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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순수 타이타늄  타이타늄합 은 높은 비강도, 

우수한 내식성, 인체에 무해한 특성등을 이용하여 항공

우주, 석유화학  에 지, 조선해양, 의료, 일반산업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해양  

일반산업의 경우 용 재료가 타이타늄 수요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1-5). 

  일반 으로 용 재료는 “용 에 사용되는 피복아크용

, 용 와이어, 럭스, 실드가스를 포함한 용 용 소

모재료를 총칭한다.”고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 재

료는 용 시공의 품질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한 요

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한, 용 재료는 피복아크용 , 솔리드와이어, FCW 

(Flux Cored Wire)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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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present, flux or metal cored wires are widely used in iron-based materials for flux cored arc welding 
in order to reduce the cost of welding product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flux or metal cored wire 
for titanium materials,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petrochemical, power plant and marine vessel fields, 
has not been done yet, and development is required. In this study, manufacturing process of titanium alloys
flux-metal cored wire for gas tungsten arc welding was investigated by FEM simulation and experimental 
analysis. FEM simulation of tube welding process was carried out with initial three preform-types (butt tube, 
overlap tube and welded tube). In the FEM simulation results, tube welding process using initial welded tube 
was evaluated to cause cracking of the specimen during the process. In actual making process of titanium alloys 
flux-metal cored wire for gas tungsten arc welding, overlap-type tube was evaluated to be the most suitable 
initial preform shap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filling ratio of the flux-metal was maintained uni-
formly at over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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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타늄의 경우 α, α+β, β계 합  등 합 의 종류

가 매우 다양하며 각 합 별 합한 용 재료가 요구된

다9-13). 그러나 타이타늄 합  용 재료의 경우 합 의 

용해로부터 단조, 압연, 신선공정으로 제조되고 있고 

산소와의 고친화성으로 인해 진공용해가 반드시 요구되

고 특유의 난성형성 등으로 인해 제조비용이 크며, 소

량 다품종이 요구되는 용분야의 특성상 용 재료의 

개발이 실 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단 을 보

완하기 하여 기존의 피복아크 용 과 솔리드와이어

의 장 을 가진 FMCW(Flux-Metal Cored Wire)의 

개발이 일부 진행 이다8). Fig. 1은 기존의 타이타늄 

용  제조공정과 FMCW 제조공정을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FMCW는 럭스를 감싸는 스트립 내부에 

충진되는 럭스와 메탈의 혼합 성분을 조 하여 수요

자가 원하는 용 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

한 FMCW 개발은 철계 합 에 국한하여 개발이 진행

되고 있으나 아직 타이타늄합  FMCW 연구개발은 상

당히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인 α+β계 타이타늄합

인 Ti-6Al-4V합  용 에 용하기 한 타이타늄합  

FMCW 용 재료를 제조하고자 하 고, 다품종 FCAW 

(Flux Cored Arc Welding)용 타이타늄합  용 재

료 제조를 하여 인발공정에 미치는 공정변수의 향

을 고찰하 다. 먼 , Al, V분말과 용  Flux 혼합성

분이 충진될 기 순수 Ti소재 튜 는 조 공정을 통해 

제조하고자 하 고,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하여 조 된 

순수 Ti소재 튜 의 기형상에 따라 최종 1.2mm Ti- 

6Al-4V합  FMCW를 제조하기 한 인발공정에 미

치는 향을 고찰하 다. 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선

정된 기형상 즉, 순수 Ti 튜 들은 조 공정에 의해 

제조하고 Al, V분말과 용  Flux 혼합성분을 충진한 

후 혼합성분의 충진율에 따른 인발공정의 향과 최

의 인발공정조건을 조사하 다.

  

2. 사용 재료

2.1 타이타늄 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두께 0.5 mm, 폭 14 mm 의 타이타

늄 재를 타이타늄합  FMCW 제조를 한 기 스

트립으로 활용하고자 하 고, 활용한 타이타늄 재는 

순수 타이타늄 Gr.2로써 화학성분은 Table 1에 나타

내었다. 한, 기 재의 물성을 악하기 하여 미

세조직 분석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타이타늄 재의 미세조직은 계방출형 주사 자 미

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을 통해 찰하 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EBS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분석결과 기 

집합조직은 (0001)면이 TD(Transverse direction)

방향으로 약 30° 틀어진 형 인 압연 재에서 나타나

는 splitted basal texture로써, 약 10 ㎛ 크기의 등

축정 α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찰할 수 있다14).  

