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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cal tweezers use a tightly focused laser beam to hold and manipulate microscopic particles immersed in
aqueous media. Due to the unique ability to easily grab and release objects, this technique is recently being used as
a tool for micro-assembly. However, since not all micro-parts are symmetric in shape, simple single-beam trap
geometry cannot always be used. In this paper, we present a method to manipulate ring-shaped micro-objects using
holographic optical tweezers. To enable optical trapping of ring-shaped micro-objects (micro-rings), proposed
method evenly distributes multiple traps produced by digital holography on the ring-shaped micro-object. By the
ring-shaped trap pattern, micro-rings are trapped because the gradient force that attracts a mass towards focal spot
with highest intensity is acting on the annular mass distribution of the object.
Key Words : holographic optical tweezers, multiple traps, micro-ring manipulation

1. 서 론
근래 들어 마이크로 및 나노 크기의 물체를 조작하
는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광집게(optical tweezers)는 이
러한 역할을 하는 도구 중의 하나로 집속한 레이저 빔
을 주위 매질보다 굴절률이 큰 물체에 가할 때 반사와
굴절을 통해 생기는 모멘텀 차이로 물체를 레이저 초
점으로 구속하는 기술이다[1]. 이 기술은 수십 나노미
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크기의 물체를 원
하는 위치로 배치하고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AFM(atomic force microscope)과 같은 기계적인 매니퓰레
이터에 비해 포획과 방출이 쉬워 생명, 물리, 화학 등
의 분야에서 미세 물체 위치 조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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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치 측정을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2].
지금까지 광집게에 관한 연구는 마이크로/나노 크기
의 구형체를 이용하여 다른 물체의 기계적/물리적/화학
적 특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물체
들은 구조적으로 완벽한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
한 형상의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위한 응용으로 사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마이크
로 디바이스로의 응용 목적으로 이광자 중합 기술 또
는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된 마이크로 부품을 포획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3-5]. 하지만 복잡한 형상의
마이크로 부품은 보통 모든 방향으로 대칭적이지 않아
single-beam 트랩과 같은 단순한 광포획 방법으로는 물
체를 원하는 자세로 안정적으로 포획하기 어렵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부품의 형
상의 대칭성을 이용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통해 안정적
인 포획을 위한 레이저 트랩 패턴을 찾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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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한 예로,
디지털 홀로그래피 방법으로 생성한 다수의 빔을 마이
크로 링 상에 배치하여 유전체 특성을 가진 마이크로
링을 안정적으로 포획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마이크로 링 포획 방법
마이크로 모터와 마이크로 펌프 등의 응용으로 사용
되는 마이크로 크기의 링 형상의 물체는 가우시안 빔
기반 싱글 트랩으로 포획 시 물체의 굴절률이 주위 매
질보다 클 경우에는 물체의 반경방향이 광축으로 정렬
되며[6], 포텐셜의 평형이 쉽게 깨져서 위치 및 자세
제어가 힘들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기존의 기술은 Fig.
1(a)와 같이 마이크로 링의 굴절률이 주위 매질보다 작
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가우시안 빔 싱글 트랩을
마이므로 링의 구멍에 위치시켰을 때 광축과 수직인
평면에서 마이크로 링을 포획할 수 할 수 있었다[7-9].
포획이 일어나는 원리는 레이저 초점 부근에서 마이크
로 링의 내벽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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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체의 굴절률이 주위 매질보다 큰 일반적인 광포
획 조건에서 물체를 포획하며 안정적인 포획을 위해
마이크로 링 상에 다수의 트랩을 동일한 간격으로 배
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기존 방법보다 다
양한 형상의 마이크로 부품을 같은 공간에서 포획하는
데 제약이 적다. 또한 제안한 방법은 가우시안 빔 싱
글 트랩으로 주위 매질보다 굴절률이 큰 마이크로 링
을 포획할 때 물체가 회전되어 반경방향이 광축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해결하여, 광축과 수직인 평면에서
마이크로 링을 포획할 수 있다. 마이크로 링의 포획이
가능한 이유는 링 트랩에 의해 인텐시티가 강한 링 부
분으로 끌어당겨지는 기울기 힘(gradient force)이 물체
의 링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3. 실험 방법
3.1 실험 구성
Fig. 2 는 마이크로 링 포획을 위한 홀로그래픽 광집
게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실험 장치는 도립 현미경
(inverted microscope)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
용된 레이저는 1050 nm 의 파장을 갖는 광섬유 레이저
(fiber laser)로 가우시안(Gaussian) 에너지 분포를 갖는
TEM00 모드 레이저이다. 출력된 레이저는 두 개의 렌
즈로 이루어진 beam expander 에 의해 2 배 정도 확대되
며, 확대된 빔은 레이저 빔의 위상을 변조할 수 있는
공간 광변조기(SLM: spatial light modulator)에 의해 반사
된다.

