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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니켈 박판 다층 레이저 용접 특성
Multi Thin plate welding Characteristics of pure Ni using Nd:YAG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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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CO2 배출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하여 자동차 CO2 규제와 유

해 배출 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무공해 차량의 

요구에 따라 각국은 그린카의 개발에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기존에 Ni-MH 전지를 제작할 때 TIG용접방법을 

이용한 극주와 그판 용접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레이저 용접을 하고자 

한다. TIG 용접법에 비교하여 레이저 용접법을 

이용하면 형상이 복잡한 부분 및 작은 부분을 변형

이 거의 없이 극소화하면서 용접이 가능하다. 레이

저빔을 이용한 용접은 고밀도 에너지 열원을 사용

하기 때문에 빠른 용접속도와 일반 용접에 비해 

종횡비가 크고, 열영향부가 작아 열변형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레이저 용접은 일반 

용접에 비해금속조직이나 기계적 성질 측면에서 

모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매우 작아 우수한 

용접성을 평가받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순수니

켈 박판 10장을 관통용접하여 극주에 용접하

고, 최적의 공정조건 및 종횡비와 입열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 이용한 레이저는 Nd:YAG 레이저이

다. 파장은 1.06μm이고, 최대출력은 2.8kW이다. 
평균유효출력은 2kW인 연속파(Continuous Wave 
: CW)이고, 레이저빔은 직경 600μm인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된다. 레이저빔 발산 각은 25mrad이고, 
광케이블에 연결되어 가공하는 공작되는 LASMA 

1054이다. 작업대는 지면으로부터 진동을 방지하

기 위해 화강암 정반으로 되었다. 다층 박판을 용접

하기 위한 모식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레이저 가공헤드는 겐트리 타입 가공 장치로서 

LASMA 1054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x, y, z축의 

이송거리는 각각 1000mm, 500mm, 400mm이다. 
x축, y축에 대한 위치정밀도는 5μm, z축에 대한 

위치정밀도는 1μm, 반복정밀도는 8μm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편의 화학조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순수한 니켈의 크기는 

50mm(L)☓50mm(W)☓0.1mm(T)이고 시편 10장을 

겹쳐 용접하였다.레이저빔의 입열량 변화에 따른 

용접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레이저출력을 1900W
로 고정하고, 이송속도를 2.8m/min ~ 3.8m/min까지 

0.2m/min씩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1,2)

Fig. 1 Experimental Set-up

Ni Cu Fe Si Mn C S

Ni 201 (wt %) 99 0.25 0.4 0.35 0.35 0.02 0.01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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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레이저빔이 재료표면에 흡수되는 것은 재료의 

물성치와 가공조건에 따라 다르다. 용접에 영향을 

주는 재료의 대표적인 물성치는 반사율, 열전도율 

및 전기전도도이다. 레이저빔이 표면에 조사되면 

초점위치에 따라 시편 표면에 미치는 재료별 물리

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흡수도가 달라진다.(3)

공정변수에 따라 용접성을 분석하기 위해 출력

을 1900W로 고정하고 이송속도는 2.8m/min부터 

3.8m/min까지 0.2m/min씩 증가시켜 실험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송속도가 빨라질수

록 관통용접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레이저빔 

출력을 고정하고 레이저빔의 이송속도를 증가시

키면 레이저빔과 시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간

이 짧아져 재료에 충분한 에너지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관토용접 되지 않았다. 
Fig. 3은 공정변수에 따른 입열량을 나타내었다. 

이송속도가 증가하면서 입열량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Influence of welding speed and power on the bead 
shape

Fig. 2 Influence of welding speed and power on the 
heat input

4. 결론

연속파형 Nd:YAG 레이저로 순수 니켈 박판 용

접한 결과 출력을 1900W로 고정하여 실험할 때는 

3.2m/min까지 10장이 용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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