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7권 제 10호 pp. 719-727 October 2020 / 719

J. Korean Soc. Precis. Eng., Vol. 37, No. 10, pp. 719-727 http://doi.org/10.7736/JKSPE.020.024

ISSN 1225-9071 (Print) / 2287-8769 (Online)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텅스텐 카바이드 가공성 연구

A Study on the Machinability of Tungsten Carbide Using Ultrafast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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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ungsten carbide is a material with high hardness, wear resistance, good chemical stability, and dimensional stability.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it is mainly used as a tool for cutting and molding such as molds, and casts required for

manufacturing high value-added equipment such as automobile parts and medical equip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cess with the traditional machining methods because of the high toughness and hardnes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 study of tungsten carbide machining processing using the ultrafast-laser was recently conducted. In this paper,

the ultrafast lasers with the pulse duration of 190 fs, 5 and 10 ps, respectively, were used. When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pulse widths of 5 and 10 ps, respectively, micro-cracks were observed from the heat generated by the

overlap of the laser pulses. Conversely, the machining processing using a laser with the pulse width of 190 fs showed a

major advantage with no crack by minimizing the therm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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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텅스텐 카바이드(Tungsten Carbide, WC)는 높은 경도와 마모

저항 그리고 좋은 화학적 안정성 및 치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텅스텐 카바이드는 높은 연

성과 인성을 가진 원소들로 이루어진 복합 물질이며, 적용 분야

에 맞게 합금 원소를 추가하거나, 텅스텐 카바이드의 입자 크기

또는 코발트(Cobalt, Co)의 성분 함량을 조절하여 사용되고 있

다.1 텅스텐 카바이드는 높은 가공 정밀도를 요구하는 자동차

부품, 의료 장비 등 크기가 작으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작하

는데 필요한 금형 몰드(Mold) 및 다이(Die)의 제조공정에 주로 사

용된다.1,2 그러나 텅스텐 카바이드는 높은 인성(Toughness)과 경

도(Hardness)를 가진 난삭재로서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EDM), Grinding과 같은 전통적인 기계 가공 방법을 사용할 시

가공 공구의 마모, 깨짐 그리고 긴 가공 시간 등 다양한 문제점

이 있다. 현재 EDM 가공 방식이 WC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공 표면에 열 영향(Heat Affected Zone)이

발생하거나 방전가공으로 인해 가공된 면이 거칠어지는 등 부

작용이 발생한다.3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가공 공정이

끝난 이후 연마(Polishing) 공정을 거쳐야 하고 이것은 제작 공

정 시간 및 제작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EDM 가공 공정은 전

극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가공할 시 마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

여 다시 제작하거나 교체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텅스텐 카바이드를 가공하는데 있어 가공 소

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교하면서 열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

공 방법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최근 비접촉 방식이며, 공구가

필요하지 않는 레이저 가공 방법이 촉망받고 있다.4

레이저 가공은 레이저의 파장, 빔 모양 그리고 펄스 폭 등 레

이저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레이저

의 특성 중 펄스 폭의 길이에 따라 가공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나노초(Nano Second) 펄스 폭을 가진 레이저 가공은 열적 효과

가 발생하거나 가공물이 가공 표면에 다시 적층되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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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짧은 펄스 폭에 의한 높은 Intensity로 인하여 펨토초

(Femto Second) 및 피코초(Pico Second) 레이저 가공은 낮은 에

너지를 사용하여 가공을 할 수 있으며 짧은 펄스 폭으로 인하여

열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가공 분야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5

이러한 장점을 가진 펨토초 및 피코초 레이저를 WC를 가공

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일

반적으로 금속재료에서 에너지가 재료에 도달하여 열 확산이

발생하는 10 ps에서부터 5 ps, WC의 열 확산 시간보다 짧을 것

으로 예상되는 190 fs의 펄스 폭과 다양한 레이저 변수와 WC의

상호 작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레이저 가공 시스템 및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된 레이저는 Light Conversion사의 Pharos

