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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Wafer Deformation using Deflec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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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measuring deflectometry is a full-field gradient measuring technique that lends itself very well to testing specular optical 

surfaces. We have measured deformation of a large specular surface by deflectometry. In this work, we have used a 

Fourier-transform method to get the phase from a measured deformed fringe pattern, and we have used least squares method to 

obtain the height information of the specular surface from the calculated slope. Experimentally, we have confirmed that 

deflectometry can be used for deformation measurement of a specular surface like that of a w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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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법을 이용하여 면적이 비교적 크고 거울과 같이 산란이 거의 없는 물체의 3차원 측정을 하였다. 편향법을 통해 얻은 왜곡 

무늬로부터 위상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푸리에변환 방법을 이용하였고, 구한 기울기로부터 높이를 구하기 위해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다. 웨이퍼에 미세 응력을 주었을 때 변형을 편향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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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산 공정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정확한 3차원 측정과 자동

화는 중요하다.
[1]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3차원 측정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3차원 측정 중 간섭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2]

 이 방법은 정밀도 및 신뢰도에서 매우 탁

월하나, 측정 면적이 작고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생

산 현장에 적용하기는 적당하지 않다. 다른 방법은 문양 빔

을 이용하여 3차원 측정을 하는 경우이다.
[3-6]

 이러한 방법은 

삼각 측정법 및 간섭방법 중 하나인 모아레 방법으로 많이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문양을 물체에 조사

하고 조사된 문양의 변형 정도를 측정하여 3차원을 측정하

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시료 표면이 산란이 잘 일어나거나 

불투명하여야 한다. 최근 시료 표면이 거울같이 매끈하여 산

란이 거의 없는 물체, 유리 혹은 금속에 대한 3차원 측정 요

구가 있다. 이러한 시료의 3차원 측정에 모아레 방법이나 삼

각 측정법도 사용되나, 이보다는 문양을 시료에 조사하지 않

고, 즉 시료 표면에 문양을 형성하지 않고 반사된 문양의 변

형을 측정하는 위상 측정 편향법(PMD: Phase measuring deflec-

tometry or fringe reflection method)이 제안되고 연구 되고 

있다.
[7-10]

 편향법의 기본 원리는 시료에서 반사된 문양은 시

료 표면의 모양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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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Deflectometry set-up. (a) 3D illustration object geometry 

is exaggerated in z direction for the illustration. (b) Simple model 

for the phase measuring deflectometry technique.

문양을 분석하여 시료의 3차원 형상을 역으로 구하는 방식

이다. 이러한 편향법은 실험기구가 기준 문양을 만들어 주는 

모니터와 변형된 문양을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만으로 구성 

되어 측정 장치가 매우 간단하고, 넓은 면적을 측정할 수 있

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생산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편향법은 모아레방법, 간섭방법과

는 달리 시료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료의 국소

적 기울기를 구하고 이를 적분 혹은 최소자승법 방법을 이용

하여 시료의 형상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퍼에 응력을 주었을 때 변형을 편향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II. 편향법 이론 및 전산기 시늉

그림 1(a)는 기본적인 편향법 실험장치 및 측정 방법이고 

(b)는 기하학적 측정 모델이다. 기본문양은 모니터에 구현되

고 이 문양을 시료를 통해 영상 센서인 CCD(Charge Coupled 

Device)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림 1(b)에서 시료의 굴곡이 

없는 경우, 즉 기준면의 경우 반사된 빛의 위치가 P1이라고 

하고, 시료를 측정했을 때의 위치가 P2라고 하면, 이동거리

(P2-P1)은 시료의 기울기()에 의존하고, 기준 문양의 위상 

이동  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관계는 식 (1)과 같다.
[7]

 ∙



∙ tan (1)

여기서 는 스크린과 시료까지의 거리, 는 기준문양의 주

기이다. 위상 는 푸리에변환 방법(Fourier Transform method) 

혹은 위상 이동 방법(Phase-shift method)을 통해 얻을 수 있

다.
[6, 11-13]

본 연구에서는 푸리에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위상을 측정 

하였으며, 이로부터 국소 기울기를 계산하였다. 측정된 기울

기를 이용하여 시료의 3차원 형상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은 

층밀리기 간섭계(Shear interferomery), 삭하트만 센서(Schack- 

Hatmman Sensor)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14, 15]

 측정

된 기울기를 가지고 시료의 3차원 형상을 구현하는 방법은 

경로적분 방법과 최소자승법이 있다.
[16-18]

 본 연구에서는 최

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높이를 구하였다. 

