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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반도체,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실리콘 기판, 하드 디스크 

기판, 광학 장비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부품의 표면 형상

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정밀 부품의 품질 개선, 생산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품의 표면 형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하려는 부품보다 더 좋은 표면 형상

을 가진 기준 평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 평면의 평면도

(flatness)를 알고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

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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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atness of a reference flat plays an important role, from the calibration of an interferometer to the reference for a 

semiconductor or flat-panel display, etc. Especially if we order the flatness measurement outside Korea, we may spend more time 

and money. In this paper, we measured the flatness of a reference flat using a three-flat test, which is one of the absolute 

measurement methods, and calculated its measurement uncertainty. In the three-flat test we adopted, each flat is tested against 

another flat, with three unknown flats, using an interferometer. Among several three-flat tests, we adopted Griesmann’s method 

which has a low measurement uncertainty and is less dependent on the experimental equipment. As a result, the measurement 

uncertainty was found to be less than 0.5 nm rms, which is very accurate for high-tech industri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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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평면의 평면도는 간섭계 교정에서부터 반도체,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실리콘 기판에 필요한 기준면 제공 등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준 평면의 평면도 측정을 해외에서 수행해 올 경우 시간적인 지연과 함께 금전적인 손해가 크므로 국내

에서 측정 기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절대 측정 방법인 three-flat test 방법을 사용해 기준 

평면의 평면도를 정확하게 구하고 측정불확도를 계산하였다. Three-flat test는 간섭계를 사용하여 세 개의 기준 평면을 상호 비교 

측정하여 얻은 결과에서 각 평면의 평면도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이다. Three-flat test 방법들 중 실험실에 구축된 장비로 실험 

가능하며 간단한 계산 과정으로 낮은 측정불확도를 얻을 수 있는 Griesmann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세 광학 평면

에 대한 평면도를 얻을 수 있었고, 측정불확도는 각 광학 평면에 대해 0.5 nm rms 이내의 신뢰 수준임을 확인하여 높은 수준으로 

자체 평면도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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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평면도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연에서 사용

하는 기준 평면은 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 XCALIBIR (eXtremely 

accurate CALIBration InteRferometer)[1] 라는 정교한 위상 측

정 간섭계로 교정된 기준 평면의 평면도 및 측정불확도를 제

공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 표준을 NIST에 소급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측정불확도 계산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평면 교정에 대한 독자적인 표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평면의 절대 측정(absolute test) 방법인 three- 

flat test 방법을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기준 평면의 평면도를 

구하고 측정불확도를 구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three-flat test는 간섭계를 사용하여 세 개의 평면

을 비교 측정하여 획득한 측정 결과에서 광학 평면의 평면도

를 얻는 방법이다[2].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평면의 축 중심선

에 대한 1차원 선 정보 결과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광학 평면 전체에 대한 평면도를 얻기 위해서는 측정 절차를 

한 가지 이상 추가해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제르니케 

다항식(Zernike polynomials)을 사용하여 측정 파면에 대한 

회전적으로 비대칭(rotationally asymmetric)인 오차를 분리하

고 결과 값에서 제거하는 방법[3]을 three-flat test에 적용해서 

평면도를 얻는 Fritz 방법[4], 한 개의 평면을 90도로 한 번 회

전시키고 평행하게 이동시켜 평면도를 구하는 rotation-shift 

방법[5], 측정 파면을 even과 odd 함수의 대칭인 성분으로 나누

어 평면도를 구하는 거울 대칭 방법[6,7], 한 개의 평면을 방위

각 360도에 대해 N번의 균등한 간격으로 회전시켜 측정하고 

평균함으로써 비회전 대칭 오차(nonrotational symmetric errors)

를 제거하는 N-position averaging 방법[8] 등이 있다. 더 나아가 

먼저 서술한 방법들을 응용한 연구들로는 거울 대칭 방법과 

N-position averaging 방법을 혼합한 pixel by pixel 방법[9]과 

Griesmann 방법[10], 측정 파면을 회전 대칭(rotationally sym-

metric) 성분과 회전 비대칭 잔여량(rotationally non-symmetric 

residue)으로 나누어 평면도를 구하는 Küchel’s 방법[11] 등이 

있다. 

