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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레이저 용접은 고밀도 용접법 중에 하나로 기존 용접방법에 비해 적은 입열로 깊은 용입과 빠른 

용접속도를 얻을 수 있다. 연속 출력 파형 레이저 용접 시 입열량은 레이저 출력 및 용접속도에 의해 결

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버 레이저를 사용하여 두께 0.5 mm의 순 티타늄 박판에 비드 및 겹치기 용접

을 실시하였으며 레이저 출력 및 용접속도에 따른 용접성을 평가하였다. 레이저 출력 및 용접속도에 따

른 용입깊이, 비드폭, 접합길이, 비드형상을 관찰하고 인장전단시험을 통해 기계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실험결과, 겹치기 용접은 PL=0.5 kW, v=2.5 m/min과 PL=1.5 kW, v= 6 m/min 조건에서 양호한 접합길이를 

가진 용접부를 얻을 수 있었으며, 용접부는 고출력보다 저출력 조건일 때 더 우수한 연성을 나타냈다.

Abstract: Laser welding is a high-density energy welding method. Hence, deep penetration and high welding 
speed can be realized with lower heat input as compared with conventional welding. The heat input of a CW 
laser welding is determined by laser power and welding speed. In this study, bead and lap welding of 0.5 mmt

pure titanium was performed using a fiber laser. Its weldability with laser power and welding speed was 
evaluated. Penetration, bead width, joining length, and bead shape were investigated,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examined through tensile-shear strength tests. Welds with sound joining length were obtained 
when the laser power and welding speed were respectively 0.5 kW and 2.5 m/min, and 1.5 kW and 6 m/min, and 
the weld obtained at low output presented better ductility than that obtained at high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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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이저 용접은 고밀도 에너지 용접방법으로 기

존 용접방법에 비해 적은 입열로 깊은 용입과 빠

른 용접속도를 얻을 수 있다.(1,2) 레이저 용접에서 

입열량은 레이저 출력 및 용접속도에 의해 결정

되며, 용입깊이, 비드폭, 접합길이, 비드형상 등이 

입열량에 영향을 받는다. 레이저 출력을 증가시킴

으로써 두꺼운 소재에서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

으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용접

속도를 빠르게 하여서 생산성 증대를 꾀할 수 있

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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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mpling position of weld

(b) Bead appearance (c) Measuring method

Fig. 1 Sampling position and measu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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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ead appearance and cross-section of weld 
with laser power and welding speed in bead 
welding( fd= 0 mm, PL= 500 W, v=10 m/min) 

Squillace 등은 레이저 출력 및 용접속도에 따른 

언더필 결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8) Giuseppe 
Casalino 등은 높은 용접 입열량이 용접비드의 전면

과 이면을 과용융시켜 X모양의 횡단면을 형성하였

지만 낮은 용접 입열량은 V모양 횡단면을 나타낸

다(9)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이버 레이저를 사용한 

티타늄 용접 시 레이저 출력 및 용접속도를 변화

시켜 용접성을 평가하였으며 최적의 용접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불순물이 거의 포함

되지 않은 순 티타늄으로 가로 50 mm, 세로 150
mm, 두께 0.5 mm 크기의 판재를 사용하였다. 실험

에서 사용한 레이저는 최대 출력 6.3 kW의 다이오

드 레이저(LD) 여기방식 CW 파이버 레이저이다. 
레이저 집광광학계는 로봇에 장착하여 용접을 실

시하였다. 전면 실드가스는 직경 8 mm의 사이드 

실드 노즐을 사용하여 용접방향의 뒤편에서 공급

하여 실드하였다. 용접 후 단면 분석을 위해 Fig. 
1과 같이 시험편 채취 및 측정을 하였다. 30 mm 이
상 진행된 지점에서 15 mm 간격으로 횡단면을 4
회 채취하여 전면 및 이면 비드폭, 접합길이, 용입

