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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imization of processing time in two-photon stereolithography (TPS) has been one of important issues. Generally, a 
voxel scanning method (VSM) has been used in TPS because the method is very profitable for the stable fabrication 
irrespective of jittering and response time of scanning equipments such as a stage and a galvano-scanner. However, 
supplementary processing time due to the on/off control of a shutter for the generation of each voxel is required inevitably in 
VSM; by this reason, much processing time takes to fabricate largescale micropatterns and three-dimensional patterns. In this 
work, a continuous scanning method (CSM), generating patterns by movement of beam focus with a constant speed, is 
proposed for the improvements of scanning speed and precision in TPS. Some line patterns are fabricated by each scanning 
method to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CSM with viewpoints of scanning speed and precision. 

 
 

1. 서 론 

이광자 흡수 광중합 현상(two-photon iniduced photo-
polymerization)을 이용한 나노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공정은 극소형의 완전한 3 차원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1~3) 

최근 연구에서 이 공정을 이용하여 3 차원 광결정(3D 
photonic crystals), 마이크로 바늘(micro-needle array) 등 

실제적인 고기능성 응용소자 제작에 응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9) 

  한편, 나노 스테레오리소그래피 공정으로 3 차원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 차원 CAD 
데이터에서 추출한 2 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 
층을 제작하고 제작된 각 층을 형상의 높이방향으로 
적층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제작시간이 
소요되며, 제작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스캐닝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0~13) 

2 차원 윤곽선을 제작하기 위한 기존에 사용된 

단속적 스캐닝 방법(voxel scanning method)에서는 
레이저의 초점 위치를 한 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조사하여 단위 복셀(voxel)(14)을 형성한 후 레이저를 

끈 상태에서 초점위치를 다음 복셀 생성 위치로 

이동한 후 다시 조사하여 각 복셀을 이어나가는 

방법으로 제작하게 된다. ( 1 5 ) 이 경우 스캐너가 

이동하는 동안 레이저는 조사되지 않게 되므로 

초점의 이동시간을 충분히 줄 경우 이동하는 동안 

스캐너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전체 조사시간 이외에도 각 위치에서 

안정된 셔터의 개폐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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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generation of a voxel and the characteristic 

regions 
 

 

제작속도가 많이 들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작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단위 

복셀에 소요되는 셔터의 개폐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스캐닝 방법인 레이저가 켜진 상태에서 스캐닝을 

하는 연속적 스캐닝 방법(continuous scanning 
method)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스캐닝 방법에 

따른 공정변수를 분석하여, 정밀도 및 제작속도에 

대하여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2. 연속적 스캐닝 방법의  
이론적 연구  

2.1 단위 형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 
단속적 스캐닝 및 연속적 스캐닝의 비교를 

위하여 단위 선 형상을 비교하였다. 선 형상은 

복셀이 1 차원 방향으로 중첩되어 생성되게 

되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선 크기에 대한 

함수를 복셀의 식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Fig. 1 과 같이 레진에 레이저가 조사 될 경우 

초점의 중앙에서부터 완전히 경화된 영역(fully-
polymerized region; FPR), 약한 광중합으로 일부가 

경화되어 액상과 공존하는 영역(less-polymerized 
region; LPR), 그리고 경화되지 않은 영역(non-
polymerized region; NPR)으로 나누어진다.(16) 

 FPR 에서는 레이저 강도가 매우 높은 구간으로서 

경화에 필요한 임계확률 thψ 이상의 확률을 가지며 

완전히 고상으로 경화된 영역이다. 그리고 

LPR 에서는 라디칼 생성 밀도가 매우 낮아 대부분 

레진 속에 내재한 산소(O2) 등과 결합하여 라디칼 

퀜칭(quenching) 작용이 일어나서 일부만이 경화되고  

 

 

 

 

 

 

 

 

 

 
Fig. 2 The relative position of a line pattern and 

corresponding focus 
 

 

액상과 고상이 공존하는 영역이 된다. 이 영역은 

에탄올(ethanol)과 같은 현상액을 이용하여 광중합이 

되지 않은 영역을 제거할 때 거의 제거가 된다. 

NPR 의 영역은 가해지는 레이저 강도가 매우 

낮아 라디칼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 영역이다. 

