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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인 기자

동차의 개발과 사용이 늘어가면서 자동차의 자장비화 

되는 속도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동을 해서 력

공   변환을 한 다양한 형태의 력변환모듈을 

용하고 있다1-2). 력변환모듈은 기자동차의 원공

  변환을 한 핵심부품으로 자동차의 안 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인 자제품에서 

요구되는 기 에 비하여 매우 엄격한 기 으로 리된

다. 한, 력변환모듈의 실리콘 칩, 터미  등의 부품

들은 솔더와 와이어를 이용하여 기 으로 연결되어있

는데, 자동차의 구동환경은 열, 진동, 충격 등과 같은 

가혹한 환경이므로 력변환모듈의 합부는 장기간 사

용이 가능한 고내구, 고신뢰성의 특성이 요구된다3-10). 

장품은 치에 따라 다양한 온도범 에 노출되는데, 

실내 장품의 경우 -40~85℃, 엔진룸용 장품은 -40~ 

125℃의 온도에 노출된다. 한, 력변환모듈의 효율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해 기존에 사용해온 Si 소자 

기반 모듈에서 SiC 소자 기반 모듈로 개발이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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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ider band gap, higher thermal conductivity and larger critical electric field allow SiC devices to operate at 
higher temperatures, higher current density and higher blocking voltages than Si power devices. Therefore, 
the SiC base power module for electric vehicle can operate well over 400℃. The mechanical strength of 
ultrasonic bonded Cu terminal and AMB (Active metal brazing) substrate was evaluated with various bond-
ing load and bonding times. AMB substrate consisted of 300 ㎛ copper layer and 320 ㎛ Si3N4 substrate in 
thickness, respectively. Also bonding strength of the Cu terminal and AMB substrate was investigated with 
high temperature storage (HTS) test and thermal shock (TS) test. The shear test was conducted with 200 ㎛
of shear height and 200 ㎛/s of shear speed. The cross-sectional micrographs in Cu terminal and AMB sub-
strate consisted of unbonded zone and bonded zone. As a whole, fracture was induced at the interface be-
tween Cu terminal and AMB substrate. The highest shear strength was 41.5 MPa at 50 kgf of bonding load 
for 1.25 s in bon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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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Table 1과 같이 SiC 소자는 400℃ 이상의 온도

에서 안정 으로 구동가능하다11-14). 동작온도의 상승으

로 인해, 기존의 솔더로 합되었던 구리 (Copper, Cu) 

터미 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솔더의 용융과 열팽창으로 

피로 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인 고

상 합인 음 합공정은 속, 고분자 등과 같은 용

가재 없이 Cu 터미 과 active metal brazing (AMB) 

기 의 직  합이 가능하므로 낮은 열팽창 계수차를 

갖으며 계면에서의 반응층이 없고 상온에서 합이 수

내에 완성되는 친환경 인 합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u 터미 을 AMB 기 극에 음 로 

합한 뒤, 최 하   최 합시간을 검토하고 단

시험으로 합강도를 평가하 다. 최 합조건에서 AMB 

기 에 Cu 터미 을 음 합한 후 고온방치시험과 

열충격시험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2.1 Cu 터미 과 AMB 기 의 음  합공정

  Fig. 1은 음  합공정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

다. 실험에 사용된 AMB 기 은 Si3N4 기 에 양면에 

Cu 극이 구성되있다. Cu  Si3N4 기 의 두께는 

각각 300 ㎛, 320 ㎛이다. 터미 은 Cu 재질로 이루어

져있으며, 두께는 1 mm, 폭은 4 mm이며 음  합

면 은 4 × 4 mm2이다. Cu 터미 의 산화막은 10%의 

황산용액에서 약 1분간 에칭으로 제거하 다. 베이스 

이트와 AMB 기 은 Sn-3.0%Ag-0.5%Cu 무연

솔더를 사용하여 합되있다. 음 합은 30 kHz의 

주 수조건으로 0.75~1.25  동안 30~70 kgf의 

하 을 인가하여 총 9가지 조건으로 최 조건을 검토하

다. 단강도값은 각 조건당 5번의 실험값을 평균하

다. 

2.2 음  합부의 환경시험조건

  Fig. 2는 단시험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으로 단시

험기 (Nordson Dage Series 4000 multipurpose bond 

tester, Nordson Corporation, USA)를 이용하여 

단높이 200 ㎛, 단속도는 200 ㎛/s로 진행하 다. 

음 합공정으로 Cu 터미 과 AMB 기 을 합한 

뒤, 고온방치시험 (High temperature storage test, 

HTS)과 열충격시험 (Thermal shock test, TS)으로 

합부의 신뢰성을 검토하 다. 고온방치시험로 (OF-22GW, 

JEIO TECH, Korea)를 이용하여 JESD22-103D 규

격의 D 조건으로 200℃의 온도에서 1000 시간을 진

행하 다15). 열충격시험은 열충격장비 (TSA-70L-W, 

ESPEC, Japan)를 이용하여 Fig. 3과 같이 -50~ 

150℃의 온도조건 (ΔT = 200℃)에서 각각 10분간 유

지하 으며, 온도변화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 1,100

회까지 진행하 다. 고온방치시험과 열충격시험 후 

단시험을 통하여 기시편과 단강도를 비교분석하

다. 고온방치시험과 열충격시험 후 합부의 단면과 

미세조직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S-3000H, Japan)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 다. 합부 단면의 미세조직 찰은 50%의 질산용

액으로 수 간 에칭한 뒤 실시하 다.

Electrical property Si SiC 
(4H)

SiC 
(6H) Diamond

Band gap energy (ev) 1.12 3.28 2.96 5.5

Critical electrical field
(MV/cm) 0.29 2.5 3.2 20

Electron mobility
(cm2VS) 1200 800 370 2200

Hole mobility (cm2/VS) 490 ll5 90 1800
Thermal conductivity
(W/cmK) 1.5 3.8 3.8 20

Maximum junction
temperature (℃) 150 600 600 1927

Table 1  Characteristics of SiC Devices Versus Si Devices 

SAC305 solder
Base plate (Heat sink)

Copper

Copper

Ultrasonic horn
(Sonotrode)

Cu Terminal

Transverse 
ultrasonic (30 kHz)

(0.75~1.25 s)

Si3N4 substrate

Clamping 
force (30~70 kgf)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ultrasonic bonding process

Copper

Copper

Si3N4 substrate

Shear probe

Shear height

200 ㎛

Terminal

200㎛/s

Copper

Copper

Si3N4 substrate

Shear probe

Shear height

200 ㎛

Terminal

200㎛/s

Fig. 2 The schematic diagram of shear test for shea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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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3.1 음  변수에 따른 단강도

  Fig. 4는 음 합시간 (0.75 s, 1.0 s, 1.25 s), 

하 (30 kgf, 50 kgf, 70 kgf)에 따라서 Cu 터미

과 AMB 기 의 합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1.0 s 이내의 합시간에서

는 합하 이 증가할수록 단강도값은 감소하 다. 

음  하 , 30 kgf 조건에서는 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37.9 MPa에서 40.4 MPa로 단강도 값의 큰 

증가 없이 안정된 값으로 측정되었다. 음 합 하 , 

50 kgf 조건에서는 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27.9 MPa, 38.0 MPa, 41.5 MPa로 단강도값이 

크게 증가하 다. 한, 70 kgf 하 에서는 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29.7 MPa, 31.6 MPa, 40.1 MPa

의 단강도값을 나타냈다. 앞서 설명했듯이 50 kgf와 

70 kgf 조건에서는 합시간에 따라 단강도값이 크게 

증가하 다. 합시간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30 kgf 

조건이 안정 인 값을 갖는 조건으로 나타났으나, 30 kgf

의 압력으로 AMB 기  에 Cu 터미 을 합시 

alignment 문제가 발생하 고, 70 kgf은 높은 하 으

로 AMB 기 에 손상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본 연

구에서는 50 kgf 하 에서 가장 높은 단강도 값을 

갖는 1.25 s 조건을 최 조건으로 선정하여 환경신뢰

성 실험을 진행하 다.

 

3.2 환경시험 후 음 합 단강도

 Fig. 5는 200℃에서 1,000 시간을 고온방치한 후 Cu 

터미 과 AMB 기 의 단강도 그래 이다. 50 kgf, 

1.25 s의 최 조건으로 합한 기 단강도와 200℃

에서 1,000시간의 고온방치시험 후 단강도는 각각 

41.5 MPa와 39.2 MPa의 값을 나타냈다. 200℃에서 

1,000 시간의 고온방치시험 후 단강도가 평균 으로 

약 5.5% 감소하 다. Cu 터미 과 AMB 기 의 음

 합부는 200℃ 1,000 시간 고온방치시험에서 우

수한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Cu 터미 과 AMB 기 의 

합부는 동종소재 합으로 Cu의 융 인 1,095℃와 

같기 때문에 융 비 낮은 온도인 200℃의 고온방치

시험에서 단강도값은 안정되게 유지되었다. 한, 

Fig. 6은 -50~150℃ 조건에서 1,100 cycles 열충격

시험 후 Cu 터미 과 AMB 기 의 단강도 값을 나

타내었다. 열충격시험 후 단강도는 39.2 MPa의 값

을 나타냈으며, 기 단강도 값 비 약 5.6%의 감소를 

나타냈다. 를 들어, Sn-Ag-Cu계 솔더는 -40~125℃ 

1,000 cycles 열충격시험후 약 20% 이상의 단강도가 

감소하는 보고16-17)와 비교했을 때, Cu 터미 과 AMB 

기 의 합부는 Cu간의 동종소재 합으로 인하여 열

팽창계수차가 으므로 열충격시험 후 솔더에 비해 우

수한 열 신뢰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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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음 합부의 단면

  Fig. 7은 고온방치시험과 열충격시험 과 후의 단면

을 50%의 질산용액으로 에칭한 SEM 조직 사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Cu 터미 과 AMB 기 의 

합계면에서는 기시편, HTS 그리고 TS 모두에서 합

역 (Bonded zone)과 비 합 역 (Unbonded zone)

이 혼재하여 찰되었다. 한, 합계면의 합 역 내

부는 비 합 역에 비하여 과에칭 (Over etching) 발

생하 는데, 타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음 합시 

합 역에서는 음 에 지의 향으로 결정립 미세화되

고 그에 따른 응력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18-22). 

  Fig. 8은 고온방치시험과 열충격시험 , 후의 AMB 

기 에서 발생된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Fig. 7에서와 같이 합 역과 비 합

역의 혼합된 단면이 찰되었다. AMB 기  상의 

합 역에서 형 인 단 단조직이 찰되었다. Fig.  

9는 단의 진행경로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단시험시 

단은 비 합 역에서 발생하여 합 역으로 발 하

여 단이 발생하 다. 체 으로 볼 때, 합계면의 존

재하는 결함 (석출물, void 등)은 합강도에 큰 향

을 미칠 수 있다. Fig. 8에서 찰되었듯이, 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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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void의 양과 크기가 합강도와 상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한 구체 인 연구는 향후 보

완연구를 통하여 밝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력변환모듈에 사용되는 Cu 

터미 과 AMB 기 을 음 합 후 합강도를 환경

시험과 같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합계면은 합 역과 비 합 역이 혼합된 조직

으로 찰되었다. 

  2) 30 kgf 하 에서는 반 으로 안정한 합강도

를 나타냈으나, 50 kgf와 70 kgf 하 에서 합강도는 

합시간에 따라서 증가하 고, 50 kgf 하 , 1.25 

의 합시간에서 41.5 MPa의 가장 높은 단강도값을 

나타냈다.

  3) Cu 터미 과 AMB 기 을 음 합한 합강

도는 환경시험 (고온방치시험, 열충격시험) 이후에도 10% 

이내의 안정된 합강도를 나타냈다.

  음  합을 이용한 Cu 터미 과 AMB 기 의 

합은 HTS와 TS 후에도 합강도의 변화율이 낮아 높

은 신뢰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높은 구동온도를 갖는 

SiC 기반의 력변환모듈에 용가능한 친환경 이고 

높은 신뢰성을 갖는 합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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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the last few decades, the use of various polymers as 
a prime component for the development of solders and 
packaging such as solder pastes, and no-clean solders 
have earned great attention in the electronic market1-4). 
Several notable application of these epoxy solders in-
cludes bonding of substrates, liquid crystal display 
(LCD) screen and surface-mounted devices on printed 
circuit boards (PCBs). As a consequence of these devel-
opments, epoxy based bonding materials can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he solder material, sealants, inter-
connecting and shielding material as well as low-tem-
perature brazing5-12). Compared to the counter bonding 
materials (solders and brazes), epoxy based solders take 
part in two important functions: (1) formation of robust 
joints between the two counter substrates and (2) main-
tain the electrical continuity among the bonded surfaces. 
In the case of 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 (ECA), 

polymer matrix (epoxy, silicone, polyamide or polyur-
ethane) is used for dispersing conducting particles13-14). 
Various types of conductive fillers can be used, for ex-
ample, carbon, graphite, and micro- or nano-particles 
(Silver, Copper, Aluminium, Nickel, etc). When no- 
clean solder is used, the solder powder is the filler in 
the epoxy, also known as epoxy solder paste. This pro-
vides a stable electrical conductivity due to the for-
mation of an insulating layer over the joint and prevents 
short-circuiting. The filler materials improve the me-
chanical properties, thermal conductivity, and therefore, 
can also be used to tailor the composite thermal ex-
pansion, conductivity, and thermal resistance15,16).
  In this paper, we overview epoxy polymer based sol-
der pastes which are expected to be widely used in the 
future. We first introduce the technical principle and ap-
plication field of the material, comparison to traditional 
Sn-Pb solder and future guidelines and improvements in 
this technology will b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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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storical perspectives of lead-free soldering

  We first discuss the background of this joining tech-
nology including the conventional soldering and braz-
ing materials. There are various types of bonding mate-
rials such as solders, brazes, welding rods, mechanical 
fasteners, etc. We cannot join two metals using adhesive 
or glue, and therefore, we need metallic fillers, brazes 
and different bonding materials depending upon the ap-
plication requirement. We will deal with mostly on ep-
oxy type solders with a focus on solder/brazes joints in 
this review. 

2.1 Lead-free soldering

  In view of the various concerns raised by the electronic 
research community, such as according to European 
Directives, use of lead-bearing solders is restricted in 
consumer electronics due to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hazard nature of Pb17-22). In view of these con-
cerns, lead-free regulations have been passed world-
wide in the last few decades. Various types of solders 
showing similar characteristics to Sn-based solders are 
available in the market. Table 1 shows the most com-
monly used lead-free solders such as Sn-3Ag-0.5Cu, 
Sn-3.5Ag, Sn-0.7Cu, Sn-9Zn, Sn-58Bi, etc. Though most 
of these solders are promising, however,  none of them 
have been found to replace completely Sn-Pb. This is 
due to the formation of several IMCs or brittle phases 
inside these solder matrices. 
  Further improvements are done to avoid these IMCs 
and brittle secondary phases and nanocomposite solders 
were developed with a few success reported in the liter-
ature18). Several types of metallic or non-metallic nano-
particles, as well as carbon nanomaterials, were used to 
refine the IMCs and control microstructure in the last 

decades28-31). A similar strategy is also adopted to im-
prove the various brazing fillers to join the aluminum 
components in the industries with some promising re-
sults9,10). However, the problem of segregation of high 
energy surface active nanoparticles and their dispersion 
in the metallic matrices is inevitable.

3. Epoxy based bonding materials

  A very attractive development has been made in the 
field of epoxy-based solder pastes. In these materials, 
the matrix is a polymer as compared to traditional metal 
matrix composite solders. Compared to conventional 
tin/lead (Sn/Pb) solders, ECA offers various advan-
tages, for example, thermomechanical stresses are re-
lieved to some extent due to the higher flexibility, heat 
sensitive materials can be used easily due to a lower 
curing temperature; high resolution for fine-pitch inter-
connections can be achieved with simple fabrication 
methods,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 friendly32-34). 
According to the latest market study released by Technavio, 
the global electronic adhesives market is expected to 
rise at 10% of the compound annual growth rate during 
2017-202035). The report classifies the global electronic 
adhesive market into four sectors, e.g., electrically and 
thermally conductive adhesives, UV curing, and other 
adhesives. Due to the increased usage of electronic 
gadgets, high-end smartphones, emerging IoT com-
bined with the reduced prices of electronic components 
and high-density interconnections are the main driving 
forces for triggering this growth. The rapid develop-
ment in automotive electronic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is growth. The auto manufacturers are now refining 
and adding enhanced safety and comfort features to the 
car and automobiles to gain an edge in this competitive 
market space which will create new demand for new 
solder pastes, and thus driving the market forward.

3.1 Characteristics of solder pastes and epoxy 
based bonding

  In recent years, epoxy based bonding materials are for-
mulated by mixing conducting powder particles (or sol-
der powder) with the epoxy resin. Unlike conventional 
solder pastes, epoxy solder does not require the surface 
to be cleaned after joining. The role of the fluxing agent 
is replaced by the epoxy36). The raw materials used for 
the epoxy formulation are hardeners, accelerators, thix-
otropic agents and other additives in a proper ratio.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epoxy-based formulations 
over the conventional approach are given in Table 2.

3.2 Advantages of epoxy-based bonding materials

  Epoxy based soldering materials have several advan-

Composition
Melting 

point (℃)
Remarks Ref.

Sn-0.7Cu 227
Wave soldering, less 

inexpensive
23)

Sn-3.5Ag 221
Drop/ shock applications, 

expensive
24)

Sn-9Zn 198 Less expensive, oxidation prone 25)

Sn-58Bi 138 Low temperature, brittle solder 26)

Sn-5Sb 232
High creep/shear, moderate 

expensive
27)

Sn-52In 118
Low temperature, highly 

expensive
27)

Sn-80Au 280
High temperature, sealing, 

expensive
27)

Sn-3.0Ag-
0.5Cu

217 Most successful solder till date 18)

Table 1 Some important developments in lead-free solders 
in modern micro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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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es compared to traditional Sn-Pb solders18,36). The 
various advantages offered by epoxy-based bonding ma-
terials are summarized as: 
  1) First of all, it is lead-free approach and is consistent 
with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ROHS) and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directives. 
  2) The curing temperature of epoxy is much lower than 
the reflow temperatures of solders (80-150℃). This is 
important to delay the temperature of epoxy below the 
sealing point of the solder.
  3) Joining and curing at high temperature occurs simul- 
taneously.
  4) High reliability during thermal cycling is beneficial 
for automotive electronics.
  5) High surface insulation resistance (SIR) due to the 
presence of epoxy envelope protects the joint from 
environmental oxidation
  6) No-clean technology. It provides a clean joint and 
no need to wash the residues after joining.
  7) The epoxy film over the bumps resides at the necks 
of the solder bumps and prevents the short-circuiting 
and corrosion of joints after reflow

3.3 Disadvantages of epoxy-based bonding materials

  1) Epoxies have high curing temperatures (150℃) and 
often requires refrigeration until used.
  2) Epoxy provides a chemical or mechanical bonding 
which may have different strength compared to metal-
lurgical bond.
  3) High rigidity of epoxy joints causes problems in 
packages with a large die or organic substrate, PCBs, 
etc. 
  4) Restriction on the thermal mismatch expansion co-
efficient (TEC) between a die and epoxy. High mis-
match in the TEC needs a flexible and low modulus 
material.
  5) Epoxy based materials cannot be melted or re-melt-
ed without any chemical change. 
  6) The bonded structure cannot be easily reworked or 
disassembled by application of heat and force.
  7) Curing of the joint is often needed at elevated tem-

peratures for maintaining a robust joint.

3.4 Market trend of epoxy-based bonding materials

  There is a high demand for epoxy solders as dispensers. 
High demand for epoxy underfill dispensers in PCBs 
are driving the growth of the electronic market37). The 
conservatively forecasting the global market trends for 
various bonding materials is increasing continuously 
from 2014 and expected to rise further. There is a mar-
ket of 10000 million USD expected to double during 
this period. The use of conventional solder paste is ex-
pected to be stagnant in the coming years.

4. Reliability of the epoxy solder pastes 

  The automotive engine environment is too harsh due 
to continuous mechanical vibration and fluctuation in 
temperature of the engine from a very low to a very 
high value. In such conditions, the reliability of common 
lead-free solders is less than satisfactory18,37). Automotive 
manufacturers are now looking for a reliable solder and 
various research activities are proposed in the past. 
Although many thermal and vibration tests have been 
performed the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solders such 
as SAC305, SAC405, is poor. One development is 
SnCuAlSi based solders38).
  Jung et al recently developed an epoxy-based solder 
where epoxy was used as a reinforcement in the 
SAC305 solder paste3). The reliability was improved 
significantly and showed potential using epoxy-based 
technology. In addition, the IMCs thickness of epoxy- 
based solder is slow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SAC305 sample as shown in Fig. 1.
  For example, the IMC thickness is 2.7 μm in as re-
flowed sample (0 cycle). The IMC thickness increases 
slowly to 3.14 μm after 250 thermal cycles and to 5.57 
μm after 500 thermal cycles, respectively. Further in-
crease in thermal cycles to 750 and 1000, the IMC 
thickness increases to approximately 6.08 and 9.37 μm 
for epoxy added solder. The decrease in the IMC thick-
ness of the solder/Cu pad joint can be correlated to the 
presence of the epoxy layer over the joint fillet. Epoxy 

Bonding product Conventional solder paste Epoxy solder paste

Antioxidant Flux (Rosin mildly activated)
Epoxy resin (8-15% resin, (2-7% 

thixotropic agent, 0.1-5% Activator)

Reaction Solder powder Solder powder 

Residue formation Flux residues No residue

Cleaning Post cleaning required No cleaning

Bonding reinforcement Underfill required No underfill

Table 2 Features of conventional solder paste and epoxy based past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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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has insulating characteristics and inert to the joint 
material and hence it prevents the oxidation of the joint 
surface. The presence of epoxy thus improves the sur-
face insulation as well as prevents from the external ox-
idation and hence it acts as a stress reliever for sol-
der/Cu pad. In other words, in the absence of an epoxy 
layer, the solder surface is more sensitive to residues 
and oxidation that may trigger IMCs growth and end up 
in the formation of numerous cracks/pored and failure 
of the joint. 

