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Microelectronics & Packaging Society http://dx.doi.org/10.6117/kmeps.2013.20.2.023

Vol. 20, No. 2, p. 23-28. 2013

23

Photoresist thermal reflow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의

형상 관련 오차 및 이에 대한 보정

김신형1·홍석관2·이강희3·조영학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융합연구그룹, 3동양미래대학교 로봇자동화공학부

Shape Error and Its Compensation in the Fabrication of Microlens Array 

Using Photoresist Thermal Reflow Method

Sin Hyeong Kim1, Seok Kwan Hong2, Kang Hee Lee3 and Young Hak Cho1,†

1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Design Engineering, Seoul Nat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139-743, Korea
2Advanced Convergent R&D group,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Sa-3-dong,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426-173, Korea
3School of Robot and Automation Engineering, Dongyang Mirae University, Gocheok 1-dong, Guro-gu, Seoul, 152-714, Korea

(2013년 3월 19일 접수: 2013년 4월 2일 수정: 2013년 4월 9일 게재확정)

초 록:마이크로렌즈 어레이는 광학 시스템의 기본 부품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초점거리가 다르게 제작되며, 대체로

긴 초점거리의 렌즈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졸겔(sol-gel) 내부에 들어있는 형광으로 염색된 물질을 관찰

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형광 현미경에서 관찰되는 형광 빛은 그 강도가 약하지만

마이크로렌즈를 이용할 경우 빛을 집중시켜 선명한 관찰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photoresist thermal

reflow법을 사용하여 초점 거리가 짧은 마이크로렌즈를 제작하였으며, 렌즈의 형상 관련 오차를 측정하였다. 측정 오차에

기반을 둔 포토마스크 보정 및 스핀 코팅 조건을 조정하여 적합한 마이크로렌즈의 직경과 형상을 구현하였다. 

Abstract: Microlens array as basic element of the optical system have been fabricated with various focal length (mainly

with long focal length) depending on the purpose of application. In this paper, the microlens arrays were fabricated for

observing fluorescent images within sol-gel. Though the fluorescent signal is very low, the microlens array can help

obtaining clear images through extracting the fluorescent light from sol-gel. We fabricated microlens arrays with short

focal length, which can extract the light using photoresist thermal reflow method. In the experiment, the diameter of

microlens decreased after thermal reflow because the solvent within the photoresist was vaporized. Therefore, to

compensate the shape error by this reduction, microlens diameter in photomask was altered and spin-coat recipe of

photoresist were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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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렌즈는 광학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부품으로,

다양한 직경의 마이크로렌즈 및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는

재료에 따라 제작 방법이 다양하며, 광 디바이스의 소형

화, 고 직접화, 저가격화 추세에 따라 그 필요성과 응용 분

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 주로 광통신 분야, 디스플레

이 분야, 광센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

며2), 마이크로 광학 요소들은 광학 통신2), 이미징 시스템3),

공 초점 현미경4) 등에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화학 총

분석 시스템(Total analysis systems for biochemical)5,6)에도

쓰이고 있는 등 많은 응용 분야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제작 방법들이 제안되었는

데, 레이저 펄스를 이용한 에칭 방법7), photoresist thermal

reflow법8), UV 레진(resin)을 이용한 잉크젯 프린트법9) 등

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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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렌즈 어레이는 형광 물질로 염색된 생체분자를

관찰할 때 선명도 향상을 위한 집광용으로 사용이 가능하

다. 형광 현미경으로 졸겔(sol-gel)과 같은 바이오 물질 내

부에서 나오는 형광 신호 관찰할 때, 사용하는 광원에 의

한 노이즈가 클 뿐 아니라 생체분자에서 나오는 신호의 크

기 역시 작아 관찰이 쉽지 않게 된다. 이를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이용하여 형광물질로 염색된 생체분자에서 나오

는 빛을 집광하게 되면 선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렌즈 어레이의 제작 방법으로는 렌

즈를 직접적으로 가공하는 방법과 몰드를 가공하여 렌즈

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가공

하는 방법에 대표적인 방법은 UV 레진을 이용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피에조 엑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잉크젯

프린트법 방식으로 UV 레진을 떨어뜨리면 표면장력 때

문에 볼록한 형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 때 UV를 조사해

주면 레진이 굳으면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렌즈 어레

이가 제작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레진과 레진을 떨어뜨

리는 기판에 따라 제작 조건이 까다로우며, 제조 가능한

렌즈의 직경에 최소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에 몰드를 제작하여 렌즈를 제작하는 방법 중 대