상기 언급된 방법들 중 Griesmann 방법은 x, y중심축에 대

해서 거울 대칭을 적용하여 평면도를 구하는 다른 방법들과 

달리 오직 y 중심축에 대한 거울 대칭만으로도 평면도를 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Griesmann이 적용한 N-position 

averaging 방법은 한 개의 평면을 한 두번 회전하여 평면도

를 구하는 Fritz 방법과 다르게 평면을 N번 회전시켜 평균하

기 때문에 측정불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12].

본 논문에서는 연구실에 구축된 실험 장비로 실험할 수 있

는 방법들 중 적은 계산 과정으로 낮은 측정불확도를 얻을 

수 있는 Griesmann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처음으로 three-flat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실에 구축된 실험 장비를 사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평면을 원하는 횟수로 회전이 가능

하도록 회전 장착대를 제작하고 최적의 회전 횟수를 시뮬레

이션을 통해 결정하였다.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요인들을 찾아 분석함으로써 측정불확도 계산 

시 활용하였다. 

II. Three-Flat Test 이론

기본적인 three-flat test는 그림 1과 같이 간섭계와 투과 평

면(transmission flat), 반사 평면(reflection flat)을 한 쌍으로 

구성하고 그림 2(a)와 같이 세 가지 조합 ba, ca, cb로 비교하

여 각 평면에 대한 평면도를 측정한다. 간섭계에서 나오는 

평행광은 투과 평면과 반사 평면을 통과하며, 각 표면에서 

광 일부가 반사되어 되돌아온다. 되돌아 온 광 정보는 간섭

계 검출기에서 겹쳐진 파면 W(x, y)으로 나타나며, 식 (1)과 

같이 투과 평면에서 반사된 파면 WT(-x, y)와 반사 평면에서 

반사된 파면 WR(x, y)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10]. WT에서 x

의 부호가 반대인 이유는 그림 2에서와 같이 투과 평면은 반

사 평면과 y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반전되기 때문이다.

  

 


   (1)

식 (1)을 바탕으로 광학 평면 전체에 대한 평면도를 얻기 

위해서 N-position averaging 방법(bar)이 추가된 네 가지 측

정 조합(ba, ca, cb, bar)으로 실험을 구성하였다[8]. 

그림 2는 네 가지 조합으로 측정하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

이며, 각 측정 조합에 대한 측정값 W1(x, y), W2(x, y), W3(x, y), 

W4(x, y)은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10].

Fig. 1. Schematic of interferometer and flats.

(a)

(b)

Fig. 2. Three-flat test configurations: (a) Traditional measurement, 

(b) Adde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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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우변의 Wa, Wb, Wc는 평면 a, b, c의 파면을 의미

하며, 반사 평면, 투과 평면 순으로 기재하였다. 투과 평면과 

반사 평면은 장착할 때 y중심축 기준으로 서로 좌/우 반전되

므로 투과 평면에 음의 x부호를 적용했다. 그리고 N은 회전 

횟수, ∅는 방위각 회전 각도, r은 방위각 회전에 대한 평균 

연산자, Ω

는 평면 a가 방위각으로 회전할 때 변화하는 성

분을 의미한다. 평면의 파면은 y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

칭인 성분(even)과 비대칭인 성분(odd)으로 식 (3)과 같이 분

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울 대칭이라고 부른다[10].


    

 ⁄


    

 ⁄
 (3)

여기에서 We(x, y)는 파면의 대칭 성분, Wo(x, y)는 파면의 비

대칭 성분, Wm(x, y)은 거울 대칭을 의미한다. 식 (3)을 바탕

으로 각 측정값 W1(x, y), W2(x, y), W3(x, y), W4(x, y)을 y중

심축 기준으로 식 (4), (5)와 같이 좌/우 대칭인 성분과 비대

칭인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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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에서 좌변은 각 측정값 파면에 대한 대칭 성분과 비대칭 

