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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3년 유럽 자동차 레이저응용 컨퍼런스(약자: 

EALA)는 올해로서 4번째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0년 초창기에 비해서 참관하는 완성차 및 레이저기술 

관련 회사 그리고 자동화 기술 회사들의 참여 정도나 

그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속도는 눈부신 장족의 발전

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ALA는 초창기 레이저 기술과 자동차 기술의 중추

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결성 되었

으며, 현재는 유럽과 북미 및 아시아에서도 참가하는 대

규모 국제 학회로 발돋움 하고 있다. EALA의 특징은 매년 

같은 시기인 1월말 경에 양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되며, 

독일의 FRANKFURT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인 

BAD NAUHEIM 이라는 휴양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

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 개최되는 지정학적인 조건

에 기인하여 사용언어는 독일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독일어권 이외에서 오는 발표자는 어와 불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은 어, 독어 불어의 3개국 동시 

통역을 통하여 모든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서 국제적인 

학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EALA의 대부분 

언어가 독일어로 된 또 하나의 이유로서는 참석자들의 

약 90% 이상이 독일 기업에서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

다. 2003년 EALA의 경우 참석자는 양일간을 걸쳐서 

약 300명이 참석하 으며, 그 중 250名이 등록을 해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참가비의 경우는 다른 국제회의 

비해서 적지않은, 1인당 약 1500$이다. 참석자 중 자

동차 완성차 업체로서는 독일의 DaimlerChrysler, 

Volkswagen, Audi, Opel, BMW, Ford, 일본의 

Honda, Toyota, Nissan, 프랑스의 Renault 와 한

국의 현대자동차가 있으며, 그 외 자동화 관련회사, 로

보트 및 각종 레이저 회사, 연구소 등 수많은 회사가 

참석했다. 

  EALA 에서는 자동차 제조 분야에 있어서 레이저 시

스템 분야의 총체적인 산업 정보나 그 분야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이는 완성차 제조업

체나 협력 업체에 있어서 최신의 연구 결과와 양산라인

에 적용한 최신의 생산 정보를 손쉽게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급속도로 진행중인 지구 온난화와 배

기가스 절감을 위한 경량차체 개발에 사용되는 비철금

속(알루미늄, 마그네슘)에 있어서의 레이저용접 적용현

황과 이를 통한 원가절감 및 기술적인 진보와 차체 디

자인의 혁신을 관찰할 수 있다.

2. 전시된 자동차

  EALA 기간 동안 여러 완성차 회사의 B.I.W.(Body 

in White)가 전시가 되었으며, 아래의 전시차는 각 회

사의 양산라인에서 생산되는 실제 차를 보여주고 있다.

  - 신 Audi A8

  - 신 Jaguar XJ 350

  - DaimlerChrysler 신 E-클래스

  - Volvo 의 XC 90 알루미늄

3. 국제학술대회 내용 및 신기술 소개 
 

  국제 레이저 학회를 위하여 수많은 논문이 제출되었

으며, 그 중 지면과 시간상 19편의 논문만이 선정, 발

표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자동차

를 대표하여 본인이 ‘현대 자동차에 있어서의 레이저 응

용 기술’ 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약 30개의 논

문들은 포스터로 발표되었다.

  발표자와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 Stuttgart 공과 대학의 Dausinger 교수에 의한 

‘Potentials of Diode-pumped Laser Systems 

for Macro-Manufacturing Technology from 

Scientific Point of View’

- Stuttgart 공과 대학의 Huegel 교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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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Mono-Focus and Multi-Focus 

Welding with YAG-Lasers’

- Aachen 공과 대학의 Dilthey 교수의 ‘Laser Hybrid 

Welding in Aluminium-Lightweight Construction‘

- SLV의 Seyffmann교수에 의한 ‘Laser-MSG Hybrid 

Welding for ship’

- Adtranz Deutschland 회사의 Harlfinger씨의 ‘철

도차량을 위한 하이브리드 용접’

- Audi 의 Helten 에 의한 ‘Application of Laser-MIG- 

Hybrid welding for aluminum B.I.W. (Audi A8)’

