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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따듯한 봄날 저녁 저는 긴 하루를 보낸 후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여러 개의 작은 섬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그 빛은 비행기라고 하기엔 너무 빨리 움직였고 별똥별이라고 하기엔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자마자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인 SpaceX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Starlink 위성을 

궤도에 쏘아 올리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전 세계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성군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장면이 아주 멋진 광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우주와 인공위성으로 옮겨져 철학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인공위성이 없는 삶은 

어떨까요? GPS 내비게이션, 생방송, 날씨 예보, Google 지도가 없는 그런 삶 말이죠.

첨단 레이저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하늘 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특수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효율성을 위해, 이러한 안테나는 설계상 복잡한 구조를 띠면서 

내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아주 가벼워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조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안테나를 생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레이저 기반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이저 기술은 

위성 통신 분야에서도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첨단 인공위성은 빛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 직접 통신합니다. 이는 전파를 이용하는 기존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위성 기술은 미래를 위한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TRUMPF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입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위성 기술 분야에서도 TRUMPF의 레이저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우리의 레이저는 

위성 산업이 첨단 위성을 제조할 수 있도록 돕고, 위성 간 안정된 통신을 위해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안테나 및 인공위성 제조업체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따듯한 봄날 저녁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는 제게 언젠가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 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요. 관광을 

위해 우주로 날아가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주에서 신비로운 파란색 지구를 보고 싶다는 유혹도 정말 뿌리치기 힘들죠.

크리스티안 씨, 다음 로켓 발사 때 당신을 위한 좌석을 하나 마련할까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구에서 저의 팀과 함께 계속해서 첨단 레이저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에 일론 머스크가 하늘에서 보여주는 

멋진 섬광을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DR.-ING. 크리스티안 슈미트(Christian Schmitz)

레이저 기술 최고경영자

TRUMPF GmbH + Co. KG 경영진

christian.schmitz@trump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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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트 디렉터 게르노트(Gernot)의 심장은 광자 맥박에 맞춰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량의 피를 기꺼이 Laser 

Community에 기증해 주었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손가락을 찔러 한 방울의 피를 짜낸 다음 마르기 전에 재빨리 

사진을 찍는 것이었죠. 결과는 31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땀
센티스(Säntis)산 정상에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볼프 교수는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자

신의 레이저가 처음으로 발사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

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필요

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개발을 시작해야 할거에

요!”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눈물
사람들은 항상 상어를 무서운 존재로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랬죠. 하지만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어요. 

상어는 정말 멋진 생명체이지만 명성은 최악이죠. 그러다 

보니 상어 지느러미를 얻기 위해 수백만 마리의 상어가 

죽임을 당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호의 

뒷표지를 보면 두려움에 떨기보단 동정심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위
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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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맥박

새로운 각인 

레이저의 최초 사용: 

융한스의 마이스터 

크로노스코프 플래틴 

에디션 160

UKP 레이저를 사용하여 PT 

950 백금 케이스 뒷면에 

각인된 에디션 로고

노 페인 (Payne), 노 게인
Berthold Leibinger Future Prize를 수상한 데이빗 페인 경

데이빗 페인(David Payne)이 물리학 대신 원예학에 관심이 더 많았다면 오

늘 밤 영화를 스트리밍하거나, 내일 화상 회의를 진행하거나, 비트코인을 채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는 현실이 되어도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네

요. 그리고 화상 회의에 늘 웃음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영화는 얘

기가 다르죠!) 페인은 1970년대부터 포토닉스, 통신 및 광학 센서 분야에서 연

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의 팀은 수년에 걸쳐 광섬유 기술을 몇 차례 크

게 발전시켰습니다.

페인은 1985년 인류를 위한 선물인 에르븀 도핑 광섬유 증폭기 즉, EDFA

를 발표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페인은 희토류 원소로 실리카 광

섬유를 특유의 방법으로 오염시키는, 또는 “도핑”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러한 “불순물”은 광섬유 내에서 빛을 증폭시킵니다. 처음으로 광 케이블을 통해 

손실 없이 광 신호의 장거리 전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약 100km가 

넘는 거리를 전송하려면 값비싼 전기 증폭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광 케이블이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 되었고 전 세계 통신에 혁신의 

시작을 알렸죠. 십 년이 채 되지 않아 페인의 EDFA를 통합한 최초의 해저 케이

블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케이블의 주된 용도는 

전화 통화였기 때문에 케이블 성능은 케이블 당 동시에 전송 가능한 통화 수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래된 구리 케이블이 한 번에 수백 통 또는 몇 천 통을 처리한 

반면, 페인의 도핑 광섬유는 수십 만 통을 처리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터넷

을 통한 데이터 전송률은 초당 기가비트 단위로 측정됩니다. 1990년대 초당 한

자릿수 기가비트 전송률로 시작하였지만, 파장 다중화 등과 같은 기술 덕분에 

이제는 초당 100테라비트의 전송률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

터넷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한다면 페인은 고성능 아스

팔트로 오래된 보도블록을 교체한 셈이죠.

2021년 9월 데이빗 페인 경은 광섬유 분야에서 보여준 선구적인 연구로 

Berthold Leibinger Future Prize를 받았습니다. 사우샘프턴대학교 교수로 재

직 중인 페인은 이 영광스러운 상의 8번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없었을지도?

광섬유 기술에 대한 

데이빗 페인(David Payne)의 

선구적인 업적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변식 USP 레이저는 오늘날 고급 시계 설계의 핵심입니다. 

열렬한 애호가들은 고급 시계 브랜드를 매우 선

호하며 그에 따라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세세

한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손목시계의 뒷면입니다. 케이스에 새겨진 뛰어

난 품질의 각인은 브랜드 정보 또는 정교하게 가공

된 로고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시계 제조

업체에게는 이러한 각인을 생산하는 것이 답답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주고 외주 에칭 전

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계 제조업

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청정한 기법을 자

체 제조 공정에 포함시키는 편을 훨씬 선호할 것입

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TRUMPF의 새로운 TruMicro Series 2000 

레이저는 전세계 애호가들의 맥박을 뛰게 할 시계 

제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불과 몇 백 펨토초의 극히 짧은 펄스 지속 시간

을 가진 이 초단 펄스 레이저는 버를 생성하지 않고 

모든 금속을 가공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

습니다. 여기에는 316L/1.4404 스테인리스강 합금, 

티타늄 및 구리가 포함되며, 모두 시계 산업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최대 100미크론의 

일반적인 각인 깊이로, 펄스 에너지가 주변을 충분

히 가열시키거나 녹일 시간 없이 매우 빠르게 금속

에 전달되므로 버가 형성될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레이저는 세련된 외관에 잘 어울립

니다. 기존의 레이저 각인이 일반적으로 어두운 반

면에 시계 애호가들은 거의 흰색에 가까운 밝은 각

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이전에는 에칭으

로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레이저는 우아한 빛깔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금속에 충분한 열을 가해 용융지를 형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렇게 하려면 레이저 펄스 폭

을 늘려야 합니다. TruMicro Series 2000 레이저

를 사용하면 고객은 펄스 폭을 실시간으로 가변할 

수 있습니다. 버를 생성하지 않는 효율적인 각인을 

위한 400펨코초에서 얇은 멜트 필름을 생성하기 

위한 20피코초로 가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00

밀리초 미만입니다. 레이저 펄스 폭을 소재 및 응용 

분야의 요구 조건에 맞추는 새로 개발된 부품 덕분

에 이와 같이 신속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초단 펄스 레이저는 모든 시계 하우징에서 가

장 복잡하고 섬세한 로고를 새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공정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공

정 품질을 유지하는 다중 펄스 운전 모드인 “버스

트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는 옵션도 있죠. 이 레이

저와 다른 매개변수 설정은 시계 뒷면에 흰색 각인

의 기회를 열었으며 특정 소재에서는 컬러 각인도 

가능해졌습니다. 산업 제조 공정에 포함된 이 솔루

션의 속도는 실제로 봐야 믿길 정도로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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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판금을 하나로 용접하는 레이저 용접 시스템을 제조하고 계시는데요, 
어려울 만한 점이 있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판금의 둘레를 심용접하고, 수천개까지 늘어
날 수 있는 원형 용접 작업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샐 틈이 없어
야 하죠.

