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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렌즈 어레이(microlens array, MLA)는 복수의 개별렌

즈가 배열을 이룬 형태의 렌즈이다. 빛을 확산 및 집중시키기 위한 

용도로 빔프로젝터, 광통신, 라이다 등의 광학계에서 그 수요가 점

차 증가하고 있다[1]. 복수의 개별렌즈로 구성된 MLA는 회전대칭 

비구면렌즈와 비교하여 정밀하게 제작하는 것이 어렵다. MLA를 

제작하는 방식에는 초정밀가공, 포토리소그래피, 레이저 등이 연구

되어 왔다[2,3]. 최근 MLA를 이용한 광학계에서는 높은 종횡비와 

가공정밀도가 요구됨에 따라, 초정밀가공기에서 다이아몬드공구

를 이용한 절삭가공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4,5].
초정밀가공기에서 MLA를 가공하기 위한 방식은 fast tool 

servo (FTS), slow tool servo (STS) 및 밀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6]. 

FTS와 STS는 공작물이 회전하는 동안 공구가 형상을 따라 이송

되는 선삭가공 방식으로, 공구간섭에 의해 종횡비가 높은 MLA 
가공에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밀링가공은 공작물은 고정되고 공

구가 회전하며 형상을 따라 이송되는 방식으로, 공구간섭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높은 종횡비의 MLA 가공에도 적합한 가공

방식이다[7].
밀링가공은 공구의 이동 경로에 따라 Fig. 1과 같이 나선형 밀링

과 래스터 밀링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8] 개별렌즈의 모양과 요

구 조건에 따라 방식이 선택되어 진다. 밀링가공에서는 일반적으

로 공구가 콜릿척에 의해 고정될 때 런아웃[9] 편차가 자주 발생하

며, 이로 인해 가공면의 중심영역에서 표면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존 나선형 밀링을 이용한 MLA 제작 

연구[10]에서는 공구축이 개별렌즈의 중심축으로부터 기울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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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가공이 진행되는 Tilted spiral milling을 이용하여 가공정

밀도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래스터 밀링을 이용하여 MLA의 가공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 초정밀가공기에

서 다이아몬드 볼 엔드밀 공구를 사용하였다. MLA 금형은 3가지

(parallel, tilted, and single point) 래스터 밀링 가공방식을 적용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가공방식에 따른 특성과 표면결함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금형 소재
2.1 초정밀가공기 

실험에서는 Fig.2와 같이 5축(X, Y, Z, B, and C) 동기제어가 

가능한 초정밀가공기(model: ASP01-UPX, Nachi Fujikoshi)를 

사용하였다. 초정밀가공기는 주축(X, Y, and Z) 1.0 nm, B and 
C축 0.00001 deg 까지 제어가 가능하다. 온습도가 유지되는 클린

룸에서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독립부스 위

에 설치되어 있다. 독립부스의 바닥면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제

진대와 화강암 베이스가 설치되고, 그 위에 주요 부품들이 구성되

어 있다. X축과 Z축은 직교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정압에 의

한 비마찰 방식으로 이동된다. 공구가 설치되는 B축 로터리 테이

블은 X축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정압 베어링의 안내면을 따라 

360° 회전이 가능하다. 상하 위치제어를 위한 Y축은 Z축 위에 직

교하여 설치되어 있다. 공작물이 부착되는 C축 워크스핀들은 Y축

에 직교하여 설치되어 있다. 실험에서는 다이아몬드 볼 엔드밀 공

구를 회전시키기 위한 고속스핀들과 설치된 공구를 검사하기 위한 

영상장치(on-machine microscope)의 부가장치를 사용하였다.

2.2 금형 소재 및 측정기 
공작물은 황동 소재와 steel 계열의 Stavax에 무전해 니켈도금이 

증착된 소재를 사용하였다. 황동 소재는 설치된 공구의 위치 교정, 
공구의 마모상태 확인, 가공방식에 따른 가공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실험에 활용하였다. 무전해 니켈도금이 증착된 소재는 플

라스틱 사출 렌즈 성형용 금형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볼 엔드밀 공구의 마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공구와 공작물은 공구현미경, 초정밀가공기의 영

상장치, 간섭계 측정 장비, 접촉식 비구면 형상 측정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구현미경(model: STM6, Olympus)은 공구와 가공

