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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격 CO2 레이저 용접은 레이저 빔을 용접부위에

서 멀리 떨어져 발진하고 렌즈를 이동하고 미러를 

회전하여 용접부위에 도달하게 하여 용접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격 CO2 레이저나 디스크레이저는 미러

를 사용하므로 레이저 빔을 신속하게 편향하여 복잡

한 패턴을 그려 용접하는 것이 쉬워졌다. 그리고, 높

이 차가 상당히 존재하는 용접부도 렌즈를 이동하여 

발진헤드를 움직이지 않고 용접한다. 

용접선 패턴 별 용접이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내에서 2007 년 ~ 2009 년 여러 가지 용접선 패턴 

별 정적강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모두 

단순 겹치기 이음에 대한 인장전단시험을 수행하였

다. 관련 연구 4 건을 찾아 서로 비교하여 보니 용

접되는 판재의 재료나 용접 레이저는 표 1 과 같이 

달랐다. 유상현 등(1)은 아연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을 

Nd:YAG 레이저로 용접하였고 김태일 등(2)은 냉연강

판을 CO2 레이저로 용접하였다. 최광덕 등(3)과 김병

훈 등(4)은 알루미늄 합금을 디스크레이저로 용접하

였다. 모두 단순 겹치기 이음 시편을 사용하였고 용

접속도는 3 m/min 전후로 비슷하였고 판재의 두께는 

모두 1 mm로 같았다. 그리고, 모두 정적 인장시험만 

수행하고 피로시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레이저 용접이 차량 경량화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

서, 피로강도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Key Words: Laser Welding(레이저용접), Light-Weight Car Body(경량차체), Fatigue Strength(피로강도), Structural 

Analysis(구조해석) 

초록: 원격 CO2 레이저는 렌즈와 거울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레이저 빔을 편향시키므로 복잡한 패턴을 

그리기 쉽다. 기존 점용접 시편과 원격 CO2 레이저 여러 가지 용접선 패턴 시편을 준비하여 정적인장시

험과 동적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피로수명(피로파단까지 하중반복횟수)에 대한 피로강도(최대피로하중) 

데이터를 얻었다. 수명 이백만 회일 때 피로강도는 대체로 정적 인장강도의 10%이었다. 그리고, 피로하

중 수준에 따라 피로파괴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조해석 결과 응력이 높은 부위와 피로균

열 발생부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명 이백만 회일 때 모든 용접선 패턴에 대하여 최대응력

이 서로 비슷하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 remote CO2 laser system can rapidly change both the distance and the direction of the laser beam by 

moving a lens and rotating mirrors. It is then easy to weld complex patterns of weld lines. A conventional spot weld 

joint specimen and a remote CO2 laser weld joint specimen with complex weld line patterns were prepared and tested 

both statically and dynamicall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tigue strength, i. e. the maximum cyclic force, and the 

fatigue life were obtained. The fatigue strength of the tested welded joints at two million cycles was found to be 

approximately 10% of the static strength.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the fatigue fracture mode changed with the 

level of the applied cyclic force. The fatigue crack origins were confirmed as the highest stress points found in the 

structural analysis. The maximum cyclic stress for different weld patterns converges as the fatigue life approaches two 

million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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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선 패턴 별 피로시험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아보

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용접선 패턴 별 정적 인

장전단시험 외에 피로강도시험을 수행한 뒤 구조해

석도 수행하여 피로시험결과를 해석하려고 한다. 

2. 정적시험과 피로시험 

2.1 정적시험 

점용접은 이미 오래 사용되어 피로내구 신뢰성

이 확인된 것이므로 새로 개발하는 레이저용접의 

피로내구 신뢰성을 점용접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

하였다. Fig. 1과 같이 점용접은 O type 1 가지, 레

이저용접은 용접선 패턴에 따라 이름 붙인 C type, 

S type, Z type 3 가지로 입력 파워에 따라 각각 

3300 W, 3600 W, 3900 W 3 가지씩 제작하여 시험하 

 

Table 1 Previous research 

Ref. Pattern Material Laser 

(1) ―, ∣, C SPRC Nd:YAG Laser 

(2) C, O, S, ―, N SPRC CO2 Laser 

(3)  Al 5J32-T4 Disk Laser 

(4)  Al 6K21-T4 Disk Laser 

 

 

 
Lap joint 

 

 
(a) O type(spot welded) 

 
(b) C type 

 
(c) S type 

 
(d) Z type 

 

Fig. 1 One spot welded joint and three laser welded 
joints 

였다. 모두 10 가지(O type 1 가지, C type 3가지, S 

type 3가지, Z type 3가지)이었고 단순 겹치기이음

이었다.  시편의 너비는 모두 40 mm이었다. 

