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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the Thickness of a Trilayer Thin-Film Structure 

by Fourier-Transfor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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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ckness of each layer in a multilayered system is determined by a Fourier-transform method using spectroscopic reflectance 

measurements. To verify this method, we first generate theoretical reflectance spectra for three layers, and these are fast- 

Fourier-transformed using our own Matlab program. Each peak of the Fourier-transformed delta function denotes the optical 

thickness of each layer, and these are transformed to physical thicknesses. The relative thickness error of the theoretical model 

is less than 1.0% while a layer’s optical thickness is greater than 730 nm. A PI-(thin SiO2)-PImultilayeredstructure produced by 

the bar-coating method was analyzed, and the thickness errors compared to SEM measurements. Even though this Fourier-transform 

method requires knowing the film order and the refractive index of each layer prior to analysis, it is a fast and nondestructive 

method for the analysis of multilayere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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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3층 구조 박막의 두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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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광도계로 측정된 반사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층박막 각 층의 두께를 푸리에 변환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

적인 3층 다층박막 반사율 데이터를 생성하고 자체 작성한 Matlab 프로그램으로 델타함수의 피크 발생위치로부터 각 층의 두께

를 결정하였으며, 박막의 광학적 두께가 730 nm 이상이 되는 경우 결정된 두께 오차는 1.0% 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바 코팅 방법으로 제작된 PI-(얇은 SiO2)-PI 다층박막의 두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SEM 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두께측정 방법은 각 층의 굴절률과 박막의 순서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다층

박막의 두께 분포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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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diagram of multiply reflecting light from 

multilayer thin film structure.

I. 서    론

박막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소자의 연구는 꾸

준히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박막의 응용에서 박막의 구조를 

파악하고 각 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와 관련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다. 단층 박막

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분광광도계를 이용하는 방

법
[1]

, 타원분광계를 사용하는 방법
[2]

, 간섭계를 사용하는 방

법
[3]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박막의 기능이 다양하게 증가하

면서 다층박막의 두께를 결정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다층박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은 분광 타원분

광계(Spectroscopic Ellipsometer)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를 

맞춤하는 방법
[4]

,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역

설계 (reverse engineering) 기법으로 두께를 추정하는 방법
[5]

, 

그리고 백색광 간섭계를 사용하는 방법
[6,7]

 등이 있다. 김상

열
[8]
은 타원계에서 결맞음 길이보다 두꺼운 막에 덮여있는 

박막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최근 휘어지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개발이 

진행되면서 OLED 디바이스의 기판으로 유리 대신 수십 마

이크로미터 두께의 폴리이미드(polyimide, PI)를 사용하는 방

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두꺼운 PI 층을 한 번에 형

성하면서 발생하는 응력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PI-(얇은 SiO2)-PI와 같은 다층박막 구조로 두꺼운 PI 층을 

형성하는 방법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휘는 OLED는 유리기

판 위에 PI-(얇은 SiO2)-PI 구조를 제작하고 그 위에 OLED

를 구현하는 TFT(thin film transistor)를 형성한 후, 기판으로 

사용한 유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산업 현장에서 공정에 투입되는 재료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재료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하다. 푸리에 변환방법은 타원계나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역

설계 방법에 비하여 두께를 맞춤하는 과정이 없음으로 인하

여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단시간에 두께를 결정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휘는 OLED에 사용되는 PI-(얇은 

SiO2)-PI 3층 구조 다층박막의 반사율을 측정하고, 이를 푸리

에 변환방법으로 각 층의 두께를 결정하였다. 이 방법의 정

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방법으로 3층 구조의 반

사율을 계산하고 이를 푸리에 변환하여 결정된 두께를 비교

하여 푸리에 변환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였다. 이

후 SEM으로 각 층의 두께를 알고 있는 3층 구조 PI-(얇은 

SiO2)-PI 다층박막의 각 층의 두께를 결정하고 이의 오차원

인을 분석하였다. 