Alloy O N C H Fe Ti

- 0.09 0.25 0.043 0.002 0.042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itanium materials [wt%]

Casting Ti-alloys Forging

Rolling Bar

Drawing
Welding

rod & wire

Slab

(a) 

Pure Ti
sheet Forming + flux

(OD 5mm x 0.5t)

Drawing Welding wire

Flux (Al, Mo, Fe, Zr, Si,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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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nufacturing processes of Ti-alloys welding 
materials: (a) coated welding rod and solid wire 
(b) flex cored wire

(a) (b)

50 ㎛

Fig. 2 EBSD analysis results of the initial Ti material: 
(a) EBSD inverse pole figure map and (b) (0001) 

and (100) pole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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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인장시험은 만능 재료시험기(Universal test-

ing machine, Instron-4206)를 이용하 고, 10-3/s의 

속도로 실시하여 기계  특성을 평가하 다. 이때 인장

시편은 게이지 길이가 25 mm인 ASTM E8(subsize)

의 규격에 따라 재의 압연방향으로 제작하 다. 인장시

험을 통하여 얻어진 기계  성질은 인장강도 530 MPa, 

항복강도 350 MPa, 연신율은 약 33%를 나타내었다.

3. 실험 방법

3.1 조   인발공정 유한요소해석

  Al, V분말과 용  Flux를 충진할 기 타이타늄 튜

를 제조하기 해서는 먼  타이타늄 재로부터 조

공정( 재를 말아서 튜 로 제조하는 공정)을 통하여 

기형상을 제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B(Roll 

Bending) 조 법을 이용하고자 하 고, 기 소재 튜

의 외경은 5.0 mm, 내경은 4.0 mm로 선정하 으

며 기 튜 를 이용하여 최종 1.2 mm  직경의 타이

타늄 FMCW 용 재료를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인발공정에 앞서 최  기 형상을 선정하기 하여 

유한요소해석 상용 소 트웨어인 DEFORM-3D Ver 

6.1을 이용하여 성형해석을 수행하 으며, Fig. 3에 제시

된 butt tube(Fig. 3(a)), overlap tube(Fig. 3(b)), 

welded tube(Fig. 3(c)) 등 기 세 가지 조  튜

형태에 따른 인발특성을 분석하 다. 이때 유한요소해석

의 경우 기소재의 길이는 해석시간을 고려하여 200 mm

로 가정하 고, 기 유한요소개수는 100,000개이며, 

부가 으로 척(Chuck)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제공정과 비슷한 조건으로 설정하 다. 한, 소재와 

형 사이의 마찰상수는 쿨롱마찰(μ) 0.115)로 설정하

으며, 인발속도는 35 mm/sec로 설정하여 해석하

다. 그리고 첫 번째 패스를 완 히 빠져 나온 소재에 

해 변형이력을 고려하여 두 번째 패스에 한 해석을 

연속 으로 수행하 다.

3.2 풀림열처리  인발공정

  인발공정 에 조 으로 인해 조  튜 에 형성된 잔

류응력 제거와 인발공정  가공경화로 인한 강도상승을 

해소하기 해서 간 풀림 열처리는 상당히 요한 공

정  하나이며, 본 연구에서 최 의 풀림 열처리조건

을 도출하기 한 연구를 하 고, 유한요소해석으로부

터 얻어진 최  기형상에 따른 기 타이타늄 조  

튜 를 제작하 다. 한, 조성에 맞게 배합한 Al, V분

말과 용  Flux 혼합성분을 조 튜 에 충진한 후 직

경 1.2 mm까지 인발시험을 수행하 다. 이때 인발 공

정변수로는 기 타이타늄 조  튜  형상과 혼합성분

의 충진율을 변수로 하여 최  인발조건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인발공정에서 요한 변수인 인발하 16)을 기반

으로 인발다이스를 설계하고 시험인발을 통해 인발속도

는 35 mm/sec을 최 조건으로 설정하 고, 흑연 윤활

제를 기 조 튜 와 형에 히 도포하여 인발공

정을 수행하 다.

4. 결과  고찰

4.1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한 최  기 타이타늄 
조  튜  설계

  튜  내부에 럭스를 삽입하여 제조되는 FMCW의 

경우 내부 형상제어와 함께 튜 의 균열, 터짐 등의 결

함을 방지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 따라 인발공정  

조 공정으로 제조 가능한 기 튜 형상에 따른 인발

공정시 변형  결함 발생 여부 등에 해 공정해석을 

수행하 다. 이때 결함 발생 여부를 해석하기 한 방

법으로 기공생성과 성장에 의한 연성 괴 개념의 손상

값을 계산하는 수정 Cockroft-Latham 모델17)을 활용

하 고, 이 모델은 기공크기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괴

가 발생한다는 이론인 기공성장개념을 기 로 Oh18) 등

에 의해 제안된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max  

여기서 ϵf 는 단변형량, σ는 유효응력, ϵ는 유효변형

률, σmax는 최 인장응력 그리고, C는 임계 손상값을 나

타낸다. 본 수식에서 손상의 축 치가 임계 손상값인 C 

이상인 경우 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온도가 낮을수록 변형속도가 높을수록 임계 손상값

