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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 이   하나인 Ytterbium doped Yttrium 

Aluminum Garnet (Yb:YAG)의 매질은 주로 고출

력 이 에 사용되고 있고 흡수 밴드폭이 930nm에서 

945nm로 InGaAs계의 이  다이오드에 의한 발진

이 용이하다. 1030nm 장 의 이  활성 이온  

Yb:YAG 매질은 양자효율이 91%로 상  이   

에 지의 10% 정도 밖에 열로 환되지 않아 열  손

실이 으며, 가장 게 열을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 디스크 이  용 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Yb: 

YAG 매질을 사용함으로써 고출력 이 의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어2) 디스크 이  용 은 아크용 보다 

상 으로 입열량이 어 좁은 역을 정 하게 용

할 수 있으며,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 빠

른 용 속도로 인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실시간 

제어  자동화가 용이하므로 디스크 이  용 은 

Ti 박 을 용 하기에 합한 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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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bility of industry market is also diversifying and being demanded with the concept of se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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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 welding parameters on the weld shape, qua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0.6 mm thick lap joints of 
titanium alloy Ti (ASTM-B265 Grade 1) welded with a new generation disk laser TRUMPF TRUDISK 
3302, emitting at 1030 nm, with maximum output power 3.3 kW at circular laser beam spot. As a result, 
the optimal welding parameters for the lap welding of pure titanium material were predicted as the welding 
speed of 2m/min, the laser power of 1.5 kW, the top shielding gas flow rate of 30ℓ/min and the bottom 
shielding gas flow rate of 10ℓ/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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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  방법의 시 인 Taguchi는 생산제조와 최 화

기법에서 일반 으로 리 사용되어지는 다구  실험계

획법을 통해 강건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제

안되었다7-11).

 본 논문에서는 순수 Ti을 사용한 겹치기 이음부 형태

를 갖는 시험편을 제작하여 용 공정 변수 변화에 따른 

디스크 이  용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용 에

서 용 품질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용 조건인 이

송속도, 이 의 출력, 상ㆍ하 보호가스 유량을 제어

변수로 선정하고 출력변수는 용  시험편의 기계  성

질을 선정하 다. 이러한 용  조건을 바탕으로 다구  

방법에서 제안된 실험계획법인 직교배열법으로 수립하

여 9개의 조건으로 계획하 으며, 잡음인자에 해 

단하기 해 4회 반복실험을 수행하여 총 36회의 실험

을 수행하 다. 수행된 용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인장

강도와 경도시험을 실시  분석하고, 순수 Ti 박 이 

주로 사용되는 형열교환기12)의 환경에 맞춰 용 부 

인장강도를 목 함수로 하여 다구  분석을 통한 Ti 소

재에서 디스크 이  용 의 최 화된 용 변수를 

측하 다.

2. 실험 계획

2.1 다구  실험계획

  디스크 이  용 공정에 사용된 실험에서 용 품질

에 련된 용 공정 변수가 많으므로 일반 으로 주로 

사용되는 완 요인배치법으로는 모든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 수의 실험으로도 많은 효과를 찾으려

는 목 으로 수행되어지는 다구  실험계획법의 직교배

열표를 이용하여 실험계획을 수립하 다. 직교배열표는 

각 열이 직교가 되게 미리 만들어 놓은 표이므로 어떤 

수 에 해서나 다른 열의 체 수 이 동일한 횟수로 

나타나도록 구성되어있다. 그러므로 인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 주 효과와 기술 으로 의미 있는 2인자 교호작

용을 검출하고, 기술 으로 의미 없는 2인자 교호작용 

 고차의 교호작용에 한 정보를 희생시켜서, 실험횟

수를 게 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8).

  실험계획은 내측배열과 외측배열로 구분하 고 내측

배열에는 제어할 수 있는 제어인자를 배치하 다. 제어

인자로는 이 의 출력, 이송속도, 상부 보호가스 유

량, 하부 보호가스 유량으로 총 4개의 공정변수를 선정

하 으며, 각 변수는 비실험을 통해 략 인 데이터 

값을 구성하고 3수 에 한 실험계획을 수립하 다. 

