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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조선해양 산업 장에서 도장 처리 작업은 동

력공구  연마재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동력 

공구에 의한 작업자의 험성  연마재의 분진 비산에 

의해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 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한 연마재의 재사용율이 낮아 유지 보수를 

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1-2).

  이  클리닝은 이러한 도장 처리 공정에서 환경오

  

저출력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도장면의 클리닝시 

빔의 중첩에 따른 클리닝 특성에 관한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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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 cleaning technologies have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pre-treatment processes, but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the removal of paint using laser 
cleaning. In this study, laser cleaning was performed on steel painted with shop primer and epoxy paint using 
a Q-switching fiber las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ser cleaned surfaces was compared in relation to 
the pulse overlap rate, as a main paramete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scans to re-
move the paint decreased as the pulse overlap rate increased. At pulse overlap rates of 20 % and 50 %, the oxide
layer was not removed from the surface. However, when the pulse overlap rate was increased to 70%, the 
oxide layer was completely removed. In addition, damage of the base material was reduced when the pulse 
overlap rate was increased, more precise laser cleaning w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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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3-5). 이  

클리닝 기술은 집속된 이  빔을 상물질에 조사하

여 모재의 손상 없이 오염물질을 선택 으로 제거하는 

기술로써, 기존의 클리닝 기술과 비교하여 환경 친화

이고 우수한 제어성을 가진다. 따라서 국부 인 표면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도장면 제거 는 처리 작업 

시간이 보다 단축된다. 

  Pandora Psyllaki 등은 이  클리닝 기술을 통하

여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산화층 제거를 한 연구를 진

행하 으며6), Kearns 등은 구리표면의 산화층을 이

를 이용하여 성공 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7). Tang 

등은 컴 셔 임펠러 블 이드에 형성된 황화층의 

이  클리닝에 하여 연구하 다8). 이와 같이 다양한 

속 재료 표면의 산화층  황화층의 제거를 한 

이  클리닝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으

나, 도장면 제거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클리닝을 통하여 

라이머(shop primer)  에폭시(epoxy) 도장면과 산

화층을 제거하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 본 논문의 1

보에서는 산화층의 제거를 하여 스캔 횟수 이외의 

이  클리닝 매개변수의 제어가 필요함을 확인하 다. 

본 논문의 2보에서는 여러 이  클리닝 매개변수  

펄스 첩률에 따른 도장면과 산화층의 제거 특성을 분

석하 다.

  

2. 실험 재료  방법

  실험 재료로는 선박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는 라

이머와 에폭시 도료로 도장된 일반 구조용 강재(SS400)

를 사용하 다. 강재의 표면에는 두께 약 11㎛의 산화

층이 존재하며, 도장면의 두께는 라이머의 경우 15㎛, 

에폭시의 경우 200㎛이다.

  실험에 사용된 이  장치는 출력 이  클리닝 

장비로 평균 출력(Pave) 100W의 Q-스 칭 이버 

이 이다.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이  빔은 2D 스

캐 와 F-theta 즈를 거쳐 시험편의 1.5cm×1.5cm

의 역에 조사되며 이때, F-theta 즈에 의해서 

이 가 조사되는 치별로  거리가 일정하게 제어

된다. Fig. 1에 이  클리닝 장비의 구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Fig. 2와 같이 이  빔의 한 펄스와 

다음 펄스 간 겹치는 비율을 펄스 첩률 (Rpo)로 정의

하 다. 이  클리닝 실험에서 사용된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낸다. 클리닝은 에 지 도(De) 7.9J/cm2의 

조건에서 주된 매개 변수인 펄스 첩률을 20%, 50

%, 70%로 변화시켰으며, 각각의 조건에서 스캔 횟수

(Ns)를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진행하 다. 이

때 펄스 첩률만의 향을 악하기 하여 이  빔

의 한 패스와 다음 패스 간에는 첩이 없도록 하 다. 

  펄스 첩률에 따른 이  클리닝을 실시한 후 각 

조건별로 클리닝부의 표면과 단면을 찰하여 펄스 

첩률에 따른 클리닝부의 특성을 분석하 다. 한 도장

면과 산화층의 제거 조건을 악하기 하여 클리닝부

의 표면에 XRD 성분 분석을 실시하 다. 

