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여름
마법이 펼쳐질 레이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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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 유행이 아닙니다!
올해로 레이저의 역사가 60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념일은 늘 과거를 회상하는
그럴듯한 명분이 됩니다. 1985년 독일항공우주센터(DLR)에 신참 기계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저는
실제 레이저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레이저가 진동을 울리며 작동을 시작하는 것을
처음으로 지켜보는 일은 대단히 흥미롭고 감동적인 경험입니다. 빔이 갑자기 살아날 때 이것은 일반적인 빛과는
전혀 다릅니다. 빔 소스부터 가공품까지 빛의 속도로 손쉽게 전달되는 에너지는 처음부터 저를 매료시켰고, 그때의
설렘은 단 한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레이저와의 첫 조우 이후 몇 년이 지난 뒤, 기차여행 중에 화학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출판  	 TRUMPF GmbH + Co. KG,

되었습니다. 제가 CO2 레이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자 그 학생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CO2 레이저라구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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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한 물 간 거잖아요!” 그 순간 연구용 레이저로 시작해서 산업용 레이저로 되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었는 지가 떠올랐습니다.

Athanassios Kaliudis,

1980년대 말까지 레이저가 이론에서만 아니라 실제로도 작동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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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나와 산업 환경에서 24시간 내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동하는 레이저가 개발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 지 알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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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기술은 그 후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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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이뤄온 모든 과정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Laser Community 이번 호에서는 빛이 여전히 도구로써 새롭고

편집 	 Die Magaziniker GmbH, Stuttgart, Germany; Florian Burkhardt, Martin Reinhardt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술인 극초단 펄스 레이저가 눈길을 끕니다.

기고 	 Christian Bauer, Florian Burkhardt, Athanassios Kaliudis,

믿을 수 없는 단시간 펄스로 작동하는 레이저는 종전까지 생물학 및 화학 분야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응용기술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통적인 재료 가공에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안도 찾아낼 것이라고

Paul Mehnert, Martin Reinhardt, Sebastian Stamm, Julia Stolte,

확신합니다. 레이저기술 신생기업 GLO photonics는 이미 할로우-코어 파이버를 사용하여 일부 중요한 토대를

Monika Unkelbach, Felix Zimmermann

마련했습니다. 8페이지에 실린 이 회사의 창업자 이자 CTO인 Fetah Benabid씨 인터뷰는 일독을 권합니다.

사진 및 일러스트 	Jan Hosan, Thierry Laporte, Lukas Pilz,

저와 같은 레이저 팬에게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센서는 나날이 스마트해지고 데이터 전송량은 늘어나고

Marc Schmidt, Gernot Walter, Ricardo Wiesinger

디자인 및 제작 	

있으며, 인공지능은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첨단 레이저 가공 전략을 개발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펌핑
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즉 레이저를 다른 파장으로 전환하여 만들어내는 빔도 흥미롭습니다. EUV 기술은 현재 가장

Die Magaziniker GmbH, Stuttgart, Germany;

널리 알려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는 레이저 기술의 미래를 살펴봅니다.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Gernot Walter (AD), Martin Reinhardt

다시 한번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미래에는 마법이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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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마스터링된 미래
레이저가 발명된 지 60년이 지난 후, 초창기 우리의 놀라움은 레이저 원리의 명확한 이해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경이로움도 무궁무진합니다. 재료 가공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여섯 가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냅샷
이 사진은 특별한 성공담으로 하나가 된 두 남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배스(Michael Bass)(오른쪽)와 같은 선구자가
1960년 레이저를 이용한 실험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진작가 마크
슈미트(Marc Schmidt)는 2020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베로 비치

6

산책로를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페이지에서 환상적인 산책을

power

24

5G를 사용한 승리 - 신형 5G 무선통신 표준은 스마트 제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레이저 절단을 돕는 양자 컴퓨터

함께 해보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7

25		 l a t e s t r e s e a r c h

glory

레이저 가공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네 가지 발견

레이저, 6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8

ahead

26

USP 레이저를 이용하여 생산공정을 간소화하는

X-rays
전세계 연구진이 함부르크 지하 터널에 모입니다. 터널 한 곳은 세계
최고의 레이저쇼를 상영합니다. 우리는 현장을 점검하고 환상적인

20

사진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X-레이 펄스를 점검하기 위해
XFEL(European X-Ray Free-Electron Laser Facility) 연구진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오래, 더 강하게

28

부르릉(VRRROOOM)

굿바이, 베이비 글루. 유리 접합에 사용되는 산업용 레이저 공정을

KTM은 모터사이클 머플러에 마킹을 적용합니다.

반기며!

쉬운 것 같죠 - 정말 그럴까요?

“혁신은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하는 동안
일어납니다”
레이저의 전설 마이클 배스(Michael Bass)에게 여전히 그를

사용하는 진단 장비를 선보입니다. 뒷 표지 참조.

"나아갑시다!"
레이저의 창시자는 레이저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리라고

할로우-코어 파이버.

10

4 .0

괴롭히는 프로젝트와 레이저 기술의 현황, 그리고 새로 시작한

30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계 초박막 구리관 시장을 열겠다는 한 남자의 미션.

34 p o p
웜홀 그리고 아인슈타인

TV쇼에 대해 물었습니다.

35		 w h e r e ’ s t h e l a s e r ?

모터사이클 제조사 KTM의 엔지니어는 자기들 모터크로스
바이크의 소리는 더 “brrraaap”사운드라고 주장합니다. 단순성을
위해 일반적인 사운드를 사용했지만 엔지니어들 말이 옳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4

20

Gernot Walter, Marc Schmidt

28페이지에서는 모터사이클이 “vrrrooom” 시동을 겁니다.

Marc Schmidt, Jan Hosan, KTM

요란한 소리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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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erry Laporte, Ricardo Wiesinger, Gernot Walter

정시 운영

8

할로우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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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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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레이저 절단용
배열은 양자컴퓨터가
맡을 것이며 더 완벽하게,
더 빠르게 해낼 것입니다.

양자로 퍼즐 풀기

양자 프로세서.

능력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모양이 다양한 제품을

있을까요? 가령 레이저 절단용

배열하는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지만, 절단 중에

판금 제품의 배열 계산이 될 수

기울어지지 않도록 제품을 배치하는 계산과 같이

있습니다.

