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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의 동작원리는 1917년 아인슈타인이 빛과 물

질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유도방출 과정이 있음을 이론

으로 보인 것이 시 이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1950년

 반 미국 콜롬비아 학의 Townes는 암모니아에서 

마이크로 의 유도방출이 실험 으로 가능함을 처음으

로 보 다. 곧이어 가시  역에도 유도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 가능함을 후속연구에서 밝 졌다. 실제로 

1960년 휴즈(Hughes) 연구소의 Maiman에 의해 가

시  역인 694.3 nm의 붉은색인 루비(Ruby) 이  

이 최 로 발 되었다. 그는 보석의 하나인 루비를 

나선형 래쉬 램  가운데 삽입하고 그 램 를 터뜨려 

강한 빛을 루비에 입사시킴으로써 이 의 발진에 성

공하 으며 이러한 업 을 인정받아 1964년 노벨 물리

학상을 수상하 다. 루비 이 의 발진 직후 이  

련 연구는 가히 폭발 이라 할 만큼 활발하여 1960년

에는 재 요하게 응용되는 부분의 이 가 개

발되기에 이르 다. 이후 1970년 와 80년 에는 이

 자체의 연구 외에도 이 의 응용 연구가 많은 비

을 차지하여 오늘날 다양한 산업에서 이 가 필수

인 장치로 각 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이  용 분야의 경우 무엇보다도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 화 할 수 있으며 한 이로써 타 용

방법보다 경제  우 를 하게 된다1). 따라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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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량 생산품의 표 인 자동차 제조에 이

 용 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  개발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이  용 의  다른 장

으로는 경량소재의 용 이 타 공정 비 용이한 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이  빔 품질과 학계 그리고 

제어계측  발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

다. 일례로 종래에는 단 장 특성을 갖는 이 의 특

성 상 재료 고유의 이  빔 흡수율에 한 한계와 만

족스럽지 않은 용  품질로 인해 알루미늄이나 구리 등 

고반사 재료에 한 용이 어려웠지만, 스캐 와 

이버 이블 등 이  모듈의 비약 인 발 으로 경량 

소재  난용 성 재료의 이  용  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특히 경량 소재의 용 기술에

서 시간(Temporal) 는 공간(Spatial) 모듈 이션을 

통한 난용 성 재료의 용  연구동향에 하여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리뷰하 다. 한 다  빔을 활

용한 이  용 기술에 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모듈 이션 용 기술

  이  빔 모듈 이션의 궁극 인 목 은 구리와 알

루미늄 등 고반사 재료의 낮은 흡수율을 극복하고 기공 

 스패터의 효과 인 제어( 감)에 있다. 한 알루미

늄 합 의 경우 고온균열 방지  기계  강도도 개선

될 수 있으며, 키홀 안정화에 따른 용 품질 향상 효과

도 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빔 모듈 이션 방식은 Fig. 1과 같

이 크게 출력 변조를 기본으로 하는 시간  모듈 이션

과 스캐  학계를 이용한 공간  모듈 이션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이  시간  모듈 이션의 경우 2000

년  반부터 연구가 우선 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간

 모듈 이션은 학 스캐  기술이 본격 으로 발달

한 2010년 이후부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

에서는 이에 시간  모듈 이션과 공간  모듈 이션에 

해 연구한 논문을 각각 정리하 으며, 그  표

인 이  빔 모듈 이션 용  연구 결과에 해 각각 

논의하고자 한다. 

2.1 시간  모듈 이션

  시간  모듈 이션 용 기술은 이  빔과 모재 사

이의 가능한 상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펄스 이

에서 이  출력이 지속 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펄스 형성은 고상과 액상 간 상이한 재료의 흡

수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에에 따라 시간  모듈 이

션 방식은 펄스 반복속도가 비교  큰 Nd:YAG 이

에서 비로소 연구가 시작되었다. 

