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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대 출력 6.3 kW의 연속 출력 파형 파이버 레이저를 사용하여 순 티타늄 용접을
실시하였다. 용접 시 티타늄은 산화 및 질화로 인한 취성영역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적절한 실드가스
를 사용하여 용접부를 대기로부터 보호해야한다. 따라서 최적의 실드가스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드가스
의 종류를 변화시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용접성을 평가하였다. 비드색을 통하여 산화 및 질
화정도를 간접적으로 판별하였으며 EDS와 EPMA를 사용하여 용접부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광
학 현미경 및 전자 주사 현미경으로 용접부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으며 경도측정을 통해 기계적 특성
을 파악하였다. 용접부가 산화 또는 질화될 경우 회색 또는 노란색의 비드를 얻을 수 있었으며 비드표
면뿐만 아니라 용접부 내부까지 산소 및 질소량이 증가하여 경도값이 모재 대비 3배 이상 크게 증가하
였다. 결과적으로 아르곤 가스를 전면실드에 사용하였을 때 은백색의 건전한 비드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lding of pure titanium was carried out by using a continuous wave fiber laser with a
maximum output of 6.3 kW. Because brittle regions form easily in titanium as a result of oxidation or nitriding,
the weld must be protected from the atmosphere by using an appropriate shielding gas. Experiments were
performed by changing the type and the flow rate of shielding gases to obtain the optimal shielding condition,
and the weldability was then evaluated. The degree of oxidation and nitriding was distinguished by observing the
color of beads, and weld microstructure was observed by using an optical microscope and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 were examined by measuring hardness. When the weld was
oxidized or nitrified, the bead color was gray or yellow, and the oxygen or nitrogen content in the bead surface
and overall weld tended to be high, as a result of which the hardness of the weld was thrice that of the base
metal. A sound silvery white bead was obtained by using Ar as the shielding gas.

1. 서 론
티타늄은 지르코늄(Zr), 하프늄(Hf)과 함께 Ⅳ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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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천이금속으로 저온영역에서 조밀육방
정(HCP)의 α상으로 존재하다가 885 ℃에서 체심
입방정(BCC)의 β상으로 동소변태 한다.(1)
티타늄의 비중은 4.51 g/cm3으로 철강의 약 60 %
이며, 강도는 철강과 유사한 값을 가지므로 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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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우수하다. 또한 티타늄 합금은 수~수십 nm정
도 얇고 매우 견고한 산화물 형태의 피막이 형성
되어 우수한 내식성을 가진다. 이 산화피막은 손
상되더라도 바로 회복되어 내식성을 유지한다. 또
한 티타늄은 질산, 유기산과 같은 산화성 환경에
강하며 공식, 틈새부식, 응력부식균열 등이 발생
하기 어렵고 스테인리스강과 달리 용접에 의해
내식성이 저하되지 않는다.(2~4)
하지만 약 300 ℃에서 O, N, H 및 C 등의 침입
형 원소와 반응하여 산화 및 질화로 인한 취성
영역이 형성된다. 티타늄산화물인 TiO2는 티타늄
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러
한 산화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
루미늄(Al), 지르코늄(Zr), 바나듐(V) 및 니오븀
(Nb) 등의 원소를 합금원소로 첨가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5~7) 이 뿐만 아니라 티타늄의 용접
시에는 용접부의 산화 및 질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적절한 실드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
로 용접 보호가스로서 아르곤, 헬륨, 질소, 이산화
탄소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8~12) 티타늄은 고온에
서 산화 및 질화되기 쉬운 성질 때문에 실드가스
선택의 주의가 필요하다. Katayama 등은 아르곤은
헬륨과 공기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전면 및 이면 비드의 실드에 각각 아르곤과
헬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13)고 하였으며
Schneider 등은 실드가스 유량을 최적화하여 증기
플륨을 억제할 수 있음을 밝혔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용접 시 용접부
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실드가스를 도
출하기 위하여 실드가스 종류 및 유량을 변화하
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드형상을
관찰하고 산화 및 질화정도를 평가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실험에는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공업용
순 티타늄(grade1)을 사용하였으며 시험편의 크기
는 가로 50 mm, 세로 150 mm, 두께 0.5 mm의 판
재를 사용하였다. Table 1에 재료의 화학적인 조
성을 나타낸다. 용접 전에 시험편 표면을 아세톤
및 에탄올로 세정하여 불순물의 혼입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레이저 용
접장치는 최대 출력 6.3 kW, 다이오드 레이저(LD)
여기방식의 연속 파이버 레이저이며 빔 품질(BPP)
은 8 mm·mrad이다. 레이저 집광광학계를 로봇에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s
Element(wt%)
Material
Pure titanium
(Grade 1)