외측배열에는 4번의 반복실험을 수행하여 제어할 수 없

는 공정변수에 한 용  품질의 향을 최소화하 으

며, 구성된 실험 장치는 Fig. 1에 실험 조건에 한 수

과 변수들을 Tables 1~2에 나타내었다.

Laser head

Purging and zig

Bottom shield gas nozzle

Top shield gas nozzle

Fig. 1 The detailed configuration of the device for laser 
welding

Welding parameter Unit
Level

-1 0 1

Control 
factor

A Welding speed m/min 2 3 4

B Laser power kW 1.1 1.3 1.5
C Shielding 

gas flow 
rate

Top ℓ/min 10 20 30

D Bottom ℓ/min 10 20 30
Noise 
factor • Repeated experiment : 4 times

Fixed 
variable

• Shielding gas : Ar 99% 
• Wave length : 1,030 nm
• Shielding gas Nozzle angle : 60°

Table 2 Design of experiment conditions for experiment 
using taguchi method

Control factor(Inner arrays)

Outer arrays
Factor

arrangement A B C D

Parameter Welding
speed

Laser
power

Shielding gas

Top Bottom

L
e
v
e
l

-1 2 1.1 10 10 Specimen

0 3 1.3 20 20
P1 P2 P3 P4

1 4 1.5 30 30

Case No. Variable

Measured 
data in 

experimental

1 2 1.1 10 10

2 2 1.3 20 20

3 2 1.5 30 30

4 3 1.1 20 30

5 3 1.3 30 10

6 3 1.5 10 20

7 4 1.1 30 20

8 4 1.3 10 30

9 4 1.5 20 10

Table 1 Welding parameters and their levels for the ex-
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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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  실험 방법

3.1 실험 장치 구성

  순수 Ti(ASTM-B265 Grade 1) 소재의 용 공정

을 최 화하기 하여 디스크 이  용 실험을 수행

하 다. 실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TRUMPF社 TruDisk 

3302모델의 3.3 kW  디스크 이  용 기, Yaskawa 

회사의 6축 로 , 시편의 산화와 열변형을 방지하기 

한 퍼징  지그 장치, 원격 조정 장치로 구성되었다. 

Fig. 2는 본 연구를 하여 디스크 이  용  장치의 

체시스템을 나타낸다. 이  용 장치의 주요사양은 

Table 3에 정리하 다. 

3.2 실험 재료  방법

  용 실험에 사용된 모재는 형열교환기에 주로 사용

되는 순수 Ti 재질의 평 을 사용하 으며, 두 종류의 

모재 모두 150×100×0.6mm 규격의 겹치기 용  시험

편을 제작 하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용되는 형열교환기의 가스켓 

방식의 고질 인 문제인 세척과 고압에서 사용이 어렵

다는 단 을 해결하기 하여, 내부에 고압이 발생되어

도 형열교환기의 용 합면이 손되지 않는 품질을 

확보하기 하여 이  용 공정 최 화 구 을 하

여 겹치기 용  실험을 수행하 다. 

  시험편의 용 하고자 하는 평면에 녹, 스 일, 산화물 

등 이물질이 용 결함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Ethyl Alcohol

과 Sand Paper를 이용하여 시험편을 용 시험을 수행

하기 에 닦아내었다. Figs. 3～4는 디스크 이  용

공정 개략도  겹치기 용  시험편의 규격을 나타낸다.

