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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유리는 요한 공학소재로 디스 이 학   , 

통신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

양한 유리 가공 방식이 이용  개발 에 있다. 

통 인 유리 가공 방식에는 다이아몬드 포인터나

휠 커터[1~3] 등을 사용하여 물리 인 에 의해 

유리를 가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가공 부 에 큰 균열  재료의 손실을 유발하며 

곡선가공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고온 고압 공기. 

를 이용하는 고온 에어 젯(hot air jet)[4] 과 고 수압, 

을 이용하는 워터 젯(water jet) 가공[5,6] 은 다양한 

형태의 곡선가공이 용이하며 상 으로 우수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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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ports the CW CO2 laser scribing of soda lime glass. In this study, scribing experiments are 

carried out at different laser powers, scan speeds, and focal position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rocess 

parameters on the interaction characteristics between a laser beam and glass. In particular, the interaction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and described with the input laser energy per unit length.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damage threshold for the glass surface was found to exist between 0.072 and 0.08 

J/mm. The input laser energy in this region induced partial melting of the surface and grain-shaped cracks. 

These cracks tended to increase as the input laser energy increased. At the laser input energy larger than 1 

J/mm, a huge crack propagating along the scan direction was produced, and the volume below the scribed 

area was fully melted. The growth of this crack finally resulted in the complete cutting of the glass at the 

input laser energy above 8 J/mm. It was found that both the width and depth of the scribed line increased 

with increasing input laser energy. For the beam focusing at the rear surface, the width of the scribed line 

varied irregularly. This could be ascribed to the increased asymmetry of the beam intensity distribution when 

the laser beam was focused at the rear surface. Under this condition, a large burr was only produced on one 

side of the scrib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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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마무리를 제공하는 장 이 있으나 가공부 세정

을 한 후속 공정으로 추가 시간  비용이 발생

하는 단 이 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고 에 지 이  빔을 열원

으로 사용하여 유리를 가공하는 방식이 큰 심을 

받고 있다[7~10] 이  가공은 비  방식으로 인. 

하여 취성이 높은 소재 가공이 하고[11~13] 자동, 

화가 용이하며 빠른 공정이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다[14] 한 이  공정의 경우 상 으로 작은 . , 

이  빔의 크기 수 수백 마이크로미터 로 인( ~ )

하여 정 한 재료 가공이 가능하다[15~17].

이  소스 종류  10.6 의 원 외선 장

을 가지는 CO2 이 는 유리소재에 잘 흡수되는 

특성이 있어 유리 소재 가공 시 많이 이용되고 있

다. CO2 이 를 이용한 소다석회 유리의 마킹 

가공이 Allcock[18]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 CO2

이 에 의해 발생된 표면의 미세한 균열  물질

제거에 의해 빔 경로를 따라 마킹이 성공 으로 

형성되었다. Zhimalov[19] 등은  CO2 이  빔을 이

용한 로트 유리 단 연구를 수행하 다 이. 

 단의 경우 속 롤러를 사용하는 기계  

단에 비해 단면의 조도  기계  강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확인 되었다. Tsai[20] 등은 기계

 스크라이빙 과 이 를 함께 이용하여 (scribing)

유리를 단하는 가공법을 연구하 다 이 LCD . 

가공법에서는 다이아몬드 포인터가 단 경로를 

따라 먼  균열  홈을 발생시키고 이후 , CO2

이  빔이 경로를 따라 조사되면서 유리 두께 방

향으로 균열을 성장시켜 단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Mishar[21] 등은  75  얇은 유리를 포함하

는 다층의 복합 소재를 CO2 이 를 이용하여 

단하 다 이  출력 스캔 속도  횟수에 따. , 

른 단면의 특성이 분석되었으며 단면의 평균 

조도는 85.6  수 으로 확인 되었다 .

소다석회유리는 가장 보편 으로 이용되는 유리

의 종류로 건축물의 기능성 창유리  다양한 용기

의 주재료로 쓰인다 이  스크라이빙은 사용되. 

는 공정 조건 이  출력  스캔 속도 등 에 따( ) 

라 마킹 홈 기  단을 유도할 수 있는 요한 , 

이  가공기술로 소다석회유리 가공의 다양한 분

야에 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  . CO2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oda lime glass

Property Values

Density(@ 18 )℃

specific heat

Thermal conductivity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Index of refraction(@ 10.6 )

2,500 kg/m³

0.88 J/(g K)

0.74 W/(m K)

9.5 × 10-6 K-1

1.96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이 를 이용한 소다석회유리의 스크라이빙 가공 

실험이 수행되었다 공정 변수로는 이  출력 스. , 

캔속도  치가 고려되었으며 다양한 공정 , 

조건에 따른 이  빔과 소다석회 유리의 반응 특

성이 분석되었다 특히 단  길이당 이  빔 입. , 

력 에 지에 따른 소다석회 유리의 손상 임계값  

단 조건을 확인하 고 반응부의 상세한 형상이 

학 미경과 주사 미경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실험 방법2. 

