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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일정 형태의 조사

시험용 캡슐 제작이 필요하고, 이 캡슐에 장착될 계장 핵연료 연료봉이 만들어진

다. 또한 조사시험용 연료봉은 연소시험에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핵연료 성능 특성

중에 압력 측정용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변형 측정용

LVDT 및 기타 계측기기와 함께 조립된다. 이러한 계측기기가 부착된 연료봉은

원자로 내에서 연소 중에 피복재가 파손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방사성 핵분

열 생성물의 누출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LVDT 부품 용접의 건전

성에 대한 요구조건이 엄격하여, 조사시험용 계장 캡슐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계장 캡슐장치의 고도화 및 이종금속 간의 마이크로용접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원자력분야의 핵연료 부품가공에서 파이버 레이저(Fiber Laser)를 이용한 용접기

술이 세계적인 추세에서 볼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고

온재료용 계장캡슐, 3-pin FTL(Fuel Test Loop) 등의 고연소도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용접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측정용

LVDT 부품 제작을 위한 파이버 레이저 용접장치 설계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

공하였고, 이에 따른 전용 레이저용접 장치 및 주변기기에 대한 설계 자료를 검토

하였다. 그리고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한 용접장치가 자체적으로 제작 완성되면 고

가의 수입품 대체효과로 인하여 연구비 절감이 예상되며, 특히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는 다양한 정밀 가공분야에서도 조사시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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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instrumented fuel irradiation test at a research reactor is need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nuclear fuel. A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can be designed to measure the pressure

level and elongation during the irradiation test by using various metals and

MI cables. LVDT's parts were composed of MI cables and Inconel 600

materials.

Laser welding technology is widely used to fabricate some products of

nuclear fuel in the nuclear industry. Especially, micro-welding using Fiber

laser i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to be developed to fabricate precise

products of fuel irradiation test. Micro-welding technology needs to be secured

to perform various instrumentations for fuel irradiation test. Micro-welding

technology was adopted to seal between seal tubes and MI cables with

thickness of 0.15 mm. The soundness of the welding area has to be confirmed

to prevent fission gas of the fuel from leaking out of the fuel rods during the

fuel irradiation test. In this report, fundamental data for welding technology

using Fiber laser was proposed to seal Inconel 600 sheaths of LVDT

instrumented capsules for the irradiation test. Moreover,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fuel irradiation tests will be revitalized by the self-development of

LVDT's parts using the Fiber laser wel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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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론

원자력분야에서 핵연료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일정 형태의 조사시험용 캡슐 제

작이 필요할 것이며, 이 캡슐에 장착될 조사시험 연료봉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렇게 만들어진 조사시험 연료봉은 연소시험에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연료성능의

특성 중에 핵연료 소결체의 중심온도 측정을 위한 열전대 및 기타 정밀 계측기

와 함께 용접하게 된다. 이때 이러한 열전대 및 계측부품이 부착된 연료봉은 원

자로 내에서 연소 중에 피복재가 파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방사성 물질의 누

출도 방지해야 하며, 특히 조사시험 연료봉에 부착된 계측기기와 피복재 간의 용

접부의 건전성에 대한 요구조건이 엄격하므로 연료봉의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계장 핵연료 온도센서 피복재용접은 TIG(Tungsten Inert Gas), 레이저

및 전자빔 방식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피복재 재료와 여러 형태

의 조사시험용 연료봉 제작과 같이 고도의 마이크로용접이 요구되는 방법에 대

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상의 실제적인 마이크로용접의

특성, 이음형상 설계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때 TIG용접은 생산 공정에서

매우 유리하나 반면에 용접 후 열변형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피복재의 이음형상

에 따라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계장 핵연료 연료봉의 부착물에 대한 연구

사례는 미국 INL(Idaho National Lab.) 및 프랑스 Thermocoax사에서 레이저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노르웨이 Halden 사에서 전자빔으로 수행되고 있다.
[1]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한 용접은 비접촉 공정으로 아크용접의 용접봉에 의한 결

함, TIG용접의 전류에 의한 피해를 없앨 수 있고, 광섬유에 의한 전송이 가능하

고 기존의 용접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용접이 가능하며, 또한

원격용접 및 마이크로용접의 관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등장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LVDT 전용 레이저용접장치 설계를 위해서 국내외 기술 분석과

파이버 레이저용접 기술동향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파이버 레이저용접장치 설계, 전송 광학계 제작 그리고 용접주변기기 설계 제작

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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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파이버 레이저의 용접기술 분석

제 1 절 파이버 레이저의 구성 원리

가. 개요

1960대 미국 휴즈항공사의 Mainman에 의해 개발된 레이저는 획기적인 발명

품의 하나로서, 최근에는 레이저 응용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통신, 정보처리, 금속

가공뿐만 아니라 원자력, 우주과학 분야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

로 개발해야 할 범위도 넓다고 하겠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이버 레이저가공기는 금속, 목재, 아크릴, 석영유리를

비롯하여 특수금속의 신소재, 세라믹에 이르기까지 재질에 관계없이 자유자재로

용접, 절단 및 천공할 수 있는 첨단기기이다. 특히 파이버 레이저는 반도체, 자동

차, 항공우주 및 원자력 등 고품질의 부품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레이저

가공기를 이용한 부품가공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원자력분야

의 고정밀을 요하는 기술 정도에 따라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기술집약적 산업

으로서 다가올 첨단 기반기술에 적합한 요소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파이버 레이저에 대한 기본적 원리와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울러 재

료가공 관점에서 파이버 레이저의 특징과 기술적인 성능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면에서 레이저 시스템을 검토하였다.

