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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슘합 은 지각의 2 %를 구성하여 부존량이 풍부하

고, 도가 1.8 g/cm3으로 CFRP와 유사 (1.55 g/cm3)

한 표 인 경량 속이다1).

  2019년 1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   연비

기 에 한 환경부 고시2)에 따르면 2020년까지 CO2 

배출량 82.7 g/km 이하  연비 28.7 km/리터 이상

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경량소재를 용한 

차체 경량화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마그네슘의 증발온도는 1090 ℃ 가량인데, 부분의 

용융용 에서는 이 온도를 과하므로 기공형성을 방지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 마그네슘의 활성화도는 나

트륨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산화/부식이 용이하여 항

용 에서 극손모 혹은 아크용 에서 아크가 불안정하

여 용 이 곤란한 편이다3).

  이  용 은 고 도로 집속된 자 빔을 사용하

여 비 으로 소재를 가열/용융시키므로 용 성에 미

치는 소재의 향도가 낮고, 용 부 성능이 우수하여 

자동차 차체의 조립용 에 리 사용되고 있다. 마그네

슘합 의 이  용 은 이음부설계, 에 지 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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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스등을 하게 사용하면 무난히 용 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4).

  Chowdhury5)은 두께 2 mm의 AZ31B-H24 마그

네슘합 을 화이버 이 로 출력 2 kW로 용 하고, 

용 부에 한 미세조직  인장변형특성을 조사하

다. 용융 역(FZ; Fuzion Zone)은 등축정 덴드라이

트 역(EDZ, Equizxed Dendrite Zone), 수지상 

덴드라이트 역(CDZ, Columnar Dendrite Zone) 

 분해된 β-Mg17Al12 공정 석출상으로 구성되었다. 

용 속도가 빠른 경우, 덴드라이트 셀과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여 상 으로 경도가 높고, 항복강도와 피로수

명이 증가하 다.

  마그네슘합 의 이 용 에서는 기공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데, 그 원인은 표면도 층, 수소가스, 모재의 기

공, 합 원소의 증발 등 소재의 요인에 기인하기도 하

며, 이  용  키홀이 붕괴되면서 혼입이 되기도 한

다6-9). Harooni10)은 AZ31B-H24 마그네슘합 의 

이  용 에서 기공발생을 알아보기 하여, 시편의 표

면을 무처리, 사포연마  라즈마아크조사하고, 겹치

기 이음부를 화이버 이 로 용 하 다. 마그네슘합

의 표면산화층을 제거하는 경우 기공이 형성되지 않

았으며, 기공 형성의 주요 원인은 시편 표면에 흡착된 

수분의 수소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박 의 겹치기 용 에서 용

부 강도에 미치는 공정변수의 향에 하여 알아보

았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한 소재는 박 주조  온간압연으로 제

조된 두께 0.4 mm의 AZ31B-O 마그네슘합 이었다. 

Table 1  Table 2에 각각 소재의 화학성분  물성

을 나타내었다.

  상기 마그네슘합  표면을 사포로 연마하고 에틸알콜

로 세척하여 산화층을 제거하 다. 용 을 하여 표면

을 세척한 마그네슘합  재를 길이 100 mm  폭 

30 mm로 단하고, 2매를 겹친 상태에서 앙을 이

로 용 하 다(Fig. 1). 이 는 최 출력 10kW의 

연속 형 화이버 이 이었으며, 구체 인 사양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이  겹치기 용 부의 단면 비드형상  미세조직

을 찰하기 하여 용 부를 횡방향으로 단하고 수

지로 몰딩하 다. 상기 몰드를 사포  다이아몬드입자

가 도포된 연마포에서 연마하고 부식시켜 조직을 출

시켜 학 미경으로 찰하 다. 사용한 부식액의 조성

은 피크린산 1 g, 아세트산 10 ml, 증류수 10 ml  에

틸알콜 100 ml이었다.

  열교환기 등과 같이 내압이 작용하는 경우, 용 부에

는 수직 인장응력이 작용한다. 마그네슘 박 은 강도가 

높고 연신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 인 찢김 형태의 인장

시험으로는 강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 부의 합강도를 알아보기 하여 U형 

그립을 사용하여 1톤 용량의 로드셀이 장착된 유압식피

로시험기로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Fig. 2에 U형 그

립으로 인장시험하는 장면을 나타내었다.

3. 결과  고찰

3.1 마그네슘합  겹치기 이  용 부 형성

  마그네슘은 알루미늄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

100mm

30
mm

W
eld

in
g l

ine

Fig. 1  Design of specimen for laser welding

Table 3 Specification of fiber laser

Characteristics Specification

Mode CW

Polarization Random

Output power 10 kW max.

Wavelength 1070 nm

BPP@beam switch out 8.0 mm * mrad

Fiber core diameter 200 μm

Collimation length 200 mm

Unfocused beam diameter 32 mm

Focal length 200 mm

Focused beam diameter 200 μm

Welding speed 3~11 m/min

Laser output power 390~1,100 W

Al Zn Mn Si Cu Fe Ni Be

3.07 0.82 0.29 0.027 0.0016 0.0043 0.0029 0.0008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Elongation Hardness

215 MPa 274 MPa 12 % HV 73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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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 도도는 상 으로 낮다. 이  용 에서 

이  빔에 한 소재의 흡수율은 소재에 따라 상이한

데, 일반 으로 소재의 비 항에 비례하는 특성을 보인

다. 따라서, 마그네슘합 은 알루미늄합 비 상

으로 낮은 이  출력으로도 무난히 용 부를 형성하

는 것이 가능하다. 

  Fig. 3은 용 속도 5 m/min  비 치(정  

치 비 이탈 거리) δ=0 mm에서 이  출력에 따

른 용  비드의 외 을 나타낸 것이다. 비교  빠른 용

속도에서 390 W의 매우 낮은 이  출력에서도 용

부가 형성되었다. 마그네슘합 은 열용량이 작고, 열

도도가 높으며 표면장력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마그네슘합 의 이  용 시 

용융지의 유동이 심하고, 무늬가 불규칙하고 거친 용

비드를 형성하 다. 이  출력에 따른 비드 표면 형

상에서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Fig. 4는 마그네슘합  겹치기 이  용 부의 를 

나타낸 것으로 용 조건은 용 속도 5 m/min  비

거리 δ=0 mm이었다. 사진 (a)는 390 W의 비교  

낮은 이  출력에서 용 한 시편의 단면을 나타낸 것

으로 하부 재를 통하는 완 용입 용 부를 형성하

으며 비드폭은 상부 재와 하부 재가 유사하 다. 사

진 (b)는 1,100 W의 상 으로 높은 이  출력에

서 용 한 시편의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하부 재를 

통하는 완 용입 용 부를 형성하 다. 하부 재의 비

드폭은 상부 재와 비교하여 상 으로 넓었는데, 그 

이유는 상부 재에서 형성된 용융지의 잠열, 정 에

서 하부로 갈수록 이 의 발산에 따른 빔직경 증  

 충분한 이  출력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하부

재의 심에는 주조시 형성된 편석 가 존재하 으

나, 이  용 에는 뚜렷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 5는 용 속도  이  출력 변화에 따른 비드

폭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용 속도 5 m/min 

 비 거리 δ=0mm에서 이  출력을 385~1,100 W

로 변화시키는 경우 상부  하부 재의 앙에서 비

드폭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부 재의 비드폭은 

0.6 mm 가량이었고, 이  출력에 따라 다소 변동이 

찰되었다. 하부 재의 비드폭은 0.55 mm 가량으로 

상부 재 비 다소 좁았고, 이  출력에 따라 다소 

Fig. 2 U type grip with laser welded specimen for tensile 
test

Power Surface views

390W

450W

600W

1000W

Fig. 3 Surface views of laser weld according to the laser 
output power at welding speed 5 m/min and defo-
cus position δ=0 mm

200㎛

(a)

(b)

Fig. 4 Cross sectional views of Mg laser weld at welding 
speed 5 m/min, defocus position δ=0 mm and laser 
output power (a) 390 W and (b) 110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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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찰되었다. 그러나 변동폭은 미소하여 비드 측

정 혹은 이 용 에서 발생하는 변동으로 단된다. 

(b)는 이  출력 600 W  비 거리 δ=0 mm에

서 용 속도를 3~11 m/min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상

부  하부 재의 앙에서 비드폭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 m/min의 느린 용 속도에서 상부  하부

재의 비드폭은 0.71 mm로 원기둥 형태의 비드가 형

성되었다. 상부 비드폭은 용 속도 증가에 반비례하여 

감소하 으며, 약 7 m/min 이상의 빠른 용 속도에서

는 일정한 폭으로 수렴되었다. 반면 하부 비드폭은 용

속도 증가에 반비례하여 연속 으로 감소하 다. 

3.2 겹치기 용 부 강도 평가

  마그네슘 재의 겹치기 용 부에서 재사이의 분리

강도를 알아보았다. Fig. 6은 마그네슘 겹치기 이음부

의 단  용 선 길이 당 최  하 을 입열량에 따라 나

타낸 것이다. 마그네슘 겹치기 이 용 부의 최 하

은 용 조건에 따라 변동이 다소 심하게 발생하 으

며, 정한 조건으로 용 하는 경우 40 N/mm 이상의 

비교  충분한 강도를 나타낼 것으로 단된다. 최 하

의 변동은 상부와 하부 재의 간극에 크게 향을 받았

는데, 그 이유는 상 재의 두께가 매우 얇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합  박 의 겹치기 이  용 이음부의 인

장시험에서 단형태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단형태

는 상부와 하부 재의 계면분리, 상부 재의 HAZ 

단, 하부 재의 HAZ 단  용 부 단으로 구별되

었다. 계면분리는 용 부 형성이 부족하거나 비드폭이 

지나치게 좁은 경우 발생하며, 용 부 단은 underfil 

등 용 부 결함이 심한 경우 발생하 다. HAZ 단은 

비교  건 한 용 부가 형성되는 경우 발생하며, 상부 

HAZ에서 단이 발생하는 경우 반 으로 용 부 강

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단형태로 용 부 품질

을 정하는 경우 상부 재의 HAZ에서 단이 발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Fig. 8은 단 치에 따른 마그네슘합  박  겹치

기 이  용 부의 최  하   단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계면 단이 발생하는 경우 최  하 과 단 

거리가 동시에 가장 낮았으며, 상부 재의 HAZ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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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ead width change according to (a) laser output 
power at travel speed 5m/min and (b) welding 
speed change at laser output power 60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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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ailure mode of Mg over-lap joint on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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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발생하는 경우 최  하 과 단 거리 모두 높

은 값을 보여 용 부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단되었다.

3.3 용 부 미세조직

  마그네슘합  박 의 겹치기 이  용 부의 단면 

미세조직을 Fig. 9에 나타내었다. 빠른 응고로 인하여 용

융선 인근에는 결정립이 국부 으로 용융되는 역(PMZ; 

partially meted zone)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PMZ

에서 부분 으로 용융된 결정립에서 응고가 진행되어 수

지상 덴드라이트 역을 형성하 다. 용 부 앙 측은 등

축정 형태로 응고되었다. 용 부 내부에는 Chowdhury3)

이 보고한 것과 유사한 분해된 β-Mg17Al12 공정상이 

다수 찰되었다.

  Fig. 10은 용  종료지 (crater)의 용 선 길이방

향의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마그네슘합 의 이  용

시 형성된 용융지가 응고하면서 형성된 균열이 찰

되었다. 이러한 균열발생의 원인은 마그네슘의 특성상 

응고 수축이 심하기 때문이며, 두께가 매우 얇은 박

재의 경우 용  방에서 용융량 혹은 최소 두께가 얇

기 때문에 쉽게 균열이 형성된다. 일반 으로 응고균열

은 결정입계를 따라 형성되고 응고수축에 따른 인장응

력의 수직방향으로 하는데, 박 의 경우는 용융부

가 작고 재의 변형에 의해 종방향뿐만 아니라 횡방향

의 균열이 형성된다. 이러한 균열은 용 조건으로 방지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빔 오실 이션 등 새로

운 용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4. 결    론

  두께 0.4 mm의 AZ31B-O 마그네슘합  재의 겹

치기 이  용 에서 용 부 강도에 미치는 이  공

정변수의 향에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마그네슘 박 재의 고속 용 에서 외 상으로 무

늬가 불규칙하고 거친 용 비드가 형성되었다. 

  2) 마그네슘합  재의 이  용 은 390W의 낮

은 출력으로 5 m/min의 빠른 용 속도에서도 하부 

재를 충분히 통하는 완 용입 용 부를 형성하 다.

  3) 용 속도 3~11 m/min  이  출력 390~ 

1,100 W의 범 에서 용 비드폭은 0.5~0.7 mm 범

에서 변화하 으며, 하부 재의 비드폭이 다소 좁았다.

  4) 용 부 U형 인장시험에서 단은 계면, HAZ  

용 부 단 형태로 구별되었으며, 상부 재의 HAZ에

서 단이 발생하는 경우 용 부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단되었다. 하게 선정된 용 조건에서 용 부의 최

인장강도는 40 N/mm를 상회하 다. 

  5) 박 의 고속 이  용 부는 국부용융 역, 수지

상 덴드라이트  등축정 덴드라이트를 보 으며, 분해

되어 미세한 β-Mg17Al12 공정상이 다량 형성되었다.

  6) 마그네슘합  박 의 고속 이  용 부의 용

종료지 에서는 응고균열이 형성되었는데, 공정변수의 제

어로는 방지가 어려웠다.

후      기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WPM (World Prem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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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사업을 수행하는 수송기기용 경량 Mg 소

재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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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용 유체클러치  유체펌 에서 유체의 압력으로 

인해서 회 하는 부품으로 임펠러 블 이드가 있다. 통

상 으로 높은 압력을 받음으로 인하여 높은 응력과 변

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블 이드를 용 할 시에

는 압력으로 인한 허용응력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용 구간(길이 는 폭)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블 이드에 가해지는 외부 힘은 단순 압력뿐만 아니

라 원심력에 의한 응력 등 복잡한 형태의 복합응력이 

발생하는데, 단순한 이론  해석방법으로는 측이 어

려워서 컴퓨터를 이용한 산해석이 사용되고 있다1,2).

  이러한 산해석 인 구조시험과 유한요소해석을 통

하여, 유체기계용 블 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형 풍력발 용 복합재 블 이드의 안 성이나, 정격 

 극한 풍속일 때의 블 이드의 해석도 가능하다2,3).

  이  용 은 높은 정 출력을 가지는 에 지를 국

소 부분에 짧은 시간동안 소입 함으로서 열 향부를 최

소화 할 수 있고, 빠른 냉각속도로 인해서 용  후 변

형도 타 용 법에 비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장 이 있

다4). 하지만, 고 도 에 지 용 은 용 부의 냉각속도

와 온도구배가 매우 커서 취성조직과 큰 잔류응력을 형

성할 수도 있어서 용 설계 에 용 부  모재에 작

용하는 응력  변형량에 한 사 검토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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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유한 요소법이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용

부가 길고 넓어질수록, 용 부 에 작용하는 응력을 상

으로 일 수 있어서 용 신뢰도는 향상되나, 용

부에 가해지는 열로 인해 변형이 커지는 단 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Fig. 1에서 시된 바와 같이 고압이 

용되는 블 이드를 이  용 시, 이  용 부  

최 설계(부분 용  vs. 체 용 )를 통해서 각 조건 

별 블 이드가 받는 응력과 변형량을 해석하는 방법  

결과에 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이  용 시, 블 이드 고정을 해

서 하부 탭 고정 (Fig. 2a), 하부  역 고정 (Fig. 

2b), 그리고 하부  역과 상부 탭 고정 (Fig. 2c)

의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서로 비교 검증 하 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소재는 AISI 4340이며 상세 물성치는 Table 

1에 기술 하 다5).

  시뮬 이션 조건으로 블 이드가 받는 압력을 1MPa

에서 5MPa 범 로 설정하고, 표면에 Normal 한 방향

으로 가압방향을 설정하 고, 자유도 구속(constraints)

은 x,y,z 방향으로 설정 하 다. 블 이드가 고속으로 

회 시 원심력에 의한 응력도 발생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압력 조건의 향만 고찰하기 해 원심력에 의한 

응력발생은 제외 하 다. 

  Fig. 2에서는 용  부를 블 이드 하부 탭 고정(Case I), 

하부  역 고정(Case II), 그리고 하부  역과 상

부 탭 고정(Case III)으로 구분 하 다. 

  한, 소재 손에 한 별조건으로 소재에 가해지

는 항복응력과 최  변형량을 계산하 으며, 이를 해서 

COMSOL Multiphysics Ver. 5.3을 사용하 고, 검

증 된 Solid Mechanics 모듈을 용하 다.

 

3. 결    과

3.1 응력 분포 (Stress distribution analysis)

  소재에 가해지는 압력에 따른 응력분포를 알아 보기 

해서 1MPa에서 5MPa 범 의 유체압력을 블 이드 

표면에 가하면서, Von Mises 응력을 계산 하 다. 다

양한 압력 하에서의 Von Mises 응력분포 계산하고, 

이후 Von Mises 응력이 소재의 허용 항복강도의 과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es, 

GPa

Hardness,
HV

470 745 190-210 43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AISI 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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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찰하 고, 결과를 Fig. 3에 정리 하 다. 

  Fig. 3에 나타내 바와 같이, 1MPa의 압력에서는 최

응력이 250MPa 내외로 주로 블 이드 하부 탭 주

에 응력이 집 이 되었다. 이는 압력이 가해질 시에 

블 이드 하부 탭의 굴곡부에 응력이 집 이 된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블 이드 표면에는 부분 100MPa 

이하의 상 으로 작은 응력분포가 발생 되었다. 

  압력이 3MPa로 상승시에는 블 이드 상하 탭 부분 

주 로 차 으로 응력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

으며, 최고 압력인 5MPa의 경우에서는  역에서 

항복강도를 과하는 응력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Fig. 4의 경우는 블 이드 하부 역을 체 으로 

구속한 경우이며, 이는 이  용 시 하부 역을 체

으로 합한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 이션 한 것이다.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MPa의 압력에서는 최

응력이 250MPa 이상으로 발생 되었는데, 이는 앞선 

Case 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블 이드 하부 탭 주 에 

응력집 이 발생 되었다. 

  압력을 3MPa과 5MPa로 더 가하 을 때에도 이러

한 응력분포 상은 비슷한 경향을 보 으며, 체 으

로 응력의 크기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Fig. 5의 경우, 블 이드 하부 역뿐만 아니라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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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ss distribution on the blade (Case I, unit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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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ess distribution on the blade (Case II, unit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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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탭 부분까지 구속한 경우이며, 이는 이  용

시 하부 역을 체 으로 합한 경우와 더불어 상

부 탭 부분을 용 한 사례를 시뮬 이션 한 것이다.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MPa에서도 최 응력

이 소재의 단강도 이상으로 발생함을 알 수가 있었

다. 다만, 이러한 치명  응력집 은 블 이드  역 

에서 아주 미소 역에서 발생하 으며, 부분의 

역에서는 항복강도 이하의 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 보기 해서 

응력 최 과 최소 값을 추 하 다. 

  결과 으로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응력 최소

역은 블 이드 상부 탭의 자유 역이며, 최 역은 

블 이드 상부 탭의 코 부 다. 따라서, 설계시 블

이드 상부 탭의 코  부 에 응력이 집  되지 않도록 

fillet 등의 천이 역을 두게 되면, 이러한 응력집 에 

의한 소재 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2 변형량 분포 (displacement distribution analysis)

  3.1 과 동일한 가정에서 변형량을 추 하 다. 소재

의 변형량을 알아보기 해서 1MPa에서 5MPa 범 의 

유체압력을 블 이드 표면에 가하면서, total displace-

ment field를 추  계산 하 다. 다양한 압력하에서의 

변형량 계산 결과를 Fig. 7에 정리 하 다. 

  Fig. 7 (Case I)과 같이, 1MPa의 압력에서는 최  

변형량은 50㎛ 내외로 주로 블 이드 상하부 탭(구속

치)에서 상 으로 먼 앙부 인 것으로 확인 하

다. 이는 압력이 가해질 시에 구속된 블 이드 하부 탭

에서 변형량이 되어 구속 치에서 가장 먼 곳에 최

 변형이 발생 된 것이다. 압력이 3MPa와 5MPa로 

상승시에 최  변형량은 140㎛ 과 250㎛ 내외 으나, 

최  변형 치는 1MPa과 동일 하 다. 

  동일한 압력조건을 Case II (하부 역을 구속)에 

용한 결과를 Fig. 8에 도시 하 다.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MPa의 압력에서는 최  변형량이 40㎛ 

내외, 3MPa에서는 120㎛ 내외, 그리고 5MPa에서는 

200㎛ 내외로 계산되었다. 이는 Case I(하부 탭 일부 

구속)의 경우보다 상 으로 변형량이 게 발생된 결

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하부의 구속 역이 큼에 따

라 변형량이 상 으로 게 발생된 것으로 단된다. 

  동일한 압력조건을 Case III (상부 탭  하부 

역을 구속)에 용한 결과를 Fig. 9에 도시 하 다. 결

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MPa의 압력에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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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ess distribution on the blade (Case III unit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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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량은 30㎛ 내외, 3MPa에서는 90㎛ 내외, 그리고 

5MPa에서는 160㎛ 내외로 Case I과 Case II에 비해

서 히 변형량이 었다. 이는 구속된 역이 많아

서 상 으로 변형량이 게 발생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4. 결과 분석  고찰

  합부분에 따른 최  변형량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2에 정리 하 다. 정리된 바와 같이,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최  변형량은 측된 바와 같이 진 으

로 증가가 하 다. 동일 압력에서는 Case I (블 이드 

하부 탭 고정) 보다는 Case III (블 이드 상하부 탭 

고정)에서 변형량이 월등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외팔보 형태보다는 양단지지 형태로 고정되는 것

이 변형량 에서는 훨씬 유리함에서 기인한다. 

  블 이드 합부분에 따른 최 응력을 측정한 결과에

서는 반 의 경향을 보 다. 즉, Case I에서 1MPa를 

가할 시 최 응력은 250MPa 내외 으나, Case II에

서 1MPa을 가하 을 시에는 최 응력이 단강도 이

상의 응력분포를 보 다. 특히 최 응력이 분포한 지

은 측된 바와 같이 구속된 블 이드 상부 탭과 블

이드 하부 탭에서 발생이 되었다. 이는 블 이드에 압

력이 가해질 때에 구속되지 않은 블 이드 탭 부 의 

변형으로 인해서 응력이 감 된 것으로 단된다. 

한,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상부 블 이드 탭 주

로 최 응력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하부의 2개의 블

이드 탭보다 상부 1개의 블 이드 탭에 상 으로 

하 이 많이 가해지게 되는 구조와 더불어 코 부의 형

상에 응력집  상이 발생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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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회 용 임펠라 블 이드를 이

 용 시 발생하는 응력분포  변형량 측에 한 유한

요소 해석 결과를 분석하 다. 유한요소는 블 이드 하

부 탭 고정(Case I), 하부  역 고정(Case II), 상부  

하부 탭 역 고정(Case III) 하는 세 가지 경우를 분

석 하 다. 

  각각의 경우별로 변형량을 알아보면, 1MPa의 압력

에서는 최  변형량은 45㎛ ~ 52㎛ 내외가 발생 하

고, 압력이 3MPa와 5MPa로 상승시에 최  변형량은 

각각 99㎛ ~ 156㎛ 과 164㎛ ~ 260㎛의 변형량이 발

생 하 다. 

  반 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최  변형량

은 진 으로 증가 되었으며, 동일 압력에서는 구속부

가 많은 Case III의 변형량이 월등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블 이드 합부분에 따른 최 응력

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반 의 경향을 보 는데, 구속부

분이 많은 Case III에서의 응력이 Case I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블 이드에 압력이 가해질 때에 구속되지 

않은 블 이드 탭 부 의 변형으로 인해서 응력이 감 

된 것으로 단된다.

  한, 탭 주 로 최 응력이 발생되었는데, 하부 2개

의 블 이드 탭보다 상부 1개의 블 이드 탭에 상

으로 하 이 많이 가해지게 되는 구조와 더불어 코 부

의 형상에 응력집  상이 발생된 것으로 단하 다. 

  결과 으로 응력과 변형량은 반비례 계에 있는데, 

이를 고려한 용 부 설계가 필요하며, 유한요소법을 사

용하여서 응력이 집 이 되는 부분의 형상을 최 화 하

여 응력과 변형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블 이드 설계 

 이  용 부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유한요소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실

제 용 품의 실험  결과와 비교를 하여야 하지만, 

된 용 부 치의 제한  용 부 강도측정의 어려움

이 있어서 수행이 되지 못하 다. 향후 이러한 부분이 

좀더 보완되면 용 부 설계를 한 비용 감  신뢰도 

항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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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Oil&Gas 채굴/정제와 련된 수송 강 은 이

동되는 유체 속에 함유된 고농도의 황화수소(H2S) 가

스를 함유한 사우어가스(Sour Gas) 등 산성의 향으

로 수소유기균열(Hydrogen Induced Cracking, HIC) 

발생 험성이 발생하여 높은 안 도에 기반을 둔 내식 

설계된 강 이 요구되고 있다1-6). 이에 따라 강 의 외

벽은 일반 강재를 사용하고 내벽을 오버 이용 을 

용한 클래딩 강  수요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내

벽 체를 클래딩 용 해야하므로 생산성이 매우 낮고 

단가가 높아지는 단 과 이  내부에 되는 유해

물질의 노출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부식 균일이 번번이 

발생되어 내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안정성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3,4). 그러므로 최근, 내식성 소재의 내벽과 

일반강  외벽을 별도로 조 하여 외벽과 내벽을 용

을 통해 합하는 이  생산방식을 통해 제시된 문제

을 해결하고 있다. 

  이  제조방식으로 제작된 클래딩 강 은 삽 된 

내면 이  끝단 합 후 잔여 구간에 해 클래딩 용

이 요구된다. 일반 으로 산업 장에서 육성용 에 

사용되는 SMAW (Shielded Metal Arc Welding), 

GTAW(Gas Tungsten Arc Welding), GMAW(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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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safety, transport pipes such as process steel pipes related to oil and gas mining/refining have re-
cently been required to be corrosion resistant, to protect against acidity in the moving fluid, such as high 
concentrations of hydrogen sulfide (H2S). Accordingly, there has been a rapidly increase in demand for 
clad steel pipes, made of ordinary steel with a welded overlay on the inner wall. However, clad welding 
the entire pipe inner wall reduces productivity and increases unit price. One solution to the problem is the 
double pipe manufacturing method, where an inner pipe of a corrosion-resistant material and an outer gen-
eral steel pipe are separately formed. To fabricate a clad steel pipe using the dual pipe manufacturing 
method requires cladding welding of the remaining section after the inner pipe end of the inserted pipe is 
joined. However, when cladding welding is performed using a conventional welding process, problems such 
as high heat input, difficulty in technique, low productivity and control of dilution ratio occur. To over-
come this problem, we conducted research on the use of laser arc hybrid welding to perform cladding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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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Arc Welding), SAW(Submerged Arc Welding) 

등으로 클래딩 용 을 진행했을 경우 높은 입열량, 낮

은 생산성  희석률 제어 요구 등의 문제 이 발생되

고5) JCO 밴딩6)으로 제작되는 내식성 내 의 경우 삽

시 끝단에 발생되는 단차에 한 보상이 어렵다. 이

를 극복하고자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을 이용한 

클래딩 용 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기술은 빠른 용 속도를 

갖고, 허용 갭(Gap) 범 가 넓으며, 각기 단독의 열원

에 의한 용  결 을 보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7). 

그러나 재까지 이 -아크 하이 리드를 이용한 클

래딩 용 기술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하이 리드 용 공정을 용한 클

래딩 기법을 개발하기 해 기 인 변수의 향도 평

가 단계부터 진행하 으며, 이를 통해 한 클래딩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 다.

  
2. 실험 재료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탄소

강 이 (GR. B A106)와 동일 P-No.와 G-No.인 

이트 시험편을 사용하 고, 시편의 크기는 200×150× 

16mm이다. 와이어는 내식성 소재인 ERNiCrMo-3(AWS 

A5.14, Inconel 625), ∅ 1.2mm를 사용하 다. 실험

에 사용된 보호가스는 Ar 98%+O2 2%로 고정하 고 

실험장치의 구성은 Fig. 1과 같이 ABB 6축 로 , 3kW 

Disk Laser, TPS 4000  용   열 변형을 방지

하기 한 지그장치로 구성되었다.

2.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을 이용

한 클래딩 실험을 해 기  연구부터 진행하 다. 기

본 인 이 -아크 하이 리드 클래딩 용 변수 범

를 확정하기 해 주요 인자들에 해 다구  실험계획

으로 비실험을 진행하여 강건조건을 도출하 다. 도

출된 조건을 기반으로 이 -아크 하이 리드 열원  

하나인 이 의 거리에 따라 키홀 모드(Keyhole 

Mode), 천이 모드(Transition Mode), 열 도 모드

(Conduction Mode)8) 변화 확인을 한 이  단독 

실험을 진행하여 모드별 비드단면 형태를 확인하 다. 

한 GMAW 용 기와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에

서 동일한 와이어 송 량( 류/ 압 일원 제어, 9.5~ 

12.5m/min에서 류 284~337A, 압 27~29V), 

용 속도에서 이  열원 유무에 따른 비드형상 변화

에 한 찰을 진행했다. 

  Y. Natio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와 아크 열

원간의 거리에 따라 용입깊이와 비드단면 형상이 변하

는 결과를 얻었으며, 5mm 이내에서 최  용입깊이는 

깊어지고 비드폭은 얇아지며, 5~9mm에서 얕은 용입 

형태의 비드단면 결과를 얻었다9,10). 본 논문에서도 클

래딩에 합한 열원의 간격을 단하기 해 3mm, 6mm 

2개의 조건으로 실험 후 비교하 다.

  선행된 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이  모드 변화

에 따른 클래딩 기본 조건 선정을 해 이  , 

송 속도 2개의 변수에 해 3개 수 으로 BOP 실험 

후 비드단면 형상에 해 찰하고 클래딩 실험조건을 

선정하 다. 각 실험에서 측정된 비드단면의 범 는 Fig. 

2에 나타내며, A는 용착면 , B는 용입면 , C는 비드

높이, D는 용입깊이, E는 비드폭을 의미한다. 

  선정된 조건으로 이  거리 변화와 송 속도 

변수를 3수 으로 정의하여 모든 경우에 해 실험을 

진행하 다. 체 인 실험계획은 Table 1에 순서 로 

정리하여 나타낸다.

3. 실험 결과

3.1 클래딩 공정변수 평가

  3.1.1 공정변수 범  선정 실험 

  이 -아크 하이 리드 클래딩 실험변수 선정을 

Fig. 1 Laser-Arc hybrid welding system for cladding Fig. 2 Bead cross section measurement definition



진병주․박기 ․김재휘․김청인․이유철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7, No. 4, 2019308

해 주요 용 변수인 이  출력, 용 속도, 송 속도

( 류, 압), 펄스보정을 3수 으로 설정하여 다구  

직교배열 실험계획법을 통해 27가지 실험조건을 수립

하 다. 여기서 펄스보정(Pulse Correction)은 용 의 

분리력에 한 보상을 의미하며 높은 값을 가질수록 펄

스 피크 류가 증가하고 당 펄스 빈도를 감소시켜 

용  이탈력을 상승시킨다11).

  클래딩에 사용되는 조건은 삽입된 내  두께 이상으

로 비드가 형성되어야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해서는 

비드폭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계획된 27가지 조건에 

한 용  실험조건과 표면비드에 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낸다. 이 -아크 하이 리드 클래딩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비드폭과 높이를 만족하기 해 단면

을 측정하고 비드폭과 비드높이를 목 함수로 하여 망

특성으로 다구  분석을 수행하 다. 다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건조건은 이  출력 1.7kW, 용 속

도 0.4m/min, 송 속도 11 m/min, 펄스보정 값은 

0%이다. 도출된 강건조건으로 앞으로 있을 실험에 

해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변수 범 를 증감하여 이

-아크 하이 리드 클래딩 실험에 활용하 다.

  3.1.2 이  모드에 따른 향 

  이  모드의 구분은 비드단면의 종횡비(Depth/Width 

Ratio) ‘1’ 이상일 경우 키홀 모드, ‘1’ 에 가까울 경우 천

이 모드, ‘1’ 이하일 경우 열 도 모드로 구분 한다12-14). 

  본 논문에서는 이  모드별 이 -아크 하이 리

드 클래딩에 작용하는 향을 악하기 해 거리

를 변화시켜 용 하 으며, 그 결과 정 에서 키홀 

모드(종횡비 1.3), +10mm에서 천이 모드(종횡비 0.8), 

+20mm에서 열 도 모드(종횡비 0.3)를 확인하 으

며, 비드단면과 측정결과 그래 는 Fig. 3에 나타낸다.

  3.1.3 이  열원 유무에 따른 향

  동일한 와이어 송 조건에서 이  유무가 비드 용

착면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아크 단독 조건

과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조건을 구분하여 실험 

후, 단면 측정을 통해 비드형상 변화를 확인하 다. 조

건별 비드단면의 형상 비교는 Fig. 4에 나타낸다.

  아크 단독 실험에서는 비드폭과 높이의 경우 송 속

도가 일정 수 (11m/min)에서 최  폭과 높이가 형성

되고 그 이후에는 용 압이 높아져 용 이 모재에 용

착되지 못하여 비드폭과 높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용입깊이, 비드면 , 용입면 은 송 속도가 높을

수록 증가한다.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의 경우 와이어 송 속

도가 증가할수록 비드폭, 비드높이, 비드면 , 용입면

Preliminary welding experiment using taguchi method

Factor Level

Laser power(kW) 17. 2.5 3.3

Welding speed(m/mim) 0.4 0.7 1.0

Wire feed speed(m/min) 9.5 11 12.5

Pulse correction(%) -5 0 5

Fixed variable : shielding gas(Ar 98% +O2 2%, 15𝑙/min)

Laser mode experiment

Factor Level

Defocusing distance(mm) 0 +10 +20

Fixed variable : Shielding gas(Ar 98% +O2 2%, 15𝑙/min), 
Welding speed(0.4 m/min), Laser power(1.7 kW)

Experiment of arc and laser-arc hybrid welding

Factor Level

Wire feed speed(m/min) 9.5 11 12.5

Laser power(kW) 0 1.7

Fixed variable : Arc torch angle(60°), Shielding gas(Ar 98% 
+O2 2%, 15𝑙/min), Welding speed(0.4 m/min), Preceding Laser

Experiment of heat source distance 

Factor Level

Defocusing distance(mm) 0 +10 +20

Heat source distance(mm) 3 6

Fixed variable : Arc torch angle(60°), Shielding gas(Ar 98% 
+O2 2%, 15𝑙/min), Welding speed(0.4 m/min), Laser power(1.7 kW), 
Preceding Laser

Preliminary experiment for cladding welding

Factor Level

Wire feed speed(m/min) 9.5 11 12.5

Defocusing distance(mm) 0 +10 +20

Fixed variable : Arc torch angle(60°), Shielding gas(Ar 98% 
+O2 2%, 15𝑙/min), Welding speed(0.4 m/min), Laser power(1.7 kW),
Preceding Laser

Laser-arc hybrid cladding welding

Factor Level

Defocusing distance(mm) 0 +10 +20

Offset distance(mm) 8 9 10

Fixed variable : Arc torch angle(60°), Shielding gas(Ar 98% 
+O2 2%, 15𝑙/min), Welding speed(0.4 m/min), Laser power(1.7 kW),
Wire Feed Speed(11m/min), Preceding Laser

Experiment of gap compensation

Factor Level

Gap distance(mm) 0 +2 +4

Fixed cariable : Arc torch angle(60°), Shielding gas(Ar 98% 
+O2 2%, 15𝑙/min), Welding speed(0.4 m/min), Laser power(1.7 kW),
Wire Feed Speed(11m/min), Preceding Laser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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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Laser 
power 
(kW)

Welding 
speed

(m/min)

Wire 
feed 

speed
(m/min)

Pulse
correction

Bead 
surface

1 3.3 0.4 9.5 -5

2 3.3 0.4 11 0

3 3.3 0.4 12.5 5

4 2.5 0.7 9.5 -5

5 2.5 0.7 11 0

6 2.5 0.7 12.5 5

7 1.7 1 9.5 -5

8 1.7 1 11 0

9 1.7 1 12.5 5

10 2.5 1 9.5 0

11 2.5 1 11 5

12 2.5 1 12.5 -5

13 1.7 0.4 9.5 0

14 1.7 0.4 11 5

15 1.7 0.4 12.5 -5

16 3.3 0.7 9.5 0

17 3.3 0.7 11 5

18 3.3 0.7 12.5 -5

19 1.7 0.7 9.5 5

20 1.7 0.7 11 -5

21 1.7 0.7 12.5 0

22 3.3 1 9.5 5

23 3.3 1 11 -5

24 3.3 1 12.5 0

25 2.5 0.4 9.5 5

26 2.5 0.4 11 -5

27 2.5 0.4 12.5 0

Table 2 Results of preliminary welding experiment using 
taguchi method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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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results of laser mode

Laser power
(kW)

Wire feed 
speed(m/min)

0 1.7

9.5
(284A, 27.2V)

11
(315A, 28V)

12.5
(337A, 28.4V)

Fixed variable : Arc torch angle(60°), Shielding gas(Ar 98% 
+O2 2%, 15𝑙/min), Welding speed(0.4 m/min), Preceding Laser

Wire 
feed 

speed
(m/min)

Laser 
power
(kW)

Bead 
width
(mm)

Pene-
tration
(mm)

Bead 
height
(mm)

Penetra-
tion
area

(mm2)

Reinfor-
cement 

area
(mm2)

Dilution 
ratio
(%)

9.5 0 6.13 1.6 2.8 6.1 17.3 35

11 0 7.01 2.81 3.2 12.32 25.36 49

12.5 0 6.33 4.04 2.93 14.34 28.08 51

9.5 1.7 7.56 2.74 4.4 13.32 41.09 32

11 1.7 8.67 2.86 4.62 14.62 47.58 31

12.5 1.7 10.29 2.7 4.71 15.42 53.25 29

Fig. 4 Results of arc and laser-arc hybrid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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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하지만, 용입깊이는 일정 수 에서 큰 편차 없

이 측정된다. 그 결과, 희석률(용입 면 /비드 체 면

)이 동일한 아크 단독 조건에 비해 최  22%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은 아크단독에 비해 비드폭은 1.2~1.6배 증가하

고, 비드높이는 1.4~1.6배 용착면 은 1.7~2.5배 증

가한다. 이는,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에서 이

의 향으로 용   압 값을 상승시킨다7). 상승된 

압은 아크 길이를 늘여 비드폭과 높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3.1.4 열원 간격에 따른 향

  열원 간격이 5mm 이하에서 최  용입깊이가 발생되

고 6~11mm에서는 얕은 용입이 나타나고 6mm 이상

인 경우 이  아크간 거리가 과도하여 시 지 효과가 

어들므로8) 이 와 아크 열원간의 거리를 3, 6mm

로 나 어 열원간의 거리로 인한 비드 형성에 한 향 비

교를 한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낸다.

  열원 간격이 3mm인 경우 비드폭은 거리에 따라 

증가하고, 비드높이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

나 용입깊이와 비드면 의 경우 천이 모드에서 감소했

다가 열 도 모드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열원 간격이 6mm인 경우 용입깊이와 비드높이, 비

드면 은 진 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비

드폭과 용입면 의 경우 천이 모드에서 증가했다가 열

도 모드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희석률의 경우 공통 으로 천이 모드에서 높은 희석

률이 나타난다. 한 이  아크 거리가 증가하여 두 

에 지 사이의 상호작용이 감소하게 되면 비드폭과 높

이보다는 용입면  증가에 향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2 이 -아크 하이 리드 클래딩 실험

  3.2.1 송 속도와 거리에 따른 향 

  본 연구에서 이 -아크 하이 리드 클래딩 용 에 

앞서, 와이어 송 조건과 거리에 따른 비드 형성 

경향을 확인하기 해 BOP 실험을 진행하고 비드단면 

결과는 Fig. 6에 나타낸다.

  비드폭은 송 속도와 거리가 증가할수록 넓어졌

고, 용입깊이는 송 속도가 높을수록 낮았으며 증감 경

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드높이는 송 속도 11m/min, 

12.5m/min에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이 나타났으나 송 속도 9.5m/min에서는 천이모드에

서 감소했다가 열 도 모드에서 상승하 다. 

  용입면 은 송 량이 증가할수록 커졌으나, 천이 역

에서 격히 상승하고 열 도 모드에서 감소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비드면 은 송 속도의 향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희석률은 공통 으로 천이 역에

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키홀 모드에서 

은 향을 미치는 Marangoni 유동의 향이 이  

Heat source 
distance(mm)

Defocusing 
distance(mm)

3 6

0

+10

+20

Fixed variable : Arc torch angle(60°), Shielding gas(Ar 98% 
+O2 2%, 15𝑙/min), Welding speed(0.4 m/min), Laser power 
(1.7 kW), Preceding Laser
Heat 

source 
distance
(mm)

Defocusing 
distance
(mm)

Bead 
width
(mm)

Pene-
tration
(mm)

Bead 
height
(mm)

Penetra-
tion
area

(mm2)

Reinfor-
cement 

area
(mm2)

Dilution 
ratio
(%)

3 0 8.67 2.86 4.62 14.62 47.58 31

3 10 9.65 2.46 4.29 19.82 46.33 43

3 20 10.09 3.09 4.26 19.53 51.65 38

6 0 9.62 2.85 4.47 21.22 50.8 42

6 10 10.9 2.76 4.18 23.52 49.39 48

6 20 10.56 2.58 4.16 15.42 47.99 32

Fig. 5  Results of heat source effect

  Defocusing  
 distance(mm)

Wire feed 
speed(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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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A, 2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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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variable : Arc torch angle(60°), Shielding gas(Ar 98% 
+O2 2%, 15𝑙/min), Welding speed(0.4 m/min), Laser power 
(1.7 kW), Preceding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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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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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Penetr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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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2)

Reinfor-
cement 

area
(mm2)

Dilution 
ratio
(%)

9.5 0 7.56 2.74 4.4 13.32 41.09 32.4

9.5 10 8.72 2.57 4.04 13.72 41.45 33.1

9.5 20 8.54 2.59 4.32 13.29 41.47 32.0

11 0 8.67 2.86 4.62 14.62 47.58 30.7

11 10 9.65 2.46 4.29 19.82 46.33 42.8

11 20 10.09 3.09 4.26 19.53 51.65 37.8

Fig. 6 Results of preliminary experiment for laser-arc 
hybrid cladding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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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증가할수록 진 으로 향을 미치면서 천

이 역에서 유동이 발생하면서 용입면 이 증가하여 희

석률이 상승하 다가 열 도 모드에서는 유동이 활발해

지면서 용착면 이 가증되어 희석률이 감소된다.

  3.2.2 용 패스 간격에 따른 향 

  이 -아크 하이 리드 클래딩 용 실험에서 이  

거리와 비드간 간격에 따른 비드 변화를 찰하기 

해 각각 3수 으로 실험을 진행하 으며, 비드단면에 

한 결과는 Fig. 7에 나타낸다. 체 으로 8mm 간

격에서 비드간의 오버랩이 정하 으나, 9mm, 10mm 

간격에서는 비드폭이 부족하여 독립 으로 비드가 생성

되는 것을 비드단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비드폭은 패스간격이 넓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났고 최  용입깊이는 패스간격이 키홀 모드와 열

도 모드에서는 증가하지만 천이 모드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  비드높이는 패스간격이 9mm일 

때 공통 으로 감소하 고 열 도 모드에서 가장 큰 폭

으로 변화했다. 비드면 은 체 인 값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천이 모드에서 10mm 간격일 경우 격히 감

소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용입면 과 희석률은 

키홀 모드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천이모드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열 도 모드에서 최소 희석률을 

확인 할 수 있다.

  희석률 측정 결과 체 으로 30~40% 수 으로 측

정되며, 거리가 짧아질수록 높게 측된다. 패스간

격이 좁아질수록 용착되는 비드가 선행 용 된 비드 상

부 사이를 채우면서 희석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3.2.3 허용 단차 측정 실험

  JCO 스 밴딩으로 제조된 이 는 끝단에 약 

0~3mm 정도의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를 삽 하여 하이 리드 용 으로 클래딩을 할 경우 

단차 보상가능 여부 단을 해 실험을 수행하 다. 

