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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ber laser welding was performed on SUS Materials metal bellow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hen we tried to change welding focus location. we get the best welding line when focus location placed 
0mm. In product welding, We could make a satisfactory product in constant area by applying optimized 
conditions and show a table that is able to help producer easily to apply it to manufacturing. In comparison with 
existing TIG and plasma welding, welded bellows by fiber laser has faster processing speed, smaller thermal 
effect, very narrow welding area and fin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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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etal Bellows(MB)는 생산 방식에 따라 성형 MB와 

용접형 MB로 구분할 수 있다. 용접형 MB는 성형 MB에 

비하여 신축율이 높고 콤팩트하며 반복 부하에 대한 

신뢰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다. 또한 재료선

택의 폭이 넓어서 적용분야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는 

재료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배관용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용접형 MB가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수요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용접형 

MB의 국내 수요 중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

며 국내 반도체,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입 

의존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용접형 MB는 

현재까지 Micro plasma 용접공정으로 제작하였으나,1) 

최근 레이저 빔을 이용한 공정이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생산성은 물론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2) 

따라서 국내에서도 수입대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 

자립을 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한 

용접형 벨로우즈의 용접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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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레이저빔을 이용한 벨로우즈의 기초 용접 실험

은 QCW 300W Fiber Laser 레이저를 사용하였

다. 레이저의 Maximal Average Power은 300W이

고 Maximal Peak Power는 3000.0W이다. 벨로우

즈의 원주 용접을 수행하기 위하여 로타리 테이

블을 레이저 제어부와 접목시켜 정확한 시작점과 

용접의 마지막점을 lamp up & down 제어 방식

으로 용접하여 시작과 마지막점의 과도한 열입열

을 방지하여 다른 부위와 동일한 용접 비드를 얻

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의 주

요 사양은 Table 1에 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벨로우즈 재료는 크게 2가지 종류

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tainless Steel 304 

재료, 시편두께 0.1mm, 지름은 100mm와 내식성 및 

내산성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Hastelloy C-22 재

료, 시편두께 0,15mm, 지름은 100mm을 사용하였

다. 기초실험은 재료가격이 비교적 저럼한 Stainless 

Steel 304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본실험은 Hastelloy 

C-22를 사용하여 실험 하였다. 벨로우즈 용접의 순

서는 제작된 다이아프램의 male과 female의 한쌍을 

겹쳐서 내경 용접을 한다. 이러한 내경용접으로 형

성된 한쌍의 판재를 컨볼류션이라 칭하며 이러한 

컨볼류션을 조합하여 외경 용접을 실시하면 주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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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onditions Min. Typ. Max. Results Unit

Operation Mode CW/QCW

Tuning Range of Out Power
CW mode 40 100 40-100 %

QCW mode 10 100 10-100 %

Maximal Average Power
Pulse mode 300.0 323.0 W

CW mode 300.0 316.0 W

Maximal Peak Power Ppeak 3000.0 3300.0 W

Pulse Duration at 100% Power Pulse mode 0.2 10.0 Teated ㎳
Maximal Pulse Energy Pulse mode 30.0 32.3 J

Emission Wavelength(λc) λ 1068.0 1070.0 1070.0 1070.0 ㎚

Table 1 QCW 600W Fiber LASER

형상의 벨로우즈가 제작되어 진다. 본 실험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지름 50mm의 다이아프램을 이용하

여 레이저빔에 의한 다이아프램의 용접성을 분석하

였다. 벨로우즈의 내경과 외경의 형상과 용접 조건

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내외경의 용접 지

그를 별도로 제작하였고, 레이저 출력, 용접속도를 

주요 공정 변수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편 제작은 

벨로우즈를 용접하여 분석할 부분을 절단공정을 거

친 후. mounting → grinding → polishing → 

etching 공정을 거친 후 광학 현미경으로 검경하였

고 I-solution program을 사용하여 용입깊이 및 폭등

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레이저 용접기에 장착되

어 있는 심트렉커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나

의 컨벌류션을 균등 분활하여 단면을 관찰하였다. 