그 밖의 중요한 변수에 대처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양자 컴퓨터는 전세계 해커와 스파이의 최종 목표

그리고 “제품 제조에 최적의 시기는 언제인가?”,

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순열조합을 눈 깜짝할 사이에

“작업이 얼마나 긴급한가?”, “지금 가용한 기계는

판독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무적의 능력 덕분에

무엇인가?”와 같이 까다로운 질문에 직면하면 현재

암호나 비밀번호 등을 해독할 완벽한 수단이 될 수

까지의 첨단 슈퍼컴퓨터도 백기를 들게 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를 보다 건설적으로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팅의 획기적 발전이 이런 연산

사용할 순 없을까요? 가령 암호를 해독하는 양자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제해결에
해결에도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기술을 제조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겠지만, TRUMPF 엔지니어들은 이미 데이터를

TRUMPF가 현재 Plan QK 연구 프로젝트의

수집하고 완벽한 배열 전략에 필요한 요인을 판단

협력사로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자 기술이 준비되면

TRUMPF가 양자 컴퓨터의 퍼즐 해독 기술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앉은 위치에서 몇 층 아래

이미 확인한 분야는 제품 배열, 즉 제품이 판재에

에서 동료들이 최첨단 레이저 기술 - 어떤 기술은

배열되는 방법을 최적화하여 판재에 최대 수량의

무엇보다도 양자 컴퓨팅을 실현할 열쇠를 쥐고 있을

제품을 레이저로 절단하는 공정입니다. 기계

수도 있습니다.– 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업자는 현재 제품 배열을 수동으로 또는 소프트

양자 컴퓨터도 첨단 레이저의 도움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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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not Walter

구글이 상상한 냉각 챔버 내의

웨어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컴퓨터

TRUMPF, 포레스트 스턴스(Forest Stearns) / 구글 AI Quantum 전속 아티스트

양자 컴퓨터에 어떤 일을 맡길 수

*연구진은 먼저 질레트사(Gillettes)에서 레이저 출력, 즉 레이저가

숄로의 목적은 젤라틴 디저트를 펌핑하여 젤라틴 레이저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용융시킬 수 있는 면도날의 개수를 측정했습니다! 1970년 레이저 공동 발명자

특수 염료를 주입할 때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은 분산 피드백 레이저,

아서 숄로(Arthur Schawlow)는 다양한 젤라틴 디저트에 질소 레이저를

최종적으로 반도체 레이저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쏘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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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물리학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GLO photonics사의 할로우-코어 파이버가
최초로 극초단 레이저 펄스와 고출력 레이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뛰어난 성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 전문가이자
GLOphotonics의 설립자
페타 베나비드
(Fetah Benabid).

기반의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됩니다. 할로우-코어 파이버
클래딩은 2차원 광결정 형태의 마이크로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딩은 파이버 코어의 광이 클래딩을 “탈출” 할 수 없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현재 할로우-코어 파이버로 빛을 전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토닉 밴드갭 개념을 토대로
하고, 두 번째는 억제 결합 유도를 활용합니다. GLO photonics는

베나비드(Benabid)씨, 광케이블을 통해 레이저 에너지를

두 번째 기술의 대표주자로 세계 최고 성능의 할로우-코어

전달하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는데 GLO photonics사의

파이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광케이블과 달리 GLO 파이버는

광케이블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간이나 시간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고 고출력 레이저 빔과 극초단

우리 회사는 극초단 레이저 펄스를 전달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펄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이점입니다.

정도로 할로우-코어 파이버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리학의 법칙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지금은 어떤 일을 진행 중입니까?

간섭 메커니즘을 이용한

물리학의 경계를 넓히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광

현재 10퍼센트 미만의 출력 손실 상태에서 20미터 이상 레이저를

광 전송.

케이블은 초고출력 레이저를 손상없이 전달할 정도로 견고합니다.

전달하는 다양한 빔 전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거리로 빛을 전달하고 출력 손실을 더욱 줄여 성능을 개선할 계획

할로우-코어 파이버 단면:

이며,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극초단 펄스에도

그렇다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레이저 네트워크 개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계

분명한 사실은 오랫동안 연속파와 긴 펄스 레이저를 다룰 수

여러 대에 동시에 레이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침내 극초단 펄스와 고출력 레이저를

마이크로 구조는 정말 흥미로운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장거리까지 전달하는 간단한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계 제조사가 더 단순하고 유연한 레이저 시스템 디자인을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레이저가 가공품에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실제로 파이버 안에 있는 레이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복잡한 프리빔 기반의 광학적 구조에서 미러를 이용하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버에 적절한 가스를 추가하여 극초단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에게는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펄스를 더욱 압축할 수 있으며, 그리고 UV 레이저를 생성할 수도

레이저를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므로, 안전을 위해 분리된

있습니다. 멀티컬러 레이저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룸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할로우-코어 파이버의 작동 방식은 무엇입니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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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photonic

Thierry Laporte / Fotogloria

기존의 광케이블은 잘 알려진 전반사 메커니즘을 통해 파이버를
따라 레이저를 전달합니다. 한편 할로우-코어 파이버는 양자역학

GLOphotonics  프랑스의 포토닉스 신생기업인 GLOphotonics는 출력 손실 없이 더욱 간단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품에 레이저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미션의 일환으로 특수 광케이블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TRUMPF는 2019년 리모주(Limoges) 기반 회사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L A S E R C O M M U N I T Y # 30

9

J OINING GLA S S

더 오래,
더 강하게

구현할 수 있는 TruMicro 2030 기능 덕분에 유용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정 레이저 출력으로 계속 용접하는 대신, 사인파
패턴으로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증감시킵니다. 각 특정 공정별
조절 가능한 모듈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500헤르츠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조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레이저 출력은 유지하거나
증가시키지 않는 반면, 펄스 에너지는 최대값에서 확연히 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과 초점 공차의 추가 개선을 도출하여,

유리와 유리, 유리와 금속, 유리와 플라스틱 접합에 관계없이, 접착제는 투명
소재를 결합하는데 효율적인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옵틱에 도달할 때까지
레이저 빔의 직경은

하지만 신형 산업용 레이저 공정에 힘입어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추가 재료나 추가 공정 단계 없이 레이저를 이용한 유리 용접은
실험실 환경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레이저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중요합니다. 변형을 너무 빠르게 확대하면 크랙이 발생하고 용접 심

있는 투명 소재 접합 수단을 제공합니다. 레이저는 레이저

이음새의 강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레이저 프로파일 변형

실현됩니다. 초점 기술은 초고강도의 레이저 펄스를 생성하여

먼저 프로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광학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유는 보통 이 파장의 빛은 유리를 투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유리 속의 작은 부분을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레이저로 유리를
용접하는 유일한 방법은 광접촉 접합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이는 가는 빔에 대한

8마이크로미터까지 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변조가 없다면

단지 옵틱과 가공품의
사이에서만 원뿔형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단단한 접착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는 극초단 펄스 레이저로
일부 펄스 에너지가 재료에 흡수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5밀리미터에 이릅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부에서 재료를 일시적으로 용해시켜 재료가 재응고될 때

4마이크로미터만 가능합니다. 2개 펄스 사이에 정해진 짧은
휴지는 재료의 응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은 접합 제품의 열팽창에 나타나는 여러 변화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방법에 비해 엄청난 장점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유리나 유리와 실리콘, 유리와 금속, 유리와

빔의 새로운 형상을 위해 팀원들은

TOP Weld 옵틱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초점 폭은

에너지 변조가 없는 표준 공정과의 직접 비교에 따르면, 변조
펄스 에너지는 단 1.8와트의 동일 평균 레이저 출력으로 최대

사람들의 통상적인 개념에

고압은 초점 주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초점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용접할 수 있는 갭 크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료의 조합들을 접합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접합부는 초고강도이며 기체나 액체가 통과할
펠릭스 짐머만(FELIX

수 없습니다. 산업 환경에서 이러한 접합부는 현재 접착제나

유지하면서 레이저 빔을 길이 방향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ZIMMERMANN)은

고도로 복잡한 레이저 공법을 이용하여 제조되고 있습니다.