여기에서 단차는 정 으로부터의 조정불량(Misalign- 

ment)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필렛부 정  치로

부터 0, 2, 4mm 간격을 두고 하이 리드 용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결과는 Fig. 7에 나타내며, 이 -아크 하이 리

드 용 의 경우 4mm 정도의 단차가 발생해도 보상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 -아크 하이 리드 공정을 이용

한 클래딩 용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실험 순서

는 이  모드별 단을 해 거리 실험, 이  

열원 유무에 따른 비드 형상의 변화 실험, 열원 간격에 

따른 비드 변화 측 실험, 송 량, 거리 변화에 

따른 실험, 이 -아크 하이 리드 클래딩 순서로 실

험을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아크 단독과 하이 리드의 실험결과를 비교했을 

때, 같은 송 량에서 이  열원 유무에 따라 하이

리드 용 이 2.5~2.7배 이상 많은 용착면 을 나타냈

으며, 이는 이  향에 따른 압 상승의 향으로 

단된다. 

  2) 열원 간격이 멀어지면 비드 형상은 큰 차이가 없

으나, 두 열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져 6mm 간격에

서 용입이 깊어지며 희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

고 열 도 모드에서는 희석률이 공통 으로 감소한다.

  3) 본 연구에서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에서의 

희석률은 30% 수 이며 4mm 단차에서도 보상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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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 32.28 3.51 3.72 149.74 56.5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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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s of laser-arc hybrid cladding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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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s of gap compensation experimental



진병주․박기 ․김재휘․김청인․이유철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7, No. 4, 2019312

확인 할 수 있었다. 희석률의 경우 GMAW와 유사하여 

GMAW 클래딩 공정을 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했다.

  4) 이 -아크 하이 리드를 이용한 클래딩 실험결

과는 이  모드에 따라 비드 형성 경향이 바 고 있

으며, 이는 이  모드별로 변하는 용융풀의 열ㆍ유체 

유동 향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정된 용 속도와 이  출력에서 클

래딩 실험을 진행하 으나, 추후 다양한 변수 수 을 고

려하여 희석률을 감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후행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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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718합 은 우수한 고온강도와 내부식성으로 인해 산

업계에 리 사용되고 있는 Ni기 내열합 이다1,2). 

그러나, 최근 들어 등한 Ni 원소재의 가격 때문에 산

업계에서 량사용은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 근

래는 내열 합 의 일부를 상 으로 렴한 합 강

으로 체하거나 사용량을 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4-6). 특히, 718합 과 내열강을 용 ․ 합하여 사

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인 내

열합 의 용  방법은 확산 합, 자빔용 , 이징, 

마찰 용  등이 있다7). 이징은 통상 으로 낮은 크

립강도를 유발하며, 확산 용 은 Al, Ti 원소의 산화 

는 편석이 문제가 된다8,9). 자빔 용 은 특성이 우

수하나 진공 분 기 제어를 한 단가 상승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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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issimilar friction welding of Alloy 718 to SNCRW stainless steel. After friction 
welding, the effect of post-weld heat-treatment (PWHT)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was carefully studied. For this purpose, friction welded samples were annealed at 500, 720, and 900 ℃ 

for 8 hrs, respectively. Heat-treatment at 720 ℃ resulted in highest hardness due to the precipitation of g". On
the other hand, relatively low hardness was obtained when PWHT was not performed, or the heat-treatment
temperature was not 720 ℃. Residual stress in the welded joints was effectively reduced when heat treat-
ment was performed at temperatures above 720 ℃. Friction welded specimens fractured at the weld joint when 
no PWHT was performed or when PWHT was performed at 500 or 900 ℃. On the other hand, when PWHT 
was performed at 720 ℃, tensile failure occurred in the SNCRW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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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마찰 용 은 다른 속을 합 할 때 가장 

경제 이며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장 이 있다10). 마찰

용 에서는 압력하에서 회 하는 기계  에 지가 마찰

을 통해 열에 지로 변환되어 속을 결합시키는 에

지로 사용된다. 718합 과 스테인리스강의 마찰용 은 

여러 연구자에서 연구된 바가 있는데 많은 공정 변수가 

미세조직  합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1). 주요 마찰용 의 공정변수는 마찰시간, 마

찰압력, 시간, 압력, 회  속도, 그리고 후열처리 (post- 

weld heat-treatment, PWHT)등이다. 기존의 연구

에서는 마찰용 을 한 기본 인 공정변수 효과  이

에 따른 합강도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

나, PWHT의 효과에 한 미세조직  기계  물성의 

변화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온도에서 PWHT를 수행하 고 그 후 합부의 

경도, 인장특성, 잔류응력 측정 시험을 하 다. 얻어진 

기계  특성 평가결과를 미세조직 변화와 비교하여 해

석하 다.

 

2. 실험방법

  마찰용 시험을 수행하기 해 TOHO (TH25) Break- 

type의 소형마찰압 기 장비를 사용하 다. 718합 과 

SNCRW강의 직경 20 mm의 원통형 시편을 사용하여 

이종 마찰용 을 수행하 다. 마찰압  공정조건은 회

수 150 RPM, 발열압력은 35 MPa, 발열시간 40 sec, 

업셋압력 100 MPa, 업셋시간은 5 sec 다. 718합  

 SNCRW의 화학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718합 은 마찰용  에 1000 ℃에서 2 시간 동안 용

체화처리 하 다. 시험편은 직경 20 mm, 길이 100 mm

의 환 으로 가공하 다. 마찰용  후 시편은 500, 720, 

900 ℃에서 8시간 PWHT 처리 후 공냉하 다. 그 후 

기계가공을 통해 래쉬가 제거된 시편에서 경도  인

장시험용 시편들이 채취되었다. PWHT 처리 ․후 

경도시험은 압입자를 1 ㎏의 하 으로 1 mm 간격으로 

10  동안 가압하여 수행하 다. 인장시험 편의 게이

지 길이는 25 mm이고, 인장시험은 크로스 헤드 속도 

2.5 mm/min 조건으로 수행되었다. 한, 열처리 ․

후로 상분석을 하여 Rigaku 장비를 이용하여 XRD 

분석이 수행되었다. 잔류 응력평가는 나노압입법으로 

수행되었으며 Frontics사의 장비를 사용하 다. 나노 압

입시험용 표 시편 제작을 해 718합   SNCRW합

을 1000℃에서 24시간 어닐링 하 고 이 시편들은 

잔률응력이 제거된 상태라고 가정하 다. 

3. 결과  토의

  Fig. 1은 718합 과 SNCRW의 마찰 합 후의 시

편의 거시  구조를 보여 다. 마찰 합 시편의 형상은 

718합 이 SNCRW보다 높은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SNCRW로 굽어지는 상을 보 다. SNCREW부분의 

래쉬 (Flash)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 718 

합 쪽에서는 균열이 다수 발생하 다. 이것은 718합

의 강도가 높아 소성변형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단

된다. Fig. 2는 마찰 합 직후 718합   SNCRW의 

치 별 미세조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718합  부

분의 경우 합부에서 비교  멀리 떨어진 부 는 결정

립도가 상 으로 크고 결정립계면이 매우 부드러웠다. 

반면, 합면에 가까워 질수록 결정립도가 미세해지고 

물결(wavy)형태의 결정립계면이 찰되었는데 이는 형

인 동 재결정 조직의 특징이다12). 반면, SNCREW 부

분에서는 718합 에 비해 동 재결정이 활발하게 발생

하지 않았다.

  마찰 합 후 PWHT를 500, 720, 900 ℃에서 8시

간 수행하 고 이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 

Fig. 3은 경도  부 별 미세조직 변화를 보여 다. 

용  직후 (as-welded)에서는 718합  모재부의 경도

Material Cr Fe Mo Al Si Mn Ti C Ni

Alloy 718 19.0 17.8 2.8 0.62 0.1 0.06 1.1 - Bal.

SNCRW 19.9 68.5 - 0.01 1.4 0.8 0.01 0.2 9.2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lloy 718 and SNCRW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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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earance of friction welded Alloy 718 and 
SNCRW stainless steel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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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NCRW 모재부 보다 200 Hv 정도 경도가 더 높았

다. 그러나, 718합 에 가까운 열열향부 (heat affected 

zone, HAZ)에서는 경도가 격히 낮아졌고 다시 

SNCRW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이는 마찰 합 후 높은 마찰열로 인해 주요 

강화상인 γ″ 석출상이 HAZ에서 용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3). 500 ℃ 열처리한 소재의 경도는 as-weld 

상태와 유사한 거동을 보 다. 한편, 720 ℃ 열처리의 

경우 HAZ의 경도가 격히 상승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는 마찰 합  기지에 고용되었던 γ″ 상이 

720 ℃에서 다시 재석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열처리 온도가 더 높아져 900 ℃가 되면 HAZ 외에 

718합 의 모재부에서도 경도가 크게 하락하 다. 이

는 900 ℃ 에서 γ″ 상이 재고용되었기 때문이다13). 한

편, HAZ 경계쪽에서 결정립도는 열처리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경도의 변화가 결정립크기 변화 

보다는 강화상의 석출 여부에 크게 계되어있음을 반

증한다14). 

  720 ℃×8시간 조건에서 PWHT된 시편의 HAZ 경

도상승이 원인이 γ″상의 석출과 련이 있는지 확인하

기 해서 각 시편마다 XRD 분석을 수행하 다. Fig. 

4는 각 시편에서 XRD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공

통 으로 모든 시편에서 γ상인 Ni3(Al, Ti)가 찰되

었다. 그러나, 주강화상인 γ″(Ni3Nb)는 720 ℃×8시

간 조건에서만 찰되었다. 따라서 720℃×8시간의 조

건에서의 경도상승은 γ″상의 재석출이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Fig. 5는 PWHT 효과에 따른 상온인장시험의 결과

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단시편 사진 의 화살표들은 인

장 후 단 지 을 나타낸다. As-weld 와 500, 900 ℃ 

PWHT 조건에서는 모두 용 부에서 단이 일어났다. 

그러나, 720 ℃×8시간 PWHT 조건에서는 SNCRW 

모재에서 단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열처리 효과에 의해 718합  모재부와 HAZ 강도가 

20 30 40 50 60 70

0

2-Theta

50

100

150

200

80

R
el

at
iv

e 
in

te
ns

it
y

Ni3(Al, Ti)

As-welded

PWHT

PWHT

PWHT

(500℃×8hrs)

(900℃×8hrs)

(720℃×8hrs)

Ni3Nb

Fig. 4 XRD patterns of Alloy 718 and SNCRW friction 
welded specimens after post-weld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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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상승한 반면 SNCRW 모재부의 강도는 여 히 낮

기 때문에 나타난 상이다15). 이 결과는 마찰용  후 

PWHT처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다. 

  Fig. 6는 마찰용  후 용 후열처리 조건별에 따라 

잔류응력을 측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SNCRW 역에

서 압축잔류응력이 찰되고, 718합  역에서는 인

장잔류응력이 찰되었다. 이는 718합 이 SNCRW보

다 상 으로 아주 높은 강도를 가지기 때문으로 단

된다16). PWHT온도가 높을수록 잔류응력이 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900℃×8시간 조건에서 가장 낮은 잔

류응력이 찰되었지만 앞에서 보인 결과와 같이 900℃ 

×8시간 조건에서는 γ″상의 재고용으로 경도가 매우 

낮았다. 따라서, 비교  잔류응력이 낮고 γʹʹ상의 재석

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720℃×8시간의 조건이 마찰용

 PWHT 조건  가장 합한 온도로 단된다.

4. 결    론

  718합 과 SNCRW강의 이종 마찰용 을 수행하

고, PWHT에 따른 미세조직  기계 특성 변화를 연

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718합 과 SNCRW의 마찰 합부를 720 ℃ 열

처리한 경우 γ″의 석출로 인해 높은 경도가 얻어졌다. 

반면, PWHT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온도 조건이 다른 

경우 상 으로 낮은 경도가 얻어졌다. 

  2) 마찰 합부의 잔류응력은 720 ℃ 이상에서 열처

리가 수행되었을 때 효과 으로 감소되었다. 

  3) PWHT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500, 900 ℃에서 

PWHT가 수행된 경우 마찰용  시편은 용  이음부에

서 단되었다. 반면, 720 ℃에서 PWHT가 수행된 경

우 SNCRW 모재 속에 인장 단이 발생했다. 

ORCID: J.H. Kim: https://orcid.org/0000-0002-6997-4239
ORCID: Nho Kwang Park: https://orcid.org/0000-0002-3404-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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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 재료는 용 에 사용되는 피복아크용 , 용 와

이어, 럭스, 실드가스를 비롯한 용 용 소모재료로 정

의된다1). 용 재료는 용 시공에서 핵심 인 소모품으

로 용 기자재에 비해 매출액이 2~3배 높은 산업이다
2). 지난 투고에서 일본 新報(신보)사의 자료를 활용하

여 시장동향을 소개하 는데3), 이번 투고에서는 해당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는 신

보사에서 발간한 “Welding Market Annual Research 

& Trend”(MART)의 2005년에서 2017년까지 자료

를 이용하 다4). 자료에서는 각 지역별 수요량은 피복

아크용 , 솔리드와이어, FCW(Flux Cored Wire), 

SAW(Submerged Arc Welding)  기타로 분류하여 

측하고 있다. 

2. 세계용 재료시장 황

  2017년 기  세계 용 재료 시장은 6백만톤 수

으로 지난 경제 기 때를 제외하고는 지속 으로 성장

하 으나 재는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다(Fig. 

1). 2009년 이후 솔리드 와이어의 사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 으며, FCW의 사용량도 꾸 히 증가하고 있

다. 다른 용 재료에 비해 용 의 경우에는 시장규모

가 최근에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수용  비율이 감소

하고 효율이 높은 와이어 타입의 용 재료 채택이 증가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용

뵹의 비율이 40.2%로 용 재료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 추세로 보면 근미래에 솔리

드 와이어 사용량이 용  사용량을 추월할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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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용 재료시장 황

  주요국의 년도별 용 재료 시장규모는 Fig. 4와 같다.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용 재료 시장의 정

체는 주로 국 시장에서의 매출감소  정체에 기인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주요 선진국 시장인 미국, EU, 

일본, 한국의 경우 최근 용 재료 시장이 거의 안정화

되어 있다. Fig. 4에서 미분류한 기타 국가의 시장 규

모를 Fig. 5에 국가별로 다시 표시하 다. 재 개발도

상국인 국가들도 용 재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도의 용 재료 시장 규모가 2009년 이

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동 

 아 리카에서도 시장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다. 미분

류 국가들의 시장 규모가 2005년 체의 19.1%임에 

비하여 2017년에는 체의 24.3%로 차 요 시장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인도, 동남아는 한국이

나 일본 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Fig. 6과 같이 한국의 경우 체 용 재료 시장규모

가 25만톤 수 으로 최근 솔리드와이어 사용량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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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 띈다. 솔리드와이어의 주요 사용처가 자동차  

건설기계 등 공업이 아닌 기계 련 산업으로 2017년

까지의 호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용 의 사

용량은 여타 선진국과 유사하게 사용량이 감소하나 감

소율은 상 으로 은 편이다. 한국은 상 으로 

공업분야의 비 이 높기 때문에 FCW와 솔리드와이어

의 비 이 거의 동등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 공

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용착 특성을 가지는 SAW 

용 재료의 사용량은 조 씩 증가하고 있으며, 피복아

크용 의 사용량만 고 있다.

  국은 세계 용 재료 시장의 반 가량인 3백만톤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0년  반이후 용

 사용량이 50만톤 가량 감소하여 재는 용 과 

솔리드와이어의 사용량이 거의 유사한 수 이다 (Fig. 7). 

특히 솔리드와이어의 경우 2005년 36만톤에서 2017년 

110만톤으로 3배 규모의 시장이 성장하 으며, FCW

의 경우에도 동일 기간 7배 정도로 시장이 성장하여 약 

35만톤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용 재료 사용량으로 볼 

때 피복아크용 이 아닌 기계화된 공법으로 55% 이상

의 용 재료가 소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CW의 

사용량도 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비율이 높지 않다. SAW의 경우 최근의 국 조

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2013년 이후 사용량이 감소한 

후 2017년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용 재료 시장은 경제 기 이  수 을 회복하

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회복으로 

인해 락했던 솔리드와이어 시장분율이 회복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Fig. 8). 용 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반 으로 용 재료의 사용량이 최근 

10년간 증가하 다. 일본 용 재료시장은 솔리드와이어의 

비 이 FCW에 비해 높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큰 FCW 

시장을 가지고 있다(Fig. 9). 체 시장규모는 경제

기 이후 차 회복추세에 있으나, 2009년 토요타 리콜 

사태 이후 자동차산업의 매출회복이 아직 진행 으로 

솔리드와이어의 매출이 경제 기 이 의 수 을 회복하

지 못하 다. EU 용 재료 시장은 FCW시장을 제외하

고는 일본과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

기이후 솔리드와이어 시장의 회복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FCW 시장이 차 증가하는 특징을 보

여주고 있어 수요산업과의 연 성에 한 분석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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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rends of chinese welding consumab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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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ends of US welding consumab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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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rends of japanese welding consumab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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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rends of EU welding consumab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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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 사 

  본 기고에서는 2005년에서 2017년까지의 용 재료

별 시장규모를 로벌  각국별로 분석하 다. 분석에

서 용 재료는 피복아크용 , 솔리드와이어, FCW, 

SAW  기타로 자료를 분류하 다. 

로벌 용 재료 시장은  

  1) 반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 기존 주요 5개국( 국, EU, 미국, 일본, 한국)외 

지역에서의 시장이 확 되고 있다. 

  3) 용 재료별로는 자동화의 향으로 피복아크용  

보다는 솔리드와이어와 FCW의 시장이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4) 각국별/용 재료별 매출은 조선/ 공업, 자동차산

업과 같은 주요 수요산업의 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ORCID: Seungjae Lee: http://orcid.org/0000-0003-0413-8587
ORCID: Cheolhee Kim: http://orcid.org/0000-0003-4127-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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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상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Austenitic stain-

less steel)은 강도, 인성  연성의 높은 재질 특성으

로 인해 내식성은 물론 피가공성, 용 성에 있어서 우

수하며, 이 계의 합 은 성질  용도에서 많은 계량형

이 개발되어 수십 종에 달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에

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의 90%이상이 오스테나이트계

인데, 이는 높은 경제성과 우수한 용 성에 기인한다. 그

러나 스테인리스강 용 에 따른 입계 부식(Intergranular 

corrosion)의 문제가 산업 장에서 지속 으로 발생하

고 있어 다양한 용  조건에 응할 수 있는 체계 인 

연구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원자력 발 용 기기는 고온  고압의 가동  부식 

환경에 노출되어 장시간 사용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주요 부품 소재인 304 스테인리스강 용 부의 입계 부

식 방지를 한 목 으로 원자력 규제 요건인 비안

  

304 스테인리스강 용접 열영향부의 입계 부식에 미치는 탄소함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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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04 stainless steels with carbon contents of 0.074wt%C and 0.064wt%C were tes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bon content on intergranular corrosion in the heat affected zone. Stainless steels with two types 
of carbon content were subjected to various test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such as nondestructive properties, 
mechanical properties, chemical composition, delta ferrite content, and structural observation. In the ASTM A262 
test for detecting the intergranular attack associated with chromium carbide precipitates, 304 stainless steel with a 
carbon content of 0.064wt%C was found to be resistant to intergranular corrosion, but 304 stainless steel with 
a high carbon content of 0.074wt%C was found to have intergranular corrosion in the heat affected zone 2 
to 3 mm away from the fusion line. Using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2 to 3 mm
point at the fusion line persists for approximately 3 to 6 seconds at the sensitivity temperature range of 
650~870℃. This result confirmed the corrosion test results of the 304 stainless steel with a high carbon content
of 0.074wt%C. Therefore, the carbon content of stainless steel to be employed industrial field welding needs 
to be limited to a maximum 0.065wt%C in order to ensure the corrosion resistance of 304 series stainless 
steel in a corrosiv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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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석보고서(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에서는 최  모재 탄소함량 0.065wt.%C  최  용

입열 23.6kJ/cm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 인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04 스테인리스강은 용 입열에 의해 민화(Sensi- 

tization) 온도 구간에 가열된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에서 결정립계에 크롬(Cr) 탄화물이 석출하

여 입계 근처에서 내식성에 효과 인 크롬의 함량이 기

지보다 낮은 크롬 결핍(Chrome Depletion)이 나타나 

민화 상(Sensitization phenomena)이 발생하여 이 

부 에서 선택 으로 부식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규제 요건보다 높은 탄소함량을 

가진 304 스테인리스강  원자력 규제 요건과 유사한 

탄소함량을 가진 304 스테인리스강에 원자력 규제 요

건을 과하는 용 입열량으로 용 을 한 후, 비 괴 

특성, 기계  성질, 화학 조성, 조직 찰  입계 부식 

상을 시험을 통하여 조사하고, 용  열 향부에서 찰

된 부식 특성을 온도 분포 해석을 통해 민화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장에서 이루어지는 용 에 해 

원자력 규제 요건을 실증 실험을 통해 입증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시료  용 변수

  원자력 산업계의 최  탄소함량 규제 요건인 0.065 

wt.%C보다 높은 탄소함량을 가진 0.074 wt.%C의 

ASTM A182 F304H  유사한 탄소함량을 가진 

0.064wt.%C의 ASTM A240 TP304 시편을 실험에 

용하 으며, 원자력 규제 요건인 최  23.6kJ/cm보

다 높은 용 입열량으로 더 엄격한 조건에서 용 을 하

여 입계 부식에 미치는 향을 실험을 하 다. 시편의 

화학 성분  기계  물성치는 Table 1  Table 2에 

나타내었다.

  10mm  40mm 두께의 시편을 각각 비하여 

23.6kJ/cm보다 높은 용 입열량이 얇은 두께와 두꺼

운 두께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고, 산업 장에서 

리 용되고 있는 한 쪽면 개선 각도 30°의 Single V 

Groove 형상을 가진 시편을 폭 150mm  길이 400mm

로 비하 으며, 시편의 치수  개선 형상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용가재는 ASME Section II Part C SFA-5.22 규격

의 E308LT1-1(8.3~8.5FN, Ø1.2mm)를 용하

으며, 화학 성분  기계  물성치는 Table 3  Table 

4에 나타내었다.

  용 변수는 아래보기자세, 최소 열온도 16℃, 최  

패스간 온도 175℃  차폐가스 CO2의 조건에서 오스

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표 인 반자동 방법인 럭

스 코어드 아크 용 (FCAW)을 용하 으며, 상세한 

용 기록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Type Comp. C Mn P S Si Ni Cr N

A182 
F304H

Req’d
0.04~ 
0.10

Max. 
2.00

Max. 
0.045

Max. 
0.030

Max. 
1.00

8.0~ 
11.0

18.0~ 
20.0

-

Act’l 0.074 1.405 0.031 0.013 0.455 8.44 18.53 -

A240 
TP304

Req’d
Max. 
0.07

Max. 
2.00

Max. 
0.045

Max. 
0.030

Max. 
0.75

8.0~ 
10.5

17.5~ 
19.5

Max. 
0.10

Act’l 0.064 1.03 0.023 0.003 0.43 8.56 18.71 0.04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wt.%) of test coupons

Type Property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A182 
F304H

Req’d Min. 515 Min. 205 Min. 30

Act’l 608.1 319.2 61.1

A240 
TP304

Req’d Min. 515 Min. 205 Min. 40

Act’l 639.6 292.4 58.8

30˚

150

400

10

30˚

150

400

40

Coupon No.1
&

Coupon No.3

Coupon No.2
&

Coupon No.4

(Unit : mm)

Fig. 1 Dimension and groove feature of test coupons

Table 2 Tensile properties of test coupons

Comp. C Cr Ni Mo Mn Si P S Cu

Req’d
Max. 
0.04

18.0~
21.0

9.0~
11.0

Max.
0.75

0.5~
2.5

Max.
1.0

Max.
0.04

Max.
0.03

Max.
0.5

Act’l 0.018 19.8 9.8 0.02 1.65 0.65 0.0160.011 0.02

Table 4 Tensile properties of E308LT1-1

Property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Req’d Min. 520 - Min. 35

Act’l 558.4 386.1 46

Table 3 Chemical compositions(wt.%)of E308L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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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조건

  2.2.1 비 괴시험

  ASME Section III  V의 비 괴시험 코드 요건에 

따라 용  시편에 액체침투탐상시험(PT), 방사선투과

시험(RT)  음 탐상시험(UT)을 수행하여 용 부

의 결함 여부  건 성을 평가하 다. 

  2.2.2 기계  성질 시험

  ASME Section IX QW-462.2에 따라 각 4개의 굽

힘시험편을 가공한 후, 용 부 단면 체가 굽힘 변형

을 받도록 ASME Section IX QW-160에 따라 측면

을 180°각도로 꺾는 횡 측면 굽힘 시험을 수행하 다.

  ASME Section IX QW-462.1(a)에 따라 각 2개

의 인장시험편을 가공한 후, ASME Section IX QW- 

150에 따라 횡 인장 시험을 수행하 다.

  ASTM E384-16 코드에 따라 연마 가공된 시험편에

서 용 속, 열 향부  모재 경계를 확인하기 해 

3μ Diamond paste으로 폴리싱한 후, Chromic acid로 

에칭을 하여 경도 시험편을 비하 다. 모재 표면 1mm 

직하를 용 속  모재는 1mm 간격으로 5군데와 열

향부는 0.5mm 간격으로 3군데를 하  10kgf의 마이

크로 비커스 경도기로 경도 분포를 측정하 다.

  ASME Section II Part A SA370 Fig. 11(a)의 

Charpy V-notch type A에 따라 시편을 가공하여 용

속 3개, 열 향부 3개  모재 3개의 총 9개 시험

편으로 충격시험을 수행하 다.

  2.2.3 화학성분 분석  델타 페라이트 측정

  용  표면을 면삭  연마 가공을 한 후, Spectro 

emission 방법으로 용 속의 화학성분을 분석하여, 

ASME Section II Part C SFA-5.22 E308LT1-1 

요건과 비교하 다. 

  Ferrite Gauge를 용 부에  측정하는 Magnetic 

measurement  용 부의 채취 시료를 성분 분석을 

하는 Chemical analysis을 수행하여 델타 페라이트(δ

-Ferrite)를 측정하 다.

  Magnetic measurement에 따른 Ferrite Gauge의 

측정 치는 ASME Section III 요건에 따라 Ferrite 

number(FN)를 6개소의 치에 매 개소마다 6번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확인하 다.

  Chemical analysis 방법은 용 속의 화학성분 분

석 결과를 활용하여 WRC-1992 Diagram에 따른 Ni 

당량  Cr 당량을 구한 후, Ferrite number (FN)

를 결정하 다.

  2.2.4 용 부의 조직 찰

  ASTM E3-11 코드에 따라 조직시험편을 3μ Diamond 

paste를 통해 폴리싱을 한 후, Chromic acid로 에칭

을 한 표면에 10배율로 매크로 조직을 찰하 으며, 

조직시험편을 1μ Diamond paste를 통해 폴리싱을 한 

후, Chromic acid로 에칭을 한 표면에 200배율로 마

이크로 조직을 찰하 다.

  용 속, 열 향부  모재를 상으로 매크로조직

검사로 용  결함을 확인하고, 마이크로 조직검사로 조

직학 인 미세 균열이나 불연속부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하 다.

  2.2.5 입계 부식 시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크롬 탄화물 석출에 따

른 입계 부식의 민감도를 확인할 목 으로 원자력 분야

에서 일반 으로 용하고 있는 ASTM A262 Practice 

A  E 요건에 따라, Fig. 2와 같은 형상으로 만든 시

험편에 입계부식시험을 수행하여 민화 상을 고찰하

다.

  Practice A는 Oxalic acid 100g을 900㎖ 증류수

에 완  용해를 시킨 후, 시험편을 장입하여 1A/㎠의 

조건으로 90  동안 해 에칭을 하여 Fig. 2(a)와 같

이 비한 부식 시험편을 250~500 배율로 조직을 

찰하 다.

  Practice E는 Copper sulfate (CuSO4·5H2O) 100g을 

700㎖ 증류수에 완  용해를 시킨 후, 100㎖의 Sulfuric 

acid(H2SO4)를 추가 투입하여, 최종 으로 1,000㎖의 

Coupon
No.

Thickness
(mm)

Total
passes

Welding heat input 
(kJ/cm)

1 10mm 5 23.9~24.2

2 40mm 22 24.0~24.6

3 10mm 4 23.7~24.4

4 40mm 21 24.1~24.7

Table 5 Welding records for test coupons

(a) (b)

Fig. 2 Specimen of ASTM A262 intergranular corrosion 
test. (a) Practice A (b) Practic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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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에 희석시킨 용액에 시험편을 장입하여 최소 15

시간 동안 끓인 다음, Fig. 2(b)와 같이 굽힘 시험을 수

행하여 5~20 배율로 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하 다.

  본 시험에 용된 시험 조건의 체 황은 Table 6

에 나타내었다. 

3. 시험결과  고찰

3.1 비 괴시험에 의한 결함 평가
 

  ASME Section III  V 코드에 따라 용  시편에 

한 비 괴시험의 평가 결과, Table 7과 같이 어떠한 

용 결함도 찰이 되지 않아 건 한 용 부의 형성을 

확인하 다.

3.2 기계  성질 평가

  3.2.1 굽힘 성질 특성

  ASME Section IX QW-163의 굽힘시험 평가 기

에 따라 3mm를 과하지 않는 터진 불연속부가 없으

면 합격이 되며, 각 4개의 시험편을 측면 횡 굽힘시험

을 한 결과, 어떠한 터진 불연속부도 찰이 되지 않았다.

  3.2.2 인장 강도 특성

  ASME Section IX QW-153의 인장시험 평가 기

에 따라 모재의 최소 인장강도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

우 합격이 되며, 각 2개의 시험편을 횡 인장시험을 한 결

과, 595~603MPa의 인장강도값을 얻어 A182 F304H 

모재 요건인 최소 515MPa을 만족하 으며, 603~ 

609MPa의 인장강도값을 얻어 A240 TP304 모재 요

건인 최소 515MPa을 만족하 다

  3.2.3 경도 특성

  표면 직하의 1mm 선상에서 용 속  모재는 1mm 

간격으로 5군데와 열 향부는 0.5mm 간격으로 3군데

를 하  10kgf의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측정한 결과, 

Table 8과 같이 열 향부와 모재의 경도치는 경화 조

직의 생성이 없는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열 향부

의 경도치가 모재보다 다소 낮은 것은 다  패스 용

에 따른 열이력의 향으로 국부 으로 생성된 조 화

된 결정립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3.2.4 충격 강도 특성

  원자력 주기기의 가동  Lowest service temper-

ature인 1.6℃를 시험 온도로 하여 충격시험을 수행하

는 경우 흡수에 지가 최소 67.7J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된다. 해당 온도에서 용 속 3개, 열 향부 3개  

모재 3개의 총 9개 시험편에 Charpy V-notch 충격시

험을 수행한 결과, 모든 충격을 시험편에서 흡수하여 

단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일반

인 온도에서 상당히 높은 인성을 갖는 304 스테인리스

강의 재질 특성이 확인되었다.

  추가 으로 304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극 온 인성 

특성을 확인하기 해 -196℃에서 충격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 온도인 -196℃의 극 온에서의 합격 기

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Table 9와 같이 열 향부 

 모재에서 양호한 충격 인성값을 확인하 다. 단, 극

온 인성 특성을 갖는 용가재는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갖는 측면을 고려할 때, 페라이트 조직을 일부 형성하

Test type
A182 F304H
(0.074wt.%C)

A240 TP304
(0.064wt.%C)

Coupon No. 1 2 3 4

Nondestructive test 
(PT,RT,UT)

○ ○ ○ ○

Mechnical 
test

Bend test ○ ○ ○ ○

Tension test ○ ○ ○ ○

Hardness test ○ ○ ○ ○

Impact test ○ ○ ○ ○

Chemical analysis & FN 
measuring

○ ○ ○ ○

Structure 
inspection

Macro structure ○ ○ ○ ○

Micro structure ○ ○ ○ ○

Intergranular 
corrosion

test

ASTM A262 
Practice A

○ ○ ○ ○

ASTM A262 
Practice E

○ ○ ○ ○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 - - -

Table 6 Total status of test conditions

Coupon No. PT RT UT

1 Accept Accept Accept

2 Accept Accept Accept

3 Accept Accept Accept

4 Accept Accept Accept

Table 7 The evaluation results of non-destructive test

Coupon No.
Measurement positions (HV, Avg.)

Weldment HAZ Base metal

1 174.0 185.7 192.0

2 179.0 196.3 192.8

3 172.8 191.3 197.4

4 175.4 195.0 198.4

Table 8 The results of micro vickers hardn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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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고안된 용가재가 사용된 용 속은 평가 상에

서 제외하 다.

3.3 화학성분  델타 페라이트 특성

  용 속에 한 화학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ASME Section II Part C SFA-5.22의 

E308LT1-1 용가재 화학 조성 요건을 만족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재는 일반 인 304 스테인리스강의 

탄소함량보다 높은 0.074wt.%C  0.064wt.%C 의 

탄소함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308LT1-1 용

가재가 용융된 용 속은 최  0.03% 탄소함량을 가

진  탄소 등 을 확보하 다.

  한, 높은 용 입열로 인해 희석률(Dilution ratio)

이 증가하여 모재의 높은 탄소함량의 향으로 용 속

의 탄소함량 결과가 높을 것으로 상하 으나, 23.6kJ/cm

를 소폭 과하는 용 입열량에서는 모재의 탄소함량이 

용 속의 탄소함량에 미치는 향이 미미함을 확인하

다.

  Magnetic measuring instrument  Chemical 

analysis의 방법으로 용 속에 측정된 델타 페라이

트 함량은 Table 11과 같으며, 원자력 델타 페라이트 

규제 요건인 8~15 FN을 만족하고 있어 고온 균열

(Hot cracking)에 한 항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

났다.

  용 에 사용된 E308LT1-1 용가재의 델타 페라이트 

함량이 8.3~8.5FN인 을 고려할 때, Table 11과 

같이 자기계측기기  화학성분분석을 통한 용 속의 

델타 페라이트 함량이 9.0~10.7FN 범 내에서 측정

되어 큰 차이가 없이 안정 인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WRC-1992 Diagram에 따르면 C는 Ni 당량

의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FN 값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탄소함량이 높은 모재는 용착 속

의 FN 값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상하 으나, 실험 결

과는 오히려 FN 값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

라서 용 속의 델타 페라이트 함량은 모재보다는 용

가재의 화학조성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용 입열량의 차이에 따른 응고모드의 변화 

는 냉각속도에 미치는 향도 게 나타나 델타 페라이

트의 함량과의 직 인 연 성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3.4 조직 찰 특성

  시험편을 10배율로 용 속, 열 향부  모재의 Macro 

structure를 찰한 결과, 균열, 기공, 용융불량, 용입불

량  슬래그 혼입 등의 특성을 갖는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험편을 200배율로 용 속, 열 향부  모재의 

Micro structure를 찰한 결과, 조직학 인 미세 균

열이나 불연속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3.5 입계 부식 특성 평가

  3.5.1 스테인리스강(0.074wt.%C)의 입계 부식 특성 

평가

  원자력 산업계의 최  탄소함량 규제 요건인 0.065wt.%C

Comp. C Cr Ni Mo Mn Si P S Cu

ASME
Max. 
0.04

18.0~
21.0

9.0~
11.0

Max.
0.75

0.5~
2.5

Max.
1.0

Max.
0.04

Max.
0.03

Max.
0.5

Coupon 
No.1

0.029 19.58 9.60 0.03 1.44 0.61 0.019 0.012 0.05

Coupon 
No.2

0.024 19.74 9.65 0.02 1.19 0.56 0.019 0.013 0.04

Coupon 
No.3

0.023 19.65 9.75 0.02 1.07 0.51 0.017 0.010 0.05

Coupon 
No.4

0.022 19.70 9.79 0.02 1.10 0.55 0.018 0.008 0.06

Table 10 Chemical analysis compositions of weldment 
(wt.%)

Coupon
No.

Magnetic measurement
(FN. Avg.)

Chemical analysis

Ni eq Cr eq FN

1 9.2 11.31 19.63 10.0

2 9.9 11.34 19.77 10.7

3 9.0 11.55 19.69 9.5

4 9.2 11.60 19.73 9.9

Table 11 Delta ferrite contents of weldment

Coupon
No.

Test 
locations

Test
temp.
(℃)

Absorbed
energy

(J, Avg.)
Test results

1

Weldment -196 38.0 Except evaluation

HAZ -196 79.0 Satisfactory

Base metal -196 104.3 Satisfactory

2

Weldment -196 36.3 Except evaluation

HAZ -196 77.0 Satisfactory

Base metal -196 122.6 Satisfactory

3

Weldment -196 54.3 Except evaluation

HAZ -196 74.3 Satisfactory

Base metal -196 94.7 Satisfactory

4

Weldment -196 46.3 Except evaluation

HAZ -196 73.7 Satisfactory

Base metal -196 108.0 Satisfactory

Table 9 The results of charpy V-notch impact test at ex-
treme low temperature



304 스테인리스강 용  열 향부의 입계 부식에 미치는 탄소함량의 향

한용 ․ 합학회지 제37권 제4호, 2019년 8월     327

보다 높은 탄소함량 0.074wt.%C 의 오스테나이트 스

테인리스강 모재에 원자력 규제 요건인 최  23.6kJ/cm

보다 높은 용 입열량을 용한 용  시편의 ASTM 

A262 Practice A  E 시험의 결과를 Table 12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ASTM A262 Practice A 시험 결과는 Fig. 3  Fig. 

4에서 용 속  모재는 합격 조직을 보여주고 있으

며, 열 향부의 일부 역에서는 입계 부식 의심 조직

을 보여주고 있다. 모재는 Dual structure의 합격 조

직이 찰되었고 용융경계선 근처의 열 향부는 Step 

structure의 합격 조직이 찰되었으나, 용융경계선으

로부터 2~3mm 떨어진 열 향부는 Ditch structure

의 입계 부식 의심 조직이 찰되었다.

  ASTM A262 Practice E 시험 결과는 Fig. 5에서 

시편 두께 10mm의 용 속, 열 향부  모재에서 

균열이나 터짐이 찰되지 않아 합격 조직을 보여 주고 

있다. Fig. 6에서 시편 두께 40mm의 용 속  모

재는 균열이나 터짐이 없어 합격이 되었으나, 열 향부

에서는 균열이 찰되어 불합격 조직을 보여 주고 있다.

  Fig. 6에서 균열이 찰된 열 향부의 불합격 조직에 

해 상세 찰을 한 결과, Fig. 7과 같이 굽힘 시험의 

굴곡부에 치하는 략의 용융경계선을 포함하여 용융

경계선으로부터 략 2mm 이내의 열 향부는 균열이

나 터짐이 없어 합격이 되었으나, 용융경계선으로부터 

략 2mm 이상 떨어진 열 향부는 균열이 찰되어 

Failing test specimen으로 확인되었다. 

No.

Practice A Practice E

Weld
ment

HAZ

Base
metal

Weld
ment

HAZ
Base
metal

Near 
fusion 

line

2~3mm 
from 

fusion 
line

1 Accept
Accept
(Step)

Suspect
(Ditch)

Accept
(Dual)

Accept Accept Accept

2 Accept
Accept
(Step)

Suspect
(Ditch)

Accept
(Dual)

Accept Reject Accept

(a) (b)

(c) (d)

(a) (b)

(c) (d)

Fig. 3 Etch structures of coupon No.1 by ASTM A262 
Practice A test (x500). (a) Weldment (b) HAZ 
near fusion line (c) 2~3mm HAZ from fusion line 
(d) Base metal

Table 12 The results of ASTM A262 Practice A & E test 
for coupon No.1 and coupon No.2

(a) (b)

(c) (d)

Fig. 4 Etch structures of coupon No.2 by ASTM A262 
Practice A test (x500). (a) Weldment (b) HAZ 
near fusion line (c) 2~3mm HAZ from fusion 
line (d) Base metal

1mm

(a) (b) (c)

Fig. 5 View of the bent area of coupon No.1 by ASTM 
A262 Practice E test (x10). (a) Weldment (b) 
HAZ (c) Base metal

(a) (b) (c)

1mm

Fig. 6 View of the bent area of coupon No.2 by ASTM 
A262 Practice E test (x10). (a) Weldment (b) 
HAZ (c) Base metal

Approximately fusion line

1mm

<A> <B>

1mm

<A>

1mm

<B>(a) (b) (c)

Fig. 7 Detail view of HAZ on the bent area of coupon 
No.2 by ASTM A262 Practice E test (x10). (a) 
2mm over HAZ from fusion line (b) HAZ of Fig 
6 (c) HAZ near fu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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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스테인리스강(0.074wt.%C)의 입계 부식 특성 

고찰

   탄소함량 Max. 0.03wt.%C의 용가재가 용된 

용 속은 ASTM A262 Practice A  E 시험에서 

모두 합격이 되어 입계 부식에 항성이 있는 조직으로 

찰되었으며, 이는 고 탄소함량의 스테인리강과 비교

하여 상 으로 은 크롬 탄화물 석출의 향으로 

단된다. 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모재나 열 향부에 

잔존하지 않는 용 속의 δ-페라이트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이 되며, 이러한 특성은 가열 기에 δ-페

라이트 쪽의 탄화물 근방에서 Cr 결핍층이 발생하지만, 

δ-페라이트상으로 부터의 Cr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어 

Cr 결핍층이 빨리 회복되는 래피드 힐링(Rapid heal-

ing) 상 때문으로 단되었다.

  탄소함량이 높은 0.074wt.%C 시편의 용  열 향

부의 ASTM A262 Practice A 시험에서는 용융경계

선 근처의 열 향부는 Step structure의 합격 조직이 

찰된 반면, 용융경계선으로부터 2~3mm 떨어진 열

향부에서 Cr 탄화물이 입계에 석출한 Ditch structure

의 입계 부식 의심 조직이 찰되었다. ASTM A262 

Practice E 시험 결과에서는 용융경계선 근처의 열 향

부는 균열이나 터짐이 찰되지 않은 반면, 용융경계선으

로부터 2mm 이상 떨어진 열 향부에서 균열이 찰됨

에 따라 열 향부의 특정 치에서 입계 부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융경계선으로부터 2mm 이상 

떨어진 열 향부는 민화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온도

와 시간 인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단되며, 이

러한 상은 30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잘 

알려진 용 쇠약(Weld decay)의 형 인 상이다.

  탄소함량이 높은 0.074wt.%C 시편에서 모재의 ASTM 

A262 Practice A 시험 결과, Dual structure의 합격 

조직이 찰되었다.

  ASTM A262 Practice E 시험 결과, 시편 두께 

40mm는 시편 두께 10mm보다 용  패스 수가 상

으로 많아 민화 온도 구간에 지속되는 시간의 증가

에 기인한 균열이 용융경계선으로부터 2mm 이상 떨어

진 열 향부에서 찰된 것으로 단된다.

  3.5.3 스테인리스강(0.064wt.%C)의 입계 부식 특성 

평가

  원자력 산업계의 최  탄소함량 규제 요건인 0.065wt.%C

과 유사한 탄소함량 0.064wt.%C 의 오스테나이트 스

테인리스강 모재에 원자력 규제 요건인 최  23.6kJ/cm

보다 높은 용 입열량을 용한 용  시편의 ASTM 

A262 Practice A  E 시험의 결과를 Table 13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ASTM A262 Practice A 시험 결과, Fig. 8  Fig. 

9와 같이 용 속, 열 향부  모재에서 Ditch Stru- 

cture가 존재하지 않는 합격 조직이 찰되었다. 융융

No.

Practice A Practice E

Weld
ment

HAZ

Base
metal

Weld
ment

HAZ
Base
metal

Near 
fusion 

line

2~3mm 
from 

fusion 
line

3 Accept
Accept
(Step)

Accept
(Dual)

Accept
(Step)

Accept Accept Accept

4 Accept
Accept
(Step)

Accept
(Dual)

Accept
(Dual)

Accept Accept Accept

(a) (b)

(c) (d)

Fig. 8 Etch structures of coupon No.3 by ASTM A262 
Practice A test (x500). (a) Weldment (b) HAZ 
near fusion line (c) 2~3mm HAZ from fusion line 
(d) Base metal

(a)

(c)

(b)

(d)

Fig. 9 Etch structures of coupon No.4 by ASTM A262 
Practice A test (x500). (a) Weldment (b) HAZ 
near fusion line (c) 2~3mm HAZ from fusion line 
(d) Base metal

Table 13 The results of ASTM A262 Practice A & E test 
for coupon No.3 and coupon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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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근처 열 향부, 용융경계선으로부터 2~3mm 떨어

진 열 향부  모재는 Step structure 는 Dual 

structure의 조직이 찰되었다.

  ASTM A262 Practice E 시험 결과는 Fig. 10  

Fig. 11과 같이 용 속, 열 향부  모재의 합격 

조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균열이나 떠짐이 찰되지 않

았다.