표적인 방법은 photoresist thermal reflow법이다. 이 방법

은 photoresist의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

중 하드 베이크(hard bake)를 진행할 때 높은 온도나 긴

시간동안 열을 가하게 되면 photoresist가 단단해지다가

다시 녹게 되는데, 이 때 패턴의 윗부분 중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해 표면장력으로 인하여 점차 둥글게 변해 마

침내는 반구의 형상으로 변하는 현상인 reflow를 응용하

여 제작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계적 안정성이 좋지

않고 photoresist의 제한된 광학 특성 때문에 직접적으로

렌즈로 사용하지 않고, 전기 도금 과정을 이용하여 금속

몰드를 만들거나 소프트 리소그래피(soft-lithography) 과

정을 통하여 마이크로렌즈 제작 시 몰드로 사용하여 높

은 질의 렌즈를 얻을 수 있으며, 과정이 간단하여 쉽고 빠

르게 렌즈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렌즈 어레이가 짧은 초점 거리

를 가지도록 반구 모양으로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간단한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photoresist thermal

reflow법을 이용하였다. 이 때 발생하는 형상 관련 오차

를 측정하고 포토마스크(photomask) 보정을 통해 마이크

로 렌즈 직경과 스핀 코팅 조건 수정을 통해 적절한

photoresist의 높이를 찾아내었다. 

2. 실험 방법

2.1. 마이크로렌즈 어레이의 몰드 제작

마이크로렌즈 어레이의 몰드 제작 공정의 개요도는

Fig. 1과 같다. 원기둥 모양의 photoresist 패턴을 만들기

위하여 photoresist를 스핀코터(spin-coater)를 이용하여 실

리콘 웨이퍼 위에 스핀코팅하고, UV-lithography를 이용

해 패턴을 형성한 후 thermal reflow를 실시하였다. 다양

한 직경과 높이를 가진 렌즈를 제작하기 위하여, 렌즈 직

경 D가 각각 10 µm, 20µm, 50µm인 포토마스크를 제작하

였다. 스핀 코팅에 사용된 photoresist는 각각의 photoresist

마다 코팅되는 두께에 차이가 있어, 직경 10 µm의 렌즈 어

레이의 경우에는 AZ P4330-RS(AZ Electronic Materials사,

Solvent 함유량: 65%), 직경 20µm와 50 µm의 렌즈 어레이

의 경우에는 AZ P4620(AZ Electronic Materials사, Solvent

함유량: 59%)을 사용하였다. 

2.2. 마이크로렌즈의 설계

마이크로렌즈의 모양을 설계할 때 초점거리에 중점을

두어 제작을 하였는데, h=r
c
 일 때 초점거리는 곡률반경

과 굴절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f는 초점거리, r
c
는 렌즈의 곡률반경, n은 물질의 굴절

률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물질로 렌즈를 제작

하기 때문에 굴절률 n은 일정하므로 곡률반경이 작아져

야 초점거리가 감소한다. Fig. 2(a)에서 알 수 있듯이 곡

률반경은 렌즈의 높이 h 보다 같거나 작은 것을 알 수 있

으며, 때문에 렌즈의 높이가 렌즈의 반경과 같을 때 최소

의 곡률반경을 얻고 이 때 최소의 초점거리를 얻을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렌즈의 높이를 제어하였으며, 렌즈의

직경에 따라 photoresist를 선정하였다.

Thermal reflow 현상을 이용하여 렌즈를 제작시,

photoresist로 만들어진 실린더의 부피와 thermal reflow 현

상으로 모양이 바뀐 반구의 부피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

요하다. Fig .2(a)와 Fig. 2(b)를 통해 각각의 부피를 구하

f
rc

n 1–
------------=

Fig. 1. Fabrication of microlens array mold by the thermal reflow

process.