나. 파이버 레이저의 원리

레이저(Light Amplification Stimulated Emission Radiation)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매질로부터 빛을 방출하게 하고 공진기에 의해 증폭된 빛을 말한다. 펌핑

소스는 매질에 빛을 공급하고 외부 자극에 의해 매질로부터 유도 방출된 빛은

공진기의 반사 미러에 의해 증폭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레이저의 기본 구성 및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는 매질, 공진기, 펌핑 소스로 구성되고

매질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레이저로 분류된다. 파이버 레이저는 그림 2와

같이 펌프 다이오드 레이저(Pump Diode Laser), 이터븀 엑티브 파이버

(Ytterbium Active Fiber), FRG(Fiber Bragg Grating)로 구성되어 있으며,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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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 레이저는 파이버의 클래드를 통해 전반사하면서 파이버 코어에 흡수된

다. 흡수된 빔은 빛을 방출하고 거울 역할을 하는 FBG(Fiber Bragg Gratings)에

의해 빔이 증폭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빛의 펌핑에서부터 레이저출력의 모

든 과정이 파이버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하고 광학계의 정

렬이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다.[2]

그림 1. 레이저의 기본 구성

그림 2. 파이버 레이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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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버 레이저는 펌핑 소스로서 싱글 에미터 다이오드 레이저(single emitter

diode)를 사용한다. IPG 다이오드는 광통신에 기초하고 다양한 조건의 성능시험

에 의해 10만 시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한다. 각 시스템의 고장에 대한 수리가 용

이하고 여러 개의 다이오드를 모아서 만든 다이오드 바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하나의 다이오드가 고장 나더라도 실제 사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2 절 파이버 레이저의 용접특성 및 기술동향

레이저 가공기술은 이미 1960대에 레이저관련 이론이 완결된 후 1980년대부

터 산업화 응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2000년대부터는 파이버 레이저의 재

료가공(material processing) 적용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가공기술은

재료의 구멍가공, 절단, 용접, 열처리 및 표면개질 등을 위한 레이저 소스 발진기

술, 가공기 제작기술, 빔 전송계 및 제어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레이저용접에 흔히 사용되는 레이저 가운데 Nd:YAG(Yttrium Aluminum

Garnet) 레이저와 CO2 레이저가 가장 널리 이용되어 왔고, 현재는 파이버 레이

저가 주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파이버 레이저의 특성을 재료가공 관점에

서 볼 때 레이저의 빔 품질, 유연성, 경제성 및 유지·보수 면에서 아래와 같이 나

열하였다.

가. 레이저의 빔 품질

레이저의 품질을 정의하기 위해 BPP(Beam Parameter Product: 빔 품질을 나

타내는 척도로 BPP가 낮을수록 빔 품질이 좋다)가 사용된다. 그림 3에서와 같이

파이버 레이저는 월등한 빔 품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가공에서 생산성과 유

연성을 갖는다. 빔의 품질은 가공에서 초점크기와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

며 가공효율을 결정한다. 빔 품질이 레이저가공의 효율을 결정하며, 빔 품질이

뛰어난 파이버 레이저가 용접, 절단 등의 제작에서 매우 유리하다. 그림 4는 빔

품질이 다른 레이저를 실제로 용접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빔 품질이

좋은 파이버 레이저는 초점크기가 작고 용접의 깊이(penetration depth)가 크게

된다. 따라서 초점을 작게 하고 용접을 깊게 하기위해서는 빔 품질이 좋은 레이

저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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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이버 레이저의 빔 특성 비교

그림 4. 빔 품질에 따른 용접단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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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연성

그림 5와 같이 파이버 커플러를 사용함으로서 피딩 파이버를 보호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프로세스 파이버를 사용하게 된다. 프로세스 파이버가 손상을 받았을

경우 커플링 손실 없이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광학계의 빔 수위치를 사용함으로서 피딩 파이버를 보호하고 빔 스위치에 의

해 레이저의 사용 시간을 증가시켜서 작업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고 한 대의

레이저로 다양한 가공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 작업에서는

프로세스 파이버가 사용되므로 손상을 받았을 경우 손실이 없이 쉽고 빠르게 교

환할 수 있다.

그림 5. 파이버 커플러를 이용한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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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성

파이버 레이저는 소모품이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기료 등과 같은

최소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이것은 기존의 레이저에서 소모품이 발생하지 않고

30% 이상의 효율(wall plug efficiency)을 보장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적고 시스템

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간적 이점이 있으며 10만 시간 이상의 다이오드 수명

을 갖고 있으며, 유지 및 보수가 필요 없는 개념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 유지·보수

파이버 레이저는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개념으로 설계되어 그림 6에서와 같

이 최소의 항목을 갖는다. 파이버 레이저는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모듈의 고장 발생 시 예비 모듈로 자동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레이저 출

력저하 없이 용접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수리는 용접시스템 휴식 중 모듈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모듈로 교체할 수 있다. 로봇 등과 같은 동적인 환

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파이버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정렬이 필요

없는 구조의 광 커플러와 파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 파이버로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파이버 레이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레

이저 자체의 고장일 경우 백업 레이저를 보유하고 있다가 대체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그림 6. 파이버 레이저의 유지·보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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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 동향

2000년대의 세계적인 경기 불황은 레이저산업을 비켜가지 않았다. 2000년 후

반에 재료가공 분야의 레이저 사용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40% 정도 감소

되었고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 50% 이상 감소된 적이 있다. 반면에 파이버 레이

저는 그 당시 20%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금년들어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는

조심스런 예측과 함께 레이저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재료가공 분야의 파이버 레이저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이버 레이저는 진동에 강한 특성과 빔 스위치를 이용한 유연한 작업성, 작

은 사이즈는 빔 스위치를 이용한 효율적인 작업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활용 분

야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좋은 빔 품질과 높은 출력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 등으로 특수재료의 정밀 용접, 부품 절단 등의 기본적인 분야에서부터 자동화

생산라인, 우주 항공부품 및 원자력 등의 특수 분야에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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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파이버 레이저용접 장치설계 및 제작

제 1 절 광섬유 광학계 특성 및 기본 용접변수

가. 광섬유 광학계 특성

파이버 레이저 소스에서 레이저 빔을 방향 전환시키고 분할하기 위한 반사경

이나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 및 집광 조사하기 위한 집광렌즈 또는 구면경

등의 광학부품을 조합시켜 필요로 하는 장소에 필요한 형상 및 강도의 레이저

빔을 공급하는 부분이 가공 광학계이다. 그림 7의 레이저용접 시 기본적인 집광

모델은 빔의 평행성이 중요하며, 특히 정밀 가공에서는 집광되는 스폿지름이 작

을수록 가공성이 향상된다.[3]

그림 7. 파이버 레이저의 집광 모델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빔 지금 Do, 발산각 θ(전체 각도 표시)의 레이저

빔을 초점거리 f의 볼록렌즈에서 집광하면 집광점(beam waist)에서 스폿지름 do

는

do= fθ (3.1)

로 표시된다.

