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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재․공정 부문

반복 인 펄스 이  조사에 의한 알루미늄 합 의 

표면상태 변화분석

Analysis of Variation in the Surface Morphology of Aluminum Alloy 

by Repetitive Pulsed-las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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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hermal behavior on material surface and the variation in the 
surface morphology of aluminum 6061 alloy by the Nd:YAG pulsed-laser irradiation. First, we predicted the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pulsed-laser irradiation by using the two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When the pulsed-laser of 133 mJ energy and 5 ns pulse duration is irradiated on the surface of aluminum alloy, 
the material surface is thought to be melting because the surface temperature rises steadily up to about 660 ℃ 

exceeding the melting point. Also,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olidification microstructure has been 
developed clearly after surface melting. Second, the diameter of melted zone was analys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and measured by OM(Optical Microscopy). It increased logarithmically with increase in the number of 
laser irradiation. In addition, AFM(Atomic Force Microscopy) measurement showed an increase in the average 
surface roughness during pulsed-laser irradiation.

Keywords : Pulsed-laser(펄스 이 ),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 요소법), Heat Transfer(열 달), Diameter of Melted 
Zone(용융지름)

1. 서 론

  이 와 재료간의 상호작용은 첨단 고효율의 제조

기술인 이 가공 기술로 이용되고 있으며 재 항공

†2011년 5월 6일 수～2011년 7월 22일 게재승인

 * 한양 학교(Hanyang University)
** 국방과학연구소(ADD)
책임 자 : 장경 (kyjhang@hanyang.ac.kr)

산업, 국방산업,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재료산업 등에 

리 응용되고 있다. 특히 펄스 이  기술은 이

와 재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 주변 분

자들로 달되는 시간에 비해 상 으로 짧은 이  

펄스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작은 열 향부

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펄스 이 를 이용한 속재료 표면상태 변화에 

한 기존의 연구로 Bonelli[3]는 KrF 엑시머 이  조사

에 의한 알루미늄의 표면 거칠기에 해 연구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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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에 지 도의 범 가 0.9 J/cm2이하에서는 평균 

표면 거칠기가 약간 증가하지만 에 지 도의 범

가 0.9～1.6 J/cm2일 때에는 평균 표면 거칠기가 최  

2.4 μm까지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Lim[4]은 

듀 스강과 STS304의 표면경도를 향상시키기 한 

이  피닝 실험을 하 으며 STS304의 경우 비커스 

경도가 최  29 %, 듀 스강의 경우 최  8 % 향상

시켰고 이  에 지 도는 1.07 J/cm2 부근에서 

이  펄스 수는 25～75 pulse 범  내에서 펄스 수가 

높을수록 표면경도가 상승함을 보고하 다. Perry[5]는 

Nd:YAG 펄스 이 를 이용하여 평균 표면 거칠기가 

0.206 μm인 Ti6Al4V 재료에 해 연마가공을 하 으

며 이  강도가 1.14 ± 0.07 J/cm2, 펄스 지속시간이 

650 ns일 때 재료의 평균 표면 거칠기를 0.07 μm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지 까지 펄스 이 를 이

용한 표면가공기술은 이  강도와 표면 상태와의 

경험 인 상 성만을 이용한 정 가공방법으로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반복 인 펄스

이  조사에 따른 열분포특성, 용융상태, 용융조직, 
표면거칠기 등 재료의 물리  표면상태에 한 연구

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Nd:YAG 펄스 이 에 의한 알루미

늄 6061-T6 재료의 온도변화를 유한요소해석 로그

램을 이용하여 2차원 축 칭모델로 해석하고 그 결과

를 동일조건의 실험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반복 인 

Nd:YAG 펄스 이  조사에 의한 알루미늄 6061-T6 재
료의 표면상태를 학 미경(OM : Optical Microscopy), 
주사 자 미경(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SM-6330F)을 통하여 분석하고 펄스 조사 수에 따른 

용융지름의 크기를 정량 으로 평가하 다. 한 원자

미경(AFM : Atomic Force Microscopy, XE-100)을 이

용하여 이  조사로 인한 평균 표면 거칠기의 변화

를 측정하여 반복 인 펄스 이  조사로 인한 재료 

표면상태의 변화를 면 히 고찰하고자 하 다.

2. 이  빔의 열원 모델

  이 에 의한 표면온도분포는 고 인 열 달 방

정식의 해로부터 얻어진다. 반 무한체에서의 열유동 

미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6].

