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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초점 기술은 광학계의 초점을 이용하여 

대상물의 3 차원 형상을 복원하는 광학기술로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과 닙코디스크를 이용한 

광학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닙코디스크 

방식은 무수히 많은 핀홀이 제작된 회전하는 

디스크를 이용하여 대상물의 측정점들을 

이미지 센서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고속화 

기술중의 하나이다. 이 방법은 초기에 개발된 

공초점 기술의 하나이지만, 1~2% 정도의 낮은 

광효율로 인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발달된 반도체 공정들은 닙코디스크의 

낮은 광효율을 높여 상용화의 가능성을 

높였는데,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마이크로 

렌즈를 이용한 닙코디스트의 개발이다. 이 

방법은 닙코디스크의 핀홀에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추가하여 제작하는데, 이때 개별 

핀홀과 마이크로 렌즈의 광축이 정렬되도록 

제작한다. 마이크로 렌즈는 조명광을 집광하여 

핀홀에 통과시키고, 동시에 측정 대상물에서 

반사되어 다시 이 핀홀을 통과하는 광을 

이미지 센서에 입사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닙코디스크를 사용하여 광효율을 

50%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속 검사기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이용한 닙코디스크 제작과 이를 이용한 공초점 

검사기 개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2.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제작 
 

Fig.1 은 제작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4인치 유리 웨이퍼에 제작되 

 
Fig. 1 Microlens array with 78um diameter on a glass 

wafer 

 

었으며, 렌즈 직경은 78um, 높이는 대략 

3~4um 정도이다. 먼저 포토 리지스터를 스핀 

코팅한 후 노광 공정을 통하여 원기둥 모양을 

패턴을 제작한다. 그리고 140℃에서 5 분 정도 

리플로우 공정으로 그림과 같은 마이크로 

렌즈를 제작한다. 

마이크로 렌즈로 사용한 포토리지스트는 

화학적, 기계적으로 불안정하므로, 보호막으로 

ITO 층을 100nm 정도 코팅한다. 

 

3. 닙코디스크 제작 
 

이 논문에서는 포토마스크를 이용하여 

닙코디스크를 제작한 후 Fig. 1 의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정렬하여 접합하는 방법으로 

닙코디스크를 제작하였다. 마이크로 렌즈의 

초점길이가 보통 수백 um 이상이므로, 반도체 

공정만으로 이 초점길이를 확보하여 핀홀을 

위치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기계적인 광학 

경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이 

마이크로 렌즈 닙코디스크를 이용한 공초점 현미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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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다. 이 논문에서 제작한 핀홀의 

크기는 8um 이며, 마이크로 렌즈의 초점 

위치는 렌즈 뒷단에서 400~500um 위치이다. 

두 디스크는 NOA61 광학 접착제를 이용하여 

UV 접착시키고, 접착시 위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조립 장치를 

개발하였다. 

 

4. 공초점 이미지 
 

 
 

 
Fig. 2 Confocal images of korean word on a coin. 

 

Fig. 2 는 개발된 공초점 검사기를 이용하여 

50 원 동전의 글자에서 획득한 공초점 

이미지를 보여준다. 한국 동전의 경우 부조의 

높이가 대략 80um정도인데, Fig. 2에서 보듯이 

동전의 높고 낮은 영역의 가시도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초점 광학계를 구성할 때, 특히 마이크로 

렌즈의 균일도가 중요한데, 영역내의 마이크로 

렌즈의 곡률에 차이가 있을 때 측정면에서 

초점 위치에 경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측정물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이크로 렌즈를 제작할 때, 

특히 리플로우 공정에서 렌즈의 곡률이 

균일하도록 공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렌즈를 이용한 

닙코디스크의 제작과, 이를 탑재한 공초점 

현미경의 구성 및 성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반도체 공정을 통하여 마이크로 렌즈를 

제작하였고, 포토 마스크에 제작된 핀홀 

디스크를 정렬, 접합하여 닙코디스크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양방향 텔레센트릭 렌즈를 

이용한 공초점 광학계를 구성하고,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공초점 현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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