase-shifting interferometry; PSI)은 위상차 및 측정면의 해당 프로필을 정확하게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PSI와 함께, 광 간섭 패턴은 참조치와 광 간섭의 전주기(예를 들면 생성에서 소멸 및 후면에서 생성 간섭까지)를 잰 일련의

광 간섭 패턴을 생성하기 위한 측정 등전위면들 사이의 각 다중 위상이동을 위해 기록된다. 광 간섭 패턴은 패턴의 각 공간

위치를 위한 일련의 강도치로 정의하고, 각 일련의 강도치들은 조합된 측정치와 그 공간상의 위치를 위한 참조 등위상면들

사이의 위상차와 동일한 위상 상쇄를 가지는 위상이동의 사인(sine)변수를 가진다. 공지된 숫자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각

공간 위치의 위상 상쇄는 참조면에 비례하는 측정면의 프로필을 제공하기 위해 강도치의 사인변수에서 이끌어내진다. 그

러한 숫자상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위상이동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PSI상의 위상이동은 참조면에서 간섭계까지의 광 경로의 길이에 비례하여, 측정면에서 간섭계간까지의 광 경로의 길이 변

화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참조면은 측정면에 비례하여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위상이동은 측정 파장 및 참조

등위상면의 변화에 따른 일정한, 0 이외의 광 경로차에의해 도입될 수 있다. 나중 출원은 파장 동조 PSI로서, 예를 들면

G.E. 소말그렌에 의해 미국 특허 번호 4,594,003에 기재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PSI 측정은 광간섭에 기여하는 측정 참조의 다른 면에서 추가 반사되는 것에 의해 복잡해 질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면의 복수의 쌍으로 정의되는 간섭 동공(cavity) 내의 각 특정 면쌍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으로 분리된 진동수 피

크를 만드는 진동수 영역에서 광 진동수 이동 PSI 데이터가 분석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각

진동수 피크는 동공 내의 면에 해당쌍에 대한 광 경로 길이 정보를 제공한다. 그 결과, 각 동공에서 부터의 간섭 데이터가

다중 면에대한 동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면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종래의 PSI 방법

과 다른, 명확한 진동수들을 발생시키기 위해 간섭을 요구하지 않는다. 덧붙여, 이 정보는 관심있는 동공의 길이에 의해 고

정된 위상 갭을 만드는 실험을 위한 인접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고 결정될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단

일 측정에의해 얻어진 정보때문에 다른 윤곽을 가지는 면사이에 3차원 상관적인 특징를 구현한다.

단일 및 복수 면 프로필들을 결정하는 것에 덧붙여, 본 발명의 구체예에서는 광학적 두께, 물리적 두께, 동질성 즉, 굴절률

변동 을 결정하는 복수 면쌍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 개시되어 있다. 게다가, 구체예에는 다른 동공 면들에서부

터 2차 반사가 결합된 진동수 피크를 스펙트럼으로 분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참조면예 비례하는 측정부분의 최적 위치

가 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예에서는 광 진동수 동조을 하는 광 진동수 모니터 수단이 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 측면에서, 본 발명은 테스트 물체를 묘사하는 간섭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방법은 (ⅰ) 적

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광학 등위상면(wave front)의 상이한 부분을 조합함으

로써 광학 간섭 상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은 한 세트의 공동 표면

(cavity surface) 세트를 정의함; (ⅱ) 진동수의 범위에 대한 광학 등위상면의 진동수 동조에 반응하여 광학 간섭 상의 상

이한 위치에서 간섭 신호를 저장하는 단계로서, 상기 간섭 신호는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각 쌍에서의 기여를

포함함; 및 (ⅲ) 각 위치에 대하여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선택된 쌍의 각각에 상응하는 진동수에서 간섭 신호

의 진동수 변환을 계산하는 단계 및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 각각에서 진동수 변환의 위상을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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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방법의 구체적예는 다음과 같은 특징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진동수 동조율 및 표면의 선택된 쌍의 각각에 대하여 광경로 길이 차이에 대한 공칭값(norminal value)에 기초

하여 표면의 선택된 쌍 각각에 상응하는 진동수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는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를 갖는 변환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

여 1 이상의 위치에 대하여 간섭 신호를 진동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로부터 표면의 선택된 쌍

에 상응하는 진동수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로부터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의 선택은 공동 표면의 상대적 위치에 기초한 것일

수 있다.

상기 진동수 변환은 푸리에(Fourier) 변환을 포함할 수 있고,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프리에 변환인 방법을 포

함한다. 푸리에 변환은 패스트(Fast) 푸리에 변환을 채용할 수 있다.

상기 진동수 변환을 계산하는 단계는 윈도우 기능과 간섭 신호를 곱하는 단계 및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에서

윈도우된 간섭 신호의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ㄷ. 예로서, 상기 윈도우 기능은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

이한 표면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쌍으로부터 표면의 선택된 쌍의 하나에 상응하는 진동수에서 진동수 변환에의 기여를 감

소하도록 선택될 수 있고, 상기 윈도우 기능은 튜키(Tukey) 윈도우 또는 함밍(Hamming) 윈도우를 포함한다.

추출된 위상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하나의 시험 물체 표면의 표면 프로필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추출

된 위상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2개의 시험 물체의 표면 사이에 상대적 광학적 두께 프로필을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거나, 추출된 위상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시험 물체의 복수의 표면의 표면 프로필을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

함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추출된 위상의 적어도 일부에 기초하여 2개의 프로필된 시험 물체 표면 사이에 상대적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방법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이 하나의 참조 표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시험 물체는 부분적으로 투명한

전면 및 후면, 후면보다 참조표면에 가깝게 위치된 전면을 보유한다. 따라서, 상기 전면, 후면 및 참조 표면은 3-면의 공동

으로 정의된다.

또한 , 본 방법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은 2개의 참조 표면을 포함하고, 상기 시험 물체는 2개의 참조 표면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시험 물체는 부분적으로 투명한 전면 및 후면을 보유하며, 상기 전면, 후면,

및 2개의 참조 표면은 4-면 공동을 정의한다.

4-면 공동인 경우, 본 방법은 시험 물체가 2개의 참조 표면 사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2개의 참조 표면에 의하여 형성되

는 참조 공동의 위상 프로필을 간섭측정계에 의하여 측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참조 공동은

2개의 참조 표면 사이로부터 시험 물체를 제거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참조 동공 측정은 4-면 동공 측정전에 이뤄

질 수 있다.