균일하게 분산된 레이저를 통해 더욱 일정하고 더욱 커진 대형

TRUMPF의 레이저

용해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우스 빔에 비해 더 큰 갭도 해결할

새로운 빔 형상과 큰 갭을 해소할 수 있는 성능에 힘입어 이제

응용기술센터에서

레이저는 제1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추가적인

엔지니어링 팀 동료와 함께

사전에 부품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심은 전체 가공 길이에 걸쳐

유망한 신형 레이저 공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더이상 접착제의 경화나

표면 상태 등으로 인해 레이저는 트랙을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적용된 부하 형식에 따라 재료 자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밀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접착제를

그리고 레이저는 단 4마이크로미터의 공차로도 성능의 한계에

강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된 공정을 향한 결정적인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 환경에서 제대로 실행된 실험이

진전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플랜지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단한 레이저 용접 심을 생산하는데 1mm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산업 제조 현장에서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빔 형상은 초점 공차 측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합니다.

제작자들에게 접착제나 그보다 복잡한 공정 외에는 대안이

즉, 초점 크기의 확대는 레이저가 심 위치의 제품 공차와 전이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다른 옵션을 제시하게 되었습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히 복잡한 용접

니다.

형상에 중요한 이점입니다. 따라서 레이저는 제품 전체를 스캔하고

이로 인해 제품이 소형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설계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생산 전환 TRUMPF의 자체 생산 라인은 이미 레이저가
접착제를 대체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광케이블

안정된 용접 심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가우스 빔에서 이를 시도하면
디징엔(Ditzingen)에 위치한 TRUMPF 레이저 응용기술

이러한 광케이블의

공정은 금방 실패하고 맙니다.

보호 유리 캡은

센터 엔지니어링 팀은 공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팀원들은

재료의 특정 부위 한 점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온과

10

팀원들은 커다란 갭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레이저 자체에 어떠한 수정을
가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레이저 에너지의 시간-변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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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은 특히 의료기기와 소비가전, 초소형 전자공학 부문 고객
에게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 공정은 이 기술을
산업 제조에 적용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TRUMPF

과학자들은 종전까지 가우스 빔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투명재료를
용접했습니다. 이는 유리에 국소 초점을 생성하며, 레이저 출력이

펄스를 이용한 갭 해결

Privat, Gernot Walter

레이저 빔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재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레이저로 용접됐습니다.

에서 보호캡을 접착제 대신 용접으로 접합하고 있습니다. 투명 소재

연락처 : Felix Zimmermann,
전화 : +49 (0) 7156 303-32391, Felix.Zimmermann@trumpf.com
L A S E R C O M M U N I T Y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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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M I S ING N E W F I E LD S

트랙
14 - 광학과 빔 전송
15 - 센서와 공정 모니터링
16 -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17 - 이차 빔 소스용 레이저
18 -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정의 이해
19 - 새로운 빔 소스

미래의 소리
리마스터링된 미래

이저는 산업용 공구계의 스마트폰입니다. 이와
같은 2개의 선구적 기술이 세간의 찬사를 받으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 같습니다. 스마트폰과 레이저는 오늘날에도 공학의
기적이지만 사람들은 두 기술이 수행하는 기능에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두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더 이상 놀라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는 달리 레이저 가공은 현재 중대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연구진과 개발자들은 다양한

60년이 지나도 레이저는 정확한 건반을 칩니다. 빛을 도구로써 사용하는 여러 새로운
저희에겐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립니다. 연구진의 추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방법들은

현장에서 경계들을 동시에 허물고 있으며 그 경계 너머의
전망은 실로 장관을 이룹니다. 여기에는 수천 개 초점으로
전환된 빔, 거의 감각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자의식”에
근접한 성능을 갖춘 기계, 새로운 제어 형태의 빔, 기존에
은폐된 심연에 대한 통찰력 등이 포함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완전히 환상으로 보였던 일들이 머지않아 제조 현장을
채울 것입니다.
업계의 레이저 사용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10~20년 전까지 경쟁우위를 점하는데
필요한 것은 레이저를 현장에 비치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근사한
마킹 레이저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레이저 가공을
개별 공정이 아닌, 전체 공정의 일부로 보기 시작해야 새로운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계 전문가들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퍼즐을 맞추느라 분주합니다: 빔이 가공품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공품에 도달한 빔이 하는 일은

리를 들어본 적
레이저 기술의 소
저 60주년을
있으십니까? 레이
별한 재생목록을
기념하기 위한 특
p://sptfy.
들어 보십시오: htt
ight
com/summerofl

정확하게 무엇인가? 제품 가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잠재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의 전체 생산 공정 속에 레이저와
레이저 기계를 통합하는 최상의 방안은 무엇인가?

어떤 해답은 질문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기술의 미래를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레이저를 제대로 활용
하고 싶다면, 이어지는 페이지에 소개되는 유망한 내용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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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틱과 빔 전송

센 서와 공 정 모니터링

Suddenly taking control again

최초의

5축 기계는 정밀공학의 절정이었습니다: 기계는 마이크로미터 정확도의 위치와
각도로 제품을 옵틱 아래에 두면, 옵틱은 보지도 않고 챔버 내에 불을 뿜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런 마구잡이 작업은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품 X를
기계에 넣으면 옵틱 내의 센서는 즉시 제품의 종류와 소재, 위치, 용접점을 파악하고, 레이저는
정확한 곳에 정확한 깊이로 용접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정렬하게 되어 정신
촘촘한 간격의 초소형 홀을 뚫는데 성공했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이 경우 분할된 빔은 나머지 999개와 동일한 밀도 분포를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당연히 수천 개의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공정이 천 배 빨라집니다. 앞으로의

동시에 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거대한 생산성의 도약을

과제는 이러한 일관된 파동 묶음을 성형, 만곡, 압착, 확장하고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레이저

파편으로 쪼개어 우리가 동시에 작용하기 바라는 정확한 위치에

빔과 재료가 초점 주변에서 반응하는데 익숙하지만, 지금 전문가

전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 개발이나

들은 재료 속에서 생성되는 레이저 파와 에너지 밀도가 공간적으로

옵틱과는 전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개인적

분산된 초점과 같은 정확한 정의를 선호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의견이 아닙니다!), 향후 10년간 초점은 입문자의 영역으로

사고 방식을 파동 광학이라고 합니다. 광선 옵틱의 주요 모델은

남고, 실제 관심은 회절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델

빛을 광선으로 설명하며 초점은 광선이 하나가 되는 점으로 설명

구성은 엄청난 수학적 노력을 요하는 고도의 복잡한 과제

합니다. 파동 옵틱은 훨씬 복잡하여 레이저 빛을 파동으로, 초점을

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실행되면 레이저 사용자는 지금까지

밀도 분산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이론적 연습문제에 그치지

꿈꿀 수 없었던 용도와 믿을 수 없는 생산성 면에서의 이익을

않습니다. 이는 특정 재료와 용도가 레이저 빛에서 실제로

누릴 것입니다. 응용 파동 옵틱을 이용하면 한 번도 상상할 수

요구하는 기능을 토대로 합니다. 유리는 본질적으로 레이저를

없었던 방식으로 신비한 레이저 파를 형성 및 제어할 수

이용하여 수정 및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절단과

있습니다. 초고속 양자 컴퓨터가 출시되는 즉시 그 어떤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캐리어에서 분리되는 OLED층과