성분을 의미하고, 우변은 각 투과 평면과 반사 평면 파면에 

대한 대칭 성분과 비대칭 성분의 조합을 의미한다. 식 (4), 

(5)로부터 평면 a, b, c에 대해서 측정값 파면의 대칭 성분과 

비대칭 성분의 조합으로 표현하면 식 (6)과 같이 각 광학 평

면에 대한 평면도 Wa, Wb, Wc를 구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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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    험

Three-flat test를 실시하기 위한 실험 장비는 그림 3과 같

이 간섭계(interferometer)와 투과 평면(transmission flat), 그

리고 반사 평면(reflection flat)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평면 a를 평면 b에 대해 방위각 방향으로 회전시키

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회전 장착대(rotary stage)를 제작하

였다. 회전 장착대의 회전 각도에 대한 분해능(resolution)은 

1분(arc min) 이고, 측정불확도는 4분이다[13]. 그리고 회전 장

착대를 고정하는 구조물에는 반사 평면의 상/하, 좌/우, 기울

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 나사가 4개 장착되어 있다.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 평면 b에 대한 평면 a의 회전 횟수

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전 횟수에 따른 측

정값 변화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파면은 다음

과 같은 조건을 통해 구성하였다. 우선 실험에 사용하는 평

면의 평면도가 약 1~3 nm rms 수준이고, 실제 측정 파면에 

대해 제르니케 다항식 56항 이상으로 맞춤했을 때, 측정 파

면과 맞춤 파면의 차이가 약 0.1 nm rms로 수렴한다. 따라서 

제르니케 다항식 1~56항까지의 계수에 난수를 넣어 그림 5

와 같이 형상 오차가 1~3 nm rms 이내인 임의의 세 평면 a, 

b, c를 만들었다.

그 다음으로 평면 a 의 회전 횟수를 3, 6, 12, 18, 36, 72 회

로 달리하여 임의의 세 평면을 그림 2와 같은 조합으로 구성

한 후, 식 (2)에서부터 식 (6)까지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회전 

Fig. 3. Set up of the experiment.

Fig. 4. Picture of rotar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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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따른 각 평면에 대한 평면도를 구하였다. 그림 6은 

평면 a의 회전 횟수 증가에 따라 원래의 평면과 계산으로 구

한 평면 사이의 오차(residual error)를 비교한 결과로 회전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감소하다가 12번 이후부터는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측정값 산출을 위해 평면 a를 평면 b에 대해 방위각 방향으

로 12번 회전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온도가 22 ± 1°C로 유지되는 실험실에서 다음과 같이 three- 

flat test 를 수행하였다. 먼저 간섭계를 이용해 그림 2와 같

이 네 가지 조합(ba, ca, cb, bar)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각 조합 W1(ba), W2(ca), W3(cb), W4(bar)에 대

하여 각각 3.2 nm rms, 3.6 nm rms, 4.0 nm rms, 2.7 nm rms

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식 (4), (5)를 바탕으로 각 측정값을 그림 8과 같

이 대칭 성분과 비대칭 성분으로 분리하였다. 

그림 8과 같이 분리된 대칭 성분과 비대칭 성분을 three-flat 

test 식 (6)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그림 9와 같이 평면 a, b, c에 

대한 평면도를 구할 수 있다. 측정결과 평면 a, b, c에 대한 

평면도는 각각 2.4 nm rms, 1.4 nm rms, 2.9 nm rms으로 기

준 평면으로 사용하기에 손색없이 좋은 평면임을 확인하였다. 

IV. 측정불확도 계산

Three-flat test는 절대 측정이므로 측정의 불확도(measurement 

uncertainty)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Three-flat test의 측

정불확도를 계산하려면 측정불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고 각 요소마다 표준불확도를 계산해야 한다. 표준불확도

는 A형 평가와 B형 평가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으며, A형 

평가는 정해진 측정조건 하에서 얻어진 측정값을 통계적으

로 분석하여 측정불확도 성분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고 B

형 평가는 일련의 측정값의 통계적인 분석이 아닌 다른 방법

으로 측정불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19]. Three-flat test의 

측정불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A형 평가에 해당하는 

투과 평면과 반사 평면 간 반복 측정 불확도(repeatability 

uncertainty)[12], 위치 불확도(displacement uncertainty)[14]가 있

으며, B형 평가에 해당하는 회전 불확도(rotational uncertainty) 
[8,15-17], 온도 변화에 의한 불확도[18] 등이 있다. 반복 측정 불

확도는 20회 반복 측정으로 획득한 측정값의 오차를 바탕으

로 계산된 각 평면에 대한 오차이다. 그리고 위치 불확도는 

그림 1과 같은 실험 구성에서 투과 평면과 반사 평면의 중심

Fig. 6. Residual error per number of rotation.