게다가, 상기 시험 물체는 2개의 참조 표면에 의하여 정의된 간극보다 더 작은 간극을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시험 물체 간극

밖의 위치에서 2개의 참조 표면에 상응하는 각 측정으로부터 위상 프로필에 기초한 참조 공동 측정 및 4-면 공동 측정 사

이에 참조 표면의 위치에서 변형에 대한 참조 공동의 위상 프로필을 상쇄하는 단계를 이룬다.

4-면 동공 및 참조 동공을 사용하는 경우, 추출된 위상 기초하여 시험 물체의 상대적 균일성 프로필, 참조 공동의 상대적

위상 프로필, 및 시험 물체 지수 및 두께에 대한 공칭값을 결정할 수 있다. 게다가, 광학 등위상면의 진동수가 특정 동조 범

위에 대하여 동조되는 기간동안 추출된 위상에서 특정 동조 범위 및 총 변화에 기초한 시험 물체의 절대적 물리적 두께 프

로필을 계산할 수 있다. 유사하게, 광학 등위상면의 진동수가 선택된 동조 범위에 대하여 동조되는 동안 추출된 위상에서

총 변화에 기초하여 시험 물체의 절대적 균등성 프로필을 계산할 수 있다.예를 들면, 이때 파장 모니터를 사용하여 특정 동

조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각 쌍에 대하여 광경로 길이 차이를 상이하게 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에 상대적으로 시험 물체를 위치시킨다. 게다가, 공동 표면의 세트중 2차 반사로부터 간섭 신호에 대한 기여가 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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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와 상이한 진동수에서 일어나도록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에 상대적으로 시험 물체를 위치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시험 물체는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에 상대적으로 위치할 수 있으며, 공동 표면의 연속적

인 인접 쌍의 광경로 길이가 3의 독특한 파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서로 비례한다.

일부 구체예에서, 파장 모니터, 예로, 잘 정의된 동공 OPD를 측정하는 간섭계로 진동수 동조를 모니터할 수 있다. 모니터

된 진동수 동조에 기초하여 진동수 변환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시험 물체를 특징하여 제2 간섭 방법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 방법은

(ⅰ) 1 이상의 참조 표면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광학 등위상면의 상이한 부분을 조합함으로써 광학 간

섭 상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1 이상의 참조 표면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은 한 세트의 공동표면을 정의함; (ⅱ)진동수의

범위에 대한 광학 등위상면의 진동수 동조에 반응하여 광학 간섭 상의 상이한 위치에서 간섭 신호를 저장하는 단계로서,

상기 간섭 신호는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각 쌍에서의 기여를 포함함; 및 (ⅲ)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

의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를 갖는 변환된 신호를 생성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위치에 대하여 간섭 신호를 진동

수 영역으로 변환시키는 단계; (ⅳ)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로부터 표면의 1 이상의 선택된 쌍의 표면 각각에 상응하는 진동

수를 식별하는 단계; 및 (ⅴ) 상응하는 식별된 진동수 및 진동수 동조율에 기초하여 표면의 선택된 쌍 각각에 대하여 절대

적 광학적 두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제2 간섭 방법의 구체예는 다음 특징 중 어느 하나를 더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변환, 식별 및 결정 단계는 복수의 위치에서 실행될 수 있다.

파장 모니터를 사용하여 진동수 동조율을 모니터할 수 있고, 모니터된 진동수 동조에 기초하여 진동수 동조율을 결정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변환된 신호는 모니터된 진동수 동조에 기초하여 생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1 이상의 선택된 쌍의 표면은 복수의 선택된 쌍의 표면에 포함될 수 있다.

제2 방법의 구체예는 제1 방법의 상술한 참조에 따른 특징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시험 물체를 특징짓기 위해 간섭 시스템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시스템은:

(ⅰ) 진동수-동조가능한 광원; (ⅱ)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을 포함하는 간섭계로서, 상기 간섭계는 작동하는 동안 광원에

서 나온 광학 등위상면의 상이한 일부를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 및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에 발사하고, 상이한 일부를 재

조합하여, 한 세트의 공동 표면을 정의하는 1 이상의 참조 표면, 광학 간섭 상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을 형성하는 간섭

계; (ⅲ) 광원의 진동수 동조에 반응하여 광학 간섭 상의 상이한 위치에서 간섭 신호를 저장하도록 위치된 복수-인자 광-

검출기로서, 상기 간섭 신호는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각 쌍으로부터의 기여를 포함하는 것인 복수-인자 광-

검출기; 및 (ⅳ) 광원 및 광-검출기에 결합된 전자 제어기로서, 상기 제어기는 작동하는 동안 각 위치에 대하여 공동 표면

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선택된 쌍의 각각에 상응하는 진동수에서 간섭 신호의 진동수 변환을 계산하고, 표면의 선택된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 각각에서 진동수 변환의 위상을 추출하는 전자 제어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본발명은 시험 물체를 특징짓기 위해 제2 간섭 시스템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

한 시스템은: (ⅰ) 진동수-동조가능한 광원; (ⅱ)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을 포함하는 간섭계로서, 상기 간섭계는 작동하

는 동안 광원에서 나온 광학 등위상면의 상이한 일부를 시험 물체의 복수 표면 및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에 발사하고, 상

이한 일부를 재조합하여, 한 세트의 공동 표면을 한정하는 적어도 하나의 참조 표면, 광학 간섭 상 및 시험 물체의 복수 표

면을 형성하는 간섭계; (ⅲ) 광원의 진동수 동조에 반응하여 광학 간섭 상의 상이한 위치에서 간섭 신호를 저장하도록 위치

된 복수-인자 광-검출기로서, 상기 간섭 신호는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각 쌍으로부터 기여를 포함하는 복수-

인자 광-검출기; 및 (ⅳ) 광원 및 광-검출기에 결합된 전자 제어기로서, 상기 제어기는 작동하는 동안 적어도 하나의 위치

에 대하여 간섭 신호를 진동수 영역으로 변환시켜 공동 표면의 세트중 상이한 표면의 쌍에 상응하는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

를 갖는 변환된 신호를 생성하고, 진동수 피크의 시리즈로부터 표면의 1 이상의 선택된 쌍 각각에 상응하는 진동수를 식별

하고, 상응하는 식별된 진동수 및 진동수 동조율에 기초하여 표면의 선택된 쌍의 각각에 대하여 절대적 광학적 두께를 결

정하는 전자 제어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구체예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에 설명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목적 및 효과

에서는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항에 의해 명백해질 것이다.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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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위상이동하기 위해 다른 경로의 간섭계 (예컨데, 피조 간섭계) 내의 광 진동수 변조를 사용하는 위상이동 간섭계

(PSI)를 형성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광 진동수 동조 PSI 데이터는 면의 다중쌍에 의해 정의

되는 간섭 동공 내의 다른 면에 해당하는 분리된 각 진동수 피크를 스펙트럼으로 형성하기위해 진동수 영역 내에서 분석된

다. 간섭계 기술의 구체예는 지금부터 진동수 변환 위상이동 간섭계(Frequency Transform Phase; "FTPSI")에 따른 것

이다.

