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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A non-symmetric laser beam was used for cutting a thin glass substrate and its 

effect was investigated. In laser cutting of brittle materials, controlling crack 

initiation on the surface is crucial; however, it is difficult to ensure that crack 

propagation occurs according to a designed laser path. A lot of deviation in crack 

propagation, especially at the edge of the substrate, is usually observed. A 

non-symmetric laser beam generates a non-uniform energy distribution, which 

enhances directional crack propagation. A 20-W pulsed YAG laser was used for 

cutting a thin glass substrate. Parametric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the crack 

control of the non-symmetric laser beam was improved. A theoretical model was 

presented and the limitations of the proposed proces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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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사용되는 유리는 그 종류와 사용이 다양하

며 사용되는 제품 자체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 유리의 두께가 얇아

지거나 외형이 직선이 아닌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리 

절단 공정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취성이 강한 유리의 절단

에 있어서 정밀 공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커버용 유리의 품질

은 디스플레이 품질과 직결되므로 매크로 및 마이크로의 파편을 

억제하면서 정확한 패턴 커팅이 가능한 정밀 절단기술의 개선 및 

적용이 필요하다
[1-3]

. 

유리는 취성재료로서 크랙 전파가 임의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유

리의 절단기술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1]

. 이 유리절단 방법에는 

다이아몬드툴 같은 공구를 사용하는 기계적인 방법
[4-6]

, 워터젯을 

이용한 방법
[7,8]

, 화학 에칭방법
[9,10]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

저 절단방법 등이 있다
[11-19]

. 현재 상용화된 방법은 기계적 절단 

방법으로 절단날을 사용하는 연삭절단 방법과 다이아몬드 스크라

이빙 휠을 이용한 굽힘절단 방법이 있다
[20]

.

그러나 이런 기계적인 절단 방식은 절단 시 유리에 발생한 마이

크로 크랙이 미세한 손상을 초래하며, 이 손상은 마이크로 입자

를 발생시킨다
[20-22]

. 이러한 마이크로 입자는 모바일기기 디스플

레이와 같은 정밀공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공구의 지

속적 사용으로 휠이 마멸되어 휠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22]

. 이에 비해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방법은 광 에너지를 이용

한 비접촉 절단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입자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 

이러한 레이저 절단방식은 유리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 더욱 적합

한데, 두께가 수 밀리미터 이내이며 표면에 전기적 전도성 물질이 

코팅된 디스플레이용 커버유리 절단에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알

려져 있다
[20,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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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ser parameters

Wavelength (nm) 1,064

Pulse width (ns) 4

Repetition rate (kHz) 500

Average Output (W) 20.0

Glass thickness (μm) 130

Scan speed (mm/s) 100

Beam spot diameter (μm) 50

Fig. 1 Schematic of the laser setup and specimen

Fig. 2 A scanning pattern of laser beam

레이저를 이용한 취성재료 절단방법은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이

용한 직접절단과 레이저를 통해 표면 열응력을 변화시켜 발생된 

마이크로 크랙의 전파로 절단하는 방법이 있다
[1]

. 전자는 재료 표

면에 레이저 어블레이션에 의한 초기 미세한 크랙을 발생시켜 가공

경로에 따라 레이저 방사에 의해 재료가 급가열 및 급냉각을 반복

하여 유도된 크랙 전파에 의해 재료를 절단하는 방법이다
[25]

.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나며 레이저의 파장

과 펄스폭이 주요 파라미터로 작용한다
[1,25,26]

. 후자는 레이저 어블

레이션에 의한 절단과는 다르게 재료 표면이 레이저 광에너지를 

흡수하여 레이저 스폿 근처엔 고온에 의한 인장응력이 형성되고, 

레이저가 지나간 후 응축에 따른 압축응력이 이완되어 국부적으로 

열응력이 증가한다
[11]

. 이러한 레이저 유리 절단에 있어서 레이저 

출력, 스캔 속도, 빔 스폿 크기 등은 직접적으로 재료 표면 및 레이

저 조사 중심에서의 국부적 열 분포에 영향 미친다
[26,27]

. 이러한 

온도분포는 재료의 응력분포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크랙 전파

가 일어난다. 이는 레이저 빔 형상에 따라 그 응력 발생 및 분포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8,29]

.

