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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물체의 정렬(alignment) 상태는 최대 6 자유도의 운동을 

가지며, 이를 최소한의 측정 장치 이용하여 측정에 의한 
오차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최대한의 정렬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대상 표면에 반사형 회절격자를 부
착한 후, 레이저 조사에 따른 ± n 차의 회절광의 위치 변위

를 상부에서 2 개 이상의 위치측정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함

으로써, 대상물의 정렬 상태 (4 자유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검증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측정

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2. 정렬 상태 측정 원리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반사형 회절격자, 위치측정 센서

를 이용하여 대상물의 최대 4 자유도, 즉, Pitch, Roll, Yaw, Z
방향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법을 제안하였

다. 레이저 빔이 회절격자에 조사되면 ±m 차의 회절광이 
레이저의 파장, 입사각, 회절격자의 주기에 의해 정해진 각
도에 나타나게 된다. Eq. 1 에 그 관계를 나타내는 회절격자 
식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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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p : 격자의 주기, θm : m 차 회절광 회절각도, θi : 
입사각도, λ: 레이저의 파장을 나타냄. 

한 예로, 파장 0.658 ㎛의 레이저가 0.833 ㎛의 주기의 
회절격자에 수직으로 입사하면, ±1 차의 회절광은 약 ±
52.1° 에 나타난다. 이와 같이 측정 대상물에 단일 광원을 
이용한 일점 조사로 대상물의 정렬 상태 정보를 반영하는 
서로 다른 2 개 이상의 회절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
안하였다. 

Fig. 1 에 제안한 측정법의 원리 및 대상물의 Pitch 에 의
한 레이저 빔의 위치 변위를 도시하였다. 회절격자는 측정 
대상물에 부착되며, 회절격자 표면에 수직으로 레이저가 
입사 시 나타나는 ±1 차 회절광의 위치 변위를 상부에 설
치한 센서로 검출한다. Pitch 각은 회절격자 표면과 센서간

의 거리, 빔의 위치 변위, 회절각도 등의 기하학적인 관계

로부터 구할 수 있다.  
한 예로, + 방향의 Pitch 각과 센서상의 빔 위치 변위와

의 관계는 Eq.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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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pitchR : Pitch 에 의한 센서상의 빔 위치 변위, H : 
격자 표면과 센서간의 거리, φdiff : 1 차 회절광 각도, θpitch : 
Pitch 각을 나타냄. 

이식을 이용하여 회절격자의 주기 (p)와 회절격자 표면

과 센서 표면간의 거리 (H)에 따른 Pitch 측정 감도에 대한 
계산치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횡축과 종축은 각각 Pitch 각과 센서 표면상에서의 빔 
위치 변위를 나타낸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절격자 주기 
(p), 0.833 ㎛, 1.666 ㎛ 를 사용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3 개

의 H (회절격자 표면과 센서 표면간의 거리), 즉, 60 mm, 80 
mm, 100 mm 를 사용하였다. 그래프로부터 주기가 0.833 ㎛ 
인 회절 격자로부터의 회절광을 높이 100 mm (H)에 설치한 
센서로 검출할 경우, 1〫의 pitch 가 센서 상에서는 약 13 
mm 의 변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역시, 이 그래프로부

터 센서가 5 ㎛ 정도의 분해능을 가진다면, 0.0004〫의 
pitch 각을 검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 감도는 
센서의 위치, 회절격자의 주기, 입사광의 파장 등을 변경시

킴으로써 간단하게 조정 가능한 장점이 있다. 즉, 회절격자

와 센서간의 거리를 멀리할수록, 회절격자의 주기가 길수

록, 입사광의 파장이 길수록 감도를 높일 수 있다. Pitch 측
정과 같이, Roll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빔의 위치 변위로부

터 구할 수 있다. Roll 과 센서표면상에서의 변위의 관계를 
Eq.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tan( rollroll HD θ××=                         (3) 

여기에서, Droll : Roll 에 의한 빔 위치 변위, H : 회절격자 
표면과 센서간의 거리 , θroll : Roll 각 을 나타냄.  

