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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 패터닝은 마이크로 크기의 

미세한 형상을 용도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료 표면에 부여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산업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응용 또한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오 분야에서 패턴 크기에 따라 세포 증식 
또는 억제에 적용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빛의 효율을 증가하는데 적용된다. 또한, 마찰 
마모의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베어링, 
실린더 내벽 등에도 패턴을 부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은 반도체 공정, 레이저 공정 및 
다이아몬드 기계가공 공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패턴 해야 할 면적, 형상 및 용도에 
맞게 적절한 공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각 
공정마다 제작비용, 제작시간, 제작품질 등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반도체 공정의 경우 
실리콘 위주의 평판 형상으로 공정장비의 
고비용과 공정시간에 어려움이 있으며, 레이저 
공정의 경우 열적 영향을 피할 수 없어 품질 
면에서 제약이 뒤따른다. 다이아몬드 기계 
가공의 경우 다양한 재료 형상에 고품질의 
패턴을 부여할 수 있지만 대면적에 대해 많은 
공구 경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제작자 
관점에서는 넓은 면적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패턴을 빠른 시간 내에 제작 하기를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다이아몬드 기계 
가공의 효율을 향상 시키고자 다이아몬드 
공구에 미세 홈을 가공하고, 이 공구를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미세형상을 한번의 가공 

경로로 형성할 수 있는 공정을 검토하였다. 
다이아몬드 공구의 미세가공은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펨토초 레이저는 
펄스폭이 매우 짧아 다광자 흡수를 유도하며 
다이아몬드와 같은 유전체 재료에서는 전자의 
여기 및 이완, 이온화 과정을 거쳐 동성 
전하간의 쿨롱 반발력에 의해 재료의 결합을 
깨는 메커니즘으로 열적 영향이 거의 없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사용된 레이저의 사양은 Ti: sapphire 

레이저로 파장 800 nm, 펄스폭 220 fs 및 펄스 
반복율 100 kHz 를 가진다. 선폭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구수 0.8 의 고배율 렌즈를 사용 
하였으며, 레이저 빔이 공구 표면에 항상 
수직이 되도록 정렬하기 위해 6 자유도를 갖는 
공구 홀더 스테이지를 구성하였다. 사용된 
공구는 폭 1 mm, 두께 0.5mm 인 사각형상이며, 
여유각 3° 를 갖는 천연 다이아몬드 공구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diamond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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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방법은 Fig. 1 에 보인 것과 같이 공구 

여유면을 레이저 빔에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공구의 이송 방향 및 레이저 편광 방향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였다. 실험조건은 펄스당 
에너지를 13 nJ 로 고정하고, 이송속도 0.01, 
0.05 mm/s 로 각각 1, 2, 5 회 왕복 가공 하고 
0.1 mm/s 의 속도로는 10, 20, 50 회 왕복 
가공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다이아몬드 공구의 왕복 이송 횟수와 이송 
속도의 조합에 의해 총 입사 에너지(E)는 다음 
식과 같이 결정된다. 

 
여기서 P 는 레이저 출력, D 는 초점 

직경(약 1.2 μm), v 는 왕복 속도, n 은 왕복 
횟수이다. 따라서 왕복 횟수 1, 5, 10 과 속도 
0.01. 0.05, 0.1 mm/s 로 각각 가공된 패턴의 총 
입사 에너지는 28 kJ/cm2 으로 같다. 

F i g .  2  는  각각의  조건에서  가공된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하여 Ni 재료 표면에 
가공한  후  패턴  높이를  측정한  결과이다 . 
그림에서 밑줄(28 kJ/cm2), 원(56 kJ/cm2) 및 
별표(140 kJ/cm2) 모양끼리는  서로  같은  총 
입사  에너지를  나타낸다 .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총  입사  에너지가  같다  하더라도 
높이차가 생기며, 에너지가 높더라도 높이차 
변화가 거의 없다. 오히려, 깊이 측면에서 보면 
이송속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Fig. 2 Height comparison with different scanning 
translation speeds and reciprocal numbers. 

 
Fig. 3 Block diagram of multi-modal chatter model 

of a high speed machining center (Times New 
Roman 9pt) 

 
이는 초기 가공 시에는 공구 표면이 충분히 
깨끗하여 입사 빔이 가공에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므로 저속의 이송속도에서 깊이가 
커지고, 그 이후의 중첩 가공에서는 입사 빔이 
이미 가공된 거친 표면을 지나게 되므로 빔이 
산란되어 가공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미세 
선폭을 가공하기 위해 고배율의 렌즈를 
사용하였으므로 초점 심도가 매우 작아 이미 
가공된 표면을 지나면 빔이 확산되기 때문에 
빔의 강도저하로 인해 깊이가 커지지 않는다고 
추측된다. Fig. 3 은 한번의 가공 경로로 형성된 
복수개의 마이크로 패턴을 보여준다. 

 
4. 결론  

마이크로 패턴을 다이아몬드 공구에 의한 
기계 절삭 가공에서 보다 쉽게 구현하기 위해 
공구 표면을 펨토초 레이저로 미세 패터닝 
하였다. 선폭 약 1.2 μm, 깊이 약 1.5 – 1.8 μm 
의 홈을 제작하여 한번의 가공 경로로 다수의 
마이크로 패턴을 쉽게 제작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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