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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탈피 모델을 이용한 레이저 용융풀 형상에 대한 수치해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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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welding is widely used in the industry for the advantage of small heat affected zone and short weld 
process time. Conduction limit welding can be used to modify the surface characteristic and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heat affecting area correctly for the improvement of manufacturing accuracy. Since time and length scale 
associated with laser welding process are extremely small, numerical study can be a useful tool. In this study, 
two-dimensional axi-symmetric version of energy equation with enthalpy method has been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laser input conditions on final shape by the laser welding process. The proposed numerical procedure has been 
benchmarked with several experimental results and compared well. The modified Marangoni and Peclet number have 
been introduced using controllable input variables. Simple parametric researches have been performed for high Pr 
number material.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Marangoni number increase fluid mixing, thus generating convex type 
weld pool. On the other hand, the width of the weld pool is proportional to Pecle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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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Nomenclature)

 : 비열 [J/kg·K]

 : 엔탈피 [J/kg]

 : 잠열 [J/kg]

″ : 표면에서의 레이저 열유속 [W/m2]

 : 온도 [K]

 : 용융 온도 [K]

 : 초기 온도 [K]

 ,  : 속도 [m/s]

그리스문자

 : 밀도 [kg/m3]

 : 표면장력계수 [N/m]

 : 동점성계수 [kg/m·s]

 : 온도에 따른 표면장력계수의 변화량 [N/mK]

하첨자

 : 고체

 : 액체

1. 서  론

레이저용접(laser welding)은 높은 에너지밀도와 작은 열영향

부(Heat Affected Zone, HAZ) 그리고 제어 가능한 짧은 융융 

시간을 가진다는 장점 때문에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밀도를 요하는 용접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 용접은 사용되어지는 레이저의 강도에 따라 유동형성

기구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전도 한정 용접(conduction-limit 

welding)과 키홀(keyhole)이 형성되는 깊은 용입 용접

(deep-penetration welding)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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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한정 용접의 경우 낮은 레이저 강도에서 재료의 기화 

없이 부분적으로 용융점(melting point)을 넘어 액화하면서 용

융풀(weld pool)이 생기고 자유표면의 표면장력의 변화에 의

한 마란고니 대류(Marangoni convection)가 생겨난다. 마란고니 

대류에 의해 용융풀 내부의 유동이 생겨나게 되고 유동에 의

한 열전달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는 가공표면에 영향을 미친

다. 깊은 용입 용접의 경우 재료의 기화를 일으킬 수 있는 레

이저 강도에서 키홀과 같은 깊은 증기공동을 생성한다. 투사

된 레이저빔은 키홀의 깊은 부분까지 용입하고 재료 증기의 

해리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의 효과와 산란, 흡수 효과에 의

하여 레이저빔의 흡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최근 다양한 방법에 의해 표면을 개질함으로써 마찰특성을 

비롯한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거나 미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자 하는 노력들이 기울어져 왔다[2-5]. 그 중에서도 레이저를 

이용한 표면개질은 모재의 특성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표면

의 특성만을 개질함으로써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

라 이는 표면의 부분적인 용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도 한정 용접에 가까운 공정이다.

용융풀의 크기 및 형상에 따라 가공표면의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가공영역을 예측하는 것은 정밀한 가공을 위해서 필

수적이다. 레이저 빔의 흡수에 따라 생성되는 내부에서의 유

동 및 이에 따른 용융풀의 형상을 실험을 통해 파악하는 것

은 매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수치해석이 보다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도 한정 용접에서는 2차원 용융풀 내의 유동과 

형상을 Pe 수, Pr 수, 무차원화한 표면장력 수, 무차원화한 용

융 온도()의 변화에 따른 용융풀 형태의 변화[6], 합금의 

레이저 용접에서 용융풀 내부 대류에 의한 영향을 

SOLFA-VOF 방법을 활용하여 계산한 Kim and Sim[7]의 연구 

등 다양한 수치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상변화와 표면장력에 

의해 용융풀 내의 유동을 고려하여 용융풀 내의 깊이와 너비 

및 형상을 구하는 연구[8]도 진행되었다. Pitscheneder et al.[9]

은 레이저 강도의 변화에 따른 황화철(Fe-S)의 용융풀 형태를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고 높은   수가 넓은 형태의 용융풀

을 만드는 것을 밝혀내었다. Limmaneevichitr and Kou[10]는 

높은  수를 갖는 질산나트륨(NaNO3)과 갈륨(Ga)에 대하여 

무차원수의 변화에 따른 용융풀 형태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

여   수에 따른 용융풀의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Kou and 

Wei[11]는 용융풀 형태와 표면에 대해 마란고니 대류의 진동

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파악하였다. He et al.[12]은 304 

스테인리스 스틸 용융풀의 형태에 대하여 무차원수의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응고 시 고체-액체 혼합구역의 온도구배, 냉각

율, 가열율이 최종 형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 분석을 하였다. 

