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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을 뛰어넘다.
저는 많은 논란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술 트렌드를 좋아합니다. 인공 지능(AI)도 확실히 이 범주에 속합니
다. 먼저 분명히 밝히자면, 저는 AI의 열렬한 팬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AI가 바꿔놓을 것이라
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일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히 우리 산업에서는 말이죠!

출판 	TRUMPF GmbH + Co. KG,

수십 년간 우리는 발견한 것에서 배우고 제조 과정을 개선하면서 레이저를 이해하고 터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

Johann-Maus-Strasse 2, 71254 Ditzingen, Germany; www.trumpf.com

에서 꾸준히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Dr.-Ing. Christian Schmitz

이번 호에서는 이 배움의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가 용

편집장 Athanassios Kaliudis,

접 과정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키홀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지, 엑세스 레이저(Access Laser)가 치의학을 혁신하는 레

전화 + 49 7156 303 - 31559, athanassios.kaliudis@trumpf.com

이저를 어떻게 정확하게 제어했는지,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교수이자 정신의학자인 칼 다이서로스(Karl
Deisseroth)가 자유 의지를 연구하기 위해 어떻게 레이저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

배포 	
전화 + 49 7156 303 - 31559, laser-community@trumpf-laser.com,

식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AI 덕분에 기계와 레이저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www.trumpf.com/en_INT/company/press/magazine

이것은 확실히 놀라운 발전입니다!

편집 	 pr+co GmbH, Stuttgart, Germany; Florian Burkhardt, Martin Reinhardt

우리는 이미 전기모터 제조에서 IT와 기계 간의 공생에 대한 첫 번째 가시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AI는 이 분야에서

기고 	 Eveline Blohmer, Florian Burkhardt, Julia Duwe, Tina Hofmann,

생산과 품질 보증 모두를 크게 개선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전기 모터 제작의 핵심 단계 중 하나는 헤어핀이라고 부르는 구
리 코일을 용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은 레이저가 용접할 지점을 정확히 찾기 위해 이 헤

Athanassios Kaliudis, Stephanie Kohl, Martin Reinhardt, Joshua Solomon, Anton Tsuji,

어핀의 위치를 결정하지만, 용접 품질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모터를 라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Monika Unkelbach, Annina Werths

개발자들은 AI가 스스로 이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AI는 용접 품질이 허용오차 범위에 들어가는지 감지할 수

사진 및 일러스트 Peter Bartels, Frank Herfort, Ralf Kreuels,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채면 작업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 AI 솔루션은 용접 품질을 높은 수준에서 일관되게 유지

Richard Morgenstein, Tegra Stone Nuess, Martin Reinhardt via Deep-Dream-Generator,

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이 각 용접을 개별적으로 점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보강 작업도 필요하지

Gernot Walter, Leon Zwiener

않게 됩니다.

번역 	 Burton, van Iersel & Whitney GmbH, Munich, Germany
편찬 	Reprotechnik Herzog GmbH, Stuttgart, Germany
인쇄 	 W. Kohlhammer Druckerei GmbH + Co. KG, Stuttgar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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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사진 : AI는 어떻게 기계에 적용되는가?
뇌에서 식별한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를 기계 이미지에 레이어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일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혜택이
위험보다 크다고 확신합니다. AI를 보는 또 다른 관점은 고도의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일하면서
새롭고 흥미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AI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AI에 대한 평판이 시사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d r . - i n g. 크리스티안 슈미트(c h r i s t i a n s c h m i t z )
레이저 기술 최고경영자
TRUMPF GmbH + Co. KG 이사회 위원
christian.schmitz@trumpf.com
Gernot Walter

Gernot Walter (AD), Martin Reinhardt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걱정시키는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발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일상 생활과
표지 : PASIEK A www.fotosearch.de, TRUMPF (original image), M. Reinhardt via Deep-Dream-Generator (Motiv)

디자인 및 제작 pr + co GmbH, Stuttgar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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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이야기
TRUMPF 인터뷰 진행자는 분명히 뇌 연구자인 칼 다이서로스(Karl
Deisseroth)에게 질문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우리 모두를
매료시킨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죠. 연구자들이 레이저
광 케이블을 생쥐의 뇌에 삽입하여 원격으로 생쥐를 통제했던 그 실험에서
생쥐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놀라운 결과를 16페이지에서 확인할

10

수 있습니다.

실험

14

30

키홀에서

머릿속에서

feature
		

16 지적 능력의 발휘
현재 인공 지능은 레이저 가공의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조사
1978년의 베르톨트 라이빙어(Berthold Leibinger)의 뒷모습은 어땠을까?

16

일러스트레이터 피터 바텔스(Peter Bartels)가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피터 바텔스가 레이저 기술의 발전을 조사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그의 일은
기업가들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크 엘스트너(Frank Elstner)는 ZDF
가 라이빙어의 어깨 너머로 사회자를 촬영한 1980년대 TV 인터뷰에서

6

power
구리 가공을 위한 청색 레이저 광

ai

7

glory
라인하트 포프라베(Reinhart Poprawe) 은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26페이지에서 그의 출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ahead
CO2 레이저 덕분에 치통과 이별합니다.

피조물이 2022년부터 지구의 궤도를 돌게 됩니다. TRUMPF는 이 사실을
간절히 보도하고 싶었지만 해당 피조물이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색 피조물은 수동 망원경입니다. 실망한 우리는
하늘을 보았는데, 세상에! 수많은 레이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레이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29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

24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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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떠오르는 아이디어!
29		

키홀의 키

30

뼛속까지 작용하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콘멧(CONMET)은 티타늄으로 척추 기둥을
프린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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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전자 감시 장치
위성과 레이저 기술 – 완벽한 조합!

“적어도 지금은 자유 의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칼 다이서로스(Karl Deisseroth) 교수는 뇌에 레이저를 쏘아 사고와
결정을 연구합니다.

23		 l a t e s t r e s e a r c h
24

4.0

디지털화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에트케(Miethke)의 의료 엔지니어들은 USP 마킹 레이저를
구매했고, 이 레이저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

연못을 건너는 여행
베르톨트 라이빙어(Berthold Leibinger)의 레이저 영역으로의 비행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는 레이저 용접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키홀의 진상을 규명합니다.
Leon Zwiener, General Motors, Richard Morgenstein

TRUMPF의 자회사 인제네릭(Ingeneric)의 광자 전문가가 만든 경이로운

Frank Herfort, TRUMPF (원본 이미지), M. Reinhardt via Deep-Dream-Generator (Motiv)

영감

AdobeStock / Vasiliy Koval, Peter Bartels, NASA MODIS image courtesy Jeff Schma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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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사랑에 빠진 AI

35

where’s the laser?
하수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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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하트 포프라베는
세계적인 레이저 기술 개발에

전문가들이 프리드리히

막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알렉산더 에를랑겐

그의 은퇴 계획은 아직

뉘른베르크 대학교(Friedrich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루해질

Alexander-Universität

틈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Erlangen-Nürnberg,

FAU)의 결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푸른 수평선

(LPT)에서 구리의 광학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6

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고출력 그린레이저 사용자들은 전기 자

프라운호퍼 레이저 기술 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Laser Technology, ILT) 이사인 라인하트 포프라베
(Reinhart Poprawe)는 공업용 레이저 기술 분야에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제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그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동차용 배터리 용접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분명한 이점을
보고합니다. 일례로 그린 레이저의 크게 개선된 커플링 특성은 용
접 공정을 더욱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이끌어 줍니다. 예를 들어,
더 매끈하고 더 안정적인 공정으로 이어지는 그린 파장 대용량 레
이저의 등장은 큰 발전 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매우 현실적인 연구 질문을 제기하며, 지금
부터 FAU의 광자기술 연구소(Institute of Photonic Technologies, LPT)에서 모델과 테스트 시리즈를 통해 탐색하고자

라인하트 포프라베는 12살 때 우주 지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귀를 의

합니다. 파장, 온도, 프로세스 안정화 및 합금 조성 간에는 어떤

심했습니다. 그 때 세상에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닫고 변

IR 레이저와 구리는 정확히 말해 최상의 조합은 아닙니다.

관계가 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에너지 입력, 출력 및 프로세스

이 둘을 합쳐 놓으면 스패터 현상이 심하고 반복성은 극히 낮은

효율성의 영향을 받을까요?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할 때, 녹색 광

매우 불안정한 공정을 겪게 됩니다. e-모빌리티의 출현으로 인

선이 적외선보다 얼마나 더 나을까요? 녹색이 적색보다 낫다면,

해 적외선 레이저와 구리의 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

다음 단계에서 청색 부분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이러한 파장에 빔 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적색 금속은 녹색이나 청색 등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잘 흡수

계에서는 프로세스 안정성, 재현 가능한 품질과 속도에서 추가적

합니다. 하지만 적색 스펙트럼 외에 충분히 강력한 빔 소스가 없

인 이득을 산출할 수 있을까요? 녹색 빔 소스에 구리의 미래가 있

었기 때문에 이 이론은 오랫동안 구리의 용입용접 공정을 연구하

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청색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관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정말로 신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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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Andreas Steindl / Fraunhofer ILT

FAU의 광자기술 연구소

구리는 붉은빛을 반사하고 고출력 레이저는
적색 또는 적외선 파장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은
항상 딜레마를 만듭니다. e-모빌리티가 점점
주류가 되고 있지만 레이저 구리 용접의 도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를랑겐-뉘
른베르크 대학교의 스테파니 콜(Stefanie
Kohl)은 푸른 수평선을 향한 새로운 길을 찾기
로 했습니다.

우주 지도

Otti Zink, TRUMPF / Illustration Gernot Walter

물리학자 스테파니 콜은

G L O RY

P OW E R

청색 레이저와 구리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까요?

