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 people and photons

생명의 맥박
생명을 구하는 의료기기에 도움주는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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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2020년 12월

지속적인 동반자
2020년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아직 코로나19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직장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전과
같지 않으며 코로나19는 지속적인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가까운 미래에 해결책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수개월 간의 사태가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Laser Community가 그러한 언급을 하기에 적합한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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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Maus-Strasse 2, 71254 Ditzingen, Germany; www.trumpf.com

그 과정에서 물론 오래전에 제 천직이 된 레이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레이저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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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샘플을 훨씬 빨리 가열하여 바이러스 시험 속도를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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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므로 총 처리 시간을 수 시간에서 수 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광과 반사광 간의 주파수 편차를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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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위조 백신에 대한 의심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 방사는 수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에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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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표면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좋은 소식이며 특히 위생 예방 조치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편집  	 Die Magaziniker GmbH, Stuttgart, Germany;

주요 수단인 시대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Florian Burkhardt, Martin Reinhardt

따라서 이번 호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의료기기로 돌릴 기회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결국 TRUMPF의 관점에서 의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니까요. 내시경, 안과용 겸자, 스텐트, 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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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기와 같은 의료기기들은 제조업체가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생산 공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높은 기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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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레이저 기술의 힘은 고관절 대치 및 크라운은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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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나 두개골용 정밀 이식물 프린팅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적층 제조는 레이저를 툴로 선택하여 의료기기 부문에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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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상당한 도전 과제로 우리 모두가 맞서 있는 팬데믹 시기인 2020년 겨울에 공개됩니다. 저는 코로나19의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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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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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료기기용 레이저
법적 요구사항: 냉정함. 품질: 생명 구조. 혁신 수준: 높음.
이것이 의료기기 부문에서 레이저를 제조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뉴스 및 후보
“EUV 팀의 광양자 에이스가 Deutscher Zukunftspreis (독일
미래의 상)를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쓰고 싶었던 만큼,
정말 사실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던 시점에 이
번 호가 인쇄되고 있었습니다. 후보 명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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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7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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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레이저 대 유해한 바이러스.

과학자들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glory

출력과 빛을 결합합니다.

EUV 팀에 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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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악
이번 호에서는 바이러스를 최소한 세 번 이상 주제로 만나게 될 것
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바이러스를 악당으로만 보고 있
지만 이는 유용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더 확실히 알아보려면 6, 14,
23페이지를 살펴보십시오.

레이저 대 팬데믹

24

실험실로 이동

ahead

고속 LMD 용접: 크리스찬 마이어(Christian Maier)의 기업

펀칭 프레스를 위한 24시간 서비스.

목표는 얇은 파우더 층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기술적 극최고
위치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호황기

26

배기 단열 시스템에서 실행:

“버튼 한 번으로 나노 입자”
스테판 바르치코프스키(Stephan Barcikowski) 교수는

Isolite는 방대한 규모의 3D 절단을 사용해

나노 입자 생산을 혁신하고 레이저 기술이 화학 분야를 정복할 수

수요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4

세균 박멸

30 p o p

식품 산업을 위한 위생적 육류:

소식을 전해 주세요, Holo Doc?

UV 레이저와 바이러스는

31		 w h e r e ’ s t h e l a s e r ?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22

고양이 아래에 있습니다.

4 .0

일까요? 잠시 고민하던 HAIL-TEC의 CEO인 알렉산더 렌즈
(Alexander Renz)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제 사
무실 옆에는 스와비안 품종의 소를 위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거길
나가보면 어떨까요?” 이 회사가 정면돌파를 하는 방법은 8페이지
에서 알아보십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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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웃을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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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togloria / Jan Hosan,Adobe Stock / Natallia, Carsten Behler

시골의 환경에서 첨단 기술을 촬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

Fotogloria / Tobias Gerber, Adobe Stock / Gorodenkoff

산과 소

Fotogloria / Tobias Gerber, Gernot Walter, TRUMPF

마침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데이터 표준!

10

단열

L A S E R C O M M U N I T Y # 31

14

위생적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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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파워
5

EUV 팀, Deutscher Zukunftspreis (독일 미래의 상) 후보로 선정
자율 주행 자동차든, 인공 지능이든,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든,

EUV 리소그래피의 배경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모든 유망한 미래 기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욱

마이크로칩 생산을 향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는 파장이 13.5

강력한 마이크로칩과 같이 더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프로세스

나노미터인 극자외선(EUV) 광선을 생성하여 실리콘 웨이퍼를

처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EUV 리소그래피는 바로 이것을

비춥니다. 마침내 이 기술은 이전의 기술보다 훨씬 축소된 회로

가능하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펄스 레이저, 역대

배열 방식을 개척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더 많은 처리량을 달성할

가장 정밀한 미러, 2,000개 이상의 특허, 수년간에 걸쳐 한계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극복하는 데 매진해 온 열정적인 엔지니어 팀만 있으면 됩니다.

EUV 리소그래피 장비는 고진공 챔버, 거대한 레이저, 내부의

것에 대한 소식이 독일 연방 공화국의 최상위 공직자에게

수많은 광학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까지 전해졌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이러한 구성요소를 제조하는 업체는 네덜란드 기술 회사인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Steinmeier) 연방 대통령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연관된

ASML입니다. TRUMPF는 EUV 광선을 생성하는 레이저를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 세 명을 권위있는 독일 미래의 상 후보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ZEISS는 이 광선을 모으고

선정했습니다. TRUMPF의 마이클 코스터(Michael Kösters),

초점을 맞추는 고정밀 광학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ZEISS의 피터 쿠르츠(Peter Kürz), Fraunhofer Institute

전체의 무게는 약 180미터톤에 달하며 레이저 하나가 45

for

만 개 이상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TRUMPF), 세르게이 유린

IOF의 세르게이 유린(Sergyi Yulin)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금까지 제조된 모든 종류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된 툴”

(Fraunhofer IOF)(왼쪽에서

Zukunftspreis상은 경제 및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그와 같은 의미의 말로 이를 설명합니다. 상을 받을 자격이

기술 및 자연 과학 분야의 탁월한 성과를 기리기 위한 상입니다.

충분합니다.s

찍은 코로나 바이러스
(SARS-CoV-2) 사진:
곧 적에 대항하기 위한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X-레이 레이저는

거대한 레이저는 인간과
바이러스 간의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함부르크시 아래에 있으며 100펨토초 미만의
듀레이션과 1나노미터 미만의 파장을 지닌

숙주와 바이러스 간의 전투는 분자 싸움
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악명이 자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는 사실 바이러스가 세포 내의
특정 분자에 달라붙게 해주는 고도로 특수화된

Precision

Engineering

오른쪽으로). 그들은 EUV
리소그래피를 위해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펄스 레이저
중 하나의 앞에 서 있습니다.