2-면 동공에 있어서, 광 진동수의 변환은 광 경로차(optical path difference; OPD)에 비례하는 간섭 위상 내의 해당 변화

에 기인한다. 유사하게, 2-면 이상의 동공에서, 다중 반사면은 광 진동수내의 같은 변화를 위해 다른 위상 이동을 가지는

간섭 패턴을 일으킬 것이다. 각 다른 위상 이동은 동공 내에서 각 면 쌍(즉, 기본적인 2-면 동공)간에 광 경로차에 해당한

다. 그 결과, 이러한 동공에서 나온 간섭 데이터는 스펙트럼에 의해 분리된 진동수 피크 세트를 만들기 위해 진동수 영역내

에서의 변환(예를 들면, 푸리에 변환을 사용한)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각 피크는 동공 내의 면의 특정 제1 면에 해당하고 그

면쌍에 관한 광학적 경로의 길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구체예에서는 간섭계 내의 각 면쌍에 간섭 위

상 이동 진동수가 다른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형성된다.

각 동공의 피크 진동수는 동공의 근소한 광학적 두께와 근소한 광학적 진동수 동조율의 지식에서부터 결정된다. 또는, 각

동공의 피크 진동수는 진동수 변환된 간섭 데이타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각 동공의 간섭 위상은 간섭 이산 푸리에 변환에

서 결정될 수 있으며, 피크 진동수가 대체적으로 계산된다. 각 동공을 가로지르는 간섭 위상 분포(또는 위상 맵)는 예를 들

면, 각 동공의 광학 두께 변동를 결정할 수도 있다. 더욱이, 어떤 구체예에서는, 위상 맵이 굴절률 변동(예를 들면, 굴절률

의 횡단변동) 및 동공의 투명 측정 참조의 물리적 두께 변동를 결정할 수도 있다.

더욱이, 진동수 변환 데이터의 처음 얻은 고해상 진동수 스펙트럼들에 의해, 각 동공의 피크 진동수에 상응하는 정확한 값

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크 진동수의 정확한 값은 각 동공의 절대 광학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 임의의 구체예에서, 이

것은 절대적 물리적 두께의 결정 및 동공 내의 측정 참조의 절대적 굴절률 값을 결정한다.

실시예

이러한 간섭계 시스템 100 의 계략도는 도1에 나타나있다. 시스템 100 은 투명한 측정 참조 101(예를 들면, 광학평면)의

전면 102 및 후면 103 에서의 반사광들 간의 광학적 간섭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광학적 간섭은 각각 참조 참조물 110

및 120 의 면들 111 및 121로부터 추가 반사의 기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참조 물체 110 및 120은 우수한 특징의 면들

을 가지는 참조면일 수도 있다. 더 일반적으로, 그러나, 평면들 111 및 121에 의해 정의되는 참조 면들은 우수한 특징을 가

질 필요가 없다. 평면 102는 갭 125에 의해 평면 121과 분리되고, 평면 103은 다른 갭 115에 의해 분리된다. 시스템 100

은 참조 물체 110, 120에 상응하는 물체 101을 위치시키는 데 사용하기 위한 기저을 포함한다. 시스템100은 추가적으로

컴퓨터 190을 포함한다. 시스템 100은 부가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광원 140 (예를 들면, 레이저 다이오드), 그 방출 광 진

동수를 동조하기 위해 광원 140과 연결된 운반체 145, 빔 분리기 150, 시준 광 130, 이미지 광 160 , CCD 카메라 170 및

카메라 170에 의해 검출되는 상을 저장하기 위한 프레임 그래버(frame grabber) 180를 부가적으로 포함한다. 임의의 구

체예에서, 단일 장치가 제어 및 측정기능(예를 들면, 프레임 그래버 180 는 컴퓨터 190 와 결합될 수 있음)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운반체 145는 광원 140의 광 진동수 ν를 동조하여, 평균 광진동수 ν0에 대해 진동수 범위 △ν로 한다.

조작하는 동안에, 제어기 190는 광원 140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광 진동수를 제어하기 위해 운반체 145의 원인이 되고,

각 특정 광 진동수를 위한 CCD 카메라 170에 의해 검출되는 광 간섭의 상을 저장하기 위한 프레임 그래버 180의 원인이

된다. 프레임 크래버 180는 각 상을 제어기 190로 보내고, 제어기는 PSI 알고리즘를 사용하여 이들을 분석한다. 임의의 실

시에에서, 운반체 145는 일련의 간섭상이 기록되고 있는 것과 같이 광원 140의 광 진동수를 선형으로 변조한다. 또는, 다

른 구체예에서 운반체는 불연속 과정 또는 다른 기능에 따라 광 진동수를 변조할 수 있다.

