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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빛의 간섭 상이 발견된 이후 간섭계는 시스템 구성이 용이하면서도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고, 

비교  넓은 역에 하여 비 식으로 표면구조에 한 3차원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스

캐닝 표면 진단장치에 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1) 그러나 간섭계의 신호가 상변화에 

따라 주기 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2π 모호성(ambiguity)에 의해 이웃하는 스캐닝 포인트들 사

이의 높이 차이에 의해 유도되는 상차이가 2π를 과할 경우 정확한 표면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높낮이 는 경사가 한 표면구조를 갖는 시료에 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표면 형상의 정확한 측정을 한 다양한 상 언래핑(phase unwrapping) 알고리즘이 연구되어 왔으

나,  방법도 2π 모호성으로 표면의 정확한 형상을 복원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소 트웨어 인 방법이 

아닌 하드웨어  방법을 이용한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공  신호를 상 언래핑을 한 보조수

단으로 사용하는 방법(2),  치에 따라 표면 라즈몬 공명 센서로 입사되는 각도 편차를 직  상

측정에 사용하는 방법
(3)

  두 개의 장을 이용하는 방법
(4)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

존의 간섭계에 복잡한 학계를 추가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헤테로다인 간섭계(1)에 CD, DVD 등에 사용되는 픽업 

장치를 결합하여 간섭계의 분해능을 유지하면서 2π 모호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2 .  Exp erimental method

   그림 1.은 비 수차법이 용된 넓은 측정범  헤테로다인 간섭계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그림에서 사

각형(보라색 선) 부분이 헤테로다인 간섭계에 추가된 비 수차 학계이다. 

그림 1 비 수차법을 이용한 주사형 I/Q 헤테로다인 간섭계 실험 장치도

   비 수차법 학계는 치에 따라 빛살 모양이 그림 2.(a)와 같이 변하게 된다. 이를 4분할 다

이오드로 측정 후 신호처리를 거치면  치에 따라 그림2.(b)와 같은 에러신호(FES, 

Focus-error signal)가 나타나게 된다. 축방향으로 넓은 범  측정을 해 FES를 간섭계 신호의 페이

즈 언래핑을 한 보조신호로 사용 하 다. 본 실험에서는 DVD 학계에서 사용하는 즈로, 시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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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 수차 즈를 사용하 으며, 이때 유효 거리(plane2)는 약 23mm이다. 한 측정은 10, 20배율

을 가지는 물 즈를 사용하 다. 

(a)     (b)

그림 3 (a) 비 수차법의 원리  (b) 각 평면에서의 빛살모양 변화  FES
   

3 .  Exp erimental results

   그림 3.은 10배(a), 20배(b) 물 즈를 축으로 200nm step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한 변  그래 로 

간섭계 신호만으로는 정확한 이동거리를 복구하지 못하나, 비 수차법을 결합한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이동한 거리를 복원할 수 있었으며 실험결과 약 70μm까지 측정범 를 가진다. 

(a)    (b)

그림 3. 변  측정결과 (with(red) and without(blue) astigmatism)

   그림 4.는 폭 300μm, 단차 500nm인 패턴을 측정한 결과이다. 변 측정과 마찬가지로 비 수차법을 

이용할 때만 500nm 단차를 복원할 수 있었으며, 이는 라인 로 일에서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본  논 문 은 2 0 0 9년 서 울시  산학 연  력사 업  ( 10 816 ) 에  의 해  지 원 되 었 습니다.  

(a)   (b)   (c) 

그림 4. 3D image without(a) and with(b) astigmatic method, line profi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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