5. Problems and issues 

  In spite of these various advantages, epoxy based tech-
nology for bonding has some issues in the application. 
The major issues include lower conductivity than sol-
der, highly sensitivity to type and quality of bonding 
substrates, longer curing times, and durability in various 
climatic conditions18,38).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ffi-
ciency of these epoxy based fillers for joining are tem-
perature, pressure, curing time, pot and shelf life, etc. 

5.1 Thermal stress failure of epoxy based solders

  There are various modes of failures of these epoxy- 
based solder joints23). The main factors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these joints are (1) thermal stresses, (2) 
mismatch in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substrate and component during temperature cycling, 
and (3) oxidation of the bonding surfaces/filler interface 
18,38).

5.2 Degradation due to corrosion attack

  The degradation due to light radiations such as ultra-
violet rays and corrosive gases are quite a concern for the 
actual application of epoxy based solders. Therefore, it is 
documented that for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design, 
reliability, material, and manufacturing techniques of 
various epoxy-based conducting materials must be ach-

ieved before their application38). 

6. Conduction mechanism in epoxy solders

  The conduction mechanism of epoxy solders can be 
described as composite conduction due to the conductive 
fillers in the polymer matrices.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se epoxy polymer composites are related to the 
volume fraction of the filler/solders particles. The opti-
mum conductivity depends upon the fraction of filler 
where composite resistivity drops eventually from a 
high value of matrix to a low value by orders of magni-
tude39). The conductive channels are formed by the con-
ducting fillers. These conducting filler particles should 
make intimate contact at initial stages, and physical 
contact and tunneling mechanism thereby produce a 
conductive path for electronic transport40-41). The con-
ductivity increases with the increase in the density of 
filler particles and are affected by threshold volume 
fraction,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shape, and pre- 
treatment of particles. 

6.1  Percolation theory

  If we increase the number density of filler particles in 
the polymer matrices, the conductivity improves gradu-
ally and eventually becomes a conductor at a certain 
point. At this critical volume fraction of filler particles, 
the electrical resistivity decreases dramatically, which is 
called the percolation threshold (Vc), where a network 
chain of conductive particles forms in the composite39). 
At the percolation threshold, the critical number of con-
tacts per particle is given by 

  Cp = PcN                                                          (1) 

where Pc = critical probability of network formation 
and N is the maximum number of possible contacts (see 
Fig. 2). It is reported by Gurland42) that for a random 
dispersion of spheres in a matrix, Cp is 3/2.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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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section of solder joint after thermal shock test of conventional SAC305 and epoxy-based SAC305 
                     solder joints: (a) as reflowed, (b) 250 cycles, (c) 500 cycles, (d) 750 cycles, and (e) 1000 cycl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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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ller volume fraction of metal particle P can be 
written as 

  Cp = f (Pc)

  Assuming a linear relationship43): 

  f (P) = PN/ Pm                                             (2) 

where Pm is the maximum packing fraction of the filler 
in the matrix. 
  Rearranging the two equations, we get: 

  Pc = Cp Pm/N           (3)

  For a random mixture of spheres, Cp = 1.5, N = 6, and 
Pm = 0.637. Therefore, Pc becomes to 0.159. Later 
Jantzen proposed44): 

  f (P) = [NP/(1 - P)][(1 - Pm )/Pm]     (4) 

  At the percolation threshold, we have: 

  Pc = [1 + (N/Cp) (1 - Pm)/Pm]-1     (5) 

  For a random network of sphere, Pc becomes to 0.305, 
which corresponds to the critical volume fraction (Vc) 
of the filler particles. For irregular fillers with a com-
pletely random distribution, the critical value of Pc is 
assumed to be the same as that for spherical ones43-45). 

6.2 Bonding mechanism

  Epoxies have long polymeric chain made with large 
molecules that form a cross-linked 3D structure with 
good strength, low shrinkage, and high elastic moduli. 
The bonding mechanism of the epoxy solder pastes, 
therefore, involves mechanical interlocking of the joint 
brought about by the cross-linked polymer chains. Therefore, 
the bonding primarily depends upon the surface mor-
phology of the joint rather on material composition. The 
sequence of bonding is shown in the Fig. 3.
  At the curing temperature, the polymer chains get en-
tangled among one another and causes the viscosity to 
increase thus making a robust bonding. Sufficient cur-
ing time is needed to further distribute the heat at the in-
terface joint and penetration of the polymer molecules 
over the surface. As soon as the epoxy cools, viscosity 
rises drastically and mechanically bonded structure 
adheres. Due to a high viscosity, the joint is well pro-
tected from the outside environment and is relatively 
stable. The general sequence of bonding components with 
epoxy-based solder paste is similar to solder joining. 
The following Table 3 show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joining process of epoxy solder paste and conven-
tional solder pastes.   
  Great care is needed for curing of epoxy-based materi-
als at the desired temperature, otherwise epoxy may not 
fully cure and joint may fail. The conductivity of the 
epoxy matrix can be improved by using certain types of 
conductive or inert filler particles. However, nanoparticles 
tend to aggregate after reflow and their use is limited46,47)

.

7. Future perspectives and summary

  In this review, we overviewed epoxy-based solder 
pastes for application in surface mount devices, flexible 
and automotive electronic devices in comparison to the 

Fig. 2 Number of contacting spheres in hexagonal geo- 
metry. Red and green spheres represent first and 
second successive layers

Cu
PCB

Cu
PCB

Cu
PCB

Heating/curing
Solder paste Epoxy solder

Cu
PCB

Cu
PCB

Cu
PCB

Heating/curing
Solder paste Epoxy solder

Fig. 3  Joining process of solder and epoxy-based solder.

Process 
sequence

Epoxy solder 
paste

Regular solder 
paste Remarks 

1 Epoxy solder paste is applied Regular solder paste is applied

2 Electrical component is attached Electrical component is attached

3 Subjected to curing Subjected to heat/reflow Longer curing time in epoxy solder 
paste than solder reflow time

4 Cooling is required after curing if 
heated. Cools down slowly Epoxy cure without moving under 

surface tension as compared to solder.

Table 3 Epoxy solder paste and conventional solder paste joi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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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solder pastes. The studies on epoxy solder 
pastes are likely to rise in the future due to their advan-
tages such as cost-effective and their increased demand 
in flexible circuits. However, certain drawbacks exist 
like cold storage needed for storing epoxy solder pastes, 
and most importantly, the inability to rework the joint. 
Therefore, the epoxy-based solder pastes are needed to 
be developed to cut down the cost of expensive nano- 
fillers used in solder powders. Epoxy-based solders have 
been also applied in automotive electronics and is a 
promising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auto- 
motive components. Therefore, this review can be a 
guideline for further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ep-
oxy solder pastes in future electronic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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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 에 지에 한 요구가 증가

되면서 고출력/고효율 워모듈의 필요성이 극 화되고 

있다. 워모듈의 출력 향상을 해 기존 실리콘(silicon, 

Si) 디바이스 보다 에 지 밴드 갭이 넓은(wide band gap, 

WBG)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 SiC) 디바

이스가 용되고 있으며, 출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효

율 워모듈 패키지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SiC 디바이스 

워모듈은 기존 Si 디바이스보다 정션 온도 (junction 

temperature, TJ)가 매우 높기 때문에 패키지 내의 열

도율을 높이고, 열  스트 스에 한 항성을 향상

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1-4).

  워모듈에서 발생되는 열을 가장 직 으로 받는 열 

향부는 디바이스의 합부이므로 SiC 합부의 신뢰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 자  자동차 

장제품에 사용되는 패키지의 디바이스 합재료는 주

로 Sn계 솔더(solder)가 용 된다5-7). 하지만 SiC 디바

이스의 정션온도는 300 ℃ 이상까지 상승되기 때문에 

용융온도가 230 ℃ 내외인 주석(tin, Sn)계 솔더 재료

는 SiC 디바이스 모듈에서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체 

합재료로 (gold, Au)계 고온 솔더나 은(silver, Ag) 

소결(sintering) 합방법이 용되고 있다. 기존 소결 

기술은 융  이하의 온도에서 압력을 가해 고상 결합하

는 기술이며, 재 상용화된 Ag 페이스트는 공정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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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 250 ℃ 내외로 Ag 융 보다 히 낮은 온도

에서 합할 수 있다. 한 SiC 디바이스의 구동온도인 

300 ℃ 이상에서도 재용융 되지 않기 때문에 SiC 디바

이스 워모듈용 칩 합방법으로 가장 유력한 체 공

법  하나이다.

  모듈의 기 은 direct bonded copper(DBC), active 

metal brazing(AMB) 공법으로 주로 제조되며, 세라

믹의 양면에 구리(Cu) 박 (foil)이 합된 구조를 갖

는다. Table 1은 워모듈 기 으로 주로 사용되는 세라

믹 재질의 특성을 나타냈다. 세라믹 재질에 따라 모듈의 

기계 , 열  특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채택도 매우 

요하다8-9).

  본 연구에서는 기계  강도 특성이 우수한 zirconia 

toughened alumina(ZTA) AMB 기 을 채택하 고, 

300 ℃ 이상의 구동온도에 용 가능한 Ag 소결 기술

을 용한 SiC 워모듈을 제작하여 Ag 소결 합부의 

열  스트 스에 한 내구성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2.1 무가압 Ag 소결 합공정을 이용한 모듈 
제작

  무가압(pressureless) Ag 소결 합공정을 해 사

용된 기 은 ZTA 재질의 세라믹 양면에 Cu 층이 

이징 된 AMB 기 을 사용하 다. 기 의 표면처리는 Cu 

표면을 사용하기 해 organic solderability preser-

vative(OSP) 표면처리 된 기 을 사용하 다. 더미 칩

(dummy chip)은 실제 력변환모듈에 리 쓰이는 

Cree사의 실제 구동 칩(live chip)과 동일한 크기의 

4.04×6.44 mm, t=180 ㎛ 로 제작하 다. SiC 더미 

칩의 상면과 하면에는 각각 Al과 Ni/Ag로 박막 증착한 

후 합공정에 사용하 다. 

  Ag 소결 합에 사용된 Ag 페이스트는 교세라(CT- 

2700R7S, Kyocera Co., Ltd., 일본) 상용 제품을 사용하

다. 

  Ag 페이스트의 린  공정을 해 메탈 마스크(metal 

mask)를 SiC 더미 칩 크기에 맞게 각각 80, 120, 

150 ㎛ 두께로 제작하 다. 한 메탈마스크 두께에 따

른 Ag 합부의 보이드 분율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 다.

 무가압 소결 공정은 Fig. 1(a)과 같이 린  장비 

지그에 AMB 기 을 고정시킨 후 메탈 마스크의 치

를 맞추고, Ag 페이스트를 마스크에 도포 후 린  하

다. Ag 페이스트가 린 된 AMB 기 에 SiC 더

미 칩을 마운 (mounting) 한 후 무가압 소결 합공

정을 진행하 다. 소결 합공정은 Fig. 1(b)의 진공 

소결장비를 이용하여 진공 분 기 조성 후 질소(N2) 가

스를 지속 으로 주입하면서 Fig. 1(c)의 온도 로 일 

조건으로 진행하 다. 소결 공정은 최고 온도 250 ℃에

서 165 min 동안 진행하 다. Fig. 2는 Cu AMB 기

  더미 칩을 이용한 무가압 Ag 소결 합공정 후 

시편 사진이다.

2.2 소결 합부 열화 특성 분석

  무가압 Ag 소결 합 공정을 이용한 모듈의 열  스트

스에 한 내구성평가를 해 열사이클시험(thermal 

cycling test, TC)  고온방치시험(high temper-

ature storage test, HTS)을 진행하 다. 열사이클시

험은 ESPAC사의 TSA-11A 열충격시험기를 이용하

Characteristics Al2O3 AlN ZTA Si3N4

Thermal conductivity 
[W/mK]

24 180 28 90

Bending strength
[MPa]

450 450 700 650

Fracture toughness 3.8-4.2 3-3.4 4.5-5 6.5-7

Table 1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ceramic 
substrat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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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s of (a) silver paste printing process, (b) 
vacuum sintering machine and (c) sintering tem-
peratur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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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0~150 ℃, 유지시간 10 min으로 500 cycles 동

안 진행하 다. 고온방치시험은 JEIO Tech사의 5F-22GW 

오 을 이용하 고, 200 ℃에서 500 h 방치한 후 칩 

합부의 열화특성을 측정하 다.

2.3 Ag 소결 합 특성 평가

  환경시험 후 소결 합부 특성 평가를 해 보이드 

분율  합강도를 측정하 다. 보이드 분율은 X-ray 

비 괴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칩 합면  비 보이드 

면  비율을 분율로 나타내었다. 합강도는 Dage사의 

Dage4000 장비를 이용하 고, 측정 조건은 단지그 

높이 30 ㎛, 시험 속도 167 ㎛/s로 측정하 다(Fig. 3). 

  환경시험 후 소결 합부의 미세조직 특성평가를 

해 단면분석을 진행하 다. AMB 기 /칩의 Ag 소결 합

부 단면 연마 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분석을 진행하 다.

3. 실험 결과

3.1 메탈 마스크 두께에 따른 합부 보이드

  린  공정에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 두께에 한 보

이드 함량의 향을 분석하기 해 메탈 마스크 두께를 

각각 80, 120, 150 ㎛를 사용하여 린  한 후 소결 

ZTA AMB substrate

SiC dummy chip

ZTA AMB substrate

SiC dummy chip

Fig. 2 Optical micrograph of Cu AMB/SiC dummy chip 
module after silver sintering

ZTA substrate

167㎛/s

SiC chip

Height

30 ㎛

Tool

Sintered
joint

Fig. 3 Schematic diagram of chip/AMB shear strength 
test

(a) Metal mask thickness 80 ㎛ (b) Metal mask thickness 120 ㎛ (c) Metal mask thickness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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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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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c) X-ray non-destructive analysis result after silver sintering and (d) void content measurement 
                          results with mask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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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의 보이드 분율을 Fig. 4 와 같이 비교하 다. 그 

결과 마스크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이드 분율이 낮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Ag 페이스트 린   소결 공정 후 합부 보이드

에 한 X-ray 분석 사진을 Fig. 5에 나타냈다. 린

 공정  형성된 내부 보이드는 소결 후 보이드의 크

기가 증가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린  공정  도

포된 Ag 페이스트의 두께 균일도가 불균일할 경우, 칩

과 Ag 페이스트 면에서 발생되는 공간으로 인해 

기포가 형성되며, 소결 이후에 지속 으로 잔존하게 되

어 보이드 함유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린  공정  발생되는 보이드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 보이드 함유량이 가장 많았던 80 ㎛ 두

께의 메탈 마스크는 린  공정에 합하지 않은 것으

로 최종 단하 다.

3.2 환경시험 후 합부 특성변화

  Fig. 6은 무가압 Ag 소결 합 후 기 시편의 단면

분석 한 결과이며, AMB 기  에 SiC 더미 칩이 매

우 균일하게 합된 것을 확인하 다.

  Fig. 7은 환경시험 후의 학 미경  X-ray, 단

(a) Before sintering (b) After sintering

Ag paste
SiC chip

ZTA substrate

SiC chip

(c)

ZTA substrate

(d)

Ag paste

Fig. 5 Comparison of void content (a) before / (b) after 
sintering using by X-ray non-destructive analysis, 
Schematic diagram of printing result of (c) uni-
form and (d) irregular printed layers

Sintered joint

SiC dummy chip

Cu

ZTA (zirconia toughened alumina)

Cu

1.00mm

AMB substrate

Fig. 6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 of SiC device/ 
ZTA AMB substrate after pressureless silver sin-
tering

As-sintered After thermal cycle After high temperature storage

Optical 
micrographs

(a) (b) (c)

X-ray images

3.7 % 1.6 %

(d)

3.5 % 3.8 %

(e)

6.2 % 2.7 %

(f)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s

SiC dummy chip

Bare Cu AMB

Ag sintered joint

50.0um

SiC dummy chip

Bare Cu AMB

Ag sintered joint

50.0um

(g) SiC dummy chip

Bare Cu AMB
50.0um

Ag sintered joint

SiC dummy chip

Bare Cu AMB
50.0um

Ag sintered joint

(h) SiC dummy chip

Bare Cu AMB
50.0um

Ag sintered joint

SiC dummy chip

Bare Cu AMB
50.0um

Ag sintered joint

(i)

Fig. 7 (a-c) Optical micrographs, (d-f) X-ray non-destructive analysis results and (g-i) cross-sectional SEM micro-
graphs of pressureless silver sintered joints before/after thermal cycling test and high temperature stora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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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EM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분석결과 AMB 기

의 Cu 표면이 TC  HTS 후 시편 표면에서 각각 황

색  색을 띄며 산화되었고, HTS 시편에서는 열  

스트 스에 의해 더미 칩 상부의 증착된 Al 층이 박리

된 것을 확인하 다. 환경시험 후 각 시편의 보이드 

함유량은 변화가 없었다. 소결 합부의 Ag 소결 입자

(particle) 충진 정도를 비교해 보면, HTS 후 충진 정

도가 더욱 조 해졌고, TC 후에는 열  스트 스에 의

해 기 비 micro crack이 소결 합부에 형성된 것

이 찰되었다. 이러한 micro crack은 소결과정  

Ag 입자간 네트워킹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부 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강도시험 결과 Fig. 8과 같이 Ag 소결 합강도

는 27.7 MPa로 측정되었고, TC  후 19.7 MPa로 기

강도 비 약 0.7배로 감소하 다. 반면, HTS 후에는 

41.4 MPa로 기강도 비 약 1.5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 (a)는 TC 후 합부의 SEM 단면

분석 결과이다. Ag 합부 끝부분에서 발생한 crack이 

Cu AMB/Ag 합계면을 따라 진 하여 균열을 유발

한 것이 찰되었다. 한, Fig. 9 (b)에서 HTS 후 

Cu AMB/Ag 합부의 상호확산 반응으로 인해 Cu-Ag 

alloy 층이 미세하게 형성된 것이 찰되었고, 이러한 

Cu-Ag alloy 층은 소결 합부의 합강도 향상에 기

여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가압 Ag 소결 합 공정을 용하

여 SiC 디바이스와 ZTA AMB 기 을 이용한 워모

듈을 개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메탈 마스크 두께에 따른 보이드 분율을 비교분석

한 결과, 150 ㎛ 메탈 마스크를 용한 시편에서 보이

드 분율이 약 2.15 %로 가장 게 나타났다.

  2) 열사이클시험 후 Ag 소결 합부에서 발생된 crack은 

ZTA AMB와 소결된 Ag 계면을 따라 합부 내부로 진

되며 균열을 유발한 것이 찰되었고, 이로 인해 합

강도가 기 비 약 0.7배 수 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 고온방치시험 후 소결 합부의 합강도는 기

비 1.5배 증가하 다. 이것은 합계면의 Cu-Ag al-

loy 층 형성과 고온 분 기 하에서 Ag 입자간 소결이 

지속 으로 유발되어 소결부의 충진 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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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n 휘스커(whisker)는 자부품의 외부 극(단자재

료 등) 도 과 무연솔더에서 발생하는 가늘고 긴 형상

의 결정으로 기 의 상온에서도 성장할 수 있으며, 

각종 온도  습도 분 기에서 길게 성장할 수 있다1-4). 

Sn 휘스커를 평가하는 시험방법은 IPC(Institute for 

Interconnecting and Packaging Electronic Circuits)5), 

JEDEC(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6-7), JEITA(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8-9)의 규격에 규

정되어 있다. 세 규격은 공통 으로 상온, 기  유지

시험, 고온/고습 시험, 온도사이클 시험을 포함하고 있

다. 이 에서 솔더 합부의 Sn 휘스커 평가로 합

한 시험은 고온/고습 시험으로 알려져 있다. JEITA가 

실시한 솔더 합부 시험 결과를 보면, Br계를 럭스 

체 함량 비 2wt% 첨가한 Sn-3Ag-0.5Cu 페이스

트로 솔더링 후, 85℃, 85%R.H.의 환경에서 2000 

시간 방치 시 100㎛ 이상의 Sn 휘스커가 발생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10). 이 조건을 기 으로 하여 습도는 

85%R.H.로 고정하고, 온도를 변화 시켜 시험을 실시

하여, Sn 휘스커 발생까지의 시간을 각 조건에서 구하면 

Sn 휘스커 발생에 한 측이 가능해진다. JEITA에서

는 85℃, 85%R.H.에서 500시간 유지 후 솔더부에 

Sn 휘스커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없는 것으로 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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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0). 

  고온/고습 이외에 HAST(Highly Accelerated Tem- 

perature and Humidity Stress Test)와 Air-HAST 

시험을 통한 Sn 휘스커 시험도 차량용 장 제품을 

상으로 실시되고 있다10-11). Br계를 럭스 체 함량 

비 2wt% 첨가한 Sn-3Ag-0.5Cu 페이스트로 솔더링 

후, HAST(110℃, 85%R.H., 0.1218MPa abs) 환경

에서 600시간 유지한 경우에는 Sn 휘스커 발생이 없었으

나, Air-HAST(110℃, 85%RH, 0.130MPa(공기분압), 

0.2518MPa abs) 환경에서는 Sn 휘스커가 100시간

에 30㎛까지 성장하 다. 한편, 동일한 솔더를 85℃, 

85%R.H. 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Sn 휘스커가 500시

간에 40㎛까지 성장하 다10-11). 하지만, HAST와 Air- 

HAST를 이용한 Sn 휘스커 시험 결과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양한 검토가 필

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온/고습 시험보다 가혹한 조

건의 온도, 습도 조건을 형성할 수 있고, 특히 공기분압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Air-HAST 장비를 이용하여 Sn 

휘스커 발생  성장거동을 검토하 다. 특히, Sn 휘스

커 평가에 있어서 고온/고습 시험을 체할 수 있는 가

속 시험으로서의 용 여부를 검토하 다.   