실험 장치 및 재료2.1 

이 실험에 사용된 이 장치는 INNOSTA 사의 

IS 960 모델이다 이 장치는 최   . 80 W의 빔 출력 

이 가능한 연속 CO2 이  소스와 600 mm/s의 

스캔속도를 제공하는 갠트리(gantry) 시스템을 제공

한다 이  소스에서 발진된 빔은 빔 달 학. 

계를 통해 이  노즐로 이송되며 이  노즐내, 

부의 즈를 통해 이  빔은 최종 으로 유

리 기 에 입사된다 갠트리 시스템  이송체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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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이  노즐은 축 방향으로 이송하면서 X-Y

유리기  의 빔의 치를 제어한다(Fig. 1 이 실). 

험에서는 크기 200 100 mm⨯ 두께 , 4 mm의 소다석

회유리 기 이 이용되었다 소다석회유리의 열  . 

학  물성치는 Table 1에 보인다.

공정 평가 및 분석 방법2.2 

Fig. 1에 보이는 CO2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리기  에 60 mm길이의 스크라이  라인

(scribe line)을 조사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이 연

구에서는 이  빔의 치에 따른 가공 특성

도 분석되었다 이  빔의 을 유리후면에 . 

치시키기 해 M. Rubin의 논문에 보고된 식 

(1) 의 내용을 참고하 다[22] 식 . (1)에서 n은 굴

률, R은 유리의 두께, A는 유리 기  후면에 

을 치시키기 한 유리 기  면에서부터의 빔 

 이동거리이다 장이 . 10.6 인 CO2 이

에 한 소다석회유리의 굴 률은 1.97이고 유, 

리의 두께가 4 mm 임을 이용하여 빔  이동

거리 A(2 mm 를 구하 다) .

n = R/A        (1)

빔  치변경 외에 이  출력과 스캔 속

도도 공정 변수로 이용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공. 

정 조건들은 Table 2에 정리되어 보인다.

실험 후 표면에 발생된 스크라이  라인 형상을 상

세히 분석하기 해 학 미경(OLYMPUS 

BH2-UMA)과 주사 미경(Tescan Vega3)을 사용하

다 학 미경을 이용하여 스크라이. 폭과 반응

부 균열 형상을 측하 고 주사 미경을 이용하여

Table 2 Process conditions of scribing experiment

Process variable Conditions

Laser power (W)

Scan speed (mm/s)

Focal position

Input laser energy per 

unit length (J/mm)

16, 32, 40, 48, 64

5, 10, 15

Front surface, Rear surface

0.072 12.8– 

Fig. 2 Optical image of laser irradiated glass surface 

(a) <0.072 J/mm and (b) 0.08 J/mm

스크라이  라인의 정 한 횡단면 측을 진행하

다 측에 사용된 시편은 이  스캔속도의 가감. 

속 향이 상 으로 작은 스크라이  라인의 

앙부를 사용하 다.

실험결과 및 분석3. 

단위 길이당 빔 입력 에너 에 따른 3.1 

손상 임계값 평가

소다석회유리 손상을 유발시키는 단  길이당 임

계 입력 에 지 확인을 한 평가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단  길이당 입력 에 지 는 (J/mm)

이  출력을 스캔속도로 나  값으로 정의된다 실. 

험에 사용된 이  출력과 스캔속도 조건들을 이

용하여 계산된 단  길이당 입력 에 지 범 는 

에 보인다 이 실험은 이  빔의 이 table 2 . 

유리 면에 치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Fig. 2는 

단  길이당 입력 에 지에 따른 반응부 표면 형상

을 나타낸다. Fig. 2(a)에서 보여 지듯이 0.072 J/mm

이하 조건에서는 CO2 이 가 유리 표면에 어떠

한 손상도 입히지 못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0.08 

J/mm로 에 지 증가 시 Fig. 2(b)에 보여 지듯이 유

리 표면에 부분 용융이 발생하면서 손상 수백 마이(

크로미터 크기의 결정모양의 균열 발생 이 발생하)

는 것이 측되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유리 표. 

면에 손상을 유발시키는 임계 에 지 값은 0.072 

J/mm와 0.08 J/mm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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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acks produced with different input energies 

per unit length (a) 0.144 J/mm, (b) 0.27 

J/mm, and (c) 0.32 J/mm and (d) 0.8 J/mm

Fig. 4 Optical image of the scribed lines (a) 1.07 

J/mm, (b) 4.3 J/mm, and (b) 6.4 J/mm

단위 길이당 입력 에너 에 따른 3.2 

열 특성 분석

이  빔에 의해 스크라이 된 역은 용융 후 

빠르게 응고되며 응고 과정  격한 온도 변화, 

에 의한 열응력 발생은 용융부에 균열을 유발한다.