  3.5.4 스테인리스강(0.064wt.%C)의 입계 부식 특성 

고찰

   탄소함량 Max. 0.03wt.%C의 용가재가 용된 

용 속에 한 ASTM A262 Practice A  E 시험

에서 모두 합격이 되어 입계 부식에 항성이 있는 조

직으로 확인되었다.

  고 탄소함량 0.074wt.%C 시편의 ASTM A262 Prac- 

tice A 시험 결과, 용융경계선으로부터 2~3mm 떨어

진 열 향부에서 입계 부식 의심 조직인 Ditch struc-

ture가 찰된 반면, 탄소함량이 0.064wt.%C 시편에

서 동일한 치의 열 향부에서는 합격 조직인 Dual 

structure가 찰됨에 따라, 입계 부식에 미치는 직

인 인자는 탄소함량임을 확인하 다.

  고 탄소함량 0.074wt.%C 시편의 ASTM A262 Prac- 

tice E 시험 결과, 열 향부에서 균열이 찰이 되었으

나, 탄소함량이 0.064wt.%C 시편의 열 향부에서는 

균열이나 터짐이 찰되지 않아, 입계 부식에 미치는 탄

소함량의 향을 재 확인하 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볼 때, 원자력 산업계의 최  탄

소함량 규제 요건인 0.065wt.%C 정도의 304계열 스

테인리스강은 입계 부식의 항성이 있음을 실증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6 열 향부의 온도분포해석  민화경향
분석

  술한 바와 같이, 고 탄소 0.074wt.%C 함량의 스

테인리스강에 용 을 수행한 시편에 다양한 기계  시

험, 화학 분석, 조직 찰  비 괴시험을 실시한 결

과, 모든 합격기 을 만족하 으나, 열 향부의 ASTM 

A262 Practice A  E 시험에 따른 입계부식시험 결

과, 열 향부는 용 속  모재와 비교하여 입계 부

식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즉, 용  입열에 

의해 가열되는 열 향부에서 C의 용해도가 낮고 Cr 원

자가 쉽게 확산 이동함으로써 결정립계에 Cr 탄화물이 

석출함에 따라 입계 주변에서 Cr 결핍층이 발생하여 

이 부분이 선택 으로 부식이 되는 상이 나타났다. 

특히 용 속과 열 향부의 경계인 용융경계선으로부

터 2mm 이상 떨어진 열 향부는 온도와 시간이 입계 

부식에 의한 민화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단되었다.

  Coupon No.1의 ASTM A262 Practice A 시험 결

과, Fig. 12와 같이 용융경계선 근처의 열 향부는 Step 

structure의 합격 조직이 찰되었으나, 용융경계선으로

부터 2~3mm 떨어진 열 향부는 Ditch Structure가 

찰되어 입계 부식에 따른 민화가 찰되었다.

  한, Coupon No.2의 ASTM A262 Practice E 

시험 결과, Fig. 13과 같이 용융경계선 근처의 열 향

부는 균열이나 터짐이 없는 합격 조직이 찰되었으나, 

용융경계선으로부터 2mm 이상 떨어진 열 향부는 균

열이 찰되어 입계 부식에 따른 민화가 찰되었다.

  이에 따라, 304계열 스테인리스강의 용  입열에 따

른 열 향부의 온도 분포와 민화의 계를 확인하기 

한 목 으로 Coupon No.1의 실제 용 한 조건을 모

사한 값을 용한 SYSWELD 로그램을 통해 시편의 

표면을 기 하여 용융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각 치에

서의 온도 분포 해석을 실시하 다.

1mm1mm 1mm

(a) (b) (c)

Fig. 10 View of the bent area of coupon No.3 by ASTM 
A262 Practice E test (x10). (a) Weldment (b) 
HAZ (c) Base metal

1mm1mm 1mm

(a) (b) (c)

Fig. 11 View of the bent area of coupon No.4 by ASTM 
A262 Practice E test (x10). (a) Weldment (b) 
HAZ (c) Base metal

<x500>

2mm

Accept
Suspect

Base
metal

1mm

Weldment

Fusion line

<x500> <x500>

Sensitizing region Non-sensitizing region

Fig 12 The results of ASTM A262 Practice A test for 
coupon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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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열 향부의 온도 분포 해석

  SYSWELD 로그램을 통해 입계 부식이 시작되는 표면

을 기 하여, 용융경계선  용융경계선으로부터 1mm 

간격으로 4mm 지 까지 총 5군데에 한 온도 분포 

해석을 Fig. 14와 같이 수행하 다. 표면의 용융경계선

(Fig. 15), 표면의 용융경계선으로부터 1mm 떨어진 

지 (Fig. 16), 표면의 용융경계선으로부터 2mm 떨어

진 지 (Fig. 17), 표면의 용융경계선으로부터 3mm 떨어

진 지 (Fig. 18)  표면의 용융경계선으로부터 4mm 

떨어진 지 (Fig. 19)에 한 온도 분포 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Welding Metallurgy에서는 304 스테인리스강의 용

에서 용융경계선으로 멀어지는 열 향부의 치에 따

라 최고 도달 온도  냉각속도의 열  사이클 차이가 

발생하며, 이때 결정립계의 크롬 탄화물 석출에 기인한 

용 쇠약(Weld decay)이 발생하는 650~870℃ 온도 

구간을 민화 온도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석출된 

크롬 탄화물이 분해하는 용체화처리 하한선 온도를 1000℃

로 하고 있다. 이러한 Welding Metallurgy의 민화 

온도 구간  용체화 하한선 온도를 온도 분포 해석에 

참조하 다.

  Fig. 15에서 Fig. 19의 매 패스 용 시 용융경계선 

 용융경계선으로부터 1mm 간격으로 4mm 지 까지 

총 5군데에 한 온도 분포 해석 결과, Table 14와 같

이 2~3mm 지 이 민화 온도 구간인 650~870℃

에서 12.0~14.6  동안 가장 긴 지속 시간을 유지하

으며, 0~1mm 지 과 비교할 때, 약 3~6sec의 지

속 시간 증가 상이 확인되었다. 0~1mm 지 은 용

<x10>

2mm

Accept
Reject

Base
metal Weldment

Fusion line

Sensitizing region Non-sensitizing region

1mm 1mm1mm

<x10> <x10>

Fusion line

Fig. 13 The results of ASTM A262 Practice E test for 
coupon No.2

CAD (Drawing)

Macrostructure 

Meshing

Weld data preparation

Boundary condition

Input file

Heat source fitting

No

Yes
Thermal analysis

Post processing

<2D mesh model>

Heat transfer
boundary

<boundary condition setting>

<Heat source fitting>

Time(sec)
0 10 20 30 40 50 60 70 80 90100

0

500

1000

1500

2000

T
em

.(
℃

)

Fig. 14 Schematic sequence diagram of temperature dis-
tribution analysis by SYSWELD program

Fusin line

Measurement point

1st

3rd

WeldBase metal

2nd
4th

5th

1st

Pass

2nd

Pass

3rd

Pass

4th

Pass

5th

Pass

Sensitizing region

Lowest limit of 
solution treatment

1450
1356
1259
1164
1069

973
878
783
687
592
497
401
306
211
115

20

1450
1356
1259
1164
1069

973
878
783
687
592
497
401
306
211
115

20

Time(sec)
0

0

T
em

pe
ra

tu
re

(℃
)

1000 2000 3000 4000 5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Fig. 15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at fusion line 
of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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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at a point 1mm 
away from fusion line of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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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스테인리스강 용  열 향부의 입계 부식에 미치는 탄소함량의 향

한용 ․ 합학회지 제37권 제4호, 2019년 8월     331

체화처리 온도 구간인 1,000℃에 진입하는 가열  

민화 온도 구간의 지속 시간을 배제하 다.

  Table 14에 따르면, 세 번째 패스 용 시 민화 온

도 구간인 650~870℃에 가장 긴 시간인 14.6 를 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Fig. 20과 같이 

세번째 패스 용 시 표면의 온도 분포에 한 상세 해

석을 수행하 다.

  Fig. 20의 세 번째 패스 용 시의 용융경계선  용

융경계선으로부터 1mm 간격으로 4mm 지 까지 총 5

군데에 한 최고 온도에 도달하기  가열시간  도

달 후 냉각시간의 온도 분포 해석 결과, Table 15와 

같이 2~3mm 지 이 민화 온도 구간인 650~870℃

에서 12.0~14.6 동안 가장 긴 지속 시간을 유지하

으며, 0~1mm 지 과 비교할 때, 약 3~6 의 지속 

시간 증가 상이 확인되었다. 0~1mm 지 은 용체화

처리 온도 구간인 1,000℃에 진입하는 가열  민화 

온도 구간의 지속 시간을 배제하 다.

  3.6.2 열 향부의 민화 경향 분석

  앞서 수행한 고 탄소 0.074wt.%C 함량의 오스테나

이트 스테인리스강 모재에 23.6kJ/cm보다 높은 용 입

열량을 용한 시편에 수행된 ASTM A262 Practice 

A  E 시험 결과, 열 향부의 입계 부식은 용융경계

선 근처에서는 찰되지 않았던 반면, 용융경계선으로

부터 2mm 이상 떨어진 지 에서만 찰이 되었다.

  민화 온도 구간인 650~870℃에서 용융경계선으로

부터 0~1mm 지 과 비교하여 2~3mm 떨어진 지

에서 약 3~6 의 지속 시간 증가를 확인한 온도 분포 

해석 결과는 ASTM A262 Practice A  E 시험 결

과를 수치 으로 보여 주었다. 한, 용융경계선 근처의 

탈 민화(Desensitization) 상은 용체화처리 온도

의 진입에 따른 가열  생성된 크롬 탄화물의 분해 작용

1st

2nd 5th

3rd

4th

3mm

WeldBase metal

Fusin line

Sensitizing region

1st

Pass

2nd

Pass

3rd

Pass

4th

Pass

5th

Pass

Measurement point

1450
1356
1259
1164
1069

973
878
783
687
592
497
401
306
211
115

20

1450
1356
1259
1164
1069

973
878
783
687
592
497
401
306
211
115

20

Time(sec)

T
em

pe
ra

tu
re

(℃
)

800

1000

600

400

200

0

0 2000 3000 4000 5000

Fig. 18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at a point 3mm 
away from fusion line of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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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at a point 4mm 
away from fusion line of the surface

Distan
ce 

from 
fusion 

line

1st
pass

2nd
pass

3rd pass

4th
pass

5th
pass

Total 
durati

on

Solution 
temp. 

of 
1,000℃

Duration 
minus 

solution 
temp. 
effects

During
heating

During
cooling

0mm 0 ≒0 0.8 8.0 ≒0 ≒0 ≒8.8 Over ≒8.0

1mm 0 0 1.0 9.0 ≒0 0 ≒10.0 Over ≒9.0

2mm 0 0 1.5 10.5 0 0 12.0 Below 12.0

3mm 0 0 14.6 0 0 14.6 Below 14.6

4mm 0 0 10.2 0 0 10.2 Below 10.2

Table 14 Duration of sensitizing temperature during each 
pass of welds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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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of 3rd pass

Dis-
tance 
from 

fusion 
line

During heating During cooling
Total 
dura-
tion
(c+f)

Solution 
temp.

of
1,000℃

Duration 
minus 

solution 
temp. 
effect

650℃
Start
(a)

870℃
Finish

(b)

Durati
on
(c=
a-b)

650℃
Start
(d)

870℃
Finish

(e)

Durati
on

(f=d-e)

0mm 2002.6 2003.4 0.8 2015.3 2023.3 8.0 8.8 Over 8.0

1mm 2003.7 2004.7 1.0 2013.9 2022.9 9.0 10.0 Over 9.0

2mm 2004.7 2006.2 1.5 2011.4 2021.9 10.5 12.0 Below 12.0

3mm 2005.9 - - - 2020.5 - 14.6 Below 14.6

4mm 2007.9 - - - 2018.1 - 10.2 Below 10.2

Table 15 Duration of sensitizing temperature during 3rd 
pass of welds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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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냉각  2~3mm 떨어진 지 보다 상 으로 냉

이 되는 효과에 의한 결과라 단된다. 

4. 결    론

  304 계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용 에서 열

향부에 미치는 탄소함량의 향을 조사한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으며, 이러한 스테인리스강을 

부식 환경에서 내식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최  탄소

함량을 0.65wt.%C으로 제한하여 산업 장 용 에서 

용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1) 0.074wt.%C 고 탄소함량  0.064wt.%C 탄

소함량을 가진 304 스테인리스강 모재에 23.6kJ/cm

를보다 높은 용 입열로 용 을 수행한 시편을 굽힘 시

험, 인장 시험, 경도 시험, 충격 시험의 기계  물성시

험과 비 괴시험, 화학 성분 분석, 델타 페라이트 함량, 

조직 찰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건을 만족하 다.

  2) 0.074wt.%C 고 탄소함량을 가진 304 스테인리

스강의 경우, 용융경계선으로부터 2~3mm 떨어진 지

에 치한 열 향부는 ASTM A262 Practice A 시

험에서 Ditch structure의 입계 부식 의심 조직이 

찰되었으며, 열 향부에 한 ASTM A262 Practice 

E 시험에서 균열이 찰되어, 열 향부의 취약한 입계 

부식 특성을 확인하 다.

  3) 0.064wt.%C 탄소함량을 가진 304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 용융경계선으로부터 2~3mm 떨어진 지

에 치한 열 향부는 ASTM A262 Practice A 시험

에서 Dual structure의 합격 조직이 찰되었으며, 열

향부의 ASTM A262 Practice E 시험에서 균열이

나 터짐이 찰되지 않아, 입계 부식의 항성이 있음

을 확인하 다. 

  4) 실험에 사용된 304 스테인리스강 모재는 탄소함

량과 상 없이 용융경계선 근처의 열 향부는 ASTM 

A262 Practice A 시험에서 크롬 탄화물이 도랑 형태

로 석출된 Ditch가 찰되지 않고 Step structure의 

합격 조직이 찰되었다.

  5) 23.6kJ/cm를 과하는 높은 용 입열은 열 향

부가 민화 온도 구간인 650~870℃에서의 지속 시

간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304 스테인리

스강의 용 에는 한 용 입열의 용 필요성이 확

인되었다.

  6) 304 스테인리스강 열 향부의 입계 부식 특성에 

한 ASTM A262 Practice A  E 시험 결과를 토

로 SYSWELD 로그램을 통한 온도 분포 해석을 수

행한 결과, 용융경계선에서 2~3mm 지 은 0~1mm 지

과 비교하여, 민화 온도 구간인 650~870℃에서 지

속 시간이 약 3~6  증가하는 상이 분석되었다. 이러

한 온도 분포 해석 결과는 용융경계선으로부터 2~3mm 

떨어진 열 향부에서 입계 부식이 찰되었던 고 탄소함

량의 304 스테인리스강의 ASTM A262 Practice A  

E 시험 결과를 수치 으로 뒷받침하는 계기를 제공하 다.

  향후 탄소함량 0.065wt.%C와 0.074wt.%C 사이

의 탄소함량을 갖는 304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한 입계 부식 특성을 확인하는 추가 실험을 수행함으

로써, 입계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최  탄소함량 기

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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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세 용 은 자세별 력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치에서 용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여 용 을 진

행해야 된다. 특히, 이  용 은 원주 방향으로 용

하는 특성으로 인해 력 방향이 매순간 변화하므로 자

세별 용 에서 력의 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용락 

 융입 부족과 같은 용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육

상 이  라인 건설과 달리 해  이  라인 건설 시

에는 토목 공사가 요구되지 않고 바지선을 운용하기 

한 선단 운용비용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용  공정의 

품질  생산성이 공사의 수익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

에서의 용  결함  용  조건 최 화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1).

  자세별 용 에서 서로 다른 력 방향은 류 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용융풀의 유체 흐름에 크게 향을 

다. 따라서, 용  비드 형상, 용입 깊이, 냉각 속도 차

이가 발생하여 기계  성질이 달라진다. 특히, 용  비

드에서의 용  토우부는 균열의 발생과 에 의해 

손이 자주 발생하며, 용  토우부에서의 그라인딩을 통

해 피로 수명을 향상 시키는 연구를 진행해왔다2).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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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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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crostructure due to differences in cooling rates. To collect the welding parameters, the curr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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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ne pulse of metal transfer, a shielding gas composite rate was used, 95%Ar+5%CO2. The results in 
the melting zone for different welding positions were compared, and the microstructure of the welded sec-
tion related to molten pool behavior wa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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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법에서 용  변수가 용  비드 형상  용  

합 특성에 향을 다. 용  비드의 형상은 열 향부

(Heat Affect Zone)  용 부의 기계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용  품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요한 

요소이다. 열 향부  용 부의 특성은 일반 으로 용

 구조물의 미세 구조  화학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입열량(Heat Input)이 증가함에 따라 비드 폭(Bead 

Width), 용입 깊이(Penetration), 용착 면 (Nugget 

Area)  열 향부 크기가 증가한다. 다양한 용  공정 

에서 P-GMAW(Pulse-Gas Metal Arc Welding)

방법은 낮은 평균 류로 양호한 용  이행을 하기 때

문에 입열량  스패터가 은 장 을 가지며 생산성이 

높고 충격치와 피로 괴에 한 수명이 늘어나는 장

이 있어 최근 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3,4). 

  P-GMAW 공정은 펄스 형태의 류를 인가하여 각 

펄스마다 하나의 용 이 이탈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P-GMAW의 ODOP(One Drop One Pulse) 특

성을 이용하면 용  이행을 제어할 수 있고 입열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양한 P-GMAW 공정의 장 에도 

불구하고 ODOP가 발생하는 한 용  조건(피크 

류와 시간  베이스 류와 시간)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 한 용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펄

스에 다수의 용 이 이탈하는 MDOP(Multiple Drops 

One Pulse) 는 다수의 펄스를 가해야 하나의 용

이 이탈하는 ODMP(One Drop Multiple Pulses)가 

발생하며, 특히 ODMP 조건에서는 이탈 용 의 크기

와 주기가 불균일하므로 P-GMAW의 장 을 얻을 수 

없다5). 

  P-GMAW 형은 Background, ramp up, peak, 

tail out 과정이 반복 되어 진행 된다. 입열량을 최소

화 하기 해서 피크 류 (Peak current)와 백그라

운드 류 (Background Current)를 반복 인가하며 입

열량을 최소화 시킨다. P-GMAW 형의 형상은 Fig. 1

에 나타내었다. 상기 연구들은 동일한 입열량 조건에서 

자세별 용  시, 용  cap부에서 발생되는 용융풀 거동 

분석  토우부에서의 재료 물성 변화에 해서는 연구

가 진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용  조건하에 아래보기, 수직 하

강, 보기 자세에서 용  형상 특징  냉각 속도(Cooling 

Rate)차이에 따른 미세 조직 분석과 경도를 측정하

다. P-GMAW 용 에서의 ODOP를 측하기 해 용

 신호와 고속 카메라를 동기화 시켜 실시간 용  

이행 모드를 측하 다.

2. 실험 방법 

2.1 자세별 용  실험 방법 

  자세별 용 은 동일한 입열량 조건에서 아래 보기, 수

직 하강, 보기 자세로 진행하 으며 Fig. 2와 같이 

실험 장치를 장착하여 용  실험하 다. 용  cap부에서

의 용융풀 거동  toe부에서의 재료 물성 변화 평가하

기 해, 용  시편은 평  가공으로 제작하 으며 길이 

500 mm × 비 100 mm × 높이 9 mm의 SS400 시

험편으로 사용하 다. 화학  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

었다. 

2.2 P-GMAW 공정 분석 

  고속 카메라와 DAQ (Data Acquisition)를 이용

                (a) Flat position              (b) Vertical down position

(c) Overhead position

Fig. 2 Experiment for various welding positions

Ramp up

Background

Peak

Tail out

Step off

Time

W
el

di
ng

 c
ur

re
nt

Pulse frequency

Fig. 1 Waveform of P-GMAW 

C Fe Mn Fe S

0.16 0.20 0.6 98.81 0.0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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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P-GMAW의 용  형  ODOP의 용  이행을 

측하 다. 압 형은 용  토치와 지선에 연결하

여 압을 측정하 다. 류 형은 용  토치 선단에 

홀 센서를 장착해 류를 측정하 다. 실시간 ODOP의 

상을 찰하기 해 고속 카메라와 DAQ 보드를 사

용하여 류, 압 신호를 동기화시켰다. 해당 동기화 시

스템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용  아크 상은 5000 

FPS(Frame Per Sec) 조건으로 용  이행 모드를 

측하 다. 가스 유량은 20L/min를 이용하여 95%Ar 

+ 5 % CO2 가스를 용했다. 695nm 역 통과 필

터를 고속 카메라 즈에 설치하여 용  아크의 빛을 

차단하 다. CTWD(Contact Tip to Work Distance)

는 15mm로 고정하 다. 용 기는 TPS 2700를 사용하

으며, 용  와이어는 직경 1.0mm의 ER70s-6 용하

다. 실험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3 P-GMAW의 용  형 분석
 

  P-GMAW의 ODOP 공정을 분석하기 해 용  신

호 ( 류, 압)를 고속 카메라와 DAQ를 연동하여 

ODOP 용  이행을 측하 다. 아래보기 자세에서의 

P-GMAW에서 용  아크 사진은 Fig. 4에 나타내었으

며 아크 상과 동기화된 용  형은 Fig. 5에 나타내

었다. 수직 하강자세와 보기 자세에서의 용  조건은 

아래보기 자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하 다.

  자세별 용  실험에서 사용된 P-GMAW에서의 주 수

(Frequency)는 156Hz이며, 베이스 류(Base Current) 

의 시작 과 끝 을 측정하여 용  형 주기로 계산하

다. 베이스 류는 35A이며 피크 류는 345A로 나

타내었다. 펄스 시간 (Pulse Duration)은 0.001  이

며, 피크 류에서의 시작과 끝 을 측정하여 계산하

다. 류, 압 평균값은 한 주기의 용  형을 분한 값

을 평균 하여 계산하 다. 용  형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자세별 용  실험 결과

  자세별 용  실험은 아래보기, 수직 하강, 보기 자

Voltage sensor

Current sensor

Welding power 
source

Data 
acquisition 

card

High speed camera

Computer

Ch.1

Welding directionWelding controller

Ch.2

GMAW torch

A

V

Fig. 3 Schematic of diagram of experiment system for 
synchronization of arc imagine and welding signal

Wire ER70s-6 (ɸ=1.0mm)

High speed camera
Phantom m320s, 

frame rate: 5000Hz

Band pass filter 695nm

Shielding gas 95%Ar - 5%CO2, 20l/min

CTWD 15mm

Wire feed rate 7m/min

Welding speed 60cm/min

Welding machine TPS-2700

Table 2 Test condition 

Fig. 4 Front view of arc imagine of OPOD in P-GM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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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actual current and voltage waveforms of 
P-GMAW 

Table 3 Measurement value of welding signal 

Peak current 345A

Base current 35A

Frequency 156Hz

Pulse duration 0.001s

Average current 132.2A

Average voltage 19.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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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진행하 다. 자세별 용  형상 치수는 Table 4

에 나타내었으며 용  단면은 Fig. 6에 나타내었다.

  자세별 용융풀 거동은 Fig. 7와 같이 나타내었다. 아래

보기 자세는 아크에서 작용하는 아크 압력(Arc Pressure), 

용  충돌(Droplet Impact)이 력 방향과 동일하며, 

아크 압력으로 발생되는 역방향 흐름(Backward Flow)

가 발생하고 력 방향으로 내려오는 순방향 흐름

(Forward Flow)을 반복하며 용융풀 거동이 진행된다. 

Fig. 8은 일반 인 아래보기 자세에서 발생되는 용융풀 

거동을 상을 나타내었다.

  Fig. 9에서 수직 하강 자세에서는 용융풀이 력 방

향과 forward flow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용융풀이 아래

로 이동하는 상이 발생된다. 따라서, 아크 심에서 

용융풀이 쌓이게 되어 아크가 모재 표면에 닿지 못하고 

용융풀 표면에 아크 압력, 용  충돌이 가해져 용입이 

깊어지지 못하는 cushion effect 상이 발생된다6). 

그 결과 상 으로 용입 깊이가 가장 낮고 비드 폭이 

넓어지는 상이 발생되었다. 한, 용융풀이 forward 

flow와 력 방향과 일치하기 떄문에 용융지에서의 열

이 아래로 빠르게 이동하여 냉각 속도가 가장 빠른 

상을 보 다. Fig. 10에서 수직 하강 자세에의 경도 값

은 300HV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으며, 용 부 심에

서는 아래보기와 보기 자세에서는 경도 값이 유사하

게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보기 자세에서는 력 방향과 용융풀 

끝지 에서의 backward flow 방향이 같기 때문에 다

른 용  자세보다 backward flow 유동이 강하게 작용

Welding 
position

Bead 
width(cm)

Penetration
(cm)

Bead 
height(cm)

Flat 0.61 0.18 0.22

Vertical 
down

0.69 0.14 0.18

Overhead 0.57 0.19 0.25

  (a) Flat position        (b) Vertical down        (c) Overhead posi-
     position                   tion

Fig. 6 Experiment results of weld section 

Backward flow

Forward flow

Gravity direction

Droplet impactArc pressure

Gravity 
direction

Forward flow

Backward flow

Arc pressure Droplet impact

Gravity direction

Forward flow

Backward 
flow

Arc pressure

(a) Flat position

(b) Overhead position

(c) Vertical down position

Droplet 
impact

Fig. 7 Molten pool behavior of each welding position

Table 4 Experiment results

Welding direction

Gravity direction

Backward flow

Droplet impact

Forward flow

Fig. 8 Side view of flat position in P-GMAW

Forward flow

Cushion effect

Droplet impact

Vertical down position

Test specimen

Welding direction

Gravity direction

Fig. 9 Side view of vertical down position in P-GM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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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강한 backward flow 유동을 수반한 아크 열이 

용  비드 표면으로 달되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가장 

느리며. 비드 높이(Bead Height)가 가장 높게 나타내

었다. 한, forward flow는 반  방향의 력으로 인

해 아크 심으로 올라가는 힘이 약해져 모재 표면에서

의 용융풀이 얇은 층으로 형성되어 아크에서 발생되는 

물리 인 힘이 용융풀에 방해 받지 않고 모재에 직  

가해지기 떄문에 용입 깊이가 가장 깊게 나타내는 특성

을 나타내었다.  

  자세별 용  경도 측정은 수평 방향으로 측정 하 으

며 보기 자세에서 용  토우부에서 경도값은 250HV

로 가장 낮게 나타내었으며 Fig. 11에 자세별 용 에

서의 경도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2에서 자세별 용  미세 조직은 용  토우부

에서 SEM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Fig. 13에서 아래보기 자세에서는 냉각 속도가 빠르

게 형성되는 AF(Accular Ferrite)와 냉각 속도가 느

리게 생성되는 GBF(Grain Boundary Ferrite)가 부

분 으로 형성하 다. 상 으로 냉각 속도가 빠른 수

직 하강 자세에서는 AF분율이 가장 많게 형성되었다. 
보기 자세에서는 GBF 분율이 가장 많게 형성 되었

으며, 냉각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입열량 조건하에서 용  자세

에 따른 용융풀 거동을 분석하 다. 력 방향에 따라 

용융풀 거동이 자세별에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냉각 

속도가 달라져 미세조직과 경도값에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1) P-GMAW의 ODOP 용  이행 모드를 설정하기 

해 95%Ar+5%Co2 가스 혼합 비율을 사용하 다. 

고속 카메라와 DAQ보드를 이용하여 용  신호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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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ide view of overhead position in P-GM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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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GBF AF

100um100um

             (a) Flat position   (b) Vertical down position

GBF

100um

(c) Overhead position

Fig. 13 SEM micrographs of weld metal in weld toe

-15 -10 -5 0 5 10 15

Weld distance from center (mm)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H
ar

dn
es

s 
(H

V
)

Fig. 11 Estimation of hardness in horizontal direction



박진형․김성환․김노원․문형순․김명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7, No. 4, 2019338

기화 하여 P-GMAW에서의 이상 인 ODOP 상을 

확인 하 다.

  2) 수직 하강 자세에서는 용융풀이 력 방향과 for-

ward flow 방향이 일치하여 용융풀이 아래로 이동하기 

떄문에 아크가 모재 표면에 닿지 못하고 용융풀 로 

가해지는 cushion effect 상이 측되었다. 따라서, 

용입 깊이가 낮고, 비드 폭이 넓어지는 상이 나타내

었다. 력으로 인해 용융지에서의 열이 아래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상 으로 냉각속도가 가장 빠르며, 

경도값이 가장 높은 300HV를 나타내었다. 용  토우

부에서 냉각속도가 가장 빠른 AF조직도 가장 많이 형

성되었다. 

  3) 보기 자세에서는 력 방향과 backward flow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강한 backward flow 유동을 수반

한 아크 열이 용  비드 표면 로 달되기 떄문에 냉

각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 

forward flow는 반  방향의 력으로 인해 아크 심

으로 올라가는 힘이 약해져 아크 심에서 용융풀이 얇

은 층으로 형성되어 용입 깊이가 가장 깊게 나타내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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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 천공 리베 (self piercing rivetting, SPR) 공정

은 차량 경량화를 한 소재 합에 가장 유리한 기술

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SPR에 련한 연

구는 앤빌  리벳 형상 설계, 공정 연구 등으로 구분

하여 수행되고 있다. 앤빌  리벳 형상 설계의 경우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설계  검증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 공정 연구의 경우 유한요소 해석 는 실험  방

법에 의한 검증이 수행되었다. 

  Kim1)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SPR과 재 간의 

합성을 측하고, 고장력강과 알루미늄 합 의 

합조건에 만족하는 새로운 리벳과 앤빌 설계를 통해 해

석 결과와 실제 합 실험에 한 비교를 수행하 다. 

Lim2)등은 산해석을 이용한 SPR 합부의 구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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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피로수명에 한 평가를 수행하여 합축과 하

방향의 계에 따른 피로 수명을 측하 다. Lee3)등

은 SPR 합법을 이용하여 Al-5052 재에 한 시

험편을 통해 인장 단(tensile shear) 시험을 수행하고 

조건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피로강도를 측하 다. Kim4,5)

등은 알루미늄간의 합  알루미늄과 스틸구조의 이종

재료 합에 하여 실험  방법을 이용한 SPR 합

재의 피로수명을 평가하 으며, 추가 으로 합강도와 

피로 수명 향상을 해 SPR과 합제를 병행한 하이

리드 합의 피로수명을 평가하기도 하 다.

  Cho6-11)등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SPR의 형상 설

계, 단조 형 설계, 헬리컬 SPR 설계, 펀치유닛 설계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고장력강

과 알루미늄 합 과 같은 이종재료의 합에 한 최  

조건을 산출하고자 하 다. 

  SPR에 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부분의 연구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리벳 는 앤빌의 

설계를 수행하거나, 그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방법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  배경에 따른 계산 는 유한요소해석

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실제 장 용과

는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생산 장에

서는 공간 , 비용  문제로 인해 합되는 속 재

의 기계  성질에 따라 다양한 SPR  앤빌을 구비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자동차 제조공정에서 

용되는 재  SPR 공정 조건을 바탕으로, 앤빌, 리

벳, 압입 인자 등에 해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조건

을 선정하며, 실험에 의한 합강도 인자에 한 분석

을 통해 최 조건의 기 을 마련하고자 하 다.

  

2. 반응표면 분석법 

2.1 반응표면법

  반응표면 분석(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은 실험계획을 통한 요인분석이나 최 조건의 선정에서 

입력변수  ⋯ 가 결과 값과 어떤 계를 갖고 있

는지 분석해 주는 방법이다. 반응표면 분석법은 최 치

라고 추정되는 값 주 에서 입력변수와 반응값의 계

를 그림으로 명확하게 표 할 수 있으므로 추정 최 값 

주 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여 새로운 최 을 구할 수 

있으며, 실험요인 수 을 가장 좋은 혹은 원하는 반응

값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독립변수  ⋯ 와 종속변수 간의 미지의 함수를 

로 나타내면,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미

지 함수를 반응함수라 하며, 반응함수는 일반 으로 

개의 독립변수에 한 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으로, 차수는 1차 내지 2차로 가정하여 풀게 된

다. 기의 주어진 독립변수들을 선형변환(linear trans-

formation) 시켜서 새로운 독립변수  ⋯  를 정의

하고, 실험자가 생각하는 흥미 역(region of inter-

est)의 한 가운데 심을 잡는다. 체로  값들은 -1

에서 +1 사이에 치하도록 한다. 반응함수를 1차 회

귀모형(first order regression model)으로 가정하면 

식(1)과 같이 표 된다.

        …              (1)

  요인이  인 2 요인 2차 회귀모델인 경우를 수식

으로 표 하면 식(2)와 같다.  

      ＊  ＊  ＊
 ＊  ＊  

(2)

  반응함수가 2차식이고, 인자수가 2 개라면, 다양한 실

험조건  에서 실험을 통하여 얻은  값들로 최

소제곱 추정량 함수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이를     로 를 미분하여 0이 되는 값을 라 

하면, 를 정상 (stationary point)이라 부르며, 이 

정상 은 2차 반응표면에서 다음 세 가지  하나가 된

다. 1) 가 최 가 되는 , 2) 가 최소가 되는 , 

3) 가 최 도 최소도 아닌 안부 (saddle point). 

이 세가지 경우를 두 개의 독립변수에 하여 의 등고

선표(contour chart)로 그려보면 가 최 이면 멀

어질수록 의 값이 작아지고, 반 로 가 최소 이면 

멀어질수록 의 값이 커진다. 만약 가 안부 이면, 

증가하는 쪽도 있고 감소하는 쪽도 있게 된다.

  반응표면 분석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험계획법에는 

심합성법(central composite design)과 박스-벤 법

(Box-Behnken design)이 있다. 심합성법은 반응표

면설계에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심

합성법은 효율 으로 1차, 2차항을 추정하고자 할 때와 

요인배치 실험 후에 추가 실험하여 곡률 반응변수를 모

델화할 때 많이 사용된다. 박스-벤 법은 1차, 2차항을 

효율 으로 추정하고자 할 때, 모든 요인들이 동시에 

낮은 수  혹은 높은 수 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때, 

모든 실험이 안정된 공정 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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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 변수  직교배열

  SPR 합부는 공정 조건에 따라 상이한 단면 형상 

 합 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장에서 

용 가능한 범 에서 인자들의 실험 구간을 선정하 다. 

  앤빌은 상하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름 

5.3 mm, 길이 5 mm, 경도 480 HV인 리벳에 합한 

형상의 앤빌을 사용하 다. 실험 인자로는 압입 인자  

스트로크(stroke), 압입 속도, 클램 (clamping) 압력

의 3 가지 요인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인

자의 최소/최 값은 기존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실험

장비의 특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여기

서 스트로크는 SPR 품질기   리벳 헤드 높이 허용

치(Over 0.3 mm/Under 0.5 mm)를 만족시킬 수 있

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는 스트로크 범 가 177 mm

에서 183 mm 사이임을 기존 실험을 통해 구하 으며, 

이를 최소/최 값으로 선정하 다. 압입 속도는 생산성

(작업 속도)을 고려하여, 최소값을 50 mm/s 그리고 최

값은 SPR 체결용 장비의 최  압입속도인 100 mm/s

로 선정하 다. 클램  압력은 시편을 상호 착시킬 수 

있는 최소 압착력인 3.0 kN을 시편에 림 자국과 변

형이 없는 조건을 만족하는 최  압착력 6.0 kN을 선

정하 고, 리벳  하부 앤빌 주요 치수는 Fig. 1에 나

타 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재는 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되

고 있는 것으로, 두께 1.4mm, 인장강도 590MPa 의 

아연 도  고장력 강  (SGAFC590)과 두께 2.0mm, 

인장강도 290MPa 의 알루미늄 재 (A5083)를 상

으로 하 다.  

  한 독립변수 3 개, 수 은 3 수 으로 선정하여 박

스-벤  실험계획법을 용한 직교배열표를 작성하 으

며,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이 총 15가지로 선정하 다. 

3. 실    험 

3.1 실험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SPR 공정에서의 변수를 선정하고 

각 조건에 따른 단면 형상과 합 강도를 분석  평가

하여 장에서 용 가능한 최 의 조건을 선정하는 것

이다. 실험은 합하고자 하는 상 과 하 의 종류  

두께를 선정하고, 장에서 용 가능한 형과 리벳을 

이용하여 SPR 공정을 수행하 다. 이후 시편에 한 

단면 커 , 단면 그라인딩 작업을 거쳐 자 미경을 

이용하여 단면 측정  검사를 수행하 다. 단면 분석 

이후 시편에 한 합강도를 평가하고 조건에 따른 결

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SPR 합부의 합강도를 평

가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계로,  용 (spot welding)의 합강도 평가 규격을 

참고하여 시험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차  방법을 Fig. 2에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5.0mm

5.3mm

7.8mm

8.5mm

2.0mm

Rivet Lower anvil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and dimension of rivet and 
lower anvil

Stroke
 (mm)

Speed 
(mm/sec)

Clamp force 
(kN)

1 -1 -1 0

2 +1 -1 0

3 -1 +1 0

4 +1 +1 0

5 -1 0 -1

6 +1 0 -1

7 -1 0 +1

8 +1 0 +1

9 0 -1 -1

10 0 +1 -1

11 0 -1 +1

12 0 +1 +1

13 0 0 0

14 0 0 0

15 0 0 0

Table 1 Box-Behnken design orthogonal array

Step#1: Material 
Selection

Step#2: Anvil&rivet 
selection

Step#3: SPR 
process

Step#4: Cutting & 
grinding for cross 

section

Step#5: Cross 
section measurement

Step#6: Joint 
strength test

Fig. 2  Procedure and methods for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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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고찰

  3.2.1 단면형상  

  SPR 공정 변수인 스트로크, 압입 속도, 클램  압력

에 따라, 리벳 합부의 단면 형상은 결정된다. 여기서 

SPR 합부의 품질 기 을 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Fig. 3에 나타낸 1번 항은 남아 있는 바닥두께(T-min)

로 최소 0.2 mm보다 큰 값이 되어야 하며, 그보다 작

을 때는 균열, 리벳 돌출과 같은 품질 문제가 발생한다. 

2번 항인 인터록(interlock)은 소재간 체결 상태를 결

정하는 요한 품질 요소로 0.2mm 이상이 되어야 안

정된 결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Fig. 4에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각 시편에 해 단면 

커   단면 연마작업 후 측정한 단면의 형상과 결과

를 일부 나타낸 것이다. 단면 측정은 남아있는 바닥 두

께(T-min), 좌측 인터록(Left), 우측 인터록(Right)

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4와 Table 2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좌측 인터

록과 우측 인터록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되

며, 이는 SPR 공정  리벳 피딩시 경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 좌/우측 인터록(min. 0.2)

과 바닥 두께(min. 0.2)를 모두 충족함을 알 수 있다.  

  3.2.2 단면 형상에 미치는 요인

  박스-벤 법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모형

을 구한 후 요인분석을 하 다. 시편에 한 단면 분석

결과 좌측 인터록과 우측 인터록의 편차가 크지 않으므

로 인터록 평균값과 남아 있는 바닥두께에 해 회귀모

델을 구하 다. 

  인터록(y1)과 바닥 두께(y2)에 한 2차 회귀 모형

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⑥ ⑦

Balancing left and right 

No gap between PNL

No PNL crack

Floor thickness : over 0.2mm
Interlock : over 0.2mm

Height of head : 0.3mm~0.5mm Rivet: no crack and fracture

⑦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PR quality criteria

 

(a) 50 mm/sec, 177 mm, 4.5 KN

(b) 75 mm/sec, 180 mm, 4.5KN

(c) 100 mm/sec, 183 mm, 4.5 kN

Fig. 4 Photography examples of joint cross section 

Table 2 Result of cross section measurement 

Stroke
(mm)

Speed
(mm/sec)

Clamp 
force
(KN)

T-MIN
(mm)

Left
interlock

(mm)

Right
interlock

(mm)

Interlock
avg.

(mm)
result

177 50 4.5 0.96 0.53 0.52 0.525 OK

183 50 4.5 0.88 0.63 0.65 0.64 OK

177 100 4.5 0.94 0.54 0.55 0.545 OK

183 100 4.5 0.9 0.65 0.64 0.645 OK

177 75 3 0.94 0.53 0.53 0.53 OK

183 75 3 0.88 0.63 0.62 0.625 OK

177 75 6 0.93 0.55 0.56 0.555 OK

183 75 6 0.88 0.7 0.7 0.7 OK

180 50 3 0.87 0.57 0.56 0.565 OK

180 100 3 0.9 0.6 0.61 0.605 OK

180 50 6 0.89 0.61 0.61 0.61 OK

180 100 6 0.94 0.57 0.58 0.575 OK

180 75 4.5 0.88 0.64 0.63 0.635 OK

180 75 4.5 0.88 0.64 0.63 0.635 OK

180 75 4.5 0.88 0.64 0.63 0.635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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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1 = -69.6 +0765 stroke +0.0105 speed -0.326 force 
-0.002103 stroke*stroke-0.000055 speed*speed
-0.00841 force*force +0.000000 stroke*speed 
+0.00248 stroke*force -0.000476 speed*force (4)

  y2  = 88.9 -0.955 stroke -0.030 speed -0.018 force
+0.002597 stroke*stroke +0.000023 speed*speed 
+0.00148 force*force +0.000149 stroke*speed 
+0.00000 stroke*force +0..000119 speed*force (5)

  회귀모형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해 Table 3 과 같

은 분산분석표를 구하 다. 실험과 회귀모형을 통해 얻

은 값 사이의 근사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개

수)는 회귀변동 (SSR)과 총병동 (SST)의 비율 (SSR/ 

SST)로 얻어진다.  와 adjust  (수정결정계수)의 

경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근사

화가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획

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인자들에 한 F-값  결정

계수를 통해 실험식의 유효성을 검토하 다.

  SPR 공정에 따른 인터록 분석 결과의 경우, 결정계

수는 97.41%로 비교  높게 나타났고, F-값도 기각치

보다 훨씬 큰 값을 나타내어 회귀식이 유효함을 나타내

고 있다. 남아있는 바닥 두께 분석 결과의 경우, 결정

계수는 89.73%로 나타났으며, F-값도 기각치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어 회귀식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으로 인터록 평균값과 바닥 두께에 한 스

트로크. 압입 속도, 클램  압력의 주효과도 분석을 수

행하 다.

  인터록의 경우 각 그래 의 기울기가 가장 크게 나타

나고 있는 스트로크의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단된

다. 한 압입 속도  클램  압력의 경우 평균값 근

처에 분포하며 변곡 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상

으로 스트로크와 비교해 결과에 미치는 향은 작다

Source of
varian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of 
squares

Regression 0.035058 9 0.003895

Error 0.000933 5 0.000187

Total 0.035991 14

P-Value R2 F0 F(α)

0.002 97.41% 20.8288 4.77

(a) Regression analysis for interlock

Source of
varian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of 
squares

Regression 0.010226 9 0.001136

Error 0.001171 5 0.000234

Total 0.035991 14

P-Value R2 F0 F(α)

0.048 89.73% 4.8547 4.77

(b) Regression analysis for floor thickness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response

177 180 183 50 75 100 3.0 4.5 6.0

0.550

0.600

0.625

0.650

Main effects plot of interlock 

A
ve

ra
ge

 o
f 

in
te

rl
oc

k

0.575

(a) Main effects of interlock

Main effects plot of T-min

177 180 183 50 75 100 3.0 4.5 6.0

0.95
A

ve
ra

ge
 o

f 
T

-m
in

0.94

0.93

0.92

0.91

0.90

0.89

0.88

(b) Main effects of floor thickness

Interaction plot of interlock 
50 75 100

0.7

0.6

0.5

177 180 183 3.0 4.5 6.0
0.5

0.6

0.7

0.5

0.6

0.7
50 75 100

(c) Interaction of interlock

177 180 183 3.0 4.5 6.0

0.88

0.92

0.96
0.88

0.92

0.96
0.88

0.92

0.96
50 75 100

Interaction plot of T-min 

(d) Interaction of floor thickness

Fig. 5 Main effect and interaction for each factor(stroke, 
speed, clamp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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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남아있는 바닥 두께의 경우 인터록 결과와 기울기가 

반 인 결과를 보이는데 인터록 수치가 상승할수록 더 

깊은 방향으로 리벳이 고듦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 

남아있는 바닥 두께 역시 인터록과 같이 스트로크의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단되나, 미치는 향은 인터록

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압입 속도 

 클램  압력의 경우 평균값 근처에 분포하며 변곡

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상 으로 스트로크와 비

교해 결과에 미치는 향 역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자별 주효과도에 한 분석 이후 각 인자에 한 교

호작용을 검토한 결과, 인자별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교호작용은 독립 변수 간에 상호 작용

을 하여 서로의 작용에 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인터

록에 한 교호작용은 압입 속도와 클램  압력간의 교

호작용이 크게 나타났고 스트로크와 압입 속도는 정배

열의 경우 교호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역배열

의 경우 교호작용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교호작용이 존재

는 하나, 미치는 향은 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스트로크와 클램  압력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남아있는 바닥 두께에 한 교호작용은 인터록과 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그래 의 기울기가 

인터록과는 기울기가 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압입 

속도와 클램  압력과의 교호작용이 크게 있었고, 변수

에 한 상호 향이 크게 나타났다. 정배열의 경우 스

트로크와 압입속도  스트로크와 클램  압력에서는 

스트로크의 값이 커질수록 교호작용이 크게 있었으나, 

역배열의 경우 인터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호작용이 

있었다. 

