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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thermal effects induced by pulsed laser absorption in an optical medium were simulated. In
particular, the dependences of maximum temperature increase and decay time constant on the laser beam
diameter and the medium absorption coefficient were investigated. The maximum temperature increase
showed the inverse square dependence on the laser beam diameter, and the decay time constant was
found to be almost independent of the laser beam diameter for relatively large absorption coefficients. As
the absorption coefficient increased, the maximum temperature increase increased and the decay time
constant decreased. The maximum temperature increase wa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absorption
coefficient, and the decay time constant was found to be almost independent of the absorption coefficient
for relatively small laser beam di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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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를 이용하여 촉각 자극(Tactile Sensations)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 중에 있
다 [3-9]. 피부 조직에서의 레이저 흡수 [10], 레이저
최대 허용 노출(MPE, Maximum Permissible Exposure)
에서의 온도 상승 [11], 레이저 흡수에 의해 발생하는
축 방향 변위의 펄스 폭 의존성 [12] 등에 대한 기초
연구 또한 수행되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촉각 자극
유도 기술은 주로 통증 및 가려움 유발을 위해 기계적
[13], 열적 [13, 14], 전기적 [13, 15] 기술을 이용하여
피부에 직적접인 접촉을 해야 하며, 자극량, 자극 위치,
자극 형태 제어의 시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레이저 유도 열탄성 효과
(Laser-induced Thermoelastic Effects)를 이용하여 직
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촉각 자극
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촉감 제시 기술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펄스 레이저 흡수 후 발생하는 열 효과는 레이저 유
도 열탄성 효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리 현상
이며, 레이저 흡수에 의한 열 효과의 레이저 펄스 폭

1. 서론
1)

레이저(LASER)는 전자기 방사의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을 의미하는 영문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머리글자로 만들
어진 용어이다. 1960년 미국의 메이먼(T. H. Maiman)에
의해 최초의 레이저가 개발된 이후 물리학, 화학뿐만
아니라 재료과학, 생명과학, 의학 등 거의 모든 과학
및 공학 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주고 있으며, 현대 최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광원
으로 활용되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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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되었다 [16]. 본
논문에서는 펄스 레이저가 광학 매질에 흡수될 때 발
생하는 열 효과의 레이저 빔 직경과 매질의 흡수 계수
의존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레이저
의 빔 직경과 매질의 흡수 계수를 변화시키며 열 확산
방정식(Thermal Diffusion Equation)을 풀어 시간에 따
른 매질의 온도변화에 대한 해를 구하였다. 시뮬레이
션을 위해 열 유동 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
Fluent(ANSYS Incorporated, USA)를 사용하였다. 시뮬
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여 최대 온도 상승치와 온도 시
감쇠 상수의 빔 직경 및 흡수 계수 의존성에 대해 조
사하였다.

레이저 펄스가 매질에 조사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Constant
Temperature
Condition

Convection
Boundary
Condition

Symmetric Axis

2. 빔 직경 의존성
2.1 시뮬레이션 조건
빔 직경 의존성과 흡수 계수 의존성 관련 시뮬레이
션을 위해 사용한 매질의 특성 상수와 레이저 파라미
터는 참고문헌 [16]과 동일하다. 즉, 매질의 굴절률  ,
질량 밀도 , 비열 , 열 전도도 는 각각  = 1.4
[17],  = 1100 kg/m3 [18],  = 3400 J⋅kg-1⋅K-1 [18],
 = 0.4 W⋅m-1⋅K-1 [18]인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참
고문헌 [17]과 [18]에 보고된 피부 조직에 대한 일반적
인 특성 상수 값들이다. 레이저 파장 와 펄스 에너지
 는 각각  = 532 nm,  = 2.5 mJ 인 것으로 가정하
였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조건에 대해 예측된 최대
온도 상승치는 모두 20 oC 이하이었기 때문에 매질의
상변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특정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열 효과의 빔 직경 및 흡수 계
수 의존성에 대한 이론적인 경향성만을 살펴보고자 하
였기 때문에 매질 특성 상수의 온도 의존성 또한 무시
하였다.
Figure 1은 ANSYS Fluent의 시뮬레이션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 원통 좌
표계를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매질의 크기는
반경 10 mm, 두께 10 mm로 설정하였으며, 메쉬의 크
기는 0.02 mm × 0.02 mm이었다. Figure 1에서 매질
의 아래쪽 면이 원통 좌표계에서의 대칭축(Symmetric
Axis)이며, 오른쪽 면이 매질과 공기의 경계면이다. 매
질과 공기의 경계면에는 표면 대류 조건(Surface
Convection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표면 대류 조건에
사용된 열 전달 계수 와 공기의 온도  는 각각 
-2
-1
= 10 W⋅m ⋅K [19],   = 298 K [19]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ure 1에서 위쪽 면과 왼쪽 면에는 등온
경계조건(지정된 표면온도, 298 K)을 부과하였다.
열 효과의 레이저 빔 직경 의존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선정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레이저 펄스 폭 를 5 ns으로 고정하고, 흡수 계
수 가 1 mm-1, 3 mm-1, 6 mm-1인 경우에 대해 레이
저 빔 직경 (1/e 기준)를 0.5 mm, 1.0 mm, 1.5 mm,
2.0 mm, 2.5 mm, 3.0 mm로 변화시키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두 단일