본 연구에서는 원형의 레이저 빔 형상을 쉐이핑하여 비대칭 빔을 

통해 유리 재료를 절단하였을 경우 그 절단 품질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레이저 빔의 형태에 따른 빔 경로와 절단 경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각 파라미터간의 크랙 발생 영향을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장치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는 펄스 파이버 레이저이며, 1,070 nm 스

캐닝 프로세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캐닝 경로를 결정하였고, 마이

크로 모션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시험편을 컨트롤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 파라미터는 Table 1과 같으며, 실험장치의 전반적

인 셋업은 Fig. 1에 나타나 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18×18 mm
2
의 커버글라스를 사용하였으

며 두께는 100 μm 이다. 레이저 투과율을 낮추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글라스에 Pt 박막을 코팅하여 실험하였다. Fig. 2는 레이저가 

실험재료를 수직으로 지나도록 스캐닝 패턴을 설계한 모습을 나타

낸다.

2.2 재료의 광학 특성

Pt 박막 코팅은 레이저를 97% 투과하는 커버글라스에 광흡수율

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행되었다. Fig. 3은 Pt 박막을 코팅한 커버글

라스의 반사율을 나타낸다. 1,070 nm 파장영역에서 Pt 코팅된 커

버글라스의 반사율은 약 55%로, 조사된 레이저 에너지의 약 45% 

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t 박막층은 조사된 에너지를 흡수

하여 커버글라스 표면에 열응력을 발생시키고, 이 열응력은 커버글

라스 표면에 미세한 균열을 생기게 한다. 취성재료인 커버글라스는 

표면의 미세한 균열들에 의해 가공경로를 따라 절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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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Optical properties of Pt coating glass substrate: (a) 

reflection, (b) transmittance

(a)

Circle beam 4/5 beam 3/5 beam Half beam

(b)

Fig. 4 Various energy profiles of laser beams

2.3 빔쉐이핑

Fig. 4(a)는 반원형상으로 쉐이핑된 빔의 에너지 프로파일이다. 

원형 빔의 에너지가 중앙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원 형상으로 빔을 쉐이핑 하여도 에너지 분포의 변화 없이 쉐이핑 

되는 것을 보여준다. 빔의 형상은 4가지 경우로 하여 실험하였으며 

이는 Fig. 4(b)에 나타나 있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열응력 모델링

레이저 가공에 있어서 표면 레이저 조사에 따른 유리 내의 온도

분포는 이로 인한 열응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표면에서 

레이저 빔조사에 의한 유리 내의 온도변화는 다음과 같은 열확산지

배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온도, 는 시간, 는 물질의 밀도, 는 재료의 비열, 

는 열전달계수, 는 레이저에 의해 재료 내부에 발생된 에너지 

소스이다. 레이저에 의한 표면 열유속은 재료의 깊이방향으로 전달

되고 에 대해 영향을 준다. 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표면에서

의 레이저에 의한 열전달량을 정의해 줄 필요가 있다. Fig. 5에 나

타난 1차원 열전도 모식도에서 재료의 레이저 복사에너지 흡수로 

인한 체적 열 발생은 

  ′′
 (2)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경계조건인







 



 

′′  (3)







 



 

∞ (4)

을 대입하여 풀면, 깊이방향()에 대한 온도분포는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 


′′





′′ ∞ (5)

유리표면에서 온도분포를 통해 열응력 분포를 알아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a) 계는 정상상태에 있으며, 

b) 레이저빔의 국소 빔 조사 열유속은 형상계수()의 영향만 받는

다고 가정한다. 

형상계수에 의한 열전달률은 다음과 같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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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d 


 at 



 (x10

-6
 m) 

 


 (MPa)

25.0 92.3 5.74

20.0 115.4 7.17

15.0 153.8 9.56

12.5 184.6 11.47

Fig. 5 Schematics of laser setup and specimen

Fig. 6 Dimensionless temperature () and thermal stress 

(


) vs. radius of beam spot

식 (5)에서 열유속(′′)은 식 (6)을 면적으로 나눈 것과 같다. 

