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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면적 백색광 간섭계의 개발과 개발 되어진 대면적 백색광 간섭계의 고속화를 위하

여 Multi-PC를 이용한 동기화 이미지 획득 및 이미지 분할연산과 최적의 Multi-Thread 구성을 통한

영역분할 ROI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1. 서론

오늘날 반도체 시장은 제품의 경량화와 소형화,

고속화에 따라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반도

체 또한 초 소형화로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에서는 검사장비

에서의 검사방법 및 신속성, 정확성, 반복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의 검사방법에는 반도체의 형상과 표면에

따라서 크게 Confocal 방식과 Phase Shifting 방식

그리고 White light Scanning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 중에 W.S.I(White light Scanning Interfero

meter)는 Phase Shifting 방식에서 높이를 구하는

과정의 위상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1990년 이후 W.S.I(White light Scanning Interfero

meter)의 상용화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의 고

속 정확한 미세패턴, 미세형상 측정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W.S.I(White light Scannin

g Interferometer)에 대면적 Camera를 적용하여 넓

은 범위의 F.O.V를 검사하고 Multi-PC를 이용한 동

기화 이미지 획득과 영역분할 연산, 최적의 Multi-T

hread 구성을 통한 영역분할 ROI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고속화 및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최적의 실험

환경과 양품의 Bump시편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대면적 백색광 간섭계의 원리

단색광의 광원을 사용하는 Phase Shifting 방식의

검사방법은 사용되는 광원의 파장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위상의 모호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위상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백

색광 간섭계는 광원으로부터 시작된 빛의 파장이

Beam Splitter를 통하여 Object로 향하는 빛의 파장

과 Camera로 향하는 빛의 파장으로 분광 된다.

Object로 향하는 빛의 파장은 Lens를 통하여 Object

에 집광 되고 집광된 빛의 파장은 다시 반사되어

Camera로 향하는 빛의 파장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

Camera로 향하는 빛의 파장과 Object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의 파장이 동일경로 상에 있게 되면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간섭을 이용하여, Z축

의 미세조정으로 간섭을 이동 시키며 이미지를 정밀

스캔하게 되면 3차원 높이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 백색광 간섭계의 원리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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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은 백색광 간섭계의 원리와 구성을 간

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3. 대면적 백색광 간섭계의 고속화 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면적 카메라는 이미지의

크기가 4M이다. 이것은 기존의 사용되었던 640*480

이미지의 약 13배정도 이며 이것을 3D Data를 추출

해 내기 위하여 200장의 이미지를 Buffer에 저장한

다면 이것은 800M의 메모리를 점유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대용량의 메모리를 연산하고자 한다면 CPU

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고 연산시간 또한 증

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

결과 연산시간의 고속화를 위하여 아래의 알고리즘

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Multi-PC의 원리 및 구성

[그림 2] Multi-PC Flow Chart

위 [그림 2] 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Multi-PC의

Flow Chart 이다.

외부 Tirigger 신호모드를 셋팅하여 2대의 PC가

모두 Image Grab Status On 이 되었는지 서로 확

인한다. 외부 Trigger 신호모드로 셋팅된 두 대의

PC는 Silicon사의 CLIO 보드를 이용하여 서로 동기

화된 Image를 Grab한다. 동일한 시점에 획득 되어

진 이미지를 가진 2대의 PC는 이미지 영역의 1/2씩

을 담당하고 3D Data 획득 연산을 시작, 연산이 끝

이 나면 각각의 3D Data를 소켓통신을 이용하여 서

로 간의 3D Data 연산이 끝났는지 확인한다. 이후

추출되어진 데이터를 Slave PC에서 Master PC 로

연산 결과를 전송한다. Master PC 에서는 Slave PC

에서 전송된 결과와 현재 연산된 Master PC의 결과

를 모아 결과를 출력한다.

이렇게 Multi-PC는 실제로 연산되어야 할 영역이

분할이 되기 때문에 연산속도의 향상이 분할된 영역

만큼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2. Multi-Thread의 원리 및 구성

[그림 3] Multi-Thread 의 원리

위 [그림 3]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Multi-Thread

의 원리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Multi-Thread는 위 [그림 3]에서 보이는 것 과 같

이 총 16개의 Thread로 구성이 되며 이는 4개의

Main Thread 와 각 Main Thread 안에서는 4개씩

의 Sub Thread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모든

영역은 각각의 Thread로 구성이 되어 동시에

Vertical 방향의 3D Data 추출연산을 시작을 하고

연산이 끝이 나면 각 Thread의 결과를 하나의

Buffer로 전송하고 이것이 Result Data로 추출되게

된다.

