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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continuous laser micro patterning on three-dimensional free form surface, innovative laser system 

is developed. The two axis galvanometer is combined with the dynamic focusing unit to increase optical 

distance. Also, it is synchronized with the 3 axis mechanical system. To determine laser machining 

sequence, laser CAM system is developed. It can make possible of 3D surface micro patterning under 25 

μm pattern width. The uniformity of pattern width is about 2.8% and it is validated that focal plane is 

well conserved by the dynamic focusing unit. Velocity and positional information of 1 axis is stage is 

fed to the scanner control board by the encoder signal and it makes possible real time synchronization. 

With this system, possible patterning volume is enlarged from 40 × 40 mm2 to 40 × 120 × 30 mm3.

Keywords: 3 dimension(3차원), wide area(대면적), continuos patterning(연속 패터닝), Al2O3(알루미나), synchronization
(동기화)1)

1. 서 론

최근 Al2O3와 같은 세라믹 재료는 전자재료의 

부품, 커패시터, 반도체 부품 등에 다양하게 적용

되고 있으며, 특히 열적 안정성 특성에 따라 광

범위하게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1 세라믹 재

료의 특징은 단단하고 깨지기 쉽고, 기계가공시 

소결 제작 공정에 의한 부서짐 현상이 종종 발생

한다.2 이에 최근에 초단파 레이저를 활용한 레이

저 미세 가공이 각광을 받고 있다.3 레이저 공정

이 기계 가공 공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상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몇몇 선진국에서는 레이저 가공 시스템

과 CNC 머신을 결합한 레이저 가공 시스템을 상

용화 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상에 적용 가

능한 레이저 패터닝 시스템을 위한 CAM 알고리

즘 및 가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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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패터닝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2축 스

캐너와 2축 리니어 스테이지를 결합하여 전자 부

품의 라우팅 및 드릴링 공정 장비가 개발되었

다.4-6 최근에는 다축 시스템에서 레이저 드릴링 

및 라우팅을 위한 경로 생성에 대한 방법도 활발

히 연구되고 있다.7,8 본 연구는 3차원 형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다축 리니어 스테이지와 3축 갈

바노 미터 스캐너를 결합한 CAM 알고리즘 및 

가공 시스템을 제작하여 Al2O3 의 3차원 표면에 

패터닝을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레이저 CAM 알고리즘

대면적 자유형상의 레이저 마이크로 패터닝을 

일반화 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2축의 

갈바노미터 스캐너와 1축의 가변초점 장치를 결합

한 3축 스캐닝 모듈과, 5축의 리니어 스테이지 결

합을 고려하였다. Fig. 1에서와 같이, 자유형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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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의 패터닝을 위한 매크로(macro) 경로인 스테

이지는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며 이송한다고 가정한다. 스테이지에 부착된 갈

바노미터 스캐너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micro) 경

로로 담당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패터닝이 가능

한 유효 스캐닝 부피(effective scanning volume)를 

설정하였다. 이는 2축의 갈바노미터 스캐너의 작업 

영역인 xl, yl의 면적과 가변초점장치에 의한 초점 

심도 zl의 3축이 만나는 영역을 부피로 하는 스캐

닝 볼륨이 설정된다.

Fig. 1 Stage & scanner path on 3D free form surface.

스테이지 경로는 기존 2차원 평면에서의 control 

point 지정을 통한 티칭 방법을 바탕으로, 3차원으

로 확장하였다.4 단순 투영 방식이 아니라, 3차원 

표면을 추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Fig. 2에서는 

스테이지와 스캐너의 경로 및 속도를 계산하는 방

법을 도식화 하였다. 우선적으로, 2차원 평면상에서 

스테이지 경로를 지정하기 위한 control point를 사

용자가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스캐닝 면적, xl × yl 

을 고려한다. 다음은 3차원 상으로 표면을 추종하는 

프로세스로써, 3차원 스캐닝 볼륨을 고려한다. 이 

때 스테이지 경로는 3차원 표면 상에서 최단 경로

를 생성한다. 다음은 스캐너 경로를 계산 한 후 스

테이지와 스캐너의 속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일정한 지점인 control point 에 각각 스테이지와 스

캐너가 도달하는 시간을 일치함으로써, 동기화 조건

을 구현하였다. 또한, 스캐너 경로는 CAD 데이터 

경로를 분할한 것으로써, 실제 시스템에서 스테이지

의 오차를 가변적으로 변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레이저 CAM data

3차원 자유형상 표면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반

원통 형태의 표면 패터닝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Fig. 3에서는 2mm 간격으로 최대 곡면 단차 30mm 

인 3차원 표면을 패터닝하기 위한 갈바노미터 스

캐너 경로를 나타내었다. 스테이지의 경로는 Y축

은 패턴 형상의 중심에서 고정시키고, X축 방향

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고려하였다.

스테이지 경로를위한
control point 사용자 지정

곡면상의 Control point
최단 거리 이동 스테이지경로 계산

스캐닝볼륨을고려한
3차원경로 변환

스캐너경로 계산

스테이지및 스캐너 속도 계산

Fig. 2 Algorithm of path and velocity generation for two 
individual systems

Fig. 3 CAD data for galvanometer scanner patterning of 
3D surface.

