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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내식성과 비강도가 우수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티타늄 합 은 여러 가지 용 기술을 이

용하여 합이 이루어지고 있다1). 아크 용 은 운용비

용이 렴하지만 높은 입열량으로 인해 열변형이 발생

한다. 한 용가재 선정이 부 할 경우 편석, 희석  

균열과 같은 결함이 용 부 내에 발생할 수 있다2-3). 

확산 합  교반 용 과 같은 방법들도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나 확산 합은 충분한 합시간이 요구되며 

교반 용 은 그라인딩과 같은 용  후 공정이 필요하므

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4-5). 반면 이  

용 은 아크용 보다 상 으로 입열량이 어 좁은 

역을 정 하게 용 할 수 있으며 열변형이 거의 발생하

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빠른 용 속도로 인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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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실시간 제어  자동화가 용

이하다6-7). 하지만 이  용  시 이  빔 조사가 시

작되는 용  시작부와 이  빔 조사가 정지되는 용  

끝단부에서는 다른 용 부보다 기공, 크 이터, 험핑비

드 등과 같은 용  결함이 발생하기 쉽다8-10). 이러한 

용  결함은 이 의 출력 형제어 특성을 이용하여 

억제할 수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  시작부와 끝단부에서 발

생하는 용 결함을 억제하기 하여 시작부분과 종료부

분에 이  출력 형제어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2. 실험 재료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두께 0.5mm, 순도 99.9%

의 순 티타늄이며 시험편의 크기와 화학 인 조성을 

Fig. 1과 Table 1에 나타낸다. 모든 시험편은 겹치기 

용 되었으며 실험에서 사용한 용 장치는 가우시안 빔 

모드의 최  출력 6.3kW CW 이버 이 이다. 

형제어 시 이  출력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

으며 조정 가능한 최소 출력  시간은 1W, 1ms이

다. 면 비드는 아르곤 20ℓ/min를 용 방향의 뒤편

에서 공 하여 실드하 으며 이 때, 직경이 8 mm인 

사이드 노즐을 사용하 다. 이면 비드는 지그홈을 통해 

아르곤 10ℓ/min를 공 하여 실드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슬롭 업 & 다운 용에 따른 용입특성

  Fig. 2와 같이 용  시작부  끝단부의 용 결함을 

억제하기 한 목 으로 용   이  출력을 변화시

키는 것을 형제어 는 형가변이라고 하며, 특히 

이  조사 시작부와 종료부에서 출력을 선형 으로 증

가 는 감소시키는 방법을 슬롭 업(slope up), 슬롭 다

운(slope down)이라고 한다. 

  3.1.1 슬롭 업 시간 변화

  슬롭 업 시간에 따른 면 비드  종단면의 사진을 

Fig. 3에 나타낸다. 면비드를 살펴보면 슬롭 업 시간 

0ms는 형 제어를 용하지 않은 경우로, 이 때 용  

시작부의 끝단에서 둥근모양의 비드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슬롭 업 기능을 용하여 슬롭 업 시간이 

증가할수록 용  시작부 끝단의 비드 형상이 날카롭게 

변화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한 종단면을 통해 슬

롭 업 시간에 비례하여 이  빔 조사 시작 에서부터 

완  용입이 이루어진 지 까지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역은 미 용 부이며, 향후 용  시

작부와 끝단부가겹치는 첩부를 고려하면 용  시작부

의 미 용 부 구간이 증가할수록 이 구간에 한 제어

가 어려워진다. 한 슬롭 업 기능을 용하지 않았을 

때, 용  시작부에 험핑 비드, 균열 등의 용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실험에서 슬롭 업 기능을 

용하지 않는 것이 하다고 단된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s

150mm

0.5mm

50mm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specimen size

Element(wt%)
Material C H N O Fe Ti

Pure titanium
(Grade 1) 0.003 0.0008 0.007 0.043 0.023 Bal.

PL(W)

Time(ms)

500

Laser End
Point

Slope up Slope down
Laser start 

point

Fig. 2 Wave shape control of slope up and down in lap 
welding

 Bead
wave shape Front bead Longi. section Schematic

(a) Slope up time : 0 ms

(b) Slope up time : 100 ms

(c) Slope up time : 200 ms

(d) Slope up time : 300 ms

Fig. 3 Various bead shapes and longitudinal section with
the time of slope up in lap welding (fd=0 mm, 
PL=500 W, v=2.5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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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슬롭 다운 시간 변화

  슬롭 다운 시간에 따른 면  이면 비드 사진을 Fig. 

