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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fiber laser welding for the pure copper thin plates in a series of secondary lithium-ion 
batteries; and performed the experiment for the purpose of the preceding study to replace bolt joints method the with 
the laser welding method. We have changed the peak power of the laser from 5 to 6kW, the pulse duration by 4, 6, 8, 
and 10ms, the frequency by 10, 12, 16, and 25Hz, and the focal position by -3, 0, and +3. As a result, when the focal 
position is at +3, the peak power is 5kW, and the pulse duration and the Frequency are 4ms and 25Hz, respectively, 
we obtain 2.1 and 2.5 times better tensional strengths, respectively, than the highest values of tensional strengths 
obtained with the focal positions at 0 and -3.

Keywords: Ultra-thin copper(극박 구리), Pure copper(순수 구리), Lap-Joint welding(겹치기 용접), Fiber laser(파이버 

레이저), Lithium secondary battery(리튬 이차전지)1)

1. 서 론

현대 자동차 산업에서는 친환경 차량 개발에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화석연료의 

사용억제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 자동차로 구동모터와 대용량 배터리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에서

는 친환경자동차의 동력원인 이차전지개발과 성능향

상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전지 개발에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전지의 고용량화 및 경량화이다.1-3

현재 이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및 전해질

의 네 가지 핵심물질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양극재와 

음극재들은 전지 충․방전 시 발생된 전류가 입출력이 

되도록 하는 극주와 연결되어진다. Fig. 1은 현재 리

튬이차전지의 내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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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bolt joints of lithium secondary batteries.

Fig. 1과 같이 현재 주로 양극재, 음극재와 극주와 

연결하기위해 사용되는 연결방식은 볼트체결 방식

(bolt joint)이다. 볼트체결 방식은 볼트와 너트를 이

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하는 전지 개발

에 핵심인 경량화를 하기 위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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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전지의 경량화를 하기 위해 볼트, 너트

가 필요 없이 직접 체결 할 수 있도록 고밀도 에너지

원인 레이저를 이용하여 용접하고자 한다. 레이저 용

접은 고밀도 에너지 열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시간

에 용융, 응고 과정이 진행되어 일반용접에 비해 종

횡비가 크고, 용입깊이는 깊고,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 HAZ)가 작아 열변형이 거의 없고 극소 부위 

용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4 이러한 이유로 레이저 

용접은 일반 용접에 비해 금속 조직이나 기계적 성질 

측면에서 모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매우 작아 우

수한 용접성 평가를 받고 있다.5-8

현재 이차전지의 음극재로 쓰이는 구리는 내식성 

및 전기전도도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재료특

성상 높은 열전도율과 높은 반사율로 인해 용접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구리 및 구리합금에 대

한 용접연구가 국내외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12
구

리는 용접시 에너지 밀도가 커야하므로 레이저를 용

접열원으로 이용한 연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구
리의 레이저 용접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Hess. A.13
는 515nm 파장대 레이저와 적외선 파장

대인 IR 레이저를 조합하여 구리 용접 실시 후 용접 

특성을 관찰하였고, Biro. E.14
는 보호가스 유무에 따

라 Nd:YAG 펄스레이저를 이용하여 용접 후 비교 

분석하였다. Petring. D.15
는 10kW급 Fiber-Coupled 

laser를 이용하여 용접 특성을 연구하였고, Hailat. 
M. M.(16)

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쓰이는 소재인 알루

미늄 합금 3003과 구리를 연속파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용접을 한 후 용접부에 대한 강

도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펄스파형 파이버 레이저

(fiber laser)를 이용하여 현재 생산되고 있는 리튬이

온 계열 배터리 부품 소재 중 하나인 두께가 38μm
인 순수 구리소재 40장을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

는 볼트체결 방식에서 레이저 용접을 실시하여 최적

의 공정변수를 결정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 장치

본 연구에 사용한 파이버 레이저는 파장은 1.07μm
이고, 최대 평균 출력 600W, 최대 피크 출력은 6kW
급의 연속파(continuous wave)와 펄스파(pulsed wave)가 
가능한 듀얼 모드 레이저(YLS-600/6000-QCW-AC)

