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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촬 기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용 상을 찰하

기에 합한 기법  하나이다1). Direct current gas 

metal arc welding (DC-GMAW)의 경우 와이어가 

용융되어 이탈되는 용 이행은 류의 범 에 따라 

당 수십에서 수백 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낮은 응답속도

를 가지는 CCD 카메라로는 이미지의 획득이 어렵다. 

따라서 높은 응답속도를 가지는 고속카메라를 통한 촬

기법의 용이 요구된다. 고속카메라는 CMOS 센서

를 사용하여 높은 기록 속도의 구 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 수천에서 수만 임까지 촬 이 가능하다2).

  아크 용  상 찰을 한 고속촬 기법의 용을 

제한하는 가장 큰 문제 은 라즈마의 강한 휘도로 인

한 이미지의 포화 상이다3). 아크용 에서 아크의 강

한 휘도에 의해 고속카메라 촬  이미지가 포화되어 용

 이행  용탕의 유동 상이 찰되지 않는 문제가 발

생한다. 따라서 아크로 인한 이미지 포화 상을 해결

하기 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표 인 기법은 ‘Laser 

back lighting’4) 이다. Laser back lighting을 하

여 He-Ne 이 를 카메라  GMAW 토치와 일직선

상으로 배치하여 용   용융된 와이어의 그림자를 촬

하는 방법으로 류의 역에 따른 용 이행의 거동이 

찰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Laser Back lighting’ 기

법은 최근까지도 용 이행의 이미지를 효과 으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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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high-speed photography was performed for Gas Metal Arc Welding using an 808 nm diode laser and 
an optical filter. A Neutral Density(ND) filter and an 808 bandpass filter were used to an excluded arc light. We ob-
served that the applied ND filter succeeded in capturing the drop transfer, but the arc image could not be excluded. 
When considering the spectral distribution of the arc, the 808 nm diode laser is suitable for recording a high speed 
camera sensor. The Full Width Half Maximum (FWHM) 3 nm of 808 nm bandpass filter is suitable for removing the 
arc spectrum signal. By combining an 808 nm diode laser and an 808 nm bandpass filter, we obtained a clear image 
of the drop transfer without the arc light.

Key Words : High speed photography, 808 nm diode laser, Neutral density filter, Band pass filter, GM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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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되고 있다. 하지만 용융풀과 

같이 이  조명으로 그림자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은 

촬 이 불가하다5-8). 학 필터의 용으로 아크에서 

발생되는 포화 상을 유발하는 강한 빛을 배제하고, 

상물의 이미지를 촬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크의 스펙

트럼은 장 역이 넓으므로 필터링 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크로 부터의 노이즈가 필터를 통

과하여 용 상의 선명한 이미지 획득이 어렵다9).

  본 연구에서는 용 상의 선명한 고속촬  이미지 

획득을 하여 100 W 고출력 808 nm 조명 이 와 

808 nm 밴드패스 필터와 Neutral Density (ND) 필터를 

용하 다. 조명 이 의 출력 변화와 밴드패스 필터(band- 

pass filter)의 Full Width Half Maximum(FWHM)

의 값의 변화와 ND 필터의 투과율의 변화를 통하여 

고속촬  이미지의 선명도를 비교하 다. 아크 용

상의 스펙트럼신호 분석을 통하여 고속촬 에서 조명

이 , 밴드패스 필터, ND 필터의 각각의 역할과 최

조합에 하여 논의한다. 결론 으로 아크 용   용

이행의 선명한 고속촬  이미지를 획득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본 논문의 아크 상 고속촬 을 하여 SS 275 소

재의 DC-GMAW를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된 sub-

strate는 면  150 mm × 100 mm에 두께 10 mm

의 SS275를 사용하 으며 용  와이어는 1.2 mm 직

경의 ER70S-3솔리드와이어를 사용하 다. 용 원으

로 Fronius사의 TPS-3200이며 와이어 송 속도는 

7.8 m/min (250 A, 30V)로 설정하 다. 용 속도

는 0.5 m/min이며 10 간 용 을 수행하 다. 보호

가스는 Ar 90%+CO2 10%로 사용하 으며 20 l/min

의 유량을 송 하 다.

  Fig. 1 (a)는 아크용 의 스펙트럼 신호측정을 

한 실험장치이다. 스팩트로미터는 Ocean optics사의 

HR4000이며, colimination lens를 통하여 아크 스

팩트럼 신호를 측정한다. collimation lens는 Ocean 

optics사의 74-VIS이며 치는 아크 발생 치에서 x 

방향으로 100 mm 간격을 두고 설치하 고 노출시간

은 100 ms이다.

