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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에 지 리기술에서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는 에

지  동력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큰 향을 미치는 요

소  하나이다1). 열교환기의 구조는 부분 속으로 

제작되므로 해수, 화학 약품 등과 같은 부식성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부식으로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형 열교환기의 열  두께는 0.5~1mm정도

로 매우 얇기 때문에 연간 최  0.05mm정도의 부식

만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 해수 분 기에서 거의 부식

되지 않으며 다른 어떤 재료보다도 화학약품에 한 내

부식성이 우수한 티타늄이 장기간 사용되는 열교환기에 

합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2-4). 

  열교환기의 종류로는 가스켓형, 쉘 튜 형, 폭형, 콤

팩트형, 이트 코일형, 베이스 라인 형, 클립 라인 

형 등이 있으며 기존 열교환기의 사용압력과 온도를 

보완하기 하여 용 식 열교환기가 개발되고 있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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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에 발생하는 첩구간은 용  시작부에 끝단부

가 첩되는 구간으로, 부분 용입으로 인하여 비드이면

에서 험핑비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용  결함은 

용  끝단부가 용  시작부의 부분 용입된 역을 통 

용 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일한 면  이면 비드를 

가진 용  첩부를 얻기 하여 첩부 길이변화에 

한 실험을 진행하 으며 첩부의 형제어 용유무에 

따른 용 특성을 비교하 다.

2. 실험 재료  방법

  본 연구에는 가로 150mm, 세로 100mm, 두께 0.5mm

의 순 티타늄 박 을 사용하 다. 재료의 항복강도는 

193MPa, 인장강도 300MPa, 연신율은 33%이며 시

험편은 용  에 아세톤과 메탄올을 사용하여 불순물

을 최 한 제거하 다.

  Fig. 1에 이  용  장치와 지그의 사진을 나타낸

다. 실험에 사용된 최  출력 6.3kW의 연속 이버 

이 는 용 로  시스템과 연동되며 이  집 학

계를 외팔보 로 에 장착하여 용 을 실시하 다. 겹치

기 용  시 시험편 겹침부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하여 실

험 에 러쉬를 이용하여 시험편 표면의 이물질을 제

거한 후 지그로 강하게 고정하 다. 

  한 용 부의 산화를 방지하기 하여 사이드 실드 노

즐을 사용하여 실드를 하 다.

  인장 단시험은 ASME SECTION IX(2015), QW- 

464.1의 규격을 용하고 Fig. 2와 같이 인장시험편을 

제작하여 실시되었다. 시험편 상 과 하 의 겹치는 폭은 

16mm이며, 겹치기 용  된 인장 시험편의 체 크기는 

가로 134 mm, 세로 16 mm이다. 시험편의 인장 단특

성을 서로 비교하 으며 단만의 SEM 찰을 통해 

단의 종류와 형태를 확인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첩부 길이변화에 따른 용 특성

  Fig. 3의 상단 그래 는 첩부 길이변화 실험의 출

력 형 그래 를 나타낸다. 이  출력 500W, 용

속도 2.5m/min조건에서 용 을 총 2번 실시하여 실

선으로 나타낸 첫 번째 용 부에 선으로 나타낸 두 

번째 용 부를 첩시키는 실험을 진행하 다. 첫 번째 

용 은 슬롭 업 기능을 용하지 않은 구형 (Square 

wave)를 사용하 고, 두 번째 용 은 슬롭 다운 기능

을 용하여 슬롭 다운 시간 250ms에서 테일링 워

가 100W일 때, 이  빔 조사가 정지되도록 하 다. 

즉, 첫 번째 용 의 용  시작부와 두 번째 용 의 용

 끝단부가 첩되도록 하 으며, 이 때 첩부 길이

를 8.3~12.8mm까지 1.5mm간격으로 변화하 다. 

  첩부 길이변화에 따른 면  이면 비드와 종단면

의 사진을 Fig. 3(a)~(d)에 나타낸다. Fig. 3(a)는 

두 번째 용 이 첫 번째 용 부와 첩하는 동시에 슬

롭 다운을 시작하는 형이다. 이면비드를 살펴보면 슬

롭 다운 시작 지 부근에서 험핑비드가 발생한 것을 

찰할 수 있다. 첫 번째 용 부는 용 동안 용융 후 응

고되면서 부피가 팽창하므로 두께가 증가하게 된다. 슬

롭 다운을 시작하게 되면 출력이 감소하므로 모재보다 

두께가 두꺼워진 첫 번째 용 부를 통용 하지 못하

기 때문에 용입불량으로 인한 험핑비드가 발생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Fig. 3(b)에서 이면비드의 험핑비드가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첩부 길이가 9.8  mm일 때는 두 번

