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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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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visi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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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visio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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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featur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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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featur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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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3D AOI Needs 변화 (깊은 홀, Ball 높이 수치화 및 전수검사에 의한 측정치 DB화 요구 ↑)

[수십um급홀직경, 깊이수치화 ] [수mm 이상의 DoF요구] [다량의 Ball 크기,높이수치화]

AOI based on FSH 3D AOI 신개념광학계필요성증대

["#]

심도(DoF)

Classical Optic기반기술
~3.5um DoF@ ~1um 분해능,

AOI Needs 대응불가

DOF  ∝ 1 / 분해능2

現 광학계 심도(DoF)와 분해능력 그래프

Cubixel’s FSH 기반기술
~5mm DoF 영역@ ~1um 분해능

DoF 영역 ~1400배 개선

l 신개념의광학계요구 ↑
깊은심도(DoF)와높은분해능력

l 다량의홀, Ball, Wire 정보수치화
3D Data량최소화

l 3D Speckle Noise Free 실현
CIS/CCD 광학계한계극복

분해능

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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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I based on FSH 자동광학검사관련기술비교

기술 Comparison

l 초정밀, 초고속 , 대면적 In-line 가능한 FSH 자동 광학 검사 기술

Ø 기존광학기술한계극복

Ø One Shot 3D 홀로그램을통한응용처별최적화솔루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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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AOI

Conventional
DH(2)

FSH(4) based
AOI

• Mirror-like 표면 촬영 어려움
ü 반도체 Wafer, Metal layer

• 초미세 Long depth 영역 One shot 촬영 불가능
ü PCB Hole, Multi Layer Bond Wire
ü (DOF  ∝ 1 / 분해능2)(1)

• 3D 정보 획득 위해 긴 촬영 시간
ü Confocal 사용시 4 boding wire 검사 20여분소요

• Stable한 대물판 필요
ü Wafer검사장비 Heavy, high precision 제어요구

• Speckle Noise(3) Issue
ü 거친표면대상체검사시심각한 Speckle 

Noise오염
ü Bio medical  및렌즈검사 등일부영역에한정

• High Dynamic Range & Sensitivity 
ü 반도체 Wafer, Metal layer, PCB동판

• 초미세 Long depth 영역 One Shot 촬영
ü Multi Layer Bond wire 제품 One Shot 촬영가능
ü 초미세 Hole One Shot 촬영가능

• One Shot 3D Holography 획득, 정보 가공
ü 탈초점,틸팅자동보정à In-line 검사가능
ü 3차원깊이위치추출

• Inherent Speckle Noise Free 
ü Laser holed PCB등거친표면영상획득가능
ü 3D형광영상획득가능(홀로그램형광생체현미경) 

De-focus distortion Tilt distortion

(1) Rayleigh limitation (2) DH (Digital Holography) (3) Speckle Noise : 빛의파장레벨에서거친표면으로인해발생되는간섭 Noise (4) Flying over Scanning Holography



AOI based on FSH                         PCB 동판 초미세 홀 검사

l 5G Smartphone main PCB via hole defects screen issue  
Ø Critical Issue to keep high quality, good yield, & test throughput

Ø Can not achieve single shot detection due to DOF limitation

Cubixel’s FHS 

PCB 홀 상판

PCB 홀 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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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Analysis(1) 

• FHS technology detects <100!m hole size and >40 !m depth 

PCB 홀 상판

PCB 홀 하판3D Analysis(1) 

(1) 기초적인 depth from defocus 방법으로 깊이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복원된 영상에서 Tamura 계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으로 추산한 상판 깊이와 홀의 하판 깊이에서 segmented 된 상판과 하판 영상을 디스플레이 함; 

수평방향 길이 및 깊이 방향 길이 Confocal 결과기준 캘리브레이션



AOI based on FSH Mirror Wafer 검사

l Issue to check up scribe lane/particles on the wafer
Ø Can not detect reflective objects with high sensitivity due to dynamic range limitation

홀로그램 초점 변화

홀로그램 복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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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초점 변화
(Scribe lane 에 노출맞춤)

홀로그램 복원 이미지
(Scribe lane 에 노출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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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ixel’s F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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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HS technology checks up the defects on the mirror-like surfaced objects,

thanks to its high dynamic range & sensitivity 

(1) 기초적인 depth from defocus 방법으로 깊이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복원된 영상에서 Tamura 계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으로 추산한 상판 깊이와 하판 깊이에서 segmented 된 상판과 하판

영상을 디스플레이 함; 수평,깊이 방향 길이 Confocal 결과기준 캘리브레이션.