Micr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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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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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마이크로 링 포획 방법 (a) single trap 을 이용한
포획 (b) multiple traps 를 이용한 포획
하지만 이 방법은 마이크로 링의 굴절률이 주위 매
질보다 반드시 작아야 하므로, 물체의 굴절률이 주위
매질보다 큰 일반적인 광포획과는 다르다. 따라서 물
체의 굴절률이 주위 매질보다 커야 포획을 할 수 있는
형상의 물체와 마이크로 링을 같은 공간에서 포획한다
면 한 물체는 포획할 있지만 다른 물체는 포획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다양한 형상의 마이
크로 부품 간의 조립을 이루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Fig. 1(b)와 같

Fig. 2. 마이크로 링 포획을 위한 홀로그래픽 광집게
시스템 구성, L: lens, M: mirror, DM: dichroic mirror
반사된 빔은 렌즈 L1, L2 에 의해 개구수가 1.2 인
60x water immersion 대물렌즈의 구경(objectiv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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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rture)을 가득 채우며, 최종적으로 3 축 피에조 스테
이지에 올려진 샘플에 집속된다. 이 때 집속된 레이저
초점은 레이저 트랩의 역할을 하며 컴퓨터로 생성한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의 트랩을 만들거나, 생성한
복수 트랩의 위치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사용된
공간 광변조기는 Hamamatsu 사의 회절효율이 90%, 해
상도가 800x600 인 위상만 변조 가능한 모델로, 컴퓨터
로 계산한 홀로그램은 DVI 비디오 케이블을 통해 공
간 광변조기로 업데이트된다. 물체의 영상은 동일 대
물렌즈를 이용하여 명시야상 (bright field) 방법으로 고
속 흑백 CMOS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관찰한다

여기서, arg 는 위상각 계산을 나타낸다. 식(1)-식(4)의
과정은 공간 광변조기의 한 픽셀에 대한 것으로 모든
픽셀에 대해 계산이 필요하며 계산된 홀로그램은 gray
레벨 이미지 형태로 공간 광변조기에 전송되어 입사레
이저 빔의 위상을 변조한다. 관련한 홀로그램 생성 방
법 및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 문헌
[11]에 나와 있다.
Fig. 3 은 링 형태로 배치된 트랩을 만들기 위한 홀로
그램으로 Fig. 3(a)는 5 개의 트랩, Fig. 3(b)는 8 개의 트
랩으로 링 형태의 트랩을 만들기 위한 홀로그램을 나
타낸다.

3.2 마이크로 링 포획을 위한 트랩 생성
공간 광변조기로 다수의 트랩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홀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광포획
을 위한 홀로그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수의 방법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ach et al.이 제안한
Grating and lenses 방법[10]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grating 과 렌즈에 의한 위상의 변화를 이용하여 레이저
트랩을 생성하거나 생성한 트랩을 이동시키는 방법으
로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초점 평면 상에서
하나의 레이저 트랩을 x, y 만큼 이동시키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위상 분포 사용한다.

lateral ( xh , yh ) 

2
( xh x  yh y )
f

(1)

이 식에서 xh, yh 는 공간 광변조기에서의 픽셀 위치를
나타내고, 는 레이저의 파장, f 는 L1, L2, 대물렌즈를
포함한 유효 초점거리를 나타낸다.
축방향으로 레이저 초점을 z 만큼 이동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위상 분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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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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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od 는 나머지 연산을 나타낸다.
만약 N 개의 레이저 트랩을 생성한다면, 필요한 위
상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각 트랩에 의한 필드
(uh,n)를 모두 더하여 식(4)와 같이 계산한다.

 N

  sin(h , n ) 
1
h  arg( u h , n )  tan  n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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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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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Fig. 3. 링 형태로 배치된 트랩을 만들기 위한 홀로그
램 (a) 5 traps 홀로그램 (b) 8 traps 홀로그램

(2)

공간 광변조기에 전송되는 홀로그램은 레이저 트랩의
3 차원 제어를 위해 식(1)과 식(2)를 더한 형태로 표현
되며 공간광변조기의 위상 변조 특성에 의해 0~2π 라
디안 사이 값으로 계산된다.

(4)

(b)

(a)

4. 실험결과
Fig. 4 는 마이크로 링을 광포획한 실험 결과를 나타
낸다. 사용한 마이크로 링은 강하게 집속된 레이저 초
점으로 감광제를 고형화시키는 이광자 중합 광조형
(two-photon photopolymerization)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
였다. 마이크로 링은 약 외경이 8 μm, 내경이 5 μm, 높
이가 5 μm 로, Fig. 4(a)는 광포획 전 마이크로 링이 물
속에 자유롭게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Single trap 을 마
이크로 링 가까이 가져갔을 경우에는 Fig. 4(b)와 같이
마이크로 링이 회전되어 광축으로 정렬되는 현상이 발
생하였고 이로 인해 포획된 나노로드의 자세 제어가
어려웠다. 이와는 달리 제안된 방법으로 마이크로 링
상에 다수의 트랩을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Fig. 4(c)와
같이 마이크로 링을 광축과 수직인 평면에서 포획할
수 있었으며 포획된 마이크로 링을 위치 제어할 수 있
었다. 포획을 위해 노란색 점으로 표시된 5 개의 트랩
을 사용하였는데 만약 더 많은 트랩을 균일한 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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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치한다면 더욱 안정적으로 마이크로 링을 포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에서 노란색 점들이
링 상에 약간 오정렬되어 있는데, 이는 노란색 점과
실제 레이저 초점 위치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
문으로 레이저 초점 위치 켈리브레이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Fig. 4. 5 개의 트랩을 이용한 마이크로 링 포획 (a) 포
획 전 (b) single 트랩으로 포획 시 광축으로의 정렬,
(c) 5 개의 트랩을 이용한 광축과 수직인 평면에서
의 포획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전체 성질을 가지는 마이크로 크기
의 링 형상의 물체를 홀로그래픽 광집게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포획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방
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마이크로
링의 축대칭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링 상에 다수의
트랩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굴절률이 주위 매질보다 높
은 일반적인 광포획 조건에서 물체를 포획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상의 마이크로 부품을 같은 공간에서
포획하는 데 제약이 적어 마이크로 부품을 이용한 조
립을 시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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