 

2. 실험방법

  Sn 휘스커 평가용 시편은 Sn 도 된 리드(lead)를 

가진 TQFP(Thin Quad Flat Package)를 Sn-3.0Ag- 

0.5Cu 솔더를 이용하여 OSP(Organic Solderability 

Preservative)처리된 기 에 실장하여 제작하 다. 고

온/고습 시험(EC-46MHHP, Hitachi Co.)은 85℃, 

85%R.H. 조건에서 최  4000시간, HAST는 130℃, 

85%R.H. 조건에서, Air-HAST(PC-422R8, Hirayama 

Co.)는 130℃, 85%R.H. 조건에서 공기분압을 각 0.015, 

0.020, 0.035, 0.060MPa로 변화 시켜 최  300시

간까지 진행하 다. Air-HAST의 각각의 공기분압 조건

에서의 이론  공기 도는 약 130, 173, 303, 519 g/m3

이다. Table 1에 시험 환경을 정리하 다. Air-HAST

의 공기분압은 130℃, 85%R.H. 조건으로 설정한 후, 외

부에 연결된 공기 노즐을 통해 공기를 주입하여 조 하 다. 

주사 자 미경(SEM, S-4800, Hitachi Co.)을 이용

하여, 각 조건에서의 상  10개의 Sn 휘스커 평균 길

이와 동일한 찰면  당 길이가 10㎛ 이상의 Sn 휘스

커의 발생 수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고온/고습 시험에서의 Sn 휘스커 성장거동

  Fig. 1에 고온/고습 시험 에 발생한 Sn 휘스커의 

표 인 형상을 나타내었다. 일반 인 Sn 휘스커 형

태인 필라멘트(filament)와 노듈(nodule)이 찰되었

고, 리드부에서 주로 발생하 다. Fig. 2에 고온/고습 

시험의 유지시간별 Sn 휘스커의 평균 길이와 발생 수

를 나타내었다. 유지시간이 경과할수록 Sn 휘스커의 평

균길이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000, 2000, 3000, 

4000 시간 유지 후의 Sn 휘스커 최  길이는 각각 24, 

27, 65, 62㎛로 찰되었다. 한 길이 10㎛ 이상의 

Sn 휘스커는 유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개수가 증가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고온/고습 조건에서 발생하는 Sn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test HAST Air-HAST

Conditions 85℃, 85%R.H. 130℃, 85%R.H. 130℃, 85%R.H.

Environment 
in chamber Air + water vapor water vapor Air + water vapor

Air density (g/m3) ≈ 500 0 0 ~ 500

3000h 4000h2000h2000h

21㎛ 44㎛

54㎛

Fig. 1 SEM observations of the surfaces of samples after 85℃, 85%R.H. test

Table 1 Tes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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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스커는 주원인이 Sn의 산화에 의한 체  변화로 발

생하는 응력 변화로 알려져 있다10). 본 연구에서도 동

일한 원인으로 인해 고온/고습 분 기에서 유지되는 시

간이 길어질수록 솔더와 리드 도 의 Sn 산화물 형성

이 늘어나 Sn 휘스커의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3.2 Air-HAST에서의 Sn 휘스커 성장거동

  Fig. 3에 130℃, 85%R.H. 환경에서 공기분압을 달

리하 을 경우의 Sn 휘스커의 길이와 발생 수를 나타

내었다. 비교를 해 고온/고습 시험 결과의 일부도 함

께 나타내었다. Sn 휘스커의 개수는 길이가 10㎛ 이상

과 20㎛ 이상으로 분류하 고, 합계도 표시하 다. Air- 

HAST의 경우, 공기분압이 높을수록 Sn 휘스커의 발

생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공기분압에서 200 

시간 유지하 을 경우 평균길이는 20~50㎛ 정도 다. 

한편, 고온/고습 시험의 경우, 1000 시간까지 Sn 휘스

커의 발생 수는 Air-HAST 보다 고, 평균길이는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Sn 휘스커의 평가를 본 연구

에서 사용한 길이와 발생 수를 이용한다면, Air-HAST

가 고온/고습 시험 보다 약 1/5의 시험 시간으로 평가

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4에 130℃, 85%R.H. 환경에서 공기분압을 달

리하 을 경우의 Sn 휘스커의 표 인 형상을 나타내

었다. 고온/고습 시험에서 발생한 Sn 휘스커와 유사한 

형태로, filament와 nodule 형태가 찰되었다. 한편, 

진공 상태로 평가를 진행하는 HAST에서는 Air-HAST

와 동일한 유지 시간 동안 Sn 휘스커는 발생하지 않았다.  

3.3 고온/고습 시험과 Air-HAST의 Sn 휘스커 평
가 비교

  Sn 휘스커의 평가를 고온/고습 시험을 체하여 Air- 

HAST를 가속시험으로 이용할 경우, 고온/고습 시험과 

유사한 Sn 휘스커 성장거동을 나타내는지, Sn 휘스커

의 발생 원인이 유사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Fig. 5에 

130℃에서 공기분압이 0.035MPa인 경우의 Sn 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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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의 성장거동을 나타내었다. 100 시간에서는 고온/고

습 시험의 1000 시간과 비교하여 은 수의 Sn 휘스

커가 발생하 고, 평균길이도 작은 것으로 찰되었다. 

200 시간 이상에서는 고온/고습 시험 4000 시간과 동

등한 수의 Sn 휘스커가 발생하 고, 평균길이도 유사

하거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130℃에서 공기분압이 

0.060MPa인 경우는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100 

시간에서의 Sn 휘스커 평균길이는 고온/고습 시험 4000 

시간의 결과와 유사하며, 200시간 이상에서는 Sn 휘스

커의 발생 수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ir-HAST

에서는 공기분압이 증가할수록 Sn 휘스커의 평균길이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Sn 휘스커의 발생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본 연구

의 범  내에서 Air-HAST의 공기분압이 증가할수록 

고온/고습 시험 비 가속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온/고습 분 기에서 발생

하는 Sn 휘스커는 Sn의 산화가 주원인이다. 한 QFP 

등의 리드 선단부에서는 리드의 모재인 Cu 등이 노출

될 경우, Cu와 Sn이 갈바닉 지를 형성하여 산화가 

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0). 공기분압을 

거의 0에 가깝게 조정한 HAST의 경우, Sn의 산화가 

상 으로 어, Sn 휘스커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Fig. 7에 Air-HAST와 고온/고습 시험에서 

발생한 Sn 휘스커 주변의 단면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양쪽 모두에서 Sn의 산화물이 발견되었고, Sn 휘스커 

주변의 미세조직이 유사하여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한 

성장으로 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고습 환경에서 성장하는 Sn 휘

스커의 평가를 해 사용되는 85℃, 85%R.H. 시험의 

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한 방법으로 보다 가혹한 조건

이며, 공기가 잔존하는 Air-HAST를 용하여 검토하

다. 평가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일반 인 HAST

는 본 연구의 범  내에서 Sn 휘스커가 발생하지 않았

으나, Air-HAST는 공기분압 0.035MPa 이상의 조건

에서 비교  단시간에 Sn 휘스커의 성장이 찰되었으

며, 85℃, 85%R.H. 보다 5배 정도의 가속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Air-HAST는 솔더와 Sn계 도 층

의 Sn 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Sn 휘스커를 단시간에 평

가할 수 있는 유용한 시험법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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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환경오염 규제와 에 지 효율화 정책 등으

로 친환경 자동차  태양 /풍력 발  등 친환경 발  

 력 송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 리드 자동차 (HEV), 기 자

동차 (EV)  수소연료 지 자동차 (FCEV)에 용되

는 력모듈 (Power module)은 일반 자제품보다 

사용 온도가 높고 사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욱 가혹

한 환경하에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1). 한, 열 소

자 패키지  우주 항공용 자부품 등에 있어서 고온 

작동 자 분야에 한 필요성이 증 됨에 따라 고온에

서도 안정하게 작동하기 한 반도체 부품의 합 소재 

 합 공정기술에 한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이

러한 고온 응 합 모듈의 응용에 있어서 표 인 

반도체 모듈이 력을 변환하거나 고 력을 송하기 

해 사용되는 력 모듈이다. 이들 력 모듈은 력 반

  

고전력 반도체 모듈 적용을 위한 마이크로 입자 구리 소결 접합부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강도에 미치는 소결 접합 조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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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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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f the Cu-sintered joints increased with increasing sintering pressure and temperature. Despit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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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Power semiconductor), 칩 합 재료 (Die-at-

tach material), 세라믹 기  혹은 리드 임 (Lead- 

frame), 인터커넥션 소재 (Interconnection materi-

al)와 몰딩  이스 소재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소형화와 함께 높은 구동 압  고 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에 있다1-3). 

이들 구성 요소 가운데, 구동  력 반도체 소자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효과 으로 방출하며 모듈의 신뢰

성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부분이 칩 합 재료 

 공정이다. 재까지 력 모듈의 칩 합에는 High- 

Pb 솔더  Pb 성분이 없는 무연 솔더를 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High-Pb 솔더합 은 환경오염의 

이슈가 있으며, 한 무연 솔더 합 은 낮은 융   

신뢰성으로 인해 고온에서 장기간 사용에는 한계가 있

다4-6). 한, 실리콘 카바이드 (SiC)  칼륨 나이트라

이드 (GaN)와 같은 와이드 밴드갭 (Wide Band Gap) 

반도체 소자는 구동 시 높은 구동 압 하에서 작동하

므로, 더욱 높은 고온 신뢰성이 요구된다7). 따라서,  

세계 으로 200~300℃ 이상의 온도에서 장기간 안정

으로 동작이 가능한 칩 합 기술을 개발하기 한 

많은 연구 개발이 수행 에 있다8-10). 이러한 력반

도체 모듈의 칩 합 소재로서 기존의 솔더 합 을 

체하기 한 가장 표 인 방법이 은 (Ag)  구리 

(Cu) 페이스트를 이용한 소결 (Sintering) 기술이다. 

은 소결 기술은 나노 혹은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이

용한 합방법으로, 우수한 고온 안정성, 열/ 기 도

도  장기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11-13). 하지만, 솔더 

합 에 비해 높은 가격이 장 용에 있어서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이러한 은 소결법의 단 을 극복하기 

한 안으로 최근에는 구리를 이용한 소결 합 방법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14,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연구로서 구리 마이크로 입자를 이용

한 페이스트를 제작한 후, 소결 공정 조건의 변화에 따

른 구리 소결 합부의 미세구조의 변화  합부 기

계  강도 변화를 찰하 으며, 그 상 계에 하여 

고찰하 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구리 분말을 소결 

합 소재로 사용하 다. 사용된 분말은 일본 미츠이 

(Mitsui) 속에서 제조한 약 0.5~1.5 ㎛ 입도 사이

즈의 분말로 Fig. 1(a)에 나타내었다. 구리 페이스트 

제조를 해 사용된 구리 속의 함량은 약 76 wt.%

으며, 덕산하이메탈 (DUKSAN Hi-Metal, Korea)

에서 제작한 구리 페이스트 용 바인더 (binder)를 

혼합하여 제조되었다. 제조된 구리 페이스트를 Fig. 1(b)

에 나타내었다. 력반도체 소자 소결 합 공정을 해 

사용된 기 은 10 × 10 × 0.98 mm 크기의 DBC (direct 

bond copper) 세라믹 기 으로, Cu/96% Al2O3/Cu

가 층 합된 sandwich 구조의 기 이 사용되었다. 

세라믹 층과 구리 층의 두께는 각각 380 ㎛와 300 ㎛ 

으며, 구리 층 에는 약 0.3 ㎛의 은 (Ag)이 코

되었다. 50 ㎛ 두께의 304 스테인리스 스틸 마스크 

(Mask)를 이용하여 제조된 구리 페이스트를 DBC 기

상에 스크린 린  (screen-printing)하 다. 이때 

사용된 마스크의 opening 사이즈는 3 × 3 mm 다. 

구리 페이스트가 린 된 DBC 기 이 진공오  안에

서 약 150 ℃ 온도에서 약 5분 동안 pre-drying되었다. 

순차 으로, 0.1 µm Ti\0.1 µm Al\1 µm Ni\0.2 µm 

Ag 층이 증착된 Si dummy chip (3 × 3 mm)이 린

된 구리 페이스트 층 에 올려졌다. 그 다음으로 구리 

소결 합 공정이 진공 가압 소결 장치 (SJCWD-100, 

SJ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사용된 

소결 합 온도는 각각 250, 280, 300 ℃ 으며, 소

결 압력은 각각 1.5, 5, 10 MPa하에서 약 10분간 소

결 합 공정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결 

합 공정 순서의 모식도  구리 소결 공정 메커니즘 모

식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한, DBC 기 상에 

린 된 구리 페이스트  소결 합 공정 후 합 시편 

사진  모식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소결 합 공정이 완료된 시편에 있어서 합부에 생

성된 보이드 등의 결함을 측정하기 해서 X-ray 장비 

(XSCAN-H160-OCT, XAVIS, KOREA)를 이용하

여 비 괴 (non-destructive) 분석이 수행되었다. 다

양한 합 공정 변수에 따른 소결 합부 미세구조 변

화  합 계면을 분석하기 해 합 시편을 연마한 후,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nspect F, FEI, USA), EDX(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FIB (focused ion beam, NOVA- 

2㎛

(a)            (b)

Fig. 1 SEM images of (a) Cu powders and (b) fabricated 
Cu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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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FEI, USA)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합

계면 층의 두께 측정은 이미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합부 층의 체 면 을 먼  측정한 후 SEM 이미지의 

가로 길이로 나 어 평균 층의 두께를 측정하 다. 구

리 소결 합 시편의 기계  강도를 평가하기 해 

단 시험장비 (Dage4000, Nordson DAGE, UK)를 

사용하여 칩 단 시험이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

용된 단 시험 조건으로 단 속도는 167 ㎛/s, 단 

높이는 180 ㎛ 다. 합 강도를 측정하기 해 총 

10개의 소결 합 시편에 한 단 강도 시험이 수행

되었으며, 단 시험 후 단면이 분석되었다.

3. 실험 결과

  제조된 구리 페이스트의 소결 합 특성을 평가하기 

해 다양한 합 공정에서 소결 합이 수행되었다. Fig. 

4는 다양한 소결 합 조건하에서 합된 구리 소결 

합부의 비 괴 X-ray 분석 결과 이미지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 합부 계면에 특이할 

만한 큰 합부 계면 박리 (delamination)나 보이드

는 찰되지 않았다. 이들 비 괴 분석 결과로부터, 구

리 소결 합부가 큰 결함 없이 양호한 합부를 형성

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250 ℃ 온도에서 

다양한 소결 압력하에서 합된 구리 소결 합부 체 

 계면 SEM 사진을 보인 것으로, 단면 분석 결과에

Cu paste printing
& Pry-drying

Die-attachment

Sintering

Cu
Ceramic

Cu

Ag finished 
DBC

substrate

Cu powder

chipCu sintered
layer

(a) (b)

chip

Cu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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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ample fabrication steps used in this study and (b) schematic of Cu sint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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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OM images and their corresponding schematics of 
(a) Cu paste printed on DBC substrates and (b) Cu 
sinter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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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ray images of Cu sintered joints under various 
sinter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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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모든 시편에서 큰 합부의 결함 없이 양호한 

합부를 형성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 MPa에서 

10 MPa로 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합부 두께가 

감소하 으며, 한, 구리 소결 합부의 치 도가 향

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결 공정 후, 합 압력에 

상 없이 Si chip  DBC 기  상에 존재하는 은 표

면처리 층과 구리 입자가 양호한 소결 합부를 구성함

을 확인하 다. 280  300 ℃ 온도에서 다양한 소결 

압력하에서 합된 구리 소결 합부 SEM 사진을 

Fig. 6과 7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5의 250 ℃ 온도 

조건과 비교하 을 때, 공정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

결 합부 두께는 차 감소하 으며, 단면 상에 보이

는 소결 반응에 의한 미세 보이드 한 감소하여 반

으로 소결 합부의 치 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

다. 본 연구에서는 10분 동안의 비교  짧은 소결 합 

공정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구리 소결 합부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합 조건 별 소결 합부의 두께를 측정하 으며, 그 결

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 합 온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합부 두께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처음 약 50 ㎛ 두께로 인

쇄된 구리 페이스트가 pre-drying  10 MPa 압력을 

이용한 소결 합 공정을 수행한 후, 250 ℃ 온도에서는 

(a) 1.5 MPa

(b) 5 MPa

(c) 10 MPa

30 ㎛2 mm

30 ㎛2 mm

30 ㎛2 mm

Si chip

Cu

Fig. 5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Si chip/sintered 
Cu layer/DBC joints at different sintering pres-
sures at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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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 mm

30 ㎛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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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Si chip/sintered 
Cu layer/DBC joints at different sintering pres-
sures at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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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Si chip/sintered Cu
layer/DBC joints at different sintering pressures at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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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 ㎛, 280 ℃  300 ℃ 온도에서는 약 22~24 ㎛

의 두께를 가지는 합부를 형성함을 확인하 다. 

  구리 소결 합부 미세 구조의 보다 세 한 찰을 

해, FIB 단면 분석이 수행되었다. Fig. 9는 280 ℃ 온

도에서 다양한 소결 압력하에서 합된 구리 소결 합

부의 단면 FIB 이미지를 보여 다. 반 으로 구리 

소결 합부가 Si chip  DBC 기  사이에서 양호한 

속학 인 결합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구리 소결 합부의 가운데 부분 (center)의 찰을 통해, 

구리 입자들끼리의  (contact)  확산 (diffusion)

이 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비록 빈도수는 지만 Si chip

과 DBC 기  상의 은 표면처리 층과 구리 입자 사이

의   확산으로 인한 속간 결합의 형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결합

도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들 은/구리 계면의 소결 

합 메커니즘과 련하여, 많은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문헌에 따르면, 은과 구리 원자는 동일한 FCC 

(face-centered-cubic)의 결정 격자구조를 가지며, 이

들 이원 합 계 (binary system)는 두 원소간 어떠한 

안정한 화합물도 생성하지 않는 율 고용체 (complete 

solid solution)를 형성하며, 큰 원자간의 격자 뒤틀림 

(lattice distortion) 없이 서로의 원자를 상호 확산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13,16). 이러한 결과로 은/구리 소결 

합은 두 원자의 상호확산으로 인한 양호한 소결 합

부를 형성할 수 있다. Fig. 10은 압력 증가에 따른 구

리 소결 합부 내의 미세 조직의 변화를 보여주는 FIB 

이미지이다. 일정 온도에서 인가된 소결 압력의 증가가 

구리 입자들끼리의  수 (contact event)를 증가시

키며, 이러한 입자들의  증가로 인한 구리 원자의 

확산 빈도의 증가가 소결 합에 따른 보이드 수의 감소 

 보다 치 한 미세 구조 (dense microstructure)의 

형성을 야기하 다12,14). 

  Fig. 11은 300 ℃ 온도에서 다양한 소결 압력하에

서 합된 구리 소결 합부의 단면 FIB 이미지를 보

여 다. 280 ℃의 온도 조건과 비교하 을 때, 300 ℃

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리 입자 소결의 량이 증가

하 으며, 은/구리 사이의 소결 합도 개선됨을 단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00 ℃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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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MPa 압력 조건하에서 합된 구리 소결 합부

의 경우, 구리 입자들 사이에 상당 부분이 소결 공정을 

통해 치 화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 다 (Fig. 11(k)). 

이들 소결 합부에 있어서는 특히 구리 입자들 사이의 

  원자 확산을 통한 소결 반응의 결과로 형성되

는 소결 보이드 (sintering void)의 크기가 차 작아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보이드를 Fig. 11(k)에 

흰 색 화살표로 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구리 

소결 합부 생성  소결 메커니즘이 Fig. 2(b)의 모

식도와 잘 일치하 다. 한, DBC 기  상의 은 층과 

구리 입자 사이에도 이  조건과는 달리 보다 많은 

과 소결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l)). Fig. 12는 300 ℃의 온도에서 압력 증

가에 따른 구리 소결 합부 심부의 미세 조직을 보

(a) 1.5 MPa

(b) 5 MPa

(c) 10 MPa

x 15000 x 25000

4 ㎛ 2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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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ross-sectional FIB images of sintered Cu layers 
at different sintering pressures at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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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 MPa

(b) 5 MPa

(c) 10 MPa

x 15000 x 25000

4 ㎛ 2 ㎛

4 ㎛ 2 ㎛

4 ㎛ 2 ㎛

Fig. 12 Cross-sectional FIB images of sintered Cu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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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FIB 이미지로, 본 찰을 통해 압력 증가에 따른 

소결 반응의 진행 정도를 비교  악할 수 있었다.

