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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분포를 가진 광속의 공간 분포를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빔 성형 에 대한 연(beam shaping)

구는 광학의 역사와 함께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레이저의 공간 분포를 원하는 형태로.

변화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빔 성형은 레이저 마킹 핵융합 레이저 증폭 레이. , , ,

저 가공 레이저 열전사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제작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 레이저를 이용

하여 유기 박막을 기판의 표면에 인쇄하는 그림 의 레이저 열전사 장치는 대면적 신속성 정밀LED 1 , ,

성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이 분야에 빔 성형 기술을 적용하기에 앞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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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레이저 열전사 장치의 구조1

TEM00 모드로 발진하는 레이저 빔의 공간적 분포는 가우시안 형태를 가진다 이 레이저를(Gaussian) .

물체의 표면에 집속하면 초점에서의 빔의 공간적인 분포도 가우시안이 된다 가우시안 빔의 경우 중심.

부에서의 레이저 세기가 가장 강하고 주변부로 가면서 약해진다 이러한 레이저 빔의 공간 분포 형태는.

열전사 작업을 할 때에 문자나 그림의 정밀도와 품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레이저를 물질의 표.

면에 입사하면 가운데만 깊이 인쇄되고 주변부는 불량한 상태가 된다 이 같은 단점을 없애려면 레이저.

빔의 공간적 모양이 사각모자형 이어야 한다 다른 그룹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자리의 세기(square hat) .

가 중심보다 더 세어진 분포를 가진 레이저를 이용하면 필름 부착 특성이 더 우수해 진다고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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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레이저 빔의 공간적 분포를 가우시안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형하

는 방법으로 개발된 것들은 매우 다양하나 위상판 비구면 렌즈계 미세 광학 소자 홀로그래픽 판 등의, , ,

여러 가지 광학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심형 광섬유를 이용한.[3, 4]

빔 성형 장치의 특서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Lightools . non-sequential

광선 추적법을 사용하여 광학계의 투과하기 전후의 빛의 세기 분포를 구한다 가우시안 분포에 가까운.

빛은 포물경의 초점에서 나오는 빛의 분포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이 빛은 렌즈에 의하여 내경이. 100

이고 외경이 200 이며 길이가 인 공심 광섬유 의 중심으로 집속된다 공심20 cm (hollow fiber) .

광섬유를 통과하기 전에는 가우시안에 가까운 분포를 가지나 통과 후에는 그림 와 같이 중심이 비어있2

고 가장자리가 강한 분포를 가지게 된다 공심형 광섬유의 길이와 직경을 변화시키며 다양한 분포의 변.

화 양상을 연구하였다.

(a) (b)

그림 공심 광섬유로 집속되기 전과 광섬유를 통과한 후의 빛의 세기 분포2 (a) (b)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센터 첨단디스플레이제조공정및장비연구센터 지원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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