이다. 레이저빔은 직경이 50μm인 광섬유(optical 
fiber)에 의해 전달된다. 광섬유로 전달되는 레이저

빔의 초점직경은 78μm이다. 레이저 용접헤드의 광

학계는 초점거리 f = 250mm 이다. 레이저 빔 품질 

BPP(Beam Parameter Product)는 2.0mm*mrad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장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2.2 실험 방법 및 시편

본 연구에서는 순수 구리 소재를 150mm(L) × 50mm 
(W) × 0.038mm (T)로 제작하여 레이저 겹치기 용

접시 최적의 공정을 결정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

다. 시편의 두께는 38μm이고 99.9% 이상인 초박판 

순수 구리 40장을 겹치기 용접하였다. 시편의 화학

적 성분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pure copper (wt%)

Ag Bi Pb O Other Cu
0.05 0.001 0.005 0.04 0.03 Bal.

Fig. 2 Fiber laser and lap welding experiment equipment.

레이저 용접하면서 레이저빔의 초점 위치 변화에 

따른 용접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레이저빔의 이송속

도는 0.5m/min으로 고정시키고 레이저 피크출력(5, 
6kW)과 초점위치(f = -3, 0, +3), 레이저 빔의 펄스조

사시간과 펄스 반복률을 변화시켜가며 실험하였다.
장비의 특성상 펄스 반복률을 고정하면 펄스 조사

시간이 결정되고 펄스 조사시간을 결정하게 되면 펄스 

반복률이 결정된다. 이는 식 (1),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펄스 조사시간과 펄스 반복률을 4ms(25Hz), 
6ms(16Hz), 8ms(12Hz), 10ms(10Hz)로 고정하고 피

크출력을 변화시키면서 시편 40장이 전부 관통용접

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였다.
레이저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용접단면을 관찰하

기 위해 용접 시편을 절단하고 사포로 연마 및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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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후 에칭액(FeCl3+HCl+Glycerin+H2O)을 만들어 

에칭하였다. 에칭 된 용접 비드는 경계면은 광학 현

미경(olympus:GX-51)으로 관찰하였다. 박판 40장을 

겹치기 용접 후 용접단면을 절단하여 광학 현미경으

로 용입 깊이와 폭을 측정하였다. 용접시 레이저빔 

초점 위치의 변화에 따른 종횡비(aspect ratio), 시편 

내부로 흡수되는 입열량(heat input capacity)의 변화

에 따른 인장응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시편은 공작대에 부착된 지그(Jig)와 박판 40장을 겹

칠 수 있는 지그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시켜 용접 중 

열팽창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레이

저 용접 시 열 때문에 발생하는 조직변화에 의한 경도

측정은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시험기(Simadzu: HMV- 
2series)를 사용하여 Hv 0.01kg의 하중을 적용시켰

다.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 인장실험은 

인장시험기(Hounsfield: universal testing machine)를 
사용하여 인장시편이 인장하중 방향에 수직한지 확인

하고 인장시험을 각 용접 조건별로 인장실험 하였다.

  
 (1)


   × 

(2)

3. 결과 및 고찰

3.1 레이저 용접 특성

3.1.1 중첩률 특성

파이버 레이저로 두께가 38μm인 구리 박판 40장
을 겹치기 용접한 후 중첩률 및 전면비드 폭을 분석

하기 위하여 용접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a)에서 초점위치 f = 0, 펄스 조

사시간과 펄스 반복률이 10ms 10Hz인 경우 시편 40
장 관통용접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나타내

지 않았다. 펄스 조사시간과 펄스 반복률을 고정하

고 피크출력과 초점 위치별로 용접부를 관찰하여 나

타난 비드폭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크출력과 레이저

빔 이송속도를 고정하고 주파수를 감소시키면 펄스 

조사시간이 길어져 용접하였을 때 단위 펄스당 용접

부 전면비드 폭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크 출력이 같더라도 펄스 조사시간이 길어지

게 되면 펄스당 에너지가 증가하고 레이저빔과 시편

의 상호작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용접부 폭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점위치에 따라 비드 폭이 

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저빔의 초점면이 시편 표면위에 있을 때의 

초점위치를 f = 0이라 할 때 초점위치가 f = +3
에서는 시편 표면에서 에너지 밀도가 낮은 열전

도형의 비드가 되어 레이저 빔에 의한 열에너지

가 표면으로 확산되어져 용접부 폭이 증가하고 

있다. 초점위치가 f = 0에서는 레이저빔이 수렴

되면서 시편 표면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초

점위치 f가 +3과 -3위치에 비해 작게 형성되었다.

