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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확장형 고출력 준연속 광섬유 레이저 개발
Developing a power scalable quisi-CW fiber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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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레이저는 주력기간 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기술기반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자동차, 조선 및 반도체, 디스플레

이 산업 등 주력기간산업과 LED,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서 고출

력 광섬유 레이저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대

되고 있다. 특히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는 빔 waist가 

작아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하며, 에너지 절감 및 높은 양산성으

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세계 산업용 레이저 시장은 2012년 $2.1B 규모

로 전년대비 7%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1]. 특히 

레이저의 응용 분야 중 전통적인 cutting과 welding 
분야인 metal processing 시장이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CO2 레이저가 장악해 왔던 

metal processing 분야에 최근 광섬유 레이저가 크게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Fig. 1 Laser market by application sector [1]

세계 레이저 시장은 Fig. 1과 같이 형성되어 있지만 

국내의 광섬유 레이저 개발 상황을 살펴보면 상대

적으로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영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는 레이저 펄스폭

에 따른 국내 정부주도 과제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 1064nm, 532nm 및 355nm 파장 대역에

서 주로 초미세 가공이 가능한 나노초 및 ultrashort 
pulse의 광섬유 레이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Fig. 2 Laser processing areas with respect to wave-
length and pulse durations

본 과제는 반도체/LED, Display, 그린수송, 바이

오 및 의료산업 등의 산업용 재료가공 (용접, 절단, 
용융 표면처리, 드릴링 등) 현장에서 상용화 장비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출력 확장형 6kW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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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준연속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 개발을 목표

로 하여 2012년 9월부터 5년간 기술개발을 하여 

최종적으로 Fig. 3과 같은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하

고자 한다.  

Fig. 3 System composition for a power scalable 6kW 
quisi-CW fiber laser

고출력 준연속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하

기 위해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는 다음

과 같다.
1. 고품위 준연속 출력 광섬유 기반 seed 레이저 

제작 기술 및 pulse shaping 기술

2. 고에너지 펄스 출력을 얻기 위한 단임모드 고출

력 다단 광증폭기 제작 기술

3. 출력 확장을 위한 signal combiner 및 signal/pump 
combiner 제작 기술

4. Spot welding 특성 시험 및 분석기술

Fig. 4 Brief developing contents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제작된 6kW급 

광섬유 레이저는 spot welding부터 금속 절단 분야

까지 적용이 가능하여 태양광 실리콘 판넬 절단, 
철판 가공, 소결, 금속 welding, 스텐트 가공 및  

LED 웨이퍼 절단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레이저 

가공업체에 해당 광섬유 레이저 기술이 전수 될 

경우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이며 이로 인해 레이저 

가공업체의 국산 광섬유 레이저 사용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레이저 가공기 수출에서 

국내 생산된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이 적용되어 

수출되면 점점 광섬유 레이저 자체만의 해외시장

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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