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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및 굴절률 측정 방법 및 그 
기록매체

요약

본 발명은 두께 형상 측정 및 굴절률 측정 방법 및 그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며, 특히 백색광주사간섭법
을 이용하여 반도체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제작되는 패턴을 가지거나 또는 패턴이 없는 투명한 유전체 
박막(transparent dielectric thin-film)의 두께형상(thickness profile)을 삼차원적으로 측정하거나 굴
절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및 굴
절률 측정 방법 및 그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백색광주사간섭법에 있어서, 간섭 신호를 획득하여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위
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1 단계; 측정물에 대한 모델링 및 이를 통한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을 이용하여 오차함수를 설정하여 설정된 오차 
함수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형상 및 두께값을 측정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두께 형상 
측정 방법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1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１은　백색광주사간섭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도이고，

도 ２(a)내지 도 2(d)는 실제 제작될 수 있는 반도체 패턴들의 단면 형상을 분류하여 간략화한 도면이고
，

도 ３(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간섭계의 구성도이고,

도 ４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 구성도이고,

도 ５는 본　발명의　실험에　이용되는　시편(sample)의 단면도이고,

도 6은 도 5의 시편에 대하여 도 4의 간섭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간섭 신호의 예시도이고,

도 7은 도 6의 간섭신호중 256개의 데이터를 취득한 것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8은 도 7의 간섭 신호의 평균 광강도 값을 기존 신호에 256개 첨가한 결과도이고, 

도 9는 도면 8의 간섭신호를 퓨리에 변환하였을 때 획득된 주파수별 파워 스펙트럼 곡선이고, 

도 10은 도 8의 간섭 신호를 퓨리에 변환하였을 때 획득되는 주파수별 위상값 곡선이고, 

도 11은 도 10의 위상값 곡선을 위상 복원하였을 때 얻어지는 복원된 위상 곡선이고,

도 12ａ와　도 12ｂ는　오차 함수가 최소로 수렴하였을 때 실제 위상 그래프와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비
교한 도면이고,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방법의　흐름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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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１4는　본　발명을　이용하여　SiO２박막 두께 형상을 측정한 결과에　대한　예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400 : 백색광원                    401 : 회색필터

402 : 집광 렌즈                   403 : 시준화 렌즈

404, 410 : 광분할기               405 : 결상 렌즈

406 : 검출기                      407 : 압전 구동기

408 : 대물렌즈                    409 : 경통

411 : 기준 미러                   412 : 측정물

413 : 평행광                      414 : 조명광

415 : 측정광                      416 : 기준광                      

417 : 간섭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두께 형상 측정 및 굴절률 측정 방법 및 그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며, 특히 백색광주사간섭법
을 이용하여 반도체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제작되는 패턴을 가지거나 또는 패턴이 없는 투명한 유전체 
박막(transparent dielectric thin-film)의 두께형상(thickness profile)을 삼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
도록 하거나 굴절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및 굴절률 측정 방법 및 그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백색광주사간섭법(white-light scanning interferometry)은 반도체 패턴과 같이 마이크로 또는 마이크로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패턴의 3차원 형상(profile)을 측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백색광주사간섭법은 종래의 위상천이간섭법(phase-shifting  interferometry)이 가지는 위상 모호성(2π 
ambiguity)을 극복하여 거친면(rough surface)이나 고단차(high step height)를 가지는 측정면도 고 분
해능(high resolution)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진다. 

백색광주사간섭법의 기본 측정 원리는 백색광의 짧은 가간섭(short coherence length) 특성을 이용한다. 

이는  광분할기(beam  splitter)에서  분리되는  기준광과  측정광이  거의  동일한  광경로차(optical  path 
difference)를 겪을 때에만 간섭 신호(interference signal)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측정물을 광축 방향으로 수 나노 미터(nanometer)의 미소 간격씩 이동하면서 측정 영역내의 각 
측정점에서의 간섭 신호를 관찰하면, 각 점이 기준 미러와 동일한 광경로차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짧은 
간섭 신호가 발생한다. 

이러한 간섭 신호의 발생 위치를 측정 영역내의 모든 측정점에서 산출하면 측정면의 3차원 형상을 측정
할 수 있다. 

이러한 백색광 주사 간섭법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색광 간섭 신호는 다음 (수학식 1)로 표현될 수 있다.

상기 (수학식 1)에서는 I는 백색광 간섭 신호로서 이는 IDC로 표현되는 간섭 신호의 평균 광 강도와 가시

도 함수 γ, 그리고 cosine함수로 표현된다.

가시도 함수 γ는 cosine함수로 표현되는 간섭 신호의 위상 변화보다 느리게 변화하는 간섭 신호의 크기 
함수로서, 일반적으로 가우시안(Gaussian) 함수 형태나 2차 이상의 다차 함수(polynomial function) 등 
좌우 대칭형의 함수로 표현되며 envelope 함수, modulation, signal variance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운
다. 