SP 모델로 기본 파장은 1,026 nm이며, 512, 355 nm 파장 가변

이 가능하며, 최소 펄스 폭은 190 fs이며 최대 10 ps까지 펄스

폭 가변이 가능하다. 반복률은 Single Pulse에서 최대 200 kHz,

최대 1 mJ 펄스에너지를 갖는 레이저이다. Fig. 1은 본 실험에

사용된 극초단 레이저 가공 시스템 개략도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텅스텐 카바이드이며, 두께는 1 mm

이다. 동일한 펄스에너지에서 레이저 펄스 폭을 변화시키면서

텅스텐 카바이드를 가공하며 가공성 및 가공 임계값 변화에 대

하여 알아보았다. 텅스텐 카바이드는 매우 단단한 초경합금이므

로 레이저 1펄스로는 가공성을 구분하기 어려워 레이저 조사 횟

수를 5펄스, 10펄스, 15펄스를 조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레이저 가공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낸다.

3. 극초단 레이저 가공 실험 결과

3.1 텅스텐 카바이드 가공 및 임계값

Fig. 2는 190 fs와 10 ps의 펄스에너지에 따른 가공 직경 변화

에 관한 그래프이다. Fig. 2(a)에서 190 fs와 10 ps의 가공 직경

을 비교하였다. 펄스에너지와 펄스 수를 증가할수록 가공 직경

이 증가하는 것을 190 fs, 10 ps 펄스 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레이저의 가공 효율을 고려하였을 때 낮은 펄스에너지, 적은

펄스 횟수의 경우 190 fs와 10 ps의 가공 직경 차이가 가장 많이

나고, 펄스에너지 및 펄스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줄어

드는 경향을 Fig. 2(b)에서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Fig. 1 Schematical representation of the ultrafast laser machining

system (MS: Mechanical shutter, NDF: Neutral density filter,

BS: Beam splitter, OB: Objective lens, CCD: Camera, HL:

Halogen lamp)

Table 1 Parameters of ultrafast laser machining

Pulse duration 190 fs, 5 ps, 10 ps

Pulse energy [µJ]
1.3, 2.7, 4.0, 5.3, 6.7, 7.8, 9.2, 10.7, 

12.0, 14.0

Pulse counts 5, 10, 15

Fig. 2 The diameter of hole created on WC surface by ultrafast

laser: (a) The diameter of hole variation, and (b) The ratio of

hole diameter (190 fs over 10 ps)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7권 제 10호 October  2020 / 721

것은 극초단 레이저 가공 시, 높은 첨두 출력에 의해 레이저와

가공되는 재료의 표면에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 형성된 플라

즈마는 플라즈마 쉴딩(Plasma Shielding) 역할을 하여 그다음 조

사되는 레이저의 펄스가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가공 효율을 저

하시키거나, 가공되어 발생한 파티클들이 주변으로 비산하지 못

하고 다시 가공된 곳으로 적층되는 현상이 발생한다.6-8 이로 인

해 10 ps에 비해 매우 큰 첨두 출력 인하여 190 fs에서 생성되는

플라즈마는 유지 시간이 길고, 크기가 크다. 그리고 생성된 플라

즈마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펄스에너지 및 펄스 횟수가 증

가할수록 가공 효율이 떨어진다.8

레이저 가공 시, 재료의 가공 임계값은 재료를 가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레이저 에너지를 말한다. 그리고 가공 임계값을 구하

는 방법은 J. M. Liu9에 의해 보고된 D2 Method 방법을 사용하

였다. 