입사 빔이 원형 모드이고, 단면 내의 강도분포가 같은 평면파로 간주될 때 광

의 회절 이론에 의하면

θ = 2.24 λ/Do (rad)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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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때의 스폿지름 do는

do= 2.24 fλ/Do (3.3)

로 표시된다. 또한 빔 강도가 싱글 모드일 때는

θ = 4 λ/πDo (3.4)

이며, do는(1/e
2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범위의 스폿지름)는

do= 4 fλ/πDo (3.5)

로 계산된다.

식 (3.3) 및 식(3.5)에서 작은 스폿지름을 얻기 위해서는 i) 입사지름이 큰 것,

ii) 레이저 빔의 파장이 짧은 것, iii)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은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단, 실제로는 i) θ는 이론값 보다도 일반적으로 크고, ii) 이상적인

빔 모드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고, iii) 일반 렌즈에서는 수차의 영향이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상기의 계산값보다도 실제 값이 몇 배 크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를 작게 하기 위해서 콜리메이터(collimator)를 사용하여 일단 빔지름이 큰 평행

빔으로 한 후에 집광하는 것이 유효하다.

레이저용접에서 나타나는 초점깊이 df'는 통상 광학계에서는 스폿 면적이 빔

웨이스트(초점위치)에서 그것의 2 배로 될 때까지의 광축 방향의 거리로 정의되

어 있지만, 파워밀도가 문제되는 레이저용접에서는 빔 웨이스트(beam waist)에

서 평균 파워밀도 I (조사파워를 P로 하여 I= 4P /πdo
2
)의 90% 이상의 파워밀도

를 가지는 범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d f'= πdo
2/12 λ (3.6)

식 (3.6)에서 집광 스폿지름이 크고 파장이 짧을수록 d f'는 크게 되지만 do

로서 식 (3.3) 또는 식 (3.5)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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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 ∝ f2λ /D02 (3.7)

이것은 실제적으로 d f'는 초점거리와 파장이 길고 빔 지름이 작을수록 크게

됨을 알 수 있다.

파이버 광학계는 특수한 광학부품 및 가공헤드로 고정하여 정확한 얼라인먼

트(alignment)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공헤드의 조작이나 취급은 자유도가

반드시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하여 파이버 광학계는 도중에 특수한 광

학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자유로이 가공위치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연

한 광학계라고 할 수 있다. 용접용으로서는 석영유리 파이버가 실용화되어 있고

주로 Nd:YAG 레이저에 이용되고 있다. 석영유리 파이버에서 전송 가능한 파이

버 레이저(Fiber Laser)의 파워밀도는 cw(연속파) 모드에서 105W/cm2의 단위,

펄스 발진 빔에서 수 106W/cm2단위이며, 예를 들면 코어지름 50um 파이버의 경

우 cw 빔에서 수 10 W 정도 펄스형태의 빔에서 수 100 W 정도로 실용적으로

는 작은 정밀부품의 용접이나 절단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8에서와 같이 파이버 레이저에 사용되는 전용 파이버는 빔을 통하여 코

어(core)부와 빔을 반사하여 코어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클래드(clad)

부로 되어 있고 그림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텝 인덱스(step index)형과 그레

이티드 인덱스(grated index)형이 있다. 전자는 코어와 클래드 경계의 굴절율이

스텝상으로 변화하고 레이저 빔은 전반사를 반복하면서 전송된다. 구조가 단순하

여 빔의 강도분포가 같기 때문에 집광성은 떨어지고 스폿지름을 코어지름 이하

로 하는 것은 어렵다. 후자는 코어 및 클래드 사이의 굴절율이 서서히 변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빔은 코어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이동하면서 전송된다.

중심부의 빔 강도가 세기 때문에 정밀 부품이나 깊은 용접(deep penetration)의

용접에 적합하다.

그림 8. 레이저 전송용 파이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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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버 레이저 소스에서 나온 조사 빔은 일단 렌즈에서 줄여 파이버 지름 이

하의 크기로 파이버에 입사하고, 한편 파이버에서 입사한 확산 빔은 그림 9와 같

이 렌즈에서 평행 빔으로 한 후 다시 렌즈로 집광한다. 이 경우의 집광 스폿지름

은 d×f1/ f2로 되고, f1을 작게 하면 작은 스폿이 얻어지지만 반대로 초점 깊이가

지나치게 작게 되어 실용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d : 파이버의

코어지름, f1, f2 : 렌즈의 초점거리이다. 이와 같은 광학계는 집광 헤드로서 설계

되어 사용하게 된다.[3]

그림 9. 파이버 집광 광학계

나. 기본 용접변수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는 금속재료의 용접변수들은 기본적으로 고밀도 에너

지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송 광학계의 특성인 집속 장치의 초점

거리, 초점 크기 및 초점 심도를 비롯하여 레이저 빔 자체의 성질, 용접 스폿에

서의 초점위치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용접 변수들은 용접장치가

정해지면 사용자로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반면 용접을 실시할 때 마다 재

료의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조건들이다. 아래와 같

이 레이저용접의 기본 용접변수를 나열하였다.

