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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체북

KMRR 핵연료 용단마개의 레이저 용접연구

I I. 연구의 북척 및 중요성

본 연구는 KMRR 핵연료 봉의 제조률 위한 aluminum 붕단마개 용접

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며， 원차로내에셔 핵연료 연소시 용첩부의

안전성과 핵연료의 성능 향상율 고려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뻐RR 핵연료 용딴마개의 용첩운 내부면이 U-Si-Al 심재로

포함훤 aluminum 피북관과 aluminum 봉단마개몰 연결하고 맞나는 부분올

원주 방향으로 용접하여 밀용하는 것이다. 또한 때RR 핵연료 봉률이

훤자로에셔 가동되는 동안 핵분열 물질의 누훌 가능성이 눔운 부위가

용접된 부분이거 때문에 결함이 없는 건전한 용첩은 핵연료의 안전성과

수명에 칙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운 핵연료 용단마개 용첩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원자력 분야에셔는 레이저툴 이용한 용접기술에

대하여 많운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핵연료 관련된 레이저

용용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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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K뼈R 핵연료 용단마개의 레이저 용접율 위한

이론책 배경율 분석 정려하여 기초자료률 제공하였으며， 레이져 용접서

aluminum 채료에 척쩔한 용접변수률 선정하여 실체 모델인 붕단마개의

용첩샘플율 제착화고 그에 따륜 용접부의 욕성율 조사하였으며， 앞으로F

aluminum 봉한마개 용첩올 위한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법위

1. Nd:YAG 레이져 용접올 위한 이폰척 배경

- 레야저와 금축상호작용의 모델럼 분석

- 플라즈마가 레이저 가공애 미치는 명향

- 레이저 용접시 레이저변수의 최척화

2. Aluminum 판채의 레이저 용첩톡성 분석

- 레이저 훌력과 레이저 용접변수악 관계

- 훨스형 Nd:YAG 돼이처 용첩결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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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판재료의 레이처 절단 특성조사

- 쩔단용 노줄 설계 맞 제작

- 절단압력과 밭산각에 따른 절단폭 분석

4. KMRR 몽단마개 용접샘플 제작

- 용접생풀 준비 및 주변장치 개발

- 용첩생플 처}착과 향후 개선책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1. 본 연구에셔는 레이져 에녀저가 재료면에 입사되는 mechanism

율 2 가지 모델로 나누었으며 이들울 각각 분석하였다. 첫번째 모텔에

의하면， 입사되는 에너지는 시현의 반사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는

혈쳐리 빛 박판 용첩에서 나타나는 에녀지 천달 mechanism 이다.

두번째 모텔에 의하면， 플라즈마의 발생 복성에 의하여 입사되는 레이처

에녀지가 결정되는 것요로써 seam 용접 및 cutting 등의 가공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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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에녀지 전닿 mechanism 이다. 륙혀 seam 용첩의 경우， 레이저

어l녀지률 채료변에 천랄하는떼 풀라즈마가 어떤 형향율 며치는지 얄아

보았고， 용첩에 필요한 레이처 흩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았다.

2. K뻐R 핵연료 봉단마재의 용첩구조물옳 구성하는 aluminum 에

대한 레이처 용첩변수롤 bead-on-plate 방법으로 비교 조사하였다.

흡학 용첩부위어I 발생하는 기공혐성과 spatter 풍의 용컵 결함에 대하여

얄아 보았다. 이러한 용첩 결합율 방지하기 위하여 훌라즈마 발쟁에

훨요한 문력치 파워 밀도보다 약간 놓은 따왜 밀도거 요구됨율 알 수

있었으며， 보호가스로 헬륨율 사용 할때가 아르곤율 사용 할때보다

가공의 벌생이 척었다. 집광 렌즈의 춧점율 용밍이 가장 깊게 일어나는

위치에셔 시현의 표면 위혹으로 할때， 그러고 bead-on-plate 용첩법보다

but 용접법에서 spatter 가 척게 나타났다.

3. Nd:YAG 레야져롤 어용하여 철판실험율 수햄하였으며 박판채료에

척합한 철단합력과 레이저 발산각에 따륜 철단폭 조사 그러고 최척

철단조건올 제시하였다. aluminum 판채의 레여처 절단실험에셔는

쩔단압력어 3 kg/ern' 띤 경우 절단속도롤 총가할 수몹 절단폭이 _0.32

에셔 0.35 mm 범위내에셔 거의 비숫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레이저

입력에녁지에 의해서 륙정된 발산각과 실체로 스테인레스강의 레이저

절단에셔 생긴 절단폭올 비교 조사하였율 때 발산각이 클 수혹 철단폭이

넓어지는 겸향올 보였으며， 이론치인 스풋지름에 비해 절단폭이 약간

커점율 알 수 있다. 이것은 레이처 절단시 산소기체룰 분사시격

산화반옹올 일으켜 절단면올 제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4. 핵연료봉이 18 계로 이루어잔 빠짧R 핵연료칩합체， 측 moc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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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펀율 이용하여 레이저 용첩샘플올 제작하였다· KMRR 봉탄마개

용첩제작에셔는 용첩부의 버이드 모양， 스때터링 그리고 용입상태가

양호한 검사결과률 얻었으나， 본 실험에 사용된 aluminum 재료는

국내에셔 생산된 것이므로 채질상의 문제로 여겨지는 용첩금속내부의

균열아 발생하였으며， 또한 봉판마개시현의 절삭가공시 aluminum

봉단마개 륨새에 잔류하고 있던 불순물이 기화되면서 가공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접결함율 체거하기 위해서 봉단마개시편의

셰척방법율 개선할 것이며， 용접부의 내부균열문제는 내년초에 사용하게

·될 순수 aluminum ( Al 99.6 % ALCAN CA 14022 ) 으로 만든

용단마개시펀올 이용하면 용첩금속내부의 균열은 방지될 것으로

보여친다.

5. 컬론척으로 본- 연구에셔는 때RR 핵연료 제조시 aluminum

봉단마개의 레이저 용첩기술 개발과 이에 따른 각종 재료의 레이저

철단가솔 개발올 북표로 하여， 실제로 빠mR 핵연료 제조에 사용하게 될

핵연료봉율 시현으로 하여 봉단마재 용첩의 성능실험율 동하여 레이저

용첩기술율 확립하였고， 또한 Nd:YAG 레이저툴 이용하여 박판재료의

최척 철단조건율 위한 기본방향올 J 제시하였다. 앞으로 KMRR 핵연료

봉한마개 용첩외 신뢰성율 얻기 위해셔는 몽단마개용첩의 geometry 별

성눔시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륜 용첩실험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축척훤 레이저 가공기술은 향후 국산확되고 있는 핵연료

쩨조공장 시젤에셔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개량혐 핵연료 개발에도

필수척인 기솔로셔 기대가 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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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계획과 셜척의 대버표

당 초 계 획 연 구 설 척

1. 레이져률 이용한 Aluminum

용첩의 회척 용접변수 연구

2. 봉단마개 용접율 위한 구동

장치 및 용첩치구 셜계

3. 빠1RR 핵연료 봉한마개 용접

샘플 준비 맞 톡성분석

1. Aluminum 용첩율 위한 금속

상호좌용의 모텔링 푼석

2. 용단마개 용접용 챔버제작 및

구동장치 개발

3. 때RR 핵연료 봉단마개 용첩

샘플 쳐l작 및 륙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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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Laser Welding of Aluminum for End-Caping of

K뻐R Nuclear Fuel Elements

II. Op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selecting of proper welding process for aluminum end

, -capping of KMRR nuclear fuel elements is considered important

in respect to the soundness of weldm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nuclear fuels during the operation in

reactor. ‘ The probability of leakage of the fission products

is mostly apt to ·occur at the weldment , and it is connected

directly with the safty and life prediction of the nuclear

reactor in operation.

The al‘uninurn end-caps of KMRR nuclear fuels are welded

뻐d sealed up ~ircumferentially ， connecting end-cappping and

U-Si-Al fuel rod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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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ser welded specimen and make

some samples for the end-cap welding of KMRR nuclear fuels.

This study will als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sign and improvement of KMRR nuclear end-caps 찌elding.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Nd:YAG laser welding

- Study on the modelling of the relations between laser

and materials

-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lsma formation during

the laser material processing

- Optimization of the welding parameters for the laser

material processing

2. Investig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ser welded

aluminum sheet for KMRR nuclear fuel elements

-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laser input energy 삐d

laser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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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f the weld defects during the pulsed Nd:YAG

laser welding

3. Investig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ser cutted

specimen of the material sheet

- Design and manufacturing of the constricted nozzle for

the laser cutting

- Analysis of the kerf width of the laser cutting depending

on the cutting pressure and beam divergence

4. Manufacture of the laser welded' samples of the end caps

for the K뻐R nuclear fuel elements
-‘
-、

- Preparation of the welding samples of the end caps for

the KMRR nuclear fuel elements

- - Modification of the automatic rotary instrument

’ Improvement of the laser welding procedure of the end

caps for the KMRR nuclear fuel elements

- 10 -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In this study, the materials principles and theories

for the laser welding of aluminum materials were analyzed·

and reviewed. The mechanism of material surface to high

power pulsed laser is divided into two models.

1) The first medelling is exploited in surface hardening

and conduction welding , and thermal coupling efficiency is

definded by the absorptivity of a target.

2) The second modelling is exploited in seam welding,

cutting and drilling. A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to

determine laser power density and the pulse width , and to

find the effects of the plasma formation on laser seam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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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were investigated by bead - on - plate method.

In order to prevent aluminum materials from the weld

defects , it IS required that laser power density IS

앙뺑·상y higher th뻐 that of the threshold for the plasma

generation. Especially it can be also seen that helium

gas IS more effective than argon gas to decrease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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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experiments of the Nd : YAG laser cutting for the

material sheets were carried out , and the optimun conditions

of the laser cutting were presented. The more increasing

the cutting speed with the cutting pressure is 3 kg I em'

using the aluminum sheets , the kerf width of the laser

cutting was much the same. Also , with increasing the beam

divergence , the kerf widths of the laser cutting became

wider slightly.

4. Laser welded' samples of the nuclear assembly with

18 elements were assembled , and the automatic rotary

instrument and the welding chamber were developed for the

aluminum end caps of the KMRR nuclear fuel elements. The

investigation of the laser welded samples for the aluminum

end caps of KMRR nuclear fuel elements was came out

sufficient to give the reliability to the 'results , of the

weldments.

5. In' conclusion ,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laser

welding technology for the aluminum end ‘ caps of KMRR

nuclear fuel elements 삐d to optimize the laser cutting

parameters for the material sheets. So , it is applied

in the laser materials processing of th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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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utility of the nuclear fuel assembly and developing

the advanced nuclear fuel assembly with the grids and

ID1x1ng v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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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omparison Between Research Program and Achievement

Research Program Achievement

1. Optimization of welding
parameters for the laser
welding of Aluminum

2. Design of automatic rotary
instrument / weld chamber
for end caps of KMRR fuel
ro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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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oretical modelling for
laser welding of Aluminum
were investigated.

2. Automatic rotary instrument
and the weling chamber
were completed.

3. Welding characteristics of
the laser welded specimens
were investigated and the
weld samples of 뼈RR end 
caps were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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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1 창 서 론

때RR 핵연료 제조에셔 Aluminum 용단마개 용첩은 중요한 요소로셔

용첩부에 대한 고품질과 신뢰성율 확보하는 데 있다. 핵연료 피복관과

봉단마개를 용접한 부위는 핵연료의 원자로내 연소중에 핵분열 물질의

누롤이 놓운 부분으로 원자로의 안전성과 칙결되는 문제야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같윤 핵연료 봉단마개 용접의 중요성으로 언하여

원자력 분야에셔는 레이져률 이용한 용첩기술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철청이다.

때RR 핵연료 봉한마개용접운 내변이 U-Si-Al 섬재로 포함된 aluminum

피북관과 aluminum 용단마개률 연결하게 하고 맞나는 부분율 원주

방향으로 용첩하여 밀봉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제조훤 36 개와 18 개의

핵연료봉 다발율 조립한 것이 K뻐R 혐 핵연료 집합체이다. 현재 핵연료

봉딴마개용첩율 위한 상용화 단계의 용접방법으로는 전자빔 용접~ TIG

용캡 그리고 레이져 용첩으로 르게 3 가지로 운류될 수 있다. 이상의

질제척인 용첩법율 용첩부의 기계척 욕성， 용첩성 그러고 용접셜계의

경제척인 관챔에셔 고려하여 붙때 천자범 용첩운 aluminum 용첩에서

고진공 챔버가 휠요하며， TIG 용첩인 경우 높윤 입열로 안한 얼변혐이

심하여 용첩부의 결함이나 기공발생이 문제로 되고 었으므로 핵연료의

용단마채용첩에는 척합하치 못하다.

현채 핵연료 용단마개용접관련 연구는 캐나다의 AECL 사에셔 천차빔

용첩으로 고진공 챔버내에셔 획전 치구률 이용하여 연속적인 용접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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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햄되고 있다. 레어처에 의한 용접방법으로논 잔공챔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많윤 뼈연료의 용접제착이 자동화될 수 있고 공정의 단혹파

경제성윷 향상시킬 수가 있어셔 레이져로 대체되고 있는 중이다.