조작하는 동안, 광원 140은 광 진동수 ν를 가지는 빛 105을 빔 분리기 150로 발사하고, 이때 광원은 평면 내에서 빛을 시

준하기 위해 시준 광 130으로 빛을 발사한다. 부가적으로, 제2 빔 분리기(개시되지 않음)는 빛의 일부를 광 진동수 모니터

로 발사하고, 이는 도5를 참고하여 더 아래에 서술되었다. 표면 121은 제1 참조 등위상면을 형성하기 위해 빛 105의 제1

부분을 반사하고, 물체 101의 표면 102 및 103은 각각 등위상면 105a 및 105c를 형성하기 위해 빛의 나머지 부분을 반사

한다. 또한, 표면 111은 제2 참조 등위상면 105d을 형성하기 위해 빛의 일부를 반사한다. 이때 렌즈 130 및 160은 이들이

광 간섭패턴을 형성하는 CCD 카메라 170 내의 등위상면들 105a, 105b, 105c 및 105d에 상을 만든다. 또한 광 간섭 패턴

은 동공 109 내 더 높은 차수의 반사의 기여를 포함한다. 더 높은 차수의 반사는, 예를 들면, 표면 121로부터의 반사되는

빛과 표면 102에서 처음으로 이탈되어, 표면 121에서 반사되고, 다시 표면 102에서 반사된 빛 사이의 간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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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분석에 의해, 본 발명자는 기본 2-면 간섭 동공, 예를 들면, 표면 121 및 표면 102에 의해 형성된 동공 내의

광 진동수 동조에 의해 얻어진 광 진동수 패턴을 첫째로 고려한다. 표면들은 물리적 갭 L에 의해 분리되고, 평균 굴절률 n

을 가진다. 예를 들면 갭은 공기로 채워질 수 있고, 약 1의 굴절률을 가진다. 굴절률 및 갭 두께의 결과 nL은 광학적 두께

(공기상에서는 물리적 두께 L과 같음)를 의미한다. 면 121에서 반사된 파수 k를 가지는 광선과 면 102에서 p 시간 반사된

광선간의 총 위상변화 ψ는 다음식과 같다:

(1)

ν는 빛의 광 진동수일 때, c는 광속이고, Φ는 전체의 일정한 위상이다. 갭 L 및 위상 ψ의 변수 x 및 y는 위상의 스펙트럼 변

동를 보이기 위한 식 1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부 구체예에서, 또한 굴절률 n은 x 및 y의 변수를 가질 수 있다. 이 위상 변

동 프로필의 추출 또는 위상 맵에서의 추출은 PSI에서 관심대상의 전형적인 정보이다. 이 명백한 x 및 y 변수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다음 식에서는 생략될 것이다.

소스 광학 진동수 ν의 동조는, 간섭위상편차 를 만들고, 이는 광 진동수 동조률 에 의존하고, 동공 광경로 차

2pnL로,

(2)

이고, 이때 도트는 시간에 관한 미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진동수 fc에서의 동공 간섭은 다양하고, 이는 다음식에의해 얻어

진다.

(3)

따라서 기본 동공에 있어서, 다중반사 이벤트는 1차(예를 들면, p=1) 진동수의 조합인 진동수에서 간섭을 일으킨다.

일부 구체예에서, 진동수 fc는 광학적 두께 nL에서의 공칭값 및 광학적 진동수 동조률 을 안다면 식3에서 결정된다.

또한, 진동수 fc는 스펙트럼 내의 해당 피크의 진동수와 동일하고, 진동수 스펙트럼을 발생하기 위한 진동수 영역 내의

CCD 카메라 170에 의해 측정된 간섭 강도 데이터의 변환 (예를 들면, 푸리에 변환)에 의해 동일화 될 수 있다.

fc가 결정될 때, 선형 진동수 동조를 충분하게 하기위해, 임의의 기본 동공의 간섭 위상은 간섭의 불연속 푸리에 변환

(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의 복잡한 진폭으로 부터 구해질 수 있고, 그 동공에서 대표 1차 진동수 fc로 계산되

어 다음식과 같다:

(4)

이때

(5)

이다. 식 5 에서, Ij는 광 진동수 동조의 광 진동수 jth 에서 측정된 강도 샘플이다. N은 강도 샘플에서 얻어진 총 수이다. Wj

는 푸리에 윈도우 W과 결합된 샘플링 질량이고, fs는 샘플링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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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에 윈도우 W은 fc에서 멀어진 추가 진동수로부터, 위상 평가에 기여를 억제하기 위해 주로 선택되고, 한정된 관찰의

간격 결과로부터 선택된, 푸리에 윈도우의 예들로 함밍(Hamming) 윈도우 및 튜키(Tukey) 윈도우을 포함한다. 튜키 윈도

우는 윈도우의 끝이 뾰족한 폭이 fc에서 효과적으로 이러한 추가 진동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선택될 수 있는 것과

같이 fc에 근접한 하나 이상의 추가 진동수 피크를 가지는 구체예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각 CCD 화소에서 위상 ψ의 추출은 동공을 위한 위상 분포 ψ(x, y)(예, 위상 맵)를 부여한다. 광학적 두께의 편차 (예를 들

면, 상대적 광학 두께)는 식 1에서 얻어질 수 있다. 더욱이, 참조 면 121의 면 프로필이 이미 알려진 경우에, 위상분포는 면

102의 면 프로필을 측정하기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식 4 및 5 에 의해 정의된 위상추출의 결과는 2π모듈로에 의한 위상을

생성한다. 이러한 위상의 모호성은, 당해 기술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상의 2π위상 모호성의 비포장술을 사용한 위상맵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상술한 위상 추출분석은 동공에 대한 상대적 정보(예를 들면, 화소와 화소간의 편차)를 제공한다. 또한 동공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 3 에 의하면, 1차 피크 진동수 fc (이때 p=1)로부터 완전한 광학적 두께 nL 및 진동수

동조률 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의 정확성은 fc 및 가 측정될 수 있는 정확성에 의존한다. 게다가, 완전한

광학적 두께 nL의 x 및 y 변수는 CCD 카메라 170 의 각 화소에 해당하는 간섭 강도 데이터에 의한 1차 진동수 fc와 일치

하도록 각각 측정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 동공의 작은 부분의 고해상 진동수 스펙트럼(예를 들면, CCD 화소에 의한)은 fc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

해 얻어질 수 있다. 이로부터, 동공의 광학적 두께에 대한 정확한 값이 동공의 그 부분을 위해 측정될 수 있다. 분리된 측정

에서, 전 동공의 저해상 진동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식 4 및 5 를 사용해 이 정보는 동공의 광학적 두께 변동 및 위상

맵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전 동공의 광학적 두께는 동공의 작은 부분에 대한 광학적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광학적

두께의 변동를 참조해 결정될 수 있다. 스펙트럼 해상 제한 및 진동수 스펙트럼 해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에서 언

급한다.