C

H

N

O

Fe

Ti

0.003 0.0008 0.007 0.043 0.023 Bal.

Fig. 1 Setup of experimental equipment
장착하여 용접을 실시하였으며 전면 실드가스는
직경 8 mm의 사이드 노즐을 사용하여 용접방향의
뒤편에서 공급하여 실드하였다. 실험을 위한 레이
저 용접 장치 구성모습을 Fig. 1에 나타낸다. 분석
용 시험편은 용접이 30 mm이상 진행된 지점에서
부터 15 mm간격으로 4개의 횡단면을 채취하여 용
입특성을 평가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실드가스 종류에 따른 용입특성
적절한 실드가스의 종류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
면비드는 순도 99.99 %의 일반 아르곤, 헬륨 및
질소와 순도 99.999 %의 고순도 아르곤을 사용하
여 실드하였으며, 이면비드는 순도 99.99 %의 일
반 아르곤 10ℓ/min를 사용하여 실드하였다. 전면
실드의 경우 유량을 25 ℓ/min으로 동일하게 하여
실드가스 종류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용접조건은 부분 용입이 되도록 선정하였으며 용
입특성 그래프와 전면비드, 이면비드 및 횡단면의
사진을 Fig. 2와 Fig. 3에 나타낸다. 전면비드폭은
실드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산화열로 인하여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아르곤과 헬륨을 사용한 경
우 순도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
르곤을 실드가스로 사용한 경우, 순도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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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및 이면 비드 모두 은백색으로 관찰되었으며
비드폭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순도
99.99 %의 헬륨을 실드가스로 사용했을 때에도 일
반 아르곤과 비슷한 은백색의 전면비드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질소를 실드가스로 사용한 경우에는
전면비드가 노란색의 조악한 비드를 나타내었으며,
이면비드는 은백색의 비드를 나타내었다. 아르곤
및 헬륨과 달리 질소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완전 용
입이 이루어져, 횡단면에서 좁고 깊은 용입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용융부에 질소가
혼입됨에 따라 열전도율이 감소하여 레이저 빔 흡
수율이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레이저 빔 에너지가
집속되므로 키홀 용접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순도 아르곤, 일반 아르곤 및 헬륨을
실드가스로 사용하였을 경우 모두 은백색의 건전한
비드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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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9.99 %의 일반 아르곤을 최적의 실드가스로 선
정하였다.
3.2 실드가스 유량에 따른 용입특성
적절한 실드가스 유량을 선정하게 되면 용접부
를 대기로부터 효율적으로 차폐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면실드에 순도 99.99
%의 일반 아르곤을 사용하여 실드가스 유량(Qcs)
을 0~25 ℓ/min까지 5 ℓ/min 단위로 변화시켰다.
실드가스 유량에 따른 용입특성 그래프와 전비
드, 이면비드 및 횡단면의 사진을 Fig. 4와 Fig. 5
에 나타낸다. 실드가스 유량이 0 ℓ/min일 경우, 즉
실드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 비드폭
이 산화열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실드

Fig. 4 Penetration properties and various bead shapes
with flow rate of shield gas
Fig. 2 Penetration properties with kind of shield
gas in bead welding

Qcs
Bead

Bead
Shield gas

Front
bead

Back
bead

Cross
section

No
shield gas
Ar 25
ℓ/min
(99.99%)
Ar 25
ℓ/min
(99.999%)
He 25
ℓ/min
(99.99%)
N2 25
ℓ/min
(99.99%)

