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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텔로이 박판의 레이저 절단 후 단면분석을 통한 공정조건 선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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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valuate the quality of the cross section of Ni alloy thin plate cut by laser, we have proposed an analysis method using

SEM image to measure surface roughness of cross section.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cut area of the thin plate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analyze using conventional measurement technique such as profile measurement with a probe.

When the SEM image is used, the roughness value can be collected quantitatively while judging the surface status

qualitatively. A Hastelloy C-276 thin plate with a thickness of 50 µm coated with HTS was cut by Nd:YAG laser, and the

state of the cross section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in this research. The optimum laser cutting

process condition could be found for the lowest surfac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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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니켈 합금은 내산화성, 내고온성 및 내부식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어 많은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하스텔로이

(Hastelloy) C-276은 니켈(Ni) 을 기지로 크롬(Cr) 과 몰리브덴

(Mo) 이 주요합금원소로 첨가된 Ni-Cr-Mo 계열의 고용 강화형

합금으로, 첨가된 원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산과 염, 해수와 같은

환경에서도 스테인리스강을 대체하여 사용될 만큼 우수한 내식성

을 가진다.1-4

Fig. 1 은 하스텔로이 C-276 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도

성이 우수한 하스텔로이 C-276 은 HTS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ng) 코팅을 통해 기존의 Si, AL2O3 등의 세라믹 기

판을 대체할 재료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박판형태로 제작

하여 초전도 선재로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HTS가 코팅된 하스텔로이 C-276 박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면적의 판재를 링 나이프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절단하는 슬

리팅(Slitting) 공정이 사용된다. 슬리팅 공정과 같이 물리적인 힘

으로 절단하게 될 경우 HTS 코팅층의 균열 및 절단면에 버가 발

생하여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므로 얇은 박판에 대한

절단 공정이 요구된다.

레이저를 이용한 가공은 다양한 재료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CO2 레이저는 고출력이며 높은 에너지 밀도와

낮은 입열량을 가지는 특성으로 소재의 열영향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두께가 얇은 박판의 소재에 대해서

는 Nd:YAG 레이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Nd:YAG 레이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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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이 1.06 µm인 적외선의 빛을 방출하므로 CO2 레이저에 비해

짧은 파장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짧은 파장의 레이저 빔은 상대

적으로 낮은 출력으로도 정밀한 가공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소재

표면의 반사성이 높은 재료에 적용할 수 있다.6

레이저를 이용한 박판 절단 공정 시 TEM00 모드 의 저출력 빔

을 사용하게 되면 입열량을 집중시켜 가공속도 향상 및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7-9

표면조도 즉, 표면 거칠기는 금속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써 제품의 기계적 기능과 수명, 외관, 안전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측정 항목이다. 현재 대부분의 표면

거칠기는 비교측정, 접촉식 측정 그리고 비접촉식 측정 등의 방식

을 사용하여 Ra, Rz, Rmax 와 같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수치화된

결과를 얻고 있다.

비교측정은 ISO 8503 및 ASTM D4417 의 규격을 바탕으로 제

작된 비교시편과 측정하고자 하는 표면을 육안 관찰 및 촉각을 이

용하여 두 표면의 거친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다.10

접촉식 측정은 대표적인 표면 거칠기 측정방법으로 스타일러스

의 팁을 금속 표면에 접촉시킨 후 요철에 맞추어 팁을 상하로 움직

이며 프로파일 데이터를 얻게 된다. 금속 표면에 접촉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거칠기 값을 얻을 수 있으나 표면에 상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드러운 재질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접촉식으로는 공초점 방식과 간섭계 방식이 있으며 레이저

와 같이 위상과 주파수가 일정한 광원을 표면에 조사하여 표면의

상태에 따라 산란된 빛의 간섭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표면거칠기

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모재 표면에 Collimated Beam을 조사한

후 분산되는 반사광의 패턴을 CCD 카메라로 검출하여 표면 거칠

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조사하는 광원의 각도와 거리를 조절함으

로써 최적의 민감도를 가지는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11 또한 투

명한 기판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기 위해 빛의 회절과 가간섭성

을 이용할 수 있는데 투명한 기판을 투과하여 나오는 빛이 스펙

클 패턴(Speckle Pattern) 으로 상이 맺히게 되면 보강과 상쇄에

의한 밝기를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파악할 수 있다.12 접촉식

측정 방법에 비해 미세한 요철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대상

물의 표면 상태와 관계없이 정확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나 장치가 복잡하고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금속 박판을 절단한 후 절단

