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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εT 열변형률:

σ 응력:

ε 변형률:

서 론1.

레이저 정밀 가공은 고품질의 집속 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재료를 미세하게 가공하는 특수 가공

기술이다 기계적 가공 공정은 공구가 가공을 수.

행함과 동시에 재료와 접촉하기 때문에 열이나

마모에 의하여 재료의 열적 영향이 발생하며 이

에 따라 공구의 수명이 제한적이다 이에 반하여.

레이저 정밀 가공은 비접촉식 가공이라는 특성과

정밀한 에너지 제어로 일반 기계가공에서 어려운

정밀 가공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양한 가공 변수의 적용에 따라 물질 제거 용,

융 재료 표면 처리 등의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다수의 다른 가공 결과를 동일 시스

템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의하여 레이저 가공은 각종 산업에 걸쳐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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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레이저 정밀 가공은 고품질의 집속 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재료를 미세하게 가공하는 특수 가공으:

로 정밀 제조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레이저 가공 시 열적 효과로 인해 재료 특성을 저하 시킬.

수 있다 또한 압연 강재 및 강판의 경우 공정 단계에서 강한 압력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잔류. ,

응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압연 강재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양은 정량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재료의 레이저 가공 시 레이저에 의한 부가적인 응력 발생 및 재료에 미치는 열

적 영향의 예측 및 평가는 정밀 가공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홀 가공 시 발생되는 온도 및 응력을 유한요소 해석과 실험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재료의 열응력을.

예측하기 위해 레이저 홀가공 실험을 수행하여 가열 및 냉각 등의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냉각.

시간에 따른 응력의 변화를 파악하였고 유한요소 해석으로 예측된 응력을 홀드릴링 응력 측정 기법에

의해 도출된 응력과 비교 검증하였다.

Abstract: A laser machining process has been applied in many manufacturing fields and it provides an

excellent energy control for treating materials. However, a heat effect during laser machining can deteriorate

material properties. Specifically, a thermally induced stress can be a problem in laser-machined structures on

a metal surface. In this study, temperature and stress on cold-rolled carbon steel sheet machined with laser

hole drilling were explored in an experimental approach and a numerical method. Stresses by temperature

gradients inside the materials were generated in fast cooling. The stresses were measured by using a

hole-drilling method and the material properties of carbon steel (SCP1-S) were obtained in the experiment. It

was found that the stress predicted from the numerical analysis was in agreement with the stresses measured

by using the hole-drilling method. The analysis can be applied for evaluating structure characteristics

machined with a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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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레이저 정밀 가공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레

이저 가공을 수행함에 따라서 레이저빔의 영향을

받는 재료의 주변이 국부적으로 열적 영향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긴 파.

장 및 레이저에서 중요시되CW(continuous wave)

는 부가 현상이며 짧은 파장 및 UV(ultraviolet)

레이저와 같은 레이저 소스를 통한 가공에 있어

서도 에너지의 축적에 따른 열적 영향이 발생될

수 있다.
(1~3) 이러한 열적 영향은 의도치 않은 재

료의 손상 또는 품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열처리계 압.

연강판 합금들은 가공 후 일련의 열처리를 통해,

최적의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3) 특히 압연

강판 계열은 다른 열처리계 합금에 비하여 다소

기계적 성질이 낮지만 열처리에 의해 강화되는

대표적인 석출경화형 합금이다.
(4) 또한 압연강판

의 열간가공 후 용체화, (Solid solution heat

와 인공시효처리 를 통해treatment) (Artificial aging)

최적의 기계적 성질을 얻을 수 있다.
(5) 열처리를

통해 재료표면에 발생된 압축잔류응력은 재료의

피로 강도 향상 및 응력부식을 방지하는 등의 장

점을 갖지만 절삭가공 시에는 재료에 상당한 변,

형을 야기시켜 치수 정밀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6) 또한 압연 강재 및 강판의 경우 공,

정 단계에서 강한 압력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반

드시 잔류응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압연 강재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양은 정량적인 예측이 어렵

다 그래서 이러한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재료의.