  Fig. 1 (b)는 808 nm 조명 이 와 필터를 활용한 

고속촬  배치도이다. 고속카메라는 Photron사의 ux-100 

이며 촬 속도는 5000fps, 셔터 값은 0.2ms이다. 촬

에 사용된 즈는 Nikon사의 AF MICRO NIKOR 

모델이며 조리개 값은 f/22로 설정하 다. 고속카메라

는 용  토치에서 x 방향으로 500mm 거리에 치하

다. Fig. 1 (b)와 같이 조명 이 는 고속카메라를 기

으로 15° 방향으로 용 부에 조사하 다. 이 의 

조명의 효과를 증 시키기 하여 모재와 동일한 크기

의 소재를 반사 으로 사용하 으며 용 토치 기  x 

방향으로 -50 mm 거리를 두어 치하 다. 실험에 사

용된 조명으로 LIMO사의 120 W 808 nm 다이오드 

이 를 사용하 으며 이  출력은 10, 50, 100 W를 

용하 다. 이 는 직진성을 가지기 하여 colli-

mation lens를 사용하여 30 mm 직경을 가지는 원

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투과율의 조 의 하여 Hoya사의 

ND 필터가 사용되었다. ND 필터는 투과율의 조 이 

가능하며, ND 숫자의 역수는 빛을 감 하는 비율을 의미

한다. 실험에 사용된 ND 필터는 ND 500, ND 8, ND4 

이며, 투과율은 각각 0.2%, 12.5 %, 25 % 이다. 투과

율의 조 을 해 조건은 ND500, ND500+ND8, 

ND500+ND8+ND4 조합을 사용하 다. 투과율은 각각 

0.2%, 0.025%, 0.00625%로 계산된다. 808 nm 밴드

패스 필터는 edmond optics사의 FWHM 3 nm 와

10 nm 2 종을 평가하 다.

 

3. 실험결과

3.1 아크 스펙트럼 측정

  용   발생되는 아크는 강한 휘도를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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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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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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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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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 up (a) arc 
signal measurement through spectrometer (b) high 
speed photography system 



808 nm 조명 이   학 필터를 이용한 아크 용  상 고속촬  기법 

한용 ․ 합학회지 제38권 제5호, 2020년 10월 431

용  상의 촬 에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한다. Fig. 2

는 스펙트로미터를 통하여 아크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이다. 아크는 250 ~ 950 nm의 장 역에서 강

한 신호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크의 스펙트럼 

신호는 고속카메라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CMOS 센서

의 장 별 응답특성인 양자 효율에 의해 장에 따라 

빛의 강도는 다르게 측정된다. 이미지 촬  시스템에서 

양자효율과 시스템 구성요소에 의한 장에 한 빛 강

도의 측정 원리는 (1) 식과 같이 표 된다9).

    




  (1)

  (1) 식에서 나타낸 B는 이미지 센서에 기록된 빛의 

강도이며 L(λ)는 기에서 빛의 달 효율, 는 피사체

의 반사 혹은 방사 계수, ρ(λ)는 학 시스템의 투과

율, η(λ)은 이미지 센서의 양자 효율이며, λ1,λ2는 이

미지 센서가 인식하는 장의 범 이다. 즉, 고속촬  

이미지는 아크 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빛의 강도와 고

속카메라의 CMOS 이미지 센서의 양자 효율에 비례하여 

기록된다. Fig. 3는 Photron 사에서 제공된 ux-100 

고속카메라의 양자효율을 나타낸 그래 이다. 고속카메

라의 양자효율 범 인 400~1000nm 역에서 Fig. 

2에 나타낸 아크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고속 촬  시 CMOS 센서의 양자효율 

장 범  내에서 용  아크의 강한 휘도가 발생하기 때

문에 Fig. 4 (a)와 같은 아크 이미지가 촬 된다. 고

속카메라의 CMOS 센서는 8 bit의 기록 범 를 가지

기 때문에 최  255의 값을 가질 수 있다. CMOS 센

서의 측정이 가능한 범 를 넘어서는 빛은 255로 동일

한 값을 가지게 되어 포화된 상태로 이미지가 측정된다. 

