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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i Grade 5로 명칭되는 Ti-6Al-4V 재질의 이  

용  는 클래딩은 기존 Tungsten inert Gas (TIG) 

는 Electron Beam (EB) 용  방식에 비하여 유리

한 측면이 보고되고 있다1-4). 보고에 의하면 일반 으

로 Ti의 강력한 산화 반응으로 인해 이 재질의 TIG  

EB 용  공정은 고진공 분 기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용  방식은 고출력 이

가 사용되어 한 쉴딩 가스만으로도 Ti 재질 용  

는 클래딩이 가능한 것이다. 즉 이  사용으로 고에

지 도와 출력  고속 용 이 가능한 효과가 창출된

다. 이로 인해 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HAZ) 

역을 좁게 하고 입자 베타 입도 (prior beta grain 

size)를 미세하게 하며 용 부 잔류응력을 낮추는 장

을 발휘한다2,4). 한 고진공 분 기가 아닌 한 쉴

드 가스 제어만으로 용 /클래딩이 가능하므로 이  

용  방식은 자동화를 비롯한 제조 공정의 유연성을 부

여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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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6Al-4V 재질은 고강도/고인성  내부식성과 안

정된 고온 특성으로 항공기 부품 등 다양한 고  재질

로 사용되고 있다6,7). Ti-6Al-4V는 6Al의 α상 안정화 

원소와 4V의 β상 안정화 원소가 첨가되어있는 (α+β)

계 합 으로써 용체화  시효의 열처리에 의해 기본

인 기계  특성이 결정되는 재질이다8,9). Ti-6Al-4V의 

이  용 에는 응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열처리 공정

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 부, 열 향부  

모재의 미세조직과 경도 분포와 항복/인장강도의 기계

 특성이 결정된다10-12).

  본 연구에서는 Ti-6Al-4V 재질 ERTi-5 와이어의 

이  클래딩 제작품에 한 조직 구성과 기계  특성

을 고찰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 마크로  마이크

로 조직을 찰하고 경도를 측정하 다. 이  클래딩 

제품의 미세조직은 응고와 열 달에 의해 구성되고, 경

도 분포 등의 특성이 용  조직 구성에 의존하는 것으

로 단된다. 한 이  클래딩 제품에 발생되는 균

열과 기공의 용  결함을 분석하여13), 이  용  공

정의 건 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WPS에서 Ti-6Al-4V 이  클래딩 시제품 용

은 지름 2.4mm 와이어 ERTi-5 [Ti-6Al-4V] 재질

이며 5 layer 이상 층으로 클래딩 하도록 명시된다. 

Ti 소재는 300℃부터 산화되므로 200℃ 이상에서 아

르곤 쉴딩 가스로 산화 억제를 수행해야 한다. WPS로부

터 상된 클래딩 제품은 그림과 같이 W(10) × L(50) 

× T(10)이며, 이를 통해 순수 Ti 기  에 이  클

래딩 시제품을 제작하 다.

  클래드 코리아 자체 조립 제작의 이  용  장비를 

이용하여 클래딩 시제품이 제작되었는데, 용된 력

은 1.0~1.5kW, 압은 25~30V, 류는 40~50A

이다. 쉴딩 가스는 15L/min으로 설정하 으며, 용  

속도는 2m/min으로 작업하 다.  

  Ti-6Al-4V 이  클래딩 시제품 단면에 하여 

학 미경으로 마크로 조직  마이크로 미세조직을 

찰하 다. 여기에 사용된 에칭액은 증류수(100ml)+

질산(2ml)+불산(1ml)을 사용하 다. 그리고 미세조

직은 학 (OLYMPUS BX51M)  주사 자 미경 

(JEOL JP/JSM-7500F)을 이용하여 찰하 고 성

분은 EDS (AMETEK EDAX ELITE)로 분석하

다. 한 시편 용 부, 열 향부  기  모재에 한 

비커스 경도를 (Future Tech JP-FM-7)으로 측정하

다. 