이때 etching 공정에 사용된 Etchant는 : HCl 40ml, 

HNO3 4ml, CuCl2·2H2O 0.5g의 혼합액에 시편을 

Time : 5-10sec 침지하는 방법으로 행하였으며, 에

칭액의 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액은 두 번 사용

한 후 폐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Fiber Laser를 이용한 벨로우즈 용접의 

기초실험을 진행하였다. 레이저 Power 180W, 초점

위치 0mm 일 때 (baem spot size 300㎛) 용접 속

도 따른 용접부의 단면 형상을 나타내고, 이때 시

편의 두께는 0.1mmt이다. 단면 형상에서 나타나 

있듯이 용접속도가 2.7m/min 이상의 용접속도에서

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용접부를 형성 하였으나, 표

면비드에서 용접속도가 2.7m/min 이하에서는 입력 

에너지의 과다로 인하여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용

접 불량 현상이 나타냈다.

1.9m/min
 

2.3m/min
 

2.7m/min
  

Fig. 1 Cross section of different welding speed(180W, 
D.f+0).

1.5m/min
 

1.9m/min
 

2.3m/min
 

2.7m/min

Fig. 2 Cross section of different welding speed(180W, 
D.f+8mm).

Fig. 2는 레이저 Power 180W, 초점위치 +8mm 

일 때 용접 속도 따른 용접부의 단면 형상을 나

타내고 있고, 이때 시편의 두께는 0.1mmt이다. 

용접속도가 1.5m/min 이하에서는 양호한 용접부

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이상의 속도에서는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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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부족으로 용입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Fig. 1 과 Fig. 2를 비교하여 볼 때 최적의 용접

조건에서는 양호한 용접 단면을 얻을 수 있었지만, 

Fig. 1과 같이 레이저 용접부의 특징인 용접부 비드

가 초점이 0일 때 거의 반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

하여 Fig. 2의 용접부는 부채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채꼴 형상은 피로 반복하중이 작용

하면 중앙의 패인 부분이 하나의 파단을 유발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가 있다. 용접 실험 결

과 용접부의 중앙부가 깊이 용입 되어 두 판재 사

이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면 피로 내구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레이저 빔이 가지고 있는 가우시

안 빔의 특성상 충분한 용입이 이루어지면 레이저 

용접에서는 자연적으로 이러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접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초

점위치가 0mm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되어야할 것이

다.

레이저용접 후 콘볼류션을 균등 분할하여 용접

부의 형상을 비교한 단면이다. 벨로우즈의 외경 

용접은 내경 용접의 개별적 수동 용접과는 달리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레이저 빔이 용접부

를 추적하여 정확하게 용접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심트랙커를 사용하여 용접을 수행하게 된다. 

Fig. 3은 심트랙커를 작동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각 위치별로 용접부 형

상이 치우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같은 불

량을 없애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은 용접선 추적 

장치 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한 본 실험

에서는 자동용접을 실시하였다.

0°
 

90°
 

180°
 

270°

Fig. 3 Cross section of comparing welding shape equal 
division.

위와 같은 기초실험을 토대로 내식성 및 내산성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Hastelloy C-22 재료의 용

접성을 검토하였다. Fig. 4은 레이저 Power 180W, 

초점위치에서 용접 속도 따른 용접부의 단면 형상

을 검토하였다. 용접속도가 30mm/s일 때, 용입깊

이는 177㎛로 측정되었고 이는 과도한 입력에너지

로 기인한 용접부 표면비드가 미려하지 않아 제품

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39mm/s 이상 일

때는 용입깊이가 126㎛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입

력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모재의 두께보다 낮은 용

입으로 인하여 밸로우즈의 수명 및 제품에 신뢰도

를 저하시키는 용입불량 현상이 나타났다.

30mm/s
 

33mm/s
 

36mm/s
 

39mm/s

Fig. 4 Cross section of different welding speed when 
power is 180W.

39mm/s
 

42mm/s
 

45mm/s
 

48mm/s

Fig. 5 Cross section of different welding speed when 
power is 195W.