차세대 혁명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레이저는 양자

같이, 레이저 리프트 오프 공정에서 에너지는 재료 하단에서

전기역학 수준에서 계산 및 조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용하여 기판에서 재료를 분리합니다. 어블레이션 공정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눈을 핀셋 대신 삽으로 제설하는 것처럼, 초점은 라인 빔으로

푸 파이터즈(Foo Fighters)
The Colour and th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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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복잡한 픽스처 클램핑이 단순화될 것이고, 기계 디자인도 똑똑해질 것입니다.
최근 레이저 시스템에 설치되는 센서 수가 급증했습니다. 센서는 업계가 현재 자문하는 무수한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엄격해지는 품질 및 정밀도
기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과 인공지능, 기록용
데이터를 캡처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화 수준을 어떻게 강화
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환경을 감지하고 주변 세상을 인식 및 해석하는 능력을
기계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접이나 마킹의 깊이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는 상황이 잘못
되었을 경우 상세한 기록과 신속한 개입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은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예를 들어 설정된 입열량을 초과하면 레이저 출력을 자동으로
줄이며, 레이저 헤드가 원하는 접합 경로에 도달하면 멈춰 세웁니다.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센서가
산업 현장에 진입하고, 레이저 옵틱에 적용되면서 공정 진행도 직접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센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여, 데이터가
필요한 인공지능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없이 직접
가공할 위치를 식별하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표면 어블레이션을 하는 등의, 기계의 인식
기능이 없다면 불가능했던 영역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응용기술을 설계하고 실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가공 매개변수 데이터베이스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대다수 프로그래밍 업무는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레이저 기계에 제품을 공급하면
필요한 업무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곧바로 가공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레이저 마킹
에서는 이미 이러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외 다른 레이저 애플리케이션도
앞으로 선례를 따를 것입니다.

Buzzcocks
Do It

변형됩니다. 또는 레이저 빔은 천 개로 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a g a l o r t n o c g n i k a t yl n e d d u S

수

년 전에 레이저 전문가들이 극초단 레이저 펄스를 이용하여 마침내

Suddenly taking control again
L A S E R C O M M U N I T Y # 30

15

wE

[ 3/6 ]

[ 4/6 ]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이차 빔 소 스용 레이저

길이가
are

anything

you want

We are
tuned

프

just to
do it, oh yeah

로그래밍 로봇이 기계 A와 기계 B를 연결하는 브릿지를 최초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각각의 기계는 자체적으로 작동
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양방향 연동형 생산 공정에서 기계들을
연결합니다. 물리적 제약이 없고 매개변수만으로 형성되는 레이저 빔은
완벽한 연결의 수단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서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을 완료하려면

It’s nothing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런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시는 디지털화로,
원격 유지보수나 원격 상태 감시와 같이 실생활 응용에 막대한 영향을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입자가속기 터널에서 생성되는

상태를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동식 레이저

경질 X레이는 종전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자연에 대한

구동 입자 방출기를 이용하여 교량 전체에 X선을 투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

사할 것입니다. 입자 방출기를 이용하면 몇 시간 만에

일까요? 이런 입자가속기는 안정된 디스크 레이저의

교량에 수리가 필요한지 알 수 있으며 교량은 이 시간

사용에 힘입어 머지않아 소형 자동차 크기로 실험실과

동안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빔 소스는

병원에 도입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안전성 또한 제고할 것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다른 방사선에 레이저를

항만 당국은 화물 컨테이너를 개봉하지 않고 고해상도

집중시켜 간접적인 빔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경질 UV광으로

접근법은 플라스마 방사나 테라헤르츠파, 전자 및

수술대와 의료기기를 소독하여 초고속 소독을 사용할

중성자 방사, 극자외선광(EUV)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 있습니다. 가능한 용도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방사 형식을 생성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

것입니다. 레이저로 생성되는 입자 흐름을 이용하여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새로운 응용의 토대를 마련하고

원자로 폐기물에 충격을 가하여 감쇠율을 1만 년에서

있습니다. 비파괴 재료 시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 몇 주로 단축하는 개념과 같이 언뜻 보면 믿기

레이저 구동 X레이나 중성자 빔 소스는 아무리 작은

어려운 개념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라도 탐지하기 위해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하면 핵폐기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고출력

안전 관련 부품을 일상적으로 검사할 것입니다.

레이저는 핵융합의 꿈도 이루고 있습니다: 레이저

이런 개념은 전체 구조물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도 X레이 흑체 방사는 마침내 수소와 헬륨 또는

전문가들은 현재 철제 거더(girder)를 검사하기

듀테륨과 트리튬을 압축하여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

위해 교량을 폐쇄하고 여러 곳에 구멍을 뚫어 교량

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치는데도, 트렌드 추종자들이 지루하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가용성과 가동 시간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용자는 그들의

but
We’ll

레이저 시스템이 항상 안정적으로 동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과 소비가전이 레이저를 도입한 이후 상황은

더 급박해졌습니다. 두 업계가 시스템 가용성에 대한 요구
기준을 극한의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의 기대는 현재

mechanics

play it

레이저 기술 부문 전체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업종에 희소식입니다.
연구업계에서 오랫동안 인내하며 견딘 사용자들도 광범위한 가용성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100퍼센트에 가까운 가용성 전망이 가시권

또한, 그 사이에 인공지능(AI)이 공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AI의 장점은
주로 생산계획과 같은 비물리적 공정에 있어왔지만, 꾸준히 기계 영역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센서와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이러한 전자 두뇌는 전혀 새로운 레이저 가공 전략을 제시하고 학습능력이

automatically
Polysics
Domo Arigato Mr Roboto

늘수록 공정의 각 단계를 개선하고 종국에는 연결된 기계의 프로그래밍도
스스로 맡을 것입니다. 이는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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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
Starlight

AdobeStock / viktoria_ngm

내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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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통한 공 정의 이해

새로운 빔 소 스

Eagles of Death Metal
Complexity

1970

년대 이후 빔 소스 개념이 본질적으로 CO2와 고체, 다이오드, 그리고 파이버를 토대로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많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높은 펄스 에너지와 높은 평균 출력에서부터 더 짧은 펄스와 빔 품질 개선에 이르기까지
레이저 시스템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용 레이저의 신기록 달성을 위한 레이스와는 별도로, 괄목할 만한 주요 발전은 무엇일까요?
첫번째로, 파장 범위의 증가입니다. 이론상 우리는 이미 가능한 모든 파장에서 레이저 광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출력을
찾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같은 장애물은 모든 주파대에서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디스크 레이저의 신뢰도는 산업용으로 가능한
모든 색상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그린 레이저로, 비철금속에 대한
흡수율이 좋아서 e-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에 완벽한 답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특정 파장을 가진
강력한 빔 소스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점차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레이저와 다이렉트 다이오드 레이저, 그 외 레이저들은 초소형
형태로 꾸준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휴대폰에서부터 수술실까지 모든 시스템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자동차에서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환경 스캐닝이나 품질 관리와 같이 전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초 개발업체들은 이미 광케이블에 레이저 미디움을 같이 패킹하여, 레이저 발생과 동시에 전송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빔 소스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는 대다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오래된 개념이 어느 수준까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론은 어렵지 않지만, 비쌉니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시도하는 것이
더 저렴했습니다.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돌렸을 때의
결과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레이저 용접과 같이 현장의
모범적인공정전략은행운과근면함이기묘한조화를이루는경향이

