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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 of diamond tool

1. 서론

회절광학소자(DOE: Diffractive Optical Element)
는 고부가가치 광학부품으로 최근 그 수요가 급증

하고 있다. 광학소자의 표면에 회절 패턴을 생성하

는 것은 광학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

적인 방법이다. 
회절 패턴은 수백 나노미터로부터 수 마이크로

미터의 크기를 갖는다. 소재의 표면에 수 마이크로 

급 이하의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노광 기술을 이용하여 소재를 제거하는 

방법과 소재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소재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

으로 레이저나 전자빔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이아

몬드 공구를 이용한 가공 방법이 있다.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한 가공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우수한 표면 품질을 제공함으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1,2]. 
다이아몬드 공구와 정밀 선반을 이용한 가공 

방법은 비교적 쉽게 넓은 면적에 미세 패턴을 가공

할 수 있어서 광학부품의 제조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3]. 최근 초정밀 가공장비 및 초미세 공구의 

제작 기술의 발달은 미세 형상에 대한 가공 가능성

을 높여주고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회절광학소자에 적용되는 사각 

채널 형상에 대한 가공 실험을 통해 수 마이크로 

크기의 미세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한 미세 패턴 

가공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가공 조건

Fig. 1은 가공에 사용된 다이아몬드 공구이다. 
다이아몬드 공구의 폭은 5㎛이며, 경사각은 0˚, 
여유각은 6˚이다. 가공에 사용한 정밀선반은 회전

축과 직선이송축이 모두 유정압 베어링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직선이송축에 리니어 모터가 적용되

어 100㎚의 이송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가공 조건은 아래의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실험 A의 경우 피치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가공 깊이를 1㎛에서 5㎛까지 변화를 주었고, 실험 

B의 경우 가공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피치를 조절하여 가공되는 사각 채널 형상의 사이

에 남겨지는 벽구조물의 두께가 5㎛에서 0.5㎛까지 

변화되도록 하였다.

Table 1 Machining Condition
Exp. A Exp. B

Cutting Depth

(㎛)
1, 2, 3, 4, 5 5

Pitch (㎛) 10
10, 9, 8, 7, 6, 5.9,

5.8, 5.7, 5.6, 5.5

Feed Rate

(㎛/rev)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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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chining results for variable cutting depth Fig. 3 Machining results for variable pitch

3. 가공 결과

Fig. 2는 가공 깊이가 변하는 경우의 가공 결과를 

나타낸 SEM 이미지이다. 가공 깊이가 1㎛에서 5㎛
로 변화하면서, 가공 후 남겨지는 벽구조물 모서리 

부분의 버의 생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3은 피치가 변하는 경우의 가공 결과를 나타

낸  SEM 이미지이다. 가공 후 남겨지는 벽구조물의 

두께가 1㎛이하인 구간들에서는 일반적인 마이크

로 가공에 비해 벽구조물의 세장비가 크지 않음에

도 변형이 발생하여, 변형된 구조물이 가공된 사각

채널을 가려서, 가공된 사각채널의 폭이 사용된 

공구의 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을 볼수 있다. 또한, 
Fig. 2에서 벽구조물의 모서리 부분에 발생한 버가 

Fig. 3의 벽구조물의 변형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4. 결론

가공 폭 5㎛급의 미세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한 

사각 채널 형상의 가공 특성 분석 결과 일반적인 

마이크로 급의 가공에 비해 버의 생성과 가공 후 

남겨지는 구조물의 변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가시 광선 영역에서의 회절 효과를 

갖는 서브 마이크로(Sub-Micro) 급의 광학소자의 

가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광학 효율에 미치

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공 공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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