  Katayama는 1995년 Nd:YAG 이 에서 펄스 변

조를 통해 알루미늄합 의 스폿 이  용 에서 더욱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음을 발표하 다2). 이후 그는 

펄스 모듈 이션에 의한 효과를 극 화하기 해 304스

테인리스강에 연속 형(Continuous wave, CW) 2 kW 

이  2기와 펄스 형 최  출력 1.5 kW 이  빔

을 다양한 형태로 첩 후 펄스 형상에 따른 키홀 깊이 

 기공형성 메커니즘을 측면 X-ray 찰을 통해 확인

하 다3). 나아가 그는 10 kW  CO2 이 를 이용하

여 Al5083 소재의 용  시 발생하는 기공과 키홀의 거

동을 찰하 다4,5). 이들의 찰을 해 마찬가지로 

측면 X-ray를 사용하 으며 용융풀의 유동을 확인하기 

해 텅스텐 입자를 용융지에 삽입하여 이의 움직임을 

실시간 측정하 다. 그는 본 연구에서 연속 형의 이

 빔 조사 시에는 키홀의 불안정성 때문에 많은 기공

이 발생하지만 Fig. 2와 같이 한 Duty cycle과 

주 수 변조를 통해 기공을 히 일 수 있음을 실

험 으로 입증하 다. 한 키홀 거동 찰 결과, 연속

형 용  시 키홀이 용융풀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 안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표면장력으로 인

해 항상 불안정하지만 펄스를 사용할 경우 키홀이 불안

정해지기 에 키홀을 닫아버린다고 하 다. 즉 펄스 

변조효과의 물리  향은 키홀 하부에 버블이 형성되

기 에 키홀을 닫고 바로 다음 새로운 키홀 형성의 반

복을 통해 기공을 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한 최 의 주 수  Duty cycle이 존재한다.    

  한편 Kuo는 2005년 펄스 변조를 통해 인코넬과 스

테인리스강의 용 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6). 그는 STS304L과 Inconel690 소재에 해 Nd: 

YAG 이 를 이용하여 평균출력을 1.7 kW로 동일하

게 하고 변조 폭(ΔP)의 차이만  뒤 각각 BOP (Bead 

on plate) 이  용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ΔP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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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클수록 두 소재 모두 기공률이 감소하 는데 이는 

이  펄스가 용융된 풀을 교반하고 용융 속의 유동

을 진시켜 버블을 표면으로 부유시킴으로서 기공이 

감소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기공 감소 효과는 Fig. 

3과 같이 인코넬이 스테인리스 소재보다 더 크게 타나

났는데 이는 용융 인코넬의 도가 스테인리스의 도

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 으로 ΔP를 증가시킴으로

써 야기되는 용융 속 유동성의 증가로 인한 다공도 감

소 효과는 인코넬이 더욱 크다. 이후 그는 펄스 용 에 

의한 기공 감소에 해 3 mm 두께 인코넬 소재의 맞

기 용 에 한 추가 인 연구를 진행하 으며7), 그 

결과 연속 형 이 에서의 특히 루트부에 집 된 기

공률이 7.1 %인 반면에 ΔP가 가장 큰 경우 용 부 

체로 기공이 분산되며 그 비율은 0.6 %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 다. 이에 따른 인장강도는 ΔP

가 높으면 모재에 근 하는 인장강도가 나오지만 연속

형 이 의 경우 40 MPa 이상 강도가 하되는 결

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펄스 변조에 따라 스패터 

발생 한 증가하기 때문에 기계  특성과 외 품질 간의 

충안을 얻기 해서는 특정 용  범 를 히 도출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펄스 변조에 따른 기공과 외  품질간의 상 성에 

해서는 Blackburn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

하 다. 그는 3.25 mm의 두께를 갖는 Ti-6Al-4V 소

재에 해 최 출력 4 kW 의 Nd:YAG 이 로 맞

기 용 을 실시하 으며, 다양한 펄스 변조 조건에서

의 기공률과 언더컷 간의 상 계에 해 비교하 다. 

