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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photon photopolymerization has recently been used for the fabrication of micro parts for microassembly. In
order to increase assembly success rate, fabrication errors need to be reduced at a certain tolerance level. However,
such a research for fabrication accuracy of micro part in two-photon photopolymerization is very rare. Generally,
there exist several causes: reflecting mirror rotated off-axis, position error of laser scanner induced by incorrect
arrangement of optical setup, laser pointing instability, laser power irregularity and mechanical stage movement
errors. This paper aims at reduction of both length and angle errors within respectively, 10 percents and 5 degrees.
A 10 micro-meter rod and 10 micro-meters cross shape are used for the length and angle error.
Key Words : two-photon photopolymerization, microfabrication, fabrication errors, fabrication accuracy
enhancements

1. 서 론
최근에 마이크로 크기의 부품간의 조립을 통해 기계
장치를 제작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6].
하지만 마이크로 부품간에 조립을 하려면 각 부품의
성형 정밀도가 매우 중요하다.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
어졌는지의 확인은 제작하고자 하는 부품의 크기와 실
제 제작된 부품의 크기나 각도의 차이, 즉 오차를 통
해 알 수 있다. 마이크로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7-9], 제작된 마이
크로 부품의 성형 정밀도의 오차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물다. 본 논문에서는 대물렌즈로 집속한 레이
저 빔으로 액체 상태의 감광제(photoresist)를 고형화시
켜 원하는 형상의 마이크로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 학생회원, 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과
** 종신회원, 교신저자, 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과

이광자 중합 광조형(two-photon photopolymerization) 기
술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부품을 제작한다[10-13].
일반적으로 형상 오차 요인은 크게 반사면이 회전축
과 일치하지 않음 및 광학 시스템 오정렬로 인한 레이
저 스캐너의 위치 오차, 레이저의 pointing stability 및
파워의 불균일성, 스테이지의 진동 등이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가공 오차 요인들로 인한 길이/각도 오
차를 10%/5°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상
오차는 크게 길이 및 각도 오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으며 선분 오차는 10μm 선분을, 각도 오차는 직교하는
두 개의 10μm 선분을 제작한 후 실제 길이 및 각도를
측정하고 레이저 초점 경로 교정을 통해 형상 오차를
줄인다.

2. 실험 장치 구성 및 방법
2.1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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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마이크로 부품 성형을 위한 실험 구성
Fig. 1 은 이광자 중합 광조형으로 마이크로 부품 제
작을 위한 기본적인 실험 시스템 구성이다. 광조형에
는 800nm 의 파장, 100fs 의 펄스 폭, 80MHz 의 반복률
의 특성과 400mW 의 레이저 출력파워를 가지는 펨토
초 레이저를 사용한다. 레이저 특성 상 계속적으로 빔
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서만 고형화
시키기 위해서는 빔을 조사 및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소 10 ms 간격으로 레이저의 조
사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빔 셔터(beam shutter)가 사
용된다. 또한 Neutral density filter 는 감광제의 고형화가
일어나는 에너지를 맞추기 위해 펨토초 레이저의 파워
를 약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출력된 빔은 빔 확대경
(beam expander)에 의해 확대되며, 틸트 미러(tilt mirror)
에 의해 반사되어 L1, L2 렌즈를 통과 후 oil immersion
대물렌즈 (100x, 1.4 NA)에 의해 샘플 평면에 집속된다.
이 때 집속한 초점은 피에조 구동 방식의 틸트 미러와
오브젝티브 포지셔너(objective positioner)에 의해 샘플
평면 내에서 약 1 나노미터 정도의 해상도로 3 차원으
로 이동할 수 있는데, 틸트 미러는 초점 평면상(xy)에
서 이동을, 오브젝티브 포지셔너는 빔 진행 방향(z)으
로 이동을 담당한다. 이 레이저 초점 이동 장비들은
CAD 모델로부터 생성한 볼륨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치
가 제어되며, 레이저 초점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작
업 공간은 60µm x 42µm x 150µm 이다. 샘플 영상은 명
시야상(bright field) 방법으로 이미징되며,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된다. 또한 3 축 구동 샘플 스테이지
(motorized sample stage)는 약 50nm 의 해상도로 각 축의
방향제어가 가능한데, 이 스테이지는 여러 개의 부품
을 xy 평면 상에 정렬시켜 제작될 때 제작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하는데 사용된다.
2.2 단일 복셀 크기 측정

복셀 위치
(레이저 스팟의 중심)

Fig. 2.