4 표면반응법을 이용한 최 화
  

4.1 합부강도에 미치는 단면 상의 향

  만능시험기를 이용한 인장 단(tensile shear), 십자

(cross) 인장 단  필(peel) 시험을 각각 수행하 다. 

Table 4와 같이 인터록이 최소, 간, 최 값을 가지는 

시편 3 종류에 한 각 시험을 5회씩 수행하 다. 시험

결과는 Fig. 6와 같으며, 여기서 시험의 종류와 계없

이 스트로크 조건이 183mm 일 때 최  강도를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서 인터록과 남아있는 소재 두께가 최 가 되는 

조건에서 스트로크의 주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주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스트로크가 합부 강도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압입 속도와 클램  압력은 

상호간 교호작용으로 향이 상쇄되어 결과에 큰 향

을 미치지 않았다. 스트로크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인터

록의 양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인장 단시험에서 최  

강도가 증가하 다. 

4.2 호감도 함수의 설계

  산업 장에서의 이종 소재 합부에 한 품질 리

는 합강도 측정이 아닌 인터록 측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생산제품의 합부를 단하여 인장 단시

험 시편으로 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인

터록은 생산제품을 작은 크기로 단하여 합부 확인

이 가능하고, 주기  품질 리가 가능하므로, 산업 

장에서는 인터록에 의한 합부 리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다

  인터록이 증가할수록 인장 단강도가 증가함을 술

한 시험결과를 통해 보 으며, 주효과 분석 결과 인터

록과 남아있는 바닥 두께 값이 서로 상반된 결과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 화 과정을 단

순화하기 해 가용범 내서 최  스트로크를 선정해 

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겠으나, 보다 안정 인 품

질 리를 해서는 최 화 기법을 이용하여 최  조건

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Case
Interlock

(mm)
T-min
(mm)

Stroke
(mm)

Speed
(mm/s)

Clamp
force

1 0.52 0.96 177 50 4.5kN

2 0.605 0.90 180 100 3.0kN

3 0.7 0.88 183 75 6.0kN

Table 4 Specimens for joint strength test

10,000

Max. load (N) 

8,000

6,000

4,000

2,000

0

Case1 Case2 Case3

Tensile shear Cross tensile shear Peel 

9,083

4,167

2,034

3,874

8,019
8,106

4,074

1,598

Fig. 6 Average value of tensile shear, cross tensile shear, 
and peel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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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종 으로 합강도가 최 가 되는 조건

의 선정이 목표이다. 이를 해 허용되는 범  내에서 

최 의 인터록과 최소의 바닥 두께를 도출하는 조건을 

찾고자 하며, 이에 합한 호감도 함수를 설계하는 것

이 필요하다. 

  Fig. 7는 최 의 합강도를 나타내는 조건의 최 화

를 한 호감도 함수이다. 인터록 호감도 함수는 SPR 

품질기 에 하여 최소값인 0.2 mm이상에서 호감도 

함수값을 선형 으로 부여하고, 인장 단 시편 조건의 

최  인터록 값인 0.7 mm이상에 해서는 최 값인 1

을 부여하 다.

  남아 있는 바닥 두께 한 품질 기 에 하여 최소

값인 0.2 mm일 때부터 호감도 합수값을 부여하고, 단면

분석 결과에 따라 최소 남겨진 바닥 두께인 0.30 mm 

부터 0.87 mm까지 최  호감도 함수값인 1을 부여하

여 설계하 다. 

4.3 최 조건의 선정

  인터록이 최 화될 수 있도록 반응 최 화를 수행하

다. 다  반응 측 결과 스트로크 183 mm, 압입 속

도 66.16 mm/sec, 클램  압력 5.12 kN일 때 가장 

최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상되는 인터록은 

0.68 mm, 남아있는 바닥 두께는 0.88 mm로 나타났

다. 합성된 호감도 함수는 0.95로 최 화 입력값 선정

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Table 5는 반응 최 화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Fig. 

8은 반응 최 화에 한 그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반응 최 화를 통해 선정된 조건을 용하여, SPR 

공정을 수행하여 단면에 한 재검토를 수행하 다. 박스

-벤 법에서는 요인배치 실험에서 축 을 갖지 않으며, 

반응 최 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앞선 실험에서는 포

함되지 않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Fig. 8은 반응 최

화를 통해 도출된 조건에 따라 SPR 공정을 수행한 시편

의 단면 형상이다. 인터록은 좌우 평균값이 0.6727mm

로 측정되었으며, 남아있는 바닥 두께는 0.8821mm로 

측정되었다. 반응 최 화를 통해 측된 값과 시편 측정 

결과를 비교하 을 때, 인터록의 경우 98.5% 수 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있는 바닥 두께의 경우 약 100.9 % 

수 을 보여 최  1.5% 범  내의 매우 근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0.0 1.00.70.2

1.0

(a) Desirability function of interlock

0.0 1.00.870.2
0.0

1.0

0.30.0 1.00.870.2
0.0

1.0

0.3

(b) Desirability function of floor thickness

Fig. 7 Desirability function of interlock and floor thick-
ness

Stroke,
mm

Speed, 
mm/s

Clamp
force,

kN

T_min
Fit,
mm

Interlock
Fit,
mm

Composite
desirability

183.0 66.16 5.12 0.87515 0.68284 0.9528

stroke
183.0

[182.9394]
177.0

speed
100.0

[66.1616]
50.0

press
6.0

[5.1212]
3.0

Optimal
D: 0.9528  

Predict

Composite
Desirability
D: 0.9528

T_min
Minimum
y = 0.8752

d = 0.97802

High
Cur
Low

Interloc
Maximum
y = 0.6828

d = 0.92822

Fig. 8  Graphical result of optimum conditions

Fig. 9 Photograph of joint cross section by the optimum 
condition

Table 5  Derived optimum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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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자동차 경량화를 해 용이 증가하고 있

는 SPR 공정에 있어 실제 장에서 용 가능한 범  

내에서 공정변수를 최 화하기 한 목 으로 수행하

다. 이를 해 반응 표면법을 한 직교배열표를 구성

하 으며,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PR 공정이 수행되는 장에서 제어 가능한 변

수  범 를 지정하고, 박스-벤  실험계획을 용한 

조건 배열표를 구성하 다.

  2) 박스-벤  실험계획을 통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시편에 한 분석을 통해 인

터록, 남아 있는 바닥 두께에 한 결과를 도출하 다.

  3) 모든 조건에 한 단면검사 결과, 실제 장에서 

용되는 요구기 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 

  4)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인터록, 남아있는 바닥 두께

에 한 각각의 회귀 방정식을 도출하 고, 분산분석 

 회귀 분석을 통해 실험결과  회귀식에 한 타당

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트로크가 다른 조건들에 

비해 주효과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SPR 공정에 의한 이종 소재의 합강도를 확인

하기 하여 인장 단, 십자 인장 단  필 시험을 수

행하 으며, 시험결과 인터록이 합강도에 크게 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최 조건의 선정을 해 인터록은 가능한 큰 값, 남

아있는 바닥 두께는 가능한 작은 값이 되는 만족도 함수

를 선정하 으며, 다  반응 측 결과 스트로크 183 mm, 

압입 속도 66 mm/sec, 클램  압력 5.1 kN 일 때 

가장 최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상되는 인터록

은 0.68 mm, 남아있는 바닥 두께는 0.88 mm로 나

타났다. 합성된 호감도 함수는 0.95로 최 화 입력 값 

선정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7) 본 연구를 통해 경험에 의존하여 수행되었던 SPR 

공정에 한 최 화의 근거를 마련하 으며, 향후 이러

한 수행 과정  차를 통해 다양한 두께에 한 이종 

재료 합 조건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ORCID: Sang Woo Lee: https://orcid.org/0000-0001-8792-6495
ORCID: Jae-Woong Kim: https://orcid.org/0000-0003-029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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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0년 이후 용 산업은 생산성 향상시키기 하여 

용 자동화  기계화가 극 추진되면서 아크용 이 

가스메탈아크(GMA) 용 과 럭스 코어드아크(FCA) 

용 으로 발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

속되고 있는데, 특히 GMA 용 은 슬래그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용  자동화에 가장 합한 기술

로 범 하게 용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로 용

  기계화용 이 확산되면서 GMA 용 으로 체되

는 추세에 있다1). 하지만 GMA 용 에서 용  스패

터가 발생하여 용 품질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 으로 용  스패터는 용 부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노즐을 오염시켜 보호가스의 흐름을 막아 용 성을 떨

어지게 하고 최종 으로 용 품질 하를 일으킨다. 

한 스패터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시간과 노력은 용  

생산성을 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스

패터 발생을 감하여 과거부터 용 이행 형태에 따른 

스패터 발생 상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지만, 

단순히 용 원에 집 되어 왔다.

  Ito et al.2)은 펄스 CO2 아크 용 에서 스패터 감을 

한 연구를 수행하 고, Mita3)와 Maruyama et al.4)

은 고속 제어 능력을 가진 인버터 용 기를 개발하여 

스패터를 감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Schweier et 

al.5)는 이  용 에서 고속 카메라 이미지를 이용하

여, 통계 으로 용 실험 에 스패터 수와 용  매개

변수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Jeong et al.6)은 수직 용 에서 스패터 색상  형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 용  라인의 스패터를 이는 

방법에 해 연구를 하 고, Gao et al.7)는 디스크 

이  용 에서의 럼 분류  스패 터 특성을 기반으

로 한 용  안정성 평가하 다. Gunenthiram et al.8)

는 스패터 배출량의 정량화  용융물 풀 거동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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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하 으며, Wu와 Flynn9)은 GMA 용

에서 제안된 하이 리드 제어 방법으로 출력 압과 출

력 류의 빠른 조 의 효과를 실험 으로 증명하 다. 

Yamamoto et al.10)는 인버터 제어 펄스 Pulsed GMA 

용 기를 사용하여 스패터 감소 방법을 개발하 다. 

Suga11)와 Mita12)는 용 재료 에서 스패터를 

이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스패터 련 연구에 기 로하

여 스패터 발생을 감시키고자 용 이 용융지로 이행

하는  과정을 촬 하여 스패터 발생 과정  스패터

가 모재에 미치는 향을 찰하 으며, 이때 용 류

의 순간 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스패터 발생 순간과 

원인을 도출하 다. 한 용  공정변수에 따른 스패터 

주효과  스패터에 따른 용 부 경도 주효과 분석을 

통해 수직 GMA 용 부 스패터 추  알고리즘을 개발

하여 스패터 입자크기의 감 효과를 확인하고, 균열성

장에 의한 단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용 부 스패터 실험

2.1 실험 장치  방법

  가스메탈아크(Gas Metal Arc) 용 의 단락이행 역

에 있어서 용 이행은 용 의 성장  이행과 계된 

물리 인 양( 압, 류, 재료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

히, 용 이 용융지속으로 이행될 때 용 의 성장이 정

상 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 류의 격한 

상승이 일어나면 용 이 용융지속으로 이행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아크가 발생하게 되어 스패터가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스패터는 불량한 용 상태와 오염된 노

즐을 통해 보호가스의 흐름을 방해하여 용 품질을 

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수직 GMA 용 공정에서 발생되는 스패터 분포  용

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500A  GMA용

기와 토치 구동부, 와이어 송 장치, 수직형 용  

JIG로 용  시스템을 구성하여 용 실험을 실시하 다. 

용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YGW 11, 1.2∅)를 사용

하 으며, 보호가스는 용 기를 통해 토치에 공 되도

록 개별 인 베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Fig. 1과 같이 

구성하 다. 한 보다 체계 인 데이터 수집  결과

분석을 하여 용 류  압은 모니터링 시스템

(WTS-100A)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공

정변수에 따른 스패터 분포를 수치 으로 확인하 다. 

모재는 표면온도가 20℃이상 열한 상태에서 수행하

다. 본 실험은 수직 GMA 용 공정에서 발생되는 스

패터의 분포와 입자크기, 비행거리 등에 따라 용 부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용 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기 하여 수행하 으며, 공정변수로는 용 류, 

아크 압, 용 속도로 선정하여 용 실험을 수행하 다. 

용 공정 분석을 하여 출력변수는 스패터의 분포, 입

자크기, 비행거리로 선정하 으며, Fig.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수직 GMA 용 부 스패터 실험을 수행하 다.

  기타변수들은 수직 GMA 용 공정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용 토치 각도, 용 방향, CTWD(Contact Tip 

to Workpiece Distance) 등이 있으며, 이는 다수의 

기존 연구결과  비실험을 통해 선정하여 본 용 실

험에 용하 다. 따라서 CTWD  용 토치 각도의 

경우 기존의 수직 GMA 용 련 선행연구들에서 선정

해왔던 15mm, 15°의 값들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Fig. 3에 용 토치의 CTWD와 토치 각도에 

CO2 shielding 
gas

Welding carriage

I/F module & control panel

GMA welder
(500A)

Welding torch

Thermal-high 
speed camera

Image data 
analysis system

Vertical JIG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vertical GMA welding

Input variable

Selected variable
Welding current

Arc voltage
Welding speed

Fixed variable

Shielding gas
CTWD

Torch angle

GMA
welding
process

Output variable

Generation of spatter
size of spatter
flight distance

Fig. 2 Input and output variables of metal transfer weld-
ing experiment

 

Fig. 3 Torch angle and CTWD in vertical GMA welding 
exper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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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식도를 나타낸다.

  용 모재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인 SS400 재질의 평

을 사용하 으며, 400×400×15mm 규격의 평  시

험편을 제작하 으며, 실험에 사용된 시험편의 기계  성

질  화학  조성은 Tables 1∼2에 각각 나타낸다. 시

험편에 용 하고자 하는 용 부의 녹, 스 일, 산화물 등 

이물질이 용 결함의 원인지 되지 않도록 와이어 러

시  샌드페이퍼로 시험편을 깨끗이 닦아내어 Fig. 4

에 용 시험편의 규격과 수직 GMA 용 부 스패터 실

험 개략도를 나타낸다.

  

2.2 실험 계획

  일반 인 실험계획법으로 알려진 완 요인설계의 경

우 각각의 입력변수들의 수 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모든 입력변수들간 수 의 조합에 의해 실험이 이루어

지게 된다. 입력변수의 수가 n개이고, 수 의 수가 k개

인 경우 총 kn개의 실험횟수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완 요인배치법은 실험수행을 한 시간  비용

이 늘어나고 반응의 비선형  변화감지가 다소 부족한 

단 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변수 특성치에 한 공정

의 여러 가지 요인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입력변수 변화에 따른 출력변

수 반응의 모든 요인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 고차의 교호

작용 효과를 검출하기 하여 완 요인배치법(FFD)을 

용하 다. 입력변수(용 류, 아크 압, 용 속도)의 

정수   범 는 비실험을 통하여 정하 으며, 입

력변수의 수는 3개이고 수 의 수는 3으로써 총 27회

의 실험조건이 생성되었다. Table 3은 입력변수의 실

험변수  수 을 나타낸다.

3. 실험 분석

3.1 스패터 발생량 분석

  용 부 스패터 실험은 수직 GMA 용 공정에서 발생

되는 스패터 발생량을 확인하기 해 수립한 실험계획

을 기반으로 수행하 으며, 스패터의 크기와 비행거리

는 육안검사를 통해 측정하고 스패터의 발생량은 용

류  아크 압 모니터링 시스템(WTS-100A)을 사

용하 다. 스패터의 발생은 용 공정시 단락이행에서 단

락 후 다시 아크 재 발생  류  압조건의 불안

정으로 아크에 의한 용융풀의 비산에 의해 발생하거나 

와이어의 이물질이나 소재와의 합하지 않은 조합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용 이행은 회 이행과 반발이

행으로 스트리  이행 조건보다 높은 류에서 발생하

는 이행 형태로써, 항열과 아크열에 의해 용융된 와

이어의 끝이 자기력의 향을 받아 나선형 궤 을 그

리면서 빠른속도로 용융지를 침식하는 형태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행은 불안정한 회   반발 이행조건으로 

용 이 이루어지면 아크가 불안정하고 형 스패터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   반발 이행이 발생되지 않는 

범 에서 용 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13). 와 같

Material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Hardness
(HV)

SS400 250 400 23 16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Material C Si Mn P S Cu Cr Ni Fe

SS400
(%)

0.15 0.01 0.697 0.013 0.007 0.087 0.041 0.503 Bal.

400mm

Spatter

Flight 
distance

Spatter 
size

Welding  torch W
el

di
ng

 d
ir

ec
ti

on

Weld bead

400mm

15mm

Fig. 4 A schematic diagram for vertical GMA welding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Level
Parameter

-1 0 1

Welding current(A) 250 260 270

Arc voltage(V) 23 25 27

Welding speed(cm/min) 46 53 60

Fixed variable

∙CTWD : 15mm
∙Torch Angle : 15°
∙Shielding gas flow rate : 

99% CO2 18ℓ/min

Table 3 Vertical GMA welding parameters and thei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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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유로 스패터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해 공정변

수에 따른 스패터 발생량, 크기, 비행거리를 분석하고

자 하 으며, 스패터의 발생량과 측정결과를 Table 4 

 Fig. 5에 나타낸다. 

3.2 경도 실험

  본 연구는 용착 속부와 열 향부에 한정된 경도 시

험을 수행하 으며, Fig. 6의 비커스경도계를 사용하여 

경도실험을 수행하 다. 이 때 사용된 하 은 0.5N으

로 용착 속부 가운데를 심으로 좌우측으로 3회씩 측

정하 으며, 경도 측정시 발생되는 미세표시에 의한 상

 경도들에 향을 주지 않은 0.15mm 간격으로 경도

분석을 수행하 다. Fig. 7은 용  시험편의 경도측정 

치를 나타낸 그림이며, 스패터 발생에 따른 모재인 

SS400 재질의 경도보다 어느정도의 강도가 상승하는

지 확인하기 해 Table 5와 같이 열 향부 7회, 용착

Test 
no.

Gene-
ration 
spatter

(ea)

Average
size

(mm)

Flight
distance

(mm)

Typical 
spatter 

geometry

Test 
no.

Gene-
ration 
spatter

(ea)

Average
size

(mm)

Flight
distance

(mm)

Typical 
spatter 

geometry

Test 
no.

Gene-
ration 
spatter

(ea)

Average
size

(mm)

Flight
distance

(mm)

Typical 
spatter 

geometry

1 1 1.24 1.63 10 2 1.34 1.81 19 3 2.44 2.55

2 2 1.62 1.16 11 8 1.54 1.66 20 4 2.61 1.94

3 7 1.01 1.45 12 3 1.93 1.47 21 2 1.92 1.82

4 6 1.31 2.14 13 4 1.04 1.84 22 4 2.61 1.71

5 4 1.21 2.32 14 3 2.06 4.18 23 3 2.31 4.31

6 4 1.94 2.46 15 5 2.09 2.34 24 2 2.59 2.14

7 5 1.01 4.15 16 9 2.18 2.61 25 4 2.02 6.47

8 5 0.81 5.62 17 11 2.34 6.17 26 3 2.53 2.86

9 5 0.92 2.57 18 2 1.81 2.72 27 2 2.84 3.14

Table 4 Results of vertical GMA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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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 of waveform(welding current) according to 
spatter 

Fig. 6 Vickers hardness test

Weldzone

Vickers hardness point

Fig. 7 Measured location of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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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부 3회에 한 경도치를 평균값으로 산출하 다.

4. 결과  고찰

4.1 용  공정변수에 따른 스패터 주효과 분석

  수직 GMA 용 공정에서 사용된 3가지 변수(용

류, 아크 압, 용 속도)에 따라 복잡한 공정변수들의 

상 계에서 스패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기 하여 MINITAB 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효과도를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은 스패터 형성하는데 향력

을 미치는 인자들의 연 성을 확인하고자 수행하 으

며, Figs. 8~10은 스패터를 형성하는데 향을 미치는 

다변량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스패터 발생량의 경우 3가지의 공정변수(용 류, 

아크 압, 용 속도)에서 향력은 모두 인자들 사이에

서 연 성이 찰되었으나 경향의 지속성은 유일하게 

아크 압이 증가될수록 스패터 발생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아크 압을 제외한 용

류와 용 속도는 스패터 발생량을 제어할 수 있는 인자

로는 단할 수 없는것을 의미한다.

  스패터 입자크기는 용 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효과가 가장 크며, 경향의 지속성도 확인되어 스패터의 

입자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인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는 용 류가 증가됨에 따라 인칭되는 와이어 속도가 

동반 증가되어 아크의 불안정으로 인한 용착되지 못한 

입자의 크기가 와이어 속도에 의해 증가되는 것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스패터의 비행거리는 용 류,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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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in effects plot on generation sp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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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ain effects plot on flight distance

Test 
no.

Heat affected 
zone 

hardness(HV)

Weldment 
zone 

hardness(HV)

Test 
no.

Heat affected 
zone 

hardness(HV)

Weldment 
zone 

hardness(HV)

Test 
no.

Heat affected 
zone 

hardness(HV)

Weldment 
zone 

hardness(HV)

1 207.31 209.03 10 221.34 235.59 19 245.96 247.51

2 211.36 228.34 11 208.61 217.48 20 261.61 254.33

3 209.05 214.87 12 221.34 241.61 21 199.62 215.56

4 204.77 217.39 13 221.67 232.25 22 243.04 253.69

5 198.63 215.14 14 263.54 271.62 23 261.37 267.62

6 199.07 205.36 15 266.84 257.56 24 259.30 245.66

7 234.78 266.91 16 257.81 263.18 25 267.33 273.15

8 221.36 273.68 17 259.84 255.51 26 259.61 260.84

9 201.51 214.66 18 218.36 224.64 27 258.83 261.06

Table 5 Results of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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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용 속도에서 모두 주효과가 발생되었지만 상

으로 비교해 볼 경우 아크 압에서 가장 큰 향력이 

확인되었다. 용 류와 아크 압이 증가할수록 비행거

리가 동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는 용 류

와 아크 압이 상승할수록 아크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반발이행에 의해 스패터의 비행거리가 동반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비행거리가 감소하는 향은 용 속

도가 증가할수록 아크에 의해 용융된 모재에 빠른 속도

로 용착됨으로써, 용융지에서 반발되는 이행의 횟수가 

감소하고 반발력도 동반 감소되어 수직 GMA 용 부에

서 발생되는 스패터의 비행거리가 동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용 류와 용 속도 인자의 경우 

아크 압 보다 주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거리를 

제어할 수 인자로는 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4.2 스패터에 따른 용 부 경도 주효과 분석

  의 장에서는 수직 GMA 용 공정에서 사용된 3가

지 변수(용 류, 아크 압, 용 속도)에 따른 복잡한 

공정변수들과 스패터 간의 상 계를 확인하 으며, 

스패터 발생 경향에 따른 모재(SS400)의 용착 속부 

 열 향부의 경도의 주효과 향을 확인하 다. 용

부 경도에 한 고찰은 해상환경에 노출된 선박건조시 

부식을 방지하기 한 분야로써, 용 부 건 성을 단

하는데 필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미국부식학회의 NACE 

MR0175 CODE14)에 따르면 용 부 경도가 23HRC 

(254.7HV)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수직 GMA 

용 부에서 동일한 권장조건과 합한 용 조건을 선정

하고자 하 다. 스패터와 용 부 경도 간의 주효과 

향력이 확인될 경우 용 공정 변수의 제어만으로 용

부 경도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s. 11∼

12는 스패터 발생 경향에 따른 용 부 경도의 주효과 

결과를 나타낸다.  

  모재의 용 부 경도의 경우 스패터 입자크기가 2.01mm 

이상일 경우 경도가 격히 상승하여 250∼267HV의 

범 에서 증감이 반복되는 경향을 확인하 다. 열 향부 

경도의 경우 스패터 입자크기와 비행거리에 따라서 경도

의 변화경향을 확인하 으며, 스패터 입자크기가 2.04mm 

이상이 될 경우 용 부 경도와 동일한 경향으로 격히 

증가하여 증감을 반복하는 주효과 결과를 확인하 다. 

한 스패터 비행거리의 경우 5.34mm 이상이 될 경우 

열 향부 경도가 격히 증가되어 최  273.68HV 까

지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 다. 따라서, 열

향부의 경도는 스패터의 입자크기의 향보다 비행거리

의 주효과 향이 우선되기 때문에 열 향부 경도를 제

어하기 한 주요 인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스패터의 입

자크기와 비행거리의 증가는 불안정한 아크에 따라 반

발 아크력에 의해 아크가 일시 으로 종료됨으로써, 냉

각이 속히 이 지면서 퀜칭효과가 발생되고 마르텐사

이트와 같은 아주 경한 조직이 생성되어 경도가 상승하

는 것으로 단된다. 

  최종 으로 미국부식학회에서 권장하는 254.7 HV의 

용착 속부와 열 향부의 경도를 넘지 않게 하기 해

서는 실험 모재의 스패터 입자크기를 감소시켜야 하며, 

이는 기계  특성을 만족하는 조건하에서 낮은 용

류를 채택해야 한다. 한 열 향부 경도의 경우 스패

터 비행거리를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낮은 아크 압

을 채택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용

공정 변수는 기계  특성(인장, 충격 등)을 만족하는 

환경을 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4.3 스패터 추  알고리즘 개발

  순간단락시 용융풀의 반경이 극의 반경보다 상

으로 작은 경우 용 에는 자기력이 용 을 로 어 

올리는 힘이 작용하며, 용 이 완 히 이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핀치력에 의하여 용융지와의 이 끊어지면서 

아크를 재 발생시키는데, 이를 순간단락(Instant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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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in effects plot on hardness for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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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ircuit, ISC)이라 한다. 이러한 순간단락은 스

패터를 다량 발생시키는데, 아크 재 발생시 강한 폭발

력으로 용 과 용융지를 강타하여 용 과 용융지의 일

부가 비산되기 때문이다. 한 아크 폭발로 인하여 표

면장력으로 구형을 유지하던 용 은 매우 불규칙한 모

양으로 바 고 용융지 유동도 매우 불규칙해짐으로써 

아크의 방향이 불규칙하게 바 어 여러 방향으로 스패

터를 발생시킨다. 순간단락에서 발생하는 스패터는 매

우 조 하므로 용융상태로 모재에 부착될 확률이 높이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한 추가 인 공정이 필요하다. 

순간단락의 제어는 Pinchuk15)등이 제안하 으며, 용

 압이 8∼12V이하가 될 경우 단락이 되었다고 

단하여 류를 2∼10A로 0.7∼1msec 시간동안 류

를 감소시켜 단락 류 상승을 지연시킨다. 즉 단락시 

류상승을 지연시킴으로서 용 을 어 올리는 자기

력을 약화시켜 순간단락을 정상단락이 될 수 있도록 유

도한다. 이와 같은 제어 개념을 Fig. 13에 나타내었으며, 

지연 시간을 용함으로써, 스패터를 하게 일 수 

있을 것으로 측하 다.

  한, Kim16)은 류상승제어를 통해 일정 류 이상 

상승을 제한하는 방법을 용하여 스패터의 발생량을 확

인하고 스패터 감 효과를 확인하 으며, 상승범 가 

250∼270A사이로 류 상승이 제한될 경우 기 단락

시 가장 은량의 스패터가 발생되어 시작지  용 부

의 아크의 안 성과 건 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일반 인 GMA 용 공정에서 순간단락  

스패터 발생은 0으로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러한 스패터를 최소화시키기 해 기계  기 인 제

어를 통해 안정한 용 이행과 최소 스패터가 발생되는 

기 단락을 분석하 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

은 안정한 용 이행을 수행하기 한 기단락 제어로 

반 인 용 부에 용착되는 스패터를 제어하기에는 한

정 인 용성이 있다. 

  따라서, 기단락 제어를 통해 Initiating arc의 안

성 확보로 반 인 용 부의 스패터 감 상을 확

인하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스패터 용착을 별할 수 

있는 스패터 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 다.

4.4 기단락 제어를 통한 용 부 스패터 감

  단락기간  류가 최 치에 도달하 을 때 아크가 

재생되며, 이때 재생된 아크는 강한 폭발력(아크 반발력)

으로 용융지를 쳐내면서 소립의 스패터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아크 재생 시 발생하는 스패터를 억제하기 해

서는 가능한 낮은 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크가 재생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형

이 제안되고 있는데 기 류 상승기울기를 크게하고, 

설정된 류이상에서는 류 상승속도를 감소시켜 궁극

으로 아크재생 시의 류를 낮게하는 유지하는 방법

과 기 류 상승기울기를 크게 하고, 일정 류 이상 

상승을 제한하는 방법, 류를 격히 하시켜 낮은 

류에서 아크가 재생성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기 단락 류 상승기울기에 따른 단락거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Fig. 14의 ②를 기 으로 ①과 같이 류 상

승기울기가 무 큰 경우에는 자기력이 짧은 시간동

안 가교에 강하게 가해져 가교의 단시간이 짧아지고, 

높은 피크 류에서 아크가 재생되기 때문에 다량의 스

패터가 발생하게된다. 하지만 ③과 같이 무 작은 경

우에는 자기력이 작으므로 가교가 단되는 속도가 

지연되어 장시간 단락이 해소되지 못하고, 와이어는 

항열에 의해 가열되고 결국 와이어 간에서 단되어 

스패터화 된다. 한 와이어가 간에서 단될 경우 

아크가 끊기고, 이 후 아크가 재생될 때 립의 스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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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ntrol of current waveform for suppression of 
shor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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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형

이 제안되고 있는데 기 류 상승기울기를크게하고, 

설정된 류이상에서는 류 상승속도를 감소시켜 궁극

으로 아크재생 시의 류를 낮게하는 유지하는 방법

과 기 류 상승기울기를 크게 하고, 일정 류 이상 

상승을 제한하는 방법, 류를 격히 하시켜 낮은 

류에서 아크가 재생성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기 단락 류 상승기울기에 따른 단락거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Fig. 14의 ②를 기 으로 ①과 같이 류 상

승기울기가 무 큰 경우에는 자기력이 짧은 시간동

안 가교에 강하게 가해져 가교의 단시간이 짧아지고, 

높은 피크 류에서 아크가 재생되기 때문에 다량의 스

패터가 발생하게된다.

  하지만 ③과 같이 무 작은 경우에는 자기력이 작

으므로 가교가 단되는 속도가 지연되어 장시간 단락

이 해소되지 못하고, 와이어는 항열에 의해 가열되고 

결국 와이어 간에서 단되어 스패터화 된다. 한 

와이어가 간에서 단될 경우 아크가 끊기고, 이 후 

아크가 재생될 때 립의 스패터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한 단락 류 상승기울기를 제어하여야 하지

만 아크가 피치 최고 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msec단

로 1/1000sec 정도의 미세한 류제어 기술을 용하

기에는 매우 많은 기술  한계가 있다17).

  따라서, 기 단락시 발생되는 류의 불안정한 형제

어를 통해 류 안정화 구간 후 반 인 용 부의 

형변화를 찰하고 용 부에 용착되는 스패터의 비행거

리  입자크기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모재에 가해지는 

경화성을 방지하고자 하 다. Table 6는 스패터가 다

량 발생되어 모재에 향을 미치는 경화성을 기 으로 

선별한 실험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15는 류

상승제어(270A)를 용한 류 형과 용하지 않은 

류 형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류상승 제어는 

기 단락시 류가 상승되는 구간을 기  제어를 통

해 순간 류를 격히 하시킴으로써, 아크의 폭발력

을 최소화시켜 기존의 공정보다 은량의 스패터가 발

생되는 상을 기반으로 류상승 제어를 용한 추가

실험을 수행하 다. 기 단락시 발생되는 스패터는 

고속 카메라 상을 기반으로 산출하 으며, 스패터 

감은 용 부 표면에 용착된 스패터의 입자크기  비행

거리를 측정하여 감효과를 확인하 다.

  류상승 제어를 통해 스패터의 입자크기와 비행거리

를 감소시킴으로써, 용 구조물에 미치는 경화 상을 

최소화시키고자 하 으며, Tables 7∼8에 류상승 제

어를 통해 감소된 스패터 발생과 용 부 경화 상에 

한 결과를 나타낸다.스패터 입자크기와 비행거리의 

산출은 Fig. 4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용하 으

며, 용 부 경도의 경우 Fig. 7과 동일한 방법으로 용

부 경도를 측정하여 데이터 비교에 신뢰성이 포함된 

결과를 확보하 다. 그 결과, 스패터 입자크기의 경우 

최소 43.58%의 최  58.91%의 감 효과를 확인하

고 평균 52.95%의스패터 입자크기의 감 효과를 확

인하 다. 

  비행거리의 경우 평균 31.94%로 감 효과를 확인

하 다. 이러한 스패터 감 효과는 용 부의 경화 

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착 속부 경도는 최  14.83%의 연화효과를 열 향

Test No.
Welding

current(A)
Arc 

voltage(V)
Welding 

speed(cm/min)
Average
size(mm)

Flight
distance(mm)

Weldzone
hardness(HV)

HAZ
hardness(HV)

15 260 25 60 2.09 2.34 263.54 257.56

16 260 27 46 2.18 2.61 266.84 263.18

17 260 27 53 2.34 6.17 257.81 255.51

23 270 25 53 2.31 4.31 261.37 267.62

25 270 27 46 2.02 6.47 267.33 273.15

26 270 27 53 2.53 2.86 259.61 260.84

Table 6 Design of experiment conditions for decrease of sp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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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esults for waveform of test 15 using control of 
gradient i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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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도는 최  14.21%의 연화효과를 확보하 다. 용

부의 인장강도는 경화 정도에 인 향을 미치

기 때문에 용 부 건 성을 확보하는데 필수 으로 요

구됨에 따라 미국부식학회에서 권장한 제한조건에도 충

족하는 수직 GMA 용 부를 도출하 다.

 

5. 결    론

  GMA 용 의 스패터 발생과정을 찰하 으며, 용  

공정변수에 따른 스패터 주효과  스패터에 따른 용

부 경도 주효과 분석을 통해 수직 GMA 용 부 스패터 

추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1) 용 공정 변수에 따른 용 이행과 스패터 발생량

을 확인하기 해 용 실험을 수행하 으며, 주요인자

에 의한 스패터의 입자크기, 비행거리, 발생량을 분석

함으로써 용 부에 미치는 향력은 확인하 다.

  2) 기 단락시 발생되는 류의 불안정한 형제어를 

통해 류 안정화 구간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용 부 표

면에 용착되는 스패터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고자 하 으

며, 상승제어 구간을 지정하여 평균 52.95%의 스패터 

감효과를 확인함.

  3) 용 공정 변수의 제어로 용 부에 미치는 경화 

상을 확인하 으며, 미국부식학회에서 권장하는 경도

(254.7 HV)의 상한치를 선정하여 균열성장에 의한 

단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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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MO는 황산화물 배출규제  온실가스 배출규

제를 강화함에 따라 청정연료인 LNG의 사용이 세계

으로 증하여 LNG 장탱크  LNG 연료탱크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1-4). LNG 탱크 제조에서는 9% Ni

강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용  재료로 인코넬 혹은 in-

conel계 와이어 혹은 하스텔로이계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5). Alloy 625 용 와이어를 사용한 FCAW공정에

서 생산성 증가를 해 류를 올리게 되면 고온균열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아크불안정으로 융합불량과 

같은 결함이 발생한다. Ni계 합 인 Alloy 625 용  

시 가장 큰 문제는 Nb, Mo, Ti, C 등이 응고 마지막 

단계에서 제2상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 제 2

상들은 합 의 응고온도 구간을 증가시킨다6-9). 즉, 응

고 마지막 단계에서 융  공정상(γ/NbC, γ/Laves)

의 액상필름이 수지상 경계에 형성된다. 한, FCW(Flux 

Cored Wire)는 solid wire와 달리 럭스 성분에 슬

래그를 형성하는 Si와 Mn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런 

Si와 Mn화합물이 합 의 응고온도 범 를 증가시킨다.  

결정립계에 형성된 이러한 융  액상필름에 인장변형

이 작용하면 균열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목 은 9% Ni

강 모재에 해 Alloy 625 용 재료를 사용하여 FCAW

와 GTAW에서 고온균열의 발생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9% Ni강 모재의 맞 기 이음부에 FCAW와 

GTAW에서 류와 용 속도를 증가시키며 FISCO 균

열시험5,10)을 진행하 다. 

2. 사용 재료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재인 9% Ni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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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 553-1)의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는 

FCAW용 재료인 직경이 1.2 mm인 FCW(ENiCrM- 

o3Ti)의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1은 GTAW에서 

사용한 단면  5.5 mm2의 C형 용가재(ERNiCrMo- 

3)의 단면이다. Table 3은 C형 용가재의 조성을 나타

내었다.

3. 실험 방법

3.1 실험 차

  Fig. 2는 FISCO 실험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

다. 볼트를 118 N·m의 토크로 구속하여 용 을 진행

하 다. Table 4는 FISCO 실험에 사용한 모재 디자

인과 구속 조건을 나타내었다. 200 × 150 × 12 mm 

크기의 모재를 2 mm갭으로 유지하여 1패스 용  하

다. Fig. 3은 Alloy 625용 재료를 사용한 9% Ni강 

FCAW의 FISCO 시험 련 선행연구5) 결과이다. Fig. 

3의 란 실선은 하스텔로이계 용 재료를 사용했을 때 

고온균열 특성이고, 검은 선은 Alloy 625 용 재료

를 사용했을 때의 고온균열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Alloy 

625 용 재료의 고온균열 특성을 참고하여 실험을 진

행하 다. 

  Table 5는 9% Ni강 모재에 한 Alloy 625용 재

료를 사용한 FCAW의 FISCO 용  균열 실험의 상세 

용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용 속도 30 cm/min일 때 

200 A와 용 속도 50 cm/min일 때 200 A와 220 

A에서 실험하 다. Table 6은 9% Ni강 모재에 한 

Alloy 625용 재료를 사용한 GTAW의 FISCO 용  

Ni C Mn Fe P S Si Al

9.448 0.051 0.660 Bal. 0.010 0.001 0.252 0.023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FCW 625(wt%)

C Mn Si P S Cr Ni

0.030 0.340 0.400 0.003 0.005 21.80 Bal.

Mo Cu Nb+Ta Fe Nb

8.520 0.130 3.400 0.700 3.420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C-Filler 625(wt%)

C Mn Si P S Cr Ni

0.010 0.071 0.057 0.007 0.004 22.64 Bal.

Mo Cu Ti Fe Nb Al

8.820 0.002 0.199 0.248 3.762 0.160

Fig. 1  Cross section of filler met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wt%)

Fig. 2 Schematic of FISCO test

Length of base metal (mm) 200

Witdh of basemetal (mm) 120

Thickness of Base metal (mm) 12

Gap (mm) 2

Groove angle (°) 60

Restraint torque of Bolt (N·m) 118

Hastelloy wire
FCW 625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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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ack test result of Hastelloy and Alloy 625 wire 
in FCAW11)

Table 4 FISCO test condition 

Shield gas Ar+CO220%

Filler metal ENiCrMo3Ti (1.2mm)

Welding speed (cm/min) 30 50 50

Voltage (V) 26.9 26.9 28.1

Current (A) 200 200 220

Wire feeding rate (cm/min) 910 910 1070

Heat input per unit length (kJ/mm) 1.08 0.65 0.74

Table 5 Welding condition of FC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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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실험의 상세 용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GTAW 

실험에서 FCAW와 동일한 류와 용 속도에서 실험

하 고, 추가로 용 속도 35 cm/min에서는 30 A 단

로 류를 증가시키며 430 A까지 실험하 으며, 50 

cm/m-in에서는 60 A 단 로 류를 증가시키며 400 

A까지 실험하 다.

3.2 측정 방법

 Heat input ratiomm
J
 Depositiomarea mm 
Heat input per unit lengthmm

J


(1)

  본 연구에서 고온균열의 측정방법은 첫 번째로 육안

검사를 시행하 다. 두번째로 FISCO 실험 후 용  비

드에 액체 침투 탐상 시험(PT)을 하 다. 용  비드에 

침투액이 출되면 고온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단하

다. 식 (1)은 입열량비(HR)의 식을 나타내며 단 길이

당 입열량(이하 입열량)에 용착단면 을 나 어 산출하

다. 입열량과 HR을 구하기 해 용 속도는 용  로

티칭에 의해 구하 고 류, 압 값과 와이어 송

속도 값은 용  형 모니터링 시스템에 출력된 값을 

통해 계산하 다. 

4. 실험 결과  고찰

4.1 FCAW의 고온균열 특성 
 

  Fig. 4는 Alloy 625 용 재료를 사용한9% Ni강 

FCAW의 FISCO 균열 실험 결과이다. Fig. 5는 실험에 

사용한 시험편의 횡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5(a)에

서는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Fig. 5(b), Fig. 5(c)

에서는 고온균열이 발생하여 선행연구5)와 동일한 실험 

결과를 얻었다.

4.2 GTAW의 고온균열 특성

  Fig. 6은 Alloy 625 용 재료를 사용한 9% Ni강 GTAW

의 FISCO 균열 실험 결과이다. 용 속도 35 cm/min에

서 최  400 A까지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430 A

에서 최 로 고온균열이 발생하 다. 용 속도가 50 

cm/min일 때는 340 A까지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았

Shield gas Ar+H27%

Filler metal ERNiCrMo-3 C-Filler (5.5mm2)

Welding speed (cm/min) 30 35 50

Voltage (V) 18.5 18.5-24.0 19.0-24.0

Current (A) 200 280-430 200-400

Wire feeding rate (cm/min) 97 114 108-163

Heat input per unit length 
(kJ/mm)

0.071 0.91-1.62 0.61-1.02

Heat input ratio (kJ/mm3) 0.040 0.051-0.091 0.034-0.057

Table 6 Welding condition of GT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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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t cracking behavior using FC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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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cro section of FISCO test spicemen by FCAW (a) Current: 200A, welding speed: 35cm/min (b) Current: 200A, 
welding speed: 50cm/min (c) Current: 220A, welding speed: 50c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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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00 A에서 최 로 고온균열이 발생하 다. 

  Fig. 7(a)는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용 속도 35 

cm/min일 때 340 A에서 횡단면이고, Fig. 7(b)는 고

온균열이 발생한 용 속도 35 cm/min일 때 400 A 

에서 횡단면이다. Fig. 7(c)는 용 속도 50 cm/min

일 때 400 A에서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횡단면이

고, Fig. 7(d)는 용 속도 50 cm/min일 때 430 A에

서 고온균열이 발생한 횡단면이다. 

4.3 GTAW와 FCAW의 고온균열 발생 특성 비교

  동일한 류와 용 속도에서 FCAW와 GTAW의 고온

균열 발생 특성을 비교하 을 때 용 속도 30 cm/min

에서 류 200 A일 때는 모두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

았다. 하지만 용 속도 50 cm/min일 때 200 A와 

220 A에서 FCAW는 고온균열이 발생하 지만 GTAW

는 발생하지 않았다. Fig. 8은 류220A와 용 속도 

50 cm/min에서 용 부 미세조직이다. Fig. 8(a)는 

고온균열이 발생한 FCAW의 미세조직이고, Fig. 8(b)

는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GTAW의 미세조직이다. 

Fig. 8(a)에서 2-10 ㎛ 크기와 다수의 2 ㎛ 이하 크

기의 융  개재물을 찰할 수 있다. Fig. 8(b)에서

는 2 ㎛ 이하 크기의 융  개재물을 확인하 고 그 수

가 Fig. 8(a)보다 은 것을 찰할 수 있다. GTAW 

용가재인 C형 용가재에는 FCAW와 달리 슬래그를 형

성하는 럭스가 없다. 따라서 고상선 온도를 낮추어 

응고온도 범 를 증가시키는 융  개재물의 양이 

히 작기 때문에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 

가능하다. 