Ha and Kim[13]은  가 10보다 큰 경우에   수가 

커지고   수가 작아짐에 따라 용융풀의 변형이 커지는 것

을 밝혀내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수치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은 최

종 결과로 얻어지는 재료의 용융풀의 너비나 최대 깊이에 따

라 최종 형상을 구분하거나 형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에서 가해지는 열유속, 레이저 

빔 크기, 재료 물성치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무차원 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무차원 변수들이 용융풀의 최종 형상 및 용

융풀 내부에서의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하게 파

악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료의 표면개질에 초

점을 맞추어 전도 한정 용접에 관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기본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하여 엔탈피 

모델[14]을 도입하였고 이는 2차원 축대칭 모델의 경우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Q는 레이저 조사로 인한 표면에서의 열유속을 나타낸

다. 액체의 표면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레이저 열유속 조건을 

delta함수를 이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내었다.

  

″  (2)

″는 표면에서의 레이저 열유속을 나타내고, 본 연구에서

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균일한 열유속을 가정하였다. 는 

계산되는 상표면 위치, 그리고 는 dirac delta function을 의미

한다. 는 주어진 지점에서의 엔탈피를 나타내고, 각각의 상

에 대한 비열 및 상변화에 따라 온도는 아래의 식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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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은 재료의 융점을 나타낸다. 식 (3)에서 온도가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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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상인 경우 액체영역이 된다. 본 연구에서 레이저 조사에 

따른 매질의 용융으로 발생한 유체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

해 액체영역에 Navier-Stokes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

다.

∇∙   (4)









∙∇






 ∇ ∇∙∇∇T
(5)

여기서 는 액체면에서의 온도분포에 의한 마란고니 유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표면곡률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편미분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6)

여기서 두 번째 항이 마란고니 영향을 나타낸다. 표면장력계

수 는 온도에 따른 함수로 다음 식과 같이 가정할 수 있

다.

    (7)

여기서 는 기준온도, 는 기준온도에서의 표면장력계수

를 의미한다. 는 온도구배에 따른 표면장력계수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의 표면이 수평한 경우에 대해 

수치해석[6,7,9,12]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곡률의 영향은 없어

지게 되고 delta 함수를 활용하여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8)

여기서 는 상표면에 평행인 방향을 나타내고, 는 상

표면 방향으로의 온도구배를 뜻한다. 

Navier-Stokes 방정식 및 에너지 방정식의 대류항은 모두 

Halow et al.[15]의 마커 앤드 셀 방법(marker and cell method)

으로 차분된 엇갈림 격자(staggered grid)에서 1차 ENO방법[16]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점성항 및 전도항의 계산에는 중앙

차분(central difference) 방법이 사용되었다. Navier-Stokes 방정

식은 Chorin[17]의 projection method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라 

적분하였다. Pre-conditioner로 Choleski decomposition이 사용된 

BI-CGSTAB (Bi-conjugate gradient stabilized) 반복 수렴법이 압

력장의 계산에 사용되었다.

Fig. 1 Simulation geometry and boundary conditions

2.2 Simulation geometry and settings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산영역 및 설정을 Fig. 1에 개략적

으로 나타내었다. 2차원 축대칭 좌표계를 사용하여 유체의 유

동에 따른 용융풀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균일한 열유속이 주어진 레이저 빔의 크기(beam size)를 

갖고 평행한 상부의 표면에 가해지고 있다. 열유속에 의해 표

면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융점온도 이상이 되면 액체영역(weld 

pool)이 발생하게 된다. 계산영역이 용융풀의 크기에 2배 이상

인 경우 계산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경

계면에서 용융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배 이상

의 충분히 큰 계산영역이 사용되었다. 수평아랫면은 단열조건

이 사용되었고, 수직옆면은 대기온도로 고정하였다. 액체의 

유동장은 용융풀 내부에서만 계산되었고, 외부의 고체영역에

서는 모두 0으로 고정되었다.

3. 결과 및 토의

3.1 수치해석 방법의 검증

엔탈피 모델에 대한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엄밀해의 결

과와 비교하였다. Carslaw and Jaeger[18]는 무한히 긴 2차원 

실린더의 중앙에 히트싱크(heat sink)가 존재하는 응고과정에 

대하여 엄밀해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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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rface position vs. time for different resolution compared
with exact Stefan solution

시간에 따른 상표면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1)

여기서 는 아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12)

는 실린더 중앙에 고정되어 있는 히트싱크의 크기이고, 

은 응고점, 는 액체의 초기온도, 는 상변화에 필요

한 잠열, 는 밀도, 는 열확산율을 나타낸다. Fig. 2는 엔탈

피 방법을 이용한 해석 결과와 엄밀해를 비교한 그림이다. 

