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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cially designed and 3D printed samples were prepared and joined by a diode laser source. To 

increase the strength of joining and reliability of samples, the surface was patterned by using a 3D 

printer. The joining surface was prepared as hemispherical shape with no-patterns, 0.5mm pitch, 0.75mm 

pitch and 1mm pitch. The optical properties of samples were measured by using an integrated sphere 

where classical Kubelka-Munk theory and modified Richard-Mudgetts theory for the analysis applied. 

Scanning speed was set at 500mm/min and laser power was varied between 9 and 10watts for the 

preliminary joining characteristic analysis.

Keywords: Polymer joining(고분자화합물 용접), laser welding(레이저용접)1)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자동차 산업에서는 차량경량화를 통한 연비절

감을 목적으로 금속소재를 대체할 다양한 소재가 

연구되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안

전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내열성 

폴리머로 대체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연

료부품, 전자부품 그리고 강도를 요구하지 않는 

엔진부품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부품은 그 목

적에 따라 내열성과 강도, 난연성 등의 고기능성 

특성을 지녀야 하는데, 대표적인 폴리머로 PA, 

POM, PC/PBT, PC/ABS, PPS 등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자동차 내·외장 부품의 경우 주로 PP, ABS 등 

범용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엔

진 및 공조, 연료부품 등에서 금속대체 수요부품

의 증가와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xEV)시장 의 확

대에 따라 2차전지 모듈 및 모터 등 무거운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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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량화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

로 인해서 수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퍼섬유 

등 고기능성 플라스틱의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1

투명한 폴리머의 경우는 차량용 전조등이나 계

기판 등과 같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일반 금속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나 내열성 

및 강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부품으로서 단일 플

라스틱재질로서는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품의 경우 투명성과 강성을 가진 폴

리머를 접합하기 위해서는 접착제 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가격적인 요소

를 감안하여 고출력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2 레이저 

접합기술은 기계가공이 극히 어려운, 세라믹, 특

수 금속, 열에 민감한 폴리머 재료뿐만 아니라 

미세 가공 등 생산의 전 영역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3-5

레이저는 고밀도 에너지의 장점뿐만 아니라 

타 시스템과도 높은 융합성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가공기술도 구현할 수 있어서 기존의 

CNC 공작기계와의 쉽게 조합하여 사용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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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그 범용성 및 활용도도 많이 커 지고 있다.6-7 

본 논문에서는 3D 프린트된 광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수지 접합시 표면 형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접합효용성을 고찰해보는 내용

을 소개 한다.

2. 본 론

2.1 실험 시료

실험에 사용된 열가소성 소재로서 샘플은 상부 

투명재질로서 친환경적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열가소성)가 사용되었으며, 하부 반투명성 재질로

서 폴리우레탄 재질(광경화성)이 사용되었다.

투과 층의 소재는 낮은 흡수율 또는 높은 투과

율을 나타내는 재질로 선택하였고, 흡수 층의 소재

로는 레이저 광원이 상대적으로 흡수가 잘되는 재

질로 선정하였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는 대표적인 생체분해 소

재로서 그 원자재는 천연섬유소 [(C6H7O2(OH)3)n]

로서, 천연섬유소와 빙초산(CH3COOH)을 화학반응

시켜서 제조하며 화학식은 Fig. 1과 같다.

열가소성수지 소재인 생분해성 셀룰로오스/아세

테이트는 질감 및 기계적 특성상 안경테 제조에 

있어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진 유일한 천연섬유로서 

원자재이며, 비중은 약 1.22이며 유리천이 온도(Gl

ass Transition)는 약 85°C 이다.10

Fig. 1 Chemical structure Of Cellulose.8

또한, 폴리우레탄은 3D 프린터를 통해 재료를 

준비 하였으며, PROJET HD3500(미국 3D systems 

Inc.)을 이용하여 소재(Mold)는 우레탄 계열의 Uret

hane acrylate oligomers(20-40%), Ethoxylated bisph

enol A diacrylate(15-35%), 그리고 Tripropylenegly

col diacrylate(1.5-3%)로 구성된 것이다.

소재는 질기고 화학약품에 잘 견디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전기절연체, 구조재, 기포단열재, 기포

쿠션, 탄성섬유 등에 사용되며, 신축성이 좋아서 

고무의 대체물질로도 사용되며 화학식은 Fig. 2에 

도시 되어 있다.

Fig. 2 Chemical structure Poly-Urethane.9

고상 Poly-urethane의 비등점은 200°C 이상이며 

비중은 1.1이다. 서포트(Support)는 Hydroxilated w

ax가 60 - 100% 첨가되어 있으며, 녹는점 55-65°C 

이고 후처리 공정은 오븐과 초음파 세척기에서 행

한다.10

Fig. 3에는 모델링(CATIA™)하여 3D프린터(MJP

방식)로 표면에 요철을 주어서 폴리우레탄 샘플을 

제작 하였다. 이때 3D프린터를 통해 나온 소재는 

자외선 광(UV)에 노출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응고

되면서 경화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소재 표면

에는 반투과성의 폴리우레탄과 동일 재질로 렌즈 

형태의 반구(hemispherical) 형상을 주었다. 

