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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이저 직접 묘화(laser direct writing) 공정은 고배율 대물렌즈

를 이용하여 광경화성 폴리머 레진(resin) 내부에 집광된 초점광을 

3차원 경로를 따라 제어하여, 원하는 형태의 2차원 또는 3차원 패

턴을 제작하는 3D 프린팅 기술의 한 종류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적층공학(additive manufacturing)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 다

양한 산업에서 나노 및 마이크로 패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

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1].
광경화성 레진을 이용한 공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과 같이 기판에 레진을 스핀 코팅하는 

방법과, 대물렌즈와 기판 사이에 레진을 채우는 이머젼(immersion)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느 방법을 이용하던, 기판의 표면에서부터 

패턴 제작이 진행되어야 하며, 패턴 시작 위치 계측에 오류가 있으면, 
현상(develop) 공정에서 제작된 패턴이 없어지거나 변형될 수 있다. 

최근의 레이저 직접 묘화 공정은 펨토초 레이저에 의한 이광자

중합(two-photon polymerization)[2] 공정을 이용하여 200 nm이

하의 선폭을 가진 3차원 복합 패턴을 제작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면적화를 통하여 기존 학술적인 분야를 넘어 엔지니어

링 분야의 기술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대면적화 패터닝 기

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판의 표면을 실시간 자동 추적을 할 수 

있는 자동 초점 기술이 필수이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개구수

(numerical aperture)가 1.0 이상의 고배율 대물렌즈를 사용하므

로, 이러한 대물렌즈의 초점 오차를 수십 나노미터 정밀도로 계측

할 수 있는 광학 시스템 기술이 필요하다. 
현미경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초점 기술은 광삼각법, 구

조광 등 몇 가지 기술이 개발되었는데[3-4], 이 연구에서는 비점수차

를 이용한 자동초점 기술을 개발, 적용하였다[5-7]. 비점수차 자동초

점법의 장점은 동축(coaxial) 광을 사용하므로 작동거리(working 
distance)가 짧은 고배율 대물렌즈에 적합하며, 초점 오차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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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선형적이어서 실시간 초점 오차 추적 시스템을 구성하기 용

이하다. 
이 논문에서는 레이저 직접 묘화 시스템에 적용된 비점수차 자

동초점 장치의 구성과 성능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이를 이용

한 패터닝 성능에 대하여 언급한다.

2. 비점수차 자동초점
2.1 비점수차 자동초점법

비점수차(astigmatism)란 광학계의 비축(off-axis)상에 발생

하는 자이델 5대 수차의 한 종류로서, 렌즈의 두 방향, 즉 접선

(tangential)면과 방사(radial)면에 따라 입사한 광이 렌즈의 초점 

한 곳에 맺히지 않아 발생하는 수차이다.
이 비점수차의 특징은 Fig. 1에서와 같이 길쭉한 타원형 초점광

을 맺고, 타원의 모양이 초점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이 90° 회전하

는 점이다. 따라서 이 타원형 광점의 기하학적 변화를 이용하면 

광학계와 대상물이 초점 위치를 기준으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계

측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점수차 자체는 비축상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이를 

광축(optical axis)상에서 나타나도록 Fig. 2와 같은 광학계로 비점

수차 자동초점 광학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Fig. 2에서 보듯이 자동

초점 광학계는 1개의 구면 렌즈와 1개의 원통 렌즈로 구성된다. 
원통 렌즈는 원통 축 방향으로는 굴절능이 없기 때문에 구면 렌즈

에 의하여 초점이 맺히고, 원통 축의 90도 방향으로는 곡률을 가진 

렌즈 역할을 하여 앞의 구면 렌즈와의 조합으로 초점 위치가 결정

된다. 이는 Fig. 2에서와 같이 원형으로 광점이 맺히는 초점 위치

(focal point)를 기준으로 앞, 뒤에 장축이 서로 90 도인 타원형의 

광점이 형성되어 비점수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2.2 초점 오차 신호
Fig. 3은 Fig. 2의 광학 구성을 적용한 비점수차 자동초점 시스

