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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레이저 커팅 기술은 1970 년대 이후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제조분야에서 중요한 공정이 되었다. 레이저 

절단은 나무, 가죽, 금속, 세라믹, 종이 및 유리 

등과 같은 거의 모든 형태의 재료들에서 

정밀한 무늬를 절단하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레이저 절단기는 후공정이 

필요없을 만큼 매우 정밀한 절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레이저 기술의 발달로 최근 고출력 

파이버 레이저들이 산업현장에 사용됨으로써, 

기존의 CO2, Nd:YAG 레이저를 대체해 가고 

있다 2. 파이버 레이저는 광학적 정렬이 

필요없고, 상대적으로 광손실 없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 절단을 위한 레이저 광학계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는 기존에 사용되는 

스크라이빙 공정 없이 풀 커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학계 구성과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적외선 파장대의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면서, 레이저빔의 에너지 밀도를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전반사 현상을 이용한 절단 

가공법을 통해 현재 많이 사용되는 터치 

스크린 크기의 유리 판 절단에 적용하였다. 

 

2. 재료 및 연구방법 
 

Fig. 1 은 본 연구에서 적용된 내부전반사 

유도 사파이어 프리즘을 이용하는 레이저 

글라스 절단 헤드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헤드 내에는 단일모드 레이저 빔을 빔 

분할 프리즘을 이용하여 주 절단 빔과 열-응력 

크랙에 의한 절단선을 유도하는 두 개의 

측면상의 보조 빔들을 형성된다. 그런다음 이 

레이저빔들은 유리판 내부에서 전반사가 

발생하도록 하는 사파이어 소재의 프리즘을 

통해 절단하고자 하는 유리 판 내부로 

입사되어 최대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스폿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스폿들은 그 

유리판 내부에서 전반사되면서 유리 판을 

특정한 방향으로 가열하게 되고 이 후 냉각을 

통해 스크라이빙이 필요없는 크랙이 유도된다. 

 

Fig. 1 Fiber laser cutting head layout (a).Laser 

Source(TEM00, CW1064nm, 300W), (b).Total 

Internal Reflection inducing laser head, (c). 

Steam Generator  (d). Head rotation motor 

 

전반사 유도 사파이어 프리즘과 절단 

유리판 사이의 광학적 접촉(optical contact)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한 형태의 

구조를 통해 레이저 헤드로부터 적절한 

스팀층이 발생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스팀층과 

전반사 유도 프리즘 및 스팀층과 유리판 

내부전반사 유도 사파이어 프리즘을 이용한 레이저 글라스 절단 
Laser glass full cutting with Total Internal Reflection inducing sapphire 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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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걸쳐서 발생되는 두 번의 광학적 

접촉들을 형성하기 위해 스팀의 굴절률은 

절단하고자 하는 유리와 유사한 굴절률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모서리부의 곡률을 

가진 샘플들을 파이버 레이저와 절단하고자 

하는 유리 내부의 전반사를 유도하는 사파이어 

프리즘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샘플로 사용된 

유리는 150mm x 150mm 의 크기와 0.7mm 의 

두께를 가지는 소다라임 유리를 이용 하였으며, 

모서리부 곡률 반경은 각각 R=20mm, 10mm, 

및 5mm 가 되도록 하였다. Table 1 은 실험에 

사용된 절단시스템의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Specs. of TIR inducing Laser cutting system. 
 

Process/Operation Laser glass cutting 

Laser  Fiber laser, CW, 1064nm, 300W

Glass thickness range 0.5mm ~ 1.3 mm 

Max. Cutting Speed 0~3000mm/min 

Min. radius > 5mm 
 

절단가능한 유리의 두께 범위는 약 0.5mm 

– 1.3mm, 최대 커팅 속도는 3000mm/min 이고, 

절단가능한 최소의 모서리부 곡률반경은 현재 

약 5mm 까지 가능하다. 

Fig. 2 는 기존의 스크라이빙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커팅 방법과 전반사유도 프리즘을 

이용하여 절단된 유리의 측면들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커팅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절단면 

경사도의 수직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 

Fig. 2 Close-up photos of glass plate edges cut by (a) 

mechanical diamond cutting and (b) Laser TIR 

cutting. 

Fig. 3 (a)는 모서리 부의 곡률 반경이 20mm, 

(b)는 10mm 로 커팅된 것을 나타내며, (c)는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이 5mm 인 것으로 하여 

절단된 소형 스마트폰 커버 유리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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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Fig. 3 Samples cut by TIR inducing sapphire prism 

(a) radius=20mm, (b) radius=10mm, and (c) 

Small sized full cut mobile phone cover glass 

with radius of 5mm. 

 

4. 결론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형 스크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절단 

방법으로는 원하는 형태로 유리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레이저 기반 절단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면서, 짧은 공정과 

후가공 필요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열크랙 작용과 광학적 접촉을 통한 전반사 

유도 레이저 유리 절단 광학헤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유리 절단에 적절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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