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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생명공학분야 (BT, Bioiotechnolgy)에 

한 심이 많아지면서 미세가공에 한 연구도 활발

해졌다. 정 부품 제조 는 가공을 해서 부분 기존 

반도체공정으로, 를 들면 노 기술(Photolithography), 한

정되었던 생산기술이 최근에는 노 기술로 1차 가공을 

마친 후 비클린룸(non-cleanroom) 가공기술을 병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1.2)
. 비클린

룸의 표 인 가공기술로는 고 도 에 지원인 이

빔을 사용하는 형태가 많이 이용되며, 사용되는 장

역의 범 도 장이 짧은 자외선(Ultraviolet)에서부터 

긴 역인 외선 (Infrared)으로 분포되어 있는가 하면, 

시간 역이 짧은 펨토  (femtosecond)에서부터 긴 

역인 나노 (nanosecond) 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3)
. 

이러한 이   산업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되고 보편

화 되어 있는 이 로는 CO2 이 와 Nd:YAG 이

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1064nm 장을 가지는 

Nd:YAG laser를 2차고조  (second harmonic)형태인 

532nm 장으로 변환하여 단 자(photon)의 에 지를 

높이고 물질에 한 흡수도 좋게 만든 그린(Green) 

이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리나 투명고

분자화합물(Transparent polymers)의 가공 등에는 자외

선 역의 이 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그 품질 

한 우수함이 실험 으로 많이 입증이 되었다4-7). 

  최근 학기술의 부신 발달로 이 펄스의 시간

역(temporal width)을 획기 으로 일 수 있게 되어서 

극 단 역 (Ultrashort)인 피코 (10-12 )  펨토 (10-15

)까지 압축할 수가 있게 되었고 미세가공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8-13)

. 고가의 장비가격과 가공용 

고출력 이 의 경우에는 아직 수 kHz에서 수백 kHz

의 비교  펄스반복률(low pulse repetition rate)의 한

계와 높은 작업자의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것이 단 임

에도 불구하고, 극 단 이 는 미세가공에 기계/ 기/

화학 인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어서 그 활용범 가 확

되고 있고 최근에는 합공학에의 응용도 많이 보고

되고 있다12.13). 

  본 논문은 극 단 이 (특히 펨토  이 를 심

으로)와 속물질/유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세계 으

로 기 발표된 이론  실험  자료에 근거하여서 정리

하여 보고, 극 단 이 의 생명공학용 미세가공의 실

제 와 합공학의 연구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극 단 이 의 장단

  극 단 이 의 장 으로서는 첫째, 유 물질

(dielectric material)에서는 가공부 주 의 “부수 인 손

상 (collateral damage)” 를 획기 으로 일 수 있고, 

속물질 (metallic material)에서는 열 향부(heat affect 

zone)를 최소화하여서 정  가공을 이룰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이다10,14). 특히, 속물질 내부에서의 자기체

(electron gas) 분포함수의 천이 개(transient evolution) 

역의 이론  연구에 따르면, 피코 이하 (picosecond)

의 가공에서 열 향부의 향이 극소화되는 많은 효과

가 보고 되었다14-17) 둘째, 극 단 이 는 순간정

워 도가 아주 높고 (Ppeak> 10
16
W/cm

2
), 특히 펨토

이 의 경우 고 도 이 에 지의 물질내의 투입속도

가 자(electron)와 격자이온(lattice-ion) 시스템의 평형

화시간 (통상 으로 1~10피코 )보다 빨라서 이웃격자 

(neighboring lattice)와의 열 도 상이 거의 무시될 

수 있게 에 지를 달 할 수 있다14). 셋째로, 극히 짧

은 이 빔의 상호작용은 나노 (10-9 ) 이 에서 흔

히 발생하는 유체유동학  상 (hydrodynamics)들이 

히 하 됨에 따라서 정 가공에 많은 장 을 가질 

수 있으며
8)
, 마지막으로 극 단 이 는 고반복률 (high 

특 집 : 이 를 이용한 정 제어 응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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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펨토 이 를 이용한 BT 용 (A) PCL(Poly- 

caprolactone)가공 (B) DNA stretching용 미세구

멍가공 (C) 텅스텐 미세구멍가공 (D) Cell 

trapping용 미세구멍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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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극 단 이 의 역폭 한계 

E field absorption 
by free electrons 

by Inverse 
Bremsstrahlung

E field absorption by free 
electrons and ionized 

Electrons

Evaporation / Ablation 
Energy transfer to lattice

through phonon

그림 3 펨토 이 의 속물질흡수 모식도

frequency)과 긴펄스(long pulse)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펄스에 의한 라즈마 이 빔 산란 상(plasma 

shielding or light scattering by plasma)을 히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8)
. 이러한 장 에 힘입어 극 단 

이 는 정 미세가공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생명공학

(BT)과 나노공학(NT)에 범 하게 이용되고 있다(그

림 1). 