왜 그런가요?
이후에 완성된 플레이트에 최대 500bar의 압력으로 물을 쏟아 붓거
든요!

에어 매트리스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또는 에어 베개(pillow)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딤플 판형을 “필
로우 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특수한 종류의 열 교환기 역할
을 하죠.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나요?
필로우 플레이트는 용기, 보일러 또는 탱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용기의 필로우 플레이트 벽을 통해 뜨겁거나 차가운 유체를 순환
시켜 내용물을 가열하거나 식힐 수 있습니다. 필로우 플레이트는 제약 
및 석유 산업과 식음료 부분에서 사용되며 자동차 배터리의 냉각 용도
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사실 매우 
간단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열 교환기에는 소재가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하고, 관형 열 교환기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점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러니 이러한 “강철 에어 매트리스”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중이죠!

제조 공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필로우 플레이트가 일반적으로 실제 에어 매트리스보다 훨씬 더 크다
는 점 이외에 엄청난 용접 횟수, 높은 품질 기준을 들 수 있습니다. 폭 
2.2m, 길이 20m에 이를 수 있고 이 정도 크기면 원형 용접 10,000회
는 쉽게 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용접 크랙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제조업체 즉, 우리 고객이 직접 크랙을 수리해야 하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립 완성 후에만 플레이트에 
물을 쏟아 경우에는 크랙 없는 용접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전체 공정
의 신뢰성이 엄청나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두개의 판금을 하나로 용접하는 걸 말씀해주고 계신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판금
은 매우 크거나 두꺼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유한 문제가 발생합
니다. 장비를 가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판금이 더욱 가열됩니다. 검
사하지 않고 두면 이로 인해 하부 플레이트의 용접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정적인 용접 깊이를 유지해야 하므로 공정 
중 플레이트를 식힙니다. 또 다른 문제는 판금이 완전히 평면이 아니라
는 점입니다. 레이저 광학과 금속 표면 사이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
기 위해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초점 거리를 측정해 자동으로 조절합
니다. 또한 두 플레이트 사이에 공기가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체결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서보 기술이 적용된 클램핑 장치를 사용
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몇몇 회사에서는 유압식 클램핑 장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자체도 매
우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레이저를 사용하시나요?
디스크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
다. 하지만 이러한 응용 분야에 BrightLine Weld를 사용한 것은 우리
가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용접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고, 처음으로 
품질을 유지하고 스패터를 최소화하면서 더 두꺼운 판금을 용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3.2킬로와트 이상
의 높은 레이저 출력이 필요했고 높은 출력은 스패터가 더 많이 생성되
는 불안정한 공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TRUMPF는 
최적의 출력 분산을 가능케하는 특수한 레이저 광케이블을 개발하였
고, 이를 통해 매우 빠른 속도에서도 판금을 통제 가능한 방법으로 가
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우리는 스패터 없는 빠른 심용접이 가능
했고, 이는 BrightLine Weld 최고의 이점입니다.

열 교환기 산업에 일어난 혁명과도 같군요! 
그렇죠. 필로우 플레이트 생산 비용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장비 두 대
가 필요했던 작업에 이제는 장비가 한 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더 
두꺼운 판금도 작업할 수 있고요. 그러니 나름대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

네덜란드의 도시 데벤테르에 위치한 Rodomach 

Speciaalmachines B.V.(Geurtsen Group)는 

다양한 산업을 위한 레이저 용접 시스템과 로봇 셀을 

생산합니다.

시스템

이 장비는 레이저 광학 세트 두 개를 사용하여 

필로우 플레이트를 최대 20m 길이 및 2.2m 폭으로 

용접합니다. 고강도 코팅 강철,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및 티타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

TRUMPF의 BrightLine Weld 기술로 용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특수 레이저 광케이블이 최적의 출력 

분산을 보장하고 가공물의 온도를 낮게 유지합니다. 

필로우 붐을 즐겨라

로엘 도르네보쉬(Roel 
Doornebosch)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필로우 플레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필로우 플레이트는 

당연히 누웠을때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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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성이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데에는 최첨단 레이저 기술의 영향이 큽니다 - 제작 및 통신 

뿐만 아니라 궤도 상 첨단 교통 단속을 위해서도 말이죠.

달에서 바라본 지구는 여러 가지 색깔과 흰색 줄무늬가 섞

인 커다란 파란색 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억만장자 일론 머

스크(Elon Musk)와 제프 베조스(Jeff Bezos) 덕분에 곧 벌집

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SpaceX와 Amazon은 지구 저궤도

(LEO)에 엄청나게 많은 위성을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지구가 곤충 대신 세탁기 크기의 위성 군단으로 

뒤덮일 것이라는 의미죠. 이러한 위성들은 경작 가능한 토양

의 상태 및 산불의 범위 등과 같은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통 계획을 개선하고,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LEO 기술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십억 달

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사업 전망

도 밝아 보입니다. 정부, 광산 회사, 농기업 및 해운업체 등에서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는 스마트 시티,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의 필수 전

제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성 범위가 커질수록 빈곤하고 

외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참여

하고 마침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전 세계를 위한 일종의 경기 부

양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 제작업체가 이 시장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자신하는

지는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죠. 

베조스의 Amazon은 “카이퍼(Kuiper) 프로젝트”의 일부로 

위성 3,236대의 위성 발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국영 

기업인 중국 항공 우주 과학 및 산업 공사(China Aerospace 

Science & Industry Corporation)는 2022년까지 위성 156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을 세웠고 캘리포니아 소재 Via-

Sat은 2026년까지 저궤도에 위성 288대를 쏘아 올릴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 중 가장 야심 찬 계획은 

현재 SpaceX가 추진하는 계획으로, 우주 공간에 42,000대라

는 믿을 수 없는 수의 위성을 발사해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성을 대규모로 생산 및 운영하는 비용을 

크게 줄이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말이죠.