4에 나타낸다. 슬롭 다운 시간이 0ms일 때 용  끝단

부의 면  이면 비드에 각각 크 이터와 험핑비드가 

발생한 것을 찰할 수 있다. 크 이터와 험핑비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의 두께가 감소하게 되므로 재료

의 내구성은 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을 억제하기 

해 슬롭 다운을 용하 으며, 슬롭다운 시간이 

50ms일 때 면비드의 크 이터는 으로 길게 늘어

지며 이면비드의 험핑비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슬롭 다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크 이터

는 더욱 더 으로 늘어지는 형상이 나타났으며 슬롭 

다운 시간 250ms일 때비드 끝단부에 용입이 거의 없

는 날카로운 비드가 형성되었다. 슬롭 다운 시간이 크

이터의 형상에 미치는 향을 보다 더 구체 으로 확

인하기 해, 크 이터의 최 깊이와 면 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낸다. 크 이터 최  깊

이는 슬롭 다운 기능을 용하지 않았을 경우 100㎛이

상으로 측정되었으나 슬롭 다운 기능을 용하여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크 이터의 최 깊이가 감소하여 슬

롭 다운 시간 250ms이상에서는 50㎛이하로 측정되었

다. 크 이터의 면 은 슬롭 다운 기능을 용하지 않았

을 경우를 100%로 설정하 을 때, 슬롭 다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면 이 감소하여 슬롭 다운 시간 250ms

이상에서 40%이하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크 이터 최 깊이  면 을 고려하여 크

이터 최  깊이가 50㎛이하이고 크 이터 면 이 60% 

이상 감소한 슬롭 다운 시간 250ms을 최 의 조건으

로 선정하 다. 용 시 크 이터  험핑비드의 억제는 

형제어의 용을 통해 응고속도를 감소시켜 융액이 

움푹 인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용

속도가 감소할수록 최 의 슬롭 다운 시간은 감소하고 

용 속도가 증가할수록 최 의 슬롭 다운 시간은 증가

할 것으로 단된다.

  3.1.3 테일링 워 제어

  테일링 워는 이  출력 형 그래 에서 슬롭다운 

시 선형 으로 감소하는 출력을 말한다.

  이  빔 조사가 정지하는 테일링 워에 따른 면 

 이면 비드의 사진을 Fig. 6에 나타낸다. 테일링 

워가 0W일 경우 비드 끝단부에서 용입깊이가 거의 없

는 날카로운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테일링 워

가 100W의 경우 비드 끝단부의 날카로운 비드가 억제

되었으나 200W이상으로 증가시켰을 때, 크 이터의 

정도가 다시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일링 워에 따른 최  크 이터 깊이와 면 을 측

정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낸다. 테일링 워가 증가할

수록 크 이터의 최 깊이는 증가하며, 크 이터의 면

은 0~100W구간에서 다소 감소하 다가 출력이 

100W이상일 때 다시 증가하 다. 테일링 워가 0~ 

100W일 때 테일링 워가 증가함에 따른 크 이터의 

깊이 증가 폭보다 슬롭 다운 구간 길이 감소에 따른 크

이터 길이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크 이터의 면

이 감소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테일링 워를 조 하여 비드 끝단부의 형상

을 제어할 수 있었으며, 테일링 워 100W를 최 의 

조건으로 선정하 다. 용 속도와 테일링 워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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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ximum depth and area of crater with time of 
slope down 

Bead
Wave shape Front bead Back bead

Humping bead

(a) Slope down time : 0 ms

(b) Slope down time : 50 ms

(c) Slope down time : 150 ms
Sharpened bead

(d) Slope down time : 250 ms

Fig. 4 Various bead shapes and longitudinal section with
the time of slope down in lap welding(fd=0 mm,
PL=500 W, v=2.5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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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찰해보면 슬롭 다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용

입깊이가 거의 없는 날카로운 비드가 형성되기 쉬우므

로 용 속도가 증가할수록 최 의 테일링 워는 증가

하고 용 속도가 감소할수록 최 의 테일링 워는 감

소할 것으로 단된다. 

