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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ser machining system for micro-
pattern. 

 
 

1. 서론  
최근 각광 받고 있는 OLED 와 같은 

디스플레이나 스마트 폰 등의 차세대 전자소자 
산업 분야에 사용될 고성능 광학필름과 RFID 
유연기판의 제작에 필요한 마이크로 형상 
가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고성능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의 제작에 있어 
휘도 강화 및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1 차원 패턴에서 다양한 3 차원 패턴까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다기능을 가지는 RFID 등에 이용될 
전압은 낮고, 전도율은 높은 유연한 전자 
회로의 복잡한 패턴을 대형화와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형 롤을 이용한 인쇄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고출력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초소형 전자 부품 소재의 미세 형상 가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속 가공으로는 현재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형상들을 가공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다이아몬드 선삭이 아닌 
동시에 1 차원 연속패턴과 불연속 미세패턴을 
복합 가공할 수 있는 마이크로 밀링과 레이저 
가공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불연속 대면적 
미세패턴 롤 금형 가공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유연한 기판 및 광학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형상 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불연속 미세패턴 
롤 금형 가공을 위한 광학계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이다. 레이저 광원은 1064 nm 의 
나노초 펄스 레이저이며, 가공을 위한 
광학계는 레이저 빔 확장기, 초점 렌즈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실제 금형 롤 가공에 사용되는 

소재와 유사한 구리 박막에 레이저 가공 실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2. 가공기 광학계 설계   

레이저의 광 고립기 (Optical Isolator)로부터 
출력되는 빔의 직경이 8 mm 이며, 미세 가공을 
위해 빔의 직경을 수십 ㎛로 만들기 위해서 빔 

확장기 (Beam Expander)와 초점 렌즈 

(Focusing Lens)를 설계하였다. 빔 확장기의 

입력단과 출력단 렌즈는 각각 plano-concave 

렌즈 (f=-20 mm)와 plano-convex (f=40 mm) 

렌즈로 이루어져있다. 최대 입사동과 출력동의 

직경은 8 mm 와 30 mm 이며, 전체 투과도는 

96 %이다. 초점 렌즈의 초점 거리, 초점 

심도와 빔의 직경은 각각 40 mm, 42 ㎛, 

16 ㎛이다. 레이저의 출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모든 렌즈에는 1040 nm ~ 1064 nm 의 파장 

영역에서 무반사 코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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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ocal image of copper foil after 
nanosecond laser machining; (a) before 
focal point, (b) focal point. 

3. 가공 광학계 장치도 및 실험 결과  
Fig. 1 은 본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 가공 

시스템의 장치도를 나타낸다. 레이저 가공기는 
광원으로 고출력 이터븀 광섬유 나노초 
레이저와 가공을 위한 광학계로 구성되어 있다.  
시편의 고속 가공을 위해 사용된 이터븀 
광섬유 나노초 레이저 (YPL-HP-30x240, IPG)의 
출력 스펙트럼은 1064 nm 의 중심 파장에서 약 
±10 nm 이며, 최대 평균 출력은 210 W 이다. 
펄스 반복 주파수와 폭은 각각 1 MHz, 30 
ns 이다. 레이저로부터 출력된 빔은 3 m 의 
광섬유에 커플링되어 외부에서 반사된 빔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된 광 고립기로 입사된다. 
광 고립기로부터 출력된 빔은 두 개의 거울 
M1, M2 을 사용하여 빔 확장기의 중심으로 
정렬한다. 빔 확장기로 입사된 직경이 8 mm 인 
빔은 20 mm 로 확장되어 초점 렌즈로 입사한다. 
초점 렌즈로 입사된 빔은 약 16 ㎛의 직경으로 

집광되어 가공에 사용된다. 가공 시편은 

99.9 % 순도, 0.5 mm 두께의 구리 박막이며, 

25 mm ´ 25 m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Fig. 2 는 대물렌즈의 배율이 100x 인 디지털 
현미경 (VHX-1000E, Keyence)으로 측정된 구리 
박막의 가공 이미지를 보여준다. 초점에서 0.5 

mm 앞쪽(a)과 초점 위치(b)에서 가공된 구리 
박막 구멍의 직경은 40 ㎛, 25 ㎛로 

측정되었다. 가공 패턴의 형상을 고려해서 

가공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출력 나노초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 패턴 가공에 사용될 
광학계 설계 및 기초 실험을 수행하였다. 미세 
가공을 위해 레이저 빔의 직경을 빔 확장기와 
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약 16 ㎛로 집광되게 
설계하였다. 설계 및 제작된 가공기를 
이용하여 구리 시편을 사용하여 구멍의 직경이 
25 ㎛로 가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레이저 가공 시스템은 불연속 
대면적 미세패턴 롤 금형 장비에 장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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