된 공작물의 표면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초정밀가공기의 영

상장치는 스핀들의 콜릿척에 고정된 공구의 런아웃 편차를 측정하

기 위해 활용하였다. 간섭계 측정 장비(model: NPFLEX, Bruker)
는 공구마모 및 개별렌즈의 형상정밀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이아

몬드 촉침을 이용한 접촉식 비구면 형상 측정기(model: PGI-840, 
Form Talysurf)는 표면거칠기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실험 결과
3.1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실험을 위한 MLA는 25개의 개별렌즈로 이루어진 5 × 5 배열로 

Fig. 1 Schematic of (a) Spiral milling and (b) Raster milling

Fig. 2 Ultra-precision diamond machine 

Fig. 3 Single-crystal diamond ball endmill: (a) The manufactured 
tool, (b) Top view and (c) Side view image by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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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개별렌즈는 가로 0.83 mm, 세로 0.55 mm, 오목 형상

의 구면 곡률 반경 R 2.4 mm, 대각선 방향 최대 높이(sag) 0.05 
mm, X 방향 최대 경사각 ± 10.0°이다.

3.2 다이아몬드 볼 엔드밀 공구
가공실험을 위한 공구는 외날 형태의 단결정 천연 다이아몬드 

볼 엔드밀(제조사: 챔프다이아)을 사용하였다. Fig. 3(a)와 같이, 
공구의 선단부에 위치한 다이아몬드는 텅스텐 카바이드 재질의 샹크

(shank)에 조립되어 제작되었다. 다이아몬드는 반경 R 0.7 mm, 
유효각도 70°, 샹크 중심과 커터 엣지부의 center-off –0.005 mm, 
커터 높이는 샹크 중심과 일치하여 제작된 것을 공구현미경을 이용

하여 확인하였다.
다이아몬드 볼 엔드밀 공구는 고속스핀들에서 콜릿척에 고정되

며, 가공 중에는 고속으로 회전되어야 한다. 콜릿척에 고정되는 공

구는 고속스핀들의 회전중심과 일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일
반적으로는 불일치되어 런아웃 편차가 흔히 발생한다. Table 1은 

실험을 위해 제작된 공구와 콜릿척에 고정된 공구의 런아웃 편차

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작된 공구는 공구현미경을 이

용하여 샹크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콜릿척에 고정된 

공구는 초정밀가공기의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회전중심을 기준으

로 측정하였다. 고정된 공구는 center-offset – 0.012 mm, 커터 

높이 0.015 mm의 런아웃 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공이 진행되는 동안 공구는 고속으로 회전되어야 한다. 런아웃 

편차를 가진 공구는 고속회전 시 채터링에 의한 진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가공면의 표면거칠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구의 회전속도는 진동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초정밀가공기의 ‘Position error’ 그래프를 

활용하여 공구의 최적 회전속도를 선정하였다. ‘Position error’는 

이송축(X, Y and Z)의 위치오차를 실시간 그래프로 나타낸 초정

밀가공기의 기능 중 하나이다. 회전속도는 10,000 ~ 30,000 rpm
까지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이송축의 위치오차를 확인하였으며, 위
치오차가 각축 20 nm 이하인 19,300 rpm을 최적 회전속도로 선

정하였다.
Fig. 4는 MLA 가공실험을 수행하기 전, 공구의 미세 칩핑 및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세 

칩핑 및 결함은 육안 확인을 통한 직접 검사방식으로는 구별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간접방식을 이용하여 공구의 초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공작물은 황동 소재를 사용하

였다. 공구축의 기울기는 공작물과 수직인 0°에서 40°까지 각 5°
씩 기울어졌고, 각 기울기에서 깊이 – 0.01 mm로 가공된 후, 0.25 
mm씩 이동되었다. 각 기울기에서는 ± 10° 영역에서 결함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 공구축의 기울기가 0°인 영역에서는 

가공면의 중심부에서 지름 0.026 mm의 미가공 표면결함이 발생

하였으며, 직선구간에서는 중심부에서 폭 0.026 mm의 띠 모양의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0° 및 직선구간 중심부의 표면

결함은 공구가 고정될 때 발생한 런아웃 편차에 의해 발생하고 있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0°에서 발생한 미가공 표면결함은 공구축

이 점차 기울어짐에 따라 외곽으로 이동되었으며, 15° 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실험을 통해 MLA 가공실험 