190 fs, 5, 10 ps의 가공 임계값을 비교해 보았다. Fig. 3은 Liu

Plot으로 구한 Ablation Threshold Pulse Energy이며, Table 2에

각각 펄스 폭의 Ablation Threshold Fluence를 정리하였다. 190

fs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에서 가공이 발생하며, 레이저 펄스 폭

이 증가할수록 텅스텐 카바이드의 가공 임계값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레이저 펄스 수가 증가할수록 190 fs, 5, 10 ps의 가공 임

계값은 비슷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레이저 펄스 수가 증가하게

되면 레이저를 맞은 재료 표면에 열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 이

렇게 중첩된 열은 재료를 녹이게 되고 다음 조사되는 레이저 펄

스는 중첩된 열과 함께 더 많은 가공을 발생하게 된다.10 이러

한 현상으로 레이저 펄스 횟수가 많아질수록 5, 10 ps의 가공된

직경이 커져 190 fs와 임계값이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레이저 펄스 횟수가 증가하였을 때, 5, 10 ps의 가공 임계값

변화율이 크므로 펄스 폭이 짧을수록 재료에 미치는 열 영향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3.2 고에너지 가공

레이저 가공에서 높은 펄스에너지와 낮은 펄스에너지에서 가

공 반응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펄스에너지 영역에서 가공

을 수행하였다. Table 3은 높은 에너지의 극초단 레이저와 WC

와의 가공성을 알아보기 위한 공정 조건을 나타내었다. 

Fig. 4에서 고펄스에너지에서도 펄스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펄

스 폭에 상관없이 가공 직경, 가공 깊이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

Table 2 Threshold of tungsten carbide on various laser pulse width

and counts

Pulses 190 fs [J/cm2] 5 ps [J/cm2] 10 ps [J/cm2]

5 0.16 0.58 0.68

10 0.08 0.22 0.24

15 0.09 0.15 0.17

Table 3 Parameters of high pulse energy machining

Pulse energy [μJ] 100, 150, 200, 250

Pulse duration 190 fs, 5 ps, 10 ps

Pulses 5, 10, 15, 20

Fig. 3 Threshold energy of 5, 10, 15 pulses in (a) 190 fs, (b) 5 ps,

and (c) 10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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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190 fs에서 가장 가공 직경이 넓고 가공 깊이가 깊은 것은

짧은 레이저 펄스 폭 길이로 인하여 재료에 전달되는 강도

(Intensity)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가 더 높은 5 ps가 10 ps의 가공되는 양이 비슷한

이유는 10 ps에서 보다 많은 열에너지가 발생하고 중첩된 열로

가공이 더 발생하여 가공되는 양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11 그

리고 레이저 펄스 수가 증가할수록 가공 깊이는 깊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도 고에너지 영역에서 3가지의 레이저

펄스 폭 모두 레이저 에너지 및 펄스 횟수가 증가할수록 가공

직경이 커지고 가공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는 고펄스에너지에서 펄스 폭의 길이에 따른 가공 형상

결과를 보여준다. 조사된 레이저 에너지와 상관없이 190 fs의

가공물 주변부에는 옅은 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옅은 원의 영역은 조사되는 레이저빔의 모양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이저의 빔 모양은 가우시안 형태를 가진 레

이저이다. 가우시안 빔 레이저는 가운데에서 에너지 분포가 가

장 높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에너지 분포가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레이저 펄스 횟수 및 에너지가 증가하면 가공부

주변의 옅은 원이 선명해지는 것은 가우시안 빔 가장자리에서

에너지가 중첩이 되거나 에너지 분포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

다.12

에너지에 상관없이 적은 펄스 횟수에서 190 fs는 가공이 발

생하면서 가공부 가장자리에 버(Burr)가 발생하고, 주변으로 버

와 파티클이 퍼져나간다. 하지만 5, 10 ps의 가공 원들은 190 fs

가공 원만큼 가공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공부 가장자리에 도넛

형태와 같은 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버의

도넛 형태는 펄스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펄스 횟수가 증가할수록

Fig. 4 Diameters and depths of ablated hole: (a) Pulse energy: 250, (b) Pulse energy: 200, (c) Pulse energy: 150, and (d) Pulse energy: 100 µ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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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90 fs와 5, 10 ps의 펄스 폭에서