  구리 소결 합부의 기계  강도에 미치는 다양한 소

결 합 공정 변수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 구리 소

결 합부의 칩 단 강도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

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합부 단 강도는 증가하

다. 합 압력에 있어서는 1.5와 5 MPa의 합 압

력에 비해 10 MPa의 합 압력에서 높은 단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10 MPa의 합 압력의 경우, 250 ℃

에서는 약 15 MPa의 단 강도를 나타내었으나, 온도가 

300 ℃까지 증가함에 따라 단 강도가 약 20 MPa까

지 증가하 다. 250 ℃에서 300 ℃까지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1.5, 5, 10 MPa의 합 조건에서 소결 합

된 합부의 단 강도가 각각 38.5, 33.2, 34.1 %

씩 증가하 다. 이러한 소결 합 온도  압력 증가에 

따른 합 강도 증가의 결과는 상기에서 언 한 소결 

합 온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찰된 소결도 증

가에 따른 속층과 구리와의 속 합, 합부 두께 

감소, 보이드 감소  소결 합부 치 화 증가의 경향

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칩 단 강도 변화에 한 

원인을 조사하기 해 단 시험 후 단면을 찰하

으며, 그 결과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5 MPa의 

합 압력의 경우, 단 시험 후 단이 주로 DBC 기  계

면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소결된 구리가 찰되었다. 반면, 합 압력이 10 MPa로 

증가할 경우, 250 ℃에서는 면에서 찰되는 소결된 

구리의 면 이 증가하 으며, 온도가 280 ℃  300 ℃

로 증가할 경우 DBC 계면  Si chip의 일부가 괴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서 사용된 Si chip/구리 소결층/DBC 합부의 

경우 낮은 합 압력  온도에서는 주로 DBC 합 계

면에서 괴가 일어나며, 높은 합 압력  온도에서

는 Si chip 계면  내부에서 괴가 일어남을 확인하

다. 

  한, 우리는 이 에 약 40 nm 입자 크기의 구리 분

말을 이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한 후, 구리 소결 합 공

정  기계  강도 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문헌

에 발표하 다14). 그 결과로 300℃ 합 온도, 10 MPa 

합 압력  10분 합 시간의 경우, 약 40 MPa의 

합 강도를 얻었다. 그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낮은 합 강도의 원인은 구리 소

결 분말과 Si chip  DBC 기 과의 합 면 의 감

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즉, 40 nm의 미분의 구

리 입자를 사용하 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면 에서 chip

과 DBC 기 이 구리 소결 입자와 하여 소결 합

이 진행된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약 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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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사이즈의 구리 분말의 경우, 상 으로 보다 

은 면 에서 chip과 DBC 기 이 구리 소결 입자와 

하여 소결 합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보다 낮은 칩 

단 강도 값이 얻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구리 소결 

합의 경우, 향후 고 력 반도체 모듈, 우주/ 항공 자 

모듈, 열 소자 합 모듈, 고방열 LED 모듈 등에 그 

활용이 폭발 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됨에 따라, 비

용 고온 응 합 소재로서의 장 으로 인해 그 채택

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연구로서 고온 응 합 소재 용을 해 다양한 

소결 조건에 따른 구리 소결 합부의 야 학  특성 

평가  합부 기계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 다. 구

리 소결 합 시 구리 입자  합부의 산화거동  

산화물 존재 여부와 산화물 생성에 따른 력변환모듈

의 신뢰성에 한 연구가 재 수행 이다. 본 연구진

은 재 구리 소결 합부로 형성된 력모듈을 제작하

여 열충격  항온항습 신뢰성 시험을 수행 이며, 신

뢰성 시험에 따른 력반도체의 온 항을 측정하여 

항 변화를 찰할 계획이다. 향후, 보다 범 한 구리 

소결 합의 용을 해서는 보다 낮은 온도  압력

에서의 소결 합과 한 분 기의 합 공정, 다양

한 신뢰성 평가 등에 한 최 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동작하는 고 력 반도체 모

듈의 합을 해 마이크로 입자를 이용한 구리 페이스

트를 제작하 으며, Si chip과 세라믹 DBC 기 을 이

용하여 다양한 소결 합 공정 (압력  온도) 조건하

에서 합을 수행한 후, 소결 합부 미세 구조의 변화 

 기계  강도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이 얻어졌다. 

  1) 구리 소결 합부의 비 괴 X-ray 분석 결과, 소

결 합부 계면에 특이할 만한 큰 합부 계면 박리나 

보이드는 찰되지 않았으며 양호한 구리 소결 합부

가 얻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결 온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소결 합부 두께는 감소하 으며, 소결 

반응에 의한 미세 보이드 한 감소하여 반 으로 소

결 합부의 치 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2) 소결 압력의 증가가 구리 입자들끼리의 을 증

가시키며, 이러한 입자들의  증가로 인한 구리 원

자의 확산 증가가 소결 합에 따른 보이드 수의 감소 

 보다 치 한 미세 구조의 형성을 야기하 다.

  3) 단 시험을 통한 기계  강도 측정 결과, 소결 

합 온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합 강도가 증가하

으며, 낮은 합 압력  온도에서는 주로 DBC 합 

계면에서 괴가 일어나며, 높은 합 압력  온도에

서는 Si chip 계면  내부에서 괴가 일어남을 확인

하 다.

  4) 향후, 보다 범 한 구리 소결 합의 용을 

해서는 보다 낮은 온도  압력에서의 소결 합과 

한 분 기의 선택  다양한 신뢰성 평가 등에 한 

최 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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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xhaust gas emission regulations and the need for en-
ergy saving are contributing to an increased demand for 
weight-reduction and better fuel-efficiency in trans-
portation industries. As a promising method to solve 
these issues, the application of light-weight materials is 
desired. Among the various light-weight materials, alu-
minum alloys are an appropriate material due to their 
features of light weight, corrosion resistance, specific 
strength, good formability, and recycling efficiency1-4). 
In particular, the 5xxx series of aluminum alloys with 
magnesium have reasonable strength and good formability. 
For this reason,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5xxx 
series aluminum for strengthening parts of auto bodies 
have been performed5). In this case, new and reliable 
welding and joining processes are required because the 
Al alloys are generally classified as difficult materials 
to weld due to the solidification of cracks, segregation, 
and porosities in the fusion zone during conventional 
fusion welding.
  In recent years, friction stir welding (FSW), invented 

by the welding Institute (TWI)6)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promising alternative joining method. FSW is a 
solid-state joining method that involves a rotating, 
non-consumable tool with a specific design. The tool is 
plunged into the materials, and makes local changes in 
the stirred zone due to both the mechanical deformation 
and the frictional heat. This method leads to fewer met-
allurgical defects and less distortion, compared with 
conventional fusion welding, because it is conducted 
under the melting temperature of the base metal7). Due 
to its many advantages, FSW ha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Many studies8-11) of FSW for 5xxx series aluminum 
have been performed. However, most of these focus on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strength, hard-
ness, and formability. The microstructure in the welding 
region should be controlled to obtain better mechanical 
properties.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in the stir zone 
(SZ) should be investigated to control the microstructure.
  In the present study, 1mm-thick AA5052-H32 butt joints 
are manufactured by FSW. The microstructures of the 
welding region are precisely investigated. In particular, 
microstructural changes in the stir zone after the F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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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evaluated and discussed on the basis of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measurement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observations. 
Additionally, the hardness test in the mid-cross-section 
is also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mechan-
ical properties. 

2. Experimental procedures

  As a base metal, commercial AA5052-H32 alloy of 
1mm in thickness was used in this study.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base metal is shown in Table 1. 
Rectangular strips (100 mmL × 50 mmW) were pre-
pared from the base metal sheets. The strip surface sub-
jected to the butt welding was cleaned with alcohol and 
dried before FSW. The tool for FSW was made of 
high-speed tool steel (SKD61). The shoulder and pin di-
ameter of the tool are 8 mm and 2.5 mm, respectively. 
The pin length was 0.8 mm. The tool was traversed par-
allel to the rolling direction of the base metal with a 2o 
tilt from the vertical axis.
  For generating sufficient frictional heat, the dwell time 
of the tool was 5 sec before starting FSW. A backing 
plate made of structural mild steel was used.
  FSW was performed at tool rotation speed ranges and 
traverse welding speed ranges of 600~2000 RPM and 
8~12 mm/s, respectively. After evaluating the mechan-
ical properties of FSW joints, the optimized condition 
was selected to 1500RPM and 12 mm/s. Sound joints 
without defects were obtained.
  After FSW, the transverse cross-sections of the joints 
were observed with an optical microscope (Olympus, 
GX51). The samples for optical microscopy were pre-
pared according to the standard procedures including 
grinding polishing, and then etched using a solution of 
15 ml HF + 10 ml H3PO4 + 75 ml H2O. For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Zeiss, SUPRA 40VP) inves-
tigation, the specimens were electro-polished at 253 K 
and 30 V in a solution containing 2 vol% nitric acid, 5 
vol% perchloric acid, and methanol in order to remove 
the deformed layer. The EBSD investigation was per-
formed on the normal-direction plane of the base metal 
and the central region of the stir zone with the TSL- 
OIM package. For precise investigation, 2 ㎛ and 0.5 
㎛ step sizes were used for the base metal and the stir 

zone, respectively. The grains were identified from the 
presence of continuous boundaries of above 15o misorien- 
tation. For TEM (FEI, TECNAIF-20), specimens of 
3mm in diameter were cut from the base metal and the 
stir zone using an electrical discharging method. The 
thin foils were prepared by a precision ion polishing 
system. A Vickers’ micro-hardness test (Mitutoyo, HM- 
112) was performed in the mid-thickness region across 
the cross-section under a load of 100g for a 10s dwell 
time at room temperature.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shows a low magnification overview of the 
cross-section of the friction-stir-welded AA5052-H32 
joint. Defect-free joints were obtained; cracks or poros-
ities were not observed in the stir zone. Also, thermal 
distortion did not occur. The bowl-shaped stir zone is 
clearly visible. Distinct regions were observed in the typical 
friction stir weld, which indicate different microstructures. 
  Fig. 2 indicates the optical microstructures at locations 
‘A’, ‘B’, and ‘C’ shown in Fig. 1. The ‘A’ region is 
termed the base metal, which did not undergo plastic 
deformation and thermal effect with the FSW process. 
In the ‘A’ region, a rolling structure is observed in the 
center region and a recrystallized structure in both the 
surface and bottom regions. It is considered that the 
partially recrystallized microstructure in the ‘A’ region 
resulted from the insufficient stabilizing process after 
cold rolling. However, the microstructures in ‘B’ and 
‘C’ differ to that of ‘A’. Location ‘B’, known as the 
thermo- mechanically affected zone (TMAZ), has mor-
phological changes in the grain structure. This zone is 
found in close vicinity to the stir zone, where the region 
experiences metal flow as well as thermal cycling dur-
ing the FSW process. However, this region has not un-
dergone recrystallization. Location ‘C’ shows the stir 
zone, which has a fine and equiaxed grains structure, 
compared with that of the base metal. This region has 
experienced direct frictional heat and plastic deforma-
tion through the rotation and travel of the tool. Consequently, 
recrystallization has occurred in this region. This re-
crystallized area is occupied by the rotating tool pin. 
For a more detailed examination of the microstructures, 
EBSD and TEM analyses were performed. 

Alloying element (wt%)

Si Fe Cu Mn Mg Cr Zn Al

0.21 0.27 0.02 0.03 2.25 0.18 0.02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base metal AA5052-
H32 

1 mm  

Fig. 1 Cross-section perpendicular to the welding direc-
tion of the FSW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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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shows the EBSD inverse pole figure (IPF) maps 
for the normal direction plane (ND-P) of the base metal 
and stir zone, respectively. The microstructural charac-
terization differs somewhat between the base metal and 
the stir zone. The base metal has textures corresponding 

to {001}⊥ND, while the center of the stir zone shows 
{111}⊥ND. This change results from the intense shear 
deformation by tool rotation during FSW. The grains in 
the stir zone were more refined than those of the base 
metal.      
  Fig. 4 shows the considerable difference in grain size 
and misorientation angle distribution between the base 
metal and the stir zone. The base metal region exhibits a 
relative coarse grain structure with an average grain 
size of 28 ㎛, while the stir zone consists of fine grains 
with an average grain size of 6 ㎛, as shown in Fig 4(a). 
This grain refinement is due to the breakup of the origi-
nal grain structure because of the intense plastic de-
formation and frictional heat by the rotation and travel 
of the tool during FSW. Fig. 4(b) shows the misor-
ientation angle distribution of the base metal and the stir 
zone. In general, the grain boundaries can be classified 
into high or low angle grain boundaries, as those having 
misorientation of more than 15o and those having mi-
sorientation less 15o, respectively. From the comparison 

surface region

center region

bottom region

(a) 

(b) 

(c) 

100 ㎛

100 ㎛

20 ㎛

Fig. 2 Optical micrographs of the ‘A’, ‘B’, and ‘C’ regions 
as defined in Fig. 1

(a) (b)

100 ㎛ 70  ㎛

Fig. 3 EBSD Inverse pole figure maps for (a) base metal 
and (b) sti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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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isorientation angle distribution between the base 
metal and stir zone, it is seen that the fraction of high 
angle grain boundaries (HAGB) is much higher in the 
stir zone. The higher fraction of HAGB in the stir zone 
is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recrystallized 
grains during the FSW. During the plastic deformation, 
subgrains are formed by recovery. The subgrain boun-
daries change to a high angle, and consequently those 
grains having HAGB are formed by the process of re-
crystallization12).
  Fig. 5 shows (111) pole figures for the base metal and 
stir zone. The base metal takes a component containing 
{001}<100> Cube orientation. The Cube orientation is 
known as a typical recrystallized texture in the cubic 

structured materials. In addition, the base metal in-
dicates a component with {112}<111> Copper orientation. 
This is a typical rolling deformation texture of the mate-
rials have face-centered cubic crystal (FCC) similar to 
Al and Cu. The textures of the base metal show they are 
manufactured with H32-temper. The H32 condition in-
volves both strain hardening such as cold rolling and 
stabilizing by relatively low temperature heating to ob-
tain 1/4 hard of the material. On the other hand, a very 
different texture was formed in the stir zone. The {112} 
<110> texture was mainly confirmed in the stir zone. 
This is the simple shear deformed texture. The for-
mation of the {112}<110> texture in the stir zone is at-
tributed to the severe shear deformation during FSW. 
For FCC metals, the common plane and the common 
direction are {111} and <110>, respectively. A shear de-
formation in Al occurs by slip in the <110> direction on 
{111} planes. For this reason, two partial fiber textures 
develop after the shear deformation: {111}<uvw> (called 
α fiber) and {hkl}<110> (called β fiber). Also, a meta-
stable texture C is formed, which takes a component 
with a {110}<001> texture. From these results and dis-
cussion, it was clearly revealed that a {112}<110> β/-β 

fiber texture is developed in the stir zone.
  Fig. 6 shows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the 
base metal and the stir zone after FSW. The correspond-
ing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 (SADP) of the stir 
zone indicates the Debye ring pattern as shown in Fig. 
6(b). This means that the stir zone consists of ultra-fine 
grains, the result of which tends to agree well with the 
results of the EBSD data shown in Fig. 3(b) and Fig. 
4(a). Also, a high density of dislocation was observed in 
the base metal. It was considered that these dislocations 
had been introduced by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cold rolling. On the other hand, the TEM observation in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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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111) pole figures show microtexture for the base 
metal (a) and the stir zone (b)

(a) 

(b) 

Fig. 6 TEM micrographs of the base metal (a) and the 
center of the stir zon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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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ir zone shows a markedly lower density of dis-
locations compared with that of the base metal. One of 
the possible reasons for this result is the occurrence of 
recrystallization due to the severe shear plastic de-
formation and frictional heat by the rotation and travel 
of the tool during FSW. Fig. 7 shows the hardness pro-
file in the mid cross-section of the friction stir welding 
region. The hardness in the base metal is approximately 
67 Hv. On the other hand, the hardness of the stir zone 
varies from 53 to 57 Hv. It was revealed that the stir 
zone becomes softer than the base metal. Several fac-
tors such as dislocations, precipitates, and grain refining 
affect the hardness value of Al alloys. The 5xxx series 
Al alloys are classified as a group of non-heat treatable 
alloys. Therefore, the precipitates have little or no effect 
on hardness change in the stir zone. During FSW, the 
dislocations could be removed by both recovery and re-
crystallization, as shown in Fig 6. As a result, it is con-
sidered that the extinction of dislocation contributed to 
the decrease of hardness in the stir zone. The grain size 
of the stir zone was much smaller than that of the base 
metal. However, the hardness value of the stir zone was 
lower than that of the base metal. Based on these re-
sults, in the case of work-hardened non-heat treatable 
5xxx series Al alloys, the dominant factor affecting the 
hardness distribution in the stir zone is the density of 
dislocation, not the grain size.
 

4. Conclusions

  Friction stir welding of AA5052-H32 thin sheets was 
successfully performed without defects in the welding 
region.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s in the stir zone 
are precisely examined by EBSD investigation and 
TEM observation. Many useful results were obtained 
and observations were made. The stir zone forms an ul-
tra-fine grain microstructure consisting of equiaxed and 
recrystallized grains. The microtexture analysis by 
EBSD clearly revealed that the {112}<110> β/-β sim-
ple shear deformation texture forms in the central re-
gion of the stir zone. The TEM observation for the stir 
zone shows relatively lower density of dislocations 
compared with that of the base metal. This is believed 
to be caused by the recovery and recrystallization due to 
the severe shear plastic deformation and sufficient fric-
tional heat by the rotation and travel of the tool during 
FSW. In the case of work-hardened non-heat treatable 
5xxx series Al alloys, it was revealed that the dominant 
factor affecting hardness distribution in the stir zone is 
the density of dislocation, not the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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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this competitive scenario, industries are forced to 
adopt the techniques that provide higher productivity 
without losing quality. Conventional TIG welding proc-
ess produces sound weld with high integrity with base 
metal. But due to the lack of productivity its usage is 
mainly limited to weld root pass, where back side chip-
ping is not possible like in piping industry.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IG welding process, developments 
like A-TIG (Activated TIG), T-TIG (Twin TIG), S-TIG 
(Super TIG), hot filler wire, usage of pulsed heat input, 
hollow electrode and many others are being carried 
out1). This paper aims to present T-TIG welding process 
when it is connected with pulsed power source and em-
ployed with application of hot filler wire. It will be very 
interesting to investigate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three techniques to multiply the advantages of individual 

technique. The literature survey is carried out in tabular 
form to extract and compare the conclusions. 

2. Basic features of T-TIG, Hot wire and Pulsed 
power source

2.1 T-TIG welding process

  In the TIG welding process if current is increased then 
arc pressure increases which results erratic and unstable 
arc. It forms undercut and bead humping thus weld 
bead quality decreases2,3). So, there is a limit beyond 
which current cannot be increased in TIG welding 
process. Recently to overcome this limit Japanese re-
searchers developed a method namely T-TIG welding 
process. In it, there are two electrodes connected with 
the two independent power sources in single torch. This 
not only increases current carrying capacity of T-TIG 
welding torch but also decreases the arc pressure4,5).
  Fig. 1 represents the schematic diagram of T-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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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torch. Here two electrodes are insulated electri-
cally by means of a ceramic insulator so that the arc can 
exist without fluctuation and interruption. Due to 
Lorentz force, arcs will be attracted to each other. Fig. 2 
and 3 presents the comparison of the arc pressure when 
TIG and T-TIG torch is used respectively. From these 
figure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arc pressure and pres-
sure gradient is very low as compared to single elec-
trode for the same current. It can be observed that for 
the same current T-TIG occupies larger area of anode as 
compared to TIG welding process3).

2.2 Hot filler wire

  In hot filler wire welding, filler wire is heated electrically 
by resistance heating with separate power source in 
case of the TIG welding process. By preheating the fill-
er wire, required heat input from the arc reduces to a 
great extent and higher deposition rate can be achieved 
even at lower arc current6). Fig. 4 represents the principle 
of hot wire welding process. As per this figure the im-
portant components of hot wire process are:
  1) Wire feeder.
  2) Torch which supplies current to wire.
  3) Power source to heat the wire.
  4) Power source for generating arc.
  There has to be a balance between all these component’s 
parameters to establish stable arc. The polarity of hot 
wire power source plays a major role with location of 
hot wire whether front or back to the arc7).

2.3 Pulsed Heat Input

  After 1960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conventional 
arc welding processes fail due to evolvement of ad-
vance material and complex weld edge preparation. 
When the thermal capacity of material to be welded is 
different due to either dissimilar thickness or thermal 
conductivity, constant heat input raises welding defects 
like burn through or lack of fusion. To avoid the same, 
heat is provided at discrete level; low level or background 
current and high level or peak current. Fig. 5 describes 
the nomenclature of waveform in which peak current is 
provided for predefined time and responsible for melt-
ing of material. After pulse on duration, current is re-
duced drastically at base level. During base level, ideal-
ly no melting is occurred and only solidification is 
done. When pulsed power source is controlled in a syn-
ergic manner it can change the pulse frequency, pulse on 
time, peak current and background current independently. 
There are mainly two types of pulsing viz. thermal and 
droplet pulsing. Former is used in the TIG we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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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eld dissimilar materials and latter is used in the 
MIG (Metal Inert Gas) welding process to attain the 
spray mode of metal transfer at lower mean current than 
in constant current MIG welding process8).

3. Literature Survey  

  To identify the research gap, derive qualitative conclusion 
and identify the best combination of these three techniques, 
the literature survey is done separately in Table 1, 2 and 
3 respectively.

4. Effect of individual process parameters on welding

4.1 Pulsed power source parameters influencing 
weld bead properties.

  Pulsed power source differs due to its discrete nature to 
supply current or merely voltage. Albeit other conventional 
welding parameters are important in pulsed power 
source welding like travelling speed, electrode diameter, 
etc. following additional pulsed power source parameters 
influences more in welding qualities.
  a) Peak Current
  b) Background Current
  c) Frequency
  d) Duty cycle (% of time for peak current)

  4.1.1 Effect of pulsed welding process parameters on 
mechanical properties

  For magnesium AZ31B and AZ61A alloy, it was found 
that peak current is most influencing parameter that af-
fect the tensile strength48,49). One contradictory result 
was found which indicated that when peak current in-
creases the tensile strength reduces for strain hardened 
Al-6.7Mg alloy. The reason behind it was the gen-
eration of high heat input that formed the coarser grain 
and reduced the strength50). For AA6061, it was inves-
tigated that peak current is more sensitive at optimum 
value of tensile strength i.e. if the value of peak current 
is varied marginally near the optimum value, the change 
in tensile strength is more51).
  Up to certain level if peak current along with pulse 
frequency (up to 6Hz) is increased, impact strength of 
weldment is increased for titanium alloy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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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No. Remarks

1.
Arc pressure of T-TIG welding process was measured by CCD(Charged Coupled Device) and up to 600 mm/min welding 
speed was achieved for Q235 2mm thick plate2) . 

