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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표면 입자, 표면 흠집및 벌크 물질(127)에서의 결함등 여러유형의 결함인 이상
(118,135,137,143)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검사방법은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두개의 조명을 포함한다. 이러한 두가지 유형 

은 결함검사장치가 검사축을 따라 결함유형및 결함위치를 구별할 수 있도록 상당히 다르게 이상을 강하게 
조명한다. 상기 조명방법은 판(102)이 라이트 파이프로 사용된 직접적인 내측면 조명(114)및 외측 정면부 
조명이다. 직접적인 내측면 조명에서 라인 소스로서 배치된 플레어 단부를 가진 섬유 광학 피드(115)는 
판(102)의 가장자리(123)에 인접하게 된다. 외측면 조명에서, 소스(117)는 표면(121)중 하나에 예각으로 
바람직하게는 그레이징 각으로 라이트되어 진다. 조명된 표면의 먼지입자와 같은 이상은 그렇지 않으며 
표면상에 입자가 내측면 조명을 경유하여 단지 미약한 투과성의 커플링을 통하여 흩뿌리게 되므로, 직접
적인 내측 조명보다 외측 정면부조명을 가지고 빛을 흩뿌리게 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결함 검사장치및 예를 들어 대형 평판 디스플레이 구조등의 검사에 유용한 관련된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평판 디스플레이에서의 사용을 위한 유리판의 검사에 관련된 예에서 예시되어 진
다. 그러나 본 발명은 또한 대부분 소정 유형의 투과성 매체의 제조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배경기술

액정 디스플레이등과 같은 평판 디스플레이의 사용이 빠르게 성장하여 계속한다. 예를 들어, 포켓용 TV, 
노트북 컴퓨터, 공학용 워크 스테이션, 고화질 TV등의 소비자 품목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 이러한 디
스플레이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기초하여, 산업계에서는 최신 제조라인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제조라인은 여전히 최종 시험및 이러한 평판 디스플레이의 검사를 위해 시험 작업자
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 작업자는 디스플레이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각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각적인 검사를 수행한다. 결함을 가지거나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특징지어 지는 제한된 샘플을 가지고 
훈련되어진 상기 검사의 질및 완성도는 시험 작업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오류를 일으키기 쉽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검사, 제어 및 다양한 제조공정의 품질을 개선할 수 없다. 

평판 디스플레이 생산품을 검사하고 제어하는 효과적인 공정은 자동 검사장치에 의하여 정량적인 검사방
법을 통하여 가능하게 될 수 있었다. 제일 첫번째 시험적인 자동 검사장치중의 일예는 본 발명의 출원인
인 1992년 Photon Dynamic, Inc(PDI)에 의해 개발되어 졌다. 이러한 최초의 자동 검사장치는 첨단의 것인
데 왜냐하면, 평판 디스플레이의 고품질 검사는 시험 작업자보다 기계를 사용하므로서 수행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고품질 검사는 여기에 조립된 완성된 박막 트랜지스터 소자를 구비한 평판상에서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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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졌다. 

현재 본 산업분야에서는 이러한 평판 디스플레이에 제조에 사용되는 유리판에서 결함을 찾아내는 효과적
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유리판은 일반적으로 정면부와 후면부를 가진다. 정면부에는 박막 트랜지스터가 
그 위에 조립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결함이나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결
함이 후면부및 벌크 매개물로된 판내에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벌크 매개물및 후면부 결함을 가
진 유리판은 정면부상에 위치한 소정의 결함을 가진 판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시험 작업자는 종종 검사중에 이러한 결함의 존재에 대해 조사한다. 시험 작업자는 결함 여부에 따라 상
기 판의 사용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각 유리판의 시각적인 검사를 수행한다. 결함을 가지
거나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특징지어 지는 제한된 샘플을 가지고 훈련되어진 상기 검사의 질및 완성도는 
시험 작업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오류를 일으키기 쉽고 효율적이고 효과
적으로 검사. 제어에 사용될 수 없으며, 유리판에 사용된 다양한 제조공정의 품질을 개선할 수 없다.