이상적인 간섭계에서는 기준면과 측정점 사이의 광경로차(optical path difference)가 0이 되는 지점에
서 최대의 간섭 신호를 발생하며 이점이 측정점의 높이값이 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간섭계에서는 측정점에서의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  광축 방향으로의 구동 간격에 의
한 영향, 광원의 주파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가시도가 최대인 점을 이용하여 높이값을 산출하면 많은 오
차를 유발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여 측정값의 정확도와 반복성을 높이는 연구가 백색광 주사 간섭 측정 방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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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간섭 신호의 가시도가 최대인 점을 측정값으
로 설정하는 방법, 둘째 간섭 신호의 주파수 별 위상 그래프의 기울기로 측정값을 설정하는 방법, 셋째 
간섭 신호에 위상 천이법을 도입하여 측정값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민구', '백색광 주사 간섭계를 이용한 표면 형상 측정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
과학기술원, 박사 학위 논문, (1999)』에 서술되어 있다. 

전술한 여러 가지 측정 방법 중 측정 속도 및 정확도 면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중의 
하나가 'Peter de Groot'가 제안한 주파수별 위상 분석법(미국 특허 5,398,113 Mar. 14, 1995)으로서, 
이 방법은 종래의 간섭 신호의 가시도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들의 단점인 많은 계산 속도, 노이즈에 취약
한 측정 알고리즘, 광원의 주파수에 따른 영향, 그리고 정확한 가시도 함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광축 
방향의 이송 거리가 간섭 신호 한 주기당 2개 이상의 신호값을 얻어야 하는 등의 단점을 대폭적으로 개
선하였다.

이 방법은 간섭계의 백색 광원을 일정한 대역폭(bandwidth)내의 여러 파장들의 합으로 표현하고, 이로부
터  획득되는  간섭  신호를  광원을  구성하는  각  파장으로  만들어지는  간섭  신호의  비  간섭적인 
중첩(incoherent superposition)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상 정보와 간섭 신호의 주파수별 위상 변
화량의 관계를 다음 (수학식 2)로 표현하였다.

상기 (수학식 2)에서는 K는 전파 상수(propagation vector) 또는 각파수(angular wavenumber)로 불리우
며 수학적으로는 2π/λ로 표현된다. 

여기서 λ는 광원의 파장(optical wavelength)을 나타낸다. 

h는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점의 형상값으로 기준 미러에 대한 상대적인 거리값으로 표현된다. φo는 표면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량을 나타내며, 프레넬 방정식(Fresnel's equations)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리고, 단일 재질로 이루어진 측정 표면을 측정할 경우에는 φo값은 전 측정 영역에 대하여 상수값을 가

진다. 상기 (수학식 2)에서 볼 수 있듯이 위상 변화량은 전파 상수 k에 대하여 일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
되며, 기울기 값이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형상값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측정 알고리즘은 측정면이 불투명한(opaque) 재질로 이루어져, 입사광이 표면에서
만 반사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측정면의 표면에 수 nm에서 수 ㎛의 투명한 유전체(dielectric material) 층이 도포되어 있
을 경우에는 박막 내에서의 다중반사(multiple reflection) 현상으로 인하여 간섭 신호가 왜곡된다. 

이러한 간섭 신호에 대하여 기존의 가시도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위상 천이 알고리즘을 적용한 방법
을 이용할 경우에는 간섭 신호가 박막의 효과로 인하여 비 대칭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광경로차가 
0이 아닌 지점에서 가시도가 최대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측정 오차를 유발한다. 주파수별 위상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상기 (수학식 2)의 값이 상
수값이 아니라 측정점의 두께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 (수학식 2)는 더 이상 전파 상수에 대한 일차 함수로 표현되지 않으며, 일차식으로 표현
되는 선형 성분에 비선형 성분이 첨가된 복잡한 함수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측정 오차를 유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간섭계를 사용하여 획득
된 간섭신호를 퓨리에 변환한 후에,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고, 박막 측정물에 대한 수학적 모델에 따른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여, 측정된 위상 그래프와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곡선 맞춤을 수행함으로써 투명 
매질의 두께 형상 및 굴절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
원 두께 형상 측정 및 굴절률 측정 방법 및 그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백색광주사간섭법의 광학계에 있어서, 
간섭 신호를 획득하여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1 단계; 측정물에 대한 모델
링 및 이를 통한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단계에서 구한 위상
값을 이용하여 오차함수를 설정하여 설정된 오차 함수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형상 및 두께값을 측정
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두께 형상 측정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컴퓨터에, 백색광주사간섭법의 광학계에 있어서, 간섭 신호를 획득하여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1 단계; 측정물에 대한 모델링 및 이를 통한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을 이용하여 오차함수를 설정
하여 설정된 오차 함수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형상 및 두께값을 측정하는 제 3 단계를 실행시키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백색광주사간섭법의 광학계에 있어서, 간섭 신호를 획득하여 푸리에 변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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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1 단계; 측정물에 대한 모델링 및 이를 통한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을 이용하여 오차함수를 설정하여 설정
된 오차 함수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굴절률을 측정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굴절률 측정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컴퓨터에, 백색광주사간섭법의 광학계에 있어서, 간섭 신호를 획득하여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1 단계; 측정물에 대한 모델링 및 이를 통한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을 이용하여 오차함수를 설정
하여 설정된 오차 함수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굴절률을 측정하는 제 3 단계를 실행시키키기 위한 프
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아래에서, 본 발명에 따른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및 굴절률 
측정 방법 및 그 기록매체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박막에서의 다중 반사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물리적인 연구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은 'R.  M.  A.  AZZAM'과 'N.  M.  BASHARA'가 쓴 Ellipsometry  and 
Polarized Light(North-Holland, Amsterdam, 1987)에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표면  반사만  발생하는  불투명한  재질의  경우에는  반사광의  입사광에  대한  위상  변화량은 
프레넬(Fresnel)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표현된다. 