템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이 광학계는 대물렌즈와 Fig. 2의 구면 

및 원통 렌즈로 구성된 비점수차 광학계, 그리고 4분할 소자

(4-quadrant photodiode)인 센서로 구성된다. 최근의 대물렌즈는 

모두 무한원보정(infinite-corrected) 광학계이므로 Fig. 3과 같이 

물체면에서 나온 광은 대물렌즈를 거치면서 평행광이 되고, 비점

수차 광학계를 거치면서 4분할 소자에 초점을 맺힌다. 
4분할 소자는 그림과 같이 소자가 4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의 영역에 입사되는 광량에 비례하여 전압 신호를 내보낸다. 이 

4분할 소자를 비점수차 렌즈의 초점면에 두면, 대물렌즈와 물체면

의 거리에 따라 Fig. 3과 같은 비점수차 광점이 4분할 소자면에 

형성하게 된다. 물체면이 대물렌즈의 정확한 초점에 위치하면 Fig. 
3의 가운데처럼 원형 광점이 4분할 소자의 가운데 맺히고, 그렇지 

않으면 타원형의 광점이 맺힌다. 4분할 소자는 XY 평면에서 45° 
회전한 방향으로 설치하여, Fig. 3에서와 같이 타원형 광점의 장축

이 서로 대각선 방향의 소자 셀에 걸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Fig. 
3에서의 타원형 광점의 장축 방향은 비점수차 렌즈의 원통 렌즈의 

축 방향에 따라 바뀐다.
Fig. 3에서 거리 d는 물체면이 정확한 초점 위치에 있을 때의 

거리로서 아래의 수식으로 정의된다.

   

 (1)

식 (1)에서  , 는 각각 접선(tangential), 방사(radial)면의 

초점 거리를 나타낸다. 이 위치에 4분할 소자가 설치되면 동그란 

Fig. 1 Astigmatism aberration and shapes of focal spot around 
the focus positions

Fig. 2 Optical configuration to generate astigmatism on the 
optical axis

Fig. 3 Optical configuration for astigmatic autofocu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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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점이 형성되고, 각각의 분할된 소자로부터 입사되는 광의 세기

에 따른 전압 값(VA~VD)이 출력된다. 이러한 출력 전압 값을 이용

하여 아래 식 (2)과 같이 초점 오차 신호를 정의한다.

       

     
(2)

식 (2)에서 FES는 초점 오차 신호(focus error signal)를 의미한

다. 식 (2)과 Fig. 3의 아래쪽 3개의 그림을 비교하면, 첫 번째 그림

과 같이 광점이 형성되면, FES는 양수값을 가진다. 두 번째 초점 

위치에서는 4개의 분할 소자에 동일한 광량이 입사되므로 FES는 

0 값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는 FES는 

음수를 가진다. FES는 초점 위치에서 벗어날수록 비점수차로 인

하여 광점이 더 길쭉한 타원 형태를 가지므로 FES 신호 값은 커지

게 되어 전체적으로 초점 위치일 때 0점을 지나는 선형 직선 형태

를 보인다. 
식 (2)에서 분자항의 두 괄호 인자를 바꾸면, 동일한 초점 위치를 

기준으로 직선의 기울기가 바뀐다. FES 신호의 방향성은 대물렌

즈가 물체면에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방향에 따라 선택하여 제

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3. 시스템 구성
3.1 비점수차 자동초점 시스템 구성

Fig. 4는 비점수차 자동 초점 광학 모듈을 탑재한 레이저 직접 

묘화 시스템의 전체 개략도를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크게 상부의 

광학 모듈과 하부의 스테이지 모듈로 구성되며, 스테이지 모듈은 

진공척과 5 nm 분해능에 400 mm 행정을 가진 2축의 리니어 모터 

스테이지로 구성된다. 광학 모듈은 크게 좌측의 비점수차 자동 초

점 광학계, 가운데 부분의 이미징 광학계, 그리고 우측의 갈보 미러 

광학계로 구성된다. 이미징 광학계는 대물렌즈와 튜브 렌즈로 구

성된 무한원 보정(infinite-corrected) 광학계 기반으로 구성되었

고, 대물렌즈는 광축으로 100 µm 행정을 갖는 피에조(piezo) 구동

기에 설치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자동 초점 광학계의 4분할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

압 신호는 전자 장치를 거친 후 0 ~ 10 V 범위의 FES 신호로 

변환되고, 제어기에서는 0 ~ 10 V 범위의 구동 제어 신호가 피에

조 구동기에 인가된다. 이 두 신호를 이용하여 PID 알고리즘을 구

현하였고, 5 V 근처에서 설정되는 FES 초점 신호를 구동 제어 

신호가 빠르게 추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펨토초 레이저는 코히런트(Coherent, 미국)사의 Vitara-S 모델