(1) 초점위치

초점위치는 용접의 진행 방향에 대한 재료 표면에서의 위치와 용접할 재료의

내부 방향에 대한 초점위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초점위치의 벗어남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이것은 용접선의 정렬과 관련이 있어서 용접 전에 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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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이 접합하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히 정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두께 방향으

로의 초점위치는 용접시편의 두께 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에너지의 집속

스폿을 놓이게 함으로서 에너지의 효율 및 용접부의 형상 특성에도 매우 정밀하

게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특히 집광 렌즈의 구경 대비 초

점거리의 비(F No.)가 큰 광학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빔의 발산각이 다 같이 커

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비드의 폭에 비하여 용접 깊이가 깊

은 용접을 얻을 수 있다.

(2) 레이저 출력

레이저 출력은 용접 깊이의 한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근본적으로

레이저 소스에서 발생하는 최대 출력을 감안하면서 재료의 두께나 형상을 고려

하여 최적의 출력을 선정하여 일정 깊이 이상의 용접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일

반적으로 레이저 소스에서 출력된 빔은 바로 높은 파워밀도(power density)가 얻

어지지 않으므로 용접에 필요한 파위밀도의 경우에는 집광렌즈를 사용하여 빔의

집속이 필요하다.[4] 이것은 보다 높은 파위밀도의 경우는 모드가 우수한 빔(싱글

모드 또는 싱글 모드에 가까운 빔)을 사용하고, 한편 초점거리가 짧은 집광렌즈

를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단, 너무 초점거리가 지나치게 짧으면 용접의 종류

에 따라서는 용접표면에 용융 비산(spattering)으로 집광렌즈를 손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3) 용접속도

레이저 출력과 함께 용접속도는 용접되는 위치에 받는 입열량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다. 비드 온 플레이트(bead-on-plate) 용접이나 후판의 용접에서는

속도의 증가에 따라 용접 깊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깊은 용접을 이루기 위하여

용접속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박판재료의 butt용접에서는 그러한 개

념 보다는 완전 용입(full penetration)을 이루는 가장 빠른 용접속도를 더 중요하

게 취급한다. 이러한 완전 용입 조건에서 용접속도가 올라가면 용접부와 열영향

부의 폭이 함께 좁아지며 용융부의 상하 대칭 정도가 낮아져 용접 후 절단단면

을 조사하여 보면 용접부가 V-자 모양을 형성하기 쉽다.



- 14 -

(4) 보호가스

레이저용접 시 사용되는 보호가스(shielding gas)는 경우에 따라서 혼용되기

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용접효과와 사용 목적의 차이가 있다. 보호가스는

아크용접에서와 같이 용접 시 고온의 용융금속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차단막의

역할을 하여 용접부에 산화물 형태의 비금속 개재물과 기공의 형성을 막아준다.

한편, 보호가스는 레이저용접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플라즈마를 제거하여 에

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동일한 출력의 레이저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더

깊은 용접부를 얻고자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4] 그러므로 보호가스는 플라즈마

억제용 가스(plasma suppression gas)라고도 하는데 용접노즐의 형태에 따라서도

용접에 영향을 받는다. 보호가스로 사용되는 기체로는 Ar, He 및 N2 등이 있는

데 주로 Ar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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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용 레이저용접 장치 설계 및 구성

가. 전용 레이저용접 장치 설계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여 특수금속 등의 재료를 용접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소스에서 발생한 빔을 재료에 전달하여 용융시키거나 아니면 고정한 빔의 아래

에서 재료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림 10은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한 전용 용접장치의 전체 모형도와 각 세부 형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여기서 파이버 레이저용접 장치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이 설계하여 분류한

다.

(1) 2차원 이동방식

X축의 길이방향에는 시편을 움직이고 시편의 폭 방향(y축 방향)에는 수동으

로 용접헤드를 움직이게 설계한다. 또한 2차원 이동방식에는 용접헤드를 상하 방

향(z축 방향)으로도 움직이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것은 시편의 평면도가 좋지 않

은 경우에서도 용접헤드가 z축 방향으로 추종하여 시편과 광학헤드와의 거리, 즉

초점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 때문에 z축 방향의 미세 조정기를

설치하여 놓고 시편과 광학헤드 사이에 He-Ne 레이저를 설치하여 그 간격을 항

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하고 있다.

(2) 작업대

레이저용접을 위한 작업대로서는 ⅰ) 작업대 자신의 레이저에 의한 손상이 가

능한 한 적을 것 ⅱ) 레이저의 반사가 가능한 한 적을 것이라는 요구 조건을 만

족시켜야 한다. 여러 금속재료는 레이저를 흡수하여 손상을 받기 쉬우며 작업대

에서 사용하기가 적당하지 않다. 반대로 레이저를 반사하기 쉬운 구리나 알미늄

으로 작업대를 만들면 빔에 대한 내구성은 있지만 작업대에 닿아서 반사한 빔이

레이저 소스에 되돌아오면 손상을 받는다. 또한 2차 반사된 빔은 인체에도 위험

하다. 이상의 ⅰ) 과 ⅱ)의 조건을 동시에 해결한 것이 일반적으로 노즐형태로

불리우는 것으로, 용접용 광학헤드가 설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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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모형도)

(전송 광학계 및 주변기기 모형도)

(레이저 소스 및 PC 제어부)

그림 10. 파이버 레이저용접 장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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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학헤드

일반적으로 광섬유를 이용한 전송장치는 레이저용접 시 광섬유의 특징을 이

용할 수 있으며, 특히 원거리 전송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진원의 빔 모양을 얻

을 수 있고 빔의 공간 분포를 광섬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step index type(SI형)의 광섬유는 공간적으로 균일한 에너지 분포

를 가진 레이저를 얻을 수 있고, grade index type(GI형)의 광섬유는 가운데가

가장자리 보다 에너지 밀도가 센 형태의 레이저를 얻을 수 있다. 광섬유의 종류

와 굵기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각각 다른 용접특성을 얻을 수 있다.

