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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레이저를 사용한 미소 형상의 가공은 주로 

가공 대상이 받는 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그 

최종 형상에 맞게 단계적으로 가공을 진행하는 

절삭 가공의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돌출된 형상을 가공할 경우 피 가공 

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점과 그로 인한 

광범위한 열 영향을 동반하는 문제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로 모재에서 돌출된 

미소 형상 제작에는 부착, 에칭, 스크린 프린팅 

또는 마스크가 동반되는 증착 및 도금 등이 

주로 사용된다 1. 이러한 열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펄스 레이저 기반 쇼크 공정(laser induced 

shock)은 약제의 투여 2, 판재 구조의 가공 3 

등의 사용 가능성이 제안되어 왔으나 마이크로 

스케일의 돌출 가공에는 그 형상 제어의 

어려움이 난점으로 작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 형상 제어를 위한 별도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광투과성을 가지는 

다종의 기판 상의 금속 박막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스케일의 돌출(범프) 형상을 펄스 

레이저로 가공, 그 제어 가능성과 가공 특징을 

다룬다.  

 

2. 실험 방법 
 

실험 샘플은 1, 3mm 두께의 유리 기판과 

50 미크론 두께의 유연기판(PI)에 몰리브덴 

혹은 알루미늄 박막을 서브미크론 두께 

수준으로 증착하여 제작하였다. 실험은 나노초 

펄스 레이저 (10ns, 1064nm), 피코초 펄스 

레이저 (10ps, 1064nm)를 사용하여 그림 1(a)와 

같이 기판을 투과하여 기판과 금속 박막간의 

계면에 조사하는 방식과 그림 1(b)와 같이 

유연기판의 처짐을 막기 위하여 투명 지지대 

에 유연 기판의 둘레를 점착 후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레이저 펄스의 공간 형상은 가우시안 스팟 

형상으로 가우시안 절단 정도를 미소 

제어하였으며, 가공 결과는 간섭계 방식 

프로파일러(SIS-2000, SNU Precision Co., Ltd.)로 

측정되었다. 

 

3. 결과 및 토의 

 

나노초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 1 미크론 

두께의 몰리브덴 박막과 유리 기판을 사용한 

경우에도 반복성이 있는 돌출 형상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는 기판과는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지 않고, 박막의 두께방향 열 

영향 거리가 박막 두께 대비 충분히 긴 것으로 

펄스 레이저를 사용한 박막 돌출 형상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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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기판과 증착 된 박막 계면의 가공 

(b) 유연 기판 지지를 위한 투명 기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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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될 수 있다. 피코초 레이저 펄스의 경우 

그림 2 와 같은 동일 펄스 에너지와 펄스 

프로파일에서 반복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 때 가공 스팟의 절단 정도를 조정하면서 

반지름과 높이의 비율을 10:1 수준까지 돌출 

가공이 가능하였다. 이는 돌출 형상 영역 

내에서 모멘텀 공급을 위한 계면의 상변화를 

위한 파워 밀도 4 를 가지는 영역이 레이저 

가공 스팟 내에 존재하는 동시에, 그 돌출 

영역의 크기를 제약하기 위한 별도의 문턱값을 

가지는 영역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유리 기판 결과에서 돌출 반지름(r)은 

식 1 과 같이 가공 스팟 내의 최대 강도(  ) 와 

스팟 및 가공 조건에 따른 보정 계수(   로 

연관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돌출부를 제거한 

후 관찰한 기판 계면에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유연 기판의 경우 나노초 펄스 가공 

시 돌출 발생 전 기판이 관통 되었으며, 

피코초 펄스에서도 기판 손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레이저가 입사할 때와 계면에서 반사될 

때 기판에 손상을 줌으로써 그 가공 가능 

영역은 유리기판 대비 매우 좁아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같은 박막 두께에서 유리기판 과 

동일 조건으로 연속적인 가공을 수행할 경우 

그림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박막 측과 기판 

측에서 모두 가공에 의한 돌출이 확인되며, 이 

조건에서 결과의 형상 반복도는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a)) 이는 

절반 이하의 낮춘 가공 강도에서야 개선이 

관찰되었다. 투명 지지대를 사용한 경우 유연 

기판과 지지대 사이의 공기 층의 존재는 

결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 3 (a) 몰리브덴 (유연기판, 0.4 um) 가공 

(40 um 스팟, 10 ps, 3.5 uJ), (b) 100 um 간격 가공 

 

4. 결론 
 

유리 기판에 증착된 서브 미크론 수준의 

금속 박막에 10 피코초 펄스 길이의 기판 투과 

가공으로 형상 반복성을 가지는 미소 돌출 

형상 가공이 가능했다. 50 미크론 두께의 PI 

유연 기판의 경우 기판 손상과 돌출 형상의 

낮은 형상 재현성이 동시에 관찰되었으며 유리 

기판 대비 더 낮은 가공 강도가 요구되었다. 

가공 스팟의 절단 정도는 가공 한계 근처에서 

돌출 가공 결과에 영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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