그 결과 그는 펄스 변조에 따라 맞 기 용  시 기공의 감

소효과는 분명하지만 상/하부 비드에 언더컷 결함이 발생

하게 됨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디포커싱(Defocusing)

과 변조 진폭을 히 조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함을 결론으로 제시하 다.

  한편 표 인 경량소재  하나인 마그네슘 합 의 

이  용 성을 개선하기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마

그네슘 합 의 경우 이  용  시 불안정한 용융지와 

낮은 융 으로 인한 스패터 발생, 언더컷, 기공  고

온 균열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Zhang9)은 이를 

개선하고자 4 kW의 이버 이 를 사용하여 2.7 mm 

두께를 갖는 AZ31 소재에 해 BOP 이  용 을 

실시하 다. 그는 특히 에 지 도에 따른 펄스 변조

효과에 한 차이 을 확인하기 해 빔 직경을 각각 

200 ㎛  400 ㎛로 달리 한 후 용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AZ31 소재의 이  용  시 출력 변조의 

향은 Fig. 4와 같이 이  출력 도에 크게 의존한다

는 사실을 확인하 다. 특히 낮은 에 지 도에서는 

주 수와 진폭의 조합에 따라 에 지 효율이 크게 향상

되고 변조 효과가 존재하지만 고 도 에 지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 다. 하지만 본 논

문에서는 에 지 도에 따른 펄스 변조 효과 차이에 

한 이유가 명확히 언 되지는 않는다. 

  시간  모듈 이션에 한 마지막 연구는 바로 구리

의 용 에 한 것이다. 구리의 경우 특히 이  빔에 

한 흡수율이 4 % 정도로 낮으며 액상의 구리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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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장력과 성으로 융융풀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스패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는 특성을 갖

는다. 이에 Heider10)는 구리 소재의 효율 인 용 을 

한 최 의 펄스 변조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 으며 주 수와 용입 깊이간의 불규칙성 계를 

정규화(Data normalization)하고자 하 다. 그는 우

선 구리의 이  용 에서 스패터가 발생되는 상을 

Fig. 5와 같이 고속카메라를 통해 확인하 다. 그의 

찰 결과에 따르면 (a)용융풀이 우선 만들어지고 (b)

용 이 서서히 팽창한다. 이 게 팽창된 용 은 낮은 

표면장력에 의해 (c)와 같이 폭발 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는 (d)와 같이 고형물질로 둘러싸인 구멍을 남

기면서 (e)  (f)와 같이 새로운 용 공정이 시작되며 

이 게 반복된 공정에 의해 표면  단면은 결과 으로 

Fig. 6과 같이 형성된다고 하 다.

  이후 그는 최 의 주 수를 찾기 해 용 속도(v), 

빔 직경()과 주 수()간의 계를 아래와 같은 식

(1)과 같은 계식으로 정규화 하 으며, 이 값이 0.2~ 

0.4 사이일 때 용 결함의 발생 빈도도 가장 을 뿐 

아니라  용입 깊이의 재 성이 가장 최 이라고 주장

하 다. 여기서 에 한 정의는 Fig. 7을 참조한다. 

    




 ∙ 
             (1)

  이상과 같이 출력 변조를 기본으로 하는 시간  모듈

이션에 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분 주

수와 사용률, 첨두 출력,  크기 등이 재료의 용

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속의 펄

스 반복을 통한 용융풀의 교반에 의해 기공이 감소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용 부의 품질을 증 시키고자 하

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주기 인 키홀 형상의 

변동으로 인해 다량의 스패터 등 외  품질 문제가 수

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수 의 시간  변조를 

통해 외   내부 기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시간  모듈 이션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2 공간  모듈 이션

  공간  모듈 이션 방식은 이  빔과 모재의 상

(a) Csae of high power density(high beam quality combined 
with high amplitude)