은 단  길이당 에 지에 따른 반응부 균Fig. 3

열형상을 보여 다 에서 보이는 결정모양. Fig. 2(b)

의 균열들은 단  길이당 입력 에 지가 증가함에 

따라 에서 보이듯이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Fig. 3

을 보인다.

에서 보이듯이 결정모양의 균열들은 Fig. 3 0.27 

까지는 그 모양이 유지되나 부터는 J/mm 0.32 J/mm

이상의 큰 균열들이 발생하면서 균열의 형상1 mm 

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 다 에 지 증가 시 균. 

열의 크기는 더욱 성장하며 에서 보이는 Fig. 3(d)

것과 같이 스캔방향에 따라 거 한 균열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스캔방향을 따르는 큰 

균열은 유리 두께 방향으로의 용융 증가와 연 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  에 지 증가는 스캔. 

시 반응부 용융 깊이를 증가시키며 증가된 용융부, 

는 빠른 냉각과정  큰 열응력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큰 열응력이 스캔라인을 다라 지속 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스캔방향의 커다란 균열을 야기 

시킨것으로 단된다 이 조건에서는 그림에서와 . 

같이 결정모양의 균열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반응부 표면에서만 부분 용0.27 J/mm

융이 발생하면서 이하의 균열들이 발생하며 1 mm 

이상에서는 반응부의 용융정도가 증가하0.32 J/mm 

면서 균열들의 크기가 격히 증가하는 것이 측

되었다.

는 더욱 증가된 입력 에 지에서의 반응부 Fig. 4

형상을 보여 다 이상의 단  길이당 입력 . 1 J/mm 

에 지에서는 스크라이 된 역이 완 히 용융되

며 반응부의 모양이 일정한 라인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측되었다 반응부 표면에는 완  용융에 의. 

한 유동발생 흔 들이 보인다.

높은 입력 에 지 조건에서는 에서 보이Fig. 3(d)

는 스캔방향의 균열이 크게 성장하며 한 스캔방, 

향을 가로지르는 균열들이 부수 으로 발생하는 것

이 확인되었다 참조(Fig. 6 ).

Fig. 5 The cross section image of the scribe line at 

4 J/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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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image of the scribed surface (a) 4.3 

J/mm and (b) 6.4 J/mm

Table 3 Resul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laser beam 

and glass for various input energies per unit 

length 

Input laser energy per 

unit length (J/mm)

Results of interaction between 

laser beam and glass

< 0.072

0.08 ~ 0.27

0.32 ~ 0.8

0.8 ~ 8

8 > 

 No damage

Grain-shaped cracks and partial 

melting

Large cracks (> 1 mm) and full 

melting

Crack propagation along the 

scan direction and full melting

Complete cutting

단  길이당 입력 에 지가 8 J/mm이상에서는 스

캔 방향 균열이 스크라이 된 역 반에 걸쳐 성

장하면서 최종 으로 완 한 유리의 단이 발생하

는 것이 확인되었다 에서 보여 지듯이 단 . Fig. 7

부 는 거칠고 날카로운 형상을 가지고 있다. Fig. 

은 단 부 측면의 모습을 보여 다 두께 방향8 . 

으로 체 용융의 흔 은 보이지 않으며 표면 아, 

래 약 깊이까지만 이  스크라이빙에 의해 1 mm 

용융이 발생하 다 용융부 단면은 심이 높은 . 

Fig. 7 SEM image of the cut area (top-view) (a) 8 

J/mm and (b) 9.6 J/mm

Fig. 8 SEM image of the cut area (side view) (a) 8 

J/mm and (b) 9.6 J/mm

이 강도를 가지는 빔의 향으로 포물선 형상을 

따른다 용융이 발생하지 않은 단면은 그림에서 .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매우 부드러운 표면을 가짐을 

확일 할 수 있다. 

Table 3은 과 의 결과 분석내용을 바탕3.1 3.2

으로 정리한 단  길이당 입력 에 지에 따른 이

 빔과 유리의 반응 특성을 보여 다.