2. T-TIG welding process was used to weld 9% nickel steel PCLNG storage tank and compared with SAW3). 

3.
T-TIG welding process was used to clad on low carbon (S235JR) parent material by hot wire T-TIG process with nickel 
base alloy and less ferrous particle was observed 4).

4.
Arc pressure was measured in T-TIG welding process when 6mm plate of Q235 material was welded with 240mm/min 
welding speed and current of 200+200 A. The welding was found without appreciable welding defects5).

5.
Arc separation effect was found out on temperature field, plasma flow, peak temperature and arc voltage in T-TIG welding 
process. Effect of 4% oxygen dilution in argon gas resulted arc restriction and more penetration9).

6.
Auto genus tandem TIG welding was done on 1.5mm thick 409L stainless steel with 3 m/min. speed with good control on 
microstructure and higher tensile strength10).

7.
Arc length and distance between two electrodes were examined to find the effect on peak temperature and temperature dis-
tribution in T-TIG welding process. At the center between two electrodes maximum temperature was recorded11).

8.
2-D numerical model was developed for T-TIG welding process to describe arc characteristics. Higher peak temperature 
was found in case of shielding gas as helium than argon12).

9.
Bead on plate welding was done by T-TIG welding process for mild steel with 600A current and 1.2mtr/min. welding 
speed to investigate the bead for different electrode distance13).

10.
A numerical model was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arc and weld pool considering metal vapor concentration 
in T-TIG welding process14).

11.
Ultrasonic excitation was generated to improve the weld quality of T-TIG welding process. Finer grain structure and better 
tensile strength was found for SS 304 material15).  

Table 1 Major literature survey of dual/twin/tandem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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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No. Remarks

1. A 3D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was developed for weld pool geometry. A comparison was made for 
plate on bead welding between cold wire and hot wire TIG welding process for mild steel16).

2.
Effect of post weld heat treatment parameters on the impact strength and hardness was investigated for hot wire assisted TIG 
welded joints of SA213-T91 steel. Remarkable recovery of toughness and hardness was observed and compared with cold 
wire TIG welding process17,18).

3. Inconel 625 alloy was overlayed on AISI 410 plate with hot wire pulsed TIG welding process and Fe content was measured 
by 1.83% after second layer19).

4.
New method of heating the filler wire was developed by secondary arc for low resistance wire like copper and aluminum and 
95% increment in deposition rate was found. Microstructure was examined with and without hot wire for HS201 filler wire 
with TIG welding process20).

5. Comparison of hardness was done between cladded low carbon steel with Stellite 6 and austenitic stainless steel. With cladded 
low carbon steel with Stellite material, hardness number was found 420 as compared to 200 on SS316 with TIG process21).  

6.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and wire feed rate was devised to increase the melting rate. It was found that this 
relationship is independent from plate thickness with TIG welding process22).   

7. Relationship between hot wire welding parameters and weld bead geometry was found. For the welding of low carbon steel 
welding, 200% increment in metal deposition rate was found with hot wire TIG welding process7).

Table 3 Major literature survey of pulsed heat input with TIG welding process

Sr.No. Remarks

1. Optimum pulsed TIG welding parameters were determined for C-276 material. Depth of penetration was selected as 
response and found that peak current is the most significant parameter for penetration23).

2. For AISI 304L, depth of penetration was optimized for both low frequency and high frequency TIG pulsed welding. At high 
frequency, more penetration is observed as compared to lower frequency24).

3. 15CDV6 and SAE4130 were successfully welded with inter pulse high frequency TIG welding process. The ultimate and 
yield tensile strength was measured after post weld heat treatment25). 

4. Optimized pulsed TIG parameters were found out for bead geometry of Ti-6Al-4V by statistical design26).

5. Analysis of mean and RMS value of peak current was done on the SAE 1020 plate where bead width and penetration were 
investigated27).  

6. Effect of pulsed TIG welding parameters was investigated on penetration and ripple formation when welding was done on 
304L material28).

7. Hastelloy (C-276) material was investigated in term of microstructure and ductility which was welded by pulsed TIG and 
TIG. Autogenus pulsed TIG welding was found superior due to absence of micro segregation29).

8. Comparison was made between pulsed and TIG welding process for grain structure refinement30). Increment in grain 
refinement was found in pulsed TIG when pulse frequency increases for Ti-6Al-4V as base metal31).   

9. Dissimilar material welding was done between Ti-6Al-4V and Aluminum 7075 with filler material as AA 4047 by pulsed 
TIG welding process. Optimized pulsed TIG welding process parameters were found out for obtaining strength and hardness32).

10. Pulsed TIG welding was performed between AISI 904L and Monel 400 with ERNiCu-7 and ERNiCrMo-4 filler metals. 
Fracture was found at HAZ of Monel 400 due to partially melted zone33).

11.
Dynamic heat source model was developed in which parabolic model was selected for background current and Gaussian 
distribution model was selected for peak current. It was experimentally validated that parabolic model during background 
current was more accurate34).

12.
A unique finite element model was developed to handle the cathode, arc plasma and anode region for pulsed TIG welding 
process. Heat transfer, fluid flow and electromagnetic fields were taken as responses. For the same heat input as compared to 
TIG welding pulsed TIG welding gave larger weld pool35).

13. Prediction of porosity was investigated by arc spectral. Hydrogen and argon content were measured from arc spectral and 
used to predict the porosity when A506 Al-Mg was welded by pulsed TIG welding process36).

14. A plate of Inconel 617 was welded by pulsed and constant current TIG welding to compare the microstructure and impact 
strength. Finer grain with better impact strength was found in case of pulsed TIG welding process37). 

15. An algorithm was developed which is capable of predicting 3-D weld pool parameters from one weld bead image for pulsed 
TIG welding process38).

16.
Dilution of 1% nitrogen was made in argon g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lta ferrite in the austenitic phase when welding 
was done by pulsed TIG welding for AISI 304L steel. Addition of nitrogen lowers the value of peak current required to 
compensate higher speed39).

17.
A numerical model was generated for pulsed current TIG welding process to simulate penetration and weld bead width. It 
was found that high welding speed can be achieved by appropriate high frequency without affecting penetration and bead 
width for 304L stainless steel40).

18. It was investigated that more penetration can be achieved with lower heat input as compared with the constant current 
welding process. Some guidelines were given for the values of the pulse duty cycle for various thickness range41). 

Table 2 Major literature survey of hot filler wire weld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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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should be an optimum value of pulse frequency 
at which the tensile strength is higher. Due to high fre-
quency, large number of peak current components is in-
volved per unit time which confirms adequate heat 
input. But for very large frequency the welded material 
will not exist in thermal equilibrium and agitate the pri-
or semi solidified material which results adverse effect 
on strength50).
  It has been investigated that there is strong interaction 
between pulse on time and pulse frequency on tensile 
strength of AA6061 as shown in Fig. 6.

  4.1.2 Effect of pulsed parameters on metallurgical 
properties

     ×    ×    (1)

  As per equation (1) mean current which is used to find 
heat input is calculated by peak current so it also gov-
erns the size of grain and other metallurgical properties.
  As in case of pulsed current welding, the peak current 
along with background current, frequency and duty cy-
cle influences the heat input and hence microstructure. 
In double pulsed welding it is found that the value of 
peak current should be optimum to achieve finer grain 
for T-joint welding53).
  Lower duty cycle results in finer microstructure due to 
large time available for cooling50). The optimum value 
of duty cycle was resulted 50% improvement in grain 
refinement for AZ31B magnesium alloy49).
It is also observed the interaction effect of background 
current and peak current for grain size at fusion zone of 
AA606152). There was no appreciable change in macro-
structure of weld joint found due to variation of back-
ground current for AZ61A magnesium alloy50).

  4.1.3 Effect of pulsed parameters on weld bead geometry
  It was observed while welding of SAE-1020 material 

that when peak current was increased by keeping the 
same mean current, the width of the weld bead will in-
crease and no effect on weld penetration. But when 
peak current was increased by decreasing the mean cur-
rent it reduced the weld bead penetration but no change 
in weld bead width42). It is also found that when peak 
current is used at higher side it increases both weld 
bead ripple formation and penetration42-44). It is also ob-
served that at extreme low and high frequency, peak 
current has less significance on aspect ratio (weld bead 
width to penetration ratio)45). For Ti-6Al-4V, it is found 
that for achieving optimum results of weld bead and 
height, the peak current should not be operated at ex-
treme high and low value46). Fig. 7. explains the all as-
pect of weld bead geometry affected by peak current 
while other welding parameters are constant47).
  Fig. 8 represents the ripple height and pitch value of 
weld bead for different values of pulse frequency. It can 
be inferred that for higher value of pulse frequency the 
lower pitch length and height is obtained54). For low fre-
quency (6-10Hz) the depth of penetration is lowe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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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high frequency (150-250Hz) for AISI304L45). 
For higher frequency, large weld region was found as 
compared to low frequency50).
  For Ti-6Al-4V material it has been observed that if the 
frequency is increased from 1 to 5 Hz grain refinement 
occurs speedily from prior beta phase and for the same 
material it also influences impact strength greatly55,47). It 
was investigated that there should be an optimum level 
for which the grain size is fine. At very small frequency, 
the mechanical and thermal disturbance is very small 
and it will not break the grain boundary50).
  Duty cycle is defined as the ratio of time duration for 
peak current and background current. It is also repre-
sented by pulse on time i.e. the duration of time for 
which peak current is supplied. For large duty cycle it is 
observed weld bead with large ripple width and depth4).
  The value of background current should be chosen ap-
propriately so that the arc does not extinct when the 
pulse off time is active. A little research has been found 
which focuses only background current as prime study. 
Certainly, the ratio of Ip/Ib is essential for predicting 
weld bead geometry54).
  So, from above studies it can be concluded that peak 
current is a prime factor contributing heat input. The 
role of background current is to prevent the extinction 
of arc. Other important interactive effect of peak and 
background current are the ratio of it which decides the 
amount of thermal fluctuation. Pulse frequency decides the 
microstructure and consequently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impact strength, tensile strength. Duty cycle al-
so has interactive effect with pulse frequency to control 
the grain size by varying the cooling time.

4.2 Hot wire welding parameters influencing weld 
bead properties

  The filler material is heated outside the weld pool be-
fore it comes into contact with arc plasma. This reduces 
the amount of heat required to melt the material from 
arc plasma. Little research was found to analyze the ef-
fect of hot wire welding parameters on responses. 
However, Table 6 represents the effect of influencing 

parameters of hot wire (HW) welding by extractive and 
intensive literature survey. In hot wire welding the addi-
tional heat is provided by resistance heating. As per 
equation (2) the value of resistance heating can be 
calculated.

    
×× (2)

Here I is the wire current, R is the resistance of wire 
and t is the time for which current is passed.

      ×
               (3)

  
Here ρ is the specific resistance or resistivity of wire, L 
is the stick-out-length and A is cross sectional area of 
filler wire. So, to increase the resistance heat the value 
of L and d (diameter of filler wire) should be chosen 
accordingly. Longer stick-out-length increases the heat 
input but simultaneously creates more corrosion tendency 
due to increased temperature. Again, the lower diameter 
wire reduces the deposition rate. So, the value of stick-
out-length and wire diameter should be optimum.
  Hot wire current, arc current and wire feed rate are 
strongly interactive. Fig. 9. shows that increment in wire 
feed rate has to be compensated by increasing arc and 
hot wire current. It is also investigated that when the hot 
wire applied at rear of arc it decreases embrittlement of 
weldment due to low cooling rate and reheating reduces 
temperature gradient57,58).

4.3 T-TIG welding parameters and its effects on 
welding

  As discussed, a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experimentally 
for T-TIG welding. However, some numerical and ana-
lytical models have been develop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TIG welding process parameters on weld-
ing qualiti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cess param-
eters on welding, the literature survey has been done as 
per table 1. On the basis of it following are the im-
portant process parameters for T-TIG welding process.

Effect on welding
HW welding parameter

Weld bead geometry Microstructure Impact strength Deposition rate

Increment in wire temperature31,56) Weld bead increases and 
reinforcement decreases Coarse grain Deceases Increases

Increment in wire stickout and 
decrement in wire diameter31) NA Coarse grain Decrease Increase

Increment in wire feed rate at constant 
arc current and hot wire current57)

Bead width and depth of 
penetration decreases NA NA Increases

Table  6 Hot wire process parameter effects on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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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eading and trailing arc current
  (b) Distance between two arcs
  (c) Polarity of two arcs.

  4.3.1 Effect of leading and trailing arc current
  The leading arc current is more sensitive to penetration 
than trailing arc current. The ripple formation and surface 
appearance of weld bead is controlled by trailing current.

  4.3.2 Effect of distance between two arcs
  The separation between two electrod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emperature and arc plasma flow field but a 
non-significant effect on peak temperature. As shown in 
Fig. 10. if the distance between two electrodes increases, 
the humping of weld bead and molten metal decreases 
for slower speed. But when simultaneously the speed is 
increased, the amount of molten metal increases. The 
effect of metal vapor due to electrode separation is ana-
lyzed and it is found that having 9 mm separation be-
tween electrodes creates intensive constriction of arc 
and temperature profile9). 

  4.3.3 Effect of polarity of two electrodes
  If the two electrodes are having opposite polarity then 

it is observed that the arc is constricted and controlled 
as per Lorentz effect. The arc force is also higher as 
compared to similar polarity2).
  It has been also observed that increasing in wire ex-
tension value leads to increase in melting rate13).

Conclusions

  From the literature survey, it can be concluded that lit-
tle research is available that combines the three unique 
characteristics namely twin electrode, usage of hot filler 
wire and pulsed power source of TIG welding process. 
Hence following conclusive remarks can be made 
which identifies the special features of individual and 
then in combined form.
• T-TIG welding is developed to increase the current ca-

pacity of electrode and thus to increase the metal dep-
osition rate. In single electrode TIG welding process 
as current increases, arc pressure increases. This un-
stable arc causes welding defects like undercut and 
burn through. But T-TIG welding process reduces arc 
pressure drastically when appropriate distance is kept 
between two electrodes. As this process is used at 
high speed, maximum advantage can be achieved in 
automated welding.

• It is observed that most of the heat from TIG arc plas-
ma is utilized to heat the filler metal as well as base 
material from room temperature to melting point 
temperature. By using hot filler wire, requirement of 
heat from plasma can be reduced and deposition rate 
can be increased.

• In pulsed welding the net heat input is lesser than con-
stant current welding process. This reduces the grain 
size and increases impact strength. From literature re-
view it is observed that it also increases the depth of 
penetration, provides good strength for dissimilar ma-
terial by thermal pulsing at high frequency. 

• So, there is a high potential that deposition rate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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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deposition rate due to variation in arc current, hot wire current and wire feed rat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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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 of weld bead profile for different elec-
trode spacing of dual electrode GTAW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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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drastically by combining hot wire with T- 
TIG welding process. And if pulsed power source 
adds into it then there is a good potential to weld dis-
similar materials, to obtain control on grain size and 
weld bead productively. Automated T-TIG can be an 
attractive option to replace SAW welding process for 
cladding due to lower dilution, optimized bead height 
and highly control on parameter resulting an excep-
tional weld quality 

• However, the limitation of integration of above three 
processes is high capital cost and large number of in-
fluencing process parameters involved. So, large 
numbers of experiments are requir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parameters and on out-
put response like mechanical properties, weld bead 
geometry, etc.

  Proposed T-TIG Process for dissimilar thermal capacity 
material either due to dissimilar thickness or thermal 
conductivity
   As in T-TIG welding process, two independent power 
sources are there and that can operate at different 
current. So, with this unique characteristic, it is possible 
to supply lower current to high thermal capacity and 
higher current to low thermal capacity as shown in Fig. 
11.This combination can meet the stringent requirement 
of dissimila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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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환되고 있

다. 정부에서 제도 으로 친환경차와 련된 정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에서는 기차  하이 리

드 차종의 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과 각종 환경규제 등이 친환경차 시장

의 양  팽창에 정  역할을 할 것으로 측된다1). 

  기차  하이 리드차의 배터리 팩은 차종에 따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셀로 구성되어있다2). 각각의 셀

은 서로 기 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합부의 성능

이 배터리의 성능  품질에 향을 미친다. 탭과 버스

바에 이용되는 소재는 구리 (무산소동 혹은 탈산동), 

알루미늄 등이 있는데 이차 지의 종류  극성에 따라 

선호되는 소재가 Table 1과 같이 다르기2) 때문에 동종 

는 이종 소재의 합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소재의 

비 , 열 도도, 녹는 , 열팽창률 등의 고유 특성의 차

이로 인해 알루미늄과 구리 간의 이종소재 합은 매우 

난해하다. 특히 알루미늄과 구리의 화학  반응으로 형

성되는 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의 두

께가 2.5 um 이상인 경우 기 도도가 격히 떨어

진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3) 속간화합물의 형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이종소재의 합에 기 항용 , 음  용 , 

이  용 , 기계  체결5,6) 등 다양한 공정의 용이 

가능하지만, 음  용 이 가장 보편 으로 용되고 

있다4).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음  용 은 고

상용 이기 때문에 소재에 한 의존도가 낮아 이종재

료 합에 강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  용

  

자동차 이차전지용 셀 및 모듈 조립을 위한 Al/Cu 이종소재 

초음파 및 레이저 접합 기술 리뷰

강 민 정*,†․최 우 성*․강 상 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 합그룹

Ultrasonic and Laser Welding Technologies on Al/Cu Dissimilar Materials for the 
Lithium-Ion Battery Cell or Module Manufacturing 

Minjung Kang*,†, Woo Seong Choi*, and Sanghoon Kang*

*Joining R&D group,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ncheon, 21999, Korea

†Corresponding author : kmj1415@kitech.re.kr 
(Received February 28, 2019 ; Revised April 1, 2019 ; Accepted April 8, 2019)

Abstract
  The global technical trend of the automobile industry has been moving to environmental friendly. Typical
gasoline cars will be replaced by green cars such as hydrogen, electric and hybrid cars. Therefore, the demand
for battery cells is expected to increase remarkably. Welding and joining technologies are key technology 
for assembling tab to tab or tab to bus bar, and it is important to secure stable and robust joints.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review of joining technologies for the ultrasonic and laser welding, respectively. 
It discuss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joining technologies for the Al and Cu dissimilar joints as 
related to battery manufacturing, and discusses corresponding issues. 

Key Words : Technical trend, Aluminum, Copper, Dissimilar joint, Battery cell & pack, Ultrasonic welding, Laser 
welding

ISSN 2466-2232
Online ISSN 2466-2100



자동차 이차 지용 셀  모듈 조립을 한 Al/Cu 이종소재 음   이  합 기술 리뷰

한용 ․ 합학회지 제37권 제2호, 2019년 4월     165

53

은 짧은 시간에 넓은 합면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합부의 변형 정도가 크다. 한 마찰로 

인한 미세 분진이 Fig. 1과 같이 형성되고, 툴의 마모 

 손으로 인한 소모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이  용 은 넓은 이음부를 형성하기가 어려우며 

속간화합물 형성에 한 우려가 있으나, 편면용 이 가

능하며 작업 속도가 빠르고 열변형이 작다는 장 으로 

인해 최근 많은 심을 받고 있다2).

  견고하면서도 낮은 항의 합부 확보는 탭과 탭, 

탭과 버스바 조립기술의 핵심이다. 본 기술 기고에서는 

음   이 를 이용한 Al/Cu 이종소재 합공정

의 특징  주요 향인자를 알아보고, 국내외 연구 개

발 동향을 분석하여 실용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당 논문 기고에서 인용한 논문 

에서 이종소재 합강도를 제시한 문헌은 별도 정리하

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2. Al/Cu 이종소재 음  합 기술 개요

  음  합은 삽입, 진동, 하  제거 순으로 Fig.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행된다. 음  합공정의 매

커니즘은 소재 간의 상호 기계  체결, 확산, 마찰열로 

인한 변형  국부  용융 등으로 알려져 있다. 알루미

늄과 구리의 이종 합의 경우 소재 간 강성의 차이가 

커서, 연성 소재인 알루미늄의 변형 정도는 크지만 

합 계면의 변형 정도는 수 마이크로 정도로 미미하다

(Fig. 3). 이를 통해 소재 간의 상호체결에 의한 매커

니즘은 Al/Cu 이종소재 합에서 큰 향이 없을 것으

로 측할 수 있다. 반면, 합 계면에서 용융의 흔

은 확인되지 않으나 화합물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Satpathy et al.10)의 연구에서도 기

계  체결에 의한 향보다, 변형  마찰열에서 기인

한 높은 에 지 상태를 완화하기 한 확산이 합 계

면을 형성하는 것에 주된 역할을 한다고 발표하 다.

  음  용 의 주요 변수로는 소노트로드의 형상 (혼 

 엔빌), 가압력, 용  시간  진동폭 등을 로 들 수 

있다. 가압과 진동이 혼을 통해 직 으로 달되므로 

박 을 활용한 다층 용 의 경우에는 일부 박 이 혼과 

부착되어, 혼이 원상태로 복구하는 과정  (Fig. 2(c)) 

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혼의 형상 설계가 엔

빌의 설계 보다 상 으로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소노트로드의 형상 최 화에 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혼의 형상설계를 하여 유한요소법

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실험과의 오차가 

크며 특정 조건에 한정되어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15-18). 