∇  







  (1)

  여기서 r은 반경방향으로의 치, z는 깊이방향으로

의 치로 T(r,z,t)는 온도분포, A(r,z,t)는 단 시간 단

체 당의 발생열, K와 κ는 각각 열 도율과 열확산

계수이다. 식 (1)의 해는 치와 시간의 함수로서 온

도분포를 나타내며, 어떤 치에서 시간 t 경과 후의 

온도 T는 열원 분포함수인 A(r,z,t)와 이 문제에 련

된 경계조건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

원 분포함수를 공간 으로 가우시안 형태, 시간 으로 

가우시안 형태로 가정하 고, 이 경우 입열량은 식 (2)
와 같다

[7,8].

 exp
 exp

   (2)

  여기서 Q0는 가우시안 열원의 단  면 당 최  입

열량, r은 열원 심에서 조사지 까지의 거리, r0는 

이  빔의 강도가 e-2으로 감소하는 반경, τ는 펄스 

지속시간이다. 이  빔은 자기 로 고체재료에 입

사하면 재료 자체의 특성과 입사 빔의 주 수에 의존

하는 다양한 경로로 에 지의 일부가 재료에 흡수되

고 나머지는 표면으로부터 산란되거나 반사된다. 한 

깊이에 따라 이  빔의 강도가 감소하게 되며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3)

  여기서 I0는 표면에 조사된 이  빔의 강도, R은 

이  빔의 반사율, α는 흡수계수이다. 결론 으로 

이  조사에 의한 단 시간 단 체 당의 발생열 

A(r,z,t)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exp
 

×exp
 

 (4)

3. 유한요소해석  해석 결과

  유한요소 로그램(COMSOL)을 이용하여 펄스 이

에 의한 재료의 온도변화를 시뮬 이션 하 으며 해

석 모델은 Fig. 1과 같다.
  여기서 δ는 에 지 침투 깊이로 1×10-7 m로 하 다
[9].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이 는 Nd:YAG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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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 펄스에 지는 133 mJ, 펄스 지속시간(FWHM)
은 5 ns, 이  빔의 지름은 5 mm로 공간 으로 가

우시안분포, 시간 으로 가우시안 분포, 깊이에 따라 

에 지가 감소하게 용하 다. 상재료로 알루미늄 

6061-T6를 이용하 으며 온도에 따른 도, 열용량, 열

도도 등의 물성치는 Fig. 2와 같다
[9]. 열 해석에서 용

융  응고 잠열처리는 등가 비열법을 사용하 다.

z(mm)

r(mm)

-1

0 3.52.5

0 δ

Pulsed Laser

specimen

Fig. 1. 유한 요소 해석 모델

Fig. 2. 알루미늄 6061-T6의 물성치 : a) 도, b) 열용

량, c) 열 도도

  장이 1.064 μm인 이  빔에 한 알루미늄 

6061-T6의 반사율은 0.91, 흡수계수는 1×108 m-1으로 

하 으며 이는 참고문헌을 인용하 다[10].
  매쉬는 삼각매쉬를 이용하 으며 매쉬의 개수는 

68063개로 하 다. 펄스 이 의 이  지속 시간이 

짧게 되면 이 에 의한 재료의 온도변화는 아주 짧

은 시간에 일어나게 된다. 실험에 사용된 펄스 이

는 5 ns의 펄스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간간

격을 0.1 ns로 50 ns까지 해석을 하 다.
  Fig. 3은 펄스에 지가 133 mJ인 Nd:YAG 펄스 이

에 조사에 의한 알루미늄 6061-T6의 심부 표면부

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온도변화 해석결과이다. 이

가 조사됨에 따라 11.5 ns까지 표면 심부의 온도는 

660 ℃까지 증가하 다가 이후 격히 온도가 감소하

여 50 ns에는 186 ℃까지 온도가 감소하 다. 한 1 
μm깊이에서는 228 ℃까지만 증가하 는데 이는 펄스

이 의 짧은 펄스 지속시간 때문에 표면부에서만 큰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표면부의 최고온도는 

660 ℃로 일반 인 알루미늄 6061-T6의 용융
[11]인 

582 ℃(Tm)보다 높은 온도이고 따라서 용융이 일어날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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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유한요소 해석 결과 : 이  조사 심부의 깊

이에 따른 온도 변화

  Fig. 4는 11.5 ns 일 때 이 가 조사되는 표면부의 

온도분포이다. 열원을 가우시안 형태로 가정하 기 때

문에 온도분포 한 가우시안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 일반 인 알루미늄 6061-T6의 용융

은 582 ℃(Tm)이고 그 이상 온도가 증가하는 역은 

용융이 일어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 표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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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지름을 용융 반경으로 정의하고 Fig. 4에 표시한 

바와 같이 133 mJ의 펄스 이 가 1번 조사되었을 때 

용융반경은 0.79 mm로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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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표면부의 이  조사 심으로부터 반경방향 

온도분포(t = 11.5 ns)

4. 실험 장치

  실험에 사용된 이 는 Nd:YAG 펄스 이 로 펄

스에 지는 133 mJ, 펄스지속시간(FWHM)은 5 ns, 
이 빔의 지름은 5 mm, 반복률은 1 Hz이다. 알루미늄 

6061-T6는 시편크기를 20×10×10 mm로 기계가공하고 

연마지(#2400)와 다이아몬드(1 μm)로 최종기계연마하

여 비하 으며 실험 모식도는 Fig. 5와 같다. 주사

자 미경(×20, ×1000)과 원자 미경을 이용하여 이  

조사에 의한 표면상태 분석을 하 다.