Specimen

2D scanner

F-theta
lens

Laser beam

1.5cm1.5cm

Fig. 1 The schematic of the laser cleaning experimental 
set up

Rpo : 20%

98um

Rpo : 50%

98um

Rpo : 70%

98um

(a) 20 % (b) 50 % (c) 70 %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method by laser beam 
pulse overlap rate(Rpo)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Laser type
Q-switching 
fiber laser

Average power(Pa) 100 W

Energy density(De) 7.9 J/cm2

Pulse duration(Dp) 100 ns

Peak power(Pp) 6 kW

Pulse energy(Ep) 0.6 mJ

Pulse frequency(fp) 166.7 kHz

Scan speed

Rpo : 20 % 13.1 m/s

Rpo : 50 % 8.2 m/s

Rpo : 70 % 4.9 m/s

Pass overlap rate(Rpao)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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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고찰

3.1 이  클리닝부의 표면  단면 분석

  3.1.1 라이머 도장면 클리닝 특성

  Fig. 3은 라미어 도장면에 하여 펄스 첩률과 

스캔 횟수에 따른 이  클리닝부 표면 확  사진, 단

면 SEM 이미지  조도 측정 값을 나타낸다. 

  이  클리닝된 표면을 살펴보면, 은 스캔 횟수에

서는 모든 시험편의 표면에 이  조사 흔 을 거의 

볼 수 없지만, 스캔 횟수가 증가할수록 도장면이 제거

되면서 이  에 지와 모재가 반응하여 이  펄스

간의 흔 이 뚜렷해지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한 펄

스 첩률이 (a) 20%, (b) 50%  (c) 70%로 증가

할수록 빔의 첩이 확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앙의 에 지 도가 높은 가우시안 분포의 이 빔

에 의해서 빔의 가장자리는 도가 낮기 때문에 20%

의 펄스 첩률에서는 클리닝 가공시 거의 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로 인해 가우시안 분포

를 가지는 이  빔을 사용하여 클리닝을 진행할 경우 

20% 이상의 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클리닝된 시험편의 단면을 찰하면, 20%와 

50%의 펄스 첩률에서는 스캔 횟수가 증가할수록 표

면에 존재하는 도장면  산화층의 두께가 감소하다가 

산화층으로 추정되는 표면층이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펄스 첩률 20%일 때 스캔 횟수 14회 그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20 %

Ns un-cleaned 1 8 11 14 17

Micro
graphy

Cross-
section

(a) Rpo : 20 %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50 %

Ns un-cleaned 1 3 6 9 12

Micro
graphy

Cross-
section

(b) Rpo : 50 %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70 %

Ns un-cleaned 1 3 6 9 12

Micro
graphy

Cross-
section

(c) Rpo : 70 %

Fig. 3 Micrography, cross-section and roughness of laser cleaned shop prim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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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펄스 첩률 50%일 때 스캔 횟수 9회에서는 표

면층이 다시 두꺼워지면서 표면 조도 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펄스 첩률이 70%일 경우에는 스캔 횟수가 

증가할수록 표면의 도장면  산화층의 두께가 감소하

여 스캔 횟수 9회 이상에서 표면 조도는 다소 증가하

지만 표면층이 거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2 에폭시 도장면 클리닝 특성

  Fig. 4는 에폭시 도장면의 펄스 첩률과 스캔 횟수

에 따른 이  클리닝부 표면 확  사진, 단면 SEM 

이미지  조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에폭시 도장면의 이  클리닝된 표면  단면을 살

펴보면 앞선 라이머 도장면의 클리닝 특성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에폭시 도장 시험

편은 도장면과 산화층의 경계가 뚜렷하여 도장면 제거 

조건이 단면에서 확인 가능하 다. 펄스 첩률 (a)20%

에서는 스캔 횟수 25회, 펄스 첩률 (b) 50%에서는 

11회 그리고 펄스 첩률 (c) 70%에서 스캔 횟수 7회

에 에폭시 도장면이 거의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다. 한 

이 조건에서 표면 조도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펄스 첩률 20%와 50%의 조건에서는 도

장면 제거 조건 이상의 스캔 횟수에서 산화층이 제거되

지 않았으며, 표면 조도 값도 증가하 다. 70%의 펄

스 첩률에서만 13회의 스캔 횟수 이상에서 산화층까

지 제거되는 조건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라이머  에폭시 도장면의 표면  단면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20 %

Ns un-cleaned 15 25 35 45

Micro
graphy

Cross-
section

(a) Rpo : 20 %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50 %

Ns un-cleaned 11 14 17 20 23

Micro
graphy

Cross-
section

(b) Rpo : 50 %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70 %

Ns un-cleaned 4 7 10 13 16

Micro
graphy

Cross-
section

(c) Rpo : 70 %

Fig. 4  Micrography, cross-section and roughness of laser cleaned epoxy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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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토 로, 7.9J/cm2의 이  에 지 도

에서는 펄스 첩률이 20%  50%에서는 스캔 횟수

가 증가하여도 산화층과 같은 표면층이 잔류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 펄스 첩률이 증가할수록 표면

층이 제거되는 스캔 횟수가 감소하고 표면의 조도가 완

만해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3.2 이  클리닝부의 XRD 성분분석

  앞선 이  클리닝부의 단면 사진에서 표면에 잔류

하는 성분이 도장면인지 아니면 도장면이 제거된 후의 

산화층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하여 표면 XRD 성분

분석을 실시하 다.