II.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두께측정 이론 및 

전산모사

2.1. 두께측정 이론

Figure 1과 같은 다층 박막에 빛이 입사하는 경우 빛은 각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한다. 각 경계면의 

반사계수를 그림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라고 하면 

각각의 반사진폭계수(amplitude reflection coefficient)는
[9]

  

  


  
  

  
  

⋮

(1)

로 주어지며 여기서 는 광학위상두께(optical phase thickness)로

 



cos  (2)

이고, 여기서 는 j 번째 박막의 굴절률이고 는 해당 박막

의 물리적 두께이며, 는 j 번째 박막에 빛의 굴절각이고 

는 입사하는 빛의 파장이다. 반사하는 빛의 총 반사진폭계수

는 는 식 (1)의 합으로

    ⋯

 
 

  
   ⋯

(3)

가 되며, 따라서 반사율 은 

    



coscos cos

 

cos


cos ⋯

(4)

가 된다. 식 (4)를 파수 의 함수로 표현하면

    



coscoscos



cos


cos ⋯

(5)

와 같이 푸리에 급수 형태가 되며, 여기서 는 j 번째 층의 

광학적 두께(optical thickness)를 두 배한 값으로 빛이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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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chematic diagram of three layer thin film structure which 

used for theoretical verification.

TABLE 1. Multilayer structure of the theoretical 3 layer model

Material 
Refractive 

index

Film Thickness

Type 1 Type 2 Type 3

PI 1.7 d1=4000 nm d1=7000 nm d1=7000 nm

SiO2 1.46 d2=100 nm d2=200 nm d2=500 nm

PI 1.7 d3=7000 nm d3=10000 nm d3=10000 nm

Glass 1.52 1 mm

으로 입사하는 경우 

   (6)

가 된다. 식 (5)를 푸리에 변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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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되며, 여기서 , , ⋯은 푸리에 변환에서 발생하는 상

수이다. 식 (7)은   을 중심으로 대칭의 델타함수가 각각

의 광학적 두께의 두 배가 되는 지점과 두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의 광학적 두께가 합해진 위치에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 (7)의  ≥ 인 부분만을 취한

  







  
  
 ⋯





(8)

를 사용하여 각 층의 두께를 분석하였다. 식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델타함수의 피크 위치가 박막의 광학적 두께에만 

의존하여 발생하고, 박막이 존재하는 순서와는 관련되지 않

음으로 인하여 다층 박막의 순서를 모르는 경우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해당 박막의 굴절률을 다른 방

법을 통하여 알고 있어야 물리적 두께를 결정할 수 있는 단

점이 있다. 또한 여러 층의 박막이 존재하는 경우 개개의 델

타함수 피크가 한 층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둘 또는 그 이

상의 광학적 두께가 합해진 효과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파

악하기 어려워 각 층의 두께를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단

점도 존재한다. 아울러 동일한 광학적 두께를 가지는 박막이 

2개 층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델타함수의 피크가 같

은 광학적두께 위치에서 발생됨으로 인하여 하나의 층으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식 (8)의 방법을 다층박막으로 적용

하는 경우는 결정하고자 하는 박막의 순서와 각층의 대략적

인 두께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2.2. 전산모사

파장에 따른 반사율 측정데이터를 푸리에 변환하는 프로그

램을 Matlab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파장에 따른 반사

율을 파수에 따른 반사율로 전환한 후, 샘플 간격을 결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ation, 

FFT)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델타함수의 피크 위치를 결정하

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휘는 OLED 기판에 적용할 수 있는 Fig. 2와 

같이 두꺼운 PI 층 사이에 얇은 SiO2 층이 있는 3층 구조의 

두께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Table 1과 같이 3종류의 3층 구조 박막을 설정하고, 이들

의 이론적인 반사율 스펙트럼을 계산하였다. Figure 3은 Table 

1에 명시된 Type1의 반사율 스펙트럼과 이를 푸리에 변환한 

결과를 나타낸다. 푸리에 변환한 결과 델타함수의 피크가 존재

하는 위치는 광학적 두께   ,    ,  

  ,  에 해당하며, 이를 물리적인 두

께로 환산하면    ,    ,    , 

 가 된다. 이를 Table 1의 Type1의 구조

와 비교하면 두꺼운 두 PI 층의 두께는 1% 수준의 오차로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된 반면, 얇은 SiO2 층의 두께는 설정

된 두께의 약 2.1배로 측정되었다.  

