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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다면경(polygon mirror)들을 이용한 레이저 프린터는 사무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계적 구동방식이 일으키는 소음을 차단하는 등 다른 이점들을 가진 LED 어레이 프린터

가 최근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식 구동방식의 개선을 가능케 한 LED광원은 자발방출형 광원이며, 

레이저와는 달리 낮은 광추출효율, 빔을 가이드 하는 방식의 복잡성 등의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광양자테 (Photonic Quantum Ring : PQR) 레이저는 극도의 낮은 문턱전류와 온도 안정성을 지녀 고속 

동작과 고집적 어레이 제작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지니며, 꽃잎 형태의 PQR 레이저는 뛰어난 수직형 

가이드 Gaussian 빔 발진, 높은 광효율, 고속 모듈레이션, 우수한 색순도를 지닌 우수한 Gaussian 빔을 

생산한다.(1),(2) 이는 그림 1과 같이 직경 이내 범위의 Laguerre Gaussian 빔에서 만들어진다. 

(a) (b)

그림 1. (a) 원형PQR레이저와 꽃잎형 PQR레이저 발광 CCD 이미지 (b) Laguerre-Gaussian에서 Gaussian beam

으로 변화되는 광양자테 레이저 beam profile 특성. (원 48μm 소자, 주입전류 1mA/64 어레이, 스캔 영역 60×60μ

m, 측정높이 0μm (좌), 90μm (우))   

   LED프린터는 개별 광원의 집중과 가이드를 위해 ‘selfoc-lens array(SLA)’를 채택하여 이용하지만, 

SLA는 일본이 독점한 부품기술이며 복잡하고 광투과손실이 70%이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SLA를 대체

할 수 있고 광손실이 거의 없는 비평행-준평행 마이크로 콜리메이터(micro-collimator: MC) 부품기술

을 간단히 개발한 결과를 소개한다. MC는 몇 단계의 소재소자 공정을 거쳐서 제작하여 광학적인 디자

인으로 렌즈 쌍의 초점거리와 곡률반경, 렌즈간의 간격 등의 설계를 통하여 최적화 된다. MC 제작을 위

해서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reflowing 방법과 soft molding 기법을 채택하였다.(3),(4) 비평행 - 준평

행 MC의 디자인은 그림 2(b)와 같다. PQR 레이저에서 출력된 비평행의 빔이 포토레지스트로 제작된 

볼록렌즈를 통과하여 집광된 후 폴리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 : PDMS)로 제작된 오목렌즈에

서 평행광으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PQR 레이저 광원에 본 발명의 MC를 프린터에 적용하는 경우, 단순

한 ray optics를 벗어난 beam optics 관점의 해석이 요구된다. PQR광원에서 출력된 Gaussian beam은  

54



MC 통과 후 beam spot의 위치와 크기의 제어를 다양한 범위 내에서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다. 

(a)

   

(b) 

그림 2. (a) microlens SEM 이미지 (convex lens array(상) concave lens array(하)) (b) 마이크로 콜리메이터 

(MC) 개념 및 디자인 (α>0, β>0, γ≒0) 

그림 3은 PQR 레이저의 거리에 따른 MC 통과 후의 CCD 이미지이다. 하단에서 2번째 빛은 오목렌즈

만 통과한 이미지이다. 출력광은 볼록렌즈에 도달하기 전까지 발산하며 볼록렌즈에서 오목렌즈사이의 

범위에서는 빔의 직경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오목렌즈 통과 후 MC를 통과한 PQR beam은 거리가 멀

어짐에도 집광된 작은 빔의 직경을 유지하며 출력되었다.

 

그림 3. 광원에서의 거리에 따른 PQR 레이저 빔의 CCD 현미경 사진. (MC 통과 전 후), 왼쪽에서부터 0, 120(볼

록렌즈 상단), 180(오목렌즈 상단), 240, 400μm 거리(광원 기준)  

       

PQR 레이저의 극도의 낮은 문턱전류와 온도 안정성은 고속 동작과 고집적 어레이에 적합하며 LED 대

체시 그 활용범위가 넓다. PQR 레이저로 생산된 뛰어난 Gaussian beam은 레이저 프린터 광원으로도 

적합하다. 본 MC는 SLA와 비교가 되지 않게 작은 체적을 지녀 불필요한 공간의 절감, 광손실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콜리메이터의 여러 조합을 단일 공정으로 제작 가능하므로 선형 어레이나 2차원의 콜리

메이터 어레이에 확장할 수 있다. 마이크로 콜리메이터에서 출력된 빛을 광섬유로 전달하면 원거리의 

다른 장치들로 신호를 전달하는 등의 응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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