째 용 부가 첫 번째 용 부를 1.5mm 첩한 뒤 슬롭

다운을 시작하는 형이다. 따라서 첫 번째 용 의 부Fig. 1 Experimental setup for laser welding

75mm

0.5mm

16mm

134mm

16mm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ensile-shear test speci-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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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용입된 역을 두 번째 용 이 통 용 하므로 험

핑비드가 억제된 것으로 단된다. 결과 으로 첩부 

길이가 9.8mm일 때 험핑비드가 없는 균일한 이면비

드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3.2 출력 형제어 용유무에 따른 첩부의 
특성비교

  3.2.1 첩부의 경도분포  미세조직

  Fig. 4은 형제어 용 유무에 따른 크 이터 의 경

도특성을 각각 비교하여 나타낸다. 선은 횡단면이 재

취된 단 치를 나타내며 형제어를 용하지 않은 

경우 면  이면 비드에 발생하는 크 이터와 험핑비

드로 인해 횡단면 사진에서 ·아래 부분이 움푹 인 

것을 볼 수 있으며 형제어를 용한 경우 크 이터 

 험핑비드가 억제되어 움푹 인 정도가 크게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횡단면의 경도값을 비교해보면 형

제어를 용하지 않은 경우 용융부 평균 경도값이 200

Hv로 나타났으며 형제어를 용한 경우 176Hv으로 

형제어를 용하지 않은 경우가 약 30Hv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형제어 유무에 따

른 크 이터의 냉각속도를 악할 수 있으며 형제어

를 용하지 않을 경우 용 끝단부가 속으로 냉각되

어 경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은 용  첩부의 종단면 경도측정결과를 나타

낸다. 형그래 는 이 의 실험에서 도출된 최 의 조

건을 용하여 첫 번째 용 은 슬롭 업 기능을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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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lap length : 8.3 mm (b) Overlap length : 9.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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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verlap length : 11.3 mm (d) Overlap length : 12.8 mm

Fig. 3 Various bead appearance and longitudinal section with overlap length in lap welding (fd=0 mm, PL=500 W, 
v=2.5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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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구형 를 사용하 으며 두 번째 용 은 첫 번

째 용 부를 1.5mm 첩한 뒤 슬롭 다운을 시작하여 

테일링 워가 100W일 때 이  빔 조사가 정지하도

록 하 다. 종단면을 찰해보면 A(두 번째 용 부)와 

D(첫 번째 용 부)가 한 번 용 한 부분이며 B(슬롭다

운 시작  첩부)와 C(슬롭다운 부분)는 두 번 용

한 첩부이다. 경도측정은 하  100g/mm2, 유지시

간은 10 로 하 으며 경도측정 치는 종단면의 심

부를 기 으로 100㎛간격으로 측정하 다. 각 구간의 

평균 경도값을 계산하여 비교하 으며, A구간 175Hv, 

B구간 175.2Hv, C구간 168.1Hv, D구간 172.2

Hv로 한 번 용 한 부분보다 첩한 부분의 경도값이 

다소 감소하 다. 

  Fig. 6은 Fig. 5의 종단면 사진을 확 하여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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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ardness distribution

Fig. 4 Comparison of hardness on cross section of no- 
slope down and slope down weld in lap welding 
(fd=0 mm, PL=500 W, v=2.5 m/min)

1ST Weld

2nd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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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100

0

1.5mm
End of 2nd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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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weld
Slope down area2nd wel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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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ardness distribution on longitudinal section of
overlap weld in lap welding (fd=0 mm, PL=500 W,
v=2.5 m/min)

Fig. 6 Microstructures of longitudinal section in overlap weld(fd=0 mm, PL=500 W, v=2.5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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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단면 사진은 A, H(한번 용 한 역)와 B~G

( 첩부 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첩부 역은 슬롭 

다운 시작 에 첩한 부분과 슬롭 다운 부분으로 나

뉠 수 있다. 이 때 B는 두 번째 용 부와 슬롭 다운을 

하지 않은 첩부의 경계이며 G는 슬롭 다운부와 첫 

번째 용 부의 경계를 나타낸다. A, H 한 번 용 한 

부분을 찰해보면 조직의 모양이 뚜렷하지 않고 크기

가 작은 반면, B~G 첩한 부분은 조직의 모양이 뚜

렷하며 재용융으로 인해 조직이 조 화되어 상 으로 

크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첩부에서 조

직의 크기가 증가하 기 때문에 경도값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3.2.2 첩부의 인장 단특성

  Fig. 7은 인장 단 시험결과로 단 치  단면 

SEM사진을 나타낸다. 비교시험편은 형제어를 용

하지 않은 첩부와 첩을 하지 않고 한 번만 용 한 

용 부 총 2개의 시험편을 사용하 다. 단 치를 

찰해보면 첩을 하지 않고 한 번만 용 한 용 부와 

형제어를 용한 첩부에서는 모재에서 단이 발생

하 으며, 형제어를 용하지 않은 첩부는 용 부

에서 단이 발생하 다. 모재에서 단이 발생한 경우 

단면 각도가 인장축의 45 °도 방향이었으며 넥킹이 

존재하 다. 용 부 단이 발생한 형제어를 용하

지 않은 첩부를 찰해보면 겹치기 용 부의 하 에

서 단이 발생하 으며 상 과 하 일부는 용 된 상

태로 남아있었다.

