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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blation rate of Al2O3 ceramics by femtosecond laser fluence is derived with experimental 

method. The automatic three axis linear stage makes laser optics to move with high spatial resolution. 

With 10 times objective lens, minimal pattern width of Al2O3 is measured in the focal plane. Ablated 

surface area is shown as linear tendency increasing number of machining times with various laser power 

conditions. Machining times is most sensitive condition to control Al2O3 pattern width. Also, the linear 

increment of pattern width with laser power change is investigated. In high machining speed, the ablation 

volume rate is more linear with fluence because pulse overlap is minimized in this condition. Thermal 

effect to surrounding medium can be minimized and clean laser process without melting zone is possible 

in high machining speed. Ablation volume rate decelerates as increasing machining times and multiple 

machining times should be considered to achieve proper ablation width and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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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에 비해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산업분야에서 사용되

고 있다. 가장 보편화된 파인세라믹스인 알루미나

(Al2O3)는 전자기기의 직접 회로기판(PCB)에 널리 

사용되고 내열성이 좋아 고온에서의 강도도 우수

하여 열 분사노즐, 열교환기에 많이 사용된다.1,2 또

한 최근에는 전자기기의 소형화로 인하여 더 높은 

밀도의 패턴을 구현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세라믹 가공은 대부분 기계적인 방법

으로 수행했지만 기계 가공 시 발생하는 공구의 

마모 및 세라믹의 단점 중 하나인 깨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이러한 기계적인 단점을 극복

하고자 레이저 가공이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 가공

의 경우 비접촉 가공 방식으로써 공구의 마모가 

없으며 기계가공의 깨지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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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려졌다.3-5

최근 초미세 패턴 및 난가공 소재 가공을 위하

여 기존의 연속 빔(CW, Continuous Wave)레이저

에 비하여 초단파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다. 초단

파 레이저는 피코초이하의 짧은 시간에서 고밀도 

에너지를 집중하여, 주변 영역으로 열확산을 최소

화 가능하며 비 열적 반응으로 제거하는 공정으

로써 높은 첨두 출력(peak power)을 활용한다.6,7 

단위 면적당 레이저 에너지 밀도와 물질 제거량

(ablation rate)은 레이저 반응시 제거 공정의 효율

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레이저 공정 연구의 시작

이다. 알루미나의 물질 제거량에 관한 연구는 

20W급 파이버 레이저를 활용하여 30J/cm2 의 임

계 물질 제거량을 도출하고, 플루언스와 제거 단

면적 사이의 선형 관계를 도출하였다.8 또한, 수

치해석 열전달 모델를 통하여 10ns 1064nm의 레

이저 펄스의 100J/cm2의 플루언스에서 약 1μm의 

임계 제거량 및 제거 깊이와의 선형 관계를 도출

하였다.9

본 연구는 초단파 레이저를 활용하여 난가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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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세라믹 재료를 수십 마이크로미터급으로 패

터닝 공정 개발이 목적으로써, 단위 펄스당 볼륨 

제거량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레이저 초점 

위치에 따른 최소 스팟(spot)를 도출하고, 레이저 

출력, 가공속도, 가공횟수에 따른 패턴의 크기 및 

깊이를 고찰하였다.10 특히, 본 연구는 가공속도 

및 가공횟수에 따른 중첩률을 계산하여, 고속 가

공을 위한 물질 제거량을 도출한 것이 핵심이다. 

다양한 공정 조건을 균일한 기준에 적용하기 위하

여, 단일 펄스 수준에서 레이저 에너지 주입량인 

플루언스(fluence)와 가공량인 제거량의 관계를 도

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레이저 에너지

로 주변 조직의 열영향을 최소화 가능한 공정 조

건을 확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11,12

2. 극초단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이용한 가공

2.1 실험 방법

레이저를 이용한 난가공성 소재를 가공하기 위

한 구성은 Fig. 1과 같다. 실험 장비의 광학계는 

피코초(picosecond) - 펨토초(femtosecond) 발진이 

가능한 Yb:KGW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파장은 

1030nm 주로 상용하였다. 레이저 출력 조절장치

(laser power controller)에 의하여 레이저 빔의 편

광을 제어하여 실시간으로 레이저의 출력을 조절

하였으며, 미러를 통하여 빔이 이송하도록 하였다. 