상기 한 분석은 물체 101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기술한 것이고, 단지 물체 101의 표면 102에서의 반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구체예에서, 물체 101은 투명하고 면 121, 120 및 103에서의 반사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다음

의 분석에서, 참조 면 110의 평면 111에서의 반사는 무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참조 평면 110 은 비반사 빔 정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121과 102, 121과 103, 102와 103 각각의 면쌍들에 해당하는 3개의 기본 2-면 동공들이 있다. 면 121과

면 102은 거리 L(예를 들면, 갭 125)에 의해 나뉜다. 다음에, 갭 125는 공기로 채워지고 굴절률 1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

다. 물체 101은 두께 T, 굴절률 n을 가진다. 간섭은 모든 기본 동공이 특이한 OPD를 가져 형성된다고 가정하라. 1차 진동

수는 스펙트럼으로 분리되고, 임의의 기본 동공의 간섭 위상은 진동수 해상 및, 식 4 및 5에서 주어진 위상 추출을 사용하

여 추출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이고 완전한 광학적 두께 프로필은 복수개의 기본 동공에 동시에 만들어 질 수 있다.

각 동공에 피크 진동수 fc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완전한 광학적 두께 측정에 필요함), 관심대상의 각 피크를 스

펙트럼으로 해상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최소 해상가능한 간섭 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6)

모든 1차 진동수는 해상된 fmin에 의해 분리되어야만 한다. 변수 μ는 실제적 요소로 도입된다. 이론적인 해상 한계는 μ=0

일때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최소 해상가능한 진동수는 잠재적인 기계적 결함 및 위상 오류 감도를 계산하기 위해 다소 더

커야만 한다.

fc=fmin조건일 때, 식 3 은 다음 식에서 얻어진 △νmax의 동조범위에 대한 최소 해상가능한 광경로차를 의미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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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예를 들면, μ= 0라 할때, 80㎓ 최대 동조 범위에 대해 3.75㎜이다. 제1 동공 갭들은 1차 진동수를 분리하기위해 식

7 에 의해 부과된 한계보다 커야만 한다. 더욱이, 만약 1차 피크 진동수를 정확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면, 동조범위는 식 7

에서 얻어진 것보다 커야만 한다.

채용된 분석 방법은 현재 최소화 될수 있다: 간섭 동공은 각 기본 동공의 특별한 OPD를 만들도록 구성되고, 상기한 식 3

에 의한 특이한 간섭 진동수를 얻는다. 간섭도는 광 진동수를 다양하게하여 샘플링되었다. 각 화소에 기록된 간섭도는 푸

리에 변화과 같은 진동수 변환에 의해 스펙트럼으로 해상될 것이고, 기본적인 동공에 해당하는 1차 진동수 피크는 변환된

데이터와 일치된다.

일부 구체예에서, 식 5 를 사용한 특정 1차 진동수에서 진동수 변환은 각 기본 동공의 위상 맵 (식4를 이용한) 값을 구하기

위한 데이터로 개별적으로 되었다. 위상 맵은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동공면들의 면 프로필같은 정보를 측정하거나 추가적

으로 또는 대체하여 하나 이상의 기본 동공의 상대적 광학적 두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덧붙여, 피크 진동수 값 그 자체는 동조 범위가 충분한 해상도가 주어질 경우 해당 동공의 완전한 광학적 두께를 결

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광학적 두께 및 각 동공의 광학적 두께 변동에 관한 정보는 각 동공의 완성된 광학적 두께 프

로필을 결정하기 위해 조합될 수 있다.

일부 구체예에서, FTPSI는 예를 들면 계단모양의 면의 불연속 면의 면 프로필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도

2에 보인 물체의 슬라이드 420를 고려하라. 슬라이드 420은 420a 및 420b의 두개의 평행한 면을 가지고 높이 h에 의해

상쇄된다. 420a 및 420b면들은 410 참조 평면과 실질적으로 평행한다. 410과 420 및 410과 420b 면 쌍들은 각각 430 및

440 갭들에의해 분리되다.

상술한 바와 같이,슬라이드 420의 FTPSI 분석은 430 및 440 갭들의 다른 피크 진동수를 산출할 것이다. 420a 및 420b면

들에의한 면 프로필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각 동공의 스펙트럼들의 분석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또한, 420a 및 420b면들간

의 단계 높이는 430 및 440 갭들의 광학적 두께 변동에 비례하여 얻어질 수 있다. 물론, 이 정보는 2-면이상을 가지는 동

공내의 불연속 면에 의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

상기 분석은 도1에 나타난 4-면 동공 109과 같이 4-면 동공을 다루기 위해 더 확장될 수 있다. 이 동공은 6개의 기본적인

2-면 동공들을 만든다. 요약하면, 102 및 103-면에 의해 튀어오른 동공은 102:103로 인용되었다. 따라서, 6개의 기본 동

공은 개별적으로 121:102, 121:103, 121:111, 102:103, 102:111 및 103:111이다. 기본 갭(125 및 115)의 값은 모든 기

본 동공들이 특별한 OPD를 가져서 선택되고 따라서, 특별한 1차 진동수를 가지도록 선택되어야만 한다. 125 갭은 길이

L1(이는 3-면 동공 취급에서 L로 인용되었음) 및 115 갭은 길이 L2를 가진다.

해상가능한 1차 진동수 피크는 사용자로 하여금 공간위상 변환을 추출할 수 있게 하고 그러므로 식 4 및 5에 다른 각 동공

의 상대적 광학적 두께도 추출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광 진동수 동조률 ν이 주어지고, 진동수가 충분히 정확하게 해상되

면, 각 대조 동공의 완전한 광학적 두께는 식 3에서 결정 될 수 있다.

더욱이, FTPSI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물체 101의 동종성 또는 굴절률 변동를 결정할 수 있다. 지표 및 평면

두께 의 공칭값이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지표 변동이 고정밀로 얻어 질 수 있다. 식 1 로 부터, 다음삭에 해당하는 각

주 동공에서 관찰된 총 위상이 얻어졌다:

(8)

이때 이다. 비슷한 공식은 물체 101이 제거된 121:111 동공의 위상 변동에서도 얻어지고 이는 다음식과 같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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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101의 굴절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n은 다음과 같다.

(10)

이러한 위상은 DFT에서 획득한 2π모듈로 위상이 아닌 총 위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본 발명자들은 임의의 공동(cavity)에

대하여 서술할 수 있다.

(11)

여기서, 및 은 지표 및 갭의 공칭값이고, φ는 총 위상에서의 국부 위상 편이이다. 식 10에서 개별 위상 각각에 대

한 식 11의 치환은 다음을 생성한다.