이를 통해서 레이저 빔은 중앙의 가우시안 빔

(Gaussian beam)을 가장자리로 분산시켜 주며, 균

질화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렌즈형태의 반구형상을 주어 하부 재질에 열을 골

고루 줄 수 있도록 설계됨과 동시에 다양한 pitch

를 선택하여서 최적의 형상 설계를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pitch는 반구의 지름에서 지름 사이를 

나타낸 것으로 요철이 없는 민무늬를 시작으로 

pitch 0.5mm, 0.75mm 그리고 1mm에 따라 접합실

험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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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D modeling and fabricated sample.

2.2 실험 장치 및 방법

실험 장치는 반구표면요철을 가진 재료의 투과 

및 산란을 측정하는 장치와 접합을 수행 하는 장

치로 나누었다. 투과 및 산란실험 장치에는 3D 

프린터 표면 요철이 제작된 반투과성의 폴리우레

탄을 두고 레이저 광원을 조사하여 투과율 및 반

사율 산란 측정을 위해 적분균질구를 이용한 방

법으로 진행하였다(Fig. 4).

적분균질구에 반사되어 유도된 빛을 통해 투과

량을 photo diode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통

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산란량을 예측 하였다. 반

사실험은 2방향 Kubelka-Munk 이론을 사용하여 

무한대의 두께를 가지는 샘플을 빔이 입사되는 

반대편에 두어 반사되는 빔을 적분균질구를 통해 

측정하였다11.

Fig. 4 Laser Scattering Setup.

실험의 조건으로는 파장에 따라 red(635nm), green

(532nm), blue(457nm), 샘플의 크기 Ø27, 두께 0.

75-5mm에 3D프린터의 모드(HD-Layer 32μm, U

HD-layer 29μm)에 따라 산란실험을 진행 하였다.

내부 다중산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Kubelk

a-Munk 이론, Richard-Mudgett 그리고 Burger 이

론을 적용하였다. 투과율 측정에서 지수함수로 산

출되는 (+ )를 이용하였으며, Richard-Mudgett 

22 flux 이론과 Kubelka-Munk 이론을 조합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다. 



≈





(1)

K와 S는 Kubelka 흡수 및 산란 계수, 와 은 

위상함수계수, 와 는 흡수 및 산란소멸 계수.

또한 반사율은 두께가 무한대인 샘플의 반사율을 

가정하여 식 (2)와 같이 계산 하였다. 

∞  

∞

∞


(2)

접합실험 장치에는 808nm/980nm 다이오드 레

이저를 조사하고, 소형 CNC 밀링머신을 이용해서 

빔을 전송하고 PC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였다. 다이

오드 레이저는 980nm의 파장에 최대 출력 60w, 

CW모드를 이용하였으며, 빔 사이즈는 0.4mm가 

되도록 초점 위치를 정하였다(Fig. 5).

Fig. 5 Experimental setup.

제작된 마운팅 지그는 시편을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4군데의 스프링으로 가하여서 표면 요철이 

있는 샘플이 3.5kgf × 4군데 = 14kgf의 가압이 

되도록 하였다.

Fig. 6 Mounting j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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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한 가압력 설정은 실험의 목적상 요

철이 있는 폴리우레탄 샘플과 아세테이트가 완전

히 밀착되는 범위에서 설정하였다. 반투과성의 

폴리우레탄의 상면 및 아세테이트 하면의 경계면

에서 레이저 빔이 흡수될 수 있도록 초점 위치를 

정하였으며, 실험시 열가소성수지와 열경화성수지

가 접합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기계적

으로 가압을 하였다. 또한,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

소성 수지는 화학적으로 결합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된 렌즈형상의 pitch 간격에 따라 

기계적인 결합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2.3 산란 및 접합실험

요철이 있도록 3D 프린터로 제작된 폴리우레

탄의 가공결과 및 광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께, 제작모드에 따라 투과, 반사율 측정을 진행하

였다. 폴리우레탄의 두께와 요철의 형상에 따라서 

레이저의 입열량이 달라지며, 3D 프린터의 HD, 

UHD 모드에 따라 서포터의 생성이 다르기 때문

에 표면 거칠기 및 레이저 투과, 반사율이 달라

지기 때문에 비교하며 진행하였다.

두께에 따른 흡수율 및 투과율의 차이를 추적

하기 위해서 피치별로 1mm 간격으로 제작을 하

였다. 또한, 두께 1mm 이하에서는 0.75mm를 추가

하여 제작 하였으며, 0.75mm 이하는 제작이 어려워

서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다(Fig. 7,8)

3D 프린터의 제작모드 모드에 따라 샘플들은 

UHD모드일 때 투과도 및 반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itch 설정에 무관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이유는 UHD모드일 때 적층 레이어가 

HD모드일 때보다 더 치밀하게 증착이 되어서일 

것으로 판단된다.