용접부의 주요 치수는 Fig. 2 와 같다. 강판은 냉

연 고장력 강판으로서 두께 1.8 mm 는 SPFC590, 

두께 1.4 mm 는 SPFC780 이다. 인장시험은 1 

mm/min 의 변위제어로 수행하였다. 하중과 변위는 

각각 100 kN 용량의 로드셀 출력값과 LVDT 변위 

출력값을 읽었다. 하중-변위 선도는 Fig. 3 과 같다. 

최대인장강도에 대한 입력 파워의 영향은 일관성

이 없어 뚜렷하지 않았다. 

Fig. 4 는 용접선 패턴 별 최대하중을 그 때의 

변위에 대하여 표시한 것이다. S type 과 Z type 의 

최대하중이 C type 보다 높다. 용접부 전단면의 넓

이는 C type이 37.0 mm2, S type이 104.7 mm2으로 

S type이 C type의 2.8 배이나 최대하중은 1.5배에 

불과하였다. 

단순 겹치기 이음이어서 양쪽 강판의 중심면이 

두께의 반만큼 어긋나 인장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Fig. 5 와 같이 용접부는 돌아가게 된다. 굽힘각도

는 C type이 6°, S type이 16°으로 S type 이 C type

의 2.7 배이었다. S type 의 최대하중이 C type 의 

1.5 배로 높아 더 많이 굽혀진 것이다. 

 

2.2 피로시험 

피로시험 하중은 평판시편이므로 압축을 받아 

좌굴되지 않게 응력비 R(=Fmin/Fmax)=0.1 로 설정하

여 인장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따라서, 최소하중

은 최대하중의 10%, 하중진폭은 최대하중의 90%

이다. 

 

    
 

    

Fig. 2 Dimensions of wel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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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 type (spot welded) 

 
(b) C type 

 
(c) S type 

 
(d) Z type 

 

Fig. 3 Tensil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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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nsile shear strength vs. elongation 

 

 
 

Fig. 5 Bending of the lap joint 

 

피로시험 최대하중을 인장시험 최대하중의 70%로 

설정하여 시작하였다. 마지막 시편은 최대하중을 인

장시험 대표하중의 10%까지 낮춰 시험하였다. 

피로시험 최대하중에 따라 피로파단형태가 Fig. 

6과 같이 변하였다. 

점용접 O type는 피로하중이 높을 때는 너겟 가

장자리를 따라 강판이 전단파단되었으나 낮을 때

는 하중에 수직인 방향으로 강판이 파단되었다. 

레이저용접 C type 은 피로하중이 높을 때는 정적

시험 때와 같이 용접부 전단되었으나 중간일 때는 

용접부 가장자리를 따라 강판이 전단파단되었고 낮

을 때는 강판이 하중 수직방향으로 파단되었다. 

레이저용접 S type 은 정적시험 때는 용접부 전

단되었고 피로하중이 낮을 때는 강판이 전단파단

되었다. 중간일 때는 용접선을 따라서 약간 파형

으로 파단되었으나 낮을 때는 하중수직방향으로 

파단되었다. 

레이저 용접 Z type 은 시편이 부족하여 2 개 밖에 

시험하지 못하였으나 하중수직방향으로 파단되었다. 

Table 2에 피로파단형태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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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welded joints fractured by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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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tigue crack path 

Fmax/ 

Fultimate 
O type C type S type Z type 

90-100% 

 

Around the 

nugget 

Shear of 

the weld 

Shear of 

the weld 

Perpendicu

lar to the 

load 

80- 90% 

 

- 

70- 80% 

 

60- 70% 

 

Around the 

weld 

50- 60% 

 

40- 50% 

 

Perpendicu

lar to the 

load 

30- 40% 

 
mixed 

20- 30% 

 Perpendicu

lar to the 

load 

Perpendicu

lar to the 

load 10- 20% 

 

0- 10% 

     

 

피로시험 결과 피로최대하중과 피로수명의 관계

는 Fig. 7과 같다. 같은 수명일 때 피로최대하중은 

점용접 O type 과 레이저용접 C type 은 서로 비슷

하였고 레이저용접 S type 은 약간 높았고 Z type

은 약간 더 높았다. C type 이나 Z type 에 대하여 

레이저 입력 파워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

와 다르게, S type에서는 레이저 입력 파워의 영향

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입력파워가 높을수록 수명

이 긴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에서 수명 2x106 일 때 피로최대하중은 O, 

C, S type모두 정적강도의 10%쯤으로 비슷하였다. 

앞서 Fig. 4 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S type 의 정

적강도는 C type 의 1.5 배였으나, S type 의 피로강

도는 C type의 1.2배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Z type

은 C type에 비해 정적강도는 1.4배로 나타내었고, 

피로한도는 1.4배를 나타내었다.  

레이저용접의 정적최대하중과 피로하중진폭을 

Table 3과 같이 용접길이로 나누어 보았다. 정적최

대하중은 목표값의 200-300%로 모두 만족하였다. 