광섬유를 이용한 전송 광학계의 가장 큰 장점은 원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따

라서 원격가공에 적합하다. 그림 11은 광섬유 전송 광학계의 구성도이다. 앞에서

언급한 광속확대기, 벤드 거울 및 집광 렌즈로 이루어진 레이저를 이동하는 대신

에 광섬유를 이용하여 레이저를 전송하게 된다. 광섬유 광학계는 그림 11과 같이

input coupling 장치, 광섬유 및 output coupling 장치로 구성하게 된다.

Laser
oscillator

Beam switch

Assist
gas

Optical
fiber

collimator

Focusing lens

nozzle

그림 11. 광섬유 전송 광학계의 구성도

• Input coupling 장치

Input coupling 부는 입사렌즈에 의해 레이저가 광섬유 코어부분으로 집속되

는 부분이다. 특히 SI(Step Index)형 광섬유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는

0.22 정도를 갖는다. 따라서 레이저빔과 입사렌즈를 포함한 input coupler 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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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정렬은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며 best focus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하학적인

입사렌즈의 초점위치는 광섬유의 끝단 보다는 약간 앞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 광섬유

용접용 레이저빔 전달에 사용되는 광섬유의 직경은 50um 에서 600um 정도의

SI형과 GI형으로 구분된다. 대구경 광섬유의 경우 다중 횡 모드를 전송시키므로

전송손실이 작으며 횡 모드에 의해 레이저의 homonization이 일어나 용접활용에

좋은 효과를 지니고 있으나 유연성이 떨어져서 용접시편에서의 스폿 크기를 작

게 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Output coupling

Output coupling 부는 광섬유에서 퍼져 나오는 빔을 집속시켜 용접시편에 다

시 집속시키는 과정이다. 이때 용접시편에서의 빔 크기는 output 렌즈계의

imaging ratio는 용접시편까지의 작업거리 및 스폿 크기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결

정하게 된다.

그림 12는 파이버 레이저용접용 광학헤드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빔을 집광

렌즈로 보내서 용접시편 위에 초점을 결속시킨다. 이때 레이저용접 시 보호가스

를 빔과 가까운데서 분사하게 한다. 이러한 보호가스는 주로 He 이나 Ar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집광렌즈를 스패터(spatter)나 먼지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광학헤드의 내부에는 빔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 벤드

거울(bend mirror)을 사용한다. 빔의 방향을 90°바꾸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 그

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45°의 각도로 설계한 벤드 미러가 사용된다. 벤드 거

울은 동(Cu)으로 만든 평면경이며, 표면에 금으로 증착된 것이다. 레이저 빔의

축을 조정하기 위하여 거울의 위치를 x-z축으로 바뀌도록 미세 조정 나사가 설

치되어 있다. 레이저를 입사하여 전송 광섬유(파이버 직경: 50um)로 사용하여 표

적에 바로 조사시키는 장치와 주변기기가 그림 13에서와 같다. 발진된 빔의 광학

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예를 들면, 작은 레이저

빔의 spot size)장치에 사용된다. 빔 확대기를 사용하여 확대된 빔을 용접시편의

위치까지 전송한 후 45° 벤드 거울로 반사시켜 집광 렌즈로 용접시편에 조사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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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광섬유 전송 광학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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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광섬유 전송 광학계 및 주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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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용 레이저용접 장치 구성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는 재료 가공인 경우에는 비교적 용도에 맞는 가공

테이블이나 또는 특수 목적의 용접 상자(welding chamber)를 설계하면 되지만,

실제 용도에 맞는 장치로서는 정밀도가 높은 가공테이블과 광학헤드를 이용하고,

제어 방식의 자동 용접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용접시스템의

기본 요소가 되는 레이저 빔의 발진조건 제어, 용접 광학계, 작업 테이블의 위치

제어 등으로 작동하고 그것에 필요한 시편도면의 설계나 용접프로그램의 작성은

PC 장치에서 자동적으로 제어되고 있다. 그림 14는 파이버 레이저용접의 기본적

인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편의 재질, 두께, 형상을 입력하면 자동적으

로 레이저 소스의 출력이나 조사 조건(예를 들면, 모서리 용접시 펄스제어 및 가

스 분사조건 등), 작업 테이블의 이송속도 등이 결정되고, 또한 원주 용접에서는

티칭 데이터(teaching data)에 의거하여 용접시편의 위치를 동시에 모니터하면서

용접하는 과정을 자동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다.

그림 14. 파이버 레이저 용접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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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파이버 레이저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림 15에서와 같이 키

(key) 스위치를 원격(remote) 상태로 움직여 놓는다. 키 스위치를 돌려도 레이저

의 LED(light emitting diode) 창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레이저

시스템의 구동준비는 PC 프로그램에서 제어하게 된다. 레이저 작업을 모두 종료

후에는 키 스위치를 OFF 상태로 놓는다. 그 외의 작동 스위치는 사용자가 조작

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15. 파이버 레이저시스템의 구동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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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변기기 설계 및 구성

가. 레이저용접 감시부 설계 및 구성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는 미세용접은 LVDT용 부품과 같이 용접 폭이 1mm

이하의 범위를 갖는 미세한 부분을 정밀하게 용접하기 때문에 오차를 최대한 줄

여야 한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밀한 제어장치의 조작과 함께 오차가 발생

했을 때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기가 요구된다. 오차를 확인한 후 오차를

정밀하게 보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레이저용접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용

접표면에서 비스듬하게 관찰하는 방법과 빔과 동일한 광축에서 수직으로 관찰하

는 방법이 있다. 비스듬한 위치에서 관찰하는 방법은 설치가 용이하지만 레이저

용접면과 초점면을 일치시키기 어렵다. 빔과 동일한 광축에서 관찰하게 되면 광

학헤드와 감시카메라를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용접면과 초점면을 일치시

킬 수가 있어 관찰과 동시에 초점거리 조절이 가능하여 레이저용접의 효율을 증

가시킬 수 있다.