Fig. 5은 레이저 Power 195W, 초점위치에서 용

접 속도 따른 용접부의 단면 형상을 검토하였다. 용

접속도가 39mm/s 일때는 과도한 입력에너지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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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s)

power(W)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180 178 173 150 127

195 259 204 174 131

210 229 181 156 132

225 210 165 163 121

Table 2 Penetration depth which is following the laser power and welding speed change

(단위 : ㎛)

한 용접부 표면비드가 미려하지 않아 제품으로 사

용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48mm/s 이상 일때는 입력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용입불량 현상이 나타났다.

Fig. 6은 레이저 Power 210W, 초점위치에서 용

접 속도 따른 용접부의 단면 형상을 검토하였다. 용

접속도가 45mm/s 일때는 과도한 입력에너지로 기인

한 용접부 표면비드가 미려하지 않아 제품으로 사

용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54mm/s 이상 일때는 입력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용입불량 현상이 나타났다.

45mm/s
 

48mm/s
 

51mm/s
 

54mm/s

Fig. 6 Cross section of different welding speed when 
power is 210W.

Fig. 7은 레이저 Power 225W, 초점위치에서 용

접 속도 따른 용접부의 단면 형상을 검토하였다. 용

접속도가 51mm/s 일때는 과도한 입력에너지로 기인

한 용접부 표면비드가 미려하지 않아 제품으로 사

용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60mm/s 이상 일때는 입력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용입불량 현상이 나타났다.

Fig. 4에서 Fig. 7까지의 단면분석에서 나타났듯

이 용접속도에 따라서 용접부 형상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약간의 레이저 

power의 증가로 인해 용접속도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51mm/s
 

54mm/s
 

57mm/s
 

60mm/s

Fig. 7 Cross section of different welding speed when 
power is 225W.

레이저용접 power 변화와 용접속도 변화에 따른 

용접부 단면을 I-solution program을 사용하여 용입

깊이를 측정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고, Fig. 8 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밸로우즈 시편 두께가 150㎛ 
이기 때문에 용입깊이가 시편의 두께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용입불량으로 정리하였다. Fig. 8에 ■의 심

볼로 표시되는 영역은 과도한 입력에너지로 인하여 

용입은 충분히 이루어 졌으나 외관상 표면비드가 

좋지 않아 용접 불량품으로 간주되고, ▲의 심볼로 

표시되는 영역에서는 외관은 용접이 잘되어진 것으

로 확인되지만 단면 절단 후 확인되는 결과 시편두

께보다 용입이 적게 된 용입불량으로 제품으로 상

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향후 양호한 밸로우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의 심볼로 표시되는 영역조건

에서 용접이 이루에 져야 하고, 향후 두께변화에 따

라 많은 Data Base가 구축 되어야 외관 품질 및 충

분한 용입으로 양호한 벨로우즈를 제작할 수 있다. 

Fig. 9는  밸로우즈 완성용접으로 표면 비드 불량품

과 건전한 표면의 용접제품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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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elding characteristic which is following the 
laser power and welding speed change.

표면 비드 불량품

건전한 용접품

Fig. 9 Bellows welding complete product.

4. 결 론

Fiber 레이저를 이용하여 SUS금속 벨로우즈의 

용접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초점위치를 변화하여 용접한 결과 초점위치가 

0mm일 때 양호한 벨로우즈의 용접부를 얻을 

수 있었다.

 2) 실 제품용접에서 최적의 용접조건을 설정하여  

일정한 영역에서 양호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

었으며, 향후 일반 생산자가 쉽게 양산에 적용 

사용할 수 있도록 Table하여 제시하였다.

 3) 기존 생산방식인 TIG 용접이나 플라즈마 용접에 

비하여 Fiber 레이저를 이용하여 용접형 벨

로우즈는 가공 속도가 빠르고 입열량이 적어 

열영향부가 적으며, 용접부의 폭이 좁고 미

려한 외관을 가지는 벨로우즈를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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