  입열량 에서는 용  속도 50 cm/min일 때 류 

200 A와 220 A에서FCAW의 입열량은 0.65 kJ/mm와 

0.74 kJ/mm이고, GTAW의 입열량은 0.42 kJ/mm와 

0.48 kJ/mm이다. 즉, GTAW의 입열량이 FCAW의 

입열량 비 약 35%가 작다. FCAW의 아크효율은 66- 

85%이고 GTAW의 아크 효율은 21-48%12)로 달라 실제

로 용 속에 작용하는 유효 입열량은 달라진다. 따라서 

용 속에 작용하는 유효한 입열량은 FCAW보다 GT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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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on

(b)

Fig. 8 Microstructure of alloy 625 welding in 9% Ni 
steel(Current: 220A, welding speed 50c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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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ot cracking behavior using GT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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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cro section of FISCO test spicemen in GTAW 
(a) Current: 340A, welding speed: 50cm/min (b) 
Current: 400A, welding speed: 35cm/min (c) Current:
400A, welding speed: 35cm/min (c) Current: 430A,
welding speed: 50c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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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5% 이상 낮아져 응고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구속 변형이 작으므로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된다.

4.4 GTAW에서HR에 따른 고온균열 발생 특성 
비교

  Fig. 9은 GTAW에서 Alloy 625 용 재료를 사용하

여 류 280 A, 용 속도 50 cm/min로 같게 하면서 

용착단면 을 17.9 mm2와 11.9 mm2로 다르게 한 

FISCO 균열시험편에 한 PT 결과이다. Fig. 9(a)는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Fig. 

9(b)는 고온균열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실

험으로 HR에 따라 고온균열 발생 특성이 다르다는 것

을 확인하 다. Fig. 9(a)와 Fig. 9(b)의 입열량은 동

일하지만 용착단면 이 17.9 mm2에서 11.9 mm2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HR은 Fig. 9(b)가 35% 증가하 다. 

용착단면 의 감소로 HR이 높아지면 모재로 투입되는 

열량이 증가하여 모재 용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융

속의 모재 희석률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단된다. 

  Fig. 10은 HR에 따른 모재 용융량의 모식도이다. 동

일 입열량에서 용착단면 이 커 HR이 낮으면 그루  벽

면 용융량이 작고, 용착단면 이 작아HR이 커지면 그루

 벽면 용융량이 많기 때문에 고온균열이 발생하기 쉬

움을 보여 다. 모재의 P함량이 용가재보다 1.43배 높

아 모재 희석률이 증가하게 되면 융  개재물인 P화

합물 양이 많아진다. 한 모재의 C가 용가재보다 5배 

많아 융  개재물인 NbC와 Laves상의 양이 히 

증가하여 고상선 온도가 낮아져 응고온도 범 가 증가

하게 된다. Lippold, J.C8)와 Cieslak M. J.9)의 선행

연구에서 NbC와 Laves 상의 양이 증가하면 고온균열

이 쉽게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HR이 높아

지면 용융 속 내에 많은 융  개재물을 포함하게 되

고 응고온도 범 가 넓어지게 되어 고온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9%강의 Alloy 625 용 재료 용에서 FCAW와 C

형 용가재를 사용한GTAW의 고온균열 발생 특성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9% Ni 강의 Alloy 625 용 재료 용에서 FISCO 

실험 결과 FCAW는 용 속도 50 cm/min일 때 200 A, 

220 A 모두에서 고온균열이 발생하 지만, 동일한 

류, 용 속도와 용착단면 에서 GTAW는 고온균열이 발

생하지 않았다.

  2) FCAW에서 고온균열이 발생한 용 조건에서 GTAW

에서는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첫번째 원인은 GTAW

에서 사용한 C형 용가재에는 럭스가 없어 용융 속

에 융  개재물의 양이 작기 때문에 고온균열이 발생

하지 않았다고 단된다.

  3) FCAW에서 고온균열이 발생한 용 조건에서 GTAW

에서는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두번째 원인은 FCAW

비 GTAW의 압이 낮아 입열량이 약 35%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4) GTAW는 용 속도 35 cm/min에서 최  400 

A, 용 속도 50 cm/min에서는 최  340 A까지 고온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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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넓은 에 지 밴드 갭을 가지는 SiC 혹은 GaN

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SiC, GaN 반

도체 부품들은 높은 열 도도와 고온에서의 안정성 등

이 큰 특징이며 특히 고온에서의 안정성으로 인해 높은 

작동 온도를 요구하는 자부품에 주로 사용된다1). 따

라서 고온에서의 안정성 요구는 칩과 기 을 연결하는 

합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상용화되고 있는 무연 고온 

솔더 합부의 재융  온도는 250 ℃ 미만이므로2,3) 

사용 환경에 따라 최  600 ℃의 재융  온도를 요구

하는 워반도체의 합재료로 합하지 않다4).

  천이액상 합(Transient Liquid Phase Bonding, 

TLPB)은 기존의 무연 솔더를 이용해 높은 재융  온

도를 갖는 속간 화합물로 구성된 합부를 얻는 공정

  

파워반도체용 Cu/Sn/Ag와 Ni/Sn/Ag 천이액상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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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ient Liquid Phase Bonding (TLPB) is one of the promising processes for interconnecting power 
semiconductors, which are usually used at high temperature. However, the TLPB process parameters needed 
to ensure robust interconnection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studied. In this study, TLPB was conducted 
with various bonding temperatures and times. Sandwich structures made of Cu/Sn/Cu, Ag/Sn/Ag, and 
Ni/Sn/Ni were processed at 250 and 280 ℃ for 1, 2, and 3 h, respectively. The microstructure of the interconnec- 
tions was analyzed with scanning emission microscopy equipped with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Then 
dissimilar metalized Cu/Sn/Ag and Ni/Sn/Ag sandwich structures processed at 280 ℃ for 1, 2, and 3 h. The 
fracture surface of Cu/Sn/Ag consisted of Ag3Sn with shear bands, and the shear strength was 30 MPa on average.
The fracture surface of Ni/Sn/Ag consisted of Ni3Sn4 and Ag3Sn with shear bands, and the shear strength 
was 31 MPa on average. The minimum bonding time for reliable interconnection was 1 and 2 h for Cu/ 
Sn/Ag and Ni/Sn/A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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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 TLPB의 재융  온도는 칩 혹은 기 에 증착된 

metalization의 종류와 솔더로 사용되는 interlayer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속간 화합물의 융 에 의존한

다. 를 들면, Ni3Sn4, Ag3Sn, Cu6Sn5, Cu3Sn의 융

은 각각 800, 480, 415, 676 ℃ 이다. Cu, Ni, Ag 

등의 metalization과 표  무연 솔더인 Sn으로 구

성된 속간 화합물 합부는 기존의 무연 솔더로 이루

어진 합부의 융 보다 높으므로 워반도체 환경에 

합하다. 

  TLPB의 요성은 두되고 있으나 압력, 온도와 시

간에 따른 TLPB 특성과 이종 metalization에 따른 

합부의 분석  특성평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을 interlayer, Cu, Ni, 

Ag를 metalization으로 하여 온도와 합 시간에 따

른 동종 합부의 특성과 이종 metalization TLPB 

합부의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최 의 TLPB 

공정 조건과 합부의 용 가능성에 해 논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metalization /Sn interlayer/ metal-

ization 샌드 치 구조를 TLPB 실험에 이용하 고, 

Fig. 1은 합부의 구조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Metalization

으로는 5 mm (L) × 5 mm (W) × 1 mm (T) 크기

의 Cu-(순도 99.99%), Ni-(순도 99%), Ag-(순도 

99.95%) 시트를 사용하 다. Sn interlayer (순도 

99.8%)는 5 mm (L) × 5 mm (W) × 50 ㎛ (T) 크

기의 thin foil을 사용하 다. 합 시 합계면이 충분히 

할 수 있게 100 g 분동을 사용하여 약 0.04 MPa의 

압력을 가하 다. Metalization으로 사용된 재료들은 

1200 grit 까지 SiC paper로 연마 후 3 ㎛ 다이아몬드 

서스펜션을 이용하여 표면을 연마하 다. Sn interlayer

는 표면 활성화를 해 염산 9 vol%와 질산 4 vol%

를 혼합한 에탄올 수용액에 산세처리를 진행하 다. 

비된 metalization 시트와 interlayer를 Fig. 1 과 같

이 층 후 진공분 기(10╶1 -torr)에서 합 온도 250, 

280 ℃ 그리고 각각 1, 2, 3시간 동안 합하 다. 

  합면 찰을 해 TLPB 시편은 구리 진에 마운

 후 1 ㎛ 까지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으로 찰하 다. 합부의 

기공률 분석은 Image analysis (Image Pro-Plus)를 

이용하 다. 합면의 기계  성질은 Fig. 2와 같이 lap- 

shear test로 측정하 고, strain rate는 0.3 mm/min

로 수행하 다. Lap shear test시 TLPB의 두께가 다

른 을 감안하여 볼트 체결을 통해 지그 내 시편의 

치를 조 하여 lap shear test 부분의 두께를 일정하

게 하 다. 시편을 지그 안에 고정시키기 해 최소한

의 볼트 체결을 하여 시편을 고정하 다 (Fig. 2). Lap- 

shear test 후 단 면은 SEM으로 찰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동종 metalization TLPB 

  Fig. 3은 Cu/Sn/Cu의 합 온도와 시간에 따른 

합부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250 ℃ 1시간 조건에서 생

성된 상은Cu-Sn 상태도에서와 같이 Cu6Sn5와 Cu3Sn

이 형성되었다(Fig. 3a). TLPB 시 Cu와 Sn의 계면에

Weight

Cu plate

Metalization
Interlayer

Metalization

Joining jig

Fig. 1 Schematic diagram of sandwich structure for TLPB

Specimen 

Fig. 2 Lap-shear test of TLPB specimens (left) and sche-
matic diagram (right) 

(a)

(b)

Cu 1h

Cu3Sn Cu6Sn5

Void
Cu

20 ㎛

Cu

Cu
Void

20 ㎛

20 ㎛

20 ㎛

20 ㎛

20 ㎛

2h 3h

1h 2h 3h

Cu3Sn Cu6Sn5

Fig. 3 Cross section images of Cu/Sn/Cu TLPB at vari-
ous temperatures: (a) 250 ℃ and (b)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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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선 으로 Cu6Sn5이 형성된다. 이 후 Cu의 dis-

solution이 증가함에 따라 Cu와 Cu6Sn5의 계면에서 

Cu3Sn이 형성된다. 합 온도를 280 ℃로 증가한 경

우에도 Cu-Sn 속간 화합물이 형성된다(Fig. 3b). 

하지만 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합부의 기공이 

하게 감소하 으며, 3시간에서는 합부가 완 히 

Cu3Sn 단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Sn내에서 Cu의 확산계수가 증가하므로 속간 화

합물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합층의 두

께는 Fig. 3b가 Fig. 3a보다 평균 으로 5 ㎛ 두꺼웠

다. 두꺼운 합부는 작동환경에서 칩과 기 의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 구배를 감소시킨다5). 

따라서 Cu/Sn/Cu TLPB 최  온도 조건은 균일한 

속간 화합물 형성, 기공률 감소, 합 두께가 증가하는 

280 ℃임을 확인하 다.

  Fig. 4는 Ag/Sn/Ag의 합 온도와 시간에 따른 

합부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Ag-Sn 상태도를 따라 met-

alization으로 사용된 Ag가 액상의 Sn에 dissolution

이 되면서 Ag와 Sn의 계면에서 Ag3Sn이 생성 되었다. 

지난 연구에서 Ag3Sn의 형상은 주로 scallop type으로 

형성되어, Ag3Sn 만나는 합부 간 계면에서 voids

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 다6). 이러한 경향은 Fig. 4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합 조건이 250 ℃ 1

시간일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공 분율은 250 ℃ 

합온도에서 합시간이 1-3시간으로 증가하면서 8%, 

2%, 0.7%로 감소하 고, 280 ℃ 합온도에서 기공 

분율은 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7%, 0.3%, 0.3%

로 감소하 다. 합부의 두께는 평균 으로 280 ℃ 

합온도의 경우 10 ㎛ 작았다. 따라서 Ag/Sn/Ag TLPB 

최  온도 조건은 균일한 속간 화합물 형성과 기공률

이 감소하는 280 ℃ 이다.

  Fig. 5는 Ni/Sn/Ni TLPB 합부 미세조직을 나타

낸다. Ni/Sn/Ni에서 형성되는 속간 화합물은 Ni- 

Sn 상태도에 따라 Ni3Sn4가 형성된다. Ni3Sn4의 속

간 화합물은 Fig. 5에서와 같이 계면에서 성장하는 nee-

dle-like 형상의 IMC와 이로부터 떨어져 나온 Ni3Sn4 

island의 형태로 찰 다. Ni/Sn/Ni TLPB에서는 

특징 으로 metalization에서 약 1 ㎛ 떨어진 Ni3Sn4

층에서 void가 발견되었고, voids는 계면에서 자라는 

Ni3Sn4와 합부의 앙에서 자라는 detached Ni3Sn4 

island가 만나는 지 에서평행하게 나열되는 defect 

planes가 나타났다7). 그리고 다른 metalization과는 다

르게 Ni/Sn/Ni TLPB 합부의 앙에는 void가 

찰되지 않았으며 350 ℃ 이상의 합 온도에서 찰됨

이 알려져 있다7). Ni/Sn/Ni TLPB에서는 Fig. 5a와 

5b의 1시간 합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응하지 않

은 Sn이 interlayer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Ni의 융 이 높고 한 확산 계수가 낮으므로 다른 

metalization에 비해 같은 공정 조건에서도 합부가 

체 으로 속간 화합물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250 ℃ 합 온도에서는 3시간 합 시간에도 반

응하지 않은 Sn이 존재하므로, Ni/Sn/Ni의 최  합 

온도는 균일한 속간 화합물 형성과 기공률이 감소하

는 280 ℃이다.

  Ag, Cu, Ni를 metalization으로 이용한 Sn sand-

wich structure TLPB에서 최  온도조건이 280 ℃

임을 알아냈다. 동종 metalization의 최  온도조건을 

이용해 Cu/Sn/Ag와 Ni/Sn/Ag 이종 metalization 

TLPB 합을 수행하 다.

3.2 이종 metalization TLPB

  Fig. 6은 Cu/Sn/Ag와 Ni/Sn/Ag의 280 ℃에서 

TLPB 합부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동종 합에서 최

 조건을 선정한 결과로서 Figs. 6a와 6b에서 잔류하

는 Sn은 발견되지 않았다. Fig. 6a의 Cu metal-

ization 계면에서는 Cu-Sn 속간 화합물이 형성되었

고, Ag metalization 계면에서는 Ag-Sn 속간 화합

(a)

(b)

Ni3Sn4

Defect planes

Defect planes

20 ㎛ 20 ㎛ 20 ㎛

20 ㎛ 20 ㎛ 20 ㎛

1h 2h 3h

1h 2h 3h

Sn

Fig. 5 Cross section images of Ni/Sn/Ni TLPB at vari-
ous temperautres: (a) 250 ℃ and (b) 280 ℃

(a)

(b)

Void

Void

Ag

Ag3Sn

Ag3Sn

Ag

Ag

1h 2h 3h

1h 2h 3h

20 ㎛ 20 ㎛ 20 ㎛

20 ㎛ 20 ㎛ 20 ㎛

Fig. 4 Cross section images of Ag/Sn/Ag TLPB at vari-
ous temperatures: (a) 250 ℃ and (b)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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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형성되었다. 두 종류의 속간 화합물이 핵생성 

후 성장하면서 계면에서 만나게 되고 모두 scallop 형

상의 속간 화합물이므로 Fig. 6a의 3시간 합 사진

처럼 Cu6Sn5와 Ag3Sn의 계면에서 void가 형성될 수 

있다. Cu-Sn 속간 화합물과 Ag-Sn 속간 화합물

의 두께는 Cu-Sn 속간 화합물이 평균 으로 0.5 ㎛ 

두꺼웠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Cu의 Sn 내에서 

Cu의 D0 (D0(Cu in Sn)=1.8 × 10-8 m2s-1)와 Ag의 

D0 (D0(Ag in Sn)=2.60 × 10-8 m2s-1)가 유사하며 한 

확산에 한 활성화 에 지(Q(Cu in Sn)=Q(Ag in Sn)= 

4200 cal/mole)도 같기 때문이다8). Fig. 6b에서는 

Ni metalization 계면에서 Ni가 Sn내로 dissolution

되면서 Ni3Sn4가 형성되고 Ag metalization 계면에서

는 Ag3Sn이 형성된다. Ni/Sn/Ag에서는 Ni3Sn4의 두

께가 Ag3Sn의 두께보다 작았다. 이는 Ag의 확산계수

(D0(Ag in Sn)=2.60 × 10-8 m2s-1)와 Ni의 확산계수

(D0(Ni in Sn)=2.30 × 10-8 m2s-1)가 유사하지만 확산에 

한 활성화 에 지는 Ni(Q(Ni in Sn)=4530 cal/mole)

가 Ag보다 크기 때문이다8). 이에 한 내용을 Table 

1에 정리하 다. Ni/Sn/Ni 합과 마찬가지로 Ni met-

alization 부근에서 평행하게 정렬된 defect planes이 

나타났다.

3.3 Lap-shear test

  Cu/Sn/Ag 와 Ni/Sn/Ag를 280 ℃에서 1, 2, 3시

간 합한 시편을 lap-shear test를 수행하 고, Table 

2에 측정한 lap-shear test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6과 같이 합부의 두께는 각 조건마다 상이하지만 ul-

timate shear strength에는 무 함이 알려져 있다9). 

단 강도는 평균 30 MPa로 기존의 솔더를 이용한 

합부보다 높은 강도값을 나타냈다10). 보통 TLPB 이후 

작동 환경에서의 aging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aging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단강도가 약간 상승하게 된다11). 

이는 TLPB의 합부가 고온 환경에서 균질화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충분한 균질화 과정을 거치게 되

면 합부는 궁극 으로 metalization으로 이루어진 고

용체가 된다12).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시간은 단순 

합 공정에 소요된 시간으로서 aging에 의한 고용강화 

효과를 기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합 시간에 따라 

단강도가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하 다. 

단강도의 감소는 합 시 생성되는 기공의 향이 지배

이므로 최 의 단강도를 갖는 합 시간이 최 의 

공정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Table 2에 의하면 

280 ℃에서 TLPB 최소 요구 합 시간은 Cu/ Sn/ 

Ag은 1시간이고 Ni/Sn/Ag은 2시간이라고 단할 수 

있다.

  Fig. 7 은 lap-shear test 후 단면을 나타낸다. Fig. 

7a와 같이 Cu/Sn/Ag TLPB 합부의 단은 Ag3Sn 

속간 화합물 층 내에서 발생하 다. Fig. 7a의 Area 

1은 Ag3Sn과 Cu6Sn5 사이에 기공이 존재했음을 의미

하며 Area 2은 Ag3Sn 층내에서 단이 발생하 으며 

응력 방향으로의 shear band를 나타낸다. Fig. 7b는 

Ni/Sn/Ag TLPB 합부 단면을 나타낸다. 단은 

Ni3Sn4와 Ag3Sn의 경계면에서 발생하 다. Fig. 7b

의 Area 3은 Ni3Sn4를 나타내고 취성이 강하므로13) shear 

band를 찰 할 수 없었지만 Area 4는 상 으로 연

한 Ag3Sn이며 shear band를 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Cu/Sn/Ag의 경우 Cu6Sn5보다 상 으로 연한 Ag3Sn 

층에서 단이 발생하 고14) 이로 인해 취성이 강한 

Ni3Sn4와 연질인 Ag3Sn이 공존하는 단면을 가진 

Ni/Sn/Ag 합부보다 단 강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Ag

Ag Void

Void

Ag3Sn

Ag3Sn

Cu6Sn5Cu3Sn

Cu
(a)

(b) Ni

Ni3Sn4
Defect planes

1h 2h 3h

1h 2h 3h

20 ㎛ 20 ㎛ 20 ㎛

20 ㎛ 20 ㎛ 20 ㎛

Fig. 6  TLPB images produced at 280 ℃ for dissimilar 
metalizations: (a) Cu/Sn/Ag and (b) Ni/Sn/Ag 

Element D0(m
2/sec) Q(cal/mole)

Ag 2.6 × 10-8 4200

Cu 1.8 × 10-8 4200

Ni 2.3 × 10-8 4530

Table 1 Values of D0 and Q for the diffusion of silver, 
copper, and nickel in tin8)  

Metalization

1 h 2 h 3 h

Strength
(MPa)

Std.
(MPa)

Strength
(MPa)

Std.
(MPa)

Strength
(MPa)

Std.
(MPa)

Cu/Sn/Ag 31 2.1 28 1.4 30 1.4

Ni/Sn/Ag 28 3.5 32 4.9 32 4.2

Table 2 Shear strength values for eac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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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Sn을 interlayer로 하는 Cu, Ag, Ni 

metalization TLPB 동종 합 공정 변수에 한 특

성 평가를 시행하 다. 동종 합 실험에서 결정된 최

 공정 변수를 이용하여 Cu/Sn/Ag, Ni/Sn/Ag 이종 

metalization TLPB를 분석 하 고,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 다.

  1) 합 온도 250 ℃에서 TLPB를 수행한 경우 Cu/ 

Sn/Cu 합부는 합 시간이 증가할수록 Cu6Sn5보다 

Cu3Sn의 분율이 증가하 다. 그리고 250 ℃ 3시간 

합부에서는 Cu3Sn과 Cu6Sn5가 공존하는 합부가 형

성 으나 280 ℃, 3시간에서는 Cu3Sn 단상으로 존재

하 다.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Cu의 확산계수가 증

가하기 때문이다. 한 250 ℃에서는 합부의 Cu6Sn5 

층에서 큰 기공들이 존재하 으나 280 ℃에서는 기공 

분율이 히 감소하 다. 따라서 합온도 280 ℃가 

최  공정 온도이다.

  2) Ag/Sn/Ag 합부는 Ag3Sn 단상으로 구성되었

다. 기공 분율은 합 시간에 따라 250 ℃에서 8%, 

2%, 0.7%이고, 280 ℃에서는 7%, 0.3%, 0.3%로 

하게 감소하 다. 이러한 기공 분율의 감소는 확산계

수의 온도의존성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280 ℃

에서의 가장 건 한 합부를 형성하 으며 최  공정 

온도로 결정하 다.

  3) Ni/Sn/Ni의 합부는 Ni3Sn4 혹은 Ni3Sn4와 Sn

으로 구성되었다. 250 ℃에서 1, 2, 3시간 모두 잔류 

Sn이 존재하 다. 이는 Ni의 확산계수가 Cu, Ag보다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280 ℃ 2, 3시간에서 합부는 

Ni3Sn4 단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Ni/Sn/Ni의 건

한 합부는 280 ℃에서 형성됨 을 확인하 다.

  4) 동종 합에서 결정된 합 온도 280 ℃를 Cu/ 

Sn/Ag와 Ni/Sn/Ag에 1, 2, 3시간동안 합하 다. 

모든 합시간에서 합부는 속간 화합물로 구성되었

다. Cu/Sn/Ag는 Cu3Sn, Cu6Sn5, Ag3Sn으로 존재

하 고 Ni/Sn/Ag는 Ni3Sn4, Ag3Sn으로 존재하 다. 

Cu/Sn/Ag에서 Cu-Sn 속간 화합물과 Ag-Sn 속

간 화합물의 두께가 비슷하 다. 이는 Cu와 Ag의 확산

계수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Ni/Sn/Ag에서 Ag- 

Sn 속간 화합물이 Ni-Sn 속간 화합물 두께보다 

더 두꺼웠다. 이는 Ag의 D0 (D0(Ag in Sn)=2.60 × 

10-8 m2s-1)와 Ni의 D0 (D0(Ni in Sn)=2.30 × 10-8 

m2s-1)가 유사하지만 확산에 한 활성화 에 지는 Ni 

(Q(Ni in Sn)=4530 cal/mole)가 Ag(Q(Ag in Sn)= 

4200 cal/mole)보다 크기 때문이다. Lap-shear test 

결과 Cu/Sn/Ag는 최소 1시간 Ni/Sn/Ag의 경우 최소 

2시간의 합 시간이 요구됨을 단 강도 값을 통해 

단하 다. Ni/Sn/Ag의 합부 단면은 shear band

가 찰되는 Ag3Sn과 취성이 강한 Ni3Sn4로 확인되었

다. Cu/Sn/Ag의 합부 단면은 Ag3Sn으로만 구성

되었으며 shear band가 찰되었다. 따라서 취성이 

강한 Ni3Sn4와 상 으로 연한 Ag3Sn이 공존하는 층

에서 단이 발생하는 Ni/Sn/Ag 합부가 Cu/Sn/Ag 

합부보다 더 높은 강도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 다.

       

후      기

  이 논문은 부산 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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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acture surfaces after lap-shear test for dissimilar TLPBs: (a) Cu/Sn/Ag and (b) Ni/S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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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dditive Manufacturing (AM) has become unavoidable 
in the field of modern manufacturing, sometimes oppor-
tunely qualified as revolutionary. Although the out-
standing potential of AM and its many different tech-
nologies is rarely questioned, the maturity of this some-
what innovative approach is debatable and efforts are 
constantly made to address the current issues. Of these 
issues, one may mention the low processing rate, high 
related costs or properties anisotropy which are usually 
common to all AM technologies when compared to 
conventional manufacturing. Simply stated, although 
AM offers exceptional opportunities in terms of parts 
complexity and customization, it is still today slow, ex-
pensive and unreliable1-10). ASTM International created 
in 2009 the ASTM committee F42 on Additive Manufacuring 
Technologies to define and separate AM technologies 
into seven categories11). Those categories and their 
many different technologies essentially differ by the 

power source, the method, the base material nature and 
form. 
  For manufacturing metallic and ceramic products, pow-
der bed fusion (PBF) and 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decidedly emerged as the preferred approaches 
for many applications12-15). On the one hand, PBF processes 
such as Selective Laser Melting/Sintering (SLM/SLS) and 
Electron Beam Melting (EBM) offer outstanding oppor-
tunities in terms of complex design versatility and mate-
rials properties. PBF technologies involve the precise 
deposition of a pre-alloyed powder layer onto a build-
ing platform, selective melting or sintering of the pow-
der according the CAD profile, lowering the building 
platform by one layer thickness for the subsequent dep-
osition of a new layer of powder. The process is re-
peated until the entire part(s) has/have been built. On 
the other hand, while DED processes such as Direct Metal 
Deposition (DMD) and Direct Metal Laser Sintering 
(DMLS) also provide design freedom, they are partic-
ularly attractive for their repairing or remanufacturing 
abilities. In these technologies, pre-alloyed powde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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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ed through a moving co-axial nozzle equipped 
with the power source and the material is melted or sin-
tered as it is being deposited. Although extraordinarily 
appealing for their undisputed performances, these 
complex technologies are usually very expensive with 
equipment costs generally in the range of six to seven 
digits numbers in US dollars. For this reason, alter-
native more economical resolutions have been studied 
in hope of achieving comparable results. 
  Stereolithography is commonly considered to be the first 
viable AM technology, originally dedicated to Rapid 
Prototyping. It consists in the selective polymerization 
of a photosensitive polymer to build parts layer upon 
layer. Digital Light Processing (DLP) in particular uti-
lizes a commercial projector to project the image of the 
layer onto the bottom of a VAT containing the liquid 
photopolymer which would cure upon sufficient exposure. 
DLP is praised for its simplicity, the high definition al-
lowed for the processed parts (as opposed to Fused 
Deposition Modelling (FDM) for example) and rather 
low cost. Although this approach does require a photo-
polymer by essence, its potential for the fabrication of a 
ceramic and metallic components have been recognized 
early. The general concept is borrowed to conventional 
powder processing technics: a powder-containing UV- 
curable slurry is processed by DLP to produce a compo-
site material consisting of cured polymer into the de-
sired parts shape containing sufficiently high content of 
ceramic/metallic powder to be subsequently debinded 
and sintered into a dense ceramic/metallic component. 
The general sketch of the method is shown in Fig. 1. 
There are only few references in the literature claiming 
viable procedures for this purpose either for the pro-
duction of a composite, such as an electrically con-
ductive16,17) or fiber/particles reinforced polymer18), or 
all the way to sintered ceramics/metals19-26). These stud-
ies exposed the principal obstacle related to this concept. 
On the one hand, processability of the UV-curable slur-
ry by DLP, due to the nature of the process, is only pos-

sible if the said slurry exhibits a viscosity lower than a 
maximum value often set to 3000 cP and allows for 
bonding between consecutive layers. On the other hand, 
the powder content which influences the previously 
mentioned criteria must be sufficiently high to allow for 
appropriate sintering into dense ceramic/metallic parts. 
For these reasons, alternative apparatus combining DLP 
and Tape Cas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par-
ticularly to address issues regarding viscosity. However, 
the viability of using an unaltered commercial DLP ma-
chine is still debatable.
  In the present paper, the possibility of preparing an 
Al2O3-powder containing UV curable slurry suitable for 
processing with a commercial DLP machine is studied. 
Preparation of the slurry, focusing on including as high 
content of powder as possible, is described. Processing 
of the slurry by means of a commercial DLP is also 
described. The results highlight the compromise be-
tween processability of the slurry and amount of ce-
ramic powder allowed. The present report does not ad-
dress experimentally the last step of debinding and sin-
tering of the green composite into a dense ceramic part. 
Although it is briefly discussed in conclusion, future 
work will focus on this theme. 

2. Materials and Method

2.1 Digital Light Processing apparatus

  The DLP machine used in the reported study was a 
commercial semi-professional equipment manufactured 
by the Korean company Gen Tech Korea. The apparatus 
was customized to accommodate a small size VAT to 
handle small quantities of resin/slurry. Thereby, only 
about 50 ml of slurry was sufficient for printing. The 
equipment functions as a conventional DLP machine. 
Digital Light Processing (DLP) is a photopolymerization 
process, which involves selective solidification of liquid 
curable resins by ultraviolet radiation. Upon irradiation, 

Slurry preparation

Ceramic/metallic powder
Base plate 

Cured composite 

Transparent 
vat

Projector

T

Drying & debinding 

Slurry 
Sintering 

TDLP processing Heat treatment

UV
RESIN

Fig. 1  Comprehensive sketch of the proposed methodology for the innovative production of metallic/ceramic parts by 
means of digital ligh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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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in undergoes a chemical reaction to become 
solid. The photopolymerization process works with a 
commercial DLP projector as the UV light source. The 
projector is mounted into the lower part of the machine 
body. The resin is kept in a reservoir (VAT) charac-
terized by transparent glass or polymer base sitting on 
the top of the projection unit. The cross section of the 
actual layer is projected from below on the lower surface 
of the resin and initiates the solidification simultaneously. 
An upside-down stainless steel building platform dips 
into the resin from the top, leaving the space of one lay-
er thickness between the transparent bottom and itself. 
After solidification of the layer, the platform is raised 
by 5 mm (adjustable) and lowered by the same distance 
minus one layer thickness, making space for the materi-
al of the subsequent layer. The process is repeated until 
the part is produced layer by layer.

2.2 Raw materials

  The photopolymer used in the present study, Clear 
Hercules resin, was a colorless transparent acrylate-based 
commercial UV-curable resin produced and provided by 
the DLP equipment manufacturer under the. The den-
sity of the resin given by the manufacturer was 1.08 ~ 
1.12 g/cm3, and the viscosity at 60 rpm and 25 ℃ was 
given at 50 ~ 70 cP. The composition of the slurry, 
which is not disclosed for proprietary consideration, 
typically included: a free radical-polymerizable mono-
mer, an effective amount for initiation of a photo-
sensitive initiator, an effective amount of an inhibitor 
system dissolved in the monomer and additives such as 
polymerization accelerators, diluents, viscosity regulators 
and plasticizers. The curing time with the specific com-
mercial DLP machine was 5~6 seconds for a 0.5 mm 
layer.
  The powder used for the preparation of the slurry was 
an Aluminum Oxide (α-Al2O3) nano-powder provided 
by Skyspring nanomaterials. The purity of the powder 
specified by the producer was 99.99 % with traces of K, 
Na, Ca, Mg, Fe, Si, Ti and Cu below 20 ppm. The given 
particle size distribution was d50 = 0.3 ~ 0.8 ㎛, the specific 
surface area 6 ~ 9 m2/g and the true density 3.95 g/cm3. 
The powder had not been subjected to de-agglomeration 
and was used as received for better convenience at the 
expense of performance. The actual particle size dis-
tribution of the as-received powder was measured 
(Malvern Instruments Mastersizer 2000). The morphol-
ogy of the powder was given by the supplier. The re-
sults displayed in Fig. 2 showed that the as-received 
powder was considerably agglomerated with a large 
number of aggregates larger than 10 ㎛. According to the 
particle size analysis results, the actual size distribution 

of the as-received powder was d0.1 = 0.505 ㎛, d50 = 
2.065 ㎛ and d90 = 57.895 ㎛. This indicates that de-ag-
glomeration is highly suggested. It is reasonable to as-
sume that ball milling used for the preparation of the 
slurry, as described later in section 2.3, significantly 
broke out aggregates and reduced the average particle 
size. Nevertheless, de-agglomeration either by ultrasonic 
means or ball milling into a solvent is recommended. 
Finer particles with higher surface-are-to-volume ratio 
result in better stability of the solid loading in suspen-
sion in the slurry, better homogeneity and better sintera- 
bility. However, this also increases viscosity and de-
creases cure depth requiring the use of thinner layers24). 
Under such consideration, it appears that sub-micro-
metric powders are more appropriate.
  An additive was added to slurry to serve as a surfac-
tant (Surface Active Agent). Surfactants are key to ce-
ramic powder processing and significantly influence 
dispersion, wetting, deflocculation, etc. A surfactant is 
basically an additive that actively modifies (or coats) 
the particles surface. Menhaden fish oil (MFO), which 
is one of the most common dispersants used in Tape 
Casting, was presently used for cost, availability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2.3 Preparation of the slurry

  The slurry for DLP processing into parts consisted of 
UV-curable resin, alumina powder and MFO. Proper 
combination of the components was carefully studied 
using a simplified method based on th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which consists in varying 
process parameters and recording responses27-30). The 
parameters used were the Al2O3 powder content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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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as-received Al2O3 
powder showing the significantly high particle 
size compared to the specifications (highlighted 
in light gray), therefore suggesting a de-agglom-
eration step before preparation of the slurry. The 
SEM micrograph of the powder given by the sup-
plier was in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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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O content. The responses were homogeneity, set-
tling time and viscosity. Three levels of MFO content 
were studied: 1 vol.%, 5 vol.%, 10 vol.%. These values 
of MFO corresponded to the content in vol.% with re-
spect to the volume of powder, not the total volume of 
the slurry. Although not described in the present report, 
results showed that increasing the amount of MFO had 
insignificant effect on settling and homogenization 
while the viscosity of the slurry significantly increased. 
Therefore, only results with 1 vol.% MFO content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for better convenience. Five 
levels of powder content were studied: 15 vol.%, 25 vol.%, 
28 vol.%, 30 vol.% and 35 vol.%. 
  Approximately 50 ml of the different blends were 
carefully prepared directly into 100 ml cylindrical glass 
pots. Conversion charts were appropriately designed to 
translate volume contents into mass and a high pre-
cision balance (SciLab Korea WBA-320 Hi-Precision 
Lab Balance) was used to precisely add each ingredient 
to the slurry. The pots were subsequently sealed tightly 
to avoid leaks and contamination. Conventional tum-
bling ball milling (DAIHAN-brand® programmable ball 
mill BML-2) was used for blending. A constant rotation 
speed of 100 rpm was used for 24h for all slurry to en-
sure appropriate dispersion and homogenization. To this 
end, 5mm diameter alumina balls were added in the pots 
to an extent of approximately 10 % of the total charge.

2.4 Viscosity

  The viscosity of each slurry was systematically meas-
ured at 24 ℃ (DAIHAN-brand® standard rotary visc-
ometer WVS-2M) shortly after ball milling. Viscosity 
was measured with different spindles and rotation 
speeds. For a Newtonian fluid, the viscosity μ is con-
stant at a given temperature and can be defined as the 
ratio between shear stress over shear rate according to 
Eq. (1)31):

     (1)

where μ is the viscosity, τyx is the shear stress and γ̇ is 
the shear rate. The actual viscosity of the pure photo-
polymer resin was measured and was found to behave 
as a Newtonian fluid with μ=60cP.
  As expected due to the significant load of solid powder, 
the powder-loaded slurries exhibited a non-Newtonian 
behavior (specifically pseudoplastic or shear-thinning 
fluid). For this reason, viscosity was not constant when 
varying shear rate. This is evidenced in Fig. 3 for a slur-
ry composition of 28 vol.% of powder and 1 vol.% of 
MFO where shear stress increased with shear rate, and 
i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reports20). For such non- 

Newtonian fluids, the power law model is often used to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hear stress and 
shear rate according to Eq. (2)31):

    


(2)

where n is the flow behavior index and k is the con-
sistency index. Eq. (2) can be conveniently rewritten in 
the form:

     (3)

where η=kγ̇n-1 is referred to as the apparent viscosity. In 
order to compare the viscosities of slurries with differ-
ent compositions defined above in section 2.3, the val-
ues of viscosity for each slurry was considered in the 
present study as the apparent viscosity as defined in Eq. 
(3) for a shear rate γ̇ = 1 s-1. In other words, the vis-
cosity for all slurry was defined in the present study as 
the constant k in Eq. (2). To this end, for each slurry, 
the viscosity was measured at different shear rate 
(proportional to the spindle geometry and rotation 
speed), the curve τyx = f (γ̇) was plot and the constants k 
and n defined as the apparent viscosity for a shear rate 
γ̇ = 1 s-1 and the flow behavior index, respectively, were 
calculated with a power regression. An example is giv-
en in Fig. 3 for a slurry composition of 28 vol.% of 
powder and 1 vol.% of MFO. 

2.5 DLP processing

  The printability of a selected number of slurries, pref-
erably with higher powder contents, was tested by opti-
mizing the DLP process parameters. These parameters 
were specifically the layer thickness, the layer curing 
time and the building strategy. Small cylindrical sp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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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with an approximate diameter Ø = 12 mm were 
produced vertically. For printing slurries with a content 
of powder ≥ 25 vol.%, an approximately 5 mm all-res-
in pedestal was necessary to ensure appropriate bonding 
between the specimen and the building platform. In ab-
sence of this polymer pedestal, in other words when the 
slurry was printed directly onto the stainless steel build-
ing platform, bonding was too weak for the printing 
specimen to stick to the building platform causing it to 
fall prematurely under its own weight after printing a 
few millimeters. DLP processing of a cylinder pedestal 
(Ø = 25 mm and h = 5 mm) was therefore carried out 
with pure photopolymer resin. The VAT was then thor-
oughly cleaned and subsequently filled with a pow-
der-loaded slurry of a given composition. The building 
platform was finally levelled so that the top of the ped-
estal would contact the bottom of the VAT at the zero 
position before printing of the green composite began. 
Fig. 4 shows a 25 vol.% powder-containing green com-
posite after printing. 

3. Results and Discussion

3.1 Viscosity of the slurry

  The apparent viscosity of the powder-containing slur-
ries, defined earlier in section 2.4 as the consistency in-
dex k for a shear rate γ̇ = 1 s-1, is given Fig. 5. As it 
could be expected, the apparent viscosity increased 
when the powder content increased. While the apparent 
viscosity increased moderately at low powder content, a 
great rise was observed over 25 vol.% of Al2O3 powder. 
Slurries with as much as 35 vol.% of powder were test-
ed, though the viscosity of the slurry was tremendous so 

that it could not be measured and ball milling failed. As 
mentioned in introduction, the maximum viscosity of 
the slurry to allow for printability by DLP is often set at 
3000 cP21). However, some studies reported powder- 
containing slurries with significantly higher viscosity 
suitable for some type of stereolithography, and max-
imum limit of viscosity as high as 5000 cP20) and even 
10000 cP16). These numerical values have little sense 
per se, as viscosity significantly varies with temperature 
and shear rate. Nevertheless, taking arbitrarily this val-
ue of 3000 cP for maximum viscosity limit for print-
ability with the commercial DLP apparatus used in the 
present study, the results of viscosity displayed in Fig. 5 
suggest that a maximum of 39 vol.% of powder content 
in the slurry allows parts to be printed by DLP under 
current conditions. This value 39 vol.% of powder is 
however low to allow for appropriate debinding and 
sintering to high parts density as intended according to 
the method outlined in Fig. 1. This upper limit may 
conveniently be raised by different method. Addition of 
a diluent, such as the popular methyl ethyl ketone (MEK) 
could significantly decrease the viscosity of slurry, though 
at the expense of printability due to lower content of 
photosensitive polymer in the slurry. Another approach 
could be to adjust temperature during DLP processing 
as it is known that viscosity significantly decreases with 
raising temperature. Finally, the commercial acryl-
ate-based photopolymer resin used in this study had not 
been optimized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green 
composite parts. The viscosity of the resin was meas-
ured at μ = 60 cP. The use of an appropriately low vis-
cosity photosensitive polymer resin could allow for 
higher powder content. Finally, it is believed that a de- 
agglomeration procedure to decrease the effective par-
ticle size of the powder, as discussed earlier in section 
2.2, would also significantly reduce viscosity. Future 
works will explore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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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 of the setup after printing a green 
composite from a slurry containing 25 vol.% of 
Al2O3 nano-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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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rintability of the slurry

  Several attempts were carried out to successfully print 
different slurries with different compositions. Only suc-
cessful productions, to some extent, are reported presently. 
Additional printing parameters have also been consid-
ered although not conclusively studied at present. Most 
importantly, the layer thickness and light source in-
tensity (with regards to the depth of cure), and the 
building platform lift sequence (with regards to the vis-
cosity of the slurry) may be cited. As previously men-
tioned in section 2.5, a polymer pedestal was found nec-
essary to ensure bonding of the printed green compo-
sites to the building platform in all the cases and was 
therefore systematically applied. Optimization of the 
building strategy was studied first on slurries containing 
25 vol.% of powders. It was found that the building 
strategy should include two different strategies. Fig. 
6(a) shows a green composite cylindrical part contain-
ing 25 vol.% of Al2O3 powder successfully produced 
with the commercial DLP used in this study. The appro-
priate strategy was printing first a “strong” base with 
layers thickness of 0.2 mm with a curing time of 12 s 
for each layer. The strong base should be at least 5 mm 
thick. Afterwards, the layer thickness and curing time 
were reduced to 0.1 mm and 8 s, respectively, to print 
the bulk. In absence of this “strong” base, the printed 
greens either fractured, bent or separate from the build-
ing platform despite the polymer pedestal. Specimens 
produced with this strategy showed good dimensional 
accuracy and resolution, as shown in Fig. 6(a). Never- 
theless, the layers could be clearly observed, suggesting 
that resolution along the building direction may be 
limited. Fig. 6(b) shows a green composite cylindrical 
part containing as much as 28 vol.% of Al2O3 powder. 
The strong base was printed with a layer thickness of 

0.1 mm with a curing time of 15 s, while the bulk was 
printed with reduced curing time of 8 s. Although the 
process was a success and the specimen was resistant 
and consistent to the original design, the quality was de-
cidedly lower in this case. The layers were decidedly more 
visible and the resolution was clearly lower. Processing 
slurries with as much as 30 vol.% of powder was sub-
stantially pursued unsuccessfully. Attempts failed pri-
marily due to insufficient bonding between layers and 
excessive viscosity impeding proper flowing of new ma-
terial for subsequent layers processing. This was con-
sistent with criteria discussed previously in section 3.1.
  In order to assess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printing 
resolution between pure polymer and green composite 
containing 28 vol.% of Al2O3 powder, resolution test 
plates were produced (Fig. 7). While the test plate in 
Fig. 7(a) produced with the pure Clear Hercules photo-
sensitive resin exhibited high resolution with fine de-
tailed patterns, the composite test plate in Fig. 7(b) pro-
duced with a 28 vol.% Al2O3-containing slurry showed 
a clearly lower definition. In particular, it is clear in Fig. 
7(b) that smaller cavities or channels were not properly 
defined. This was due to the high viscosity of the slurry 
which did not flow readily causing it to clog smaller 
channels, therefore significantly decreasing printing 
resolution. This is noticeable since one of the advantage 
of the DLP process is its high resolution compared for 
example to FDM. Considering that subsequent heat 
treatment to remove the polymer binder and sinter the 
ceramic would inevitably lead to contraction and dis-
tortion, the lower the powder concentration the higher 

Powder : 25 vol.% Powder : 28 vol.% 

(a) (b)

Fig. 6 Cylindrical green composite specimens (Ø = 12 mm, 
h = 12 mm) successfully produced by DLP with a 
content of Al2O3 powder of (a) 25 vol.% and (b) 
28 vol.%

Pure polymer 

Powder : 28 vol.% 

(a)

(b)

10mm 

Fig. 7 Optical scans of resolution test plates produced by 
DLP for (a) pure polymer and (b) composite con-
taining 28 vol.% Al2O3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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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 significant limitation in parts design is to be 
expected.
  Although it was not discussed nor investigated in de-
tails in the present study, it is known that high contents 
of ceramic powder in the slurry cause significant light 
scattering and reduces the depth of cure16,17,19,21-23,26). 
This was one of the causes for adjusting the building 
strategy described earlier and for the lower definition 
obtained when increasing the volume of powder.