(a) UHD mode

(b) HD

Fig. 7 Transmittance measurement.

Table 1 Summary of transmittancy, reflectivity, absorptivity 
and scattering ratio

서포터에 의해 유분발생으로 인한 표면반사율

도 및 red laser의 파장일 때 green, blue Laser 

파장일 때 보다 투광도 및 반사도가 높은현상도 

선행연구와도 동일하게 나타났다.11

실험을 통해 폴리우레탄의 두께 2mm에서 측정

된 투과, 반사율을 산란이론에 적용하여 산란율

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본 실험은 화학적인 결합이 아닌 접합 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분산하여서, 발생한 열에너지로 

접합할 폴리머를 유리천이온도(glass transient) 이상

으로 상승 시킨 후 폴리머의 유동성을 좋게하여 가

압된 힘으로 기계적 접합하는 방법으로 표면의 요

철에 따른 효과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란실험을 통해 폴리우레탄의 두께를 2mm로 선

정하여 아세테이트와 기계적 접합을 시도하였고, 

샘플 #1(민무늬). #2(pitch-0.5mm), #3(pitch-0.75mm) 

그리고 #4(pitch-1mm)에 따라 접합을 비교하였다. 

레이저 출력의 초기설정을 위해서 선행연구를 참조

하였으며12, 투명한 폴리머를 6-10W로 설정하고, 이

송속도 500, 700, 1000mm/min으로 접합을 실험을 

하였다. pitch 간격에 따라 폴리우레탄과 아세테이트

의 접합이 되는 변수를 확인 하며, 광학현미경 및 

주사현미경(SEM)을 이용하여 접합 계면을 촬영하며 

최적의 변수를 찾도록 하였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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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ptical images of joined parts.

생분해성 소재인 Acetate는 유동성이 좋아 레

이저 출력 9W이상 일 때 샘플 접합이 잘 일어남

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 이송속도는 500mm/min

에서 설정을 하였으며, 용접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입열량 부족으로 용접부의 열가소성수지 접합

이 불량 하였다. 또한, 과도한 입열로 인한 아세

테이트가 고온 분해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이 된다.

실제 접합부의 형상을 통해서 접합원리를 분석

하기 위하여 최적의 결과가 도출이 된 9-10W 출

력에서의 접합부를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

였다.(Fig. 9)

Fig. 9 SEM images of joined parts

레이저 출력 9, 10W에 따라 SEM촬영을 통해 

접합계면을 확인해 보았다. 윗면이 아세테이트이며 

밑면이 폴리우레탄이며, 10W에서는 폴리우레탄과 

아세테이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짐을 보이며 9W에

서는 대체로 접합이 잘 이루어짐을 보인다. 10W

에서는 레이저의 출력이 너무 높아 폴리우레탄과 

아세테이트 사이에 대략 30μm의 간격이 나타난다. 

폴리우레탄에 소입되는 레이저의 열이 너무 높아 

아세테이트와의 접합에서 기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9W에서 이송속도 1000mm/min 일 때 접

합면이 떨어짐을 보이는데 이것은 10W일 때와는 

반대로 소입열이 작아 아세테이트가 채워주지 못

한 것이다. 샘플에 따라 9W에서 대체로 접합이 

잘 이루어 졌으며 샘플 #4에서 틈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략 8μm의 간격으로 무시할 정도 

이며, Acetate가 채워야 할 면적이 넓어 틈이 나타

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접합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서 샘플을 가공 후 

인장시험을 실시 하였다(Fig. 10). Fig. 10에서 예

시된 바와 같이 9W, 500mm/min 조건의 시험에

서 접합부는 인장시험에서 파단이 일어나지 않

고, 3D 프린트된 모재에서 파단이 되었다. 타 조

건에 대한 샘플의 인장시험도 추가로 진행 할 계

획이다.

  

Fig. 10 Tensile test.

3.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표면에 요철이 있는 폴리머를 

레이저를 이용하여 접합하는데 있어서 실험적 방

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비교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출력 9-10W에서 실험한 샘플의 표면을 관찰 

하였을 때는 접합이 잘된 것으로 보이지만, 단면

을 잘라 주사식 전자현미경을 확인 해보았을 때 

10W에서 미세한 틈(약 4-40μm)이 확인되었다. 9W

에서는 이송속도에 상관없이 레이저의 에너지가 폴

리우레탄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하부의 아세테이

트에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도로 적절히 

전달되었음을 의미하며 최적의 파라메터 값을 도

출 할 수 있었다.

주어진 조건에서 반투과성 폴리우레탄과 아세

테이트 접합이 가능 함이 확인 되었으며, 추가적

으로 아세테이트의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최적 출

력제어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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