면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미지를 획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속 박판의 절단면에 대한

표면 거칠기를 분석하는 간단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금속박판은 두께가 50 µm인 하스텔로이 C-

276 박판이며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SEM 이미지를 획득

하고 이미지 상의 밝기 값을 픽셀별로 추출하여 표면의 거친 정

도를 분석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금속표면의 상태를 이미지로 파

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 대상의 재질 및 두께에 제한 없이

간단하게 표면 거칠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4 또한 다

양한 레이저 절단 조건에 대해 단면 SEM 이미지를 획득한 후 본

연구에서 제안된 표면 거칠기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레이

저 절단 공정 변수를 선정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된 하스텔로이 C-276박판소재는 Cabot Corp. 의

제품으로 HTS가 코팅된 박판형태의 소재이다. Current density

1000 A/mm2, Melting Temperature 1596-1649 K의 물성을 갖는다.

실험에서는 DMG MORI SEKI사의 100 W 급 Nd:YAG 레이

저를 사용하여 레이저 절단을 실시하였다. Nd:YAG 레이저는 대

표적인 4준위 레이저로써 고출력의 빔을 방출하는 장점 때문에

재료의 가공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높은 에너지밀도와 낮은 입열

량을 가지므로 정밀가공이 가능하며 CO2 레이저에 비해 짧은 파

장의 빛을 방출하므로 박판소재에 적용할 경우 와이어 및 그라인

딩과 같은 기계적인 가공에 비해 코팅층의 파손과 버를 최소화하

고 우수한 표면조도를 가지는 절단면을 확보할 수 있다.

실험의 제어 인자는 입열량에 영향을 미치는 Speed, Power 그

리고 단위시간당 조사시간인 Pulse Duration 을 선정하였으며 각

인자당 세 가지의 수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절단된 시편은

SME 이미지를 이용하여 절단면에 대한 표면 조도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기초 실험을 바탕으로 박판이 절단되는 최소 인자별 수준은

Laser Power 8.7-14.5 W, Cutting Speed 5-25 mm/s, Pulse

Duration 1-10 µs 로 확인하였으며 27 가지의 실험 조건을 수립하

여 절단 시편을 제작하였다.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

하여 각 시편에 대한 절단면의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빛의 흡수 및 반사를 통해 영상을 얻게 되는 광학현미경과는

달리 SEM은 방출된 전자가 표본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이차전자

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빛에 의한 영상의 왜곡이 거

의 없으며 피사계 심도가 깊은 장점으로 요철이 심한 표면의 조도

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촬영장치라고 할 수 있다.15-17

Fig. 1 Schematic diagram of Hastelloy C-276 thin plate coated with

HTS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4권 제 8호 August  2017 / 535

Fig. 2는 이미지의 디지털 양자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은

검은색에서 흰색까지 이르는 밝기의 변화를 몇 단계로 분류할 것

인지 나타낸 것이며 N = 256 은 밝기값이 0-255 에 이르는 Gray

Level을 뜻한다. N = 2는 0과 1 즉,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표현하

는 바이너리 이미지를 뜻한다. 픽셀의 밝기 값이 높을수록 표면의

파상도가 산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어두워질수록 골

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픽셀의 밝기에 따라 표면

조도 즉, 표면의 거친 정도를 알 수 있다. N 값이 낮아 질수록 표

면구조를 나타내는 밝기의 범위가 줄어들어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만큼 오차 또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양자화 레벨이 높을 수록 원래의 절단면에 가깝게 이미

지가 표현되므로 정확한 표면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N = 256 의

양자화를 기준을 선정하였다. 

Fig. 3은 Gray Level로 양자화된 SEM 이미지를 바탕으로 픽

셀의 밝기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SEM 이미지를 양자화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해당하는 범위의 픽

셀에 대하여 그 값을 0-255 까지의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디지

털 양자화된 각 픽셀당 밝기를 바탕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범위에

일치하는 열과 행의 데이터를 추출하면 거리에 따른 픽셀의 밝기

즉, 표면의 거친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Fig. 4 는 위 그림에서 도출된 픽셀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면 거

칠기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우선 10 mm 의 절단면 너비를

기준으로 절단면 전체에 대해 각각의 Column Data의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표면의 거친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AC

성분만을 남기기 위해 DC Offset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SEM 이미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미지의 전체적인 밝기가 분

석에 주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거칠기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표면의 거친 정도를 유

추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Figs. 5-7 은 각각 Speed 5, 15, 25 mm/s 일 때의 절단 조건에

대한 시편의 절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SEM 이미지를 관찰했을

때 모든 조건에 대하여 Speed 가 높아질수록 절단면이 균일하지

못하고 용락과 같은 결함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반면 최

소 5 mm/s의 속도에서는 용략이 발생하는 절단면의 빈도가 줄었

으며 상대적으로 평탄한 조도를 보인다.

