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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용 이 용되는 산업 분야가 확 됨과 동시에 

다양한 소재에 한 고품질의 용 부 수요가 차 증

됨에 따라 기존 이 용  공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  연구되고 있다1,2). 이  진공 

이 용 (vacuum laser beam welding, VLBW)은 

용  특성의 향상을 해 기존의 기압 이 용 에 

자빔용 의 장 을 결합한 공정이다. 자빔용 에

서와 같이 진공 챔버 시스템 내에서 용  공정이 수행

되나, 0.1-10 Pa의 고진공을 활용하는 자빔 용 과

는 다르게 기압의 1/10 정도의 기압(10 kPa)에서 

10 Pa 까지의 진공 분 기 하에서 이 용 을 수

행한다.

  진공도가 낮아지면 다음과 같은 상들이 나타나 

이 용  특성을 변화시키게 된다. 모재의 기화 온도가 

낮아지고, 표면장력  성이 증가하는 등 재료의 성

질이 변화되며, 챔버 시스템 내 기체 분자의 수가 어

져 평균자유행로가 길어진다3-5). 이 요인들의 복합 인 

작용으로 인해 이  유기 룸이 감소하고, 키홀  

용융풀의 거동이 안정화된다. 따라서, 진공 이 용

에서는 기압 이 용 에 비하여 용입 깊이를 2 

배 이상 증 시킬 수 있으며6,7), 키홀  용융풀의 거

동이 안정화되어 기공  스패터의 발생을 효과 으로 

감시킬 수 있다8,9). 자빔 용 과 유사한 용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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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가능하며10,11), 기압 부근의 낮은 진공도를 

활용함에 따라 진공 분 기 조성을 한 시간이 어들

어 생산성이 증가하 고, 방사선을 차폐하기 한 별도

의 장치가 필요 없다는 장 을 갖고 있다. 진공 이

 용 은 고품질이 필수 으로 요구되는 워트 인 

부품의 용 12)이나 용입 필요한 극후  부품13)의 용

에 극 으로 활용될 것으로 상된다.

  국외에서는 강, 알루미늄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들에 

하여 진공 이  용  상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진공 이  용  련 연구가 제한 으

로 수행되었다.

  본 리뷰에서는 최근 10년 동안의 진공 이  용

련 문헌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진공 이  용 의 결과인 용입 

깊이, 기공  스패터에 해 먼  설명이 상들의 주

요 원인인 이  유도 룸, 키홀  용융풀 거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진공 이 용  특성
 

  주변 환경의 진공도와 속 소재의 기화 온도는 Fig. 

1과 같이 지수함수를 나타내며, 식 1과 같이 Clausius- 

Clapeyron 방정식으로 표 된다.

  ln

 

∆ 




                (1)

여기에서 Ti은 온도, Pi는 온도 Ti에서의 증기압, ΔHvap

는 증발 엔탈피, R은 기체상수를 의미한다.

  강  알루미늄의 경우 기압 분 기에 비해 1 kPa 

분 기에서는 약 800 K만큼 기화온도가 낮아지고, 

0.01 kPa 분 기에서는 약 1200 K 만큼 기화 온도

가 낮아진다.

  이 용 에서 키홀은 용 속의 기화  증기압

(recoil pressure)에 의해 형성되는데 진공 분 기

에서는 더 낮은 온도에서 기화  키홀 형성이 시작되

고, 키홀 내에서 다  반사 상과 결합하여 더 깊은 키

홀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입 깊이를 기압 보다 

깊게 얻을 수 있다14,15). 한 용입 깊이는 진공 

이 용  시 이  유기 룸의 감소에 의해서도 향

을 받는데 이는 3 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진공도가 낮아짐에 따라 용입 깊이가 증가하는 특성

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Fig. 2와 같이 

Reisgen10)은 싱  모드 이 로 1 kPa의 진공분 기

에서 강재를 용 할 때 600 W의 출력  0.27 m/min

의 용 속도에서 기압 비 약 4배 더 깊은 용입을 

확보함을 보여주었으며, Katayama13)는 디스크 이

로 10 kPa의 진공분 기에서 Al 5052 합 을 용

할 때 16 kW의 이  출력  1 m/min의 용 속도

에서 기압 비 약 1.6 배 깊은 용입 깊이를 확보하

다.