우주로 나아가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체가 지구 가까이에서 

돌수록 지구 중력에 대항해 더 빠른 속도로 공전해야 하기 때

문입니다. 기존의 통신 위성은 시간당 약 11,000km의 속도로 

36,000km 궤도에서 지구 자전 주기와 일치하게 공전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올려다보면 위성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처

럼 보이죠. 반대로, LEO 위성은 불과 500~2,000km의 궤도

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보다 빠르게 시간당 약 27,000km의 속

도로 공전합니다. 즉, 90~12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기 때

문에 각 위성이 한 번에 지상국과 통신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

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위성 한 대가 지상국의 범위를 벗어

난 경우, 궤도 릴레이 경주처럼 다음 위성이 인계하도록 하려

면 SpaceX에는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하게 되죠.

위 성

우주 공간 속 

위성 군단우주 공간 속 

위성 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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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3D 프린팅

마침내 우리는 
3D 프린팅을 통해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게
고도로 축소된 형태를 띄지만

완전한 기능을 갖춘 
위성 부품을 

만나게 될 것 입니다. 

하늘 위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제껏 보던 것과 매우 다르게 

생긴 특수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안테나 시

스템 중 하나는 수직으로 세워둔 손전등 여러 개를 함께 고정

시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필터 역할을 하는 특

수한 모양의 도파관이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구조는 특정 주

파수 범위에서 전자기파를 증폭하거나 감쇠하기 위해 설계되

었습니다. 더 넓은 상단부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출력부입니다. 

상 전환을 통해 안테나는 회전하지 않고 데이터를 특정 방향

으로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테나의 제조는 정밀 공학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

야입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 중 다수는 선삭, 밀링, 주조 및 벤

딩 등과 같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생산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적층 제조가 최적의 옵션입니다. 3D 프린터는 가장 복잡하고 

뒤틀린 모양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안테나의 극도로 얇은 벽

과 그를 받쳐주는 리브로 구성된 구부러진 공간을 만드는 데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형상은 안테나가 사용되는 주파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

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처리량이 늘고 궁극적으로 부

품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첨단 적층 제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작은 레이저 스폿은 섬

세하고 얇은 벽 두께를 만들어 내는데 적합합니다. 구조물 형

상에 따라 이 벽 두께는 100미크론까지 얇아질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구조물이 받는 힘의 분포를 놀라운 정밀도로 형

상화하여 적층할 수 있습니다. 즉, 엔지니어가 3D 프린팅을 사

용하여 모든 아이디어를 금속으로 구현해 낼 수 있습니다. 그

것도 많은 수량을, 최고의 정밀도로 말이죠.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로는 안테나 및 기타 

부품을 지지하는 위성 브래킷 제작입니다. 브래킷은 위성의 여

러 부분에서 사용되어 공간을 차지하고 전체 무게를 늘립니다. 

오래 전부터 엔지니어들은 위성 제작의 필요악으로써 브래킷

을 받아들였지만, 수만 개 단위로 위성을 제작해야 할때에는 

시간을 들여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연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상의 넷플릭스 시청자뿐만 아니라 

SpaceX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위성이 우주 쓰레기 조각과 

충돌한다면 산산이 부서져 발생한 파편은 즉시 같은 궤도의 다른 

LEO에게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성 군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굳이 이러한 문제를 모두 안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처럼 단순히 고도가 더 높은 곳으로 위성을 

발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구와 

가까워질수록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라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점에서 종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왕복하는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지연시간)은 먼 거리 궤도에 

있는 위성보다 LEO 위성에서 훨씬 짧아집니다. 기존 궤도의 

시스템은 평균 지연시간이 최대 600밀리초인데, SpaceX는 20

밀리초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그 절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호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하는 것보다 궤도에서 더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LEO 위성은 지상 네트워크에 견줄 수 있으며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한 인프라   한 가지 이미 확실한 점은 LEO 위성이 

미래 광대역 통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LEO 

위성의 배포는 우주에 새로운 인프라를 생성할 것이고 레이저 

기술은 위성의 제작 및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성 제작업체는 하이테크 소재를 선호하고, 엔지니어는 이를 

레이저로 가공하길 선호합니다. 따라서 레이저 기술의 선택은 

논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은 검사 팀에서 

용접을 점검하고 기술자가 부품에 표시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모두는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완전한 추적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레이저 전문가들은 안테나 같은 부품을 

위해 금속 3D 프린팅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3D 프린팅이 일조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와 

마찬가지로, 이제 엔지니어는 힘 분포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바

탕으로 브래킷의 형상을 프린팅하여 각 브래킷에 사용되는 소

재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브래킷 중량을 최대 55%까

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위성마다 몇 개씩 사용되는 부품이니 

많은 무게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주 속 공간    TRUMPF, 유럽 우주국(ESA) 및 기타 업체들

은 지구 자기장에 정렬되어 위성의 위치 결정을 돕는 (2유로 동

전보다 조금 큰) 코일을 레이저 프린트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연

구하고 있습니다. ESA는 이미 3D 프린팅된 추진기를 사용하여 

우주에서 위성을 정확하게 정렬하고 있으며, 각 추진기는 냉각 

및 연료 운반을 위한 특수 연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연료관은 적층 제조 기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제작

이 거의 불가능했으나 이제 3D 프린터가 제작 공정 중 냉각관

을 간단하게 형성할 수 있고, 벽을 통해 순환시킴으로써 최적

의 연료 분배를 달성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3D 프린팅 솔

루션은 무게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게 절감은 새로운 레이저 응용 분야에서는 항상 강력한 논의

의 대상이고 LEO 위성 제조업체는 1g의 차이도 중요시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간단한데, 1kg을 우주로 쏘아 올

릴 때마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로켓 

및 회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kg당 15,000유

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레이저 

기술은 위성당 비용을 10,000~20,000유로를 절감할 수 있습

니다. 운영 중인 수많은 위성의 개수를 고려할 때, 이렇게 절감

된 비용은 회사의 다른 곳에 써야 할 수백만 유로를 충당하게 

됩니다. 또한 레이저 시스템은 반가운, 그러나 예상치 못한 추

가 이점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된 매개변

수를 따르고 센서를 사용하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원활한 문서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

화를 통해 제조 결함의 발생과 결함 있는 위성이 궤도에 안착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주로 1kg을 쏘아 올릴 때마다 
15,000유로의 비용이 듭니다.

[삐-]:

3D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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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삐-삐]:

우주 쓰레기
우주는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LEO 위성의 

단점 중 하나는 작동 수명이 5~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입니다. 지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대기 마찰에 

노출되고 급속한 노후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명이 

다한 위성은 결국에는 원격 제어를 통해 의도적으로 추락시켜 

대기 중에서 연소되게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위성이 충돌이나 

고장의 이유로 우주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성 3,000대, 10cm 이상의 

개별 부품 34,000개, 1mm보다 더 작은 부품 1억 2,800만 개가 

떠 있는 지구의 저궤도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고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빠르게 공전하는 

경우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미 25회의 회피 기동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NASA 과학자인 도널드 케슬러(Donald Kessler)는 “케슬러 

신드롬”으로 알려진 연쇄 반응, 즉 궤도에 많은 수의 물체가 

밀집하면 물체 간 충돌로 인해 발생한 잔해로 계속적인 추가 

충돌이 발생하고 이는 우주 쓰레기의 지속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주장했습니다.