3.3 Possible heat treatment of debinding and sintering

  As hinted in the general sketch in Fig. 1, the subsequent 
heat treatment process consists in two steps. Although 
the scope of the presently reported study was not to de-
sign and investigate the heat treatment process, a few 
preliminary details are discussed briefly. The first step 
is the debinding process in order to remove the polymer 
binder, the cured photopolymer in the present case. 
Both temperatures and heating rates are critical. In par-
ticular the binder burnout stage must be carefully con-
trolled to avoid delamination, blistering, bloating and 
cracking.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SDT 
Q600, 1 ℃/min)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a cured 
(printed) pure Clear Hercules photopolymer to assess 
the different steps of the debinding stage. The results of 

DSC analysis are shown in Fig. 8. The results in Fig. 8 
show that critical temperatures of approximately 350 ℃ 

and 550 ℃ correspond to the start and end of the poly-
mer burnout or debinding stage, respectively. It is there-
fore recommended to initially heat the as-built compo-
site at a rate of about 1 ℃/min to the temperature of 
350 ℃. The heating rate should subsequently be re-
duced down to 0.1~0.5 ℃/min between 350 ℃ and 550 ℃ 
to avoid deformation, appearance of bubbles or cracking. 
Significant shrinkage is to be expected in function of 
the powder content.
  The second step of the heat treatment corresponds to 
the sintering stage. This should conveniently be imme-
diately carried out after the debinding stage. Samples 
may be heat heated more rapidly up to the sintering 
temperature at a rate of 5~10 ℃/min. The sintering tem-
perature depends on the actual material and is typically 
between 70 and 90 % of the melting temperature. For 
the α-alumina powder used in the present study, the rec-
ommended sintering temperature is often comprised be-
tween 1300 ℃ and 1600 ℃ for times between 1 h and 5 
h according to the powder size, distribution and volume 
fraction in the slurry21-24,26). Note that high concen-
trations of powders is preferred for successful sintering, 
often higher than 45 vol.%. This suggests that the pre-
vious steps of the process, in particular the preparation 
of a printable slurry with higher content of powder us-
ing diluents is necessary. Finally, a slight pressure for 
example immersing the composite into an alumina of 
zirconia balls bath may be necessary to prevent distortion.

4. Conclusion

  The reported study investigated the feasibility of using 
Digital Light Processing, an AM technology designed 
for the production of polymer parts and components, for 
the alternative processing of ceramics and metals. The 
method involves the preparation of a slurry consisting 
of a photosensitive polymer necessary for DLP process-
ing in which a significant load of powder material, pres-
ently an Al2O3 nano-powder. The viscous slurry is then 
conventionally processed by DLP into complex parts. 
At last, the as-built green composite is subjected to a 
carefully designed heat treatment of debinding to re-
move the polymer binder and sintering into dense ce-
ramic/metallic part. In the present paper, preparation of 
said slurry and printing of the green composite 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addition of powder material 
to the photosensitive resin significantly increased vis-
cosity, particularly above 25 vol.% of powder content. 
Printability of the slurries by DLP was directly con-
nected to their viscosity. The results suggested that al-
though a commercial DLP equipment shows encou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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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results 
of the cured pure photopolymer showing (a) the 
weight loss and (b) the heat flow as a function of 
th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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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potential for producing green composite parts con-
taining high content of non-polymer material, great care 
must be taken in preparing the slurry to accommodate 
the inevitable compromise between viscosity and pow-
der content. While a green composite containing 28 
vol.% of Al2O3 powder was successfully produced, the 
parts resolution was unacceptable considering AM and 
the volume of powder was certainly too low for heat 
treatment into a dense ceramic part. A minimum of 40~45 
vol.% of powder should be targeted for sinterability. 
This implies that powders should be appropriately 
de-agglomerated, viscosity of the photopolymer resin 
should be as low as possible, solvents should be prop-
erly added to the slurry to reduce its viscosity, temper-
ature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and controlled dur-
ing DLP processing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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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7월 7일(일) - 7월 12일(금)

장   소 :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참 가 자 : 총 50명 

  1) 학회회원 

강남현, 강문구, 김두송, 김명현, 김정길, 김종도, 김희진, 나석주, 박영도, 박영환, 박정열, 

     박정웅, 박주용, 백응율, 서  정, 송상우, 안규백, 안현준, 윤상희, 이광현, 이목영, 이세창, 

     이윤상, 이종봉, 장경호, 장희석, 정영철, 조대원, 조상명, 조정호, 주현재, 천현필, 이용기, 

     한규태, 한기형, 홍주표, 황희용, Cheepu

  2) 동반자 : 12명

1. 개  요

  제72차 IIW(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는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에서 2019년 7월 7일~12일(6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백응율 회장을 포함한 총 50명이 참가하였다.

  IIW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의 행사내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IIW 조직(Fig. 1 참조)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IIW 조직은 총회-이사회-2개의 사무국[프랑스 파리에 위치하는 총괄사무국(General Secretariat: TMB(Technical 

Management Board)와 Board of Directors Working Groups 관장)과 포르투칼 리스본에 위치하는 IAB(International 

Authorization Board)사무국(용접 관련 교육훈련과 자격검정에 관한 업무담당)로 구성되어 있다. 

  년차 총회의 의미를 지니는 총회(General Assembly)는 IIW 중요 사항을 최종 승인하는 회의로서, 53개 회원국 대표

들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상정된 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회원 국가

당 3명의 대표가 참석하며, 회원국가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 BoD)는 IIW 중요 사항을 검

토하고 결정하여 총회에 상정할 각종 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통상 4~6회/년 열리고 있다. 이사회 구성은 당연직 5명

[회장1인, 부회장 2인(현재는 TMB위원장1인과 IAB위원장1인이 겸임), 재무이사(treasure), 직전회장]을 포함하여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0년 이상 프

랑스용접협회(Institut of Soudure)와의 지

원협약을 통해 운영되어온 총괄사무국(파

리 소재)이 2020년 1월1일 부터는 이탈리

아용접협회와의 새로운 지원협약으로 이탈

리아 제노아로 이전함과 동시에 사무총장

(IIW CEO) 또한 Cecile Mayer박사(프랑스)

의 임기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2020년 1월1일 부터는 5년 임기의 신임 

사무총장(IIW CEO)으로 Luca Costa박사(이탈

리아)로 바뀌는 것으로 총회 승인이 되었다.  

  이번 IIW총회 기간(7월 7일~7월 12일) 

중에는 총 TMB산하의 18개의 Technical 

Commission, 5개의 Special Commission, 

2개의 Study Group, 그리고 IAB산하의 2

개의 IAB Group과 IAB Assessors 등으로 

나뉘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결과, 용
Fig. 1  IIW Governance Structure

IIW참가보고



379

접규격, 그리고 해당 분야의 산업동향 등이 보고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며, 국제학술대회기간(7월 11일~12일) 중에는 

1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 표1과 같이 관심분야의 Commission에서 Delegate 및 Expert

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73차 IIW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는 2020년 7월 19~24일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74차는 2021년 6월 20~25일

(Genoa, Italy), 75차는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 List of Korean Delegates and Experts

Comm. 구    분 Delegate Expert

I Additive Manufacturing, Surfacing, and Thermal Cutting 조상명 나석주, 서정

II Arc welding and Filler Metals 한규태 윤상희, 이수환

III
Resistance welding, solid state welding and allied joining 
processes

장희석

IV Power Beam Processes 서정
나석주, 김종도, 신상범, 

조대원

IX Behaviour of metals subjected to welding 김희진 한규태, 이종봉, 안현준

X
Structural performances of welded joints 
- Fracture avoidance

안규백 박정웅, 신상범

XI Pressure vessels, boilers and pipelines 송상우 이종봉, 안현준

XII Arc welding processes and production systems 박주용 나석주, 조대원

XIII Fatigue of Welded components and Structures 김명현 신상범, 안규백, 박정열

XV Design, Analysis and fabrication of welded structures 장경호 안규백

SG-212 The physics of welding 조대원 나석주, 조상명, 서정, 조대원

IAB-Group A Education, Training and Qualification 박영환 조정호, 황희용

IAB-Group B Implementation, Authorisation and Certification 박영환 조정호, 황희용

IAB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박영환

I.C International Conference - 백응율, 주현재, 이목영

3. Commission 별 회의진행 내용

 Comm. 1 : Additive Manufacturing, Surfacing, and Thermal Cutting

 Delegate : 조상명 교수(부경 학교, pnwcho@pknu.ac.kr)

 참석후기

  IIW2019는 산업계와의 협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고, 이것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미국

의 용접학회인 AWS(American Welding Society)가 일찍부터 연구조직 중심이 아닌 산업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회장도 

주로 경영전문가들이 맡아서 경영을 해나간다. 즉 산업계가 활성화 되고 규모가 커져야 인력이 필요하여 그 양성과 배

출도 요구할 것이고, 연구도 요구할 것이므로 대학의 학과나 연구실 또는 국책연구소도 필요하고, 민간연구소도 활성화 

될 것이다. 물론 학회의 재정지원도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학회는 산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연구방향을 맞추고, 

그 실용화와 미래기술이라는 쪽으로 맞추어야 할 것이다. 

  Com.1은 적층제조, 열절단 및 표면처리를 주로 다루는 위원회다. 월요일 오후부터 회의가 시작되어 경과발표, 활성

화 대책 논의 및 논문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Com.1은 5년전 만 해도 열절단과 표면처리에 한정되어 있어서 활기가 그

다지 없었지만 AM이 추가된 후로는 매우 활발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Com.1의 Chairman이 AM분야 전문가인 것

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금년에는 열절단 발표 4건, 산업현장의 디지털전환 발표 1건이 있었지만, 나머지 39건의 발표는 거의 대부분이 AM

관련 논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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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Com.1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인데, 올해 처음으로 발표를 신청하여 화요일 오전에 4개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AM 주제의 발표장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학자들의 AM에 쏠리는 관심과 열정은 대단하였
다. 크라운 플라자 호텔의 Room “런던 I, II”를 가득채운 곳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Com.1의 월요일 오후 논문 발표 뒤에 이루어진 토론 회의에서 어떤 참석자는 AM을 현재 Com.1에 포함시켜서 원래 
주제와 많이 이질적인 내용으로 계속 딴살림을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Com.을 만들어서 독립해서 갈 것인
가를 질문했다. 일부 학자들은 IIW전체의 커미션에 AM의 각 특징적인 논문을 포함시켜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에 겪은 특징중에 하나는 Lunch time 미팅이었다. 화요일 점심시간(12:30~14:00)과 수요일 점심시간(12:30~ 
14:00)에 이런 미팅이 있었다. 
  화요일 점심시간 미팅에서는 AM연구의 전략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산업계와 제대로 협업을 해서 실
제로 적용 가능한 제품을 AM으로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AM으로 만든 제품 적
용에 따른 결과와 리스크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요일 점심시간 미팅에서는 스웨덴의 신입멤버를 소개하고, AM에 미치는 용접산업의 역할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어떤 참석자는 작년에는 FSW가 가장 많이 발표된 것 같았는데, 금년에는 AM이 가장 뜨거운 토픽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또 AM 연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모르겠으며, 정말로 산업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그리고 생산성과 원가도 정말 경쟁력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하였으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가?, 신뢰성은 충분한가?를 질문하기도 했다. 산업계에서 온 한 참
석자는 생산시간이 기존의 가공으로 생산할 때 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원가도 현저히 높은데 왜 우리가 이런 생산
을 계속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했으며, 그럼에도 많은 기업은 AM을 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의장인 Dr. Kautz는 AM 제품을 산업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표준(Standards)과 절차(Procedure)
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IIW 때부터는 Com.을 별도로 구분하고, 더 중요하게 다루기로 하였다. 
  마침 필자는 EWF(European Federation for Welding, Joining and Cutting)에서 2019년에 1st Edition으로 발간한 
“Additive Manufacturing Qualification”을 입수하여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사람에 대한 자격인증을 다루고 있고, 크게
는 Operators, Engineers로 구분하여 자격인증을 하는 체계이다. 또한 분야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DED-Arc(Directed Energy Deposition – Arc Personnel): Operator(84시간), Engineer(287+α시간)
  2) DED-LB(Directed Energy Deposition – Laser Beam Personnel): Operator(91시간), Engineer(287+α시간)

  3) PBF-LB(Powder Bed Fusion – Laser Beam Personnel): Operator(84시간), Engineer(273+α시간)

 Comm. 2 : Arc Welding and Filler Metals

 Delegate : 한규태 박사(포스코, kthan99@posco.com)

 주요발표 논문  내용

1) II-2120-19 (II-A-366-19), On the accuracy of standard analysis methods for (trans-) varestraint solidification cracking 

testing, Maximilian Thomas, Florian Vollert, Jens Weidemann, Jens Gibmeie, Arne Kromm, Thomas Kannengießer
  용접부 고온균열민감도 평가

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시험법인 바레스트레인트 

시험의 다양한 시험변수, 전류, 

전압, 용접속도, 변형량, 시편두

께, 특히 변형속도에 대한 고찰

을 통해 표준화가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특히 LTT와이어 등 용

접시 고온균열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새로운 용접재료 개발시 

시험생산재에 대한 균열민감도

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

존의 표면측정법의 한계를 지적하

고 X-ray computer tomography 

(μCT)를 활용한 두께방향 측정을 

수행하여 보다 객관적인 균열민

감도 평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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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urrent

(A)
Voltage

(V)

Travel 
speed

(cm/min)

Energy 
input

(kJ/cm)

Stroke rate
(mm/s)

strain
(%)

Magnification
(optical

microscope)

Specimen
thickness

(mm)

ISO TR 17641-3 [37] 85 12.5 18 3.54 >1.8 n/a 25 10

ISO TR 17641-3 [37] 220 13.5 11 16.20 >1.8 n/a 25 10

ANSI AWS B4.0:2016 [38] n/a n/a n/a n/a n/a 0-4 40-80 3-10

BAM Standard no. 1 190 12 18 7.60 2 0-4 25 10

BAM Standard no. 2 210 12.7 10.8 14.82 2 0-4 25 10

S. Zhu et al. 2019 [39] 150 17 10 15.30 n/a 0-6 n/a 6

D. Statharas et al. 2019 [40] 225 12 21 7.71 n/a 2-11 n/a 24

S, Singh et al. 2018 [41] 180 10 13 0.80 1 5 n/a 5

D. Abe et al. 2018 [42] 200 14.3 16 10.73 150 1.96-5.88 n/a 10

S. Singh et al. 2018 [43] 70 n/a 6 n/a 10 0.8-8.2 n/a 3.3

J. Lippoid 2015 [26] 160-190 n/a 10.2-15 n/a 152-254 0.5-7 20-50 6.35

G. Srinivesan et al. 2015 [44] 90 11.5 25.2 2.46 within 0.015 s 0.25-4 60 3

J. Anderssom et al. 2015 [32] 70-90 n/a 6-18 n/a 10-250 2.7-4 3.2

K. Yushchenko et al. 2011 [45] 90 9.7 4.8 10.91 n/a 0.2-2 50 3.5

C. Lundin et al. 1982 [30] 190 n/a 12.7 n/a within 0.1 s 0-4 40-80 7.925

Y. Arata et al. 1974 [46] 250 17 10 25.50 n/a 0.2-4 40 12

T. Senda et al. 1971 [47] 250 18 15 18.00 170-250 42-100 6-9

문헌 별 다양한 바레스트레인트 시험 변수

2) II-2130-19 (II-C-576-19), Niobium behavior by during welding thermal cycle for niobium micro-alloyed 

HSLA steels, H. H. Wang, H. Cai
  HSLA steel의 Nb 첨가에 대한 용접부 인성에의 영향을 CGHAZ에서의 석출거동 및 Nb편석거동으로 분석한 연구이

다. 고강도 저합금강 개발 시 조직 미세화를 위해 첨가되는 Nb가 용접열영향부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조대화 및 석

출거동에 미치는 영향, 추가로 Nb 및 C 의 편석거동을 관찰하여 용접부 인성 열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피크온

도별 열영향부 재현함과 동시에 laser scanning confocal microscopy (LSCM)으로 실시간 오스테나이트 결정립도 변화

를 관찰하였고, 탄화물과 질화물 고용에 의한 입도조대화 경향을 확인하였다. Atomic probe tomography (APT)관찰을 

통해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 및 페라이트와 M-A constituent 계면에서 강력한 편석대를 관찰하였으며, 각각 베이나

이트 변태의 촉진 및 M-A constituent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Fig. 2 Austenite grain size and growth rates during thermal 
cycle

Fig. 1 Growth and annihilation of austenite grains 
during thermal cycle.: a. 1220 °C; b. 1330 °C 
and c. 1338 °C on heating; d. 1300 °C on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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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Nb atom map, (b) Nb compositional profiles across the PAGB interface along the direction identified by arrow within 

the selected box shown in (a) , grey zone in (b) represents the position of grain boundary

Fig. 4 (a) Carbon atom map of Martensite (M) and Bainitic ferrite (BF), (b) Nb and (c) C compositional profile across the 
interface shown in (a), grey zone in (b, c) represents the position of interface

3) II-2141-19 (II-E-801-19), Matrix of filler Metal Classifications, D. Kotecki 

  2019년 6월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용접재료/시험법 별 ISO standard 등재 현황 및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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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약 50명[Commission Chair, subcommission chairs, D.Kotecki, J.Lippold 등]

 Commission 2의 주요 회의내용

  2018년 Annual Report 주요활동 소개, 2018년 annual assembly 활동 요약, 2019년 intermediate meeting 활동 요약, 

subcommission별 2019~2020년 제안된 working program소개, 용접재료 별 ISO standard 등재 현황 공유 및 연차총회 

직전인 7월 5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SO TC44 SC3 meeting에서 논의된 review중인 신규 제안건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

되었다. 

 참석후기

  Commission 2 “Arc welding and filler metal”은 commission 9 “Behavior of metal subjected to welding”과 함께 용

접야금을 base로 한 commission으로, 각국 학계 및 산업계의 다양한 기관에서 다수의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금

번 연차총회에서는 각 subcommission별로 고강도강의 저온균열 방지를 위한 수소집적 방지, 열처리 기준수립을 위한 

연구, 내열강 용접부 크립저항성에 대한 연구, Ni합금의 고온균열성에 대한 연구 등 Metallurgy 관련 10건, Duplex STS

의 FN예측 및 정밀 측정에 관한 연구, 고 Ni강용 용접재료 개발에 관한 연구, 방탄강 용접부 강도 향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Testing and measurement 관련 9건, 용접재료별 ISO등재 현황 및 이슈 등 Standardization 관련 7건의 발표가 

이루어 졌다. Commission 9 대비 산업체의 발표가 많은 편이나, 여전히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의 발표가 압도적으로 

많다. 강재 종류 별 용접재료, 시험법에 대한 분류/표준화, ISO 등재 등 현업 관련 이슈들이 많은 commission이므로 국

내외 용접재료사 및 철강사 등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Comm. 3 : Resistance welding, solid state welding and allied joining processes

 Delegate : 장희석 교수(명지 , hschang@mju.ac.kr)

 주요발표 내용 요약

  C-III 회의 및 발표일정은 Agenda (IIW III-1957-19_Final Agenda_Com III_2019_v1)을 참조하기 바람. 월요일에는 

Subcommission인 C‐III‐A Resistance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분야 논문발표가 있었고 화요일은 C-V(NDT and 

Quality Assurance of Welded Products, chairman M. Kreutzbruck, Germany)와 joint meeting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수

요일은 Subcommission인 C-III-B Friction Based Processes분야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규격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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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II-WGS (Standardisation, Chair Prof. K. Matsuyama, Japan) 순서가 진행되었는데 위원장인 일본인 마쯔야마 교수가 

더이상 저항용접관련 규격제정 및 관리 작업을 하기 어렵다고 사임의사를 표하여 향후 규격 제정권한을 ISO로 이관하

기로 하였다.  

1. 주요발표 내용

 가) C-III-B Friction Based Processes 

    FSW를 연구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인 논문발표자 및 참석자가 없어서 심도있는 발표내용 소개가 불가능하여 

생략하기로 함. FSW 분야 총 12편이 발표됨 

 나) C‐III‐A Resistance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저항점용접의 다양한 분야가 소개되어 총 25편이 발표됨. 대한민국에서는 총 3편을 발표함.

   ① 명지대 장희석 교수: III-1935-19

 Compensation of Peltier Effect using Dual Head Servo Micro Spot Welder, by Hanjun Lin, Munkhchimeg 

Raash, Dongjun Kim, Kwangeun Cho, Do Ik Son, Hee Seok Chang 

   ② 포스코/RIST 이목영 박사: III-1955-19 

 The Effect of Pre-hole size on the Joint Quality in FDS SOP Joining for AHSS, by Mokyoung Lee, Sunghun 

Jung,Sangho Uhm, Hongchul Jeong

   ③ 동의대 박영도 교수: III-1960-19  

 Effect of Rivet Coatings on Joining Process and Mechanical Performance of Self-piercing Riveted Joints, by 

Md Abdul Karim, Jin-Hee Bae,

 Dong-Hyuck Kam, Cheolhee Kim, Yeong-Do Park

  전체 발표논문 리스트는 IIW Doc. III-1957-19_Final Agenda_Com III_2019_v1을 참조하기 바라며 지면관계상 LME 

Crack의 정량적 평가, AHSS/UHSS의 취성저감 대책, 독창적인 Al-steel hybrid joint 양산기법을 소개한 발표내용을 요

약하기로 한다. 

1) III-1959-19, Liquid Metal Embrittlement in Resistance spot welding: methodology for evaluation, Y. Benlatreche 
and T. Dupuy (France)

  이 연구는 도금강판의 용접부에 대한 LME sensitivity level(민감한 정도)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2겹(layer)과 3겹으로 각각 용접부 형성하되 expulsion 직전까지 최대한 용접전류를 높인다. 각 용접부에서 등가 

너깃직경과 전극함입(indentation) 기준으로 시편을 grouping 하여 LME behavior(거동)을 비교 검토한다. 평가결과 

DP1180 EG 용접부는 LME cracking에 sensitive하지 않았다. 그런데 TRIP780 EG 용접부와 1180HF EG CFB 용접부는 

DP1180 EG에 비해 높은 LME sensitivity를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2겹 시편에서 3겹 시편보다 LME crack이 덜 발달

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LME crack 방지법으로는 grain boundary가 틀어지는 mis-orientation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한

다고 결론지었다.

Product
Th

(mm)
YS

(MPa)
TS

(MPa)
TE
(%)

HER
(%)

DP1180 EG 1.4 1040 1230 7 30

TRIP780 EG 1.6 496 822 31 30

1180HF CFB EG 1.6 998 1211 `13.5 46

Table 1 Steels used in this study

     

Fig. 1 Stack-ups used for LME evaluation

 

Stack-up Electrode force (kN) Welding time (ms) Cooling time (ms) Holding time (ms)

Two sheet 4.5 380 0 300

Three sheet 4.5 380 0 300

Table 2 Welding condition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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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ME crack revealed by dye penetrant

Fig. 3 Cross-section observation made on three sheet stack-up 
spot weld

Fig. 4 LME scale based on maximal crack depth

Fig. 5 Current levels, nugget diameters, electrode indentations and typical cross sections of spot welds of DP1180 EG, TRIP780 
EG and 1180HF CFB EG welded in two sheet sta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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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ME results of DP1180 EG, TRIP780EG and 1180HF 
CFB EG welded in two sheet stack-up

   
Fig. 7  LME results of DP1180 EG, TRIP780 EG and 1180HF 

CFB EG welded in three sheet stack-up

Fig. 8 Current levels, nugget diameters, electrode indentations and typical cross sections of spot welds of DP1180 EG, TRIP780 
EG and 1180HF CFB EG welded in three sheet stack-up

2) III-1954-19, Liquid Metal Embrittlement of a Zinc-Coated Dual Phase Steel during Resistance Spot Welding,  

Julian Frei, Michael Rethmeier (Germany)
  LME sensitive layer에 대한 FE simulation연구인데 항상 top surface에서 LME crack이 발생함을 밝혔다. 

3) III-1932-19,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a double pulse resistance spot welded 1200 MPa TBF steel, 

Manfred Stadler, Martin Gruber, Ronald Schnitzer, Christina Hofer (Austria)
  Mild steel에 비하여 제3세대 고장력강(3rd generation of AHSS)이 저

항용접하기가 까다로우므로 double puls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제3세대 

고장력강으로 주목받고 있는 1200MPa 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aided bainitic ferrite steel에서 FZ(fusion zone)의 금속조직을 변화시키

기 위해 brittle한 martensite를 tempering함과 동시에 FZ 경계에서 

recrystallizing이 일어나도록 2nd pulse를 가하여 전통적인 단통전(single 

pulse) 결과와 비교하였다. 2nd pulse 를 가한 후 FZ 자체의 형상은 단통

전 경우와 차이가 없었지만 FZ 주위에 circular zone이 형성되었는데 이 

조직을 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기법으로 측정한 결과 equiaxed 

martensitic grain으로 밝혀져 상당히 연화(softening)되었음을 확인하였다. 

second pulse의 전류가 너무 크면 단통전의 경우와 유사한 조직이 관찰되

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cooling time이 너무 길면 recrystallizing을 방해하

는데 두꺼운 시편에서는 cooling time 을 길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Fig. 9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emerging 
zones in a RSW from the inside out: 
Fusion zone (FZ), coarse grain upper 
critical heat affected zone(UCHAZI),fine 
grain upper critical heat affected zone 
(UCHAZII), inter critical heat affected 
zone(ICHAZ), sub critical heataffected 
zone(SCHAZ) and the base metal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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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elding sequences for (a) sample 1 and (b) sample 2

Fig. 11 LOM image of the UCHAZ of sample 1 after etching 
with picric acid. PAGs are visible and their size 
decreases with increasing distance to the FZ

  

Fig. 12 Overview of sample 1 after etching with (a) Nital and 
b) picric acid. Detailed images of (c) the inner FZ, (d) 
the outer FZ and (e) the transition between FZ and 
HAZ after Nital etching. Detailed images of (f) the 
inner FZ, (g) the outer FZ and (h) the transition from 
FZ to HAZ after etching with picric acid

Fig. 13 Overview of sample 2 after etching with (a) Nital and 
(b) picric acid. Detailed images of (c) the center of 
the FZ, (d) the edge of the FZ after Nital etching and 
(e) the transition from FZ to HAZ after etching with 
picric acid

    

4) III-1930-19, Novel resistance welding technology for joining of steel-aluminium hybrid components, Anastasiia 
Zvorykina, Oleksii Sherepenko, Sven Juttrr (Germany)

  전기자동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화석연료 차량에서도 연비를 개선하려고 hybrid aluminium-steel joint를 실용적으

로 실현하여 양산하는 것이 선진국 자동차회사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 연구에서는 접착제 접합과 projection welding

의 조합으로 UHSS 22MnB5 와 AW6016 알루미늄 판재를 아래 Fig. 1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접합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resistance element welding이라 칭한다.

C Mn P S Si Al Ti B

22MnB5+AS150 0,23 1,18 0,0109 0,0008 0,254 0,04 0,04 0,0032

Cr Mn Cu Mg Si Al Ti Fe

EN AW 6016 0.18 0.13 0.07 0.39 1.27 Balance 0,03 0.26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heet metals (in wt.-%)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wires for insert elements (in wt.-%) 

C Si Mn Cr Mo Ni Sn Cu Nb Fe

Cu-based - 0.28 0.27 - - <0.005 4,97 Balance - <0.005

CrNi-steel 0.02 0.88 1.84 20.0 0.11 9.95 0.01 0.1 0.01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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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wo stages of a hybrid projection welding process with the insert element: (1) - securing of element on aluminum        
sheet; (2) - application of adhesive, if required; (3) – manufacturing of entire joint

  여기서 insert element는 Table 2와 같이 Cu계 또는 Fe계 합금이다. 이 insert element는 Fig. 2와 같이 stage I 에서 

alumimum 과 접합계면을 형성하고 Fig. 3에 도시된 최종 joint에서는 steel과 역시 접합계면을 형성한다. Fig. 4에는 

steel 쪽에 형성된 접합계면과 HAZ 영역이 nital etching으로 드러나 있다. 아직 시작단계의 연구결과이나 모든 참석자

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독창적인 연구내용 이었다. 접합 계면의 EDAX spectrum data 분석이 추가되면 

향후 연구결과가 기대된다. 

Fig. 15 Cross sections of Cu-based and Fe-based insert 
elements (IE) welded on aluminum sheet on the 
stage I with 2 kN welding force and 10 ms welding 
time with (a). (c) - lower welding current and (b), (d) 
- maximal welding current

Fig. 16 Cross sections of joints after stage II (nital-etched) 
welded with 4 kN welding force and 16 ms welding 
time with (a), (c) - lower welding current and (b), (d) 
- maximal welding current by using Cu-based and 
Fe-based insert elements (IE)

Fig. 17 Cross sections of joints after stage II welded with 4 
kN welding force and 16 ms welding time with (a, c, 
e, g) lower welding current Imin and (b, d, f, h) 
maximal welding current Imax by using Cu-based 
and Fe-based insert elements (IE); (a, b, e, f) were 
welded with I min on the first stage, (c, d, g, h) with 
I max on the first stage

2. 참석자: 3일간 연인원 50명

3. Commission III-WGS Standardisation회의 내용 

  1) IIW/C-III에서 제정하던 모든 저항용접관련 ISO규격 제정권한을 ISO/TC44/SC6 로 이관하기로 결정함. 

  저항용접이 워낙 오래되고 안정화 된 용접공정이라서 규격자체가 참신한 것은 없고 모두 오래 전 제정된 것이라서 

기업체간 이해관계가 그리 크게 얽혀 있을만한 건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IIW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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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trategy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추후 소개하겠지만 IIW 회장이 IIW 임원진들에게 web seminar에서 강조한 

strategy 가운데 battle #4로 명명된 IIW의 주요전략적 활동이 용접규격을 통하여 기업체들의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것

이다. 그런데 우리 용접인들만이 할 수 있는 용접규격제정 권한을 ISO 본부로 이관하기로 한 이 결정은 이해할 수 없

는 결정이다. C-III 규격을 담당하는 마쯔야마교수가 정년퇴직한 지 오래되어서 더 이상 규격제정작업을 담당할 수 없

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이이지만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더 큰 문제이다. 우리 학회에서 이 역할을 맡아주실 분

이 계시면 연락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IIW 집행부에 적극 추천할 생각이다. 

  2) 저항용접과 정 반대로 FSW 규격은 국가간 기업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chair를 맡은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는 일

은 없다. 현재 상황을 소개하면 ISO 18785 series on FSSW 60.60(PL: Jorge dos Santos)이 2018년 11월 출판되었다. 

또한 ISO/DIS 25239 series on FSW (See III-1927-19 to 1298-19) 40.20 (PL: Axel Meyer) 가 DIS voting이 시작된 상

태이다. 2019년 8월 14일 voting 이 끝나게 되어 있다. 

  3) FSW 규격은 국내에서 누군가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이다, C-III 규격 제정과정에서 독일과 일본 두 나라대표가 격렬

하게 논쟁수준까지 가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장면을 여러차례 본 적 있다. FSW로 사업을 하는 분이나 연

구하는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FSW규격 제정과정에 누군가 참여를 해서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FSW 논문발표 현장에서조차 대한민국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우니 걱정이 앞선다.  

4. 참석 후기

  2008년 IIW 가입당시와 달리 대한민국 대표단 규모가 커졌다. 참석자 수도 많아졌지만 우리 경제력에 비해 아직 멀

었다. 이러한 점이 바로 IIW 집행부에서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는 이유이다. 우리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는 우

리나라와 우리 학회의 위상을 높이려면 각 Commission에 참석하는 고정 참석자가 많아져야 한다. 10년은 지나야 대접

을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만큼 IIW는 보수적이고 권위 있는 단체이다. 그들이 그 위상을 지금까지 정립해 오

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학회도 늦게 시작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젊은 중견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모든 참석자들은 부지런히 명함 돌리며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남들

에게 알려야 한다. 각 Commission에는 고정 참석자들이 이십 여 명씩 있다. 모든 세상일은 사람이 한다. 따라서 인맥

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우리 모두가 IIW에 든든한 인맥을 구축해 놓으면 우리 용접산업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 

 Comm. 4 : Power Beam Processes

 Delegate : 서정 박사(한국기계연구원, jsuh@kimm.re.kr), 김종도(한국해양 학교, jdkim@kmou.ac.kr), 

조 원(한국기계연구원, dwcho@kimm.re.kr) 

 주요발표 논문  내용

  본 C-IV 그룹은 Power Beam Processes 관련 주제를 다루는 분과로 레이저, EB 등 고출력 용접관련 내용을 주로 연구

하며, 7월 8일 ~ 7월 10일중 총 42건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이중 24건은 7월 9일에 개최한 C-I, C-IV, C-12와의 joint 

meeting에서의 발표되었고, 해석 및 타 분과와의 연관된 내용의 발표이었다. 본 분과의 발표논문의 절반 이상이 레이저 

관련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였으며, 그 외에 영국, 중국, 일본, 한국,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 수행된 

논문 발표가 있었다. 본 보고서에는 Joint meeting을 제외한 18건 중에 대표적인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1) V-1407-19, Reduction of distortion by using the Low Transformation Temperature (LTT) effect for high alloy 

steels in Electron Beam Welding (EBW). Fatma Akyel (Germany)
  본 연구는 와이어 송급되는 EB 용접에서 합

금원소 함량에 따른 마르텐사이트 형성온도 

변화 및 용접 변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Cr과 Ni의 합량이 높은 high alloy 와이어

를 사용한 EB 용접 또한 저온에서 마르텐사이

트가 형성되는 Low Transformation Temperature 

(LTT) 특성을 보이며, 이를 통해 용접변형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내용이다. EDS 및 Micro- 

section 관찰을 통해 용접부 및 모재의 상세한 

합금원소 함유량과 미세조직 관찰을 수행하였

으며, LTT 특성에 따른 용접변형 감소를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aser vision 센서 계측 Fig. 1 와이어 송급 전자빔(EB) 용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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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High alloy EB용접에서 용접변형이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 2 Laser vision 센서 계측을 통한 와이어 alloy 함량에 따른 용접변형 계측

2) IV-1448-19, Advancements of mobile vacuum laser welding for industrial thick sheet applications, B. Gerhards, M. 
Schleser, C. Otten (Germany)

  본 연구는 후판 판재를 대상으로 Mobile 

laser 진공용접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구를 수행한 중요한 배경은 기존 SAW, 

GAW 용접보다 생산성 및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과 진공에서의 laser 용접은 대기중인 경우에 

대비하여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착

안해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Fig. 4  Mobile 레이저 진공용접 시스템 (모식도, 실물형상)

  아래의 그림과 같이 10mm 두께의 루트면과 0.5mm의 gap을 부과

한 후 초층 용접은 cold wire GTAW으로 수행한다. 이후 12kW(Disk 

laser), 200Hz wobble head를 활용하여 Mobile laser 진공용접을 수

행한 경우, ISO 13919-1에서 명시된 5mm 이하의 Reinforcement 높

이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적절히 용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국내 조선소에서 Laser 후판 용접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3 후판 용접에 대한 pass 수 (Multi pass arc welding, Laser vacuum 
welding)

Fig. 5 Joint 형상과 Mobile laser 진공용접의 용접 
부형상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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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V-1443-19, Effect of post-weld heat treatment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DP800 & 

DP1200 high strength steel butt welded joints using diode laser beam welding, Raghawendra P.S. Sisodia, 
Marcell Gáspár, László Draskóczi (Hungary)

  본 연구는 동일한 Diode laser에 대한 레이저 focus area를 가변하여 용접과 후열처리를 수행한 것으로 용접부와 

HAZ 연화에 따른 강도 저하를 후열처리를 통해 증가시켰다. 용접 및 후열처리 시스템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하였

으며, 1mm의 DP800, DP1200강에 대한 맞대기 제살 용접부에 대한 열처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6  Diode laser 용접(좌) 및 후열처리(우)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DP800, DP1200강의 후

열처리 이후 인장, 경도, 굽힘 시험 등을 

수행하였고, 수행한 대부분의 시편에서 만

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후열처리 이

후 HAZ부에서의 경도값은 상당히 저하되

어 저온 균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mm. 9 : Behaviour of metals subjected to welding

 Delegate : 김희진 박사(CS WIND, kimheejin0827@gmail.com)

 주요발표 논문  내용

  Commission IX은 금속재료의 용접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위원회인데, 작년부터 본인이 Chairman을 맡고 

있다. 본 위원회는 재료별로 4개의 소위원회 (sub-Commission, 이하 sub-C로 칭함)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sub-C

는 다음과 같다:

  IX-L: Low alloy steel welds, IX-H: Welding of stainless Steels and Nickel-base Alloys, IX-C: Creep and Heat resistant 

welds , IX-NF: Non-ferrous materials. 올해는 sub-C IX-C와 Commission XI (Pressure Vessels, Boilers and Pipelines)와 

joint meeting을 하였다. 본 위원회는 IIW 위원회 중에서 재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위원회 이며, IIW 의 기술잡

지인 Welding in the World에 가장 많이 기고하는 위원회이기도 하다. 

  이번 Commission meeting에서는 총 3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논문의 제목과 저자 및 Document no. 는 아래에 

열거하였다. 회원들 중에서 관심이 있는 논문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거한 논문들은 소 위원회 별로 3일간에 걸쳐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IX-L 과 IX-H의 경우에는 발표 논문 수가 많아서 

2일에 걸쳐 논문 발표가 이루어 졌다. 특히, IX-H의 경우에는 18개국에서 79명이 참석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 주

었다. 이렇게 IX-H에 참석자가 많은 것은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Ni-base alloy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온균

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IX-H에서는 항시 Ni-base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고온균

열의 발생원인 및 저감을 위한 연구가 주도하였는데, 올해에는 고온균열 감수성 평가기법을 온전히 정립하자고 하는 

연구발표가 추가되었다는 점이 가장 새로운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 미국 등에서 학계, 연구소 및 산업계에서 

공동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숨겨진 배경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Steel

Laser beam welding (LBW) and post weld heat 
treatment parameters (PWHT)

Process
Laser beam

spot
(mm x mm)

Laser
Power
(w)

Speed
(mm/s)

Gas flow
rate

(l/min)

Shielding
gas

DP800/DP1200
LBW 2x2 1000 8 7 Ar 46

PWHT 15x15 275 4 7 Ar 4,6

Table  Diode laser 용접 및 후열처리 공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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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base alloy는 응고균열에 취약함으로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평가기법은 

Trans-Varestraint test 이다. 본 기법은 ISO 17641-3으로 규격화 되어 있은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이 언급되어 있어

서 대부분의 시험변수들을 시험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공동으로 인지하고 두 편의 

논문 (IX-2682-19, IX-2686-19)이 발표되었다.

  IX-2682-19에서는 Osaka University 등 일본 5개 기관이 참여하여 규격화작업을 수행 하였다. 이들의 결과를 보면, 

실험적 및 이론적 근거에 의거 많은 시험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시험 결과에 미치는 시험 장비의 영향이 큰

데, 시험결과 중에서 MCL의 변동 폭이 가장 적었다. 이에 MCL을 응고균열 감수성 척도로 제시하였다. 발표자에 따르

면 본 시험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본 규격을 제정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IX-2686-19은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일본에서는 IHI Corp.이 참여하였고 미국

에는 Ohio State University 그리고 EPRI가 참여하였다. 이들도 시험결과에 미치는 시험 장비의 영향이 지대함을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영향은 ram drop rate의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온전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온전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 To make Arc current constant

  2) To make the ram drop rate as constant as possible

  3) To prevent overbending

  4) To make details of surface condition

  5) To specify how to determine the instantaneous solid liquid interface

  독일에서도 규격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Commission II-A에서 독일의 BAM이 II-2120-19로 발표하였다. 이들은 재료

에 따라 내부에 숨어 있는 균열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면서 이들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느 방법이 필요함으로 제안하

였다. 그럼으로 현재 Trans-Varestraint test 시험 방법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연구가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독자적

으로 또는 협력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Trans-Varestraint test 시험 장비를 2기 보유하고 있지

만 장비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증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국

내 연구자들께서 Trans-Varestraint 시험을 수행하려 한다면 상기한 문헌을 참고하여 우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

인하는 작업을 동시해 수행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 Ni-base 625 및 고-Mn강용 용접재료가 개발되고 있기에, 특히나 FCAW 625의 경우에는 재조사별로 

응고균열 차이가 많다고 알려져 있음으로, 이들 용접재료의 고온균열 감수성, 특히 응고균열 감수성을 온전히 평가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용접재료에 대한 Trans-Varestraint test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Trans- 

Varestraint test에서는 장비 및 시험변수에 의한 영향이 지대함이 확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보유 장비가 모두 매

우 오래 전에 제작된 장비임을 고려하여 상기한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변수들을 명확히 규명하면서 시험을 수행하였으

면 한다. 그리고 본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 보유장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Comm. 10 : Structural performances of welded joints - Fracture avoidance

 Delegate : 안규백 교수(조선 , gyubaekan@chosun.ac.kr)

 주요발표 논문  내용

  C-X 에서는 기술논문이 3일간 총 18건, 행정적인 정보공유 관련 6건 포함 총 24건의 논문이 발표 되었다. 주요논문

에 대한 발표내용과 주요토론 내용을 아래에 정리 하였다.

1) X-1956-19, Review of WG-A Meeting, 2018-2019, J.U. Park, Chosun University (Korea)
  - 주요내용: WG의 진행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2016년부터 진행된 내용에 대한 요약을 발표하였으며, 구속도

의 영향에 따른 잔류응력의 평가에 대하여 본 WG 에서는 주목 하였다. BS 7910에 언급된 구속도가 있는 상태에

서의 잔류응력이 과도하게 고려되므로 본 WG 결과에서 새로운 평가 식을 제안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셋째날 

C-X에서 토론 진행 되었다. 

  - 주요토론: 구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인장뿐 아니라 굽힘 하중을 받는 경우에서의 구속의 

영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

2) X-1935r-18, Development of FFS for Welded Structures, H. Isabel, TWI (UK)
  - 주요내용: BS 7910의 발전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모든 영국 표준은 5년 마다 개정이 되며, BS7910은 

2019년에 개정됨. 개정된 BS7910 은 보다 미래 보장적이며 투명하게 작성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결함 상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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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파괴에 대한 일반 PSF (partial safety factor) 제거 및 reference stress solutions (axial flaws in pipes의 수정이

다.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스트레인 기반 평가 (SBA: strain-based assessment) 절차가 구현되었다. 각 항목의 공개

된 자료에 대하여 2019년 7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 9월까지 수렴된 의견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2019년 

11월에 게시할 예정이다. 개정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은 IJPVP의 특별 호와 OMAE 2019의 두 세션에서 진행 발표 되

었습니다. 

  - 주요토론: SBA에서 변형률 효과는 연성-취성 확률론적 천이평가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 실행을 위한 유

럽코드3와 함께 BS7910의 적용 가능성

3) X-1946-19, Numerical Simulation of Crack Tip Opening Profile in Fracture Toughness Test Considering Variation 

of Welding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Y. Mikami, JWRI, Osaka University, T. Kawabata,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 주요내용: 피고인성 실험에서 피로 균열 선단의 직진성은 용접의 파괴 인성 테스트에서 주요 쟁점이며, 똑 바른 피로

균열의 삽입을 위한 절차 중 하나는 역변형 이다. 파괴 인성 시험편의 준비 및 시험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

해 (다중 패스 용접, 가공 반경 굽힘, 피로 균열 및 3 점 굽힘), 용접 잔류 응력을 줄이기 위한 역변형 과정의 효과 

및 균열 선단 개구에 효과가 있다.

  - 주요토론: 다른 응력 제거 방법 (예 : High R-ratio 방법, 압입법)과 비교하여 역변형방법에 대한 장점/단점에 대한 

실용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4) X-1958-19, COD assessment of S960M grade steel at different temperatures, Z. Koncsik, G. Nagy, J. Lukacs, 
University of Miskolc (HUNGARY)

  - 주요내용: 실온과 저온에서의 TMCP 방법으로 제조된 S960M강재의 CTOD 파괴 인성 평가에 대한 설명과 파괴인

성 평가 시험은 3점 굽힘 시험으로 수행되었다. 파괴거동은 시편에서 많은 파단 거동 및 파단 표면에서의 취성파

괴 현상이 관찰되었다.

  - 주요토론: pop-in 현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파괴인성의 이방성과 파면에서의 야금학적 조사가 더욱 이루어져야 

좀 더 명확한 pop-in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이 가능.