깊이를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레이저 출력 및 용접속도에 따른 용입특성

3.1.1 비드 용접

레이저 초점위치에서 사이드 실드 노즐을 사용

하여 용접부를 실드하였으며 레이저 출력을 500~ 
900 W까지 200 W 간격으로 변화하고, 각 출력별

로 용접속도를 9, 10, 11 m/min 간격으로 변화하여 

비드용접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레이저 출력에 대하여 용접속도에 따른 

전면 · 이면비드 및 횡단면의 사진을 Fig. 2에 나타

낸다. 레이저 출력이 증가하거나 용접속도가 감소

할 경우 전면비드색은 은백색에서 금색으로 변화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용접부로의 입열량

이 증가하면 냉각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므

로 실드노즐이 지나간 후 대기에 노출되는 용접

부의 온도가 높아져 산소와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횡단면을 통해 출력이 

감소하거나 용접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냉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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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enetration (Dp) 

7 8 9 10 11 12 13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F
ro

nt
 b

ea
d 

w
id

th
, W

f(μ
m

)

Welding speed, ν(m/min)

 500W
 700W
 900W

      (b) Front bead width (Wf)

7 8 9 10 11 12 13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B
ac

k 
be

ad
 w

id
th

, W
b(μ

m
)

Welding speed, ν(m/min)

 500W
 700W
 900W

(c) Back bead width (Wb)

Fig. 3 Various of penetration and bead width 
with laser power and welding speed in 
bead welding 

가 증가하므로 횡단면의 수직선에 대한 조직의 

성장각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냉

각속도가 증가하면 조직의 성장속도 또한 증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a)~(c)에 레이저 출력 및 용접속도에 따른 

용입깊이, 전면 및 이면 비드폭의 그래프를 나타

낸다. 레이저 출력이 감소하거나 용접속도가 증가

할수록 입열량이 감소하므로 용입깊이, 전면 및 

이면비드폭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면비드폭은 

완전 용입 임계속도에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1.2 겹치기 용접

레이저 출력이 500 W일 때, 용접속도에 따른 전

면 · 이면 비드 및 횡단면의 사진과 용입특성 그래

프를 Fig. 4에 나타낸다. 용접속도가 2 m/min일 때, 
비교적 많은 입열로 인해 전면비드가 금색이었으

며 속도 3 m/min이상에서는 입열량이 감소하므로 

은백색의 전면비드를 Fig. 4(a)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속도 2~4 m/min까지 완전 관통용접되었다. 속
도 4.5 m/min에서 부분 용입이 이루어진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속도 2~3.5 m/min까지 안정적인 전

면 및 이면비드가 나타났으나 속도 4 m/min에서는 

용입이 불안정하여 이면비드에 험핑비드가 나타

났다. 
Fig. 4(b)~(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면 및 이

면 비드폭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열량이 줄

어들면서 감소하였으며 전면 비드폭보다 이면 비

드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

면비드가 레이저 빔 에너지가 직접 조사되는 영

역인 반면 이면비드는 재료를 통해 에너지가 전

달되는 영역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모재 두께이

상의 양호한 접합길이는 속도 2.5 m/min 이하에서 

얻을 수 있었다.
레이저 출력이 1.5 kW일 때, 용접속도에 따른 

전면 · 이면 비드 및 횡단면의 사진과 용입특성 그

래프를 Fig. 5에 나타낸다. Fig. 5(a)~(c)를 통해 용

접속도 4.5~5.5 m/min에서 전면비드가 금색이었으

나 속도 6 m/min 이상에서는 은백색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모든 속도조건에서 이면비드에서 다

량의 스패터가 부착되었으며 언더컷이 발생하였

다. 전면 및 이면 비드의 비드폭을 비교해보면 이

면비드폭이 전면비드폭보다 더 넓게 나타났다. 이
는 완전 관통용접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재료표

면에 가해지는 레이저 빔이 키홀을 따라 아래쪽

으로 흡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용접부 상부보다 

용접부 하부의 에너지 흡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6 m/min 이하의 속도에

서 양호한 접합길이를 얻을 수 있었다. 
Fig. 4와 Fig. 5를 비교해보면, Fig. 4의 용접조

건은 레이저 출력과 용접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이고 Fig. 5의 용접조건은 레이저 출력과 용