독일 항공 우주 센터(DLR)의 일부인 슈투트가르트 소재 

독일 기술물리연구소(Institute of Technical Physics)는 우주 

오염 문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레이저 넛징”(Laser Nudging)을 사용하여 

충돌을 막는 것인데, 이는 지상의 레이저가 전달하는 광압을 

통해 궤도 내 잔해를 멀어내는 것입니다.

약간만 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궤도를 돌고 있는 잔해가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고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큰 궤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량의 에너지를 통해 살짝 밀어내면 우주 쓰레기를 지구를 

향해 떨어지게 해 대기 중에서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낮에도 우주 쓰레기가 보이도록 만들기    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잔해를 추적하고 현재 궤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레이저 기반 응용 분야가 

있죠. ESA 연구원들은 망원경, 탐지기, 레이저 및 광 필터를 

사용하여 특정 파장에서 궤도 내 물체의 대비를 높여 낮 시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ESA의 Space Debris 

Office 책임자인 팀 플로러(Tim Flohrer)는 “우리는 밤에만 별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우주 쓰레기를 찾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궤도의 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다는 걸 빼면요.”라며, “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면 이전에는 파란 하늘에서 보이지 않던 물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 종일 레이저로 작업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이저 빔은 새로운 LEO 위성의 완전히 다른 측면, 

즉,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를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머무르며 전파를 

통해 지상국과 통신합니다.

그에 반해, LEO 위성은 지구 주위를 놀라운 속도로 

공전하면서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의 동료 위성과도 

통신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상시 통신 커버리지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레이저가 미래에 

부각될 수 있는데, 추가된 위성 간 전파 연결로 인해 통신은 

대형 안테나 및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증폭기에 더욱 의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학 솔루션은 분명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동료 위성이 검색 알고리즘의 범위를 훑을 때마다 LEO 위성은 

레이저 빔에 정보를 담아 발사해 5,0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가 정확하게 대상을 맞힙니다!

뮌헨 인근의 독일 항공 우주 센터의 연구원은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1초에 1.7테라비트의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송했는데, 이는 전파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보다 거의 50

배가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레이저 빔의 또 다른 이점은 빛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수신자에게 직접 전송되고, 중간에 데이터를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광학 통신은 효율적이고 최소화된 크기, 중량 및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라이선스도 

필요 없습니다! 위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허가를 

얻어야만 전파 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파수 

대역을 할당 받은 후 주기적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광통신은 무료입니다.

새로운 레이저의 시대    SpaceX는 이미 1,500개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Star Walk 2 등과 같은 

앱은 하늘에서 위성을 검색하고 주 단위로 위성 군단의 크기 

증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머리 위에 LEO 군단을 보유하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량 위성 통신의 시대와 

레이저 기술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성 간 레이저 통신은 우주 공간에서 사용되는 
놀라운 정밀 사격 기술입니다!

[삐-삐]:

우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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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DLR의 목표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우주 쓰레기를 

밀어내 충돌을 

피하고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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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Mercedes-Benz는 9곳의 배터리 

생산 시설로 구성된 국제 제조 네트워크에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Mercedes-Benz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발전을 이루었는지 이해하려면 자체 

배터리 모듈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라고 결정한 2010

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전기적 

연결을 위해 개별 배터리 셀(이 경우에는 “파우치 셀”)

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습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호일로 구성된 초박막 전도체 두 개를 

통해 전류가 흘러야 하기 때문에 이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죠. 문제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전기 저항을 

가지면서 전도체의 벤딩 또는 손상 없이 가장 높은 

기계적 강도로 전도체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특히 매우 좁은 공간에서 

열에 민감한 부품 가까이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말입니다. 모듈이 함께 결합되면 400볼트의 배터리 

팩이 몇 백 Amps의 전류를 전달할 수 있어 오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원대한 계획     기계적 솔루션은 확실한 방법이 

아니었으며 고정밀 레이저 처리가 유망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슈투트가르트-운터투르크하임 

소재 Mercedes-Benz 기술 공장의 레이저 소재 가공 

부문 책임자는 크리스티안 엘스너(Christian Elsner)

였습니다. 촘촘하게 쌓인 배터리 모듈 세트에서 이 

두 도체에 분당 최대 350개의 파우치 셀을 용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엘스너와 그의 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 공정에서 어떤 실수라도 발생하면 

배터리의 충전 속도, 용량 및 수명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엘스너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했습니다. “각 탭의 다른 끝이 열에 

민감한 전해질에 잠겨 있고, 온도가 70도를 초과하는 

경우 셀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도체 탭이 지나치게 

뜨거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온도를 높이지 않고 금속 초박막에 고정밀도 

용접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아주 흔한 

딜레마입니다.

이 공정은 자체 배터리 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야심 

찬 계획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작센 

주의 소도시 카멘츠에 해당 공정을 구축한 다음, 이를 

표준으로 삼아 점진적으로 전세계가 제조 네트워크로 

연결된 미래 공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죠.

카멘츠로 가는 길 하지만 먼저 엘스너는 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엘스너와 그의 팀은 거울로 

레이저 빔의 방향을 바꿔 매우 정밀한 초고속 용접을 

가능하게 하는 원격 레이저 용접을 선택했습니다. 이 

광학 장치를 사용하면 빔이 용접에서 용접으로 약 

30~40cm 거리를 거의 즉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스템은 각 용접을 완료하는데 몇 밀리초가 

걸리므로 불과 몇 분 내에 수 백 회의 용접을 완료할 

수 있어 거의 입열이 없습니다. 각 용접의 전기 

전도성을 보장하기 위해 빔이 얇은 전도체 호일을 

관통하여 용접되거나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엘스너의 팀은 거리 및 빠른 공정 속도에도 불구하고 

초점 위치, 출력 밀도 등과 같은 공정 매개변수를 

완벽하게 제어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TRUMPF의 

TruDisk 5001라는 적절한 빔 소스를 찾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표준 및 원격 용접에서 미세한 초점 조절에 

필요한 빔 품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리와 같이 

용접이 어려운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패터 

형성을 크게 줄여 줍니다.  

이는 카멘츠 최초의 배터리 공장을 위한 용접 

도구로 최고의 선택이었죠. Mercedes-Benz는 공장을 

관리하기 위해 자회사 Accumotive를 설립하고 2012

년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혁신적인 

시설에서는 170m 길이의 완전히 자동화된 생산 라인 

3개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 라인에는 

30개의 가공 스테이션이 있고, 이 중 다수에는 

용접이 포함됩니다. 총 35개 빔 소스(거의 TruDisk 

5001 시스템)가 레이저 네트워크를 통해 PFO 용접에 

필요한 광학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특정한 빔 소스와 

한 가지 용접 광학 유형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은 설계 

개념의 일부로, 복잡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교육 및 보관할 예비 부품도 적게 필요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강력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Mercedes-Benz의 자회사인 Accumotive는 2012년부터 차량용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으며 레이저는 시작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략

E - 모 빌 리 티

처음부터 Mercedes-

Benz는 자체 배터리 

기술*로 전기차에 

동력을 공급하고 

싶어했습니다.