가공 후 다른 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레이저 가공 후 발생

하는 버는 열적 효과로 인한 것이다. 190 fs에서의 버는 찢긴 듯

한 형태를 보여주는 반면 열 영향을 많이 받는 5, 10 ps에서는

도넛 모양과 같은 버가 발생한다.13

일반적으로 레이저와 금속재료가 상호작용할 때, 레이저의

에너지를 흡수한 곳에서 주변부로 열이 전달되기까지 10 ps의

시간이 걸리는데,14 펄스에너지, 펄스 횟수가 증가되어도 190 fs

에서는 열이 전달되기 전에 가공이 완료되어 재료 주변부로 열

이 퍼져나가는 양이 매우 적고, 펄스 폭이 길어질수록 가공 주

변으로의 전달되는 열이 증가하여 가공부 주변으로 누적된 열의

양이 커져 가공부 주변으로 발생하는 버의 형상이 다르다.13,14

Fig. 6은 190 fs, 5, 10 ps의 250 μJ, 15 Pulses 가공물을 확대한

것이다. 같은 레이저 펄스에너지 및 펄스 횟수이지만 가공물의

형상이 다름을 보여준다. 첫 번째로 가공 홀의 벽면에서 다른

형상을 보여준다. 190 fs의 가공 홀의 벽면은 매끄럽지 못한 벽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5, 10 ps의 가공 홀 벽면은 매끄러운 벽면

을 가지고 있다. 짧은 펄스 폭에서는 강한 강도로 재료를 제거

하는 메커니즘이 강하기 때문에 가공된 벽면이 매끄럽지 못하

고,15 5, 10 ps는 강한 강도로 물리적으로 제거된 가공 벽면이 레

이저에 의한 발생한 열에 의해 가공 벽면이 매끄럽게 가공되는

형상을 보여준다.16

두 번째로 Fig. 6에서 보이는 리플(Ripple) 형상이다. 레이저

로 인해 발생하는 리플의 원인 중 하나는 가공 임계값 에너지

수준에서 입사하는 레이저 빔과 재료를 맞고 산란된 빔들이 간

섭이 일어나 재료의 표면에 리플 패턴이 형성된다.17 Fig. 6에서

펄스 폭이 짧아질수록 가공부 주변으로 리플 패턴이 뚜렷해지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레이저 펄스 횟수가

Fig. 5 SEM images of hole ablated by high pulse energy and multi-pulses: (a) SEM images of 100, (b) SEM images of 150, (c) SEM images

of 200, and (d) SEM images of 250 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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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거나 재료에 입사되는 에너지가 높으면 나타난다.18 가공

되는 직경 또는 깊이 비교 이외에도 이러한 리플 패턴 형상으로

같은 레이저 에너지라도 재료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펄스 폭이

짧을수록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Fig. 7은 고펄스에너지인 250 μJ로 고정시키고 펄스 수를 25

Pulse 수에서 최대 400 Pulse까지 증가시켜 가공 형상을 보았다.

190 fs에서 가공 원 가장자리에 생성되는 버의 양은 매우 적고,

높은 첨두 출력으로 인해 깊게 가공 되었다. 5, 10 ps를 비교하

였을 때 10 ps 가공부 주변으로 큰 버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레이저 가공 시 발생하는 충격파(Shock

Wave)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격파는 레이저 강도가 클수

록 큰 충격파가 발생하고,19 레이저 중첩 횟수가 증가할수록 유

지 시간이 길어진다.20 레이저 펄스 폭이 짧을수록 강한 충격파

로 인하여 가공물들이 멀리 퍼지게 되어 가공부 주변에 버들이

적고, 펄스 폭이 길수록 충격파가 약해지기 때문에 가공물들이

멀리 퍼지지 않고 다시 적층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큰 버들이 형

성되고 가공부 가장자리를 이탈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3.3 저펄스에너지 가공

