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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의 이  투과 합 시 합부의 기계  성질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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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 Transmission Joining (LTJ) of plastics is a process in which light of suitable wavelength is 
transmitted through a transparent substrate that is in contact with an absorbing one. In this paper, LTJ is 
investigated by preliminary experiments from the viewpoint of mechanical engineering. To understand 
transmitting characteristics of each polymer substrate, transmission rate, reflection rate and absorption 
coefficient of polymer are measured by using a laser power-meter. Characteristics of joining in the spot 
welding and seam welding are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fracture load. 
  Fracture load increases in accordance to the laser power and irradiation time. However, when the laser 
power is over 60W and irradiation time over 4seconds, fracture load decreases. This phenomenon is 
probably due to heat-softening of materials. Besides, cavities are generated at a joint by evaporation of 
water molecules, which can be suppressed by introduction of a gap between two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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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투과 합(Laser Transmission Joining: LTJ)

이란 특정한 장에 해서 투과성과 흡수성이 다른 두 

재료를 합시키는 방법으로 라스틱의 합에 용하

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1,2). 색소 등의 흡

수제를 첨가하지 않은 폴리머는 Nd:YAG 이 와 다

이오드(diode) 등 장이 800-1000㎚인 외선 역의 

이  빔을 투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천연상태의 폴리머에 흡수제를 첨가하면 외선 역의 

이  빔에 한 흡수성을 높일 수 있다3). 투과성이 

높은 라스틱을 흡수성이 높은 재료 에 올려놓고 

이  빔을 투과성이 높은 재료를 통하여 조사시키면 두 

재료의 면에서 흡수성 재료에 의해 이  빔이 흡

수되고 투과성재료는 열 도에 의해 흡수성재료로부터 

에 지를 흡수하여 온도가 상승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

용하여 투과성과 흡수성이 다른 두 재료를 합시키는 

방법을 이  투과 합이라 한다
4)
.

  지 까지의 투과 합(transmission joining)에 한 연

구는 투과와 흡수 등 학  측면과 첨가제의 향 등

과 련된 재료  측면의 근방식이 집 되어 왔다
5)
. 본 

연구에서는 기 인 실험으로서 산업 인 활용도가 높

은 표 인 두 폴리머인 아크릴수지와 폴리아미드

6(polyamide6)의 투과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재료의 두

께변화와 기울기 변화에 하여 이  워미터(laser 

연 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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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ment

power meter)를 이용하여 투과율(transmission rate)    

측정을 하 다. 다음으로 투과 합방식의 기계  강도 

를 알아보기 하여 용 (spot welding)에서의 공정 

변수의 값들을 변화시켜 각 경우에 한 합강도를 

단인장시험(shear tension test)을 통해 측정하여 주   

어진 조건에서의 최 의 공정 변수들의 값을 유추하 다. 

한 합 시 수증기의 기포로 발생되는 구멍(cavity) 

을 이기 하여 간극(gap)을 고려한 실험을 수행하 

고, 기 성을 요구하는 합에 활용도가 높은 심 용    

(seam welding)에서 간극을 고려한 실험을 수행하여    

한 합조건을 제시하 다.

2. 학  특성 측정 실험

2.1 실험 방법
  

  기  실험으로 폴리머 재료의 학  특성  하나인 

투과율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재

료의 흡수율(absorption rate)과 흡수계수(absorption 

coefficient)를 간 으로 계산하 다. Fig. 1과 같은 실

험 형태의 구성으로 이  워미터를 통해 재료를 투

과하기 의 이  출력(P0) 과 재료를 투과한 후의 

이  출력(PT)을 측정하 다. 

  이 측정된 값들을 사용하면 투과율(T)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간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때의 이  

출력, P0 값은 30W로 일정하게 두었다.

    ×



     (1)

  재료의 반사율(reflection rate)은 재료의 상단부에   

서 반사되는 이 의 출력을 측정하여야 계산할 수 있

다. 반사되는 이 의 워를 측정하는 데 있어 어려 

움이 크기 때문에 반사효과(reflection effect)에 있어  

서는 재료의 표면 거칠기가 이 의 장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고 굴 률의 차이에 따른 경면반사(specular 

reflection)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식의 반사 손실

(RL)만을 고려하 다
6)
. 이 가 재료를 투과할 때 일 

어나는 상호작용은 흡수, 반사, 투과이므로 이러한  

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흡수율(A)을 구할 수 

있다.

    × 


 (n: 라스틱의 굴 지수, m: 공기의 굴 지수)    (2)

                       (3)

  , 흡수계수( , ㎜-1)는 다음과 같이 구해 질 수 있

으며, 이러한 흡수계수는 합부의 열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7). 흡수계수의 역수, 즉, 



는 물리 으로 입사하는 

이  출력이 



로 떨어지는 두께를 의미한다.

