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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단펄스 (Ultra Short Pulse) 
레이저로 가공하는 
5G 휴대폰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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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 기술이 원활히 동작하기 위해서는 특수 안테나 등 
새로운 전자부품이 장착된 휴대폰이 필요한데 기존의 기계가공법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단파장의 극초단펄스 (USP) 레이저를 

이용하면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가 작은 (고주파대 작동) 새로운 휴대폰 안
테나 디자인이 필요해졌다. 5G 안테나 디
자인을 촉진하는 또 다른 요소는 휴대폰
처럼 집적도가 높은 장치에서 무게와 전체
적인 크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요구와 당분간은 휴대폰에 4G 안테나도 
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4G 안테나
는 이미 2x2, 심지어는 4x4 MIMO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만, 5G는 다수의 소형화된 
안테나를 함께 내장하여 보다 많은 수의 
다중 신호 송/수신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안테나는 회로에 부
착된 전도체로서, 특정 주파수 범위의 신
호를 공명 시키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다. 5G에 사용되는 개별 안테나 부품은 구
리의 임피던스 매칭 절연체 및 구조적 지
지체 역할을 하는 폴리머 기판(수십 마이
크론 두께)에 구리 박막(수 마이크론 두께)
층을 접착한 합판 형태로 제작된다. 폴리
머는 보통 개질 폴리이미드(mPI) 또는 액
정폴리머(LCP)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들 
재료의 전기적, 열기계적 물성이 구리에 매

새로운 안테나의 특성

5G 통신의 속도가 기존의 하드웨어나 
프로토콜 대비, 휠씬 빨라진 이유는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술 중  핵심 요
소는 주파수, 방향성, 편극 효과 등을 이
용하여 휴대폰 한 대가 다수의 송신기와 
동시에 교신하는 MIMO (Multiple signals 
In, Multiple signals Out) 기술과 고주파수
(microwave)로의 전환이다. 이 두 가지 요
소로 인해, 형상이 복잡하고(MIMO)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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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짧은 펄스, 더 짧은 파장

미세 기계가공 공정의 품질을 개선하 데
는 두 가지 방법이 검증되어 방법이 있다. 
펄스 지속시간이 피코초인 단펄스 레이저
를 이용하는 방법과 단파장(UV)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극초단펄스
(USP) 레이저는 펄스 지속시간이 표적 물
질의 열 확산 시간에 비해 짧다. 그 결과, 
Fig. 1처럼 펄스 에너지가 확산되고 열영향
부를 생성하기 전에 펄스 에너지의 대부분
이 원자화된 증기를 통해 방출된다. 
일반적으로 USP 레이저는 펄스 반복율

이 낮은 나노초 Q-스위치드 레이저대비 
펄스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얇고 열에 민
감한 재료를 가공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 
더구나 이 낮은 펄스 에너지 덕분에 최적
의 플루언스로 공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다. 이 점은 USP 레이저가 펄스 반복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단시간에 여러 번의 반
복 공정을 수행할 수 있어 열영향부 문제
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더 짧은 파장, 즉 자외선을 이용하는 방
법도 열영향부를 줄이는 방법으로 잘 알려
져 있다. UV 펄스의 고에너지 광자가 거의 
모든 재료의 원자간 결합을 직접 파괴할 

칭시키기에 아주 적합하고, 습기에 노출되
었을 때 매우 안정적이며 손상에 강하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테나 제조
사의 영업비밀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리 층과 폴리머 층 사이에 특정 접착 물
질도 사용하고 있다. 대량 생산을 위해 제
작 공정에서 안테나 부품을 특정 유형의 
희생 테이프나 기타 캐리어에 장착하게 
된다.

레이저 미세가공

커팅, 드릴링, 스크라이빙과 같은 레이저 
공정은 단층 또는 적층 재료로 소형 장치
를 제조하는데 최적화된 기술이다. 더구나 
금속과 폴리머를 단일 공정으로 가공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공정에는 극복해야 할 몇 가
지 문제가 있다. 특히 휴대폰 안테나와 같
은 소형 전자기 장치는 기능 손상이나 신
뢰성 저하 및 수명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열영향부(HAZ)와 같은 주변부 가열을 반
드시 최소화해야 한다.
나노초 (Q-스위치드) 의 펄스폭을 가진 
근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하는 기존의 레이
저 미세 가공을 통해서도 필요한 공간 분
해능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구리와 폴리
머의 서로 다른 어블레이션 특성 때문에 
단일 공정화하기 어렵다. 만일 구리를 어
블레이션하기 위해 나노초 레이저 공정을 
최적화한다면, 열에 더 민감한 폴리머에
서 발생하는 상당한 열손상을 피할 수 없
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폴리머를 가공하
기 위한 최적의 플루언스를 사용하면 폴리
머에 비해 어블레이션 임계치가 높은 구리
를 가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나노초 레
이저를 이용한 안테나 생산의 경우, 각 재
질에 대한 두 가지 개별 공정을 각각 정형
화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공정 내내 높은 수준의 정렬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수 있어서 재료의 일부가 열분해가 아닌 
광분해 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이다. 또
한 ‘회절’이라는 광학 효과로 인해, 더 짧은 
파장을 이용하면 초점 심도가 더욱 깊어
져서 프로세스 윈도우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짧은 펄스 폭과 짧은 파장을 조합
한 피코초 UV 레이저는 이러한 안테나 응
용에 있어, 구리/LCP 또는 구리/mPI 합판
을 미세 가공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된
다. Fig. 2에는 이러한 응용에서 Green USP 
레이저로 정밀도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
는지 강조해서 보여주나, 실제로 이 응용
에서 열영향부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UV 
USP 레이저가 단연코 최고의 결과를 보여
준다.
최근까지도 UV 출력 USP 레이저는 미세 
가공의 공정 처리량을 궁극적으로 좌우하
는 평균 출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무
수히 많은 UV 산업용 레이저에서 얻은 다
년간의 기술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코히런
트 엔지니어들은 과거에 초기 USP UV 레
이저의 파워 스케일링을 제한해 온 문제들
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파워 스
케일링의 예로는 파장 355 nm로 50와트 
이상의 출력을 제공하는 HyperRapid NXT 
355가 있다. 이런 제품은 스캔 속도가 수 
m/sec에 이르고 최신 안테나 디자인에 필
요한 여러 번의 반복공정을 짧은 시간 내
에 수행할 수 있다. (반복 공정의 횟수는 
재료의 총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러한 레이저는 안테나 제조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커팅/스크라이
빙 머신에 간단히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툴 구축자와 최종 사용자의 채택 문
턱을 낮추었다.