이 위상 변화량은 광원의 편광 성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며, 광원의 입사 각도(incidence angle), 
경계면을 이루는 두 매질의 복소 굴절률(complex refractive index)로 표현된다. 

일반적인 측정에서 광원의 수직 입사(normal incidence)만을 고려하면, 전술한 광원의 입사 각도는 0이 
된다. 그러므로 표면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량은 경계면을 구성하는 두 매질의 복소 굴절률만의 함수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측정면의 재질은 알 수 있으므로 기존의 측정 알고리즘에서는 위상 변화량을 상수
값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표면에 투명한 박막이 도포된 경우에는 입사광의 일부는 박막의 표면에서 반사하고 일부는 박막
내로 투과하게 된다. 

투과된 광은 박막내를 진행하다 박막과 기저층(substrate)과의 경계면에서 다시 반사를 일으키게 된다. 

이때 반사되는 광은 입사 매질과 박막과의 경계면 방향으로 진행하며 경계면에 도달하면 입사 매질로 나
오는 투과광과 박막내로 진행하는 반사광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사된 광은 박막내에서 투과와 반사를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일으키게 되고, 최종적인 
박막에서의 반사광은 전술한 여러 광 중 입사 매질에

서 입사광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광들의 수학적인 합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반사광의  특성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프레넬  반사  계수(Fresnel's  reflection 
coefficients)와 유사한 전체 반사 계수(total reflection coefficient)를 설정한다. 

입사매질-박막-기저층으로 구성된 1층 박막 구조에서 이 값은 다음 (수학식 3)과 같이 산출된다.

상기 (수학식 3)에서 r1, r12는 각각 입사매질-박막, 박막-기저층 경계면에서의 프레넬 반사 계수를 나타

낸다. 

β는 박막내를 진행하는 광이 한 경계층에서 다른 경계층까지 진행할 때 겪는 위상 변화량을 의미하며 
수학적으로 β=2dN1cosθ1로 표현되며, d는 박막의 두께, N1은 박막의 복소 굴절률, θ1은 박막내에서의 

광의 진행 각도를 나타낸다. 

상기  (수학식  3)에서  전체  반사  계수  R은  복소수  값을  가지므로,  반사광의  크기  변화(amplitude 
variation)와 위상 변화(phase variation)를 결정하게 된다.

1층 이상의 박막 구조에서는 전술한 다중 반사 현상이 복잡하게 발생하며 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산란 행
렬(scattering matrix)을 정의하여 이용한다.

산란 행렬(scattering matrix)은 박막내의 임의의 두 지점 사이의 광분포 관계를 설정하는 특성 행렬로
서 아래의 (수학식 4)로 표현된다.

상기 (수학식 4)에서　z1, z2는 박막내의 임의의 두 지점을 나타내며, E+는  임의의 박막층 내에서 입사
광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광강도를 나타내며,　E-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광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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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　행렬（scattering matrix）의 각 요소인 Ｓij는 박막 시스템의 각 경계층에서의 프레넬 반사 및 투

과 계수, 그리고 박막을 통과하면서 겪는 위상 변화량  β 등으로 표현된다. 

이를 이용하여 전술한 전체 반사 계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수학식５)와　같다.

상기（수학식 ５）를 이용하여 1층 박막 구조에 적용하면 상기（수학식 ３)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상기　（수학식 ３) 또는 상기　（수학식 ５)를 이용하여 박막에서의 위상 변화는 다음과 같이 （수학식
　６)으로 모델링 될 수 있다. 

상기　（수학식　６)으로 표현되는 박막에서의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백색광 간섭 신호를 표현하면 아래
와 같다.

도면에서，　도　１은　백색광주사간섭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역폭이　ｋ１에서  ｋ２인  백색광（10１)이  광분할기（10２）에  의하여 

측정광（10３)과 기준광（10４）으로 분리된다. 

기준광（10４）은 기준 미러（10５)에서 반사된 후 같은 경로를 거쳐서 광분할기（10２）로 입사된다. 

측정광（10３）은 측정물（10７)의 측정점에서 반사된 후 같은 경로를 거쳐서 광분할기（10２）로 입사
된다. 

광분할기（10２）에서 합쳐진 광은 간섭광（10６）을 형성하며 이는 검출기에서 검출되게 된다. 

도면에서，　（1１０）은 측정물이 놓여 있는 공간에서 기준 미러（10５）와 동일한 거리에 있는 지점을 
나타낸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형상 정보　ｈ（ｘ，ｙ）는 기준 미러（10５）와 동일한 거리에 있는 지점
（1１０）과 측정점까지의 거리로 정의하며, 광축 방향을 z축（10８）으로 정의한다. 

z축（10８）에 수직한 방향을 x또는 y축（109）으로 설정한다. 

측정물（10７)을 z축（108）방향으로 미소 간격씩 이동하면서 간섭광（10６）을 검출하면 백색광 간섭 
신호를 획득하게 된다. 