예률툴변 PWR 핵연료에셔는 zircaloy spacer grid 의 용첩， 핵연료

피북관의 He 가스 벌풍용첩， 온도혹정율 위한 Ii 열천대용첩 그리고

여러가지 개량형 핵연료 부품의 정힐용첩둥에셔 매우 다양하게 활용도}고

있다.

따라셔 본 연구에서는 레야저률 이용하여 aluminum 판재의 최척인

용접변수 조사 그리고 aluminum 봉한마채 시현율 제좌하여 레아저 용용

가능성율 검토하였다. 아래와 제 2 장에셔는 Nd:YAG 레아져 용첩율 위해

이론적인 배경과 모델링에 환하여 기술하였다. 측 레이져와 채료상호

작용에 대한 메카니츰올 분석하였으며， 레이처 용접시 플라즈마형성이

레이처 가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내용율 분석 청러하였다. 또한

펄스혐 Nd:YAG 레이저 용첩에셔 척합한 레이져 변수의 선청방법올

분석하였다. 체 3 장에서는 aluminum 재효에 대한 레이저 툴력과 레이져

용첩변수의 상호관계， 레이저 용접변수에 따륜 용입형상율 초사하였고，

휠스혐 Nd:YAG 레이저 용첩에셔 발생하는 용첩결함에 대한 검사내용율

기솔하였다.

제 4 장에셔는 Nd:YAG 레이처률 이용하여 박판재료의 철단실험과

그와 환련된 철단륙성 조사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러고 제

5 장에셔는 국내에서 생산훤 하uminum 채료로 만든 봉단마개시훤올

레이처를 이용하여 생플올 체착하였으며 앞으로 핵연료의 aluminum

용단마개 용첩율 위한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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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2 장 레이처용첩을 위한 이론

1960 년 쳐폼으로 루비 레이저가 개발된 후 고체 레이저펙 발달은

계속되어 왔으며 레이처의 산업척 이용은 증대되었다. 그 중 Nd:YAG

레이저는 다륜 고체 레이처에 버하여 고반복륨로 동착할 수 있고 날운

발진 문턱 치 ( threshold for laser oscillation )률 가지는 장점 때문에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고체 레이저이다. Nd:YAG

레이저는 1970 년대이후 상용화되면서 레이저 용첩， 절단， 열처리.

구명가공 및 marking 등에 이용되면서 전자소자의 제조， 의료， 항공기，

자동차 등의 분야에 널리 옹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셰에 비추어 Nd:YAG

레이져 가공의 원리률 이해하고 이툴 토대로 레이처 제어 변수률

조절함으로써 레이처 가공 효율과 가공 특성을 좋게하는 것용 중요하다.

볼 장운 먼저 레이저 가공시， 레이처 에너지가 시편에 어떠한

mechanism 으로 전달되는가률 밝혔으며， 특히 높문 파워밀도의 레이처

에녀저가 금속변에 조사휠때 발생하는 프라즈마가 레이처 가꽁 효률에

어떤 영향율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레이처 가공에

필요한 레이저의 출력이 어떠한 조건올 만촉해야 하며， 이때 레이저

훌력율 어떻게 제어하여야 하는가률 살며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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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 1 훨훌 러1°1 :;처 。11 1-1 :;ξ1 7 1- 주중즘륙특란 어1

졸홈r:--===루: 도경 훈는 도과걷킹

본 절에서는 레이저 가공시 해이처의 에더차카 시현에 천달되는

과정올 살펴보고자 한다. 레이저 가공에서 에너지 전닿에 관계하는

변수는 레이처의 따워밀도， 레이저의 따창， 레이저 가공셔발생하는

프라즈마의 총류， 레이저의 펄스폭， 레이저의 시간척 공간척 분포 톡성，

보호가스의 종류， 시현의 표면 상태， 시현의 물리 화학척 성질 둥여

었다. 혹히 위에서 옐거한 여러 가지 변수률이 프라즈마 발생 유무예

따라 그 특성이 코게 달라지므로 [2-1] ， 그 발생 유무에 따라 2 가지

에너지 전달 mechanism 이 있다.

첫째는， 표면 경화등의 얼처리 가공 및 앓운 판채의 용첩에 요구되는

낮은 파워 밀도의 레이저 상태에셔 착용하는 에녀지 전달 mechanism

이고， 둘째는， seam 용접 cutting, 구멍뚫기 등의 가콩율 할때 요구되는

높온 따휘 밀도의 레이저 상태에서 작용하는 프라즈마 발생 mechanism

이다.

1-1‘ 에너지 홉수가 시현의 반사도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앞에셔도 언급하였듯이 레이저의 에냐지가 금속변에 천탈되는

mechanism 은 레이처 가공의 종류에 의하여 결청되는 파워 밀도에

의폰하여 달라치는데， 레여져 열처리와 박판 용첩운 시환의 기화가

생기면 곤란하므로 셰심한 온도외 조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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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레이저빔에 의한 표변 경화 처리는 내마모성율 요구하는

피스톤링， 디이첼의 linner , 캠축과 르랭크축 등의 분야에 융용되고

있으며， 이는 철단이나 드힐링과 같이 가열된 부분이 제거되는 공청과는

탈리 모재에 투입환 어}녀지가 모재 내부로 전탈되어 가계적 채료척

성질률올 변화시키기 때문에 올도 변화에 대한 청보률 청확히 알아야

하며， 실제 산업에 옹용하기 위하여 표변경화에 영향율 미치는 공정

변수률에셔 경확충의 폭파 두께률 여l혹하고， 기계척 성질률이 우수한

최척의 공정 변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레이져에 의한 짧은 판재의

용첩 및 열처리는 다옵의 3 단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첫째로， 레이저 빔이 재료의 표면에 주사되기 시작하면셔 한정된

구역에셔 온도가 상옴에셔 훤하는 온도까지( 열처리 온도， 용융옴도 )

올라가는 과정‘

툴째로， 레이저 법이 이통합에 따라 공착물이 예열， 가열， 냉각상태롤

거치는 준안청 상태.

셋째로， 상올까지 냉각되는 비정상 상태의 열유동과정.

이때 환천한 옹도 해석올 할려면 위의 3 단계툴 3 차원 척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볼철에셔는 레이저 용첩에셔 발생하는 레이저의

금촉면 홉수 mechanism 에 환심이 었으므로 용입 깊이에 칙첩척인

관계판 었는 첫째 단계만 알아보기로 한다. 이률 위하여 아래의 척철한

가청올 하였으며 [2-2 )， 이를 토대로 1 차원척인 옹도 분포를 알아

보았다.

1. 채료의 불리척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k ’( tbermal diffusivity) ,

K ( thermal conductivity) 는 올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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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체와 빽체의 경계훌 무시하고， 재료의 용융첨 (Tm) 은 다옴파 칼올

effective temperature( Tm') 로 정의한다.

Lm
Tm' = Tm + -

c
Lm: 용융참열 C: 비혈

3. 재료의 깊이 방향(z) 의 열천도에 의한 손실만 고려한다. (대류，북사，

r 방향의 혈전도는 무셔 )

4. 얼원은 재료의 표변에만 존채한다.

5. 끓어 오르는 금속 증기는 이온화 되저 않았으며 레야저 팡에 대하여

투명하다.

먼저 레이저에 의하여 금속 표변에 프라즈마가 발생하는 경우 가정 3

과 5 는 정립하지 않으며 새로훈 방법의 모델힘이 필요하다. 반면에

입사되는 레이져의 따워밀도가 크지 않율 경우는 금숙 층기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급속 증기는 레이처 파장에 대하여 률뜬 상태( resonant

transitions)로 될 에너지 준위툴 가지고 있지않고， 또 레이처의 photon

에녀지가 원자률 이올화 시킬만큼 충분하져 않으므로 레이저빔에 대하여

투명하다.

그러고 가청 4 에셔 레이저범 즉 전자거따가 금속변에 도달하변 천자는

레이처의 강한 electro-magnetic field 에 의하여 힘울 받아 에너지롤

얻게 된다. 이러한 전자는 전자파롤 다시 방훌하거나 다른천차，

phonon 9 ionized impuritY9 defect structure 등과 충롤하여 열에녀지률

발생시킨는데， 이러한 멸훤운 물질의 굴절롤에 따라 다르나 금숙의 경우

0.1 따이크로미터 이내아다.

- 25 -



특히 phonon 에 전달된 에너지는 열에너지로써 금속의 옴도 상승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야러한 멸에너지의 변환 속도는 전자의 mean

collision time 에 관계 되는데， 이값은 10 - ~ 0 sec 청도로 레이저의

훨스폭에 비하여 짧윤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레이저 에녀지를 금숙

표변에서 생기는 순간척인 열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의 가정올 고려하면 금속 판재의 용도를 결정하는 열전도 미분

방정식온 다옵과 같이 쓸 수 었다.

L
R

d' T(x ,t)

dx'

dT(x ,t)

dt
(1)

금속의 온도는 방정식 1 과 경계조건에 의하여 온도가 시간척

공간척으로 결정된다.

A. 채료 표면의 기화가 없율 경우

금촉 표변의 기화가 없율 경우 경계조건 빛 초기 조건은 다옵과 같다.

-I{

、
.
，
，
.
，•

+L


·f
-

x
-삐

-
·
없

=0 for x=le , o<t<tbt

=α let) for x=O , O<t<t~

T(x , t)=O for t=O , O<x<le

(2)

(3)

(4)

여기셔 It , tv , t bt 는 각각 시편의 두께， 표변에서 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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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시간， 레여저의 에녀치가 시편의 천도에 의하여 시흰외 반대현

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올 나타낸다· 1 식율 O<x<lt의 구감

척분하고 dle/dt =0 와 식 5 률 이용하면 식 1 운 석 6 과 같이 활 수

었다.

숲 {j;t T(X t)dX } =었t 텔:fL dx + T(x=1t t}혔 ( 5)

'd x x=le

d T
(6)

T
i、d

t
f,‘‘

Ln

d X

열전도 미분 방정식올 나타내는 식 6 애 경계조건 2t 3 율 척용하변

다몸과 같다.

‘,,,/4L
t
’
’
.
、따

K

Ln

--XJu4Lxnt
1i

nU

f--/
--+L

」
U

-
」
u

(7)

이때 trial solution 올 가정하변 다옴과 같다.[2-3J

T(xtt)=T(Ott) [1- xl δ (t) )~ exp(-xl δ (t))
for O<x< δ( t) t δ( t)<le

=0 for x> δ (t) (8)

여가서 δ(t) 는 레이저에 의하여 에녀지가 천도된 깊이롤 나타낸

것이며， 이러한 trial function 올 9 식에 대입하여 척분하면 열천도

미분 방청식운 9 석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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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 T(O ,t) δ (t) ] =
dt

k ’ α I( t)

[1 - 2 exp(-l)]K
(9)

그라고 경계조건 3 운 8 식에 의하면 다옵과 칼다.

3KT(0 ,t)

δ (t)
= α I( t) ( at x=O) (10)

레이져의 파워 밀도가 step 함수로 간단한 모양이고 서현의 레이저

홉수율이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올 가질때 열전도 미분방정작과

경계초건에 의하여 표면의 옹도와 열전도깊이 δ(t) 가 어떤 꼴로

나타나는지 알아 보기위해 9 식울 척분하면，

(11)
I α

}~ -
K

k ’ t ~

T(O , t) = {
3[l-2exp( -1)]

3 k’ t
δ (t) = { } % (12)

1-2exp(-1)

11 식파 12 식의 결과는 경계조건율 시현의 기화가 없고 시현의 반대펀

변에셔 온도가 0 으로 가청한 것이다. 1t}휘 벌도가 작아셔

TOt , t :J..) 카 O 이 아닐 경우의 시깐 t .l..이 표변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tv착올 경우 측 δ (t :L )=lt얼때 T(O , t :L) <Tv얼 경우 t :L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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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 1-2exp(-1)] Ie"

3 k ’
단

α I Ie

3 KTv
< 1 (13)

이고， 반대의 경우 측 셔펀의 두께가 충분히 커거나 파워 밀도가 커셔 :

표변에셔 기화가 먼저 일어날 경우 tv는 다옴과 같다.

t v ={
3( 1- 2exp(-I)] K Tv

} { }" 한

k ’ aI

αI Ie
> 1

3 KTv
(14)

마찬가지로 11 , 12 식에셔 재료가 용융되기 시착하는 시간( tzn) 율 계산

할 수 있고 일한척으로 레이저 가공에셔 표면이 기화하여가는 깊이는

천도에 의해 용융되어가는 속도보다 봐르므로 최대용융 깊이 (Srnax) 률

간단하 다융과 같이 활 수 있다.

0.16 I
Srna_= ( tv-trn ) 단 L:e는 용융 참열

αL :e

야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이처의 파워벌도가 클수흡 금속

표면이 돕기 시착하는 시간과 기화하기 샤착하는 시간의 차이가 객게

남올 알 수 있으며 또 용융 갚이도 착융율 알 수 었다. 그리고

레이처의 따워 밀도가 쩡해지변 재질율 최대로 용융시키는 훨스폭도

일정하게 청해짐올 알 수 있다.

B. 재료의 증발이 일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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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속은 상온의 금속 상태를 녹인후 끓는점까지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에녀지보다 끓는점에 도달한 금속올 기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녀치가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레이져에 의한 금속의 증발 현상올 다툴때 액체

상태까지의 과정옴 위에셔 기술한 A 에 의해셔 기술하고， 기화가 일어날

때는 경계조건올 다르게 셜청하여 열천도 미분 방정식올 다훈다. 이때

필요한 경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dT
-K -- = 0 for x~lt ， O<t<tb t:. (15)

dx
=a I( t)- (J L xs(t) for x=xe(t»O , tv<t<tb t:. (16)

T(x ,t)=U(x) for t ;l. =t 1 or tv , xa<x<lt (17)

여기셔 x a , (J 는 각각 기화에 의하여 중발한 시현의 깊이확 재료의

밀도툴 나타낸다.