접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이다. 낮은 출력 

및 느린 용접속도 조건에서 표면조도가 일정하고 

미려한 비드를 얻을 수 있었으나 높은 출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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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netration properties and various bead shapes 
with welding speed in lap welding ( fd= 0 mm, 
PL=50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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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ad appearance and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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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enetration properties and various bead shapes 
with welding speed in lap welding (fd= 0 mm, 
P =1.5 kW)

빠른 용접속도 조건에서는 표면조도가 불균일하

고 스패터가 부착된 비드가 관찰되었다. 이는 낮

은 출력 및 느린 용접속도 조건에서 융액이 비교

적 안정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 용접부의 인장전단특성

Fig. 6은 인장전단 실험결과로써 파단형상 및 

파단면의 SEM 사진을 나타낸다. 출력 500 W,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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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verage tensile test results of specimen

Properties

Specimen
Tensile-shear 
strength(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Base metal 316.3 218.5 32.6

PL=0.5 kW, 
v=2.5 m/min 308.1 202.3 19.7

PL=1.5 kW, 
v=6 m/min 307.3 195.7 16.5

Tensile test
Specimen Fracture position SEM image

PL=0.5 kW, 
v=2.5m/min

PL=1.5 kW, 
v=6 m/min

Fig. 6 Results of tensile-shear test for specimen

Fig. 7 Tensile stress-strain curve of specimen

접속도 2.5 m/min 조건의 경우 모재에서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출력 1.5 kW, 용접속도 6 m/min 조
건은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모재에서 발

생한 파단의 파단면 각도는 45° 방향이었으며 넥

킹이 존재하였다. 용접부 파단의 경우, 겹치기 용

접부의 하판에서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상판과 하

판일부는 용접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파단면의 SEM 사진을 통해 모재 파단면에서 

딤플구조가 관찰되므로 연성파단의 형태를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

한 경우, 파단면의 상부에서는 연성파단, 하부에

서는 취성파단의 형태가 나타내는 혼합 파단형태

로 하부에서 파단이 처음 시작되어 전파된 것으

로 사료된다. 이는 출력 1.5 kW, 용접속도 6 m/min
조건의 경우 이면비드에서 발생하는 언더컷이 노

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은 각 시험편에 대한 인장전단강도, 항

복강도 및 연신율을 나타낸다. 모재의 인장전단강

도는 316 Mpa, 항복강도 218 Mpa, 연신율 32 %를 

나타내었으며 용접 시험편은 인장전단강도와 항

복강도가 5~10 %, 연신율은 40~50 %  감소하였다. 
출력 500 W와 1.5 kW의 인장전단강도는 유사하나 

500 W 조건에서 항복강도와 연신율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장전단특성은 모

재 > 저출력 조건 > 고출력 조건 순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7은 각 시험편에 대한 응력-변형 곡선을 나

타낸다. 출력 500 W 조건의 경우 넥킹현상이 존재

하는 전형적인 연성파단의 그래프를 나타내었으

며 출력 1.5 kW 조건에서는 급격하게 파단이 발생

하는 전형적인 취성파단의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다.

4. 결 론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여 두께 0.5 mm의 순 티

타늄의 비드 및 겹치기 용접성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드용접에서 레이저 출력 및 용접속도를 

변화시켜 용접 입열량이 증가한 경우 대기와의 

산화반응이 증가하여 전면 비드색이 은백색에서 

금색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겹치기 용접에서 레이저 출력 및 용접속도

를 변화하여 실험한 결과, PL= 0.5 kW, v=2.5 m/min
과 PL=1.5 kW, v=6 m/min 두 용접조건에서 모재 

두께 이상의 양호한 접합길이를 얻을 수 있었다. 
(3) 레이저 출력과 용접속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스패터가 발생하였으며 완전용입 임계조건

에서 이면비드에 험핑비드가 발생하였다.
(4) 겹치기 용접에서 두 용접조건에 대하여 인

장전단시험을 한 결과, PL= 0.5 kW, v=2.5 m/min 조
건에서는 모재에서 파단이 발생한 반면 PL=1.5
kW, v=6 m/min 조건에서는 이면비드의 언더컷이 

노치로 작용하여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하였으

며, 저출력 조건이 보다 우수한 항복강도와 연신

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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