이며, 800 nm의 파장에 80 MHz, 그리고 350 mW의 출력을 가진

다. 이 펨토초 레이저 광은 일련의 광학 미러를 거친 후 Fig. 4 

사진의 우측 갈보미러(galvomirror) 스캐너에 입력된다. 갈보미러 

스캐너는 2축의 광학 미러를 구동하여, 광학계의 시야(field of 
view) 내에서 광점을 고속으로 주사하는 광학 장치이다. 갈보미러 

스캐너를 통과한 펨토초 레이저 광을 대물렌즈 뒷단의 개구부(rear 
aperture)에 직접 입력하면, 스캐닝 각도에 따라 개구부에 들어가

는 레이저 광점의 위치가 바뀌어 스캐닝 위치에 따른 광강도의 변

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진에 보듯이 

스캔 렌즈와 튜브 렌즈로 구성된 광학 모듈을 구성하였다. 이 광학 

모듈은 갈보 미러 스캐너의 미러의 회전에 의하여 레이저 입사각

이 바뀔 때, 대물렌즈로 입사되는 레이저 광이 개구부를 중심으로 

입사각이 바뀌도록 광경로를 조정한다. 따라서 스캐닝 위치와 상

관없이 펨토초 레이저 광점은 시야내에서 항상 일정한 광강도를 

가지게 되며, 갈보 미러 스캐너를 통한 공정이 가능해진다. 사용된 

스캔 렌즈는 유효 초점 거리(effective focal length)가 50 mm이

며, 갈보 미러와의 거리는 대략 10 mm 이내로 조정된다. 튜브 렌

즈의 초점 거리는 200 mm이며, 스캔 렌즈와 튜브 렌즈로 구성된 

광학 모듈의 작동거리는 250 mm가 되게 조절하였다.
조명광은 LED 소자를 사용하였고, 자동 초점 및 펨토초 레이저

와의 파장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520 nm 대역의 파장을 사용

하였다.
Fig. 5는 Fig. 4의 시스템에서 실제 구현된 비점수차 자동 초점 

광학 모듈의 모습이다. 자동 초점 레이저 광은 660 nm 파장의 다

이오드 레이저이며, 콜리메이팅 렌즈가 부착된 파이버를 통해 시

스템에 설치된다. 일련의 광학계를 거쳐 물체면에서 조사되는 자

동 초점 광은 반사된 후 동일한 광학계를 거치고, λ/4 파장판

(quarter wave plate)을 통과하면서 레이저 광의 편광 방향이 90° 
바뀐 후 편광 분할기(polarized beam splitter)에 의하여 4분할 소

자 센서 방향으로 입사된다. 편광 분할기와 4분할 소자 사이에 사

Fig. 4 Direct laser writing system using femtosecond laser, 
LP=linear polarizer, PBS=polarized beamsplitter, λ /4 
WP=quarter waveplate, LPF=long pass filter, SPF=short 
pass filter, BS=beamsplitter, CCD=charge coupled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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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같이 비점수차 광학 렌즈(achromatic lens)가 설치된다. 이 

렌즈는 1개의 볼록 렌즈와 1개의 원통 렌즈로 구성되며, 초점 거리

는 대략 5 mm 내외가 되게 설계되었다.

4. 초점 신호 및 패터닝 공정
Fig. 6은 Fig. 5의 자동 초점 모듈을 이용하여 획득한 FES 신호

이다. 사용한 대물렌즈는 니콘(Nikon)사의 CF Plan Apo 50x이

며, 실리콘 웨이퍼 기판에서의 초점 신호를 획득하였다. Fig. 6(a)
는 대물렌즈를 카메라 영상이 선명한 초점 위치에 위치시킨 후 광

축 방향으로 ±40 µm 범위를 일정한 속도로 반복 구동하면서 획득

한 FES 신호와 합신호(sum signal)이다. 노란색의 FES 신호는 

5 V를 기준으로 ±5 V의 신호 범위를 가진 S자 곡선 형태를 보이

며, 대물렌즈의 구동 방향에 따라 S자 곡선의 기울기가 양수값이나 

음수값을 가진다. 파란색의 합신호는 0 ~ 10 V 범위를 가지며, 
초점 위치에서 최고값을 가지는 가우시안 곡선 형태를 보인다. 
FES 신호가 5 V일 때 합신호가 적당한 세기의 최고값을 가지도록 

자동 초점 레이저 광의 세기를 Fig. 5의 선형 편광판을 회전시켜 

조절하며, 대략 4 V 내외의 최고값을 가지도록 조절한다. Fig. 
6 (b)는 FES 신호에서 선형 신호 구간을 확대한 그림이다.