4. 실험 결과  분석

4.1 표면비드 분석 결과

  순수 Ti(ASTM-B25 Grade 1)은 이  용  공정 

 기와 충분한 차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비드 

표면의 산화  질화가 이루어지므로 기계  물성치의 

검출 실험하기 , 육안검사를 통해 용 품질을 우선 으

로 단해야한다. 일반 으로 Ti 용 은 기  300℃

이상에서 쉽게 산화  질화가 이루어지고 산화정도에 

따라서 비드 표면의 색이 변화한다. 은색, 엷은 색은 

오염되지 않은 건 한 용 부로 단하고 주홍색, 청색, 

은 청색까지는 용 부의 연성이 조  떨어지지만 

체 인 품질의 이상이 없다고 단한다. 그리고 청백색, 

암회색, 백색, 황백색은 용 부에서 산화  질화의 진

행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취약한 용 부로 단된다13).

  실험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립된 실험계획 조건에서 

순수 Ti의 이  용 은 사  용 실험을 통해 용 변

수들의 범 를 정수 으로 계획되어 있어 부분 조

6axis robot

Jig and purging

3.3Kw Power disk laser welders Remote control unit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disk laser welding

Table 3 Specification of disk laser

Equipment Specifications

Laser type CW Ytterbium disk laser

Model Trudisk 3302

Wavelength 1,030 nm

Maximum laser power 3.3 kW

Laser beam head

Ti G
rad

e 1

W
eld

ing
 

dir
ec

tio
n

Welding bead

Fig. 3 A schematic diagram for disk laser welding process

Ti Grade 1
Ti Grade 1

100mm100mm

150mm

0.6t
80mm80mm 20mm

180mm

Fig. 4 Specification of lap weldin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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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시편의 뒷면까지 완 한 용입이 이루어졌으나, 

낮은 출력과 빠른 이송속도에서는 후면 시험편까지 충

분한 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험결과(Case 4, 

Case 7)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디스크 이  용

공정에서 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 결함은 Case 

4에서 2회 Case 7에서 4회 발생된 것은 실험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상부 실드가스의 유량이 

낮은(Case 1, Case 6, Case 8)에서는 용 공정시 비

드면에 산화  질화가 많이 이루어져 다른 용 비드에 

비해 산화와 질화가 많이 이루어진 결과확인 할 수 있

었다. 한, 용  단면을 분석하여 확인한 결과 용입 

부족으로 인한 결함 외에 용 결함은 확인 할 수 없었

고 그 결과를 Table 4 표면비드 분석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4.2 인장시험 결과

  겹치기 디스크 이  용 공정에서 다구  실험계획

으로 수립한 이스별로 Ti 소재 시험편에 하여 인장

강도 특성을 비교ㆍ분석하기 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장강도 시험은 이 용

을 이용하여 용 한 Ti 시험편의 용처인 형열교환

기에서 열  내부의 유체의 이동에 의해 단면에 하

을 가한다고 단하여 인장시험을 선정하 으며, 모

재의 인장강도를 용 품질의 평가기 으로 제시하 다. 

한 인장시험의 정성을 단하기 해 동일한 조건

에서 용 된 시험편을 12회에 걸쳐 인장시험을 수행하

여 평균값을 구하 다. 겹치기 용 이음 인장시험편의 

형상은 3mm이하의 박 에 사용되는 기 인 KS 13 B

호를 기 으로 시험하 다.

 인장강도 값은 실험계획표에서 이  출력이 높은 값

에서 인장강도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하 고(Case 2, 

Case 3, Case 5, Case 9) 이  출력이 보통이거나 

이  출력과 이송속도가 낮을 경우(Case 1, Case 6, 

Case 8) 모재의 인장강도인 240MPa보다 낮은 인장

강도 값으로 측정되었다. 한, 이  출력이 낮고, 이

송속도가 높은 경우(Case 4, Case 7) 용입이 후면비

드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간헐 으로 용입이 되어 

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복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인장시험 결과는 반복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의 평

균값을 이스별로 Fig. 5 그래 에 나타내었다.