=0.1을 제외한 나머지 물성치는 1을 사용한 경우, 25×25, 

50×50, 100×100, 200×200의 균일 격자계를 사용하여 격자 수

렴성을 파악하였다. 격자가 증가하면서 엄밀해와 일치함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3에서 격자 크기에 따른 평균 오차를 나타

내었으며, 이를 통해 사용된 엔탈피 모델이 1차에서 2차 사이

의 정확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엔탈피 모델을 사용한 용융풀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CO2 레이저 용접의 실험 결과[5]와 비교하였다. 

검증을 위해 사용되어진 물성치와 해석에 사용된 변수는 

Table 1과 같다. 액체 및 고체의 물성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

였다. Sahoo et al.[19]는 표면장력과 표면장력계수를 황화철의 

혼합비와 온도로 함수화하였고,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내었다.

  
  ln   (13)

Fig. 3 Error analysis for different mesh sizes



  ln







(14)


 , ,  ,  , 

, 는 순수 철에서의 표면장력 및 

온도 계수이며 황의 활동에너지, 레이저 흡수율, 엔트로피 지

수이다. 안정화 상수 는 
로 정의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황화철의 혼합비가 20 ppm인 경우를 사용하였다.

격자 크기에 따른 1초 후의 용융풀의 계산결과를 Fig. 4(a)

에 나타내었으며, Fig. 4(b)에 시간에 따라 예상되는 용융풀의 

깊이, 너비의 비교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400×400 격자에서 

결과값이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00×400 격자에서

의 10초까지의 계산 결과를 Pitschenede[9]의 실험 결과와 비

교하였으며 Fig. 4(c)에 나타내었다. 용융풀의 깊이는 계산값

과 실험값의 차이가 초기에는 다소 보이나, 3초 이상의 시간

이 지난 후에는 실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융풀의 너비의 계산값과 실험값의 차이가 나는 이

유는 외부 가스의 유동에 따른 열전달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

문에 초기의 너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Property/parameter Value
Melting Temperature [K] 1620

Latent heat of fusion [J/kg] 2.51×105

Surface tension coefficient Eqs. (13)-(14)
Viscosity [kg/m s] 0.006
Density [kg/m3]] 8100

Specific heat, Cp, [J/kg-K] 627
Thermal conductivity [W/m-K] 22.9

Beam radius [m] 1.4×10-3

Input Laser power [W] 5200
Boundary width [m] 0.01
Boundary height [m] 0.075

Table 1 Data used for the calculation of Pitschenede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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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results of Pitscheneder[9] (a) Weld pool surface geometry at the time of 1s (b) Depth and width
profile vs. time with different grid sizes (c) Comparison of weld pool depth and width to the experiment

최근 금속재료 이외에 폴리머 표면의 레이저 가공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0,11]. 금속재료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폴리

머 계열은 높은 Pr 수를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마란고니 대

류에 의한 영향이 강해져 용융풀이 넓고 평평하거나 반구형

태가 아닌 오목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 높은 Pr 수를 

가지는 물질에 대한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황화철보

다 약 90배의 Pr 수를 갖는 질산나트륨(NaNO3)의 용융풀 형

상을 200×300의 격자와 Table 2의 물성치 및 변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180초 레이저 가진 후의 계산결과와 실험결과[9]

를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용융풀의 최대 깊이, 최대 

너비 및 전체적인 형상에서 실험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고, 마란고니 대류에 의해 생성된 오목한 형태의 용융풀을 

확인할 수 있다.

3.2 마란고니 수와 페클렛 수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과 실험에서 변화 가능한 물성치들

Property NaNO3

Melting temperature [K] 580
Latent heat of fusion [J/kg] 1.82×105

Surface tension gradient with temp. [N/mK] -5.6×10-5

Viscosity [kg/m s] 0.0302
Density [kg/m3] 1904

Specific heat, Cp, [J/kg-K] 1.711×103

Thermal conductivity [W/m-K] 0.565
Beam radius [m] 0.75×10-3

Input laser power [W] 12.4
Boundary width [m] 0.01
Boundary height [m] 0.01

Table 2 Data used for the calculation of Limmanevichitr[5]

Fig. 5 Comparison of final weld shape with experimental result of
Limmanevichitr[5] at the time of 180s

로 새롭게 정의한 Ma 수와 Pe 수 등의 무차원수를 가지고 

이에 대한 영향을 수치해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특

성 길이,   , 특성 속도,   ″, 특성 시간, 

  , 특성 온도,    를 이용하여 중력이 

무시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무차원 수를 정의할 수 있

다.