상술한 바로부터 용이하고, 저비용이며, 신뢰성있는 유리판상의 결함을 찾아 내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라 투과성 매개물에서 이상을 식별하기 위한 장치및 방법을 포함하는 기술이 제공되어 진다. 
이러한 기술은 예를 들어 유리 기판등의 투과성 매개물내에서 이상및 관련 위치를 눈에 띄게 하기 위하여 
두가지 형태의 조명 즉, 내측 및 외측 조명을 가지고 대영역 결함 검사장치를 사용한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라, 표면에서의 미세한 조각, 표면에서의 긁힘자국, 벌크 물질에서 결함등의 여러 
형태의 결함과 같은 이상을 검사하기 위하여 방법이 제공되어 진다. 이러한 검사방법은 두가지 형태의 조
명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결함 검사장치가 검사축을 따라 결함 형태와 결함 위치를 구별 가능하도록 하여 
상당히 현저하게 이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조명방법은 상기 판이 '라이트 파이프'로 사용되는 
직접적인 내측면 조명및 외측 정면부 조명에 관한 것이다. 직접 내측면 조명에서, 라인 소스로서 배치된 
플레어 단부를 가진 광섬유 재료는 상기 판의 가장자리에 인접하게 된다. 외측면 조명에서, 상기 소스는 
예각으로 빛이 투과되고 바람직하게는 표면과 거의 평행한 각으로 표면의 일부분에 투과된다. 조명된 표
면에 먼지 입자와 같은 이상은 직접 내측면 조명보다 외측 정면부 조명에 의해 더 충분하게 흩뿌리게 되
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표면에서의 입자는 내측면 빛을 경유하여 순간적인 약한 결합을 통하여 다
른 방향으로 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라, 검사축을 따라가는 이상의 위치는 촛점의 위치가 선택적으로 상기 판의 
평면의 상하측에 존재하는 두개 작은 치수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데, 이것이 검사 목표가 된다. 다르게 조
명된 또는 검사축을 따라 다른 거리에서 조명된 이들 위치로부터 신호 레벨에서의 차이는 상기 검사축을 
따르는 이상의 유형및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은 또한 제 1표면, 제 2표면및 광학 이미지 영역 결함 검사장치를 가진 투과성 평면매개물에서 결
함 위치를 찾아 내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장치는 외측및 내측 광학적 이상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축에 대하여 하나의 각에서 평면매개물을 조명하기 위한 라이트 소스를 가진다. 상기 검사축
은 실질적으로 평면매개물에 대하여 수직이다. CCD(전하결합장치)카메라는 이미지 프로세서에 동작적으로 
결합된다. 이러한 CCD카메라및 이미지 프로세서는 평면매개물의 제 1측면상에 제 1 촛점 흐림위치(out-
of-focus)에서 평면매개물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제 1수직위치에서 이상의 제 1이미지를 포착하고 2차원 
위치 예컨대 x-y, r-θ등에서 제 1사건으로서 제 1이미지를 식별한다.  CCD카메라및 이미지 프로세서는 
제 1측면과 마주보는 평면매개물의 제 2측면상에 제 2 촛점 흐림위치에서 평면매개물의 중심으로부터 떨
어진 제 2수직위치에서 동일한 이상의 제 2이미지를 포착한다. 2차원 위치에서 제 2사건으로서 제 2이미
지를 식별한다. 상기 이미지 프로세서는 추가로 대응하는 제 1신호 레벨과 제 2신호 레벨을 발생시키기 
위해 제 1및 제 2이미지를 처리한다. 제 1및 제 2신호 레벨의 차이는 검사축을 따라 z위치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양태는  유리판에  내측및  외측  조명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판은  홈, 
분열, 입자, 틈등과 같은 가능한 이상을 포함한다. 상기 판은 정면부, 후면부및 그 사이에 위치한 매개물
을  가진  투과성  매개물이다.  이러한  매개물은  굴절성있는  색인을  가진다.  상기  판은  또한  정면부, 
매개물, 후면부의 경계를 따라 한정된 가장자리를 가진다. 광학적인 커플링(예컨대, 광섬유 플레어등)은 
상기 가장자리에 부착된다. 광학 커플링은 상기 가장자리에 빛을 제공한다. 이러한 빛은 가장자리를 통하
여 매개물로 들어가고 상기 매개물을 통하여 횡단한다. 빛의 일부분은 정면부및 후면부의 외측으로 반사
된다. 그러나 빛의 다른 부분은 매개물내에서 가능한 이상에 의해 흩뿌릴 수 있다. 이러한 흩뿌려진 빛은 
정면부를 통하여 방출되고 CCD카메라에 의해 탐지되어 진다. 상기 장치는 또한 상기 정면부상에 제 2빛을 
방출하기 위한 외부 조명수단을 구비한다. 이러한 제 2빛은 정면부에 위치되어진 가능한 이상에 의해 흩
뿌려지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개략도,

도 2는 도 1의 장치에 대한 CCD카메라의 배열을 나타낸 개략도,

도 3은 도 1의 광학 커플링에 대한 개략적인 측면도,

도 4는 도 3의 광학 커플링에 대한 개략적인 횡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개략적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선택적인 실시예의 개략적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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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촛점 흐림위치및 판의 측면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판내 z-방향에 대한 이상의 측정강도의 평면도,

도 9는 판위치에 대한 감소된 강도의 개략도,

도 10은 본 발명에 다른 필터링 방법을 묘사한 연속도이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예컨대 대영역 결함 검사장치와 같은 검사장치(100)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검사
장치(100)는 단지 예시적이며 본 명세서에서 정의된 청구범위의 경계를 한정하지 않는다. 상기 검사장치
(100)는 유리판둥과 같은 투과성 판(102)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은 미끄럼 가능한 테이블(101)및 힌지된 
프레임(103)에 위치하는데 판에서 적절한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 상기 미끄럼 가능한 테이블(101)은 멀티
풀 CCD형 카메라등과 같은 복수의 카메라(105)하에서 x-y평면내에서 판의 용이한 위치를 허용한다. 상기 
미끄럼 가능한 테이블은 상기 판이 상기 카메라에 대한 x-y평면내에서 이동되도록 허용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카메라는 상기 판에 대하여 카메라를 이동시키기 위해 x-y스테이지상에 설치된다. 선택적으로 복수
의  카메라는 투시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다. 

x-y스테이지는 x-방향, y-방향, x-방향및 y-방향으로 판이 이동가능한 소정의 적절한 베이스 유닛일 수도 
있다. 스테이지는 x-방향, y-방향, x-방향및 y-방향으로 계속적인 이동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x-y스
테이지는 또한 선택된 치수로 x-방향및 y-방향으로 증가된다. 선택적으로 로보트는 x-y방향으로 플레이트
를 이동시킬 수 있다. 

z-방향은 액츄에이터의 사용을 통하여 연속적인 이동 모드 또는 선택된 z-위치에서 동작한다. 액츄에이터
는 2단계 또는 다단계 액츄에이터이다. z-방향은 또한 스테핑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다. 물론 x-방향,y-
방향,z-방향으로 정확하게 증가되는 치수는 특정한 응용에 달려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테이지는 z-방
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동안에 x-y방향으로 조절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실시에에서, 카메라는 
판에 대하여 z-방향으로 조절 가능하다. 