Figure 1. Simulation layout of ANSYS Fluent.
Table 1. Parameters chosen for the simulations of
laser beam diameter dependence
Parameter

Value
Note
0.5 mm, 1.0 mm, 1.5 mm,
Laser Beam Diameter 
Varied
2.0 mm, 2.5 mm, 3.0 mm
-1
-1
-1
Varied
Absorption Coefficient  1 mm , 3 mm , 6 mm
5 ns
Fixed
Laser Pulse Width 

(a)

(b)

(c)

Figure 2. Simulation results of temperature increase
at the beam center on the surface of the medium.
-1
-1
(a)  = 1 mm , (b)  = 3 mm , and
-1
(c)  = 6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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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a), (b), (c)는 각각 흡수 계수가 1 mm-1, 3
mm-1, 6 mm-1인 경우 빔 직경의 변화에 따른 매질 표
면에서 레이저 빔 중심점의 온도 상승치에 대한 시뮬
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3은 각 시뮬레이
션 결과에서 최대 온도 상승치와 최대 온도의 1/e 수
준까지 온도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 온
도 시감쇠 상수를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Figure 3(a)와 (a’)은 흡수 계수가 1 mm-1 인 경우
에 대한 결과이다. 빔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온
도 상승치가 감소하고 온도 시감쇠 상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시뮬레이션 분석 시간을 1.5 s로 제한하여
이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구하지
않았다. 빔 직경이 2.5 mm, 3.0 mm인 경우 레이저 펄
스 흡수 후 1.5 s가 지난 후에도 표면 온도가 최대 온
도 상승치의 1/e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 1.5 s 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온도 시감쇠 상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 온도 상승치와 온도 시감쇠 상수의 빔 직경
의존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멱함수(power
function)를 이용한 곡선 맞춤(curve fitting)을 수행하였
다. 최대 온도 상승치는 멱함수로 곡선 맞춤을 수행한
결과 빔 직경에 대해 -2승의 의존성을 갖고 있으며,
온도 시감쇠 상수는 약 1.7승의 의존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b)와 (b’)은 흡수 계수가 3 mm-1 인 경우
에 대한 결과이다. 이 경우에도 빔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온도 상승치가 감소하고 온도 시감쇠 상수
는 증가하였다. 최대 온도 상승치는 이 경우에도 빔
직경에 대해 -2승의 의존성을 갖고 있었으며, 온도 시
감쇠 상수는 흡수 계수가 1 mm-1인 경우 보다 감소하
여 약 1.0승의 의존성을 갖고 있었다.
Figure 3(c)와 (c’)은 흡수 계수가 6 mm-1 인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이 경우 또한 펄스 빔 직경이 증가함
에 따라 최대 온도 상승치가 감소하고 온도 시감쇠 상
수는 증가하였다. 최대 온도 상승치의 경우 앞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빔 직경에 대해 -2승의 의존성을
갖고 있었으며, 온도 시감쇠 상수의 경우 흡수 계수가
3 mm-1인 경우 보다 더 감소하여 약 0.7승의 의존성을
갖고 있었다.

Max. Temperature Increase [ o C]

2.2 시뮬레이션 결과

Max. Temperature Increase [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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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imulated results of maximum temperature
increase [(a), (b), and (c)] and decay time constant
-1
[(a’), (b’), and (c’)] when  = 1 mm [(a) and
-1
-1
(a’)],  = 3 mm [(b) and (b’)], and  = 6 mm
[(c) and (c’)].

