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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photon photopolymerization is a technique that fabricates micro-parts through solidification of
photosensitive resin at the focal spot of laser. It needs to control the laser spot in calculated path to fabricate the
micro-parts of required shape. For controlling laser spot, galvanometric or tilt mirror is usually used. These
devices have errors when controlling laser focal spot such as reflection surface being off-axis, optical rotational
difference between two axes. In addition, the alignment of optical system can never be perfect. Such problems lead
to the degradation of fabrication quality. In this paper, a correction algorithm for distorted laser spot is presented.
The algorithm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orted laser spot position and reference position. The more
sections the whole area is subdivided into, the better the accuracy of laser spot path will be. The algorithm is tested
with tilt mirror.
Key Words : laser spot position distortion, correction algorithm

1. 서 론
이광자 중합 광조형(two-photon photopolymerization)은
액체 상태의 광감제(photo polymer)에 집속된 레이저를
조사하여 3 차원의 마이크로 부품을 성형하는 기술이
다. 광감제는 인텐시티가 높은 초점 부근에서만 고형
화가 일어나며 마이크로 부품의 성형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한 레이저 초점 이동 제어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초점 이동은 2 축으로 회전할 수
있는 갈바노 미러(galvanometric mirror)나 틸트 미러(tilt
mirror)를 주로 사용하여 제어된다[1-3]. 이 장비들은 부
착된 미러를 회전시켜 반사되는 레이저 경로를 바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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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초점 평면 상에서 레이저 초점의 이동을 만든다.
이 때, 이동된 레이저 초점은 틸트 미러의 경우 회전
축에 따른 레이저 빔의 광학적 회전각의 차이와 틸트
미러 반사면과 회전축 간의 불일치 등에 의해 그 위치
가 왜곡되며, 광학 장비의 오정렬은 이러한 왜곡을 더
욱 심하게 한다[4,5]. 이러한 초점 경로 에러는 마이크
로 부품의 성형 정밀도를 좋지 않게 하므로 레이저 초
점 위치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4]는 이 문
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으며 틸트 미러를 이용한 레이
저 초점 이동을 광추적하여 왜곡 현상의 원인과 해결
책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해결책은 틸트 미러의 회전
에 따른 레이저 초점의 이상적인 위치(기준 위치)와 왜
곡된 위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항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레이저 초점 교정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4]에서 제시한 교정 알고리

- 288 -

2011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즘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부품 제작을 위한 레이저 초
점 위치 교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레이저 초점 이동의
교정 전후를 비교하여 교정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한
다.

정하고자 한다.

2. 장비 구성 및 특성
2.1 광학 장비 구성

y

Fig. 1 은 이광자 중합 광조형 기술을 이용하여 마이
크로 부품 성형을 할 수 있는 광학 장비 구성을 나타
낸다.

x
Fig. 2.

왜곡된 레이저 초점 경로.

3. 교정 알고리즘
Fig. 2 에서 나타난 레이저 초점 위치의 왜곡은 기준
위치와 왜곡된 위치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식(1)에서와 같이 기준 위치와 왜곡된 위치의 관
계는 x 와 y 에 대한 일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교
정 알고리즘은 Fig. 2 의 초점들을 4 개의 점을 교정 단
위로 묶고 그 영역 안의 위치들을 교정한다. 여기서
각 교정 단위는 서로 다른 계수를 가진다[1,2].

CCD

Fig. 1.

틸트 미러가 설치된 광조형 시스템

x r  a1  a 2 x d  a 3 y d  a 4 x d y d

마이크로 부품을 성형할 때, 레이저는 먼저 틸트 미
러의 반사면에 닿은 후, 샘플로 이동하여 샘플평면 부
근에서 레이저 초점이 틸트 미러의 회전 정도에 따라
움직인다. 레이저 초점 영상은 샘플평면에서 반사된
레이저를 CCD 카메라로 관찰한다.

y r  b1  b 2 x d  b 3 y d  b 4 x d y d
(1)

2.2 틸트 미러 특성
틸트 미러는 CCD 카메라 화면상에서 레이저 초점을
광축과 수직인 평면에서 이동시키는데 틸트 미러의 움
직일 수 있는 최대 각도는 ±5mm rad 이다. Fig. 2 는 틸
트 미러의 각도에 따른 레이저 초점 위치를 계산한 영
상이다. 초점의 위치는 초점의 인텐시티 중심 위치를
찾은 것으로 십자가로 표시하였다. 틸트 미러가 움직
이지 않을 때, 레이저 초점은 CCD 카메라 화면의 중
앙(원점)에 위치한다. 틸트 미러를 X 축 또는 Y 축으로
이동시키면 축을 따라 이동하지 않으며 레이저 경로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므로 정밀한 마이크로 부품 성형을 위해 다음에
소개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레이저 초점 경로를 교

x r , yr :

기준 위치,

a, b

교정 계수

:

x d , yd :