Fig. 8은 텅스텐 카바이드의 가공 임계값 부근의 펄스에너지

에서 펄스에너지와 펄스 횟수를 변경하며 가공한 SEM 사진이

다. 펄스 한 발만 조사하였을 때는 모든 펄스 폭, 펄스에너지에

서 가공 식별 유무가 어려웠지만, 펄스 횟수를 증가할수록 가공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펄스에너지에서도 펄스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펄스에너지와는 다르게 버에 리플(Ripple) 형상이

겹쳐 발생한다. Fig. 6(a)에서 가공 원 주변부에 리플 모양이 발

생하지만 매우 작은 간격을 띄는 리플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저

에너지에서 발생된 리플 패턴의 간격은 매우 넓다. Fig. 8을 보

면 리플 패턴의 간격도 펄스에너지가 클수록, 레이저 펄스가 많

아질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펄스에너지와 고펄스에너지의 리플 패턴을 Fig. 9에 비교

하였다. 고펄스 레이저 가공에서는 촘촘한 리플 패턴이 형성되

었고 저펄스 레이저에서는 좀 더 넓은 간격을 갖는 리플 패턴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리플 패턴이 형성되는 이유는 가우

시안 분포를 갖는 레이저 빔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레이저 빔은 가운데가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갖으며

가운데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펄스

Fig. 6 SEM images on tungsten carbide by ultrafast laser: (a) 190

fs, 250 μJ, 15 pulses, (b) 5 ps, 250 μJ, 15 pulses, (c) 10 ps,

250 μJ, 15 pulses

Fig. 7 SEM images of hole ablated by high pulses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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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서는 낮은 에너지가 조사되는 가공부 주변 표면에 리

플 패턴이 생기고, 저펄스에너지에서는 가공부 가장자리에 리플

패턴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리플 패턴의 간격이 다른 것은 높

은 레이저 에너지에서는 넓은 간격의 리플 패턴이 형성되고, 낮

은 레이저 에너지에서 좁은 리플 패턴이 형성된다.21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극초단 레이저를 활용하여 펄스 폭과 펄스 횟

수를 조절하여 텅스텐 카바이드의 가공 임계값 변화, 저레이저

에너지, 고레이저 에너지의 가공 형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레이저 펄스 폭 길이가 가장 짧은 190 fs, 레이저 펄스 횟수

10 Pulses에서 가장 낮은 가공 임계값 0.08 J/cm2을 보여준다. 이

것은 펄스 폭이 짧을수록 재료에 가해지는 강도가 크고, 펄스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료에 열이 중첩되므로 열적 효과로 인해

가공 임계값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고펄스에너지에서는 펄스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펄스 횟수가

증가할수록 가공 홀의 직경이 커지고 깊이가 깊어진다. 펄스 폭

에 따라 가공 홀 주변에 발생하는 버의 형태가 다르다. 5, 10 ps

에서는 열적 영향으로 인하여 가공부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듯

한 버를 형성하였다면 190 fs에서는 강한 충격에 인해 찢겨나간

버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리플 패턴 형성은 펄스 폭 길이

가 짧을수록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저펄스에너지에서는 뚜렷한 가공이 발생하지 않지만 펄스 횟

수를 증가할수록 텅스텐 카바이드를 가공하였다. 그리고 레이저

Fig. 8 SEM images of hole ablated by high pulses and low energy:

(a) 0.5, (b) 0.2, and (c) 0.1 μJ

Fig. 9 Comparison of hole ablated by (a) 190 fs, 250 μJ, 15 pulses

and (b) 190 fs, 0.5 μJ, 500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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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펄스 횟수를 증가시키면 리플 패턴의 간격이 넓어지

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레이저 파라미터를 조절하며 텅스텐 카바이드를 가공

한 연구를 통하여 레이저 폴리싱 및 드릴링 등 다른 레이저 응

용 공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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