   





 (t: 재료의 두께)         (4)

  실험을 하기 해 유리 섬유(glass fiber)의 성분비  

가 각각 0, 30%이고, 색깔이 천연색과 주황색(orange)인 

네 가지 종류의 아크릴수지와 유리 섬유의 성분비가  

각각 0, 30%이며, 색깔이 천연색과 랑색(blue)인    

네 가지 종류의 폴리아미드 6에 해서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재료의 두께는 아크릴수지는 2㎜, 폴리아미드 

6은 3.5㎜이다. 이 가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울기를  상태에서의 각 각도에 하여 측정

을 하 다. 투과 합의 맞 기 용  (butt welding)에 

한 용에 있어서 이 가 기울어져 조사 되어야 하

기 때문에 이러한 기울기를 주었을 때의 투과율 측정값

은 실제 응용에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사용한 

이  시스템은 180W 이며 TEM00 모드인 CW 

Nd:YAG 이 이다.

2.2 실험 결과
  

  투과율 측정의 실험결과는 다음 Fig. 2와 같다. 아크

릴수지나 폴리아미드 6에서 천연색이거나 유리섬유 첨

가제가 없는 재료일수록 높은 투과율을 보이고 있으며 

첨가제의 량이 많은 경우 투과율이 낮게 나왔다. 첨가 

제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 의 진행에 있어서 산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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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nsmission rate of various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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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ansmission rate for various angles

Laser power (P0,W) 15 20 30 40 45 50 60 70 75

Irradiated laser power 

at joining area (PT,W)
12.3 16.6 25.3 33.3 38.3 42.7 51.4 60.1 65.5

Transmission rate (T,%) 82.0 83.0 84.3 84.3 85.1 85.4 85.7 85.9 86.0

Table 1 Irradiated laser power at joining area of various laser power (thickness of substrate: 2㎜)

CW Nd:Yag laser

Tensile load

Fig. 4 Schematic of experiments for shear tensile test

첨가제의 이  흡수 등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 요소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재료를 투과한 후의 이  출력인 

PT 값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 

  유리섬유가 첨가되지 않은 천연색의 아크릴수지를 

상으로 여러 크기의 P0 값에 해서 측정한 PT 값을 정

리해 보면 Table 1 과 같다. P0 값이 증가할수록 일정

한 투과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 씩 투과율이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투과성 재

료내의 유리 섬유가 아닌 다른 종류의 첨가제가 높은 

출력의 이 에 의해 흡수  가열로 분해되어 산란의 

요소가 어들기 때문에 이  출력이 높아질수록 투

과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입사각의 변화에 한 투과율의 변화는 Fig. 3과 같

다.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색의 아크릴에 해서 

30W의 이  빔을 조사시키며 측정하 다. 측정된 결

과부터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반사되는 이  출력이 

증가하여 투과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맞 기 용 에 투과 합이 용되는 경우에

는 구조의 특성상 이 가 기울어져서 조사되어야 하

므로 투과율 변화에 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3. 합강도 측정 실험

  이  출력과 빔의 조사시간을 공정변수로 선정하여 

용 을 수행한 후 단인장시험을 통해 단하 을 측

정하 다. Fig. 4와 같은 겹치기 합형태(lap joint)에 

용 (spot welding)을 수행하 으며 그림과 같이 이

 빔은 합면에 하여 수직으로 조사하 다. 조사된 

빔의 면 은 1.13㎟이었으며, 이  조사시간은  단

로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 다. 사용된 재료는 유

리 섬유의 성분비가 0%이며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2㎜ 

두께의 아크릴수지와 유리 섬유의 성분비가 30%인 주

황색의 2㎜ 두께의 아크릴수지이며, 기 실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자를 투과성 재료로 후자를 흡수성 재료로 

사용하 다. 사용한 재료의 단하 은 첨가물에 상 없

이 두 재료 모두 393.6N이다.

  Fig. 5는 각각 이  출력을 높여가면서 측정한 단

하 (fracture load)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 의 X축에 

명시된 이 의 출력은 상부 재료에 닿기  치에서

의 P0 값들이다. 그래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출력

의 증가에 따라  단하 도 증가하는 것과 일정 출력 

(60W)과 일정 조사시간 (4sec)을 넘어선 부분의 단하

은 차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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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acture load for various powers and welding times

Fig. 6 Cross section of joints without gap

Pressur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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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of experiments considering gap sizes

  일정 이  출력 이상인 조건에서 단하  값이 감

소하는 상은 조사시간이 길수록 하게 나타난다. 