왜곡된 위치

위 식에서 기준 위치(xr, yr)와 왜곡된 위치(xd, yd)는
주어진 값으로 기준 위치는 식(2)를 이용하여 계산된
이론 위치이고 왜곡된 위치는 CCD 카메라로 관찰한
레이저의 초점 중심을 계산한 위치 값이다. 이 값들을
얻는 과정은 4.1 절에 상세하게 기술한다.
식(1)은 임의의 교정 단위를 구성하는 4 개의 점에
대해 적용하며, 정리하면 식(3)와 같이 행렬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이 때 x 와 y 에 대한 계수들 (a, b)은 식
(3)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계수들은 교
정 단위의 내부의 임의의 점 및 교정단위를 구성하는
4 개의 점을 교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때, 교정 단위의
왜곡된 임의의 점을 기준 위치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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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트 미러에 전송할 새로운 명령위치가 필요하다. 이
명령위치는 식(1)의 왜곡된 위치(xd, yd)에 식(2)에서 계
산한 기준 위치를 대입하고 계산된 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계산된 기준 위치(xr, yr)는 왜곡된
위치를 기준 위치로 교정하기 위한 틸트 미러에 전송
할 새로운 명령위치에 해당하며, 틸트 미러에 이 값을
적용하면 왜곡된 초점 위치를 교정할 수 있다.

d laser  2  f obj

f L1
tilt _ mirror
f L2

d laser : 원점에서 레이저가 이동한 거리

1
1

1

1
1
1

1

1

f obj

: 대물렌즈의 초점 거리

f L1

: L1 렌즈의 초점 거리

f L2

: L2 렌즈의 초점 거리

x d1

y d1

x d2

yd2

x d3
x d4

y d3
yd4

x d1

y d1

x d2

yd2

x d3

y d3

x d4

yd4

xr, y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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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위치

xd , yd

:

왜곡된 위치

a, b

:

교정 계수

4. 실험 수행
레이저 초점 교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기준 위치
와 왜곡된 위치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먼저 왜곡
된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 기준 위치의 명령값을 틸트
미러에 주고 각 움직인 레이저 초점의 중심 위치를 계
산하여 십자 표시를 영상에 나타낸다. 이 때 약간 부
정확하게 계산된 레이저 초점 위치는 키보드를 이용하
여 한 픽셀씩 움직이며 십자 표시 위치를 조정한다.
영상의 십자 표시는 레이저 초점 경로의 픽셀 위치 정
보로 실제 위치는 론치 룰링(Ronchi ruling)으로 픽셀당
실제 거리를 측정하여 계산하며, 측정결과 한 픽셀당
길이는 0.1442 µm 이다.
기준 위치는 광학 장비에 설치된 렌즈들간의 관계에
의한 식(2)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기준 위치와 영상에
서 얻어온 왜곡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위에서 설명
한 것처럼 계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계수는 저
장되어 명령 값에 해당하는 교정 단위를 찾아 식(1)을
이용하여 틸트 미러가 기준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 새
로운 명령 값을 계산한다. 틸트 미러가 새로운 명령
값에 의해 이동되면 Fig. 4 과 같은 정렬된 레이저 초점
경로가 그려진다.

5. 결과 및 분석
Fig. 4 은 Fig. 2 의 왜곡된 위치 정보를 교정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교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정 알고리즘 적용 후, 십자 표시의 정렬 형
태는 정사각형이며 각 열 또는 줄에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나 약 2 픽셀(0.2884µm)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 성형할 마이크로 부품의 크기를 고려할 때 수용
할만하다.

Fig. 3 은 위의 초점 이동 교정알고리즘을 적용할 경
우 교정 영역 내에서 레이저 초점이 이동할 때 왜곡된
경로가 교정 계수에 의해 보정되는 것을 도식화한 것
이다.

Fig. 3.

교정 영역 내부의 레이저 경로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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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는 왜곡된 위치, 기준 위치, 교정후의 위치를
도시한 그림이다. 왜곡된 위치는 기준 및 교정후의 위
치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준 위치와
교정후의 위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
는데 왜곡이 아랫부분에서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위치간의 최대 거리 차이는 3.6 픽셀로서 실제 거리
는 약 520 나노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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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광자 중합 광조형 기술을 이용한 정밀한 마이크로
부품 성형을 위해서는 레이저의 초점 이동 제어가 필
요하다. 레이저의 초점은 장비의 회전축에 따른 레이
저 빔의 광학적 회전각의 차이와 틸트 미러의 회전축
과 반사면의 불일치 및 광학 장비의 오정렬 등에 의해
그 위치가 왜곡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부품 성
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틸트 미러에 의
한 레이저 초점 위치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 레이저
초점 이동 교정을 시도하였다. 사용한 교정 알고리즘
은 레이저 초점 위치 교정에 효과적이었으며 제작할
마이크로 부품의 크기를 고려할 때 성형 정밀도의 향
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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