CCD카메라는 종래 고해상도 카메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CCD카메라의 예는 코닥에 의해 제조된 
KAF1600과 같은 메가픽셀 CCD 어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CCD카메라는 유사한 CCD카메라의 
어레이 구조내에서 그룹화되거나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CCD카메라의 그룹화는 판의 정면부의 덜한 스냅
-샷(snap-shot)을 사용하여 보다 큰 표면 영역의 검사를 허용한다. 유사한 CCD카메라는 도 2에 예시된 바
와 같이 유사한 CCD카메라(예컨대 4개의 카메라)의 어레이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유사한 카메라와 
그룹화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CCD카메라는 100mm×100mm 판 표면영역(201)을 포착하기 위
하여 1K픽셀× 1K픽셀을 사용한다. 

이러한 4개의 CCD카메라는 200mm×200mm의 전체 표면유리 표면영역(203)을 포착한다. 4개의 유사한 CCD카
메라는 16개의 유사한 CCD카메라의 어레이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4개의 그룹내에서 함께 그룹화될 수 
있다. 이때 16개의 카메라는 64개의 유사한 CCD카메라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하나의 어레이구조로 그룹
화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들 카메라(105)는 검사장치의 상부 몸체(107)를 가지고 싸여 진다. 모니터
(109), 이미지 프로세서(110), 컴퓨터(111), 키보드(113)또한 보여진다. 

이미지 프로세서(110)은 종래 다양한 고성능 프로세서로부터 선택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서의 일
예는 DATACUBE에 의해 제조된 MV200이다. 이러한 프로세서는 대용량및 플렉시블 어레이 프로세싱등과 같
은 특징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이미지 프로세서는 멀티플 CCD카메라등을 위한 멀티플 입력/출력 포트
를 가진다. 물론, 사용된 프로세서의 유형은 그 적용에 달려 있다. 

본 발명의 장치는 판(102)에 내부 가장자리 조명을 제공하는 라이트 소스(114)를 포함한다. 판의 가장자
리에 결합 또는 부착되는 광학 커플링(또는 커넥터)(115)운 라이트 소스(114)로부터 판(102)의 가장자리
에 빛을 제공한다. 도 3은 도 1의 판(102)의 단순화된 측면도및 광학 커플링(115)이다. 이러한 측면도는 
단지 예시일 뿐이며, 본 명세서에서 정의된 청구범위의 경계를 한정하지 않는다. 라이트 소스(114)는 하
나의 빔을 커넥터(115)로 방출한다. 이 빛은 확산되고 조준될 수 있다. 이러한 라이트 소스의 일예는 쿼
츠 텅스텐 할로겐(QTH) 또는 크세논, 그리고 다른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라이트 소스는 실리콘 CCD 감도
와 호환하는 IR(450-900nm)까지 볼수 있는 파장 범위를 가진 빛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파장은 약 600
이다. 물론, 라이트 소스의 유형은 그 적용에 달려 있다. 

판(102)은 정면부(121), 외측 가장자리(123)및 다른 요소를 포함한다. 판은 유리판등과 같은 투과성 유리
일 수 있다. 이러한 투과성 판은 종종 실질적으로 평면 정면부(121)를 갖지만, 다른 형상도 가능하다. 이
러한 유리판의 일예는 뉴욕의 코닝 Inc에 의해 제조된 제품명 코닝7059유리이다. 이러한 유리는 종종 평
판 디스플레이등의 제조에서 사용된다. 상기 유리판은 0.7mm 두께에 대하여 약 1.5및 1.1mm의 굴절율을 
가진다. 물론 상기 판은 그 주변에 비하여 보다 큰 굴절율을 가진 소정의 투과성 구조 또는 매개물일 수 
있다. 

도 4는 도 3의 판(102)의 상세 횡단면도및 광학 커플링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횡단면도는 단지 예시일 
뿐 본 명세서에서 정의된 청구범위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단순화된 횡단면도는 판(102)및 광
학 커플링(115)을 포함한다. 이러한 커플링의 예는 광섬유 이용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광학 플레어이다. 
이러한 커플링이 판의 단부중 하나(123)에 확고하게 맞물려지므로서, 이러한 소스로부터의 빛은 실질적인 
반사없이 판의 가장자리(123)를 통하여 판의 내측으로 들어간다. 일실시예에서 커플링으로부터의 빛은 판
의 가장자리(123)를 통하여 들어가고 정면부(121)와 후면부(125)사이에 벌크 매개물(127)을 따라 이동한
다. 라이트 파이프로서 빛의 상당한 부분은 정면및 후면의 내측면에서 반사되고 벌크 매개물을 따라 횡단
한다. 일실시예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빛이 제 1반사후에 내측면에서 반사된다. 바람직하게는, 제 1반사
는 배제 지역(133)에서 발생한다. 특히, 빛의 일부분은 커플링 월(131)에서 반사되며, 이것은 판의 배제 
지역(133)까지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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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링 월은 스테인리스 스틸, 코팅된 스틸, 알루미늄, 선택된 합금등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참조(또는 
볼)물질상에서 빛 흡수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들 물질들은 상기 판에 확고하게 부착되도록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가지며, 빛 흡수성질은 벌크 유리 매개물을 벗어나 광학 커플링으로 부터 얻어지는 빛을 
흡수한다. 전체 내측 반사로부터 반사된 빛은 x-y방향으로 상기 매개물을 따라 횡단한다. 반사된 빛은 x-
y축을 따라 횡단하는 것처럼 정면부와 후면부 내측으로 반사된다. 