Fig. 2. The variables describing the production of spherical

microlenses (a) Cylinder, (b) Hemi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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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D는 반구의 직경, t는 실린더의 두께, h는 반구의 높이,

r
c
는 반구의 곡률반경을 의미한다. 두 식을 정리하면 초점

거리가 최소일 때의 실린더의 두께 는 반구 높이의 0.67배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렌즈의 각 직경에 따

라 필요한 photoresist의 높이를 정하여 스핀코팅을 하였으

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2.3. 마이크로렌즈 어레이의 제작과정

본 연구에서는 Fig. 3에서 보이듯이 PDMS(굴절률

n=1.45)와 PMMA(굴절률 n=1.49)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제작하였다. PDMS 렌즈 어레이는 soft-

lithography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PMMA 렌즈 어레

이는 전기 도금을 이용하여 니켈 몰드를 제작한 후 hot-

embossing 방법으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제작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마스크 수정 전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

Table 2와 Table 3은 photoresist 코팅 레시피(recipe)를

나타낸 것이다. Table에서 X는 스핀코팅 시 두께에 따라

조정할 속도(rpm)를 뜻한다. 직경 10 µm의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는 Table 2를 이용하여, X=3700 rpm에서

3.33 µm의 photoresist 두께를 얻었으며, 소프트 베이크

(soft-bake)는 95oC에서 2분 45초를 진행한 후 209 mJ의

에너지로 노광(expose)하였다. Reflow 공정은 핫플레이트

(hot-plate)에서 130oC에서 60초 동안 진행을 하였을 때 가

장 반구의 형상에 가까운 렌즈를 제작할 수 있었다.

직경 20 µm는 Table 3의 X=3600 rpm으로 스핀코팅을 했

을 때 6.66 mm의 두께를 얻었다. Soft-bake는 95oC에서 3

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570 mJ의 에너지로 노광을 한 후,

125oC에서 4분 동안 핫플레이트 위에서 reflow 공정을 진

행했을 때 반구의 형상이 나타났다.

직경 50 mm는 Table 2의 X=740 rpm에서 photoresist를

16.66 mm의 두께로 코팅한 후 95oC에서 7분 30초 동안 soft-

bake를 하였다. 1596 mJ의 에너지로 노광한 후, 128oC에서

4분 동안 reflow 공정을 진행하여 반구의 형상을 얻었다.

Fig. 4는 제작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를 FE-SEM

으로 촬영한 사진이며, reflow 전 실린더 형상과 reflow를

진행한 후 반구의 형상의 직경과 높이를 측정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가

설계한 값과는 달리 축소된 직경과 높이로 제작이 되었

Vcyl π
D

2
----
⎝ ⎠
⎛ ⎞

2

t= Vsph πh
2
rc

h

3
---–

⎝ ⎠
⎛ ⎞

=

Table 1. Target diameter and height and Using photoresist.

D(µm) h(µm) t(µm) Photoresist

10 5 3.3 AZ P4330-RS

20 10 6.7 AZ P4620

50 25 16.7 AZ P4620

Fig. 3. Fabrication process of (a) PDMS microlens array by soft-

lithography, (b) PMMA microlens array by hot-embossing. 

Fig. 4. FE-SEM image of microlens array before compensation (a)

D=10 µm, (b) D=20 µm, (c) D=50 µm.

Table 2. Photoresist coating recipe for ∅10 µm and ∅50 µm

microlens 

Step Time(sec) Speed(rpm) Acceleration

1 5 500 500

2 5 500 500

3 5 X 2000

4 45 X 2000

Table 3. Photoresist coating recipe for ∅20 µm microlens

Step Time(sec) Speed(rpm) Acceleration

1 2 300 50

2 10 0 -

3 3 300 50

4 60 X 50

5 10 500 50

6 10 10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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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로 인해 Table 5에 나와 있듯이 초기의 설계한 초

점거리보다 짧게 제작이 되었다. 

제작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가 기존의 가정과는

다르게 설계 값 보다 작게 제작이 된 이유는 reflow 현상

이 일어나는 동안 photoresist 내부에 함유된 솔벤트의 증

발로 인해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의 크기가 줄어든 것

으로 판단된다. 즉, 각 렌즈의 측정한 직경과 높이를 이

용하여 부피의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photoresist내에 함

유된 솔벤트 중 평균 53%가 증발하여 실제 렌즈의 부피

는 약 30%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photolithography 과정에 쓰이는

포토마스크와 photoresist 코팅 레시피를 수정하였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이크로렌즈 몰드가 평균적

으로 직경 10%, 높이 14% 축소된 크기로 제작되었으므

로, 원하는 직경의 크기보다 포토마스크는 직경 111.1% 크

게 제작해야 하며, 패턴의 높이는 116.3% 높게 photoresist

를 코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정된 설계 값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3.2. 마스크 수정 후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

크기를 수정함에 따라 photoresist 코팅 레시피와 soft-

bake 온도 및 시간, reflow 공정 온도 및 시간을 실험을 통

해 수정하였다. 직경 10 µm 렌즈의 코팅 높이는 3.87 µm

로 수정되었으며, photoresist 코팅 레시피는 Table 2의 X=

2800 rpm, soft-bake는 95oC에서 3분 30초, 노광 에너지는

243 mJ로 하였으며, 135oC에서 80초 동안 reflow 공정을

시행하였다. 