(a) Peak power: 5kW

(b) Peak power: 6kW

Fig. 3 Variations of overlap according to process parameters.

같은 조건에서 펄스 반복률만 감소시키면 펄스 

조사시간이 길어져서 용접부 전면비드 폭이 증가하

여 중첩률이 증가할 것 같지만 펄스 반복률이 감소

하면 레이저빔 조사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때문에 

중첩률은 감소하고 있다. 
중첩률을 측정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첩률은 펄스 조사시간이 아

닌 펄스 반복률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첩률은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식 (3)에서 

S’는 원점으로부터 중첩 되지 않는 거리, S는 이송

속도에 따른 초점크기의 이동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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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s of front bead width according to 
process parameters.

Fig. 5 Variations of overlap according to pulse duration 
and frequency.

   
 ′

×  (3)

Fig. 4에 의하면 펄스 조사시간과 펄스 반복률

을 고정하고 피크출력을 증가시키면 용접부 전면

비드 폭은 약 0.01-0.1mm 정도 증가하게 되고 

피크출력을 고정하고 펄스 반복률을 감소시키게 

되면 용접부 전면비드 폭은 약 0.1-0.3mm 정도 

증가하게 되고 피크출력과 펄스 반복률을 고정시

키고 초점위치를 증가시키면 용접부 전면비드 폭

은 약 0.1-0.5mm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면

비드 폭은 피크 출력보다는 펄스 조사시간과 초

점위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펄스 조사시간과 

펄스 반복률이 고정된 상태에서 피크 출력을 증

가시켰을 경우 전면비드 폭의 증가율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a) Peak power:5kW

 

(b) Peak power:6kW

Fig. 6 Welding cross-sectional area to variation of welding 
process parameters

3.1.2 종횡비 및 입열량 특성

공정변수 별로 실험한 후 용접부 단면을 분석하

여 Fig. 6에 나타냈다. Fig. 6의 용접부 단면에서 보

듯이 피크 출력이 증가할지라도 전면비드의 용접폭

의 변화가 크기 않았으나 용접단면의 용접부 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피크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펄스당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

게 되기 때문이다.

   
    

 (4)

(a) focal position=+3, focal posi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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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cal position=0

Fig. 7 Influence of welding process parameters on the pulse 
energy density.

이처럼 피크 출력을 높이거나 펄스 조사시간을 

길게하면 펄스당 에너지 밀도 값이 증가하게 된

다. 조건에 따라 증가되는 펄스당 에너지 밀도는 

소재 40장 겹치기 용접하는 같은 조건에서 키홀

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임계 값이 같기 때

문에 키홀을 형성하고 남은 펄스당 에너지 밀도

는 용접부 단면적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되기 때문

이다. Fig. 7을 보면 초점위치가 f = -3, +3일 때

의 펄스당 에너지밀도가 같고 초점위치가 f = 0
일 때와 다른 이유는 식 (4)를 통해 알 수 있다. 
펄스당 에너지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레이저 빔이 

포커싱 된 초점면적을 구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

데 포커싱 된 초점 면적이 초점위치가 f = -3, 
+3일 때 이론상 빔의 직경이 340μm로 같고 초점

위치가 f = 0일 때의 빔의 직경은 78μm이기 때

문이다.

Fig. 8 Influence of welding process parameters on the 
width ratio.