전자는 갑작스러운 정지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가속화되어 광자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들여보내게 만드는 유인책 역할을 합니다. 결국,

Accelerator Laboratory 팀에서 살아 있는

면역 체계가 특정

대장균의 분자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2017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의 SLAC National

년에는 영국, 독일, 미국 과학자들의 협업으로
바이러스 단백질의 공간 구조가 원자 수준의

면역 체계의 지지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연관

세밀함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추가

과정에

수행하는

팀이 바이러스 단백질의 입체 녹음을 더 빠르게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차원 분자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구조와 프로세스 중 변화하는 방식이 중대한

생화학적 프로세스 중에 단백질이 형태를 어떻게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 직전에

변화시키는지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

생화학적

분석을

돌기를 분리하면 분자 수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전자

현미경의

발명

덕분에

마침내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수

바이러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X-레이 현미경이 원자

이제 재료에 빛을 비추는 X-레이 레이저를

수준의 세밀함으로 바이러스와 그 단백질을

이용해 이러한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레이저는 초단 펄스로 동 위상의 X-

이길 수 있습니다.

레이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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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r Zukunftspreis / Ansgar Pudenz

이 전투에서 나노미터 수준에서 일어 나는

CDC/ Alissa Eckert, MS; Dan Higgins, MAM; Jan Hosan / Sechsnull.de

됩니다.

6

and

수상 후보로 선정됨: 피터
쿠르츠(ZEISS), 마이클 코스터

얻습니다. 수 킬로미터 길이의 터널에서 이러한

같은 거대한 X-레이 레이저는
데 도움이 됩니다.

Optics

Deutscher Zukunftspreis

X-레이 레이저는 자유 전자에서 광자를

단백질입니다. 다른 단백질은 세포가 바이러스를

분자, 즉 항체와 반응하게

Applied

펄스를 방출합니다.

이곳 함부르크에 있는 것과
바이러스의 약점을 파악하는

다시 말해, 이는 차세대 마이크로칩입니다. 개괄적으로

일련의 눈부신 파트너십 덕분에 물리적으로 가능해진

X-레이 레이저의 도움으로

적과의 대면!

G L O RY

P OW E R

칩(Chip), 칩,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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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l-Tec는 최상급 첨단 기술을
제공합니다.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
라인이 이 기술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렌즈(Renz)씨, Hail-Tec는 모든 종류의

펀치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새로운 펀치를 제공하죠.
핵심은 우리가 초단 펄스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에 TRUMPF

그러니까 레이저는 훨씬 빠르고...

TruMicro

레이저와 DMG Mori의 5축 레이저 기계 가공

훨씬 정밀하죠! 싱커 EDM 목적으로 툴 전극(즉,

시스템으로 이 기술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작업물에 전달되는 음의 형태)이 제작됩니다. 전극은

우리가 디지털 CAD 모델에서 결점없이 직접 툴을

밀링 가공되므로 불가피하게 특정한 편차가 발생합니다.

생산하면서, 공정을 상당히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툴은 마모 및 파손되어 작업물의 부정확성으로

알렉산더 렌즈(Alexander Renz)
는 스와비안의 벽촌에 진정한
첨단 기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언제나 날카롭고

Hail-Tec의 막강한 22개 팀은 단

그 공정이 그렇게 탁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제나 정밀합니다. 탄화물의 세밀한 입자 크기 덕분에

24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새로운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해 매우 부드러운 방식으로

평균 거칠기가 0.1미크론에 불과하며 캐비티의 내부

재료를 어블레이션하여 원하는 형상을 얻을 수

모서리 반지름이 최대 0.03mm인 극히 섬세한 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수한 부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있습니다. 초단 레이저 펄스를 사용하므로 작업물에는

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후 연마

수 있다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열이 거의 유입되지 않으며 열이 유입되는 위치에서는

공정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고정된 파라미터 세트 덕분에

매우 국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근의 원자가

결과를 완전히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스탬핑 및 펀칭 툴을 생산하는 임가공 회사입니다.
이는 개별 구성요소가 중심이 되다 보니
까다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들립니다.

언제나 신속한 편인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스탬핑/펀칭 업계의 고객은
초경합금 또는 분말 야금 합금 소재의 툴로 작업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수백만 개의 자동차 부품을

가공이라 부릅니다. 이는 금속에 장력이 누적되는 것을

이 풍부한 첨단 기술은 또 다른 질문을 떠올리게

방지하여 펀치의 수명을 연장하며 이는 우리 고객에게

하네요. Hail-Tec은 스와비안 유라의 중심인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창밖으로는

있습니다.

스와비안 버팔로가 보이는군요. 이렇게
과거에는 이러한 펀치와 스탬핑 프레스가

목가적인 곳에서 그런 첨단 기술을 다루기에

됩니다. 이 때 펀치는 신속하게 교체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제작되었나요?

충분한 전문 인력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에 우리가 개입합니다.

보통 고객은 싱커 EDM을 이용해 사내에서 제작

정말 도전이었죠. 이 지역은 인구가 매우 적고, 대중

했지만 이 공정에는 수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싱커
EDM 중에 작업물에 상당한 열이 가해져 미세한
구멍이 생기며, 이는 결과적으로 재료에 피로를 야기해

탄화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블랭크를 가져옵니다.

Fotogloria / Tobias Gerber

펀칭하는 툴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게

일반적으로 말해서, 각 고객은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위한 초미세 구조를 생산할 수

가열되기 전에 원자가 증발하며, 이를 “콜드” 레이저

펀칭하는 데 사용되죠. 펀치, 즉 판금에서 부품을

어떤 의미인가요?

펀치를 공급하고 3D 형상을

A H EAD

초단 펄스 레이저의 도움으로,

“ 레이저는
괴짜들을
시골로
끌어
들입니다.”

교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TRUMPF의 초단 펄스
레이저와 같은 새롭고 흥미진진한 기술은 기술만 아는
괴짜들을 시골로 끌어들이기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직원은 40km의 통근길도 기꺼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TRUMPF의 초단 펄스 레이저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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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togloria / Jan Hosan

3D cutting

탄소 배출 표준이 더욱 엄격해진 것은
Isolite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중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는
배기 시스템을 단열할 방법을 모색 중이며
Isolite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solite는 천재의 손길과 결합된
대규모 3D 레이저 절단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황기

(BOOM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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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cutting

배
“Isolite에는

3D

“탄소 배출량
감소에 주목한
이후 우리는 수요
급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레이저 기계를

배기 후처리를 위한 단순한 경험 법칙이 있습니다. “더

달합니다.