전의 공구는 0 ~ 50° 범위에서 런아웃 편차에 의한 영향을 제외하

고는 특이한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가공조건 산출
래스터 밀링을 이용한 MLA 금형가공은 개별렌즈의 순차적

인 완성으로 제작된다. 개별렌즈는 다이아몬드 볼 엔드밀 공구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동안 형상을 따라 X, Z축이 동기화되어 이송되

고, 이 과정이 Y축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완성된다. 이
러한 특징으로 인해 래스터 밀링을 이용한 MLA 가공에서는 회전

대칭 비구면렌즈의 절삭가공과 비교하여 많은 가공 시간이 소요되

므로, 가공실험에 앞서 목표 정밀도를 달성하기 위한 가공조건을 

우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공구경로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가공조건은 표면거칠기를 기준

으로 산출하였다. 래스터 밀링에서 표면거칠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는 공구반경의 크기와 회전속도, 이송속도, 그리고 

Y 방향 이송간격이다. Fig. 5(a)는 래스터 밀링을 이용한 개별렌즈 

Table 1 The manufactured and installed tool (unit : mm)

Tool Center
offset

Cutter
height Radius

Manufactured tool -0.005 0.0 0.700
Installed tool -0.012 0.015 -

Fig. 4 The inspected image of tool before the machining 
experiments by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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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에서 이러한 인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표면거칠기의 개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X 방향의 표면거칠기는 공구반경과 이송속도, 회
전속도에 의해 계산되며, Y 방향의 표면거칠기는 공구반경과 이송

간격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Fig. 5(b)는 Y 방향에서 공구반경의 

크기와 이송간격에 따른 표면거칠기의 비교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

으며, 공구반경이 클수록 이송간격이 작을수록 표면거칠기는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c)는 X 방향에서 공구반경 R 0.7 
mm이 적용되었을 때, 공구의 회전속도와 이송속도에 따른 표면거

칠기의 비교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전속도가 높을수록 이

송속도가 낮을수록 표면거칠기는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공조건은 표면거칠기 0.02 µm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공구

의 선단반경은 R 0.7 mm, 공구의 회전속도는 19,300 rpm을 적용

하였을 때, Y 방향 이송간격 0.009 mm, X 방향 이송속도 240 
mm/min 이하에서 표면거칠기는 0.02 µm 이하가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3.4 래스터 밀링의 가공면 특성 분석
3.4.1 Parallel 및 Tilted Raster Milling의 가공면 특성

래스터 밀링을 이용한 MLA 가공에서 개별렌즈는 회전하는 공

구가 형상을 따라 X, Z축이 동기화되어 이송되고, 이 과정이 Y축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송되어 완성된다. Fig. 6는 X, Z축이 동기

화되어 이송되는 부분 과정의 개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종래의 래

스터 밀링은 일반적으로 공구축이 개별렌즈의 중심축과 평행한 

상태, 즉 공구축의 기울기가 0°인 상태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Parallel raster milling (PRM)’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PRM 가공방식에서는 가공면의 중심영역에서 공구의 런아웃 편차

에 의해 미가공 표면결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기존에 연구된 

나선형 밀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나선

형 밀링의 연구를 응용하여, 공구축이 기울어진 ‘Tilted raster 
milling (TRM)’을 이용하여 가공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Fig. 6의 개요도를 참조하였을 때, 공구축의 기울

기가 0°인 경우에는 공구의 회전중심에서 발생하는 런아웃 편차는 

가공면의 중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구의 런아웃 편차는 공

구축이 기울어짐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이동되며, 개별렌즈의 경

사각보다 기울기가 큰 경우에는 표면결함도 사라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가공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a) Schematic of surface roughness for raster milling method

(b) Surface roughness of Y-direction by pitch and tool’s radius

(c) Surface roughness of X-direction by spindle speed and feed rate 
Fig. 5 Surface roughness for machining conditions

Fig. 6 Schematic of the tilted raster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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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공구축의 기울기는 0°, 5°, 10°
를 적용하였다. Table 2는 실험에 적용된 가공조건을 나타내고 있