3.3. 최대 정점 Find Algorithm
           ․․․<식-1>

위 <식-1>은 대면적 백색광 간섭계에서 3D Data

를 구하기 위해 백색광 간섭계를 Z축 방향 미세제

어기로 수직이동을 하면서 최대 200장의 이미를 획

득하고 이때 발생되는 간섭의 최대 정점을 찾아내는

Algorith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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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 영역선택 200 Image 100 Image 50 Image

16Thread

All

3980ms 1882ms 928ms

4+12
Thread 4175ms 1956ms 980ms

8+8
Thread

4220ms 2042ms 1015ms

[표 2] Multi-Thread 비교 및 결과
기존의 백색광 간섭계에서 사용되던 Moving Aver

age Algorithm에서 보다 간략하게 구성을 하여 연

산을 속도를 높였다.

3.4. 영역 분할 ROI Algorithm
반도체 검사장비에서 Object를 검사하는 데에 있

어 연산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ROI 기반의 Algo

rithm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전체의 영역을 전부

연산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만 연

산하는 것을 주로 하며, 이 Algorithm을 이용하면

전체 연산에서 영역별 ROI 연산으로 연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영역분할 ROI Algorithm은 본 연구에 제안된 최대

정점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각각의 ROI별로 Thread

를 적용하여 설정된 ROI의 개수만큼 동시에 3D Da

ta 연산을 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4]는 ROI Algori

thm을 이용하여 영역별 3D Data를 추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ROI Algorithm을 이용한 3D Data 연산

4. 대면적 백색광 간섭계 고속화 연구결과

4.1. Multi-PC 적용의 비교 및 결과

구분 CPU 모델 영역 선택 속도

Single PC Intel- i7 980x 100% 3980ms

Multi-PC Intel- i7 980x 50% 1980ms

[표 1] Single-PC, Multi-PC 비교 및 결과

위의 [표 1]은 Single-PC ,Multi-PC를 비교 하고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동일한 CPU Intel-i7 980x모델을 적용 하였을 때

Single-PC 와 Multi-PC 에서의 속도차이는 약 2배

정도의 연산속도 향상을 보였다.

4.2. Multi-Thread 적용의 비교 및 결과

위의 [표 2]는 Single-PC에서 Multi-Thread 적용

을 하였을 때 속도비교 및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6 Thread를 한꺼번에 적용 하는 것과 4개를 먼

저 적용하고12를 적용 하는 것 그리고 8개를 먼저

적용하고 8개를 적용 하는 것의 실험결과이며 이것

으로 검사 속도가 100～300ms이상 차이가 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4.3. 최대 정점 Find Algorithm & 영역 분할
     ROI Algorithm 적용의 비교 및 결과

[그림 5] 최대 정점 알고리즘의 비교

위의 [그림 5]는 본 연구에 제안된 최대 정점 Find

Algorithm과 기존에 사용되었던 Moving Average

Algorithm의 결과를 Graph로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Graph모두 동일한 지점의 최대정점을 찾

아낸 것을 알 수 있다.

․․․<식-2>

위의 <식-2>에 나타난 Moving Average Algorith

m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제안된 Algorit

hm이 연산속도에서의 속도이득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구분 영역설정 Thread 개수 ROI범위

Single PC
40%

140 개
250*50

Multi-PC 70 개(PC당)

[표 3] 최대 정점 Algorithm 과 ROI Algorithm 적용

위의 [표 3]은 최대 정점 Algorithm 과 ROI Algo

rithm을 동시 적용한 것이다.

최대정점 Find Algorithm

Moving Averag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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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PU 모델 영역 선택 속도

Single PC Intel- i7 980x 100% 1655ms

Multi-PC Intel- i7 980x 50% 799ms

[표 4]  최대 정점 Algorithm 과 ROI Algorithm 적용결과

대부분 검사시편의 검사영역이 40% 이하인 것을

감안하여 전체영역의 40% 정도로 설정하였고 ROI

의 범위는 임의로 250*50을 적용하였다.

위의 [표 4]는 최대 정점 Algorithm 과 ROI

Algorithm 적용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4. 제안된 Algorithm 적용의 최종결과

[그림 6] 제안된 Algorithm 적용결과

위의 [그림 6]은 Multi-PC, Multi-Thread, 최대정

점 Find Algorithm, 영역분할 ROI Algorithm을 적

용한 결과이다.

Z축 미세조정 컨트롤러와 통신을 위하여 RS-232C,

Multi-PC 적용을 위한 Socket 통신이 적용되었으며

3D Graph표현을 하기 위하여 Halcon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그림 7]  제안된 Algorithm 적용의 검사결과

위의 [그림 7]은 구성된 대면적 백색광 간섭계에

본 연구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사한 결과

를 3D Data와 3D Graph 로 추출하여 그림으로 나

타낸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면적 백색광 간섭계는 기존

의 소면적 백색광 간섭계 보다 13배가 커진 이미지

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어 연산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위의 결과를 볼 때 대면적 백색광 간섭계

를 사용하더라도 제안된 Algorithm을 적용하여 이

미지의 연산영역을 분할하고 연산을 간소화 하며 검

사시편의 검사영역을 최소화 하게 되면 이미지의 획

득 시간과 3D Data 추출시간을 합하여 2초 이하의

고속 연산속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충남 디스플레이

R&D클러스터사업단의 지원과 지식경제부의 부품소

재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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