  반면, 가압력, 용  시간  진동폭에 의한 향은 많

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8-10,19-22). 가압력, 

Cell type Cylindrical Solid-container 
prismatic Pouch prismatic

Images

Anode
electrode Copper Copper Copper

Negative 
tab

Aluminum,
nickel

Aluminum,
nickel Copper

Cathode
electrode Aluminum Aluminum Aluminum

Positive
tab

Aluminum,
nickel

Aluminum,
nickel Aluminum

Table 2 Summary of battery joining technologies using 
laser welding and ultrasonic welding (modified 
from ref.2))

Joining
methods Advantages Disadvantages

Laser
welding 

- Non contact process
- Less thermal input
- Less distortion
- Very high precision

of welding
- High speed

- Hard to produce a
large joint area

- Needs good joint
fit-up

- Material reflectivity

Ultrasonic 
welding

- Solid state process
- Excellent for highly

conductive materials
- Good for thin sheets

or wires
- Good for multi-layer

sheets
- Dissimilar materials

- Restricted to lap 
joints

- Limited in joint
thickness

- Challenging on high
strength, hardness
materials

- Sensitive to surface 
conditions

- Possible audible noise
- Large indentation and 

distortion
- Sonotrode sticking

Table 1 Component materials and images of lithium-ion 
batteries (modified from ref.2) and4)) Horn

(a) (b)

Fig. 1 Ultra-high speed camera images using 100,000 
frame per second to observe fine particle gen-
erated during the ultrasonic welding process: (a) 
before process, (b) during the process (modified 
from re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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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간  진동폭이 특정 한계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찰력의 축 이 어렵기 때문에 합 계면의 형성이 어

렵다. 일반 으로 가압력이 높은 경우, 짧은 용 시간

과 진동폭에서도 합 계면이 형성된다. 강도는 Fig. 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

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것은 공정 조

건이 정범 를 넘어가면서 소재에 심각한 변형이 

래되어 발생하는 상으로 보인다17). 공정  강성이 

낮은 알루미늄의 두께가 상 으로 더 얇아지기 때문

에 단은 압흔을 경계로 알루미늄 소재에서 주로 발생

한다17). 

  S. S. Lee 등23)은 속의 다층 음  합 공정  

용  시간에 따른 층별 움직임을 찰하여 Fig. 6과 같

이 발표하 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정 기 단

계이거나 가압이 부족한 경우에는 혼에 가까운 소재의 

움직임이 훨씬 크다. 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은 층

간 계면에서 형성되는 마찰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한다. S. S. Lee24)등은 음  용  품질을 모니터링

Process Material
(Top)

Material
(Bottom)

Filler
material

Sonotrode 
size (mm)

Joint strength
(N)

Joint strength
(MPa) Remarks Refs.

Ultrasonic

C1100, 0.5 mm Al1100, 1.0 mm Al2219 8 × 8 - 78.3 8)

Al1100, 1.0 mm C1100, 0.5 mm Al2219 8 × 8 - 61.5 8)

Al1050, 0.2 mm C1220,
0.1 mm * 3 layer - 20 × 7 150 37.5 T-peel 9)

C1220,
0.1 mm * 3 layer Al1050, 0.2 mm - 20 × 7 175 43.8 T-peel 9)

A1100, 0.7 mm C10100, 0.4 mm - 11 × 9 1,512 189 10)

A1100, 0.7 mm C27000, 0.4 mm - 11 × 9 615 76.9 10)

SM laser Al3033, 0.5 mm Cu1100, 0.5 mm Tin foil - 780 62.4 11)

SM laser + 
scanning AW1050, 0.5 mm SF-Cu 0.5 mm - - - 105 Circular 

oscillation 12)

SM laser + 
scanning AW1050, 0.2 mm SF-Cu 0.2 mm - - - 121 Power 

modulation 13)

MM laser Cu-T2, 0.3 mm A1060, 0.3 mm - - 539.5 89.9 14)

Note 1) “SM”: Single-mode, “MM”: Multi-mode Laser beam welding 
Note 2) Joint strength (N): original data from the reference, Joint strength (MPa): extracted and recalculated data from the reference to 

compare the strength of each process

Table 3 Strength of Al/Cu dissimilar materials joint by laser and ultrasonic welding

Clamping
Vibration

Horn Horn

Anvil Anvil

Horn

AnvilHeat

(a) (b) (c)

Fig. 2 The ultrasonic welding process divided into three 
steps, (a) clamping, (b) vibration and welding, (c) 
unloading steps15)

(b) (c)

(a)19)

Cu

AlAl

Cu Cu

AlAl

Cu

50  ㎛ 50  ㎛

(b)8) (c)8)

Fig. 3 Cross-sectional optical microscopy views of Al/ 
Cu joint applied ultrasonic welding process with 
(a) low magnification and high magnification at 
(b) the side and (c) center of the joint. Each of 
positions was marked in Fig.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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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방안으로 변  센서와 로드셀을 복합 으로 

사용하는 피드백 제어기술을 제안하 으나, 음  

합공정의 경우 20 kHz 이상의 고주  진동을 사용하기 

때문에10) 변 센서나 로드셀 등을 사용하는 모니터링이 

여의치 않다. 량 생산체제에서는 약간의 불량이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체할 수 있는 모

니터링 혹은 센서기술의 개발이 시 하다고 사료된다.

3. Al/Cu 이종소재 이  용  기술 개요

  이  용 은 고 도의 에 지빔을 이용하여 수행하

는 용 법으로 용융용 법에 속한다. 주요 공정변수로

는 출력, 속도, 빔의 크기 등이 존재하며, 열 도도가 

높은 알루미늄과 구리 등은 높은 출력 역에서 빠른 속

도로 용 하는 경우가 많다25,26). 한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빔의 반사로 인한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해 

학계를 일정 각도 기울여서 빔을 조사하기도 한다. 

  알루미늄과 구리는 이  용 에 있어서 난용  소

재로 구분된다. 이것은 일반 인 산업용 이 (YAG, 

CO2, 다이오드 등) 장 역에서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Fig. 7). 그림을 통해 도 모드 (conduction mode)에

서 알루미늄과 구리의 흡수율이 각각 4 %, 2.5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빔 흡수율과 소재 고유의 

특성인 높은 열 도율은 공정 안정성을 해한다. 용융

풀을 유지하기 한 열이 손실되기 때문이다. Al-Cu 

계면에서 형성되는 수많은 속간화합물 (Table 4) 한 

합계면의 취성을 높이기 때문에, 형성량이 많아질수록 

합부 물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5,27). 

  그러나 소모품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생산속도가 빨

라 최종 수요기업을 심으로 이  용 기술에 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키홀을 안정 으로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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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ultrasonic welding process divided into three 
steps: (a) clamping, (b) vibration and welding, (c) 
unloading step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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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layers during ultrasonic we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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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높은 에 지 도의 싱  모드 이 를 

용하며, 합면 을 확보하기 하여 원형  지그재그

와 같은 패턴을 복합 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

되고 있으며13,28-30), 펄스형태로 이  출력을 공 하

는 방법 등도 연구된 바 있다12,31). 최근 이  제조사

에서는 알루미늄  구리를 용 하는 방법의 하나로 멀티 

빔을 제안하고 있는데, 두 개 이상의 빔을 직렬 는 병

렬로 배치하는 방법 등32) 여러 형태의 멀티 빔이 존재한

다. 그  에 지 도가 높은 작은 직경의 빔을 심에 

배치하여 키홀의 형성을 유리하게 하고, 외곽에는 상

으로 큰 직경의 빔을 사용한 학계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

다. BrightLine Weld (Trumpf 社), ARM (Coherent 社), 

Adjustable Mode Beam (IPG 社), Corona (nLIGHT 

社) 등이 이에 속한다. 500 nm 장 역의 그린 이

와 400 nm 장 역의 블루 이  한 해당 시장을 

선 하기 하여 이미 출시되었거나 개발 정에 있다. 

장 의 이 는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던 1 um 

장 역의 IR 이 와 비교하 을 때, Fig. 7에 나타

나 있는 바와 같이 상 으로 높은 흡수율을 가지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나 구리의 이  용 에 유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33,34).  

  이  용   취성이 강한 속간화합물의 형성을 

방지하기 한 연구도 꾸 히 진행 이다. 합강도가 

소재간의 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나기 때문이다. Zuo et al.14)과 Lee et al.25) 등은 

속간화합물의 형성을 최소화하기 하여 부분 용입조

건으로 용 을 수행하 으며, 취성이 강한 CuAl2  

CuAl의 형성으로 인하여 합계면에서 단발생(Fig. 

8)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용 부 물성이 하되었다고 

보고하 다(Table 5). Solchenbach et al.13) 한 

같은 부분용입 조건이라도 과입열 조건에서는 10 um

을 과하는 속간화합물이 형성된다고 언 하 으며, 

60 MPa 정도의 강도가 측정되었다고 하 다. 반면 계

면에 3~5 um 정도의 속간화합물 층이 형성된 경우 

105 MPa의 강도를 확보하 다고 하 다. 이외에도 

Hailat et al.11) 은 주석을 삽입 속으로 활용하여 용

융부의 취성을 완화하고자 하 으며, Weigl et al.12)

과 Feng et al.35,36)은 상용 용 재료를 용하여 강도

를 향상시키려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 다. 

  알루미늄과 구리의 이종소재 이  용 을 한 완

벽한 공정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Phase Composition Crystal structure Atoms per 
unit cell

Hardness 
Hv (10 gf)

Cu 100% Cu Face-centered 
cubic 12 Cu 75

γ2 Cu9Al4 Body-centered 
cubic

36 Cu, 
16 Al 770

ζ2 Cu4Al3 Monoclinic 12 Cu,
 9 Al 930

η2 CuAl Body-centered 
orthorhombic

10 Cu, 
10 Al 905

θ CuAl2 Body-centered 
tetragonal

4 Cu, 
8 Al 630

α-Al 100% Al Face-centered 
cubic 12 Al 36

Table 4 IMC phases can be formed in Al-Cu binary sys-
tem13)

 

(a)      (b)

 

(c)    (d)

Fig. 8 Cross-sectional images of tensile shear tested 
specimens of Al-Cu overlap dissimilar joint us-
ing single mode laser under 1 kW laser power 
with (a) 10 m/min and (b) 50 m/min welding 
speeds. High magnification SEM images of in-
terfacial surface of the ruptured specimen used 
(c) 10 m/min and (d) 50 m/min welding speeds. 
(modified from ref.25))

Table 5 Summary of IMC phase formed in laser welding 
of Al and Cu

Joining
methods

IMC phase 
formed Remarks Ref.

Laser
welding

γ2-Cu9Al4 Positive influence

25)
α-Al + θ-CuAl2 Brittle phase

α+θ eutectic -

α-Al -

Cu9Al4 -

14)CuAl2 Brittle phase

CuAl Brittle phase

Brazing
CuZn Some influence

35)
CuAl2 Some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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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강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두 소재 사이의 혼입량

은 으면서도, 면 은 넓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동시에 소재의 열팽창률  수축률이 크기 때문에 열팽

창/수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입열은 최소화해야만 하

며, 음  용 과 다르게 공정  가압을 부여하지 않

기 때문에 고정장치 설계와 갭 리 한 주의하여야만 

한다. 최근 이  용   키홀의 깊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이  센서 장치 등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와 같은 피드백 제어를 활용한다면 이종 소재 간의 혼입

량을 조 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4. Al/Cu 이종소재 합부의 항

  배터리 셀  모듈의 제작에서 용   합기술이 

요한 이유는 배터리의 수율  효율을 좌우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안정 이면서 견고한 합부의 확보 뿐만 

아니라, 에 지 손실 감을 한 낮은  항의 확

보 한 매우 요하다.

  항은 면 이 늘어나면 Fig. 9와 같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Brand et al.28,37)은 배터리에 

용 가능한 다양한 공정기법을 상으로 면 에 따

른 기 항 값을 측정하 다. 가장 큰 폭의 

항 하는 음  용 에서 확인되었으나, 이   

스폿 용 부의 면 이 훨씬 좁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항이 도출되었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 

한 Schmidt et al.38,39) 등에 의해 용  패턴에 의해

서도 항값이 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 바 

있는데 실용화 용을 해서 보다 구체  연구가 추가

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기술 기고에서는 알루미늄과 구리와의 이종 합에

서 용되고 있는 표  용 공정 기법을 선정하고 공

정별 특성, 주요 공정변수  합부의 특징에 한 국

내외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실용화 연구개발에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음  용  공정은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는 합 

방법으로써 속간화합물의 형성 제어  다층 용 에 

유리하고 공정 안정성이 뛰어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가압  진동으로 야기되는 변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용 공정은 편면 용

이 가능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 이 있어 음  용

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속간화합물이 두껍게 

형성되고 공정 역이 좁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기존 

공정을 체하기 해서는 일정 이상의 강도 확보 이외

에도, 공정 최 화  하드웨어 개발을 통해 얇은 속

간화합물 층을 넓고 안정 으로 형성시키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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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외 으로 각종 융합부품소재  공구류, 기계부

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제품의 단순화를 한 

마찰용 (Friction welding)을 용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마찰용 은 융합부품소재 분야에서 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공정수 감소, 이종 합에 의한 생산원

가의 감, 신뢰성 높은 제품의 량 생산 등의 합수

단으로 주로 용되고 있다. 한 마찰용 의 특성을 

효과 으로 활용하고 이종 마찰용 재의 강도특성 평가

와 피로수명 향상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1,2).

  한 마찰용 은 동종재는 물론 가스용 , 자빔용

 등 기존의 용 법에서는 곤란한 이종 속, 비철 속

까지 자유롭게 합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인 면과 기술 인 측면에서도 많은 장 을 지니고 있어 

그 이용 범 는 넓고, 그 도입 목 도 범 하다. 마찰

용 은 고체상태의 두 재료를 가압하에서 면에 기

계  상 운동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해 두 

재료를 압 시키는 고상용 의 일종으로서 특히 이종

속의 용 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3,4).

  각종 배 재는 Fig. 1에서와 같이 일반 으로 단조품

과 이 를 용  이음한 제품으로 용되며, 일반 기

업체에서만 년 평균 생산개수는 수십만개에 이른다. 한

편 Fig. 1의 이 와 랜지 합부의 가공이 난이하

고 한 합부의 피로수명 하 등의 문제 이 발생되

기 때문에 이를 마찰용 으로 해결할 수 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배 재로 사용되는 A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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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재와 A312 스테인 스 이 강재(ASTM 재료명

칭)에 한 이종 마찰용 을 수행하고, 최  조건을 규

명하기 해 마찰용  변수 등의 상호작용에 의한 마찰

용  품질의 상 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 마찰용

재(As-welded)와 후열처리재(PWHT)와의 강도특성 

 방사선투과시험(RT) 등을 고찰하 다.

  

2. 사용 재료  실험방법

2.1 사용 재료  시험편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각종 랜트용 배 재로 사용

되는 A105 단조용 환 재와 A312 스테인 스 이  

강재로써 국내 제품이다. A105 단조재는 각종 배 재

의 랜지 부분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재료이며, A312 스

테인 스 강재는 이  강재로서 내열성, 내마모성, 고

온강도 등이 우수하다.

  Fig. 2(a)는 마찰용  시험편으로 좌측은 직경 21.5mm

의 A312 스테인 스 강재이며, 우측은 직경 22mm의 

A105 단조재이며, 소재의 길이는 각 150mm로 용

하 다. Fig. 2(b)는 두 이종재료를 마찰용  후열처리

재의 형상을 나타낸다.

  Table 1과 Table 2에 A105와 A312의 화학조성 

 기계  성질을 각각 나타낸다. 한, 마찰용  후 용

부의 잔류응력 제거를 해 A105 단조재를 기 으로 후

열처리(PWHT)를 시행하 다. 후열처리 조건은 설정온

도까지 140℃/h로 가열하 고, 608∼618℃에서 35

분간 유지 후, 노냉(furnace cooling) 하 다.

  Fig. 3(a)는 마찰용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b)는 

가열시간 변화에 따른 9가지의 마찰용 재를 나타낸다. 

한 (c)는 마찰용 부의 인장시험편을 나타내며, 이는 

마찰용 부의 래시 부 를 선반가공으로 제거 후 용

계면에서 좌우 30mm씩 직경 20mm로 가공하 다.

2.2 실험장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마찰용 기는 연속구동 이크 Fig. 1 Shape of piping materials for welded joint

(a) Friction welding specimens

(b) Post welded heat treatment specimens

Fig. 2 Shape of specimens

Mat. C Si Mn P S Cr Mo Ni Cu Fe

A105 0.35 0.20 0.6 0.035 0.04 0.3 0.12 0.4 0.4 Bal.

A312 0.08 1.0 2.0 0.045 0.03 16.0 2.0 10.0 0 Bal.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Mat.

Tensile
strength

σt

(MPa)

Yield
strength

σy

(MPa)

Reduct-
ion of
area
φ(%)

Elongation
ε

(%)

Hard-
ness
(HV)

A105 494 348 62 35 192

A312 760 332 - 54 176
Post weld heat treatment : annealing(608∼618℃×35min.)→
furnace cool

(a) Friction welding specimens

(b) Appearance of finished goods of friction welds

(c) Tensile test specimen of welded

Fig. 3 Shape and dimension of specimen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materials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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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TH-25)이며, 용량은 최  재료치수로서 회 척은 

ø25mm이고 고정척은 ø40mm이다. 그리고 마찰용

부의 인장강도 시험기는 만능시험기(KDU-50)로서 인

장속도는 2mm/min으로 수행하 다. 경도시험은 마이

크로 비커스 경도시험기(HM-124)를 사용하 으며, 비

커스 경도시험은 ASTM E384-05 규격6)에 하여 경

도시험을 수행하 고, 시험하 의 조건은 10g, 가압시

간 10sec, 0.5mm 등간격으로 측정하 다. 한 방사

선투과시험(RT)은 용착부의 건 성 확인을 해 마찰

용 재와 후열처리재의 각 9개 시험편을 각각 세 가지 

방향으로 검사를 수행하 다. 시험장비는 880DELTA 이

며, 최 장  허용 용량은 150Ci이다7,8).

  마찰용 은 고온의 마찰 열원으로 부분의 온도는 

약 1300℃ 정도이며, 합부의 온도상승에 의해 소성 

유동이 발생하며, 이 때 마찰력을 이용하여 합이 이

루어진다. 한 본 연구에 사용된 이크 방식은 재

료의 한쪽을 우측의 고정척에 부착하고, 다른 재료 한

쪽은 좌측의 회 척에 부착하여 일정한 회 수로 회

하여 축방향으로 가압하면서 두 재료를 마찰시키며, 마

찰부가 당한 온도로 가열되었을 때 이크에 의해 

회 척을 정지 시키고 업셋하여 합을 시행한다.

  마찰용 의 변수로는 회 수(n), 마찰가열압력(HP), 

업셋압력(UP), 마찰가열시간(HT), 업셋시간(UT) 등

이다. 먼  마찰용 의 압력 조건을 선정하기 해 마

찰용 기의 사용 설명서와 참고문헌9-12)을 통하여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실험 후 가열압력과 업셋압력의 최 조

건을 결정하 으며, 이 조건에서 재료손실량(Mo)의 변

화를 조사하 다. 한 2단계 실험에서는 최  압력조

건에서 가열시간을 변화시켜 마찰용  후 용 부의 강

도 특성 등을 검토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강도특성

  Fig. 4는 가열시간 변화에 따른 마찰용 재를 잔류응

력 제거를 한 후열처리(PWHT)를 시행하여 인장강

도와의 실험결과를 마찰용 재(As-welded)와 비교하

여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열시간 1 에서 9 의 인장

강도는 A105 모재의 인장강도(494MPa)에 비해 모든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열시간 1 일 때 649MPa, 

5 일 때 596MPa, 9 일 때 487MPa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항복강도의 결과도 인장강도 결과와 비

슷한 경향으로 나타남을 확인하 다. 이는 강도 인 측

면에서 고려하면 가열시간 변화는 모든 조건에서 100%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용 재에 비해 후

열처리재의 인장강도는 5 에서 약 14% 낮게 나타났

으며, 단양상은 1-3 는 입열량이 다소 부족하여 용

계면에서 단되었고, 5-9 는 열 향부의 A105쪽

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강도 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가

열시간이 6  이상은 강도값이 낮아지는 경향이므로 가

열시간 5 가 최 조건으로 단된다.

  Fig. 5는 마찰용 재와 후열처리재의 가열시간과 연

신율과의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후열

처리재의 연신율은 모재의 연신율(35%)에 비해 체

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가열시간 1 를 제외하면 모든 

조건에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열

시간 5 의 마찰용 재의 연신율은 48%, 후열처리재

의 연신율은 13%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열처리시 용

품질(강도, 연성)이 되는 최  조건의 범 는 체

으로 넓게 나타났다.

  Fig. 6은 마찰용 에서 압력변화에 따른 가열시간과 

재료손실량과의 상 계를 나타낸다. 가열압력과 업셋

압력이 각각 50, 100MPa, 업셋시간 10 에서 가열시

간을 1 에서 9 까지 변화시켜 마찰용 을 수행한 결

과이다. 그래 에서 보면 가열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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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량이 선형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타의 실험

결과에서도 일반 으로 가열시간과 재료손실량과는 선

형 인 계로 나타나는 결과가 보고11,12) 되고 있다.

  한편, 재료손실량은 1 에서 4mm, 5 에서 11mm로 

나타났고, 9 일 때 19mm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직

경 20mm 강재의 재료손실량은 10∼15mm로 보고11,12) 

되는 을 감안하면 19mm의 재료손실량은 비교  손

실량이 많으며, 따라서 7  이상은 과잉 조건으로 단

된다. 결과 으로 마찰용  과정에서의 업셋량을 조 하

여 용 제품의 길이치수 정 도 등을 요구할 때 이 결과

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3.2 경도분포

  Fig. 7은 최  마찰용  조건에서 마찰용 재(As-weld-

ed)와 후열처리재(PWHT)의 경도분포를 비교하여 나타

낸다. 경도측정은 마찰용 재와 동일 조건으로 0.5mm

의 등간격으로 이  두께의 간부에서 좌우 각 7mm

까지 각각 측정하 다. 한 용 계면 에서 의 

심으로부터 11mm 거리의 원주방향의 내측부 용 계면 

역이다. 