그러나, 피로강도는 C type은 목표값의 114%로 만

족하였으나 S type은 73%로 미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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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atigue test results (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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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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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ctions perpendicular to the weld line 

 

Fig. 8과 같이 C type과 S type에 대하여 피로균

열이 발생하는 부위의 용접부 단면을 관찰하여 모

델링 할 때 반영하였다. 깊이가 두께 1.4 mm 의 

70%인 경우도 있었다. 용접자국에 대한 입력 파

워의 영향은 역시 일관성이 없이 뚜렷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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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ic strength and fatigue strength per unit weld 
length 

 
C type S type 

용접길이 l (mm) 17.9 43.2 

최대하중 Fmax (N) 22,750 35,000 

단위길이당 Fmax/l 1,271 810 

하중진폭 ∆F(=Fmax-Fmin) (N) 2,048 3,150 

단위길이당 ∆F/l 114 73 

 

Table 4 Equivalent maximum stress for tensile force 
10,000 N 

 Fmax σmax σmax eq 

O type 23,856 4,800 2,012 

C type 22,750 6,100 2,681 

S type 35,000 4,900 1,400 

Z type 23,856 2,600 1,090 

 

 

Fig. 9 Boundary conditions 

 

3. 구조해석 

용접선 패턴 별 피로시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

여 CATIA V5 R18의 해석모듈을 사용하여 구조해

석을 수행하였다. 

용접시편 용접부를 직접 측정하고 Part Design 

모듈을 사용하여 양쪽 강판과 용접부를 1 개 Part

로 생성하였다. Generative Structural Analysis 모듈이 

제공하는 사면체 요소를 사용하였다. 메시 크기는 

1 mm 로 설정하였고 용접부에는 국부적 메시 크

기 0.1~0.2 mm를 설정하였다. 

경계조건은 Fig. 9 와 같이 두께 1.8 mm 강판의 

좌측단을 Clamp 로 고정하고, 두께 1.4 mm 강판의 

우측단을 User Defined Constraint로 횡방향 변위성 

 
 

 
 

 
(a) O type 

 

 
 

 
 

 
(b) C type 

 

 
 

 
 

 
(c) S type 

 

 
 

 
(d) Z type 

Fig. 10 Contours of maximum principal stresses 

 

분을 구속하고 종방향으로 인장최대하중을 작용하

여 실제 시험조건과 비슷하게 하였다. 해석은 선

형탄성해석만 수행하였다 

Fig. 10은 Table 4 최대하중 Fmax이 작용할 때 σx 

(x 방향은 길이방향. Z type은 σ1 )응력분포이다. 최

대응력부위는 피로균열시작부위와 잘 일치하였다. 

용접선 패턴 별로 작용하중이 달라서 하중 10,000 

N 이 작용할 때로 환산한 것이 Table 4 σmax eq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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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atigue test results (R=0.1) 

 

Fig. 11은 구조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Fig. 7 최대

하중을 최대응력으로 바꾼 것이다. 

C type 과 S type 을 비교하면 수명 104~106 범위

에서 C type보다 S type 의 수명이 짧다. 이것은 C 

type 은 응력이 높은 부위가 2 곳이고 S type 은 3 

곳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피로수명은 이음

의 파단까지 수명이므로 2 곳보다는 3 곳에서 균

열이 발생하는 것이 파단이 빠를 것이다. 

그러나, 최대응력이 낮아 수명이 106 을 넘는 경

우 모든 용접선 패턴에 대하여 최대응력이 서로 

비슷하여졌다. 수명 2x106 일 때 최대응력 480 

MPa쯤으로 수렴하였다. 

4. 결 론 

(1) 레이저 패턴용접 겹치기 이음에 대한 피로

시험 결과, 하중진폭에 따라 피로파괴형태가 달라

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로하중이 높을 때는 용

접부 전체가 인장전단되었고 약간 낮아지면 용접

부 가장자리를 따라 균열이 전파하다가 파단되었

고 아주 낮아지면 하중수직방향으로 시편 강판이 

피로파단되었다. 이것은 시편이 단순 겹치기 이음

이므로 양쪽 하중이 시편의 두께 반만큼 어긋나 

용접부가 돌아가 기울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시편이 하중이 높을 때는 많이 돌아가 용접부

를 벌리지만 낮을 때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 

(2) 용접부를 레이저 용접선에 수직방향으로 잘

라 관찰한 결과, 용접부 가장자리와 강판과 강판 

사이는 예상과는 달리 날카로운 모서리임을 확인

하였다. 이 부위에서 피로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용접부 전단면의 넓이는 C type 보다 S type

이 2.8 배이다. 그러나, 인장강도는 1.5 배에 불과하

고 피로강도는 1.2배에 불과하다. 따라서 S type보

다 C type이 효율적이다 

(4) 최대응력이 낮아 수명이 106을 넘는 경우(피

로균열이 하중 수직방향으로 성장하는 경우) 모든 

용접선 패턴에 대하여 최대응력이 서로 비슷하여

졌다. 수명 2x106 일 때 최대응력 480 MPa 부근으

로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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