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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레이저를 이용한 유리 드릴링 가공 시, 높은 가공 정밀도와 표면 품질을 달성하기 위
하여, 레이저 나선형 드릴링 가공시 레이저의 수직 이송 속도의 영향을 분석한다. 레이저의 수직 이송
속도에 따라서 나선형 층간 간격이 결정되며, 층간 간격은 홀의 관통여부와 홀의 표면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실험에 사용된 유리는 400 μm의 두께를 지닌 알루미나실리케이트 유리이며, 1552 nm의 파장 길
이와 800 fs의 펄스 길이를 지닌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레이저의 출력에서의 어
블레이션 깊이를 계산하였고, 이에 따른 드릴링에 필요한 레이저 수직 이송 속도를 계산하였다. 이론적
접근 방법의 정확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레이저 수직 이송 속도에 따라 크랙과 치핑, 열영향부
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effect of the vertical speed of the laser head on the high geometrical accuracy and high quality of thruholes is analyzed in the laser helical drilling of a glass substrate. The vertical speed of the laser head affects the helical
layer pitch. This is a crucial parameter for determining the complete penetration and machining quality of thru-holes.
An aluminosilicate glass substrate with a thickness of 400 μm was drilled via a femtosecond pulsed laser at a
wavelength of 1552 nm and with a pulse duration of 800 fs. The laser vertical moving speed is theoretically obtained by
the relation with the laser power and the ablation depth. This theoretical method is investigated by experimental results.
The vertical speed of the laser head affects the formation of cracks, chippings and heat affec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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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산업용 유리들이 전자기기의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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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부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치
제어 드릴링 같은 기존 기계 가공 방법을 이용한
유리 가공 방법은 유리의 취성 성질에 의하여, 불
규칙한 크랙, 치핑 등의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한
다. 이러한 기계 가공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펨토초 레이저 가공이 주목을 받
고 있다. 펨토초 레이저는 수백 펨토(10-15) 초 동
안 매우 작은 영역에 급격히 높은 에너지를 집중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펨토초 레이저의 특성은 투
명한 물질에 대하여, 다광자 흡수 현상(MultiPhoton Absorption)에 의한 비선형적 포톤 흡수 과
정을 유발시킴으로써, 유리를 가공할 수 있게 되
었다.(1~3)
스마트 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최근 전자기기 디
스플레이 시장에서 사용되는 유리는 고강도 특성
®
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닝(Corning ) 사의 고릴
®
라(Gorilla ) 글라스와 같은 알루미노실리케이트
(Aluminosilicate) 유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전자기기 산업 분야에서는 이 고강도 특성을 지
닌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를 특정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알려진 레이저 드릴링 방법은 단펄스 드
릴링, 연속 펄스 드릴링, 트리패닝 드릴링과 나선
형 드릴링의 방법이 있다.(4~11) 단펄스 드릴링과 연
속 펄스 드릴링에서는 사용되는 레이저 빔 직경
정도의 작은 사이즈를 가진 관통 홀을 구현할 수
있으며, 높은 물질 제거율을 가진다. 트리패닝 드
릴링과 나선형 드릴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홀 외
곽 모서리를 도려냄으로써, 레이저 빔 직경보다
큰 관통 홀 가공이 가능하다. 트리패닝 드릴링의
경우, 레이저 빔이 원형의 경로를 따라, 가공면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내려오면서 관통
홀을 가공한다. 이에 따라 홀 내부 형상에 레이저
의 수직 방향 이동 거리만큼의 단차가 발생한다.
반면, 나선형 드릴링의 경우, 레이저 빔이 연속적
으로 내려오면서 단차 없이 관통 홀을 구현하게
되어, 트리패닝 드릴링에 비해 관통 홀 내부의 면
품질이 훨씬 우수하다.
레이저 드릴링 과정 중에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은 레이저 빔에 의해 제거된 물질들이 홀 경계면
주변으로 재용융되어 축적되면서, 가공되는 물질
의 광학 특성을 변화시킨다. 또한 이는 미세 크랙
이나, 홀 내부의 경사각도, 스패터 현상들을 유발
시키는 원인이 된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12) 제거