그러나, 전체 내부 반사를 방해하는 판 매개물에서 이상이나 사건은 빛이 정면부나 후면부를 통하여 흩부
려지도록 한다. 이러한 흩부려짐은 내측 후면부(125), 벌크 매개물(127)및 내측 정면부(121)상에서 각각 
이상(135),(137),(139)으로부터 화살표에 의해 도시되어 진다. 바람직하게는 빛의 상당한 부분은 CCD카메
라중 어느 하나에서 탐지를 위해 정면부를 통하여 흩뿌려진다. 이러한 CCD카메라는 정상적인 배경 강도에 
대하여 증가된 빛 강도값을 판독하므로서 사건이나 이상의 존재를 탐지할 것이다. 그러나 판표면(121)상
에서 이상(143)은 실질적으로 내측으로 반사된 빛으로부터 흩부려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벌크 유리 
매개물에서의 이상은 정면부상의 이상을 선택적으로 탐지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약 0.1-1μm이하의 크
기를 가진 이상이 이러한 가장자리 조명기술을 사용하는 CCD카메라중 하나에 의해 탐지되어 진다. 

일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장치는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판의 정면부를 조명하기 위한 외측 라이트 소
스(117)를 포함한다. 이러한 외측 라이트 소스는 정면부에서 투사되는 빛의 콜리메이트빔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빛의 콜리메이트빔은 수직으로부터 약 75°의 각에서 85°각까지 범위의 각으로 정면부에 입
사된다. 바람직하게는 빛의 콜리메이트빔은 정면부의 수직으로부터 90° 각으로 정면부상에 입사된다. 이
러한 실시예는 일루미네이터가 암시야 일루미네이터가 되는 작은 각을 발생시키는데, 여기에서 CCD카메라
에 의해 포착되는 거울같이 반사된 빛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거의 모든 실시예에서, 정면부의 수직으로
부터 예각이며, 상기 각은 때로 정면부에서 이상(118)을 반사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그레이징(grazing) 각
이다 이러한 예에서 이상은 입자이다. 물론 특정한 각은 그 응용에 달려 있다.

라이트 소스는 정면부에 조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쿼츠 텅스텐 할로겐, 크세논 또는 수은-아크 램프와 같
은 소정의 적절한 라이팅 수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은 라이트 소스는 약 253.7nm의 파장을 가진 빛을 
제공한다. 선택적으로 라이트 소스는 여기에 적절한 렌즈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렌즈는 판의 정면부에
서 라이트 소스및 조명의 촛점을 맞추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라이트 소스는 멀티풀 라이
트 소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멀티풀 라이트 소스는 판의 정면부에서 투사되는 다른 각으로 배치되
고 정면부상에서 소정의 이상으로부터 흩뿌리는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절되어질 수 있다. 필터는 또한 
이상을 흩뿌리는 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라이트 소스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특정한 라이트 소스
는 그 적용에 달려 있다. 

이러한 외측 조명은 빛이 이상으로 흩뿌려지도록 정면의 표면상으로 선택적으로 영사된다. 본질적으로 정
면부에서 투사되는 영사된 빛은 투사각에 입각하여 정면부에 반사된다. 그러나 정면부에서의 이상은 영사
된 빛을 흩뿌린다. 도 1에서 화살표로 도시된 바와 같이 흩뿌려진 빛은 전형적으로 공기중을 지나 그 주
변을 가로지르게 된다. 하나의 CCD카메라는 정상적인 배경 강도에 대하여 증가된 빛 강도로서 흩부려진 
빛을 탐지할 것이다. 증가된 빛 강도는 예컨대 입자, 흠, 흠집, 구멍, 틈등의 이상의 존재를 의미한다. 

일실시예에서, 정면 조명은 단지 순간적인 커플링에 기인하여 더욱 특별하게는 결함 가까이 전기장 왜곡
에 기인하여 정면부상에서 이상을 조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단지 정면 조명을 사용
하므로서 정면부상에 이상은 벌크 유리 매개물 또는 후면부에서 이상예에 대해 선택적으로 탐지될 수 있
을 것이다. 약 0.1-1μm및 이하의 작은 크기를 가진 이상은 본 발명에 의해 탐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면
부상에서 이상의 존재를 식별하는 것은 예를 들어 평판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유리판의 검사에 중요하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외측 빛조명및 내측 가장자리 조명은 힘께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예는 예컨대 정면
부,후면부,벌크 매개물등의 전체 판에 걸쳐서 이상을 눈에 띄게 한다. 강렬히 조명된 이상은 CCD카메라를 
가지고 탐지된다. 물론 다른 유형의 조명은 또한 그 적용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본 라이팅 기술을 사용하는 이상이나 결함을 식별하기 위하여 제공되어 진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다음에서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울 것이다. 

(1)판 홀더상에 판을 제공하고

(2)정면 조명 또는 가장자리 조명 또는 양 조명기술을 사용하여 판을 조명하고

(3)CCD카메라를 사용하여 판을 측정하고 이상의 이미지를 포착하고

(4)사건을 발견하기 위한 이상의 임계이미지를 한정하고

(5)좌표시스템(예컨대, x-y,r-θ등)을 사용하여 사건을 저장하고

(6)각 사건에 대한 도심(centroid)을 정의하고

(7)사건을 카테고리화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도 5를 참조하여 제공되어 진다. 그러나 본 방법은  단지 본 발명의 일예일뿐이
며 본 명세서에서 정의된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중 하나는 이러한 본 발명의 청구범위를 수행하기 위한 다른 기술을 인지할 수 있다. 상기 방법(50
0)은 일반적으로 판홀더상에 판을 제공하는 것(단계501)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은 홀더상에 확고하게 위
치된다.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클램프가 스테이지와 상기 판을 부착한다. 이와 같이 확고하게 위치한 
판은 이어지는 측정단계동안에 정확한 강도측정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본 발명은 판을 조명하는 단계(503)을 제공한다. 이러한 판은 본 발명의  라이팅기술울 사용하여 조
명되어 진다. 바람직하게, 판의 정면부에 투사되는 외측 라이팅및 판 측면을 통하여 제공된 내측 라이팅
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는   외측및 내측 이상을 강하게 조명한다.  이러한 광학적인 이상은 
입자, 흠, 흠집, 구멍, 틈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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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이미지는 CCD카메라에 의해 포착된다(단계505).  CCD어레이가 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x-y스테이지가 
사용될 수 있다. 충분한 카메라가 사용된다면, x-y스테이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CCD카메라
는 이상의 이미지를 포착한다.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프로세서로 전달되는데, 컴퓨터 메모리에서 저장을 
위해 이미지를 변화한다. 종래 이미지 처리기술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포착하고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상기 기술은 그 적용에 달려 있다. 