다. 그는 레이저 기술 의장으로서 사람들을 격려하며, 학제 간 팀에서 일할 수 있
도록 캠퍼스 내 30,000m²의 공간을 직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포프라베는 이것
만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에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수용적인 태도는 연구소 문화의 필수적인 부
분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 단지는 지난 20년간 직원 수가 250명에서 800명으
로 늘었으며 그 과정에서 30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아헨이 독일
과 그 너머에서 레이저 기술의 주요 중심지가 되고, 포프라베가 가장 독보적인 인
사 중 한 명이 되면서 국제 레이저 커뮤니티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포프라베는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베이징(Beijing) 칭화

197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동안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

대학교(Tsinghua University)의 명예 교수직뿐만 아니라 미국레이저협회(La-

장 큰 레이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레이저 기술 개발과 관련된 경력을

ser Institute of America, LIA)에서 여러 해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저명한

쌓기 시작했고, 1985년에는 아헨(Aachen)에 있는 프라운호퍼 ILT에 부서 책임

Arthur L. Schawlow Award를 수상하며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든 그

자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티센(Thyssen)으로 회사를 옮겼지만 레이저에 대한 그

의 자리를 인계받는 사람은 훌륭한 연구개발 시설을 갖춘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있

의 열정은 전혀 시들지 않았고 결국 프라운호퍼 ILT로 되돌아갔습니다. 1996년

는 레이저 센터이자 진정한 통합형 학제간 연구기관을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포

포프라베는 ILT의 이사 직위를 인계받았으며 같은 해에 라인 베스트팔렌 아헨 공

프라베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주 지도는 분명히

과대학교(RWTH Aachen University)의 레이저 기술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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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치통과 이별할 때!”
마이크 아담스는 2000년
부터 TRUMPF의 자회사
이자, 시애틀(Seattle)에 본
사가 있는 하이테크 CO2
레이저 빔 소스 전문 기업인
엑세스 레이저에서 일하고

근적외선 레이저를 활용한
편광 민감성 광 간섭 단층

미국 기업 엑세스 레이저는 DL-500 치과용
레이저로 치의학에 혁신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엔지니어 마이크 아담스(Mike Adams)가
이 혁신적 기기가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치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있습니다. 그는 DL-500 등

이 있었죠.

의 레이저 개발을

그 이후로 일부 기업은 주로 물로 흡수된 후 물이 액체에서 기체

책임지고 있습니다.

증기로 빠르게 팽창하여 2차 흡수 경조직을 절제하는 2.94미크
론의 Er:YAG를 출시했습니다. 이 미세 폭발의 신속한 팽창이
법랑질을 제거하죠. 하지만 이 기법은 느리고 여전히 환자에게 고
통스러울 수 있어요. 또 지혈에 대한 방안이 고안되지 않았고,  연
조직 상호 작용에 대한 효능이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촬영이 치아 표면을 매핑

이제 비밀을 알려주세요!

합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
이미지를 오버레이하면 제거

아담스, 대부분의 사람은 치과를 생각하면 공포심이 가장

DL-500을 어떻게 개선했나요?

먼저 드는데, 그중 최악은 끔찍한 드릴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초기 치과용 레이저는 원래 다른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었고, 오

오차도 없는 정확성이 필요

레이저의 조용한 진동 소리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직 치의학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제품은 DL-500이 최초입니다.

하기 때문에 DL-500

치과 의사가 우리 레이저를 사용했다면 분명히 더 기분 좋은 소리

이 제품은 치과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상적인 광학 매개변수를 제

같은 치과용 레이저를

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드릴 소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공하고, 경조직뿐만 아니라 연조직에도 편안하게 작용하는 최초

없었을 것입니다. DL-500은 기존의 드릴을 대체할 수 있고 고

의 레이저입니다. 즉, 10밀리줄(mJ) 이상의 펄스 에너지에서 25

치과 보존학의 선구자 가운데 하나인 캘

통이 전혀 없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상용 레이저입니다. 우

미크론 이하의 펄스 폭을 제공하고, 이례적인 연조직 작용을 제공

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교(University

리의 목표는 치의학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일으키는

하는 동시에 경조직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절제가 가능하죠. 우리

of California San Francisco)의 치의과대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치통과 이별하고 다시는 치통으로 고

는 특정 빔 특성에 초점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레이저가

학(School of Dentistry)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

통받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사용되는 방식도 고려했어요. 모든 치과 의사가 DL-500을 사

다. 일단 매개변수를 이해했을 때 우리의 CO2 레이저 엔지

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아주 좋고 조용하며 추가적인

니어 최정예 팀은 최선을 다했고, 독특한 용도별 솔루션을 만들어

그런 미래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말하기 전에, 치의학에서

냉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치과 시

내기 위해 우리의 수십 년의 경험을 활용했어요.

레이저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술 환경에도 적합하죠.

된 썩은 법랑질(녹색 부분)의
양이 시각화됩니다. 한 치의

사용해야만 가능합니다.

것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레이저는 1990년대부터 치의학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8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치과에 대한 두려움과 작별할 수

는 주로 Nd:YAG 레이저를 사용했는데, 아주 크고 비싼 편이

개발은 얼마나 까다로웠나요?

었습니다. 이 레이저는 1.064미크론의 파장에서 작동할 때 치

레이저가 실현하는 치과 보존학의 아이디어는 지난 30년에 걸쳐

아 경조직, 즉, 치아 자체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고, 열 축적

철저하게 연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레이저는 치과 치료에서 중

이 너무 많아서 제한된 연조직 기능만 제공했습니다. 10.6미크

요한 변화를 이끌진 않았어요.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핵

론 파장의 CO2 레이저도 초기에 도입되었지만 비슷한 어려움

심은 이 연구가 모든 치과 의사의 손에 맡겨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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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ra Stone Nuess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 OEM이 상업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에 DL-500을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주류가 될 때까지는 몇 년이 더 걸
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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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에 위치한 미에트케는
사람들의 뇌와 몸에 이식하는
하이테크 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계속 떠오르는
아이디어!
의료 기기 제조업체 미에트케(Miethke)는 정밀 절단을 위해 마킹 레이저를 구입했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의 아기 중 한 명은 뇌실에 뇌척수액(CSF)이 과다 생산

TRUMPF 레이저인데, 그 당시에는 상업적으로는 제공되지 않

되는 질환인 뇌수종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병은 아주 어릴 때부

았습니다. 글로이메스는 “물론 정밀 절단을 하는 데 마킹 레이저

터 두통과 잦은 구토를 비롯한 광범위한 증상을 야기합니다. 뇌수

보다 경제적인 기계가 분명히 있겠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은 난치병이지만 치료할 수 있으며, 이식을 통해 환자의 삶의

우리의 주요 기계인 마킹 레이저가 고장 나면 백업 역할을 해서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독일 포츠담(Potsdam, Ger-

가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

many) 에 위치한 하이테크 의료 기기 기업인 미에트케는 과도

금 미에트케는 의료 기기 마킹에 하나의 나노펄스 레이저만 사용

한 뇌척수액을 뇌에서 빼내고 CSF 압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뇌

합니다.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프라인이 되면

수종 밸브 또는 단락관(션트)을 제조합니다. 그러나 의료 기기를

모든 것이 멈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레이저를 대기시켜

아이의 몸에 삽입하는 것은 여전히 깜짝 놀랄 일입니다. 미에트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케의 연구개발 부서 프로젝트 관리자인 크리스티안 글로이메스

USP 마킹 레이저를 사용한 TRUMPF 어플리케이션 랩의

(Christian Gleumes)는 “분명히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일해야

정밀 절단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으며, 미에트케는 즉시 TruMicro

합니다. 프로세스를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그

Mark를 위한 테스트 고객으로 등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업

러한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레이저 기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의 이 전문 부문에서 소량만 생산하기 때문에 초단 펄스를 최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체 레이저가 있기도 하지만 일부 구입해서

용량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기계가 이미 그곳에 있었기 때

사용하는 부품도 레이저를 사용해 생산된 것입니다.”

문에 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물론, 우리는 마

그러나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
니다. “우리의 뇌수증 밸브는 길이가 약 10mm이고 직경은 4mm

킹 레이저를 마킹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답니다!”

입니다. 일부 밸브에는 불과 0.05mm 두께의 초박 티타늄 포일
로 만든 정교한 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확실히 냉간 성형이 되어

가장 곤란한 부분 마킹의 완벽한 후보를 찾는 데는 오랜 시간

야 하고, 이 경우에는 초단 펄스(USP) 레이저로 냉간 성형을 해

이 걸리지 않았지만, 소형 뇌수증 밸브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밸

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위해 미에트케가 선택한 공급업체

브 마킹은 엄격한 UDI 요건이 적용되는데,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는 새로운 방법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부품을 납품하는 데 너무

기기의 수명 기간 내내 사람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어야 하며, 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로이메스는 “우리는 기다리는 데 진

료에 오염 물질이 제로인 상태에서 생체에 적합해야 합니다. 글로

저리가 나 그 기술을 사내에 도입하고 우리가 직접 진행하기로 했

이메스는 “5등급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작은 부품입니다.”라고 말

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부품은 동그란 모양의 광택이 있는 반사면이 있기

Leon Zwiener

때문에 마킹 프로세스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TRUMPF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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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절단, 내일은 마킹 몇 주 뒤에 TRUMPF의 레이저 어

플리케이션 랩으로 돌아간 두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이 까다로운

플리케이션 센터(Laser Application Center)를 방문한 글로

구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생각해냈습니다. USP 레

이메스는 절단용으로 설계된 빔 소스 대신 마킹 레이저로 절단

이저는 블랙마킹이라고 알려진, 광선을 흡수해서 흩어지게 만드

할 것을 제안하여 TRUMPF 엔지니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는, 나노패턴 표면 구조를 생산하며, 어떤 물질도 제거하지 않고

TruMicro Mark는 마킹을 위해 초단 펄스를 사용한 첫 번째

극도로 어둡고 무광의 외관을 만들어냅니다. 글로이메스는 “저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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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아주 작은 곡선
표면의 블랙 마킹.
아래: 크리스티안

그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킹은 어
떤 빛에서든, 바라보는 각도에 관계없이 완벽하게 판독할 수 있습
니다.” 이 프로세스는 완전한 생체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티타늄 표
면의 금속성 표면을 변함없이 남겨둡니다.