  하지만 압력 감소에 따라 기화온도가 지수함수에 따

라 하락하므로 용입 깊이 증가량도 진공도 증가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하지 않고 지수함수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16,17). Youhei17)는 스테인리스강 

진공 이 용 에서 이  출력 16 kW  진공도 

10 kPa이나 이하일 경우 용입 깊이가 수렴하는 경향

성을 가짐을 실험 으로 증명하 으며, Wang6)은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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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eld penetration depth change in (a) Steel, and (b) 
Al 5052 alloy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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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06 합 에 10-30 kW의 이  출력을 용할 때 

용입 깊이가 격하게 증가하는 임계 진공도가 10 kPa

이며, 그 진공도 이하에서도 용입 깊이는 유사하게 나

타나거나 오히려 더 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 다(Fig. 3). 따라서 작업 진공도를 무 

높게 설정하면 해당 진공도를 달성하기 한 펌  가동

시간이 증가하거나 고성능의 펌 가 요구되기 때문에 

진공 이 용 을 수행할 때 품질과 생산성을 고려

한 한 목표 진공도 설정이 바람직하다.

  진공 이 용 에서의 용입 깊이는 진공도와 용

속도의 교호작용에 의해 향을 받는다. 진공도에 따른 

용입 깊이의 변화는 용 속도가 느릴 때는 명확하나 용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크지 않다9,16,18,19). Börner16)

에 의하면 S355 강을 용 하는 경우 10 m/min의 고

속용  조건에서는 진공 이 용 과 기압 이

용 이 유사한 용 부 형상을 가지고, Katayama19)는 

Al 5052 합 을 6 m/min의 용 속도로 진공 이

용 할 경우 용입 깊이가 기압 조건에 비해 낮다고 

보고 하 다(Fig. 4). 그러나 이러한 상에 한 원

인은 아직 자세히 규명된 바 없다.

  진공도 감소는 기공과 스패터의 형성에도 향을 미

치게 된다. 키홀 거동 안정화와 용융풀 유동 방향의 변

화가 주된 원인이며 해당 상에 해 본 논문의 4

과 5 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Fig. 5와 같이 Cai20)는 주변압력이 감소할 때 용

부 내 잔존한 기공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l 

5083합  소재를 상으로 기압에서는 큰 기공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나, 1 kPa의 진공도에서는 기공률

이 확연하게 감소되며, 0.01 kPa 주변압력 이하에서는 

기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Jian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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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공도 감소에 따른 기공의 형상 인 특징을 설명하

다. 기압 조건에서 직경이 최  약 3 mm인 기공

이 존재하 으며 그 형상이 크고 불규칙하 지만, 진공

도가 10 kPa 이하에서 직경이 0.75 mm 이하의 작고 

구형에 가까운 기공들이 분포되어 있다.

  Fig. 6는 진공 이 용 에서 나타나는 스패터 

특성을 나타낸다. Börner9)는 16MnCr5 합 에 한 

완 용입 용 에서 진공도가 10 kPa로 감소하면 스패

터의 발생 정도가 확연하게 어들며, 1 kPa의 진공도

에서 스패터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Yang8)은 아연도 강의 이 용 에 구리 을 

통한 진공 보조 시스템을 용할 때 스패터가 거의 발

생되지 않고 미려한 비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3. 이  유기 룸의 변화

  라즈마 룸이라고도 표 되는 이  유기 룸은 

이 와 모재 혹은 보호가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

하여 발생되며, 이온화된 라즈마와 응축된 입자  

속증기로 이루어져 있다21). 용   발생하는 이  

유기 룸은 10 ㎛ 장 의 CO2 이 와 1 ㎛ 장

의 고체 이 에서 다른 거동을 가진다. 

