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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동안 학계를 목표 성능 이내로 정렬하기 해 다양한 정렬방법론이 발표되었다(1)-(3). 민감도 법(1)

은 정렬할 양을 계산하기 해 복수의 시야(field)에서 측정한 면 변화량을 민감도 표에 입한다. 하

지만 기오차가 큰 경우에는 많은 오차를 보여주며(2) 학계간 발생하는 첩 상을 극복하지 못하

다(3). 감도함수회귀법(Merif Function Regression, 이하 MFR)(2)은 학 설계 로그램에 내장된 최 화 

함수를 이용한다. MFR은 기오차가 큰 경우에도 잘 정렬할 수 있음이 보고 되었지만
(2)

 복수의 학 

부품 정렬에는 용되지 못하 다. 최근에 여러개의 학부품들 간의 첩 상을 극복 할 수 있는 면

수차미분법(Differential Wavefront Sampling, 이하 DWS)(3)이 연구되었다. 그 지만 DWS의 경우 측정

오차가 정렬요소 계산과정에 많은 향을 미쳐 실제 정렬시 어려움이 있다
(4)

.

그림 1의 (a)는 외선 학계의 정렬 실험 개념도이다. 모든 부품은 3차원 측정기에 의해 100 μm 

이내로 정렬이 되었으며 즈는 경통을 이용하여 고정하 다. 이  3번째(L3)와 4번째(L4) 즈를 보상

자로 지정하여 정렬과정에서 발생한 수차를 보상하 다. 즈로 구성된 외선 학계에 기존의 정렬 

방법  가장 정확한 계산결과를 보여  MFR을 용하여 정렬을 시도 하 다.

  

그림 1. 외선 학계 정렬 실험 개념도 

131



2. MFR을 이용한 정렬 결과

MFR을 사용하여 외선 학계의 L3와 L4를 조정하여 정렬한 것을 표 1에 정리하 다. 외선 

학계의 정렬 목표는 0.065 λ 이내이며 사용한 장은 3.39 μm 이다. MFR 방법을 용할 때에 시야는 

(1,1)과 (-1,-1)로 규격화된 2곳을 사용하 다. 즈로 구성된 학계에서 MFR 방법을 용한 결과 목

표성능 이내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외선 학계의 정렬 결과

Field F2 (-1,-1) F4 (1,1)

Before

Align

RMS(λ) 0.068 0.171

Final

Align

RMS(λ) 0.04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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