  Fig. 7의 경도분포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A105 모재

의 경도는 약 HV 168, A312 모재의 경도는 약 HV 

180으로 나타났다. 용 계면(Weld interface, WI)부

에서 경도는 A105 측의 경도는 약 HV 148, A312 

측의 경도는 약 HV 209로 나타났다. 특히 A312 래

시부의 경도 HV179, A105 래시부의 경도 HV155

로 나타났다.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는 

용 계면에서 A312 측으로 약 4mm, A105 측으로 

약 3mm로 총 7mm 정도인 것으로 단된다. 이는 용

경계면에서 국부가열과 냉  가공경화 효과 등에 

의해 경도의 변화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한 용 후열처리를 시행하여 경도분포를 조사한 결

과, 그림에서와 같이 A312의 경도값은 약간 상승하

고, 이에 비해 A105의 경도값은 반 으로 낮은 수

으로 완화됨을 알 수 있다.

 

3.3 조직 찰

  Fig. 8은 최 조건에서 마찰용 한 재료의 후열처리

(PWHT)에 따른 미경 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해 2％의 나이탈(nital) 용액으로 에칭(etching) 후 

두 이종재의 용 계면(WI), 열 향부(HAZ)  모재부

(BM)를 각각 200배로 확 하여 찰하 다.

  반 으로 마찰용 재의 A105측 보다 A312측의 

용 계면과 용 열 향부 조직에 탄화물형성이 다소 많

이 나타나는 것은 마찰용 시의 고온가열에 의해 A312

에 함유되어 있는 크롬(Cr)이 편석되어 있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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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5). 한 A105의 용 계면부에서 상 으로 경

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 으로 거시  미시 으로 두 이종재료의 합부

를 찰한 결과, 어떤 게재물이나 기공, 균열 등이 발견

되지 않았고, 이종 속간의 강렬히 혼합된 미세입자의 

혼합조직을 이룬 조직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3.4 방사선 투과시험

  Fig. 9는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ic examination, 

RT)의 결과 사진을 나타낸다. X선  감마선은 시험편을 

투과하는 성질이 있는데, 투과하는 정도는 재료를 구성하

는 원소와 두께에 따라 달라지며, 시험편 에서 방사선

의 흡수가 달라지면, 방사선 투과사진 상에 나타나며, 

이것을 찰함으로써 시험편 내부의 결함 유무를 탐지

한다. 한 방사선  필름을 이용하여 내부 결함의 실

상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재질  형상에 계없이 내부 

결함 검출에 용된다.

  Fig. 9(a)는 마찰용 재의 가열시간 5 의 조건에서 

검사한 결과를 표 으로 나타낸다. 표면  속내부

의 타당성과 기공(blowhole)의 흔 이 없음이 확인되

었고, 모든 합부에서 어떠한 결함의 흔 이 없고 이

종 속의 용착이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한 마찰용

시 발생하는 불순물이 이  내부로 도출되면서 

래시가 이음매 외부에 형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9(b)는 후열처리재의 가열시간 5 의 조건에서 

검사한 결과를 표 으로 나타낸다. 9개의 시험편 표

면  속내부의 기공이나 결함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종재 용착부에 변화가 없으며, 이는 게재물  산화

막이 래시로 토출되어 용착이 잘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각종 배 재에 사용되는 A312 재와 A105단조재의 

이종 마찰용  후열처리에 한 최 화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마찰용  후열처리재의 이음효율이 체로 1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후열처리재의 기계  특성을 고려한 

최 조건은 회 수 2000rpm, 가열압력 50MPa, 업셋

압력 100MPa, 가열시간 5sec, 업셋시간 10sec, 재료손

실량 11mm의 결과로 나타났다.

  2) 열 향부는 용 계면에서 좌우 약 7mm 로 나타났

으며, 후열처리에 한 최 조건에서 마찰용 부의 미

세조직을 찰한 결과 두 이종재가 강렬히 혼합하여 게

재물이나 기공, 균열 등이 없는 양호한 합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방사선투과 시험에서 마찰용 부에 기공의 존재가 

없었고, 후열처리재의 표면  합부의 건 성에 있어 

결함이 검출되지 않았다. 결과 으로 종 의 아크 용

법을 마찰용 법으로 생산하면 공정수  재료 감 등

의 경제  효과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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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들은 2005년부터 통계를 이용한 용 산업 황

데이터를 한용 합학회지에 투고하고 있으며1-3), 동

일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황분석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자 한다. 용 ․ 합편람에 따르면 용 공정은 재료를 가

공하여 부품을 제작하는 단계와 부품을 조립하여 제품

을 제작하는 단계에 용된다4). 기존의 방법론에서 용

재료, 용 기와 같이 통계를 통해 쉽게 황을 도출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수요산업에서의 용 산업의 부

분 황은 2002년 미국용 학회(AWS)에서 발간한 자

료5)를 바탕으로 하 다. 

 

2. 통계 도출 방법

  용 산업의 매출액 조사를 하여 통계청에서 공시한 

2011년에서 2017년까지의 산업 분류별 매출 황6)을 

이용하 으며, 10차 산업분류의 경우 통계에 사용된 산

업의 경우 Table 1과 같이 산업코드가 변동되지 않았

다3). 용 시공산업에서 용 산업의 부분값은 Table 2

와 같이 미국용 학회에서 조사한 비율을 이용하 다5). 

수출입과 련한 무역 회자료의 HSK코드의 분류도 변

동이 없어 기존의 자료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며 사

용한 HSK코드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3,7).

3. 통계조사결과

3.1 매출액

  용 산업의 매출액은 용 재료산업과 용 기산업의 

매출액과 용 시공산업 매출액  용  기여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Fig. 1은 2004년에서 2017년 용

산업의 매출액을 보여 다. 지속 으로 성장하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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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매출액이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10년  2007년과 같이 5조원 로 매출액이 감소하 다3).

  용 기자재산업의 경우 일정 수 의 매출이 유지되었

으나 용 재료산업에서 3,000억원 가까운 매출액 감소

가 발생하 다(Fig. 2). 한 용 시공산업에서는 조선

산업의 기로 인하여 2조원 가까운 매출 감소효과를 

일으켜(Fig. 3), 용 재료산업과 조선산업의 매출 감소

가 용 산업 매출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 다.

3.2 수출입액

  2011년에서 2017년 용 산업 수출액을 조사한 결과 

2012년 크게 감소한 수출액이 계속 유지되다가 2017

년 다시 일부 증가하여 40억불 수 이다(Fig. 4). 그

Classification Code Industries

Welding
power source

C28909301 Manufacture of arc welding 
equipment

C28909302 Manufacture of resistance weld-
ing equipment

C28909309 Manufacture of other welding 
equipment

C29199101 Manufacture of gas welding and 
cutting equipment

C29199102 Manufacture of other welding 
equipment

Welding 
consumable C25999201

Manufacture of coated rods and 
cored wire, of base metal for 
soldering or welding

Major
manufacturing 

industries 

C262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
ponents

C30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C311 Building of ships and boats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C263, 2918 Manufacture of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C28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
ment

C27
Manufacture of medical, pre-
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

C312 Manufacture of railway locomo-
tives and rolling stock

C313 Manufacture of aircraft, space-
craft and its parts

Table 2 Proportion of welding-related expenditure for 
each welding application industry5)

Industry Proportion

Heavy industrial manufacturing 5.19%

Construction 3.09%

Light industrial manufacturing 2.36%

Automotive 0.72%

Capitalized repair & maintenance 0.34%

Electronics / medical 0.34%

Aerospace 0.21%

Average for all industries 0.72%

Table 1 Industry classification for sales statistics

classification HSK
code Items

Welding
power source 8515

Electric (including electrically heated 
gas),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ultrasonic, electron beam, magnetic 
pulse or plasma arc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machines and apparatus, wheth-
er or not capable of cutting; electric ma-
chines and appar

Welding con-
sumable

3810

Pickling preparations for metal surfaces; 
fluxes and other auxiliary preparations 
for soldering, brazing or welding; solder-
ing, brazing or welding powders and 
pastes consisting of metal and other ma-
terials; preparations of a kind used as 
cores or coatings for welding electrodes 
or rods

8311

Wire, rods, tubes, plates, electrodes and 
similar products, of base metal or of met-
al carbides, coated or cored with flux 
material, of a kind used for soldering, 
brazing, welding or deposition of metal 
or of metal carbides

Major
manufactur-

ing industries 

85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89 Ships and floating structures

Other manu-
facturing in-

dustries 

86 Railway or tramway locomotives, roll-
ing-stock, and parts thereof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90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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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sales of korean welding industry

Table 3 HSK classification used in export/impor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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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2011년 비하여 2017년 수출액이 5억불 가량 

은 수 이다. Fig. 5와 같이 체 용 산업 수출액 

동향은 조선산업의 용  수출액의 동향과 거의 일치한

다. 이는 조선산업에서 용  비 이 높고 타 산업에서 

수출은 상 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Fig. 

6과 같이 용 기자재 산업의 경우 상 으로 수출이 

해당 기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자세한 원인

에 해서는 본 연구 데이터외의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

다. 용 기자재의 경우 수출이 수입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 이며, 수입액은 2017년 기  2.5억불 규모이

다. 용 재료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모두 해당기간 감

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Fig. 6,7), 이는 주요 용  시

공산업인 조선, 공업산업의 불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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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ends of sales of welding equipments and material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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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ends of welding-related sales in the welding app-
lication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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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ends of exports of korean weld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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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rends of welding-related exports in the welding 
application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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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 사 

  용 산업의 경우 시공산업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용

공정의 특성으로 인해 매출  수출입 분석이 용이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기여율을 이용한 통

계 자료를 업데이트하 다. 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화

인터뷰를 이용한 통계자료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뿌

리센터)를 통해 조사되고 있다. 재 기법을 이용할 경

우 용 산업의 매출액은 6조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

이나, 화인터뷰 통계조사에서는 2016년 기 으로 43

조 매출액이 조사되었다. 이는 체 매출액 비 용

시공의 기여율에 한 환산기법의 차이에 기인한다. 당

 AWS의 경우 각 산업별로 체 지출에서 용 련 

지출의 비 을 조사하 으나, 뿌리센터에서는 체 매출

에서 용 시공의 기여율을 조사하 기 때문이다. AWS조

사에서 조선산업 내에서 용 련 지출의 비율은 5.19%

이나 실제 조선소에서 제작 공수의 반 이상을 용 공

정이 차지하므로 매출액  비  환산 기 에 따라 용

산업의 매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국내 

산업에서 용 시공 기여율이 각 수요산업별로 조사된다

면 화인터뷰가 아닌 통계자료를 활용한 산업 매출 조

사기법도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용 산업의 경우 가장 요한 수요산업인 조선산업의 

불황과 이에 따른 용 재료산업의 매출액 부진으로 인

하여 매출액이 10년  수 으로 후퇴하 다. 최근 조

선업이 조 씩 살아남에 따라 매출 증가가 향후 상되

고 있으나, 용 산업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여 의존

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 조선산업 만큼의 용 량을 

타 산업에서 확보하는 것은 공법상 한계가 있지만 부가

가치 인 에서 다양한 수요산업에서의 고부가 용  

용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용 재료 산업의 경우 매

출  수출이 지속 으로 감소되고 있다. 흥미로운 사

실은 용 기자재 산업의 수출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었

으며, 수입액도 2.5억불 수 이었다. 이에 한 자세한 

분석을 통한 기자재산업의 발  략  수입 체 활동

이 필요하다.

ORCID: Seungjae Lee: http://orcid.org/0000-0003-0413-8587
ORCID: Cheolhee Kim: http://orcid.org/0000-0003-4127-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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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제조업의 핵심기술인 용접 접합 산업에 종사하는 관련자 여러분 모두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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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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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만)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이상

종신회비 300 275 250 225 200 175 150

 ※ 종신회원 가입 후 회비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납부도 가능하오니, 학회로 문의 바랍니다.    
 ※ 회비납부 
   우리은행 025-079710-01-001, 대한용접접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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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회가 용접접합 용어사전 3차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3차 개정증보판은 1992년 초판과 2001년 개정증보판을 발간

한 이후 17년 만에 발간하는 사전입니다. 우리 학회는 25년 전 용접용어사전 

초판 발행 이후 용접 접합기술의 진보에 맞추어 꾸준히 새로운 기술용어를 도

입 및 발굴하고 이를 학계와 산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표준화된 우리의 기술용

어 사용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증보판는 기존의 용어를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게 수정, 보

완하였고 새로운 용어를 확충하였으며 용접 접합기술 분야에서 새로이 각광받

고 있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마이크로 접합 및 패키징 분야에 대한 기술용어

를 새롭게 추가하여 내용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 판매가 : 60,000원, A4/500면,  구입처 : 학회사무국, 02-538-6511∼2

대한용접접합학회지(JWJ) 학회지 구독 안내

  우리 학회가 연 6회 발행하는 대한용접접합학회지(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 JWJ)가 2016년 2월호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책자로 발행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던 학회지를 온라인으로도 발행하여 회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

하게 게재논문을 검색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회지 발행 즉시 회원여러분에게 이메일로 검색 

창을 안내하여 온라인 학회지 게재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원 여러분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렸던 학회지(인쇄물 책자)는 2015년 12월호(33권 6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내드리지 않으니, 기존과 같이 책자로 발간된 학회지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간 구독료 1만원을 

납부하시면 학회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특별회원사와 찬조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회지를 책자로 보내드리고, 게재논문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도록 

이메일 안내해 드립니다. 

• 학회지 게재논문 검색, 다운 : http://www.e-jwj.org/ http://www.kwjs.or.kr/⇒ 논문투고

• 학회지(책자) 구독료 신청 : 학회 사무국, 02-538-6511, 2, kws@kwj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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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9년 1월 17일(목) 14:00-16:00

• 장  소 :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회의실 702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더 루벤스밸리)

• 참석자 : 백응률, 김종도, 김유찬, 이해우, 장경호, 조정호, 박노근, 박영도, 홍원식, 이유철, 이정수, 박정웅,     

남성길(대 현충민), 강남현, 안규백, 오동수, 유회수, 전주선, 김형태, 김정오(위원장)

• 감  사 : 김숙환, 최  광

• 위  임 : 방희선, 송상우, 한상배, 기형선, 김성욱, 홍현욱, 한기형, 정상훈, 최해운, 박태원, 서  정, 정유동, 

김용덕, 계명재, 서성호, 정홍철, 안종기, 박철규, 이목영

 2019년도 회장 인사 및 신임임원 임명장 수여 

1. 백응율 회장은 회장 인사말에서 학회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학회가 연결과 협업을 통해 혁신기술

을 창출하는 Motive의 장이 되도록 3가지 목표로 학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함

   1) 용접접합 학술단체로서 플랫폼 강화 : 연결-협업-혁신기술창출

   2) 혁신기술 창출을 위한 도전과제 발굴과 협업팀 구성

   3) 춘, 추계 학술대회 세션별 혁신주제 운영

2. 신임 임원 임명장을 김종도 수석부회장에게 대표로 수여함

 주요 안건보고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29명(종신회원 17명, 정회원 11명, 학생회원 1명)  

2. 2018년도 학회 회무에 대한 신구 회장 업무인수 인계를 부산에서 개최함  

3. 학회주관 2019년도 학회-용접조합 신년인사회를 1월 17일(목) 중식당 동보성에서 개최함

4. 2018 과총 심사위원 Pool 구성 전문가를 추천함  

5. 2019년도 과총 대의원으로 백응율 회장, 김종도 수석부회장, 김유찬 사업부회장을 등록함

6. 학회상 포상 시기를 조정하여 논문상 관련 상은 춘계에 이외의 상은 추계에 시상하기로 함 

7. 2018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일시 및 장소 : 2018. 11. 15(목) - 11. 16(금), HICO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 발표논문 : 191편(특별세션(8개 분야) 53편, 일반발표 138편, 구두발표 79편, 포스터발표 52편)

   3) 등록인원 : 381명(유료등록 310명, 무료등록 71명)

   4) 후원 및 전시참여 업체 : 9개 기관, 5개사

8. 2018 추계 학술발표대회 부문별 수상자 시상

   1) 구두발표 우수논문상(7명) : 최영식, 박정열, 서준석, 박해지, 백효진, 최상규, 정근호

   2) 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7명) : 김재훈, 김진혁, 오상주, 김주홍, 안효익, 김진영, 한승창 

9. 2019 춘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계획

   1) 일시 및 장소 : 2019. 5. 16(목) - 17(금), 여수컨벤션센터 

   2) 주요행사 : 학술상강연, 초청강연, 특별세션, 구두 및 포스터발표, 미래전략포럼, 기기전시회, 만찬

   3) 발표논문 신청 마감 : 2019. 4. 1(월)

   4) 춘계 특별세션 신청 마감 : 2019. 3. 4(월)

10. "Ball Joint" 용접부위 균열 원인 검토에 대한 기술자문 연구용역보고서를 한국산업공단에 제출함 

11. 2018 COSD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한국표준협회(COSD 대표기관)에 제출함

12. “극저온 고Mn 용접재료의 국제표준화”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차년 과제를 평가받음

13. 2019-2020년도 편집위원회를 구성함 (편집장 정승부, 편집이사 7명, 편집위원 31명)

14. 2019-2020년도 연구위원회, 지회를 구성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함

※ 첨부 242차 이사회 회의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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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및 토의 안건 의결
1. 2019-2020년도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이세헌

   - 위  원 : 강봉용, 김일수, 이종섭, 전진수, 한용섭 

2. 2019년도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백응율

   - 위  원 : 김종도, 김유찬, 이해우, 장경호, 정승부, 조정호, 박노근, 김명현, 김동철 

3. 2019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장웅성 

   - 위  원 : 박영환, 조정호, 박태원, 이목영, 박영도

4. 최근 수년간 활동이 없는 호남지회의 존속 여부에 대해 참석이사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지회 폐지 찬성이 11

명, 반대가 4명으로 결정됨에 따라 호남지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5. 2019년도 부문별 업무계획을 담당부회장이 발표함

 학술부문 업무계획 (김종도 수석(학술)부회장)

 1. 춘, 추계 학술대회 개최 장소 장기 계약 추진

 2. 학술대회 특별세션 활성화

 3. 학술대회 후원금 유치 확대 

 4.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사진전 포상 선정을 체계화

 5. 좌장 선정을 체계화하여 전문가 추천과 초청으로 좌장을 활성화

 6. 신규회원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석학과 Young engineer만남, 학술대회 연계 교육과정 도입예정

 7. 학술위원회 위원 구성과 보완

 사업부문 업무계획 (김유찬 사업부회장)

 1. 용접조합과의 가교 역할 수행

 2. 국제부문의 AWF 행사를 지원

 3. 기술자문학술연구용역사업 수행

 4. 뿌리기술학회연합회 관련 업무 수행

 5. 용접학회와 산업체간의 기술연계성을 발굴

 편집부문 업무계획 (강남현 편집이사)

 1. 등재학술지평가 준비 작업

 2. 학회지 정시발간에 필요한 논문 확보

 3. 호별 특집호 담당이사 선임과 특집논문 확보

 4. JWJ 인용지수 증가를 위한 장려방안 마련

 5. 우수 심사위원상 제정

 6. 심사위원 pool 확장

 기술부문 업무계획 (이해우 기술부회장)

 1. 2019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LNG선박 Type별 건조 공정 소개)

 2. 원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용접방법 검토

 3. 원전 FCAW 적용을 위한 T/F팀 구성

 4. 각종 용접품질 관련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

 5. 내식성 및 내크랙성이 우수한 원전용 Inconel 690 용접재료 개발

 6. 이상계 스테인리스강 공식 방지에 대한 경험 공유

 국제부문 업무계획 (장경호 국제부회장)

 1. 72nd IIW Annual Assembly & International Conference 참가

 2. 31st AWF Meeting 참가 및 32nd AWF Meeting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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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AST-WJ Symposium 개최 

 4. 춘, 추계 학술대회 Global Section, IIW Section 개최

 5. IIW Committee와 연구위원회 간의 연계방안 마련

 6. IIW 연구위원장을 규정에 따라 재선임하거나 연구위원장 선출 규정 수정을 요청  

 2019년도 연구위원회, 지회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계획

위원회/지회 일시 장소 비고

고에너지연구위원회 심포지엄 7. 18-19 지리산

MPC위원회 심포지엄 
5. 16 여수 학술대회 특별세션

10월 중 COEX

건설플랜트이음연구위원회 세미나 8. 23 중앙대

마찰교반연구위원회 세미나 춘, 추계 여수/대구 학술대회 특별세션

강도연구위원회 심포지엄 8월 미정

공정연구위원회 기술세미나 8월 미정

야금연구위원회 심포지엄 7. 4-5 포항공대

자동차용접연구위원회 기술세미나 상반기/하반기 미정

동남지회 심포지엄 춘, 추계 여수/대구 학술대회 특별세션

 7. 플랫폼TF 위원장을 박영도 학술이사로 교체하고 추가 위원 선정과 운영방법은 위원장에게 일임함. 