기확가 얼어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열천도 미분 방정식율 xa< x <It

의 구간 척분율 하고 trial function 율 식 18 과같이 정의하면 [2-2]

경계조건과 미분 방청식은 식 20 과 21 로 각각 청해진다.

[x-x.( t)] [x-x.( t)]
T(x.t)=T..... (I- )" exp( - ) (18)

d(t) d(t)

= α I( t) - (J Lx a ( t )

d(t) =1 t:.-x 8 ( t)

3 K Tv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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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1+(KTv/k’ O' L )]
[ α l( t) - O'Lx. (t))

[1-2exp(-1)] K Tv

rU0-
-
，
‘
」

)

-
끼μ

4L

-
t
l
、

H

-
째

α-n--
1ir’’’‘

(21)

21 식은 레이저 출력어 시간에 의존하여 변하지 않는 경우 그 해가

간단히 구해지며， 여기셔는 해의 특징올 살며보고차 한다. 시펀의

표변에셔 기화가 일어날 경우， 표변에 입사되는 기화열로 이용되어 옹도

상송운 더 이상 율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엽사와 더불어 시훤 내부로

천달훤 에녀지는 혈전도에 의한 손실만 존재하므로 온도가 끓는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F.W. Dabby 는 이러한 온도 상승야 끓는첨 이상으로 충분히 켜지면

압력이 올라가 폭팔처I거 현상이 얄어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윤 열전도가 작올수록 찰일어남으로 구멍 뚫기에 필요한 에녀치가

이론척으로 계산한 에녀지보다 척다고 하였다.[2-4]

얼반척인 레이쳐 가공에셔 사용되는 레이저의 따워벌도에서， 거화되는

경계변의 속력은 점점 종가하는데 steady state 에 도달했율때 속력은

다옵과 같다.

x.=
I

0' [ L.....+ CpT,,]
(22)

Steady state 에 도달하는 시칸이 레야처가 동작하는 시간 t p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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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폭팔제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증발되어 없어진 깊이 d 는

다옵과 같이 촬 수 있다.

‘
l
l’/v

1

따돼V
T
UO

f’
l
l‘----’
l
l
/

야g

RX까
피
,
새

ju I( t) dt (23)

측 기화 참열， 비열. 끓는점이 클수록 기확에 의하여 제거되는 갚이는

책융율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mechanism 으로 레이저가 금속변에 입사될때 그 용융

깊이는 미미하다. F.G.Blattner 등은 0 .4 삐W/cm' 의 Nd:YAG 레이져률

알루미늄 판재에 조사할 경우 최고 용융 깊이가 0.2 mm 청도가 되는

것율 관찰하였으며， 수 nun 여상의 seam 용첩에서는 에너지 천달

mechanism 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2-5]

1-2. 프라즈마의 발생이 생기는 경우

앞 쩔에셔 우리는 5 가지 가정올 하였는데， 가정 3, 5 는 레이처의

따얽 필도가 놓아지변 성립하지 않는다. 측 따워 밀도가 놓아지면 금속

표면에셔 방훌되는 전자， 여온， 원자 동율 다량 포함하게 되어， 천자는

역 bremstranhlung 과정으로 에녀치를 얻게 되어 레이저가 금속변에

도달하기 전에 다량의 에녀지가 전자에 흡수된다. 이렇게 처옴 에너지률

얻운 천자는 이온， 현자 등의 다른 입자와 충톨하여 더 많은 입자의

천자률 생성시키고 avalanch 이온화툴 이루게 되어 프라즈마툴 형성하게

된다. 아러한 과정율 간략히 표시하면 그림 2-1 과 같다. V.P.Age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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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프라즈마가 시편의 표변에 형성될 경우 레이저 에녀지가

긍숙변에 도닿하는 경로는 크게 3 가지 경로가 었다· [2-6]

첫째로， 프라즈마률 통과한 후 레이저가 금속변에 칙첩 조사되는 경우，

둘째로， 프라즈마악 에너지가 열천도， 북사， 대류 등에 의하여 시현에

전달되는 경우，

셋째로， 프라즈마에 의해 벨생한 충격파로 시편에 에너지롤 공급하는

경우 둥이 있다.

첫번째 과청으로 레이저 에너지롤 재료변에 에너지롤 천달하는 청우

프라즈마의 밀도가 낮올수룩 유리하며， 두번째 과청에셔는 반대로

프라즈마의 온도가 놓율수록 짧은 따장의 빚율 많이 북사하므로 사현의

에녀지 홉수율이 좋아 유리하다. 그리고 프라즈마가 샤현의 표변에 접혹

되어 발생활 경우 얼천도에 의한 에너지 홉수가 중요하게 된다.

실제로 프라즈마는 옴도가 높아지면 팽창하면셔 레이저가 조사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재료 표면에 머몰려 있지 않게 된다. 프라즈마

팽창에 의하여 생기는 충격파률 통하여 에너지률 시면에 전달하는

mechanism 은 칩광랜즈의 훗점 이와의 부분 가열에 충요한 얼원으로，

역시 프라즈마의 발달에 따라 달라진다.

1. 프.라죠마의 레이저 홉수 및 북사

프라즈마가 레이처범올 홉수하는 과정은 르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느더i1 ， 역 bremsstrahlung 과청과 률뜬상태의 원자률 팡이온화 (

photoionization) 과정으로 에녀지툴 홉수하는 것이 그 것이다. 역

bremsstrahlung 파청으로 알루미늄의 프라즈마가 레이저 에녀지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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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ight --"“J、얘~ thermal
conduction

~~‘A

1=loe-ax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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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_.. . ... ..

IIqu id
interface

tC)

cd )

a) 레이저 홉수와 용융 과정 b) 용융과정

c) 기화 과정 d) 프라즈마 생성과정

그림 2-1. 레이저에 의한 프라즈마 발생과정

( laser induced plasma evolution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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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수할때 그 홉수계수는 다옴과 같다.

h= (1. 37x103S
) W3 T. -1/2 N. (N. +N.A.1/200) (24)

여기셔 h, w, T. , N. 는 각각 흡수계수 (em - :1.), 따장 (W ) , 온도

(K) 률 나타낸다. 두번째 과청에셔 일어나는 레어처의 홉수는 광산한

홉수단면척에 의하여 결정되는테，

z

ν
‘----”’

μ

/
W

T
iι,,‘‘

3
、‘,./

w-----
페
/,,‘
、

gin
9

1
l
A

Xn
Un--L

U (25)

여기셔 b 는 홉수한면척 (em" ), E 는 률뜬 원차의 야옹화 에너지， hv

눈 레이저의 photon 에녀지， 1M 는 수소의 야온화 에녀치툴 나타낸다.

기타 레이처의 에녀치가 프라즈마에 의하여 홉수되는 mechanism 이

D. I.Rosen 둥에 의하여 제안되었는데 (2-1] •

1) Al + e + 3.1 eV = AI· + e

2) Al + e + 6.0 eV = AI-+-+ e

3) Al + e + 2.9 eV = AI-+-+ e

4) AI· = Al + hv

5) Al -+- + e = Al + hv

6) Collisional relaxtion of electron and heavy-body temperatures

7) Al + Al + 3.1 eV = AI· + Al

Al + Al + 6.0 eV = AI-+-+ Al + e

Al + Al ‘ + 2.9 eV = AI-+-+ Al + e

%

ω



Al-+-+ Al + 3.1 eV = AI" + AI-+

AI-+-+ Al + 6.0 eV = Al++ A1-+-+ e

AI++ AI"" + 2.9 eV = AL++ AI-+-t e

여기셔 1, 3, 6 의 과청운 실쳐11 excimer 레이처에서 에녀지를 홉수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이 밝혀졌다. 천자가 레이저로부터 얻은

에녀지률 이은에 천달하는 시깐운 아래식과 같이 표현된다.

t =
252 A T3

/
2

N. Z' In R
(26)

여기서 A 는 이올의 질량율，’ In R 운 프라즈마에 의하여 결정되는

양으로 아래 식과 같으며， 밀도가 1016 cm- 3 이고 옴도가 1 만도

청도되는 프라즈마의 경우 10 -11sec 정도로 매우 짧으며 수 msec 동안

동착하는 레이져 훨스의 경우는 프라즈마 아온파 천자의 온도가 같다고

할 수 있다.

252 A T3
/

2

In R = (26)
2(4 πT .. )1/2e3 N.. 1

/ 2

프라즈마로부터 방롤되는 천차기 복사는 전자의 궤도변화 종류에 따

라 다용과 캄이 세가지로 나눈다.

1) 솜얻}-속박 ( bound-biund transition) , 또는 선스펙트럼 복사 (

line spectrum radiation )

2) 자유-숙박 천이 ( free-bound transition ), 또는 재결합 복사

(recombination rad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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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자유 천이 ( free-free transition) 또는 재동북사 (

Bremsstrahlung radiation)

위의 3 가지 북사 가운데 1 은 선 스펙트럼율， 2, 3 운 연속

스펙트럼올 방률한다. 얼반척으로 복사는 이률 셋율 합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옹의 환전 전리 프라즈마에셔는 3 의 제동복사가 대부분율

차지한다. 이때 단위쳐}척당 복사량운 다옵과 같다.

p = 1.6 x 10 - 3 혹 N:l. Ne Z~ T. :1./2 W/cm 3 (27)

여기셔 Z 는 명균 이온화 전하이다.

2. 레이처에 의한 프라즈마의 발탈

프라즈마의 발달 특정은 레이저 가풍에셔 레이저 에녀지의 금속면

홉수 효율에 칙첩척인 환계가 았으므로 그 발달 륙성율 아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프라즈마가 형성되기 위해셔 어느 한계 여상의 레이저

파워 밀도가 필요한데 이때의 따워 밀도률 SPCI ( Surface Plasma

Creation Intensity ) 라 한다. 형성된 프라즈마는 레이저로부터

충분한 에녀지툴 받게 되면 금속표변에셔 공간으로 잔햄하게 된다.

이러한 잔행이 일어나기 위한 레이저의 파워 밀도률 PITI ( Pasma

Iginition Threshold Intensity ) 라한다. 레이처 에너지가 PITI 보다

커셔 프라즈마가 공칸으로 전햄함에 다라 래이져의 펙워밀도는 훗챔에셔

멀어지므로 줄게되는데， Bremsstrahlung ~로 방훌되는 에더치와

얼천도에 의한 손실보다 착게되변 프라즈마는 소멸하게 된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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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즈마의 위치는 입력되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녀지가 같은 곳에셔

정체하게 된다. 이러한 지점에서의 따휘 밀도률 PMTI ( Plasma

Maintenance Threshold Intensity ) 라 한다. 그러므로 레이저를 접광

시키기 위해셔 사용하는 벤즈의 F# 가 클수록 PMI’I 는 금속변에셔 멀리

떨어진 곳에 폰채합율 알 수 있다.

M.C.Fowler 에 의하면 이러한 PITI 는 첩팡벤즈의 춧첨의 르기에

관계 없이 챔두출력이 최소 2KW 는 되어야 하며 레이저의 반경이 0.05

cm 이하에셔 는 받지름의 제곱에 반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프라즈마가 금속 표변에셔 생겨 PM!’I 률 만촉하는 지점까지 진행하는

속도는 프라즈마에 가해지는 따워 밀도가 를수록 커지는데 숙도의

크기에 따라 LSD ( Laser Supported Detonation )와와 LSC ( LAser

Supported Combustion ) 따로 나눈다. LSD 파는 채질에 따라 다르나 10

MW/cm" 이상의 파워 밀도에셔 발생하며 그 진햄속도도 초음속이다.

LSC 파는 낮운 파워 밀도에서 생기는 것으로 프라즈마가 금속면 표면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레이저 에너지 전달효율올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올

한다.

3. 프라즈마의 에너지 전달 효율

라l이저에 의해 발생훤 프라즈마가 레이처의 에너지 전달효율에

명향올 준다는 사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V.P. Ageev 등은 1-100

MW/cm" 의 따워밀도에셔 실험한 컬과~spot 의 코기가 클수록

천탈효율이 좋옴율 밝혔는데， 프라즈마의 열전도에 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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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명하고 있다.[2-6]

다론 연구가틀에 의하면 프라즈바의 얼천도에 의하어 얼어나는

혈전달효율운 프라즈마가 발생하져 않올때보다 4 배 가량 함상될 수

었으며， 보호 가스의 압력과 종류 그리고 따왜밀도에 따라 달라치고

있옵이 확인되었는데， 파워 밀도가 높아쳐셔 LSD 파가 발생하변

전달효율이 오히려 캅소한다.