  CO2 이 에서 나타나는 이  유기 룸의 온도는 

1 ㎛ 장 이 에서 발생된 이  유기 룸보다 

높은 범 를 가지며22), 역제동복사(inverse brems-

strahlung) 상 발생에 따른 이  에 지 흡수가 

이  유도 룸 발생의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23). 1 ㎛ 

장 이 에서는 장 특성으로 인해 이  에 지 

흡수로 인한 이  유기 룸 발생이 상 으로 다고 

알려져 있다24).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이  에 지가 

온 히 모재로 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용입 깊이를 감

소시키며25), 높은 열 달 계수를 갖는 재료의 경우 키

홀의 닫힘으로 인해 불연속 인 용 이 이루어지거나 

용  길이방향으로 용입 깊이의 편차가 크게 발생되기

도 한다26,27). 기압 이 용 에서는 이  에 지 

손실을 방지하기 해 보호가스나 보조가스를 활용해 

이  유기 룸을 제어하기도 한다28,29).

  반면, 진공 이 용 에서는 진공 분 기라는 용

 공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유기 룸이 효과

으로 억제된다. 진공도를 낮추면 이  유기 룸 내 

자 도  온도가 낮아지며, 키홀에서 분출되는 

속증기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응축  이 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매우 짧아져서 나타나는 상으로 보

고되고 있다10,30). Jiang31)은 기  5,700 K인 

자 온도가 진공도 5 kPa에서는 4,300 K로 낮아지며, 

자 도는 약 10 배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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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7a and 7b). Amara32)는 키홀 내에서 분출되

는 증기의 속도를 계산하여 기압에서 최  마하 1.28

의 속도이며, 10 kPa의 진공도에서는 마하 2로 증기

의 속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제시하 다 (Fig. 7c).

  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10 kW 이상의 고출력을 사용

하더라도 1 kPa 수 의 진공도가 형성되면 이  유

기 룸의 발생이 효과 으로 억제되어 이  유기 

룸의 밝기가 거의 사라지고 Fig. 8과 같이 용융풀  

이 가 되는 형상까지 찰이 가능한 것으로 다

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9,10,13,17,19,20). 

  이  유기 룸이 용 특성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연구가 수행

되었다. 분  분석을 통한 자의 온도  도를 측정

하여 역제동복사 효과에 의한 이  에 지 흡수율을 

계산하 으며 (Fig. 9)31), 로  빔을 활용하여 이

 유기 룸 내에서 발생되는 이  빔의 굴   감

쇠율을 계산하 다(Fig. 10)17,31,33). 1 ㎛ 장  

이 에서 발생되는 이  유기 룸의 이  빔 흡수

계수는 주변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감소하며, 이를 통해 

기압에서 11%, 5 kPa의 주변 압력에서 0.3%가 

룸에 의해 흡수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5 kPa 이하

의 진공도에서 굴 각은 0.03-0.06 mrad으로 기압 

비 약 10 배 낮은 값을 나타내며, 감쇠율은 기압

에서 12.9% 에서 1 kPa 진공도에서는 2.4%로 감소

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는 진공 분 기에서 모재로 

안정 인 이  에 지 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 을 때 1-10 kPa 수 의 진

공도를 형성하더라도 이  에 지 손실이 효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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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기 때문에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 수 의 진