  
′′ 






  



  

  

 (15)

본 연구에서는 용융풀의 형태가 다소 복잡해지는, Pr 수가 

큰, 재료에 초점을 맞추어서, Ma 수 및 Pe 수의 영향을 파악

하였다. 따라서 Pr 수 및 Ja 수는 Table 2의 물성치를 통해 

고정된다.

Ma 수의 변화에 따라 단위 길이 로 무차원화한 용융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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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Temperature contour and velocity vectors from different Ma numbers on weld pool geometry at the time of 1s
(a) Ma number is 20 (b) Ma number is 20,000

        Fig. 6 Effect from different Ma numbers on weld pool geometry (a) Weld pool profile at the time of 1s (b) Maximum temperature
(c) Maximum vorticity (d) depth, width and depth-width ratio profile vs. different Ma numbers

의 형태를 Fig. 6(a)에서 볼 수 있다. Ma 수가 최소 및 최대의 

경우에 대한 속도 및 온도장을 Fig. 7(a),(b)에 보였다.      

Fig. 6(b)에서 확인할 수 있듯 Ma 수와 비례하여 와도

(Vorticity)가 커지게 되고, Ma 수가 커짐에 따라 마란고니 대

류에 의해 용융풀은 너비 방향으로 커지며 깊이방향으로는 

작아진다. 와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란고니 대류에 의해 전체

적인 온도가 평준화되어 최대 온도값은 작아지게 되며 이는 

Fig. 6(c)에서 확인 할 수 있다. Ma 수가 작아짐에 따라 용융

풀은 너비 방향으로 작아지며 깊이 방향으로 커져 최종적으

로는 반구형태의 용융풀이 생성된다. Ma 수의 변화에 따른 

깊이, 너비를 로 무차원화 한 값과 무차원화한 깊이와 너비

의 비를 Fig. 6(d)에서 볼 수 있다. 용융풀의 깊이와 너비는 

Ma 수가 커짐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Pe 수에 따른 용융풀의 변화는 Fig. 8(a)에서 확인할 수 있

다. Pe 수에 따른 와도의 크기는 Ma 수의 변화결과와 마찬가

지로 비례하는 것을 Fig. 8(b)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와도의 

변화율의 양이 작아 충분한 유체의 혼합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온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최대온도는   수

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Fig 8(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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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Temperature contour and velocity vectors from different Pe numbers on weld pool geometry at the time of 1s
(a) Pe number is 60,000 (b) Pe number is 240,000

        Fig. 8 Effect from different Pe numbers on weld pool geometry (a) Weld pool profile at the time of 1s (b) Maximum temperature
(c) Maximum vorticity (d) depth, width and depth-width ratio profile vs. different Pe numbers.

러한 영향으로 용융풀의 깊이와 너비는 Pe 수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가지며 성장하게 된다(Fig. 8(d)). Fig. 9(a),(b)에

서 Pe 수에 따른 속도 및 온도장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저밀도 레이저 용접에서의 용융풀의 형상 변화를 엔탈피 

방법(enthalpy method)[14]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해석하였고 

동시에 새롭게 정의한 무차원 변수인 Ma 수와 Pe 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정의된 무차원수는 재료의 물성치

와 레이저 가공에서의 입력 조건을 이용하여 정의하였기 때

문에 최종결과에서 얻어지는 측정값을 사용한 기존 방법에 

비해서 결과 예측 및 분석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엔탈피 방법은 기존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정확성을 확인

하였으며, 새롭게 정의된 Ma 수와 Pe 수의 변화에 따라 용융

풀의 성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Ma 수가 작아짐에 따라 반구형 형태의 용융풀이 생성되었

으며, Ma 수가 커짐에 따라 너비 방향으로 성장한 형태의 용

융풀이 생성된다. Ma 수에 비례하여 마란고니 대류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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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와도가 커지고 그에 따른 용융풀 내부의 혼합이 활

발해져 용융풀 내 최대 온도가 감도한다.

Pe 수에 따라 용융풀의 크기가 결정된다. Pe 수는 열유속

인 ″과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용융풀 내 최대 온도도 역

시 Pe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본 연구는 물리적 현상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자유표면의 

움직임 및 외부 가스의 유동과 플라즈마의 발생 및 그에 따

른 열전달은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자유표면의 변형을 고려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3차원해석을 수행하

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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