- Stuttgart 공과대학의 Mueller씨에 의한 ‘process 

control at Laser welding’

- Jurca의 Nicolay에 의한 ‘품질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분석’

- Soudronic Automotive AG의 Wildmann박사에 의

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레이저 브레이징 및 레이저 

용접의 품질 보증을 위한 툴 개발’

- IPG 레이저의 Shcherbakov 박사의 ‘Kilowatt- 

Scale Fiber Lasers’

- Permanova의 Sandstroem에 의한 ‘Combined Process 

Tool for seam tracking, Laser Welding and 

Brazing’

- Comau의 Menin씨에 의한 ‘The new Remote 

Laser Pilot Installation at comau’

- ThyssenKrupp의 Moeckel씨에 의한 ‘유망한 발전 

가능성을 갖는 차체 지그 개발’

- Tuenkers 기계의 Tuenkers에 의한 ‘레이저 지그 기

술 개발’

- BMW 의 Stothard 박사에 의한 ‘레이저 적층에 의한 

트리볼로기 층의 개발’

- Bear 의 Gruenenwald 박사에 의한 ‘레이저 용접을 

이용한 배기 가스 냉각 장치의 개발’

- Salzgitter Flachstahl의 Hoefemann박사에 의한 

‘자동차의 새로운 철강 재질의 레이저 용접성 검토’

- DaimlerChrysler의 Bernhardt에 의한 ‘Laserbeam 

Welding of the MAYBACH Aluminium Doors’

- 현대 자동차의 장인성 박사에 의한 ‘Current Laser 

Welding Applications at Hyundai’

  이들 중에서 AUDI AG에서 발표한 ASF BIW는 순

수하게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차체로서, 이미 1994년부

터 A8을 알루미늄으로 제작 하 으며, 그 당시 차체의 

중량과 부품은 249 kg과 334 부품이 적용되었으며, 

2002년의 새로운 모델인 A8은 287kg에 267 부품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내부의 내장재(에어백등)가 많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모듈화와 경량화를 통하여 우

수한 차체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다. Audi의 

차체 구성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알루미늄 강

판과 주물부품, 그리고 프로파일로 구성되었다. 차체의 

구성을 위하여 2400점의 셀프 피어싱과 64m의 ARC 

용접, 20m 의 레이저 용접이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접

합공법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레이저 용접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과다한 gap 상태에 있어서의 레이저용접과 용

접속도 향상을 위하여 Hybrid Laser Welding 

System을 사용하 으며, 그러한 결과로 약 5m의 

Hybrid Laser Welding 의 레이저 용접을 실시하 다. 

  그림 1과 2에서 보는 것처럼 Audi의 레이저 용접점 길

이는 차체의 상황과 현실에 충실하도록 각 부문별로 길이

를 달리하 으며, 이는 차체 구조의 디자인 및 각 비드를 

통한 레이저 차체 강성을 반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5. 맺 음 말

  2003년도의 국제 레이저 학술대회는 학술대회 기간 

내내 각 업체의 전시를 통하여 레이저 기술 분야의 새

로운 개발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으며 발표되

는 논문은 학술적으로는 물론이며, 산업 현장에 있어서

의 신기술 분야의 다방면의 응용기술을 통하여 선진 업

체들의 생산기술의 진일보한 기술의 면모를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학술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미래에 

기술이 나아가야 할 목표설정 및 우리나라 생산기술의 

집중과 선택을 가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소개된 현대자동차의 레이

저 기술과 양산성은 레이저기술의 독점적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인에게 과히 충격적인 인상을 주었

으며, 아시아인의 독창성과 실험정신에 의한 완성차 생

산기술에 있어서의 레이저기술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인

식시키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그림 1 Audi 차체의 변천(A8-1994, A2-1999, A8-2002)

그림 2 Audi A8에서의 각 부분별 레이저 용접점

과 전체 용접길이

Audi 8

각 부분별 Stich: 30mm ~ 260 mm 

전체 용접 길이: 2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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