측정물（10７）은 균일한(homogeneous)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학적으로 등방성(isotropic)을 가지며 
도면에서 보듯이 입사광은 측정면에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가정한다.

전술한 조건에서 얻어지는 백색광 간섭 신호는 다음　（수학식　７）로　모델링이 된다.

상기　（수학식　７)에서 ｉ０（ｋ，ｄ）는 간섭 신호의 평균 광강도, γ（ｋ，ｄ）는 가시도 함수, Ｆ（

ｋ）는 백색광 광원의 주파수 분포 함수를 나타낸다.

상기　（수학식　７)에서는 수식의 편의를 위하여 ｘ，ｙ　좌표는 모두 생략하였다. 

윗첨자 w는 백색광(white light)을 의미하며 ｋ는 전파 상수, ｄ는 측정점에서의 박막의 두께이다. 

상기　（수학식　７)의 기본 가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백색광을 이루는 단일 주파수 광원들의 비간섭적 
중첩(incoherent superposition)이다. 

그러므로, 상기　（수학식　７)에서 획득된 간섭 신호내의 단일 주파수 광들의 위상은 아래와 같이 다음
　（수학식　８)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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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８)을　고찰하면　박막 구조에서 일어나는 단일 파장광의 위상 변화는 도면　１의 기준 
미러（10５）와 측정점 간의 거리차로 발생하는 선형적인 위상 변화 ２ｋｈ와 박막에서의 비선형적 위상 
변화 ψ（ｋ，ｄ）의 합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측정되는 파장별 위상값을 상기　（수학식　８)로 표현된 수학적 모델로 해석하면 측정점
에서의 형상 정보 ｈ와 두께값 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수학식　８)에서 박막에서의 위상 변화량 ψ（ｋ，ｄ）가 상기　（수학식　３)또는 상기
（수학식　５)로 표현되는 비선형 방정식(nonlinear equation)이므로 해석적으로 상기（수학식　８)에서 
ｈ와 ｄ를 산출할 수 없다. 

본　발명에서는 형상값과 두께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측정값에 상기　（수학식 ８)로 모델링된 수식
을 곡선 맞춤(fitting)하는 최적화 기법(optimization technique)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실제 측정된 위상 곡선을 상기　（수학식　8)의 　ｈ와 　ｄ값을 변화시키면서, 측정 위상 곡
선과의 맞춤을 수행한다. 

이때 실제 위상 곡선과 가장 유사한 그래프가 얻어졌을 때의 ｈ와 ｄ값을 측정점에서의 형상과 위상값으
로 설정한다.

이러한 최적화 기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곡선 맞춤 정도를 판단하는 오차 함수가 필요하며 다음（수학식
　９)과 같은 오차함수를 설정한다.

상기　（수학식　9)에서 Φ
ｍ
（ｋ）는 실제 백색광 간섭 신호에서 획득되는 파장에 따른 위상값을 나타낸

다. 

상기（수학식　９)로 표현된 오차함수는 임의의 ｈ와 ｄ에서 각 파장의 측정 위상값 Φ
ｍ
（ｋ）와 모델값 

Φ
ｃ
（ｋ）과의 차의 제곱합으로 설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χ
２
이 최소로 만드는 ｈ와 ｄ값이 측정점에서의 형상값과 두께값이 된다.

상기　（수학식　９)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최적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최적해에 수
렴한다. 

본 발명에서는 이중 Levenberg-Marquardt 비선형 최소 자승법(nonlinear 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한
다.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한 측정점에 대하여 20회 이내의 빠른 수렴속도를 보여줌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전술한 비선형 최소 자승법을 적용할 경우 초기 검색 시작점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수렴점이 나타날 
수 있는 국부 최소 문제(local minimum problem)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참값이 존재할 수 있는 검색 영역을 설정하고, 검색 영역내의 여러점을 검색 시작점으로 
설정하여 모든 수렴점을 검색한 후 값이 최소일때의 수렴점을 측정값으로 설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2차원 측정 영역내의 모든 측정점에 대하여 전술한 방식을 도입하여 각 측정점에서의 
형상값과 두께값을 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방법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했던 마이크로 이하의 패턴을 가지
는 투명한 절연층 박막의 미세 패턴의 정확한 3차원 두께 형상을 측정할 수 있다.

도면에서，　도　２(a) 내지 도 2(d)는 실제 제작될 수 있는 반도체 패턴들의 단면 형상을 분류하여 간
략화 한 도면이다. 

도면 2(a)는 평편한 기저층(substrate)（２0０）위에 패턴을 가지는 투명한 절연층（２0２）이 도포된 
경우이다. 

도면　2(b)는 도면 2(a)의 시편 위에 다른 재질 또는 동일한 재질의 박막(２0３)이 도포된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층의  박막이  도포될  수  있다.  도면  2(c)는  평편한  기저층（２0０）위에 
금속층(metal layer)（２0１）이 제작되고, 위에 투명한 절연층（２0２)이 도포된 경우이다. 

도면 2(d)는 도면 2(c) 시편에 다른 재질 또는 동일한 재질의 박막（２0３） 이 도포된 경우이다. 