공도 선정이 요하다. 한 진공 분 기에서 기화온

도 감소와 이  유기 룸의 변화가 용입 깊이에 복

합 으로 향을 미치나 아직 이  유기 룸이 독립

으로 용입 깊이에 주는 향에 해 평가가 이루어지

지 않아 해당 상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4. 키홀 거동의 변화

  이 용 에서 키홀의 거동은 기공 발생  용 비

드의 형상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다. 진공 이

용 에서는 기압 이 용 보다 더 깊은 키홀이 형

성됨에도 안정 인 거동을 나타낸다. 이는 주변 압력 

변화에 따른 기화 온도의 감소, 표면장력  성의 증

가와 키홀 내부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속 증기 제트의 

속도 증가가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기화온도는 

주변 압력 감소에 따라 지수  감쇠를 나타내는데 반해 

용융 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15) 기화 과 용융  

간의 차이가 어져 용용풀의 두께가 얇아진다. 한 

용융풀의 평균 온도는 기화 온도의 감소로 인하여 낮아

져 표면장력  성이 증가한다30). 따라서 기압 

이 용 에 비해 은 열변형을 나타내며34), 키홀의 붕

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35). 일반 으로 키홀의 

거동이 불안정한 알루미늄  구리에 진공 이 용

을 용하면 키홀의 안정성 증가로 인하여 용  특성이 

크게 향상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Fig. 11)26,27).

  체 인 키홀의 거동은 X-ray를 이용하여 찰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나 고가 장비를 요구하여 이  입

사방향에 해 동축으로 찰하거나 내열 래스(Boro- 

silicate glass)를 활용하여 키홀의 거동을 찰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었다7,36-38). Jiang36)은 강을 용

할 때 기압  1 kPa 진공도에서 키홀 수축 상과 

후면벽 부품 (bulging) 상이 공통 으로 발생되었으

나, 1 kPa의 진공도에서는 크기가 더 작으며, 키홀이 

붕괴되지 않고 키홀의 깊이가 안정화되었다고 보고하

다. Tang37)은 60 kPa의 진공도에서 상 으로 큰 

변동이 키홀 후면벽에 나타나나, 진공도가 5 kPa로 감소

하면 깊은 키홀이 형성되고 키홀 후면벽의 변동성이 완화

되어 키홀이 안정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Fig. 12).

  수치해석 인 근을 통해 키홀의 거동을 측하기도 

하 다4,14,39). 기압에 비해 0.01 kPa 진공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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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fraction and attenuation of laser beam accord-
ing to ambient pressure, (a) Angle of probe laser 
beam refracted through laser-induced plume and 
(b) Attenuation of the laser beam through la-
ser-induced plume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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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ongitudinal weld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mbient pressure, (a) Phosphorus-deoxidized 
copper34) and (b) Al 5A06 alloy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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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홀의 직경이 약 0.3 mm 증가되며 키홀 벽의 두께는 

약 0.9 mm 감소되는 것이 Li4)의 연구에서 찰되었

다. Pang39)의 연구결과에서는 기압에서 진공 분

기로 변화함에 따라 키홀 벽의 온도가 약 600 K 정도 

낮아지는 것을 제시되었다.

5. 용융풀 거동의 변화

  이 용 에서 용융풀의 거동은 키홀과 마찬가지로 

용 비드 형상과 기공 형성과 한 연 성이 있다. 

용융풀의 거동은 이 용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출력  고속용 에서 키홀의 불안정성 는 재료의 

특성에 의해 발생된 기공을 외부로 배출하기 유리하다

고 알려져 있다40). 진공 이 용 에서는 깊은 키홀

이 형성되면서 키홀 후면벽을 따라 쪽으로 상승하는 

유동이 형성되어 키홀 하단부에서 발생한 기공을 용융

풀 외부로 배출하기에 용이하며, 용융풀 표면의 거동이 

안정화하여 비드의 형상이 미려하다27,35,41). 한 용융

풀의 변동성 완화와 키홀의 안정 인 거동은 스패터 발

생 감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

  기 진공 이 용 의 연구에서는 용융풀에 텅스

텐 입자를 투입하여 해당 입자가 갖는 궤 분석을 통해 

용융풀의 거동을 측하는 방식이 Katayama의 연구

에서 활용되었다41). 기압에서는 유동이 키홀의 후면

벽을 따라 하강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후 용융풀의 아래

쪽을 따라 뒤쪽으로 진행되면서 Fig. 14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시계방향의 거동을 가지지만, 진공 분 기에