2.3 논의
최대 온도 상승치는 흡수 계수와 무관하게 항상 빔
직경에 대해 -2승의 멱함수 의존성을 보였다. 펄스 폭
이 짧은 경우 온도 상승치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




(1)



위 식에서  는 흡수 에너지 밀도(absorbed energy
density)를 의미한다. 열 발생률(heat generation rate) 
는 흡수 파워 밀도(absorbed power density)에 해당하
므로  는 다음과 같이 와 레이저 펄스 폭 의 곱으
로 계산된다.
(2)

  

한편, 원통 좌표계에서 펄스 레이저의 매질 내 흡수
에 의한 열 발생률 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16, 21].





 

        exp    exp  (3)
 

위 식에서 은 공기와 매질 경계면에서의 반사율이
고,  는 1/e2 기준 레이저 빔의 반경을 의미한다.  는
1/e 기준 레이저 빔의 직경인 와   
 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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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다. 식 (3)은 레이저의 매질 내 흡수를 BeerLambert 법칙을 기반으로 계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빔 직경 별로 다른 렌즈를 사용하
여 항상 집속된 레이저의 빔 허리(Beam Waist)에 매질
표면이 위치한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o
다. 이 경우 레이저가 매질에 입사하는 각도는 항상 0
o
를 유지한다. 입사 각도가 0 일 때 반사율  은 매질의
굴절률  과 흡수계수 를 고려하여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22].

    
 
    








  


(4)

(5)

굴절률  이 1.4이고 흡수계수 가 1 – 6 mm-1 일
때, 반사율  은 약 3.0%로 계산된다.
레이저 빔 중앙 지점(     )의 온도가 제일 크
게 상승하므로, 최대 온도 상승치 max 는 다음과 같은
표현식을 갖게 된다.
    

 
     
 

∝    


max  

(6)

식 (6)은 최대 온도 상승치의 빔 직경에 대한 의존
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준 -2승의 멱함수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식
(6)에서 최대 온도 상승치는   과 빔
직경 의존성을 나타내는   의 곱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Figure 3(a), (b), (c)의 멱함수 곡선 맞춤 결과
  항 앞의 곡선 맞춤 상수는 각각 0.818, 2.41, 4.67이
었는데, 이 값들은 각 시뮬레이션 조건에 대해 수치적
으로   을 각각 계산한 값인 0.827,
2.48, 4.96 ℃ · mm  과 최대 약 6% 이내에서 정량적
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식 (3)을 이용하여 최대 온도
상승치의 빔 직경 의존성을 정량적으로 비교적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4는 흡수 계수가 1 mm-1, 3 mm-1, 6 mm-1일
때 빔 직경 변화에 따른 온도 시감쇠 상수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흡수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
시감쇠 상수의 빔 직경 의존성과 관련된 멱함수 승수
가 약 1.7승, 약 1.0승, 약 0.7승으로 감소하고 있다. 승
수의 절대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온도 시감쇠 상수가
빔 직경 변화에 둔감하게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따라
서, 흡수 계수가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되면 온도 시감
쇠 상수는 빔 직경 변화와 거의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열 확산 시상수(thermal
diffusion time)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3].


  

(7)



위 식에서 는 온도가 상승된 영역의 특성 거리
(characteristic length of heated region)를 의미하고, 
는 열 확산도를 의미한다. 열 확산도  는 열 전도도
, 질량 밀도 , 비열  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
한다 [24].



 

(8)

흡수 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특성 거리 는 흡
수 계수의 역수인 침투 깊이(penetration depth)에 해당
하게 될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특성 상수를 사
-7
용하여 열 확산도  를 계산해 보면 약 1.07×10 m/s
-1
이다. 흡수 계수가 6 mm 인 경우 침투 깊이는 약 0.17
mm이므로, 이 때 식 (7)을 사용하여 예측한 열 확산
시상수  는 약 0.26 s이다. Figure 3에서 흡수 계수가
-1
6 mm 인 경우 온도 시감쇠 상수는 빔 직경에 상대적
으로 둔감하며 열 확산 시상수  인 0.26 s와 매우 근
접한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흡수 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특성 거리 는 흡수
계수의 역수인 침투 깊이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
측이 정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온도 시
감쇠 상수는 열 확산 시상수와 거의 비숫한 값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Figure 4에 열 확산 시상수 값을 시
뮬레이션으로부터 얻은 온도 시감쇠 상수와 함께 표시
하였다.

y = 0.632 x1.69

y = 0.364 x1.00

y = 0.197 x 0.673

t d = 0.26 s

Figure 4. Simulated results of decay time
constant as a function of beam diameter.