3. 실험 결과

3.1 마크로 조직  경도

  순수 Ti 기  에 Ti-6Al-4V 용  와이어의 이

 클래딩 시제품은 Fig. 1과 같다. Fig. 2는 마크로 

조직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기 을 통한 1st layer로

부터 5th layer 층 클래딩으로 구성된다. 용  클래

딩 부 는 용 부 (weld metal, WM)와 용  열 향

부 (heat affected zone, HAZ)으로 구분되는데, Fig. 

2에서 1번~12번이 WM이며 13번~16번이 HAZ 부

이며 17번은 기  모재에 해당된다. 

  Ti-6Al-4V의 이  클래딩과 GTAW 공정으로 제

작된 시험편의 마크로 조직 비교는 Fig. 3과 같다. Fig. 

3(a)에서 마크로 에칭으로부터 이  용 부 (WM)

의 입도 (결정립 크기)는 최  수 mm에 이르지만, 직

2 cm

Fig. 1 Prototype of Ti-6Al-4V laser cladding

5 mm

Fig. 2  Macrostructure and hardness values of Ti-6Al-4V 
laser cladding; 1st (#1), 2nd (#2~#4), 3rd (#5~#7), 
4th (#8~#10) and 5th (#11)

(a) (b)

5 mm 1 mm

(a) (b)

5 mm 1 mm

Fig. 3 Macrostructure comparison of (a) laser and (b) 
GTAW cladding for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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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법으로 구한 평균 입자 크기는 0.5mm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Fig. 3(b)에서 GTAW 클래딩의 

경우 결정립은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이것의 용

부 입도는 이  클래딩보다 훨씬 크게 평균 10mm 

(길이) × 2mm(폭) 정도로 측정된다. 즉 이  용

의 경우 GTAW 용 보다 작은 입도 조직으로 구성되

는 것이 확인된다. 

  한 Fig. 2에서 용 부 (WM) 경도는 1st layer 

(11번) 부근은 466HV로 비교  낮지만 2nd layer (8

번~10번)과 3rd layer (5번~7번)은 평균 501HV 

정도로 높게 측정된다. 그리고 4th layer (2번~4번)

과 5th layer (1번) 지역의 평균 경도는 490HV로 

간층에 비해 약간 감소한다.

  이에 비해 열 향부 (HAZ) 입도는 마크로 에칭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하며, HAZ인 13번~16번 

지역의 평균 경도는 464HV로 인근의 WM 경도에 비하

여 감소한다. 한 Ti64 기 의 경도는 평균 194HV로 

WM  HAZ 부  경도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2 미세조직

  Fig. 4는 용 부 (1번 6번)와 열 향부 (13번)  

기  모재부 (17번)의 표 인 미세조직을 보여 주는 

것이다. Fig. 4에서 최종 클래딩 5th layer 1번의 경

우 다른 WM 부 에 비하여 입도가 작게 찰되는데, 

이것은 최종 응고의 표면층에서 열 달이 빨랐기 때문

이다. 이에 비해 2nd~4th layer 조직은 Fig. 4의 6번

과 같이 비교  조 한 입도  α상과 β상이 층된 

라멜라 구조로 구성된다. 이것은 클래딩 간층의 경우 

열 달이 느려서 이와 같이 최종 응고의 표면층 (5th 

layer)보다는 조 한 구조로 응고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 열 향부 (HAZ)의 미세조직은 용 부 (WM)

과 마찬가지로 라멜라 구조로 찰된다.

  α상과 β상의 라멜라 층 간격은 WM의 경우 평균 

1.5㎛로 HAZ의 평균 0.5㎛에 비하여 3배 정도 크게 

측정된다. 이것은 HAZ 부 의 열 달 속도가 커서 라

멜라 간격이 WM보다 작은 것으로 단된다. 그런데 라

멜라 층 간격이 조 한 WM의 평균 경도가 500HV 

정도로 HAZ의 464HV 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은 용  

와이어에 강도/경도 보강을 한 성분이 첨가되었기 때

문으로 보여 진다.