The Smiths
There’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있었습니다. 물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실제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가장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연산력은
저렴해지고, 발전한 센서와 연결성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공급하며, 가공 속도 및 정밀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고를 이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에 대입할 가치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시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는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사에서 겹치기 및 모서리 용접의 키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키홀에 영향을 주는 물리력은 레이저
출력이나 용접 속도, 이동 거리와 같이 선별적인 매개변수에 따라
굉장히 복잡하고 가변적입니다.
일정한 제조 수준에 도달하면 새로운 일을 무작위로 시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네럴 모터스사는 정교한
모델과 풍부한 연산력을 적용하여,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새로운 용접 공정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정밀하고 재현 가능한
예상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몇 년 뒤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모델과 AI 기반 시뮬레이션은
공정의 이해를 제고하고 완전히 새로운 가공 전략을 구현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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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하는 동안

레이저 기술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배스 교수는 1961년부터 이 분야의 무수한 혁신을
담당해 왔습니다. 미완의 연구, 다이오드 레이저의 놀라운 잠재력, 그리고 TV 리포터로 나선
배스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스 교수님, 교수님의 연구개발 업적이 셀 수 없이 많을 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이아몬드는 손상을 유발

아니라 전설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깨지 못한 문제(Nut)가

하지 않고 고출력 레이저 광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있으셨나요?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다이아몬드의 흥미로운

사실 견과(Nut)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제 경력에서

점은 높은 열전도율입니다. 즉,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거울,

온갖 난제에 맞서 온 것은 분명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렌즈, 코팅 등의 광학 소자는 출력을 유지한 채 고출력 빔의

연구 전체는 지금 생각해도 괴롭습니다.

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없이도 이미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출력을 소분하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한 8년 전 동료와 함께 합성 다이아몬드, 특히
CVD 다이아몬드의 광 특성 연구를 해달라는 다이아몬드

대형 광학장치를 이용해야만 높은 열입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이용하면 더 견고한 소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생산 회사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UV부터 10마이크로미터

레이저기술의
마이클 배스는 1961
년에 레이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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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Schmidt / Fotogloria

창립 멤버에 속하는

파장대 까지 레이저 흡수에 대해 우수한 결과를 얻었죠. 그러나

비싸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단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자 조사하는 다이아몬드의 결정

그렇죠. 하지만 높은 가격은 인위적입니다. 모든 문제가

성장축 지점에 따라 강도와 색상이 다양한 보라색 발광이

귀금속 산업과 가격을 제멋대로 정하는 딜러가 세운 독점사업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우리가 이미

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합성

달성한 결과에 만족하였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다이아몬드를 저렴한 대량 생산 제품으로 바꾸는 것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변 발광은 다이아몬드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레이저 시스템의 광학

성장 과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 연구를

소재로 그만큼 잠재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누가 제 연구를 빨리

미완으로 남겨둔 것이 아직도 저를 괴롭게 합니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음, 사소한 문제였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저 기술에서 다이아몬드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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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다시 서른 살이 된다면, 어떤 연구를 하고

거의 끝났습니다. 새 채널은 올해 출시할 예정이에요.

싶으세요?

저도 출연한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극초단 레이저 펄스죠. 이 연구 분야가

“제가 다시

흥미진진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이 되는

텔레비전으로 제2의 경력을 쌓으신다구요?

물리학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빛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재료와

정확하게 어떤 방송입니까?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하니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분야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겁니다!

생물학이나 화학, 물리학 등 응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제가 구상하는 방송은 의학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무엇보다 재료 가공의 용도도 무한하죠. 다시 서른 살이 된다면

의사한테 받는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위해 보다 단순한 옵틱 시스템과 견고한

싶어요.

구성을 개발해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균 출력을 높이는

서른 살이
된다면,
극초단
펄스
레이저
연구를 할
겁니다.”

연구를 할 겁니다. 이토록 놀라운 기술을 더 개선하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업계의 활용률도 더 늘어날 겁니다.

레이저하고는 무관한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대생활에서 레이저와
무관한 게 있겠습니까?

레이저 기술을 위해 모색해야 할 개발은 또 뭐가
있을까요?

훌륭한 질문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60년대에 가장 대중적인 레이저가 반도체 다이오드 레이저가

정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정치도 컴퓨터와 휴대폰, 파이버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레이저

옵틱의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비롯한 현대 생활은

프린터에서부터 데이터 습득 장치,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모든 분야가 통신기술에 의존하고, 모든 통신기술은 레이저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있어요. 그리고 아직 더 많은 곳에 사용될

의존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레이저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수 있습니다. 재료 가공에서 다이오드 레이저는 주로 고체

침투한 속도를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예요. 저는 항상 1980년이

마이클 배스 교수

레이저를 펌핑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레이저를 개조하여 빔

우리에게 2개의 기적을 선사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미국이

레이저 기술의 창시자에 속하는 배스 교수는 레이저가 최초로

품질을 개선하고 파장 범위를 늘리면 훨씬 우수한 펌핑 레이저로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로 소련을 이긴 것이고, 두 번째는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역할을 펌핑 레이저로만

수백만 명이 그 경기를 텔레비전 생중계로 봤다는 것이죠.

제한해야 합니까? 저는 향후 다이오드 레이저를 더 개선한 다음

세계 최초로 저손실 옵티컬 파이버가 개발된 후 불과 10년 만에

수많은 수상 성과를 자랑하는 배스 교수는 2019년 플로리다

더 많은 재료 가공 용도에 직사 빔 소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레이저 기반 파이버 옵틱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기가 송출된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현재 플로리다

생각합니다. 아마 극초단 펄스까지도 말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펄스를 방출한 직후인 1961년부터 레이저를 연구해 왔습니다.
배스 교수는 고체 및 다이 레이저와 반도체 레이저의 용도,
옵티컬 파이버, 파이버 레이저 모델 개발에 참여해 왔습니다.

베로 비치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도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달성한 비결은 뭘까요? 교수님은 연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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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수많은 발명품을 내놓으셨습니다. 혁신을 창조하는데

구현하는데 필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제 말은 훨씬 중요한 발명은

다행스럽게도 인터넷 덕분에 학계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정식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차 과정에서 등장한 발명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교수가 된 제자들과 협업하고 있어요. 극초단 펄스가 광학 소재에

학생들에게 자주 설명했던 대로, 창의성은 행복한 사고의 결과인

즉, 혁신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연구하는 동안 일어나는 것이라고

손상을 유발하는 특수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경우가 많아요.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1973년 서던캘리포니아

할 수 있어요!

공간에 같이 있지 않아도 연구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시작하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박사과정 학생들이 쓴 논문을

마자 저는 내시경으로 환자의 궤양 출혈을 발견했지만 치료

그렇다면 구체적인 비결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꾸준히 받고 있는데, 항상 기분 좋게

방법이 없어 절망해 있는 위장병 전문의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연구실이나 개발 부서 책임자들은 창의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논문을 읽으며 최신 추이도 놓치지

우연히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레이저를 위장으로 유도하고 출혈을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때문에

소작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혁신적인

말할 겁니다. 모든 이들이 커피머신 주위에 서서 새 아이디어를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를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실제로 그랬고 특허도 받았죠.

