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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OLED 디스플레이 형상 
절단용  UV 극초단 (USP) 레이저

Hatim Haloui  Coherent

서언

OLED는 현재 소형 및 대형 디스플레이 
모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더 작아진 Pixel을 사용하
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Pixel 간 더 좁

아진 간격(Pitch)에서 더욱 높아진 공간 해
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스
마트폰 제품들에 적용된 전면 카메라를 위
한 카메라 홀 커팅이나 디스플레이의 형
상을 커팅하기 위한 보다 혁신적인 레이저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소개되는 이 피

코초 UV 레이저라는 특정 제품이 왜, 그리
고 어떻게 이러한 커팅 수요에 가장 적합
한 툴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 레
이저는 장비제작업체에 Stand-alone 구성
으로 판매 중이다.

OLED 커팅의 난제

현재 OLED 제품은 몇 가지 종류로 나뉜
다. Rigid OLED는 유리 기판 위에 형성시
킨 디스플레이로서 다양한 크기의 평판 디
스플레이에 사용된다. Non-Rigid 제품에
는 플렉시블과 폴더블 제품이 있는데, 현
재 이 디스플레이들이 최종제품 상태에서 
휘거나 접을 수는 없지만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면 모서리가 곡선 
형태로 된 모든 “엣지 디스플레이”형 스마
트폰은 그러한 유리 형상의 곡선 형상에 
맞추기 위해 유리 뒤에 플렉시블 디스플
레이를 넣어야 한다. 다양한 플렉시블/폴
더블 OLED 제조사마다 각자의 소유 특허 
기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스플레이에
서 윤곽선을 커팅하고 구멍을 뚫을 때, 공

통적으로, 완성된 모든 디스플레이의 전체 
두께가 수백 마이크론 이내이고, 폴리이미
드(PI), 편광 포일, 터치 센서 층, OLED 층
이 포함된 다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층들 중에 일부는 투명한 접착물질
(OCA)로 붙여져 있다. 거기에 전체 디스플
레이 패널은 최상단과 최하단을 PET Film
으로 보호한다. 이러한 층들의 물리적, 광
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의 기술
로 전체 층을 한꺼번에 절단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편광 층과 PI 층은 기계적 절

단에 취약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실용성
이 떨어지며, 가공시 모서리 손상이 너무 
커지고 절단시 넓은 폭의 Cutting Line을 
만들어낸다. 대신에 레이저 절단을 이용하
면 제조사는 200마이크론 미만의 좁은 폭

만으로 절단을 할 수 있게 되어, 낭비되는 
구역이 최소화되고 이로 인해 성능과 수율
이 향상 된다. 그러나 출력이 적외선이거
나 펄스 폭이 나노초 구간에 있는 기존의 
레이저로는 구성 층을 절단하는 데 어려움
이 있고 주변 재료와 기저층에 많은 열적 
손상, 즉 열영향부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
어, 민감한 OLED 발광층은 두께가 1마이
크론 미만이다. 그래서 모든 층을 깨끗이 
절단할 수 있는 유일한 레이저는 UV 파장
을 출력하는 극초단 펄스(USP) 레이저뿐
이다. 실제로 OLED 디스플레이의 형상 절
단과 구멍 절단은 이제 거의 모두 극초단 
펄스 레이저로만 수행하고 있다. 왜 그
럴까?

Fig. 1 Hyper Rapid NXT UV 피코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40 mm/s를 초과하는 절단 속도로 총 두께가 450 μm인 OLED 디스플레이를 절단(좌측), 
열 영향부가 10 μm 미만인 절단선의 평면도(중간), 사이드로 조사한 OLED 부분에 대한 열적 영향 (<20 μm) (우측). 

절단 후 OLED 스택의 단면.  층들 사이에 용융이나 박리가 보이지 않음.

왜 펄스 폭과 파장이 
짧아야 하는가?

열영향부(HAZ)를 줄이면서도 모든 재료
를 효율적으로 절단하는 것이 가장 큰 관

건이다. 레이저로 가공할 때 열 영향부를 
최소화하는 두 가지 방법은 더 짧은 펄스 
폭과 파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물질들은 펄스 폭이 피코초 범위거나 그보
다 짧은 레이저에서 출사되는 많은 양의 

각 펄스들이 자재 표면에서 제거되어야 할 
물질 속에서만 작용한다. 순수 가공에 필
요한 에너지 외 남는 열이 주변에 있는 물
질에 영향을 줄 여력이  없는 것이다.  펄스 
폭이 짧은 피코초 레이저를 통칭하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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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 펄스(USP) 레이저라고 부른다. 펄스
가 짧기 때문에 각 펄스에 의하여 손실되
는 물질의 양이 적고, MHz 수준의 Pulsing 
속도 덕분에 자연히 높은 처리량이 달성된
다. 예를 들어, 자외선 같은 짧은 파장을 이
용하면 고에너지 광자가 직접 재료 안의 
결합을 파괴하는 반면, 긴 파장은 재료를 
기화점(끓는점)까지 가열해서 재료를 제거
하게 된다.