글로이메스(오른쪽)
는 그의 USP 마킹
레이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각해냅니다.

탁월한 마킹 품질은 글로이메스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
공했습니다. 당시 미에트케는 회사의 뇌수증 밸브를 조정하기 위
해 의사가 사용하는 도구에 마킹을 적용하는 인그레이빙 프로세스
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졌을 때 인그레이빙을 느낄 수 있었고
그다지 굉장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고객인 내과의사
들이 정기적으로 다루는 의료부품들이에요! 완벽한 설계는 품질
의 증거이고,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의료부품들은
양극 산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블랙 마킹을 통한 테스트는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짙
은 블랙 레터링은 느낄 수조차 없어요. 새로운 마킹은 정말 굉장
해요! 내과전문의 사무실의 어두운 조명에서도, 밝은 조명의 수술
실만큼 잘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이미 세 번의 성공적인 혁신을 거
둔 글로이메스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한 영감을 얻
었습니다. 미에트케는 사파이어로도 부품을 만드는데, 회사의 기
존 레이저 기기는 사파이어에 마킹을 할 수 없어서 스티커를 사용
했습니다. 글로이메스는 “우리는 스티커 아래에 생기는 기포 때문
에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USP 마킹 레이저로 시험해봤고 그 결
과는 굉장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신제품에서 어떻게 스티커를 뺄
수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다음 아이디어는 회사의 다양한 제품으로 향했습니다. 미
에트케의 제품 중 하나에는 폴리머 스크린 절단을 통해 폴리에텔
에텔 케톤(PEEK)으로부터 보호되는 전자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
니다. 글로이메스는 “물질이 너무 단단해서 절단 가공 프로세스가
정말로 힘들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특정 용
도에 더 적합한 불활성 물질인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스크린을 선

“일단 초단 펄스 레이저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계속 찾게 됩니다.”
크리스티안 글로이메스,
미에트케 R&D 프로젝트 관리자

호했어요.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내에서도 세라믹
스크린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글로이메스는 USP 레이저로 얇
은 알루미늄 산화 세라믹을 절단하는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
다. 글로이메스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식 전자 장치를 더욱 효
과적으로 보호하는 표면에 3차원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
장 좋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ays Gleumes.
그것은 표면의 모든 문제에 대해 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
다. “지금 우리는 우리 부품에 소수성 표면과 친수성 표면을 생성
하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극
초단 펄스 레이저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계
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Leon Zwiener

연락처 : 크리스티안 글로이메스, 연구개발 팀,
전화 : +49 331 62083-12, Christian.Gleumes@mieth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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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hole

키홀의 키
글: 조슈아 솔로몬(JOSHUA SOLOMON)

a)

레이저 용접은 차량 차체 제조에서 많은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설명할 수 없는 결함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너럴 모터스에서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고, 그 결과 결함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기공의 형성은 시뮬레이션에서는 흥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b)

디지털 모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용접 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낮은 용접 속도는 키홀의 붕괴를 초래하여

도움을 줍니다. 높은 속도는 용융풀을 길게 늘어나게 하며 이것이

기포가 응고되고 있는 물질에 갇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유리합니다.

지속적으로 모드가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 접합부

하기 위해 실제 용접의 레이저 매개변수를 모든 조합

가상 모델은 오실레이션을 이용해서 기공 문제

에 대한 용접이 진행됨에 따라 점은 얕은 키홀(또는

으로 테스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

이는 가스를 가두고 기포를 형성해 키홀을 붕괴시킬

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RUMPF의

키홀이 전혀 없음)에서 깊은 키홀로 변한 다음 원래

해 오실레이션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동안 단위 길이

소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속도가 너무 느리고 용융풀은 너

스캐너 옵틱은 450mm/s 및 일부 경우에 더 빠른 포

대로 돌아갑니다. 알루미늄은 잠시 뒤로 하고, 이 결

당 같은 에너지를 유지하면 용입 깊이가 증가한다는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용접은 도어 이너 패널을

무 짧으며 기포가 경화 표면 아래에 갇혀 있는 경우,

커스 스폿 이동으로 높은 속도, 정밀 위치 결정, 필요

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연 증기 배출 등에 영향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실레이션을 통한 레이저 용접이 알루미늄 합

윈도 프레임 보강재에 용접하는 것과 같은 프로세스

용접부에 달갑지 않은 기공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 제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빔 오실레이

을 주어 코팅된 강철의 용접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금을 접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잘 알려

에서 일반적입니다. 두 경우 모두 1.5mm 상부 판을

에너지를 6kW, 속도를 12m/min까지 증가시

션은 용융풀을 길게 늘여 흐름 거동의 안정성을 개선

점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 프로세스의 측정과 모니

2mm 하부 판에 접합하는 AA5182-0 알루미늄 합

키면 용융풀이 길게 늘어나면서 키홀이 안정성을 유

하고 기공 같은 결함을 예방합니다. 동시에 오실레이

우리는 디지털 모델을 통해 전에는 측정할 수 없

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예측의 정확성이 우리에게

터링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적인 근

금 용접이 포함됩니다.

지하고 갇힌 기포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높은 속도에

션은 안정적인 방식으로 용접심 폭을 증가시키기 위

는 환경의 용융풀과 키홀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

는 뜻밖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수치

우리 산업은 오랫동안 용접 프로세스의 관리와 제어

이 글의 목표는 레이저 겹치기 용접과 레이저 엣

낮은 출력과 속도에서 레이저 빔은 키홀 벽의 뒤쪽을

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

지 용접을 수반한 두 가지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키

때리고 용융풀의 난류를 심화시킵니다. 최악의 경우,

답하기 위해서는 크리스탈 구슬이 필요했습니다. 그

홀 역학과 기공 형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결함을 감

리고 지금 우리는 수치 시뮬레이션 형태의 구슬을 하
나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시뮬레이션이 프로세스 매개변수
변화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사례 연구

서 레이저 빔은 뒷벽의 반대편에서 힘의 불균형을 제

한 통제 가능한 매개변수입니다. 실제 용접의 기계적

니라 그것을 예측하고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델의 결론을 제조 프로세스에 이미 포함시켰습니

이 규정하기 힘든 것은 기공 관련 결함의 메커니즘

겹치기 용접 상대적으로 낮은 레이저 출력 2.5kW

한하는 키홀의 앞벽을 주로 때리며, 결과적으로 기포

테스트로 시뮬레이션을 검증했으며, 횡방향 인장력

오실레이션이 용융풀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다.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내에 모델링이 산업에서 표

입니다. 전에는 피할 수 없었던 결함을 방지하기 위

와 용접 속도 3m/min에서 직선으로 겹치기 용접을

를 형성할 수 있는 붕괴를 예방합니다.

과 전단 강도는 직선 용접 또는 점 용접에 비해 40%

형성시킨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두 개 부분 중

준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수정 구슬이 없더

해 설계 프로세스에서 제품 엔지니어의 자유를 크게

할 경우(즉, 오실레이션 없이) 우리 모델에는 용접부

결함의 예방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만으로 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흐름의 얇고 긴 부분이고, 다른 하

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한하면서 안전을 위한 추가 용접심을 포함시켜야

에서 기포가 형성됩니다. 용융풀의 흐름이 기포 형성

결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속도가 자체적인 단점을 만

했습니다.

에 영향을 준 것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우리 모델은

본적인 이유는 불명확한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똑같

나는 키홀 주변에 더 강력한 흐름이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겹치기 용접의 맥

레이저 엣지 용접 가상 세계의 엣지 용접에 대한

용입 깊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단순히 출력을 증가시

락에서 한 가지 단점은 상부 판과 하부 판 사이의 더

연구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용접 결함 발생을 예방하

켜 키홀을 심화시킬 수는 없는데, 이는 키홀 붕괴와
기공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

우리는 기공으로 인한 한계를 근절하기로 마음

어떤 고속 카메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먹고 문제의 핵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키

흐름의 역학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여러 힘

좁은 용접 인터페이스로, 이는 용접의 기계적 강도를

기 위해 겹치기 용접에서 배웠던 몇 가지 교훈을 이미

홀이 핵심이었습니다. GM 기술 센터(Technical

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며, 이들 중 다수는 온도에 따

감소시킵니다. 판 사이에 틈이 있을 경우 이 단점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특히 용접부의 목 두께와 용잎 깊

Center)의 우리 팀은 용접 중에 레이저-물질 간의

라 달라집니다.

더 악화됩니다. 높은 용접 속도는 대형 엔드 크레이터

이 등의 중대한 용접 치수를 최적화하는 데 집중했습

상호 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고급 소프트웨어 모델을

따라서 온도의 변동은 풀에서 용융물의 흐름 불

로 이어지며, 필요한 용입 깊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

니다. 오실레이션 진폭, 주파수 및 초점 위치 같은 설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용접 정밀 분석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레이저로 물질을 가열할 때

높은 레이저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증

정을 조정하여 기계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슈아 솔로몬은 제너럴 모터스의 프로세스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미국 미시간주 워런(Warren, Michigan, US)에 있는 GM 기술 센터(Technical Center)에서

반동 압력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용융 물질을 내리

가하는 레이저 출력은 재정적 비용과 다른 문제가 수

우리 모델에서 특히 흥미로운 결과 한 가지가 나오고

음, 그 결과를 실제 제조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

누르면 소용돌이가 생성되며, 이 소용돌이의 속도는

반될 수 있습니다. GM에서처럼 6kW TruDisk와

실제 테스트의 결과로 검증되었는데, 필렛 용접에서

었습니다.

