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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너-스테이지 연동기반 레이저빔 제어기술 개발  
On the fly technology development based on laser scanner-stage synchr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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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The control block diagram for scanner-stage synchronization 

  

Fig. 2 Experimental scenario for comparison between 

step&scanning method and on the fly method  

Fig. 3 The photo of laser marking pattern between step&scanning meth-

od(Left) and on the fly method (Right) 

1. 서론

레이저 소스 개발 및 레이저 펄스폭이 초단파 됨에 따라 초정

밀 가공이 가능해지고 있다
1
. 레이저 가공 공정이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태양전지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전자부품, 

자동차 산업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2
. 레이저 가공 공정의 발전

동향은 단납기화(초고속화), 대면적화, 초정밀화, 환경문제를 

고려해 건식화 되고 있다. 산업 발전 동향에서 보듯 초정밀화를 

요구하며 동시에 대면적화를 요구하는 상반된 기술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초고속 스캐너 가공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시스템

에서는 스캐너 영역이 초과되는 영역에서 스테이지를 이송시키

면서 가공하면 된다. 기존의 방식은 Step & Scanning 시스템으

로 스테이지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에 스캐너 가공이 이루어지

고, 스캐너 가공영역을 넘어가는 곳에서는 스테이지가 다시 이

송 후 가공하게 된다. 스캐너-스테이지 연동 시스템

(Scanner-stage on the fly)은 스테이지의 정지 없이 연속적인 

가공하는 것이다. 고속 스캐너와 정밀/대면적 스테이지를 동기

화 함으로써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대면적 가공이 가능한 기술

로써 연동 시스템 적용시 가공속도가 극대화 되며 가공의 불연

속 부위가 없어져서 가공 품질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2. 시스템 구성 

스캐너-스테이지 연동을 통한 레이저 가공의 개념은 스캐너

와 스테이가 협업을 통하여 최적의 레이저 가공을 하는 것으로써, 

가공도면을 형상을 단순화 하여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하고 가공

도면의 미세 부위는 레이저 스캐너가 담당하는 것이다. 먼저, 가공

도면이 주어지면 경로생성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스테이지의 가공

경로가 결정된다.  1축의 리니어 스테이지의 위치 속도 정보를 

엔코더 신호를 레이저 스캐너 제어보드에 입력함으로써, 스테이

지와 스캐너를 유기적으로 동기화 시킨다. 또한 스캐너 제어 보드

에서는 가공도면에서 스테이지의 추종오차가 포함된 위치정보를 

가감함으로써 스캐너의 이송량을 제어하게 되며 제어블럭선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3.  실험 및 고찰

1축 리니어 스테이지와 2축 스캐너 제어보드 및 하드웨어를 

조합하여 실시간 연동 시스템을 구성한 후 연동 실험을 수행 

하였다. 1 Khz의 저반복율의 레이저 펄스를 활용하여 레이저 

펄스간의 균일한 가공을 확인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다. 스캐너 

가공영역은 50x50 mm
2
 로 하여, Step&scanning 방식과 연동 방식

을 비교하였다. Step&Scanning 방식의 경우, 스캐너 가공영역에

서 가공을 하는데, 이때 스테이지는 정지하여 가공하며 가공이 

끝나면 스테이지의 위치를 50mm 이송한 후 새로운 영역을 스캐너

로 가공하였다. 반면 실시간 연동 방식의 가공은 스테이지 정지 

없이 가공 방향으로 연속 이송하였다. 가공순서는 0°의 수평선

에서 시작하여 각도를 증가 시키면서 순차적으로 90°의 수직선

까지 가공하였다.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스캐너 작업 영역 안에서는 두 

방법 모두 균일하게 점사이의 간격을 유지 되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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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tage path generation example (Top) 

Acceleration time = 60 ms, (Bottom)1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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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leration time and stage 

total path length

있다. 점 사이 평균 간격은 303~304 µm 로써, 가공속도 300 

mm/s 이고 펄스반복율 1Khz 일때의 펄스 사이의 간격과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스캐너 작업영역이 벗어나는 

구간 (50 mm 영역)에서는 Step&Scanning 방식의 경우 점사이

의 불균일한 가공이 발견되었다. 스테이지가 정지한 후 출발

할 때 가속구간에서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공점사이의 간격이 불균일 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연동 방식의 경우 스테이지의 연속적인 이송으로 인한 연속 

가공 방식임으로 모든 점이 균일하게 가공됨을 알 수 있으며 

연동 방식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또한 1축 연동 시스템에서 다양한 도형을 가공한 후 형상 

정밀도 및 위치정밀도를 측정하였는데, 형상정밀도의 경우 

60µm 이내 위치정밀도 23µm 정도로 측정되었다. 보다 나은 

정밀도를 위해서 스테이지 2축 연동시스템을 제작하고 있으

며 스테이지와 스캐너 가공경로를 분기하기 위한 경로생성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스테이지 경로 생성

의 경우 최소한의 가감속으로 부드러운 경로 생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가공도면의 급격한 방향변화를 smoothing 하는 기

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4는 다수의 부재를 routing 하기 위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부재간의 순서는 내부 부재에서 

외부 부재로 가공 되어지며, 부재간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가감속 시간을 60ms에서 100ms로 

증가시켰을 때의 스테이지 경로생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스

테이지 경로는 smooth 하게 변하고 그에 따른 스테이지 가공경

로도 짧아지게 된다. 하지만 그림4 하단 그림에서처럼 스캐너 

영역이 전체 도면을 다 포함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는 에러 영역을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에러 영역은 다시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 및 수동 스테이지 경로 생성에 의해서 

보정된다. 

그림  5에서는 스테이지 가감속 시간을 변화 시켰을 때 

스테이지 경로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써, 가감속 시간을 

증가시켰을 때, 스테이지 총 이송거리는 반비례하여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스테이지 이송거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영역에

서는 도면의 최외각 부재에서 스테이지가 리플형식에서 직선 

경로로 변하면서 경로 단축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스테이지 경로의 단축은 저속의 스테이지 이송을 최소화 하고 

고속의 스캐너 가공을 극대화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 고속 레이저 가공을 목적으로 한다.  

4. 결론

대면적 초고속 가공을 위한 레이저 스캐너-스테이지 연동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1축 스테이지의 위치/속도 정보를 엔코

더 신호를 통하여 스캐너 제어보드에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동기와 하였다. 연동 방식은 Step&Scanning 방식에 비해 

스캐너 작업영역 이내 및 작업영역의 연결 부위에서도 균일하

게 가공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스테이지 1축 연동 

시스템의 오차는 형상정밀도 60µm 이내 위치정밀도 23µm 

정도로 측정 되었으며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스테이지 2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스테이지와 스캐너 경로

를 분기하는 연동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스테이지 

가감속 시간을 증가 시켜서 smooth 한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

하였으며 이때 스테이지 총 이송경로 역시 감소하였다. 스테이

지 경로 생성이 오류가 발생 했을 때 다시 최적화 하는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스테이지 경로를 재생성하였다. 개발된 경로생

성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2축 스테이지 기반 연동 시스템을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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