하나씩 떠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바라며 도서관의 카드 파일을 샅샅이 뒤지며 보냈던 시간을

하지만 당시에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파이버가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최근 프로젝트는 좀 다릅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파이버를 개발하는 연구에

획기적 발전은 강요하거나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착수했고 다른 연구진들에게도 이를 독려했습니다. 이것이

새 아이디어는 떠오르기도 하고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어떻게요?

개발 과정이에요. 궤양 출혈 문제에 자극을 받아 의학에 사용될

한 친구가 플로리다에 지방 방송 TV 채널을 개설하는데 그걸

수 있는 신형 옵티컬 파이버를 개발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돕고 있어요. 최근까지 텔레비전 업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혁신이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개발한 것들은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우선 현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처음에는 실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매번 그 아이디어를

L A S E R C O M M U N I T Y # 30

Marc Schmidt / Fotogloria

아직도 연구에 활발히 참여하십니까?

“레이저 기술에서
다이아몬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성공과 실패의 이유는 미스테리인 경우가 많아요.

미칠 일이겠군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가 되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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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티타늄 형상 기억 합금용 SLM

광학 부품의 적층 제조 및 후가공

니켈-티타늄 형상 기억 합금은 높은 탄성과 인체 최소 침습 요법에

고출력 레이저와 천체 망원경에 사용되는 금속 거울에 사용되는

적합한 특성 때문에 자가 확장 스텐트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층 제조 알루미늄 부품의 품질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X레이 영상의 가시도는 낮습니다. 홀리 레이 베이커(Hollie

그리고 이런 부품의 원가는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요? 아메드

Leigh Baker, 28)는 잉글랜드 버밍엄대학(University of

마문(Ahmed Maamoun, 37)은 캐나다 맥마스터대학(McMa-

Birmingham) 박사논문의 일환으로 선택적 레이저 용융(SLM,

ster University)에 제출한 박사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Selective Laser Melting)을 이용하여 팔라듐을 함유한 형상

아메드 마문은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습니다.

5G를 이용한
승리

기억 합금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

연구 결과는 앞으로 다양한 용도의

했습니다. 이는 합금의 생체적합성과

알루미늄 부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내식성, X레이 가시도를 개선합니다.

합니다.

논문 전문은 온라인에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

https://etheses.bham.ac.uk/id/

http://hdl.handle.net/11375/24032

eprint/9155/

제조 분야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5G의 도래로 스마트 제조는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입니다.

툴로써 사용되는 빛의 전망은 어떨까요?
청년 연구자 4명의 연구는 향후 전망에 대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신형 5G 셀룰러망의 속도가 이전 세대인 4G보다 몇 배 더 빨라지더라도 5G 자체가 일반 휴대폰
사용자의 삶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에서는 최대 10Gbps에 이르는 신뢰할 수 있는
통신속도와 무선 저지연 제어 시스템, 이전보다 단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의 증가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고대해온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산업용 기계가 다른 기계와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거대한 데이터 용량을 동시에 전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한
생산 계획과 방대한 공정 데이터의 자동 분석 등 많은 혜택이 생기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5G는 기존 기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심층 데이터 캡처 방식을 구현합니다.

크리스찬 바우어(Christian
Bauer) TRUMPF R&D
머신툴 기초기술 책임자이며,
커넥티드 산업 및 자동화를 위한

베어링강의 레이저 표면 경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절단 품질 개선

5G Alliance 이사회 멤버로

니로즈 마하르잔(Niroj Maharjan, 29)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레오니 타첼(Leonie Tatzel, 28)은 독일 칼스루에기술연구소

또한, 5G 규격과 향후 발전을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박사논문에서 레이저

(KIT) 박사논문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레이저 절단 품질을

안정적입니다. 기업이 산업용으로 마련된 3.7-3.8 GHz 주파수 대역에서 자체 5G망을 설치할 수 있는

정의하기 위해 다른 산업 주체와

표면 경화로 생산된 강철의 미세구조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개선하는 방법과 공정 매개변수와 기계 상태가 절단면의 속성에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독점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론상 인접한 네트워크의

협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극초단 펄스 레이저는 강재 표면을 복원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레오니 타첼의 목적은 절단 공정을

매우 적합합니다. 논문은 업계에서 기어나 베어링, 샤프트,

자동으로 최적화하고 어떤 자재 혹은 기계 공차라도 원하는

그리고 그들의 부품에 사용되는 경화 공정에 중요한 통찰을

절단품질을 맞춰주는 레이저 절단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형 셀룰러 통신 표준은 프로세스를 지연시키지 않고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기업은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생산 데이터를
캡처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G는 와이파이와 같은 유사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비해 훨씬

활약하고 있습니다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5G는 디지털 통신을 위한 매우 안정적인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신형 셀룰러 통신 표준이 보편적으로 채택되려면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현명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HDR(High Data Rate)과 저지연, 대규모 사용자 등 5G의 세 가지 장점을 동시에
최대로 활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각 사례에 가장 중요한 장점을

자세한 정보:

선택해야 합니다. 한가지 방법은, 독점 네트워크를 각기 다른 역할에 맞게 최적화된 하위 네트워크로

https://dr.ntu.edu.sg/

이미지: 개인 소장품, Atelier Bauer Karlsruhe

분할(slicing)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5G는 겉으로 보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 제조를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5G를 심층 학습할 때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TRUMPF는 여러분
에게 필요한 조언과 지원,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RUMPF는 5G-ACIA(5G Alliance for
Connected Industries and Automation)의 공동설립자이자 적극적인 회원사로 지난 몇 년간 5G의
도입에 필요한 기술과 규제 구조를 실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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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갑시다!

[물질 이동을 위한 4개 개념]

할로우-코어 파이버를 이용한
미세 운반

02

60년 전 세계는 최초의 레이저 섬광을 목놓아 기다렸습니다.
엔지니어, 연구원 및 미래 학자는 통신 및 수술에서 재료 가공 등에 이르기까지
레이저 번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긴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이 아무리 크더라도 행성간 여행을 위한 슬링샷 효과나 원자 트랩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03

04

광 핀셋
개념: 레이저 광선의 밀집된 빔은 입자에 두가지
힘을 가하는데, 하나는 빔 전파 방향을 따라,
하나는 최고 밀도의 지점에 가해집니다.
이 두 힘은 빔 초점에 입자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거나 초점을 움직여
입자를 이동시킵니다.
용도: 생체 세포 관측, 세포 안에서
실험과 분석 도구로 현미경
유리 입자를 조작
예: 세포막 내부나 표면에서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세포 변형
https://en.wikipedia.org/
wiki/Optical_tweezers

01

행성간 우주여행을 위한 상승
개념: 레이저 빔의 양자는 모멘텀을 물체에 전달하고 가속시킴으로써
물체를 광속에 가깝게 추진시킬 수 있습니다.
용도: 머나먼 태양계 개척 미션을 띤 제너레이션 우주선의
가속을 위한 레이저 추진
예: Kim Stanley Robinson의 소설 Aurora
스포일러 주의: 귀환 우주선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ww.goodreads.com/book/show/23197269