된 물질들이 홀 경계면에 축적되는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가공 조건을 최적화시키는 방법, 유동
하는 기체나 액체 환경에서의 레이저 가공 방법
등이 연구되었다.(13,14) 또한 트리패닝 드릴링의 경
우, 가공 물질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홀 경계면 주
위에 재용융되어 축적된 물질들에 의하여, 재료에
흡수되는 레이저 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감
소되어 흡수된 에너지로 인해 홀 내부에 경사 각
도가 증가하게 되어, 관통 홀의 입구와 출구의 직
경이 다르게 되고, 가공 정밀도가 저하된다. 이러
한 트리패닝 드릴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명한 가공 재료의 가공 시에, 재료의 윗면이 아
닌 바닥면부터 가공을 함으로써, 홀 내부에 발생
하는 경사 각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었
다.(15~17)
본 연구에서는 유리 재료를 관통하는 홀을 나선
형 드릴링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레이저 드
릴링 가공에 의해 제작되는 홀의 가공 정밀도 향
상을 위하여, 가공 재료의 바닥면부터 가공을 시
작하는 방법과 동시에 가공 중에 제거되는 물질들
의 재용융 및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체의 유
동 환경에서 레이저 드릴링이 실시된다. 레이저
헤드의 수직방향 이동 속도에 의해서 홀의 관통여
부가 결정되며, 또한 이는 관통홀의 측면 및 품질
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헤드의
수직 이송 속도가 홀의 관통과 품질에 미치는 영
향을 고찰하였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구성도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실험에는 400 μm 두께의 알루미노실리
케이트 유리기판이 사용되었다. 홀 가공에 사용된
레이저의 펄스길이는 800 fs이며, 레이저의 파장은
1550 nm, 빔의 직경은 6 μm이며, 최대 에너지는
30 μJ이고, 최대 발진 주파수는 660 kHz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femtosecond laser
mach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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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ser helical drilling process
유리기판의 윗면은 대기중에 노출되어 있으며,
아래면은 냉각과 레이저에 의해 제거된 유리 미세
입자들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흐르는 물에 노출
되었다. 레이저 에너지는 실험 직전에 측정되었고,
레이저에 의해 가공된 유리 표면의 관통 홀 형태
는 공초점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Olympus Co.,
LEXT OLS 4100 model)으로 관찰하였다. 이 측정
장치는 분해능이 10 nm로써 가공 형상을 관찰하기
에 충분한 분해능을 보유하였다.
Fig. 2에 레이저 나선형 드릴링의 공정도를 나타
내었다. 유리의 바닥면에는 유로가 형성되어 물이
흐르면서 가공된 유리 미세 입자들을 제거한다.
가공 시작시에 레이저 빔의 초점은 장착된 유리기
판 아래면의 유로에 위치하게 되며, 가공 시작과
동시에 레이저 스캐닝 경로는 원형 형상을 그리
며, 유리 가공면의 수직방향으로 유리기판 아래면
에서 윗면 방향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레이저
스캐닝 경로는 나선형 경로를 나타나게 된다. 레
이저의 수직 방향 총 이동 길이는 가공 종료된
후, 레이저 원형 경로 내부에 남게 되는 원통 형
상의 잔여물이 추가적인 힘에 의한 제거가 아닌,
실험 장치 하단으로 자유 낙하되어 제거될 수 있
도록 유리 두께인 400 μm보다 충분히 긴 700 μm
로 설정 되었다. 가공 도중에 흐르던 물은 유리기
판이 관통되기 직전에 자동으로 멈출 수 있도록
제어된다. 이는 관통된 직후, 물이 유리기판의 윗
면으로 넘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이저 나선형 드릴링 방법
에서 중요한 가공 변수로는 레이저 출력, 주파수,
레이저 헤드 수평 스캐닝 속도, 레이저 헤드 수직
방향 이동 속도 등이 있다. 그 중 레이저 헤드 수
직이동 속도는 홀의 관통 여부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나선형 층 간격이 레이저 헤드
의 수직 이동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
이다. 그 이유는 나선형 층 간격이 레이저 빔에
의해 발생하는 유리 내부의 어블레이션 가공 깊이
보다 크다면, 각 나선형 층들이 서로 연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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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어, 가공 직후 내부 원통형 잔여물이 자유
낙하로 제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낙하로 제
거 되지 못하면, 추가적인 외부 힘에 의해 원통형
잔여물을 제거할 경우, 홀 경계면 주변으로 크랙
과 치핑이 발생하여 표면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
이 된다. 추가적으로, 레이저 빔은 유리의 설정된
수직방향 이동이 종료됨과 동시에 가공이 반드시
종료 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수직방향 이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리의 윗면을 계속 조사하게 될
경우, 유리의 윗면에 열적 영향부가 형성이 되고,
이 열영향부 또한 홀 경계면 주위의 마이크로 크
랙과 치핑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나선형 층 간격이 어블레이션 가공 깊이보다
작게 설정이 되어야만, 나선형 층이 서로 충분히
연결되어 홀 관통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이와
더불어, 레이저 빔 이동 경로 상에서 초점간 간격
이 충분이 겹치게 되어야 홀 관통이 구현될 수 있
다. 사용된 빔 직경은 6 μm, 레이저 주파수는 660
kHz, 레이저 출력 변화 범위는 10에서 28.3 μJ이
다. 스캐닝 속도는 800 mm/s, 레이저의 수직 방향
이동 속도는 0.1에서 0.3 mm/s 사이에서 변화시켜
가며 그 영향을 고찰하였다. 총 이동 거리는 유리
기판 두께인 400 μm의 1.75 배인 700 μm로 충분히
확보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레이저 나선형 가공 방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나선형 층 사이 간격이다. 먼저, 본 실험에서 사용
된 레이저 출력 변화 범위에서 발생되는 어블레이
션 깊이(Ldepth)는 식 (1)에 의해서 얻어진다.