X축 및 z축의 구동장치에 설치된 광학헤드는 감시용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장

착하게 설계하였다. 여기서 레이저와 감시기기는 빔 광축과 카메라 광축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하프 미러(half mirror)를 사용하여 빔을 90° 반사시켰으며 반사된

빔 축과 카메라 광축을 일치시켰다. 카메라는 광학헤드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동시에 제어하게 하였다. 레이저용접 감시용 카메라를 장착한 광학헤드는 1축으

로 구성된 테이블의 수직 이동축에 고정된다. 광학헤드의 일체형 감시기기와 함

께 단축 이동장치를 이용한 원주용접을 위해 용접표면에서 용접 비드를 감시하

는 독립적인 감시기기를 구성하고 용접부 측면에 설치하였다. 광학헤드의 일체형

감시기기는 흑백 CCD 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독립적인 감시부는 흑백

CCD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그림 16은 광학헤드를 이용한 일체형 감시기기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단축 또는 다축으로 구성된 이동용 테이블에 설

치된 광학헤드에 감시용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었으며, 용접 표면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135mm 초점거리의 집광렌즈를 사용하였다. CCD 카메라 영상은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며, 감시용 카메라로는 흑백 CCD 카메라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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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광학헤드를 이용한 일체형 감시기기 구성도

나. 용접제어용 화면 구성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는 용접 제어기기는 x축 제어기를 자동으로 구동하여

레이저 시스템의 ON/OFF 및 셔터 ON/OFF를 제어할 수 있는 입출력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용접 전에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용접할 수 있게 했

다. 파이버 레이저용접 장치에 구성된 화면 구성은 그림 17에서와 같이 나타내

며, 여기서 레이저 및 x축 제어를 조작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편 위치에서 용접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용접시편마다 각 용접비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용접제어용 화면 정보에 관한 창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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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레이저용접 제어용 화면 구성 형태

1) 배너 창: 레이저, x축 스테이지 및 입출력 메뉴와 프로그램 종료하는 창

• DIO : 시스템에 관련된 입출력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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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00] Main Power : 시스템의 메인 전원의 On/Off 상태를 표시한다.

[01] Servo Power : 스테이지에 전원이 인가되었는지의 On/Off 상태를 표시함.

[02] Emergency : 외부 Emergency 스위치 상태를 표시한다.

[03] Air 1 : Air 1 버튼의 상태를 표시한다.

[04] Air2 : Air2 버튼의 상태를 표시한다

[Output]

[00] Servo Power : 스테이지 전원을 제어한다.

[01] Air Sol 1 : Air 1을 On/Off한다.

[02] Air Sol 2 : Air 2을 On/Off한다.

[03] Remote Key : 레이저의 메인 전원을 제어한다.

[04] Remote Start : 레이저의 구동의 시작을 제어한다.

[05] Emission Enable : 레이저 출사를 제어한다.

[06] Tower Lamp (Red) : 빨간색 경광등을 제어한다.

[07] Tower Lamp (Yellow ) : 노란색 경광등을 제어한다.

[08] Tower Lamp (Green) : 초록색 경광등을 제어한다.

[09] Buzzer : 부저를 제어한다.

[10] Air1 LED : Air1의 LED를 제어한다.

[11] Air2 LED : Air2의 LED를 제어한다.

[12] Stage Break : 인덱스 축의 브레이크를 제어한다.

[13] Guide : Guide를 제어한다.

• Laser : 레이저 상태 및 에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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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02] Emission On : 레이저 출사 상태를 표시한다.

[04] External Control Disabled : 외부 Modulation 신호로 레이저를 제어 표시.

[08] Aiming Beam OFF : 레이저에는 Aiming이 장착되어 있지 않음.

[10] Pulse Mode Disabled : Pulse 모드인지 CW 모드인지를 표시한다.

[11] Power Supply On : 레이저 파워 상태를 표시한다.

[12] Modulation Disable : 외부 Modulation 신호 사용 여부를 표시한다.

[13] Emission is not starting : 레이저 준비 상태를 표시한다.

[18] Hardware Emission Control : 외부 신호로 레이저를 제어 여부를 표시.

[Error]

[01] Overheat : 레이저 내부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 발생된다.

[03] High Back Reflection : 레이저 빔이 역으로 반사될 경우 발생된다.

[05] Pulse too long : 주파수 펄스 주기가 너무 길 경우에 발생된다. (1~500Hz)

[06] Module Disconnected : 레이저 제어 모듈이 연결이 안된 경우 발생된다.

[19] Power Supply Failure : 파워 전원이 제대로 인가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23] Max. Duty Cycle exceeded : Duty는 주기의 10% 미만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를 초과했을 경우에 발생된다.

[24] Low temperature : 레이저 내부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 발생된다.

[25] Power Supply Failure 2 : 레이저 파워 전원 2가 제대로 인가되지 않은 경

우 발생한다.

[30] Optical Interlock active : 내부적으로 광학적 인터럽트가 발생된 경우 표시.

• Stage : 기본 속도를 설정하고 x축 스테이지 jog 이동 시의 속도 및 거리

를 설정한다. (키보드의 ←와 → 을 이용하여 x축 스테이지를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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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 창: 레이저 및 x축 스테이지를 제어하고 용접데이터를 편집하는 창

데이터 파라메터는 Job 01에서 Job 10까지 10개의 종류를 편집할 수 있다.

￫  Tube Diameter : Tube의 지름을 설정한다.
￫  Angle : 가공 각도를 설정한다. (CW : +값, CCW : -값)

￫  Turn Velocity : Index Turn 속도를 설정한다.
￫  Frequency : 레이저 주파수를 설정한다. (1Hz - 500Hz)

￫  Pulse Width : 주파수의 Duty 10% 이내에서 설정해야 한다.

(Min 0.2ms, Max : 10ms)

￫  Power : 레이저 세기를 설정한다.

◦ Guide 수동 제어 : 지시빔을 On/Off 한다.

◦ Laser 수동 제어 : 레이저를 On/Off 한다.