이 경우도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층의 박막이 도포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면 2 (a) 내지 도 
2(d)에 나타낸 것은 측정 가능한 구조의 일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투명한 박막 층이 제작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도면에서，　도　３(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간섭계의 구성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면 3(a)는 마이켈슨(Michelson)  간섭계로서 대물렌즈（３0０） 앞 부
분에 측정광과 기준광을 분리하는 광분할기（３0１）가 장착되고, 기준 미러（３0３）와 측정물（３0２
）이　장착된다. 

도면　3(b)는  미라우(Mirau)  간섭계로서  대물렌즈（３0０）  앞부분에  기준미러（３0３）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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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분할기（３0１）, 측정물（３0２）이 설치된다. 

도면 3(c)는 리닉(Linnik) 간섭계로서 광분할기（３0１）를 사용하여 기준광과 측정광을 분리하고, 기준
광은 대물렌즈（３00b）를 통과한 후 기준 미러（３0３）에서 반사하여 되돌아오고, 측정광은 대물렌즈
（３０0a）에 의하여 측정물（３0２）에 조사된 후 반사되어 기준광과 간섭 신호를 형성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면 3 (a) 내지 도 3(c)에 나타낸 3가지 종류의 모든 간섭계에 본 발명의　측정　방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이중 도면　３（ｂ）에 나타낸 미라우 간섭계를 이용하였
다. 

도면에서，　도　４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의 구성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되는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는，　백색　광원（４00）
을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백색 광원(400)은 100W의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였다.

또한,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는  백색 광원(400)으로부터 입사된 광을 스펙트럼 특성을 바꾸는 일 없이 
단지 휘도만을 줄이기 위한 회색 필터(ND filter : Neutral Density filter)(401)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는 회색 필터(401)를 통과한 광을 집중시키기 위한 집광 렌즈(402)를 구비
하고 있다.

또한,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는  집광  렌즈(402)를  통과한  광을  평행광을  만들어  주기  위한  시준화 
렌즈(403)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는 렌즈(403)를 통과한 광을 반사광과 투과광으로 분할한 후에, 분할된 반
사광을 대물렌즈(408)의 뒷단에 입사하고, 입사되는 광을 통과시키기 위한 광분할기(404)를 구비하고 있
다. 여기서, 광분할기(404)는 반사율과 투과율이 50:50인 것을 이용하였다.

또한,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는 광분할기(404)로부터 입사된 분할된 반사광을 통과시켜 측정면에 조사
하고, 입사되는 간섭광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물렌즈(408)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는 대물렌즈(408)로부터 입사되는 투과광을 반사광과 투과광으로 분할하여 
투과광은 측정광(415)으로서 측정면에 입사되도록 하고,  반사광은 기준광(416)으로서 기준미러(411)에 
조사되도록 하며, 기준미러(411)로부터 반사된 기준광(416)과 측정물체(412)로부터 반사된 측정광(415)
를 모아 간섭광을 만들기 위한 광분할기(410)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는 광분할기(410)로부터 입사되는 기준광(416)을 반사시켜 광분할기(410)
에 입사시키기 위한 기준미러(411)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는 광분할기(404)로부터 입사되는 간섭광(417)을 결상시키기 위한 결상렌
즈(405)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는 간섭광으로부터 간섭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406)을 구비하고 있
다. 여기서 검출기(406)로는 768×494 화소를 가지는 CCD(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를 이용하였다.

또한, 미라우 간섭계의 광학계는 측정점을 광축 방향으로 미소 간격 이동하면서 간섭 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압전 구동기(piezoelectric actuator)(407)를 이용하였다.

한편, 대물렌즈 경통(409)은 압전구동기(407)에 장착되어 있음으로 압전구동기(407)를 이동하면 대물렌
즈(408)가 광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대물렌즈(408)를 초점위치 상하로 수십 nm간격으로 이송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광분할기(410)에
서 동일한 광경로를 가지는 CCD 카메라 상의 측정점에서 강한 간섭 신호가 발생한다.

도면에서，　도　５는 본　발명의　실험에　이용되는　시편(sample)의 단면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험에　이용되는　시편의　단면　구조는，　평편한 
실리콘(silicon)（５００）위에 패턴을 가지는 SiO２(silicon dioxide)（５０１)가 도포되어 있다. 

이때 두께 ｄ를 가지는 임의의 한 측정점（５０２）에서 도면　４의　미라우 간섭계를 이용하여 간섭 신
호를 획득하면 도면　６과　같은　간섭　신호（６００）를　획득하게　된다．

도면에서, 도 6은 도 5의 시편에 대하여 도 4의 간섭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간섭 신호의 예시도이다. 

도면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초점위치에서 강한 간섭 신호（６０１）를 생성하고， 나머지 구간에서
는 노이즈(noise)만을 발생한다. 

간섭 신호（６０１）를 관찰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박막에 의하여 간섭 신호가 좌우 비대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섭 신호에서 광 주파수 별 위상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퓨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이용한다. 

먼저， 간섭 신호（６０１）를 충분히 포함하는 ２
Ｎ
개의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때 N은 정수이다. 