뜨거울수록, 더 깨끗하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 500여

프로그래밍하는 정규직 프로그래머가 2명 있습니다.”

요나스 보엣처,
Isolite 비즈니스 개발 관리자

명의 직원을 두고 루트드비히스부르크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인
Isolite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제품

수년 사이에 Isolite의 수익은 3배로 증가했으며, 전문

하프쉘이 펀칭되거나 딥 드로잉되면 레이저 셀 내부에 배치되며

분야는 고온 단열 시스템입니다. Isolite의 실질적인 전문

여기에서 오버행이 절단됩니다. 공차가 0.5mm에 불과하므로

지식은 적열부터 백열 상태의 컴포넌트까지를 정렬하는 단열
재료 층 내에 핵심이 있습니다. 얇은 스테인리스강 쉘이 단열
자재를 압축해 기계 및 기술 시스템, 터빈, 엔진 및 배기 시스템

반드시 정밀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파이버 매트는 형상 내에
정확히 들어가야 하며 하프쉘은 정확하게 닫혀야 합니다.

내에서 사용되는 관련 컴포넌트의 형태에 정확하게 맞도록

“Isolite의 컴포넌트는 까다롭습니다. 그냥 레이저 셀을

제단된 밀폐 블랭킷을 형성합니다. 단열재를 가능한 한 가볍게

구매해 절단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프쉘을 다시 적재소

유지하기 위해 초박형 판금 쉘을 이용합니다.

위에 내려 놓으며 보엣처가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컴포넌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더 뜨거울수록, 더 깨끗하다”
얇은 판금으로 제작되었으며 길이가 거의 1m에 달하는
해당사의 스테인리스강 쉘 중 하나를 들고 있는 Isolite의
비즈니스 개발 관리자인 요나스 보엣처(Jonas Boettcher)

Isolite에는 보통 기존의 다지점 클램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조절 가능한 클램프를 이용해 여러 지점에서 판금을
고정합니다. 하지만 Isolite의 판금은 겨우 0.15mm정도

가 다시 강조합니다. “배기 온도는 입자 필터와 촉매 컨버터의

두께인 경우가 많아 하프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버행이

성능과 관련해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점차 떨어져 나가면서 컴포넌트가 살짝 탄성회복이 되고, 전체

이를 이해했을 때 배기 시스템 내의 열은 번거로움이 아닌

절단 과정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진동이 작업물로 유입됩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요즘 제조업체가 매니폴드부터 배기

이로 인해 정밀하게 전달된 레이저 빔이 공차를 준수하기가

파이프 직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컴포넌트를 단열 자재

어려워집니다.

및 스테인리스강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보엣처는 “탄소 배출량 감소에 초점이 집중된 이래
우리는 수요 급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부정확성을 그냥 허용하거나 진동을 보상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애초부터 방지하는 편이

상단:
스테인리스강 외부 쉘의
딥 드로잉 형태(왼쪽),
3D 레이저 절단 최종 형태
(중앙),
제거 후 오버행(오른쪽).
하단:

실제로 더 낫지요.” 무진동으로 절단하기 위해서는 작업물을

Isolite “레이저 궁전”에서

정신없는 종류들 모든 단열 옵션을 위해 특별한 형태로

가능한 한 넓은 표면에 놓고 아래로 눌러야 합니다. 몇몇 대량

작동 중인 20개의 3D 레이저

제작된 스테인리스강 쉘이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저가

배치(batch) 제품에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경제적으로 실행할

관련됩니다. 속도는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 사항에

수 있지만 최대 2,000가지에 달하는 변종에 이를 어떻게

해당하며 바로 이것이 Isolite가 진정한 3D 레이저 절단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의 궁전을 건설한 이유입니다. 루트비히스하펜에만
하나의 공장 현장에 20개의 더블캐빈 셀이 있어 하루에 최대
28,000개의 쉘을 절단합니다. 보엣처는 “3D 레이저 절단은

보엣처는 이 점에 대해 침묵을 지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를 해냈다는 사실뿐입니다. Isolite는 이제

대량 생산, 유연성 및 정밀도 등 우리의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각 작업물 전체를 조이고 고정할 수 있으므로 최상의 정밀도

충족하는 유일한 공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및 최대의 속도로 절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엣처는 이를

Isolite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중간

절단 셀

달성한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규모의 배치(batch)와 대규모 생산도 진행하므로 유연성이
컴포넌트 형상은 수시로 바뀝니다. Isolite는 고객의

Fotogloria / Jan Hosan

필수적입니다.
연락처 상세 정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약 2,000가지의 변종을 생산하고

Isolite GmbH, 요나스 보엣처(Jonas Boettcher), 비즈니스 개발 관리자,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나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화: +49 621 91109 463, Jonas.Boettcher@isolite.de

일부 하프쉘의 길이는 6cm지만 어떤 것은 거의 1.5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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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박테리아를
공격 및 파괴하고 있는
일군의 파지(파란색)

세균 박멸
UV 레이저와 친화적인 바이러스는
세균과 싸우고 닭고기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연합군입니다.

신선한 닭고기는 세균의 천국이며, 캄필로박터와 살모넬라는

나중에 레이저 기술과 파지를 가능한 한 최상의 방식으로

당사의 요구사항에 맞게 레이저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두 박테리아를 위해 우리는 파지의

특히 인간에게 위험합니다. 둘 모두 매우 쉽게 확산되며 심각한

결합하는 것으로 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축장의 작업 환경은 반도체 산업보다 훨씬 더 혹독하기

형태로 남은 세균을 제거하는 고도로

때문입니다.

전문화된 세척 군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대 박테리아 하지만 UV 레이저 자체로는

미해결 문제 우리는 현재 개념 개발 단

모든 박테리아를 박멸할 수 없습니다. 고기 속의 수분이

계에 있습니다. 이는 비용 효과를 고려

일부 박테리아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합니

해야 하므로 공정 속도도 고려해야

다. 파지를 이용한 바이러스 공격은 이러한 저항 주머니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성요소가 극히

파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레이저 조사가 고기 내의

견고하고 세척하기 간편해야 하는 등

모든 박테리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면 파지는

혹독한 조건에 맞춰 조정하는 것도

특정 박테리아만을 공격하는 특정 파지를 통해 고도로

과제일 수 있습니다. 레이저가 고기

표적화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요 적인

주변을 회전하게 할 것인지 고기가

캄필로박터와

레이저 앞에서 회전하게 할 것인지

회사는 도축장에서 감염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레이저 대 박테리아 UV 레이저 광선은 박테리아를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입법에 따라 닭을 염소로

파괴합니다. 식품 업계에서는 상당 기간에 걸쳐 이 기능을 연구해

세척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금육을 더 안전하게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장이 약 260나노미터인 UVC 방사선이