Fig. 5. Nd:YAG 펄스 이  조사 실험 모식도

5. 실험 결과

  Fig. 6 (a)는 펄스 이 가 한번 조사 되었을 때 표

면부의 학 미경(×25) 측정 결과로 이  조사에 

의한 용융으로 표면상태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용융지름을 정량 으로 비교하기 해 Fig. 6 (a)
와 같은 학 미경 이미지상에서 용융 역의 면 을 

이미지 분석기(ImageJ)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된 

면 을 원으로 가정하여 유효 지름(Deff)을 측정하 으

며 이를 Fig. 6 (a)에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1.69 mm로 

유한요소해석 결과인 1.58 mm와 근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 이 가 조사되어진 알루미늄 6061-T6 시편 

표면 이미지 : a) 학 미경(×25), b) 주사 자

미경(×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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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b)는 용융 역의 표면을 보다 자세하게 찰

하기 해서 고배율의 주사 자 미경(×1000)으로 

찰한 결과이다. 이  조사로 인해 표면부에서 격

히 온도가 증가하여 국부 으로 용융과 응고가 진행

된 것으로 단된다. 화살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표면

부에 밝은 구형 입자는 알루미늄 6061-T6에 존재하는 

Mg2Si 석출물이다[11]. 이들은 이  조사시 매우 얇은 

표면층(참고 Fig. 3)에서만 용융이 일어남으로 용융층

보다 조 한 Mg2Si는 완 히 용융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표면상태가 불균일

해 짐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 이  펄스 조사수에 따른 표면부 주사 자

미경 이미지(×20) : a) 10, b) 20 cycles

  Fig. 7은 펄스 이  조사가 10번, 20번인 경우의 

주사 자 미경(×20) 사진이다. 펄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용융지름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펄스

이  조사로 인해 재료의 표면 거칠기  표면 상

태가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펄스에 지를 

흡수하게 되어 용융지름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펄스 수에 따른 용융지름을 정량화하여 나타내보면 

Fig. 8과 같다. 펄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용융지름은 

로그함수의 형태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annion[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펄스 이

의 펄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용융지름 한 증가하지

만 펄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용융지름의 증가율은 감

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 이  펄스 조사 수에 따른 용융 지름

  Fig. 9는 주사 자 미경(×1000)을 이용하여 이   

조사 과 10번 조사된 부분의 용융 역의 심부를 

찰한 결과이다. 펄스 수가 10번으로 증가함에 따라 표

면부에는 표면으로 열린 보이드 형상들이 증가하는 것

을 명확히 찰할 수 있다. 이는 이  조사에 의해

서 표면이 용융 후 응고되는 과정에서 표면이 평탄화 

되며 한, 용융된 알루미늄 합 이 수축하면서 액상

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외부로 분출되는 상에 기인

하는 것으로 단된다(피스톤 효과)[3]. 이러한 표면 보

이드의 생성은 기존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이  조사 ᠊후의 표면부에 한 원자

미경 측정결과로 이  조사 에는 평균 표면 거

칠기가 2.862 nm로 경면에 가까웠지만 이 가 한번 

조사되었을 때 표면부에서 국부 인 용융과 응고가 

일어나 평균 표면 거칠기는 69 nm로 증가하 다. 반

면에 펄스 조사수가 10번이 을 경우의 평균 표면 거

칠기는 43 nm로 피스톤 효과에 의해 평균 표면 거칠

기는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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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이  펄스 조사수에 따른 표면부 주사 자

미경 이미지(×1000) : a) 0, b) 10 cycles

6. 결 론

  펄스에 지가 133 mJ, 펄스지속시간(FWHM)이 5 ns, 
빔지름이 5 mm인 Nd:YAG 펄스 이  조사에 의한 

알루미늄 6061-T6의 온도변화를 이차원 축 칭 모델

로 유한요소 해석을 하 고, 학 미경, 주사 자

미경, 원자 미경을 이용하여 반복 인 펄스 이  

조사에 의한 표면상태를 분석하 다.

1. 유한요소 해석 결과에서 표면부의 최고온도는 660 
℃로 용융이 일어날 것으로 측되었으며 표면부

를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한 결과 용융 

후 응고된 표면 조직이 나타났다.

a)

 Fig. 10. 이  펄스 조사수에 따른 AFM 측정결과 : 

a) 0, b) 1, c) 10 cycles

2. 펄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용융지름은 로그함수 으

로 증가하 다.
3. 펄스 이 가 한번 조사되었을 때 평균 표면 거칠

기는 69 nm이고, 펄스 수가 10번으로 증가함에 따

라 평균 표면 거칠기는 43 nm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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