  Ti-6Al-4V 클래딩의 기 은 순수 Ti를 사용하 으

며 이것의 모재 (BM) 미세조직은 Fig. 4 (d)의 17번

과 같이 의 용 부 (WM)  열 향부 (HAZ) 미세

조직과 다르게 찰된다. 이것은 기  재의 압연과 

어닐링 열처리 제조 공정에 기인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써 α/β/α/β 층의 라멜라 구조 신에 평균 입도가 

25㎛인 입상 형태의 α상 결정립 구조인 것으로 확인된다.

3.3 용 부 (WM) SEM 미세조직  성분 분석

  용 부 (WM) 부 에 한 SEM 미세조직은 그림과 

같이 α/β/α/β 층의 라멜라 구조이다. 그리고 각 상

에 한 성분을 EDS로 분석한 결과 Fig. 5과 같이 V 

성분의 차이를 보인다. Fig. 5 a와 b에서 돌출된 치

의 V 함량은 2.22%/ 3.72%로 바닥 치의 4.0%/ 

4.88% V 함량에 비하여 낮게 측정된다. 이를 통해 

Fig. 5의 V 함량이 낮은 돌출 부분은 α상이고 V 함량

이 높은 기  부분은 β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6(a)에서 피트 지역은 V  Al 성분이 

거의 없는 순수 Ti 성분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스 트랩에 의한 기공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

여 진다. 

(a) (b)

(c) (d)

20 ㎛ 20 ㎛

20 ㎛
50 ㎛

(a) (b)

(c) (d)

20 ㎛ 20 ㎛

20 ㎛
50 ㎛

Fig. 4 Microstructures of (a), (b) WM, (c) HAZ and (d) 
substrate

(a)

(b)

50 ㎛

(a)

(b)

50 ㎛

Fig. 5  SEM/EDS analysis of WM for Ti-6Al-4V laser 
cladding, (a), (b) SEM micr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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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열 향부 (HAZ) SEM 미세조직  성분 
분석

  용  열 향부 (HAZ) 부 에 한 SEM 미세조직

은 Fig. 7과 같이 마르텐사이트 래쓰 구조이다. 이것

은 용 부 4V과 모재 순수 Ti의 경계인 열 향부에 조

성된 1.8V 정도의 함량은 빠른 냉각 속도에서 마르텐

사이트를 유발시키는 합  성분이기 때문이다. 즉 HAZ

의 1.8V함량과 빠른 냉각 속도로 인해 이 지역이 마르

텐사이트 래쓰 구조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림에서 요철 부 는 서로 성분 차이를 보이지 않았

는데, 이것으로부터 HAZ 지역의 라멜라 구조는 α/β/α/ 

β 층이라기보다는 Ti-6Al-4V 합 의 마르텐사이트 

래쓰에 기인한 요철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V 함

량이 상 으로 은 HAZ 지역의 냉각 속도가 빨라

서 확산에 의한 α/β/α/β 층이 억제되고 마르텐사이

트래쓰가 유도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순수 Ti 기  에 용 된 

Ti-6Al-4V 이  클래딩의 WM/HAZ/BM 미세조직

은 α/β/α/β 층과 마르텐사이트 래쓰 경계로 구성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에서 WM의 성분은 Ti- 

Al-3V 정도인 것에 비하여 HAZ는 Ti-1Al-1V 수

으로 낮아지고, BM은 Ti-0Al-1V 성분으로 특히 Al 

함유량이 극단 으로 감소한 것으로 측정된다. 여기에

서 HAZ와 BM에 일부 Al과 V 성분이 검출된 것은 

WM으로부터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3.5 열 향부 (HAZ) 균열 결함 분석

  용 부 균열은 그림과 같이 두 곳에서 찰된다. Fig. 

9에서 1번 균열은 HAZ 인근의 용 부  발생 균열인

데 균열은 칼로 자른 듯한 직선 형태로 재질의 용  열

팽창 는 수축에 의한 열균열로 추정된다.