만들기 위해 병원성 세균에 대항할 수 있고 시행하기도 쉬운

선택됩니다. 그 에너지가 단백질과 박테리아의 DNA에 쉽게

추가적인 “방어벽”이 모색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노버 레이저센터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못하고 대부분

(Laser Zentrum Hannover e.V.,LZH)에서 당사와 당사

사멸하게 만드는 직접적이고 대단히 파괴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메브 볼베버(Merve
Wollweber) 박사는
Laser Zentrum Hannover
e.V.에서 식품 농업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임무는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금육 오염물 제거

이 방법은 시험관에서 극히 잘 작동하지만 우리는 UVC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생산 라인 내에

방사선이 육류 표면의 박테리아에 훨씬 덜 효과적인 것을

매끄럽게 통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발견했는데, 이는 표면의 성질(모서리, 채널, 구멍, 물, 지방 등)

레이저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여기에 소개된 프로젝트의 이름은 “레이저 적용 및

로 인해 박테리아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구조화된 표면 오염 제거를 통해

우리는 육류 속으로 더 깊게 침투할 수 있는 파장이 더 긴

절단 전후에 가금육의 미생물 오염 최소화”(ODLAB)입니다.

방사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15나노미터로 작업 중이며

프로젝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두 가지의 해결책을

이는 UVA와 UVB 선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고 가시광선의

찾고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UV 레이저의 표면 조사를 통해

스펙트럼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서는 활성 메커니즘이 조금

세균을 제거하고 또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표적화 방식으로

다릅니다. 분자를 직접 파쇄하는 대신, 광선이 산소와의 화학

육류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

결합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산화는 분자를 손상시키고

또는 짧게 “파지(phage;고대 그리스어 “파괴하다”라는 의미의

결과적으로 박테리아를 손상시킵니다.
이 기술은 향후 폭넓은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하여 파괴하는 바이러스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TruMicro 고성능 나노초 레이저를 활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않습니다. 초기에는 두 접근 방식을 서로 독립적으로 추구하다가

이유 때문입니다. 이 UV 레이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및 생체의학 응용 분야를 위한

private

말에서 유래)"라 부르는 이것은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만

그녀는 농업, 식품, 환경 기술

대규모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TRUMP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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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두통, 설사, 구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가공

살모넬라에

대항하기

위해

미오비리대(Myoviridae)과에 속하는 파지와 매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특정한 캄필로박터 파지를 배포합니다.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문제는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순서입니다.

바이러스를 고기에 묻히면 이것이 확산되어 캄필로박터

레이저로 시작한 다음 파지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

및 살모넬라와 접촉하며 박테리아에 자체 유전 물질을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파지로 시작한다면 파지를 방해하지

주입합니다. 그러면 박테리아는 파열될 때까지 파지를

않도록 레이저를 교정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지는 레이저는 닿기 힘든 깊은

당사는 파지 적용 개념을 개발 및 평가 중인 German Insti-

곳의 주머니에 도달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tute of Food Technology(DIL)와 협업하여, 레이저와 파지

UV 레이저라는 뭉툭한 도구를 이용해, 우리는 넓은 영역

처리가 고기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에 존재하는 수많은 세균을 쓸어버립니다. 비유를 계속하자면

에는 실제 도축장 환경에서 작동하는 시연 모델을 공개할 예정

이는 표면을 쓸어냅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이것으로 충분하지만

입니다.

캠필로박터(위)와
살모넬라(아래)는 신선한
닭고기에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식품 업계의 문제입니다.

캄필로박터와 살모넬라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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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용
레이저
법적 요구사항: 냉정함.
품질: 생명 구조.
혁신 수준: 높음.
이것이 의료기기 제조에

눈 부신 빛이 허용되지
않음: 레이저로 텍스처

레이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효과를 낸 표면 마감은 수술
기구가 빛을 반사하는 것을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방지합니다. 레이저 기술의
수많은 응용 분야 중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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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d i c a l d e v i c es

M e d i c a l d e v i c es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수십 년간 지속적인
수요 증대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쟁과 규제 부담이 막중합니다.
더욱 효율적인 생산 공정과 스마트
네트워킹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

플레넘(PLENUM), 브라질 상파울루 소재

되는 나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나사는

품질 검증 프로세스에 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얼핏 보기에는 3D 프린팅과 대량 생산이 어울리지

3mm부터 최대 6mm에 이르는 다양한 직경으로

수 있었습니다. 승인은 2019년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너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의료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음 단계인 다른 보건 당국(예: 미국의 FDA)의

느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뼈 대체

인증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티타늄 합금 분말로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수출 시장을

재료 및 이식물 제조업체로서, 당사는 중대한 이점을

프린팅합니다. 복잡하고 생체 공학적이며 세밀한

공략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고품질의 제품이 승리할

알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이식물의 체내 통합을

표면 텍스처는 육안으로 확실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품질은

최적화하고 치유 과정을 가속화하고 수술 후 합병증을

이 기술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므로

3D 프린터에서 비롯됩니다.”

줄여주는 특정 표면 텍스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브라질 보건 당국의 승인 과정에서 매우 상세한

방법입니다. 당사의 경우, 치과 이식물, 더 정확하게는

문서들을 요구했습니다. 당사의 파트너인 TRUMPF

턱 안에 삽입되어 실제 치과 보철물이 장착되는 토대가

도 압박을 느꼈지만 결과적으로 기계 문서 자료 및

혁신 및 승인
알베르토 블레이(Alberto

의료기기 산업은 상당히 안전한 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제품에서 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지속적으로 견고하며 사실상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마킹이 유일한 옵션이었습니다(21페이지 참조). 업계 내에서 레이저는 고품질,

그리고 프린팅된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드는 회사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생산성이 높은 처리 방식, 극대화된 유연성의 조합 덕분에 절단 및 용접 도구로서

임플란트 나사.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용 압박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미 이 부문의 강력한

사실상 필수적입니다(20페이지 참조).