스크라이브 라인 용융부 형상 분석3.3 

와 은 단  길이당 입력 에 지에 따른 Fig. 9 10

용융 후 고상화 된 스크라이  라인의 폭과 깊이를 

보여 다 에서 보여 지듯이 단  길이당 입. Fig. 9

력 에 지에 따라서 스크라이  라인의 폭은 증가

한다 특히 에 지가 . 1 ~ 3.2 J/mm인 역에서는 

스크라이  라인의 폭이 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측되었으며 3.2 J/mm이상부터 폭의 증가정도가 

완만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후면 의 경우. , 

반 으로 에 지에 따라 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나 면 비 폭의 변화양상이 불규칙한 것

으로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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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idth of scribe line as a function of input 

energy per unit length

Fig. 10 Depth of scribe line as a function of input 

energy per unit length

후면 의 경우 불규칙한 폭의 변화 양상은 표

면반응부에서의 빔 강도 분포 비 칭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빔 강도 분포 비 칭성은 반응부. 

에서의 비 칭 유동  한쪽으로 치우친 버 (burr)

를 발생시켰으며 참조 이러한 버의 향 (Fig. 11 ), 

으로 후면 의 경우 폭 변화 양상이 상 으로 

불규칙한 특성을 보 다 빔 강도 분포 모양은 이. 

상 인 경우 완  칭인 가우시안 모양(Gaussian) 

을 따르나 실제의 경우 어느 정도 비 칭성이 존, 

재한다 면 의 경우 이 가 유리 상단 표. 

면에 최소한의 빔 크기로 입사되어 빔의 비 칭성

이 잘 드러나지 않으나 후면 의 경우 이, 

Fig. 11 The cross section image of the scribe line 

(4.8 J/mm) (a) beam focusing at front 

surface and (b) beam focusing at rear 

surface

빔이 크기가 증가된 상태에서 유리 상단 표면에 입

사되므로 빔의 비 칭성이 상 으로 더 잘 드러

나며 이로 인하여 표면에 비 칭 인 온도 분포 , 

 유동부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에서 나타나듯이 용융깊이 한 에 지가 Fig. 10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폭 비 증가

정도는 상 으로 일정하다. Fig. 10에서 볼 수 있

듯이 높은 에 지 조건에서는 면 이 후면 

 비 더 큰 용융 깊이를 유발하 다 면 . 

의 경우 유리 면부에서의 빔의 크기가 작아 동일 

빔 출력에서 더 높은 단  면 당 빔 에 지를 유

리에 입력 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높은 에 지 

도의 빔이 고 에 지 역에서 더 깊은 용융 풀 

을 만든 것으로 단된다(pool) . 

Fig. 5는 용융이 발생한 스크라이  라인의 스캔 

방향에 수직한 단면 사진을 보여 다 표면에서는 . 

유동에 의한 물결무늬 형상이 측되며 두께 방향

으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포물선 모양의 용

융 형상이 보인다 용융부 안쪽에는 수 수십 마. ~ 

이크로미터 크기의 기포들이 측되는데 이러한 , 

기포들은 용융부로의 공기 유입  유리의 주 성분

인 SiO2 분자의 열 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소 가스

에 의해 발생된다[23] 기포발생은 용융 내부에 압력. 

을 상승시켜 응력  균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 

Fig. 11은 동일한 입력 에 지 조건하에서 면 

  후면 에 따른 용융부 단면 스캔 방향(

에 수직 사진을 보여 다 면 조건에서는 ) . 　 　

용융부 형상이 칭을 이루나 후면 의 경우 앞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빔 강도 분포의 비 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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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버가 한쪽으로만 크게 발생된 형상이 

측된다.

결 론4. 

본 논문에서는 CO2 이 를 이용한 소다석회

유리 스크라이빙 공정에 한 연구내용을 다루었

다 이  출력과 스캔 속도를 변경시키면서 단. 

 길이당 이  입력 에 지에 따른 이 와 

소다석회 유리의 반응 특성을 분석하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유리의 손상을 유발시키는 , 

임계 단  길이당 입력에 지는 ~0.08 J/mm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계 에 지에서는 결정 모양. 

의 작은 균열  표면 부분 용융이 측되며 입력 

에 지가 증가할수록 균열은 크게 성장하고 반응부

는 완 히 용융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0.08 

J/mm 이상의 에 지에서는 스캔 방향을 따르는 큰 

균열이 성장하며 에 지 증가에 따라 스캔 방향의 

균열이 더 크게 성장하여 최종 으로 8 J/mm 이상

에서는 유리의 완 한 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측되었다. 

스크라이 된 역의 용융 폭과 깊이는 단  길

이당 입력 에 지가 커짐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면  경우 입사면 면부 에, ( )

서의 더 큰 에 지 도로 인해 후면  비 더 

깊은 용융부를 발생시켰다 후면 의 경우 빔 강. 

도 분포의 비 칭성 향으로 비 칭한 용융 단면

부가 형성되었으며 스크라이 된 역 한쪽에서만 (

큰 버가 발생됨 이로 인해 에 지에 따른 용융부 ), 

폭의 변화도 불규칙하게 측되는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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