3.2 출력 형제어 용유무에 따른 특성 비교

  3.2.1 용 부의 경도특성

  Fig. 8과 Fig. 9는 이  출력 500W, 용 속도 

2.5m/min 조건에서 형제어 용유무에 따른 용  

끝단부의 경도분포를 나타낸다. 경도 시험 조건은 하  

100g/mm2, 유지시간 10 로 하 으며 경도측정 치

는 상부 표면으로부터 250㎛아래이며 압흔 간 간격은 

100㎛이다.

  Fig. 8은 용 끝단부에 슬롭다운을 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종단면 사진  경도분포를 나타낸다. 종단면 

사진을 살펴보면 용 끝단부에 슬롭 다운을 용하지 

않았으므로 크 이터와 험핑비드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역별 평균 경도값은 용 부 175.1Hv, 모

재 146Hv을 나타내었으며, 크 이터 부분은 189.3

Hv으로 용 부보다 증가하 다. 이것은 용  끝단부에

서 이  빔 조사가 정지함에 따라 용 부가 속으로 

냉각되어 경도값이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Fig. 9는 용  끝단부에 슬롭 다운을 용한 경우의 

종단면 사진  경도분포를 나타낸다. 종단면 사진을 

살펴보면 용  끝단부에 크 이터와 험핑비드가 억제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각 역별 평균 경도값은 용 부 

177.3Hv, 모재 141Hv을 나타내었으며, 크 이터 부

분은 용 부보다 감소하여 163.8Hv이었다. 이것은 용

 끝단부에서 슬롭다운을 용함으로써 이  빔 조

사 정지가 지연되며 그로 인해 용융액이 속으로 냉각

되지 않고 보다 진 으로 응고되었기 때문으로 단

된다. 

  Fig. 10와 Fig. 11은 형제어 용유무에 따른 크

이터 부분의 경도특성을 세 하게 분석한 결과로, 경

도시험은  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 다. 측정

된 경도값은 표에서와 같이 색으로 변환하여 각 부분별

로 표 하 다. 색깔은 검은색에서 흰색까지 명도차이

Bead
Wave  shape Front bead Back bead

Sharpened bead

(a) Tailing power : 0 W

(b) Tailing power : 100 W

(c) Tailing power : 200 W

(d) Tailing power : 300 W

Fig. 6 Various bead shapes with tailing power in lap 
welding(fd=0 mm, PL=500 W, v=2.5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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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ximum depth and area of crater with time of 
slope down

Fig. 8 Hardness distribution of end weld not applied 
slope down(fd=0 mm, PL=500 W, v=2.5 m/min)

Fig. 9 Hardness distribution of end weld applied slope 
down (fd=0 mm, PL=500 W, v=2.5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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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 으며 검은색이 211Hv이상, 흰색이 150

Hv이하이고 검은색과 흰색사이의 각 색깔별 차이는 10

Hv이다. 

  Fig. 10은 형제어를 용하지 않은 경우 크 이터 부

분의 경도특성을 나타낸다. 모재 140~150Hv, 용

부 170~180Hv의 경도값을 나타낸 반면 크 이터 부

분은 190Hv이상이었으며 부분 으로는 최  211Hv

이상을 나타내었다. 211Hv의 높은 경도값은 크 이터

의 뒷부분에 집 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경도분포를 통해 응고 시 각 역별 냉각속도의 차

이를 간 으로 악할 수 있다. 응고 시 냉각속도는 

경도값이 상 으로 낮은 역은 느리게, 경도값이 상

으로 높은 역은 빠르다고 할 수 있으며, 211Hv

의 경도값이 나타난 크 이터의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빠르게 냉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역을 확 한 사

진을 각각 A, B, C에 나타내며 A 역보다 B 역의 조

직의 크기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C 역

에서는 속응고로 인해 덴드라이트 형상의 조직이 

찰되었다. 따라서 크 이터부분은 용 부보다 빠른속도

로 냉각되므로 경도값이 상승하 으며 크 이터가 가장 

깊은 부분을 심으로 크 이터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의 

경도값이 높으므로 크 이터의 뒷부분에서 균열감수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단된다.

