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광학회 제 회 정기총회 및 년도 동계학술발표회18 2007 (2007. 2. 8~9)

76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필름 미세 홈 가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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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웰빙과 환경친화적인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일반 합성수지 필름에

미세한 기능성 구멍이나 홈을 이용한 공기 투과 필름은 식품의 저장수명을 보다 더 연장하기 위한 기능

성 식품 포장재의 사용이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포장 필름에 대한 시장은 점점 다양한 기술이 등장.
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포장 필름에 대해서는 신선도 유지를 배려한 것을 기본으로 유기농 식품과 같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공기 투과 필름과 같은 새로운 기능성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1-4]. 공기
투과 필름은 공기 또는 기체 등은 투과할 수 있지만 액체는 투과할 수 없는 플라스틱 필름을 말한다, . 부패하
기 쉬운 내용물을 담고 있는 포장용기 내의 발생 가스를 배출시키면서 포장용기 내의 수분은 외부로 증

발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도록 식품 포장용 필름에 공기 투과용 미세 기공을 형성함으로써 부패되기

쉬운 과일이나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할 수 있다.
펨토초 펄스 레이저를 가공분야에 이용하게 되면 빛의 흡수에 의하여 발생한 열이 주변으로 전달,

되기 전에 가공이 끝나게 되어 가공부의 주변에 어떠한 손상이나 구조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

다 펨토초 가공은 일반적인 다른 가공과 달리 매질을 녹이는 것이 아니고 매질의 화학적 결합을 끊어.
내어 날려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공에서 나타나는 열에 의한 매질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
펄스폭이 극도로 짧은 반면 첨두출력은 아주 높기 때문에 매우 높은 광세기는 물질 내에 다광자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 가공의 정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명한 물질의 가공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덕.
분에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매우 많은 종류의 물질을 가공할 수 있다 [5].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펨토초 레이저의 사양은 파장이 펄스폭이 펄785.5 nm, 184 fs,

스 반복률이 그리고 펄스 에너지는 이다 그리고 정밀 가공에 적합한 스테이지 가공 시스템1kHz, 1 mJ .

그림 펨토초 레이저 스캐너 가공 시스템에 의해서 제작된 마이크로 천공 현미경 측정 사진 펄스 에1. .
너지는 와 이며 필름 두께는 이다(a) 27 uJ (b) 91 uJ (c) 160 uJ , 0.03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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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펨토초 레이저 스테이지 가공 시스템에 의해서 제작된 마이크로 천공 현미경 측정 사진 펄스2. .
에너지는 와 이며 필름 두께는 이다(a) 2.62 uJ (b) 6.67 uJ (c) 12.9 uJ , 0.03 mm .

과 고속 가공에 유리한 스캐너 가공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림 은 펨토초 레이저 스캐너 가. 1
공 시스템에 의해서 제작된 펄스 에너지에 따른 마이크로 천공 현미경 측정 사진이다 실험에 사용된.
펄스 에너지는 와 이며 필름 두께는 이다 그림 는 펨토초 레이저 스테이27 uJ, 91 uJ 160 uJ 0.03 mm . 2
지 가공 시스템에 의해서 제작된 펄스 에너지에 따른 필름 홈 현미경 측정 사진이다 각각의 필름 홀.
가공에 개의 펄스가 조사되었으며 펄스 에너지는 와 이며 필름 두께는10 2.62 uJ, 6.67 uJ 12.9 uJ 0.03
이다 이와 같이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공기 투과 필름 홈 가공은 레이저 펄스 세기 빔 사이즈mm . , ,

초점 거리 등과 같은 가공 조건에 따라서 필름에 가공된 홈의 형상즉 폭과 깊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기 투과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생활의 고급화와 편리화에 따라 공기 투과 필름의 적용 범위는 더욱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

로 기대된다 포장용 합성수지 필름에 공기 투과용 홈을 가공함으로서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김치. , ,
와 같은 발효 식품 포장에 의해 발효 가스가 외부로 방출되지 못해 부풀어 올라 필름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액체를 차단하여 습기가 포장된 식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식품 포장 외에도, . , 기
계장치의 부식을 막아주거나 과수봉지 기저귀 및 생리대 일회용 의류 및 시트 등 통풍과 방수가 필요한, , ,
곳이라면 어디든지 공기 투과 필름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공기 투과 필름 홈 가공 기술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공기 투과 필름.
홈 가공 기술은 가공된 홈의 형상 및 간격을 변화시켜 공기 투과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산

업화에 매우 근접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성 필름 포장산업에서 머지않아 펨토.
초 레이저 기술의 실용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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