  하지만, 이 빔을 펨토 역으로 압축하기 해서는 

필연 으로 장 역의 폭이 커져야 하는데, Gaussian 

형태의 빔의 경우에는 식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

론 으로 TBWP(Time Bandwidth product)가 0.44가 되어야 

하며, 이를 150펨토 와 775nm 장의 이 의 경우에 

용하 을 때 이론 으로 6nm (실제로 50nm)의 장폭을 

가져서 단색  (mono- chromatic)으로서의 장 을 상실

하게 된다. 한 이 빔의 장이 외선 역인 경우

에는 장의 폭이 더 커져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해

서는 그림 2에서 시된 것 처럼, 1피코  이하로 펄스

를 압축하지 말아야하는 딜 마에 빠지게도 된다. 한, 

높은 장비가격 한 아직 극복해야할 과제이며, 극 단 

이 와 물질사이의 상호 계에 한 체계 인 연구도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44.02 ≥∆∆−=∆∆ tct λ

λ
ν

                  (1)

여기서, c=빛의 속도, ν= 이  빔의 진동수, λ= 이

빔의 장, t=압축시간

2.2 극 단 이  빔과 속물질 (metallic 
material) 의 상호작용

  그림 3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극 단 이 가 속

물질표면에 조사(irradiation) 되었을 때에 이 빔은 1

차 으로 역제동복사(Inverse Bremsstrahlung)에 의해

서 속내부와 표면에 존재하는 자유 자 (free 

electrons)에 의해서 흡수되고, 흡수된 에 지는 음향양

자(phonon)에 의해서 격자(lattice)로 해지는 것이 일

반 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설이다11,18,19). 특히, 피코 이

하로 조사된 이  에 지는 나노  이 에 비해서 

잔류열 향 (residual thermal effect)이 히 으며, 

연구에 의하면 나노  이 에 비해서 펨토 이 의 

열 향부(heat affect zone)는 수백배 정도까지 작아지는 

것으로 밝 졌다20,21). 조사된 이 는 물질표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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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eld absorption 

and ionization

E field absorption 

by free ionized electrons

Repelling forces among ions and 

Coulomb explosion

Free career removal and 

unbalanced electric charge 

그림 4 펨토 이 의 유 물질내에 흡수과정

Polymer bonds C-N C-H C=C O-O C-C N-N H-H

Bond energy 

(eV)
3.04 4.30 8.44 5.12 3.62 9.76 4.48

표 10 고분자화합물 원자간 결합에 지31)

내부를 가공(ablation)하거나 손상(damage)시키는데, 이

때 이 빔의 반사는 입사각, 이 빔의 장, 물질의 

굴 량(index of refraction), 도도  표면의 구조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일반 으로 물질의 굴

량(complex refractive index)은 물질의 조성과 크리스

탈의 구조, 자밴드갭과 분자의 진동-회  공진 등에 

따라서 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펨토  이 의 경우

에는 재료의 물성치나 표면의 구조는 크게 요치 않으

며
18)

오히려 펨토  이 의 높은 순간정 에 지와 다

자흡수(multiphoton absorption) 상에 향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같은 속 물질이나 유 물질의 경우 

재질에 따른 흡수도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표

면의 조도(roughness)나 재료표면의 산화에 더 민감히 

반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0)

  바이오칩 등의 몰드로서 사용되기에 합한 속이나 

탄화물의 경우, 화학에칭공정이나 반도체공정 는 기계

가공으로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를 들면, 

Ti-Ni합 은 기계가공  변형으로 인한 경화(strain 

hardening)를 통해서 원소재의 기계  성질을 잃어버림

과 동시에 공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며, 삭공정 시

에 응력으로 인해 조성된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의 변

화는 공구와 물질사이의 불필요한 마모를 일으키게 된

다
25)
. 이와같은 특수 응용분야에 펨토 이 가 사용됨

으로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단된다. 