  Fig. 11은 형제어를 용한 경우의 크 이터 경도 측

정 결과로, 모재 140~150Hv, 용 부 170~180Hv

의 경도값을 나타내었으며, 크 이터 부분은 용 부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슬롭 다운을 용하게 

되면 이  출력이 0W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감소하

다가 빔 조사가 정지하므로 크 이터는 용 부와 비슷

한 냉각속도로 응고되며 따라서 형제어를 용할 경

우 크 이터부분의 균열감수성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3.2.2 용 부의 EDS  EPMA 성분분석

  응고속도에 따른 용 부의 성분분포 경향을 조사하기 

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하 다. Fig. 12와 Fig. 13은 

형제어를 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크 이터 부분의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Fig. 12의 EDS 분석 결

과 티타늄, 산소  질소 3가지 원소가 검출되었으며 

면  이면 비드의 표면인 No.1과 No.4에서 산소와 

질소량이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의 

EPMA 맵핑 결과를 살펴보면 EDS 분석 결과와 유

사하게 면 비드 표면인 No.1에서 산소와 질소량이 

높았으며 No.2~5는 성분 분포가 서로 유사하 다.

  Fig. 14와 Fig. 15는 형제어를 용한 경우의 크

이터 부분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EDS 

분석 결과에서 티타늄, 산소  질소 3가지 원소가 검

출되었으며 성분량은 서로 유사하 다. EPMA 맵핑을 

실시한 결과 No.1~3 모두 성분분포가 유사하 으며 

비드표면의 산소량이 높게 검출되었다. Fig.13과 Fig.15

의 티타늄 성분 맵핑결과를 비교해보면 형제어를 

용한 경우가 보다 티타늄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

과는 형제어를 용할 경우 출력감소로 인해 입열량

이 감소하여 상 으로 산화  질화가 게 되기 때

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형제어를 용할 경우 형제어를 용하지 

않을 경우보다 티타늄 함량이 높았으며 두 경우 모두 

면비드 표면에서 산소함량이 높게 검출되었다.

A B C

Fig. 10 Hardness distribution of crater where wave shape
control is not applied(fd=0mm, PL=500W, v=2.5m/min)

A B C

Fig. 11 Hardness distribution of crater where wave shape 
control is applied(fd=0 mm, PL=500 W, v=2.5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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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두께 0.5mm의 순 티타늄 박  용  시 이버 

이 를 이용하여 출력 형제어를 용하 으며 그 결

과를 다음에 정리한다. 

  1) 용  시작부에 슬롭 업 시간을 변화하여 용 을 

실시한 결과, 슬롭 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 용 부

가 증가하 으며 형제어의 유무에 계없이 기공, 균

열 등 용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슬롭 업을 용

하지 않는 것이 하다고 단된다.

(a) No.1 (b) No.2

(c) No.3 (d) No.4

No.
Elements content(At%)

Ti N O
1 70 18.5 10
2 92 2.2 3.4
3 90.9 3.6 3.5
4 79 10.1 9.8

(e) Result of EDS analysis

Fig. 12 Results of EDS spot analysis of crater where wave 
shape control is not applied(fd=0 mm, PL=500 W, 
v=2.5 m/min)

Element
Location Ti O N

1

2

3

4

5

Fig. 13 Results of EPMA analysis of crater where wave 
shape control is not applied(fd=0 mm, PL=500 W, 
v=2.5 m/min)

(a) No.1 (b) No.2

No.
Elements 

content(At%)
Ti N O

1 93 2.2 3.4
2 83.3 5.8 6.4
3 90.4 2.5 4.4

(c) No.3 (e) Result of EDS analysis

Fig. 14 Results of EDS spot analysis of crater where 
wave shape control is applied(fd=0 mm, PL=500 W, 
v=2.5 m/min)

Element
Location

Ti O N

1

2

3

Fig. 15 Results of EPMA analysis of crater whre wave
shape control is applied(fd=0 mm, PL=500 W, v=
2.5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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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  끝단부에서 슬롭 다운 시간을 변화하여 용

을 실시한 결과, 슬롭 다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크

이터  험핑비드 결함이 억제되었으며 크 이터의 최

깊이  면 이 감소하 다.

  3) 용  끝단부에 슬롭다운 용 시 이  빔 조사가 

정지하는 테일링 워를 조 함으로써 비드끝단부의 형

상을 제어할 수 있었다.

  4) 용  끝단부의 슬롭 다운 용유무에 따른 종단면

의 경도특성을 평가한 결과, 슬롭 다운을 용하지 않

을 경우 용 부가 속으로 냉각되어 경도가 증가하

으나 슬롭 다운을 용할 경우 경도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다.

  5) 용  끝단부의 슬롭 다운 용유무에 따른 종단면

의 성분분포 경향을 비교한 결과, 형제어를 용할 

경우 입열량이 감소하여 불순물 혼입이 으므로 티타

늄 함량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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