피크 출력을 일정하게 하고 주파수를 감소시키면 

펄스당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파

수가 감소하면 식 (1), (2)에 의해 레이저빔의 펄

스조사시간이 증가하여 같은 피크 출력을 더 오

랫동안 조사하기 때문이다. 주파수와 레이저빔의 

이송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레이저빔의 피크 출력

을 증가시켜도 펄스당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같은 펄스 조사시간이더라도 피크 출

력이 크면 더 큰 에너지를 시편표면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리박판 용접에 적합한 펄스

당 에너지 밀도는 피크 출력을 조절하거나 펄스 

조사시간을 조절하여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펄스

당 에너지가 같더라도 피크 출력과 피크 출력과 

펄스 조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편에 전달된 

입열량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Fig. 8은 식 (5)를 이용하여 용접부의 전면비드 폭

()과 후면비드 폭()의 비를 공정변수별로 측정

하여 나타낸 것이다. 식 (5)는 다음과 같다.

 

 (5)

펄스 조사시간과 펄스 반복률이 4ms, 25Hz이고 

피크 출력이 5kW일 때 전면비드와 후면비드 폭비

가 큰 이유는 Fig. 6에 나타낸 것처럼 펄스당 에너지 

밀도가 충분하지 않아 시편 끝까지 에너지가 전달되

지 못하고 표면에서 에너지가 흡수되어 전면비드에 

비해 후면 비드가 작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Fig. 7에서처럼 펄스당 에너지밀도가 증가하여 관

통 용접시 용접부 단면과 후면비드 폭도 같이 증가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레이저빔이 구리 시편

을 용융시켜 키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같

아 키홀을 형성하고 남은 에너지가 용접부 단면과 전

면, 후면비드 크기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된 것으로 판

단되다. 따라서 펄스 조사시간을 증가 시키거나 피크 

출력을 높이면 후면비드 폭도 같이 증가하여 전면비

드와 후면비드 폭비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현상

을 Fig. 8에 나타내었다. 용접부 단면 분석을 바탕으

로 펄스 레이저로 초박판 구리 소재 수십장 겹치기 

용접시 용접부 단면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펄스 

조사시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결과로 확인하였다. 
이는 펄스 조사시간과 펄스 반복률을 고정하고 피크 

출력을 조절하면 용접부 단면이 좁은 용접이 가능하

고 펄스 조사시간을 증가시키면 용접부 단면이 넓은 

용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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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fluence of welding process parameters on the heat 
input.

 

   

  
(6)

Fig. 9는 식 (6)를 이용하여 입열량을 계산하였다. 
Fig. 9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피크 출력이 클수록 

펄스 조사시간 변화에 따른 입열량 변화가 선형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피크 출력이 큰 경우에 

키홀을 피크출력이 작을 경우보다 더 빨리 형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키홀을 빨리 형성하게 되

면 키홀을 형성하고 남은 펄스당 에너지 밀도는 시

편에서의 손실이 거의 없이 키홀 내부에 전달되어 

용접부를 형성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초점위치

에 따른 용접부의 용접단면을 살펴보면 초점위치가 

시편표면보다 아래 방향 즉, 초점위치가 f = -3으로 

하여 용접하였을 때 용접단면 내부에 많은 기공에 

의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피크출력이 5kW일 때

는 초점위치가 f = 0과 f = +3위치에서 용접단면에

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피크출력이 

6kW일 때는 초점위치가 f = +3인 위치 이외에는 용

접단면 내부에 많은 결함이 발견되고 있어 과입열량 

때문에 건전한 용접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입열량이 높을 경우에는 용

접부 단면에 구리 용접시 발생하기 쉬운 결합인 기

공이 용접부 단면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공의 주요 원인으로는 Cu2O상을 

함유한 구리가 수소가 함유된 환원성 가스 중에 가

열하면 수소가 Cu 중에 확산 침투해서 Cu2O을 환원

하여 수증기를 발생하면서 이 수증기가 외부로 방출

되지 못하고 포획되면서 기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이를 식 (7)에 나타내었다.17

→  (7)

3.1.3 인장강도 및 경도 특성

구리 박판 40장을 겹치기 용접한 시편을 한국 

산업 규격의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의 13B호에 

맞춰서 제작하였으며 최소한의 열영향과 정확한 

절단을 위해 와이어 컷팅을 하였다. 
인장시험 시편은 같은 공정조건에서 실험한 시

편을 3개를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 가장 인장강도

가 크게 측정 된 경우를 도표로 나타냈다.
초점위치가 f = -3일 때 펄스조사시간과 펄스 

반복률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 시험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초점위치가 f = -3에서 인장강