도면에서, 도면 7은 도 6의 간섭신호중 256개의 데이터를 취득한 것을 도시한 도면이며, 도면 8은 도 7
의 간섭 신호의 평균 광강도 값을 기존 신호에 첨가한 결과도이고, 도면 9는 도면 8의 간섭신호를 퓨리
에 변환하였을 때 획득된 주파수별 스펙트럼 곡선이며, 도 10은 도 8의 간섭 신호를 퓨리에 변환하였을 
때 획득되는 주파수별 위상값 곡선이고, 도 11은 도 10의 위상값 곡선을 위상 복원하였을 때 얻어지는 
복원된 위상 곡선이다.

도면 6에 도시된 간섭 신호에 광강도의 평균값(801)을 도면 7에서 선택한 간섭 신호 데이터 개수 만큼 
첨가하여 새로운 간섭 신호를 만들며, 도면 8이 만들어진 간섭 신호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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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만들어진  간섭  신호를  퓨리에  변환하면  도면  9와  같은  간섭  신호의  주파수  별  파워 
스펙트럼(power spectrum)（９００）과　도면　１０의　주파수별 위상값(１０００a)을 구할 수 있다. 두 
그래프에서 간섭 신호의 주파수는 전파 상수(propagation vector) 또는 파수(wave number)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 10의 위상 그래프 １０００a중 파워 스펙트럼값이 일정값(threshold) 이상인 부분의 위상값
만을 복원(unwrapping)하면 도면　１１의 복원된 위상 그래프 １０００b를 얻을 수 있다. 

복원된 위상 그래프 １０００b를 보면 박막의 효과로 인하여 그래프가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형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도면　１１의　데이터　１０００ｂ는　상기　（수학식　９）의　Φｍ（ｋ）에　해당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측정물에　대하여　상기　（수학식　８）과　같이　수학적인　위상　모델을　설정
하여　상기　（수학식　９）의　오차　함수를　설정한후에 Levenberg-Marquardt의 비선형 최소 자승법을 
적용하여 오차 함수값이 최소가 되도록 형상값과 두께값을 변화한다. 

도면에서，도　１２ａ와　도　１２ｂ는　오차 함수가 최소로 수렴하였을 때 실제 위상 그래프와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비교한 도면이다．

도면 12(a)에　도시된　바와　같이，실제 위상 그래프（１２００）와 수학적 위상 그래프（１２０１）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도면　１２(b)는 도면 12(a)에서 선형 성분을 제거하여 비선형 성분만을 비교한 도면으로서，약간의 오
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상기　（수학식　８）으로 설정한 수학적 위
상 모델링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도면에서, 도　１３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
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
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방법은，　먼저，　단계Ｓ１３０１에서　측정　영역내의　측정물　영상　
및　각　화소에서의　간섭　신호를　획득하여　기록매체에　저장한다．이 때 전체 측정점 수(이하에서는 
i로 표시한다)는 M개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검출기는 2차원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복수의 화소(pixel)로 구성된 것을 이용하며, 
검출기의 각 화소는 2차원적으로 측정면의 측정점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간섭신호란 기준면과 측정면 사이의 거리를 미소 간격씩 이동하면서 검출한 각각의 화소
별 간섭광의 강도 변화그래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간섭 신호는 측정면의 형상이나 두께에 따라 각 화소별로 다르다.

그리고, 단계　Ｓ１３０２에서는　획득된 간섭 신호를 퓨리에 변환하여, 위상 그래프를 산출한다. 

이후에，단계　Ｓ１３０3에서　박막 구조를 가지는 측정물에 대하여 모델링을 설정하고, 단계 S1304에서
는 오차 함수를 설정하며, 측정점을 나타내는 i를 1로 설정한다.

다음에, 단계 S1305에서는 i 번째 측정점에 대하여 검색 영역을 설정하고, 검색 시작점을 설정한다. 여
기서 검색 시작점(이하에서는 j라고 한다)의 수를 K개라고 가정한다.

이후에, 단계 S1306에서는 j번째 검색 시작점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오차함수가 최소가 되는 
수렴점 및 오차 함수값을 계산한다.

다음에, 단계 S1308에서는 모든 검색 시작점에 대하여 수렴점 및 오차함수를 계산하였는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으면 검색 시작점을 나타내는 j에 1을 더한 후에, 상기 단계 S1306부터 반복 수행하며, 모든 
검색 시작점에 대하여 수렴점 및 오차 함수를 계산하였으면 계산된 오차함수중에서 가장 작은 오차함수
를 갖는 검색 시작점에서의 수렴점을 i번째 측정점에서의 측정값으로 설정한다.

이후에, 단계 S1310에서는 모든 측정점에서 측정값을 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으면 측정점을 
나타내는  단계 S1311에서 측정점을 나타내는 i를 1증가시킨 후에, 단계 S1305부터 반복 수행하며, 모든 
측정점에서 측정값을 구하였으면 종료한다.

한편,  위에서  단계  S1306에서  이용되는  최적화  알로리즘으로는  비선형  최소  자승법(nonlinear  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서도 가능하며,  Levenberg-Marquardt의 비선형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서도 
가능하다.

도면에서，　도　１４는　본　발명을　이용하여　SiO2박막 두께 형상을 측정한 결과에　대한　예시도이다

．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이용하여　SiO2박막　두께　형상을　측정한　결과는，평편한 

Si 기저층（１４０１）위에 패턴이 가공된 SiO2층（１４００）이 도포된 측정물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출된 부분의 패턴 크기는 100㎛×100㎛이며 두께는 1.1㎛정도의 값을 
가진다. 