Average power 2kW
Fiber dia. 0.2mm
Focal length 250mm
Focal spot size 0.33mm
Focal position 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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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sae of low power density(low beam quality combined with
high amplitude)

Average power 2kW
Amplitude 1kW
Fiber dia. 0.4mm
Focal length 150mm
Focal spot size 0.4mm
Focal position 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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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fluence of laser power density on the role of 
modulation frequency in modulated laser welding 
of AZ319)  

Melt pool
Hole in weld seam

Solidified seam Melt ejection
Keyhole

Melt pool
Hole in weld seam

Solidified seam Melt ejection
Keyhole

Fig. 5 Series of single frames from a high speed video of 
a welding process in Cu-ETP showing the for-
mation of a melt ejection10) 

(a)

(b)

Fig. 6 Top-view (a) and longitudinal cross section (b) of 
a weld seam in Cu-ETP; welded with a welding 
speed of 6m/min and an incident laser power of 
1,500W at a wavelength of 1㎛. The white dashed 
line indicates the penetration depth of the welding 
seam10)

Power 

x
Fig. 7 Relation between modulation length   and 

for a normalized frequency of =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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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고려하여 용  방향에 이  빔의 진동을 

첩하는 방식으로 오실 이션에 의한 빔의 첩률이 

클수록 균일한 품질의 용 부를 얻을 수 있다. 이에 

schmitt11)는 공간  모듈 이션 기술에 해 반 으

로 소개하 다. 그는 빔의 첩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제

시하 는데, 이는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arcsin













  




arcsin








 (2)

여기서 a는 회  반지름, v는 용 속도 그리고 f는 오

실 이션 주 수를 의미한다. 식 (2)에 따라 Fig. 8에 

제시한 각각의 첩률을 계산해보면 v=50 mm/s의 

경우 71.5 %가 나오는 반면에 v=200 mm/s는 –81 

%로 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첩률의 차이는 결국 용 품질의 균일성 차

이로 나타나게 된다. Fig. 9는 스테인리스강의 용  시 

용  속도에 의한 첩률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 비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0 mm/s의 용 속도에 의해 

만들어진 비드는 매우 균일하고 넓은 비드 단면을 형성

한 반면 100 mm/s의 속도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간헐

으로 재용융이 일어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첩

률에 의한 향이 품질에 최우선 인 인자가 된다.  

  이와 같이 오실 이션에 의한 이  빔의 첩은 용

융풀의 온도구배에도 향을  수 있다. Kang12)은 5

천계열 알루미늄 합 의 응고균열을 억제하기 해 오

실 이션 용 을 실시하 으며 그의 연구는 용  의 

응고 형태는 입자성장률(Grain growth rate) R과 온

도구배율(Temperature gradient) G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응고 형태를 측할 수 

있는 수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해석에 반 하 다. 

한 1 mm 두께의 Al5J32 소재를 자기구속형 균열시

험편(Self-restraint tapered specimen) 형태로 

비한 후 디스크 이 를 사용하여 다양한 주 수로 용

 후 균열 발생 형상을 비교하 다. 알루미늄의 고온 균

열은 등축정(Equiaxed grain) 역을 따라 발생하므로 

Fig. 10과 같이 등축정과 주상정(Columnar grain) 

역을 구분하고 해석결과에 의거하여 각 응고 치에 따

른 G와 R값을 표기하 으며 주상정과 등축정 결정립이 

생성되는 경계 조건은 G=3.5R로 정의하 다. 최종

으로 그는 본 연구를 통해 한 빙 조건으로 결정

립 성장방향을 제어하여 균열 진 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상과 같이 응고조직의 제어를 통해 알루미늄의 용

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Wang13)의 연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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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scillation function dependent on feed rate in feed
direction (left: 50mm/s, right: 200mm/s)11)

