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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패턴 조명 (structured illumination)은 

현미경에서 공간 분해능 (spatial resolution)을 

향상시키는 기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1, 

이와 동시에 위상 천이 (phase shifting)를 

이용한 패턴 조명 현미경 (structured illumination 

microscopy)은 종축 방향의 구동을 통해 반도체 

및 미세 제품의 3 차원 형상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위상 천이 패턴 조명 현미경은 3 차원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 임의의 종축 위치에서 

조명의 패턴을 위상 천이하여 가시도 정보를 

추출한다. 이후, 종축 방향으로 구동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가시도가 정점이 

되는 위치인 최적의 초점 위치를 결정하고 

이로부터 물체의 높이를 측정한다 2. 이러한 

패턴 조명 현미경은 현재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초점 현미경 (confocal 

microscopy)과 원리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점을 

가지지만, 공초점 현미경에 비해 저비용의 

장치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3 차원 형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패턴 조명 현미경의 측정 

원리는 종축 구동과 위상 천이가 단계별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측정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하여 산업계에서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패턴 

조명 현미경에서 종축 구동과 패턴의 위상 

천이를 동기화하여, 측정시 속도를 개선한 

연속 주사형 패턴 조명 현미경이 제안되었다 3. 

본 논문에서는 연속주사형 패턴 조명 현미경의 

원리를 소개하고, 획득한 신호로부터 높이 

정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한다.   

2. 연속주사형 패턴 조명 현미경 
 

Fig.1 은 연속주사형 패턴 조명 현미경의 
광학 구성과 측정 원리를 나타낸다. 

 

 
Fig. 1 An optical layout of continuous scanning 

structured illumination microscopy and its 

operating principle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광원으로 나온 

빛은 사인파 분포를 가지는 패턴 (sinusoidal 

amplitude pattern)에 조사된 후, 다시 

현미경으로 입사하여 측정 대상에 초점을 맺힌 

후, 결상 광학계를 통하여 CCD 카메라에서 

검출된다. 이때, 사인파 패턴과 측정 대상의 

표면, CCD 카메라의 영상면은 광학적으로 공액 

(conjugate) 관계에 놓이게 되어, 측정 대상에 

정확히 초점이 맺을 경우, CCD 카메라에서는 

선명한 사인파 형태의 광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패턴 조명 현미경에서 패턴 조명은 

측정 대상의 표면을 국지적으로 제한하여 

조사함으로써, 초점이 맺지 않은 곳에서 

반사되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각 종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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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 가시도는 패턴의 위상 천이를 

이용하여 추출하며, 연속 주사 패턴 조명 

현미경은 패턴의 위상 천이와 종축 구동을 

동기화하여 구동시킴으로써, 연속적으로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된 신호는 

CCD 카메라의 각 픽셀당 Fig. 1 의 오른쪽 위 

삽입 그림과 같이 백색광 주사 간섭계 (white 

light scanning interferometry)의 간섭 신호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변조 신호는 패턴의 

위상 천이에 의한 효과이며, 전체 진폭의 

크기는 초점의 위치에 따른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패턴 조명 현미경에서 가시도 (진폭)의 

크기가 가장 큰 위치는 정확히 초점이 맺힌 

위치가 되며, 이를 전체 픽셀에서 계산하면 

물체의 3 차원 형상을 측정할 수 있다. 

    

3. 측정 알고리즘 및 결과 
 

연속 주사 패턴 조명 현미경에서 획득된 

신호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백색광 주사 

현미경의 간섭 신호와 유사하다. 그와 같은 

이유로 백색광 주사 간섭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퓨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ation)에 근거한 

방법들 및 무게 중심법 (center of gravity) 등의 

알고리즘들 중 가시도 정점 추출 알고리즘 

(envelope peak detection)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백색광 주사 

간섭계의 고분해능을 위한 위상 추출 알고리즘 

(phase peak detection)은 두 방법들의 기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응용될 수 없다. 즉, 

백색광 주사 간섭계는 광원의 저간섭성 (low 

coherence)을 이용하여 간섭 신호를 획득하며, 

이때 간섭 신호의 위상은 광학 거리 차이 

(optical path difference)에 의해 결정되는데 반해 

연속 주사 패턴 조명 현미경의 경우, 신호의 

위상은 사용하는 패턴의 위상 천이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측정 때마다 달라지는 임의의 

값이 되므로 측정 대상의 높이와는 무관하다. 

기존의 연속 주사 패턴 조명 현미경의 

측정 알고리즘은 퓨리에 변환과 역퓨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가시도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연속 주사 패턴 조명 현미경의 측정 신호가 

백색광 간섭 신호와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하면, 

보다 다양한 알고리즘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널리 알려진 FDA (Fourier domain analysis)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한번의 퓨리에 

변환을 통해 정점의 위치를 결정하므로 측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4.  

Fig. 2(a)는 연속 주사 현미경에서 일정 종축 

위치에서 사인파 패턴 조명이 측정대상에 

조사된 시뮬레이션 영상 (110 × 110 pixels) 을 

나타내며 Fig. 2(b)는 이를 기본으로 연속 주사 

이후, 계산된 물체의 3 차원 형상을 보여준다. 

이때 획득된 영상 신호들은 FDA 방법을 

이용하여 각 픽셀당 가시도 정점을 

추출하였으며 설정한 물체의 형상과 계산된 

형상과의 차이는 RMS (root mean square) 값으로 

0.63 nm 였다 4.    
 

 
   (a)                   (b) 

Fig. 2 (a) Simulated sinusoidal pattern on the target 

surface and (b) reconstructed height map of 

the target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3 차원 형상 측정을 위한 

패턴 조명 현미경의 원리와 측정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였다. 향후, 패턴 조명 간섭계는 

기존의 측정 방법에 비해, 저비용, 빠른 측정 

등의 장점들로 인해 3 차원 검사 분야에 널리 

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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