(12)

2k >> φ121:111-φ103:111-φ121:102 이고, 1차 이상의 용어를 무시하는 경우에 물체101의 지수 변동 △n=n-

는 식(13)에 의하여 얻어진다.

(13)

φ'는 각 식 모듈로-2π위상 맵으로부터 결정되며, φ121:111 는 빈 공동의 위상 맵임을 명심한다. 물체101의 물리적 두께 변

동 (T- )의 측정은 예를 들면 식 13 및 물체101의 광학적 두께 변화량의 측정으로부터 직접 결정될 수 있다.

주 공동 121:102, 102:103 및 103:111의 위상 맵은 신호 측정에서 동시에 얻는다. 결과적으로, 공간적 위상 변동의 상대

적 방향이 유지된다. 따라서, 상술된 FTPSI 분석법을 사용하여 물체의 균일성에서(또한 균일성 웨지로 명명) 선형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다.

측정마다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동조 반복능 및 공동 안정능이 요구된다. 공동109에서 물체101의 제거

또는 삽입은 예컨대 참조 표면 121 및 111의 물리적 배열을 변형시킬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체101의 측정된 균일

성에 에러를 야기할 수 있다. 일부 구체예에서, 공동109는 물체101에 의하여 제시되는 간극이 공동의 관찰가능한 간극보

다 작게 제조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109의 일부가 2-면 공동일 것이고, 물체101를 포함하는 부분은 4-면 공동일 것이

다. 2-면 공동에 대응하는 부분은 물체의 제거시 측정을 위한 제어/눈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영역에서

121:111 공동의 광학상 경로 길이에서 임의의 변동은 평면의 정렬시 120 및 110 변형에 상응하는 것과 유사하다. 2회 측

정간 시스템의 피치 및 요(yaw)에서의 변형은 분석시 상쇄될 수 있다.

또한, 물체101의 절대적 굴절률과 절대적 물리적 두께는 4-면 공동 측정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각각의 주 공동에 대한

위상 변화는 다음에 의하여 얻어진다:

(14a)

(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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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c)

(14d)

또한, 식 (14d)는 제거된 물체101로 제조된 121:111 공동의 측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수의 해결은 다음을 산출한다.

(15)

여기서, φ는 동일한 공동 및 동조 조건하에서 각 공동으로부터 관찰되는 위상 변동을 표시한다. 식 14b 및 식 15를 사용하

여, 물체101의 절대적 물리적 두께는 다음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16)

각 1차 피크의 진동수 해상도가 충분한 구체예에서, 균일성 및 물리적 두께의 절대치는 각 공동에 대하여 식 2 및 3을 기초

로 하여 식 15 및 16에서 각각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구체예에서 이러한 절대적 성질은 다음의 두 단락에서 설명하

듯이 위상 추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식 15 및 16에서, 분자 및 분모 모두 속도 인자이다. 통상적으로, 속도는 예를 들면 φ=△φ/△ｔ와 같이 상위식으로 표현된

다. 따라서, 물체101의 절대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정 범위 △ν에 대한 광진동수를 동조하는 동일한 기간동안 식 15의

각 위상에서 총 변화를 단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 유사하게, 물체101의 절대적 물리적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정 범위

△ν에 대한 광진동수를 동조하는 동일한 기간동안 식 16의 각 위상에서 총 변화를 단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

광진동수 모니터는 광진동수 동조 △ν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위상 변화는 슬라이딩 윈도우 위상 분석으로 알려진

푸리에(Fourier) 위상 추출법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 상기 방법에 의하여 위상은 데이타의 위도우된 서브셋의 푸리에

분석으로부터 추출되고, 윈도우로서 측정된 상기 위상 발달은 총 데이타 세트를 따라 시간으로 펼쳐진다. 따라서, 이것은

통상 상대적 광학적 두께 측정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큰 데이타 세트를 필요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광진동수 모니터(파동 모니터로서 본원에서 언급됨)는 식 16에서 진동수 동조 △ν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도3을 기초로한 구체예에서, 진동수 동조율 의 정확한 지식은 광진동수 모니터를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기본 공동의 절대적 광학적 두께가 이것에 상응하는 1차 진동수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진동수 모니터링은

공지의 OPD를 갖는 모니터 공동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모니터 공동이 LM 에 의하여 주어지는 광학 갭을 갖고, 동조 동안 위상 변동 M 을 경험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식 16

은 다음과 같이 재서술될 수 있다:

(17)

모니터 공동은 식5에서 상술된 DFT 평가를 위한 선형 동조 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모니터 위상 변

동로부터 직접 각 샘플간에 위상 이동 증가를 계산함으로써 달성된다. 예를 들면, OPD DT 를 갖는 시험 공동 및 고정된

OPD DM 을 갖는 모니터 공동을 고려하라. 시험 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DFT는 다음과 같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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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ΨTj 는 시간 샘플 j에 대한 시험 공동의 전체 간섭 위상 이동이다.

일정한 광학 동조율 에 있어서,

(19)

불일정한 에 있어서, 시간 샘플 j에 대한 시험 공동의 간섭 위상 이동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모니터로부터 측정할 수

있다.

(20)

이 때, △φTj 는 시간 샘플 j에 대한 시험 공동의 전체 간섭 위상 이동이고, △φMj 는 시간 샘플 j에 대한 모니터 공동의 전

체 간섭 위상 이동이며, 시험 공동은 OPD DT를 가지고, 모니터 공동은 OPD DM 을 가진다.

광진동수 모니터의 실행은 광진동수 램프의 실시간 통제를 위한 피드백 신호 및 반복가능한 동조 특성에 대한 차원적 안정

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는 최장 간섭 공동에 충분히 양호한 해상도를 가져야 하나, 전체 동조 범위에 대하여 광

진동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광진동수 모니터는 시스템100의 광경로의 임의의 부분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니터 공동은 측정 물체101의 전 후

주변에 놓여진 2개 참조 표면에 상응할 수 있다. 특히, 예컨대, 모니터 공동은 공동 121:111일 수 있으며, 참조 평면 120

및 110에 의하여 정의된다. 또는, 빔 스프릿터는 소스140에서 소량의 광을 분리 모니터 공동으로 직접 발사하도록 위치시

킬 수 있다.