다. 황동 소재의 공작물과 R 0.7 mm의 다이아몬드 볼 엔드밀 공

구를 사용하였다. 공구의 회전속도는 19,300 rpm, X 방향 이송속

도는 100 mm/min이 적용되었다. 가공실험은 2회의 황삭가공과 

1회의 정삭가공으로 구분되어 진행하였으며, 황삭가공에서는 절삭

깊이 –0.025 mm, Y 방향 이송간격 0.15 mm, 정삭가공에서는 절

삭깊이 –0.005 mm, Y 방향 이송간격 0.009 mm를 적용하였다. 
Fig. 7은 공구현미경과 간섭계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분석된 가

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7(a)는 공구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

한 가공표면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공구축의 기울기는 위쪽 

열부터 0°, 5°, 10°이며, Fig. 7(b)는 0°의 중심부 셀을 확대한 가

공면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공구축의 기울기가 0°인 열에서

는 가공면의 중심영역에서 공구의 런아웃 편차에 의한 표면결함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구축이 5°와 10°로 기울어짐에 

따라 표면결함의 위치도 점차 외곽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7(c)는 간섭계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형상정밀도를 분석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형상정밀도는 중심부가 가장 높은 형태로, 
peak to valley (PV) 0.42 µm인 것을 확인하였다.

3.4.2 35° Tilted Raster Milling의 가공면 특성 분석
공구축의 기울기가 개별렌즈의 경사각보다 큰 경우에는 공구의 

런아웃 편차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가공이 가능함을 실험과 개

요도를 통해 알 수 있다. 개별렌즈의 경사각은 중심을 기준으로 

± 10°이므로, 공구축이 15° 이상 기울어지면 런아웃 편차에 의한 

표면결함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공구축이 35°로 기울어진 TRM 가공방식을 적용하여 MLA 가공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위해 제작된 다이아몬드 볼 엔드밀 공

구의 유효각도는 70°이므로 그 중간의 영역을 사용하기 위해 35°
로 선정하였다. 가공실험에는 무전해 니켈도금 된 소재를 사용하

였다. 무전해 니켈도금 소재는 플라스틱 사출 렌즈 성형용 금형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로, 실제 MLA 금형가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가공조건은 공구축의 기

울기를 제외하고는 Table 2와 같이 적용하였다.
Fig. 8은 전체 개별렌즈 가공에서 35° TRM을 적용한 MLA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8(a)와 (b)는 공구현미경을 이용하

여 확인한 MLA의 가공표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구의 런

아웃 편차에 따른 표면결함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각 개별렌즈에서는 Y 방향으로 띠와 같은 형태의 툴마크(tool 
mark)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8(c)는 간섭계 측정 장비에

서 X 방향 단면의 형상정밀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
석 결과, 툴마크가 발생한 영역의 가공면은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Table 2 Machining condition

Micro lens array 5 × 5 array
Material Brass

Tool radius R 0.7 mm
Spindle speed 19,300 rpm

Feed of X-Direction 100 mm/min

Depth of cut
Rough cut 0.025 mm * No. 2
Fine cut 0.005 mm * No. 1

Pitch of 
Y-direction 

Rough cut 0.15 mm
Fine cut 0.009 mm

(a) The machined surface by the PRM and TRM method 

(b) Magnification image of the machined surface 

(c) Form accuracy of machined surface by PRM method
Fig. 7 The machined surface by the PRM and TRM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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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PV 0.46 µm임을 확인하였다.

3.4.3 툴마크 발생원인 분석
PRM 및 TRM 가공방식을 이용한 MLA 가공실험에서, 가공면

의 정밀도는 공구결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아몬드는 경도가 매우 우수하여 예리한 인선으로 공구를 제작할 

수 있으나, 사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선부도 마모되어 가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선 35° TRM 을 이용한 

MLA 가공면에서의 표면결함은 공구마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Fig. 9(a)는 35° TRM을 이용한 MLA 가공실험 후, 공구의 마

모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
험은 Fig. 4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공구현미경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Fig. 4의 가공실험 전의 공구와 비교하여, 35° 영
역에서 결함이 크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9(b)는 간섭계 

측정 장비에서 결함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의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에서는 공구의 선단 반경 R 0.7 mm가 제

거되고, X 방향에 대한 단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심에서 벗

어난 약 37° 영역에서 형상정밀도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PV 
1.20 µm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5° TRM
을 이용한 가공면에서의 툴마크는 공구마모에 의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3.5 Single Point Raster Milling
PRM과 TRM을 이용한 MLA 가공실험을 통해, 공구가 고속

스핀들에서 콜릿척에 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런아웃 편차

와 가공 중에 발생하는 공구마모에 의해 표면결함이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공구결함에 의해 가공면의 정밀도가 저하 된 경우