또한 파장이 짧으면 재료의 특성에 영향
을 덜 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USP 레
이저는 일반적으로 레이저 파장을 투과하
는 물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재료를 가공
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포커
싱이 가능하다면 아주 적은 양의 흡수만으
로 비선형 흡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러나 OLED 디스플레이는 평평한 박막들
로 이루어진 얇은 코팅체다. 역시 열적 가

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저를 여러 번 
통과시켜 절단한다. 그러나 만약 일반적인
(선형) 흡수가 크지 않다면, 절단하는 층을 
통해 각 펄스의 전면이 절단하려던 층을 
투과하여 그 아래층에 열적 손상을 일으키
게 된다. 고체 레이저의 자외선은 OLED 구
조물에 있는 모든 구성 층에 강하게 흡수
된다.

Fig. 2 IR(1064nm), Green(532 nm), UV(355 nm) USP 레이저로 절단한 폴리머 필름에 나타난, 강한 선 흡수가 절단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 
자외선만이 열 영향부(HAZ)를 최소화 (각각의 절단 사례에서 USP 레이저 출력은 30와트, 절단 속도는 400 mm/s). 

긴 레이저 수명

Coherent HyperRapid NXT UV 레이저 
시리즈는 우수한 안정성과 긴 수명 이외
에도 많은 이유로 인해 이 분야에 널리 활
용되고 있다. 피코초 UV 레이저의 높은 
Peak Power와  높은 광자 에너지를 고유
하게 조합하는 기술은 엔지니어링과 제조 
측면에서 쉬운 기술이 아니다. 초기에 등
장한 이러한 레이저는 내부 광학부품이 손
상되는 경우가 많아 수명이 짧고 신뢰성
이 낮았다. Coherent사는 현장과 실험실에
서 많은 레이저의 동작 및 성능을 분석하

였고, 광학부품 조기 고장의 모든 원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왔기 때문에 모든 산
업용 UV 레이저 분야의 공인되어 있다. 또
한 Coherent는 이미 Laser의 제작과 관련
하여 원재료 제작부터 레이저 판매까지 수
직 체계화를 마친 기업으로서, 재료의 선
정부터 유기 물질이나 기타 잠재적인 아웃
개싱(Outgassing) 재료 사용을 피하고, 완
전히 Sealing된 Laser Cavity내를 능동적으
로 Cleaning 기술까지 구현하였다. 그 결
과, 이제 초단 펄스 레이저의 수명은 파장
과 펄스 폭이 긴 레이저의 수명과 비슷해
졌다.

초미세 모서리 가공을 위한 
펄스 제어

HyperRapid NXT 355가 인기를 얻고 있
는 또 다른 이유는 펄스 EQ라는 독특한 펄
스 제어 기능이 내장되어, 레이저 빔이 빠
르게 지나가며 가공을 해야하는 복잡한 
형상의 커팅이나 스크라이빙을 보다 탁월
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형상 공
정은 불가피하게 한정된 가속도와 감속도
가 수반되어 직선부를 가공할 시 속도가 
곡선 및 모서리의 가공 속도보다 빨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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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현상은 비록 USP UV 레이저
가 생성하는 열적 영향이 적지만, 펄스 간 
Overlap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이로 인한 
열 누적으로 열영향부를 형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Pulse EQ를 이용
하면 펄스 속도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스캐너나 스테이지에
서 나오는 위치/속도 피드백 동기화 신호
에 맞춰 Pulsing을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된
다. 그렇게 하면 각각의 공정에서 최적화
된 펄스 간 Overlap이 유지된다. 또 중요한 
점은, 이 펄스 제어 기능에는 펄스 에너지

의 고정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과거의 펄
스 레이저는 펄스 Frequency를 변경하면 
보통 펄스 에너지가 변했다. 
Fig. 3은 30 W UV USP 레이저(Coherent 

HyperRapid NXT 355-30)를 이용하여 일
회 가공으로 OLED 재료 상단에 있는 폴리
이미드 필름을 절단할 때 어떤 효과가 있
는지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Pulse Gating
을 이용하면 모서리에 탄화된 부분이 선명
히 보이지만, Pulse EQ를 적용한 경우, 모
서리의 품질이 균일하고 열 영향부가 보이
지 않는다.

전망

차세대 디스플레이에는 차세대 기술이 
필요하다. 층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속도/품질 요건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
문이다. Coherent사는 HyperRapid NXT 
시리즈가 미래의 OLED 마켓 수요에 부응
하도록 장비업체들 및 최종 사용자와 긴
밀히 협력하고 있다.

Fig. 3 유기 캐리어 재료 위에 있는 두께 50 μm의 폴리이미드 절단에 펄스 제어를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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