Ldepth = a -1ln( Fa / Fth )

(1)

Fth는 어블레이션 임계 에너지 밀도[J/cm2]이며,
Fa 는 사용된 레이저 에너지 밀도, 그리고 a 는 실
험에 사용된 유리물질의 흡수계수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유리의 어블레이션 임계 에너지 밀도는
Fig. 3과 같이 D2 방법에 의해 2.4 J/cm2 로 계산된
다.(18) 흡수계수 a 는 전도대 자유전자 (CBE,
Conduction band free electrons)의 확산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CBE 수명은 레이저 펄스
길이인 800 fs와 CBE 수명인 150 fs 합에 의하여
대략 950 fs으로 추정되며, 결과적으로 CBE의 확
산거리는 CBE 확산속도인 1 nm/fs에 의해 950 nm
로 계산된다.(19) 이와 같은 이론적인 분석에 의하
여, 어블레이션 가공 깊이는 레이저 에너지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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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홀 직경을 미세하게 감소와 증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레이저에 의해 가
공되는 홀 외곽선의 두께(Ld)를 증가시키는 효과
를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레이저에 의해 제거된
유리 미세 입자들이 원활하게 물의 유동에 의해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로를 확보해준다. 본
실험에서는 홀외곽선 두께를 30 μm로 설정하였으
며, 레이저 빔 직경(Ф)이 6 μm이므로, 레이저 스
캐닝 경로는 5바퀴씩 증가와 감속을 반복하게 된
다. 이와 같은 과정을 따라, 나선형 레이저 드릴링
가공 시, 레이저 스캐닝의 전체 경로(Lscan)를 식
(2)에 따라 얻을 수 있다.