패턴이 가공되지 않는 부분의 두께는 약 0.8㎛의 두께를 가진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여러 가지 형상 측정법으로는 측정이 불가
능한 투명한 절연층의 표면 형상을 측정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박막 두께 측정 방법으로는 측
정이 불가능한 미세 패턴을 가지는 박막 구조의 미세한 두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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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패턴을 가지는 투명한 절연층의 3차원 두께 형상(thickness profile)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도면 14는 1층 박막 구조에 대하여 적용하였지만 여러층의 박막 구조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
하여 각 층의 두께 형상을 측정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방법은 박막의 두께
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경우에 박막의 가시광선(visible range) 영역내의 굴절률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방법은 박막의 굴절
률를 아는 값으로 설정하고 측정점의 두께와 표면 형상을 측정하였지만, 두께와 형상값을 안다고 가정하
면 박막의 굴절률을 동일한 최적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투명한  박막  구조의  박막의  3차원  두께  형상과  박막을  구성하는  각  층의  굴절률(complex 
refractive index)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측정 단계를 포함한다.

(a)광원에서  나온  조명광은  기준면과  측정면에  조사된  후  각각  반사되어  간섭광을  만들고,  이를 
검출기(detector)를 이용하여 간섭 신호를 획득한다. 사용하는 검출기는 2차원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복수의 화소(pixel)로 구성된 것을 이용하며, 검출기의 각 화소는 2차원 적으로 측정면의 각 측정점에 
해당한다.

(b)기준면과  측정면  사이의  거리를  미소  간격씩  이동하면서  매  이동  시  변화하는  간섭광의 
강도(intensity)를 검출기의 각 화소별로 저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화소에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간
섭광 강도의 변화 그래프를 간섭 신호라 한다. 이러한 간섭 신호는 측정면에 따라 각 화소별로 다르다.

(c)단계 (b)에서 획득된 각 화소에서의 간섭 신호를 공간 주파수(spatial frequency) 영역의 신호로 변
환한다. 변환 후 파워 스펙트럼(power spectrum)이 일정값(threshold) 이상인 공간 주파수 영역의 위상
값들을 위상 복원(phase unwrapping)한다.

(d)측정물이 가지는 박막의 수학적 모델을 설정한다. 수학적 모델은 표면의 형상값과 박막을 구성하는 
각 층의 두께값 과 굴절률값을 변수로 포함하며, 이 값에 따라 수학적 위상 곡선 즉 모델링 된 위상 곡
선을 산출한다.

(e)단계 (c)와 단계 (d)에서 구한 위상값들을 이용하여 오차 함수를 설정한다.

(f)(e)단계에서 설정한 오차 함수에 최적화 기법(optimization technique)을 이용하여 오차함수가 최소
가 되는 굴절률 값들을 검색한다.

(g)단계(f)를 검출기의 전체 화소에 대하여 수행하여 측정물의 화소별 굴절률 값들을 측정한다.

한편 위의 (e)항은 다음과 같은 세부항을 갖는다.

(i)실제  측정된  위상값이나  수학적으로  모델링  된  위상값은  모두  파수(wave  number)  또는  전파 
상수(propagation vector)의 함수로 표현된다.

(ii)오차함수는 실제 위상값과 모델링된 위상값에서 동일한 파수에 해당하는 위상값들의 관계식으로 표
현된다. 

또한, 위의 (f)항은 다음과 같은 세부항을 갖는다.

(1)검색하고자 하는 측정점이 가지는 굴절률값의 범위를 검색 영역으로 설정한다.

(2)검색 영역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색 시작점을 설정한다.

(3)각 검색 시작점에 대하여 최적화 검색 방법(optimization searching techniques)을 이용하여 수렴점
을 계산한다.

(4)(3)항에서 계산된 여러 수렴점 중 최소의 오차 함수값을 가지는 수렴점을 해당 측정점에서의 측정값
으로 설정한다.

한편,  위의 (3)항에서 오차 함수의 수렴점을 검색하는데 비선형 최소 자승법(nonlinear  least  square 
method)를 이용한다.

또한, 위의 (3)항에서 오차 함수의 수렴점을 검색하는데 Levenberg-Marquardt의 비선형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ii)항에서 오차함수는 다음 (수학식 10)과 같이 설정한다.

이는 실제 위상 그래프와 모델 위상 그래프에서 동일 파수에 해당하는 위상값들의 차의 제곱 합으로 오
차함수를 설정한다. 윗 수식에서 k는 파수를 의미하며,  Ni는 박막 구조를 이루는 박막들의 굴절률값 이

다. 

위에서 (g)항은 각 측정점에서의 굴절률 분포도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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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항목에서 적용 가능한 간섭계는 미라우(Mirau), 리닉(Linnik), 마이켈슨(Michelson) 간섭계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앞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방법 및 그 기록매체는 종래의 측정 방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투명한 미세 박막 패턴의 3차원 
두께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종래의 광을 이용한 비접촉 3차원 형상 측정 방법은 측정면이 불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미세 
패턴의 3차원 형상 측정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투명한 박막구조에는 전술한 다중 반사(multiple reflection) 효과로 인하여 왜곡된 표면 형상을 
측정하게 된다.