도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조건은 피크출력이 

6kW, 펄스 조사시간과 펄스 반복률이 6ms 16Hz
이였다. 이때 최대 인장강도는 28.415MPa이였다. 
초점위치가 f = 0일 때 펄스조사시간과 펄스 반

복률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 시험 결과를 Fig. 11
에 나타내었다. 초점위치가 f = 0에서 인장강도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조건은 피크출력이 5kW, 
펄스 조사시간과 펄스 반복률이 4ms 25Hz이였

다. 이때 최대 인장강도는 33.075MPa이였다. 초

점위치가 f = +3일 때 펄스조사시간과 펄스 반복

률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 시험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초점위치가 f = +3에서 인장강도 값

이 가장 크게 나타난 조건은 피크출력이 5kW, 
펄스 조사시간과 펄스 반복률이 4ms 25Hz이였

다. 이때 최대 인장강도는 69.8MPa이였다.
초점위치가 f = -3인 경우 시편의 표면보다 낮은 

위치에 초점면을 집속되어 레이저빔의 높은 출력으로 

용융될 때 발생한 기포가 용융풀의 냉각속도가 매우 

빨라 기포들이 위쪽으로 방출되지 못하고 포획된 형

태로 남아있고 언더컷(under cut) 현상이 나타났다. 이
는 레이저빔이 초점렌즈를 지나 전달되면서 초점면이 

시편표면의 아래 방향에 위치하면 레이저빔이 수렴하

면서 시편에 조사되기 때문에 과입열량이 되어 일부 

조성분이 기화되면서 증발되어 생성된 기포가 용접단

면에 생성되면서 인장응력이 높지 않게 측정되었다. 
구리는 열전도도와 전기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용접단

면의 열이 주변부로 매우 빠른 속도로 손실되면서 용

융풀이 응고되어 기포가 포획되어 결함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장강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초점위치가 시

편표면인 f = 0인 경우 높은 피크출력으로 인해 키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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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ress-Strain curve of laser welding (focal 
position = -3).

Fig. 11 Stress-Strain curve of laser welding (focal 
position = 0).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언더필(under fill)현상이 나타

났다. 이에 반해 초점위치가 f = +3인 경우에는 기포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초점

위치가 f = +3인 경우 좋은 인장강도 값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초점위치가 시편 표면 보다 위에 

있는 f = +3인 경우에는 레이저빔이 초점면을 지나 

발산하는 빔의 횡방향 강도분포의 중심이 가우시안 

분포를 하기 때문에 용접라인 주변부의 온도를 높게 

하여 응고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키홀의 유동풀

의 유동이 자유로워 용접단면의 내부에 결함이 제거

되어 인장응력이 크게 측정되었다.
Fig. 13은 구리 박판 40장을 겹치기 용접 한 후 

용접부 중앙부인 20번째 시편의 횡당면의 경도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 용접된 부분의 경도는 약 75Hv에서 

94Hv의 경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경도값을 측정한 

값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레이저빔이 시편에 조사

되면서 용융되었던 모재가 냉각될 때 조직이 성장되

면서 응고되는데 이 조직의 중앙부와 조직의 경계면이 

측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모재의 

경도가 120Hv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약 0.6배정도 경

도 값이 감소되었다. Fig. 13에서 제시한 공정변수들은 

각각 레이저 초점위치별로 인장응력이 가장 크게 나타

난 것과 가장 작게 나타난 공정변수의 경도분포를 측정

한 결과이다. 왼쪽에 있는 공정변수가 인장강도 값이 

큰 경우이고 오른쪽의 공정변수가 인장강도 값이 작은 

경우이다. 전체적으로 인장강도가 큰 경우에 작은 경우

보다 경도값이 약 5-10Hv정도 크게 측정되었다.

Fig. 12 Stress-Strain curve of laser welding (focal position  
= +3).

Fig. 13 Welding width hardness to variation of welding process 
parameters.