Blay), 플레넘의 CEO,

기관은 언제나 새로운 입법을 기꺼이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제약 및 항공과 함께

오래된 개척자의 부상 하지만, 의료기기 분야의 가장 비약적인 혁신적 도약은

의료기기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레이저 기반 3D 프린팅 기술 덕분에 발생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이 부문의 사고

한편으로 이는 위에 설명된 경쟁 압박을 완화시킵니다. 시장의 잠재적인 수많은

방식과 제조 방식에 실질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플레이어가 높은 진입 장벽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문은 이미 3D 프린팅의 개척자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치과 보철물과 뼈 이식 등의

한편으로는 확고히 자리 잡은 회사도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맞춤형 제품을 위해 3D 프린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하는 데 초점이 집중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되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그들의 경험 덕분에 현재 엔지니어는 ‘대량 생산
측면에서 3D프린팅의 이점은 무엇인가?(19페이지 참조)’라는 새로운 영역을

두 번째 허니문 궁극적으로 의료기기 부문은 다른 모든 제조 업계와

탐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혁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디지털화된 생산 공정이

레이저 제조업체도 의료기기 산업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TRUMPF

더욱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개념, 상태/품질 데이터

는 오랫동안 해당 분야를 겨냥한 새로운 레이저 응용 분야와 디지털 제품 개념을

기록을 위한 센서, 대량 데이터세트에 대한 AI 기반 분석, 다시 말해,

개발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레이저 시스템은 장비 및 측정 검증 측면의

인더스트리 4.0의 배너 아래에 속하는 모든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잡한 요구사항에 쉽게 부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 및 준비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이러한 모든 경향(예: 치열한 경쟁, 규제 압박, 높은 수준의

3D 프린터를 이용해
대량 생산된 제품: 치과
임플란트를 위한
기능적인 표면 마감

최근 TRUMPF 실험실에서는 전통적으로 혼합되지 않던 유리와 금속,

혁신과 디지털화)은 공장 현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즉 레이저 기술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레이저 공정을 고안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이

도입 증대로 이어집니다.

공정은 접착제와 같은 첨가물 없이 유리와 금속을 결합할 수 있게 합니다.

의료기기와 레이저 기술은 약 25년 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Fotogloria / Claus Lehmann

추진력이었던 혁신 정신을 더욱 고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적 및 초국가적

이는 의료기기 부문에 희소식이며 예를 들어 국소 외과 수술을 위한

수많은 용접 작업(예: 심박 조절기)과 수많은 절단 응용 분야(예: 스텐트)는

카메라와 조명이 탑재된 내시경의 생산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오랫동안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수행되는 경우에만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도 텍스처도 수술실에서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반사 방지 마감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허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업계 동향으로

처리된 수술 기구는 외과의의 눈부심을 줄여주어 수술을 더 용이하게

인해 레이저 처리의 장점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으며 레이저 기술 자체의 발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레이저 간의 우호적 관계는 오래 지속될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킹의 영역을 예로 들자면, 미국 Unique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Device Identification(UDI) 요구사항이 2020년에 마침내 유럽연합에서 의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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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 d i c a l d e v i c es

M e d i c a l d e v i c es

다양성 및 생산성
레이저 튜브 절단 및 레이저 용접은 15,0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제품을 처리합니다.
리차드 볼프(RICHARD WOLF GMBH), 독일
크니틀링겐 소재
“당사는 인체 의학용 내시경 제조업체이며, 2020년
5월의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정 발효일은 우리에게

칼 슈토르츠 (KARL STORZ SE & CO. KG), 독일 투틀링겐 소재

중요한 날짜였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여러

“당사는 시스템 공급업체입니다. 다시 말해, 당사는 조명, 광원, 수술대, 전기수술

차례의 소독 후에도 여전히 기계 판독이

제너레이터, 내시경, 수동 기구 및 기타 장비가 완비된 턴키 수술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요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지만 제조의 수직적 범위가
매우 폭넓은 편입니다. 15,000종 이상의 제품이 모든 규모의 배치(batch)로
사내에서 제작되며 이러한 제품은 여러 구성요소 그룹으로 분할됩니다. 따라서
유연성과 짧은 설비 교체 시간은 당사 생산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며

가능해야 하는 UDI(고유 장치 식별) 코드가

카밀라 코니르-어반(Kamilla

이제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의무 사항이

Konig-Urban),

되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년 동안 레이저

칼 슈토르츠
제조 기술 부서 책임자,

마킹을

15,000가지 제품 중

사용해

왔습니다.

당사는

UDI를

준수하는 마킹 방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단 펄스

7가지 제품과 함께

25년간 레이저 재료 가공 방식을 사용해 온 주요 이유이기도

레이저를 이용한 혁신적인 마킹 기술로 전환했습니다.

합니다. 레이저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은 생산성 및 신뢰성

초단 펄스 레이저로 구현한 블랙 마킹의 품질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향상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내시경용 튜브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빛을 흡수하는 강철 표면의 미세한

절단을 예로 들면,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면 툴을 바꾸지

텍스처를 의미합니다. 이 마킹은 깔끔하고 무광이며 무엇보다도 내구성이

않고 새로운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수합니다. 품질에 관해서는 블랙 마킹을 황금 기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훨씬 더 빠를 뿐만 아니라

입열이 매우 낮아서 작업물에 눈에 띄는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품질도

더

좋습니다.

절단면에

버(burr)가

리차드 볼프의 산업
엔지니어링 소속과 완벽한

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면 작은 직경의 곡면 등, 모든 영역에 어떤
문제도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TRUMPF의 마킹 시스템에는 방금

입열량 덕분에 뒤틀림 없이 얇은 튜브를 제작할

새겨진 코드에 대해 즉시 삼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수 있습니다. 용접과 관련해서는 저입열 방식의

있습니다. 코드가 있으며 올바른 위치에 배치되었는가? 결과가 표준에

첨단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접합부를

부합하는가? 새겨진 내용이 올바른가? 이는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성능을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어 막대한 마감 작업의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마킹 스테이션은 SAP 시스템과 직접 인터페이스로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생산 속도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레이저가 서버에서 마킹 콘텐츠 자체를 찾아오고,

빨라지며 탁월한 효율성 덕분에 에너지

모든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콘텐츠를 다시 기록하거나, 이를 문서화

Fotogloria / Tobias Gerber

없어 마감의 필요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적은

소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당사의 레이저 기술을 대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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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덕분에 작업이 훨씬
간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UDI 준수 마킹. 또한 관련 디지털 문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보안 및 문서화

Fotogloria / Tobias Gerber

있는 대안 공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20

마쿠스 린하트(Markus
Lien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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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C

i4.0

더 빨라진

레이저 에너지(A)를 흡수해

A

가열된 금 나노 입자(B),
바이러스 DNA(C)

B

더욱 신속한 검사 PCR

새로운 방법을 통해 샘플 내의

검사는 “내게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한
황금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반응 단계를
촉진하기 위해 샘플을 반복적
으로 가열하고 냉각해야 하므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수 시간이
걸립니다. 금과 레이저가

이는 레이저 광선을 흡수하고
그 열을 DNA 분자에 전달

합니다. 그 결과,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분자를 표적화
방식으로 가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화시킬 수도

총 처리 시간이 약 15분으로
단축됩니다.

과학과 연구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연합군의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빛의 힘을 이용합니다.
팬데믹 처음과 끝의 두 가지 예시.

