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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뿌리 산업 중 하나인 접합기술은 모든 산업에 있어 기본이 되는 

생산기반 산업으로 IT, BT, NT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된다. 
최근 산업구조가 단위부품산업에서 시스템 산업으로 전환되고 규

모가 확대됨에 따라 단위부품의 접합을 통한 일체형 부분품 제조기

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품 본연의 특성을 최대

한 유지하고 접합부의 결함발생을 최소화하여 접합된 부품 및 제품

의 특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규제들의 시행되고 산업분야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요구

됨에 따라 용접분야에서 초음파를 이용하는 용착은 기존의 용재가 

필요한 용융용착과 달리 별도의 용접봉, 열원 등이 불필요하며 접

합과정에서 유해광선이나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적이며 친환경적인 기술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1]. 
재료를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접합시키고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재료내부에 온도분포가 불균일하게 된다. 이러한 재료 내부의 불균

일한 온도분포로 인하여 각 위치에서 열팽창이 다르므로 재료 내부

에서 열변형 및 열응력이 발생하게 되며, 변형과정에서 소성영역이 

생기면서 냉각 후 잔류응력 등이 남게 된다.
초음파용착이 이루어지는 동안 소성변형, 탄성 히스테리시스 및 

마찰은 용착되는 두 소재의 접촉부에 열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특
히 용착부에서 발생하는 온도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HAZ)를 규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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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주로 1 초 이내로 용착이 이루어지는 초음

파 용착의 경우 용착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여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음파 용착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보면 초음파 용착

용 혼(horn)의 해석 및 설계에 관한 연구[2-4], 용착시간, 진폭 및 

압력조건이 용착성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5-7]나 혼 및 용착시편의 

열발생에 의한 온도분포에 대한 FEM 해석에 대한 연구[8,9]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온도 측정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용착시 용착압력과 용착시간 등의 

용착조건에 따른 용착시편에서의 온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연

구를 통하여 용착부에서의 열발생 경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온도측

정 센서는 크게 접촉형과 비접촉형이 있으며 접촉형은 일부 연구에

서 열전대(thermocouple)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비접촉식 온도계

는 측정대상과 센서를 일정간격으로 분리하여 방사되는 적외선을 

계측하여 온도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접촉식 온도

계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혼은 40 kHz의 공진주파수를 가지며 용착방법

은 동일 소재의 Ni 박판(sheet)를 대상으로 용착 압력과 시간을 

변화시키며 용착시편에서의 표면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2. 초음파용착의 원리
2.1 초음파 금속용착의 기본 원리
초음파 금속용착은 Fig. 1과 같이 용착할 동종 또는 이종 금속 

소재를 앤빌(anvil) 위에 설치한 후 혼의 팁에 일정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용착소재에 평행한 방향으로 초음파진동을 가하여 접합

이 이루어진다. 초음파의 진동에너지가 혼을 통해 위쪽(top) 금속 

소재에 전달되면 금속 접합면에서 기계적인 진동에 의한 마찰과 

그에 따른 마찰열이 발생되어 두 금속 소재의 분자 간 물리적인 

확산작용(diffusion)으로 강력한 접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초음파 진동에 의하여 초기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과 금속 산화

막이 제거되고 금속 접합면의 확산현상으로 인하여 용착되기 때문

에 높은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저항이 거의 없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2.2 용착부에서의 열발생
초음파 용착과정에서 용착부에서의 소성변형, 탄성 히스테리시

스(elastic hysteresis) 및 마찰에 의하여 열이 발생된다. 용착 초기

단계에서 두 용착시편 사이의 마찰과 표면부 요철의 소성변형에 

의하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용접조건과 

재료의 성질에 따라 온도가 오르거나 일정온도 유지 혹은 떨어질 

수 있다.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한 온도 계측 결과 용착시편의 용융

점의 60~80% 범위이며 이와 같은 온도는 용착부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용착시간의 경과에 따른 용착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b), 

(c) 과정에서 용착부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금속간 접촉이 일어나 

용착이 시작되는데, 이때 열이 발생되며 용착소재의 항복응력을 떨

어뜨려 용착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용착의 최종 단계인 (d)에서 모

든 접촉면에서 금속간 접촉이 일어나며 소성변형으로 열발생이 극

대화 된다.

3. 온도 측정방법
3.1 시편 및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사용된 초음파 금속 용착기는 최대 출력이 800 

W이고 진동자의 공진주파수는 40 kHz인 용착기이다. 실험 시편

은 두께가 0.1 mm인 니켈(Nickel 200) 박판이며, Fig. 3은 Ni 
시편의 도면으로 양 시편 끝의 10 mm 씩을 포개어 용착실험을 

수행하였다.
용착온도 측정을 위한 용착조건으로는 Table 1과 같은 용착압력

과 용착시간 및 혼의 진동 진폭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조건마다 5
개의 시편을 용착하여 평균 온도를 구하였다. 

