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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레이저를 이용한 판재 성형기술은 Fig. 1 과 

같이 초점을 맞추지 않은 면 사이에 발생하는 
온도차이에 의해 생기는 열응력을 이용해 
변형을 가하는 방법으로[1], 레이저의 특성 상 
에너지 조절이 용이하고, 광학계를 이용한 
조작이 가능하며, 국부적인 순간 가열이 유리 
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냉각 시스템이 필요치 
않아 정밀 박판 성형에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2]. 

Fig. 1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laser forming 
 
그간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레이저 성형 

의 기본 성질을 분석하고, 레이저 성형 각도를 
예측 하는데 있어 선 에너지(Line energy) 개념 
을 도입하여 수행 되었다[3]. 선 에너지란 
레이저 출력을 이송 속도로 나눈 값으로서 
레이저 조사 면이 받는 단위길이 당 에너지를 
말한다. 이러한 선 에너지만을 이용하여 
박판의 성형 특성을 파악한다면 동일한 선 
에너지에서 빔 사이즈가 달라지는 경우 정확한 
성형 특성을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용 초고강도 강판 
DP980의 레이저 성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레이저 굽힘 변형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도출된 실험결과를 에너지밀도 
(Energy density)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레이저 조사출력, 이송속도, 빔 크기 등의 
입력에너지에 따른 굽힘 각도의 변형특성을 
파악하였다. 
 

2.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실험은 CW 타입의 1kW 급 Fiber laser 를 

사용하였으며, National Instrument 사의 모션보드 
PCI-7344 와 DAQ 보드 PCI-6014 를 사용하여 
4 축 스테이지 및 레이저를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어 하였다.  

Fig. 2 Photograph of laser forming test-bed 
 
빔 크기는 Z 축 스테이지를 상하 이동 시켜 

최대 11mm 에서 최소 1mm 까지 조절이 가능 
하고 시편의 변형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2 차원 레이저변위센서를 설치 하였다. 이러한 
설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작한 레이저 성형 
장치는 Fig.2의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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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레이저 성형공정 실험  

실험은 빔 크기를 5mm, 8mm 로 설정 하고 
레이저 출력, 이송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조건에 
따른 굽힘 각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는 Table1, 
Table 2에 도시하였다. 
 
Table 1 Bending angle with process condition on 
beam size 5mm 

 
Scanning speed 

(m/min) 
Laser power (W) 

500 750 1000 
1.0 Melt Melt Melt 

2.0 1.04° Melt Melt 

5.0 0.1° 0.37° 0.88° 

10.0 0 0 0.2° 
 

Table 2 Bending angle with process condition on 
beam size 8mm 

 
Scanning speed 

(m/min) 
Laser power (W) 

500 750 1000 
 1.0 1.39° 1.99° Melt 

2.0 0.07° 1.04° 2.22° 

5.0 0 0.07° 0.24° 

10.0 0 0 0 
 

 위에 도시한 Table 및 Fig.3의 나타낸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선 에너지 조건에서 
빔 크기 변화에 따라 시편의 변형 특성이 달라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선 결과에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레이저 출력을 500W 로 
고정하고 선 에너지를 변화하면서 추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4는 시편의 변형 각을 각각 선 에너지, 
에너지밀도 기준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며, 도시 
된 바와 같이 선 에너지 기준으로는 성형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에너지밀도를 기준 
으로 결과 값을 본다면 일정 영역에서 굽힘 
각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 Relationship between bending angle and line 
energy or energy density in DP980 

 
4. 결론 

 
본 논문은 DP980 강판의 레이저 성형 공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개념을 도입 
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DP980 시편의 
경우 시편 변형에 약 2.5 J/mm2의 에너지 밀도 
임계값(Threshold energy)이 존재하며, 약 5.5 
J/mm2 이상의 에너지 밀도에서는 용융이 발생 
하였다. 이처럼 선 에너지만으로 굽힘 각 특성 
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에너지밀도를 도입 
하여 분석한다면 레이저 성형 특성 파악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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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formation of plate according to bea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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