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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Photon Photopolymerization (2PP) is one of the effective microfabrication techniques to manufacture
microparts. By utilizing tightly focused ultra-short pulse laser beam, this method can solidify a liquid photoresist
at the laser focal spot. When fabricating small microparts with complex shape using this technique, it is important
to have high surface quality. The surface qual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voxel size, which is a unit polymerized
volume that single laser pulse can produce. Generally the voxel size varies with several experimental parameters,
i.e., laser power, laser exposure time, wavelength and characterization of voxel size by varying these parameters is
an important step in 2PP microfabrication.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optimal condition for minimum voxel
size by varying the laser power and ex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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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 들어, 마이크로/나노 분야의 진보와 더불어 마
이크로 크기의 구조물이나 마이크로 디바이스로의 응
용 목적으로 마이크로 부품을 제조하는 연구들이 많아
지고
있다[1,2].
이광자
중합
광조형(two-photon
photopolymerization)은 마이크로 부품 제작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기술로, 3 차원 형태의 마이크로/나노 크기의
부품을 성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3-5]. 이 기
술은 근적외선 펨토초 레이저(near infrared femtosecond
laser)와 같은 짧은 펄스를 내는 레이저를 유체 상태의
감광제(photo polymer)에 강하게 집속하여 비선형 현상
에 의해 집속한 초점에서만 고형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부품을 조형한다[6]. 따라서 이 기술은 부품을 높은 해
상도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광조형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부품의 정
밀도는 단일 펄스에 의한 광조형 해상도와 집속된 레
이저 빔의 위치 제어 정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단일 펄스에 의한 광조형 해상도는 만들고자 하는 마
이크로 부품의 형상이 복잡하고 그 크기가 작을수록
부품 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7-9].
흔히 단일 펄스에 의해 광조형된 볼륨은 복셀(voxel)로
일컬어지며 복셀의 크기는 레이저 파워와 노출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마이크로 부품의 해상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험 파라미터들을 적절하게 조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10].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부품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
한 과정으로 레이저 파워와 노출시간에 따른 광조형된
복셀의 크기를 측정하고 최적 조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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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구성
Fig. 1 은 이광자 중합 광조형을 사용하여 단일 복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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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실험 시스템을 보여준다. 시스
템에서는 800nm 의 파장, 100fs 의 펄스 폭, 80MHz 의
반복률의 특성과 400mW 의 레이저 출력파워를 가지는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한다. 단일 복셀의 크기는 레이
저 파워와 조사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 장치에서 빔
셔터(beam shutter)는 레이저 조사 시간을 ND(neutral
density) 필터는 레이저의 파워를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레이저 파워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ND 필터는
두 개가 사용된다. 빔 셔터와 ND 필터를 지난 레이저
빔은 빔 확대경(beam expander)에 의해 확대되고, M1 미
러에 의해 반사한 후 대물렌즈(oil immersion, 100X,
1.4NA)에 의해 샘플 평면에 집속된다. XYZ motorized
sample stage 는 약 50nm 의 해상도로 방향제어가 가능
하며 샘플을 3 개의 축으로 이동하기 위해 설치된다.
샘플 영상은 명시야상(bright field)방법으로 CCD 카메라
를 이용하여 획득된다.

않고 무너진 것을 나타낸다. 이를 확대한 것이 Fig. 3
의 모습이다. 복셀이 뚜렷이 보일 때의 레이저 파워는
1mW 이상으로, 무너진 복셀은 1mW 이하로 제작이 된
것이며 복셀의 형성하기 위해서는 1mW 이상의 레이저
파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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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단일 복셀 제작을 위한 실험 구성, M: mirror,
BE: beam expander, L; lens, DM: dichroic mirror

3. 실험 결과
레이저 초점 파워는 0.59mW 부터 1.9mW 까지 조사
시간은 10ms 부터 100ms 까지 10ms 간격으로 조절하며
실험하였다. Fig. 2 는 레이저 파워와 조사 시간을 조절
하며 복셀을 일렬로 제작한 모습을 SEM 촬영한 것이다.
Fig. 2 의 가로를 x 축, 세로를 y 축이라고 보았을 때 x
축은 조사 시간이고, y 축은 레이저 초점 파워이다. 레
이저 파워와 조사 시간이 증가할수록 복셀 직경도 같
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뚜렷이 보이
는 복셀이 있는 반면 점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는 불충분한 레이저 파워로 인해 복셀이 생성되지

Fig. 3.

제작이 되지 않고 무너진 복셀

Fig. 4 는 Fig. 2 에서 제작된 복셀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레이저 파워
와 조사 시간이 증가할수록 복셀 직경이 커지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설정한 실험 조건에서 제일 작
게 제작된 복셀의 직경은 레이저 파워 1.76mW, 조사
시간 10ms 의 조건으로 444nm 이다. Fig. 5 는 직경이 다
른 복셀의 모습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5 에서
(a)-(c)의 복셀 직경은 각각 444nm, 508nm, 536nm 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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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깨끗하지만 직경이 674nm 인 (d)의 경우 복셀의
끝 부분이 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의 실험 조
건은 레이저 파워 1.9mW, 조사 시간 100ms 으로 에너
지가 190μJ 이다. 이와 비슷한 에너지 부근의 형상 또
한 Fig. 5 (d)의 모습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결과
적으로 깨끗한 형상의 복셀을 얻기 위해서는 레이저
파워 1mW 이상과 190μJ 이하의 에너지 조건이 필요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부품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
한 과정으로 레이저 파워와 노출시간에 따른 광조형된
복셀의 크기를 측정하고 최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현
재 구성된 시스템 상에서 레이저 파워 1.76mW, 조사
시간 10ms 의 조건으로 아주 작은 수치인 444nm 복셀
의 직경을 획득하였다. 이 최적화된 조건을 사용한다
면 매우 높은 표면 정밀도를 가지는 복잡하고 정교한
마이크로 부품 제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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