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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hort pulse laser induced PI film scri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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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tra short pulse laser processing with the PI (polyimide) substrate is conducted to 

increase flexibility and radius of curvatures. A femtosecond laser is used to perform 

micro machining by minimizing the heat effect in PI substrate. The laser processing 

according to the parameters, such as fabricated line width, depth, laser power, 

distance between lines, i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abricated 

lines. A bending test is carried out to evaluate bending shapes and the radius of 

curvature after bending and spreading it 1000 times. The results demonstrates that the 

radius of curvature decreases in deepen lines and increases with the augment of the 

number of the fabricated lines, and distance betwee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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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바

이오메디컬 디바이스(biomedical device), 플렉시

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등 휠 수 있는 전

자기기는 차세대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1]. 특히, 

인체 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피부에 부착하

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의 

경우 전자기기의 유연성과 형상적응성 접촉

(conformal contact)특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이러한 특성들을 만족하기 위해 현재의 유연

소자는 높은 내열성과 투과성을 가지며 얇은 두께

의 유리재질을 기판(substrate)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리재질의 기판은 반복된 접힘과 굽힘에 

의해 파단 되는 문제점이 존재 한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유리재질에 비해 높은 유연성을 갖는 고

분자 필름(polymer film)을 기판 소재로 대체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8]. 이 중 PI (poly 

-imide)는 다른 고분자 필름에 비해 높은 내열성

과 투과성,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연소자의 기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5-8]. 

이러한 소재 고유 특성에 관한 연구와 함께 기판

의 형상적응성 접촉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공방법 및 반복적인 굽힘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

한 특성에 대해 분석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펨토초 레이저 스크라이빙 가공

을 통해 유연소자산업에 적용 가능한 PI 필름의 

유연성을 향상 시키고 가공 정도에 따른 굽힘 특

성을 분석 하였다. 스크라이빙 가공 깊이, 가공간

격, 가공된 선의 개수 등의 다양한 변수에 대해 PI 

필름을 가공하였고, 반복 굽힘 실험을 한 후 변수

에 따른 굽힘 형상 및 곡률반경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극초단파 레이저 가

공을 이용한 전자 기판의 형상 변형 기술 개발, 김

태동, 2015, [5]”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펨토초 레이저

(wavelength = 800 nm; repetition rate = 10 

kHz; pulse duration = 100 fs; maximum 

energy per pulse = 0.35 mJ, COHERENT)와 대

물렌즈(20X; NA = 0.40; focal length = 200 

mm, Minutotyo)를 사용하여 PI 필름(thickness = 

125 ㎛, Kapton)을 가공하였다. 가공 평탄도 유

지를 위해 유리(thickness = 500 ㎛, Corning 

eagle) 표면에 PI 필름을 부착 틸트 스테이지

(T-80 from DPI)를 사용하여 상하좌우의 높이를 

보상해 주었다. 또한 샘플의 이동속도와 레이저 

포커스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 X, Y축 스테이지와 

Z축 스테이지가 각각 사용되었다. 레이저 파워와 

가공속도의 경우, 선행연구[9]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60 mW와 5 mm/s로 결정하였다. PI 필름

의 펨토초 레이저 가공 파라미터에 대한 굽힘 경

향을 파악하기 위해 총 3가지 변수를 조정하면서 

가공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스캔횟수를 1, 3, 

5, 7, 9, 13회로 변경하여 가공깊이를 조절하였다. 

Fig. 1 Schematic of the femtosecond laser 

system



극초단파 레이저를 이용한 PI 필름 가공 기술개발 309

두 번째는 100 ㎛ 간격으로 가공선 수를 1, 5, 9, 

13개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공간격

을 50 ㎛, 100 ㎛, 200 ㎛, 400 ㎛ 으로 조정하

였다. 반복 굽힘 실험을 위해 Fig. 2와 같이 엑츄

에이터(actuator, ESP 301 from NEWPORT)와 

리니어 스테이지(linear stage)를 이용한 굽힘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1000번의 반복 굽힘 실험을 

진행한 후. 반복 횟수에 따른 형상이미지와 곡률반

경을 현미경으로 측정을 하였다.