마그네토(MAGNETO) 광 트랩

26

Gernot Walter

개념: 각각의 원자는 3 쌍의 역 전파 레이저 빔이 교차하는 지점에
고정된 후 자기 코일에 의해 포집됩니다.
용도: 양자 현상 관측,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달성
예: 양자컴퓨터
https://en.wikipedia.org/wiki/Magneto-optical_trap

개념: 레이저 빔의 빛의 압력은 미세 구조화된
광섬유의 할로우 코어로 입자를 통과시키거나
유체 유동에서 입자를 고정시킵니다.
용도: 초소량 재료나 단일 생체 세포 운반 및 조작
예: 초소량 화학물질을 세포에 운반하여
광학적으로 활성화
https://www.ncbi.nlm.nih.gov/pmc/
articles/PMC618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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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R K ING

엔
진이 굉음을 내고 라이더는 가파른 절벽 앞의 급격한 커브에

자동차산업의 부품 코드 체계와 마찬가지로, 모터사이클도

온 신경을 집중하며, 그의 뒷바퀴는 진흙과 흙을 내뿜고 있습니다.

전체 수명주기가 끝날 때까지 부품을 추적할 수 있는 마킹이

힘겨운 가속 끝에 라이더는 위기를 탈출합니다. 앞바퀴가 거칠게

필요합니다. 레이저 마킹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내려앉고 엔듀로 바이크는 먼지를 뿜으며 가속합니다. 오프로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오스트리아 회사는 그들의 2020년

모터바이크 레이스는 거친 라이더와 거친 소재의 영역입니다.

신형 바이크를 위해 특별한 요구를 했습니다. 스테들러에
따르면 “회사는 마킹 스테이션에서 부품을 수동으로 옮기거나

부르릉(VRROOO O M)

K TM / Gernot Walter, Lukas Pilz / Fotogloria

모터사이클 제조사 KTM은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여 신형 오프로드
장거리 바이크의 머플러에 로고를 각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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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시키지 않고 머플러 외부에 85x20mm 식스데이즈
로고와 내부에 부품 코드를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TRUMPF의 최대 마킹 시스템 TruMark Station 7000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리한 전환 하지만 이 기계의 넉넉한 공간도 처음에는

플로리안 스테들러의 목표는

머플러 내외부를 마킹하기에 너무 작았습니다. 스테들러에

머플러를 가공하는 동안

따르면: “수동 개입 없이 모든 마킹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제품 이동없이 내부와 외부에

쉬운 것 같죠 - 정말 그럴까요?

회사는 가공 구역의 지그를 꺼낼

멋진 기능

오스트리아 회사 KTM은 오프로드 스포츠

공압 회전 드라이브가 포함된

모터사이클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회사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회전 장치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근사하게 생긴 거친 바이크 말입니다.

시스템

KTM은 모터사이클 기술의 개선을 모색할 뿐 아니라 제품에

했습니다.”

대한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신형 모델을 주기적으로 출시하고

개조에 필요한 CAD 데이터와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최신 식스 데이즈(Six Days) 한정판

인터페이스를 공급했습니다.

모델의 특징은 특히 눈길을 끕니다: 머플러에 레이저로 새겨진

KTM은 현재 개조된 TruMark

식스 데이즈 로고는 이렇게 인상적인 오프로드 기계를 제조한

Station 7000 기계 두 대를

회사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특징은

가동하고 있으며 매일 머플러 약

언뜻 드라마틱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700개에 마킹 작업을 실시하고

마킹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KTM의 플로리안 스테들러

있습니다.

(Florian Stadler) 산업공학 생산 공조 책임자는 “머플러는

고체 레이저는 거친 레이스 후에

산화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이빙은

두꺼운 진흙에 가려지는 짧은

현실적으로 이런 디자인 특징을 강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순간을 제외하고 완벽한 가독성을

이라고 합니다.

유지하는 선명한 마킹 결과를

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슬라이딩 테이블을 설치하고,

제어장치를

업데이트

TRUMPF는

TruMark

이

5050

도출합니다!

고대비 머플러 KTM은 레이저를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공정을
시도했습니다. 스테들러는 “시제품 단계에서부터 레이저의 고대비
마킹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KTM은 수 년간 TRUMPF 마킹 시스템을 이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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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KTM Components,
Florian Stadler, 전화:
+43 7744 20240-206,
Florian.Stadler@kt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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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와 레이저가 서로 친해지는 법을 익히면
수십 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국제구리협회는 10년간 얇은 구리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모색했습니다.
넥상스(Nexans)는 단 일주일만에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국

우리 이야기는 1년 전 5월의 화창한 어느날 시작됩니다. 두 남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리는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레이저 빔으로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7층 호텔 테라스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고

가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게러는 오래 전부터 이것을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 흔히 비유되는 “우주의 중심”을 배경으로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는 진지한 대화에 빠져 있습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수십 억 달러 시장 에게러의 아이디어가 결실을 거둔다면

찾았다는 듯이 행복해 보입니다. 고민이 있는 남자는 구리를 사출,

ICA에게는 경사가 될 것입니다. 구리는 열교환기 업계의 주요

가공 및 사용하는 전세계 기업의 이익을 증진하는 조직인 국제

쟁점입니다. 구리관을 사용하고 있는 난방 시스템과 냉장고,

구리협회(ICA)의 대표입니다. ICA는 10년 이상 길이는 수

공조 장치 수백만 대의 이익이 걸려 있으며 약 160만 톤의

킬로미터에 이르지만 직경은 5밀리미터 미만인 얇은 구리관

구리가 사용되는 시장입니다. 고객은 점점 더 컴팩트한

제조 공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는 랄프

열교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을 더 축소시켜야 합니다.

에게러(Ralf Egerer)로 이미 제조공정의 형태를 어렴풋이

하지만 소형 구리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경 5밀리미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랄프 에게러는 세계적인 케이블 및 케이블 시

미만은 비철금속 용접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스템 제조사 넥상스(Nexans)의 기계 및 자동화 부서를 이끌고

불가능합니다. 구리관은 대량생산되기 때문에, 산업계가 필요로

있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효율성과 신속성,

얇은 구리관 문제를 설명하는 ICA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재료를 아낄 수 있으며 가급적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을

에게러의 머리에 넥상스가 독일 하노버 현장에서 제작하는 기계가

갖추는 것입니다. 구리를 위해 이런 공정이 존재한다면 제조사와

떠오릅니다. “우리 회사는 주사 바늘용 튜브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ICA 회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막관용 특수 성형 및 용접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계는 초박형

이날 5월 아침, 에게러는 타임스퀘어를 둘러싼 마천루를

스테인리스 띠에서 가장 좁은 튜브를 형성하며, IR 레이저가

감상하다가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직감합니다.