직경 20 µm 렌즈의 높이는 7.8 µm로 수정하여 Table 3

의 X=2600 rpm, soft-bake는 95oC에서 3분 30초, 노광 에

너지는 662 mJ, reflow는 125oC에서 7분 동안 진행하여

반구의 형상을 얻었다. 측정 결과, 기존의 보정 전 마이

크로렌즈 어레이 몰드에 비해, 보정을 한 포토마스크를

이용하여 제작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의 직경이 처

음 얻고자 했던 직경인 10 µm와 20 µm에 가까운 값을 얻

을 수 있었다. Fig. 5는 포토마스크 크기와 photoresist 스

핀 코팅 레시피, soft-bake 조건 및 reflow 조건을 수정하

여 제작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를 FE-SEM으로 촬

영한 것이다.

Table 7에 보이듯이, 직경 10 µm 렌즈의 경우 기존 10%

의 차이에서 0.3%의 차이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반구의 높이는 4.93 µm로 목표 값인 5 µm보다 1.4% 낮았

Table 4. Comparison of lens size between target value and measured

value before compensation.

D=10 µm D=20 µm D=50 µm

D

(µm)

h

(µm)

V

(µm3)

D

(µm)

h

(µm)

V

(µm3)

D

(µm)

h

(µm)

V

(µm3)

Target 

value
10 5 262 20 10 2,094 50 25

32,72

5

Measure

value
9 4.35 181 17.6 8.38 1,328 45.5 21.7

22,99

2

Reduction

ratio(%)
10 13 31 12 16 36 9 13 30

Table 5. Comparison of focal length between target value and

calculated value before compensation

PDMS PMMA

D(µm) 10 20 50 10 20 50

Target 

value(µm)
11.11 22.22 55.60 10.2 20.4 51.0

Calculated 

value(µm)
10.0 19.6 50.6 9.2 17.9 46.4

Reduction 

ratio(%)
10 12 9 10 12 9

Table 6. Comparison of diameter between original mask design

and compensated mask design

D=10 µm D=20 µm D=50 µm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Diameter (µm) 10 11.1 20 22.2 50 55.5

Table 7. Comparison of lens size between target value and measured

value after compensation

D=10 µm D=20 µm

D h D h

Target value(µm) 10 5 20 10

Measure value(µm) 9.97 4.93 20.7 9.47

Reduction ratio(%) 0.3 1.4 -3.5 5

Table 8. Comparison of focal length between target value and

calculated value after compensation

PDMS PMMA

D(µm) 10 20 10 20

Target value(µm) 11.11 22.22 10.2 20.4

Calculated value(µm) 11.08 23.19 10.17 17.9

Reduction ratio(%) 0.3 -4 0.3 -4

Fig. 5. FE-SEM image of microlens array after compensation (a)

D=10 µm, (b) D=2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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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기존 반구 높이(13% 오차)에 비해 보다 크게 보정

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직경 20 µm 렌즈의 경우에는 목

표 값인 20 µm보다 큰 직경을 얻었으나, 기존의 12%의

차이에서 3.5%의 차이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반

구 높이의 경우에는 기존의 16%에서 5%로 감소한

9.47 µm로 크게 보정이 되었다. 

직경 50 µm의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AZ P4620으로는 최대 코팅할 수 있는

높이가 600 rpm에서 18.2 µm로 렌즈 직경 목표 값인

19.4 µm에 도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보다 두꺼운 값을

가지는 새로운 photoresist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로 보정

된 렌즈 제작을 할 수 없었다. 

