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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laser cutting characteristics of the flexible PCB using high power Nd:YAG UV laser were investigated.
A specific FPCB model was selected for the experiment. Test sheets were made, which had equal materials and layer
structure to those of the outline (OL) region and the contact pad (CP) region in the FPCB. The experiment is made up
of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of the experiment, the laser cutting fluence was found, which is the threshold fluence to
cut the test sheets completely. The laser cutting fluence of the OL sheet is 1781.26~1970.16 J/cm2 and that of the CP
sheet is 2109.34~2134.34 J/cm2. In the second stage, cutting performance and its qualities were analyzed by the
experiment. The laser cutting performance remained almost unchanged for all laser and process parameter sets. The
average cutting width (top side/bottom side) of the OL sheet was 40.45 µm/11.52 µm and that of the CP sheet was 22.14
µm/10.93 µm. However, the laser cutting qualiti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arameters. The adjacent region of
the cutting line on the OL sheet was carbonized as the beam speed was low and the overlap coefficient was high. The
surface quality around the cutting line of the CP sheet was about the same. Carbonization and debris occurred on the
surface of the cutting line.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cutting qualities were better as the overlap coefficient was
made low and beam speed high. Therefore, the overlap coefficient 2 or 3 is proper for the FPCB laser cutting.

Key Words : flexible PCB, Laser cutting, Laser ablation, Laser micromachining, Nd:YAG UV laser

1. 서 론

기존 기계적 화학적 미세가공 공정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비접촉 미세

가공 기술이 대두되었다. 레이저 미세가공 기술에는 절

단(cutting), 천공(drilling), 접합(welding) 등 다양한 기

술이 있다. 다양한 레이저 미세가공 기술의 응용분야

중 하나가 연성회로 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FPCB)의 절단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절단방법은 금

형-프레스 공법에 의한 기계적 펀칭(punching)과 컴퓨

터를 이용하여 기계적 툴을 이동시킴으로써 절단하는

라우팅(routing)이다. 이들 가공방법의 문제점은 가공

정밀도가 50~100 µm으로 낮으며, 가공 후 찌꺼기

(burr)와 크랙(crack)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FPCB 절단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전까지의 연구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레이저 빔

에 의해 공급되는 에너지와 가공 깊이의 관계와 물질

이 어블레이션(ablation)되기 시작하는 임계 레이저 플

루언스(threshold laser fluence)의 도출이었으며, 이를

위해 레이저 가공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FPCB의

주재료인 PMMA(polymethyl methacrylate),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 PI(polyimide)와 FCCL(flexi-

ble copper clad layer)를 대상으로 실험결과와의 비교†E-mail : kjchoi@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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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모델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것이다[1-4]. 또 다

른 목적은 레이저 및 공정 매개변수의 변화가 각 물질

의 어블레이션 상태 및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것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측정 및 분석을 수행

하는 것이다[5-7]. 

그러나 도출된 임계 레이저 플루언스는 수J/cm2 이

하의 매우 낮은 값으로 실제 제조 공정에 필요한 레이

저 플루언스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레이저 가공

시 가공상태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레이저 플

루언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레이저 및 공정 매개변

수를 변화시켰을 뿐 그로 인해 변화되는 레이저 플루

언스는 측정 및 분석 시 고려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고출력 UV 레이저를 이용하여 FPCB

의 주재료인 PI 층과 Cu-metal 층의 가공특성을 분석

한다. 이를 위해 특정 FPCB 모델을 선정하고, 절단선

구성영역 중 PI필름이 주 구성요소인 외곽선 영역(out-

line, 이하 OL)과 Cu-metal이 주 구성요소인 접촉패드

영역(contact pad, 이하 CP)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영역

과 동일한 물질구성과 층 구조를 가지는 테스트 시료

를 제작하여 실험에 적용한다. 실험은 2단계로 구성된

다. 1단계 실험에서는 각각의 테스트 시료를 절단하기

위한 레이저 절단 플루언스를 도출한다. 2단계 실험에

서는 도출된 레이저 절단 플루언스와 동일하거나 일정

범위의 레이저 플루언스를 공급하기 위한 레이저 및

공정 매개변수 집합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가공 성능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FPCB 절단을 위한 실질적인 레이저 및 공정 매개변수

의 최적 범위를 제안한다.