튜브를 정확하게 용접하여 육안으로 이음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사무실과 아파트, 레스토랑의 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마침내 서로 잘 통하는 완벽한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녹색
레이저광은 직경이
5밀리미터 미만인 구리관을
용접합니다.
1시간에 1km, 하루 24시간.
Gernot Walter, Ricardo Wiesinger / Fotogloria

마음에 남아 있던 문제를 설명합니다. 다른 남자는 이미 해법을

에게러는 구리와 레이저가 공생관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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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그것을 맡겨”라고
에게러(EGERER)는 과감하게
도박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두께 0.08mm의 구리 스트립은
코일에서 기계로 이동되고, 여기에서
원형 모양으로 성형되어, 연속적인 심을
가진 튜브로 용접됩니다.

가동되는 공조장치가 못 해도 수백 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수치는 에게러의 직감을 확인하며
실제 수요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IEA의 추산에
따르면 전세계 건물에 설치된 공조장치는 현재 16억 대에서
2050년 56억 대로 증가할 것입니다. 에게러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 ICA 대표를
바라봅니다: “나한테 맡겨.”

용접용 그린 레이저 에게러는 하노버로 돌아와 업무에
착수합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구리와
레이저의 까다로운 조합에 대한 솔루션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IR 레이저를 이용한 구리
용접은 오랫동안 해오던 공정이지만 구리에서 연속 용접 심을
만들 정도로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접 깊이도
변화가 클 뿐만 아니라, 스패터도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에게러가 말했습니다. 최대 난제는 용접 중에 흡수 거동의

그린 레이저는 실제로

급격한 변화입니다. 구리는 저온 상태에서 높은 반사도를 나타

전기자동차 구축을 돕기

내며 에너지 입력은 감소됩니다. 구리는 레이저의 5퍼센트만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랄프 에게러는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합니다.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구리가 녹기

에게러의 첫 번째 조치는 레이저 관련 문제를 위해 오랫동안

시작하면 상당한 빔을 흡수합니다. 이런 이유로 안정적이고

협력해 온 TRUMPF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에게러의 타이밍은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린 디스크 레이저는 IR 레이저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기

실제 생산 환경에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독일과

재현 가능한 용접 공정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완벽합니다. TRUMPF가 수 년간의 실험 끝에 마침내 레이저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계에 통합하기도 쉬웠습니다. 기계가 가동되도록

일본에서 최초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에게러는 이미

출력 1kW 그린 파장의 디스크 레이저를 개발하는데 성공했기

몇 가지 매개변수만 최적화했을 뿐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첫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515나노미터 파장의 그린 레이저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때문입니다. TRUMPF가 그린 레이저에 주력한 것은 사실

ICA 대표와 열전송 기술 부서의 동료를 비롯하여 행사에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파장의 그린 레이저는 구리에 제대로

e-mobility 때문이지만(6페이지 참조) 에게러는 별로 망설이지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두께가 0.08mm밖에 되지 않는 구리

결합하여 흡수율을 최대 40퍼센트까지 증가시키며 안정적인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저한테 필요한 겁니다!”

Ricardo Wiesinger / Fotogloria

용접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 레이저는
대부분 구리의 표면 속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구리 표면이

일주일만에 생산 준비 완료

연마되거나 변색되었더라도 동일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도착하자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단 일주일만에 에게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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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행사에서 개조된 용접기를 선보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본인의 업종에서도 충분히

그린 레이저가 하노버에

L A S E R C O M M U N I T Y # 30

스트립에서 직경 2mm의 관이 고속으로 제조되는 것을 처음
보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5시간 동안 5km,

L A S E R C O M M U N I T Y # 30

심은 결함이 없고 치밀하게 밀폐되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처 : Nexans Deutschland, Ralf Egerer,

에게러는 “전에는 불가능했을 열교환기 디자인과 제조 공정을

전화: +49 511 676-2017, ralf.egerer@nex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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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홀과
아인슈타인
WHERE’S
the
Laser?

혹은 과거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이유.
레이저는 60년 전에 발명되었지만, 저한테는 영겁처럼 들립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예측한 대로 중력파의 존재를 입증한 것도 레이저 간섭계였습니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하루 종일 레이저를
연구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른다면 저는 웜홀을 통해

다소 과장될 수 있지만 다양한 서적과 전기,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과거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웜홀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미국의 물리학자 시오도어 메이먼이 수술용 레이저를 최초로

유지되고 시공간 연속체의 상이한 지점을 연결하는 통로를

시연하던 1960년이었다면 저는 실험실 조교가 되고 싶었을 것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여행은 실현 가능합니다. 시간

같습니다. 메이먼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40년전 유도방출

여행의 수단에 대해서는 엘런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 프로젝트

이론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광선이 작동하는

우주선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레이저의 탄생을 목격한 후, 저는 우주선으로 돌아와 시간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메이먼에게 지금 레이저로 할 수

지체 효과 덕분에 떠날 때에 비해 거의 같은 나이로 지구로 돌아

있는 놀라운 일들을 죄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메이먼이 옳았으며

올 것입니다. 광속에 가까운 엔진 가속을 통해 저는 우주를 잠깐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문제를 찾는 해법”이라고 했던 수많은

여행하지만 제 시간은 지구의 시간보다 느리게 이동할 것입니다.

용도를 찾았다고 안심시켜주고 싶습니다.

저는 2020년 착륙하여 레이저의 6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에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간 여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Laser Community의
아타나시오스 칼리우디스

물론 이 모든 것은 저의 귀환 여정이 나비효과를 유발하여

서적과 영화, TV 시리즈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저의 미래 존재와 레이저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 일종의

공상과학 영화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칼리우디스, 메이먼

할아버지 패러독스(grandfather paradox)를 초래하지 않는

에게 레이저가 얼마나 찬란한 발명품인지 말할 수 없다니 애석

다면 말이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죠? 엄지손가락만 한
엔진 부품이요. 독일 철도청 (Deutsche Bahn AG)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있습니다. 2015년 “Mobility goes additive” 사업을

레이저와 관련된 칼럼을
정기 연재합니다.

출범시키기 위해 임가공 단체가 합류했습니다. 그 후,
이들은 TRUMPF 기계로 열차용 금속 부품을
프린팅하여 독일 철도사업자에게 신속하게 납품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열차를 더 신속하게
운행 정상화 시켰습니다. 처음 4년 동안,
총 7만 개 부품을 프린트했습니다. 어,
저기 열차가 오네요!

합니다. 아니, 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과거나 미래의 시간이 있나요?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athanassios.kaliudis@trump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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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Huber / Unsplash

Gernot Walter

결국 우주에 대한 현대의 인식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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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D 프린터를 이용한 신속 지원을 이용하고

(Athanassios Kaliudis)
편집장은 대중문화의 소재로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꿈은 시간을 여행하는 모든 상상을 펼쳐낸 수백 편이 넘는

정시 운영. 열차가 연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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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고 짧고, 강한 X레이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European XFEL(European
X-Ray Free-Electron Laser)이 최저 파장
0.05나노미터까지 동 위상의 X레이를 생성하는
장소입니다. 과학자들은 펨토초 수준의 극초단
펄스폭과 조합하여 원자수준의 물질 구조의
3D 영상 및 이미지를 제작할 수

LASERCOMMUNITY.31 호는 2020년 하반기에 출간됩니다.
지금 가입하여 최신 이슈를 놓치지 마십시오: trumpf.com/s/lc-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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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Jan Hosan / Sechsnull.de

0.05 nm

함부르 크 지하의
길이 3.5킬로미터의 터널에는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