이때 상기 이미지는 한정된다(단계507). 컴퓨터에 결합된 이미지 프로세서는  사건을 정의하기 위하여 선
택된 기준과 한정된 이미지를 비교한다. 이들 사건들은 거절등과 같은 검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으
로 정의될 수 있다. 각 사건은 x-y, r-θ등과 같은 좌표 시스템에서 그 위치에 따라 컴퓨터 메모리내에서 
저장된다. 이러한 저장단계는 그 위치를 가진 각 사건을 효과적으로 보존한다. 표준 이미지 처리기술은 
이때 각 사건에 대하여 도심(단계501)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단계501). 이러한 이미지 처리기술의 
일예는 피크 탐지및 이미지 침식이다. 그러나 다른 기술들은 또한 그 적용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사건들은 단계(513)에서 카테고리화되어 진다. 이러한 단계는 그룹화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건
들을 배치한다. 예를 들어 선택된 크기를 가진 사건드르은 하나의 카테고리내에 배치된다. 정면부에 위치
한  사건들은  다른  카테고리내에서  배치된다.  다른  카테고리화  구조는  또한  그  적용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라, 판에서 이상및 결함의 위치를 식별하는 기술이 제공되어 진다. 이러한 위치
는 정면부 위치, 벌크 매개물 위치및 후면부위치일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다음에
서 간략하게 요약되어 진다.

(1)판홀더상에 판을 제공하고(CCD 어레이가 판을 포함하지 않으면 x-y스테이지를 사용한다)

(2)제 1촛점 흐림위치에 대하여 판의 z-위치를 조절하고

(3)판의 정면부를 외측으로 조명하고

(4)측정하고

(5)판의 벌크 매개물을 내측으로 조명하고

(6)측정하고

(7)제 2촛점 흐림위치에 대하여 판의 z-위치를 조절하고

(8)판의 정면부를 외측으로 조명하고

(9)측정하고

(10)판의 벌크 매개물을 내측으로 조명하고

(11)측정하고

(12)제 1촛점 흐림위치로부터 이미지와 제 2촛점 흐림위치로부터의 이미지를 비교하고

(13)비교단계에 기초하여 이상의 위치를 식별하고

(14)예컨대 정상 또는 바닥과 같은 위치에 입각하여 이상을 카테고리화하고 

(15)그 위치에 입각하여 이상에 대하여 필터를 적용하고

(16)필요하다면 다른 x-y영역에 대한 단계를 밟는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도 6을 참조하여 제공되어진다. 그러나, 본 방법은 단지 본 발명의 일예일 뿐이
며 본 명세서에 정의된 청구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중 하나는 이러한 본 
발명의 청구범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기술, 변형, 변경을 인정할 것이다. 특히, 외측 조명 단계(3)는 
내측 조명 단계(5)없이 수행될 수 있으며 내측 조명단계(5)는 외측 조명단계(3)없이 수행될 수 있다. 선
택적으로 본 방법은 동시에 내측및 외측 조명단계(3,5)를 사용하여 조명되는 벌크 매개물과 같은 단계
(3)및 (5)를 수행할 수 있다. 추가하여, 상술한 기술은 후술되는 실시예및 설명중 하나를 사용하여 충족
될 수 있다. 

방법(600)은 일반적으로 판 홀더 또는 x-y스테이지상에 판울 제공하는 것(단계601)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은 스테이지상에 확고하게 위치한다.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클램프가 판과 판을 부착한다. 이러한 확
고하게 위치된 판은 이어지는 측정단계동안에 정확한 강도측정을 보장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스테이지는 제 1촛점 흐림위치에 대하여 z-방향으로 조절하거나 낯추게 되며(단계603), 상기 위치는 일반
적으로 판의 선택된 부분이 CCD카메라의 촛점흐림인 선택위치이다. 제 1 촛점 흐림위치는 일반적으로 판
의 정면부 바로 상측의 위치이다. 선택적으로, CCD카메라는 판에 대하여 조절되어 진다. 제 1촛점흐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도면을 참조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본 발명은 판에 대한 외측 조명의 단계(단계605)를 제공한다. 이러한 판은 본 발명의 라이트 기술을 
사용하여 조명되어 진다. 판의 정면부에 투사되는 외측 조명(또는 빛)은 외측의 광학 이상을 강하게 조명
한다.  이러한  이상들(예컨대,  표면  이상)은  판의  정면부  표면  가까이의  흠,  흠집,  구멍,  틈등을 
포함한다.   