반면에 이라한 LSD 따의 발생에 의하여 생거는 충격따가 레여처에

의하여 용융된 용융지 이외의 부분올 가열하는데 중요한 열원으로써

척용하고 있움이 이론책으로 알려졌는데，이러한 과정에 의하여 전달되는

에너지는 열전도 및 북사에 의하여 천달되는 에녀쳐외 1/10 청도인

것으로 알려졌다.[2-8)[2-9]

A.A.Ug1ov 등운 0.1-1 MW/cm" 정도의 Nd:YAG 레이률 헬륨 보호가스

상태에서 titanium 에 조사하여 그 온도 변화롤 혹청하였는데 레이저의

따워 밀도가 PITI 곤처일때 온도가 일정한 추기로 oscillation 하고

있융율 알았다. 이 것윤 단일 펄스의 펄스폭 동안에 레이저 빛올

차단하는 효과와 열천도에 의하여 채료표변에 에너지룰 천달하는 효과가

여러번 발생하는것울 보여준다.[2-10]

Dixson 운 이 것올 단일 훨스의 레이저 동작어1셔 발생하는 수차례의

프라즈마 발생으로 설명하였는데， 프라즈마 발생의 횟수가 많올수록

레이저의 에녀지 천달 효율이 좋다고 하였다.[2-11)

이러한 프라즈마 발생에 의한 레이저 가공은 가열과 냉착시 수 lW5

K/sec 청도의 빠른 온도 변화가 있으므로， 입열양올 척게할 수 있고

혈명향부위도-척케 나타 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운 시환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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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확에 의하여 소설 됩으로 박판의 용첩과 열처리에는 척철치 못하며，

seam 용첩이나 기타 가공에서도 빼른 옹도 변화에 의한 고체의 상변화(

phase transformation) 이나 물리 화학척 변화에도 영향율 주므로 이률

고려하여야 한다.

처1 2 휠훌 프프:e.l-프드1::11- 71- 러1°1 동케 71-를즘어1

-crl 치는 영향 및 =:L 웅용

본 철에셔는 레여저에 의하여 발생한 프라즈마가 레이저 가공시 어떤

영향율 미치는가롤 찰혀보고자 한다. 프라즈마의 발생은 레이저

용첩에셔 집광렌즈의 춧점이동 효과， 집광되는 레이처법의 크기를 확대

시키는 효과， 시펀으로 부터 헤이저률 차단하는 효과 등이

있으며[2-12][2-7]， 그 융용은 로켓트의 추진장치， 핵융합 그러고 금속

채질의 성훈 검사 둥에 웅용되고 었다.

1. 프라즈마가 레이져 가공에 미치는 효과

레이저에 의해 발생한 프라즈마의 천자밀도는 따워 밀도와 레이저의

따장에 따라 다르나， L.R.Hettcle 에 의하면 1.06 urn 래이저 따장에서

Al 의 thermal coupling 효율혼 3 뻐Icrn
a
정 도에셔 최대인데[2-13] ，

I.A.Bufetov 는 이러한 따워 밀도에셔 프라즈마의 온도가 20000 k 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2-14]

프라즈마의 르기와 모양운 시펀에 입사는 레이처의 파워 밀도， spot

르기， 훨스당 에녀지， 보호가스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레이저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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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워 밀도가 PITI 보다 약간 높고， spot 크기가 작올때

b) 따워 휠도가 크고， spot 르기도 를때

c) Spot 르거만 클때 d) 금숙 시환이 없올때

그림 2-2. 레이저 훌력에 따른 프라즈마의 형성 모양

( Geometric shape of plasma under different irradi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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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른 프라즈마의 르기와 모양은 그림 2-2 과 같으며 [2-15] ，

레이져 용첩에 있어셔는 spot 코거가 코변셔 따워밀도가 PITI 보다

조금플때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훤다.[2-5]

그러나 I.A. Bifetov 의 실험에 의하면 여러 가지 프라즈마의

최대온도와 전자의 밀도는 파워밀도가 증가하더라도 크게 명향올 받지

않는데， 이 것윤 주어진 레이저 파장에서 프라즈마의 천자 밀도가 어느

한겨l 이상이면 흑 프라즈마 frequency 가 레이저의 frequency 보다

놓으면 반사되기 때문이다. C02 레아져의 경우 17000 k 가

최고온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Nd:YAG 레이처의 경우 21000 k 까지 온도가

상숭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2-14] 그러나 파휘 밀도가

릎아지면 실련더혐의 프라즈마 크기 즉 프라즈마 반경과 프라즈마의

두께가 층가 한다.[2-7]

그밖에 따워 밀도가 놓아치면 온도가 최대가 되는 프라즈마의 위치가

시현으로부터 레이저가 입사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데，M.C.Fowler 윤 40

MW/crn 2
의 CO 2 레이처률 알루미늄에 조사할때 프라즈마 중심이 0.6 crn

청도 이동하여 혐성되는 것올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때 프라즈마

중심의 홉수계수는 0.6 /crn 가 되며 이때 약 50 % 의 레이져가

프라즈마에 의하여 차단됨울 관찰하였고[2-7] ， I.A.Butetov 는 1

MW/crn ’ Nd:YAG 레이저의 경우 천자 밀도가 2xl017 crn- 3 얼때 약 90

$ 까지 레이저 차단효과가 일어남율 관찰 하였다.[2-14]

프라즈마의 굴절율은 천자의 밀도가 층가활수룩 감소하는데，래이처에

의해 발생한 프라즈마는 중심부근에서 천차 밀도가 최대이므로

프라즈마는 오목벤즈와 같융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랜즈의 역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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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blooming" [2-7] 이라 하는데， Y.P.Raizer [2-12]는 표라즈마가

없율 경우 훗점변에서 춧점의 코기가 0.1 mm 인 C02 레이저률 올도가

17000 도 되는 프라즈마롤 통과 시킬 경우 훗점이 레이저가 입사되는

방향으로 9nun 이동하며 그 르기는 0.95 nun 이고， 프라초마가 없율 경우

생기는 춧첨변에서의 크기는 1. 5nun 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D.C.Fowler 는 레이져법의 춧점변화에 기인하는 기타의 요소로，

집팡렌즈의 칙접척인 가열로 인한 렌즈의 물쩔율 변화롤 률고 있는더11 ，

잡광핸즈는 프라즈마로부터 칙접척인 노풀이 되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위에셔 열거한 여러 가지 훗점면 변화 요인과 함게 레이처 가공시

이툴 고려하여야 한다.

E.헤eidecker 는 레이저 가공시 프라즈마가 발생하면 프라즈마가

생긴 부근에만 "enhanced coupling " 이 얼어나 그 부분율 과열 시키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현의 기확와 더풀어 놓은 압력이 작용하여

가공부에 구명률이 밭생한다고 하였다.[2-16] 륙히 Al 2024 의 경우

액체 상태의 열천도도가 고체 상태의 열천도도보다 3 배이상 잡소하여

이러한 superheating 현상이 더묵 많이 관찰펀다.[2-1]

2. 레이저 프라즈마의 옹용

레이저 프라즈마에 대한 연구는 레이저 에녀자가 시현에 전달되는

효율올 연구하는 thermal coupling 효과 연구와， 프라즈마와 여러 가지

업차률이 팽창하면서 시펀의 운동량 변화에 얼마나 거여하는가를

연구하논 impulse coupling 효과에 환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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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용첩올 비롯한 레이저 가공올 효올척으로 수행하기 의하여

필요하며， 후차는 레이저 프라즈마를 로켓트 추진 장치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가 전햄되고 있다. 이러한 추진 장치에 옹용하는 것은

레이져 명균훌력이 수집 MW 이상에셔 가농하며， 다른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레이저는 20 년 이내에 개발될 전망이다. [2-17] 레이저 발생

프라즈마의 궁극척인 관심분야는 핵융합에의 웅용인데， 핵융합을 위해셔

수백만도의 오온과 고밀도의 프라즈마가 요구되는데， 프라즈마 상태를

알기위한 프라즈마의 잔단 및 프라즈마의 복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햄중이다. 그 밖에 레이져 프라즈마 발생시 생기는 빼른 속도의

입자툴율 이용하는 툴리， 화학 분야와， 프라즈마의 성분율 분석함으로써

I폐IM( Laser Metal Identification Monitor) , LM( Laser Microprobe ),

LSDM( Laser Sulphur Dioxide Monitor) , 그러고 원자로 재료의 산화막

두께의 휠척 륙청에 사용되는 LCM( Laser Corrosion Monitor ) 등이

있다. [2-18]

쳐1 3 훌훌 폴훌-흩킹어1 훌훌 i조폴王 러1°1~ 즈E흔코

레이저의 금숙변 반사도는 Drude 모텔에 의하여 설명되어지고 었다.

Drude 모텔에 의하변 끔숙의 여러 상수는， 금속올 저온 프라즈마로

생각할때， 금숙의 프라즈마 진동수와 레이저의 진동수 그리고 천자의

relaxation 시칸에 관계되었다. 이 relaxation 시간운 전자의 phonon

과의 충롤시간에 관계하는데， 결국 phonon 의 갯수는 온도에

의존하므로，레이져의 반사도는 금속외 온도에 의하여-결정된다.

- 44 -



Ujihara 는 C02 레이처와 Nd:YAG 레야져의 따장에 대하여 용도

변화에 따른 알루미늄의 반사도롤 혹청하였는폐， C02 레이저보다

Nd:YAG 레이저의 반사도가 터 벨려 감소한다. [2-19] 이러한 첨으로

미루어 볼때 Nd:YAG 레이저가 C02 레이져보다 금숙의 홉수율에셔 볼때

더 유리하다.

이러한 Nd:YAG 레아져에 의한 용접운 C02 레이저 용첩에 비하여

다옵의 장첨율 지년다.

첫째로， 벌산각이 확윤 레이저롤 집팡벤즈에 의하여 학운 면척에

칩속시켜 따워 밀도불 놓힐 수 었어셔 용융캠이 놓옴 급속의 용첩이

가능하고 춧첨의 르기툴 착게 함으로써 섬세하고 청밀한 용첩율 할 수

있다.

둘째로， 팡섬유롤 통하여 명균훌혁 수백 W이상의 레이처 천송이

가능하므로 협소하거나 밀폐훤 공간에서의 원격가공이 가능하고， 또한

여러뿌위률 동시에 용첩해야하는 특수한 용첩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레이처 가공율 위한 Nd:YAG 레이처는 CW 형 , Q-switched CW 형，

훨스형 풍이 있다. CW 형운 레어져 챔두출력여 수백 W이하로 얼천도에

의하여 금속면에 혈전달이 밀어나므로 용업이 척으며 박판용첩 (

conduction welding ) 에 이용훤다. Q-switched CW 형올 Acousto-optic

a-switching 등에 의하여 발진하는 레이저로 챔두 률력이 수백 kW

청도에 어르며 용첩서 keyhole 올 형성하여 깊혼 용입율 열으킬 수

있으나 금숙의 끓옴 때문에 용입상태가 좋쳐 않아셔 추로 marking 둥에

이용되고 있다. 펄스형은 볼 연구에서 재발환 것이며 펌펑하는 팡현의

챔두롤력， 훨스폭， 반북률 등에 따라 레이저 출력 가변이 협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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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Z-3. 레이저 훨스폭과 롤력에 따른 레이저 가공

( Laser processings versus laser power and pulse width)

지며 용첩， 절한 풍의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훤다·

- 1 컬어l셔 살폈듯이 박판 용첩에처 레이져에 의하여 용입되는 회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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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는 표면에셔 기확가 일어나는 순간까지의 용입 깊이가 되는데，

야러한 훨스폭윤 용융환 금숙의 혼합청도에 영향율 주며 펄스폭이

킬수몹 혼합야 찰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0]

그러고 thermal coupling 혼 레이저의 따워 밀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와워밀도가 너무 냥요변 에너지 전달효율과 용입 깊이가

낮아셔 곤란하며， 녀무 높으면 용접 특성과 에녀지 전탑 효율이 낮아져

셔 역시 곤한하다. 에너지 천달 효율척인 륙면과 용접톡성상에셔 볼때

레이저의 파워 밀도는 PITI 률 만록하는 따워 밀도가 척철한 것으로 알

려져있다.

그러묘로 레이저 가공에 있어셔 따왜 밀도와 펄스폭온 러1이져

가공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착용함율 알 수 있고 레이저 용첩에셔

이 것율 척절히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3 윤 레이저악 용용

불야벌 레이저의 조사 조건올 나타낸다. [2-21)

그림에셔 알 수 있듯이 레이저 용첩의 경우 0.1 - 10 MW/cm" 정도의

따워 밀도와 1 msec 에셔 수섭 msec 청도까지 훨스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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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Al 판재의 러l 여처 용첩특성

본 장에서는 I뼈R 핵연료 봉단 마채 레이처 용접을 위해 필요한 최척

용첩변수률 찾눈데 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차후 봉단마개 용접부의

안전성과 핵연료의 성능 향상을 고려할때 중요한 과져I이다. KMRR

핵연료 용단마개의 용첩은 U3 Si-Al 심재로 내장환 알루미늄 떠북관과

봉한마개롤 연결하는 부분올 원주 방향으로 용접하여 밀봉하는

공청이다. 용첩 완료훤 핵연료 용이 원자로에서 가동되는 동안 핵분열

물질의‘ 누훌 가능성이 가장 눔운 부분어 용접부이기 때문에 건천한

용첩온 현자로내에셔 핵연료 성능의 안전성과 내구 수명에 칙결된다고

활 수 있다.