최초의 공장  카멘츠의 

레이저 기반 배터리 

제조시설은 이후의 

배터리 제조시설의 

표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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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모 빌 리 티

“기계가 자신이 하는 일을 살펴보고 
모든 것을 문서화합니다.”
크리스티안 엘스너(Christian Elsner), Mercedes-Benz 레이저 소재 가공 및 공정 부문 책임자

상단: 

클램핑되어 용접 

준비가 된 배터리 

셀 스택

하단:

완성된 EQA용 

배터리

생산 라인은 로봇이 셀 두 개를 프레임에 접착하

는 완전히 자동화된 스테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이러

한 프레임을 나중에 조립하면 모듈이 형성되는데, 먼

저 전도체 탭을 크기에 맞게 절단한 다음 서로 겹치

게 구부려야 합니다. 용접할 시점이 되면 특수 클램

핑 장치가 금속 탭을 평평하게 누르고 광학 장치가 

위치로 이동하면서 레이저 광을 금속에 쪼입니다. 클

램핑 장치가 열리고 프레임은 계속해서 여정을 진행

하여 모듈로 결합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레이

저는 접촉부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그

립퍼로 더 얇은 접촉부를 가진 센서 모듈을 올려놓

습니다. 센서는 동일한 공법으로 파워만 낮추어 용접

합니다. 모듈 하나가 완성되어 테스트되면 여러 개의 

다른 모듈과 함께 배터리 트레이에 장착되고 모든 모

듈은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됩니다. 

엘스너는 “기계가 문자 그대로 자신이 하는 일을 살

펴보고 모든 것을 문서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데이터를 돈으로 만들기   이러한 제조 데이터는 세가

지 측면에서 Mercedes-Benz에게 엄청나게 중요합

니다. 먼저, 제조 데이터는 제조 라인에서 공정을 제

어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접 헤

드에서 센서가 캡처하고, 적절하게 분석 및 저장한 

데이터를 사용해 공정의 각 단계 품질을 문서화합

니다. 엘스너는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용

접을 거의 실시간으로 온라인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

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신중히 데이터를 평가하여 시스

템 및 공정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스너는 이는 간과하기 쉬운 레이저의 이

점 중 하나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같은 매개변수 사용 시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를 제공

하는 도구는 레이저 이외에 거의 없습니다.”라고 말합

니다.

확장   이러한 측면은 카멘츠, Accumotive와 Mercedes

-Benz의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완전한 전기 

EQ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덕분에 Mercedes-

Benz의 배터리 필요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여름부터 이어진 엘스너와 많은 사람들의 노

고의 열매를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Mercedes-Benz

는 현재 유럽, 아시아 및 미국 소재 9개 공장으로 구성

된 국제 제조 네트워크에 수십 억 달러를 투자했습니

다. 카멘츠는 이러한 모든 신규 시설을 위한 템플릿 및 

전문성 센터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공정 자체 역시 진화하고 있으며, 엘스너

는 “우리는 자체 공정을 더 빠르고, 더 탄탄하고, 더

욱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빔 소스, 레이저 광학 및 

센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

한 개선사항이 레이저가 역량을 자랑할 수 있는 완전

히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척하기도 하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생산 차량에 통합하는 모든 것은 연

구실 내 개발 팀의 열정과 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

니다.”라고 말합니다. 엘스너는 E-모빌리티는 새로운 

개발을 위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며, “레이저 기술

이 좋은 점은 지루할 틈이 없고 흥미진진한 도전이 끊

임없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락처 상세 정보: mercedes-Benz AG, 크리스티안 엘
스너(christian Elsner), 레이저 소재 가공 및 공정 부
문 책임자 christian.elsner@daimler.com

전기 접촉부를 용접하는 데 레이저가 필요한 곳이라

면 어디든 TruDisk 5001 및 PFO 광학 장치가 있어 

작업을 수행합니다.

완성된 배터리 어셈블리는 차량 조립 중 섀시와 

전기 드라이브트레인에 연결됩니다. Mercedes EQC 

등과 같이 완전한 전기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터

리는 약 750kg의 무게가 나가고 거의 차체만큼이나 

큽니다.

레이저 빔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레이저 제어 시스템에 VisionLine 이미

지 처리를 통합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광학 센

서를 사용하여 클램핑 장치의 가장자리를 감지하고 

해당 가장자리에서부터 정확한 거리를 두고 용접을 

적용합니다. 

나만의 슈퍼맨 슈트를 
프린팅하는 방법*

* 예를 들어, 방탄조끼 또는 위성의 보호막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소재 섬유는 ETH Zurich, MIT 및 Caltech의 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미크론 단위의 소재 조각만 만들었지만 이미 더

 큰 조각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작 방식:
이 소재는 초당 최대 1,100m의 속도(음속의 

거의 3배)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총알이 그냥 튕겨져나가 산산이 

조각납니다!**

작동 방식:
이광자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나노 수준 

정밀도로 액체 수지를 경화하고(1), 잔여물을 

씻어 낸 다음(2) 굳을 때까지 굽습니다(3).

 그럼 끝이죠.

N a N o s t o f f

재료:
아주 작은 카본 스트럿으로 만들어 

놀랍도록 가볍고 안정적입니다. 

슈퍼히어로 슈트로 안성맞춤이죠.

a b c 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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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로봇 셀을 사용하여 접안 용접을 자동화한 것은 의료 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이며 Karl Storz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한번의 빠른 움직임으로 로봇은 용접 구조물에 스테인리스강 프레임 렌즈로 위

가 덮인 스테인리스강 실린더 두 개를 완벽한 정밀도로 놓습니다. 작은 클램프가 아

래로 회전하여 내시경 접안렌즈가 될 것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기계 해치가 닫히

고 레이저가 용접을 시작합니다. 빛처럼 빠르게 스폿 용접을 3회 적용하여 렌즈의 

스테인리스강 링을 실린더에 부착합니다. 그런 다음 링의 둘레를 전부 용접해 제자

리에 고정합니다. 모두 완료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비트나우의 투틀링엔 소재 의료 기술 제조업체인 Karl Storz의 스위스 사업장

을 관리 중인 사라 뮐레크(Sarah Mühleck)는 “인상적이지 않나요?”라고 말합니다. 

레이저는 실로 놀랍긴 하지만 뮐레크의 관심은 지금 다른 데 있습니다. 레이저가 빠

르고, 안정적이고, 매우 정밀한 용접을 수행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뮐레크가 레이저

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이죠.

인간이 더 잘한다   뮐레크는 의료 기기 제조업체의 현장에서는 로봇을 거의 만나기 

힘들고, 이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동일한 부품을 많이 생산하는 자동차와 같은 

산업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로봇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기는 

다양한 부품을 소량 생산하는 환경이 더 많습니다. 복잡성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동화를 구현하기가 더 어렵죠. 정교하고 직관적인 작업은 인간이 훨씬 더 능숙하기 

때문에 기계보다 더 빠르고 능숙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도로 숙련된 뮐레크의 동료들은 까다로운 작업을 해결하는 데 능숙하고, 

뮐레크는 동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이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기계에 단순히 부품을 올려 놓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까다로운 

과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당연히, 로딩과 언로딩은 매우 반복적인 작업이고 

직원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요인이죠.”라고 뮐레크는 덧붙였습니다. 뮐레크는 팀과 

함께 접안 용접 공정을 어떻게든 자동화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트나우는 곧 wbt automation사로부터 근면하고 뛰어난 로봇을 도입했고, 현재 

해당 로봇이 Flextray 자동화 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도입한 직후에 

TRUMPF의 TruLaser Station 7000을 도입했습니다. 이 로봇의 업무는 블랭크를 

레이저 용접 시스템에 올려놓고 용접 후 완성된 접안 렌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로봇은 “트레이”에서 용접된 접안 렌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에 따라 셀에 

이름이 정해지죠. 뮐레크는 “셀에는 이러한 트레이가 4개 있는데, 셀 당 부품을 960

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레이저가 함께 첫 번째 트레이의 내용물을 작업하고 

완성된 부품을 두 번째 트레이에 놓으면 셀 외부에 있던 작업자가 세 번째 트레이를 

제거하고 블랭크가 들어 있는 네 번째 트레이를 올려 둡니다.