그림에 표시한 ⓐ와 ⓑ사이의 선형 구간이 자동 초점 신호 구간

으로 활용된다. Fig. 6의 경우에는 ⓐ와 ⓑ 사이의 광축 방향 거리

는 9.5 µm로 측정되어, 신호 분해능이 0.526 V/µm로 계측되었

다. Fig. 6에서 보듯이 ⓐ와 ⓑ 구간을 벗어나면 FES 신호가 5 
V로 떨어지는데 이는 제어 범위를 벗어나 초점 제어 불능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 신호 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초점 위치를 제어하

여야 한다.
전술한 선형 구간의 기울기는 대물렌즈의 개구수에 의하여 결정

되며, 고배율 대물렌즈에서 기울기가 큰 FES 신호를 얻게 된다. 

그리고 ⓐ와 ⓑ 지점의 전압 크기는 초점 광의 세기로 조절할 수 

있다.
Fig. 6의 자동 초점 신호에서는 2가지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①과 ②로 표시된 신호 주기의 비율 이고. 두 번째는 

초점 위치를 기준으로 ⓐ와 ⓑ 지점의 진폭 비율이다. 이 두 비율은 

항상 1이 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이 신호 비율은 비점수차 렌즈와 4분할 소자의 3축 방향 상대 

위치를 조정하여 조절한다. 이를 위하여 Fig. 5에서 보듯이 XY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4분할 소자 위치를 조절하고, Z축 스테이지

를 이용하여 비점수차 렌즈의 광축 방향 위치를 조절한다.
Fig. 7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신호 비율이 맞지 않는 예이다. 

전술한 두 스테이지를 미세 조절하여 비율이 정확한 초점 제어 신

호를 얻을 때, 4분할 소자에서 광점 중심의 위치를 모니터링 하면 

신호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4분할 소자의 각 셀의 

Fig. 5 Astigmatic autofocus system
(a) Autofocus signal captured using 

the autofocus system shown in Fig. 6

(b) Focus control range of the autofocus signal
Fig. 6 Astigmatic autofocus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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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으로부터 광점의 XY 좌표를 표시하는 별도의 컨트롤러를 이

용하여 정확한 자동 초점 신호 조절을 진행하였다.
Fig. 8은 기판의 장착된 XY 스테이지를 구동하면서 이 논문의 

자동 초점 추적 성능을 확인한 것이다. 초점 위치 제어에는 

UMAC 컨트롤러의 자체 쓰레드 기능을 활용하고, 간단한 PID 제
어 코드를 작성하여 이용하였다. FES 신호는 UMAC 컨트롤러의 

디지털 인(digital IN) 단자로 입력되고, 설정 전압과의 차에 따른 

PID 제어 전압 신호가 디지털 아웃(digital OUT) 단자를 통해 피

에조 구동기의 제어 신호로 입력된다. 기판으로는 실리콘 웨이퍼

를 사용하였고, XY 스테이지의 속도를 변화시켜가면서 기판 표면

의 초점 위치 추적 기능을 점검하였다.
Fig. 8(a)는 스테이지를 1 mm/s의 속도로 구동하였을 때 자동 

초점 장치에 의하여 대물렌즈가 실리콘 표면을 추적하는 성능을 

보여주며, (b)는 3 mm/s에서의 추적 성능이다. (b)에서의 결과는 

(a)에 비하여 자동 초점 신호 폭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UMAC 컨트롤러에 구현된 제어 코드 쓰레드의 실행 시간의 

한계로 인한 문제이다. 현재 구현된 코드의 쓰레드 호출 2.25 kHz

이며, 이를 개선하면 보다 고속에서도 안정된 초점 신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Fig. 9는 전술한 자동 초점 및 이를 탑재한 레이저 직접 묘화 