현재 KMRR 형 핵연료 연구형 원차로의 용단 마채 용첩윤 캐나다의

AECL 에셔 전자빔 ( electron beam ) 용접으로 고진공 chamber 내에서

회전 치구률 이용하여 용첩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 제조관련

용첩기슐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원자력 산업 분야의 핵연료 용첩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레이저에 의한 방법은 진콩을

훨요로 하지 않으므로 핵연료의 용접율 레이저 용접으로 대처하는 것은

용접 공정변에서 뿐만아니라 경제척인 변에셔도 중요하다. 따라셔 본

장에셔는 자체 개발한 Nd:YAG 레이져률 이용하여 높은 열전도도， 높은

반사도툴 가진 알루미늄 판재의 용접특성울 조사하여 질체 에RR 핵연료

봉단 마개 용첩시 용접변수률 선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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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 1 출혹 러1 ζ>1 :;처 출률흘킬 고::r 필훌一 휠킹 훌훌-걷킹

Nd:YAG 레이저 봉온 레이저 발진시 레이저봉 표변의 냉각수에 의한

냉각 효과와 레이저봉 내에셔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렌즈와 같운 구실율

하게 된다. [3-1] 이러한 열렌즈 효과는 레아처의 률력 륙성 륙히

레야저의 발산각올 바꾸므로， 용첩에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따워

밀도 ( power density ) 를 바꾸게 된다. 그러므로 레이져 훌력 특성율

청확하게 이해하고 이률 제어하므로써 용접변수롤 조철하는 것운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레이저 가공기에서 제어가 가능한 변수는 충전

컨압， 훨스폭， 혈스반북률 등인 반면， 펄스형 레이져에셔 용접 륙성에

영향율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펄스에녀지， 훨스반북률， 파워 밀도

둥이다. [3-2] 여기셔 펄스 반복률윤 레이저 용첩기에셔 칙첩 조철할 수

있으며 펄스에녀지도 훨스폭과 충전천압율 조철하면 된다. 그러나 파워

밀도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청해지는 양으로 이는 다용의 식에서

청핵진다.

4 P M'
10 =

π (f e)
p: 챔두툴력( peak power )

에: 광숙확대기의 배율 ( M=5 )

f: 칩팡렌즈의 춧첨거리( f=100 빼 )

e: 레이저의 발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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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셔 광숙확대기의 배률과 집팡랜즈의 춧점거리는 척절한 값으로

청해지므로 변수가 되지 않으며 [3-3] 청두훌력은 충천천압의 3승에

버례하므로 이률 조철하변 된다. [3-4] 그러나 발산각운 충전천압 및

훨스폭 그리고 훨스-받북률 동에 따라 변하는데， 앞에셔도 언급하였듯이

이는 열렌즈 효과에 의한 것으로 열렌즈 효과는 입력에 의존한다.[3-5)

그림 3-1. 업혁에 따른 열렌즈 춧첨 거리

(Thermal focal length vs. inpu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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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운 레이져의 입력에 따라 이러한 열헨즈 효과가 어행거}

변하는가롤 보여 준다. 그럽에셔 알 수 있듯이 입력에녀자가 중가하면

열헨즈의 효과가 커진다. 이러환 멸헨즈 효파에 의하여 레이처의

발산각어 변하는터1 ， 그림 3-2 윤 이러한 발산각이 혐균 입혁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률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입력 에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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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입력에 따른 핵이저 발산각

( Beam divergence vs. input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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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최고 18 mrad5 mrad 청도에셔레이저의 발산각이 최저따라셔

었으며， 파와 밀도툴 계산할때 입력변함올 알수입력 에녀지에 따라

그림 3-2고려해 주어야 한다.발산각율 반드서에너치에 따라 변하는

높일려면파워밀도를훨스 반복률에셔에서 판단할때， 같은과식 1

높이고충전천압율놓혀야하므로첨두훌력을착게하고혐균 입력율

코게하거나 충전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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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3-3 은 340 volt 충전 전압에셔 펄스폭에 따를 따휘 밀도륨

나타낸 것어다. 그림에셔 따워 밀도는 실험척으로 구한 례이져의

발산각과 첩광렌즈의 훗첨거리롤 이용하여 식 l 에 의하여 구한 값이다.

그럽에셔， 같은 풍천 천압이더라도 펄스폭야 길어지면 따쩌 밀도가

줄어둘며 훨스에녀지는 펄스폭에 따라 버려l하여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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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는 실제로 340 V로 충전 시킨후 펄스폭을 변화시킬때

용입되는 Al 판재의 깊이를 나타낸 것어다. 혈스폭이 짧을때는

레이처의 휠스에녀치가 부촉하여 용입이 얼어나지 않았고， 7 msec

이상에셔는 레이저의 훨스에녀지는 충분하나 빔의 발산각이 커져 파워

밀도가 충푼하지 않기 때문에 용업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워 밀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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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Defocusing 에 따른 Al과 SUS 304의 용입갚이

( Penetration depth of Al and SUS 304 vs. defocu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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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아서 프라즈마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Al시현어l셔 다량의

Al 층기가 발생함올 불 수 었으나， 파워 밀도가 충분하고 펄스 에녀치가

불충분한 경우， 즉 그림에셔 훨스폭이 확아서 용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여러한 현상율 환찰할 수 없다.

그렴 3-5 는 Al 과 SUS 304 의 청우 파워 밀도에 따라 용입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률 보여준다. 그럽의 X 촉온 시훤율 용첩야 가장 잘

되는 위치에셔 decusing 정도률 나타내는 것으로 defocusing 이 률수록

따워밀도가 낮다.

sus 304 는 따워밀도가 중가함에 따라 용입 깊이가 선형책으로

중가하나 반사도가 콘 Al 의 경우 어떤 문력치( threshold ) 이상에셔

캅자기 용입 깊이가 중가한다. 이 것은 Al 판재률 레이져 용첩하거

위하여 파워 밀도가 어느 문턱치 야상이 되어야 하며 이 문력쳐

이상에서 효융척으로 레이저 에녀지가 금속변에 전달됩율 보여 준다

이러한 것운 레이처에 의하여 plasma 가 발생하기 때문인데[3-6] ，

실제로 레이저 용접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시훤 표변에셔 강한 빛울

가진 plasma 툴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반사도와 혈전도도가 콘

Al 의 경우 따워휠도가 어떤 푼턱처 이상이 되어야 합율 의미하며

레이져 용첩에셔 충전전압과 훨스폭올 척쩔히 체어 하여야 한다.

용il 2 휠효 졸훌-흘콰 받쿄 ~o:n 0:1-훈를 돌훌- 열J 률훌 축;;}-

폰 실험에셔는 3 lIU1\ Al 판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용첩 변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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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입 형상을 관찰하였다. 용첩 시훤으로는 1050 계열 의 알루미늄

판채롤 사용하였으며 용첩 실험울 수행하기 천에 10 % 의 수산화

나트륨으로 알루미늄 피막올 제거하였다. 밀폐된 보호 박스 내에

헬륨율 주입하여 보호 가스 역활올 하도록 하였고 칩광 렌즈의 위치와

용접 숙도는 CNC ( Computer-Numerical-Control ) 장치로 제어하였다.

‘ 빼 idth
디 Depth

。 Aspect Ratio

2

E
ε=o....’• OJ

rtJ .c.
c.. +OJ

0..
+」 Cg그j
u
Q) COD
0..
‘Ua1C i+=」 •

i ‘
τ그 ι:‘

·r끽

등=:

o
1. 5

P뼈r、 Densi ty ( 빼fern펴

그림 3-6. 파워 밀도에 따른 용입 형상

( Penetration depth and bead width as a function of power den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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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첩 변수는 따워 밀도， 휠스 에녀지， 용첩 숙도， 보호 가스

그리고 사현이 · 집광 랜즈와 춧점변에서 훨악진 거리 등에 따라서 용입

혐상이 어떻게 변하는가활 알아 보았다. 용입 형상올 용입 갚이 (P) ,

비이드 폭(W) , 그러고 이들의 버(P/W) 률 륙정하였다.

그렴 3-6 은 파워 밀도에 따른 용입 상태툴 나타낸다. 그럼에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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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3-7. 훨스에녀지에 따른 용입 형상

( Penetration depth and bead width as a function of pulse ener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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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파워 멀도가 높올수록 용입 깊이가 커지며， 용입폭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여 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파웹 밀도가

놓올수륙 시펀올 용융시키는 열원이 시훤 안쭉으로 존재하고 따워밀도가

낳아지변 열원이 시훤 표면 가까이 존재함율 알 수 있다. 측 앞절에서

밝힌 문턱치 파워 밀도 에셔는 열원이 표면 가까이 폰재한다. 그리고

파워 밀도가 높율 수록 용접부의 spattering 현상이 많아쳤으며

용첩부의 표면도 거철었다. 그러므로 빠tRR 핵연료 용단마개 용접시

최척의 용첩 따휘 밀도는 문턱치 파워 밀도보다 약간 높아야 한다.

그림 3-7 운 펄스 에녀지에 따른 용입 상태를 나타낸다. 용입 tll 는

펄스 에녀지에 관계 없이 비슷함올 알 수 있으며 spattering 현상도

비슷한 경향올 나타내었다. 그러나 같은 따워 밀도에셔 레이저의 펄스

에녀지가 를수룩 용입 깊이가 갚었다. 그러므로 KNRR 핵연료 봉판마개

용접과 칼이 용첩부에 융력이 착용하지 않는 부분에셔는 깊운 용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풀운 훨스에녀지가 필요화지 않는다.

그리고 용접 속도에 따른 용입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용접 속도를

100 때Ifmin 에셔 500 m/min 로 변화시킬때 용입 깊이는 르게 변하지

않았다. 이 것은 펄스혐 레이저 용첩이 단일 펄스에 의하여 용첩이

순깐책으로 이루어지므로 용접 속도가 용입 깊이에 크게 영향올 주지

않옴율 보여주며， 그리고 실제로 300 빼Imin 이상에셔는 각 펄스에 의한

- 용융지의 중캡이 20 %이내로 줄어 률어셔 용접 속도룰 그 이상 크게

활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용첩 속도 변화에 의한 용입 깊어 변화는 E게

기대할 수 없으며 따춰 밀도와 펄스에너지률 조절하여 용입 깊이의

변확률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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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3-8 는 보호가스에 따른 용입 깊이의 변화률 나타낸 것이다.

그럽에셔 알 수 있둥이 헬륨의 경우가 용입이 가장 척융올 알 수 있다.

이 것혼 이윤화 에너지가 작은 공기의 경우 프라즈마가 협게 발생하여

레이저와 시환의 에더치 coupling 이 쉽게 일어냥기 때문이다. 그리고

헬륨의 경우 용입폭이 다른 보호가스에 비하학 넓었는데 이 것은 헬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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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보호 가스에 따륜 용입 깊이

( Penetration depth vs. ambient g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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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변에 폰재하기프라즈마가 시펀의하여 생긴얼천도도가 코고 헬용어l

보호가스로 사용할때는 spatter그러고 Ar 율때문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묘로 KMRR 핵연료용접 상태도 나봤다.현상도 많이 발견되었으며

위치로부터

보호가스로 헬륨올 사용하여야 한다.

일어나는가장찰용입이윤 시펀의 위치가

붕단마게 용접시

그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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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Defocusing 에 따른 용입 혐상

( Penetration depth and bead width as a defocus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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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cusing 이 일어날때 용입 혐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률 보여준 것이다.

그힘에셔 X 혹의 + 값은 시현이 집팡 렌즈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율

나타내고 - 는 시편이 집광렌즈로부터 떨어지는 것율 나타낸다.

그럽에셔 보듯이 집광 랜즈의 훗점면이 시환의 내부쭉으로 존재할때

용입이 깊체 나타났는데 이 것운 시흰 표변에 생긴 프라즈마 표변에

입사되는 레이저 팡악 입사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깐 현상으로 생각훤다.

용첩 형상외에 용접부 표면상태률 관찰하였는데， 집팡 렌즈의 훗첨면이

시현의 표면 내부확으로 폰채할 경우가 시현 외부 확으로 존채할

경우보다 표면이 거철었고 spatter 현상도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KMRR 핵연료 용단마개 용첩시 집광렌즈의 춧정면윤

용입이 가장 깊게 일어나는 지점에셔 칩팡렌즈 방향으로 defocusing

시켜셔 하여야 한다.

쳐1 3 펄훌 Al으1 훌훌걷二률뀔 Nd:YAG 러1°1~

롤훌-걷켈 。il .kl 측핑 71 춘슴 훈륜;처1 를펠

훨스형 Nd:YAG 레이져툴 여용한 용첩에셔 자주 발생하는 컬함으로는

용첩부의 중심에 생기는 기공과 용접후의 hot cracking 올 률 수

있다. [3-7) 용첩부의 hot cracking 운 재료의 화학척 성문에 따라

다르며 일반척으로 순수 알루미늄의 경우 99.7 % 에셔 crack 아 가장

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 본 설험에셔 사용한 1050 계열의

알루미늄 판채는 crack 이 발생되지 않으나 화학척 조성이 표 1 콰 같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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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운 다량의 crack 이 항상 발견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crack 은 여러가지 용첩 변수률 바꾸어도 항상 발견되었는데， 이 것으로

미루어 용첩부에 생기는 hot cracking 은 재료의 채질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순수 Al 과 임의의 Al 합금의 화학적 성분

(Chemical compositions of AI-1050 and unknown AL alloy)

( % ) Ze Fe Cn Mn Ni Pb Cr Crack

Knowm Al .17 1.36 .49 .07 .014 .38 .02 유

1050계열 <.1 .11 <.1 <.05 <.01 .041 .01 τI그一

본 연구에셔는 특히 용접부 충앙에 생기는 기콩에 대하여 알 아

보았다. 용첩부의 충섬에 생기는 기콩의 전형책인 모양은 사진 1 와

같다. 사진에셔 알 수 있듯이 용접부의 외환윤 spattering 이 - 없이

깨끗하나 내부에는 다량의 기공이 관찰됨올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셔는 이러한 기공이 레이처 용접 변수와 어떤 환계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면져 보호 가스툴 탈리하면셔 용첩부에 생기는 기공의 빈도률 조사한

결과 헬륨올 사용할때 기공이 가장척게 발생하였으며 공기얼때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단일 펄스에 의한 기공이 발생될 확율올 따워 밀도에 따라

조사한 결과， 그림 3-10 과 같이 파워 밀도가 높율수록 기공이 발생될

확율이 척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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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첩부의 내부 )

( 용첩부의 외부 )

사진 3-1. 용접부의 천형적인 모양

( Shape of welded eros s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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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사진 2 윤 0.8 nun 판재에셔 발생하는 기공을 나타낸다. A는

완전 용업이 일어난 경우이고 B 는 완천 용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레이저를 조절한 경우이다. 사진에셔 알 수 있듯이 같은 두께의

판재라도 완천 용입이 일어나는 경우 기공이 거의 생기저 않는다.