  단면의 SEM 이미지를 찰해보면, 형제어를 

용한 첩부와 첩을 하지 않은 용 부의 단면은 딤

구조가 찰되므로 연성 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반면, 형제어를 용하지 않은 첩부의 

단면은 상부에서는 연성 단, 하부에서는 취성 단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연성과 취성이 혼합된 단형태를 

나타내었다. 하부에서 취성 단이 찰되었으므로 이 부

분에서 단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형제어를 용하지 않을 경우 용 끝단부가 속으로 

냉각되어 취화되고 이면비드에서 발생하는 험핑비드가 

노치로 작용하여 용 부에서 단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1에 각 시험편에 한 인장 단강도, 항복강

도  연신율을 나타낸다. 첩부에 형제어를 용한 

경우와 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인장 단강도

는 유사하나 형제어를 용한 경우가 항복강도와 연

신율이 우수하 다. 

  Fig. 8에 각 시험편에 한 응력-변형 곡선을 나타낸

다. 그래  모양을 찰해보면 형제어를 용한 첩

부와 첩을 하지 않은 한 번 용 한 용 부는 넥킹

상이 나타나는 형 인 연성 단의 그래  형태를 나

타내며, 형제어를 용하지 않은 첩부는 넥킹 상

이 나타나지 않는 형 인 취성 단의 그래  형태를 

나타낸다. 형제어를 용한 첩부와 첩을 하지 않은 

한 번 용 한 용 부의 그래 를 비교해보면 한 번 용

한 용 부의 넥킹 시작지 이 보다 왼쪽에 치하고 있

Tensile test
Specimen Fracture position SEM image

Wave 
shape 

control

No 
wave 
shape 

control

No overlap 
weld

Fig. 7 Results of tensile-shear test according to applying 
wave shape control for overlap weld in lap welding
(fd=0 mm, PL=500 W, v=2.5 m/min)

Table 1 Average tensile test results of overlap weld and 
no overlap weld

Properties
Specimen

Tensile-shear 
strength(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Overlap 
weld

Wave 
shape 

control
308.1 202.3 19.7

No 
wave 
shape 

control

308.8 194.3 15.4

No overlap weld 305.8 201 20.5

Base metal 316.3 218.5 32.6

Start of necking
(Wave shape weld)

Start of necking
(No overlap weld)

Wave shape weld
No wave shap weld
No overlap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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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nsile stress-strain curves of overlap and no- 
overlap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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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단이 발생하는 지 은 비슷하며, 첩을 하

지 않은 한 번 용 한 용 부가 보다 낮은 응력에서 

단되었다. 이것은 한 번 용 한 용 부가 보다 짧은 스

트로크(stroke)에서 넥킹 상이 시작되어 시험편이 더 

길게 늘어지다가 단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첩부에 형제어를 용한 경우와 용하

지 않은 경우의 인장 단특성을 비교해보면 인장 단강

도는 유사하나 형제어를 용한 경우가 항복강도와 

연신율이 높으므로 인장 단특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형제어를 용하지 않을 경우 

용 끝단부가 속으로 냉각되며 이면비드에 발생하는 

험핑 비드가 노치로 작용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4. 결    론

  이버 이 를 이용하여 두께 0.5mm의 순티타늄

을 겹치기 용 한 결과를 다음에 정리한다. 

  1) 용  시작부와 끝단부가 겹치는 첩부의 길이를 

변화시켜, 첩부 길이=9.8mm일 때 균일한 면  

이면 비드를 얻을 수 있었다.

  2) 첩부의 형제어 용유무에 따른 크 이터의 

경도특성을 비교한 결과, 형제어를 용하지 않을 경

우 용 부가 속으로 냉각되어 경도가 증가한 반면 

형제어를 용할 경우 냉각속도를 감소하므로 경도 상

승을 억제할 수 있었다.

  3) 첩부의 미세조직  경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첩부는 재용융으로 인하여 조직이 조 화되었으며 이

로 인해 경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첩부의 형제어 용유무에 따른 인장 단시험

을 실시한 결과, 형제어를 용하지 않을 경우 용

부에서 단이 발생한 반면 형제어를 용한 경우 모

재에서 단이 발생하 으며 보다 우수한 인장 단특성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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