레이저 빔의 조건은 237.8fs의 펄스폭과 200kHz의 

반복률로 설정하였으며, 5.1W의 평균출력을 가공 

시편의 앞에서 측정하였다. 평균 출력이 5.1W일 

때, 한 펄스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51μJ 이고 레

이저 출력 조절장치로 반복률과 한 펄스 당 에너

지를 조절 할 수 있다. 에너지가 조절된 빔을 광학

계를 이용하여 세라믹 시편으로 보내고 마지막에 

10배율 objective lens를 사용하여 레이저 빔을 집

속시켰다. 3축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가공 시편을 

이송하면서 레이저 가공을 실행하였고 스테이지 

제어는 UMAC을 기반으로 한 PC에서 제어하였다. 

레이저 빔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objective lens는 

z축 이송장치에 부착되었고 이 때 사용된 세라믹 

시편으로는 Fig. 2와 같이 20mm × 20mm × 5mm

의 알루미나이다.

Fig. 1 Experiment set-up for pulse laser ablation.

Fig. 2 20mm × 20mm × 5mm Alumina specimen.

3. 레이저 어블레이션 및 세라믹 가공

3.1 초점 위치(focal plane)선정

최소선폭을 통한 초정 위치를 찾기를 통하여 

동일한 에너지 주입량에서 단위면적당 주입량인 

플루언스를 최대화 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최소 패터닝 가능한 초점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Fig. 3의 방법처럼 스테이지 z축을 ±방향으로 

4.6μm만큼 점차적으로 이동시키면서, 가공되는 

선폭을 측정하였다. Z = + 80μm 지점에서 부터 
Z = 0 까지 선폭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며, 이는 레이저 빔이 가우시안 형태로 전파되는 

현상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최소 선폭의 경우 

약 8μm 정도로 측정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점

면(focal plane) 에서 음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레이저 빔은 다시 발산하게 되며, 이에 따른 

빔 직경은 증가하고 가공선폭 또한 증가하게 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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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ne with different optical position.

(a)

(b)

(c)

Fig. 4 SEM images of line on Alumina (a) 10 times, 
(b) 30 times, and (c) 50 times.

3.2 가공 조건에 따른 어블레이션 현상

가공 횟수에 따른 알루미나의 어블레이션 현상

을 관찰하기 위하여 3W, 50mm/s조건에서 가공횟

수를 10회, 30회, 50회로 증가시켰다. Fig. 4에서

는 SEM으로 촬영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10회 

가공에서는 가공부분 안쪽에 레이저 조사 후의 

잔해가 많이 있어 균일하지 못한 모양이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횟수를 가

공한 30회 에서는 가공부위 안쪽에 잔해가 10회

보다 적게 있는 선폭 가공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50회에서는 30회 보다 더 잔해가 없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미경으로 선폭을 측

정하였는데, 3W 출력조건에서는 가공횟수가 증

가함에 따라 어블레이션에 의한 제거 부위의 조

도가 증대됨을 알 수 있으며, 선폭과 깊이의 변

화가 미미하게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레이저 가공시 선폭의 변화와 선깊이를 미세

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인자이다.

Fig. 5와 Fig. 6에서는 레이저 출력에 따른 레

이저 어블레이션 현상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가

공속도는 100mm/s 로 10회, 30회, 50 회 반복하

여, 출력을 1W에서 5W까지 평균출력을 증가하

면서 관찰한 결과 중 1W, 3W, 5W의 경우를 도

시하였다. 모든 가공 횟수에서,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선폭은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선깊이인 경우 선형적 증가가 1-3W 사이에서 큰 

변화 없이 5W 조건에서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깊이의 변화가 선폭의 변화에 

비하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출력변화 구

간이 충분히 크지 않음이 예측된다.

Fig. 5 Change of pattern width by increment of machining 
number.