본 연구에셔는 기공이 생기는 추요 원인 이라고 생각하는 급촉 증기

캅 , .5.......
..-
'M
￡그
m
J그o
La..

o
1. 5

Power Density (M에/cm2 ~

그림 3-10. 따워 밀도에 따른 가공 발생 확률

( Porosity probability which generated in welded cross

section by one laser pulse vs. power den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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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천관풍어 이루어진 경우 )

( 완천관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진 3-2. 알루미늄 용접부의 기공 ( 0.8 mm )

( Porosity of welded alumin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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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라즈마 압력율 캅소시키기 위하여 3JIUD 환재률 but 용첩하혔다.

그 결과.3 nun 판채률 bead on plate 용접활때보다 spatter 현상이

감소하였으며 bead on plte 에서 관찰되는 hole 모양의 구멍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KMRR 핵연료 용접시 래이저 입사 방향을 but 용첩과

같이 하면 유리할 것요로 생각 된다.

다른 용접 변수에 대하여 기공의 발생빈도 실험한 결과 A1 중기와

프라즈마 발생에 의하여 생기는 압력에 칙접 관계가 있는 파워밀도와

보호가스는 기공의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올 마치며 이들의 압력에

칙첩척인 환계가 없는 용접 속도， 훨스 반복율 그리고 펄스에너지 등은

기공의 생성에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기공의 생성운 궁극척으로 시현에서 생성된 aluminum 층기와

프라즈마 압력의 반작용으로 생성되는 것인데 [3-9] ， 이러한 프라즈마의

생성옴 그림 3-5 에셔 보둥이 어떤 문턱치 이상의 따워 띨도에서

생성되며 이러한 프라즈마의 생성은 레이저와 시편의 효율척인 에녀지

천달이 얼어나기 위하여 필수척이다. 프라즈마가 용첩 륙성에 나쁜

명향올 미치는 것옴 레이저의 첨두 출력이 단일 펄스폭의 시간동안 같운

코기로 시훤에 작용할때， 훨스초기에 생성된 프라즈마가 계속척으로

에녀지률 공급받아 그 압력이 단일 훨스의 시간동안 계속척으로

중가하여 압력이 너푸 커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라즈마 압력율 조절하기 위하여 단일 훨스 동안 첨두풀력을 척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자체 개발한 Nd:YAG 레이처 용접기률 이용하여 %않R

핵연료 용한마개의 aluminum 용첩의 가능성올 조사하기 위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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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앞으로의 핵연료 몽단마개의 레이져

용첩연구 방향제시에 대하여 다옴의 결론올 젓고자 한다.

1) Al 판채률 용첩하기 맑하여 어느 문턱치 이상의 따워 밀도가 요구 되

며 이러한 파워 밀도는 충천 천압과 훨스폭율 동시에 조철하여야 한다.

Z) 높은 파워 밀도에서 spatter 현상과 기공의 발생이 샘하므로 땀1RR

핵연료 봉단마개 용첩시 문턱치 따워 밀도보다 약간 높은 따왜

밀도가 척철하며 이때 펄스에녀저는 녀무 크게할 필요가 없다.

3) 집광랜즈의 훗첨면율 가창 용엽이 찰 일어나는 위차에셔 집팡렌즈쪽

으로 defocusing 시킬때 spatter 현상파 기공여 척게 발생한다.

4) 아르곤올 보호가스로 사용할때 용입깊이는 헬촬율 사용할때보다 더

갚으나 용첩결함올 고려할때 헬륨올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첩부 내부에 발생하는 기공이 용접 톡성에셔 종요한 결함으로

발생하였으며 KMRR 핵연료 봉단마채 용첩시 레이저 광의 입사방향이

충요하다.

6) 기콩의 발생올 억제하기 위하여 레이져와 시현의 상호 착용에서

일어나는 프라즈마의 압력올 조절하여야 하여， 레이저 펄스 와협의

월시간 제어률 통한 새로운 형태의 레이저 펄스 제어가 모색 중이며

이에 대한 연구툴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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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박판재료의

레이저첼단 특성조사

흥~l 1 흘클 ~게 훗올

고에너지 밀도률 이용한 레어져 철단은 1970 년대 영국의 William

Thyne Ltd. 에셔 C02 레이저 절단율 시작으로 유리섬유 절단，

항공산업에 용용되는 셰라먹 절단， aluminum 합금 절단 둥 여러

산업분야에셔 채료 절단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웅용범위는 계속핵셔

중가 추세에 있다. 륙히 작업환경이 륙수한 원자력푼야에서의 레이처

절단옴 광섬유의 전송장치를 이용하여 왼격조착이 가능하며， 또한

제폼의 신획성과 작업차의 안천성이 요구되고 있어서 레이처의 창점올

최대한 발휘하여 사용하게 되면 낼:e.l 설용화되어 갈 것으로 본다.

[4-1J

현채 가공용 고훌웹 레이저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C02

래여처와 Nd:YAG 레이저가 있다. 일반척으로 C02 레이처는 콘 구조물의

철단에 주로 사용되고 었으며， Nd:YAG 레이저 절단운 좁은 변척에

접속훤 고에너지 밀도불 첸활하는 특성올 갖고 있기 때문에 산소 

아세틸랜 얼원이나 아크혈원 등과 비교할 때 좁은 철단쭉， 좁운

혈영향부와 척몽 얼변형 그리고 빼른 절단속도 등의 장정올 가지변서

여러 생산공정에셔 CNC 에 의한 조합으로 자동화가 쉬으므로 여러

총류의 청웰 가공분야에셔 널리 이용되고 있다. 레이저 절단의 원리는

고훌혁 레이저률 재료에 주사하고 보조기체률 문사시켜 산화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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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켜 레이져에 의한 얼파 산화멸에 의해 재료가 용융상태로 되면셔

푼사흰 보조기체에 의해 아래로 제거되면서 쩔한이 전행된다.

본 연구는 Nd:YAG 레이저롤 이용하여 aluminum 과 오오스테나이트

스테인패스 강에 대한 절단륙성 연구로셔， 박판채료에 보조기쳐l률

사용하여 척합한 철단압력과 레이처 발산착에 따른 철단폭 그리고

레이져 절단시 회척조건율 위한 기본방향율 제시하고자 한다.

흥il 2 흩혹 홀혹 문1-뇨二둘흘 ;처I 츠:r

레이져 쩔단가공울 수행하기 위해셔는 높윤 에녀지밀도불 감도록

레이져률 집속시켜야 하고， 급속채료률 용융상태로 불어셔 제거하가

위핵셔는 보조가스의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철단공청의

작업조건율 딴혹하도륙 쩔단용 노줄올 그림 4-1 과 같야 셜계

제작하였다. 그림 4-1 에셔 ( 1) 은 수차가 보청된 집광렌즈이고 (2) 는

보조기체의 압력용기이며 (3) 은 노률올 나타내고 있으며 (4) 는 보조기체

주업용 입구로셔 두부분의 입구에서 각각 다븐 보조가체가 주입될수

있도록 하여 가공율 효율척으로 할수 있도륙 제작하였다. (5) 는 노률

위치 조정냐사로셔 레이져와 노률율 청렬하기 위한 장치이다. 노톨의

위치정렬윤 레이저률 북표지점에 조사하여 입사된 레이져 스훗이

노줄중심부에 동심원 상태로 CCD 감서장치인 monitor 에 나타나변

철단할 수 있도몹 하였다. 이때 노출칙경은 약 1. 5 om 로 하였고，

레이저 춧점운 노률 앞의 1. 2 mm 청도에셔 맞추게 하였으며， 레이처

절단사 철닫압력율 높이기 위해 노툴올 수혹형으로 제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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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그림 4-1. 철단노률악 모혐도

( Configuration of tbe cutting nozz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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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il 3 뀔흘 출훌 뜯조흥길l 혼킹

3.1 절단채료

볼 연구애셔 절단재료는 레이저절단시 철단품찰의 연구롤 위하여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철단특성이 셔로 다른 2 가지 재료률 선청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채료의 특성윤 표 4-1 과 같다.

표 4-1. 절단재료의 특성

( Chacteristics of the cutting materials )

채료 구문 륙 성

• 철단시 산화되기 쉽고 산화막과 모재의 용합

Aluminum 으로 캘단후 드로스가 벌생한다.

(1\1\ .1050)
• 열발산이 쉽고 용융온도가 낮으므로 절단이
어렵고 용락현상 ( burn through ) 이 생긴다.

용융시 첨성이 높71때문에 철한후 드로스가

스테언레스강 많이 생긴다.

( SUS 304 )
철단시 생성되는 코롭산화물몰 높운 융점율

가지므로 철단이 어렵고 철단변악 질이 나쁘다.

3.2 설험조건

Nd:Y1\G 레이저 절단의 영향에 미치는 작업변수는 레이저출력，

춧첨거리 시펀우께， 가스총류와 철단압력， 절단속도， 노즐과 재료간의

거리이며， 본 실험에서는 철탄압력과 절단속도율 변수로 채택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는 모두 표 4-2 와 같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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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레이저 절단의 착업조건

、‘..
2
r·

때
따

F

ι안
t
나

a
u

1i
。b샤미야따

·m
과뼈

m
·
때

때
nwt·-‘‘

레이져 챔두롤력 3.3 KW

재료 두께 0.5 rmn

춧점 거리 100 mm

노즐과 채료깐의 1.2 rmn
거리

노률 형상 수록혐 노즐

레이쳐 절한어l셔 중요한 변수로서는 절단부에셔의 보조기체의

압렬이므로， 압력변화에 따륜 절단변의 품질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률압력율 변화시키면셔 절단실험올 수행하였다. 압력분포로셔는

노줄어}셔 나오는 압력이 1 kg/em" ’ 3 kg/em" 그리고 5 kg/em" 에서

실험범위물 선택하었다. 추어친 압력에서 절단가능한 속도와 최척

컬단숙도률 결쩡하기 워하여 철단숙도롤 변화시키면셔 설험하였다.

3.3 절단면 검사

Nd:YAG 래이저 철단실험에셔 착업변수률 변화시켜셔 철판율 수행한

후 최척의 컬단변수률 알아보기 위해셔 다옴과 같은 실험방법을

사용하였다.

3.3.1 드로스관찰

레이져 쩔맏후 융용금속이 절단변 하단에 붙어 었는 현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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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기 위해셔눈 연삭과 같옴 부수척인 공청이 휠요하므로 생산성율

저하시킨다. 이러한 드로스률 최소로 하기위하여 착업변수률 변화시격

가며 질혐한 후 드로스툴 환찰하였으며， 이때 드로스의 크기를

정량척으로 표시하기는 곤란하여 금속현미경의 사진 촬명후 육안으로 -

환찰하면셔 드로스의 양올 많고 척융율 비교하였다.

3.3.2 컬단폭 혹정

레이져 철단시 철단폭이 착율 수몹 재료의 손실올 줄어고， 북창한

형상율 절판할 때 가공정도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켈단폭올 최소화할

-수 있는 착업조건올 찾아야 한다. 절단실험후 절단푹흩 혹청하는 데

있어셔 캘단면의 하단에셔는 드로스때문에 철단폭의 한계률 분명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단면의 상단에셔만 금숙현미경율 이용하여

혹정하였다.

3.3.3 표면조도 륙정

일반척으로 재료절단운 절단후 재료표면율 재가공하기 때문에

표면조도가 문제시 되지 않으나 레이저 절단에셔는 철단후 표면올

채가공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어 가능하기 때문에 표변조도톨 양호하게

할 수 있는 최척조건율 찾아야 환다. 이때 절단면의 표변상태는

금속현미경몰 사용하여 륙정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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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il 4 흘혹 흩훌 고=J- 달4 그흐홀훌

레이처 켈단시의 실험조건충에 절단압력과 절단속도를 변화시켜

가며 aluminum- 과 스테인레스강에 대한 레이저 철단특성의 실험올

수행하여 표 4-3 과 표 4-4 의 실험 결과률 얻었다.