키홀의 조건과 용융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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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f의 Optic 및 Sensor를 함께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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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Motors

을 수행하고 가상 세계에서 프로세스를 최적화한 다

고급 기술 및 용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영역에 대한 그의 여정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는데,
다임러(Daimler)의 개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레이저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오실레이션 용접을 할 때 열전도와 심 용입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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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

인공 지능은 혁신 산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앞에는 어떤 변화가 놓여 있을까요? 레이저
가공의 미래로 가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기계 속 유령은 어디에 있을까?
뉴럴 네트워크가 이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체스

16

선수들은
오래전에
패배를 인정
했습니다. IBM

슈퍼컴퓨터가 1996년 세계 체스 챔피언 가스 카스파로프

Industry 4.0의
다음 단계는
AI입니다.

(Garry Kasparov)를 이겼을 때 사람들은 적어도 체스에 관
해서는 인공 지능(AI)이 인간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

어삼켰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과 금융 부문에서
는 알고리즘이 이미 사람들의 신용도를 평가하
고, 주식을 매매하고, 신용 카드 위조를 탐지합니
다. 의학 영역에서는 의사들이 피부암 같은 질환을 진
단하도록 돕고, 온라인 소매업 분야에서는 가격 책정과 다

른 마케팅 도구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리즘이 작업 현
장에서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TRUMPF (original image), M. Reinhardt via Deep-Dream-Generator (Motiv)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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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믿을 수 없는 굉장한 연산 능력이 구동하는

숫자의 힘 모든 것은 알고리즘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즉, 조

AI는 어떤 체스 선수도 생각해내지 못할 대단히 새롭고 우아하며, 놀

직적이고 비물질적인 프로세스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AI 구성요소가

라운 움직임을 개발하여 체스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

있는 프로그램이 생산 계획 전략을 확인하고 최적의 설비 가동률을 보장

다. 요즘 진지하게 체스를 두는 사람이라면 AI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도록 돕는 자체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미 힘을 과시하는 곳입니다. 그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요령을 익히기 위해 일부러 AI와 대

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AI는 각 송장을 정확하게 배정하고 일정에

결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체스 선수들의 기량은 그 어느 때보다 우

맞게 발송하여 송장 처리 프로세스도 돕습니다. 이제는 문자 및 음성 인

수해졌습니다.

식을 이용해서 손으로 쓴 주문서를 자동으로 SAP에 포함시킬 수 있습

체스 선수들은 이 프로세스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기계 엔지니어, 생산 계획자, 설계 엔지니어에게는 이제 막 여정

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두뇌가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이들은 조금
더 스마트해지고 다음에 일을 더 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제조업의 세계로 휘몰아치면서 정신없

AI 뉴런은 최근에서야 작업현장의 실제 기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

이 진행되고 있는 Industry 4.0은 이제 절정기에 도달했습니다. AI는

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초의 가장 쉬운 진입점은 기계의 ‘소프트’ 디지털

오래전부터 물리적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다른 부문의 중대한 작업을 집

측면입니다. 예방 점검은 좋은 예가 됩니다. 엄청난 양의 기록 데이터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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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B)

공되고 센서에 연결되어 있는 AI는 기계에 정비가 필요할 때 이를 탐지하

고 클라우드는 이를 분석합니다. 향후에는 모든 사용자가 전 세계에서

고 데이터를 생산 계획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을

학습된 알고리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TruLaser Center

예방하고 기업은 정비 작업을 생산 프로세스에 보다 매끄럽게 포함시켜 더

7030 시스템이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을 것입니다. 중심 허브에 모두

욱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무언가 잘못될 수 있는

연결된 이 거대한 기기 풀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별 기기를 계속 개선하

데, 그런 경우에도 AI가 곁에서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TRUMPF에

며 사용자의 실제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서는 매우 정교한 평판 레이저 기기를 위해 자체 학습 소프트웨어가 생산

이는 용접심과 절단면 모니터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재

라인에서 품질 보증 팀을 돕습니다. 과거에는 시운전을 하는 동안 문제가

TRUMPF는 용접심과 엣지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광학 센서를 사

발생하면 팀이 조사를 해야 하거나 심지어 기기의 여러 부품을 교체해야

용하고 이들이 명시된 허용오차 범위에서 벗어날 때마다 사용자에게

했는데, 고된 과정이지만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센서

통지하는 자체 학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연구

가 짧은 시운전 중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클라우드로 보내고,

자들은 전기 모터용 헤어핀 용접의 복잡한 작업에서 AI의 성능을 시
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는 작업을 수행할 때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존의 모든 정보와 비교하고 그에
따라 분석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무수히 많은 작동 상태를 거치
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프트웨
어는 어떤 불규칙성을 탐지하는 경우 오류가 있을 가능
성이 가장 높은 부분과 이를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가
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인간 동료에게 제공할 수 있
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는 사용될 때마
다 더 나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AI가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가 왔
습니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간극을 메우면서 제조업

시간이
흐름에 따라
AI는 기계를
더욱더
향상시킵니다.

의 핵심과 정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계획
같은 작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AI
는 산업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부분에 대한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

마다 자신의 판단력에 대해 더욱 자신을 얻게 됩니다. 조만
간 소프트웨어는 인간 전문가보다 훨씬 빠를 뿐만 아니
라 훨씬 더 정확하게 레이저 가공 결과를 평가할 수 있
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레이저 산업 전반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변화는 AI가 현재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영역에 이
미 자리잡고 있는 레이저 어플리케이션과 특히 관련
이 있습니다. 밀링 커터, 드릴 및 다른 모든 기계식 도
구와 달리 레이저는 그 요소가 디지털 세계에 있습니다.
산업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레이저는 데이터로부터 실제 물
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치로 제어되고 준비되어 왔습니다. 하지

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자동

만 그것이 기계적 대응물에 대해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차 도어나 전자 장치 요소를 폐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레이저 시스템에는 데이터와 제품 사이에 물리적 제한을 받

또한 AI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기를 특별히 설계하지 않는 한 AI가

지 않는 빛 한 줄기만이 존재합니다. 산업 영역에서 Industry 4.0부터

옵션이 될 수도 없으며, 단순히 앞뒤로 움직이는 연결 그리퍼에 두뇌를

AI의 도입까지, 레이저보다 유연하고 적응성이 우수하며 직접적인 도구

추가하는 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련의 미묘한 조정을 통하든 AI 체

것을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이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경우, 기기는 높

스처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영감을 받든 AI가 새로운 가공 전략을 생

은 수준의 자유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할 때마다 레이저는 정보를 바로 활용하고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습

또한 레이저는 수많은 센서를 이용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시스템은 이것을 산업의 '하드' 측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데이터는 꾸준히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 경우, 요구되는 자유도는 AI가 지원하는 180

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훈련되는 알고리즘은 뒤엉켜 있는 정보에서 사

개의 이동형 핀으로부터 얻어집니다. 장비는 금속 판재에서 제품을 잘

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패턴을 끊임없이 찾고 이러한 패턴을

라낸 다음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판재에서 분리될 때 제품이 뒤집힐 수

이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지금 이 순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반복 작업은 종종 손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절단

간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레이

된 제품을 쉽게 올바른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작업은 자동화 솔루

저 가공뿐만 아니라 레이저 그 자체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션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Tru-

마치 오늘날의 체스 선수들처럼 10년 후의 레이저 사용자들은 역

Laser Center 7030 시스템에서는 흡착판이 위에서 잡고 있는 동안

대 최고의 레이저 사용자가 될 것이며, 자신의 AI를 사랑하는 방법을

핀이 아래에서 스크랩 스켈레톤으로부터 제품을 들어 올립니다. 이러한

배울 것입니다.

절단 제품은 아주 다양한 모양, 크기 및 두께 조합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제품이 끼이게 되는 경우, 흡

연락처 : 옌스 오트나드, 선행 개발 네트워크 시스템 책임자, TRUMPF,

착판과 핀은 성공할 때까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반복합니

전화 : +49 7156 303-31902, Jens.Ottnad@trumpf.com

다. 기기는 이처럼 실패한 시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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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미래?

하드 측면 TRUMPF의 완전 자동 TruLaser Center 7030 레이저

TRUMPF (original image), M. Reinhardt via Deep-Dream-Generator (Motiv)

니다. 이보다 더 큰 자유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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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öger)

어떠한가요?

무엇인가요?

셰퍼: 이 모든 기계 학습 기술은 특히

셰퍼: 저는 사람들에게 해결하고자 하

이미지 파일 같은 센서 데이터를 처리

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말 자세

할 수 있는 경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히 살펴보라고 항상 말합니다. 지금은

강력합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특정 분

많은 기업이 심층 뉴럴 네트워크에 집

야에서 대표적 성과가 있지만, 다른 기

중하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고자 합니

업들은 아직 출발선에 있습니다. 저는

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에 엄청난 양의

최대의 가능성은 생산 프로세스 및 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학습이

리의 합리화와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

일어나게 하려면 보통 수백만 개의 데

의 개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

이터를 뉴럴 네트워크에 공급해야 하

람들이 데이터 중심 알고리즘을 제조

며, 이것은 때때로 불가능합니다. 유감

프로세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스럽게도 뉴럴 네트워크 몽상에서 벗

점차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지

크뢰거: 예를 들어 실제 환경에서 자체

않음에도 결국 이를 말도 안 되는 것으

적으로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하

로 일축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는 로봇 등 운동 기능 면에서는 아직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효율적인 이득

초창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몇 년간 우리는 지각 영역에서 조건과

의 통계적 방법이 아직 있습니다. 뉴럴

패턴의 식별 같은 엄청난 도약을 확인

네트워크는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방향

하고 있습니다.