 

완료되면 작업자는 제조 셀이 작업을 완료하고 두 번째 트레이를 내려 둘 준비

가 될 때까지 다른 일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

동력을 훨씬 덜 투입해 동일한 수의 접안 렌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셀

은 모바일 시스템의 이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자동화하지 않고 작업자가 작은 배치를 

생산하려고 하면 로봇 셀의 잠금을 해제한 다음 한쪽으로 옮겨 둡니다. 그러면 다양

한 부품을 소량 생산하는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미래   그런데 지극히 중요한, 섬세한 핸들

링은요? 비밀은 기술적 정밀도와 특수한 접안 그리퍼 

시스템에 있습니다. Kuka 로봇 시스템의 모든 측면은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로봇이 표준 산

업 로봇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밀도로 특정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뮐레크는 “일부 접안 렌즈간에

는 몇십분의 일에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

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섬세한 작업은 블랭크를 용접 기기에 삽입하는 정밀

한 이중 그리퍼가 수행합니다. 트레이에서 실린더/렌

즈 결합 부품을 가져올 때마다 작은 진공 벨로우즈를 

사용하여 렌즈를 부드럽게 꽉 잡아 미끄러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도록 합니다. 용접 장치에 들어

가면 레이저 스캐너가 렌즈가 계속해서 제자리에 있

는지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야 클램핑되고, 스팟 용접

과 심용접이 수행되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의료 기기 제조에서 자동화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까요? 뮐레크는 미소를 지으며 “당연하죠!”

라며, “저는 지금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거의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징조네요.”라고 말합니다. 

뮐레크는 Karl Storz가 미래에도 자동화의 길을 계속 걸

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여전히 손으로 해야 할 일이 많

긴 하지만 자동화가 합리적인 부분은 수작업을 없애

고 싶어요. 그리고 유연한 로봇 셀을 사용하면 자동화

와 수작업을 둘 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상세 정보: Storz Endoskop Produktions 

GmbH, 사라 뮐레크(Sarah Mühleck), 생산 관리자 

KSO Widnau, 전화: +41 71 726-1272, sarah.mueh-

leck@karlstorz.com

의 료 기 기

Karl Storz의 스위스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라 뮐레크

(Sarah Mühleck)

섬세하게 이동하는 

이중 그리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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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사냥 01 —  장 피에르 볼프(JEAN-PIERRE WOLF)교수의 아이디어 제시 

02 —  클레멘스 헤르콤머(CLEMENS HERKOMMER)의 레이저 발명

레 이 저  V S  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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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 교수님, 레이저 피뢰침으로 

교수님의 첫 번째 현장 실험을 

완료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뇌우와 거센바람, 많은 번개가 

발생해서 우리에게는 완벽한 여름이었습

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제 분석을 시작할 겁니다. 번개가 

탑을 쳤을 때 많은 경우 안개가 끼어 

있어서 이미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약간 더 복잡할 겁니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사실 이번 실험이 

첫 번째 현장 실험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바꾸었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험을 다시 설계

했습니다. 레이저로 낙뢰를 발생시키는

 대신 그저 뇌우가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레이저를 사용하여 번개를 평범한 피뢰침

으로 유도했습니다. 이 방법이 보다 실용적

이라고 생각했죠. 이온화된 대기는 

100m 길이의 창처럼 하늘을 뚫고 낙뢰로

부터 반경이 100m에 이르는 지역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창의 길이와 

보호 범위을 최대 1,000m까지 늘려 

이 수치를 10배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16년 전 우리는 뉴멕시코에 있는 높이 

10,000피트(약 3,048m)가 넘는 사우스 

발디(South Baldy) 산 정상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구름에서 번개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허사

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그 지역에서 

기록적으로 뇌우가 가장 적게 발생한 여름

이었다고 해요! 보통 하루에 한 번 뇌우가 

발생하는 데 그해 여름에는 90일 동안 

세 번 발생했으니 우리는 아주 운이 나빴던 

셈이죠. 레이저는 사실상 구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우리는 곧 전체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모두가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음, 그 질문이 뭘까요?

새에 관한 질문이죠(웃음).

만약 레이저 빔이 새에게 맞으면 어떻게 될

까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실험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새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 레이저는 눈에 안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레이저를 

방출하면 불운한 새는 맞을 수 있죠. 

하지만 빔은 움직이지 않고 작동 중에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고, 새가 특히 

녹색을 매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저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새가 지능적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뇌우가 칠 때 새는 날아다니기보다 숨어

있는 편이므로 새에 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항공기입니다. 스위스 연방 민간 

항공국(Swiss Federal Office of Civil 

Aviation)은 레이저 주위에 5km의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레이저를 항공 감시 시스템에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항공기가 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레이저 방출이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물론, 이온화된 창은 길이가 

100m에 불과하고 레이저 빔 자체가 방사

되고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뻗어나가지만, 

항공기에 맞을 일은 없습니다. 레이저가 

항공기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종사 및 승객의 눈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번개를 제어한다는 아

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랐나요? 

과학적 발견에 관련해선 흔한 이야기죠. 

1990년대 중반에 프랑스 레이저 연구자인 

제라르 무루(Gérard Mourou)는 광학 

거울이 깨졌을 때 연구실에서 연구 

중이었습니다. 무루는 거울이 깨진 

이유가 궁금해 조사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는 곧 대기 중에서 레이저 

빔의 자체 집광과 “필라멘트”의 형성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공기와

같은 적절한 매질을 통과하는 레이저 

빔은 자체 집광 과정을 거쳐 붕괴하고 

자체 집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칩니다. 레이저를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레이저 막대 파괴의 주된 

원인인 이러한 현상에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발견된 사실은 필라멘트가 

공기를 이온화해 전도성을 띄게 만드는 

필라멘트 전파라는 컨셉이였습니다. 

무루는 결국 2018년에 노벨상을 수상하

였는데, 필라멘트 전파와 관련된 건 아니

었고 고강도 레이저 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어떤 분야에 적절할까요?

무루의 공기 중 필라멘트 발견 덕분에 

우리는 레이저 빔으로 목표를 지정해 

공기를 통과하여 고전압을 전도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즉시 

연구에 착수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파리에 거주하는 

동료인 앙드레 마이시로비츠(André 

Mysyrowic)는 지금 고속 TGV 열차 

지붕에서 소형 레이저를 사용하여 

전극과 필라멘트를 접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고압 전송 작업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죠. 저는 

대기 연구에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네요. 대기 중 높은 

전압이 존재하면 반드시 번개가 칠까요?