[Active laser 상태에만 제어가 가능.]

◦ Index 수동 제어 : 설정된 Angle 각도 만큼 Index가 Turn 한다.

◦ 상하 스테이지 이동 : Move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위치로 이동하고 좌,

우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x축 스테이지를 좌, 우로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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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태 창: 레이저 빔 및 x축 스테이지 위치, 입출력 상태를 표시하는 창

[경광등]

• Green : 메인 전원이 인가된 경우 점등된다.

• Yellow : 레이저 및 스테이지가 준비 완료된 경우 점등된다.

비상 정지 시 깜박거림.

• Red : 레이저 출사 시 깜박거림.

 

4) 가공 창: 용접시간, 수(Hz), 레이저 출력을 표시하고 용접을 시작 또는

정지하는 창

가공 시간 및 횟수, 레이저 출력을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설정된 레이저 데이

터대로 가공 Start 및 Stop 한다.

• Run Time : 가공 시간을 표시한다.

• Total Count : 가공 횟수를 표시한다.

• Laser Power : 레이저 출사 시 출력을 표시한다.

• Start : 가공을 시작한다.

• Stop : 가공 시 가공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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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이저 제어 활성화 버튼 : 사용자가 용접 시 레이저를 출사하지 못하도록

레이저 제어버튼을 활성화 하는 제어 버튼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예를 누르면 레이저 제어 버튼이

활성화 된다.

=> 비상정지 상태이거나 Laser Error 또는 Laser not ready인 경우 레이저

를 활성화 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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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시 메인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창이 뜨고 프

로그램이 자동 종료된다.

스테이지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레이저 통신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6) 레이저 동작 순서

① 단상 220V 전원을 ON 하면서, PC 전원을 ON 한다.

② 조작 판넬에 메인 전원 스위치를 ON 한다.

③ 레이저에 키 스위치를 Remote 쪽(왼쪽)으로 돌린다.

④ PC 화면에 ZrLWS.exe 실행파일을 더블 클릭한다.



- 32 -

⑤ 용접시편을 인덱스에 고정한다.

⑥ PC 프로그램에서 Guide를 ON 시킨다.

⑦ 비젼 화면을 보며 x축 스테이지를 좌우로 이동시켜 원하는 용접위치를

세팅한다.

⑧ 용접위치 세팅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 [Inactive Laser] 버튼을

눌러 레이저 제어 버튼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⑨ 편집 창에 레이저 조건을 변경한 후 [Apply]를 누르면 상태 창에 레이저

조건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설정된 조건에서의 레이저 출력 계산

치가 표시된다.

⑩ [Laser ON] 버튼이나 [Single Shot] 버튼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출사시켜

원하는 용접조건을 찾는다.

⑪ 모든 준비가 끝나면 Air를 수동으로 조작한 후 Start 버튼을 누른다. 설정

된 각도만큼 인덱스가 회전하면서 레이저가 출사한다.

⑫ 용접을 모두 완료한 후에는 ZrLWS.exe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⑬ PC 를 종료 한다.

⑭ 레이저에 키 스위치를 OFF 쪽으로 돌린다.

⑮ 조작 판넬에 메인 전원 스위치를 OFF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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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이저의 안전에 관한 고려사항

1) 레이저장치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화재, 감전, 폭발,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전원은 반드시 220V 단상전원이 인가되어야 한다.

3) 레이저장치 설치 시 사용할 위치를 결정한 후 제품이 고정될 수 있도록 고

정장치를 설정해야 한다.

4) 레이저장치의 내부에 물이나 가연성 가스, 인화성 물질이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화재, 감전, 폭발,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본 용접장치는 반드시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6) 설치된 제품이나 장치를 밀거나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

해, 감전 등의 위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7) 레이저장치 동작 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냄새 또는 연기가 발생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다음 기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이

때 전원 차단은 주전원까지 차단한 후 이상발생의 원인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재 및 감전과 같은 위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8) 외관 청소 시 솔벤트(solvent)류와 같은 세제는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천으로 청소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 변형 및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9) 레이저 용접장치 위에 무거운 물건을 놓거나 올라가지 않는다. 상해 및 기

기의 손상 요인이 될 수 있다.

라. 레이저 사고 예방에 관한 고려사항

1) 기술자가 기기를 전문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 본의 아닌 레이저 복사광에 대한 노출에 대비하여 관련자 및 3자에 대한

보호를 필수로 한다.

3) 레이저 위험지역 내의 모든 사람들은 레이저 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

한 보안경 (goggle)을 착용하며, 보안경의 착용 전에 보안경이 해당 레이

저의 파장에 적합한 정상적인 제품인지 확인한다.

- 보안경 요구사항

[파장 : 1064nm (또는 1070nm), Optical Density : OD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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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Zircaloy-4 튜브 용접실험 및 성능 조사

제 1 절 예비 용접실험 및 성능 분석

가. 용접시편 준비

파이버 레이저 용접기를 이용하는 예비 용접실험에서는 지르칼로이-4 튜브

용접부의 비드 형상(bead dimension)의 관찰과 용접 깊이가 조사 비교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편은 외경 10 mm, 두께 0.5 mm의 지르칼로이-4 피복관과

봉단마개이며, 그 시편의 이음 형상은 그림 18과 같다. 이때 지르칼로이-4 용접

시편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메타놀 용액에 30분간 세척한 다음 건조기에

의해 60℃로 건조시켰다. 그리고 레이저용접 시 용접시편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그림 19와 같이 특수하게 설계된 보호가스용 노즐을 사용하였다. 그림 18에서와

같은 원주 방향의 튜브용접은 파이버 레이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가능한

용접 폭과 용접 깊이가 적절하게 용접하기 위한 이음구조를 가졌으며, 두께 0.5

mm 이상의 깊은 용접을 위해서는 높은 파워밀도를 갖도록 레이저를 집속시켜야

하고 용접 중에 집광렌즈의 흄(fume) 제거 및 용접표면의 산화 방지를 위해 고

순도 헬륨(UPC grade)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원주방향의 용접 조건에 만족하

도록 보호가스용 노즐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주)  제공된 TUBE 를 절단 가공한다
       내경 Burr를 제거시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외경의 Burr 제거시 ㅗ 가 매우 중요하다.