이지만 실제로 이해가 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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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어떻게 산업을 혁신할 것인가? AI 전문가 크리스틴 셰퍼와
KIT 로봇 공학 교수 토스턴 크뢰거에게 개발자의 관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민거리는

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충분
한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지만 특정 부
문의 모든 기업들의 데이터를 결합시
켜 훨씬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
니다. 이는 기업들이 그들의 USP를
오랫동안 철저히 관찰한다는 뜻입니
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기업의 USP
가 그들의 생산 데이터에 있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일단 기업들이 데이터의
평가와 라벨 붙이기에 힘을 합칠 준비
가 되면, 그들은 AI가 제공할 수 있
는 결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 우리의 상황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크뢰거: 우리는 기계가 스스로 프로그
래밍할 수 있는 지점에 서서히 도달
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어떤 부품
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하는

그렇습니다!

지 기계에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필

어떤 가능성이 보이나요?

크뢰거: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용

요한 모든 것을 갖춘 설계를 소프트웨

크뢰거: 솔직히 말해서, 공장의 자동화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며, 그

어가 생성하고 기계는 바로 작업을 시

시스템 다수는 제대로 프로그래밍되어

것을 유용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노력

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작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부문

입니다.

업 현장의 자동화 수준은 오늘날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고 제조업은 효율성

에서 모든 생산 프로세스를 크게 촉진

Private, KIT, TRUMPF (original image), M. Reinhardt via Deep-Dream-Generator (Motiv)

의 로봇 공학 소프트웨어 부서(Robotics Software Division)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크뢰거는

2018년부터 TRUMPF와 함께 AI 솔루션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토스턴 크뢰거(Torsten

창립했는데 2014년 구글(Google)에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로봇공학 연구소(Intelligent Process Control and Robotics Laboratory, IPR)의 이사 겸 컴퓨터

공학 교수이며,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의 방문 교수입니다. 그는 로봇 공학 스타트업을

크뢰거는 카를스루에 공과대학교(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KIT)의 지능형 공정 제어 및

윤리 위원회(Data Ethics Commission)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TRUMPF와 협력하여 기계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2018년부터 독일 연방 정부의 데이터

2016년 자신의 회사인 에이스 플러스(acs plus)를

크리스틴 셰퍼(Christin Schä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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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하기 전 도이치 은행(Deutsche Bank)을 위해 AI 솔루션을 개발한 통계 전문가. 크리스틴 셰퍼는

협력하여 데이터를 평가함으로써,
기업은 AI의 혜택을 받습니다.

산업에서 AI의 현재 상황은

“기계는 스스로를
프로그래밍 할 것입니다.”

가공 헤드의 두뇌?

(C)

AI

하기 위한 기계 학습 지도의 가능성이

그러한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셰퍼: 공급망에 거대한 변화가 있을

성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크뢰거: 시뮬레이션의 사용입니다. 산

것이고 설비 가동률에도 마찬가지

일한 점을 더 작은 기업에도 실제로 적

업 현장에서는 알고리즘이 마침내 효

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

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항상

과가 있는 것을 학습할 때까지 그냥 계

다. 개별 기기와 전체 기업이 자동으

소규모 기업이 기기와 로봇을 구매하

속 진행해서 수백만 개의 결함이 있는

로 실시간 유효 용량을 게시하고 주문

는 것을 막는 중대한 장애물 가운데 하

부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

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을 것입니

나였지만, 이제는 특히 AI의 지원과 함

업에는 시뮬레이션하기 쉽고 알고리

께 계속해서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작

즘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

은 공간의 소규모 비즈니스는 재프로

는 합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래밍을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거나

많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는 경우 운영비

셰퍼: 협력은 또 다른 옵

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

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션입니다. 즉, 기업은 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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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체 학습 AI는 생산 계획을 관
리하고, 상응하는 주문을 공급업
체에 제출하고, 물류를 처리
할 것입니다. 이미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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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용 AI에 대한 간단한 용어 해설

레이저 가공의 초고속 가변초점 렌즈

레이저 스트럭쳐링을 이용한 마이크로와 나노 포토닉스

높은 처리량의 레이저 가공은 레이저 빔 위치의 정밀 제어가 필요합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마이크로와 나노 포토닉스 어플리

니다. 팅-슈엔 첸(Ting-Hsuan Chen, 27세)은 재학 중인 프린스

케이션을 위한 유전체와 금속, 반도체를 수정하고 제작하기 위해 펨토

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박사 학위 논문의 일환으로, 초

초 레이저 펄스를 사용해왔습니다. 쑤웬 왕(Xuewen Wang, 27세)

고속 가변 초점 길이 렌즈를 사용해서 광축을 따라 있는 레이저 초점

은 멜버른의 스윈번 공과대학교(Swinburne University of Tech-

[인공 지능]

[딥 러닝]

[빅데이터]

(AI)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AI에 대해 이야

ML의 부분 집합. 인공 뉴럴 네트워크에 방대한

많이 과장된 유행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는 딥

의 신속한 스캐닝을 토대로 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법

nology)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사

기하지만 비즈니스 커뮤니티나 과학 커뮤니티 어느

양의 데이터가 공급됩니다. 그런 다음 인간의 도

러닝을 사용하는 등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데

은 물질 가공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불균등한 지형의 부품의

용했던 다양한 방법의 이점과 전략을 강조합니다.

쪽에도 그 용어에 대한 완전한 정의는 부재한 상태

움 없이 자율적으로 자체 추론을 도출합니다.

이터 세트로부터 유의미한 통찰을 추론하는 것에

레이저 가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

관한 것입니다.

입니다. 기본적으로, AI는 기계가 자율적이고 지능

도 열어줍니다.

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도 학습]

이 맥락에서 실제로 어떤 ‘지능’을 의미하는가에 관

기계 학습 전략. 사람이 사전에 데이터를 구조화

[지각]

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하고 분류하여 알고리즘 학습을 돕습니다. 이렇

기계 학습의 맥락에서 지각은 관계를 식별하고

게 하면 프로그램은 다음에 새로운 미분류 데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입력 데이터는 일반

[뉴럴 네트워크]

터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강화 학습으로 알려

적으로 이미지, 소리 및 다른 센서 데이터를 포함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추상 모델

진 변형에서는 사전 프로그래밍된 보상이나 벌칙

합니다. 연구자들은 몇 년 동안 이 분야에서 굉

을 구축하려는 시도. 딥 러닝 같은 맥락에서 사

을 통해 학습 프로세스가 강화됩니다.

전체 논문 읽기:
https://dataspace.princeton.edu/
jspui/handle/88435/
dsp01dn39x4241

전체 논문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https://researchbank.swinburne.edu.
au/items/28e858ca-2e1b-4519-b91f3990bc308a7c/1/

장한 발전(예: 자동 음성 인식, 안면 인식)을 이
뤄왔습니다.

용됩니다.

[알고리즘]
[기계의 학습]

간단히 말해서, 알고리즘은 의사 결정을 내리기

[운동 기능]

(ML) 특히 산업과 관련이 있는 AI의 부분 집합.

위한 일련의 단계별 절차에 대한 형식 서술입니

기계 학습에서 운동 기능은 공간 내에서 자유롭

예시들(즉, 데이터)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알고리

다. ‘A가 있으면, 다음은 B다’라는 형식입니다. 소

게 움직이고 프로그래밍 없이 물체와 상호 작용

즘이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학습하고 이 학습을

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종종 다수의 복잡한 지침

할 수 있는 로봇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지능은 실

적용하여 과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우수한 용

세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작동하면서 센서를 통해 스스로 관찰할

접심과 잘못된 용접심을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이

수 있는 모터 자체에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 전략을 이용할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LATEST
 RESEARCH

미래는 도구로서의 빛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젊은 연구원 4명의 연구 결과는 우리 앞에 어떤
가능성이 놓여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수 있습니다.

뉴럴 아트워크
이 글의 이미지는 2015년 구글에서 수행된 실험에서 유래합니다. 팀은 이미지를 바라볼 때 뉴럴 네트워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의 연구
결과 중 하나가 온라인 앱이었습니다. http://deepdreamgenerator.com
얼굴에 훈련된 뉴럴
네트워크가 TruLaser
7030 AI 기기의
이미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 저자가
꿈꾸는 발리리아
(Valyrian) 문화의
패턴을 학습하는
경우 어떤 미래가
나타날까요?

실리콘 웨이퍼의 나노 입자 레이저 증착

금속을 플라스틱에 접합시키는 초음파 지원 레이저

모하메드 호세인 아즈다스트(Mohammad Hossein Azhdast, 38

최근에 특히 자동차와 생물의학 분야에서 경금속과 플라스틱 같은 이

세)는 베를린 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에서 제

종 재료 접합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레이저 보조

출한 박사 논문에서 레이저 방출을 사용해 알루미늄과 구리 나노입자

금속 및 플라스틱 접합으로 알려진 기법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데, 어

의 얇은 층을 코팅 유리 또는 도너 필름에서 실리콘 웨이퍼 기판으로 전

떤 경우에는 접합 강도를 감소시키는 가스 기공의 형성을 야기합니

환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Nd:YAG 레이저의 펄스 지속 기간과 파

다. 우지아오 첸(Yujiao Chen, 30세)은 재학 중인 홍콩 이공대학교

장이 증착 프로세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습니다. 레이저 방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박사 학위 논문의

출은 높은 해상도의 패턴을 생성하는

일환으로 레이저 유발 기포를 없애고

데 중요한 기법입니다. 마이크로 및 나

플라스틱과 금속 간 접합을 강화하는

노 장치 제작, 와이어 본딩 및 3D 상

초음파 지원 레이저 접합 프로세스를

호 접속 프로세스를 위한 중요한 잠재

개발했습니다.