Fig. 4에서는 갈바노미터 스캐너의 Z축 변위와 

스테이지의 X축 속도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갈바

노미터 스캐너의 Z축 변위는 3차원 표면의 Z축

을 추종하며, 계단 형태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X, Y축을 패터닝 하는 동안 Z축은 정지하

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한 이유이다. 동시에 X축 

스테이지 속도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다가 스캐

너 Z축 모션 중에 속도를 감속하게 되는데, 일정

한 패터닝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전체

적으로 스테이지 속도 또한, 3차원 표면 형상과 

유사한 형태로 증감 함을 알 수 있다. Fig. 5에서

는 2초 동안의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현상을 확

대하여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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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anner Z axial distance and Stage X axial velocity.

Fig. 5 Detail graph during two seconds of Fig. 4.

Fig. 6에서는 갈바노미터 스캐너의 속도를 축별

로 도시하였다. X축이 정지해 있는 동안 Y축 스

캐너 모션에 의하여 패터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00mm/s 속도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패터

닝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에 X

축 패터닝이 반복적으로 수행됨을 알 수 있다. 

Fig. 6 Scanner X & Y axial velocity.

2.3 실험 장치 구성 및 결과

Fig. 7에서는 3차원 자유형상 패터닝을 위한 실

험장치를 도식화하였다. 레이저 발진기는 펨토초

와 피코초 펄스폭 가변 가능하며 237.8fs 펄스폭, 

200kHz 반복율을 선택하였다. 레이저 출력 안정

화 장치를 통하여 일정하게 출력이 유지되게 하

였으며, 갈바노미터 스캐너를 지난 레이저 빔을 

1030nm 파장에서 5.1W 측정하였다. 3축 갈바노

미터 스캐너는 Scanlab 사의 Varioscan de 20i 모

델과 Hurryscan 14 모델을 결합하였다. 갈바노미터 

스캐너에 부착된 f-theta 렌즈의 초점거리는 170mm 

이며 40 × 40mm2 가공영역을 설정하였다. 리니어 

스테이지는 져스텍사의 리니어 모터 JTKL 모델로

써, X, Y축은 300mm 스트로크가 가능하며, Z축의 

경우 서보모터를 사용하였다. 3축의 스테이지는 

PMAC에 의하여 제어된다.

FS~PS pulse
Variable laser

Laser power
controller

3D Galvanometer
scanner

3-Axis linear
Stage

System
Controller,
PC based
(UMAC)

Fig. 7 Scanner X & Y axial velocity.

 

Fig. 8 Photo of 3D surface patterning with selective time 
in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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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에서는 Al2O3 3차원 샘플에 실제 패터닝 

하는 장면을 나타내었다. Fig 3의 CAD 데이터를 

패터닝 하였으며, Al2O3 샘플의 형상 크기는 100 

× 176 × 30mm3 이다. Fig. 8에서는 동영상을 촬

영하여 특성 시간대의 장면을 추출하였으며, 패

터닝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는 30mm 단차를 확인하였다. 레이저 CAD 데이

터를 바탕으로 Y축이 정지한 상태에서, X축이 

이송하는 경로를 선택하였다. 스테이지가 이송하

는 동안 갈바노미터 스캐너가 3차원 형상 위에 

2mm 간격으로 패터닝을 수행하였다.

100mm/s 등속으로 패터닝을 수행한 후 선폭 

및 선폭의 균일도를 측정함으로써, CAM 알고리

즘 및 실험 장치 검증을 하였다. 패터닝된 선을 

임의로 20지점을 샘플링하여, 현미경으로 선폭을 

측정하였다. 선폭 평균은 23.6μm으로 측정되었으

며, 선폭 균일도는 coefficient of variation 기준으

로 2.83%가 측정되었다. 이 결과를 Fig. 9에 나

타내었으며 6지점의 선택된 현미경 사진과 데이

터를 도시하였다. Fig. 10에서는 2지점을 SEM 

으로 측정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선폭 균일도는 

3차원 표면을 잘 추종하면서 패터닝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패터닝 면적이 40 × 

40mm2 인데 반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40 × 120 

× 30mm3로 확장 되었으며, 연속 패터닝을 통하

여 선폭 균일도가 확보됨을 알 수 있다.

Fig. 9 Pattern width of 20 sampling points.

Fig. 10 Two selected photo of Al2O3 laser pattern.

3. 결 론

본 연구는 3차원 형상 표면에 레이저를 활용하여 

마이크로 패터닝을 수행한 연구로써, 3축의 리니어 

스테이지와 3축의 갈바노미터 스캐너를 결합하였다. 

매크로 모션인 경우 관성이 큰 스테이지에 담당하였

고, 마이크로 모션은 갈바노 미터 스캐너에서 미세 

패터닝을 하도록 CAM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축의 

스캐닝 볼륨을 구속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

한 CAM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CAM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Al2O3 3차원 샘플에서 미세 패터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선폭 평균은 23.6μm으로 측정되

었으며, 선폭 균일도는 coefficient of variat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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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83%가 측정되었으며, 선폭의 균일도를 바탕

으로 연속 패터닝에 대한 우수함이 증명되었다. 또

한, 2차원 갈바노미터 스캐너의 패터닝 면적이 40 × 

40mm2 인데 반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40 × 120 × 

30mm3로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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