은 낮게 나타난다. 등축정조직을 가지는 Ti합 에 해 

1mm 1mm 1mm

              (a)           (b)                             (c)

Fig. 3 Initial shapes for drawing process with three pre-
form-types (a) butt tube (b) overlap tube (c) 
welded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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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70℃에서 성형 시 약 0.79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으며19,20), 상온에서는 0.79보다 더 

낮은 임계 손상값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 4는 butt tube, overlap tube 그리고 welded 

tube를 최종 1.2 mm의 간단계인 2.4 mm까지 인발

한 상태에 한 각 기 튜 형상별 유한요소해석의 변

형률과 손상 분포와 함께 실제 각 기 튜 형상별 조

공정으로부터 얻어진 인발형상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

이다. 유한요소해석결과와 실제 조 된 형상이 잘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한요소해석 결과 weld-

ed tube의 경우 butt tube  overlap tube보다 내

부  외부의 변형률  손상분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weld tube의 손상분포는 최  1.0 이상인 부

분이 상당부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weld 

tube의 활용시 임계보상값인 0.79이상을 넘어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해석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welded tube의 경우 butt tube  overlap 

tube와는 다르게 튜 가 구속되어 있어 내부  외부의 

변형률  손상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단된다. 결

국, welded tube의 인발공정과정에서 튜 의 균열  

터짐 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내부 삽입된 럭스-메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음을 측하는 결과로, FMCW 제조

에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하 다. 

 

4.2 타이타늄합  FMCW (Flux-Metal Cored Wire) 
제조 공정설계

  인발 효율을 고려했을 때 간 풀림 열처리 없이 

는 횟수를 최소화하여 1.2 mm이하의 FMCW 용  

제조 공정을 설계해야 한다. 기 조  후 외경과 내경

이 각각 5.0 mm  4.0 mm인 을 감안할 때 계획

하고 있는 1.2 mm까지 인발 할 경우 약 85%의 단면

감소율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5.0 mm에서 1.8 mm

까지 인발 후 간 풀림 열처리 없이 인발을 계속 진행

하게 되면 Fig. 5와 같이 단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사용된 튜 소재의 단감소율이 약 70%로 확

인하 으며 이에 따라 안 계수를 15%로 계산하게 

되면 약 60%의 단면감소율을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간풀림열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 으

로 60% 단면감소율을 나타내는 2.4 mm에서 간 풀

림 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튜 의 결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된다.

  한편, 최  풀림 열처리 조건을 찾기 해 타이타늄 소

재에 해 기 어닐링 상태, 60% 압연상태, 60% 압연 

후 아르곤분 기의 튜 로에서 400℃, 500℃, 600℃

의 어닐링을 실시하 다. 어닐링한 상태에 해 인장시

험이 수행되었으며 Fig. 6에 인장곡선을 나타내었다. 

기 어닐링된 소재상태의 인장강도  연신율은 각각 

499 MPa  28.0% 는데 2.4 mm까지 튜  인발

을 했을 때와 같이 약 60%의 단면감소율까지 압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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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and simu-
lation results of effective strain and damage dis-
tributions for drawing process with three pre-
form-types. (a) butt tube (b) overlap tube (c) 
welded tube

Fig. 5 Micrographs of fracture surface for Ti-sample 
drawed from 5.0 mm to 1.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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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ess-strain curves of Ti samples before and after 
cold working and various heat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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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는 675 MPa 까지 증가하고 연신율이 10.6%

로 격히 하락한 것을 찰할 수 있다. 특히 균일연신

율은 2%가 되지 못해 2.4 mm 까지 튜  인발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인발이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Fig. 

7(a)는 기 어닐링된 소재상태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고, 7(b)는 60% 가공 후 미세조직 찰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기 등축정 조직과 달리 60% 압연 후 

미세조직은 내부에 다수의 변형 정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형 정에 한 분석을 

해서 EBSD를 수행하 으며, 분석한 결과 Fig. 8과 

같이 변형 정의 부분은 기지와 약 85°의 방 계를 

가지는 인장 변형 정  약 64.4°의 방 계를 가지

는 압축 변형 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2 종류

의 변형 정은 생성 에는 성형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생성된 후에는 기지와 정 

는 정 간의 계면에서 미세크랙을 발생시킬 수 있으

므로, 결국 최 의 풀림 열처리 조건을 설계하기 해

서는 변형 정이 없어지면서 표면 산화가 최소화 되고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온도

를 찾아내야 된다고 단하 다. 단면감소율 60%까지 

냉간가공 후 400℃, 500℃, 600℃에서 30분 열처리 

후 인장시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약 60%의 냉간가

공 후 675 MPa인 인장강도가 400℃  500℃ 열처

리 후 601 MPa  560 MPa로 낮아 졌으나, 기 

상태인 499 MPa 보다는 여 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600℃에서 열처리 후 인장강도가 509 MPa

로 기 상태와 유사하게 회복된 것을 찰 할 수 있다. 