단하 의 감소는 워와 조사 시간의 증가에 따라 열

향부(heat affected zone)도 증가함으로 인해 재료의 

연화된 부분도 같이 증가하고 가열 후 수축의 범 도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 이

 빔의 조사시간이 길수록 열 향부가 증가하므로   

조사시간이 긴 경우에 단하 의 감소가 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재료가 가열이 되면 폴리머의 

분자가 무질서한 상태가 되고 냉각과정  재배열에 의

해 기의 분자상태가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에 가열  

기의 재료와 기계  성질이 달라지므로 열 향부의 

증가는 단강도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9). 한,  

합부의 단은 단하  200N을 기 으로 다른 양상으

로 나타났다. 조사된 이 의 출력이 낮고 조사시간이 

짧아 단하 이 200N미만인 역에서는 단인장시험 

 합된 면이 분리가 되었다. 그러나 단하       

이 200N 이상인 조건에서는 합부 근처에서 흡수성 

재료의 단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은 이 의 출력

이 낮고 조사시간이 긴 경우 합력은 높아지나 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기계  성질이 변화되어 일어

나는 상으로 단된다.

4. 간극이 있는 경우의 합

4.1 실험 방법

  간극을 두고 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의 합 단면은 

Fig. 6과 같다. 하단부의 팽창으로 인한 융기 상과  

수증기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멍이 형성됨을 알 수가 있

다10). 이러한 문제 을 이기 하여 Fig. 7과 같은  

형태로 투과성 재료와 흡수성 재료의 사이에 이  빔

이 조사되는 부분의 가장자리에 얇은 을 두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간극을 부여한 실험을 하 으며 합성을 

알아보기 하여 단 인장시험을 통하여 합강도를 

측정하 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용융된 폴리머가 간극

을 통해 퍼져나감으로써 합면 의 증가를 상할 수

가 있으며 간극을 통해 수증기를 제거할 목 으로 이러

한 실험은 효과 이라고 여겨진다. 두 재료 사이에 끼어 

넣은 의 두께는 80㎛ 이다.

4.2 실험 결과

  간극을 두고 실험을 한 재료의 단면의 모습은 Fig. 8

과 같다. 간극을 두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구멍의 형성

이 히 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간극을 통해 용

융된 폴리머가 퍼져나간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의 

조사 시 흡수성 재료의 가열로 재료 내에서 발생된 수

증기는 간극을 통해 빠져 나감으로 인해 구멍이 형성되

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흡수성재료의 융기

상보다는 재료의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의 상변태로 

인해 간극을 통한 모세  상과 스퀴즈(squeeze) 유동 

상에 의해 재료의 합 면 이  넓어지고 평탄한 

합면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게 합된 시편을 가지고 단 인장시험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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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Fig. 9에 그 결과를 제시하 다. 시편의 크기

와 규격은 앞서 간극을 고려하지 않은 실험과 같은 형

태를 취하 다. 처음 상했던 합면 의 증가로 인한 

강도의 증가 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간극을 

두지 않고 실험하 을 때보다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투과성 재료와 흡수성 

재료가 을 이룰 시 부여되는 압력이 작아지므로 

합강도에 있어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용  실험결과에서 볼 때에 합강도의 측면에서는 

합될 시편 사이의 간극이 없는 경우가 더 우수하지 

만, 간극이 없는 경우에는 기포의 발생으로 인해 기  

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 용 의 경우 기 성을 

요하는 경우에 용되는 경우에 활용도가 높으므로 간

극이 있는 경우에 해서 용 을 수행하고 단강도를 

측정하 다. 공정변수로는 이 의 출력과 이  빔의 

이송속도(scanning velocity, ㎜/s)를 선정하 다. Fig. 

10은 단강도의 측정결과이다. 출력의 증가와 더불어 

이  빔의 이송속도가 느릴수록 단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한 합변수로는 70W의 이  출력과 5㎜/s의 이송속

도라는 것을 단 할 수 있다. 이  출력, 이송속도 

이외에도 재료를 러주는 압력과 투과성 재료와 흡수

성 재료사이의 간극도 주요한 변수로 단되며, 간극과 

압력의 최 화를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재료의 학  성질을 측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이  투과 합방식에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이  투과 합방식의 합성을 

단하기 하여 용 을 수행하고 합부의 단강도를 

측정하다. 이  출력과 조사 시간을 공정변수로 선택

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두 재료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한 실험을 수행하여 간극의 향

이 합부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 다. 본 연구를 통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이  출력과 조사 시간을 공정변수로 선택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한 강도를 보이는 역을 찾을 수

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아크릴수지 재료의 

한 합 변수들의 범 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편 사이에 간극이 없는 경우 합면에서 구멍

이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완 이 요구되

는 구조물의 합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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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편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경우에는 합면에서 

구멍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합강도는 간극이 없는 경

우에 비해서 약 80%의 약한 합강도를 보 다. 그러므

로 큰 부하가 걸리는 형 구조물에서의 이용보다는 완

을 요구하는 소형구조물의 합에 있어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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