3. 흡수 계수 의존성
3.1 시뮬레이션 조건
열 효과의 흡수 계수 의존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선정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조건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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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펄스 폭을 5 ns으로 고정하고 레이저 빔 직경이
0.5 mm, 3.0 mm인 경우에 대해 매질의 흡수 계수를 1
-1
-1
-1
-1
-1
-1
mm , 2 mm , 3 mm , 4 mm , 5 mm , 6 mm 로 변화
시키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피부 조직의 흡수
계수 값은 인종, 연령, 샘플 준비 및 측정 방법에 따라
-1
가시광 파장 영역에서 0.002 – 10 mm 의 매우 큰 편
차를 갖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25]. 레이저 유도 촉각
자극 실험(간접 자극)을 위해 참고문헌 [7]에서 사용한
-1
매질의 흡수 계수는 약 4 mm 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간접 자극 매질의 흡수 계수를 포함하
고 피부 조직의 평균적인 흡수 계수를 포함하는 값인
-1
1 – 6 mm 사이의 흡수 계수 값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able 2. Parameters chosen for the simulations of
absorption coefficient dependence
Parameter

Value

Laser Beam Diameter 
Absorption Coefficient 
Laser Pulse Width



Note

0.5 mm, 3.0 mm
-1

-1

Varied
-1

1 mm , 2 mm , 3 mm ,
Varied
4 mm-1, 5 mm-1, 6 mm-1
5 ns

레이저 빔 중심점의 온도 상승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최대
온도 상승치와 온도 시감쇠 상수를 추출하여 Figure 6
에 정리하였다.
Figure 6(a)와 (a’)은 빔 직경이 0.5 mm 인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매질의 흡수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
대 온도 상승치는 증가하고 온도 시감쇠 상수는 감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질의 흡수 계수가 1
-1
-1
mm 에서 6 mm 까지 증가할 때 최대 온도 상승치는
약 3.3 ℃에서 약 18.7 ℃로 변화하여 거의 선형적으로
-1
-1
증가하였다. 매질의 흡수 계수가 1 mm 에서 6 mm 까
지 증가할 때, 온도 시감쇠 상수는 약 0.2 s에서 약 0.1
s로 약 50% 정도 감소하였다. 최대 온도 상승치는 흡
수 계수 변화에 대해 거의 1승의 의존성을 갖고 있어
정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도 시감쇠 상수는 약
-0.4승의 의존성을 갖고 있었다.

(a)

(a’)
o Fitted Power Function
y = 3.33 x

o Fitted Power Function

0.964

y = 0.205 x -0.384

Fixed

(a)

(b)

(b’)
o Fitted Power Function
y = 0.093 x

0.963

o Fitted Power Function
y = 4.42 x -1.32

Figure 6. Simulated results of maximum temperature
increase [(a) and (b)] and decay time constant
[(a’) and (b’)] when  = 0.5 mm [(a) and
(a’)] and  = 3.0 mm [(b) and (b’)].

(b)

Figure 5. Simulation results of temperature increase
at the beam center on the surface of the medium.
(a)  = 0.5 mm and (b)  = 3.0 mm.

Figure 6(b)와 (b’)은 빔 직경이 3.0 mm 인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이 경우에도 매질의 흡수 계수가 증가
함에 따라 최대 온도 상승치는 증가하였으며, 온도 시
-1
감쇠 상수는 감소하였다. 매질의 흡수 계수가 1 mm 에
-1
서 6 mm 까지 증가할 때 최대 온도 상승치는 약 0.09
℃에서 약 0.52 ℃까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1
온도 시감쇠 상수는 매질의 흡수 계수가 2 mm 에서 6
-1
mm 까지 증가할 때 약 1.8 s에서 약 0.4 s까지 약
-1
78% 감소하였다. 매질의 흡수 계수가 1 mm 일 때 온
도 상승치가 매우 낮고 온도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
나 온도 시감쇠 상수를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구할
수 없었다. 이 경우에도 최대 온도 상승치는 흡수 계
수 변화에 대해 거의 1승의 의존성을 갖고 있어 정비
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도 시감쇠 상수는 약 -1.3
승의 의존성을 갖고 있어 빔 직경이 커짐에 따라 흡수
계수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시뮬레이션 결과
Figure 5(a), (b)는 각각 빔 직경이 0.5 mm, 3.0 mm
일 때, 매질의 흡수 계수 변화에 따른 매질 표면에서
J. of Adv. Eng. and Tech., Vol. 9, No.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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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y Constant [s]

y = 4.42 x

-1.32

y = 0.205 x -0.384

Figure 7. Simulated results of decay time constant
as a function of absorption coefficient.