Fig. 7. Measured wavefront.

Fig. 8. Decomposition into even and odd components of each 

measured wavefront.

Fig. 9. Surface flatness of three 4inch flats.

Fig. 5. Sample surface a, b, and c.



《연구논문》4인치 평면의 절대 측정 및 측정불확도 계산 ― 김수영ㆍ송재봉 외 343

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 시

뮬레이션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회전 불확도는 평면 a를 12

번 회전하는 과정에서 평면 a가 장착된 회전 장착대의 각도 

측정불확도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

할 수 있다. 온도 변화에 의한 불확도는 온도가 22 ± 1°C로 

유지되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본 눈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4.1. 반복 측정 불확도

광학 평면의 평면도 식 (6)을 불확도 전파법칙(propagation 

law of uncertainty)[19]에 따라 전개하면 각 평면에 대한 표준

편차 식 (7)을 구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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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 


는 각 평면에 대한 표준편차이며 



, 


, 


, 


는 네 가지 측정 조합 W1(ba), W2(ca), 

W3(cb), W4(bar)으로 20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측정값의 표

준편차이다. 각 측정값의 표준편차를 식 (7)에 대입하여 계

산하면 각 평면에 대한 표준편차는 각각 

는 0.37 nm 

rms, 

는 0.28 nm rms, 


는 0.45 nm rms 이다. 

반복 측정 불확도는 통계적 처리 과정을 통해 계산된 A형 

평가 방법이므로 식 (7)에서 계산한 각 평면에 대한 표준편

차를 측정 횟수인 20회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각 평

면에 대한 반복 측정 불확도를 구할 수 있다[19]. 그림 10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산된 각 평면 a, b, c에 대한 반복 측정 

불확도(


)로 각각 0.18 nm rms, 0.15 nm rms, 0.22 nm rms 

으로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4.2. 위치 불확도

위치 불확도를 계산하기 앞서 측정 조합(ba30°, ba60°, ba90°, 

ba120°, ba150°, ba180°, ba210°, ba240°, ba270°, ba300°, 

ba330°, ba360°, ca, cb)에 따른 측정값들의 X축, Y축 중심 

좌표를 비교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치 오차량을 확인하였다. 

표 1은 측정값들의 중심 좌표로 X축 중심 좌표는 238번째 

픽섹이고, Y축 중심 좌표는 239~240번째 픽셀 사이이므로 

각각의 측정값들 중심은 최대 1픽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치 불확도는 1픽셀의 오차량에 

대해서 계산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우선 그림 9와 같이 실제 three-flat 

test를 통해 구한 20개의 각 평면(a, b, c)을 사용하여 앞서 기

술한 14개의 측정 조합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으로 14개 조

합에서 반사 평면을 X축으로 1픽셀 이동한 경우와 Y축 방향

으로 1픽셀 이동한 경우로 나누어 14개 조합에 대한 파면을 

구한다. 그리고 14개 조합에 대해서 반사 평면이 1픽셀 이동한 

경우와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파면의 차이를 계산한다. 

14개 조합에 대한 파면의 차이값을 RSS (Root Sum Square) 

방식으로 합산하고, 합산된 20개 세트에 대한 표준편차를 계

산한다. 위치 불확도는 통계적 처리 과정을 통해 계산된 A형 

평가 방법이므로 표준편차를 측정 횟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19]. 그림 11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산된 위

치 불확도(

)로 0.05 nm rms의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4.3. 회전 불확도

N번의 위치 평균 방법을 사용하는 three-flat test에서 회전 

불확도는 제르니케 다항식을 사용해 계산할 수 있다[8]. 제르

니케 다항식을 사용하여 각각의 각도 차수에서 발생된 회전 

불확도를 식 (8)과 같이 표현하였다[8].