CCD카메라는 제 1촛점 흐림 위치에서 표면이상의 제 1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하여 제 1촛점흐림 위치에서 
판으로부터 빛 강도를 측정한다(단계607). 메모리내에 저장된 각 이상의 특징은 기록되어 진다. 이러한 
특징들은 x-y데이타, 강도측정, 촛점 위치에 비례하는 신호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이때 판은 본 발명에 따른 내측 조명기술을 사용하여 조명되어 진다(단계609). 일실시예에서, 내측 조명
은 판 측면을 통하여 제공되어 진다. 이러한 단계는 내측 광학적 이상을 강하게 조명한다. 이러한 광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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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벌크판 크기내에서 입자, 흠, 틈등을 포함한다. 소정의 실시예에서 내측및 외측 조명은 함께 발생
한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조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CCD카메라는 제 1촛점흐림 위치에서 내측 이상의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하여 제 1촛점 흐림위치에 판으로 
부터 빛강도를 측정한다(단계601). 각 내측 이상에 대한 특징은 메모리내에 저장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x-y데이타, 강도측정, 촛점 위치에 비례하는 신호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스테이지는  제  2촛점흐림위치에  대하여  Z-방향으로  판을  조절하거나  끌어  올리게 된다(단계
613). 외측 조명(단계615)는 이때 판에 제공되어 진다. CCD카메라는 제 2촛점흐림 위치에서 표면 이상의 
제 2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하여 제 2촛점 흐림위치에 판으로 부터 빛강도를 측정한다(단계617). 이 단계동
안에 각 이상의 특징들(x-위치, y-위치, 강도등)이 또한 기록되어 진다. 바람직하게는 x-위치와 y-위치가 
동일하게  되어야  하므로,  단지  각  이상의  강도가  제  1촛점흐림위치및  제  2촛점흐림위치사이에서 
변화한다.  내측 조명(619)는 판 측면을 경유하여 제공되어 진다. CCD카메라는 제 2촛점흐림위치에서 내
측 이상의 제 2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하여 빛 강도를 측정한다(단계621). 

상술한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조명및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되어 지고 여기에서 추가로 설
명될 것이다. 에를 들어 단계(605,607,609,611)는 연속적으로 수행된다. 선택적으로 단계(605,607)는 단
계(609,611)없이 수행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러한 변경은 추가로 단계(615,617,619,621)와 결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술한 변경의 하나는 단계(615,617,619,621)을 따라 수행될 수 있으며 이것은 연
속적으로 일어난다.  선택적으로 단계(615,617)는  단계(619,621)없이  수행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단계
(619,621)는 단계(615,617)없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외측및 내측 조명은 선택된 시간에서 함께 일어
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내측및 외측조명은 다른 선택시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단지 
하나의 조명방법은 판에 조명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단계들은 종종 특정한 적용에 
따라 선택되어 진다. 

이때 상기 방법은 각 이상의 z-위치를 식별하기 위하여(단계625) 제 2촛점흐림위치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제 1촛점 흐림위치에서 이미지의 특성들은 비교한다(단계623). 이러한 특성들은 강도 측정을 포함한다. 
각 이상은 단계(627)에서 카테고리화되고 이때 이상은 선택된 이상을 강하게 조명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여과된다. 소정의 실시예에서 CCD카메라는 제 1및 제 2촛점 흐림위치에서 이상의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하
여 다른 위치로 단계를 밟고 이동하게 된다(단계631).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상세한 부분은 아래에 설명
되어 진다. 

이러한 방법의 일예는 도 7및 도 8의 개략도에 의해 예시되어질 수 있다. 도 7은 판(102)및 초점 흐림위
치(705,707)를 예시한 것이다. 판은 약 1.1mm두께이고 유리로 만들어 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CCD카메라
(105)및  라이팅은  상기  판에  적용되어  진다.  상기  판(102)은  또한  'T'로  표시된  정면부(또는 정상
부)(701)상의 이상및 'B'로 표시된 후면부(703)상의 이상을 포함한다. 

z-축상에서 제로점은 판두께의 중심'C'에서 하나의 점으로 정의된다. CCD카메라는 도면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제로점이나 목표점에 촛점이 맞춰지게 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 8은 초점흐림위치에서 이상에 대
한 z-축 배치에 대하여 위치가 결정된 강도값의 단순화된 도면이다. 이 제로점에서 촛점의 강도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z-방향을 따라 CCD카메라에 대한 소정의 정면부 배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화하지는 
않는다. 제로점 가까이에서 CCD카메라는 큰 깊이의 장(field)을 가진다. 

스테이지는  제  1촛점  흐림위치에  판을  조절한다.  제  1촛점  흐림위치(예컨대  판위  0.25mm,  0.5mm, 
1.0mm등)(705)는 정면부상에 참조번호'I'로 정의된다. 도 8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강도 또는 촛점은 포지
티브 z-방향(예컨대 1mm에서 3mm까지)을 따라 CCD카메라의 배치에 대하여 감소한다. 이상 위치에 대한 강
도에서의 이러한 감소는 단조롭다. CCD카메라에 대한 필드의 깊이는 정상/바닥 입자 배치보다 작게 된다. 
그러므로, 정면부상에 이상 T는 후면부상에 이상 B의 강도보다 더 큰 강도값을 가진다. CCD카메라는 이러
한 이상을 가진 판을 관찰하고, 이러한 제 1촛점 흐림위치에서 이상 T및 B의 제 1이미지를 포착한다. 

z-스테이지는 판을 제 2촛점 흐림위치에 조절한다. 제 2촛점 흐림위치는 (예컨대 판위 0.25mm,  0.5mm, 
1.0mm)(707)는 참조기호(Ⅱ)에 의해 정의된다. 강도 또는 촛점은 CCD카메라가 이러한 제 2촛점 흐림위치
에서  촛점이  맞춰질때  네거티브  z방향(예컨대  -1mm에서  -3mm)을  따라  증가되는  배치값을  가지고 
감소된다. 상기 관계는 상당히 선형적이다. 필드의 깊이는 또한 z축에서 T/B배치보다 제 2촛점 흐림위치
에서 더 작게 된다. 이로서 낮은 강도값은 인가 또는 정상 이상(T)으로 부터 탐지되고 더 높은 강도값은 
인가 또는 바닥 이상(B)로부터 탐지된다. CCD카메라는 이러한 이상에 대해 판을 관찰하고 이상 A및 B의 
제 2이미지를 포착한다. 