Fig. 9는 60% 냉간압연후 400℃와 500℃에서 어닐링

상태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고, Fig. 10은 60% 냉

간압연후 600℃에서 어닐링상태의 EBS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00℃, 500℃에서 열처리된 시편은 기

지 내부에 존재하는 변형 정이 완 히 재결정화 되지 

못하고 여 히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변형 정

계면은 결정립계면과 같이 소재의 강화 효과를 야기하

므로 기 소재보다 여 히 높은 인장강도를 갖는 것으

로 단되었다. 그와 달리 600℃에서 열처리된 시편은 

정  재결정화가 발생하여 내부에 변형 정이 모두 없

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완 한 재결정 등축조직

을 확인 할 수 있으며, 90% 이상이 15° 이상의 고경각

경계를 가지고 있다. 한 개별 결정립 내부 색깔 변화

가 거의 없이 단일 색상으로 이루어 진 것은 내부에 존

재하고 있던 가 완 히 풀림 처리된 것으로 찰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이타늄소재 튜 를 2.4 mm 까

지 인발 후 최  풀림 조건인 600℃에서 30분 간 열처

리 후 공냉하면 기 기계  물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 한 조 튜  형상에 따른 실제 FMCM 용

을 제조하기 한 공정조건을 도출하기 하여 Flux- 

Metal의 충진비율을 달리한 인발시험을 수행하 다. Fi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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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ptical micrographs of Ti materials (a) as-recevied 
(b) rolled t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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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BSD analysis results of 60% rolled sample: (a) 
IQ map and (b) Misorientation angl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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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ptical micrographs of Ti samples (a) rolled to 
60% + annealed (400 ℃) (b) rolled to 60% + an-
nealed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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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BSD analysis results of 60% rolled +annealed 
(600 ℃) sample: (a) IPF map and (b) Misorien- 
tation angl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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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는 butt-type 튜  내부에 럭스를 50%, 70%, 90% 

채운 후 1.2 mm까지 인발 후 단면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50%만 채운 경우 럭스가 한쪽 끝으로 쏠리는 

상을 찰하 고, 이는 내부가 50%만 채워져 있으므로 

빈공간이 많이 발생한 문제라고 단되었다. 럭스의 

분률을 70%, 90%로 증가시켜 인발 후 럭스 분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럭스의 양이 증가할수록 

최종 튜 의 벽두께가 감소하는 한편 럭스도 균일하

게 분포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butt-type 

튜 의 경우 럭스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립의 겹

침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용  제조시 럭스가 외부로 출될 수 있는 문제

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 12는 over-

lap-type 튜  내부에 럭스를 50%, 70%, 90% 충

진 후 1.2 mm까지 인발 후 단면 형상을 찰한 것이

다. Overlap-type 튜 의 경우 내부에 50%의 럭스

를 채웠을 때 럭스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인발 

기 유출된 것을 찰 할 수 있다. 반면 럭스의 분률

을 70%  90%로 변경하여 1.2 mm까지 인발을 실

시한 결과 럭스의 양이 증가할수록 최종 튜 의 벽두

께가 감소하고 럭스의 분포도 균일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Overlap-type 튜 의 경우 스트립의 겹침부가 

완 히 닫 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용

 제조시 럭스가 외부로 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6Al-4V합 의 용 용 럭스-메탈 

코어드 와이어(Flux-metal cored wire, FMCW)를 

제조하기 한 인발공정에 미치는 공정변수의 향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MCW인발의 유한해석결과welded tube의 경우 

butt tube  overlap tube보다 내부  외부의 변형

률  손상값이 상당히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Welded tube를 활용하여 Flux-Metal 충진시 인

발과정에서 균열  터짐 상으로 충진된 Flux-Metal이 

유출될 수 있어 FMCW로 제조 시 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 다.

  3) FMCW 인발과정  간 어닐링공정은 인발시험

편의 단을 방지하는 요한 공정으로 변형에 의해 발

생한 변형 정을 완 히 제거할 수 있는 조건으로 600℃

에서 30분을 최  조건으로 제시하 다.

  4) Flux-Metal 혼합재 분률이 미치는 향을 분석

하기 하여 Flux-Metal을 50%, 70%, 90% 로 충진

하여 인발실험을 실시한 결과, 조 공정으로 제조된 

overlap-type 튜 를 사용하고 럭스-메탈 혼합재를 

70%이상 충진할 경우 혼합재가 인발후에도 균일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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