표 4-3. Aluminum 판재의 레이저절단 실험결과

( Experimental results of the laser eutted aluminum sheets )

철판압력 철단 속도 절단폭 드로스 양

50 unnlmin. 0.35 mm 많옴

1 kg/em" 100 nun/min. 0.38 nun 많옴

150 nun/min. 0.40 빼 많옴

50 빼Imin. 0.32 nun 많옴

3 kg/em" 100 聊Imin. 0.32 nun 중찬

150 聊I/min. 0.35 nun 중간

50 nun/min. 0.30 뼈 많옴

5 kg/em" 100 떼!/min. 0.32 nun 중간

150 mmlmin. 0.30 빼 중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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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스태인레스강 판재의 레이처철단 실험결과

( Experimental results of the laser eutted SUS 304 sheets )

철단 압력 절단속도 절단폭 드로스 양

200 聊i/min. 0.44 nun 많옴

1 kg/em" 400 때Imin. 0.46 mm 많옵

600 mm/min. 0.44 mm 충칸

200 mm/min. 0.40 쩨 중간

3 kg/em ‘ 400 뼈Imin. 0.42 DIll 중간

600 때I/min. 0.45 때n 학옴

zoo 뼈I‘Imin. 0.35 mm 중간

5 kg/em" 400 mm1min. 0.38 mm 작융

600 聊I/min. 0.40 聊 작올

사진 4-1 운 aluminum 판재에 철탄압력이 3 kg/em" 인 경우

철단속도률 변화시켜 가며 질험한 후 철단연 상판에셔 륙정한 철판폭

( kerf width ) 과 드로스 현상올 나타낸 것야다. 여기서 철한압력이

3 kg/em ’ 일 경우 절단속도톨 50, 100, 150 빼I/min. 로 변화시컸는 데도

절단폭은 대체로 0.32 에서 0.35 mm 범위내에서 거의 일정하게

나타냈다. 그반면에 절단면의 드로스 현상은 절단속도가 낮율 수몹

많운 양율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절한속도률 증가하여도 드로스양은

대체로 일정하혔다. 이것은 aluminum 판채의 철단은 캠푸훌력이 놓혼

상태에셔 용융시키면셔 절단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강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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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척으로 절단속도가 낮아지게 되며， 절단면의 하부가 칙각율 이루지

못하고 쩔단면 표변에셔 산화피막이 생기면셔 용용곰속이 제거되치

못하면셔 훌러내려 옹고훤 현상올 보이고 있으며， 드로스양도

스테인레스강에 비하여 훨풍히 많이 나타내고 있다.

사진 4-2 는 오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판채에 절단압력이 3

kg/cm 2
얼때 절단속도률 200 , 400 , 600 mmlmin. 변화시키면서 실험한

후 절단면 상판에셔 절단폭과 드로스현상올 나타내고 있다. 사진에서는

절단폭이 aluminum 판재인 경우보다 약간 넓운 0.4 에셔 0.45 nun 내얘서

비슷한 양상올 보여주고 있으나， 쩔단변의 드로스 양은 철단속도가 느힐

수록 척었다. 그러고 철단속도가 400 mmlmin. 이상부터는 절단시

발생하는 산화철의 비산이나 분훌현상이 보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철단속도가 200 빼Imin. 일때 가장 좋운 컬과툴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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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속도 3 kg/em" , 속도 50 삐νmin. )

( 철단속도 3 kg/em" , 속도 100 mm1min. )

{ 첼단속도 3 kg/em" ’ 속도 150 mm1min. )

사진 4-1. Al 판재의 절단폭과 드로스현상 비교

( Evaluation between kerf width and dross
in the laser eutted aluminum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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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속도 3 kg/em" ’ 속도 200 聊Imin. )

( 절단속도 3 kg/em" ’ 속도 400 떼I/min. )

( 절단속도 3 kg/em" , 속도 600 mm/min. )

사진 4-2. SUS 판재의 절단폭과 드로스현상 비교

( Evaluation between kerf width and dross
in the laser cutted SUS 304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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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각과측정된의해서입력에녀지에레이저그림 4-2 에서는

것이다.조사한비쿄절단폭율레이저 절단시 실제스테인레스강의

3절단압력율와때n/min.200절단속도를철단에셔이때 레야저

여기서 륙정된 발산각에셔 얻은 레이져로 일정하게 하였다.kg/em"

수륙클발산각이비교에서절단폭의철탄후레이처스풋지몸과

비해스풋지틈에이론치인있으며，경향올 보이고절단폭도 커지는

레이저 절단시 산소기체률이것운약간 커짐을 알 수 있다.절단폭이

저l거되었기아래로일으켜분사시켜 절단되는 양면에서 산화반웅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4

•

•2'

(

를
E)

￡
￥l피
흐

‘rL
m
X

’
0‘

빼
m----‘

Beam divergence
。

그림 4-2. 발산각에 따른 레이저 절단폭악 비교

( Comparisons of the laser kerf width vs beam diver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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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 5 장 KMRR _봉탄마개
용첩샘플 저1착

X케1 1 흩혹 A1 측듣훌

KMRR 핵연료 봉단마개의 멀몽용접윤 내면이 U- Si 一 Al 심재로

포함훤 aluminum 피북관과 aluminum 봉단마개툴 연결하게 하고 맞나는

부분올 원주 방향으로 용첩하는 착업이다. 이렇게 제작된 핵연료

봉둘율 조립된 것어 KMRR 핵연료 칩합이며， 핵연료 제조가 완성된후

원차로 내에셔 연소되면서 가동된다. 그리고 이러환 핵연료 몽들이

가동되는 동안 핵분혈 물철의 누출이 가장 높은 부분이 aluminum

용접부이기 때문에 건천한 용첩은 핵연료의 안전성에 칙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척으로 K뻐R 핵연료 봉의 aluminum 봉단마개 용첩에는 전자

빔올 사용할 경우 고 진공상태의 챔버장치가 필요하며 진공시키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TIG 용첩으로 사용할 경우 용첩시 높은 입열로

얀한 얼 변형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결점올 생각해 볼때 레이저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척합하다. 이상과 같이 실제로 레야저를 이용하여

핵연료 용단마재의 시현올 사용하여 mock-up 용첩실험올 수행하였으며，

또한 }뼈R 핵연료 봉단마재의 레이저 용접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내용을

위주로 하였다.

아래의 제 2 절에서는 KMRR 핵연료의 용단마개 용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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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첩주변 장치의 설계와 개선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 3 절에서는

땐1RR 핵연료의 봉닫마재의 레이져 용접셀험을 수행하여 실제모델인

aluminium 용단마개 샘플율 제착하였다. 제 4 절에셔는 KMRR 핵연료

aluminum 용단따개의 레이저 용첩 실험에서 얻은 용첩부에 대한 외관 및

용입검사률 설시하여 용접상태툴 비교 분석하였다.

갖게1 2 결훌 측플문!-t=!r7꺼 축뀔 훌줄훈륜l:::J l

달길 도류탤료 주;J-~1 711 별출

2.1 핵연료 봉단마개 샘플준비

KMRR 핵연료 봉의 기본구조는 사찬 5-1 과 같이 양단에 몽단마개률

제착하여 접함한 다옵 수직동집 압훌방식에 의해 aluminum 으로

피복하고 봉단마재에 부착된 aluminum 올 가공하여 제거시키고 aluminum

봉한마개와 aluminum 피북관율 용첩하여 핵연료심재륭 완천하게

밀폐시켠다. 완전 밀폐된 핵연료봉을 핵연료 집합체의 각 부풍올

조립하여 만들었으며， 최종 핵연료 다발은 사진 5-2 와 같이 핵연료

봉이 18 개로 이루어진 집합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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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핵연료 몽단마채의 기본구조

( Configuration of the KMRR nuclear fuel end caps )

K뼈R 핵연료몽 제작운 aluminum fin tube 에 핵연료 심재용， 즉

인발봉올 넣고 다시 인발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다량의 핵연료용

제조에는 많윤 경비와 제착시간이 소요되므로 용첩질혐용 핵연료봉의

확보에 다소 어려물이 없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는 핵연료 봉단마개의

용첩샘플은 차혜재료가공 연구실에서 국내에 생산된 aluminum 을

사용하여 제착한 핵연료봉올 사용했으며， 용접실험용 시펀으로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aluminum 으로 안발 가공한 봉단마개를 제착하여

용접실험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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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몽단마개용 용접챔버 빛 구동장치 개발

2.2.1 용접챔버 제작

KMRR 핵연료 용의 전체길이가 766mm 인 몽단마개 용접샘플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진 5-3 에서와 같이 aluminum 핵연료의 봉단마개용

용첩챔버률 특별히 고안하여 딴든 것으로 양단의 용단마개 연결부문을

완주방향으로 용접하기 위하여 고정지지대를 설치하였다. 이때

용단마개 용접시편의 용첩이옴부를 0 에셔 90 도까지 옴칙일 수 있게끔

셜치하여 용접실험에 수행하였다. 용접챔버내에 사용되는 실딩가스는

열전도성이 좋은 헬륨가스를 사용하였으며， 실딩가스의 유량은

상하면에셔 분당 40 리터로 하였다.

사진 5-3. 뼈RR 핵연료 봉용 용첩챔버

( Welding chamber of the K뻐R nuclear fuel r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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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구동장치 채발

붕단마개용첩올 위하여 개발된 구동장치의 구성은 그림 5-1 과 같고

천체장치는 훨스제어기， 제어스위치， RPM 표시장치， 모터 구동회로 빛 5

상 스랩모터로 구성훤다. 각 부분윤 전용 Ie 와 module 로 구성하여

신뢰도향상과 더불어 셜계가 용이하도륙 하였다. 각각에 대한 구성과

기능윤 다옴과 같다.

hase
Motor

‘Control 、/ Pulse 、 Motor
S Witch Controller / Driver, v

5-p

‘、‘
늦

Step
니 ‘·

π
RPM Display

니

미 「

그림 5-1. 구동창처 천처1 구성도

( Block diagram of the motor dr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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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훨스제어장치

훨스제어장치는 스랩모터의 정속회전올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펄스를

발생시키는 부분으로셔 그림 5-2 와 같이 구성되었다.

Motor Driver

RPM
Displa

Clock
Generator

Frequency
Divider

Step
Controller

RPM
Selector

SWl

SW2

SW3

그림 5-2. 훨스제어장치 구성도

( Block diagram of the pulse controller )

Clock generator 에셔 발생훤 펄스는 frequency divider 에 의하여

모터구동에 필요한 주따수로 분주되어 10 배씩 차이가 나는 3 개의 훨스

툴력이 만들어 진다. 이 신호률올 RPM selector 에 의하여 하나가

선택되어 step controller 로 입력환다. Step controller 에셔는 이

휠스에 동기시격 5 상 스랩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5 개의 구동신호를

만률어 모터 구동장치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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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운 clock generator 내의 발진주파수롤 조정하는 부분으로

머채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10 turn 가변저항으로 구성되었다. SWl 과

SW2 는 모터의 획전방향제어와 모터동착율 start/stop 시킨며 SW3 는 10

배씩 차이가 나는 3 개의 펄스툴력중 하나불 선택하도록하여 모터악

회전숙도률 10 l:JH단위로 져}어환다.

(2) 모터구동장치

모터구동장치는 훨스제어장치에셔 만들어진 신호에 의하여 칙첩 5상

스댐모터올 구동하는 부분으로 그립 5-3 과 같이 구성되었다.

r
3

。
원
야

’
빠
M카m

‘

5
hs Motor

Power~upply
DC 24 V

Pulse
Controller 없때

h
cp-eRv

·nD Power
Switch

Current
Detection

Circuit

PWM
Control
Circuit

Comparator

::l립 5-3. 모터구동장치 구성도

( Block diagram of the motor dri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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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내에 설치된 5 개의 코일들은 각각 훨스제어기신호에 의하여

순차척으로 on/off 됩으로써 모터촉이 회전하게 되는테， 펄스제어기의

훌력올 로칙신효이므로 칙접 모터률 구동하는데 필요한 전력공급운

불가능 하다. 따라셔 모터구동장치에셔는펄스제어거의 모터구동신호에

따라 모터에 공급되는 천원율 switch 한다.

각 부분의 통착율 보면 펄스제어기의 각 phase 구동신호에 따라

drive circuit 에서 각 phase 를 on/off 시키게 되는데 이때 current

detection circuit 에 현채 on 상태인 phase 에 흐르는 전류가

검훌된다. 이 신호는 comparator 에 의하여 비쿄되어 지정된 전류치

이상/이하에 대한 디지탈 선호가 발생된다. 이 신호에 따라 PWM (

Pulse Width Modulation) control circuit 에셔 고숙 ( 25 때z) 으로

power switch 률 on/off 시켜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를 제어한다.

(3) RPM 표시장치

RPM 표시장치는 펄스발생장치에셔 가변저항율 변화시킴에 따라 실제

모터의 회천속도률 표시해추는 부분으로서 그림 5-4 와 같이

구성되었다.

RPM 표시장치는 펄스져l어장치의 clock generator 훨스가 frequency

divider 에 의해 척당한 비율로 분주된 신호의 주파수툴 륙정함으로써

륙청훤 수처가 rpm 이 되도록 구성흰 장치이다. 통착올 보면 reference

oscillator 에 의하여 청확한 기준 주파수툴 만틀어 아 신호를 기춘으로

control logic 에셔 일정시칸 통안 펄스처1어 기 의 신호툴 main counter

로 계수한다. 계수된 데이타는 latch 에 저장되어 LED driver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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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LI
Controller

7-segmenl LED
/

Conlrol Logic

Latch &
LED Driver

/ -""

Reference 」→ Main Counler
Oscillalor

그림 5-4. RPM 표시장치 구성도

( Block diagram of the RPM display )

7-se맑lent 에 숫자로 표시가 된다. 이러한 동착이 1 초당 10 회

반봅되어 rpm 의 변화를 계속 표시하게 된다.