Fig. 1 Schematic mechanism of the ultrasonic welding[9]

Fig. 2 Weld development and growth of heat sources at the weld 
interfac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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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온도 측정센서 
온도센서는 Raytec 사에서 제작된 적외선 센서이며, Comm 

Box는 MI3MCOMM, 센서 헤드는 LTS10으로 이 센서의 온도 

측정 범위는 -40~600°C이며, Spectral Response는 8~14 μm. 
Optical Resolution D:S=22:1, Response Time는 130 ms이다. 
온도측정은 Comm Box로 부터의 출력전압을 받아 Raytec 사

의 온도 측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직접 측정하고 저장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적외선 온도센서의 설치모습을 Fig. 4에 나타내

었다. 센서의 측정초점(spot)이 혼의 팁과 최대한 가깝게, 용착 중

인 혼이 초점 범위에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으며 용접부 중

심에서 약 20 mm 떨어진 위치에서 상단 시편의 표면온도를 측정

하도록 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용착시간 경과에 따른 용착부 온도
특정 한 점의 용착 시 전체 용착시간을 0.3 sec, 혼의 진폭을 

100%, 용착압력이 0.2 MPa와 0.3 MPa일 때 용착시간 경과에 

따른 표면온도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온도변화의 형태는 유사하나 용착압력이 높을 경우에는 용착 초

기부터 온도상승이 용착시간에 거의 비례하여 증가하며, 최고 온도

도 약 6°C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도 그래프 선의 아랫부

분 면적을 보면 0.3 MPa일 때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압력의 증가로 용착에너지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ig. 5에서 0.2 sec 이후에는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실제 

초음파 용착의 원리 상 혼의 일정 시간동안 가압 진동으로 최대의 

용착에너지를 발생시킨 후 혼이 용착 소재로부터 분리되는 시간 

주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실험에서 측정된 용착부의 온도는 용착부 인근의 표면온

도를 측정한 것으로 실제 용착이 일어나는 상하 시편의 용착부에

서는 온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된다.

Fig. 3 Welding specimen

Table 1 Welding conditions

Welding Pressure (MPa) 0.2, 0.3
Welding time (sec) 0.1, 0.15, 0.20, 0.25, 0.30
Horn amplitude (%) 60, 80, 100

Fig. 4 A photograph of experimental setup

(a) Welding pressure 0.2 MPa

(b) Welding pressure 0.3 MPa
Fig. 5 Temperature in the weld during 1 spo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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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착조건 변화에 따른 용착부 온도
용착압력, 용착시간 및 혼의 진폭을 변화시키며 각 용착조건별 

용착부의 표면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온도변화 형태는 용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용착부

의 표면온도도 거의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의 

진폭이 증가할수록 온도도 증가하나 진폭이 80% 이상이 되면 그 

차이는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초음파 용착을 이용하

는 산업현장에서도 거의 80% 진폭을 사용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정 진폭 이상의 진폭을 사용하더라도 

초음파 용착의 효율성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반적 경향으로 볼 때 용착압력이 클수록, 용착시간과 

혼의 진동 진폭이 클수록 용착부 온도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용착압력과 혼의 진동 진폭이 용착부 표면온도에 미치

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용착압력이 클수록 용착온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용착시간이 0.2 sec 이하일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용착시간 0.25 sec 이후에는 그 

(a) Horn amplitude 60%

(b) Horn amplitude 80%

(c) Horn amplitude 100%
Fig. 7 Influences of horn amplitudes and welding pressures on 

the surface temperature in weld

(a) welding pressure 0.2 MPa

(b) Welding pressure 0.3 MPa
Fig. 6 Temperature variation according to welding conditions, 

welding pressure, welding time and horn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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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초음파 용착 

시간이 일반적으로 1 sec 이내로 지극히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지

지만 용착시간이 과도하게 짧으면 용착압력이나 진동진폭 등의 기

타 용착조건이 용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즉,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초음파 용착에서 최적의 용착

조건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박판의 동일 금속 또는 이종 금속의 초음파 용착에서 주로 사용

되고 있는 공진주파수인 40 kHz 혼과 초음파 용착기를 사용하여 

두께 0.1 mm의 Ni 박판을 용착할 때, 용착시간, 용착압력 및 혼의 

초음파 진동 진폭 등의 용착조건 변화에 따른 용착부 표면의 온도

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특정 한 점의 초음파 용착시 용착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용착부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용착압력이 높을 경우에는 용착 초기

부터 온도상승이 용착시간에 거의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용착압력

이 0.2 MPa 및 0.3 MPa인 두 경우를 비교하면 0.3 MPa일 때 

최고 온도가 약 6°C 높았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도 그래프 선의 아랫부분 면적은 0.3 

MPa일 때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압력의 증가로 용

착에너지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용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용착부의 표면온도도 거의 비례

하여 증가하였다. 또한, 혼의 진폭이 증가할수록 온도도 증가하나 

진폭이 80% 이상이 되면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용착압력이 클수록 용착온도도 높아지나 용착시간이 0.2 sec 이

하일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용착시간 0.25 
sec 이후에는 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본 실험은 용착부의 표면온도를 측정한 것으로 실제 용착이 일어

나는 상하 시편의 용착부에서는 온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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