2. 실험대상 및 방법

FPCB의 구성물질은 절연체(insulator, PI film), 도체

(동박, Copper), 접착필름(adhesive film), 보강판(stiff-

ener) 이며, 연성회로기판은 이들을 적층하여 제조한다.

FPCB의 절단선은 위치 별로 서로 다른 물질구성과 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중 본 논문의 실험대상인 PI와

Cu-metal 층에 레이저 빔이 조사되는 위치는 Fig. 1의

외곽선과 Fig. 2의 접촉패드이다. 외곽선은 FPCB절단

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절단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층 구조는 대칭구조이며, 접착필름에

의해 PI 필름이 접합된 상태이다. 접촉패드의 유무는

모델에 따라 다르며, 외곽선과 마찬가지로 대칭적인 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체 영역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나, 레이저 빔이 조사되는 면에 Cu-

metal 층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레이저 빔에 의한 절단

상태가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절단선의 폭은 100 µm

이며, 이는 FPCB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오차를

고려한 것이다.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 빔 발생기는

COHERENT사의 AVIA355-7000이며, 파장은 355 nm,

전류 95%에서 최대파워-에너지는 5.6W-145µJ@40kHz

이다. 레이저 발진기 동작모드는 Pulse Track이며, 레

이저 파워 및 에너지는 펄스 반복주파수(pulse repeti-

tion frequency)의 펄스 폭에 의해 조절된다. 펄스 폭

변화에 따른 레이저 파워 및 에너지 변화는 Fig. 3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FPCB의 SMT(surface mounted tech-

nology)공정을 고려하여 실장면에 레이저 빔을 조사한

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Fig. 1과 Fig. 2의 테스트 시료

를 절단하기 위한 레이저 절단 플루언스를 실험과 식

(1)을 통해 도출한다. 

(1)

여기서, Fcutting는 레이저 절단 플루언스(laser cutting

Fcutting Fpulse= NOR× N×

Fig. 1. Layer structures of outline.

Fig. 2. Layer structures of contact pad.

Fig. 3. Laser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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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ence), Fpulse는 하나의 레이저 펄스 당 플루언스(flu-

ence per laser pulse), NOR은 반복가공횟수(number of

repeat)이며, N은 레이저 빔의 중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첩계수로 식 (2)로 계산한다.

 (2)

여기서 φbeam는 빔 직경이며, OLL은 빔간 중첩 길이

(overlap length)이다.

1단계 실험을 위한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빔

이동속도는 빔 간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빔이 중첩

되지 않는 최대속도로 고정한다. 이에 따라 총 4가지

실험조건하에서 반복가공횟수를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

한다. 2단계 실험에서는 레이저 절단 플루언스와 동일

하거나 일정 범위 내의 레이저 플루언스가 공급되기

위한 매개변수 조합을 구성하여 절단 실험을 수행하고,

레이저 및 공정 매개변수 변화가 절단상태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단계 실험에 사용되는 레이

저 및 공정 매개변수의 범위는 Table 2와 같으며, 레이

저 플루언스와 빔 이동속도의 조합에 의해 총 24개의

레이저 및 공정 매개변수 집합이 생성된다.

3. 실험 결과

3.1. 레이저 절단 플루언스 

OL sheet와 CP sheet를 완전히 절단하기 위해 필요

한 Fcutting는 Table 3과 같으며, Fig. 4와 Fig. 5는 서로

다른 Fpulse에 대해 테스트 시료를 절단하기 위해 필요

한 반복가공횟수와 계산된 Fcutting를 도시한 것으로,

Fpulse가 클수록 반복가공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에서와 같이 Fcutting가 하나의 값이 아닌

범위로 도출되는 것은 실험에 사용된 서로 다른 Fpulse

가 식(1)에 의해 반복가공횟수에 의해 정수배 되기 때

문이다. 