Speed 와 Pulse Duration 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소재 표면에

조사되는 레이저 빔의 Power가 낮을수록 표면 거칠기 또한 균일

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단위 길이당 조사시간인 Pulse Duration

은 1 µs 의 빠른 조건일 때 절단면이 우수게 나타났다. 레이저를

적용한 박판 가공 시 우수한 절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출력

의 조건보다 단위 길이당 저출력 레이저 빔을 빠른 조사시간으로

가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실험 조건 중 Power 8.7 W,

Pulse Duration 10 µs 의 조건에서는 Speed 와 관계 없이 절단이

되지 않았다. 

Figs. 8-10 은 각각의 Power 에 대하여 Speed에 따른 표면의

거친 정도를 표준편차의 값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절단면의 표면이 거칠다는 것을 의미한다. Power,

Speed, Pulse Duration 의 세 인자 중에서 Speed 가 증가함에 따

라 표준편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SEM 이미지 와 비교

를 통해 레이저 절단에 의한 용락 및 버의 발생으로 인하여 요철

의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Pulse Duration 은 모

든 절단조건에 대하여 가장 짧은 시간인 1 µm 일 때 표준편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각의 레이저 절단 조건에서 획득한 절단면의 거칠기는 추출

된 표준편차의 값으로 정량화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값이

Fig. 2 Digital quantization of cross section image for thin Ni alloy

sheet by laser cutting

Fig. 3 Gray level data in each pixel of cross section image

Fig. 4 Surface roughness example by extracted brightness value

after removing DC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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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작은 조건 중에서 SEM 이미지 관찰을 통해 용락과

같은 결함이 적고 표면이 균일하다고 판단되는 세가지 공정조건

즉, Power 8.7 W, Pulse Duration 1 µs 이면서 Speed가 각각 5,

15, 25 mm/s 인 경우에 대해 표면의 거친 정도를 구하여 Fig. 11에

Fig. 6 Cross section of Ni alloy sheet by laser cutting with 15 mm/s

Fig. 7 Cross section of Ni alloy sheet by laser cutting with 25 mm/s

Fig. 8 Standard deviation of surface roughness for power 8.7 W

Fig. 9 Standard deviation of surface roughness for power 11.6 W

Fig. 10 Standard deviation of surface roughness for power 14.5 W

Fig. 11 Surface roughness comparison for each cross section with

various cutting speed

Fig. 5 Cross section of Ni alloy sheet by laser cutting with 5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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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도시하였다. 계산된 표준편차 값은 각각 4.61, 14.56,

15.13 이며 박판 길이에 따른 요철의 정도를 Profile 로 확인할 수

있다. 절단면의 SEM 이미지와 추출된 표준편차 값을 바탕으로

Speed가 가장 낮은 5 mm/s 인 조건에서 표면 거칠기가 가장 우수

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SEM 이미지를

이용한 단면 분석을 통해 최적의 레이저 절단 조건을 찾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속박판의 레이저 절단 후 그 단면을 분석하기

위해 SEM 이미지를 이용한 표면 거칠기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두께 50 µm의 하스텔로이 C-276박

판을 절단하고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표면거칠기를 분석한 후

최적의 절단 조건을 찾아내었다.

실험계획법에 따라 제작된 절단시편의 SEM 이미지를 디지털

양자화 작업을 거쳐 각각의 픽셀에 해당되는 밝기 값을 획득하고

단면의 폭 방향에 대해서 AC 성분 및 표준편차 비교를 통해 표면

의 거친 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실험 조건에 있어서는 레이저 절단 조건이 Power 8.7 W,

Speed 5 mm/s, Pulse Duration 1 µs 일 때 가장 우수한 표면 거칠

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단면 분석에 있어서 SEM 이미지를 이용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표면의 거친 정도를 정량화 할 수 있다

는 것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표면거칠기 뿐

만 아니라 가공된 금속 표면의 파상도, 결, 흠과 같은 표면구조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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