서는 키홀의 후면벽을 따라 로 상승하는 유동이 형성

되어 반시계 방향의 거동을 가져서 키홀의 끝 부분에서 

형성된 기공이 용융풀 외부로 배출되기 용이함을 가시

60 kPa 20 kPa 5 kPa

Fig. 12 Longitudinal observation image of the keyholes 
according to ambient pressure35)

101 kPa 1 kPa

0.01 kPa

(a)

Atmosphere Vacuum 

(b)

Fig. 13 Calculated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profiles 
of keyhole and molten pool, (a) Ref. 4 and (b) 
Ref.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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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ho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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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ten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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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chematic illustration of molten pool flow by us-
ing tungsten particle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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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 다(Fig. 14).

  고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용융풀 표면에서의 변동성이 

분석된 사례가 존재하며35,37,42), 키홀의 거동을 찰하

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내열 래스를 활용하여 키홀 후

면부의 용융풀 거동이 찰되기도 하 다15) (Fig. 15). 

3 kPa 이하의 진공도에서 용융풀 표면의 변동성이 완화

되며, 이  유기 룸의 각도가 용 방향에 수직한 방향

으로 변화되는 것이 Luo에 의해 보고되었다35). Jiang15)

의 연구에서는 내열 래스를 용하여 주변 압력이 낮

아질수록 기공률이 감소하는 원인에 한 Katayama41)

의 결과를 확인하 다. 기압 하에 용융풀 상단부  

하단부에서 용융풀 뒷쪽으로 향하는 유동이 발생하여 

기공이 용융풀 외부로 배출되기 어려우나, 10 kPa의 

주변압력에서는 용융풀 길이가 짧고, 키홀 하단부에서 

형성된 기공이 키홀 후면벽을 따라 용융풀 상단부를 향

해 상승하는 유동이 형성되어 기공 배출에 유리하여 기

공률 감소에 효과 임이 보고되었다.

  진공도 감소에 따른 기공 발생 메커니즘은 여러 실험

방식을 통해 증명되었다. 특히 키홀 끝 부근에서 형성

된 기공을 외부로 배출하는데 효과 이기 때문에 키홀 

 용융풀의 불안정성에 의해 기공이 주로 발생되는 비

철 속의 용 에 용하게 되면 결함 개선 효과를 나타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결    론

  본 리뷰에서는 진공 이 용 에서 진공도가 용  

특성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를 리뷰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진공도 감에 따라 이  유기 룸, 키홀  

용융풀의 거동 변화가 발생하여 용입 깊이 증가와 기

공, 스패터의 감소가 가능하다.

  2) 진공 분 기에서 기화온도 감소로 인해 키홀 

 용입 깊이가 증가한다. 진공도를 낮출 때 용입 깊이

는 1-10 kPa의 주변압력까지 가 르게 상승하며, 더 

낮은 진공도에서는 수렴하므로 정 수 의 진공도 선

정이 필요하다.

  3) 진공 분 기에서 용입 깊이의 증가 효과는 용

속도가 낮을수록 커지며, 6 m/min 이상의 빠른 용

속도에서는 용입 깊이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

  4) 진공에서는 이  유기 룸이 게 발생하고 

이  빔의 굴 각  감쇠율이 낮아 에 지 손실이 

기 때문에 이  에 지 달에 유리하다.

  5) 진공 분 기에서 기화온도와 용융온도의 작은 

차이로 인하여 안정된 키홀 형성이 가능하며, 스패터 

발생  키홀 붕괴에 따른 기공 형성 가능성을 낮춘다.

  6) 안정된 키홀 거동에 의해 용융풀 표면의 변동성

이 완화되어 은 스패터  미려한 비드 형상을 얻을 

수 있다. 키홀 후면을 따라 쪽으로 용융풀 유동이 발

생하여 키홀 끝에서 형성된 기공 배출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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