제착환 구동장치는· 회천숙도가 RC 발진기에 의해 제약되어 장시간

사용시 약간의 속도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레이처 발생창치와 무관하게

일정한 숙도로 회천만울 하도록 구성되어 정확한 위치제어가 불가능

하였다. 이러한 것올 microprocessor 률 이용하여 모터획전과 레이저

발생장치률 함께 제어함으로써 정확한 위치에 용접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치의 구성은 그힘 5-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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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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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ip r-c--
Motor

Microprocessor Driver

Motor

Control Panel ....mI仁= Position
Detector

그림 5-5. 빠icroprocessor 구동장치 구성도

( Block diagram of the microprocessor control motor driver )

Microprocessor 로 구성훤 구동장치는 모터의 회전에 따라 레이처를

쩨어함으로써 청확한 용첩이 가능해진다. 각각의 동작올 찰펴보면

control panel 에 의하여 용첩에 관련훤 동착율 microprocessor 에

입력하변 position detector 와 position controller 에 의하여 모터의

현재위치 빛 속도률 제어컴퓨터가 인식하여 motor driver 와 laser

pulse controller 를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정확한 용접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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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 3 펄혹 즉를도!--ol-7}1 폴훌-걷킹 훈뀔 흩줄 갖...1츠1-

1. 봉단마개 용접의 기본구조

KMRR 핵연료 용은 압출 ( extrusion) 훤 U-Si-Al 핵연료 섬채와

8 개의 핀이 부확된 aluminum 떠북관 및 aluminum 용단마개로 조립된다.

본 용접샘플의 핵연료 봉은 KMRR 표준혐의 철계 체원에 의해

체착하였으며， 재료는 국내 생산훤 aluminum 율 사용하여 U-Si-Al 이

환천히 밀봉되도록 펴북관과 몽단마개사이률 용접하게 된다. 그림 5-6

혼 KMRR 핵연료봉의 용첩이옴부 형태롤 나타낸 것이다.

2. 용단마개 용첩샘플 제작

뼈RR 핵연료 봉와 붕단마개 시훤에 레이저 용첩의 척합 가눔성율

제시하기 위하여 최척 용첩변수， 구동 시스템， Al 봉단마개용 용첩

챔버와 -용접치구률 사용하여 aluminum 봉단마개의 용접샘플 제작올

수행하였다. 그림 5-7 운 빠tIm 핵연료 몽단마개의 레이저 용첩샘플

제착에 관한 시공절차툴 나타내고 있으며， 볼 용첩 설혐의 추요 수행

내용올 요약하면 다융과 같다.

가) 레이저 용접실험올 수행할 수 있도록 용캡챔버와 구동 장치툴

제착하였고， 봉단마개의 용접구조률 레이저와 수칙이 되게 위치조청올

할 수 있게 용첩 쳐구를 설계 제착하였으며，

나) 용접실험전에 aluminum 표변의 산화 며막율 제거하였고， 또한

aluminum 용단마개의 용접구조 부근의 청결올 유치하고 레이처 용접시

급냉울 방지하기 위하여 150°C 정도에셔 예열올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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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단마개 용접구조에 척합한 작업변수률 선택하여 샘플율 제작하였다.

다) 용접제작후 봉닫마개 용첩부의 외관관찰， 결함검사， 용입상태

풍올 중심으로 비교 조사하였다.

표 5-1. 빠뻐R 봉단마재용 레이저 용접의 최척조건

( Laser welding parameters of the 빠mR nuclear end caps )

레이저 용첩의 회척조건

챔두툴력 3.3 KW

펄스폭 5 ms

반북율 10 Hz

훗점거리 100 빼

용접속도 200 DID/S

회전속도 8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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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RR 핵연료봉

• Aluminum 봉 단 마 개

+
• Aluminum 피 북 관

aluminum 산화피막 제거

예열살시

-
·용접샘플준비

·용접지그개선

·구동장치개발

·용접구조최척선정

·최척용접변수조사

봉단마개용 프로그램개발

용첩샘플제착

·외관관찰

·결합검사

• 용입상태 분석

레이처 용첩샘플 완성

그림 5-7. KMRR 핵연료 용단마개 용접실험 절차도

( Flow chart of the laser welding experiment for the KMRR end cap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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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케1 4 홀혹 돌훌-걷켈 층즉l 혼킹 풍촌걷킥 뜯갚 흘흘 도과

때RR 핵연료의 aluminum 봉단라개 용첩샘흘 처l작후 용접뿌의

바이드모양， 변형검사， 스패터링 그리고 용입상태률 비교 조사하였다.

사진 5-4 는 KMRR 핵연료 봉의 전체길이가 766 mm 인 18 개 다발로

구성된 핵연료 집합체촬 레이저로 용접훤 것올 나타낸 것으로， 핵연료

집합체의 상하한변에셔 대체로 용첩비이드가 양호한 모습올 보여 추고

있다. 사진 5-5 는 KMRR 핵연료 봉율 사용하여 aluminum 봉단마개

용접올 실험한 것으로， 레이저 변수에 따라셔 용접된 상태롤 나타내고

있다. 사진 5-5 (B) 와 표 5-2 (B) 와 같이 레이처 첨두훌력 3.3 KW ,

반복율 10 Hz , 펄스폭 5 ms 언 경우 대체로 양호한 검사컬파롤 얻었다.

사진 5-6 윤 KMRR 핵연료 봉의 시현율 GTA 용접으로 사용한 것율

나타내며， 야것은 고온의 아르열에 의해 용단바개부분이 천혀 용입되 ~1

못하고 피록부푼만 용융된 후-표변장혁에 의해 둥글게 말린 현상율 볼

수 있다. 이것운 GTA 용첩의 열분포가 용첩물의 크기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코며 aluminum 의 열천도도가 높거 때문인 것으로 생각훤다.

사천 5-7 은 국내에셔 생산된 aluminum ( unknown spec. no.) 으로

제작된 레이저 용접된 시면이다. 여기셔 용입깊이는 봉탄마개 표면에셔

약 1. 5 mm 정도이며， 비이드 폭은 1. 2mm 정도로 용첩금속율 얻었으나

내부의 용접금속에는 용첩종섬선 부근에셔 용고후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는 고온균혈이 발견되었다. 이 균열은 aluminum 의 빼른

혈전도도에 따른 용첩찬류용력으로 인하여 결정입계에서 현석된 져융첨

개채물이나 불순불에 의해 연신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얼어난 것으로

- 95 -



( 상단부분 )

( 하판부분 )

사진 5-4. 뻐RR 핵연료 집합체의 레이저 용첩된 모습

( Shape of the laser welded sample of the KMRR fue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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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두출력 2.8 때， 반복용 10 Hz, 훨스폭 7rns )

( 캠두출력 3.3 째， 반복율 10 Hz, 훨스폭 5IDS )

( 챔두출력 3.5 때， 반복율 10 Hz, 펄스폭 4IDS )

사진 5-5. 레이저 변수에 띠·른 봉단마개용접상태 비교

( Comparison of the laser welded end caps depending
on the laser param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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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Al 봉단마개샘플의 용첩결과

( Inspections of the laser welded end capping san$les )

구 분 검사내용 검사결과 til --‘i1

용접비이 E 모양 양 호 여l얼실시

변형검사 양 호

A
스패터렁 없 옴

용압상태 부 촉

용접버이드 모양 양 호 예열실시

변형검사 양 호

B
스패터렁 없 음

용입상태 깊 %

용첩비이드 모양 거 첨 예열실시

않음

변형검사 양 호

C
스패터령 많 음

용입상태 중 간

보여진다. 이 밖에 볼 수 있는 용첩결함으로서는 철삭가공시

봉한마개사이외 틈새에 잔류하고 있던 기름이나 이불절 등의 불순물이

가화되면셔 용접금속내에서 기공올 볼 수 있었다.

Aluminum 붕단마개 용접에서는 용접금속의 내부결함올 제거하기

위해서 봉단마개 시편의 셰척방법을 개선활 것이며， 용접부의

내부균열운 국내에셔 생산된 aluminum 채질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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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한되므로， 실제로 핵연료 제조에 사용하게 될 순수 aluminum ( Ai

99.6% ALCAN CA 14022 ) 으로 만든 용단마개 재료롤 이용하면 용접금속

내부의 균열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 5-6. GTA 용첩된 봉단마개 용첩부의 모습

( Shape of the gas tungsten arc welded end ca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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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7. KMRR 핵연료 용단따개 용첩단면 모습 ( X 50 )

( Cross section of the laser welded end caps for the KMRR nuclear fue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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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6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자체 개발한 Nd:YAG 레이저 용접기률 이용하여 암1RR

핵연료 용단마개의 aluminum 용접의 가능성올 조사하기 위하여 레이저 .

용첩엌 이론척 배경과 최척조건올 통하여 핵연료 봉단마개의 레이져

용첩실험올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앞으로 KMRR 핵연료 봉단마개의

레이저 용접연구에 관한 방향제시에 대하여 결론젓고자 한다.

첫째로 레이저 에녀지가 재료변에 입사되는 mechanism 올 2 가지

모델로 나누었으며 이툴올 각각 분석하였다. 첫번째 모젤에 의하면，

입사되는 에녀치는 시펀의 반사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는 열처리 및

박판 용첩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전달 mechanism 이다. 두번째 모텔에

의하면， 플라즈마의 발생 륙성에 의하여 입사되는 레이저 에녀지가

결정되는 것으로써 seam 용첩 빛 cutting 등의 가공에셔 발생하는

에녀지 천달 mechanism 이다. 톡혀 seam 용첩의 경우， 레이저

에너지를 재료변에 천달하는데 플라즈마가 어떤 영향율 미치는지 알아

보았고， 용첩에 필요한 레아저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았다.

둘째로 앤없R 핵연료 용단마개의 용접구조불올 구성하는 aluminum

에 대한 레이저 용첩변수툴 bead-on-plate 방법으로 버쿄 조사하였다.

특히 용첩부위에 발생하는 기공형성과 spatter 등의 용첩 결함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려한 용접 결함올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즈마

발생어} 필요한 문턱쳐 따워 밀도보다 약간 높은 따워 밀도가 요구됨율

알 수 있었으며， 보호가스로 헬륨을 사용 할때가 아르곤올 사용

할때보다 기공의 발생이 적었다. 칩광 랜즈의 춧점올 용입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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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일어나는 위치에셔 시현의 표변 위쪽으로 할때， 그리고

bead-on-plate 용접법보다 butt 용첩법에셔 spatter 가 척게 나타났다.

셋째로 Nd:YAG 레이저률 이용하여 절단실험율 수햄하였으며

박판채료에 척합한 절단압력과 레이저 발산각에 따른 절단폭 조사

그리고 획척 절단 조건올 제시하였다. aluminum 판재의 레이저

컬단 실험에셔는 절단압력이 3 kg/em' 인 경우 철단속도를 증가할 수록

절단폭이 0.32 에서 0.35 rnm 범위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레이저 입력에너지에 의해셔 측청훤 발산각과 실제로

스테인레스강의 레이저 철판에셔 생긴 절단폭올 비교 조사하였을 때

발산각이 클 -수록 절단폭이 넓어지는 겸향율 보였으며， 이론치인

스풋지콤에 비해 절한폭이 약칸 커짐올 알 수 있다. 이것은 례이저

철단시 산소기체률 분사시켜 산화반웅울 일으켜 절단면올 체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로 핵연료용이 18 개로 이루어진 I애RR 핵연료집합체， 특 moek

up 시펀율 이용하여 레이저 용첩샘플을 제착하였다. KMRR 몽단마개

용캡제작에셔는 용접부의 비이드 모양， 스때터링 그랴고 용입상태가

양호한 검사결과를 얻었으나， 본 실험에 사용펀 aluminum 재료는

국내에셔 생산된 것아므로 채질상의 문제로 여겨지는 용첩금속내부의

란얼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봉단마개 시현의 절삭가공시 aluminum

봉탄마개 톰새에 잔류하고 었던 불순물이 기화되면서 기공이

발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첩 결함율 제거하기 위해서

용단마개 시현의 셰척방법올 개선할 것이며， 용첩부의 내부균열문제는

내년초에 사용하게 훨 순수 aluminum ( Al 99.6 % ALCAN CA 14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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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든 봉단마개 시훤율 이용하면 용접금속대부의 균열은 방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셋째로 결론척으로 본 연구에셔는 K뻐R 핵연료 제조시 aluminum

봉단마개의 해이저 용접기술 개발과 이에 따른 각종 재료의 레야져

철단기술 개발올 북표로 하여， 실제로 뼈RR 핵연료 제조에 사용하거l 훨

핵연료봉울 시현으로 하여 용단마개 용접의 성능실험율 롱하여 례이저

용접기술율 확립하였고， 또한 Nd:YAG 레이저률 이용하여 박판채료의

획척 절단조건올 위한 기본방향율 제시하였다. 앞으로 뻐mR 핵연료

몽단마개 용첩의 신뢰성올 얻기 위해셔는 용단따개 용첩의 geometry 혈

성능시험이 필요하며 용접특성 실험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혹척된 레이저 가공거술운 향후 국산화되고 있는 핵연료

제조공장 시셜에셔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개량형 핵연료 개발에도

필수척인 기솔로셔 기대가 룰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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