푸리에 변환 방식을 이용한 위상 측정은 Takeda 에 의해 

제안되었다.
[13, 19]

 문양에 대한 표현식은 식 (2)와 같다.

  cos (2)

식 (2)에서 는 배경 광 세기이고 는 가시성

(visibility), 는 물체의 3차원 정보를 포함하는 위상이

다. 식 (2)는 식 (3)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다.

  

exp


 exp




 





(3)

는 의 복수공액이다. 식 (3)을 푸리에변환하면 

식 (4)와 같다.

 

  
  (4)

식 (4)에서 대문자는 푸리에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는  

방향의 공간 주파수이다. 위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스펙트

럼 중 하나를 필터링하여 위상 주파수를 구하는데 사용한다. 

식 (4) 중  를 선택하면 필터링 후 주파수 만큼 

이동한 후 역 푸리에 변환하여 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

여 식 (5)와 같이 위상을 구할 수 있다.

 

  arctan
  (5)

그림 2는 위상을 구하기 위해 푸리에변환 방법을 사용하

고,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높이를 구한 전산기 시늉한 결과

이다. 그림 2(a)는 시료의 높이를 회색조로 표시한 것이고, 

(b), (c)는 그림 2(a)의 점선부분의 높이를 나타낸 것으로 y 

축 단위는 µm. 그림 2(d), (e)는 시료의 x축 기울기와 y축 기

울기에 의해 변형 된 문양이다. 이 변형된 문양을 푸리에 변

환 후 기준 주파수를 제거한 후 역 푸리에 변환을 하면 위상

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위상이 그림 2(f), (g)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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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FIG. 2. Simulation result. (a) grey level of object shape; (b) x-axis profile of object; (c) y-axis profile of object; (d) x-axis deformed pattern 

by object; (e) y-axis deformed pattern by object; (f) x-axis phase; (g) y-axis phase; (h) x-axis gradient from x-axis phase; (i) y-axis gradient 

from y-axis phase; (j) grey level of calculated height from gradient data; (k) x-axis profile of calculated height; (l) y-axis profile of calculated 

height.

상으로부터 식 (1)을 이용하여 구한 국소 기울기는 그림 

2(h), (i)이다. 

기울기와 높이 관계는 식 (6)과 같이 주어진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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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chart of height calculation.

(a) (b) (c)

(d) (e) (f)

FIG. 4. Measured fringe pattern with different rotating angle. 

(a) 0°; (b) 0.02°; (c) 0.04°; (d) 0.06°; (e) 0.08°; (f) 0.1°.

(a)

(b)

FIG. 5. Calibration results. (a) measured angles with different 

rotation angles; (b) measured angles depending on image plan 

pixel points with three different rotation angles.

식 (6)에서 
 

  는 각각 국소 위치 ()의 x축 및 y축 기

울기이고 h는 데이터 간격, N는 데이터 개수이다.

식 (6)을 행렬방정식으로 표시하면 식 (7)과 같다.

  (7)

식 (7)에서 A는 식 (6)을 만족시키는 행렬이다. 식 (7)은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풀 수 있으며 이로부터 위상 를 구할 

수 있고, 위상을 위상펼침하면 시료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
[20]

. 이렇게 얻은 높이가 그림 2(j)이다. 그림 2(k), (l)은 그림 

2(j)의 점선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k), (l)과 (b), (c)를 

비교하면 그 값의 차이가 ±로 매우 작

다. 전산기 시늉 결과는 잡음이 없는 경우의 결과이다. 전사

기 시늉의 결과로부터 편향법을 통해 위상을 측정하고, 이로

부터 각축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이로부터 시료의 

3차원 형상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전산기 

시늉 플로어차트는 그림 3과 같다.