       표면의 산화로 인하여 반듯이 선반가공(600rpm 이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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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지르칼로이-4 용접시편의 이음 형상

그림 19. 보호가스용 용접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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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레이저 용접장치

본 실험에 사용한 레이저는 IPG 사의 150W급 pulse형 Fiber 레이저이며 모

델은 YLR-150/1500-QCW-AC 이다. 레이저 장치의 제원은 표 1에서와 같이 자

세히 나타내었다. 레이저 소스에서 발진된 빔은 빔 확대기로 확대된 후 집광렌즈

로 집속되어 50um SI형 광섬유를 거쳐 용접시편 위치로 전송된다. 그림 20에서

와 같이 광섬유로 발산되어 나오는 레이저는 광섬유와 연결된 전송용 광학기기

에서 두 개의 렌즈를 통하여 재집속되어 원하는 목적의 위치에 용접하게 된다.

레이저의 집광렌즈는 초점거리가 135mm이며 레이저의 스폿 크기는 약 900um

내외이다. 그리고 전송용 광학계는 x축 제어장치에 연결되어 용접속도와 용접시

편의 위치를 정밀 조정하게 하였다.

표 1. 파이버 레이저장치의 제원

그림 20 파이버 레이저의 전원장치 및 전송용 광학기기



- 37 -

다. Zircaloy-4 시편의 비드 관찰 및 용접단면 조사

본 실험에는 전송용 광학계를 이용한 bead on plate 형태의 튜브 용접시편

에 대한 비드 표면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그림 21은 펄스폭 10ms, 반복율

5pps, 레이저 출력 150W(laser power 100%)로 하였을 때 지르칼로이-4 봉단마

개 용접부의 비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He 보호가스의 유량은 90리터/분,

용접속도는 2rpm으로 하였다. 용접실험 결과에서는 비드 폭이 1.0-1.1 mm 내에

서 보여주고 있으며, 비드 모양은 대체로 매끄럽게 나타났다. 그림 22은 레이저

용접 시 보호가스용 노즐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교 관찰한 사

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지르칼로이-4 튜브용접을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레

이저 변수는 얻었으나 실제로 LVDT 용접 제작이 적용될 때는 추가적으로 He

보호가스의 적정 유량에 대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단 봉단마개 용접표면) (하단 봉단마개 용접표면)

그림 21.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한 봉단마개 용접 비드형상(×20)

(보호가스용 노즐 사용 경우) (보호가스용 노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림 22. 지르칼로이-4 레이저용접의 비드 표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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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및 그림 24는 지르칼로이-4 튜브 용접의 외관 관찰 후 용접시편을

절단하여 상단 봉단마개와 하단 봉단마개 부분의 용접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여

기서 봉단마개와 피복관 사이의 용입(penetration depth)은 1.09-1.3 mm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피복관의 두께보다 2배 이상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23. 상단 봉단마개의 용접 단면(×40)

그림 24. 하단 봉단마개의 용접 단면(×40)



- 39 -

제 2 절 추가 주변기기 보완 사항

가. 전송용 광학기기 개선

파이버 레이저용접 예비실험을 위하여 보다 개선된 전송용 광학기기가 사용

되었으며, 그림 25에서와 같이 레이저장치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비교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송용 광학기기의 변경 전의 내용을 요약하면 전송용 광학계

외부에 collimation 렌즈를 장착하여 이를 전송한 레이저가 약간 수렴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때 적용된 195mm 초점거리의 집광렌즈에 의한 실제의

거리는 137mm 정도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 후

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26과 같이 단일 렌즈로 제작된 collimation 렌즈를 수

차 보정하여 구성된 doublet 렌즈로 대체하였으며, 이때 레이저의 출사 빔이 가

지는 발산각을 NA=0.1, 광섬유의 코어 직경이 50um이어서 doublet 렌즈의 초점

거리는 28.1mm로 하였으며 또한 F# 는 5의 값을 가지게끔 설계하였다. 상기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광학적 렌즈의 법칙에 따라 계산되어 진다. 그리고 개

선된 전송용 광학기기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스폿 크기는 대략 0.35mm의 직

경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은 레이저의 스폿 크기의 계산방법을 나열하였다.

그림 25. 전송용 광학기기의 변경 전과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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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Doublet 렌즈를 이용한 초점 위치

image 1 × NA 1 = image 2 × NA 2의 관계(Lens's Law)에 의하면

0.05mm × 1/(2 × 5) = image 2 × 1/(2 × 34.5)

image 2 = 0.3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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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방향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는 LVDT 제조용 레이저용접 장치설계와 제작을 완

료하였다. 전용 레이저장치 설계에는 국내외 기술 분석과 파이버 레이저용접 기

술동향, 그리고 예비 용접실험, 용접시편 분석 등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본 장치는 계장 캡슐장치의 고도화 및 이종금속 간의 마이크로용접의 중요성

으로 인하여 조사시험용 핵연료 부품가공에서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한 용접기술

이 세계적 추세로 볼 때 활발히 사용될 전망이며, 향후에는 방사선 환경에서 사

용할 수 있는 고온재료용 계장캡슐, 3-pin FTL(Fuel Test Loop)에 장착될 시험

연료봉 제작에 활용될 것이다.

본 장치가 완성되면 현재의 조사시험 연료봉, 압력 측정용 그리고 변형 측정

용 LVDT 계장 캡슐의 제작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 부

품의 수입대체 효과로 인하여 연구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조사시험

관련 연구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는

마이크로용접이 자체 개발됨으로써 LVDT 부품 개발, 용접시제품 국산화 및 이

종금속 seal tube의 용접성능 검증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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