이론적인 선분길이를 위한 스텝사이즈 설정

제작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선분길이와 실제 제작된
선분길이의 오차는 제작된 마이크로 구조체 표면 정밀
도가 얼마나 좋은지 판단한 이후에 해야 한다. 표면
정밀도 결정에 중요한 요소는 픽셀(pixel)과 픽셀 사이
의 거리와 단일 레이저 빔으로 생성할 수 있는 단일
복셀의 크기이다. 마이크로 구조체는 단일 복셀들이
채워지면서 제작되는 것이고, 채워지는 거리가 픽셀
과 픽셀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픽셀 과
픽셀 사이의 거리는 스텝사이즈라고 정의한다. 높은
표면 정밀도를 가진 마이크로 구조체를 제작하기 위해
서 Fig. 2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스텝사이즈가 단일 복
셀의 반경보다 작아야 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제작
되는 선분의 길이는 스텝사이즈와 픽셀 개수에 1 을
뺀 값을 곱한 후 단일 복셀 크기를 더해야 한다.

Fig. 3.

스텝사이즈를 변경하며 표면 정밀도 확인 및
단일 복셀 직경 측정

단일 복셀 직경은 매우 작기 때문에 현미경 상에서
측정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스텝사
이즈로 마이크로 구조체를 만들어 표면 정밀도의 정도
를 확인한다. 표면 정밀도가 높아 질 때의 스텝사이즈
를 단일 복셀 반경이라고 추정한다. Fig. 3 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50nm 부터 400nm 까지 30nm 간격으로 마이
크로 선분을 제작한 것을 나타낸다. 400nm 에서 표면
이 매우 정밀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 단일 복셀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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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를 400nm 라고 판단한다. 다만 이는 광학적인
정밀도 판단이므로 보다 정밀한 정밀도 측정은 다른
방식으로 측정이 필요하다.

3. 틸트 미러 구동에 따른 레이저 초점의
위치 오차 측정 및 해결
3.1 틸트 미러의 각도와 실제 이동된 위치의 관계
Fig. 1 에서 나타내는 렌즈 L1 과 L2, 대물렌즈의
focal length 와 틸트 미러의 회전각도에 따른 레이저 초
점 이동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정의된다.

r  2  f obj

fL

t

1

fL

2

r 은 움직일 수 있는 초점의 거리, fobj 는 대물렌즈의
focal length, fL1 은 렌즈 L1 의 focal length, fL2 은 렌즈 L2
의 focal length 그리고 θt 는 틸트 미러의 회전 각도를
나타낸다. 위의 식에 의해 계산된 이론적인 레이저 초
점은 샘플 공간 내 x, y 평면에서 ±30μm 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실제 이동되는 거리는 ±41.8μm 이기 때문에 틸
트 미러의 각도와 실제 이동 위치간에 conversion factor
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3.2

른 레이저 초점의 위치이다. 보정 계수를 적용하지 않
을 때의 Fig. 4(a)에서는 레이저 초점의 위치는 왜곡되
어 보이지만, 적용한 Fig. 4(b)는 일정한 간격으로 레이
저 초점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는 이론
적으로 계산된 레이저 초점의 위치(파란색), 실제 이동
한 왜곡된 레이저 초점의 위치(녹색), 보정된 레이저
초점의 위치(빨간색)를 나타낸다. 이론적으로 계산된
위치와 교정된 위치의 차이는 평균 174.84nm, 최소
0nm 그리고 최대 422.84nm 의 오차로 두 위치가 거의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CCD 영상으로 획득한 레이저 초점의 위치 (a)
보정 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때의 레이저 초점
의 위치 (b) 보정 계수를 적용했을 때의 레이
저 초점의 위치 마이크로 부품 성형을 위한
실험 구성

Fig. 5.

이론적으로 계산된 레이저 초점의 위치(파란
색), 실제 이동한 왜곡된 레이저 초점의 위치
(녹색), 보정된 레이저 초점의 위치(빨간색)

틸트 미러 회전방향에 따른 이방성

틸트 미러에 의해 레이저 초점이 이루는 샘플 공간
x, y 평면의 작업공간은 83.6μm × 83.6μm 으로 정사각형
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틸트 미러의 회전방향에 따른
이방성 때문에 작업공간은 y 축의 길이가 더 짧은 직
사각형이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식이
적용된다.

rx  2  f obj

fL

1

fL

2

t

ry  rx  sin 45 
rx 는 x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초점의 거리이고 ry
는 y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초점의 거리이다. 결과
적으로 작업공간은 83.6μm × 59.1μm 이 된다.
3.3