3.3 논의
최대 온도 상승치는 빔 직경과 거의 무관하게 항상
흡수 계수에 대해 1승의 멱함수 의존성(정비례)을 보였
다. 최대 온도 상승치에 대한 식 (6)을 흡수 계수 의존
성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항상 흡수 계
수에 정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는 빔 직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따라서, 온도
시감쇠 상수는 흡수 계수와는 거의 무관하고 빔 직경
에 의존하는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식 (7)은 1차원 문
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식이어서 일반적인 경우 빔
직경을 특성 거리 에 대입하여 온도 시감쇠 상수를
계산할 수 없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흡수 계수에 따른 매질 내부의 온도 분포 변화에 대
해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Figure 8은 레이저 펄스가
흡수된 직후(시간  = 5 ns) 레이저 빔의 중앙부에서
매질의 깊이 방향을 따라 형성된 온도 상승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흡수 계수가 증가
할수록 표면 근처에서 더 많은 흡수가 발생하여 표면
온도 상승치는 증가하고 침투 깊이는 감소함을 확인할
-1
-1
-1
수 있다. 흡수 계수가 3 mm , 4 mm , 5 mm 일 때, 최
대 온도 상승치의 1/e 수준으로 온도 상승치가 감소하
는 깊이인 침투 깊이는 각각 0.33 mm, 0.25 mm, 0.2
mm 이었으며, 정확히 흡수 계수의 역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

= 3 mm -1
= 4 mm -1

16

= 5 mm -1

14
12

 
max      
 
∝

(9)

10
8
6

식 (9)에서 최대 온도 상승치는    
과 흡수 계수 의 곱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Figure 6(a), (b)의 멱함수 곡선 맞춤 결과 항 앞의 곡
선 맞춤 상수는 각각 3.33, 0.093이었는데, 이 값들은
각
시뮬레이션
조건에
대해
수치적으로
    을 각각 계산한 값인 3.31, 0.092
℃ · mm 과 최대 약 2% 이내에서 정량적으로 일치하
였다. 이는 식 (3)을 이용하여 최대 온도 상승치의 흡
수 계수 의존성을 정량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Figure 7은 빔 직경이 0.5 mm, 3.0 mm일 때 흡수 계
수 변화에 따른 온도 시감쇠 상수의 변화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빔 직경 3.0 mm에서 0.5 mm로 감소하였을
때, 온도 시감쇠 상수의 흡수 계수 의존성과 관련된
멱함수 승수가 약 –1.3승에서 약 -0.4승으로 절대값이
감소하였다. 승수의 절대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온도
시감쇠 상수가 흡수 계수 변화에 둔감하게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Figure 7을 통해 빔 직경이 0.5 mm일 때, 온
도 시감쇠 상수가 흡수 계수 변화에 거의 무관하게 일
정한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열 확산 시상수는 특성 거리 와 열 확산도
 에 의해 결정되며, 온도 시감쇠 상수와 거의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 빔 직경이 흡수 계수의 역수인 침투
깊이 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면 열 확산은 빔의
직경 방향으로 더욱 강하게 발생하게 되어 특성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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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Position [mm]

Figure 8. Simulated results of temperature increase
as a function of depth position.

4. 결론
본 논문에서 레이저의 매질 흡수에 의해 발생하는
열 효과의 레이저 빔 직경 및 매질 흡수 계수 의존성
을 조사하기 위해 열 유동 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여 열 확산 방정식에 대한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빔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온도
상승치는 감소하였고, 온도 시감쇠 상수는 증가하였다.
최대 온도 상승치는 빔 직경 변화에 대해 -2승의 멱함
수 의존성을 보였으며, 흡수 계수가 상대적으로 클 경
우 온도 시감쇠 상수는 빔 직경에 거의 무관한 값을
보였다. 흡수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 상승치는 증
가하였고, 온도 시감쇠 상수는 감소하였다. 최대 온도
상승치는 흡수 계수에 대해 1승의 멱함수 의존성(정비
례)을 보였으며, 빔 직경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온도
시감쇠 상수는 흡수 계수에 거의 무관한 값을 보였다.

장 경 민, 백 준 혁, 양 승 진, 정 재 훈, 권 민 기, 박 종 락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펄스 레이저 흡수에 의해 발생
하는 열 효과의 예측과 레이저 유도 촉각 자극 유도
실험 계획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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