레이저 가공 시 레이저에 의한 부가적인 응력 발

생 및 재료에 미치는 열적 영향의 예측 및 평가

는 정밀 가공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다.
(5~7) 레이저 가공 시 응력을 예측하기 위한

대부분의 유한요소 해석 연구는 단순히 가열 및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응력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등Muammer
(5)은 금속의 수냉 시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라 탄성계수 및 항복강도 변화를

각각 입력하여 잔류응력 및 열적 변형에 대한 유

한요소 해석 결과를 도출하여 실제 공정의 정밀

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등. , Hossain
(7)은 스테인리

스강의 열처리 해석 시 템퍼링 과 같, (Tempering)

이 재료가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 대

해 크립 모델 을 적용하여 시효시간(Creep model)

에 따른 잔류응력 변화를 예측하였다 하지만 레. ,

이저 가공 시 발생하는 재료의 잔류열응력에 대

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을 뿐이다.
(6~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내 외장재에 많이•

사용되는 냉간압연강판인 를 대상으로 하SCP1-S

여 레이저 홀가공 시 발생되는 온도 및 응력을

유한요소 해석과 실험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강판재의 열응력을 예측하기 위해 레이저 홀가공

실험을 수행하여 가열 및 냉각 등의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냉각 시간에 따른 응력의 변화.

를 파악하였고 유한요소 해석으로 예측된 응력을

홀드릴링 응력 측정 기법에 의해 도출된 응력과

비교 검증하였다.

열응력 및 홀가공 기법2.

금속재료의 열응력2.1

금속 재료의 가공에 있어서 열에너지의 사용

또는 발생은 내부의 온도변화를 야기하며 이는

재료의 팽창 또는 수축을 일으켜서 열변형률

과 열응력 을 발생시(thermal strain) (thermal stress)

킨다 이러한 열변형률은 는 온도 변화. T Tε Δ

에 비례하는 성질을 갖는다.
(8)

 ∆ (1)

여기서 는 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thermalα

이다 그러므로 변형률과 열응력과의 관expansion) .

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유추될 수 있다.

  ∆ (2)

레이저를 통한 가공에 있어서 열응력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강판의 레이저 드릴링

시 발생되는 온도분포를 유한요소적 방법으로 구

하여 열응력을 계산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기계적 홀 드릴링 기법을 이용한 응력 측정 결과

와 비교 분석하여 실제 레이저 가공 시 재료 내

부에 분포하는 응력을 분석하였다 실제 가공된.

재료의 내부 응력은 재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응

력과 가공에 의해 발생된 응력의 합으로 구해질

수 있다 열을 수반한 레이저 가공에 있어서는.

열에 의한 변형 이 보정계수로 고려되어야( th)ε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변형률 응력 구멍지( : , : , D:ε σ

름 본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시간 증분 를). t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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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동시간 추정 알고리즘을 사

용하였다 이것은 시간 증분에 있어서 허용되는.

최대온도 변화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간격

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비선형적 해석인 경우에,

는 수렴율에 따라서 변화된다.

     (3)

응력 측정에 따른 홀가공 분석2.2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홀가공 방식에 사용

되는 관계식은 식 이다 이 관계식은 측정된(4) .

스트레인으로부터 두 주응력과 각 를 얻기 위α

한 식으로 바뀌게 된다 세 개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독립적인 스트레인의 측정이 이

루어져야 하고 식 와 같이 나타난다, (5) . Fig. 1

에서 은 게이지 과 가까운 쪽에 있는 주축1α ①

이 이루는 각이고 가, 2= 1+45 , 3= 1+90α α ˚α α ˚

된다 스트레인게이지의 각각 게이지 위치에 식.

를 적용하여 정리하면 식 와 같이 각 게이(4) , (5)

지 위치에서의 이완변형률 을 구할(relieved strain)

수 있다.

        cos (4)

        cos (5a)

      cos   (5b)

       cos   (5c)

식 을 주응력 방향에 대해 정리하면 식(3) (6),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 .

max
 



     (6)

Fig.1 Strain gage rosette arrangement for
determining residual stress

min
 



     (7)

단 는 게이지 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게, .α ①

이지 을 기준으로 각 는 식 과 같이 나타(8)① α

낼 수 있다.

tan 
  

(8)

와 는 변형률 이완상수이며 관통구멍 해석A B ,

의 경우 반경 방향으로 이완되는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다 실제적인 문제.

에 있어서는 임의의 크기와 두께를 가진 기계나

구조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잔류응력의

측정은 주로 막힌 구멍 뚫기를 수행한(blind hole)

다.
(10) 평면응력을 받고 있는 물체에 막힌 구멍의

도입은 매우 복잡한 국부 응력 상태를 만들어 내

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확한 해석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와 에 의해 이. Rendler Vigness

경우도 응력 분포의 일반적인 경향이 관통 구멍

과 유사하다고 입증되었다.
(11)

유한요소 해석3.

유한요소 해석에 있어서는 열에 의한 변형에

대한 응력분포 변화를 해석하였다 또한 열전달. ,

및 응력의 해석을 위하여 상용 유한요소프로그램

인 컴솔(Comsol)
(4)을 사용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시 필요한 경계조건으로서 초기의 온도는 Table

과 같다1 .