Fig. 3 Ablation threshold laser fluence determined by
the D2 method
가 106 J/cm2인 경우, 식 (1)에 의해 대략 3.6 μm의
어블레이션 깊이를 얻을 수 있다. 레이저 헤드의
수직방향 총 이송 거리인 700 μm를 어블레이션
가공 깊이로 나누게 되면, 대략 200층의 나선형
층(N)이 관통 홀 구현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식 (1)을 이용하여 홀관통에 필요한 연결 깊
이를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계산되어 얻어진 나선형 200층은 각
각 층들 사이가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야 관통 홀
이 구현되며, 홀 경계면 주위 표면품질도 좋아진
다. 나선형 층의 완전한 연결을 위하여, 레이저 수
직이동 속도를 조절하여 단펄스 레이저 가공이 아
닌, 복수펄스 레이저 가공 방법을 구현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본 실험에 사용된 알루미노실리케
이트 유리기판은 동일한 레이저 에너지 밀도에서
5번의 복수 펄스 레이저에 대해, 단펄스 가공 결
과와 비교하여, 약 1.5 μm가 증가하였다.(20) 본 실
험에서 사용된 레이저 빔 직경은 6 μm 이다. 레이
저 원형 평면 스캐닝 속도는 800 mm/s, 주파수가
660 kHz일 경우, 원형 스캐닝없이 연속된 5번의
복수 펄스 레이저 가공과 가공 깊이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레이저 스캐닝 속도가 800
mm/s 보다 빠르면, 각 층에서 발생되는 어블레이
션 깊이가 얕아져, 층간 연결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홀 관통이 구현되기 어렵다. 반대
로, 레이저 스캐닝 속도가 800 mm/s 보다 느리면,
복수 펄스 개수가 증가하여, 어블레이션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완전한 층간 연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공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발생
하고 과도한 열의 전달로 결함이 증가하게 된다.
나선형 레이저 드릴링 가공 중, 레이저 스캐닝
의 원형 경로는 제어 장치의 프로그램상에서, 관

Lscan = atp DLd

{fa

-1

ln( Fa / Fth )}

(2)

여기서 a는 완전한 관통 홀 구현을 위하여, 유리
두께 t보다 충분히 긴 수직방향 이동거리를 확보
하기 위하여 선정된 상수이며, 본 실험에서는 1.75
로 설정되었다. N은 레이저의 수직방향 이동거리
를 어블레이션 깊이로 나누어 계산된, 나선형 층
개수 이다. 만약 가공하고자 하는 관통 홀의 직경
(D)이 1 mm인 경우, 가공 중 발생되는 레이저 스
캐닝 전체 길이 Lscan는 대략 3100 mm이며, 스캐닝
속도는 800 mm/s이므로, 스캐닝에 필요한 시간은
약 4 s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공된 홀 경
계면 주위에 마이크로 크랙 또는 치핑이 없도록
가공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원형 평면 스캐닝과 레
이저 헤드 수직방향 이동은 동시에 정지해야만 한
다(Tscan=Tz). 따라서 완전한 관통과 좋은 가공 품
질을 달성하기 위한 수직방향 이송 속도 Vapp_z는
식 (3)에 의하여, 0.18 mm/s로 계산된다.

Vapp _ Z = Vscan Æa -1ln( Fa / Fth ) p DLd

(3)

레이저 헤드의 수직방향 적정 이동속도 Vapp_z는
레이저 출력 에너지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된다. 즉,
레이저 출력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어블레이션
가공 깊이는 증가하게 되고, 나선형 가공에 필요
한 나선형 층 개수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
통 홀은 좀더 빠른 속도와 시간으로 가공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레이저의 수직방향 이송 속도가
계산된 적정 이송 속도 Vapp_z보다 낮다면, 나선형
층 사이의 간격이 좀더 좁아지게 되고, 각 나선형
층에서 발생한 어블레이션 가공 형상이 서로 조밀
하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관통 홀의 내부 측벽
면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레이저 나선형 드릴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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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and calculation results of Vapp_z for
the thru-holes

(a)

