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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이크로렌즈어레이(MLA)는 flat panel display, digital optical processors, image systems,

optical communication 등 넓은 분야로 응용되어 제작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

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CCD(Charge-Coupled Device), 컴퓨터용 LCD(Liquid Crystal

Display)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나 광통신용 부품 또는 발광다이오드 소자 등에는 빛의 수

렴, 확산, 반사 등을 제어하기 위해 렌즈, 특히 MLA를 탑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MLA는 각 용도에

따른 원하는 광학적 성질을 가지도록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진공챔버내의 진공조

건을 조절하여 MLA를 제작하고, 또한 성형온도, 성형압력, 성형시간의 공정 변수의 따른 MLA의

표면형태를 측정하였다.

먼저 본 논문에서 MLA를 제작하기 전에 포토리소그래피로 제작된 원통형 구멍의 실리콘마스터몰

드(hole diameter 100㎛, depth 200㎛, pitch 150㎛)와 MLA제작하기 위한 사용되는 필름으로

Polycarbonate(PC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150℃, refractive index 1.59)필름을 준비하였다.

MLA를 만드는 공정은 4단계 과정으로 준비단계, 진공 및 가열단계, 진공해제단계, 분리단계로 이

루어진다.

준비단계로 MLA를 제작하기 위한 실리콘마스터몰드와 필름을 진공과 온도조절이 가능한 챔버내

의 가열판위에 실리콘마스터몰드를 준비하고, 나서 마스터몰드위에 고분자필름을 올려놓는다. 그

다음 진공 및 가열단계로 챔버내에 진공상태를 만들고 진공을 유지하면서 성형온도까지 가열하여

고분자필름과 마스터몰드가 융착이 일어나 완전하게 밀착이 일어나게 한다. 그 이후에 진공해제단

계로 성형온도이후 마스터몰드와 필름과의 접촉이 완전하게 된 후, 챔버내에 진공을 풀어 용융된

고분자가 마스터몰드의 기공으로 충진되고, 표면장력으로 인하여 볼록한 표면이 생겨난다. 마지막

으로 분리단계로 냉각한 후, MLA를 OM(광학현미경)과 SEM(주사전자현미경), OLS3100(올림푸스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OLS3100으로 3차원이미지로 MLA의

sag height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광학적 이론식
(1)
에 의해  

 
,    


곡률반경

radius of curvature(), 초점길이 focal length(), 지름 diameter( ), sag height(), 굴절률

refractive index()을 계산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Table. 1과 같이 공정변수를 조절하여 MLA

를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Fig. 1은 성형온도 150℃에서 성형시간 1분 동안 755torr 압력일 때 제작

된 MLA사진이다. 또한 Fig. 2는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로 Fig. 1에서 제작된 ML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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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온도(℃) 성형압력 (torr) 성형시간 (s)

Ⅰ 150 318 30

Ⅱ 155 426 60

Ⅲ 160 529 90

Ⅳ 165 643 120

Ⅴ 170 755 150

sag height를 측정하였고 Fig. 3은 MLA로 image(“PNS")형성한 optical microscope로 얻은 사진이

다.

성형온도, 성형압력, 성형시간의 공정 변수에 따른 MLA의 표면형태를 측정한 결과 성형온도, 성

형압력, 성형시간이 증가할수록 sag height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곡률반경과 초점

길이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MLA의 각 용도에 따라 다양한 광학적 성질을 가지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Table. 1 The processing conditions used in the experiment

             (a)                                              (b)

Fig. 1 (a)SEM image of the cylindrical microlens array. (b)enlarged image.

Fig. 2 Confocal microscopic 3D image Fig. 3 OM micrograph showing the focused

and surface profile of a microlens. image("PNS")by each micro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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