OL sheet의 절단상태는 레이저 빔이 조사된 윗면에

서 열 영향에 의해 변색된 부분이 관찰될 뿐이며, 탄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랫면에서는 절단선에 찌꺼

기가 존재하는 것이 관찰되었을 뿐 열 영향에 의한 변

색, 변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CP sheet 는 레이저 빔이

N=φbeam/ φbeam OLL–( ), 0 OLL≤ φbeam<

Table 1. Laser and process parameters for 1st experiment

Parameter Range

Laser fluence (J/cm2) 82.09, 78.13, 73.6, 68.51

Beam speed (mm/sec)
- Overlap Coef. (constant)

600-1

Beam diameter (µm) 15 (fixed)

Pulse repetition rate (kHz) 40 (fixed)

Table 2. Laser and process parameters for 2nd experiment

Parameter Range

Laser fluence (J/cm2) 82.09, 78.13, 73.6, 68.51

Beam speed (mm/sec)
- Overlap Coef. (constant)

600-1, 300-2, 200-3,
150-4, 120-5, 100-6

Beam diameter (µm) 15 (fixed)

Pulse repetition rate (kHz) 40 (fixed)

Table 3. Laser cutting fluence (Fcutting) of test sheet

Max.
(Fpulse=82.09J/cm2)

Min.
(Fpulse=68.51J/cm2)

OL sheet
1970.16J/cm2 

(NOR=24)
1781.26J/cm2 

(NOR=26)

CP sheet
2134.34J/cm2 

(NOR=26)
2123.81J/cm2 

(NOR=31)

Fig. 4. Laser cutting fluence and number of repeat of OL
sheet.

Fig. 5. Laser cutting fluence and number of repeat of CP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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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윗면에서 탄화현상이 관찰되며, 약 100 µm 정

도의 영역은 미세한 분말 형태의 debris 로 오염되어

있었다. 아랫면에서는 절단선 부근에서만 탄화된 현상

이 관찰되며, debris에 의한 오염은 없었다. 

3.2. 레이저 절단 상태

레이저 및 공정 매개변수 집합을 이용하여 절단실험

을 수행한 결과, OL sheet와 CP sheet의 절단상태는

Table 4와 같으며, Fig. 6과 7은 각 시료의 윗면과 아랫

면의 절단 폭을 나타낸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레이저

및 공정 매개변수 조합에 의해 공급된 레이저 플루언

스에 의해 CP sheet가 OL sheet는 완전 절단되었다.

CP sheet가 OL sheet에 비해 두께는 얇지만 Cu와 그

위에 도금된 Au-Ni층으로 인해 절단 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레이저 플루언스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에서 절단 폭은 평균값을 의미하며, 표준편차는

1~2 µm로 매우 작았다. 따라서 레이저 절단 플루언스

와 유사한 조건하에서 빔 이동속도, 중첩계수(중첩율)

등과 같은 레이저 및 공정 매개변수 변화가 절단 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논문

에서 사용된 레이저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

더라도, 도출된 레이저 플루언스를 공급할 경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과 Table 4의 Fcutting를 비교하면 Table 3의 값

의 범위가 좁다. 이것은 2단계 실험에서는 1단계 실험

에서 도출된 Fcutting와 가능한 근접하게 레이저 및 공정

매개변수(중첩계수, 반복가공횟수)를 조절함에 따라 식

(1)에 의해 Table 4의 Fcutting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OL sheet의 절단 표면 상태는 매개변수 변화에 따라

Fig. 8과 같이 서로 다른 실험결과를 보였다. 아랫면의

절단상태는 이동속도가 낮을 수록 절단 폭은 일정하게

유지되나, 이동속도가 높을 수록 절단 폭은 불규칙하였

Fig. 6. Cutting width on OL sheet.

Table 4. Cutting characteristics of OL and CP sheet

OL sheet CP sheet

Thickness (µm) 200 110

Fcutting (J/cm2) 1766.45~2055.202055.19~2462.84

Cutting 
width

Top (µm) 40.45 22.14

Bottom (µm) 11.52 10.93

Standard 
Deviation

Top (µm) 1.12 1.07

Bottom (µm) 1.22 1.86

Fig. 7. Cutting width on CP sheet.

Fig. 8. Surface qualities of OL sheet (Fpulse=82.09 J/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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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절단선 주변에 찌꺼기

가 관찰되었으며, 빔 이동속도가 높을 수록 덩어리 형

태로 나타났다. 이는 PI 필름과 접착필름이 완전히 어

블레이션 되지 못하고 주변에 용융된 상태로 붙어 굳

은 것으로 판단된다. 