레이저 초점 이동 경로 보정

위의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레이저 초점은 원하는 위
치로 이동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CD 영상
에서 24μm x 24μm 의 영역을 각각 9 등분하여 81 개의
점에 레이저 초점 이동시킨 실제 이동한 왜곡된 위치
와 원하는 위치 사이의 보정 계수를 계산하였다. Fig. 4
는 CCD 영상으로 획득한 보정 계수의 적용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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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 실험 결과
계산된 보정 계수의 적용 여부에 의해 어떻게 오차
가 차이 나는지 직접 형상을 제작하여 비교해 보았다.
모두 3 부분으로 나누어 실험하였고, 각각 10μm 선분,
회전선분 그리고 직교하는 두 개의 10μm 선분을 제작
하여 길이와 각도 오차 측정하였다.
4.1 10μm 선분의 길이와 각도 오차
Fig. 6 은 보정 계수를 적용 여부에 따른 샘플 평면
내 x 방향으로 제작된 선분의 길이와 각도 오차를 나
타낸다. 이론적으로 제작되는 선분의 길이는 10μm, 각
도는 x 축을 기준으로 0°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정
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선분의 길이는 12.9μm 로 29%의
오차를 보이고 각도는 1.16°의 오차를 보인다. 이에 반
해 보정 계수를 적용한 선분의 길이는 10.2μm 로 2%의
오차를 보이고 각도는 0.21°의 오차로 이론적인 값에
거의 근접한다.
Fig. 7 은 보정 계수를 적용 여부에 따른 샘플 평면
내 y 방향으로 제작된 선분의 길이와 각도 오차를 나
타낸다. 이론적으로 제작되는 선분의 길이는 10μm, 각
도는 x 축을 기준으로 90°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정
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선분의 길이는 13μm 로 30%의
오차를 보이고 각도는 85.08°로 4.92°의 오차를 보인다.
이에 반해 보정 계수를 적용한 선분의 길이는 10.4μm
로 4%의 오차를 보이고 각도는 89.79°로 0.21°의 오차
로 이론적인 값에 거의 근접한다.
위의 결과는 본 논문의 목표인 길이 오차를 10%이내
로 줄이는 것에 해당한다.

Fig. 6.

10μm 회전선분 각도 오차

CCD 영상을 기준평면으로 정하고 원하는 마이크로
구조체를 제작할 때 제작되어 보이는 형상의 각도가
원하는 각도와 다르면 이는 제대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의 목표와는 별게
로 제작된 회전선분의 x 축을 기준으로 한 각도 오차
를 측정하였다. Fig. 8 은 보정 계수를 적용 여부에 따른
샘플 평면 내 x 축을 기준으로 0°, 15°, 30°, 45° 회전시
켜 제작된 회전선분의 각도 오차를 나타낸다. 이론적
으로 제작되는 회전선분의 각도는 각각 x 축을 기준으
로 0°, 15°, 30°, 45°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정 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회전선분의 각도는 각각 1.16°, 16.53°,
31.12°, 43.76°로 1.16°, 1.53°, 1.12°, 1.24°의 오차를 보인
다. 이에 반해 보정 계수를 적용한 회전선분의 각도는
각각 0.21°, 14.82°, 29.75°, 44.73°로 0.21°, 0.18°, 0.25°,
0.27°의 오차를 보이고 이론적인 값에 거의 근접한다.

Fig. 8.

4.3 직교하는 두 개의 10μm 선분의 각도 오차

x 방향 선분제작 및 길이/각도 오차
Fig. 9.

Fig. 7.

회전선분 제작 및 각도 오차

y 방향 선분제작 및 길이/각도 오차

직교하는 두 개의 선분 제작 및 각도 오차

Fig. 9 는 보정 계수를 적용 여부에 따른 샘플 평면
내 직교하는 두 개의 선분 제작 및 각도 오차를 나타
낸다. 이론적으로 제작되는 직교하는 두 개의 선분의
각도는 90°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정 계수를 적용하
지 않은 직교하는 두 개의 선분의 각도는 82.83°인
7.17°의 오차를 보인다. 이에 반해 보정 계수를 적용한
직교하는 두 개의 선분의 각도는 90.22°로 0.22°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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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보이고 이론적인 값에 거의 근접한다.
위의 결과는 본 논문의 목표인 각도 오차를 5°이내
로 줄이는 것에 해당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틸트 미러의 영향에 따른 레이저 초
점의 위치 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제작된 마이크로 구
조체의 형상오차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안한 방법으로 마이크로 구조체를 직접 제작하여 길이
와 각도 오차를 각각 10%와 5° 이내로 줄여 본 논문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조립을 위한
마이크로 부품 제작 시 형상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임으
로 마이크로 부품을 이용한 조립을 위해 효과적인 방
법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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