력을 제공합니다.
이 I-PFO 사진을 다뤘던 뉴럴 네트워크는 검색
작업에서처럼 두뇌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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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TRUMPF

더 자세히 읽어보기:
https://d-nb.info/1165650436/34

전체 논문 읽기:
http://hdl.handle.net/10397/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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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 - p r i nt i n g
건강한 분량의 분말: 콘멧은 두 가지 방법으로
3D 프린팅의 잠재력을 활용합니다. 첫째는
맞춤형 임플란트를 출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혁신적인 대량 생산 임플란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3D 프린팅이 만들어낼 수
있는 표면은 뼈와 임플란트 간의 연결을
촉진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인체 골격의 많은 부분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왼쪽). 생산
관리자 나데즈다 모로조바(Nadeschda Morozova, 위)는
맞춤형 교체 부품을 제작하는 데 모든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현재 콘멧에서 그녀의 업무는 단순한 나사와

3D 프린트 케이지의

플레이트를 훨씬 넘어섭니다.

프로토타입: 척추고정술은
오랫동안 탈출추간판의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D 프린트
케이스가 척추분절을 본래의
높이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고통 없이
움직이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케이지가 생체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철망이 조금도
찢어지거나 바스러지지 않도록

뼈의
일부가 되다

충분한 탄력성도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3D 프린트는
기대 이상입니다.

척추 장애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트
티타늄 임플란트는 심각한 케이스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콘멧이 맞춤

바는 “우리의 목표는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보다 잘 이해하는 것

형 의료 임플란트 제작의 수단으로 3D 프로토타이핑 기술의 잠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자별 맞춤형 임플란트를

재력을 인식한 때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콘멧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초기 단계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하

은 구강 및 상악안면 임플란트를 연구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연구

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센터 및 산업 파트너와 협력했습니다. 콘멧 생산 관리자 나데즈다

이것은 콘멧에서 가동될 TRUMPF의 두 번째 3D 프린터입

모로조바는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니다. 2018년 초, 콘멧은 환자 및 외상학 환자를 위한 치과 및 구

States, CIS)의 선도적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콘멧이 유망한 척

강악안면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해 TruPrint 1000을 사용하기

추 임플란트 시장에 접근해 입지를 다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

시작했습니다. TRUMPF는 기기뿐만 아니라 적절한 티타늄 분

했습니다. “퇴행성 척추 장애와 척추 부상을 치료하는 외과의들

말, 기질판, 리코터 도구와 소프트웨어도 공급합니다. TRUMPF

은 약 60%의 경우에서 케이지를 이식하기 때문에 수요가 높습

의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협력 프로세스의 전반적 성공은 드미

니다.”

트리 테튜힌이 두 번째 프린터를 구매하기로 했던 이면의 결정

케이지 자체는 생체에 적합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집니

적 요소였습니다. 모로조바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디칭

언뜻 보기에 이 작은 회색 블록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관리자 드미트리 테튜힌(Dmitry Tetyukhin)은 본격적인 생

다. 케이지 제조업체가 직면하는 주요 난제는 정확히 알맞은 수준

엔(Ditzingen)에 있는 TRUMPF 전문가들과 모스크바 자회사

블록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추체간 케이

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TruPrint 3000을 배치할 계획입니

의 다공성이 있는 표면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모로조바는 다음

에 있는 동료들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폭넓은 지원

지로 알려진 이 블록은 척추분절의 본래 높이를 복구하기 위해 척

다.

추뼈 사이에 스페이스 홀더로 삽입할 수 있는 일종의 척추임플란

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다공성 구조는 골유착, 즉 살아있는 뼈와

과 조언을 제공했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어요. 그

임플란트의 표면 사이의 직접적인 구조적, 기능적 연결을 촉진합

들의 전문성은 적절한 매개변수를 결정할 때처럼 두 번째 프로

니다. 이런 구조는 선삭, 밀링, 주조 같은 기존의 방법을 이용해

젝트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콘멧은 척추 임플란트

합니다. 기계적 응력을 견뎌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량이어야 하

요통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널리 퍼진 현대병이며 가장 일반적인

서 제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3D 프린팅은 분명한

의 본격적 생산을 개시하기 위해 TruPrint 3000을 구매할 계

고, 인체가 거부하지 않도록 생체에 적합해야 합니다. 모스크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통증과 거동의

경쟁 우위가 있어요.”

획입니다.

에 위치한 콘멧은 현재 3D 프린팅 기술의 TRUMPF TruPrint

불편함을 겪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탈출추간판 같은 문제는

1000을 이용해 케이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총괄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발병한 분절을 경직화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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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의 완벽한 후보

Frank Herfort

트입니다. 이를 위해 케이지는 엄격한 설계 요건을 충족시켜야

L A S E R C O M M U N I T Y #28

콘멧은 매개변수를 개발하고 다양한 기하구조 및 물질을 테스

연락처 : 드미트리 테튜힌, 총괄 관리자 CONMET Ltd,

트하기 위해 TRUMPF의 TruPrint 1000을 사용합니다. 모로조

전화 : +7 (495) 234-91-13, conmet@conme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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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톨트 라이빙어는 평생을
기업가이자 자선가로서 보낸
중요한 인물이며, TRUMPF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슈투트가르트
(Stuttgart)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2년을 보낸
후 1961년에 아직은 풋내기 기계
제조사에 불과했던 TRUMPF
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발명품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이루었고 그에 대한 보수를

연못을
건너는
여행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빙어는 1966년에 CEO이자
회사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TRUMPF
는 세계 최고의 기계 제작사로
발전했습니다. 라이빙어는 이제
산업용 레이저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2018년
10월 16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르톨트 라이빙어의 일화. 글: 아타나시오스
칼리우디스(Athnassios Kaliudis) /
일러스트: 피터 바텔스(Peter Bartels)
이 이야기는 1978
년 겨울 라이빙어의
미국 여행과 레이저
제조업체 및 EMO
전시회 월드 프리미어
방문을 포함한 실제

1964년 미국. 전기 엔지니어이자 물리학자인 찬드라 쿠마르 나란바이 파텔

속 절단에 니블러만큼 또는 그보다 더 우수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레이

이 튀고 금속판에서 부분이 절단되고 작업이 완료됩니다! 라이빙어는 템플

사건을 바탕으로

(Chandra Kumar Naranbhai Patel)은 자신의 실험실에서 연속 출력

저가 더 빠르다면? 그의 마음에는 가능한 모든 결과가 떠오르며 함께 소

릿을 따라 움직이는 기계식 센서와 금속을 헤치고 조금씩 나아가는 기계를

합니다. 라이빙어의

으로 최초의 CO2 레이저를 개발했습니다. 3년 후 미국 기반 기업 코히런트

용돌이쳤습니다.

떠올리면서 자신의 복사 니블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저

생각과 느낌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나머지는 픽션입니다.

라디에이션(Coherent Radiation Inc.)이 금속을 절단할 수 있는 최초의

코네티컷주 하트퍼드(Hartford, Connecticut)에 안전하게 내린

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일부 완벽하게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레이저를 출시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 신문은 이 새로운 ‘기적의 도구’를 극찬

라이빙어는 코트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대서양 연안의 혹독하게 추운 한

우아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라이빙어는 갑자기 자신

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라이빙어의 첫 번째 방문지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의 펀칭기가 투박하고 구식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그의 머릿속 비

(United Technologies)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레이저의 경이로움을

전은 계속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카스튼스(Carstens)를 만났습니다. 라이빙어는 작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방문을 마친 라이빙어는 캘리포니아주로 가

지막으로 자신의 여행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때는 1978년 2월,

동하고 있는 레이저를 보고 싶어서 조바심이 났습니다. 마침내 카스튼스는

서 다른 레이저 제조업체를 만났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날

라이빙어는 미국의 여러 레이저 제조업체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랍에서 시가 상자를 꺼내고 그 안에서 몇 개의 샘플을 테이블에 올려놨

씨는 더 좋아졌고 레이저도 그랬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대서양 위 10,000m 상공에서 베르톨트 라이빙어(Berthold Leibinger)는 마

장거리 비행은 앞으로의 일정을 위한 재충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

습니다. 카스튼스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자신의 새로운 도구에 대한 자

는 접이식 테이블에 올려놓은 샘플을 응시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습니다. 그의 마음은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레이저에 대한 생각으로 바

부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라이빙어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레이저 절단

입가에 점차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라이빙어는 아주 분명한 비전의 직감

빴습니다. 10년 전, 레이저는 약간의 실용성을 더한 기계 장치에 불

샘플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샘플 하나를 집어서 손가락으로 윤

을 느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집에 가자마자 미국
에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레이저를 구매할 때입니다.

곽선을 만져봤습니다. 절단면은 매끈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버가 있었으며
바닥에는 용접 조각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카스튼스는 레이저가 얼마나

러나 이제 레이저는 더 작아졌고, 관리하기 쉬워졌으며, 충분히 튼튼해졌

쉽고 조용히 작동하는가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라이빙어는 샘

1979년 독일. EMO 전시회에서 복합 가공 헤드가 있는 새로운 공작 기계

습니다. 미국의 몇몇 사람들은 이미 레이저로 금속판을 절단하고 있었고, 공작

플을 살펴보느라 귀를 기울일 틈이 없었습니다. 샘플은 산업용으로는 거리

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고, 모든 사람이 라이브 시연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기계에 레이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빙

가 멀었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했지

기계 오퍼레이터가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펀칭 헤드가 판재를 때리며 작동

어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금속

만, 라이빙어의 머릿속에서는 비전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절단면

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저가 작동했고 금속을 관통해서 춤추듯

판의 윤곽선을 자유로운 형태로 절단하는 것은 니블링 머신의 영역이었고, 언

이 충분히 매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 그 다음은?