Fig. 9 Laser beam micro welding of stainless steel at dif-
ferent feed rates (f=1kHz, a=0.5mm; up: P=100W,
v=20mm/s, below: P=200W, v=100mm/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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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imulation of solidification morphology for line-
ar weldment: (a) macrostructure correlated with 
isothermal profile, (b) solidification morphology 
as function of R and 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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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자세히 기술되었다. 일반 으로 용   등축정 결

정립을 형성하기 한 방법은 ①용 속도를 느리게 하

여 온도구배를 낮추고 열하거나 용융풀의 면 을 확

하는 방법, ②용융풀의 화학조성을 변화시키는 방법, 

③조성  과냉도(Constitutional super-coiling)의 증

가, ④Ti, B와 같은 미소원소의 추가  마지막으로는 

⑤용융풀 교반을 통한 덴드라이트(Dendrite) 조직의 

괴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

반하여 그는 Fig. 11과 같이 4가지 형태의 오실 이션 

방법으로 4 mm 두께의 Al6061-T4 합 에 해 6 

kW  이버 이 를 사용하여 용 을 실시한 후 기

계/ 속학  특성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우선 비드 외 에서는 Fig. 12와 같이 Cir- 

cular 오실 이션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에서는 모

두 상/하부 언더컷  스패터 등의 결함이 발견되었으

며 이들에 한 인장시험 시 모두 언더컷 등으로 인해 

형성된 노치를 따라 단이 발생하 다. 그러나 인장강

도에 한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패턴에 

따른 결정립의 크기가 모두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 다. 단 신율의 차이는 순차 으로 존재하며 Circular 

방식이 가장 크고 선형용  시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났

는데 그 이유는 등축정 조직의 형성 증가에 따라 균열

의 진 이 방해되기 때문이라고 하 다. 

  그는 한 빔 오실 이션 형태에 따른 등축정 조직의 

형성과정에 해 Fig. 13과 같이 설명하 다. 우선 오

실 이션이 없는 일반 인 용  형태인 Fig. 13(a)의 

경우 용융지의 유동은 라즈마 반동압력과 함께 마랑

고니 힘(Marangoni force)의 구동에 의해 키홀에서 

용융풀의 후방으로 흐르게 된다. 이 때 빔 이송속도는 

오실 이션이 없으므로 낮고 일정하다. 이는 라즈마 

반동 압력이 작은 용융풀에 집 되어 이 와 용융 사

이 강력한 상호 작용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용

공정이 불안정해지고 거친 표면을 형성하게 된다. 

한 이때의 온도 구배는 용융풀의 면 이 비교  작으므

로 결과 으로 수지상 덴드라이트가 넓은 면 에 형성

되게 된다. 한편 Fig. 13(c)와 같이 횡방향 오실 이

션은 측벽에 막힌 유동이 뒤쪽으로 흘 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앞선 유동과의 충돌에 의해 험핑이 일어나고 

이는 결과 으로 용 부의 유동성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 경우 용융풀 뒤편에 난류 유동이 형성

Oscillating pattern Beam track

Without oscillation

Transverse oscillation

Longitudinal oscillation

Circular oscillation

Fig. 11 Schematic diagrams of beam oscillating pattern 
and the resultant track of laser beam13)

(a) (b)

(c) (d)

Fig. 12  Top surface and root morphology, (a) without 
oscillation, (b) transverse, (c) longitudinal and 
(d) circular oscillation13) 

(a) (b)

(c) (d)

(e) (f)

(g) (h)

Fig. 13 Schematic drawings of the influence of melt flow
on microstructure formation, (a) without oscil-
lation; (b) detail of the rectangle frame in a; (c) 
transverse; (d) detail of the rectangle frame in c; 
(e) longitudinal oscillation; (f) detail of the rec-
tangle frame in e; (g) circular oscillation; (h) de-
tail of the rectangle frame in 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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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Fig. 13(d)와 같이 덴드라이트를 일부 교반하여 

성장을 방해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비교  크지 않다. 