Fig. 10. Repeatability uncertainty of surface a, b, and c.

Table 1. Coordinate of center

Position
X Coordinate 

of Center

Y Coordinate 

of Center

ba 30° 238 240

ba 60° 238 239

ba 90° 238 239

ba 120° 238 239

ba 150° 238 239

ba 180° 238 239

ba 210° 238 239

ba 240° 238 239

ba 270° 238 239

ba 300° 238 239

ba 330° 238 239

ba 360° 238 240

ca 238 239

cb 238 239

Fig. 11. Displacement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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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은 각각의 각도 차수에 대한 회전 불확도이고, 

N은 회전 횟수, 는 회전 장착대의 각도 측정불확도, 

은 제르니케 다항식의 방위각 차수(radial term), 은 제르니

케 다항식의 각도 차수(angular term), 


는 제르니케 다항

식의 방위각 요소, 그리고 


는 회전시킨 반사 평면 a에 

대한 제르니케 다항식의 방위각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평면 a를 12번 회전시켰으며(N = 12), 회전 

장착대의 각도 측정불확도는 4분(  )이다[13]. 우선 1차

부터 11차 까지 각각의 회전 차수에서 발생된 회전 불확도

(


)는 그림 9에서 구한 평면 a를 식 (8)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회전 차수(m = 1, 2, 3, ..., 11)에서 발생된 회

전 불확도를 RSS방법으로 합산하면 회전 장착대의 각도 측

정불확도에 의해 발생하는 회전 불확도를 구할 수 있다. 그

림 12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산된 회전 불확도(


)로 0.11 

nm rms의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4.4. 합성 표준 불확도

합성 표준 불확도는 앞서 계산한 반복 측정 불확도, 위치 

불확도, 회전 불확도의 합으로써 식 (9)와 같이 RSS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19].





 





  (9)

여기에서 

은 반복 측정 불확도, 


는 위치 불확도, 


는 

회전 불확도 이다. 그림 13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산된 각 

평면 a, b, c에 대한 합성 표준 불확도로 각각 0.22 nm rms, 

0.19 nm rms, 0.25 nm rms 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과정으로는 측정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합성 표준 불확

도와 각 불확도들의 평가 방법(A형, B형)을 바탕으로 유효자

유도를 추정하여 포함인자(k)를 산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계산

한 반복 측정 불확도와 위치 불확도는 A형 평가, 회전 불확

도는 B형 평가에 해당되므로 반복 측정 불확도와 위치 불확

도의 자유도는 19이고 회전 불확도의 자유도는 무한대이다. 

따라서 유효자유도는 Welch-Satterthwaite 공식에 따라 평면 

a, b, c에 대해 42, 48, 31이므로 포함인자(k)는 2가 된다[19].

4.5. 확장 불확도

측정불확도 계산의 최종 과정은 합성 표준 불확도와 포함

인자(k)의 곱으로 표현되는 확장 불확도(expanded uncertainty, 

U)를 계산하는 것이다[19]. 유효숫자를 한 자리로 하여 확장 

불확도를 계산한 결과, 그림 14와 같이 각 평면 a, b, c에 대

하여 0.5 nm rms로 three-flat test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절대 평면도를 측정하기 위해 three-flat test

를 수행하였다. 평면을 원하는 횟수로 정확하게 회전시키기 

위해 각도 측정불확도가 4’인 회전 장착대를 제작 및 사용하

였으며, 평면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면을 회전시킬 

때 12번의 회전이 필요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 본 연구실에 구축된 실험 장비로 실험을 진행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오차 요소들이 반복 측정 불확도, 위치 불확도, 

회전 불확도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오차 요소들을 분석

하여 측정불확도를 산출함으로써 측정 결과의 신뢰 수준을 

제시하였다. Three-flat test를 통해 각 평면 a, b, c의 평면도

는 각각 2.4 nm rms, 1.4 nm rms, 2.9 nm rms이고, 측정불확

도는 0.5 nm rms 이내(신뢰수준 95%)의 결과를 도출하였으

며, 높은 수준으로 자체 평면도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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