Fig. 5 Top view of thru-holes with varying Vz
레이저 출력과 레이저의 수직 방향 이송 속도
(Vz)를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레이저
출력에 따라 어블레이션 깊이가 달라지며, 이는
레이저 헤드의 이동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각 레이저 출력에서 레이저 헤드 수직 이동
속도, Vz 실험 초기 값은 식 (3)에 의해 계산된 값
으로 시작하였다. Fig. 4는 이론에서 얻어진 레이저
헤드 수직 이동 속도, Vz 와 실험에서 관통 홀이
실제 구현된 레이저 헤드 수직 이동 속도, Vz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의 차
이는 약 0.01 mm/s 이내이며, 변화하는 경향은 두
값이 매우 유사하였다.
Fig. 5에 관통된 홀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를 나
타내었다. Fig. 5에서 위 사진은 식 (3)에 의해 얻어
진 레이저 헤드 수직 이동 속도, Vz 로 가공된 관
통 홀의 표면 상태이며, 아래 사진은 계산된 레이
저 헤드 수직 이동 속도 Vz 이상으로 가공했을 경
우, 표면 상태를 보여준다. Fig. 5의 위 사진에서는
크랙과 치핑 현상들은 발견되지 않으며, 홀 경계
면 주위로 제거된 유리 이물질들이 점착된 모습이

(b)
Fig. 6 Surface morphology due to variation of (a) Vz and
(b) laser energy
관찰되었다. Fig. 5의 아래의 표면 상태에서는 관통
홀 경계면 주위로 열영향부, 크랙, 거대한 치핑 현
상들이 발견되었다. 그 원인은 레이저 헤드의 수
직방향 이송 속도가 빠르기에, 각 나선형 층의 어
블레이션 가공 형상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또한, 유리 바닥면에 흐르는 물이 홀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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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Ld을 따라서 유리 윗면으로 충분히 상승되지
못하기에, 냉각 효과가 부족하였고, 레이저에 의해
제거된 유리 입자들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통 홀 외곽 면 주위에 열 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Fig. 6은 레이저 헤드 수직 이송 속도를 달리하여
관통된 홀을 유리 두께 방향으로 절단하여 측정된
홀 측벽 내부를 관찰한 결과이다. Fig. 6(a)는 레이저
에너지가 28.3 μJ일 때, 식 (3)에서 계산된 Vapp_z
0.18 mm/s에서부터 속도를 점점 증가시켰을 경우의
표면 품질을 보여준다. 이송 속도가 점점 증가할수
록 나선형 층 사이의 간격이 어블레이션 가공 깊이
보다 크기 때문에, 각 나선형 층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관통 홀 내부 측벽에 불규칙하
게 유리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치핑 현상이
발생하였다. 반면, Fig. 6(b)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레이저 에너지 변화에 따라 식 (3)에 의해 계산된
적정 레이저 헤드 수직 이송 속도에서는 우수한 단
면 표면 품질을 달성할 수 있었다. 식 (3)에 의해
계산된 수직방향의 적정 이동 속도 Vapp_z에서는 어
떠한 치핑도 발견되지 않았고, 나선형 층도 관찰되
지 않았다. 이는 각 나선형 층 사이가 충분히 연결
되었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나선형
드릴링에서 레이저 헤드의 수직 이송 속도의 영향
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레이저의 나선형 드릴
링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공 변수는 어블레이션
깊이와 나선형 층 사이의 간격이다. 먼저 실험에
서 사용된 레이저 출력 변화에 따른 어블레이션
깊이를 이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그
다음으로 나선형 드릴링의 관통 형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블레이션 깊이는 나선형 층 사이 간격
보다 반드시 길어야만 하므로, 나선형 층 사이 간
격은 레이저의 수직방향 이송 속도로 결정되었다.
결국 어블레이션 깊이와 나선형 층 사이의 간격,
두 개의 변수 상관관계에서 얻어진 레이저의 수직
방향 이동 속도에 따라 홀의 관통 여부와 홀 품질
이 결정된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이 속도보
다 빠른 속도로 가공을 진행하면, 나선형 층사이
의 간격이 어블레이션 깊이보다 증가하게 되어,
나선형 층 사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열 집중
현상 및 크랙과 치핑 등이 발생되어 품질이 저하
되었다. 반면 이론 값에 의한 가공 결과에서는 치
핑과 크랙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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