Fig. 3 Various bead shapes with kind of shield gas
in bead welding (fd =0 mm, PL=500 W, v=10
m/min)

0 ℓ/min

5 ℓ/min

10 ℓ/min

15 ℓ/min

20 ℓ/min

25 ℓ/min

Front
bead

Cross
section
Qcs
Bead
Front
bead

Cross
section

Fig. 5 Penetration properties and various bead shapes

with flow rate of shield gas (fd=0 mm, PL=500
W, v=10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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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d color

Photo

Silvery white,

Gray

Yellow

(a) Qcs : Ar(20 ℓ/min)

(b) Qcs : None

(c) Qcs : N2(20 ℓ/min)

OM
(×100)

OM
(×200)

Fig. 6 Cross section observed by OM with bead color (fd=0 mm, PL=500 W, v=10 m/min)
가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량에 관계없이 전면비
드폭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면비드의 사
진을 확인한 결과, 비드색은 실드가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색을 나타내었으며 실드가스를 사
용한 경우에는 은백색을 나타내었다. 비드형상은
유량 5~15 ℓ/min까지 비드심이 불균일하고 부분적
으로 험핑비드가 관찰되었지만 유량이 20 ℓ/min이
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은백색의 미려한 비드형상
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유량 20 ℓ/min와 25 ℓ/min가 큰 차이가
없고 유량 20 ℓ/min에서 비드색이 은백색을 띄고
양호한 비드형상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향후 실험
에서 순도 99.99 %의 일반 아르곤 20 ℓ/min를 전면
실드가스로 사용하였다.

Bead
color

Silvery white

Gray

Yellow

Photo
OM
image
(×100)
SEM
image
(×500)
SEM
image
(×1000)
SEM
image
(×2000)

Fig. 7 OM and SEM images of near top surface
zone with bead color(fd =0 mm, PL =500 W,
v=10 m/min)

3.3 비드색에 따른 용접부의 미세조직 및 경도특성
3.3.1 용접부의 미세조직
레이저 출력 500 W, 용접속도 10 m/min의 동일
한 입열량 조건에서 실드가스 종류를 변화시켰을
때, 은백색, 회색 및 노란색의 비드를 얻을 수 있
었다. 은백색의 비드는 아르곤 실드 분위기에서,
회색은 대기 분위기, 노란색의 경우는 질소 실드
분위기에서 각각 관찰되었다. Fig. 6에 각 비드색
에 따른 용접부의 광학 현미경 확대 사진을 나타
낸다. 은백색의 비드일 때 조대한 주상정이 나타
났으며 용융부와 모재의 경계가 불분명하였다. 비
드색이 회색 및 노란색일 경우 용융부 조직의 색
깔이 어둡게 관찰되었다. 비드색이 노란색일 경우
전형적인 키홀 용접 형상의 용접부가 나타났으며
같은 입열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접부

와 달리 관통 용접되었다. 이러한 조직적인 특성
은 용접부에 질소 원자가 침입하여 용융거동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7에 비드색에 따른 용접부 상부 표면의
SEM사진을 나타낸다. 은백색의 비드 표면에서는
특별한 특징을 나타나지 않았으나 회색 및 노란
색의 비드표면에서는 덴드라이트 구조의 얇은 층
이 관찰되었다. 이는 용접부 상부에 산화 또는 질
화로 인한 산화물 및 질화물로 판단되며 EDS 및
EPMA분석을 통해 합금원소의 분포경향을 파악하
였다.
3.3.2 용접부의 성분분석
Fig. 8에 은백색, 회색 및 노란색 비드의 횡단면
EDS맵핑 결과를 나타낸다. 은백색비드의 경우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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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상부 표면에서만 산소와 질소함량이 높게
나타난 반면, 회색 비드의 경우에는 상부 표면뿐
만아니라 횡단면 중간지점까지 산소와 질소함량
이 높게 나타났다. 노란색 비드의 경우에는 티타
늄 함량이 용융부 안쪽보다 바깥쪽 부근에서 상

Bead
color

Silvery white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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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바깥 부분
에 산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용융부 바깥쪽에 산소가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고온의 용접부에 유입된 산소는 표
면장력에 의해 용융부 바깥쪽으로 몰리게 되고,