이때 상기 방법은 제 2이미지를 가진 제 1이미지를 비교한다. 특히 제 1촛점 흐림위치에서 정상 이상(T)
의 제 1이미지는 제 2촛점 흐림위치에서 정상 이상(T)의 제 2이미지와 비교되어 진다. 이러한 제 2이미지
의 강도값에 이러한 제 1이미지의 강도값을 차감하면 포지티브값이 남게 된다. 상기 포지티브값은 판의 
정상부상에 위치한 이상을 식별한다. 제 1촛점 흐림위치에서 바닥 이상(B)의 제 1이미지는 제 2촛점 흐림
위치에서 바닥 이상(B)의 제 2이미지와 비교된다. 바닥 이상의 제 1이미지의 강도값은 바닥 이상의 제 2
이미지의 강도값으로부터 차감되어 진다. 이러한 차감값은 후면부상에 위치한 이상을 식별하는 네거키브
값을 갖는다. 따라서, 포지티브값은 정면부상에 위치한 이상을 지시하고 네거티브값은 후면부상에 위치한 
이상을 지시한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제 2촛점 흐림위치에서 동일한 이상을 가진 제 1촛점 흐림위치에서의 이상으로 부
터 강도값을 차감하는 것은 더욱 상세하게 카테고리화되어질 수 있는 차이값을 만들어 낸다. 도 9는 예컨
대 정상, 벌크, 바닥등의 z-위치에 대한 이러한 차감된 강도값(S)을 예시한 것이다. 'X1'에서 'XN'까지 
범위인 차이값(예컨대, 강도)은 정면부상에서 이상을 나타낸다. 'Y1'에서 'YN'까지의 차이값은 정면부상
에 또는 접촉하여 있는 이상을 나타낸다. 'Z1'에서 'ZN'까지의 차이값은 판의 벌크 매개물에서의 이상을 
나타낸다. 'A1'에서 'AN'까지의 차이값은 후면부상에 또는 접촉하여 있는 이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B1'
에서 'BN'까지의 차이값은 후면부에서의 이상을 나타낸다.

본 기술의 추가적인 예는 도 10을 참조하여 예시되어 진다. 제 1촛점 흐림위치(901)에서 CCD카메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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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상에 각 이상 'T'및 판의 후면부상에 각 이상 'B'  에 대한 각각의 x-y좌표 데이타를 따르는 강도값
을 관찰하고 포착한다. 판은 에 2촛점 흐름위치(902)에 조절되어 진다. CCD카메라는 판을 관찰하고 각 이
상 T및 B를 따르는 강도값을 포착한다. 이미지 프로세서는 제 1촛점 흐림위치및 제 2촛점 흐림위치에서 
각 이상의 강도를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단계는 제 2촛점 흐림위치에서 이상의 강도값을 가지고 제 1촛점 
흐림위치에서 이상의 강도값을 차감한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결과는 예컨대 포지티브및 네거티브의 복수
의 수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수(903)는 '＋'로 포지티브수를 나타내고, '－'로 네거티브수를 나타낸다. 
필터는 네거티브수(905)로부터 포지티브수(904)를 분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포지티브수는 판의 정면부
에 위치한 이상에 해당하고 네거티브수는 판의 후면부에 위치한 이상을 이상에 해당한다. 포지티브로 부
터 네거티브수를 분리하므로서 각 이상의 z-위치는 식별되어 진다. 

본 발명은 지금까지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어 졌다. 다른 실시예들은 당업자들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나타난 바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학적인 이미지 영역 결합 검사장치를 구비하여 제 1표면, 제 2표면상 및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의 결함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외측 및 내측 광학적 이상을 강하게 조명하기 위하여 상기 평면 매개물에 대하여 직각인 검사축에 대하여 
소정의 각으로 상기 평면 매개물을 조명하는 단계와;

상기 평면 매개물의 제 1측면상의 제 1촛점 흐림위치에서 상기 평면 매개물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제 1
수직위치에서 상기 이상의 제 1이미지를 포착하고 2차원 위치에서 제 1사건으로 상기 제 1이미지를 식별
하는 단계와;

상기 제 1측면과 마주보는 상기 평면 매개물의 제 2측면상의 제 2촛점 흐림위치에서 상기 평면 매개물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제 2수직위치에서 상기 이상의 제 2이미지를 포착하고 2차원 위치에서 제 2사건으로 
상기 2이미지를 식별하는 단계와;

대응하는 제 1신호 레벨및 제 2신호 레벨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 1및 제 2이미지를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제 1신호 레벨및 제 2신호 레벨사이의 차이는 상기 검사축을 따라 상기 이상의 z-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구조에서 3차원내 결함위치결정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단계는 상기 제 2신호 레벨에서 상기 제 1신호 레벨을 차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구조에서 3차원내 결함위치결정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단계는 상기 제 2신호 레벨에 대한 상기 제 1신호 레벨을 한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한정하
는 단계는 상기 이상의 상기 z-위치를 식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구조에서 
3차원내 결함위치결정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단계는 상기 제 2신호 레벨에 대한 제 1신호 레벨을 한정하고, 상기 한정단계는 정상 표면, 바
닥 표면및 벌크사이에서 상기 z-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구조에서 3차원내 결함위치
결정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단계는 표면 이상으로 흩뿌려진 빛을 방사하기 위하여 상기 제 1표면에 대하여 예각으로 배치된 
소스로부터 상기 제 1표면을 조명 탐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구조에서 3차원
내 결함위치결정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이상은 표면 부스러기, 금, 표면 틈, 표면 긁힘및 표면 입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구조에서 3차원내 결함위치결정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단계는 표면 입자의 조명을 최소화하고 벌크 이상으로부터 흩뿌려진 빛을 방사하기 위하여 상기 
평면 매개물의 가장자리에 빛을 직접 결합하므로서 조명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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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성 구조에서 3차원내 결함위치결정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벌크 이상은 벌크 틈, 벌크 균열및 벌크 입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구조에서 3차
원내 결함위치결정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포착단계는 CCD카메라의 어레이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구조에서 3차원내 결함
위치결정방법.  