Figure 4는 Table 1의 Type 2의 반사율 스펙트럼과 이를 

푸리에 변환한 결과를 나타낸다. 델타함수의 피크가 존재하

는 광학적 두께의 위치는    ,    , 

  ,   ,   , 

 로 Fig. 3의 경우보다 많은 델타함

수 피크가 존재한다. 첫 번째 나타난 델타함수의 피크는 중

앙 SiO2 층의 두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물리적 두께로 

환산하면   가 되며, 두 번째 피크는 두께 7 ㎛

에 해당하는 첫 번째 PI 층의 것으로 이를 물리적 두께로 환

산하면   가 된다. 세 번째 델타함수 피크는 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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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Theoretical reflectance spectrum of Type 1 (a) and the result of it’s Fourier transform (b).

(a) (b)

FIG. 4. Theoretical reflectance spectrum of Type 2 (a) and the result of it’s Fourier transform (b).

(a) (b)

FIG. 5.  Theoretical reflectance spectrum of Type 3 (a) and the result of it’s Fourier transform (b).

은 SiO2 층과 7 ㎛ PI 층이 합해진 결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를 물리적 두께로 환산하면  가 된다. 

네 번째 델타함수 피크는 두께 10 ㎛ PI 층의 두께에 해당하

는 피크로 이의 물리적 두께는   가 되며,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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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ermined each film thickness and it’s relative thickness errors of the theoretical 3 layer structure

Material 

Type 1 Type 2 Type 3

thickness 

theory

(nm)

thickness 

measure

(nm)

relative 

error

(%)

thickness 

theory

(nm)

thickness 

measure

(nm)

relative 

error

(%)

thickness 

theory

(nm)

thickness 

measure

(nm)

relative 

error

(%)

PI d1=4000 d1=4045 1.1 d1=7000 d1=6946 0.8 d1=7000 d1=6985 0.2

SiO2 d2=100 d2=214 114.0 d2=200 d2=267 33.5 d2=500 d2=505 1.0

PI d3=7000 d3=7031 0.4 d3=10000 d3=9911 0.9 d3=10000 d3=9946 0.5

Glass 1 mm

FIG. 6. Relative thickness error of the SiO2 layers as a function 

of layer thickness. 

번째 델타함수 피크는 10 ㎛ PI 층과 얇은 SiO2 층이 합쳐진 

결과로 이의 물리적 두께는    이다. 마지

막 6번째 델타함수 피크는 3개 층이 모두 합해진 결과로 이의 

물리적 두께는  이다. Figure 5는 Table 

1의 Type 3에 대한 반사율과 푸리에 변환 결과이다. 델타함수 

피크의 수는 Fig. 4와 동일하고 각각의 피크에 해당하는 물리적 

두께는    ,    ,   , 

   ,   , 

로 측정되었다.

푸리에 변환으로 측정된 각 층의 두께와 모델에서 선정된 

두께에 대한 상대오차를 Table 2에 요약하였다. Figure 3(b)

의 푸리에 변환 결과는 Fig. 4(b), Fig. 5(b)의 결과와 달리 얇

은 SiO2 층이 다른 두꺼운 층과 결합된 두께의 델타함수 피

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얇은 층이 합해진 델타함수의 피

크가 두꺼운 PI 층의 델타함수 피크에 가려진 것으로 판단되

며, 이로 인하여 4 ㎛ PI 층의 두께에 대한 상대오차도 1.1%

로 다른 두꺼운 PI 층 두께오차의 1.5배 수준이 나오는 것으

로 추정된다. Figure 6은 얇은 SiO2 층의 두께 변화에 따라 

푸리에 변환 방법으로 결정된 두께의 상대오차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SiO2 층의 두께가 100 nm로 얇은 경

우 상대오차가 114.0%인 반면 SiO2 층의 두께가 두꺼운 500 

nm의 경우 그 값이 1.0%로 SiO2 층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푸

리에 변환으로 결정된 두께의 오차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결과로부터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두께결정 방법의 경우 얇

은 층 보다는 두꺼운 층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도

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박막의 광학적 두께가 730 nm 

이상이 되어야 1.0% 미만의 상대오차를 가지는 결가가 도출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얇은 층에서 두께의 오차가 발생하

는 이유는 반사율 스펙트럼을 푸리에 변환하면 중앙에 델타

함수 피크가 존재하게 되며, 이 피크와 얇은 층의 델타함수 

피크가 상호 겹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푸리에 변환방법은 

얇은 층의 두께측정보다는 두꺼운 층의 두께 측정에 장점이 

있다. 