세 번째로 Fig. 13(e)와 같은 종방향 오실 이션은 용

융풀의 유동성 측면에서 횡방향 오실 이션보다 안정

이고 뒤편에 비교  큰 난류가 형성되어 교반효과가 커

지며 결과 으로 등축정의 성장률이 더 좋다. 마지막으

로 Circular 오실 이션은 원운동과 용  방향의 운동

이 더해진 실제 용 속도(Actual velocity) Vr이 일정

하기 때문에 유동의 흐름이 가장 안정 이다. 이에 따

른 비드 외  품질이 가장 우수하며 한 넓은 면 의 

용융지를 형성하므로 온도 구배가 가장 기 때문에 결

과 으로 등축정 결정립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 용융

지 뒤편의 교반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덴드라이트

의 형성 한 효과 으로 억제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

로 Circular 오실 이션이 알루미늄 합 의 용 에서 

가장 효과 인 방법이다.     

  빔 오실 이션에 의한 이  빔의 첩률에 따라 구

리의 용 에도 많은 향을 미친다. Miyagi15)는 2.1

의 Fig. 5와 같이 구리의 이  용 시 빈번하게 발생

하는 스패터 문제를 해결하고 건 한 용 부를 얻기 

해 2 kW의 싱 모드 이버 이 를 이용하여 2.5 mm 

두께의 구리 소재에 주 수, 회 반경  용 속도를 

달리하여 용 한 결과를 제시하 다. 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용입깊이는 회 반경과 계없이 주 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 으며, 스패터와 표면 기공은 회 주기와 

반경의 증가에 따라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한 

회  주 수와 용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첩률에 의

한 품질의 균일성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언 되었는

데 이러한 결과는 Fig. 14에 제시하 다. Fig. 14(a) 

 (d)는 출력, 속도, 회 반경을 동일하게 하고 회  

주 수만 각각 77 Hz  285 Hz로 변화시켜 용 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빔 첩률에 의한 용입 깊이  비

드 외  품질의 균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간  모듈 이션에 의한 용 은 비철 속뿐만 

아니라 구조용강의 용 에 한 연구 한 다수 진행되

었다. Kuryntsev16)는 구조용강의 이  용  시 

냉에 의해 경도가 증가하고 소성이 감소되며 잔류응력

이 증가되는 것을 감하기 해 Fig. 15와 같이 이

 용  후 와블(Wobble) 형태의 이  빔을 용 부

에 재조사하여 그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해 각각 10 mm 두께를 갖는 STS321 

소재와 일반 냉연강(1449-27/23CR)  9MnSi5의 

합 강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샤르피 충격시험과 미

세조직 찰 등을 통해 비교하 다. 그 결과 모든 경우

에서 와블 형태의 이 를 재조사함으로서 어닐링 효

과가 일어나 경도가 감소하고 충격인성에 한 개선 효

과가 있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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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 Laser scanning track, (b) appearance and (c) 
longitudinal section obtained at rotation diame-
ter = 0.6mm, rotation frequency = 77Hz, weld-
ing speed = 50mm/s; (d) Laser scanning track, 
(b) appearance and (c) longitudinal section ob-
tained at rotation diameter = 0.6mm, rotation 
frequency = 285Hz, welding speed=50mm/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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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chematic view of the (a) first and (b) second 
welding pass16) 



김  용․김 철 희 

388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6, No. 4, 2018

54

  마지막으로 하이 리드 용 에서 이  오실 이션

을 통해 고강도강의 용 을 수행한 연구도 있다. Cai17)

는 고강도강의 용 에서 기공과 기계  강도(충격) 특

성 개선을 해 6 kW의 디스크 이 와 95Ar5CO2 

보호가스를 사용한 MAG 용 기를 이용해 30 mm 두

께의 고강도강에 한 이  선행 하이 리드 용 을 

시도하 다. 이때 주요 용 변수는 이  출력과, 용

속도 그리고 아크 입열량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빙 

주 수와 진폭에 한 변수만을 설정하 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  선행용 에서 진폭이 2 mm를 넘어갈 