′′ 



∞ (7)

여기서 형상계수()는 빔의 반지름()에 대한 함수이며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8)

위의 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9)

여기서 ∞∞을 로 무차원화 할 수 있다. 커

버글라스의 300 K에서의 물성값은, 열전달계수 는 1.4 (W/m·K), 

자연대류열전달계수 는 10 (W/m
2
·K) 이며, 두께 은 130 (μm), 

에너지 흡수율 와 는 Fig. 3(a), (b)에서 0.45, 0.03으로 구해질 

수 있다. 이 물성값을 식 (9)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

으로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

 (m) (10)

이와 같은 관계로 온도 프로파일이 계산되었을 때, 온도분포로부

터 열응력 분포는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
(11)

는 재료의 탄성계수, 는 온도, 는 열확산계수, 는 푸아송 비이

다
[1]

.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이 식 (10)을 식 (11)에 대입하여 

얻은 열응력 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2)

탄성계수 는 65 GPa, 열확산계수   는 ×, 푸

아송 비 는 0.22 이다.

실험에 사용한 빔 형상에 따른 표면에서의 온도분포와 열응력 

분포는 Table 2와 Fig. 6과 같다. 이 열응력 분포는 커버글라스 

표면에서 마이크로 크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Fig. 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빔의 반경이 줄어들면 그것에 비례하여 열응력이 증

가되고 있음을 Table 2와 Fig. 6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빔이 비대칭일 경우 한쪽 방향의 열응력이 반대 방향보다 크게 나

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응력에 의한 크랙이 발생되었을 때 

보다 강한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2 레이저 절단 실험 

Table 3은  빔 형상에 따른 팁의 절단 경로차를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다. 절단은 레이저 에너지가 커버글라스 표면에서 흡수되면서 

열응력에 의해 발생한 마이크로 크랙이 가공경로를 따라 연장되면

서 진행되었다. 원형 가우시안 빔을 반원형상까지 쉐이핑하여 네 

가지로 나눠 실험하였고, 레이저의 피크 파워는 10 kW/mm
2
 이다. 

절단경로와 가공경로의 차는 절단면 팁 부분에서의 각도로 나타내

었다. 원형 빔으로 커버글라스를 절단시도 한 경우 팁의 각도는 

12°-16°로 나타났으나 비대칭 빔으로 절단을 한 경우 반원에 가까

운 에너지 분포일수록 그 절단 팁의 각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은 이러한 빔 형상에 따른 팁 각을 그래프

로 나타낸 것이다. 절단면의 측면 형상은 빔의 쉐이핑에 따른 영향

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절단기에 의한 절단면 형상에 비해 레이저에 의한 절단면은 

매우 매끄럽게 나타났다. 따라서 커버글라스 표면의 마이크로 크랙

에 의한 절단면은 유리절단기로 절단한 기계적인 절단면보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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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hape of beam vs. tip angle

Table 3 Laser cutting of glass vs. beam’s shape

Beam’s shape
Laser peak power 

density [kW/mm
2
]

Cross view (x200) Top view (x50)

No laser process

(Glass cutter)
― ―

Circle

(Gaussian)
10.2

4/5 10.2

3/5 10.2

half 10.2

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빔쉐이핑을 통한 절단에서는 절단면 

팁의 절단 정밀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펄스레이저의 비대칭 빔쉐이핑을 통해 유리재료의 절단품질 연

구를 수행하였다. 가공경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열응력 분

포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이 실험결과와 함께 제시 되었다. 레이저 

빔은 커버글라스 표면에서 흡수되어 마이크로 크랙을 발생시키고, 

이 크랙은 가공경로를 따라 연장되어 커버글라스를 분리시킨다. 비

대칭 원형 빔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원형 빔이 반원형상으로 

쉐이핑 되는 정도에 따라 절단면과 빔 패스의 경로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이는 빔쉐이핑이 취성이 큰 재료의 절

단에 있어서 크랙 전파의 방향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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