Pitch 와 Roll 은 한 개의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2 개의 센서를 사용하여 그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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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itch measurement sensitivity according to p and H

Fig. 1 Schematic diagram of alignment states 
measur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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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빔 위치 변위로부터 Yaw 와 Z 방향의 변위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4 개의 서로 다른 물체의 정렬

상태 (Pitch, Roll, Yaw, Z 방향의 변위)를 센서 측정값을 분
석을 통해 각 요소 값을 분리하여 동시 측정 가능하게 된
다.   

 
Fig. 5 Roll angle measurement 

Fig. 4 Pitch angle measurement 

 
3. 검증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
험을 행하였다. 여기에서는 2 차원 PSD (Position Sensitive 
Detector)를 위치 측정 센서로 사용하였다. 먼저 PSD 의 노
이즈 레벨과 빔 위치 변위와 출력 전압과의 관계를 확인하

였다. PSD 는 Piezo 스테이지 상에 설치되어 레이저를 조사

하게 되며, 정해진 거리를 움직여 그때 PSD 상의 상대적인 
레이저 빔 위치 변위에 따른 PSD 의 출력 신호를 측정하였

다. 그 결과 1 ㎛ 의 위치 변위가 PSD 의 1 mV 의 출력에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무런 신호처리를 거치지 
않았을 때 노이즈 레벨은 최대 3 mV 정도임을 알 수 있었

다.  
Fig. 3 은 제안한 측정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구성한 

실험 장치의 사진이다. 실험 장치는 LD, 반사형 회절격자, 
Piezo 스테이지, 그리고 미세 조작을 위한 스테이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Table 1 에는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상세 사양

을 나타내었다. 광원으로서는 소형화가 가능한 파장 658 
nm 의 LD (Laser Diode)를 채택하였으며, 회절격자는 주기 
0.833 ㎛의 반사형 회절격자를 사용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experimental apparatus 

 Specification 

Light source LD (λ = 658 nm) 

Diffraction grating Holographic diffraction grating      
1200 lines/mm (pitch ≈ 0.833 μm ) 

Piezo stage Tilt (4 mrad), Roll (4 mrad), Z (30 μm travel) 
Closed-loop 

Sensor Two dimensional PSD 

 
대상물의 정렬 상태를 모사하기 위하여 Pitch, Roll 및 Z 

방향 변위를 조정 가능한 Piezo 스테이지를 사용하였다. 
Piezo 스테이지에 격자의 길이 방향이 Y 축에 평행하게 장
착된 회절격자에 LD 광을 수직 조사하며, 두 쌍의 PSD 는 
회절격자 표면으로부터 100 mm (H) 상부에 위치시켰다. 
Piezo 스테이지를 Y 축을 중심으로 0〫와 0.05〫, 0〫와 0.1
〫로 각각 5 번씩 틸트 (Pitch 운동) 시켰을 때의 결과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횡축은 샘플 개수, 종축은 PSD 상의 

변위와 대응되는 PSD 의 출력 전압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로부터 0.05〫와 1〫의 Pitch 각이 명확히 분리되어 검출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 결과와 Eq. 2 의 계산 결과

가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0.05〫의 Pitch 각의 경우 계산치가 611 ㎛, 실험에 의한 측
정치가 600 ㎛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0.1〫의 Pitch 각의 
경우, 계산치와 실험치가 각각 1227 ㎛ 과 1212 ㎛ 을 나
타내고 있다. 

 
Fig. 3 Experimental apparatus 

유사한 방법으로 Roll 측정을 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Roll 측정의 경우도 Pitch 측정과 마찬

가지로 계산치(Eq. 3)와 실험치가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으

며, 또한 뛰어난 재현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상물의 정렬상태 중 최대 4 자유도, 즉, 

Pitch, Roll, Yaw, Z 방향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
정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검증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측정

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이 측정법은 회절격자의 주기, 
회절격자 면과 센서간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 이외에도 ±1
차 회절광 이외의 고차 회절광을 사용함으로써 측정 감도

를 용도에 맞추어 손쉽게 조절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PSD 와 CCD 카메라와 같이 서로 다른 센서의 조합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측정감도로 서로 다른 측정 영역

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본 측정법은 기계의 
정렬 및 광학 시스템 정렬 상태 측정 등의 넓은 범위에 적
용 가능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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