시스템을 이용한 패터닝 성능을 보여준다. 패터닝 공정에 사용한 

광경화제는 SU-8 (MicroChem, 미국) 네거티브(negative) 재료

로서, 이광자중합을 이용한 패터닝 공정에 널리 이용된다. 2인치 

실리콘 기판 위에 SU-8.2를 3000 rpm에서 1 µm 두께로 스핀 

코팅 한 후, 표준 레시피를 따라 열처리를 진행한다. 기판을 진공 

척에 고정한 후 기판 표면에서 반사되는 자동 초점 광점이 카메라

에서 가장 작고 동그랗게 보일 때까지 대물렌즈 위치를 조절한다. 
이후 FES 신호가 5 V가 되도록 피에조 구동기로 대물렌즈의 위치

를 정밀하게 조절한 후 자동 초점 제어기를 작동한다.
대면적 패터닝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XY 스테이지를 10 mm 

구간을 반복 이동하면서 패터닝을 진행하였다. Fig. 9(a)는 패턴이 

제작된 전체 영역을 보여주며, (b)는 (a)의 ①번 영역을 확대한 그

림으로 선폭 1 µm, 주기 5 µm로 제작된 선 패턴을 보여준다. Fig. 
9(c)는 (a)의 ②번 영역을 확대한 그림으로, 제작된 선 패턴이 서로 

엉켜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영역에서 초점 제어가 

실패하여 펨토초 레이저 초점이 기판 표면에서 벗어난 부분을 지

 

(a) Example of improperly balanced signal ratio

(b) Example signal which has an improper duty ratio
Fig. 7 Examples of improperly controlled autofocus signal

(a) Focus signal variation at 1 mm/s velocity

(b) Focus signal variation at 3 mm/s velocity

Fig. 8 Focus tracking ability according to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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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서 폴리머를 경화시키고, 현상 과정에서 바닥에 지지되지 않

는 경화된 선 패턴이 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Fig. 9에 제

작된 패턴의 선폭의 균일도는 Fig. 8의 초점 제어 성능에 좌우되는

데, 1 mm/s의 저속에서 10% 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이광자중합을 이용한 레이저 직접 묘화 시스템에

서 대면적 패터닝에 가장 중요한 비점수차 자동 초점 광학계 및 

제어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시된 비점수차 자동 초점 시스

템은 작동 영역이 10 µm 이내로 짧지만, 나노 미터급의 신호 분해

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광자중합 공정을 이용하는 레이저 직접 

묘화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자동 초점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

에서는 전술한 자동 초점을 이용하여 SU-8 광경화제에 10 mm 
길이의 연속적인 미세 패턴을 제작하여 제시한 자동 초점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자동 초점이 실패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표면 이물질로 인한 초점 광의 산란, 광경화성 레진의 버닝(burning)
에 의한 반사율 하락, 시스템 진동 등이 있다. 특히 자동 초점광과 

공정용 펨토초 레이저 광점의 위치가 일치하면, 펨토초 레이저에 

의하여 레진이 경화되면서 주위의 액상 레진과 굴절률 차이가 발생하

여 초점광이 산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두 

광점의 위치를 카메라 영상에서 수 µm 다르게 위치시키는 것이 안정

적인 자동 초점 제어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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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mm long line pattern

(b) Good line pattern in the region ①

(c) Entangled line pattern in the region ②
Fig. 9 Two-photon polymerization patterning res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29:4 (2020) 267~273

273

[7] Kim, Y. G., Ghim, Y. S., Rhee, H. G., 2019, Auto-focusing 
System Control for 3D Lithography of Direct Laser 
Lithographic System, Proc.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Autumn Conf., 108.

Geehong Kim
Senior Researcher in the Nano-Convergence 
Systems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His research interest 
is 3D structure fabrication in nano and micro 
scale using two-photon polymerization.
E-mail: geehong@kimm.re.kr 

Keebong Choi
Senior Researcher in the Nano-Convergence 
Systems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His research interest 
is the design and control of piezo-driven 
mechanism for ultra-precision motion . 
E-mail: kbchoi@kimm.re.kr 


	대면적 레이저 직접묘화 공정에서 비점수차 자동초점 기술 연구
	ABSTRACT
	1. 서론
	2. 비점수차 자동초점
	3. 시스템 구성
	4. 초점 신호 및 패터닝 공정
	5.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