청구항 10 

정면부, 후면부및 그 사이에 위치한 1이상의 굴절률을 갖는 매개물을 구비하고 이상을 포함하는 판과;

상기 정면부, 상기 매개물, 상기 후면부를 결합하는 가장자리와;

상기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상기 이상의 일부 흩뿌림을 포함하여 상기 매개물을 통하여 횡단하는 빛을 제
공하는 광학적 커플링을 포함하는 유리판에 내측 조명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1 

광학적 이미지 영역 결함 검사장치를 구비하여 제 1표면, 제 2표면및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의 결함을 찾
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외측및 내측 광학적 이상을 강하게 조명하기 위하여 상기 평면 매개물에 대하여 수직인 검사축에 대하여 
소정의 각으로 평면 매개물을 조명하기 위한 라이트 소스와;

이미지 프로세서와 결합되는 CCD카메라를 포함하고, 상기 CCD카메라및 이미지 프로세서는 상기 평면 매개
물의 제 1측면상의 제 1촛점 흐림위치에서 상기 평면 매개물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제 1수직 위치에서 
상기 이상의 제 1이미지를 포착및 2차원 위치에서 제 1사건으로서 제 1이미지를 식별하고, 상기 제 1측면
에 마주보는 상기 평면 매개물의 제 2측면상의 제 2촛점 흐림위치에서 상기 평면 매개물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제 2수직 위치에서 상기 이상의 제 2이미지를 포착및 2차원 위치에서 제 2사건으로서 제 2이미지
를 식별하며;

상기 이미지 프로세서는 대응하는 제 1신호 레벨및 제 2신호 레벨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 1및 제 2
이미지를 처리하고, 상기 제 1신호 레벨및 제 2신호 렙벨의 차는 상기 검사축을 따라 상기 이상의 z-위치
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 결함을 찾기 위한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프로세서는 상기 제 2신호 레벨로부터 상기 제 1신호 레벨 신호를 차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의 결함을 찾기 위한 장치.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프로세서는 상기 이상의 상기 z-위치를 식별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상기 제 2신호 
레벨에 대한 상기 제 1신호 레벨을 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의 결함을 찾기 위
한 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z-위치는 정상 표면, 바닥 표면,및 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의 결함을 찾기 
위한 장치. 

청구항 15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트 소스는 제 1표면을 조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표면이상으로부터 흩뿌려지는 빛을 방사하기 위
하여 제 1표면에 대해 예각으로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의 결함을 찾기 위한 장
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이상은 표면 부스러기, 금, 표면 틈, 표면 긁힘및 표면 입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의 결함을 찾기 위한 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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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트 소스는 표면 입자의 조명을 최소화하고 벌크 이상으로부터 흩뿌려지는 빛을 방사하기 위하여 
상기 평면 이상의 가장자리에 직접적으로 빛을 결합하므로서 상기 평면 매개물을 조명하기 위해 사용된 
제 2라이트 소스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의 결함을 찾기 위한 장치.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벌크 이상은 벌크 틈, 벌크 균열및 벌크 입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
의 결함을 찾기 위한 장치.

청구항 19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CCD카메라는 CCD카메라의 어레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의 결함을 찾기 위한 
장치.

청구항 20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CCD카메라는 64CCD카메라의 어레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의 결함을 찾기 위한 
장치.

청구항 21 

제 11항에 있어서, 

x-y스테이지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과성 평면 매개물내의 결함을 찾기 위한 장치.

청구항 22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외측 및 내측 광학적 이상을 강하게 조명하기 위하여 평판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는 유리판에 대하여 직각
인 검사축에 대하여 소정의 각으로 상기 유리판을 조명하는 단계와;

상기 유리판의 제 1측면상의 제 1촛점 흐림위치에서 상기 유리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제 1수직위치에
서 상기 이상의 제 1이미지를 포착하고 2차원 위치에서 제 1사건으로 상기 1이미지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제 1측면과 마주보는 상기 유리판의 제 2측면상의 제 2촛점 흐림위치에서 상기 유리판의 중심으로부
터 떨어진 제 2수직위치에서 상기 이상의 제 2이미지를 포착하고 2차원 위치에서 제 2사건으로 상기 2이
미지를 식별하는 단계와;

대응하는 제 1신호 레벨및 제 2신호 레벨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제 1및 제 2이미지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
함하고,

상기 제 1신호 레벨및 제 2신호 레벨사이의 차이는 상기 검사축을 따라 상기 이상의 z-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촛점 흐림위치는 약 0.5mm이며, 상기 유리판상에서 0.5mm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 디스
플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촛점 흐림위치는 약 0.5mm이며, 상기 유리판아래에서 0.5mm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 디
스플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유리판에 내측 조명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정면부, 후면부및 그 사이에 위치하여 1 이상의 굴절율을 가진 매개물을 포함하는 투과성 매개물인 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판 홀더와;

상기 판을 위해 결합되고 상기 정면부, 후면부 및 상기 매개물을 결합하는 가장자리와;

상기 가장자리에 부착되고, 상기 가장자리에 상기 매개물을 통하여 횡단하도록 하고 상기 매개물내에 위
치한 제 1이상에 대해 흩뿌리도록 채택된 제 1빛을 제공하는 광학적 커플링과;

상기 정면부상에 상기 정면부에 위치한 이상에 대해 흩뿌리도록 채택된 제 2빛을 영사하기 위한 외측 조
명수단을 포함하는 유리판에 내측 조명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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