복셀이 중첩되어 선형상을 형성할 경우 중첩된 

에너지에 의해 LPR 영역이 더욱 강하게 경화되어 

FPR 의 영역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중첩 특성을 

고려하여 단속적 스캐닝 방법과 연속적 스캐닝 

방법 각각에 대하여 빔 스캐닝 시스템에서의 

공정변수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2 는 직선을 갈바노 스캐너(galvano scanner)로 
스캐닝 하였을 때 초점과 선폭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갈바노 스캐너를 이용한 빔 

스캐닝 방식에서는 100 ㎲ 이하의 순간적인 이동을 
하므로 이동시간을 무시하도록 한다. 조사간격 s 로 
스캐닝 할 경우 임의의 한 초점 ( 0F )의 중심 
( 0C )에서 스캐닝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선폭과 
만나는 지점에서는 0F 의 중심 0C 에서 0r 떨어진 
지점의 에너지 뿐 아니라 초점 γF 의 γr 거리에 
조사되는 에너지 또한 중첩되므로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이렇게 각 에너지를 중첩한 값은 경화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 확률값 ( thψ ; threshold 
probability)이라 할 수 있다. 단위 복셀의 레이저 

출력 및 조사시간에 대한 경화 확률 nψ 은 레이저의 

강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조사시간에 비례하므로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17) 가상의 제작된 선 

형상에 대하여 선의 가장자리의 한 점에 영향을 

주는 초점들에 대하여 확률값을 식 (2)와 같이 모두 

더하게 되면 단속적 방법과 연속적 방법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식 (3),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 )( ) vsfr trrH 2exp)0(=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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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 
 

 
                                           (4) 
 
 
여기서, d 는 선폭, )0(H 는 중심에서의 레이저 

강도, γ 는 가상선 가장자리 임의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가장 먼 거리의 초점을 뜻한다. 단속적 

스캐닝의 경우는 스캐너의 이동 후 안정화 시간 및 

셔터의 on/off 시간 등을 고려한 각 조사시간 사이의 

시간간격( it )이 수 ms 이상의 값으로서 하나의 

변수로 존재하게 된다. 즉, it 동안 LPR 에서 일부 

경화된 입자의 분산, 그리고 LPR 에서 생성된 

라디칼을 비활성화 시키며 소요된 O2 의 분산 및 

충진 효과가 일어나게 되므로, 단속적 방법에서의 

시간 함수는 식 (2)와 같이 각 위치에서의 

조사시간( vst )과 it 의 함수로 표현된다. 반면, 

연속적 스캐닝의 경우 빔 스캐닝 시스템에서의 

초점위치의 이동 시간은 0.1 ms 이하의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식(3)과 같이 각 위치에서의 

조사시간( cst )만의 함수로 표현된다. 따라서, 두 

스캐닝 방법에 대한 차이는 단속적 방법에서의 

it 값에 의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때, ( )ivsvs ttf , 는 

레진의 광 민감도, 점성 및 내부 분자들의 확산계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SCR 레진 (Japan Synthetic Rubber) 에 대하여 주요 

공정변수인 레이저 출력 및 조사시간에 대하여 두 

스캐닝 방법의 정밀도 및 제작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3. 실험 및 결과 토의 

3.1 스캐닝 방법에 따른 단위 형상 제작 
연속적 스캐닝 방법에서는 스캐너가 움직이는 

동안 셔터가 켜진 상태로 스캐너가 움직이므로 

셔터의 지터링(jittering)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스캐닝 조건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점 

위치제어를 위하여 갈바노 스캐너를 이용하였으며, 

각 단위거리를 이동할 때의 이동시간은 0.1 ms 
이하의 매우 작은 값으로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각 단위 거리 위치마다 초점이 머무르는 

시간으로 제어하며 최소값은 약 1 ms 이다. 최대 

속도에 대하여 스캐너가 안정적으로 구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 조사간격을 다양하게 

해가며 제작한 선 형상의 거칠기로부터 평가를 

해보았다. 

Fig. 3 (a)와 (b)는 각각 55 mW 의 레이저 출력과 

1 ms, 2 ms의 조사시간에 대하여 단위 조사간격을 

각각 5, 10, 20, 30, 40 nm로 하여 제작한 선 패턴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조사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단위 길이당 조사량이 줄어들어 보다 정밀한 

형상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 
ms의 조사시간의 경우 단위 조사간격 30 
nm부터는 스캐너의 지터링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연속적 스캐닝 방법의 경우 

20 nm의 복셀 간격이 적합하며, 이후 연속적 

스캐닝의 단위 조사간격을 20 nm로 두었다.  

 

 

 

 

 

 

 

 

 

 

 

(a) 
 

 

 

 

 

 

 

 

 

 

(b) 
 

Fig. 3 Line patterns fabricated under the conditions of 
laser power of 55 mW and exposure time of (a) 1 
ms and (b) 2 ms at each position. The voxel 
distances were each ㉠ 5, ㉡ 10, ㉢ 20, ㉣ 
30, and ㉤ 40 nm. And jittering of a galvano-
scanner occurred from 30 nm of voxel distance in 
case of 1 ms ex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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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Fig. 4 (a) Parameter study of continuous scanning 
method in cases of laser power of 30, 50, 70, 90 
mW. SEM images of voxel (left), line patterns by 
voxel scanning method (middle) and continuous 
scanning method (right). Laser power and 
exposure time were (b) 30 mW and 1 ms, (c) 30 
mW and 2 ms, (d) 70 mW and 2 ms, and (e) 70 
mW and 32 ms, respectively 