Fig. 14 Welding depth hardness to variation of welding process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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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icrostructure photos of weld zone (f = +3, 5kW, 4ms, 
25Hz).

Fig. 16 Microstructure photos of weld zone (f = -3, 6kW, 
10ms, 10Hz).

Fig. 14는 시편 40장이 용접된 용융단면의 위에서 아

래 방향으로 중앙부를 따라 경도 값을 측정한 것이다. 
그래프에 표시된 공정변수의 의미는 Fig 13과 같다.

초점위치가 f = +3이고 펄스조사시간이 짧을수록 

인장강도 값과 경도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펄

스 조사시간이 짧을 경우 펄스조사시간이 긴 경우에 

비해 급가열 급냉각되지 않으면서 용접부 조직이 조

대화 되기 전에 응고되기 때문에 인장강도 및 경도 

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깊

이방향에서도 인장강도 값이 큰 경우일 때 작은 경

우보다 경도 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3.1.4 용접부 단면 미세조직 특성

Fig. 15는 인장시험 결과 인장강도가 가장 크게 나

타난 조건에서의 조직사진이고 Fig. 16은 인장시험 

결과 인장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조건에서의 조직

사진이다. 인장강도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조건은 

초점위치가 f = +3에서 피크출력이 5kW, 펄스 조사

시간과 펄스 반복률이 4ms 25Hz이고, 인장강도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난 조건은 초점위치가 f = -3에서 피크

출력이 6kW, 펄스 조사시간과 펄스 반복률이 10ms 
10Hz이다. 조직사진을 보면 용접부와 열영향부에서

는 모재에 비해 조대화된 조직을 관찰 할 수 있다. 
인장강도 값이 높은 경우의 조직은 레이저빔이 조

사될 때 초점면을 지나 발산하면서 레이저빔이 시편

에 조사되면서 레이저빔의 중심부의 가우시안강도분

포의 성질이 용접하는 데 용융열로 작용하고 외부로 

열이 급속하게 전달되어 냉각하는 속도를 지연하면서 

응고되어 균일하게 성장한 조직을 관찰 할 수 있다.
인장강도 값이 낮은 경우의 조직은 내부에 기공

과 같은 결함이 발생하여 인장강도 값이 작게 측정

되었다. 초점위치를 시편표면 보다 아래 방향으로 

하여 레이저빔이 수렴하면서 전달되는 레이저빔이 

조사될 경우 과입열량으로 작용하게 된다. 레이저빔

으로 용접할 때 펄스당 에너지 밀도에 의해 입열량

이 결정되는데 펄스 조사시간이 길어져 조직이 조대

화하는 시간이 길어져 조직이 조대화 되기 때문에 

인장강도 값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순수 구리를 펄스파형 파이버 레이저로 38μm
박판 40장을 겹치기 용접을 실시하였다. 겹치기 

용접 실시시 초점위치에 따라 공정변수를 변화시

켜 펄스 당 에너지 밀도, 전면, 후면비드 폭 비, 
입열량, 금속학적 분석과 기계적 성질인 인장강

도 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펄스파형 레이저로 박판 겹치기 용접시 관통

용접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피크 출

력이고 용접부 크기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

수는 펄스 조사시간과 초점위치이다.
 2) 순수구리 박판을 다층용접할 경우 초점위치 f 

= 0이거나 -3일 경우에는 과입열량으로 되어 

내부에 기공 등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점

위치가 f = +3일 때의 인장강도가 각각 약 

2.1배, 약 2.5배 정도 높아 초점위치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용접할 때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3) 경도분석 결과 초점위치별로 인장강도가 큰 

경우일 때 인장강도가 작은 경우보다 경도값

이 약 5-10%정도 크게 측정되었다.
 4) 조직사진 분석 결과 펄스 조사시간이 4ms에서 

10ms로 길어질수록 조직이 조대화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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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접시 용접부 조직이 조대화되는데 펄스

조사시간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초점위치가 f = +3일 경우 기공

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

었다.

연구 결과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볼트체결 

방식을 레이저 용접법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레이

저 용접시 용접부 결함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연구

는 더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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