움직이며 금속판의 복잡한 윤곽선을 절단했습니다. 니블러의 왕은 그의

론이 라이빙어를 니블러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이빙어는 비행기 좌석에서 초조해하며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레이저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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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했습니다. 기괴하게 커다란 공명기로 인해 너무 불편하고 비실용
적으로 컸기 때문에 주로 테스트 실험실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그

카스튼스의 작업 현장에서 그들은 레이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위치
를 딸깍하면 보이지 않는 빛이 춤추듯 금속판을 관통합니다. 약간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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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펀칭 레이저 복합기’를 성공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니블러의 생산
은 몇 년 후 중단되었고 레이저가 그 영역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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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0

ADM-Aeolus
대기 역학 미션(Atmospheric Dynamics
Mission)

IC E S AT- 2
빙하, 구름, 육지 높이 측정 위성 2(Ice, Cloud and
Land Elevation Satellite 2)

기관: ESA 임무: 바람 분포의 관찰과 측정

기관: NASA 임무: 만년설의 두께 변화 추적

운행: 2018년부터

운행: 2018년부터

레이저: 자외선 레이저 라이다(lidar)가 다양한 고도에서
대기 중의 수분 분포, 공기 흐름 및 바람 조건을
측정합니다.

레이저: 녹색 띠에서 작동하는 라이다 시스템이 지구의 표면을
측정하고 전파 시간의 차이에 따라 하나의 위성에서 다음 위성으로
전달되는 변화를 알아냅니다.

GR A C E - F O
후속 중력 회복 및 기후 실험
(Gravity Recovery And Climate
Experiment Follow-On)
기관: NASA 임무: 지구 중력장 측정
운행: 2018년부터
레이저: 두 개의 위성이 지구 중력장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계기와 레이저 거리
측정 간섭계를 사용하여 이들 사이의 변화하는
거리를 측정합니다.

탈경계
디지털화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있으며, 기술뿐만 아니라 협력에 대한 시각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Eye in the Sky

오늘날의 사물 인터넷은 모든 것과 소통합니다. 이는 판금 제조 분야까지 확장되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고,

위성과 레이저 기술은 천생연분으로,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확도로 세상을 측정합니다.

각 세분화된 요소를 연결하면 기업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금 제조자는 현재 생산 시
간의 최대 80%를 간접 프로세스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들의 작업의 50%는 4개 이하의 로트
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인 처리량을 시간으로 따지면 실제 가공 시간은 판금 제조 사업에서 현저하게

LI S A

낮습니다.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Laser
Interferometer Space Antenna)

TRUMPF는 이 분야의 개선 가능성을 이해하며, TruConnect 디지털화 솔루션은 바로 이를 위해 설계되
었습니다. 이는 또한 사내 업무 연결성을 증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발 및 영업 같은 내부 부서를 연결하는 것뿐

기관: ESA 임무: 중력파 측정
운행: 2034년부터

만 아니라, 이 연결 네트워크를 회사 외부에 있는 고객 및 파트너에게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레이저: 세 개의 위성이 250만 킬로미터 길이의 암(arms)이 있는 레이저

TruConnect는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는 부서와 비즈니스 분야 간 분열을 없애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영업 및 서비스 간의 경계를 없앱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화 솔루션은 엄격한 계획이나 격리된 부서
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의 Track & Trace 실내 위치 확인 시스템처럼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여러 다양한 부서들이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솔루

간섭계를 형성하여 중력파 스펙트럼의 새로운 부분을 열 것입니다.
줄리아 두베(Julia Duwe)

S LR
위성 레이저 거리 측정(Satellite
Laser Ranging)
기관: NASA 임무: 고도의 정밀성으로 위성 위치 결정

는 TRUMPF 애자일 총괄

운행: 1970년부터

매니저입니다.

레이저: 위성은 지구와 관련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구의 정밀 측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션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고객들의 시의적절한 피드백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조정하기 때

이는 지구 기반 관찰로 레이저 측정을 통해 달성합니다.

문에 고객들이 맨 처음부터 합류하도록 합니다. 대학 및 연구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
잡한 Industry 4.0 솔루션은 격리된 단일 부서에서가 아닌 개방적인 혁신 생태계에서 번창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조직에 영향을 줍니다. 각각의 애자일 전문가 팀이 원대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며,
관리자들은 기본적으로 조력자이자 인맥 관리자입니다. 조직의 구조는 더욱 유연해지고 적응력이 좋아지면

c ats
구름 에어로졸 이동 시스템(Cloud Aerosol Transport System)

서 경영 팀은 점점 더 직원들의 노하우를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조직에 이롭도록 자신의 팀을 관리하

기관: NASA 임무: 대기 중의 먼지와 오염 물질 측정
TRUMPF

간 경계를 허무는 이러한 사고와 행동 방식은 우리가 항상 연결된 판금 제조에서 고객을 위해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을 보장합니다.

28

L A S E R C O M M U N I T Y #28

Gernot Walter

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개인 간 협력을 조직화하고 다양한 분야를 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학제

운행: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레이저: 적외선, 녹색 및 자외선 파장에서 작동하며 ISS에 탑재된 라이다가 구름층 높이, 두께 및
깊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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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의지에 대한
질문은…

…적어도 지금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brain research

칼 다이서로스(Karl Deisseroth)교수는 뇌를 이해하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사고와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는 광유전학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다이서로스 교수님, 뇌를 어떻게

결국 두 가지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는

다.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히

죠. 그러나 케이블을 통해 빛이

설명하시겠습니까?

데, 뇌가 동적인 물체라는 것과 뇌는

설명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뉴런은

지나가지 않으면 생쥐는 완전히

인간의 뇌는 분홍색과 갈색 사이 그

세포뿐만 아니라 세포가 생성하는 것

빛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 속은 항

정상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딘가의 색을 띠며 부드럽지만 매우

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광유

상 어둡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

맞아요, 그 실험은 2007년에 했던 실

치밀한 기관입니다. 무게는 약 1.5kg

전학은 이러한 세포가 어떻게 해서 지

서 우리는 뉴런을 속여야 한다는 뜻입

험입니다. 우리는 왼쪽을 향한 움직

이고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고도로

각, 인지 및 행동 같은 것을 생기게 하

니다. 인공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감광

임을 조절하는 생쥐의 운동 피질 부분

복잡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

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성 유전자를 뇌 속에 주입하면 광 펄

을 자극하기 위해 우리의 광유전학 방

리에게 주는 것이 이러한 주름입니다.

것은 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세

스가 전기 임펄스로 전환됩니다. 정확

법을 사용했습니다. 케이블에 불을 켜

포에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

히 어떤 뉴런이 유전자에 “감염”될 것

면 생쥐는 항상 왼쪽으로 원을 그리며

고, 그리고 언제 세포가 서로 동기화

인지 정의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유

달렸습니다.

해야 하는지 지시하면서 정보라는 오

전자 속임수를 활용합니다. 이 레이저

케스트라의 작곡가 또는 지휘자 역할

방법의 장점은 어떤 유전자를 작동시

을 우리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그러

킬 것인지 선택할 때 정확성의 수준인

면 우리는 그 결과 발생하는 지각, 인

데, 다른 어떤 방법보다 정확합니다.

지 및 행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이저 방법을 설치

그리며 달리기를 원한다고

류와 다른 포유류뿐만 아니라 어류와

생각하나요?

무척추동물에도 적용했습니다. 예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생쥐

들어, 우리는 생쥐의 뇌에서 매우 정

가 매우 불안하거나 겁을 먹는다면 꼼

확하고 구체적인 뉴런을 자극하고, 그

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을 통

그 결과를 이용해서 그들의 뇌에 대해

해 레이저 광선이 흐르게 하거나 전원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을 껐을 때 그런 종류의 행동은 관찰

이야기를 전환하셨군요.
네. 그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뇌가 세포로 구성된 기관으
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으로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
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뇌를 바라
보는 것은 가끔 낯설게 느껴질 수 있

광유전학 분야는 당신의 전문 분야

어요. 뇌는 우리의 생각, 느낌, 욕망,

죠.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지 요약해

기억, 인상 등 모든 것의 원천, 즉, 우

줄 수 있나요?

리의 전체 성격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광유전학은 생물학에서 일반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사용되는 것과 정확히 반대 방식으로

것은 뉴런이라고 부르는 이 세포 덩어

레이저 광선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사

리에서 나옵니다. 그게 대체 어떻게

물을 관찰하는 데 레이저 광선을 사

가능할까요?

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발생하게 하

검색 엔진에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

는 데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

면 거의 바로 생쥐 동영상이

바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이

리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특정 뉴런이

검색됩니다. 그 생쥐의 뇌에는

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제히 움직이게 합니다. 즉, 전기 임

광섬유 케이블이 바로 꿰어져

기본적으로 그것은 뇌란 실제로 무엇

펄스를 발산하도록 뉴런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통해 빛을

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뇌에서 정보를 생성합니

비추면 생쥐가 원을 그리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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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
나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조종한다는 것을 느끼나요?
아니면 실제로 자신이 원을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보
였습니다. 생쥐가 외부 힘에 의해 조
종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경우 겁을
먹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가정을 토대
로, 우리는 생쥐가 아마도 원을 그리
며 왼쪽으로 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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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모습에서 우리의 사고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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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 a i n r esea r c h

"방대한 양의
수수께끼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 생쥐는 우리가 그들의 결정을
조종할 때 무엇을 느끼나요?
b) 칼 다이서로스는 경두개 자기성

칼 다이서로스,

자극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실험을

1971년 보스턴(Boston)
에서 태어났으며, 캘리포니아

하기로 했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California) 스탠포드 대학

꿈틀거렸습니다.