레
이
저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대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는 부품, 도구 및 운송 차량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에만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추적 시스템에 대한
산업 표준이 확립되었습니다.

DNA를 금 나노 입자와 결합할

팬
데
믹

마침내!
하나의
표준 확립!

X 회사에서 방금 Wi-Fi 라우터를 구매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설정을 마쳤는데 태블릿이 신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X 회사에 연락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서비스 담당자가
묻습니다. “태블릿을 당사에서 구매하셨나요? 아니라고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적 시스템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이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 제조업체의 장치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단일화된 산업 데이터 전송 표준인 옴록스(omlox)가
탄생했습니다.
TRUMPF는 약 60개에 달하는 유럽, 아시아 및 북미 지역 산업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 추적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초광대역(UWB) 전송을 토대로 합니다. omlox를 이용해
사용자는 제조업체와 상관없이 모든 작업물, 무인 운송 시스템, 드론, 입/출고 배송품, 툴 등을 거의
센티미터에 가까운 정확도로 실시간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전송기, 데이터 전송

레이저 광선(A)에서, 백신(B)은 특정한
A

인프라, 생산 소프트웨어 또는 개별 기계/구성요소를 공급하느냐는 상관없습니다. omlox를 통해

C
B

QR 코드(D)에 저장된 것과 일치하는

모두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omlox가 간섭이 가장 적은 초광대역 프로토콜을 이용하기는
셀린 다이벤자이허(Celine
Daibenzeiher)는

작업이 “서비스 부품이 실린 트럭의 현 위치는 ...입니다” 등의 대규모 추적 요청만큼 효율적으로

TRUMPF New Business

처리됩니다. 잠재적인 응용 분야는 기업의 모든 부문 전반에 걸친 개별 작업과 요구사항만큼

Technology에서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모두를 위한 단일 표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더 안전한

안전한 예방 접종 이 백신은 정품일까? 위조 물질로

omlox 추적 표준을 책임지고

차이를 측정합니다. 이 라만 스펙트럼은 특정 물질에서 매우

의심되는 경우 그 답을 얻는 데 현장에서 가용한 시간보다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TRUMPF에서는 개방형 표준인 omlox를 시작으로, 당사의 고객들에게 당사를 포함한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더 많은 시간과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만

TRUMPF

스마트 팩토리 개념이 점차 전면적인 견인력을 얻게 되면 모든 산업의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추적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L A S E R C O M M U N I T Y # 31

분광법은 이 영역의 유망한 잠재적 해결책입니다. 이는

Gernot Walter

모든 제조업체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공하려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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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경우 해당 물질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GPS, RFID, 블루투스, SLAM, 5G 등의 다른 모든 일반적인 위치 신호도 통합합니다.
“주문 X가 레이저 기계에 곧 도착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로드하세요.”와 같은 소규모 위치화

스펙트럼(C)을 보여줍니다.

방사된 레이저 광선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 간의 주파수

L A S E R C O M M U N I T Y # 31

아이디어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백신의 라만 스펙트럼을
“지문”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소량의 백신을 빠르게 분석해
지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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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 마이어(Christian Maier) 회사의 전망은 얇은 코팅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 우위를 난공불락으로 만들 시점입니다.

실험실로 이동

하

하이덴하임에 기반을 둔 기업이자 가문의

중에 레이저 빔이 금속 분말을 작업물 표면에

네 번째 세대인 플로리안 마이어(Florian

융합시켜 견고한 층을 만듭니다. 이 층은 파우더

Maier)가 이끌고 있는 크리스찬 마이어의

조합, 용접 깊이, 그 외 파라미터등을 조정하여

전체적인 명성은 이러한 복잡한 구성요소에

향후의 요구사항에 맞게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A부터 Z까지의 모든 산업

마이어는 당시를 떠올리며 “하지만 처음에는

시스템에서 당사의 구성요소를 찾아볼 수

이 공정이 너무 느리고 표면 마감이 너무

있습니다. 당사의 중점 영역 중 하나는 PET

거칠고 두께가 너무 두꺼워 보였습니다.”라고

용기 생산이며 이 분야에서 당사는 글로벌

말합니다.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전

2018년에 공개된 고속 LMD 용접(EHLA)

접합부는 사실상 모든 응용 분야에서 중대한

이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마이어는 이에 관한

구성요소입니다.

느슨한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TRUMPF 실험실에

부속품이 있을 경우 전체 생산 라인이 서서히

여기에

새거나

호기심 많은 직원 2명을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팅은 부드럽고 형상에 완전히 딱 맞게 입혀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수행하면서 당사의

졌으며 기질과의 결합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해

솔루션이 수년에 걸쳐 전혀 누수가 없는 상태로

졌습니다. 이전 공정에 비해 또 다른 이점은 낮은

유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할 것임을

입열량으로, 이는 깨지기 쉬운 구성요소도 뒤틀림

모든 고객에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정밀한

없이 코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작 솜씨와 얇은 금속막이라는 두 가지
LMD 용접으로 인한

요인으로 뒷받침됩니다.

지식의 확산: 재료

실험실을 위한 시간 마이어는 TruLaser Cell
3000 구매 계약에 서명을 하는 동안에도 다음

실험실에서 팀이 날마다
새로운 분말 혼합물로

거래 밀폐 회전 접합부는 시스템의 두

단계, 즉 재료 실험실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

작업을 수행합니다

움직이는 부품을 연결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했습니다. 결국은 “자체적인 파우더 조합을

샤프트 주위를 회전하는 하우징으로 구성

개발할 수 있다면 타사에서 흉내낼 수 없는

됩니다. 샤프트에는 하나 이상의 길이방향

합금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이어는 전문가

구멍이 있습니다. 이는 하우징 벽면에 있는 링

4명으로 구성된 막강한 팀을 만들어 LMD

형태의 홈과 결합합니다. 샤프트가 하우징 내에

용접을 위한 재료와 파우더 혼합물을 개발하게

삽입되면, 얼마나 강한 힘으로 회전하는지와

했습니다. 마이어는 “당사의 사내 전문 지식이

상관없이 기체, 물, 기름과 같이 뜨거운 PET가

급속히 확장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여러 개의

한 시스템 구성요소에서 다른 구성요소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라며 자랑스럽게

시스템의 구멍과 홈을 통해 항상 흐를 수

말합니다. 레이저 셀은 한 달에 약 2.000개의

있습니다. 이런 정밀한 결합에도 불구하고,

고객 구성요소를 코팅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표면 코팅은 샤프트와 하우징 사이에 어떤

실험실 팀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이는 기존

스패터나 불순물도 없도록 합니다. 마이어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성과를 내는 정도를 넘어섰

“이 코팅은 실린더 벽과 샤프트 사이를 밀폐

습니다.