III. PI-(얇은 SiO2)-PI 구조의 두께 측정

실제 시료의 두께 측정은 바 코팅(bar coating) 방법으로 유

리기판 위에 제작된 PI-(얇은 SiO2)-PI 3층 구조의 박막을 이

용하였다. 시료의 반사율은 Fig. 7과 같이 광원과 광섬유가 

Y-coupler로 연결된 분광광도계(QE65000, Ocean Optic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반사율을 알고 있는 표준시료의 

반사율을 측정하여 기준 값을 설정한 후, 실제 시료의 반사율

을 측정하고 그 값을 규격화(normalization)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8은 3층 구조 박막의 반사율과 이를 푸리에 변환

한 결과를 나타낸다. 푸리에 변환에 의하여 발생한 델타함수 

의 피크 위치는 광학적두께    ,    , 

  ,    ,   , 

 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를 물리적 두

께로 환산하면    ,    , 

 ,   ,  , 

에 해당한다. Figure 9는 측정에 사용한 시료의 단면을 

전자현미경(SEM)으로 촬영하고, 각 층의 두께를 측정한 결

과를 나타낸다.  

Figure 3~Fig. 5의 이론적으로 구한 반사율 데이터를 푸리

에 변환한 결과와 Fig. 8의 푸리에 변환된 결과와 비교하면, 

실제 시료의 푸리에 변환된 델타함수의 피크 형태가 명확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시료의 두께 균일도가 일

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용액

을 특수 막대기로 얇게 바른 후 건조시켜서 제작하는 바 코

팅 시료의 경우 중앙부위와 양 끝 부분의 두께 차이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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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schematic diagram of the reflectance measurement system. 

(a) (b)

FIG. 8.  Measured reflectance spectrum of PI-(thin SiO2)-PI sample (a) and the results of it’s Fourier transform (b).

FIG. 9. SEM image of PI-(thin SiO2)-PI sample. 

FIG. 10. Bar coated single layer PI film on 105×105 mm glass 

substrate.  Thickness uniformity of these films were measured by 

20 mm steps.

발생하며, 길이 방향으로도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 Figure 10

은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한 PI 다층박막을 제작하는 동일한 

장비로 105×105 mm 유리기판 위에 제작한 PI 단층 박막의 

시료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제작된 3종의 시료에 대한 박막

의 반사율을 20 mm 간격으로 측정하여 포락선 방법으로 두

께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일부 위치에서는 

반사율 그래프가 포락선 모양을 보이지 않아 두께를 결정할 

수 없었으며, 그 지점을 제외하고 시료별로 두께를 측정한 



《연구논문》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3층 구조 박막의 두께 측정 ― 조현주ㆍ원준연 외 149