Fig. 2 Schematic of the bending fatigue system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가공속도 5 mm/s, 레이저파워 60 

mW에서 스캔횟수에 따른 가공 깊이 및 선폭의 

변화를 나타낸다. 스캔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공 

깊이는 증가하였으나, 가공선폭은 변화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캔횟수를 

조절하여 가공 깊이를 0 ㎛, 30 ㎛, 60 ㎛, 85㎛, 

100 ㎛로 가공을 하였다. 그리고 가공 깊이와 다

른 파라미터(가공선 개수, 가공간격)에 따른 굽힘 

형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공된 PI 필름을 

upward로 위치시킨 후 반복 굽힘 실험을 하였을 

때 Fig. 4와 같이 스캔횟수가 작고 가공깊이가 깊

Fig. 3 Fabricated line width and depth 

according to the number of fabrication

Fig. 4 Bending shapes with fabricated line 

depth and the number of lines in case 

of upward direction of PI film

Fig. 5 Bending shapes with fabricated line 

depth and the number of lines in case 

of downward direction of PI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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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PI 필름이 파단 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

한 경우 곡률 측정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해 PI 필름을 downward 방향으로 위

치시킨 후 1000번의 반복 굽힘 실험을 진행하였

다. Fig. 5는 가공 깊이와 가공선 수에 따른 굽힘 

형상을 보여준다. 1줄로 가공한 PI 필름의 가공깊

이에 따른 굽힘 실험 결과 굽힘 형상에는 큰 변화

가 없었다. 하지만 5줄 이상 가공한 PI 필름의 동

일 실험의 경우 가공깊이가 증가할수록 곡률반경

이 작아졌다. 그리고 가공선 수가 증가할수록 곡

률 반경이 커졌다. Fig. 6은 가공깊이와 가공간격에 

따른 굽힘 형상을 나타낸다. 가공 깊이가 30 ㎛인 

PI 필름은 가공하지 않은 PI 필름과 큰 차이가 나

지 않았다. 하지만 가공 깊이가 60 ㎛ 이상인 경

우 가공 간격이 넓어질수록 가운데 부분의 곡률 

반경이 커졌다. 이 결과를 가공 깊이, 곡률 반경, 

굽힘 횟수, 저항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서 정량

적 수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mageJ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가운데 곡률 반경을 측정한 후 Fig. 

7과 같이 가공 깊이와 곡률 반경의 그래프를 나

타내었다. 가공 간격이 400 ㎛일 때 가공하지 않

은 PI와 곡률 반경이 큰 차이가 없지만 전체적으

로 가공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곡률 반경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줄 간격이 

증가할수록 곡률 반경이 작아지며, 가공 깊이가 깊

어질수록 곡률 반경이 커지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4. 결 론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5 mm/s의 가공속도와 

60 mW의 레이저파워를 결정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캔횟수에 따른 가공선폭 및 깊이에 대

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스캔횟수가 많아질수록 

가공 깊이가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가공 선

폭의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반복 굽힘 실험

의 경우, 가공면을 위로 하여 굽힘 시 가공 깊이

가 깊어질수록 응력 집중에 의해 파단이 쉽게 나

타났다. 하지만 가공 선 수가 증가할수록 응력이 

Fig. 6 Bending shapes with fabricated line 

depth and distance between lines in 

case of downward direction of PI film

Fig. 7 Radius of curvatures with fabricated line 

depth according to (a) distance between 

lines and (b) the number of fabricate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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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됨에 따라 곡률 반경이 증가하였고 파단 현상

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응력집중 조건을 완화하고 

곡률측정의 용이성을 위해 PI 필름을 아랫방향으

로 위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공 깊

이가 증가할수록 응력 집중에 의해 곡률 반경은 

작아졌고 가공선 수와 가공간격을 증가할수록 가

운데 부분의 응력이 분산되어 곡률 반경이 증가하

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펨토초 레이저 스크라이

빙이 형상적응성 접촉에 근접할 수 있는 가공법이

며, 굽힘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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