레이저 홀 드릴을 통해 용융된 부분의 평행한

면을 구속하였고 열의 주된 손실은 전도 대류, , ,

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복사에 의한 영향은

무시하였다 대류에 의한 손실은 윗면과 아랫면.

에 자연대류 계수를 설정하였고 열전도 계수는,

Table 1 Boundary condition in heat transfer analysis

Initial temperature ( ) 20

Natural convection coefficient(W/m2 ) 18

Density (kg/m3) 7817

Specific heat (J/kg ) 460

Latent heat (kcal/kg)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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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rmal conductivity at various temperatures

Temperature

( )
20 200 400 600 800 1000

T h e r m a l

conductivity

(W/m )

16.3 17 19 22 27 31

본 열전달 해석에 가장 중요한 변수이므로 온

도에 따른 함수로 다음과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

(Table 2).
(12)

와 같이 레이저 빔을 금속 표면에 조사시키Fig. 2

면 표면에서부터 어블레이션이 발생하여 금속이 제

거된다 의 확대 형상은 해석 모델 및 시험편. Fig. 2

에 대한 모식도이다 레이저 빔이 조사된 부분을 기.

준으로 왼쪽 부분을 해석 및 측정하였다 응력해석.

을 위해 재료는 등방성 으로 가정하였고(isotropic) ,

항복거동은 폰미세스 항복조건을 사용하(Von-Mises)

였다.
(9) 또한 외적구속은 일반적으로 레이저 홀가공,

에 사용되는 구멍에 평행한 면을 구속조건으로 하

였다 해석모델에서의 요소분할 은. (mesh generation)

국부적이며 레이저 드릴링으로 인해 온도구배가 심,

한 구멍 주변은 깊이 방향 요소의 크기는y 1 mm

로 보다 세밀하게 하였고 가공부와 열영향부mesh ,

에서 멀어질수록 온도 구배가 작기 때문에 요소의

크기를 증가시켰으며 요소수는 개이고 절점, 2000 ,

수는 개이다 모델의 형상을 에 나타내2610 . Fig. 3

었다.
(6~9) 모델의 형상은 차원 로 원형으로 표2 (2 D)

시된 부분은 실제 열이 인가되는 부분으로 경계조건

을 설정하였고 사각형으로 표시된(Boundary condition) ,

부분은 이에 따른 구속조건 으로(Constrained condition)

설정하였다.

실험 재료 및 방법4.

온도 측정4.1

금속의 용융 온도는 일반적으로 이상1000 ℃

이기 때문에 열전대의 측정온도 범위를 벗어난

다 따라서 선행연구.
(15) 및 실험(16)을 통하여 열전

대의 부착위치를 설정하였다 열전대는. 0 ~ 1500

범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을 사용B-type℃

하였고 선행 연구,
(15)의 결과를 토대로 용융된 부

분을 중심으로부터 까지 간격으0 ~ 10 1㎜ ㎜

로 부착하였다 홀가공 공정 실시 전 온도 측정.

부의 열전대는 레이저 점용접 후 접착제를 이용

하여 부착하였다 수집된 온도는 데이터 수집 보.

Table 3 Mechanical property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SCP1-S specimen (wt%)

C Mn S P Ti Fe

SCP1-S

0.145 0.828 0.018 0.301 0.009 Bal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400 255 31

Fig. 2 Schematic of laser hole-drilling

Fig. 3 Mesh design for finite element model(unit:
cm)

드 를 이용하여 처(National Instruments, DAQ-9174)

리하였다.

실험 재료 및 냉각 조건4.2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금속은 냉간압연강판(cold

의 한 종류인 를rolled carbon steel sheet) SCP1-S

사용하였다 레이저 조사 후(Table 3). N2가스를

이용하여 로 까지 간20 ml/min 60~300 sec 60 sec

격으로 냉각 시간을 증가시켜 가며 시험편을 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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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5.

온도 분포5.1

는 레이저 드릴링 시 단면의 온도분포를Fig. 4

길이 방향으로 해석한 유한요소 결과이며 Fig. 5

는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부분을 시작으로 온도의 차이가 발생하였3 mm

으며 실험에서 용융된 부분 을 제외 시키, (10 mm)

고 에서 가장 큰 온도가 측정되었으며 최, 9 mm

고 온도는 해석 실험 이며 약(2670 ), (1441 ) ,℃ ℃

차이가 발생하였다 실제 해석에 있어1231 .℃

이상에서는 상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2000 ℃

대한 물성치도 온도에 따라 매우 급격하게 변하

므로 이상에서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는2000 ℃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레이저 드릴링에 의한.