III. 위상과 기울기 관계보정

위상과 기울기관계 보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위상과 

기울기 변환 관계는 보통 카메라, 스크린, 시료간의 기하학

적 위치등이 변수이다. 위상과 기울기의 보정 관계 모델을 

얻기 위해 광학계의 기하학적 변수들을 직접적 변수로 이용

하는 해석적 방법
[7]
과 측정 시스템의 기하학적 변수들을 정

확하게 결정하지 않고 기준면을 이용하는 방법
[21]

, 실험적 보

정방법 
[22]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면을 이

용하는 방법과 실험적 보정 방법을 고려하였다. 

실험적 보정방법으로 시료의 위치별 기울어짐 보정을 위하

여 크기가 5 cm × 5 cm인 평면 사각 거울을 시료로 사용하

였다. 평면 사각 거울의 평탄도는 이다. 시료를 0.02도

( ) 씩 돌려가면서 편향법으로 측정한 기울

기 값과 비교하였다. 그림 4는 0.02 도씩 회전시키면서 편향

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 영상이다. 그림 4의 영상과 푸리에

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위상을 이용하여 얻은 각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a)는 회전각과 측정된 각도의 관계이

며, 그림 5(b)는 결상면인 CCD 픽셀에서의 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a)의 결과 회전각과 측정각이 선형적이고 잘 일

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5(b)에서 X,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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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Schematic experimental set-up. (a) experimental set-up; 

(b) wafer distortion system.

(a) (b)

(c) (d)

(e) (f)

(g) (h)

(i) (j) (k)

FIG. 7. Experimental result. (a), (b) x, y fringe pattern of 

reference plane; (c), (d) x, y  fringe pattern of distorted sample; 

(e), (f) calculated phase of x, y from deformed patterns; (g), (h) 

calculated gradient of x and y from phases; (i) 3-D grey level; 

(j), (k) profile of dashed line in (i).

각각 0.02도, 0.04도, 0.06도 회전하였을 때 CCD 픽셀에서의 

측정값으로 그 값은 각각  ±
rad  

±
rad  ±

rad이다. 그

림 5(b)에서 시료의 위치에 상관없이 측정된 각도 값의 변하

가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즉 픽셀 위치별 보정이 필요

없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단한 방법인 기

준면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IV. 실험장치 및 결과

그림 6은 편향법 실험장치이다. 실험장치는 기준 문양을 

표시하는 컴퓨터 모니터, 시료 및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모니터와 시료간의 간격은 30 cm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시

료의 측정면적은 10 cm × 10 cm로 하였으나 보정 영역이 5 cm ×

5 cm 이기 때문에 이 영역만 분석하였다.

그림 6(b)는 웨이퍼에 변형을 주기 위한 장치이다. 웨이퍼 

양쪽은 고정되어 있고, 웨이퍼 중심에 마이크로메터를 설치

하고, 이를 이동시켜 웨이퍼를 변형시켰다. 그림 7은 기준면

으로부터 마이크로메터를 10 µm 이동시켜 웨이퍼를 변형시

킨 후 편향법을 이용하여 얻은 실험결과이다. 그림 7(a) ~ (i)

에서 각 축의 숫자는 분석 이미지 크기(5 cm × 5 cm)를 픽셀 

수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7(j), (h)에서 x축은 픽셀 수이고 y

축은 높이이다.