경우 키홀 모드가 유지되지 않으며, 용  깊이는 빙 

주 수가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결론 으

로 이  선행 하이 리드 용 에서 이  빙에 따

라 기공감소 효과가 나타났는데, 본 실험에서는 Fig. 16

과 같이 20 Hz에서 가장 최 의 결과가 나왔으며 그 

이상의 주 수에서는 다시 기공이 증가하 다. 그의 주

장에 따르면 기공이 감소된 이유는 교반 효과(Stirring 

effect)에 의한 것이며 특정 주 수 이상에서는 다시 

키홀이 불안정해지고 붕괴되어 가스가 내부에 트랩되기 

때문이다. 최종 으로 그의 연구에서는 이  빔의 교

반에 의한 기공의 감소에 따라 최  31.4 %의 충격인

성이 증가된 결과를 도출하 다.        

  이상과 같이 공간 변조를 기본으로 하는 시간  모듈

이션에 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출력 변조

와 마찬가지로 주 수와 용 속도의 조합에 의해 결정

되는 첩률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오실 이션에 

따른 효과는 시간  모듈 이션 기법과 마찬가지로 교

반에 의한 기공감소와 함께 온도구배의 효과  제어에 

의한 미세조직의 제어가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균

일한 입열을 얻을 수 있는 첩률을 선정하고 재료의 

특성과 개선 목 에 따른 변수 조 을 통해 비드 형상

의 효과 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간  모듈

이션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3. 다  빔 이  용   합기술
  

  최근 경량소재의 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효과

으로 용 하고자 하는 고민은 빔 모듈 이션 기술뿐

만 아니라 다  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표 인 연구 결과 몇 편

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알루미늄 합 의 이  용  시 발생되는 고

온균열  소재의 낮은 흡수율을 극복하기 해 흡수율

이 높은 다이오드 이 를 동시에 사용하여 빔 모듈

이션 없이 용 한 사례이다. Bergmann18)은 다이오드 

이 의 장(808 nm)에서의 흡수율이 14 % 정도

로 Nd:YAG 이 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사실에 착

안하여 다이오드 이 를 이용한 /후열 효과로 온도

구배를 낮추어 응고군열을 방지하고자 Fig. 17과 같이 

하이 리드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하 다. 이때 다이오

드 빔의 직경은 3 mm이며, Nd:YAG 이 의 경우 

0.4 mm의 빔 직경을 갖는다. 다이오드 이 의 조사 

치(선/후행 는 앙)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서 용

을 진행하 다. 결과 으로 Fig. 18과 같이 Nd: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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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ore ratio as a function of weaving frequency 
(weaving amplitude was 2mm)17)

Nd:YAG

Diode laser

Fig. 17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18)

Nd:YAG laser
Diode laser

(980nm)

(a) Diode laser 100 W

Cracks

(b) Diode laser 300 W

no cracks

Fig. 18 Influence of superposition on cracking suscepti-
bility of AlMg0,4Si1,2, 1,15 mm, bead on plate, 
rep. 6 Hz, pulse length 15 ms, max. output pow-
er 2,3 kW, speed 60 mm/min, diode laser Ø 3 mm, 
YAG Ø = 400 μm, (a) with diode laser 100 W 
(b) with diode laser 300 W18)



이  빔 모듈 이션 용 기술의 최신 연구동향  

한용 ․ 합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8년 8월     389

55

이  빔이 다이오드 이  빔의 심에 치하여 충

분한 입열량으로 가열된 상태에서 Nd:YAG 이 의 

열원으로 용 하는 경우 용 부의 온도구배율이 낮아 

응고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 다. 