Fig. 1 단펄스 레이저를 이용하면 펄스 에너지 대부분이 방출된 물질에 흡수되어 
거의 모든 재료에서 열영향부가 크게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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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2대의 다른 USP 레이저를 이용한 XT/duroid™ (Rogers 고성능 열가소성 라미네이트 재질) 샘플의 커팅과 드릴링(구멍 직경 200마이크론). 
이 재료는 총 두께가 90마이크론으로서 고주파수 다층 회로에 적합한 재료. 

상단: Hyper Rapid NXT Green 피코초 레이저로 절단한 모습으로서 PI가 다소 용융되고 구리가 변색. 
하단: Hyper Rapid NXT UV 피코초 레이저로 절단한 모습으로 품질 우수.

Fig. 3 폴리머로 된 캐리어 기판 상단의 폴리이미드 커팅에서 펄스 제어가 미치는 영향 

Fig. 4 HyperRapid NXT UV레이저를 이용한 총 두께가 200마이크론인 5G 안테나 재료(LCP) 
샘플의 커팅과 드릴링 가공 (구멍 직경 100마이크론). 

참고: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최고 수준의 모서리 품질은 HyperRapid NXT의 
펄스 이퀄라이제이션(Pulse EQ) 기능으로만 달성.

과 같은 섬세한 재료에 열이 누적되고 열
영향부가 커질 수 있다.
펄스 이퀄라이제이션 (Pulse EQ) 을 이용
하면 펄스 반복율을 직접 실시간으로 제어
할 수 있어서, 스캐너에서 나오는 피드백 
신호에 레이저 펄스 반복율을 연동시킴으
로써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각각의 응용 분야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일정한 양으
로 펄스 간 겹침이 유지된다. 또한 중요한 
점은 펄스 이퀄라이제이션 (Pulse EQ) 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펄스 에너지 고정 옵션
을 선택할 수 있어, 펄스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펄스 반복율을 싱글 샷에서 
1.6 MHz까지 변경시킬 수 있다. 펄스 이퀄
라이제이션 (Pulse EQ) 의 장점은 UV USP 
레이저로 커팅한 개질 PI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약

5G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거
의 모든 측면에 혁명적인 변화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속도와 대역 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
성품이 필요하고, 그러한 구성품을 제조
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기도 하
다. 코히런트는 초단펄스와 UV 파장의 장
점, 그리고 높은 펄스 반복율과 새로운 출
력 수준이 결합된 우수한 차세대 USP 레
이저 시스템인 HyperRapid NXT를 제공하
여 이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문제를 성
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독자적인 펄스 
이퀄라이제이션 (Pulse EQ) 기능이 내장된 
HyperRapid NXT는 고품질 미세 가공을 
위한 우수한 레이저 시스템과 우수한 경제
성을 고객에게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펄스 제어

이러한 차세대 USP 레이저에는 Fig. 2
에 제시된 우수한 결과를 내는 데 필수적
인 펄스 이퀄라이제이션 (Pulse EQ) 이라
는 새로운 펄스 제어 기능이 내장되어 있
다. 복잡한 형상을 커팅하거나 드릴링하려
면 기판을 가로지르거나 그 반대로, 빠르
게 빔 스캐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가속과 감속이 수반된
다. 직선 운동의 속도가 뾰족한 곡선과 모
서리 주위의 운동 속도보다 빠르다는 의미
이다. 펄싱 특성이 고정된 경우, 직선 커팅 
또는 곡선에 맞춰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
지만, 둘 다 최적화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
로 보면, 설령 USP UV 레이저로 적은 열적 
부하를 만들더라도 뾰족한 곡선 주위에서 
펄스 간 겹침이 과도해짐에 따라 유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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