  그리고 용  열 향부 (HAZ)에  다른 균열이 

찰된다. 균열은 Fig. 10과 같이 지그재그 형태의 나뭇

가지 타입 (branched type)이다. 이것은 오스테나이

트계 스테인 스강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 SCC)과 유사한 균열 형태이다. 균열은 기 과 

용 부 사이의 각 부 에서 발생하고 기에는 두꺼

운 α상 경계를 따라 진 하다가 일부는 지속 으로 α상 

경계로 진 하다가, 후기에는 α상과 β상을 단하는 

입내  (trans-granular) 형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균열의 70% 정도는 화살표 방향으로 구

성된 α상 경계로 하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α상

과 β상을 가로지르는 입내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a) (b)

300 ㎛ 300 ㎛

(c) (d)

(a) (b)

300 ㎛ 300 ㎛

(c) (d)

Fig. 6  SEM/EDS analysis of pits for Ti-6Al-4V laser 
cladding, (a), (b) SEM microstructures and (c), 
(d) EDS analyses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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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EDS analysis of HAZ for Ti-6Al-4V laser 
cladding, (a) SEM microstructure and (b), (c), (d) 
EDS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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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M/EDS analysis of WM/HAZ/BM for Ti-6Al-4V
Laser cladding, (a) SEM microstructure and (b), 
(c), (d) EDS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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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racks in HAZ of Ti-6Al-4V laser cladding, (a) 
full and (b) micro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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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이  클래딩의 열 향부에 발생된 응력

부식균열 형태의 균열 결함은 클래딩 공정에서 유발된 

잔류응력이 기 과 용 부 각 부 에 집 하 고, 여

기에 미세조직 에칭 용액에 의한 부식 분 기에서 균열

이 시작하고 진 한 것으로 추정된다. Liu는 특정 부

식 분 기가 용된 Ti-6Al-4V 용 에서 노치 부 의 

잔류응력은 응력부식균열의 높은 감도를 제공하는 것으

로 보고 한다14). 이것에 비하여 Ti-6Al-4V 이  분

말 층용융 층제조 방식 (PBF, powder bed fu-

sion)은 빠른 냉각 속도로 인하여 가늘고 긴 침상의 마

르텐사이트 조직 형성이 보고 된다15). 이 경우에도 그림 

10과 같은 응력부식균열의 험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

로 보여 진다. 

4. 결    론

  1) Ti-6Al-4V 이  클래딩에서 용 부 (WM) 미

세조직은 확산에 의한 V-rich α상과 V-lean β상이 

층된 라멜라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용  열

향부 (HAZ) 미세조직은 빠른 냉각에 의한 무확산 변

태로 성분 차이가 없는 마르텐사이트 래쓰의 요철 구조

로 구성된다.

  2) Ti-6Al-4V 이  클래딩에서 라멜라 간격은 

1.5㎛ 폭의 WM 보다 0.5㎛ 폭의 HAZ 지역이 미세

하게 찰되었는데, 이것은 HAZ 냉각속도가 WM 보

다 빨라서 HAZ 지역에 마르텐사이트 래쓰 형성에 기

인한 것으로 단된다.

  3) 이  클래딩 WM  HAZ 지역에 피트 는 

기공이 발생하 는데, 여기에서 찰된 성분은 Ti-(0.5~ 

2.6)V 성분으로 Al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Ti-6Al-4V 합  클래딩 용융 에 용

부에 Al2O3 와 같은 알루미나 산화 개재물이 생성되

고 이것이 시편 연마 에 이탈하여 기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4) 이  클래딩 경도 측정에서 WM/HAZ/ BM 경

도는 500/464/194HV 로 측정되는데, 여기에서 WM 

경도값이 HAZ보다 큰 것은 BM 에 한 HAZ의 합

 성분량이 WM의 Ti-6Al- 4V 보다 작기 때문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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