3.3. 마이크로렌즈의 성능 측정

Photolithography 공정을 통해 제작된 마이크로렌즈 어

레이 몰드를 이용하여 PDMS 마이크로렌즈 어레이와

PMMA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제작하였다. PMMA 마

이크로렌즈 어레이는 Fig. 3에 나와 있는 hot-embossing

방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온도 100oC, 압력 7 MPa의 조

건에서 5분간 진행한 후 50oC까지 식힌 후 몰드에서 렌

즈를 떼어내었다. 마이크로렌즈 어레이의 성능은 먼저

intensity를 통하여 렌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

인을 하였다. 측정은 광학 현미경(Olympus, BX51)을 이

용하였으며, 광원은 광학 현미경의 백라이트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관찰한 뒤, 이미지 파일은 Motik

program을 이용하여 저장한 후에 Matlab을 이용하여

intensity 그래프를 얻었다.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을 할 때

현미경으로 조절하여 빛이 가장 잘 모였을 때를 기준으

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각 렌즈들의 정확

한 초점 거리를 알 수는 없으나, 마이크로렌즈 크기에 따

라서 모아지는 광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크기에

따른 초점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Fig. 6과 Fig. 7은 PDMS를 이용하여 같은 두께 900 µm

로 제작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intensity 그래프를 얻은 것이다.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은

빛을 1로 기준으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가 없는 PDMS

만을 통과했을 때에는 0.18에 불과하였으나, 포토마스크

보정 전의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통과하였을 때에는 직

경 10 µm 렌즈의 경우 intensity가 0.75, 직경 20 µm 렌즈

의 경우 0.87, 직경 50 µm 렌즈는 0.92까지 향상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포토마스크 보정 후 직경 10 µm 렌즈는 intensity가 0.83,

직경 20 µm 렌즈는 0.90까지 향상이 된 것으로 보아 렌즈

의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마이크로렌

즈 어레이가 집광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 Microscopy images of focused spot pattern and normalized

intensity distribution of the microlens array after compensation

(a) D=10 µm, (b) D=20 µm.

Fig. 7. Microscopy images of focused spot pattern and normalized

intensity distribution of the microlens array before compensa-

tion (a) D=10 µm, (b) D=20 µm, (c) D=50 µm.

Fig. 8. Florescence microscopy images of focused spot  pattern and

normalized intensity distribution of the microlens (gain 18)

(a) no using microlens array, (b) using microlens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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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형광

현미경(Nicon, Eclipse Ti)을 통해 Cy3(Cy™3-conjugated*

AffiniFure Goat Anti- Human IgG (H+L)) 형광 물질을 고

속 카메라(NAC Image Technology Inc, HotShot 1280)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후, HotShot Link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얻은 다음 Matlab을 이용하여 intensity를 확인

하였다. Fig. 8(a)는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사용하지 않

고 촬영한 사진이며, Fig. 8(b)는 보정 후의 직경 20 µm인

PDMS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이용하여 촬영을 한 사진

으로, 고속카메라의 gain을 18로 올린 후에 촬영을 한 사

진이다. 또한, Fig. 8(a)와 Fig. 8(b)에 네모 상자로 표시된

부분을 Matlab을 이용하여 이미지 처리한 intensity 그래

프를 나타내었다. 육안으로는 형광신호가 집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intensity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렌즈를 이용하였을 때 형광신호가 집광되는 정도가 향

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렌즈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0.61의 intensity를 나타내었으나, 렌즈를 통과

후에는 0.73까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속 카

메라의 gain을 0으로 두었을 때에는 평균 0.08에서

intensity가 0.11까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마이크로렌즈의

형상오차 보정을 위해 포토마스크의 디자인 보정 및

photoresist의 스핀코팅 조건의 변경을 통해 제작된 최소

초점거리를 가지는 마이크로렌즈는 형광신호 측정 시 배

경물질들로부터의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였

으며, 개구수(numerical aperture)가 커서 생체분자에서 나

오는 미세한 광신호가 주위로 산란되지 않고 보다 용이

하게 렌즈를 통해 집광할 수 있었다.10)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hotoresist thermal reflow법을 이용하여 마

이크로렌즈 어레이 몰드를 제작하였으며, soft-lithography

방법과 hot-embossing 방법을 이용하여 PDMS 렌즈 어레이

와 PMMA 렌즈 어레이를 제작하였다. 마이크로렌즈 어레

이 몰드를 제작하는 과정 중 photoresist 내부의 솔벤트가

증발하여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인해 최소 초점거리

를 가지는 마이크로렌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포토마스

크의 디자인 보정 및 photoresist의 스핀코팅 조건의 변경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제작된 마

이크로렌즈는 형광신호 측정 시 배경물질들로부터의 노

이즈를 최소화하고 집광효율을 높여, 최대 12%까지

intensity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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