(Stanford University)의
c) 이런 형태의 원격 조종은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정의하나요?

두 가지 질환에 특히 관심이 있었습

네 맞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기본적으

니다. 이들 두 질환은 환자들을 매우 쇠

로 신경과학자이자 정신의학자라고 생

약하게 만들며 약물이나 다른 어떤 방법

각합니다.

으로 치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신의학자, 신경생리학자이자
생체공학전문가입니다.

지는 않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생쥐

각하지는 않습니다. 광유전학이 할 수

에게 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더 정

니다. 저는 생쥐가 어떤 느낌인지 알

확한 말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보기 위해 저 자신에게 비슷한 것을

예를 들어, 전기 신호를 통제하는 구

시도해 봤습니다. 경두개 자기성 자극

조화하는 힘, 뇌의 원리가 있을까요?

복잡성을 3차원으로

을 이용해서 제 오른손을 조종하는 운

있다면, 그것은 뇌 안에서 얼마나 깊

이해할 수 있도록 사후 뇌를

동 피질을 자극했습니다. 자기 펄스

은 곳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

를 작동시키자 제 손이 꿈틀거렸어요.

나도 없거나, 적어도 특별한 관심 대

저는 제가 손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느꼈죠. 하지만 제가 움직이고

들은 이 구조화하는 힘이 존재한다고

싶었다는 느낌이나 제가 외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는 이 힘

조종되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지는

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않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그냥 발생했

을 불러옵니다. 어떤 경우든 자유 의

습니다.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움직

지에 대한 질문은, 적어도 지금은, 해

였고 저는 그게 괜찮았어요.

결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 의지에 대해 우리에게

우리는 그저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단순한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

사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약이나 뇌 자극을 통해서든,
단순히 대화 치료를 통해서든 사람들
의 느낌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의학과 정신의학을 이용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여
러분의 욕구를 조작하는 방법이지 않
습니까? 이와 광유전학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광유전학은 그저

느껴집니다.

a)

다이서로스는 뇌 구조의

그 상태로 보존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다이서로스는

그의 연구에 대해 2018
Berthold Leib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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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대한 수수

로는 분명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

하게 하는 이유도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뇌가

뇌에 대한 열정의 근원이 무엇이었나

나는 이들 두 질환에 대해 더 많이 이해

다수의 광범위한 원리를 공통적으로

요?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도 저는 내성적이었고 제 뇌가

도파민 뉴런은 행복과 만족이라는 느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왜 그렇게 행

새로운 형태의 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있나요?

만 이런 형태의 원격 조종은 완전

위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낌을 촉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뇌

동했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다

히 다른 차원이죠. 생쥐를 원격으

있을까요?

에서 똑같은 일을 하죠. 쥐와 생쥐에

른 사람들에 대한 같은 질문에도 관심

정신의학자로서 저는 병원에서 매주 환

로 조종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느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대한 우리의 실험은 그 추정을 지지합

을 갖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은 정말 다

자를 계속 치료하지만 과학자로서 기본

니다.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

르고 같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게

원칙에 좀 더 집중합니다. 지금 제 목표

그러한 오용에 실제로 사용될 수 없습

그것은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

니다. 유전자를 개발하고 바이러스를

면 사물은 보다 복잡해집니다. 뇌의

반응했으며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

는 어떤 특정 요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습니다. 동물과의 관계를 구축해주고,

사용해서 주입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게

구조는 실제 세부사항에서 미리 정의

다. 그리고 저는 의과대학에서 정신질환

뇌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의 구조는 각

자들을 상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유전학은 우

각의 경우마다 다르게 배열된 세포가

들의 반응은 더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들

리에게 마침내 우리의 가설을 보다 정확

위험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물론

력했던 것은 직접성, 빠른 응답 때문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런 가

뒤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 가끔 현실에 대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게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대단히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전기적 신호에

흥미로웠고, 그 분야에 굉장한 매력을 느

하지만 약간은 불안한 느낌도 있지

상위 개념으로서의 뇌에 대해 얘기

당신의 연구는 바이러스학과 정신

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

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결과가 우리

않나요?

했는데, 모든 인간의 뇌는 정말로

의학부터 동물 행동학, 광학, 미생물

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봤고 그러한 고통

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촉발할

똑같나요?

학, 화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계를

질문에 실제로 대답하는 것이라고 생

수 있는 정확성, 직접성, 예측성은 때

어떤 점에서는 그렇고, 어떤 점에서는

넘어 확장됩니다. 당신의 직업을
L A S E R C O M M U N I T Y #28

Gernot Walter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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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우리 인간은 실제로 이해하기
힘든 영역을 파악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광유전학이 결국 인간을 조종하기

인 일 같았어요. 그 경험이 그렇게 강

조사하는 학문인 광유전학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또한

광학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에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하지

원격으로 조종할 때마다 뭔가 기적적

뉴런을 자극하여 뇌를

제가 직업에 있어서 결심한 목표 중 하

고, 그것이 일부 사람들을 매우 불안

이었나요?

그는 레이저 광선으로

을 완화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폐
증과 심각한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는
L A S E R C O M M U N I T Y #28

뇌를 이해하는 연구에서 우리는 실제
로 얼마나 진보했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지만, 최근의 모든 발전
에도 불구하고, 50% 이하만 확실히 이

께끼 모음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

개의 명망 있는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습니다!

뇌는 정말로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류가 그 정도는 해낼 수 있다는
데 배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인
간은 실제로 이해하기 힘든 영역을 파악
하는 데에도 아주 능숙합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지도를 만
들어내고, 비유를 구성하고,
복잡성을 분석합니다. 그
리고 고차원의 수학을 통해
실제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
는 분야를 이해할 수 있습니
다. 우리는 언젠가 뇌의 비밀도 알
아낼 것입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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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WHERE’S
the
Laser?

사랑해요, 벤더!

하수도에 있습니다! 물론 이 아래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하수도가
막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청소 회사는 배수관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폭탄은 최대 15
개의 노즐을 통해 물을 분사해

특성이 있는 기계는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아이들의 커피 습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벽에서 오물을 씻어냅니다.

있을까요?

이 복잡한 노즐을 제조하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최근에 미래에 대해 굉장히 많

계입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 월-E(Wall-E)에 등장했던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기후 변화에 대해 논

지구에 홀로 남겨진 쓰레기 수거 로봇인 월-E(Wall-E)를 예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3D

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다시 아빠가 되었기 때문

로 들 수 있습니다. 또는 TV 애니메이션 퓨처라마(Futurama)

프린터를 위한 작업입니다.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곧 저보다 칼럼을 더 잘 쓸 수 있는 기계

에 나오는 자기중심적이고 시가를 피우는 미치광이 금속 로봇

노즐을 재설계하고

로 대체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

벤더(Bender)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할리우드는 심지어 사랑을

프린트하기 위해 하일브론

공 지능이 공상과학소설에서 나와 현실이 되는 시대가 왔기 때

할 수 있는 기계도 우리에게 소개해줬습니다. 공상과학영화 허

문입니다!

(Her)에 나오는 운영체제 사만다(Samantha)는 인간 주인공

량품 라인에서 제거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레이저 기계가 있습니

극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저에게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완벽히 현실적인 시나

다. 이 기계는 작동하면서 점점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리오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미래의 어

학습하고, 곧 그 지식을 다른 기계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물

느 날 출근하던 제 손녀가 자동판매기에 욕설을 퍼붓습니다(벤

론,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 스타일이 아닙니다. 주요 블록버스터

더 정신차려!). 왜냐하면 커피 자판기가 또 사랑에 빠져 상사병

영화에서 AI는 보통 판금 부품을 제거하는 일에 관여하기보다는,

이 났고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대신 마실 수 없는 찐득거리는 액

인간 대 기계 간 전쟁에서 저항 세력의 리더를 없애기 위해 과거

체만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

에서 터미네이터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논리적 결

는 제 손녀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 기계에서 금속 제품을 자

론은 특성이 있는 지능형 기계, 지루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으며,

동으로 절단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우울해지고 짜증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담도 할 수 있는 기

바랍니다.

Laser Community

협력했습니다. 3D 프린팅은 생산 단계를 줄일

칼리우디스(Athanassios
Kaliudis)는 대중문화의 한

뿐만 아니라 물도 절약합니다. 새로운 노즐의

대상으로 바라본 레이저에

특성이 벽의 오염을 더욱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대한 칼럼을 연재합니다.

AI와 사랑에 빠진 적이 있나요?
athanassios.kaliudis@trumpf.com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34

of Applied Sciences)가 TRUMPF와

편집장인 아타나시오스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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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not Walter

절단한 다음 제품을 배출하거나, 용접심의 품질을 점검하고 불

시어도어(Theodore)와 사랑에 빠집니다(사랑의 화답입니다!).

Gernot Walter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스스로 금속판을 올려놓고

응용과학 대학교(Heilbronn University

M AYA N
BUILDINGS

마야인의 피라미드와 궁전의 사진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밀림 아래에는 무엇이 더 있을까요?
마야 시민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나요?
연구자들은 광선 레이더를 사용해서 2,100km2의
열대우림을 스캔했고
LASER COMMUNITY. 28

디지털 방식으로 임관(林冠)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이미지로 이 신비한 문명의 인구통계 구조 및
생활방식에 대해 많은 것들이 밝혀지며 폐허가 된 건물,

LASERCOMMUNITY.29 국문본이 2020년 상반기에 출간됩니다.
다음 호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goo.gl/forms/Lj8RZVn0fr2GcG5V2에서 구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ACUMA / Estrada-Belli

관개 용수로와 길이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