5) X-1959-19, Determination of plane-strain fracture toughness using CRB specimens and their applicability for 

structural integrity calculations, J. Lukacs, Z. Koncsik, University of Miskolc (HUNGARY)
  - 주요내용: CRB (cracked round bar) 인장 시험편을 사용하여 plane-strain 파괴 인성을 결정하는 절차가 제시되었

으며, 결함과 같은 균열을 갖는 구조 요소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시험 결과의 적용이 가능하다.

  - 주요토론: CRB에 대한 fatigue pre-cracking과 기존의 CT 시험편 및 3PB 시험편에서 적용한 방법에 대한 비교 검

토가 필요. 

6) X-1949-19, Numerical Investigation on the Brittle Fracture Driving Force and Shielding Effect of Laser Welds, C. 
Shao, H. Cui, F. Lu,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CHINA), Y. Takashima, F. Minami, JWRI, Osaka University, 
(JAPAN)

  - 주요내용: 레이저 용접 금속의 차폐 효과에 주목하여 레이저 용접의 취성 파괴 구동력을 평가 하였으며, hard 

zone width, strength mismatch ratio, loading velocity의 영향을 Weibull stress로 분석 하였다. Wide plate(중심 

관통 균열 노치)를 이용하여 0.2 %의 전체 변형을 충족시키는 3PB에서 요구되는 CTOD 인성이 레이저 hard zone 

영역 감소에 따라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동적 하중 하에서의 CTOD 인성 요건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다.

  - 주요토론: 차폐효과에서의 동적하중의 영향에 따라서 요구되는 CTOD 인성은 hard 용접금속의 폭, 강도적 불균질

에 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

7) X-1948-19, Numerical Investigation on CTOD Estimation Methods for Laser Welds, Y. Takashima, F. Minami, 
JWRI, Osaka University (JAPAN), C. Shao, F. Lu,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CHINA)

  - 주요내용: 탄성 금속의 FEM 해석을 바탕으로 용접 금속에 균열이 있는 레이저 용접에 대한 크랙 팁 선단 변위 

(CTOD)의 추정 방법이 제안되었다. 레이저 용접에 대한 CTOD 추정에 DBCS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등가 항복 강

도 개념이 제안 되었고, 제안 된 CTOD 평가 절차는 레이저 용접의 Wide plate 테스트 결과를 통해 검증되었다. 

  - 주요토론: 동등한 항복 강도의 물리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레이저 WM의 기계적 성질의 효과에 대한 검

토 필요, narrow WM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측정 방법, 등가 항복 강도에 대한 제안 된 공식의 사용 범위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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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X-1950-19, LCF Failure Behavior of 9Cr/617 Dissimilar Welded Joint at Elevated Temperature, Y. Wang, H. Cui, F. 
Lu,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CHINA)

  - 주요내용: A-USC 적용을 위한 9Cr 강과 617합금강의 이종 접합부의 저주기피로(LCF) 수명을 실험에 의해 평가 하

였다. 용접 경계면 근처의 국부적인 영역에서의 항복 강도의 차이와 각 영역에서의 반복적인 연화가 파괴 위치를 

제어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냈다. 600℃에서 변형률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파괴 시작은 9Cr의 HAZ에서 용접 

계면으로 이동했다.

  - 주요토론: Global strain 과 local strain 의 차이점, 부가 하중에 대한 frequency정의,

9) X-1947-19, Damage Model for Predicting Ductile Crack Growth in High Strength Steel Welds, M. Ohata, H. 
Shoji, Osaka University, Y. Takashima, F. Minami, JWRI, Osaka University, Y. Kayamori, Nippon Steel (JAPAN)

  - 주요내용: 청정 구조재에 대한 연성 손상 모델을 고강도 강재 및 용접부에 적용하여 손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손상 

모델은 많은 수의 작은 산화물, 개재물을 가진 고강도 용접부 (CO2 용접)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고, 많은 

수의 미세 공극의 형성은 연성 파괴 직전에 관찰되었으며, 이는 CO2 용접에 대한 모델 적용의 기초로 활용 가능함을 

주장.

  - 주요토론: 비틀림 및 인장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조건에서의 적용 가능성, 손상모델에서의 재료 의 초기 조건 설

정을 위한 초기 보이드 율 및 보이드 형성 촉진을 위한 임계 보이드 율에 대한 정의 필요. 

10) X-1944-19, Evaluation on Prevention of Unstable Fracture by Influence of Welding Residual Stress, G. AN, J.-U. 
Park, Chosun University, H. Bae, POSCO, KOREA, W. Woo, KAERI (KOREA)

  - 주요내용: 조선용강재의 고강도 극후물재의 용접법에 따른 취성균열전파경로에 차이가 있는데, 잔류응력의 영향으

로 판단되었지만, 명확하게 잔류응력만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므로, 소형시험편을 활용하여 인장 및 압축의 

응력을 강재로 부가하여 잔류응력이 취성균열전파 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 하였다. 균열선단에 인장응

력이 부가되어 있으며 취성균열은 더욱 직진전파가 쉬어 지고, 압축응력이 분포하는 경우는 균열이 모재로 방향이 

변경되어서 모재의 인성이 우수하면 완전한 취성파괴의 방지가 가능하다. 실구조물에 적용을 위해서는 저온변태용

접재료와 같은 용접부에 압축응력의 부가가 가능한 경우 선박에서의 완전한 취성파괴를 방지 할 수 있다. 

  - 주요토론: 실험에서 측정된 용접잔류응력의 분포에 인장과 압축의 평형에 대한 검토, 저온변태용접재료의 적용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물성이 변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검토 필요.

11) X-1951-19, A Strain-Based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 for Offshore Clad Pipes with V-groove Weld and 

Circumferential Embedded Cracks under Large-Scale Plastic Strain, X. Zhao, L. Xu, H. Jing, Y. Han, L. Zhao, 
Tianjin University (CHINA)

  - 주요내용: 균열 구성 요소에 대해 DNV-RP-F108을 사용하면 다량의 소성 변형을받는 파이프 용접의 파괴 평가에서 

소성변형이 과도하게 적용 될 수 있다. V 개선 용접에서 균열이 내재된 용접 클래드 파이프의 파괴인성평가에 

strain–based 방법을 제시하였다. FEA 결과와 유사한 균열 진전력 분석법이 제안 되었다. 

  - 주요토론: 기준 스트레인 대 공칭 스트레인, 본 결과의 사용 변형 범위, 실험을 통한 검증 필요

12) X-1901r-19, Numerical Study of Crack Growth in Welded Structures Using Characteristic Tensor Method – 

Preliminary Study on Static and Dynamic Crack Growth, Hidekazu Murakawa, JWRI, Osaka University (JAPAN)
  - 주요내용: 균열 선단에서 응력장의 강도와 소성 변형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텐서와 변위특성이 제안되었다. 특성 텐

서와 특성 변위로 구성된 균열 성장에 대한 파괴 기준이 제시되었다. 또한, 취성파괴인성의 평가를 동 모델을 적용

하여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제시 되었다.

  - 주요토론: 파괴 기준의 물리적 의미, 수치 결과와 실험의 비교 검토 필요

13) X-1936r-19, ANN Based Assessment of Welding Residual Stresses in Austenitic Pipe But Welds, F. Dittmann, S. 
Moroz, I. Varfolomeev, Fraunhofer IWM (GERMANY)

  - 주요내용:　인공 신경망 (ANN)을 이용하여 용접 잔류 응력 추정의 타당성을 조사 하였다. 사례 연구는 오스테 나

이트 파이프 맞대기 용접에 대한 ANN에 의한 잔류 응력을 평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ANN을 위해 

더 많은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ANN의 개선을 위해서, 최적화 과정과 함께 물리적 구속 (응

력 평형)과 응력 분해의 구현이 필요하다.

  - 주요토론: 용접 잔류 응력 추정, 해석적인 방법도 함께 사용 권장



395

14) X-1957-19, Report of Working Group on Welding Residual Stresses in Thick Steel Structures, J.-U. Park, G. AN, 
Chosun University (KOREA), H. Murakawa, JWRI, Osaka University (JAPAN), W. Wo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Neutron Science Division (KOREA)

  - 주요내용: WG-A는 2014~2019 까지 진행 되었으며, 그 결과를 정리 하였다. 본 WG의 목표는 극후물재의 구속도

에 따른 고려되는 잔류응력의 정량적이고 합리적인 값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들은 guideline으로서 Welding in the 

World 에 게재될 예정이다. BS7910 에서는 구속도가 있는 경우는 구속도의 정도에 관계없이 강재의 항복응력과 

동일한 잔류응력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WG의 연구결과에 따르며, 초대형선박과 같은 경우에 발생 가능한 최

대의 구속도에서도 항복보다는 낮은 응력의 값을 갖게 되므로, 구속도의 영향에 따른 응력값을 도출하는 새로운 

식을 제안하였다.

  - 주요토론: 구속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구속도의 영향에 따른 차별화된 응력의 적용 제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

다, 향후 최종보고서 정리 후 WG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본을 C-X 에 제출.

15) X-1945-19, Thermal-Mechanical FE Analysis of Laser Assisted Lap Joining of Plastics and High Strength Steel, Y. 
Okawa, Y. Kitani, Osaka University, Y. Ma, N. Ma, JWRI, Osaka University (JAPAN)

  - 주요내용: 다양한 레이저 파워와 레이저 조사 조건으로 590MPa 강도의 플라스틱과 강재를 레이저를 활용하여 랩 

결합이 수행되었다. JWRI에서 개발 된 JWRIAN의 FEM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레이저 접합 공정 중 열분포의 기계적 

현상을 분석하였다. 플라스틱 면을 가열하면 계면에 큰 소성 변형이 생겨 접착 특성이 향상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주요토론: 플라스틱과 강철 사이의 인터페이스 모델링의 구체화, lap joining의 수행에 레이저적용의 구조적 타당성 검토.

16) X-1952-19,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Entropy Alloy Fabricated by Selective Laser 

Melting, D. Lin, L. Xu, H. Jing, Y. Han, L. Zhao, Tianjin University (CHINA)
  - 주요내용: Selective laser melting (SLM)은 Si 함유 FeCoCrNi 고 엔트로피 합금 (HEA)을 실현하였다. 완전히 조밀한 

(99.78 %) 샘플을 재 용융으로 인쇄하고 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공정을 최적화하였다. 인쇄 된 샘플은 구조 제

어를 통해 양호한 강도-연성 균형을 나타내었다. 이 새로운 기술로 인해 새로운 재료의 가공이 가능하다.

  - 주요토론: 기계적 특성에 대한 제조 후 열처리의 영향 검토, SLM 에서의 용융 중 냉각 시간의 측정 및 제어 검토, 

샘플로부터 추출한 인장 시편과 CT 시편의 크기 정의 필요

  - 참석자

    3일간 평균 29명이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독일 등, 약 12개국에서 참석 하였다 (7월8일 36명(12개국), 7월9

일 25명(11개국), 7월10일 26명(12개국)). 참석자는 일본, 한국, 중국 순이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박정웅 교수, 안규

백 교수(조선대)가 참석 하였다.

 Commission X 회의 내용

  1) Commission X의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을 선출 하였다. 부위원장으로는 오사카대학의 Ohata 교수가 참석자의 

추천으로 선임 되었다.

  2) Commission X의 Intermediate meeting을 2020년 2~3월 중 개최 하기로 하였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공지 예

정이다.

  3) Commission X의 W-A(Working Group)은 2019년 정리가 되었으며, 향후 Welding in th World 에 투고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및 2020년 최종 완료발표로 마무 하는 것으로 합하였다.

 참석 후기

  Commission X은 용접부의 파괴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의 정립 및 구조 적합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이고, Chairman

은 Osaka 대학의 F. MINAMI교수이다 (2019년~2021년). 이번 회기 중에 새롭게 Osaka대학의 M. Ohata교수를 부위원

장(2019년~2021년)으로 선임하였다. 부위원장은 다음번 위원장직을 예정 하고 있다. Commission에서는 총 24건의 논

문이 발표 되었고, Commission X, XIII, XV 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Joint Commission 에는 C-X 에서 3건의 논문을 발표 

하였으며, 총 13개국에서 40여명이 3일간 참석 하였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C-X 유일하게 진행된 Working Group 

(Chairman 조선대학교 박정웅 교수)의 완료를 위한 그동안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본 WG은 2020년 최종결

과 보고서 제출, Welding in the World 저널에 투고 및 C-X에서의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WG의 성과로는 극후물재(~100mm) 용접부의 구속도를 고려한 각각의 잔류응력값을 제안 하였으며, 본 결과는 BS7910

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속도가 있는 경우에 항복응력의 값을 적용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요청 하고 있다. 본 결과

가 BS7910에 반영 된다면, 국내의 조선산업을 포함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에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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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3편이 Welding in the World 저널에 추천 되었다. 2020년 중간회의는 

2020년 2월 또는 3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Comm. 11 : Pressure vessels, boilers and pipelines

 Delegate : 송상우 박사(재료연구소, swsong@kims.re.kr)

 주요발표 논문  내용

1) XI-1090-19, IX-L-1213-19 Effects of Niobium in Submerged Arc Weld Metal, Tate Patterson, The Ohio State 
University (USA)

  - Nb 및 기타 미세합금 첨가가 용접금속 미세조직 및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특히 용접금속 파괴인성을 

acicular ferrite 유무로 분석

  - 0.1wt% Nb 함유된 API 5L x70 등급 재료와 두 가지 조성의 용접재료 사용. 다양한 희석률을 갖는 버튼을 제조하

여 미세조직과 경도를 분석

  - 미세원소인 Ti, B는 acicular ferrite를 생성시켜 인성값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음. Ti은 TiO2를 형성하여 acicular 

ferrite의 핵생성 사이트, B가 boronitride 형성 방해함. B는 austenite 결정립계로 확산하여 A->F변태를 방해하여 

grain 내부에서 ferrite 생성을 도움. Nb도 결정립계에서 ferrite생성을 막고 내부에서 생성되도록 함

  - Mn, Si도 용접금속 내에서 결정립계 ferrite와 Widmastatten 조직을 미세 acicular ferrite로 유도하여 인성값 증가. 

용접금속에 acicular ferrite를 함유하면 인성값이 개선됨

  - SAW 용접시 모재 내 높은 함량의 Nb이 용접금속에 

첨가되는 경우 충격인성을 저해한다는 보고가 있음. 

본 발표는 두 part로 실험.

  - 상업용 SAW 용접재료와 Nb 함유 X70 강의 희석부를 

분석. button을 아크로 녹여 Nb 함량과 용접봉 합금

첨가에 따라 미세조직과 경도를 평가

  - pre-diluted button을 X70 판재에 녹여 SAW의 희석

을 모사. 분석결과 모두 granular bainite 조직이며, 높

은 Nb 함량에서 Mo, Si, Ti, B 함량이 증가

  - 희석된 버튼의 미세조직은 모두 bainite 조직. Ti-B 함

량이 높은 용접봉을 사용한 경우, M-A constituent 분

율이 증가, lath상 bainite가 감소. granular bainite로 인

한 높은 경도를 보임

  - 합금원소 첨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합금강의 SAW 

용접부를 평가. 합금강에 BOP 용접부를 형성하고 용융

부의 Nb 함량을 증가시킴. two pass 용접을 수행하여 

용접금속의 Nb 함량을 평가

  - Nb 함량이 증가하면 용접금속의 경도가 증가하지만 미

세조직의 변화에 따라 파괴인성값을 감소하였음

  - Two-Run Welds에서 낮은 C 함량과 높은 Mo 함량의 two- 

run 용접부는 Nb 함량이 증가하면 인성값이 낮아짐. 

Nb 함량에 따른 경도 차이는 없음. 함량에 따라 경도

값이 약간 증가. 

Fig. 1 Average Vickers hardness values of 20 indents at 1 
kilogram load for X70, Electrode 1, Electrode 2, and 
analyzed dilutions [21]

Fig. 2 Two-run CVN toughness results from an average at 
each test temperature

C Mn Si Cr Mo Cu Nb Ni Ti N B

X70 0.04 1.56 0.23 0.035 0.005 0.026 0.103 0.012 0.071 0.0048 0.0000

E1 0.10 1.03 0.11 0.035 0.500 0.012 0.001 0.016 0.001 0.0027 0.0001

E2 0.08 1.56 0.29 0.051 0.000 0.015 0.001 0.020 0.143 0.0021 0.0110

Table 1 Compositions (wt%) of Nb-bearing X70 and commercially available submerged arc welding electrodes used in line 
pip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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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Nb 함량의 용접금속이 재가열되는 경우 경도가 매우 증가. 인성값의 감소가 인장시험시 연신율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음 

2) XI-1091-19, II-C-564-19 Niobium behavior by during welding 

thermal cycle for niobium micro-alloyed HSLA steels, H. H. 
Wang, Wuh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 Nb은 미소 첨가 시에도 용접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HAZ에서 기

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 용접 열싸이클에 의한 Nb의 거동에 

대한 연구 수행

  - Nb(C,N)는 용접 열싸이클에 따라 조대화되고 분해됨. 초기에는 

Nb(C,N)의 pinning에 따라 austenite의 성장속도가 느림

      
Fig. 4 Austenite grain size and growth rates during thermal cycle
 

  - (Nb,Ti)(C,N)은 용접 열싸이클에서 가열시 Ac1 온도 아래에서 ferrite 내에서 석출됨. CGHAZ에서만 nitride 잔류. FL

에는 없음. 높은 가열속도에서 carbonitride는 SCHAZ에서 석출되고 CGHAZ와 같은 austenite에서 분해 

  - Nb(C,N)는 Ac3 온도에서 분해되기 시작하며 용접 열싸이클에 피크온도에서 분해됨. 냉각시 재석출은 없음

  - Nb은 PAGB, FMAI와 같은 경계에 편석되며 비평형반응임. 경계와 반응하여 interface E를 변화시킴. PAGB에서 Nb

의 편석은 결정립계 E를 감소시킴. 따라서 연속냉각시 austenite decomposition 온도가 변하여 이는 ferrite 형성을 

억제하고 bainite 변태를 촉진함. 반대로 FF interface에서는 편석이 최소임.

Fig. 5 (a) Nb atom map. (b) Nb compositional profiles across the PACB interface along the direction identified by arrow within 
the selected box shown in (a), grey zone in (b) represents the position if grain boundary

  - ferrite-M-A constituent 경계에 Nb이 편석되는 경우 불완전 변태가 발생함.

3) XI-1093-19, IX-H-893-19 Failure analysis of duplex 2205 gas separator welds operating in process plant 

conditions, Pekka Nevasmaa, VTT (Finland)
  - 2205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22%Cr–5%Ni–3%Mo)으로 제작된 gas separator의 원주방향맞대기용접부에서 용접부

Fig. 3  Two-run weld macrographs with overlaid 
hardness profiles: a) Control (0.014 wt%), b) 
Low Nb (0.030 wt% Nb), c) High Nb (0.084 
wt% Nb)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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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평행한 매우 긴 균열발견

  - 내부최대온도 45 ℃, 47 bar의 내부압력, 수소,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물의 혼합물 환경에서 2년간 가동

Fig. 6 Cross section sample from a cracked detail: crack 
initiation at the plate surface close to buttweld 
(left), crack propagation nearly through the entire 
section thickness, with occasional crack branching

Fig. 7 Cross section sample from a gas separator specimen, 
the main crack with its initiation site at the weld toe 
on the plate surface, crack propagation path through 
the entire section thickness with crack branching and 
crack bridging along the propagation path. Another 
small surface crack outwards from the main crack 
(left), internal secondary cracks close to the main 
crack path, intemal weld defects, i.e. several pores 
and lack-of-fusion defects (right)

  - 미세조직 및 파면분석을 수행. 균열이 판재 표면의 thin layer와 표면균열 부근에서 시작. thin layer 내부에서 

ferrite상의 석출물이 intragranular “peppery” structure를 형성

Fig. 8 A thin abnormal layer immediately next to the plate 
surface, adjacent to the main crack (left); coarse 
ferrite grains with intragranular precipitation (“peppery” 
structure), with some austenite mainly at the grain 
boundaries - excessively high ferrite content compared 
to ‘normal’ duplex base material

Fig. 9 Crack initiation at the outer surface of the specimen 
close to the weldment, thin layer with “peppery” 
structure, several individual microcracks at the surface, 
crack branching along the propagation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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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층의 경도는 ferrite나 austenite상보다 높음. Chromium nitride, Cr2N의 석출물을 포함. 이러한 상은 hydrogen 

embrittlement의 민감도를 높이고 hydrogen-induced stress cracking (HISC)에 대한 저항성을 낮춤

Hardness / location Austenite Ferrite
Surface layer (depth of 
0.1mm from surface)

Average 268 ± 21 261 ± 7 317 ± 6

Maximum 295 269 326

Minimum 220 251 307

Table 2 Results of the Vickers microhardness measurements of the gas separator material (HV0.1)

  - 원주방향맞대기용접부 부근에서 수행된 plasma cutting 또는 flame straightening과 같은 열적공정에 의하여 HAZ

의 미세조직이 조대화하였고, 이러한 표면에서 HISC 발생 

  - 파면분석결과 striation이 발견되어 피로에 의한 균열전파

  - 따라서 HISC에 의해 균열이 시작되고 피로에 의해 전파되었음

4) XI-1097-19, A study about Stress Relaxation Cracking in austenitic stainless steel welds, Marco Palombo, Italiano 
della Saldatura (Italy)

  -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응력완화균열(stress relaxation cracking, 

SRC-A)에 대한 발생기구 제시

  - 발생기구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구성 : 용접덧살이 있는 용접부, 산화감소

를 위해 불활성가스나 진공 환경, 산화를 증가시키기 위한 산소 flux 환경, 

탄화물 분해로부터 C 생성을 촉진하기 위한 Cr-C 및 Fe-C의 thermal 

spray coating, 산화물의 C 환원을 돕기 위한 cementation-like 환경

  - constant load의 creep test

  - SRC-A의 특징 : 높은 가동온도, intergranular crack, CGHAZ, 용접부, strain 

hardened zone, 냉간가공영역, 두꺼운 영역(높은 잔류응력)에서 발생, 

500~750℃의 온도영역에서 발생, creep-dominated mechanism, 부식과 직

접적인 연관 없음

  - 용접부에서 age hardening effect에 의한 고온 연신율 감소, 조대 결정립

(ASTM No. 4 미만), PFZ에 의한 입계의 조대 탄화물(M23C6)과 입내의 미세 

탄화물(NbC, TiC)에 기인

  - metallic filament(Fe, Ni rich)가 산화된 균열 내부에 존재, 균열 주변과 균

열첨단 에 cavity 존재, 경도가 200 Hv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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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테나이트계 합금의 SRC의 민감도

  - 산화-환원반응, filament의 핵생성 및 성장에 산소의 역할이 중요

  - 용접부에 대한 creep 시험결과 SRC는 용접부의 조대한 결정립에 위치하고, 미세 결정립은 creep 파단을 보임

  - 제안된 SRC 발생 및 성장기구

  1. intergranular crack이 시작되고 부동태가 되지 않은 주변의 new metal로 전파 

  2. 550~750℃의 고온 환경이며 이러한 new metal 표면의 고온산화를 촉진함 

  3. 초기 균열표면이 전파하면서 산화되기 시작 

  4. 금속탄화물(Cr23C6)가 금속기지를 포함하며 새로운 산화층에서 분해되어 C를 방출함 

  5. MC + O2 --> MO + C의 분해반응 발생

  6. 550~750℃의 온도범위에서 C은 Fe- 및 Ni-산화물의 환원반응에 의하여 CO 및 CO2로 산화: MO + C → M + 

CO, 2MO + C → 2M + CO2, MO + CO → M + CO2

  7. Fe/Ni-rich filament가 균열 내부에서 성장

  8. 균열이 성장함에 따라 균열 내부에서 filament가 전파되

고 성장

  9. Fe/Ni에서 FexOy 및 NiO의 환원이 완료된 후, filament

가 다시 산화되기 시작(탄화물이 없으며 초기 산화물보

다 porous함)

5) XI-1096-19, Optimising the safe design of pressure plant 

Isabel Hadley, TWI (UK)
  - 압력용기의 취성파괴를 방지하지 위한 규격 개발 동향

  - 주요 내용 : PD 5500 요건의 배경, EN 13445 Annex B의 

개발, 저강도강의 as-welded condition에 대한 EN과 PD 

요건의 비교, fracture mechanics assessment 

  - PD 5500과 EN 13445가 동시 존재하는데 PD는 EN에 기술

되지 않은 재료 포함, PD 5500의 App. D 및 EN 13445-2

의 Annex B는 저온에서 취성파괴 방지에 대해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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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 13345와 PD 5500의 CVN 시험 온도는 60℃ 차이가 있음

  - PD 5500의 경우 CVN값과 사용경험을 반영한 wide plate test 수행 

  - EN 13445의 경우 고강도강에 대한 시험결과 및 Charpy/Kmat correlation을 반영한 fracture mechanics calculation 

수행

6) XI-1100-19, 212-1614-19 The effect of groove shape on penetration depth in GTA welding of high Mn steel, 

Miki Satoshi, Nippon steel (Japan)
  - 고망간강의 실제품을 위하여 용접품

질과 효율 향상이 필요하며 강한 

magnetic field 및 저온조건에서의 

현상 조사 필요

  - groove 깊이에 따라 penetration depth

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조사

  - groove 유무에 따라 용입에 영향을 

미치는 flow velocity, arc pressure, max. temperature가 변화

  - simulation 결과 groove가 있는 경우 용입이 약간 깊어짐

  - 고망간강의 경우 Mn의 증발현상이 발생

  - arc 영역에서 Mn vapor 농도가 높으며, groove가 있는 경우 텅스텐전극 근처에 Mn vapor가 없음. 따라서 groove 

형상이 Mn metal vapor의 분포에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arc plasma의 전기전도도가 변하며 arc 전합이 변함. 전류밀도가 변하며 용입깊이의 변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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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약 15명 [위원장:Teresa Melfi(Lincoln Electric, USA), Christoph Gerritsen(Arcelor MIttal Global R&D Gent, Belgium), 

Tate Patterson(The Ohio State Univ., USA), 안현준(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

 Commission XI의 회의 내용

  Commission XI의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이 현재 위원회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발표가 있었으나 자세한 논

의는 없었음.

 

 참석 후기

  Commission XI은 압력용기 및 배관에 대한 그룹이며 산하에 C-XI-A Correlation of Toughness data, C-XI-E 

Transmission pipelines, C-XI-H Performance of welds for hydrogen을 두고 있다. 압력용기 및 배관에 대한 용접야금

부터 기술기준 개발까지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며, 7월 8일에 7편의 논문발표가 이루어졌다. 7월 10일에는 Commission 

IX과 합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주로 Cr강의 용접야금, 크립특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C-XI의 활동은 현재 활발하지 않으며,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미국 주도의 ASME PVP(Pressure Vessel & Piping)에 비

해서나, 또는 IIW 내의 다른 Commission과 비교하여도 참석인원, 발표 숫자 및 발표 수준이 낮아 보였다.

  또한 발표내용도 일반적인 배관분야에 기초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수준이 높지 않고 원자력분야나 핵융합분야같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았다. 차기 연차총회에는 국내 압력용기공학회(KPVP)와 협력하여 함께 참

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Comm. 12 : Arc welding processes and production systems

 Delegate : 박주용 교수(한국해양 학교, jypark@kmou.ac.kr)

 주요발표 논문  내용

   WELDX - TOWARDS A COMMON FILE FORMAT FOR OPEN SCIENCE IN ARC WELDING, C. Fabry, A. Pittner, M. 
Rethmeier (BAM)

1) 서  론

  현재 과학기술계의 큰 흐름인 Open Science와 FAIR(Findable, Accessible, Interoprable, Resuable) Principles 에 용접

분야도 동참이 필요하다. 현재 용접연구 데이터는 출판을 통해 그래프, 표, 그림 등으로 공유되나 원데이터(Row Data)

는 다루어지지 않아 데이터 취합, 검증 및 비교에 한계가 있다. 

  원연구자료(Raw Research Data)가 공유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산업체 기밀유지협약 등의 산업체 요구, 경비 및 공간

제약, 장기간 유지관리 및 지원, 과학적인 새로운 국면, 문서화 및 접근성에서의 제한 등이 있다. 

2) 본  론

  (1) 용접분야에서 Open Science 의 상황

    - 용접데이터를 보다 접근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 용접연구데이터들은 종종 너무 복잡함

      ⇒ 문서화 및 해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건지?

    - 공개된 연구데이터에 대해 혜택이 별로 없음

    - 실제 유스케이스가 없음

    - 프로젝트 업무 및 해당 종사자와의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

      ⇒ Open Science를 위한 이러한 진입장벽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 “데이터의 저장과 상호교환을 위한 공통파일포맷(CFF, Common File Format)의 사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2) 용접용 CFF의 이점

    - 지속적인 문서화(Consistent Documentation)를 통해 문서 데이터 및 처리 과정의 일관성 유지

    - 문서화 작업의 오버헤드 경감 가능

    - 기관 간 업무부하 분산

    - 기관 간 협업 용이

      ⇒ Open Data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용접연구에 있어서 Open Science를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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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FF를 위한 기술적 접근(Technical Approach)

    - 메타데이터의 기술(Description)은 실험과정을 문서화하는데 적절한 접근방법이다.

    - 메타데이터 기술은 대규모 생산이나 반복작업에 유용한 경우가 많다.

    - 용접연구데이터의 복잡성

     • 각각의 실험장치구성이나 실험실이 상이하다.

     • 대부분 실험상태가 서로 다르다.

     • 다행히도 용접물리현상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용접물리현상을 상세히 기술하는데 집중할 것

      ⇒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정의할 것

      ⇒ 간편하고 실무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야 용접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자들을 동참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4) Sensor Integration에 대한 기술적 접근 

    - 유연한 파일포맷 제공

    - 광범위한 문서화 및 사례

    - 복합적인 물리 영역과 센서들을 지원할 것

     • 시공간의 이동과 방향

     • 전기신호 측정, 아크 및 와이어 지향성

     • 기하학적 정보 및 형상

     • 온도

     • 이미지 및 비디오 데이터 등

    - 파일에 담겨진 내용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정의하고 보증할 수 있을 것

  (5) Measurement Chains에 대한 기술적 접근 

    - 전체 Measurement Chains의 상세기술이 가

능할 것

    - 연구 데이터의 문서화를 향상시킬 것

    - 과학적 수준에서 비교가능성과 정밀조사가 

가능할 것

  (6) 기술적 접근에 사용가능한 API Tools

    -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여야 함

    - 검증된 Open Source Tools를 사용할 것

  (7)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 2020년 2월 25일 BAM(독일연방재료시험연구

소)의 주관으로 “Open Science in Welding” 제

목의 WelDX workshop and Open Science 

Conference 개최 예정

    - 많은 사람의 참여와 제안 요청함

    - 2020년 후반에 BAM의 프로젝트의 Open Source가 개방될 예정임

3) 결  론

  - 진정한 Open Science는 Raw Data의 접근이 허용되어야 함

  - Raw Welding Data의 출판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 CFF의 사용은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음

  - WelDX 파일 포맷은 현재 아크용접 연구용으로는 적합함

  - BAM은 공용목적으로 재정이 지원된 연구데이터를 공개할 것임

  - WelDX 프로젝트는 2020년 후반 Open Source를 제공할 예정임

 

   Deep Learning Algorithm based Prediction of Keyhole Status/Penetration in Plasma Arc Welding, Guokai Zhang, 
Xinfeng Liu, Chuanbao Jia, ChuanSong Wu Institute of Materials Joining, Shandong Univ. (China)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요 API Tool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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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W용접에 있어서 키홀의 형성여부와 키홀의 상태를 판정하는 것은 용접공정을 안정적으로 제어허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는 곧 양호한 용접품질의 확보와 직결된다. 통상 플라즈마 아크 소리, 빛, 아크전압과 같은 용접신

호를 분석하여 이를 평가하나 신뢰성이 아직 낮고 키홀과 용융지의 다이내믹 진동을 기술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용접

물 표면부의 용융지 화상과 이면부의 키홀 이미지를 관찰하고 이를 딥러닝 중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적용하여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립하여 표면부의 용융지 이미지로 키홀의 상태와 용입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

한 곳으로 예측결과의 정확도는 90%를 상회한다.

표면부의 용융지 형상과 이면부의 키홀 형상을 측정함

여러 키홀상태에 대한 용융지 형상의 측정

키홀상태 예측을 위한 콘볼루션 신경망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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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모델을 이용한 키홀상태의 예측 결과

 참석자

  위원장: S. Asai(일본, 오사카대학), E. Stephan(오스트리아, 프로니우스), M. Hermans(네덜란드, 델프트공대), Sven-F.  

Goecke(독일, 브란덴부르크공대), P. Zavodna(체코), Tanaka(일본, 오사카대학), S. Herbert(오스트리아, 프로니우스), 박주

용(한국, 한국해양대) 외 4인

 Commission 1의 회의 내용 : 특이 사항 없음

 

 참석 후기

  Commission XII는 해마다 참석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커미션 중 하나로 2019년에도 발표장에 좌석은 물론 서서 듣

기도 불편할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 열띤 발표와 질의, 응답이 있었다. 논문발표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특별

히 참신한 주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최근의 4차산업혁명의 핫이슈인 AI를 응용한 논문이 몇편 있었으나 특별히 진보

된 기법이 적용되거나 창의성이 돋보이는 논문은 없었던 것 같다. 그 중 첫날 발표된 WelDX - towards a common 

file format for open science in arc welding 논문은 미래 용접정보의 표준포맷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으

로 4차산업시대의 정보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참신한 시도로 평가된다. 둘째날 Commission I, IV, SG212와 공동개최한 

발표는 WAAM(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주제가 중심이었으며 WAAM의 야금학적 현상, 수치해석을 이용한 

공정분석, 최적화, 감시제어 등에 관한 다양한 논문이 소개되었다. 둘쨋날의 공동개최는 London I-II의 2개의 큰 룸을 

합했음에도 참석자로 가득차서 WAAM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Comm. 13 : Fatigue of Welded components and Structures

 Delegate : 김명  교수(부산 , kimm@pusan.ac.kr)

 주요발표 논문  내용

 ￭ Stress Analysis

1) XIII‐2799‐19, An evaluation of multiaxial fatigue criteria for welded under proportional load based on the notch 

stress, structural stress and nominal stress approach, Fass M., Cavecchia S., Baumgartner J., and Rizzo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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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axial loading condition 일 때, 피로 거동에 대한 표준의 일부 부분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4가

지 표준에 대해 Nominal, Structural 및 Notch stress approach 부분의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우선

적으로 Multi-axial 피로 특성과 관련하여 4가지 표준에서 제시한 criteria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IIW Recommendation

  굽힘과 비틀림 하중 하에서 연성 소재가 normal/shear stress diagram에서 피로 한계는 타원 모양을 나타낸다는 

Gough-Pollard 이론에 기초한다. 이 이론의 기준은 normal과 shear stress에 대한 무차원 손상 매개변수를 고려한다. 

아래 방정식의 왼쪽 부분 합계가 한계치보다 낮을 경우, cyclic load를 견딜 것으로 예상된다.

  
 




 



≤ 

  Eurocode 3 Recommendation

  Eurocode 3은 수정된 Gough-Pollard 이론에 근거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FKM Recommendation

  FKM(독일 기계공학연구회)은 principal normal stress 가설에 근거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Critical Plane Normal Stress Hypothesis

  Critical Plane Normal Stress Hypothesis는 국부적인 응력장에 따라 평면 내에서 시작된 균열에 의해 파손된다는 가

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때, 적용되는 평면은 임계 평면으로 가장 큰 normal stress와 strain을 가지며 손상 매개변수를 

최대화한다. 여기서 주요 응력은 DNVGL 규격에서 제시되는 손상 매개변수로 선택된다. 

           
 

Fig. 1  Mean value of results of 4 different stress approach

  위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결과와 실험 결과를 Fig. 1에 비교하였다. 그 결과, Nominal 및 Structural stress approach

의 경우 Eurocode 3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며, Notch stress approach의 경우 비보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 Fatigue Design, Assessment and Testing

1) XIII‐2780‐19, Fatigue strength of fillet-welded joints at sub-zero temperatures, Braun M., Scheffer R., Fricke W., 
and Ehlers S.,

  현재 표준은 영하의 온도에서 피로 설계 곡선의 유효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영하의 온도에서 

구조용 강에 대한 피로 강도 연구는 드물고 강재 선택은 대개 설계 온도에서 파괴 강도 특성에 기초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구조용 강(S235) 및 고강도 강(S500)에 대해 영하 온도 조건에서 피로 강도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시험편은 Fig. 2와 같이 십자형 형상과 횡방향 stiffener로 준비하였으며, 상온, -20℃ 및 –50℃에서 시험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Fig. 3과 같이 S235 및 S500 모두 온도가 낮아질수록 피로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S235 및 S500의 피로강도는 IIW에서 제시하고 있는 FAT 80을 만족하였다. 시험 데이터의 분포도를 확인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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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35의 횡방향 stiffener 시험편을 제외하고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S235의 횡방향 stiffener 시험편의 경우 균열 시작 지점이 다양하게 

나타나 데이터의 분포가 큰 것을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IIW 표준, BS7910, FKM 등에서 제시되어 있는 온도 

효과에 따른 피로 설계 선도 보정식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IIW 

및 BS7910의 경우, 고온의 조건에서만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

며, FKM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험적 공식과 비교하였을때, S500의 

횡방향 stiffener의 경우에만 정확하게 예측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영하 이하의 온도 조건에서 피

로 설계 선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보정식 검토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Fig. 3  S-N diagram of (a) S235J2+N and (b) S500G1+M transverse stiffener specimens Residual Stress and Distortion

2) XIII‐2813‐19, Study on the Stability of Compressive Residual Stress Induced by High Frequency Mechanical 

Impact under Cyclic Loadings with 

Spike Loads, Ruiz H., Osawa N. 
and Gracia L. D.,

  다양한 피로 강도 향상 방법 중 최근 

High Frequency Mechanical Impact 

(HFM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HFMI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 진폭 하중 및 변동 진폭 하중 중 

압축 spike 하중에 따른 gusset 용접부

의 잔류 응력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사용된 모델은 Chaboche’s kinematic hardening model이며, 

S355의 물성을 적용하였다. 핀 끝부분의 반경은 2mm 이며, 핀

이 움직이는 범위와 깊이는 각각 0.4mm 와 0.2mm 이고 Fig. 4

에서는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Fig. 5에서는 HFMI 절차 전후의 X

성분 잔류 응력을 두께 방향으로 계산된 분포를 보여준다. 그 

결과, 계산된 잔류 응력 경향은 실험 경향과 비교하여 1mm 깊

이까지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정 진폭 하중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응력비가 0이며, 5 

cycle이 적용되고 응력범위는 +50, +75, +150 MPa을 고려하였

다. 그 결과 Fig. 6과 같이, x component의 경우 150 MPa 조건

에서 압축 잔류 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y 

Fig. 2  Micrographs of cruciform joint and transverse 
stiffener specimen

Fig. 4. The constraint conditions for HFMI treatment simulations

Fig. 5 The calculated distributions in thickness direction 
of RS’s X-component



408

component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압축 잔류 응력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으

며, 응력 범위가 클수록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변동 진폭 하중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Fig. 7과 같

은 파형의 조건을 적용하였

다. 그 결과, Fig. 8과 같이 x 

component의 경우, min
이 221.8 MPa 보다 크고, 판 

내부(>0.3 mm) 일 때, 압축 잔류 응력이 인장 응력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 y component의 경우, 압축 잔류 응력의 완

화는 모든 조건에서 판 두께의 1mm 안까지 발생되었다.

Fig. 7 Cyclic loading with a compressive 
spike load 

Fig. 8 Changes of profiles of RS’s x and y components by compressive spike 
load

￭ Design, Fracture and Fatigue Topics

1) XIII‐2789‐19, Park J. Y. and Kim M. H., Investigation of Fatigue and Fracture Characteristics for Low Temperature 

Materials considering the Effect of Different Alloying Components.

  환경오염 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liquefied natural gas 

(LNG)에 대한 수요와 LNG 선박에 대한 설계 및 건조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NG 선박 중 저장탱크에 사용되는 

저온용 강재에 대해 피로 및 파괴 특성을 평가하고 합금 component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9에서는 강재 및 용접 기법에 따라 인장 특성을 비교하였다. 상온에서는 고망간강의 용접부가 가장 높은 인장 강

도를 나타냈다. 고망간강의 화학적 조성 측면에서 크롬 함유량이 최대 3.0 wt.% 까지 인장 강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추가적으로 Secondary dendrite arm spacing을 확인하였으며, stainless 강의 용접부가 대체적으로 간격이 넓게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Secondary dendrite arm spacing의 간격이 좁을수록 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9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for weld metals

Fig. 6  Changes of profiles of RS’s x and y components by constant amplitud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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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과 같이, 파괴 인성 측면에서는 stainless강의 용접부가 온도 변화에 따라 큰 변화폭을 나타냈다. stainless 강

의 용접부에는 황과 인이 함유되어 있어 온도 변화에 따른 큰 변화폭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극저온 환경에서 시

험 완료된 시험편을 기준으로 dimple 크기를 확인하였으며, stainless 강의 용접부 중 TIG 용접된 시험편의 dimple 크

기가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10  CTOD values of weld metals

   Fig. 11에서는 용접부의 피로 균열 전파 특성을 비교하였

으며, 그 결과 극저온 환경에서 stainless강의 용접부가 가장 

느린 전파 속도를 나타냈다. stainless 강의 용접부에는 규소

가 함유되어 있어 martensite 함유량을 증가시켰다. 일반적으

로 martensite는 피로 균열 전파 방향을 변경시켜 전파 속도

를 늦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적으로 상온 환경에서 시

험 완료된 시험편을 기준으로 striation 간격을 확인하였으며, 

stainless 강의 용접부 중 TIG 용접된 시험편의 striation 간격

이 가장 좁은 것을 확인하였다. 

 ￭ Fatigue Testing and Evaluation

1) XIII‐2781‐19, Application of high frequency mechanical 

impact treatment to improve the fatigue strength of welded joints in corrosive environment., Weinert J., Gkatzogiannis 
S., Engelhardt I., Knoedel P. and Ummenhofer T., 

  부식 효과는 일반적으로 피로 강도를 하락시키며, 하락된 피로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FMI 처리된 용접부의 피로 특성에 대해 부식의 영향을 정량화하고 IIW에서 제시하고 있는 FAT 

곡선과 비교하였다. 적용된 시험편은 맞대기 및 횡방향 필렛 용접부를 적용하였으며, 강재는 S355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험 조건은 salt spray chamber (SSC)에서 10일 부식 후 건조

된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거나 artificial seawater (ASW)에서 

30일 부식 후 ASW 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2와 같이, SSC 조건에서 HFMI를 진행한 맞대기 용접의 

피로 강도는 기존의 피로 강도 대비 약 105% 증가됨을 확인하

였다. 또한, IIW에서 제시되고 있는 FAT 160보다 약 14%가 높

은 FAT 182를 나타내었다.

  Fig. 13에서는 횡방향 필렛 시험편의 피로 시험 결과를 나타

냈으며, ASW 조건에서의 피로 강도가 FAT80과 비교하여 약 

20%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HFMI를 진행한 시험편에 대해 

SSC 및 ASW 조건 모두 FAT 134로 설계 선도가 도출되었으며 

특히, ASW 조건에서는 모재에서 균열 발생 및 전파 등 데이터

의 분포가 크게 발생하여 설게 선도가 평균 선도 대비 낮게 형

          Fig. 11  da/dN - ΔK curves in weld metals

Fig. 12 Nominal S-N curves wof AW and HFMI treated 
butt weld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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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또한, IIW에서 제시하고 있는 FAT 140보다 약 6 MPa 낮게 설계 선도가 도출되었지만 HFMI를 진행한 시험

편의 설계 선도가 기존의 설계 선도 대비 약 109%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Fig. 14에서는 유한 요소 해석을 바탕으로 Effective notch stress 기반 S-N 선도를 도출하였다. SSC 및 

ASW 조건에서 HFMI를 진행하지 않은 시험편의 설계 선도는 FAT 176으로 도출되었으며, IIW에서 제시되어 있는 설계 

선도는 부식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 선도로 FAT 225로 제시되어있다. HFMI를 진행한 시험편의 경우 SSC 및 ASW 

조건에서 설계 선도가 FAT 340으로 IIW에서 제시하고 있는 FAT 320보다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3 Nominal S-N curves wof AW and HFMI treated butt 
weld joints

Fig. 14 Nominal S-N curves wof AW and HFMI treated butt 
weld joints

 발표자 : 약 60명 

 Commission XIII의 Working Group 회의 내용

  1. Working Group 1 (Fatigue Testing and Evaluation of Data for Design) :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었으며, 

피로 시험에 대한 Guideline 초안 작성 및 피로 시험 결과의 통계적 분석을 위한 논의가 수행되었다. 

