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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 소자들이 극미

세화 되어가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 소자들의 
극미세화뿐만 아니라 검사장비 또한 2 차원 검
사기에서 측정시간을 고속화하며 미세결함을 
찾아내는 3 차원 검사기가 중점이 되고 있다. 
기존 3 차원 측정 방식은 stop and go 방식으로 
stage 를 움직여 측정하고자 하는 소자의 초점

을 잡고 직접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여 영상

을 획득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연시간이 생기

고 수동으로 움직이는 만큼 control 이 정밀하

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연시간과 정
밀한 control 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stepping 
motor 와 linear encoder 를 사용한 Z stage 를 구
성, SFF(Shape From focus) 기술을 사용하여 지
연시간을 없애 정확한 영상 획득이 가능한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영상 동기화 장치 

 
본 논문에서 제안한 3 차원 측정을 위한 방

법으로 SFF(Shape From Focus) 기술을 사용하였

다. SFF 는 장치로부터 획득한 image 들로부터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균일한 step 으
로 무수한 영상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 에서

는 이러한 단점의 해결책으로 다중파장을 이용

하여 파장별로 초점 거리가 다르게 형성되어 
스캐닝 횟수를 감소시켜 3 차원 측정 속도를 
증신 시킬 수 있는 SFF 기술을 사용하였다. 소
자의 측정 후 SFF 를 실행하기 위한 Z stage 

구성에는 stepping motor 와 linear encoder 가 사
용된다. 아래 Fig. 1 은 Z stage 의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Fig. 1 stepping motor & encoder 
 

Stepping motor 의 움직임에 따라 linear 
encoder 에서 그 값을 ㎛단위로 counting 하여 
직접 움직이던 기존의 방식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 encoder 는 1 ㎛ 

단위를 사용했으며 Table 1 은 stepping motor 의 
사양을 나타낸 것 이다. 
 

Table 1 Stepping motor specifications 
 

 TS3617N371S04 

전원전압(V) DC24V±10% 

전원전류(A) 2A 

최대 출력 토크 0.44 N·m 

위치 지령 방식 RS485 통신 
 

 
본 논문에서 제안된 영상 동기화 장치는 

stepping motor 를 고속으로 이송하면서 encoder 

다중 파장을 이용한 SFF(Shape From Focus)3 차원 형상 
측정 시스템을 위한 영상 동기화 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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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system using multi wav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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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되는 trigger signal 을 camera 로 보내 
영상을 빠르게 획득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로 
기존의 stop and go 방식의 지연 시간을 
없애주고 고속으로 영상의 image scanning 이 
가능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상 획득 
후 3 차원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아래의 Fig. 
3 은 제안된 영상동기화 장치의 flow chart 를 
나타낸 것 이며 Fig. 4 는 구성이 완료된 
영상동기화 장치다. 

 

Fig. 3 영상동기화 장치 flow chart 
 

Fig. 4 완료된 영상동기화 장치 

3.1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motor 와 

encoder counting 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trigger 
signal 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Encoder counting 
을 통하여 trigger signal 을 camera 로 보내주고, 
camera 에서 trigger signal 을 받아들일 때 마다 
영상을 획득하며 그 영상들을 SFF 를 
사용하여 3 차원으로 표현해 준다. 

 

Fig. 5 encoder pulse(위), Trigger signal(아래) 
 

4. 결론  
본 연구에서 trigger signal 을 발생시켜 영상

을 얻어오는 과정은 기존의 stop and go 방식의 
지연시간을 없애주고, encoder 의 counting 으로 
기존의 것보다 정밀한 control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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