광진동수 모니터의 예, 모니터 500는 도3에 제시된다. 모니터 500은 고도의 안정성 평면 거울 간섭계(HSPMI) 501 및 직

교(quadrature) 검출기505를 포함하는 호모다인 간섭계다. HSPMI 501은 편광 빔스프릿터 520, 반사기 515 및 540, 1/

4-파장 플레이트 514 및 516, 코너 큐브 역-반사기 521, 및 루프 프리즘(또는 스프릿 역-반사기) 522를 포함한다. 직교

검출기 505는 4개의 검출기 590, 591, 592 및 593, 빔스프릿터 570, 편광 스프릿터 560 및 580 및 1/4 파장 플레이트

550을 포함한다. 완전한 집합체는 제로두어(Zerodur) 또는 인바르(Invar)로부터 형성되는 것과 같은 저팽창 플레이트상

에 이상적으로 장착된다. 필요하면, 상기 플레이트는 내열성 인자로 열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광원 140으로부터 편광된 입력 빔 510은 반사기 511을 통해 HSPMI 501로 발사된다. 루프 프리즘522는 페이지의 면아래

에 위치하여, 간섭계에 입력 빔이 이것을 통하여 통과한다. 일부 구체예에서, 입력 빔은 45°로 선형 편광되거나 또는 원형

으로 편광될 수 있다. 빔 스프리터 520는 입력 빔을 직교 편광된 참조 및 측정 빔으로 분리한다. 이 참조 빔은 거울 515과

큐브-코너 역-반사기 521 사이에 2회 발사된후, 루프 프리즘 522으로 발사된다. 유사하게, 측정 빔은 거울 540과 큐브-

코너 역-반사기 521 사이에서 측정거리 530을 거쳐 2회 발사된다. 거울 515 및 540에 제2 통과후, 큐브-코너 역-반사기

521은 루프 프리즘 522의 면으로 참조 및 측정 빔을 낮춤으로써, 빔을 거울 515 및 540에 2개 추가적으로 통과시킨다. 이

후, 빔은 출력 빔으로 재조합되고, 상기 출력 빔은 직교 검색기505로 직접 발사된다.

직교 검색기 505는 HSPMI 501에서 발사되는 2개의 편광을 혼합하여, 광진동수 동조율 및 모니터의 OPD에 비례하는 간

섭 신호를 포함하는 빔을 생성한다. 나아가, 직교 검색기 505는 90°이동된 각 복제의 간섭 위상을 갖는 간섭 빔의 4개 복

제를 생성한다. 동조 동안 각 복제의 강도 DX(여기서 x는 검색기를 의미함)를 모니터함으로써, 모니터 동공의 위상은 다음

과 같이 결정될 수 있다.

(21)

여기서 각 시간 샘플에서 총 간섭 위상 이동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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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구체예에서, 광진동수 모니터는 상술된 호모다인 간섭계로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FTPSI 측정 과정 동안

요구되는 정확도로 광진동수 동조율 및 광진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임의의 모니터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헤테로다인 간

섭계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구체예에서, 관심 대상의 1차 진동수는 복수의 간섭 공동(식3에서 p>1)에 의하여 생성되는 간섭을 포함하는 간섭계

에 의하여 생성되는 기타 모든 간섭 진동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특정 간섭계 기하학을 통해 달성된다.

다음은 2차(식3에서 p=2)로 모든 진동수의 충분한 분리를 확인하는 간섭계 기하학을 특정하는 방식을 요약한다. 4-면 간

섭계가 예로써 사용되나, 이 방법은 임의의 수의 표면의 간섭계에 적용될 수 있다.

시스템100의 4-면 공동을 고려해보면, 4면은 14개의 위상학적으로 상이한 빔 경로로부터 6개의 1차 진동수 및 24개의 2

차 진동수를 생성한다. 24개의 2차 진동수 중 6개는 1차 진동수와 동일하여 분리될 수 없으나, 이들은 위상 평가에서 총

DC 이동에만 기여한다. 1차 진동수는 모두 독립적인 것은 아니므로, 6개 모두 측정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6개 진

동수 모두 서로 이웃하는 2차 진동수로부터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위치한다. 1차 갭에서, 6개의 1차 공동 및 21개의 상이

한 2차 공동에 대하여 유효한 OPD는 도4에 나타난 표의 2차 컬럼에 제시되어 있다. 식3의 표에 주어진 갭은 간섭 진동수

를 얻는데 사용될 수 있다.

최소 해상가능한 OPD의 관점에서 1차 OPD를 식7에서 정의된 Γ로 표현하는 것이 간편하다. 본 발명자는 비율 q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2)

또한, 물체 101 의 광학적 두께 nT에 대한 1차 갭 125 및 115의 길이 L1 및 L2 의 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3a)

(23b)

식 3, 6 및 7을 사용하여, 본 발명자는 fmin에 대하여 간섭 진동수 fc를 표준화할 수 있고, r 및 q의 기능으로서 이러한 표준

화된 진동수를 표현할 수 있다. 3면 공동에 대한 표준화된 독립 1차 및 2차 진동수는 도4의 표의 제3 컬럼에 기재되어 있

다. 모든 이 주파수 눈금은 q로 측정하여, 동조 범위는 이러한 의존성을 제거하도록 조정된다:

(24)

nT가 최소 광학 갭으로 추정되면, 1차 진동수로부터 2차 진동수의 분리를 최대화하는 것 이상의 r 및 s의 값을 조사하였

고, 이를 통하여 r=3, r=9가 이러한 조합임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분석에 의하여 광학 공동 기하학이 임의의

2개의 1차 갭의 광경로 길이의 비가 3의 독특한 힘인 기하학임을 제시하였다. 상이한 1차 갭이 최소로 추정되는 경우에 유

사한 분석이 나타났다.

동조 범위 △γ, 갭 L1 및 L2 가 고정되면, 선택된 샘플 N의 수를 단지 결정한다. 이것이 선택되면 저진동수로 대체시킨 후,

최대 2차 진동수(즉, OPD 4L1+4nT+4L2에 상응하는 (4r+4+4s)q)가 2회 이상 스펙트럼 해상 한계에 의하여 여전히 최

대 1차 진동수보다 크다. 4면 공동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다음을 예측한다.

(25)

이것은 예컨대 μ=0이라면 80개의 샘플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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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4 및 25는 r=3 및 s=9를 가지고 최적 공동 기하학 및 1차 진동수를 정의한다. 도5는 이러한 배치에 대하여 예측되는

간섭 스펙트럼 310을 보여준다. 2차 공동 진동수 320의 스펙트럼은 1차 및 2차 피크간의 우수한 분리를 강조하도록 나타

난다.

