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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ulti laser auto focus system 의 

구성 및 원리 

Fig. 2 lens 와 laser 사이의 상관관계 

수식화 

 

 

1. 서론 
 
 

국내의 반도체 산업은 스마트기기의 보급

률 확대로 인해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공정에서는 다품종 

대량생산을 위해 takt time 을 줄이려는 새로

운 방안과 고속화 장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으며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에서는 

더욱 빠른 검사장비를 만들기 위한 연구개

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백색광 간섭계는 렌즈를 DOF(depth of 

focus) 내에 위치시켜 DOF 내에 존재하는 간

섭무늬를 nm 단위로 미세 이송하여 높이정

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3 차원 측정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harpness value 를 분

석하는 방법에서의 스캐닝 방향성과 렌즈의 

현 위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지속적

인 스캐닝을 해야 한다는 단점을 해결하고

자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는 multi laser 를 

이용하고 렌즈와 laser 사이의 상관관계를 삼

각측량법으로 분석하여 스캐닝 방향성과 렌

즈의 현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multi laser 

고속 오토포커스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2. Multi laser auto focus 의 구성 

 

제안된 multi laser auto focus system 은 기

존 sharpness value 를 분석하는 auto focus 

system 에서의 스캔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속적이 스캐닝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파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laser 를 사용하고 렌즈와 laser 의 상관관계를 

통해 현재 렌즈의 위치와 스캔의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알아 내었다. 

Fig. 1 은 구성이 완료된 multi laser auto 

focus system 과 laser 와 led 광원의 ray tracing

을 나타낸 것이다. 

 

3. Multi laser auto focus 의 원리 

 

제안된 multi laser auto focus 는 lens 와 laser 

사이의 상관관계를 삼각 측량법으로 풀이하

여 현 위치와 스캔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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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ulti laser auto focus simulation 

 

 

 

 

 

 

 

 

 

 

 

 

 

Fig.2 와 Fig. 3 은 제안된 multi laser auto focus 

system 의 lens 와 laser 의 상관관계 수식화와 

simulation 을 나타내었다.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는 2 개의 레이져는 각

각의 서로 다른 2 개의 초점평면을 가지는데 

이 2 개의 초점평면 사이의 초점평면은 백색광

을 사용했을 때의 초점평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후 찾아낸 초점평면의 위치에서 

Fig.2 와 같이 laser 와 lens 의 상관관계 Z+를 구

하게 되면 렌즈의 현재 위치와 스캔의 방향성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실험결과 
 

제안된 multi laser auto focus system 를 사용

하면 기존의 sharpness value 를 분석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scanning 횟수를 줄 

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약 59%정도의 

focusing 속도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Fig. 4 는 기존의 sharpness value 를 분석하

는 auto focusing 방법과 제안된 multi laser 

auto focus system 을 비교 분석 한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된 multi laser auto focus 

system 을 사용하면 기존의 sharpness value 를 

분석하는 auto focus 방법 보다 약 59%의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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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ulti laser method 와 sharpness value 

method 비교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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