  3.2.1 라이머 도장면 분석 결과

  Fig. 5에 펄스 첩률  스캔 횟수에 따른 라미

어 시험편의 이  클리닝부 XRD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이  클리닝  라이머 도료의 성분으

로 이로필라이트(pyrophyllite), 아연(zinc)  자철

석(magnetite)이 검출되었다. 펄스 첩률이 (a) 20

%일 때, 스캔 횟수 1회에서 도료의 성분인 아연이 검

출되었으며 8회 이상의 스캔 횟수에서 도료의 성분이 완

히 제거되어 도장면 아래의 산화층 성분인 사삼산화철

(Fe3O4)이 검출되었다. 펄스 첩률 (b) 50% 조건에

서는 스캔 횟수 3회에 라미어 도장면이 완 히 제

거되었으나 산화층은 스캔 횟수의 증가에도 제거되지 

않았다. (c) 70%의 펄스 첩률에서는 스캔 횟수 1회

만에 도료의 성분이 완 히 제거되었으며 산화층은 스

캔 횟수 9회에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라이머 도장면의 경우에는 15㎛의 얇은 도

장면으로 인해 펄스 첩률 20%  50% 조건에서는 

각각 8회  3회 이상의 스캔 횟수에서 도장면이 완

히 제거되어 산화층만 존재하며, 단면에서 확인되는 표

면층은 산화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70%의 

펄스 첩률 조건에서는 단 1회만에 도장면이 제거되고 

9회에서 산화층도 제거되었다.

  3.2.2 에폭시 도장면 분석 결과

  Fig. 6에 펄스 첩률에 따른 에폭시 시험편의 이

 클리닝부 XRD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에폭시 

도료의 성분으로는 이로필라이트(pyrophyllite), 정

석(barite)  마그네사이트(magnesite)가 검출되었

다. 에폭시 도장면은 각 펄스 첩률 (a)20%, (b)50%, 

(c)70%에서 스캔 횟수 25회, 14회, 7회에서 제거된 것

을 알 수 있다. 라이머 시험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에폭시 시험편 역시 펄스 첩률 20%, 50% 조건에

서는 산화층이 제거되지 않았으나 펄스 첩률 70%, 스

캔 횟수 13회의 조건에서 산화층이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펄스 첩률에 따른 도장면  산화층의 제거 조건을 

살펴본 결과, 펄스 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장면 

제거를 한 스캔 횟수가 감소하 다. 한 펄스 첩

률 70% 조건에서는 산화층의 제거가 가능하 으나 상

으로 낮은 펄스 첩률 조건에서는 산화층이 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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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D result of laser cleaned shop-prim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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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은 열  가공(thermal 

process)의 메커니즘을 가지는 이  클리닝시 낮은 

펄스 첩률 조건에서는 산화층이 제거되기 한 임계

값 이상의 이  에 지가 시험편에 조사되지 않은 것

으로 단된다.

  펄스 첩률에 따라 단  면 당 시험편에 조사되는 

이  에 지 양은 NOP(Number Of Pulses in a 

spot)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 이는 식(1)을 통해서 

계산된다.

    

                            (1)

  는 스캔속도(mm/s), 는 빔 직경(mm), 는 펄

스 주 수(Hz)이다. NOP는 동일한 단 면  즉, 이

 빔의 한 스폿에 조사되는 펄스의 수로 정의된다. 각 

첩률에 하여 NOP를 계산한 결과 펄스 첩률이 20

%일 경우 한 스폿에 조사되는 펄스의 수는 1회이며, 50

%일 경우 2회, 70%에서는 3회가 된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이  에 지 도의 조건에서 펄스 첩률의 

변화에 의해 시험편에 조사되는 이  에 지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펄스 첩률이 증

가할수록 동일한 단면 에 조사되는 이  에 지의 

양이 증가하여 도장면과 산화층의 제거가 더욱 용이해

진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라이머  에폭시 도장면과 산화층의 이  클

리닝시 펄스 첩률에 따른 이  클리닝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펄스 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장면과 산화층

의 제거를 한 스캔 횟수가 감소하 으며 클리닝부 표

면조도 한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하 다.

  2) 펄스 첩률이 20%와 50%의 조건에서는 스캔 

횟수가 증가하면 도장면은 제거되었지만 산화층은 잔류

하 다. 하지만 70%의 펄스 첩률 조건에서는 재료

로의 입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장면과 산화층 모두 

제거되었다.

  3) 표면 XRD 분석을 통해 도장면과 산화층의 제거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며, 펄스 첩률의 

증가는 동일한 단면 에 조사되는 이  에 지의 양

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펄스 첩률 70% 조건에서 도

장면과 산화층의 제거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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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RD result of laser cleaned epoxy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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