하고 마모와 파손을 예방하며 접합부를 통해

재료 실험실도 명성을 얻게 되어 이미

흐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합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금속 파우더 개발 주문을 받고

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라인

잇습니다. “부품의 정밀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니다.” 마이어는 기뻐하며 말합니다. 또한

최고 정점에 누가 남게 될지 결정하는 것은 표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LMD 용접 덕분에 이제

코팅입니다.”

마이어는 처음으로 금형 수리와 같은 서비스도

금속 대 세라믹 흥미롭게도 코팅은 해당

기반과

기업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세라믹

습니다.”

F oto gloria / To bias G er b er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당사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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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었

솔루션은 오랜 기간에 걸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어는 “물론 우리는 이 접근

L A S E R C O M M U N I T Y # 31

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연락처 상세 정보: Christian Maier GmbH & Co. KG

“하지만 세라믹은 충분한 포텐셜을 제공하지

Maschinenfabrik, 플로리안 마이어 (Florian Maier), 전화

않습니다.” LMD 용접은 다릅니다. LMD 용접

+49 7321 317 123, gl-sek@maier-heidenheim.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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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한 번으로
																		나노 입자
스테판 바르치코프스키(Stephan Barcikowski) 교수는 레이저로 나노 입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는 레이저 재료 가공이 화학 산업에 얼마나 견제가 되는지 설명하고 나노 입자를 위한
전자동 “커피 머신”이 곧 나타나게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30분간의 레이저 어블레이션의
결과로 얻은 5리터의
나노 골드를 들고 있는
스테판 바르치코프스키 교수.
나노 입자는 볼륨 형태의 원료

바르치코프스키 교수님, 산업 분야에 나노 입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노 입자는 서로 다른 수많은 산업 분야에 응용될 수 있으며
화학 산업에서 특히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다양한 제품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애초에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며 연료
전지, 배기가스 촉매제 및 3D 프린팅 등에 사용됩니다. 나노
입자는 화학 반응을 야기하거나 가속화하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코팅으로 촉매 역할을 합니다.

물질과 다른 색상을 띠는 경우가

금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단을 하든 용접을 하든 드릴링을 하든, 모든
레이저 공정은 나노 입자를 생성하며 이는 연기로 증발합니다.
약 15년쯤 전에, 레이저 텍스처링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기 시스템과 작업물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개조용품
매장에서 파는 연기 배출용 에어브러시 노즐을 사용했습니다.
그 때 스프레이의 물색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재료의 상대적 표면 면적이 넓을수록 반응이 커지는데 나노
입자의 표면 면적은 매우 넓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 1개를 10조각으로 자르면 표면 면적이 100배
커집니다. 즉, 자를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노 입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화학 산업에 촉매 작용을 위한
백금이 필요할 때마다 나노 입자의 형태로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백금의 거대한 표면 면적을 얻기 위해 백금은 소량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조 공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죠. 금 한 조각,
물 한 컵, 레이저만으로 산업 등급의 금 나노 입자를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맞나요?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액체 한 컵”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펄스 레이저”입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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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입자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이 때 우리는 이러한 공정으로
나노 입자를 추출해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점차 현재의 공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금, 백금 또는 은 등의 대상 물질을 액체 속에 넣고 초단 펄스
레이저를 그 위로 유도합니다. 나노초 내에 표면 물질의 미세
입자가 증발하여 액체 속에 축적됩니다.

왜 액체 속인가요? 연기에서 나노 입자를
포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노 입자는 액체 속에서 포착 및 처리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며
이를 “교질”이라 부릅니다. 나노 입자는 반응성이 매우 높고
공기 속에서는 즉시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압력이 더 높아서 레이저 처리 후에 렌틸콩 같은 미세 기포 속에
입자를 가두게 됩니다. 이 미세 기포 속에서는 입자가 초당 1,012
켈빈의 놀라운 속도로 냉각됩니다. 기포는 결국 터져서 나노

L A S E R C O M M U N I T Y # 31

Carsten Behler, Gernot Walter

나노 입자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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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를 액체 전체에 퍼뜨리며 이러한 입자는 서로 뭉치는 일 없이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당사의 입자는 디젤과 연료 전지 모두에서

실온에서 떠다닙니다. 이는 모두 마이크로초 사이에 벌어집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이 안정성의 원인을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롭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물속에서

찾지 못했지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산업의 핵심

생성한 나노 입자의 특성은 더욱 특수합니다. 예를 들어,

요소입니다.

운동학적인 이유로 결함이 더 많죠.

“레이저 기반 공정은 다양한 혼합 비율로 다양한 합금을 체계적으로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완벽합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교수님의 레이저 기반 공정은 나노 입자의

물론이죠! 우리는 나노 입자에 가능한 한 많은 결함이 있길

대량 생산에 적합한가요?

스테판 바르치코프스키는

바랍니다. 고체를 더 작게 만들수록 더욱 각이 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톤 단위의 경우에는 아직 고려 중이지만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의 공업 화학 교수이며

업계에서는 "패시트(faceted; 면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킬로그램 단위의 경우에는 분명히 적합합니다. 수많은 응용

레이저로 분리된 입자 속의 수천 개에 달하는 원자는 이상적인 면,

분야의 경우, 단순히 부피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단순하고

그와 그의 팀원인 빌랄 고크제(Bilal Gökce)는

즉 서로 깔끔하게 들어맞는 면으로 스스로 준비되고자 합니다.

정밀한 방식으로 입자를 생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선구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하지만 너무나 빠르게 냉각되어 고체화되므로, 제시간에 이를

들어, 우리의 레이저 기반 공정은 대규모 산업 연구 분야에서

마칠 수 없습니다. 즉, 면이 절벽면처럼 거친 상태로 남아 있게

스스로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이저 재료 처리 기술이 화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상식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결함”이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시장은 너무나 방대해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결함들이 표면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레이저 생성 나노 입자의 생산과 적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0 Berthold Leibinger Innovationspreis
수상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넓은 표면 면적은 더 많은 반응성으로 변환됩니다.

연구는 언제나 좋은 것이지만 이미 교수님의 레이저
지금까지 화학 산업은 자체 나노 입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노 입자로 수익을 거둘 수 있으신가요?

그들이 귀사의 것을 원하게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조

당사의 나노 입자가 더 낫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듯이, 레이저-

공정의 생산성을 100배나 향상시켰습니다. 추가로 10~100

공유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나노 입자를 위한 전자동 “커피 머신”입니다.