(a) The machined surface by the 35° TRM method 

(b) Magnification image of the machined surface 

(c) Form accuracy of machined surface by the 35° TRM method
Fig. 8 The machined surface by the 35° TRM method

(a) The inspected tool after machining experiments

(b) Form accuracy of the tool of 35° area 
Fig. 9 Tool wear after machining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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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일반적으로 공구를 교체하기 전에는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구결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

여 가공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Single point raster milling 
(SPRM)’ 가공방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PRM은 회전대칭 비구면렌즈의 초정밀가공 방식인 ‘Single 
point diamond turning’[11]이 응용된 가공방식이라 할 수 있다. 
Fig. 10은 SPRM 가공방식의 개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6의 

TRM 가공방식은 기울어진 공구축이 유지되며 가공이 진행된다. 
반면, SPRM 가공방식은 공구축이 개별렌즈의 곡률을 따라 회전

하며 가공이 진행된다. TRM과 SPRM의 가장 큰 차이는 공구의 

사용영역이 달라지는 것에 있다. TRM 가공방식에서 개별렌즈의 

경사각과 가공 중에 사용되는 공구의 각도범위가 동일하다. 이러

한 이유로, 가공 중에 발생한 공구마모의 영향에 의해 가공면에서 

툴마크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SPRM은 공구축이 회전됨에 따라 

국소 영역만 사용이 가능한 가공방식이다. 그러므로, 공구마모가 

발생하더라도 결함이 있는 영역을 회피하여 공구축이 기울어지고, 
가공 중에는 개별렌즈의 형상을 따라 공구축이 회전하며 한점으로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구를 교체하지 않고도 가공정밀도를 

개선할 수 있다.
SPRM 가공방식을 이용한 MLA 가공실험에서 공구축의 초기 

기울기는 25°로 선정하였다. 이는 Fig. 9(a)와 같이 앞선 실험이 

진행된 이후, 30 ~ 40° 영역에서는 마모에 의한 결함이 있는 반면, 
25° 영역에서는 결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X, Z, B의 3축을 동기 제

어하기 위한 가공조건 설정에서는 B축의 회전속도를 500 mm/deg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X 방향의 이송속도를 12.5 mm/min로 적용

하였다. 다른 가공조건은 Table 2를 적용하였다.
Fig. 11은 SPRM을 이용하여 MLA를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1(a)와 (b)는 공구현미경을 통해 확인한 가공표면의 

Fig. 10 Schematic of single point raster milling 

(a) The machined surface by the SPRM method

(b) Magnification image of the machined surface

(c) Form accuracy

(d) Surface roughness
Fig. 11 The machined surface by the SPRM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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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공면에서 표면결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11(c)는 간섭계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X와 

Y 방향에 대한 단면의 형상정밀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MLA의 중심에 있는 개별렌즈의 형상정밀도를 분석하였으며, 
X-PV 0.09 µm, Y-PV 0.07 µm인 것을 확인하였다. Fig. 11(d)
는 접촉식 비구면 형상 측정기를 이용하여 표면거칠기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 속도 0.5 mm/sec, 데이터 간격은 1.0 
µm의 조건에서 측정하였으며, gaussian filter type, cut-off 
length 0.0025 mm에서 분석하였다. 표면거칠기는 X-Rz 0.0243 
µm, Y-Rz 0.0328 µm인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은 래스터 밀링 가공방식을 이용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금형가공에서, 공구결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가공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초정밀가공기에서 다

이아몬드 볼 엔드밀 공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MLA는 3가지

의 래스터 밀링방식을 이용하여 가공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가

공방식에 따른 가공면의 특징과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공
구축이 개별렌즈의 중심축과 평행한 Parallel raster milling 방식

에서는 공구가 설치될 때 발생한 런아웃 편차에 의해 개별렌즈 가

공면의 중심영역에서 표면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런아

웃 편차의 영향을 회피한 Tilted raster milling 방식에서는 가공 

중에 발생한 공구마모에 의해 개별렌즈 가공면에서 툴마크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구축이 개별렌즈의 형상을 따라 회전하

는 Single point raster milling 방식에서는 공구의 사용영역 최소

화를 통해 가공정밀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 연구된 Single point raster milling은 마이크로렌즈 어레

이의 가공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가공방식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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