홀부근의 온도 분포의 특징은 용융된 주위에서

상당히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용,

융된 주위의 먼 곳 보다 급격한 온도 변(1~5 mm)

화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4 Numerical result of temperature distribution of
SCP1-S

Fig. 5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between
numerical and experiment value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응력 예측5.2

은 레이저 조사 후 냉각한 시점에서Fig. 6 60 sec

의 응력 분포를 보여준다 은 냉각 시간 변화. Fig. 7

변화에 따른 응력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7

에서 냉각 시간에 따른 응력 분포는 약 지점6 mm

까지 매우 유사하였으나 약 부터 차이가 발생, 7 mm

하였다 이는 시험편에 열이 인가되는 과정에서 불.

균일한 온도 분포에 의해 열팽창이 달라지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열이 진행한 후의 응력. ,

상태를 고려할 때 폭 방향 방향의 응력에 비해(y )

진행 방향 방향의 응력이 커졌는데 이는 시험편(x ) ,

에 열이 진행하여 발생된 응력이 열적 변형에 의한

응력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응력 평가에 있어 영.

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열에 의해 폭 과 진행 방

향에 발생된 응력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험편에 기.

계적 물리적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대부분의 기계적 공구 및 드릴을. ,

이용한 홀가공 공정에서 주변부는 가공 부위를 강

하게 구속하게 된다 하지만 레이저 홀가공 공정과.

같이 주변부의 구속이 거의 없는 경우도 충분히 응

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금속에 강성비는 가능한 정.

확히 반영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고유변형률 기.

반의 탄성해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 홀가공부 요소

별로 해야한다 그리고 하나의 요소에서도 이방성.

요소를 사용하여 방향별로 다른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열변형률 만큼의 수축을 유.

도하는 탄소성 모드로 해석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

다 이를 적용하면 재료와 모델링이 이원화되어 자.

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응력 측정 및 유한요소 해석 비교5.3

재료의 가공시 물질 제거로부터 형성되는 응력을

Fig.6 Numerical result of the stress distribution
of SCP1-S at 60 sec



이 우 람 김 주 한·862

Fig. 7 Numerical results of the stress distribution
of SCP1-S (sec)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홀드릴링(Hole-drill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응력 측정의 결과에 대한 정밀.

도를 높이기 위해 간격으로 스트레인 게이지1 mm

를 부착하였다 또한 개의 시험편을 측정하여. , 10

도출된 평균값을 그래프화 하였다 측정된 응력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예측된 응력과 홀드릴

링 기법을 이용한 측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시험편 내부를 중Fig. 8 . ,

심으로 약 지점 부근에서 압축응력이 가장4 mm

크게 발생하였으며 기준으로 냉각 시간이 길, 60 sec

어짐에 따라 압축응력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해석과 측정된 응력.

의 완화되는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

융된 부분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은 열응력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온도차가 작아져서 열응력 또한 압축

응력이 생성되었다 또한 진행 방향의 응력은 용융. ,

된 부분의 팽창에 의한 반작용으로 발생하는 응력

뿐만 아니라 홀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좌굴에 의

한 응력이 포함된 복합적인 응력인 것으로 추정된

다 는 까지의 실험적 결과를 보. Fig. 9 60 300 sec–

여준다 비교 결과 시험편 내부를 중심으로. , 4 mm

부근에서 압축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공정.

후 자연냉각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압축응력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열적 응력. ,

에 따른 변형은 해당 위치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비

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속 재료의 정.

량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홀가공 공정 후 잔류

응력을 열처리 공정 후 에도 홀 주변에 인장응력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금속 재료의 기계적 홀가공 시.

물질 제거에 의해 홀 주변에서 인장응력이 다수 발

Fig. 8 Comparison of numerical and experimental
values of stresses of SCP1-S at 60 sec

Fig. 9 Stress distribution through laser hole drilling
on calibrating constant

생한다 반면 레이저 홀가공에서의 열적 응력이 다. ,

수 감소된다 이는 실제 레이저 가공 공정에서 열적.

응력 발생으로 인해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폭 방향으로 이동되며 그 잔류응력의 효과도 감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 론6.

본 연구에서는 의 레이저 홀가공 시 발SCP1-S

생되는 온도 및 응력을 예측 및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한요소적 해석과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레이저 홀가공 공정 시 냉각 및 가열되는(1)

위치에 대해 온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위치에서의 온도 분포 검증하였다.

냉각 시간에 따른 응력 분포를 평가하기 위(2)

해 실험적 연구를 적용하여 금속 내부 잔류응력

분포를 홀드릴링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빠른 냉각 속도 공정 시 재료 내부의 온(6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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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배로 인해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한 결과 일반 가공에(3)

비해 재료가 내부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레이

저의 열에너지에 의해 가공 후 잔류응력이 홀 가

공 주변에서 상당수 상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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