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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레이저 천공 기술은 마이크로 광 인쇄 회로 기판, 항공기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용 구멍, 핸드폰 및 MP3 와 같은 소형 

전자제품의 외장용 유리 케이스 등 다양한 부품의 미세 가공 

분야에서 산업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1-2. 펄스형 레이저를 

이용한 재료 천공시 천공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레이저 천공중 

가공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 열전달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정 변수 조합의 도출이 

필요하다3. 그러므로 펄스형 레이저를 이용한 재료 천공시 재료 

내부에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펄스형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0.2 mm 알루

미늄 금속 박판의 레이저 천공시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공정변수가 재료 내부의 열전달 

특성과 천공부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2. 유한요소 모델링 및 해석 방법

레이저 천공 공정에서 가공 재료 내부의 온도 T (x,y,z,t) 는 

식(1) 의 3차원 비정상 열전도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여기서, k,  , ρ및 Cp 는 각각 재료의 열전도도, 단위시간당 

투입열량, 재료의 밀도 및 재료의 정압비열이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천공 공정중 재료 내부에 발생하는  

3차원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

그램인 ABAQUS 6.5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열원

은 TEM00 모드를 가지는 펄스형 Nd:YAG 레이저를 모델링하기 

적합한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3차원 표면 열원으로 가정하였

다. 레이저 에너지의 공간 분포와 열원강도는 식 (2)와 (3) 같이 

산출/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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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0, r, ω, Pp, Rf 및 tFWHM 는 각각 최고 출력 밀도, 빔의 

중심으로부터 원주 방향의 거리, 초점에서의 레이저 빔 반경, 
레이저 펄스의 첨두 출력, 재료의 반사율 및 펄스 투사 시간이다.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모델링 부분의 치수는 Fig. 1 과 같이 

지름 10 mm 와 두께 0.2 mm 이다.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유한 

요소 격자 형태, 격자수 및 절점수는 각각 20절점 육면체 요소, 
280 개 및 2,003 개이다. 해석을 위한 열물성 데이터인 열전도도, 
밀도 및 정압비열은 Table 1 과 같이 온도 의존성 물성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초점에서의 레이저 빔의 직경은 0.4 mm 이다.

Fig. 1 Finite element meshes of 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

  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the 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
Temp (K) 100 300 500 700 900
ρ(kg/cm3) 0.002734 0.002704 0.002680 0.002643 0.002470

k(W/cm․K) 3.02 2.37 2.37 2.26 2.13
Cp(J/kg․K) 484.32 905.43 995.85 1,090.45 1,245.75

Table 2 는 해석에 사용된 각 노즐 직경에 대한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 계수 값이다. 또한 해석을 위한 재료 방사율은 0.09 
이며, 시편 초기 온도는 299 K 로 설정하였다. 

  Table 2 Convection coefficients for each nozzle diameter
Nozzle 

diameter 
Nd (mm)

Natural convection 
coefficient, ℎ(W/m2・℃)

Forced convection
coefficient, ℎ(W/m2・℃)

2.2 10 2,217
1.0 10 3,874
0.7 10 4,464
0.5 10 5,379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레이저 열원 분포, 강도 및 열원 강도의 

시간 변화는 ABAQUS 에서 제공하는 User Subroutine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해석을 위한 공정변수는 펄스 투사 시간 

(Pd) 와 펄스 반복 횟수 (Pf) 및 노즐 직경 (Nd) 이다. 해석에 

사용된 공정변수의 범위는 각각 펄스 투사 시간 0.5-2.0 msec, 
펄스 반복 횟수 4-12 Hz 및 노즐 직경 0.5-2.2 mm 이다.

3. 해석 결과 및 고찰

3차원 비정상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구멍 직경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유한요

소해석에서 재료 온도가 Al 1050 재료의 용융점인 934 K 인 

영역을 천공 영역으로 가정하여 천공 구멍 크기를 계산하였다. 
Fig. 2 는 3차원 비정상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천공 

구멍 크기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이다. Fig. 2 에서 유한요소해석 

결과 레이저 천공 실험 결과가 천공 구멍 크기 측면에서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도출된 유한요소해석 

모델이 레이저 천공 공정의 열전달 현상을 적절히 묘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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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and those of the FE 
analyses (Nd = 0.7 mm, Pd = 1.0 msec and Pf = 8 Hz)

 Fig. 3 Results of the 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 (Pd = 2.0 msec and 
Pf = 1 Hz)

 Fig. 4 Variation of diameters of drilling holes according to the pulse 
frequency (Pd = 1.0 msec)

Fig. 3 과 4 는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 결과 취득된 3차원 

온도 분포와 노즐 직경별  펄스 투사 시간과 천공 구멍의 상관관계

이다. Fig. 3에서 펄스 투사 시간이 2.0 msec 인 경우 1회의 펄스 

투사에도 재료의 바닥면 용융점에 도달하여 천공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노즐 직경이 0.7 mm 에서 0.5 mm 로 

감소할 때 약 0.04 mm 정도의 미세한 천공 구멍의 직경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 를 고찰하면 

. 3
1.0 mm , 

0.25 mm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펄스형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0.2 mm  
Al 1050 금속 박판 천공에 대한 3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3차원 비정상 열전달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펄스형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0.2 mm Al 1050 금속 박판 천공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유한요소모델이 펄스형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 박판 천공의 열전달 현상을 묘사

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펄스형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0.2 mm Al 1050 금속 

박판 천공시 가스 분사 노즐 직경 크기가 천공 구멍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변수임을 알 수 있었으며, 펄스 투사 시간이 2 
msec 인 경우에는 1회 펄스 투사에도 재료가 천공됨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추가적인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여 실제 레이저 천공 

공정을 보다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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