일반적으로, 최적 1차 진동수 분리를 만드는 4면 공동의 무한히 많은 가능한 배치가 존재한다. 이것은 비 r 및 s가 각각 3x

및 3 y 인 공동에 상응한다. 여기서 x 및 y는 정수이고, x≠y≠0 이다. 또다른 가능한 배치는 r 및 s가 모두 1보다 큰 상수에

의하여 눈금화되는 경우이다.

물론, 본 발명은 최적 배치를 갖는 공동 면의 배치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일부 구체예에서, 요소 공동(element cavity)의

부분(예, 관심 대상의 공동)은 최적으로 배치된다. 상이한 요소 공동은 비최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이한 요소

공동은 비최적 OPD를 갖도록 배치되어 관심 대상의 공동의 OPD와 실질적으로 상이하다.

상기 설명에서, FTPSI는 2면, 3면 및 4면 공동에 관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은

임의의 수의 면을 갖는 공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 임의의 수의 면을 갖는 공동은 각 표면 쌍에 상응하는 요소 2면 공동의 조

합으로 감소될 수 있다. 관심 대상의 2-면 공동에 상응하는 위상-이동의 진동수가 해상되어 상이한 진동수로부터 충분히

분리될 수 있는 한, 이 분석은 그 공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위상-이동 간섭계 시스템에 대한 광원은 기상, 고상, 동조가능한 염료 또는 반도체 레이저와 같은 레이저일 수 있다. 광원

은 또한 동조가능한 좁은-밴드 스펙트럼 필터를 갖는 백광원일 수 있다. 또한, 일부 구체예에서, 광원은 복수의 공칭 광진

동수에서 작동하여, 추출된 위상 프로필에서 위상 회전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원은 다중선의 HeNe, 아르

곤 또는 다이오드 레이저 간에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구체예에서, 광원은 광학 섬유에 의하여 간섭계와 결

합될 수 있다. 광원의 광진동수 동조는 광원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완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레이저 광원의 공동 길이는

열적으로 또는 피에조(piezo)-기계적으로 변조됨으로써 레이저 출력의 광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다. 유사하게, 레이저 광

원의 이득 매체에 주입 전력을 변조하여 레이저 출력의 최적 진동수로 조정할 수 있다. 또는, 예를 들면 광원의 최적 진동

수 출력을 음향-광학, 전기-광학 또는 광학-기계적 변조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부 구체예에서, PSI 시스템에 대한 광원은 편광 광원(예, 선형 편광된 빛)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스템 100은 광원으로

부터 빛을 편광시키기 위하여 편광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상술된 각 측정 기법은 빛의 편광 상태의 작용으로서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굴절율 측정법은 복수의 상이한 공지의 편광 상태(2 이상의 편광 상태, 예, 직교 편광 상태)에 대하여 실

행될 수 있다. 편광의 작용으로서 물체101의 굴절율, 광학적 두께, 또는 상대적 광학적 두께의 변동은 물체101의 광학 이

방성(anisotropy)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구체예에서, FTPSI 기법은 시험 물체 또는 공동의 광학 이방성(예,

복굴절, 2색성)를 특징짓는데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도1에서 위상-이동 시스템100은 피조(Fizeau) 간섭계를 포함하지만, 기타 구체예에서는 Twyman Green, Mach

Zehnder, Michelson, Fabry-Perot 및 지표-입사 또는 불균형 Mirau와 같은 상이한 유형의 간섭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간섭계는 큰 간극, 현미경 또는 섬유 광 센서 간섭계일 수 있다.

또한, 측정 물체는 다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측정 물체는 광학적 평면, 포토마스크,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또는 실리콘 와퍼일 수 있다(적외선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측정 물체는 시멘트 광학 또는 에어 공간의 광학 집합체일 수

있다. 측정 물체는 또한 구형 또는 비구형 돔, 콘택트렌즈, 오목볼록렌즈, 또는 안경 렌즈를 포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측

정 물체는 광원의 파장에서 투명 또는 부분적으로 투명하다. 더욱 일반적으로, 측정 물체는 임의의 구조체, 예를 들면, 미

세-기계적 실리콘으로서, 물체의 물체의 표면 및 부피특성, 표면 또는 부피특성과 관련된 광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 광

학적 정보는 측정 물체의 선택된 표면의 형태(topography) 또는 측정 물체의 전부 또는 선택된 부분의 굴절율 균등성을 포

함하는 광학 프로필에 관한 것이다.

상술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컴퓨터는 시스템의 상이한 구성요소를 제어하고 측정 물체에 대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

한 위상-이동 상를 분석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상술된 분석은 표준 프로

그래밍 기법을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프로세서, 데이타 저장 시스템(메모리

및/또는 저장소자를 포함), 1 이상의 입력 장치, 1 이상의 출력 장치, 예컨대 디스플레이 또는 프린터를 각각 포함하는 프

로그램가능한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도록 고안된다. 프로그램 코드는 입력 데이타(예, CCD 카메라에서의 위상-이동 상)에

적용되어 본원에서 설명한 기능을 수행하고 정보를 생성하며(예, 선택 표면의 형태), 이것은 1 이상의 출력 장치에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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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컴퓨터 프로그램은 고수준의 절차적 또는 사물-방향적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어셈블리 또는 기계 언어로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각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판독가능한 저장 매체(예, CD ROM 또는 자기 디스켓)에 저장될 수 있으므

로, 컴퓨터에 의한 판독은 컴퓨터내 프로세서가 본원에서 설명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상술한 분석에서 사용되는 진동수 변환은 푸리에 변환이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구체예들은 또한

힐버트 변환과 같은 상이한 유형의 진동수 변환을 실행할 수 있다.

상이한 예, 장점 및 변형이 다음의 청구항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다중면이 있는 구멍을 가지는 간섭계의 개략도

도2는 불연속 면을 포함하는 간섭공의 개략도

도3은 도1의 간섭계를 이용한 파장 모니터의 개략도

도4는 4면의 구멍에 의해 만들어진 1단계 및 2단계 주파수를 나타내는 표

도5는 4면의 구멍에 의해 만들어진 1단계 및 2단계 주파수의 상대 진폭을 나타내는 그래프

다양한 도면의 같은 인용부호는 같은 요소를 가리킨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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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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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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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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