3D Analysis(1) 



Tech details of FS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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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l Flying-over Scanning Holography
Ø Heterodyne space-integrating detection è Speckle Free, High dynamic range, High sensitivity

Ø Single pixel imaging è No pixel resolution limitation issue

Ø Flying-over Scanning scheme è Fast recording

FSH System Architecture(1)

Time-dependent Fresnel zone plate 
generation unit 
è “Interference pattern generation”

Scanning unit

Lock-in processing unit 
è “complex hologram”

Space-integrating photo 
detection unit

• (1)  Y. S. Kim, T. Kim, S. S. Woo, H. Kang, T.-C. Poon and C. Zhou, “Speckle-free digital holographic recording of a diffusely reflecting object,” Opt. Exp. 21, 
7, 8183 – 8189 (2013)



Tech details of FSH[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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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lying-over Scanning Holography
Ø 홀로그램(Fresnel zone plate(FZP) 인코드) è순차적깊이위치에서초점맺은영상(FZP 디코드)

Ø 초점맺은깊이검출è깊이위치추출

FSH System Operation

Hologram as a Fresnel zone plate 
encoded image è “Numerical 
decoding à focused image”

BS

m2

m1
Scanning mirrors

Hologram Recording 
Hologram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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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gram surveillance camera[1/2]

l Hologram Surveillance Camera
Ø 향후 CE向 3D 카메라시장창출비젼 FSH 카메라기반 deep imaging 응용

Ø 홀로그램은심도영역(DoF)이렌즈에종속되지않아높은심도영역과분해능을갖는다.

Ø 깊은감시범위를가지고높은분해능가능

Hologram Surveillance Camera

촬영 복원

• 한번의 촬영으로 여러 깊이위치 획득 및 원하는 위치 복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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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gram surveillance camera[2/2]

l 기존 Surveillance Camera
Ø 기존의감시카메라의경우심도영역(DoF)과분해능이 Trade off 관계를가진다.

Ø 한번에깊은범위를감시하기위해서는필연적으로분해능하락초례

기존 Surveillance Camera
Image

• 깊은 심도영역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분해능 감소를 가져오고 분해능 증가를 원하면 심도영역 감소 야기. 
15



Hologram 3D AR/VR 기존 스테레오 3D 영상 시스템의 한계

• 기존 스테레오 3D 영상 시스템은 양안 시차 자극만으로 깊이감을 유도

• 모든 Depth Cue 자극 불가

Focus

• 선명도와 깊이 영역간 상호 반비례 관계로, 높은 선명도와 긴 깊이 영역 동시 표현 불가

Stereo Camera 촬영 신호 처리 및 전송 디스플레이

시각적 피로 및 두통 유발

l 한계점
Ø 기존 스테레오 3차원 영상은 양안 시차만 자극

Ø Accommodation-Convergence 불일치로 인한 시각적 피로 유발

시각적 피로 및 두통 유발



홀로그램 카메라

홀로그램 카메라
(좌안)

홀로그램 카메라
(우안)

Hologram 
Camera

신호 처리 및 전송

무안경식

안경식

디스플레이

시각피로 없는 3D 영상 시스템

l 홀로그램 3D 영상 시스템
Ø홀로그램은 실제 공간상 빛의 분포 레코딩, 재현 à 모든 Depth Cue자극à시각 피로 없는 3D 영상 시스템 가능

Ø빛의 회절 정보 레코딩, 재현à 넓은 깊이 영역에서 고선명도 영상 시스템 가능

Hologram 3D AR/VR FSH 카메라 기반 홀로그램 3D 영상 시스템[1/2]



Sin 홀로그램 cos홀로그램

복원 홀로그램 복원 홀로그램홀로그램
카메라

홀로그램 카메라
(좌안)

홀로그램 카메라
(우안)

(좌안)

(우안)

안경식무안경식

(1) MS 홀로그램 AR 글라스 (https://dl.acm.org/citation.cfm?id=3073624)
(2) Seereal,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https://www.seereal.com/)

FSH 기반 홀로그램 카메라

l Hologram Camera필요성
Ø 현재, 가상 물체의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CGH) 디스플레이에 한정

Ø 3D 디스플레이 개발(ex. MS(1), Seereal(2))로 CGH와 함께, 실제 물체의 홀로그램 촬영요구 대두

Hologram 3D AR/VR FSH 카메라 기반 홀로그램 3D 영상 시스템[2/2]



Hologram 3D AR/VR FSH 기반 홀로그램 카메라 응용

응용분야

l AR/VR,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Ø 시각피로 없이 장시간 사용 요구하는 분야에 적용 확대

Ø 온전한 깊이 정보 획득 및 복원으로 실제 상황에 근접한 환경 구현

• 홀로그램 복강경, 원격

로봇 수술 à 장시간, 

정교한 원격 수술 가능

• 드론 조정 à 정교한 3D 

제어 및 장시간 이용 가능

• 전투 시뮬레이션 à3D

전장환경 훈련 가능

• 홀로그램 온라인 쇼핑몰

à 실제 상품의 홀로그램

촬영/데이터 베이스화 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결합한 온라인 쇼핑몰 구현

• 3D 도면, 3D AR 작업 à

정량적, 3차원, 장시간

작업 가능

의 료 국 방 홀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산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