생성 나노 입자는 결함 때문에 반응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더

배까지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이디어가 있기도

3D 프린팅용 파우더입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유명한 철강

두 명의 팀원이 이미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으며 이를 위한 회사를

오래 지속되므로 제품의 서비스 수명이 연장됩니다. 최근에

하고요. 공정은 시간당 약 0.5g의 나노 입자의 속도면 경제적으로

제조업체와 협력 중입니다. 목표는 나노 입자가 섞인 금속 3D

설립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레이저 기계는 책상 위에

연료 전지의 디젤 촉매 컨버터와 전기 촉매 컨버터에 대한

성공 가능해집니다. 이미 시간당 수 그램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프린팅 파우더를 완성해 프린팅 공정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배치되고 그 안에는 대상 물질이 담긴 교체 가능한 카트리지가

두 가지의 유사한 연구에서, 디젤 촉매 컨버터 내에서 질소

그런 다음 이는 일반적인 작은 질량들과 혼합되어 수 천개의 촉매

하나의 레이저 공정이 또 다른 공정을 이끌어냅니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백금”, “금”, “은” 또는 그 무엇이든 버튼을

산화물을 제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당사의 나노 입자가 기존의

파우더 팩으로 만들어져 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습식 화학 기반 등가물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누르면 원하는 나노 입자가 나옵니다. 사용자는 나노 입자를

나노 입자를 이용해 향상되는 다른 파우더도 있습니다.

레이저 기반 공정이 제공하는 다른 이 점에는

생성하기 위해 이를 이해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전기 공급과 물 한 병

습식 화학은 부피에 관한 한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특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레이저 옵틱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업계에는 순수한 금속보다는

모두를 위한 나노 입자인가요?

합금으로 제작된 나노 입자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레이저

정확합니다. 소량을 위한 시장도 상당한 규모이며 그러한

기술이 진가를 발휘하죠. 레이저 기반 공정은 다양한 혼합 비율로

일상적인 분량을 주문하는 과정은 극히 짜증스럽고 불안합니다.

다양한 합금을 체계적으로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완벽합니다.

전자동 기계는 액체에서의 레이저 기반 공정의 수많은 가능성

이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더구나 안정제나 전구체

중에서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나노 입자는 수천 개 또는 그 이하의 원자/분자로 구성됩니다. 특수한 화학적 속성으로 인해 의학 및

Gernot Walter

나노 입자

화학 산업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됩니다.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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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sten Behler

(표면에 잔존하는 습식 화학물질처럼)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합금
나노 입자가 최고 등급의 순도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수고스러운

기업가에게 나노 입자 생산에 참여 할 것을

세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안될 것 없죠. 나노 입자는 미래입니다.

교수님 실험실에서 다음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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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s
the
laser?

고양이 아래에 있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 위에
바닥재를 깔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파이프의
미로를 결코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수리는요? 교체는요? 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발 밑의 온수 파이프가 견고한
내구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는 이유입니다.
플라스틱 소재의 내부 파이프 위에 접착제를

바른 후 알루미늄 파이프로 감싼 형태입니다.
결국 알루미늄도 접착제를 바른 후 플라스틱

하드 록과 레이저가
심장통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코팅으로 둘러쌉니다.
알루미늄 파이프를 밀폐 용접하는 것에 관해,

통증과 고통에 대한
최고의 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헤센 기반의 회사인 Templet은 특수 버전의
TruLaser Cell을 이용합니다. 이는 오버랩 없이
용접 심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빠르고 신뢰할 수 있게

“망할 레이저!” -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2000년대에 방영되었던

부지런히 수행하고 시리즈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적인 특성을

미국 코미디 드라마 Scrubs의 두 번째 시리즈에 등장한 크리스

습득해 자신만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AI와 레이저 - 정말

터크(Chris Turk)입니다. 이 젊은 외과의는 원장인 밥 켈소(Bob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레이저 팬에게

Kelso)에게 새 아르곤 레이저를 요청하라고 상사가 강요하는

은하계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워프 속도 멀미” 사례가 생겼을 경우

바람에 화가 나 있습니다. 켈소는 누구에게나 악마의 화신으로

레이저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 더 흥미진진한

여겨지므로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것이 있을까요? 놀랍습니다!

위해 직원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새 의료 장비에 비용을 들이는

또한 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하나의 노래 또는 또 다른

것에 열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터크가 레이저를

노래가 재생되므로 록 가수인 로버트 파머(Robert Palmer)가

욕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아르곤 레이저는 특히 색소반을 제거하고 혈관 피부 질환을

떠오릅니다. 1979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I need you, to soothe my head […] Doctor Doctor,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피부과 분야에서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gimme the news / I got a bad case of lovin’ you.“ 레이저가

되므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통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용접합니다. 주택 소유자를 위한 좋은 소식:
수십 년 간은 욕실 타일과 쪽모이 시공 바닥재를
파낼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진 Voyager는 터크에게 레이저 기술의 장점을 설득

크리스 터크는 아르곤 레이저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냐고요?

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는 그 자체로 상당히 레이저에

켈소가 외도하는 것을 발견해 이를 강한 설득의 수단으로

가까우며 더 정확하게는 홀로그램이니까요. 사실 holo doc은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켈소는 레이저 비용을 승인하는 것이

Laser Community의

USS

아타나시오스 칼리우디스

돕도록

낫다고 판단하게 되죠. 어쩌면 귓가에 파머가 노래하는 Doctor,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이 은하계 반대편에

Doctor by 이라는 노랫말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No pill’s

(Athanassios Kaliudis)

좌초되어 전체 의료팀이 사망했고 의학 경험을 지닌 유일한

gonna cure my ill”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듣고

편집장은 대중문화의 주제인

승무원은 holo doc입니다. 그는 우주선의 의사로서 의무를

싶어하지 않는 말입니다.

탑승하고

있는

인간

의사를

레이저에 대해 정기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Gernot Walter

Voyager에

홀로그램으로 치료받으시겠어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athanassios.kaliudis@trump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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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켈소에게는 아마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결국

공상 과학 시리즈 Star Trek: 간단하게 "the Docto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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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위성
엘런 머스크(Elon Musk)의 항공우주 회사인
SpaceX에 의해 우주로 보내집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일부 위성이 발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위성들은
고속 모바일 인터넷을 초당 10기가비트의
전송 속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동떨어진 곳까지
확장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Starlink”라 불립니다. 아이디어는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위성에서 위성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지구 궤도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데이터 패키지가 지상에서보다
수천 킬로미터를 더 이동하지만 목적지에는
더 빠르게 도달합니다. 이는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는 빛이 초당 30만 km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케이블에서는

LASERCOMMUNITY.32 호는 2021년 봄에 출간됩니다.
지금 가입하여 최신 이슈를 놓치지 마십시오: trumpf.com/s/lc-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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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약 20만 km의 속도에 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