Yellow

Photo
SEM
(×2000)

Ti

O

(a) Bead Color : Silvery white
N

Fig. 8 Results of EDS mapping analysis on cross
section with bead color(fd=0 mm, PL=500 W,
v=10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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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y white

Gray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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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2000)

(b) Bead Color : Gray

Ti

O

N

(c) Bead Color : Yellow

Fig. 9 Results of EPMA mapping of near top
surface zone with bead color(fd=0 mm, PL=500
W, v=10 m/min)

Fig. 10 Hardness distribution on the cross section
with bead color(fd=0 mm, PL=500 W, v=10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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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에 의해 용융부 아랫방향으로 퍼지게 된 것
으로 판단된다.
Fig. 9에 은백색, 회색 및 노란색 비드의 용접부
상부 EPMA 맵핑결과를 나타낸다. 분석에 사용된
원소는 티타늄, 산소 및 질소 3종류이며,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성분함량이 많고 남색에 가까울수록
성분함량이 적음을 의미한다. 티타늄 성분은 상부
표면에 가까울수록 점점 감소하는 반면 산소와
질소는 상부 표면에서 다량 검출되었다. 검출된
산소와 질소의 양을 비교해보면 회색비드의 경우
대기 중에는 산소보다 질소가 4배가량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드표면에서 질소보다 산소함량이 더
높았다. 이것은 티타늄이 질소보다 산소와의 반응
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4 비드색에 따른 경도특성
비드색에 따른 용접부의 경도특성을 Fig. 10에
나타낸다. 경도 시험 조건은 하중 100 g, 유지시간
10 초로 설정하였으며, 경도는 비드표면 200 ㎛아
래에서부터 100 ㎛간격으로 측정되었다. 측정 결
과 모재의 경도값은 비커스 경도 110~120 Hv이며,
모든 용융부의 경도값이 모재의 경도값 보다 높
게 나타났다. 각 비드색에 따른 용융부 경도값을
비교한 결과, 은백색의 비드에서 비커스 경도가
140~150 Hv 모재대비 1.3배 증가하였으나, 비드색
이 회색 및 노란색일 경우 370~380 Hv로 모재대
비 3배 이상으로 경도값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비드색이 은백색일 경우 용융부의 경도값이 모
재와 유사하여 취화되지 않은 건전한 용접부로
취급할 수 있다. 반면 비드색이 회색 및 노란색은
용접부가 취화되어 경도값이 모재대비 3배 이상
크게 상승하므로 균열감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순 티타늄에 대하여 실드가스의 종류 및 유량을
변화하여 파이버 레이저 용접을 실시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실드가스 종류에 따른 용접성을 평가한 결과,
순도 99.99 %의 일반 아르곤 및 헬륨과 순도
99.999 %의 고순도 아르곤을 전면 실드에 사용한
경우 모두 은백색의 양호한 비드를 얻을 수 있었다.
(2) 아르곤을 전면실드에 사용하여 유량에 따른
용접성을 평가한 결과, 유량 5~15 ℓ/min일 때 비드

심이 불균일하고 험핑비드가 발생하였으나 유량 20
ℓ/min 이상에서는 대기로부터 용접부를 완전히 차
단하여 은백색의 건전한 비드를 얻을 수 있었다.
(3) 비드색에 따른 용접부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은백색 비드의 용접부에서 조대한 주상정 조
직이 나타났으며 회색 및 노란색 비드의 용접부에
서는 표면에서 덴드라이트 형상의 얇은 층이 관찰
되고 조직이 어둡게 나타났다.
(4) 각 비드색에 대한 비드 표면의 EPMA 맵핑
분석을 한 결과, 대기 분위기 중 용접을 실시한 회
색 비드의 표면에서 산소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이것은 순 티타늄이 질소보다 산소와의 반응성
이 더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각 비드색에 따른 경도특성을 평가한 결과,
은백색 비드는 모재와 유사한 경도값을 나타내어
취화되지 않은 건전한 용접부였으나 회색과 노란
색 비드는 취화되어 경도값이 모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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