4.3 경도시험 결과

  디스크 이  용 으로 인한 강도 하 는 상승의 

원인을 비교ㆍ분석하기 하여 용 공정 변수의 변화에 

따라 용 을 수행한 시험편의 일부를 단(2mm×2mm)

하여 경도시험을 실시하 다. Wire Cutting으로 단된 

Case No.
Specimen

Bead surface Penetration aspect of 
bead

1
Top

Back

2
Top

Back

3
Top

Back

4
Top

Back

5
Top

Back

6
Top

Back

7
Top

Back

8
Top

Back

9
Top

Back

Table 4 Results of disk laser welding for weld zone

240MPa

Case number

Ti tensile strengthTensile strength 

Te
ns

ile
 st

re
ng

th
 (M

Pa
)

240MPa

Case number

Ti tensile strengthTensile strength

Te
ns

ile
 st

re
ng

th
 (M

Pa
)

300
250
200
150
100
50
0

300
250
200
150
100
50
0 1 2 3 4 5 6 7 8 9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1 2 3 4 5 6 7 8 9

300
250
200
150
100
50
0

300
250
200
150
100
50
0

(a) Specimen 1                         (b) Specimen 2

240MPa

Case number

Ti tensile strengthTensile strength

Te
ns

ile
 st

re
ng

th
 (M

Pa
)

240MPa

Case number

Ti tensile strengthTensile strength

Te
ns

ile
 st

re
ng

th
 (M

Pa
)

1 2 3 4 5 6 7 8 91 2 3 4 5 6 7 8 91 2 3 4 5 6 7 8 91 2 3 4 5 6 7 8 9

300
250
200
150
100
50
0

300
250
200
150
100
50
0

300
250
200
150
100
50
0

300
250
200
150
100
50
0

(c) Specimen 3                        (d) Specimen 4

Fig. 5 Variation of tensile strength for wel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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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은 모재부, 용융부, 열 향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를 확인하기 해 비커스경도계(SHIMADZU社)를 사용

하여 각 측지 의 경도를 측정하 다.

  이 때 사용된 하 은 0.1N이었으며, 제어변수에 따

른 용 부의 경도 특성을 비교하기 해 시험편 앙으

로부터 0.15mm간격으로 측정하 으며, 0.15mm의 

간격은 비커스 경도계의 측정 과정에서 모재의 이동으

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정확한 경도데이터 획득을 최

소화하기 해 최 의 간격을 용하 다. 한, 경도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용 부, 열 향부, 모재의 범 를 

확인하기 해 앙부를 포함하여 양쪽으로 5곳씩 총 

11지 의 경도를 측정하여 평균치를 비교하 으며 Fig. 

6는 시험편의 경도측정 치를 나타낸다.

  디스크 이 를 이용해 다구  실험계획법에서 9가

지의 조건으로 4회 반복 실험한 경도 평균값에 한 용

부의 경도 실험 결과는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Ti 에서 용 부에서 경도 값이 가장 크고 열 향부, 모

재 순서로 경도 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상부의 보호가스 유량이 충분한 경우 용

부의 경도값은 160Hv～180Hv사이 값으로 검출되었

다. 그러나 Case 1, Case 6, Case 8과 같이 상부의 실

드가스 유량이 을 경우(10 ℓ/min), 기와의 차폐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용 공정 에 비드에서 

다른 조건에 비해 산화  질화가 더 진행되어 용 부

에 경화가 발생된 것을 그래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

다. 특히, Case 6의 경우 정속도에서 출력은 높으나 

보호가스의 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열 향부의 면 이 

넓어져 다른 실험조건에 비해 넓은 부분까지 높은 경도 

값이 측정되었다. 한, Case 7은 용 속도는 빠르고 

이 출력이 낮아 용 비드의 폭이 좁고 용 부에 

이  열원의 향이 미비하여 모재와 유사한 경도 값이 

도출되었다.