Ellipsometer로 대표되는 기존의 두께 측정법의 경우에는 박막의 두께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1점 측정법이므로 3차원 두께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이송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측정광의 크기로 인하여 수 마이크로 또는 서브 마이크로의 크기를 가지는 패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도면 2(c)나 도면 2(d)의 경우에서와 같이 기저층이 평편하지 않고 임의의 패턴을 가질 경우에
는 박막 표면의 형상을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방법은 종래의 기
술의 단점을 보완하여 박막 표면의 형상 뿐만 아니라 각 위치에서의 두께값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제작된 투명한 박막 패턴의 정확한 두께 형상을 3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가 있다.

그리고, 간섭계의 대물렌즈의 배율에 따라 수평방향의 분해능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서브 마이크로 크기
의 패턴의 3차원 두께 형상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방법은 박막의 두께
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경우에 박막의 가시광선(visible range) 영역내의 굴절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백색광주사간섭법을 이용한 투명한 박막층의 3차원 두께 형상 측정 방법은 박막의 굴절
률를 아는 값으로 설정하고 측정점의 두께와 표면 형상을 측정하였지만, 두께와 형상값을 안다고 가정하
면 박막의 굴절률을 동일한 최적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백색광주사간섭법의 광학계에 있어서,

간섭 신호를 획득하여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1 단계;

측정물에 대한 모델링 및 이를 통한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을 이용하여 오차함수를 설정하여 설정된 오차 함수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형상 및 두께값을 측정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두께 형상 측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제 1 단계 및 제 2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을 이용하여 오차 함수를 설정하는 제 4 단계;

임의의 측정점에서의 검색 영역을 설정하여 검색 시작점을 설정하는 제 5 단계;

설정된 각각의 검색 시작점에 대하여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오차 함수가 최소가 되는 수렴점 및 오차 
함수값을 계산하는 제 6 단계;

상기 임의의 측정점에서의 검색 시작점중에서 오차 함수가 최소가 되는 수렴점을 상기 임의의 측정점에
서의 측정값으로 설정하는 제 7 단계; 및

모든 측정점에 대하여 측정값을 설정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설정하기 않았으면 상기 제 5 단계부터 반복
수행하는 제 8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두께 형상 측정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의 오차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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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학식,

으로 표현되는 상기 제 1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 Φ
ｍ
（ｋ）과 상기 제 2 단계에서 구한 모델의 위상값  

Φ
ｃ
（ｋ）를 이용한 오차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두께 형상 측정 방법. 

단, 여기서 k 는 파수를 나타내고, h는 형상값을 나타내며, d는 박막구조를 이루는 박막의 두께값을 나
타낸다.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의 형상 및 두께값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은,

비선형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두께 형상 측정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의 형상 및 두께값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은,

Levenberg-Marquardt의 비선형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두께 형상 측정 방법.

청구항 6 

컴퓨터에,

백색광주사간섭법의 광학계에 있어서,

간섭 신호를 획득하여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1 단계;

측정물에 대한 모델링 및 이를 통한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을 이용하여 오차함수를 설정하여 설정된 오차 함수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형상 및 두께값을 측정하는 제 3 단계를 실행시키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7 

백색광주사간섭법의 광학계에 있어서,

간섭 신호를 획득하여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1 단계;

측정물에 대한 모델링 및 이를 통한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을 이용하여 오차함수를 설정하여 설정된 오차 함수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굴절률 값을 측정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굴절률 측정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제 1 단계 및 제 2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을 이용하여 오차 함수를 설정하는 제 4 단계;

임의의 측정점에서의 검색 영역을 설정하여 검색 시작점을 설정하는 제 5 단계;

설정된 각각의 검색 시작점에 대하여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오차 함수가 최소가 되는 수렴점 및 오차 
함수값을 계산하는 제 6 단계;

상기 임의의 측정점에서의 검색 시작점중에서 오차 함수가 최소가 되는 수렴점을 상기 임의의 측정점에
서의 측정값으로 설정하는 제 7 단계; 및

모든 측정점에 대하여 측정값을 설정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설정하기 않았으면 상기 제 5 단계부터 반복
수행하는 제 8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굴절률 측정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의 오차함수는

19-11

등록특허10-0290086



다음 수학식,

으로 표현되는 상기 제 1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 Φ
ｍ
（ｋ）과 상기 제 2 단계에서 구한 모델의 위상값  

Φ
ｃ
（ｋ）를 이용한 오차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두께 형상 측정 방법. 

단, 여기서 k 는 파수를 나타내며, Ni는 박막 구조를 이루는 박막들의 굴절률을 나타낸다.

청구항 10 

제  7 항 내지 제 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의 굴절률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은,

비선형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굴절률 측정 방법.

청구항 11 

제  7 항 내지 제 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의 굴절률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은,

Levenberg-Marquardt의 비선형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굴절률 측정 방법.

청구항 12 

컴퓨터에,

백색광주사간섭법의 광학계에 있어서,

간섭 신호를 획득하여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1 단계;

측정물에 대한 모델링 및 이를 통한 수학적 위상 그래프를 산출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단계에서 구한 위상값을 이용하여 오차함수를 설정하여 설정된 오차 함수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굴절률을 측정하는 제 3 단계를 실행시키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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