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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밀성과 소형을 요구하게 되는 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러므로 소형 정밀검사 기술은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제품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제조 및 조립뿐만 아니라 검사과정 또한 빠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현미경을 이용한 자

동화된 검사공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빠르게 초점을 조절하는 것이다. 과거에 사

용을 하였던 수동적인 자동 초점 방식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빠른

자동 초점 시스템을 가진 현미경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졌다. 현미경을 위한 자동 초

점 방식중 하나는 상의 가시도 측정 또는 상 공간 주파수 함수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방식이

다. 상의 가시도 측정 방식은 신뢰성 있고 확실하게 깨끗한 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나 정밀한 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상의 가시도는 스캐닝 과정 안에서

측정된다. 가시도는 시스템이 초점에서 가까울 때 증가하고 초점에서 멀어져 갈 때 감소한

다. 그 때 자동 초점 시스템은 역 동작(reverse motion) 후에 가장 깨끗한 상을 얻는다.

본 논문에서는 가시도 측정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학식 오디오 디스크/ 디지

털 다목적 디스크 (CD/DVD)의 헤드를 픽업하는 자동 초점 기능과 아주 유사한 비점수차

자동 초점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CD/DVD의 헤드를 픽업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비점

수차 방식의 광학계에 대하여 많은 보고들이 있다. CD/DVD 픽업 헤드 적용 외에, 공초점

(confocal) 방식의 광학 현미경, 광학 가속도기, 그리고 단면도 측정을 위한 자동 초점의 조

사[8]와 같은 비점수차 방식의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자동초점을 위한

2 배에서 100 배까지의 6 가지 배율의 대물렌즈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점수차를 일

으키는 비점수차 렌즈의 굴절능을 조절할 수 있는 줌렌즈를 부착하는 새로운 방식의 비점수

차 방식의 줌렌즈 자동초점 현미경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1은 비점수차 방식의 자동초점 시스템을 가진 광학 현미경의 배치를 보여준다. 레이

저 광원, 4 분할의 포토다이오드, 줌렌즈 시스템, 비점수차 렌즈와 2개의 광속 분리기로 조

립된 비점수차 자동 초점 시스템은 보정된 현미경 시스템에 삽입된다. 이 시스템은 비점수

차 렌즈의 자오면과 구결면 사이에 초점 거리의 차를 이용 그 사이에 포토다이오드에서 검

출되는 타원의 형태를 통하여 초점 거리를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그림1 에서 레이저 광선은

광속 분리기 A를 투과한다 . 그리고 그 때 광속 분리기 B 에 의해 반사된다. 그 후에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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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광선은 대물렌즈를 통과하여 샘플 표면을 비춘다. 위 광경로를 이동 후에 레이저 광선은

샘플 표면에서 반사한 후 광속분할기 A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줌렌즈 시스템을 통하여 비

점수차 렌즈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4 분할의 광다이오드에 초점을 맺는다. 자오면과 구결

면 사이에서 생기는 초점거리의 차이 때문에 4 분할의 광다이오드에 레이저의 반점의 모양

은 현미경 대물렌즈와 샘플 표면 사이의 거리에 따라 변한다. 광다이오드에 의해 검출된 모

양 변이는 초점 오차신호 (focus error system : FES)로 계산한다. 대물렌즈의 초점이 자오

면이나 구결면등의 한계 초점 거리에 맺었을시 FES는 -1 또는 +1 로 계산된다. 비점수차

자동초점 시스템은 현미경이 자동적으로 FES가 0일 때의 위치로 광축을 움직인다.

본래 이 시스템은 광학계가 단순하고 설치가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동작 범위가 작은 단

점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점수차 렌즈와 대물렌즈 사이에 줌렌즈를 설치하여 동작범

위가 아주 넓고, 여러 배율의 대물렌즈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작범위를 자동

으로 제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광학계의 아이디어를 정리하며, 각 부분의 광학계

제원을 확정하고, 특히 비점수차 렌즈와 줌렌즈의 광학계 설계를 보고하고자 한다.

그림 1. 비점 수차 자동 초점 시스템 현미경의 배치

그림 2. 줌렌즈를 이용한 자동 초점 시스템의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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