4.4 다구  분석

  다구  실험계획을 통해 용 실험을 수행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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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location of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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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ardness distribution in differ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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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건에서 획득된 인장강도 결과 데이터를 다구  분

석을 해 다구  분석과 같이 망 특성으로 하여 비

실험에서 측정한 인장강도 값을 SNR(Signal to noise 

ratio)로 구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SNR분석을 통해 다구  실험계획에서 수립한 수  간 

차이를 Delta값을 구하여 정의하 고 인장강도에 향

을 끼치는 인자는 분석하 다. 그 결과 이 의 출력, 

하부 보호가스 유량, 상부 보호가스 유량, 이송 속도순

으로 인장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다구  방법에서 SNR을 

분석하여 최 의 제어변수를 측할 수 있는데 Fig. 8

은 SNR을 각 용 조건에 용하여 계산된 최 값을 

나타낸다. SNR분석을 통한 결과 이송속도 2 m/min, 

이  출력 1.5 kW, 상부 보호가스 유량 30 ℓ/min, 

하부 유량 10 ℓ/min일 때 최 의 인장강도 결과값이 

나오는 것으로 측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순수 Ti에서 이  용 으로 용 공

정 수행 후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 의 인장강도 

값을 갖는 용 변수 측 연구를 수행하 다. 디스크 

이  용 공정의 제어변수를 입력변수로 설정하고 기

계  성질  인장강도 값을 출력변수로 설정하여 다구

 방법을 이용한 인장강도에 한 최  용 변수 측

을 수행하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인장강도 값은 실험계획표에서 이  출력이 높은 

값에서 인장강도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하 고(Case 2, 

Case 3, Case 5, Case 9) 이  출력이 보통이거나 

이  출력과 이송속도가 낮을 경우(Case 1, Case 6, 

Case 8) 모재의 인장강도인 240MPa보다 낮은 인장

강도 값으로 측정되었다. 한, 이  출력이 낮고, 이

송속도가 높은 경우(Case 4, Case 7) 용입이 후면비

드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간헐 으로 용입이 되어 

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복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2) 상부의 보호가스 유량이 충분한 경우 용 부의 경

도값은 160Hv～180Hv사이 값으로 검출되었다. 그러

나 Case 1, Case 6, Case 8과 같이 상부의 실드가스 

유량이 을 경우(10 ℓ/min), 기와의 차폐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용 공정  비드표면에서 

다른 조건에 비해 산화  질화가 더 진행되어 용 부

에 경화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3) 다구  기법에서 실험계획방법인 직교배열표를 사

용하여 디스크 이  용 실험결과를 기 로 망 특성 

SNR을 도출하여 잡음인자에 한 향을 일차 으로 

단하고 입력변수의 조건이 정하면 SNR을 이용해 

최 의 용  조건을 측하 다. 

  다구  실험계획법을 통해 산출된 SNR 데이터로 

측할 수 있는 최 의 입력변수는 단일 상의 출력변수

를 목표로만 수행할 수 있어 단일 목  최 화에는 용

이하나 여러 목 변수의 최 화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

운 최 화 기법의 용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Case 
No.

Tensile strength(MPa)
SNR (dB)

Test 1 Test 2 Test 3 Test 4

1 227.13 223.97 210.80 222.23 47.14

2 274.73 266.30 265.07 253.83 48.45

3 247.26 270.57 264.50 275.13 48.19

4 201.3 40.3 defect 216.47 37.81

5 273.23 272.97 253.97 268.50 48.52

6 231.43 215.57 215.00 247.57 47.14

7 Welding defect -

8 198.33 219.67 221.43 180.33 46.26

9 271.50 247.50 268.17 271.80 48.44

Table 6 Response for signal to noise ratio

Level Welding 
speed

Laser 
power

Shielding gas flow rate

Top Bottom 

1 47.93 42.48 46.84 48.03

2 44.49 47.75 44.90 47.80

3 47.35 47.92 48.36 44.09

Delta 3.44 5.45 3.46 3.94

Rank 4 1 3 2

Table 5 Results of tensile strength and SNR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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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hield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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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s of main effect plot of SNR by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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