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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휴대기기의 소형화와 스마트시장의 

성장으로 휴대기기 구성요소의 초소형화는 
기업과 산업의 끈임없는 관심사이다. 특히, 
LED 나 레이저의 활용이 많아 지면서 광학 
시스템 또한 초소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광학 
시스템의 초소형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상 
렌즈의 초박형화가 필수적이다. 결상렌즈는 
얇고 가벼우며 값이 싼 회절렌즈가 좋지만, 
회절렌즈는 큰 색수차라는 큰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 선 
연구에서 구면렌즈 위에 비구면의 프레넬 
형상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렌즈(Hybrid refrac-
tive-diffractive fresnel lens)를 설계(1)하여 초정밀 
가공기(AHN-15)를 통해 렌즈 몰드를 만들었 
으며, 이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렌즈의 제작 
까지 성공 하였다. 하지만 렌즈의 제작에 있어 
핫엠보싱(Hot embossing) 과정에서 PMMA 에 
기포가 많이 나타내고 렌즈 몰드에 PMMA 가 
많이 붙어 몰드가 지저분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박형 광학 시스템에 

사용될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렌즈의 핫엠보싱 
성형과정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하였으며, 
구현된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렌즈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이미지 테스트 과정을 보인다. 

 
2. 하이브리드 렌즈의 설계 및 제작 

  
하이브리드 렌즈는 Fig.1 과 같이 직경 

400 mμ , 초점거리 273 mμ 로 설계되었으며,  

 
Fig. 1 Designed micro hybrid fresnel lens 

  
PMMA(index=1.4985)로 만들었다. 렌즈가 사용 
될 시스템은 468nm 의 LED 광원이 사용되는 
초박형 시스템으로 이에 맞게 설계되었다. 이 
중 렌즈는 Code V의 횡수차보정함수로 최적화 
하였으며, 프레넬면은 modulus function(MOD)를 
사용하여 변환 하였다. 또한 RCWA (Rigorous 
Coupled-Wave Analysis)로 프레넬 패턴의 회절 
효율을 관찰 하였다. 
렌즈의 제작은 나노스케일의 움직임이 가능 

한 5-axis DTM(Diamond turning machine) AHN-
15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Window 각 30 도, 
Flank 각 15 도의 V-type shape edge 다이아몬드 
공구를 사용하였다. 렌즈 몰드는 무전해니켈이 
도금된 무산소동 위에 제작되었으며, 가공은 
1500rpm, 0.05mm/min, depth of cut 0.5 mμ 의 
조건으로 가공하였다. 

 

 
(a) 

 
(b) 

Fig. 2 Result of the hot embossing process; (a) A lot 
of bubble, (b) Well fabr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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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t embossing process conditions 

 
Th Tg Fe t Result           

165 C°  185 C°  25kgf 10min A lot of Bubble 

165 C°  195 C°  25kgf 10min A lot of Bubble 

165 C°  195 C°  35kgf 10min Little Bubble 

 
3. 핫엠보싱(Hot embossing) 공정 

 
렌즈의 성형은 나노임프린팅(nano imprinting) 

이 가능한 핫엠보싱 공정을 사용하였다. 이 
공정은 몰드에서 PMMA 를 유리전이온도 이상 
으로 올리고 일정한 압력과 온도를 가해준 뒤, 
냉각시켜 성형을 한다.(2) 이 과정에서 가해주는 
힘과 온도의 조건에 따라 기포가 많이 발생 
하거나 패턴전사가 잘 되지 않는다. Fig. 2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몰드의 상판온도 
(Tt), 하판온도(Tb), 힘(Fe), 가해주는 시간(t)등의 
공정조건을 바꿔가며 최적의 조건을 찾아 
실험한 결과를 Table 1에 명시하였다.  

 핫엠보싱 과정에서 패턴전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경우 몰드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Fig. 3 
(a)와 같이 몰드에 PMMA 가 많이 붙어있는 
경우에도 패턴전사가 깔끔하게 되지 않았다. 
이는 Ultrasonic Cleaning(USC)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초음파 세척은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Fig. 3 (b) 
에서 몰드가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미지 테스트(image test) 

 
핫엠보싱 공정을 통해 제작된 렌즈의 성능 

평가는 렌즈의 focal length 가 설계된 값으로 
제작이 되었는지 테스트해보는 과정이다. 이는 
광학현미경과 468nm LD를 이용하여 진행하였 
 

 
(a) 

 
(b) 

Fig. 3 Surface of lens mold after molding; (a) Before 
USC, (b) After U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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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방정식(1)에서 focal length 가 설계된 
값으로 제작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F 값과 
렌즈의 두께 a 를 통해, 역으로 렌즈와 현미경 
대물렌즈까지의 거리 b 를 계산해낸 뒤, 
방정식(2)를 통해 계산된 확대률 M 과 실제 
광학현미경으로 렌즈 위에 50 mμ 의 바이너리 
패턴을 올린 뒤 현미경을 통해 측정되는 
패턴의 크기의 비(확대률)을 비교하여 검증할 
수 있다. 실제 계산결과 확대률은 0.648 로 
나왔으며, 50 mμ 에 대하여 32.4 mμ 의 패턴이 
측정되어야 하며, 측정결과 33 mμ 의 패턴이 
측정되었다. 

 
5. 결론 

 
초박형 스캐닝용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렌즈 

를 제작하는데 있어, 핫엠보싱 공정의 최적화 
조건을 찾고, 마이크로 렌즈의 패턴을 확인 
하여 깨끗한 렌즈의 성형을 구현하였다. 또한, 
이미지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된 렌즈의 
성능을 평가하여 설계 값에 가까운 초점거리로 
제작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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