2.3 극 단 이  빔과 유 물질 (dielectric 
material) 상호작용

  속물질에 비해서 유 물질은 극 단 이  가공시 

약간의 다른 물리  학  특성을 가지고 가공이 진행

된다. 일반 으로 속성 물질은 자유 자(free electrons)의 

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유 물질에 있어서는 이

빔을 흡수할 수 있는 자유 자의 도가 극히 낮다. 따

라서 유 물질 가공 시에는 물질 내에서 이 빔을 흡

수 할 수 있는 자유 자의 생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극

단 이 가 물질에 조사되면, 입사된 에 지의 일부가 

유 물질을 이루는 원자를 이온화 시키고; 원자가 자

형태 (valence band)에서 도 자형태 (conductivity 

band)로 천이되고; 이때 발생되는 자유 자를 통해서  

에 지가 흡수가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며, 이로 인해 일

반 으로 유 물질 가공 시에 속 물질 가공시보다 높

은 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17,26,27).

  속물질은 조사된 이 빔을 부분 반사하는 반면, 

유 물질은 이 빔을 통과시킨다. 이때 조사된 이  

빔은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 물질내부의 원

자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자유 자를 발생시키거나 표

면에 기  립으로 있는 물질을 이온화 시켜서 화학

결합(chemical bonding)을 끊거나 양 하로 된 이

온의 상호반발력으로 인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은 충격쿨롬폭발 (Impulsive Coulomb Explosion, 

ICE)라고 알려져 있다28). 특히, 가시 선(VIS)  근

외선(NIR) 역의 이  빔이 투명한 유 물질에 조사

된 경우에는 자가 비선형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에 지가 원자가 자형태에서 도 자형

태로 에 지가 여기(excite) 되게 된다. 이때에 - 리

(photoionization)  애벌란시- 리avalanche ionization)

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비선형 이온화과정이 발생하

여 자유 자 도가 높은 고 도 이  라즈마가 상

태가 된다. 한, 뒤이은 자-이온간의 에 지 안정화

가 일어나는 시간은 이 와 물질의 상호 계시간보

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8).

  극 단 이 와 유 물질의 상호작용의 특징 의 

다른 하나는 다 자효과 (multiphoton effect)라 할 

수가 있다 (그림 5). 유 물질 가공시 이 의 높은 순

간정 워 도 때문에 다량의 자 (multiple photons)

가 한 개의 원자를 자극할 수가 있다. 이  빔이 가지

는 에 지는 장에 따라서 달라지며 일반 으로,  E= 

1.245/λ로 표 된다. 775nm의 이 의 경우 1.6e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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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P=1.12eV)

Fused Silica(P=9eV)

Single photon ionization

Multiphoton ionization

그림 5 다 자 입사 (Multiphot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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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속박막 (ITO)의 다 펄스 효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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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 조사 물질의 가공  손상 임계값 분포
34,35,36,37)

에 지를 가져서 비교  역간격(bandgap)이 낮은 실

리콘의 경우 (1.12 eV)에는 쉽게 기 이온화가 가능하

지만, 역간격이 비교  높은 (> 3eV) 퓨즈실리카 같

은 (~9eV) 물질의 경우는 다량의 자의 소입을 필요로 

한다
29,30)

. 한 바이오메디컬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MMA(poly-methyl methacrylate)나 

PDMS(poly-dimethylsiloxane) 등의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탄소(Carbon), 수소 (Hydrogen), 질소 (Nitrogen), 산소

(Oxygen)등의 복잡한 분자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

우가 많은데, 이때의 화학 결합에 지(bond energy)를 

끊어내기 해서는 표1에서 시된 바와 같은 높은 다

자의 에 지가 요구가 된다.  

2.4 다 펄스의 효과  가공임계치

  다 펄스(multiple pulses)의 경우의 이 빔 흡수도

는 단펄스(sinlge pulse)에 비해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

을 가지는데, 이는 선행펄스가 표면의 조도를 변화시킴

으로 인해서 따르는 펄스의 흡수를 좀 더 좋게 하는 효

과를 볼 수 있는데 (그림 6), 이를 잉큐베이션효과 

(incubation effect)라고 하며, 일반 으로 유 물질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속물질에서도 그 

효과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2,23,32)

. 이러한 표면조도의 변

화가 이 가공  표면손상의 임계값 (ablation 

threshold or damage threshold)변화의 원인임이 이론

/실험 으로 연구되었는데
32,33)

, 낮아진 임계값의 원인은 

흔히 표면의 축 된 손상 는 컬러센터형성 (color 

center formation)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LCD(Liquid Cristal Display) 나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에서 흔히 사용되는 박막인 ITO 

(Indium Tin Oxide)의 경우 200펨토 로 조사된 단펄스

의 임계값에 비해서 1000개의 펄스가 조사되었을 때, 임

계값이 23%나 감소함이 실험 으로 입증이 되었다
2)
. 