  다  빔을 활용한 이  용 의 두 번째 사례는 바

로 Tri-focal 이  빔을 이용한 아연도 강 의 이

 이징이다19). 일반 으로 아연도 강 에 이  

빔을 조사하게 되면 기화 이 낮은 아연 도 층의 증발

로 인해 스패터  기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를 극복하기 해 Fig. 19와 같이 선행하는 두 개의 

작은 이  빔이 아연도 층을 어블 이션(Ablation)

함으로써 이  공정이 안정화되고 최종 으로 Fig. 20

과 같이 이징의 젖음성 향상과 우수한 품질의 합

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Tri-focal 

이  빔에 따른 비철 속의 합 는 이  용 에 

한 효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  빔을 활용한 마지막 사례는 최근 코히런트에서 

개발된 ARM (Adjustable ring mode) 이버 이

이다. 이 기술은 이버의 구조 변경을 통해 이  

의 강도 분포를 독립 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존

의 단일 피크 가우시안 분포와는 다른 형태를 갖게 하

는 방법이다. 즉, Fig. 21(b)와 같이 심에는 가우시

안 분포를 하는 이 있고 주변에 링 빔이 별도로 존재

하는 빔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출력은 독립 으로 

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빔 구조를 활용하여 Maina20)

는 1.5 mm 두께를 갖는 Al5022 합 의 겹치기 용  

특성을 다양한 출력 조건에서 검토하 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곽의 링 빔이 알루미늄의 온도를 충분

히 올려 주어 이  장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이어서 

빔의 심이 키홀을 형성한다. 이 게 형성된 키홀은 

링 빔의 열효과로 인해 매우 안정 이며 온도구배가 

낮기 때문에 Fig. 22와 같이 체 으로 균일하고 안

정 인 비드를 형성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이 빔 형태의 독립 인 사용에 따른 효과는 최근

에 개발되어 아직은 신뢰할만한 연구 결과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25°

R 1.5 mm

Laser beam

Brazing
seam

Forerunning
laser beams

Filler wire

Feed direction

Fig. 19 Schematic setup of the tri-focal brazing process19) 

 

 

(a)

(b)

Fig. 20 Images of the seam surface on hot-dip galvanized
substrates at a processing speed of 45 mm/s: (a) 
mono-focal brazing, (b) tri-focal brazing. At the 
joint brazed with the tri-focal technique charac-
teristic black lines of iron oxide are visible ad-
jacent to the seam. Straight seam edges are 
formed due to the changed wetting condition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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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chematic illustration of fiber section, beam spot 
and intensity distributio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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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urface and cross-section appearance under vari-
ous power densitie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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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고에서는 난용 성 재료의 용 성 개선을 해 시

간  는 공간  모듈 이션을 통한 용 사례  그 

결과에 해 소개하 다. 한 다  빔을 활용한 이

 용 기술에 해서도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른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시간  모듈 이션 용 기술은 펄스 이 에서 

이  출력의 빠른 반복을 통한 용융풀의 교반에 의해 

기공이 감소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용 부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으나, 주기 인 키홀 형상의 변동으로 인

해 스패터 등의 외  품질 문제 한 발생하므로 

한 수 의 펄스 변조를 통해 외   내부 기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시간  모듈 이션의 핵심 기술

이다.   

  2) 공간  모듈 이션 용 기술은 주 수와 용 속도

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첩률이 큰 변수로 작용한

다. 특히 오실 이션에 따른 효과는 용융풀의 교반에 

의한 기공감소와 함께 온도구배의 효과  제어에 의한 

미세조직의 제어가 가능하므로 균일한 입열을 얻을 수 

있는 첩률을 선정하고 한 변수 조 을 통해 비드 

형상의 효과 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간  모

듈 이션의 핵심 기술이다.

  3) 다  빔 이  용   합기술을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이  빔의 첩 는 빔의 분

할 사용만으로도 모듈 이션 기술 용과 유사한 효과

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ORCID:Yong Kim: https://orcid.org/0000-0002-718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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