TABLE 3. Determined PI-(thin SiO2)-PI film thickness and comparison 

of the SEM measurements

Materia

l 

Refractive

index

Film Thickness

by SEM by FFT Relative Error

PI 1.7 d1=4944 nm d1=5615 nm 13.6 %

SiO2 1.46 d2=92 nm d2=266 nm 189.1 %

PI 1.7 d3=8606 nm d3=9099 nm 5.7 %

Glass 1.52 1 mm

TABLE 4. Thickness measurements of bar coated single layer PI 

films on 105×105 mm glass substrate

sample

ID

measurement

position
0 mm 20 mm 40 mm 60 mm 80 mm

sample 

A

0 mm 3.23 ㎛ 3.23 ㎛ 4.30 ㎛ 5.27 ㎛ 6.34 ㎛

20 mm 1.72 ㎛ 3.12 ㎛ 4.52 ㎛ 5.91 ㎛ -

40 mm 2.04 ㎛ 3.23 ㎛ 4.52 ㎛ 6.13 ㎛ 7.85 ㎛

60 mm 2.80 ㎛ 3.55 ㎛ 4.84 ㎛ 6.34 ㎛ 7.74 ㎛

80 mm 3.12 ㎛ 4.62 ㎛ 5.91 ㎛ 7.2 ㎛ 7.85 ㎛

sample 

B

0 mm 6.45 ㎛ 7.96 ㎛ 8.92 ㎛ 8.60 ㎛ 8.17 ㎛

20 mm 6.45 ㎛ 8.17 ㎛ 9.14 ㎛ 9.25 ㎛ 9.46 ㎛

40 mm 6.24 ㎛ 7.42 ㎛ 9.46 ㎛ 10.43 ㎛ 9.78 ㎛

60 mm 6.56 ㎛ 7.53 ㎛ 9.46 ㎛ 9.89 ㎛ 9.35 ㎛

80 mm 6.24 ㎛ 7.74 ㎛ 9.14 ㎛ 9.78 ㎛ 10.00 ㎛

sample 

C

0 mm 3.23 ㎛ 4.73 ㎛ 5.59 ㎛ 5.38 ㎛ 4.95 ㎛

20 mm 4.09 ㎛ 5.48 ㎛ 6.34 ㎛ 6.24 ㎛ 5.91 ㎛

40 mm 4.95 ㎛ 6.13 ㎛ 6.99 ㎛ 7.10 ㎛ 6.88 ㎛

60 mm 6.88 ㎛ 8.06 ㎛ 8.60 ㎛ 8.60 ㎛ 8.49 ㎛

80 mm - 13.98 ㎛ 15.48 ㎛ 14.41 ㎛ 13.87 ㎛

결과 위치에 따른 PI 단층박막의 두께 편차가 15~45%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3층 구조 시료의 두께를 결정한 결과와 이를 SEM 측정으

로 결정된 오차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얇은 SiO2 층의 두

께는 이론적인 모델에서와 유사하게 큰 오차를 나타내었으

며, 두꺼운 PI 층은 SEM 측정과 유사한 수준의 두께가 결정

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Table 2에 정리된 이론적인 모델

의 PI 층 오차 1.0% 미만보다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 오차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바 코팅의 위치별 두께 편차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바 코팅의 박막의 위치

에 따른 두께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SEM이 측정

한 영역과 분광광도계가 측정한 영역의 크기가 다르며, 위치

도 최대한 같은 위치를 측정하려 하였으나 오차가 발생할 여

지가 크다. 두 번째 오차의 원인으로는 두께 편차에 의한 반

사율 데이터가 이론적인 모델만큼 완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푸리에 변환한 결과의 델타함수 피크가 이론적인 경우에 비

하여 경사가 완만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차로 판단된다. 

IV. 결   론

분광광도계로 측정한 다층박막의 반사율을 사용하여 다층

박막 각 층의 두께를 푸리에 변환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다

층박막의 반사율 함수로부터 푸리에 변환한 결과가 델타함

수의 피크가 발생하는 지점이 각 박막의 광학적 두께에 해당

하며, 이 값을 이미 알고 있는 굴절률 값으로 나누어 각 층

의 물리적 두께를 결정하였다. 두께의 편차가 없는 이론적인 

모델에서 각 박막의 두께는 박막의 광학적 두께가 730 nm 

이상인 경우 1.0% 미만의 두께 오차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PI-(얇은 SiO2)-PI 층으로 이루어진 바 코팅으로 제

작된 시료의 경우 이론적인 모델보다 다소 큰 두께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제작된 박막의 두께 균일도 분포가 고르

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여 다층박막의 각 층의 두께를 결정

하는 방법은 각 층을 구성하는 박막의 굴절률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층의 구조 역시 알고 있는 경우에

만 적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SEM과 같이 시료를 파괴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광타원계나 역설계 방법과 같이 데이터를 맞춤

하는 과정 없이 측정된 반사율을 푸리에 변환만으로 쉽게 두

께 분포를 결정할 수 있어 다른 방법에 비하여 빠른 시간에 

두께 분포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는 방법은 대량생산에 투입되는 시료

의 실시간 검사 장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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