  미세정 가공을 해서는 물질의 학  특성을 아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학  특성을 통해서 알려진 가

공임계에 지는 물질에 조사되어야 할 에 지양에 한 

기 을 마련해 주고, 가공물질의 품질과 다층 이어가공

시 선택가공(selective ablation)을 마련해  수 있는 계

기가 된다. 유 물질의 가공임계에 지 도에 해서 많

은 연구가 되어 왔고, 일반 으로 그 범 가 5.6J/cm
2
 

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34,35)

, 특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많이 쓰이는 고분자물질인 PMMA의 경우는 0.355J/cm
2 

36)
, 자외선 이 (Ultra Violet laser)의 학용 즈로 사

용되는 CaF2 의 손상임계에 지는 1.5J/cm
2
 
37)
 인 것으

로 실험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물질들의 손상  가

공임계에 지의 상  분포가 그림 7에 도시되어 있다.

2.5 극 단 이 의 미세 합의 응용가능성

 펨토 이 를 이용하여서 미세 합에 응용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12,38,39)

. 극 단 이 의 장  의 

하나인 높은 순간정 에 지는 가공에서의 효과는 크지

만, 물질을 기화시켜 재료의 소모를 가져오므로 통상

인 도열에 의한 용  (Conduction welding)이나 키홀

(key hole) 용 원리를 이용하여 응용되기에는 많은 어

려움을 수반한다. 이러한 한계성 때문에 속 분야의 

합에는 보조시스템 등으로만 이용되는 등 제한된 분야에

만 시도되었다. 일례로서 단분자화합물(monomer)의 특성

을 다 자(multiple photons)를 이용하여 고분자화합물 

(polymerization)으로 바꾸는 다 자고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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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펨토 이 를 이용한 투명유 물질 합의 13)

(multiphoton polymeriza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크리스탈(photonic crystal) 제작에 많이 응용되었다
40,41)

. 

한 텅스텐가스 분 기에서 이 를 특정부분 조사하

여서 텅스텐분자를 속표면에 층하는 방법도 시도가 

되었다
42)
.

  하지만, 펨토 이 를 사용한 가장 획기 인 결과

는, 기존용 방식에서는 불가능하 던 특수용 분야에 

펨토 이 가 사용된 경우, 특히 유 물질이나 반도체

물질 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2. 일반 인 

Nd:YAG 이 나 CO2 이 의 경우는 이 빔의 물

질흡수도에 한 선택도(Selectivity)가 좋지 못하여서 

물질 체가 용융이 되거나 아  합이 되지 않는 경

우가 많았지만, 펨토 이 를 사용함으로서 용 의 선

택도가 많이 좋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합이 가능하게 

된 기본 원리는 순간정 에 지 도가 높은 펨토 이

가 투명한 유 물질 내부의 좁은 역에 화 시킨 

후 비선형흡수로 인한 다 자흡수 는 도흡수

(multi-photon and/or tunneling absorption)가 일어나서 

유 물질을 이온화시키기에 충분한 에 지가 공 이 되

기 때문이다. 이온화과정에서 생성된 자유 자들이 뒤 

따르는 이 빔을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물질의 상태

를 바꾸어 주고, 뒤따른 이 빔이 흡수되어서 용융풀 

(liquid pool)을 생성하게 된다 12,13. 비슷한 원리를 이용

한 미세 합의 응용이 보고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3. 결론  토의
  

  펨토 를 비롯한 극 단 이 는 상용화 이래로 미세

가공분야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가공시의 최소 열 향

부 발생, 높은 순간정 워 도  유체유동학  상

의 최소화의 장 으로 인해서 생명공학, 정보통신, 나노

공학 등에 범  하게 응용이 되와왔다. 특히, 기존의 

이 로 가공이 어려웠던 유 물질에 한 정 가공이 

가능해지면서 그 응용의 범 가 넓어지게 되었고, 아울

러 가공제품의 정 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펨토

이 를 이용한 가공기술은 단독 는 기존 반도체

공정기술과 합쳐진 하이 리드 형태로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 펨토 이 는 속물질 가공에는 열 도에 

의한 제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반면, 유 물질

에서는 특유의 높은 순간정 에 지 도로 인해서 이온

화와 다 자흡수에 의한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가공물

질의 한계를 받지 않게 되었다. 최근의 기술은 펨토

이 의 응용이 합공학의 역으로까지 확  되었으며 

앞으로의 용에 많은 기 효과가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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