Fig. 6 Change of pattern width by increment of machining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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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선폭과 선깊이가 동시에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Fig. 7에서는 레이저 출

력이 증가함에 따른 패턴의 선폭을 도시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주입량이 증가에 따라서, 선폭이 거

의 선형적으로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현상을 알 수 있다.

(a)

(b)

(c)

Fig. 7 SEM images of line on Alumina: (a) 1W, (b) 3W, 
and (b) 5W.

3.3 가공조건에 따른 어블레이션량 측정

이전의 결과에 알 수 있듯이, 레이저 가공 횟

수 및 출력에 따른 선폭, 선깊이를 포함하는 제

거량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가공조건

에 대한 동일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단위 펄스

당 제거량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식 (1)과 

같이 단일 펄스를 구하였다.

  
× ×  (1)

이 식에서 는 가공에 주입된 전체 펄스 갯

수, 는 레이저의 펄스 반복률, 은 가공길이, 

v는 가공 속도 및 는 가공횟수이다. 본 식을 바

탕으로 20mm × 20mm × 5mm의 알루미나에 주입

된 전체 펄스 갯수를 구하였다. 예를 들어 50mm/s의 

속도로 한면이 20mm 인 알루미나를 10회 가공했을 

때, 가공시 사용된 200kHz 반복율의 총 펄스 갯수

는 800,000개가 된다.

어블레이션량은 알루미나의 제거된 선폭을 기

반으로 가공된 부분이 삼각기둥 모양을 나타낸다

고 보고 식 (2)와 같이 계산하였다.

 
×  × (2)

레이저 어블레이션 형태가 삼각형으로 된다고 

하면 이 식에서 A는 어블레이션량이고 R은 제거

된 선폭, d는 가공부분의 깊이, L은 식 (1)에서와 

같이 가공길이를 나타낸다.

식 (2)에서 세라믹에 어블레이션 된 부피를 이

용해서 식 (2)를 식 (1)로 나누면 단위 펄스당 어

블레이션량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Fig. 8

에서 도시하였다. 단위면적당 에너지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 펄스당 어블레이션량은 선

형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으며, 가공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펄스 개수가 적어서 중첩률이 낮아지

는데 50mm/s일 때 96.875%의 중첩률, 100mm/s 

일 때 93.75%, 150mm/s 일 때 90.625%의 중첩

률을 보이는데 가공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첩률

은 낮아지지만 중첩률에 큰 변화폭이 없어 가공

속도가 높을수록 어블레이션 효율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Fig. 8에서는 평균출력을 1W부

터 1W 씩 증가하면서 어블레이션량을 측정하였

는데, 플루언스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 펄스당 어

블레이션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가공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펄스

당 중첩이 반복됨으로 단위 펄스당 어블레이션량

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본 그래프의 선형식

이 도출되면 원하는 어블레이션량을 얻기 위한 

에너지 주입량을 역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록 반복가공이 물질제거량에는 효율

적이지 않을 수 없지만, 작은 출력으로 반복하여 

가공할 때는 가공 부위의 조도가 깨끗하고, 열축

적이 국한 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이는 원하는 

가공 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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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Ablation rate by increasing fluence with various 
machining speed and machining times (a) 10 times, 
(b) 30 times, (c) 50 time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세라믹 

물질제거율을 연구하였으며 출력별, 가공횟수별 

가공을 통해 세라믹의 적정 가공 조건도 연구해 

볼 수 있었다. 평균 출력이 약 4W 이상이 되면 

내열성이 좋은 세라믹도 용융되어 주변에 잔해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논문내의 그래

프에서 본 것과 같이 플루언스가 커짐에 따라 세

라믹 제거량이 선형적으로 증대되는 걸 알 수 있

었다. 난가공성 소재인 세라믹은 큰 출력, 적은 

횟수로 가공하는 방법보다 작은 출력 이지만 많

은 횟수로 가공하는 방법, 즉 조사되는 펄스 개

수가 많은 방법이 가공부위 주변에 변화와 잔해 

없이 균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

다. 추후에는 레이저 가공속도, 반복률에 따른 펄

스 중첩률에 대한 난가공성 소재 가공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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