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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면적 부품 고 정밀 측정을 위한 5자유도 정합알고리즘 평가
Evaluation of 5 degrees of freedom stitching algorithm

for high precision large surface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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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고 정밀 부품의 정밀 측정은 광학식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미세형상을 측정하는 경우가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 면적 측정이 필요한 

형상의 3차원 미세형상측정에는 대부분의 광학식 

측정기에 이미지 센서가 활용되어 지고 있다. 이러

한 센서의 활용은 측정영역 내의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물렌즈의 배율에 따라 측정영역 및 횡 방향 분해

능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개의 고 정밀 단일 측정영역을 병합

하는 소프트웨어적 정합(stitching)방법을 들 수 있

다.1,2 하지만 정합(stitching) 방법에 대한 연구는 

간섭계를 이용한 대 면적의 광학부품에 대한 연구

로 거의 한정되어 있고 공 초점 현미경과 같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대 면적 고 정밀 부품 측정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대 면적 고 정밀 부품측정 

정합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3자유도 정합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스테이지의 이동에 의한 오차까지 보정 

하는 5자유도 정합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알고리

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2. 정합(stitching) 알고리즘
 

2.1 3자유도 정합 알고리즘

인접한 평면들과 공통영역을 가지도록 측정하

여 얻은 데이터 값을 사용하며 공통영역에서의 

측정값의 오차들을 최소화되도록 하여 정합을 수

행하는 최소제곱법(Least Squares Method)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3 단일 측정 데이터들의 x, y축 회전

(tilt)량, z축 병진 이동량 오차에 대한 보정을 수행한

다.

2.2 5자유도 정합 알고리즘

측정 시 스테이지의 x, y축 이동에 의해 여러 

단일 데이터들을 얻게 된다. 이때 각 단일 측정데이

터에는 스테이지이동오차가 포함되게 된다. 이 오

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인접한 두 평면 간 상관관계

를 이용한다. 기존의 3자유도 알고리즘 적용 전에 

x, y축 병진 오차에 대한 보정을 먼저 시행하여 

스테이지에 의한 구동오차를 줄임으로써 더 정확

한 정합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Fig. 1 Flow chart of 5 degrees of freedom stitching 
algorithm

3. 정합 알고리즘 평가 

5자유도 정합알고리즘의 대한 평가는 CLSM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을 사용하여 

측정한 LCD시료를 사용하여 진행 하였고 x, y축 

병진 이동 량에 대한 2자유도 평가와 x, y축 회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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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z축 병진 이동량에 대한 3자유도평가로 나누어 

진행 하였다. 또한 정합이 이루어지는 공통영역에 

대한 오차분포도 산출을 통해 공통영역 내 오차 

RMS(Root mean square)값을 구하여 평가하였다.
 

3.1  2자유도 정합알고리즘 평가 

공통영역 30% 일 때에 대해 노이즈 진폭을 0 
~ 75 nm까지 변화해가며 각각 100개의 data를 추출

하여 오차에 대한 RMS값을 산출하였다. Fig.2에 

노이즈에 따른 에러의 RMS값의 그래프를 나타내

었다.

Fig. 2 2 degrees of freedom error RMS

2유도 정합 알고리즘 평가 결과 진폭 40 nm의 

노이즈까지도 강건하게 정합됨을 알 수 있었다.
  

3.2 3자유도 정합알고리즘 평가 

2자유도와 같은 조건에서 최대 Z값 오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Fig.3에 노이즈에 따른 최대 

Z값 오차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Fig. 3 3 degrees of freedom error standard deviation

3자유도에 대한 정합알고리즘 평가 결과 노이즈 

진폭 75 nm까지 모두 강건함을 볼 수 있었다. 

3.3 공통영역 내 오차 분포 평가

Fig. 4 5 degrees of freedom overlap area error map

  공통영역 내 오차 분포를 평가한 결과 오차들의 

RMS 값은 0.4061×10-13로 나왔다.   

4. 결론

 공통영역 비율 30%일 때 노이즈 진폭 40 nm 
내에서 5자유도 모두 강건하게 정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통영역 내 오차의 RMS값은 

0.4061×10-13로 5자유도 정합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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