 8. 회장단 - 연구위원장 간의 업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9. 용접조합 여의도 사무실 학회임대 건은 추후 조합이사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함

10. 용접조합 용접기능경기대회에 학회장상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학회가 발간한 도서를 증정하기로 함 

11. 학회-조합 협력위원회 위원으로 김유찬 사업부회장과, 조정호, 오동수 이사를 선임함

12. 2019년도 이사회 개최 일정을 결정함

회차 242차(1) 243차(2) 244차(3) 245차(4) 246차(5) 247차(6) 248차(7) 

일시 1/17(목) 3/15(금) 5/16(목) 7/15~17 9/20(금) 11/21(목) 12/20(금)

장소 서울 대구 여수
충주

(폴리텍)
미정

경주(한수원)
대구

창원
(베스트에프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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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LNG미드스트림 사업 재편 *

  포스코가 그룹 LNG미드스트림 사업을 재편한다. 동

사는 4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양에서 운  인 

LNG터미 을 포스코에 지에 양도하고, 포스코에 지

가 보유하고 있던 포항제철소와 양제철소 내에 치

한 부생가스복합발 소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LNG미드스트림 사업재편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추

진하고 있는 ‘100  개 과제’  하나로 동사그룹의 

LNG미드스트림 사업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천연

가스는 개발․생산하는 업스트림(Up-Stream) 단계 가

스를 액화해 수송․기화하는 미드스트림(Mid-Stream) 

단계, 최종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 하는 다운스트림

(Down-Stream) 단계로 크게 구분되는데 LNG터미  

등은 미드스트림 단계에 해당된다. 동사는 LNG미드스

트림 사업 재편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 의 가스 사업

과 포스코에 지의 발 사업간 시 지를 극 화할 수 

있게 되었다. LNG도입  트 이딩 업무는 포스코인

터내셔 에서 담하고, LNG터미  사업은 포스코에

지로 이 하여 재 운 인 발 사업과 연계해 그

룹의 LNG미드스트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이다. 동사는 포항제철소와 양제철소의 부생가스복합

발 소를 인수해 기존의 자가발 설비와 통합운 함으

로써 효율성을 극 화하고 제철소 력공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공업

* 뉴질랜드 최신  군수지원함 진수 *
 

  공업이 뉴질랜드에서 수주한 최신  군수지원

함을 성공 으로 진수했다. 동사는 4월 24일(수) 울산 

본사에서 한 석 사장과 필립 터 (Philip Turner) 

주한 뉴질랜드 사, 데이비드 록터(David Proctor) 

뉴질랜드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수량 2

만3천톤  군수지원함의 진수식을 가졌다

  이날 진수한 함정은 동사가 지난 2016년 7월 뉴질

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길이 173미터, 폭 

24미터 크기에 최고 속력은 16노트(29.6km/h)에 이

른다. 이 군수지원함은 1만톤의 보  유류와 20피트

(feet) 크기의 컨테이  12개를 재할 수 있으며, 운

항속력에 따라 기 추진과 디젤기  추진을 선택 으

로 사용해 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이 리드 추진 

체계가 탑재 다. 특히, 남극 해역에서 작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빙(耐氷)․방한(防寒)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필립 터  주한 뉴질랜드 사는 “오늘 한국

에서 뉴질랜드 해군의 최  규모 함정인 ‘아오테아로아

(Aotearoa)’를 진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오테아로

아는 뉴질랜드 해군의 해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특

히 남극에서의 작  수행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동사는 2020년 이 함정을 뉴질랜드 해군에 인도

할 계획이다.

제철

* 車 솔루션 랜드 ‘H-SOLUTION’ 론칭 *
  

  제철은 4월 16일 국 상하이 국가회 심

(NECC)에서 열린 2019 상하이모터쇼에 제철 부

스를 설치하고 자동차 문 랜드 ‘H-SOLUTION’  

자체 설계 콘셉트카를 최 로 공개했다. ‘H-SOLUTION’

은 고장력강․핫스탬핑 등 자동차용 소재 단 에서부터 

성능과 원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성․성형․용

․방청․도장․부품화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랜드다. 제철은 ‘H-SOLUTION’을 통해 안 하

고 친환경 인 고강도 경량차체를 실 하겠다는 동사

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H-SOLUTION’ 랜드 

출시를 통해 로벌 고객사들에게 제철만의 고품질 

자동차 소재를 홍보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

화에 응하는 기술력  서비스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 하고 있다. 이와 함께 ‘H- 

회원 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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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을 용한 미래지향  콘셉트카 ‘H-SOLUTION 

EV’도 공개 다. ‘H-SOLUTION EV’는 국가별 연비

규제 강화에 따라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차 시

장에 응하고 미래 자동차 소재에 한 동사의 기술력

과 서비스를 소개하기 해 개발 다. 안 성 면에서도 

차체 콘셉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최 화(Topology 

Optimization) 기법을 용해 기본 설계에 주요 차량 

충돌 법규(북미 NACP 정면, IIHS 스몰오버랩, 북미 

후방 충돌, IIHS 측면 MDB)를 만족하는 최 의 설계

를 완성했다. 소재 면에서도 차체 골격은 1.8GPa 핫

스탬핑  1.5GPa 냉연 등 고장력강  용을 극

화해 고강도 경량차체  차량 안 성을 확보했으며, 

외 은 490MPa 고강도 강 , 알루미늄  CFRP 등

의 다양한 경량소재를 용하여 동  EV 차체 비 

9% 경량화를 달성했다.

자동차

* 국내 독자 기술 기반 수소연료 지 발  착수 *
  

  자동차가 동서발 , 덕양과 손을 잡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한 친환경 수소연료 지 발  시범 사업에 

나선다. 동사와 한국동서발 ㈜, ㈜덕양은 4월 11일

(목) 동사 양재 사옥에서 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연료 지 발  시범사업 MOU’를 체결한다고 밝

혔다. 3사는 약을 통해 울산 화력발 소 내에 1MW

 수소연료 지 발  설비를 구축해 시범 사업을 진행

한다. 동사는 연료 지 시스템 구축, 동서발 은 설비 

운   력 매, 덕양은 수소 공  등의 역할을 맡

는다. 이번 시범 사업은 그동안 해외 기술이 잠식하고 

있던 국내 연료 지 발  시장에 국내 순수 독자 기술

로 개발된 발  설비가 새롭게 보 된다는 에서 의미

가 크다. 수소연료 지 발 은 수소를 직  연료로 사

용하기 때문에 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

출이  없으며, 발 효율이 높고 소음이 어 도심 

분산형 력 생산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시

설은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수소 배 망을 통해 공 받아 운  경제성  지역 에

지원 활용 측면에서도 장 을 갖는다. 동사의 경우 

자동차 분야 수소연료 지 기술을 타 산업으로 확 함

에 따라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련 분야 고용 창출  연  산업 확  등의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삼성 공업

* 1.1조원 규모 FPSO 1기 수주 *
  

  삼성 공업이 22일, 아시아지역 선사와 1.1조원 규

모의 FPSO(부유식 원유생산․ 장․하역설비) 1기에 

해 발주처 트 社  해당 정부의 승인 조건으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액은 작년 매

출액의 21%에 해당하며, 2022년 3월까지 거제조선소

에서 건조한 후 해상유 으로 출항(Sail-away)할 

정이다. 동사는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LNG선 7

척, FPSO 1기를 수주하며 23억불의 실 을 기록, 올

해 수주목표 78억불의 29%를 달성했다. 

우조선해양

* LNG운반선 잇단 수주로 달성률 90% 돌  *
  

  세계 최  규모인 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형원

유운반선 (이하 VLCC) 4척이 동시에 건조 되고 그 

 2척이 진수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동사가 유럽지

역 선주들로부터 수주한 VLCC 2척을 동시에 진수했

다고 밝혔다. 동사의 1도크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

계 최  규모로 길이 530미터, 폭 131미터에 달한다. 

1도크는 길이 330미터, 폭 60미터에 달하는 VLCC  

선박 4척(2척 선, 2척 반선)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

는 규모다. 이번에 2척이 진수되고 나면 반 정도 만

들어진 나머지 2척은 도크에서 계속 작업이 진행된다. 

이처럼 1도크에서 VLCC 4척이 동시에 건조되는 것은 

세계 최  규모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서도 

1993년 이후 26년 만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이 

아니다. 특히 VLCC는 LNG운반선과 더불어 동사의 

주력 선종으로 동사의 경 정상화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선종이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재 세계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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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인 759척의 VLCC  우조선해양이 단일조선소 

기 으로 가장 많은 139척을 건조했으며, 재 수주잔

량도 28척으로 가장 많다. 특히 수주에 있어서도 지난

해 세계에서 발주된 44척의 VLCC  16척을 수주

해 가장 많은 실 을 보 으며, 올해도 재까지 10척

 6척을 수주해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두산 공업

* 국내 첫 수소액화 랜트 실증사업 나선다 *
  

  두산 공업은 창원시 수소에 지 순환시스템 실증단

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첫 수소액화 랜트를 공

할 정이다. 동사는 4월 23일 창원시, 창원산업진

흥원과 수소액화  장장치 실증사업 추진을 한 양

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약을 통해 창원시

와 창원산업진흥원은 부지 공 , 산 확보, 수소에

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와의 연계 등을 지원할 정이

다. 동사는 수소액화 랜트를 EPC 방식으로 건설하

고 두 기 과 함께 유지보수(O&M) 업무를 수행한다. 

이 랜트는 하루 0.5톤의 액화수소 생산을 목표로 창

원시 성주동 부지에 공될 정이다. 여기에서 생산되

는 액화수소는 수소충 소 등 수요처로 공 될 망이

다. 청정 에 지원인 수소는 하 253℃의 극 온에서 

액화된다. 이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

분의 1로 어들어 장  운송이 용이하다. 한 수

소충 소의 장탱크 크기가 작아져 충 소 건설 부지

를 여주는 등 운 비를 감시켜주는 장 이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으

며 2040년까지 연간 526만 톤의 수소 공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산 공업은 수소충 소 주요 설비인 고압

장탱크와 열교환기 등의 개발을 완료하고 수소충 소 

4곳에 열교환기를 공 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

* 신안 비 도 300㎿ 태양 발 사업 추진 *

  한국수력원자력이 3월 22일 신안군 비 면 신재생에

지주민 동조합, LS산 , 호반산업, 해동건설과 신

안군 비 도 염 부지 300㎿ 육상태양  발 설비 공

동개발 업무 약(MOU)을 체결했다. 비 면사무소에

서 진행된 약식에는 곽방근 비 면 신재생에 지주민

동조합 이사장, 오순록 한수원 그린에 지본부장, 박

용상 LS산  표이사, 김진원 호반산업 표이사, 박

찬 해동건설 표이사, 비 면 주민 등 계자들이 참

석했다. ‘신안 비 도 300㎿ 태양 발 사업’은 지역주

민과 함께하는 국내 최  규모의 동조합형 태양  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544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

업은 신안군 비 면 주민의 자발  참여로 설립된 신재

생에 지주민 동조합과 발 회사  건설회사가 공동

으로 출자하는 주민참여형 태양 사업으로 추진될 정

이다. 동사는 정부의 ‘재생에 지 3020’ 이행을 해 

사업성이 떨어진 염해농지와 염 에 규모 태양 사업

을 추진하고, 농병행 태양 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2030년까지 총사업비 20

조원을 투자해 신규 신재생설비 7.6GW를 확보할 계획

이다.

한 KPS

* 사이버 보안 강화로 철벽 기술경쟁력 확보 *
  
  발 설비 정비 문회사인 한 KPS가 한국인터넷진

흥원과 함께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해 손을 맞잡았다. 동사는 지난 4월 23일 주 남

신도시에 치한 본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한 업무 약(MOU)’

를 체결했다. 동사의 김범년 사장은 “이번 한국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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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과의 업무 약을 통해 회사의 사이버보안 강화는 

물론, 나아가 4차 산업 명과 신규사업 발굴 등 지속성

장 가능한 미래를 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 약으로 양 기 은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련하여 ▲ 사이버 정보 공

유 ▲개인정보보호 련 기술 지원 ▲ 국내․외 사이버

보안 인재육성  인식제고 등에서 상호 력하게 된

다. 동사는 이번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업무 약을 통

해 최신 사이버  정보공유  침해 응 체계를 더

욱 굳건히 해 나갈 계획이다.

삼호 공업

* 싱가포르에서 컨테이 크 인 4기 수주 *

  삼호 공업이 싱가포르가 의욕차게 추진하고 있

는 투아스 신항만 건설에 필요한 형 컨테이 크

인의 첫 입찰을 따내면서 향후 추가 수주에 한 기

감도 높아지고 있다. 동사와 싱가포르 PSA사는 최근 

컨테이 크 인 4기의 계약을 확정했다. 이번 공사는 

동사가 설계와 구매, 제작, 설치, 운송, 장 시운  등 

모든 공사를 일  맡아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2022

년 으로 마무리될 정이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같

은 사양의 컨테이 크 인 4기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

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싱가포르 투아스 신항에 설

치될 정인 이들 컨테이 크 인은 최근 운용이 늘어

나고 있는 18,000TEU 이상 형컨테이 선의 물량

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높은 수 의 자동화와 원

격조정을 통한 무인화 기술이 용된 첨단 제품으로 각

종 센서와 카메라 등을 통한 첨단 기술로 운 된다. 이 

크 인에는 컨테이 를 재  하역할 수 있는 트롤리

(Trolley)가 2개가 설치된 도 특징인데, 이는 항구

에 안하는 운송 선사의 효율을 높여주어 궁극 으로 

항만의 생산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편, 동사는 지난 1985년 이래 지 까지 국내외 주요 

항만에 총 128기의 컨테이  크 인을 인도해 왔으며, 

나마운하 갑문설비 등 로젝트를 성공 으로 수행하

며 산업설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미포조선

* 형 컨테이 선 3척 수주 *

  공업그룹이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형 

컨테이 선 수주에 성공했다. 동사는 최근 아시아 선사

와 총 1,200억원 규모의 2,500TEU  컨테이 선 3

척에 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3월 21일(목)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 선은 길이 197m, 폭 32.5m, 높이 

16.8m로, 울산 미포조선 야드에서 건조해 2020년 

하반기 순차 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이 선박에는 스크

러버(Scrubber)가 탑재돼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

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동사 계자는 “환경규제 가시화로 노후 컨테이

선 해체 수요가 꾸 히 늘고 있으며, 베트남 등 동남

아시아 지역의 물동량 증으로 이 항로에 투입되는 

형 컨테이 선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상된다”라며 “

형 컨테이 선뿐만 아니라 앞선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

으로 다양한 선종 수주를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한국선

* 수소선박 기술개발에 앞장 선다 *

  한국선 은 조선해양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계하여 수소선박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하 다. 지난 1월 정부는 수

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통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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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약하기 한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로드맵에서

는 국내외 수소산업 반을 진단하고 세계 최고수 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해 나아갈 방향을 제

시하 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한국선 은 각 분야 산․

학․연 문가들과 함께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에 참여

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소 연료 지를 활용한 선박 추

진, 수소 장  운송을 한 탱크 등 다양한 연구개

발에 보다 극 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사는 이미 

2010년부터 수소연료 지  하이 리드 시스템이 차

세  선박의 동력원으로 발 할 것으로 보고, 련 기

술을 선박에 용하기 해 다수의 연구개발(R&D) 

로젝트를 통하여 설계, 안 , 승인 규정 등 등 기반

기술을 확보해 왔다. 그 로 ‘액체수소 운송선용 CCS 

(Cargo Containment System) 설계  검증기술 개

발’, ‘미세먼지 무배출 선박용 PEMFC(고분자 해질 

연료 지) 하이 리드 시스템 개발  실증’ 등의 과제

를 주 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 동사는 향후 연구개

발에 외에도 선 단체로서 수소연료 지 선박의 상용화

를 한 기반을 다지고자 신뢰성  안 성 있는 기

을 기술개발 단계별로 마련할 정이다. 더불어 2022년

까지 수백kW  선박용 연료 지시스템에 한 안 성 

검사  승인 체계를 구축하여 즉시 용하고, 2025년

까지 수소운송  MW  선박용 연료 지시스템에 

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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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for Authors
Aims and Scope (Print Edition ISSN: 2466-2232/ Web Edition ISSN: 2466-210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is an open access, peer reviewed and refereed international journal 
published in electronic form as well as print form. The journal is dedicated to the full rang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ssues associated with welding and joining of materials. The research work published will 
be oriented more toward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manufacturing. The journal covers all 
aspects of materials joining including welding, brazing, soldering, cutting, thermal spraying and hybrid 
joining and fabrication techniques. The detail scopes of JWJ journa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opics:
• Residual Stress/Distortion/Modeling 
• Welding Strength/Integrity Assessment
• Arc Physics/Visual/ Simulation 
• Sensing and Monitoring/Welding Processes/Welding automation
• Laser / Electron Beam Welding & Processing
• Friction Stir Welding/Process
• Electrical Resistance Welding
• Electronic Packaging and Reliability
• Nano/Microjoining Process
• Diffusion Bonding, Brazing, TLP Bonding, Soldering 
• Surface Modification
• Inspection / Evaluation / Education & Qualification
  
About the Journal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is founded in 1983 and publishes issues bimonthly starting from February. 
The journal title has been changed three times, Journal of Korean Welding Society, KWS, from 1983 to 
2006, Journal of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KWJS, from 2007 to 2012, and currently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from 2013 to present.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abstracted in Google 
Scholar, KCI (Korea Citation Index) and KSCI (Korea Science Citation Index).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anuscript Submission
New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online at the following URL: http://submit.e-jwj.org/ 
Log in is required for the first time user. If you do not have an account, click "Register" button and make 
your account. ID should be your email address being actively used now. If you have an account but forgot 
your password, click the "Forgot Your Password?" button. Your password will be given to your email 
address on your request. To begin, enter your User ID and password into the boxes provided, and click. 
At the welcome screen, click "Submit a Manuscript" button. After that, click "New Submissions" button to 
submit your new manuscript and follow steps 1-6.
• Step 1. Title, Abstract and Corresponding Author
Choose manuscript type, and enter your title and abstract into the appropriate boxes. If you need to insert 
a special character, click the "Special Characters" button. If you are submitting a manuscript that does not 
require an Abstract, please type N/A in the Abstract box. Please click the check box, if the corresponding 
author is the first author.
• Step 2. Authors 
Enter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first author in the boxes under "Add the First Author." 
• Step 3. File Upload
The manuscript file (main text) should not include authors’ name or affiliation. Upload and select the 
correct file designation for each item. All images should be inserted into a PowerPoint file. Acceptable file 
formats are pdf, hwp, doc and ppt, and each file should not be bigger than 20 MB in size.
• Step 4. PDF conversion
Merger file will be created in pdf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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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Cover Letter
Please, submit a separate cover letter with additional notes to Editor-in-Chief. 
• Step 6. Preview
Review the information in the Preview chart for correctness; make changes if needed. If you have not 
completed the required steps, you will not be able to submit your manuscript.
• Step 7. Submit
Once it is submitted, you will be able to monitor the progress of your manuscript through the peer review 
process.

Manuscript preparation
Manuscripts should be typed in double-spaced with adequate margins. All manuscript must use SI (metric) 
units in the text, figures, or tables. Manuscripts should be organized in the following order: title, name(s) 
of author(s) and his/her (their) complete affiliation(s) including zip code(s), Abstract (not exceeding 200 words), 
Introduction, Main body of paper, Acknowledgements, References, Appendices, Table & Figure Captions, Tables 
and Figures.
• Title: The title of the paper should be concise and definitive.
• Author names and affiliations: Author name should consist of first name (or initial), middle initial, and 

last name. The author affiliation should consist of the following, as applicable, in the order noted:
  Company or college (with department name or company division), Postal address, City, state, zip code
  Country name (only for countries other than the U.S.), Telephone, fax, and e-mail
• Abstract: An abstract (200 words maximum) should open the paper or brief. The purposes of the abstract are:  
  1. To give a clear indication of the objective, scope, and results so that readers may determine whether 

the full text will be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m.
  2. To provide key words and phrases for indexing, abstracting, and retrieval purposes.
• Body : The original typescript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in A4 size format, with a word count 

of 5000 (excluding figures), following the submission requirements described on the Journal's website. A 
final paper which would exceed of 5000 words or occupy more than 10 pages of the Journal may be 
returned for abridgement.  

• Equations: All mathematical equations should be clearly printed/typed using well accepted explanation. 
Superscripts and subscripts should be typed clearly above or below the base line. Equation numbers 
should be given in Arabic numerals enclosed in parentheses on the right-hand margin. They should be 
cited in the text as, for example, Eq. (1), or Eqs. (1)-(3).

• Tables: All tabl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have a caption consisting of a table number 
and a brief title. This number should be used when referring to the table in text. Table references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text in numerical order according to their order of appearance. Tables should be 
inserted as part of the text as close as possible to its first reference — with the exception of those 
tables included at the end of the paper as an appendix. A separate list of table numbers and their 
respective captions should be included at the end of the paper (for production purposes only).

• Figures: All figures (graphs, line drawings, photographs, etc.)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have  
a caption consisting of the figure number and a brief title or description of the figure. This number 
should be used when referring to the figure in text. Figure references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text 
in numerical order according to their order of appearance. Figures should be referenced within the text as 
"Fig. 1." When the reference to a figure begins a sentence, the abbreviation "Fig." should be spelled out, 
e.g., "Figure 1." A separate list of figure numbers and their respective captions should be included at the 
end of the paper (for production purposes only).

• Reference: Within the text, references should be cited in numerical order according to their order of 
appearance. The numbered reference citation within text should be indicated with half-parenthesis in 
superscripts.

  Example: It was shown by Moon1) that the fracture toughness decreases under these conditions.
In the case of two citations, the numbers should be separated by a comma1,2).In the case of more than two references, 
the numbers should be separated by a dash3,4,5-7). All references should be listed at the end of the 
manuscripts, arranged in order. Reference to journal articles and papers in serial publications should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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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name of each author
• Full title of the cited article, title capitalization 
• Full name of the publication in italics
• Volume number (if any) (Do not include the abbreviation, "Vol.") 
• Issue number (if any) in parentheses (Do not include the abbreviation, “No.”)
• Year of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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