 

Fig. 4(a)는 연속적 스캐닝 방법을 이용하여 레이저 
출력 30, 50, 70, 90 mW 조건에서 제작한 선 폭 
변화를  나타낸다 .  레이저  출력  및  조사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선 폭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30 mW, 
1 ms 에서 최소 정밀도 170 nm 의 균일한 선폭을 
얻을  수  있었다 .  반면  복셀  및  단속적  스캐닝 
방법( it =3ms)의 경우에는 Fig. 4(a)의 condition-1, 

condition-2, condition-3 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4(b)의 결과와 같이 낮은 레이저 
출력과 조사시간이 짧은 condition-1 의 경우 복셀이 

전혀 생성되지 않았으며 단속적 방법의 선형상의 

경우 매우 불규칙하게 생성되었다. 높은 레이저  

 

 

 

 

 

 

 

 

(a) (b) 
 

Fig. 5 (a) Variation of line width depending on various 
time intervals under the conditions of laser power 
of 50 mW and exposure time of 1 ms. (b) SEM 
image of line width versus time interval ti under 
the conditions of laser power of 50 mW and 
exposure time of 1 ms 

 
출력과 조사시간이 짧은 condition-2 에 대해서는 

불규칙한 형상의 복셀이 생성되었으며 단속적 

스캐닝 방법의 선 폭 역시 매우 불규칙하였다. 

레이저 출력과 조사시간이 모두 큰 condition-3 의 

경우에 대해서는 복셀 및 모든 선 형상에 대하여 

균일한 형상이 제작되었다. 즉, 연속적 방법의 경우 

모든 공정조건에 대하여 균일한 선 폭을 얻을 수 

있지만 단속적 방법의 경우 짧은 조사시간에 

대해서는 매우 불규칙한 형상이 얻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단속적 방법의 경우 조사시간이 

짧게 되면 상대적으로 ti 에 의한 영향이 커지게 

되어 나타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단속적 스캐닝 방법에서 ti 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condition-2 의 공정조건 중 

하나인 레이저 출력 50 mW 및 조사시간 1 ms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5(b)의 결과와 같이 

ti 가 증가함에 따라 거칠기가 점차 개선되고 약 

10 ms 이상의 값에서 균일한 선 폭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5(a)와 같이 최대 

선 폭은 ti 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약 10 
ms 이상에서는 연속적 스캐닝 방법의 경우보다 

조금 더 정밀한 값을 가졌으며, 50 ms 이상의 

값에서는 복셀의 폭 크기로 수렴하였다. 이는 ti 

가 증가함에 따라 LPR 에서 일부 경화된 입자의 

분산 현상과, 라디칼 켄칭(quenching) 역할을 하는 

O2 의 확산으로 인한 충진 현상이 약 10 ms 의 ti 

동안 안정화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최대 제작 속도를 비교해 보면, 단속적 스캐닝 
방법의 최대 제작속도는 2.86 nm/ms (; 단위 조사거리 
20 nm 에 대하여 3 ms it , 4 ms vst  소요)이 되고, 

연속적 스캐닝 방법의 경우 최대 제작속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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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ms (; 단위 조사거리 20 nm 에 대하여 1 ms cst  

소요)으로서, 연속적 스캐닝 방법이 단속적 스캐닝 
방법에 비해 7 배 빠른 속도로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단속적 스캐닝 방법의 최대속도 조건에 비해 
정밀도도 개선되게 된다. 한편, 단속적 스캐닝 
방법의 경우 10 ms 이상의 it 에서 연속적 방법보다 

정밀한 선폭 얻을 수 있으나, 이때 제작속도는 1.82 
nm/ms (; 20 nm/11 ms)로서 연속적 스캐닝 방법에 
비해 11 배의 제작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광자 흡수 광중합을 이용한 
3 차원 형상 제작공정에 있어 제작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속적 스캐닝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스캐닝 방법인 단속적 스캐닝 
방법과의 비교를 위하여 선 폭에 대한 각 공정의 
공정변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공정변수에 
따른 단위 선 패턴의 형상과 정밀도를 비교함으로써 
제작속도와 정밀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속적 스캐닝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속도를 7 배 개선하였으며, 
단속적 스캐닝 방법의 최대 제작속도에서의 선 폭 
보다 더욱 정밀한 선 폭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O2 의 확산 현상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각 스캐닝 방법의 최소 정밀도 
면에서는 단위 이동시간 10 ms 조사시간 1 ms 의 
단속적 방법이 가장 정밀한 선폭을 얻을 수 있으나 
매우 긴 제작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속적 스캐닝 방법의 경우 향후 3 차원 
마이크로 소자 제작에 있어 제작속도를 개선 할 수 
있는 유용한 스캐닝 방법으로 이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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