  2. Working Group 2&5 (Fatigue Strength Improvement and Life Extension) : HFMI 관련 규격 초안 발표 이후, 강

종 Grade, 두께, 응력비 및 변동 진폭 하중 등에 대한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유효성 검증 연구가 수행되었다.

  3. Working Group 3 (Stress analysis) : Multi-axial stress 조건에서 각 규격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이들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notch stress approach 적용 시 박판의 경우 r=1mm 사용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1mm 보다 작은 notch radius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IIW에서 제시

되어 있는 S-N 곡선 기울기는 박판 적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박판에 적합한 S-N 곡선 기울기 제시가 필요하다.

  4. Working Group 4 (Effects of Weld Imperfection on Fatigue Strength) : 두께가 5mm 이하인 박판에 대하여 용접 

후 발생하는 변형을 유한 요소 해석으로 구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기하학적 모델링 접근법과 구조 응력 해석 시 

적용되는 기하학적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강도강의 절단면 가장자리의 피로 

거동에 대해 다양한 인자(표면 거칠기, 잔류응력 및 경도 등)를 고려하여 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시작하였다. 

  5. Working Group 6 (Residual Stress effects in Fatigue) : X ray diffraction (XRD)를 통해 용접부의 잔류 응력 측정

의 적합한 조건과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Round-Robin (RR) 시험을 수행하였다. RR 시험 결과는 잔류 응력 측

면에서 설계 개선과 관련하여 용접부의 실제 잔류 응력을 고려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참석 후기

  Commission XIII은 용접부의 피로 특성에 관련된 위원회이며 총 5개의 Working Group (WG)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번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연차 총회의 대표적인 주제로는 현재 제시되어 있는 High Frequency Mechanical Impact 

(HFMI) Standard에 대한 revision 필요성 및 various amplitude loading condition이 적용될 때의 경향, weld quality에 

따른 피로 선도 평가 등이 주로 발표되었다. 또한, Commission X 및 XV 과 Joint meeting을 개최하여 논문을 발표하

였으며 Commission X에서는 Additive Manufacturing된 강재의 결함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제시해 주었다. 따라서, 3D 

Printing으로 제작된 구조물에 대해 기하학적 불연속부의 피로 수명 및 결함이 포함된 강재의 피로 강도 평가 방법은 

필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슈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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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 15 : Design, Analysis and fabrication of welded structures

 Delegate : 장경호 교수( 앙 , changkor@cau.ac.kr)

 주요발표 논문  내용

1) XV-1581-19, Numerical Simulation on Welding Stress and Deformations of an axial compressor welded casing, 

ZHANG Jianxun, Jing Niu (CNN)

2) XV-1582-19, Optimum design of welded pressure vessels Using different heat resistant steels, ERDOS Antal, 

JARMAI Karoly (HU)

3) XV-1585-19, On NDT and Residual Stress, KLEIMAN Jacob (CA)

4) XV-1606-19, Warping and distortion! of hollow section subjected to torsion loading, BJORK Timo (FIN)

5) XV-1603-19, Plasma cutting ᅳ international code perspectives, SHAW Robert (USA)

6) XV-1586-19, Applicability of Repair Welding on Steel Used in Aged Bridge, HIROHATA Mikihito (JP)

7) XV-1587-19, Improvement of the Work Efficiency and Optimization of the Material Properties in Heating 

Correction Processes of Welded 1-section Steels, AZUMA Koji (JP)

8) X-1953-19, XV-1588-19, Xlll-XXXX-19, A set of parametric K solutions for fatigue modeling of short cracks in 

round bar components, Dong, P, Pei,X., Song, S (CHN)

9) X-1954-19, XV-1589-19, Xlll-XXXX-19, Fracture mechanics based evaluation of recent fatigue test data of metallic 

AM components, Dong, P, Song, S (CHN)

10) X-1955-19, XV-1590-19, Xlll-XXXX-19, The use of effective full penetration of T-butt welds in welded moment 

connections, Hafez Taheri, G, Charles Clifton Pingsha Dong, Michail Karpenko, Gary M. Raftery, James B. P. Lim 

(NZ)

11) XV-1591-19, Annual report of JWG-XIII-XV Fatigue Design Rules, Adolf HOBBACHER (DE)

12) XV-1583-19, Application of a virtual solid flame concept for fire resistance calculation of rolled and welded 

steel cross-section at local fire, JARMAI Karoiy, SZAVAJanos (HU)

13) XV-1605-19, Fatigue FEM analysis on effect of incomplete penetration defects on fatigue life and crack 

initiation point, Kyong-Ho, Chang, WS, Shin, SU. Kang, ZM. Wang (KOR)

14) XV-1604-19, Fracture of plate girder flanges - a case study and lessons learned, SHAW Robert (USA)

 참석자

  ZHANG Jianxun, Jing Niu,Dong, P. Pei, X.Song, S.(CHN), ERDOS Antal, SZAVA Janos, JARMAI Karoly(HU), KLEIMAN 

Jacob(CA), BJÖRK Timo(FIN), SHAW Robert(USA), HIROHATA Mikihito, AZUMA Koji(JP), Hafez Taheri, G. Charles 

Clifton, Pingsha Dong, Michail Karpenko, Gary M. Raftery, James B. P. Lim(NZ),Adolf HOBBACHER,UMMENHOFER, 

Thomas(DE)

 회의 내용

  Tuesday, 9 July 2019 : 위원회 10과 위원회13 그리고 위원회15가 조인트 미팅을 갖었다. 그리고, Subcommissions들

의 활동 연차 보고를 하였고 자료 등록 번호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XV-1598-19, Annual Report 2019 of Sub-commission XV-A Analysis, CHANG, Kyong Ho (KOR)

2) XV-1601-19, Annual Report 2019 of Sub-commission XV-D Planar Structures (Buildings and Bridges), AZUMA, 

Koji, VERMA, Krishna JP (USA)

3) XV-1602-19, Annual Report 2019 of Sub-commission XV-E Tubular Structures, UMMENHOFER, Thomas (DE)

4) XV-1584-19, Annual Report 2019 of Sub-commission XV-F Economy, JARMAI, Karoly (HU)

  현재 각 Working Group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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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분야 Chair Vice chair

XV - Dr. Stefano Botta (Italy)
Dr. Jean Gerald (France) 
Prof. Dr. Károly Jármai, (Hungary)

XV-A Analysis Prof. Kyong Ho Chang (Korea)

XV-B Design Currently no Chair

XV-C Fabrication Currently no Chair

XV-D Planar Structures Dr. Koji Azuma (Japan)

XV-E Tubular Structures Currently no Chair

XV-F Tubular Structures Currently no Chair

XV-F Economy Prof. Dr. Karoly Jarmai (Hungary)

JWG 
XIII-XV

Fatigue Design Rules
Prof. Dr.-Ing. Adolf Hobbacher 

(Germany)

  Subcommission XV-B, XV-C, XV-E에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다. 조만간 추천에 의해 결정 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에

서도 이 분야에 관계된 분들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석후기

  위원회 15(XV)는 빌딩, 교량, 해양 구조물과 장비, 구조용 강, 스테인레스 강, 알루미늄의 제조를 포함한 용접 구조물

의 설계, 해석, 제작에 관련된 여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 15는 해석, 설계, 제작, 판구조(빌딩

과 교량), 관 구조(육상과 해상), 그리고 경제등 6개의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용접구조의 특정기술주제와 응용

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망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용접구조물에 사용되는 국가표준에 관해 가능한 정보 교환을 촉진

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을 한다.

  최근 위원회 활동은 지진, 충격, 폭발 하중을 받는 용접구조에 대한 설계 지침과 용접 설계, 고강도 구조용 강의 용

접, 구조용 강재 제작에서 첨단 용접 공정, 용접 결함, 용접잔류응력을 포함한 제작 품질 요구사항과 용접준비 기준, 구

조물 보수 지침을 포함한 제작 품질 요구사항과 설계와 제작에 있어서 최적화 및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하중과 피로하중을 받는 관 구조 용접 접합부에 대한 설계 지침을 준비하는 산업 단체들과 두 개의 ISO 

표준 책임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동 워킹 그룹과 함께 피로가 용접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원회 XIII과 일하고 있고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주 미팅을 하고 있다. 또한 활동 영역이 용접구조의 제작 

혹은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 다른 워킹그룹들과 협력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산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작년에 비해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 되었고 다양한 정

보 교환이 이루어졌다. 한국 이 유사한 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분야는 소수인 점에서 아쉽다. 금후 적극 적인 

참여로 이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한국의 리더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SG-212 : The physics of welding

 Delegate : 조 원 박사(한국기계연구원, dwcho@kimm.re.kr)

 Chairman of SG-212 : Manabu Tanaka, email: tanaka@jwri.osaka-u.ac.jp 

 주요발표 논문  내용

  본 SG-212 그룹은 Physics of welding관련 주제를 다루는 분과로 용접관련 해석 등 visualization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7월 8일 ~ 7월 10일간 총 54건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7월 9일에는 C-I, C-IV, C-12와의 joint meeting을 수행하여 아크 

용접 뿐만 아니라, 절단, additive manufacturing, laser welding 등의 관련 분야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발

표한 논문 중에서 Laser welding, GMAW, GTAW, Thermal cutting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1) 212-1608-19 / I-1440-19 / IV-1462-19 / XII-2377-19 (Joint meeting), Numerical analysis of weld pool behavior in 

wire feed laser beam welding with oscillating magnetic field, X. Meng, A. Artinov, M. Bachmann, M. Rethmeier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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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ser 및 magnet 부과를 위한 실험 구성 안

  본 연구는 자기장에 따른 laser 용접에서의 용융풀 거동에 관련하여 모사한 것으로 자기장에 따른 전체 용융풀 흐름

이 바뀌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발표였다. 용융풀에 부과한 자기장은 F=J X B에 따른 공식에 의해 특정한 방향으로 

flow pattern의 변화를 줄 수 있으며, keyhole 주변의 용융풀 속도와 합금원소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laser의 기본적인 특성인 다중 반사에 따른 recoil pressure 모델링을 수행하지 않아, 실제 

발생하는 기공 trap 등의 용접결함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Fig. 2  Magnetic field 유무에 따른 용융풀 거동 비교

Fig. 3  Magnetic field 유무에 따른 Ni 분포 비교



414

Fig. 4 Magnetic field 유무에 따른 비드형상비교

2) 212-1611-19, Modeling of molten pool behavior for one pulse one drop in GMAW using CFD, D.W. Cho, J.H. 
Park, H.S. Moon, J. Cho (Korea)

  본 연구는 작성자가 수행한 연구로서, One pulse one drop (OPOD) pulsed GMAW에 따른 용융풀 형성과정에 대한 

모델링과 그 결과를 CFD 해석을 통해 표현하였다. 기본적으로 OPOD pulsed GMAW에서는 아크 형상과 전류,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하며, 본 연구에서는 계측한 결과를 토대로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여 아크형상, 전류, 전압을 Fourier 

series로 모델링 하였다. 해석과 실험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델링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Fig. 5  One pulse one drop CFD 해석을 위한 모델링

Fig. 6  One pulse one drop에 따른 Arc heat flux 분포
  

Fig. 7 One pulse one drop CFD 해석과 실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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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2-1633-19, Numer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magnetically deflected TIG-arcs, M. Trautmann, M. 
Hertel and U. Füssel (Germany)

  본 연구는 GTAW공정에서 토치 주변에 자기장을 부과하여 F=J X B의 유도 공식에 따라 형성되는 자기력에 의해 아

크 기둥이 움직이는(deflection) 실험과 해석에 관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narrow gap에서 자기장 제어

에 따른 weaving arc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장 해석 및 deflected arc에서의 

arc pressure 측정 등 기초적인 내용에 보다 충실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크 deflection시 아크력이 감

소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상용화 된다면 용락에 민감한 박판 용접이나 브레이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ig. 8  Magnetically deflected TIG-arcs 구현을 위한 설계 및 실험

   

Fig. 9 자기장 해석 결과                    Fig. 10  Arc deflection에 따른 아크 압력 분포

4) 212-1621-19, Simulation of Dross Formation Process 

in Gas Cutting During Three-Dimensional Particle 

Method, T. Sugai, T, Katou, Y. Kitamura, T. Satou, H. 
Komen, M. Shigeta and M. Tanaka (Japan)

  본 연구는 Oxygen을 사용하는 Gas flame 절단에 

대한 CFD해석을 particle method에 의해 수행한 것으

로 열적절단과 관련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as flame 절단시 flame에 의한 열보다는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산화열이 더 지배적인 점을 해

석을 통해 비교하였고, 산화열을 통해 절단되는 공정

을 절단 속도에 따라 dross가 형성되는 과정을 모사하

였다. 그러나 물리적인 모델링에 대해 규명할 부분이 

더 남아있으며, 절단속도에 따라 dross가 형성되는 과
Fig. 11  절단속도에 따른 dross 형성과정 및 방향 (실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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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해 유체역학적으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국내에서 원전해체 등 열적절단 공정에 대해 접근이 필요

한 연구원들에게는 좋은 참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IAB : International Authorized Body

 Delegate : 박 환 교수(부경 , parkyw@pknu.ac.kr)

 주요논의 내용

  IIW 내에서 용접 및 비파괴 검사 관련 교육훈련과 자격의 검정을 담당하고 있는 IAB는 전 세계가 동일한 자격 검정

과 인증시스템 (a harmonized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이

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ANB(Authorized National Body)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우리 대한용접접합학회가 K-ANB로

써 역할을 하고 있다. 

  2019 IIW 에서 IAB 미팅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아래외 같다

  • IAB Group A Meeting :　교육과 훈련 및 자격 부분에 대한 회의 

  • IAB Group B Meeting :　검정에 관련된 규정과 실행 OP (operation procedure)에 대한 회의 

  • IAB Members Meeting 

  • IAB Board Meeting 

  올해 IAB Group Meeting에는 박영환 K-ANB CE, 조정호 검정위원회 위원장, 사무국 황희용 과장이 참여하였다. 

IAB Group A Meeting에서는 11개의 Working Group이 있으며 각 WG의 활동과 관련된 승인사항에 대하여 발표되었

다. 이중 WGA#11의 HE (Harmonized Exam)의 통계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문제 은행의 데이터 베이스 확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으며, 앞으로 HE 시험의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내의 시험 및 교육

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AB Group B Meeting에서는 각국의 Access Condition의 변경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이중 주목해 볼만한 것으로 중

국의 경우 1) Engineering에서 Science 학위의 확장, 2) 200 시간 이상의 용접 관련 세미나, 수업, 등의 수강 기록이 있

는 사람, 3) 최근 6년내에 적어도 4년이상 용접 엔지니어 기록이 있는 사람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Access Condition을 변경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

폴의 IAB Member 종료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6개월의 유예와 향후 Business Plan의 문서 제출을 통하여 재검

토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교육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싱가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WGB#6 에서는 Digital Shape Certification의 발급에 대한 발표를 진행

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QR code와 홀로그램의 변조 위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관

련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을 수행하였다. 관련된 WG에서 OP를 만들 예정이며, OP의 시행에 대하여 다음 번 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4. 맺 음 말

  매년 참가하는 IIW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참여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TMB, IAB, 그리고 

개별 Commission에서의 중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한용접접합학회가 IIW행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IIW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와 함께 세계 용접접합기술을 선도하는 위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내년에도 보다 많은 국내 용접인들의 국제 활동이 기대된다.

(정리 : 백응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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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9. 11. 21(목) 10:00 ⁓ 22(금) 13:00

2. 장소 : 대구 엑스코 (http://www.exco.co.kr/)

3. 세부일정 

   가. 발표논문 신청 마감 : 2019. 10. 4(금) 

   나. 발표초록 제출 마감 : 2019. 10. 21(월)

   다. 기기전시회 신청 마감 : 2019. 11. 7(목)

   라. 용접사진전 신청 마감 : 2019. 11. 7(목) 

   마. 참가자 사전등록 마감 : 2019. 11. 7(목) 

4. 학술대회 특별세션 신청 : 2019. 9. 23(월)까지

5. 강연 원고모집 

   가.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유익한 발표대회가 되도록 분야별 강연을 개최 

   나. 분야별 다양하고 유익한 연구와 전문기술을 갖고 계신 조교수, 선임연구원 이상, 전문기술자  

   다. 각 섹션에서 첫 발표에 배정되며 발표시간은 질문포함 30분

6.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 제공 (공동저자 포함)

   가. 5편 이상 발표자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나. 7편 이상 발표자 : 10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7. 논문 발표 :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

   가. 구두발표는 질문포함 20분

   나. 포스터발표는 학생회원에 해당되지만,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한해 구두발표 가능 

   다. 포스터발표논문 : 11. 21(목) 13:00까지 부착 완료

8. 발표신청서 및 발표논문 제출 : http://kwjs.or.kr/ → 학술대회 → 발표논문신청/수정

9. 발표논문 작성 및 제출(구두, 포스터발표자 모두 해당)

   가. 템플릿파일에 1면에 해당되는 발표초록 작성

   나. 홈페이지(www.kwjs.or.kr) 학술대회에서 신청

10. 발표논문 학회지 게재 :

   - 6면 이상으로 작성하여 JWJ 홈페이지에서 투고 (http://submit.e-jwj.org/)

   - 편집위원의 빠른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우선하여 게재함

11. 학술대회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11월 7일까지) 당일등록(11월 8일부터) 8th EAST-WJ 

참가비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일반회원 130,000원 190,000원 150,000원 210,000원
50,000원

학생회원 60,000원 100,000원 80,000원 110,000원

12. 용접 접합사진 전시회 작품 모집 

    가. 마감일 : 11월 7일(목)까지

    나. 작품전시 : 11월 21일(목) 13:00까지 학술대회장에 전시

    다. 출품작 : 학문분야의 조직 사진과 용접 접합관련 현장 사진 

13. 학술대회 기기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 11월 7일(목) 까지

14. 문의 : 학회 사무국 : 02-538-6511, koweld@kwjs.or.kr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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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특별세션 운영을 희망하시는 회원 및 위원회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특별세션 신청 범위

    1. 국책사업평가발표회, 연구과제 수행 워킹그룹 활동 내용
    2. 기술보고 관련 업무
    3. 용접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적용 관련 보고, 토론, 정보 수집
    4. 연구위원회, 지회 연구발표회, 기타 회원의 학술활동 발표회 등

• 특별세션 신청서 제출 : 2019. 9. 23(월) 

• 특별세션 개최일 

   1. 2019. 11. 21(목), 오전 10:00-12:00, 오후 13:00-15:00 : 학술대회 첫째 날 오전, 오후
   2. 2019. 11. 22(금), 09:00-13:00 : 학술대회 둘째 날 오전
   ※ 개최 희망일은 선착순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위원회에서 전체 일정을 참조하여 배정하므로 
      신청하신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초청연사와 발표자는 학술대회 참가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함

     (참가비 면제가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함)

  2020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IIW 연차총회 석박사 과정 회원의 학생참가비 지원를 안내하오니 참가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회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마감일 : 2019. 10. 4(금) ※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신청 마감일까지

2. 신청자격 : 

   - 석, 박사과정 전일제 또는 비전일제 대학원생으로 2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

   - 기존에 참가비를 지원받은 회원도 신청 가능

3. 지원자 선정 

   - 2019년도 추계 학술대회에서 연구계획서 내용을 구두(국문 또는 영문) 발표 (발표 10분, 토의 10분)

   - 발표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 중에서 학회 소정의 평가를 거쳐 5명 이내로 선정

   - 평가에 선정된 회원은 2020년도 춘계 학술대회 IIW특별세션에서 영어로 구두발표를 하여야 함  

   - 기존의 참가비를 지원받은 회원도 가능 

4. 지원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 (규정 양식)

   - 재학증명서

   - 연구계획서 (자유양식)

5. 지원신청서 제출 (국영문 연구계획서)   

   - 제출일 : 2019. 10. 21(월)일까지 (학술대회 초록제출 마감일)

   ※ 추계 학술대회 : 2019. 11. 21(목) - 22(금), 대구 엑스코 

6. 2020 IIW Annual Assembly & Int'l Conference :

   - 일시 및 장소 : 2020. 7. 19(일) - 24(금), 싱가포르

7. 신청 및 문의 : 대한용접접합학회 사무국, (02) 538-6512, koweld@kwj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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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회원 가입 회비 할인제도 안내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제조업의 핵심기술인 용접 접합 산업에 종사하는 관련자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

기를 보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학회에서는 회원 및 관련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학회 활동 지원과 학회 활동에 따

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연령별 종신회원 가입 회비 할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

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나이(만) 40세 이하 41세 42세 43세 44세 45세 46세 47세

종신회비 500 475 450 425 400 375 35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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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결제 : 홈페이지(www.kwjs.or.kr ➞ 온라인 결제 ➞ 팝업창

대한용접접합학회지(JWJ) 학회지 구독 안내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의 SCIE/SCOPUS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등재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 논문 확보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게재된 JWJ 논문의 인용이 필요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국내외 SCI/SCIE/SCOPUS 등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때 JWJ 논문을 많이 인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도 영문으로 구축하여 국내외에서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JWJ의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논문투고 JWJ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간단한 

등록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우리 학회가 발간한 모든 논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많은 관심 속에 JWJ가 국제학술지에 등재되어 JWJ의 위상을 국내외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접접합 용어사전 개정증보판 발간 및 판매 안내

 우리 학회가 용접접합 용어사전 3차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3차 개정증보판은 1992년 초판과 2001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한 이

후 17년 만에 발간하는 사전입니다. 우리 학회는 25년 전 용접용어사전 초판 발행 

이후 용접 접합기술의 진보에 맞추어 꾸준히 새로운 기술용어를 도입 및 발굴하고 

이를 학계와 산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표준화된 우리의 기술용어 사용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증보판는 기존의 용어를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

였고 새로운 용어를 확충하였으며 용접 접합기술 분야에서 새로이 각광받고 있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마이크로 접합 및 패키징 분야에 대한 기술용어를 새롭게 추

가하여 내용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 판매가 : 60,000원, A4/500면, 

   구입 및 문의처 : 학회사무국, 02-538-6511∼2



420

제244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9년 5월 16일(목) 10:30-11:30
• 장  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7
• 참석자 : 백응률, 김종도, 김유찬, 이해우, 장경호, 박노근, 김명현, 박영도, 홍원식, 송상우, 문형순, 남성길, 한기형, 박정웅,  

강남현, 홍현욱, 안규백, 김성종, 한명수, 유회수, 조홍석, 박철규, 이목영, 전주선, 김형태, 서  정(대 이수진), 
• 감  사 : 최  광
• 위  임 : 정상훈, 이정수, 박태원, 정유동, 계명재, 오동수, 서상호, 정홍철, 이진희

 주요 안건보고  
1. 2019년도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함
   - 추천자 : 윤정원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019년도 재료분야 논문상 수상자 
2. 학회 홍보위원회 위원을 위촉함
   1) 위원장 : 서성호 특임이사 
   2) 위원회 위원 : 위원 3인은 추후 선임
      - 디자인부문 : 김춘도(삼성SDS), 영상부문 : 함충협(클래식티비), 마케팅부문 : 송윤진(클래드코리아)
3. 학회 SNS 홍보 사이트 개설함
   1)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js.kw.526 
   2)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_kwjs/
   3)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Pdpy-3cmnlBOPXmLQVPyiQ 
4. 2019 춘계 학술행사개최를 인터넷 언론사에 홍보함  
   1) 홍보비 : 220만원 
   2) 언론사 보도내용 (6개사, 3회) : 2개사는 행사 후 개최 결과 보도
      [헤럴드경제] 대한용접접합학회, '2019 춘계 학술발표대회' 5월16일부터 여수엑스포서 개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25000354 
      [연합뉴스] 대한용접접합학회, 5월 16∼17일 '춘계학술발표대회'…기술 공유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5156400848?input=1195m 
      [한국경제] 대한용접접합학회 2019 춘계 학술발표대회, '용접접합 학술의 장' 꽃 피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308539a 
      [브릿지경제] 201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430001048034  
5. 2019 춘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준비 
   1) 일시 및 장소 : 2019. 5. 16(목) - 17(금),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2) 발표논문 : 203편
      - 학술상기념강연, 특별세션 초청강연 7편, 일반강연 4편, 구두발표 122편, 포스터발표 69편
   3) 후원기관 : 5개 기관
      - 조선선재 300만원, 기념품(무선마우스 300개), 포항금속소재진흥원 200만원, 성우하이텍 200만원, 여수시, 고려

용접봉(강연자 고급볼팬 693천원) 
   4) 기기전시회 : 10개사 참여
      - 영해사이언스, 하이록스코리아, 한국이에스코리아, 라온엑스솔류선, 베스트에프에이, 코미, 코비스, 큐씨에스,    

클래드코리아,  에이티랩
      - 5개 전시업체 견학자 경품행사 : 여수바다분수쇼 빅오쇼입장권 2매(5명), 도서상품권 3만원(5명)
   5) 학술대회 홍보 동영상 홍보 :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탑재 예정
   6) 춘계 포스터발표우수논문상 수상자 시상을 추계 학술대회로 이동함  
   7) 춘계 학술대회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함

발표편수 대상자 포상내역

7편 이상
김성종(17), 박영도(10), 김종도(9) , 강문진(8), 김명현(8), 송무근(8), 
조상명(7), 7명

10만원 도서상품권

5-6편 감동혁(6), 강남현(6), 고용호(5), 박정현(5), 박철규(5), 홍현욱(5), 6명 5만원 도서상품권   

   8) 참가자 기념품 및 경품 : 여수돌산갓김치(350개), 빅오쇼(34장), 만찬공연(퓨전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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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O TC44 (용접 및 관련 공정분야) COSD 지정기관 연장 : 5년(2019. 4. 29 - 2024. 4. 28)
7. 대형조선사와 용접재료사 부서장 기술간담회 개최함
   1) 일시 및 장소 : 2019. 3. 21(목), 삼성중공업
   2) 참석자 : 백응율, 이해우, 남성길, 정상훈, 한기형, 박철규, 김용덕, 최준태, 길웅, 이정수
   3) 산업분야별로 년 2회 기술부회장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임 
8. 2019 IIW Awards Walter Edstrom Medal 수상자로 선정됨 : 홍민철(고려용접봉 회장)
9. 임기 3년의 IIW 이사로 백응율 회장을 추천 함 
10. 2018 AWF 연회비 260달러(330,726원)를 납부함
11.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 연구위원회 

특별세션명 위원회

자동차 전장용 고 신뢰성 소재 및 공정 기술 마이크로접합 및 패키징위원회

마찰교반용접과 선형마찰접합의 이해와 응용 마찰교반용접연구위원회

용접 구조물의 잔류응력과 변형, 그리고 수명평가 용접강도연구위원회

IIW연구위원회 연구발표 및 회의 IIW연구위원회

※ 첨부 244차 이사회 회의자료 참조

 심의 및 토의 안건 의결
•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38명(종신회원 1명, 정회원 14명, 학생회원 23명)  
    - 특별회원사 : 5급 3개사

회원구분 연회비 회원사명 대표자 추천자

특별회원 5급 100만원 (주)아프로 알앤디 김형태 특임이사 강남현 사업이사

특별회원 5급 100만원 (주)단양솔텍 전주선 특임이사 강남현 사업이사

특별회원 5급 100만원 클래드코리아 포항(주) 이유철 사업이사 -

• 2020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지를 선정함

일시 장소 주요 행사 내용

2020. 
5. 14(목) - 15(금)

부산
BEXCO

- 2019년도 학술상 수상자 기념강연 
- 특별세션,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대회
- 학술대회 참가자 만찬
- 기기전시회 개최

• 32th AWF Meeting 개최 준비
  1. 일시 : 2019. 10. 23(수) - 25(금), 한국산업대전(용접전시회) 기간 중
  2. 주최 : 대한용접접합학회
  3. 후원 :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4. 주요행사 
   1) AWF Governing Board
   2) AWF CWCS Meeting  
   3) 포럼 개최 (용접조합 주관)
   4) 학회 주관 참가자만찬
  5. AWF Steering Committee(SC) KWJS 대표자는 회장단에서 검토하여 선정하고 참가비는 1회에 50만원씩 2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함

지원내용 회수 대표자 지원금 예산

- Governing Board 참가 연2회 조정호 70-80만원/회 1,500,000원

- Steering Committee(SC) 연2회 미정 50만원/회 1,000,000원

• 8th EAST-WJ 개최 준비   
  1. 일시 : 2019. 11. 21(목) - 22(금), ※ 추계 학술대회 개최 기간 중
  2. 장소 : 대구컨벤션센터 (엑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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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eme : Intelligence Welding and Joining Technology and 4the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4. Topics : 
    1) Intelligence Welding and Joining Technology
    2) Cyber Welding and Simulation
    3) BIM of Welding fabrication 
    4) Metallurgy of Welding & Joining
    5) Sensing, Monitoring & Control
    6) Predictions and Assessment of Welding & Joining Phenomenon 
    7) Micro-joining and Advanced Welding Process
    8) Fatigue & Fracture, Residual stress and Distorition in Welded Structures
    9) Inspection and Testing of Welding & Joining
   10) Artificial Intelligence in Welding and Joining
  5. 조직위원회
    1) 대회장 : 백응율 회장
    2) 위원장 : 장경호 국제부회장 
    3) 사무총장 : 최광 감사, 박태원 특임이사
    4) 위원 : 총무/재무이사, 국제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 중국용접학회 (CWS)에 조직위원회 구성과 Plenary를 요청 함 
  6. 발표논문 : 약 50편( 7개국 내외(한, 중, 일, 인도네시아, 싱가폴, 러시아, AWF, 러시아, 기타)
    - Plenary speaker : 5명 (한국 2명(조상명), 중국, 일본, 러시아)
    - 발표논문 SCOPUS Special Issue Journal 발간을 조정호 총무이사가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7. 등록비 : 150,000원 (외국인 참가자이며 내국인은 학술대회 참가비로 갈음함)
  8. 주요 행사 
     1) Welcome reception, 만찬
     2) 심포지엄 논문발표(2개 Session) : Plenary / Invite Lecture, 일반발표
     3) 참가자 투어 및 견학
• 플랫폼위원회 위원장을 교체 함 (위촉기간 : 2019. 5. 1 - 2019. 12. 31)

  

전임 위원장 신임 위원장

박영도 학술이사 이유철 기술이사

• 학회사무실을 용접조합 소유 여의도 사무실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1. 사무실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304호
     (지하철 9호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5분 이내 거리)
  2. 분양평수 : 39평
  3. 임대기간 : 5년
  4. 임대조건 : 보증금 없이 임대료 월 10만원(년 120만원)
  5. 과총 사무실 이전 절차 : 이전 3개월 전에 공문으로 신청하고 이 기간 내에 이전
  6. 과총 사무실 보증금 등 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 관리방안을 전주선, 김형태 특임이사에게 요청함 
• 차기 이사회 개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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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9/20(금) 11/21(목) 12/20(금)

장소 서울 대구 여수
충주

(폴리텍)
거제

(대우조선해양)
대구

창원

(베스트에프에이)

  ※ 2019 추계 학술발표대회/ 8th EAST-WJ Symposium : 2019. 11. 21(목) - 22(금), 대구
  ※ IIW 2019 연차총회 : 2019. 7. 7 - 12, 슬로바키아 브리티슬라바
  ※ 32nd AWF Meeting : 2019. 10. 23(수) - 25(금), 킨텍스

 기타 토의 
 1. 회장 공약사항 진행에 대한 타학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수석부회장이 차기이사회에서 보고하기로 함

 2. SCI등재에 필요한 JWJ 학술지 인용지수 향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남현 편집이사가 마련하여 보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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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포스코 독자개발 극 온용 고망간강, 
육상LNG탱크에 사용 승인 *

  포스코가 세계최 로 독자개발한 극 온용 고망간강

(이하 고망간강)이 육상LNG 장탱크의 소재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 가스기술기 원회(산업통상

자원부 )가 육상LNG 장탱크의 제조기 인 KGS 

AC115에 고망간강을 등재하기로 결정했으며, 산업통

상자원부는 이를 최종 승인하여 오는 14일 련 개정

고시를 보에 게재할 정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고망

간강은 -196℃의 극 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

지하는 강재로 기존 소재인 니 합 강 비 가격경

쟁력이 우수하다. 동사는 고망간강이 LNG탱크 시장에

서 니 합 강을 진 으로 체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이번 고망간강 소재의 육상LNG 장탱크 사용 승인

은 민 이 력하여 국산 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한 모범

사례이다. 동사는 2008년부터 고망간강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양산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 공사 등은 고망간강을 제조기 으로 등재하기 

한 신규 로세스를 정립하고 기술 컨설 을 제공했

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를 통해 동사가 고망간

강의 안 성 검증을 한 실증용 탱크를 제작할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했다. 동사는 탱크의 수명을 50년으로 

가정하고 천여회의 채움과 비움 테스트를 진행하고 시

험이 끝난 후에도 탱크를 해체하여 고망간강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한 국내외 문가들은 총9

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안 성을 철 히 검증했다. 

동사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세계에 LNG탱크 890

기와 LNG추진선 4,700척이 발주될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 고망간강을 국내외 소재규격  제조기 으로 

등재를 확 하고 LNG 련 로젝트 수주에 극 나설 

계획이다. 

 

공업

* 힘센엔진, 인도 원  시장에 첫 진출 *
 

  공업이 독자 개발한 힘센엔진이 인도 원자력발

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동사는 최근 종합상사

와 함께 인도 민 발 회사인 워리카(Powerica)와 

4천900만달러(한화 약 570억원) 규모의 ‘비상발 기 

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비상발

기는 6.3MW  형엔진인 힘센엔진 10기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2년까지 인도 남부의 타  나두

(Tamil Nadu)주 쿠단쿨람(Kudankulam) 원자력발

소 3․4호기에 공 될 정이다. 이번 계약은 동사

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원  비상발 기 시장을 

선 하고 있는 유럽 엔진메이커들을 제치고 단독 수주

에 성공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원  비상발 기는 

원자력발 소가 긴 한 상황으로 운 을 멈췄을 때 순

환수펌  등에 력을 공 해 원자로의 안정  유지를 

돕는 설비로, 멜트다운(Meltdown, 노심용해) 등의 

사고를 막기 해서는 15  내에 비상 력을 공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과 품질이 요구된다. 동

사의 비상발 기는 진도 8 이상의 강진에도 안정 인 

력 공 이 가능하며, 국내 력산업기술기 (KEPIC)

에 맞춰 노화, 방사능, 자기  공인시험을 모두 통과

하는 등 높은 수 의 안정성과 품질을 갖추고 있다.

회원 사 동정



424

제철

* 핵심 청정설비 교체 가동 미세먼지 배출량 
폭 다 *

  

  제철 당진제철소 내 소결공장의 신규 기오염물

질 감장치 SGTS (Sinter Gas Treatment System: 

소결로 배가스 처리장치)가 본격 가동되며 미세먼지 배

출량이 폭 감소했다. 7월 9일 제철에 따르면 5

월 28일 1소결 SGTS를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2소결 

SGTS가 정상 가동되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황산

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1일 배출량이 140~ 

160ppm 수 에서 모두 30~40ppm 수 으로 었다. 

소결공장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을 배출하는 곳으로 이번 신규 설비의 가동으로 

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20년 배출허용기 (충남도 조

례기 ) 비 40% 수 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실제로 내년 6월 3소결 SGTS까지 완공돼 3기 

SGTS가 모두 정상 가동되는 2021년에는 기오염물

질 배출량을 2018년 기  2만3,292톤에서 반 이하인 

1만 톤 수 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진 공업

* 필리핀 내 해외건설사 1  상 굳힌다 *
  

  한한진 공업은 필리핀 마닐라에 치한 필암라이  

타워(Philamlife Tower)에서 지 건설사인 EEI 

Corporation과 건설사업에 한 략  업무제휴 

약(Strategic Allianc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

혔다. EEI는 1931년 설립된 필리핀 최  종합건설기

업이다.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막탄 

세부 국제공항, 마닐라 경 철 3호선을 비롯하여 다수

의 발 소, 고속도로, 항만 등 각종 인 라 공사를 수

행하 다. 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등의 랜드마크 건

축물과 부동산 개발 로젝트뿐 아니라 동  싱가포

르 등 해외건설사업에도 극 참여하고 있다. 동사는 

지난 1973년 국내 최 로 필리핀에 진출한 이래 약 

45년간 100여개의 로젝트를 성공 으로 수행해 왔

다. 특히, 마닐라 경 철 2호선, 마닐라 북항만, 다바

오 국제공항, 라긴딩안 국제공항 등 강 을 가진 인

라 분야에서 다양한 실 과 극 인 지화 략, 오

랜 세월 쌓아온 유 계를 통해 확고한 상을 구축하

며 필리핀에 진출한 해외건설사  부동의 시공실  1

를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정부가 규모 

인 라 건설계획 “Build, Build, Build”를 기조로 SOC

를 비롯한 건설산업을 극 육성함에 따라 아시아의 유

망한 건설시장으로 각 받고 있다. 재 도로, 공항, 

항만, 철도 교량 등 약 200조원 상당의 70여개 이상

의 로젝트가 추진 이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크게 증

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동지역 건설시장이 축되

고 그 안으로 동남아시아 건설시장이 떠오르면서 필

리핀에 한 국내외 건설사들의 심이 집 되고 있다. 

동사는 이를 기회로 필리핀 정상  건설업체와 손잡고 

형 인 라 로젝트를 비롯한 각종 수주 에 극 참

여함으로써 필리핀 내 시장 향력을 확 해 나갈 계획

이다.

삼성 공업

* LNG 연료추진 원유 운반선 10척, ‘7,513억원’ 수주 *
  

  삼성 공업이 단숨에 7,513억원 규모의 LNG 연료

추진 원유 운반선(이  연료 추진선) 10척을 수주하면

서 업계에서 가장 먼  올해 수주 목표 반을 넘어섰

다. 동사는 오세아니아지역 선사로부터 아 라막스

(113천DWT) LNG 연료추진 원유 운반선 10척을 총 

7,513억원에 수주했다고 8월 19일 공시하 다. 이들 

선박은 2022년 1월까지 순차 으로 인도될 정이다. 

동사가 독자 개발한 LNG 연료공 시스템인 ‘S-Fugas’

가 용된 이들 선박은 추진 연료로 LNG를 사용함으

로써 기존 디젤유 사용에 비해 황산화물 99%, 질소산

화물 85%, 이산화탄소 25%를 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이다. ‘S-Fugas’는 하 163도의 액화 LNG를 기

화시켜 선박의 메인 엔진이나 발 기 등에 공 하는 시

스템으로 LNG 연료추진선의 핵심 기술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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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선해양

* 로벌 엔진업체 MAN-ES社와 선박 엔진 
디지털화 력 *

  
  우조선해양이 로벌 기업과 손잡고 선박 엔진 디

지털화를 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동사는 지난 7월 

1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독일의 로벌 선박 엔진업

체인 만(MAN Energy Solution)社와 세계  종합엔

진 제조사인 국내기업 HSD엔진과 함께 ‘선박 엔진 디

지털화를 한 략  업무 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

혔다. ‘선박 엔진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실제 

운항 인 선박엔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최  운항을 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엔진에 이

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함과 동시에 

육상에서도 원격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한다. 이번 

업을 통해 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각 업체들은 ▲선

박 엔진의 디지털화 ▲선박 엔진의 성능 모니터링 가시

화 ▲선박 엔진-스마트십 랫폼-엔진 진단 솔루션에 

한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등을 으로 연구할 계

획이다. 최근 4차 산업 명 향으로 첨단 ICT기술의 

용 범 가 확 됨에 따라 스마트십에 한 선주들의 

기 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사는 스마트십 랫폼

을 통한 데이터를 활용, 선박 엔진과 련 기자재를 디

지털로 연동시켜 고객들에게 최 의 엔진진단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동사는 최첨단 기술

을 용한 차세  디지털 선박을 만들기 해 올 해 디

지털 트 십 연구, LNG(처리)설계기술 최 화, 스마

트십 솔루션  사이버 보안 상 등  인증, 극한기술 

개발 등의 다각 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두산 공업

* 미국 첫 소형모듈원  만든다 *
  
  미국에서 처음 건설되는 소형모듈원 (SMR, Small 

Modula Reactor) 로젝트에 두산 공업이 주기기를 

제작, 공 한다. 동사는 미국의 원자력발  문회사인 

뉴스 일 워(NuScale Power)와 원자로 모듈  기

타 기기 공 을 한 사업 력계약을 체결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뉴스 일 워는 소형원  사업을 선도하

는 업체로 미국 에 지부(DOE)의 지원 아래 소형모듈

원 을 개발 이다. 이 회사는 발 사 UAMPS가 

2026년 상업운 을 목표로 아이다호주에 건설하는 첫 

소형원  로젝트에 소형모듈원 을 공 할 정이다. 

동사는 미국 첫 소형모듈원  사업에 원자로 모듈 일

부, 기타 기기 등을 공 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후

속 로젝트와 세계 원  시장으로의 사업 확 를 감안

해 최소 12억 달러 규모의 기자재를 공 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사는 뉴스 일 워와의 략  력 계

를 강화하기 해 IBK투자증권 등 국내 투자사들과 함

께 뉴스 일 워 지분 투자를 한 주식매매계약도 체

결했다. 두산 공업은 올해 내로 총 4천 만 달러 규모

의 액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새만  세계 최  수상태양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  성윤모)는 7월 18일(목) 기

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  수상태양  발 사업을 허

가했다. 한수원은 발 사업 허가를 득함으로써 세계 최

 수상태양  사업의 기반을 다졌으며, 작년 10월 30

일 ‘새만  재생에 지 비 선포식’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라 20년 상반기까지 공유수면 사용허가 등 추가 

인허가를 완료할 정이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한수원

은 새만  재생에 지 선도사업으로 300MW에 달하는 

수상 태양  시설  2.1GW 계통연계 사업을 추진하

게 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새만  2.1GW 수상태양  발 단지는 세계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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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 의 9.6배)의 태양  사업으로 지역기업을 

최 한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발 소 운 수익

을 공유하는 지역상생 모델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것으로 망된다.

한 KPS

* 발 기 고정자 권선 국산화 공동개발 시제품 
실증시험 완료 *

  

  발 설비 정비 문기업인 한 KPS는 소기업(해

강AP)과 공동개발에 나서 국산화에 성공한 ‘발 기 고

정자 권선’의 시제품 실증시험을 성공 으로 완료했다. 

동사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한

국동서발 과의 ‘발 설비 국산화 연구개발  Test-Bed 

실증 기술교류회’에서 한 KPS와 소기업(해강AP)과

의 공동 연구개발한 ‘고정자 권선 시제품’을 100MW 

발 기에 시공과 실증시험을 통해 성공 으로 완료했음

을 알리고 이에 한 핵심기술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

서 석근 발 력사업본부장은 “ 력설비의 핵심부품 

국산화를 해 공기업인 한 KPS가 앞장서서 소기

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개발

된 시제품에 해 과감히 Test-Bed를 제공하여 실증

기회를  한국동서발 에 감사의 마음을 한다”고 말

했다. 동사는 지난 2016년부터 소기업인 해강AP와 

발 기 고정자권선 공동 연구개발을 착수하여 2018년 

발 기 고정자 권선 국산화 제작과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한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일산복합화력 3

호기 발 기(100MW, Test-Bed)에 국산화 시제품 

시공과 신뢰성 시험을 거쳐 재 정상운  에 있다.

한국선

* 해군 제 3수리창에 용 차시방서(WPS) 
인증서 수여 *

  한국선 이 7월 29일 해군 3함  제 3수리창에 용

차시방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인증서를 수여했다. 용 차시방서는 용  방법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침서로 용  작업계획의 

체계  리  용 품질 향상을 목표로 작성된다. 인

증은 한국선 과 같은 국제공인기 으로부터 용 차

시방서의 차와 수사항 등을 승인 받음으로써 용

품질에 한 국제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해군 3함  제 3 수리창은 함정 선체정비 용 차시방

서 인증 획득을 해 비해왔으며, 한국선 을 통해 

비 용 차 시방서(PWPS)의 합성 검토와 용 차 

인정시험 교육 등을 수료했다. 그리고 올해 한국선 에 

용 차시방서 인증을 신청하고, 인정 시험편 제작, 용

 차 인정 시험(비 괴․ 괴 검사)을 거쳐 마침내 

지난 29일 한국선 으로부터 최종 합 정을 받아 인

증서를 획득했다. 한편 한국선 은 순수 국내 기술력으

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3천톤  국산 잠수함(장보고-III)

의 생존성  안 성분야에 한 설계검증, 건조검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함정 설계․건조 기   함

정규칙 개발, 운용함정에 한 안 진단, 잠수장비 안

도 검사, 수출 잠수함․수상함 검사 등 해군 업무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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