그림 7(a), (b)는 x, y축에 대한 기준면에 대해 측정한 문양

이고, (c), (d)는 변형된 시료를 측정한 문양이다. 그림 7(c), 

(d)에서 시료 변형에 의해 문양이 조금 변형된 것을 볼 수 있

다. 전산기 시늉과 같이 변형된 문양을 푸리에 변환과 스펙

트럼 이동 후, 역 푸리에 변환하여 위상을 구할 수 있다(그림 

7(e), (f)). 측정된 위상으로부터 x축, y축에 대한 기울기를 얻

을 수 있다(그림 7(g), (h)).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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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8. 3-D grey level data and profile with different 

displacement. (a), (b), (c), (d) 3-D grey level data of 

displacement of 0, 5, 10, 20 µm; (e), (f) x-axis and y axis 

profile of different displacements, 0 (●), 5 µm (■), 10 µm (+), 

20 µm (◆).

(a) (b) (c)

FIG. 9. Phase image of three different deformed wafer. (a) 5 µm; 

(b) 10 µm; (c) 20 µm.

(a)

(b)

FIG. 10. Comparison between DHM (●) results and deflectometry 

(■) results. (a), (b) x, y axis height with displacement.

를 이용하여 전산기 시늉에서 보았던, 최소자승법을 이용하

여 시료의 3차원 형상을 구할 수 있다.(그림 7(i)) 그림 7(j), 

(k)는 각각 그림 7의 점선의 높이를 표시한 것으로 (j)는 x축 

프로화일, (k)는 y축 프로화일이다. 그림 7 결과로부터 마이

크로메터 이동에 의해 변형된 웨이퍼의 3차원 형상이 측정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마이크로메터를 점진적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한 3

차원 회색조 데이터와 x축, y축에 대한 프로화일이다.

그림 8(a), (b), (c), (d)는 웨이퍼를 변형시키기 위해 마이크

로메터 이동 거리를 각각 0µm, 5 µm, 10 µm, 20 µm로 하고 

편향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3차원 회색조 데이터이고, 그림 

8(e), (f)는 이동거리가 0(●), 5 µm(■), 10 µm(+), 20 µm

(◆) 일 때 x축, y축의 프로화일이다. 마이크로메터 이동거리

가 증가하면서 웨이퍼의 휨 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편향법으로 얻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섭

계 방법 중 하나인 DHM(Digital Holographic Microscopy)방

법을 이용하여 변형정도를 측정하였다.
[24, 25]

 DHM방식은 간

섭문양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위상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

림 9는 마이크로메터 이동거리에 따른 위상 영상이다. 이러

한 위상영상을 위상 펼침하면 시료의 3차원 형상을 얻을 수 

있다. 간섭계로 측정한 면적은 약 0.8 cm × 0.8 cm 이다. 편

향법으로 측정한 데이터와 DHM방식으로 얻은 데이터 결과

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의 x축은 이동거리이고 y축은 변

형된 웨이퍼의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 차이다. 그림 10(a)와

(b)는 각각 웨이퍼의 x, y축에 대한 높이 비교이다. 그림 10

에서 ●는 DHM 데이터이고, ■는 편향법 데이터이다.

그림 10 에서 DHM 방식으로 측정한 값과 편향법으로 측

정 한 값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경향은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절대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각각의 측정 범

위가 달라서 생긴 결과이다. 그리고 이동 거리가 작을 때 그 

차이 값이 큰 것을 볼 수 이는데 이는 간섭 방법에 비해 편

향법의 측정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위의 실

험 결과로부터 편향법은 간단한 실험 구성으로 산란이 거의 

없는 물체의 휨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웨이퍼와 같이 면이 거울 같아서 산란이 거의 없는 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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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측정을 위하여 편향법을 이용하였다. 산란이 거의 없

는 물체의 3차원 측정은 간섭계를 이용하여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나, 측정기구가 조금 복잡하고 진동에 영향을 받는 단

점과,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측정 면적이 작아진다는 문제

점이 있다. 그러나 편향법은 넓은 면적의 3차원 측정이 용이

하고 진동과 같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퍼를 미세 변형시켜 웨이퍼의 

휨 정도를 편향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실험 결과 편향법

을 이용하여 측정 범위 내에서 3차원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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