01 

——

장 피에르 볼프 교수는

레이저를

피뢰침으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여기서 볼프 교수는 

자신의 발명이 제공하는 

잠재적인 이점과

이 발명이

지구 온난화 퇴치에 

어떤 도움이 될지 설명한다

레 이 저  대  번 개

스위스 센티스산 정상(레이저 피뢰침 시험 장소)에 

서있는 볼프 교수

“사람들은 지구공학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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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죠! 그런데 성공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몰랐죠! 하지만 레이저 피뢰침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대기

업에서 근무하는 과학자 여러 명이 

연락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공항

과 발사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그러니 연구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번개로 

인해 비행기 또는 로켓의 비행 또는 

발사가 지연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혁신적인 피뢰 방법에 투자할 

의향도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했죠!

번개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져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Geneva’s 

answer to Zeus”(제우스에게 

보내는 제네바의 답변)라는

 헤드라인을 보았는데 글쎄요, 

약간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번개는 자연 현상이고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번개는 분명 아름다워요. 하지만 

신비롭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레이저 피뢰침에 관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나요?

공항과 풍력 발전소는 확실히 이 

기술을 처음으로 채택할 곳 중 하나

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도 피뢰가 필요할 것

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력한 초단파 펄스 레이저를 다

른 용도로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 중에 만든 필라멘트는 

수증기를 응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즉, 구름을 생성하고 비를 

내리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죠.

그것도 지구공학으로 볼 수 있나요?

사람들은 1950년대부터 대기에 

화학 물질을 뿌려 인공적으로 

비나 눈을 내리게 했습니다. 

스키 리조트는 이런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중국인은 거의 

매일 이 작업을 하고, 미국의 농부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농지에 비를 

주문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제곱 

미터당 리터를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인공 강우 

기술은 엄청난 양의 중금속과 탄화

수소를 쏟아내기 때문에 정말 

더럽죠.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한 

레이저는 실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공학인데요!

물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공학이 평판이 그리 좋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자연에 대해 일종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

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산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끌 수 있는 새로

운 인공강우 방법을 발명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옵션이 지구에 

더 이로운가요? 지구공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산불이 

산림을 다 파괴하도록 두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는 제네바

대학교에서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팀에는 

지구과학자, 윤리학자, 국제법 전문

가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같은 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담인데, 이미 진행 중인

거대한 지구공학 실험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정말인가요?!

물론이죠! 이 실험은 1850년 정도에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의 대기, 날씨 

및 기타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쳤

습니다. 바로 화석 연료의 연소와 이 

산화탄소의 대량 방출이죠! 좋아요. 

그것은 진정한 공학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자연에 대한 배

려 없이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연을 

망쳐놓고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기후 변화의 초기 영향이 

더 빈번하고 심각한 홍수, 가뭄 및 

산불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아는 모든 

사람은 상황이 곧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인간의 노력이 

더 이상 어떤 차이도 만들 수 

없는 전환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다, 얼음, 날씨, 

온도, 바람 등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다르게 동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공학적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것은 태만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관련 

개발을 빨리 시작해야 할 거예요!

“ 레이저 빔을

 이용해

 높은 전압을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	우리는	이런	

	 지구공학적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관련	개발을	

	 빨리	시작해야	

	 할	거예요!	”

레 이 저  대  번 개

장 피에르 볼프(Jean-Pierre Wolf) – 제네바대학교의 물리학 및 생체광학 

교수로, 레이저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기상 현상을 연구하고 기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수년간 연구하고 있다. 이 사진은 볼프 교수가 센티스산 

정상에 위치한 연구 스테이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며, 연구 스테이션에는 

레이저 피뢰침을 위한 빔 소스가 있다. 그의 뒤에는 빔이 확장되어 

지붕의 개구부를 통해 하늘로 쏘아 올려지는 컨테이너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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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레이저: 

레이저 피뢰침의 

빔 소스는 클레멘스 

헤르콤머가 제작한 

혁신적인 증폭기를 

사용합니다.

레 이 저  V S  번 개

(a)

(B)

레이저 피뢰침의 

작동 원리:

레이저는 펨토초 펄스 

빔을 생성합니다. 펄스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광자가 공기에 있는 

질소 원자에서 전자를 

떨어뜨립니다(A). 이로 

인해 빔의 경로를 따라 

전하를 띤 입자로 가득 찬 

채널(플라스마 필라멘트)

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는 

하늘로 거의 수백 미터 

튀어나온 피뢰침과 같습니다. 

번개가 칠 때(B) 전기 방전은 

전도성 필라멘트를 따라 

기존의 피뢰침(C) 끝으로 

이동하고 전류는 전도성이 더 

높은 전도체로 점프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레이저는 

필라멘트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 영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Höhe des Filaments 

entsprich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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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마는 일종의 독특한 

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

스마는 고에너지 입자가 전자

를 원자 궤도 밖으로 밀어내고 

일시적으로 재결합을 방지할 때 

생성됩니다. 플라스마에서는 양

전하와 음전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마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우수한 전도체입니다. 따라서 플라스

마는 예를 들어 공기를 통해 번개를 피뢰침

으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대기 중에서는 플라스마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빔을 준비하고 빔에 초점 렌

즈를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강도가 충분

히 높으면 초점에서 작은 플라스마 볼이 생성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번개를 제어

하려면 플라스마 볼을 100m 이상, 그리고 결

국에는 1,000m 이상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 레이저도 필요하죠.

계산된 재앙   고강도 레이저 빔이 공기를 통

해 전파되면 공기 자체가 렌즈처럼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빔의 초점을 더욱 단단히 

맞춰주고 빔의 강도를 더 높이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 반응이 일어나 빔의 초

점이 더 정밀하게 맞춰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커(Kerr) 효과”

라고 합니다. 모든 자기 강화 효과와 마찬가

지로 이 효과도 결국 최고조에 이르고 붕괴 

단계라고 하는 단계에서 붕괴됩니다. 이 단계

에서는 레이저 광의 광자 에너지가 커져 공기 

중의 질소 원자에서 전자를 떨어뜨리기 시작

합니다. 공기가 이온화되어 전도성 플라스마

가 형성됩니다.

이는 레이저 빔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플

라스마에서 초점이 흐려지진 레이저 빔은 팽

창하면서 이온화되지 않은 공기를 다시 한번 

통과하고, 전체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긴 기간에 커 효과와 붕괴 단계 간 평형을 유

지하여 필라멘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 플라스

마 볼을 긴 경로의 전도성 플라스마로 전환

합니다.

길이 및 밀도 매개변수의 범위를 조정해 이 필

라멘트를 특정 응용 분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뢰침 프로젝트의 목표는 필라멘

트가 지면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

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네바대학교의 동

료는 종단에서 빔을 30mm에

서 30cm로 넓히는 특수 망원경

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필라

멘트는 120m 높이에서만 생성

되어 약 200m 높이까지 이어지

게 됩니다.