레이저 빔이 조사된 윗면에는 열 영향부가 관찰되며,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Fig. 8-(a) 또는 (b)와

같이 열 영향에 의해 물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변색되는 정도의 가벼운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

면을 세정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다른 하나는 Fig.

8-(c)와 같이 열 영향에 의해 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는 정도의 심한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빔 이동속

도가 100~150 mm/sec(N=4, 5, 6)에서 다른 매개변수

의 조건에 관계없이 탄화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레이

저 빔에 의해 공급되는 총 에너지가 레이저 절단 플루

언스와 유사한 경우라도 이동속도가 낮아 중첩율이 높

은 경우에는 열 축적에 의한 열 영향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된 레이저 시

스템의 경우 우수한 절단상태를 위한 빔 이동속도는

200 mm/sec(N=3) 또는 300 mm/sec(N=2)이다. 

CP sheet의 절단 표면 상태는 레이저 및 공정매개변

수의 변화에 관계없이 유사하였다. 아랫면의 절단상태

는 Fig. 10에서와 같이 모든 조건에서 절단선 주변에만

열 영향에 의한 탄화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폭은 매우

작다. 또한 빔 이동속도가 느릴수록 절단 폭이 일정하

지 않으며, 절단선 주변에 찌꺼기가 많았다. 발생된 찌

꺼기는 OL sheet와 마찬가지로 접착층과 PI 필름이 광

열적 반응에 의해 용융되었으나 불완전 어블레이션되

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윗면의 절단상태는 모든

조건에서 Fig. 10와 같이 탄화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빔

이동속도가 느릴수록 굵은 형태의 debris가 발생되었다.

Cu-metal 층에 고출력 레이저 빔이 조사되는 경우, 탄

화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표면 오염 물

질인 debris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된 레이저 시스템의 사

양에 대해 OL sheet와 CP sheet는 중첩계수 2 또는 3

인 조건에서 빔 이동속도(200 mm/sec 또는 300 mm/

sec)로 가공하였을 경우 가장 좋은 가공상태를 보였다.

다른 펄스반복주파수와 빔 직경을 가지는 레이저 시스

템의 경우에서도 중첩계수 N을 2 또는 3으로 설정하

고 빔 이동속도를 결정하여 가공하며, Fpulse에 따라

NOR를 조절하여 도출된 Fcutting를 공급하면, 유사한

절단상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Nd:YAG UV 레이저를 이용하여 실

험적으로 PI층과 Cu-metal 층의 레이저 및 공정매개변

수 변화에 따른 절단 상태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1단

계 실험에서는 테스트 시료의 레이저 절단 플루언스를

도출하였으며, 2단계 실험에서는 레이저 및 공정 매개

변수 변화에 대한 절단 성능 및 상태의 영향을 분석하

였다.

실험결과, 레이저 및 공정매개변수 변화에 따라 OL

sheet와 CP sheet의 윗면과 아랫면의 절단 폭과 절단속

도는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절단상태의 경우, OL

sheet는 레이저 및 공정 매개변수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CP sheet는 유사한 절단상태를 보였다. OL

sheet는 중첩계수가 커서 빔 이동속도가 느릴수록 열

영향에 의한 탄화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중

첩계수를 작게하여 높은 빔 이동속도로 가공하는 것이

Fig. 9. Cutting state after cleaning.

Fig. 10. Surface qualities of CP sheet (Fpulse=82.09J/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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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절단 표면 상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Cu-metal 층이 표면에 있는 CP sheet는 모든 매

개변수 조합에 대해 탄화현상이 발생하였으며, debris

에 의한 오염도 발생하였다. Cu-metal 층이 가공면에

있는 조건에서는 표면 보호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실험을 통해 FPCB 절단을 위한 레이저 및 공정매개

변수는 논문에서 사용된 시스템에 대해 중첩계수 N은

2 또는 3일 때의 매개변수 조합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절단상태와 높은 절단속도를 구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펄스반복주파수, 빔 직경의 레이저 시스템

또한 중첩계수 N은 2 또는 3이기 위한 빔 이동속도를

결정하고, 도출된 레이저 절단 플루언스와 유사한 레이

저 플루언스를 공급하기 위한 반복가공횟수를 조절함

으로써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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