다시 레이저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의 

임무는 이 전도성을 띈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길이가 약 100m인 필라멘트를 생성하는 빔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당 약 1,000번의 레이저 

펄스 주기가 필요합니다. 그 반복 속도로 우

리는 재결합하는 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

한 양의 새로운 전자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므

로 필라멘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

다. 동시에 우리의 목표는 매우 조밀한 필라

멘트를 만들기 위해 동시에 많은 전자를 제거

하는 것이므로 매우 높은 레이저 출력과 매우 

높은 펄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압축 및 펌핑 펄스 폭이 늘어진 펄스는 먼저 

증폭기를 통과하고 약 1,000배 증폭되게 됩

니다. 우리는 다른 특수 레이저에도 이 시스

템을 사용하지만 일부 특수 광학 장치의 조

리개는 레이저 피뢰침에 필요한 펄스 에너지

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

인 특수 멀티패스 디스크 레이저 증폭기에 펄

스를 보냅니다.

멀티패스 증폭기는 늘어진 펄스가 시스템

을 여러 번 통과한다는 사실에서 이름을 따왔

습니다. 강력한 펌프 레이저는 각 패스에서 

펄스에 추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아

무도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영역에서 초당 

1,000펄스의 반복 속도를 견딜 수 있는 멀티패

스 증폭기를 발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솔루션

의 한 부분은 복잡한 냉각 시스템이었고, 다

른 부분은 높은 펄스 에너지가 빔 유도 광학

계를 관통해 발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새로운 

빔 전달 시스템이었습니다.

완성된 멀티패스 디스크 레이저에는 시스

템을 통과할 때 2단계로 펄스에 에너지를 전달

하는 4개의 다이오드 펌핑 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고에너지 레이저 펄

스가 격자 압축기로 전송되어 펄스 폭이 단

축됩니다. 결국, 720밀리줄의 에너지와 거의 

700기가와트의 피크 펄스 파워을 갖는 피코

초 레이저 펄스를 얻었고, 이는 정확히 우리

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는 1피코초 동안 

원자력 발전소 약 500개의 전력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그해 여름까지 우리 레이저는 스위스 알프

스 산맥에 위치한 센티스산 정상에 있었습니

다. 적외선 파장대에서 레이저를 실행했을 때 

공기 중의 질소가 푸른 빛을 띠며 빛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자 궤도에서 떨어뜨린 전자

들이 질소 원자에서 재결합하면서 광자를 방

출하며 내는 빛이었습니다! 그린 파장대에서 

레이저와 필라멘트는 밤하늘에서 밝게 빛났고, 

계곡 아래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작성자: 

클레멘스 헤르콤머(CLeMenS HeRKOMMeR)

클레멘스 헤르콤머(Clemens Herkommer) 는

TRUMPF에 근무하면서 산업 박사 학위를 

수료했습니다. 뮌헨공과대학교 재학 중 작성한 

박사 논문에서 그는 EU의 레이저 피뢰침 

프로젝트를 위한 멀티패스 디스크 레이저 

증폭기를 개발했습니다.

레이저 피뢰침(llr) 프로젝트는 레이저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낙뢰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국제 프로젝트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연구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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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는 
어디에 있죠?

레이저 기술은 지구와 우주 양쪽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보너스로 공상과학 소설 팬들을 매료시킬 신진 작가를 소개합니다!

우주의 레이저는 공상과학 소설의 소재입니다. 하지만 레이

저가 선한 편으로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우주의 레이저“라

는 표현을 들으면 즉시 초강력 무기, 전멸, 전쟁이 떠오를 것이

고, 아마도 대부분은 스타워즈와 광선검의 이미지가 머리를 스

쳐지나갈 겁니다. 이번 호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레이저 기술은 

모든 면에서 이익을 약속하는 궤도 혁명을 일으키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구공학“ 역시 "우주의 레이저“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구화학적 주기를 방해하는 것

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제네바 대학

의 기상 연구 전문가인 장 피에르 볼프 교수는 지구 공학을 철저

하게 활용하면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

다. 볼프 교수가 선택한 무기 – 저 까지도 레이저를 무기에 비

유하고 있네요! - 는 바로 레이저 피뢰침(LLR)으로 알려진 슈

퍼 레이저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LLR은 스위스 알프스 산

맥에 위치한 센티스 산 정상에서 구름에서 번개를 유도하는 현

장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공학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번개를 제어해 세상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

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가 이 소식을 알

았더라면 좋았겠네요! 1980년대 후반에 컬트적 지위를 얻은 공

상과학 3부작 백 투 더 퓨처에 등장하는 과학 천재 브라운 박사

는 DMC 들로리언(DeLorean)을 타임머신으로 개조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자동차는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시간 여행

에 필요한 1.21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들로리

언에 내리치는 번개 또한 시공간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한 전력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 투 더 퓨처 3부작의 첫 작품

에서 중요한 서사인데, 브라운 박사의 친구 마티 맥플라이가 플

루토늄 없이 과거에 갇혀 미래로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미래에 대한 정보가 있는 브라운 박사

는 다음에 번개가 칠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번

개가 친 이후 해당 시간에 고정되어 있는 상징적인 시청 시계였

죠. 3부작 중 2부에서 번개는 훨씬 더 우발적인 역할을 해 타임

머신이 비행할 때(네, 날아갑니다!) 뇌우를 뚫고 타임머신에 내

리쳐 타임머신을 우연히 황량한 서부로 가져다 놓습니다. 브라

운 박사와 마티 맥플라이가 레이저 피뢰침에 대해 알았다면 인

생이 훨씬 순탄했을 겁니다.

번개를 제어하는 레이저라니요! 레이저 기술로 할 수 있

는 일은 놀랍습니다. 공상과학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저의 꿈

에 다시 불을 지필 정도로 특별하죠. 결국 누군가는 이 분야에

서는 레이저가 선의를 위한 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

야 합니다! 

Laser Community의 

아타나시오스 칼리우디스

(Athanassios Kaliudis) 

편집장은 레이저를 

대중 문화에 접목시키는 

정기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의료 시험: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전파를 

예방하거나 최소한 억제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고, 간단하면서 저렴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코네티컷 대학의 바흐람 자비디(Bahram 

Javidi) 교수는 이것이 레이저 기술을 위한 완벽한 과제처럼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비디 교수의 진단 시스템은 간단한 레이저 다이오드, 현미경 

카메라, 유리 조각과 오래된 노트북 및 스마트폰에서도 

실행되는 자가 학습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기술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장치는 극소량의 혈액 샘플에서 적혈구의 3차원 

홀로그램을 생성하여 사람이 건강한지 아픈지를 

몇 초 만에 확인합니다.

이 첨단 솔루션은 이미 말라리아, 겸형 적혈구 

빈혈증 및 유방암 진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자비디 교수는 

SARS-CoV-2 감염을 탐지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를 위한
레이저 피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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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번개가 내려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로 답변을 보내주세요. athanassios.kaliudis@trump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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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산업은 마침내 자동화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치과용 

보철물을 3D 프린팅하는 동안 

특수 장치가 분말 용기의 기질 

플레이트를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야간 교대 근무는 그만! 

버튼을 누르고 잠을 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상어도 

자랑스러워할 치과 보철물이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lasEr CoMMUNitY. 34호는 2022년 봄에 출간됩니다.

지금 구독하여 최신 이슈를 받아보세요. trUmPf.com/S/lc-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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