3.2 ND filter의 용에 따른 고속촬  이
미지 분석

  ND 필터의 역할은 식 (1)에서 표 된 이미지 센서

에 기록되는 빛의 양에 서 학 시스템의 투과율 τ(λ)

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촬 되는 장 범  

내에서 빛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는 ND 필터의 종류에 따른 아크 용 의 고속 

촬  이미지를 비교하 다. Fig. 4 (a)는 ND 500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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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용하 으며 아크의 강한 휘도로 인하여 포화된 

이미지가 확인된다. Fig. 4 (b)는 ND 500 필터와 

ND 8 필터를 동시 용하여 아크 빛의 강도를 감하

여 촬 된 이미지이다. 아크 빛의 강도 감을 통하여 

와이어가 용융되어 이탈되는 용 이행 상을 찰할 

수 있다. 하지만 아크 이미지가 잔류하여 용 이행이 

선명하게 찰되지 않는다. Fig. 4 (c)는 ND 500 + 

ND 8 + ND 4 필터를 용한 이미지이다. 이미지 센

서에 입사되는 아크 빛의 강도를 더욱 감하 으나 용

이행 이미지 신호 역시 희미하다. 따라서 아크 용

의 고속 촬 에서 ND 필터 용만으로 아크 이미지를 

제거하여 선명한 용 이행 이미지를 얻지 못한다.  

3.3 808 nm 이  조명 용에 따른 ND 
필터의 용

  808 nm 조명 이 는 아크 내부의 용   용탕에 

반사되는 빛을 형성하여 고속촬 을 가능하게 하는 역

할을 한다. ND 필터를 용할 경우, 강한 아크 신호와 

고출력 조명 이 로 인해 반사된 이미지 신호 모두 

고속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변별할 수 있는 강도로 낮

아지기 때문에 용 상의 촬 이 가능하다. 

  Fig. 5는 808 nm 조명 이 를 100W로 조사한 

후 ND 필터의 종류에 따른 촬  이미지를 비교하 다. 

Fig. 5 (a)는 ND 500 필터가 용하 으며 조명 이

로 형성된 빛이 촬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  와이어와 용  주변부가 촬 되어 가시성이 향상

되었으나, 아크의 이미지가 기록되어 용 부의 상의 

찰이 어렵다. Fig. 5 (b)는 ND 500 + ND 8 필터

를 사용하여 촬 된 이미지이다. 이  조명의 향으

로 와이어에 반사된 빛을 확인 가능하지만 Fig. 4 (b) 

의 결과와 비교하 을 경우 와 유사하다. ND 필터의 

용으로 이미지 센서에 기록되는 조명 이 로 인해 

반사된 빛이 감되었기 때문이다. Fig. 5(c)는 ND 

500 + ND 8 + ND 4 필터를 용한 이미지이며, 

808 nm 이 로 인한 용  상 이미지 정보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출력 100W 808 nm 조명 

이 를 사용하더라도 ND 필터의 용만으로 용  

상에서 아크의 이미지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3.4 FWHM에 따른 808 nm 밴드패스 필터의 
효과 

  808 nm 밴드패스 필터는 808 nm 조명 이 로 인

해 발생한 용  이미지 정보를 제외한 아크로 인한 노

이즈 이미지 제거를 가능하게 한다. Fig. 6에 밴드패

스 필터를 통하여 아크의 이미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도

식화하여 표 하 다. 808 nm 밴드패스 필터를 용

할 경우 아크의 빛은 필터의 역폭인 FWHM 역을 

제외하고 차단된다. 한 808nm 조명 이 는 밴드

패스 필터로 인하여 차단되지 않고 투과된다. 따라서 

고속촬  이미지에는 아크로 인한 노이즈를 제외한 용

 상이 촬 된다. 

  밴드패스 필터의 FWHM은 아크 스펙트럼 신호의 

차단 역에 향을 미친다, Fig. 7에 808 nm 조명

이 를 100W로 조사한 후 밴드패스 필터의 FWHM

의 범 에 따른 촬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Fig. 7 (a)

2 mm  2 mm 2 mm 

(a) (b) (c) 

         Fig. 5 High speed image using ND filter with 808 nm diode laser (a) ND 500 (b) ND 500 + ND 4 (c) ND 500 + 
ND 8 + ND 4

Fig. 6 Schematic diagram of filtering Arc light using 808 
band pass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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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WHM이 3nm인 밴드패스 필터를 용한 결과이

다. 아크의 이미지가 제거되어 용 상이 명확이 촬

된 것이 확인되었다. Fig. 7 (b)는 FWHM이 10 nm

인 밴드패스 필터를 용한 결과이다. 촬 된 이미지에

서 아크의 이미지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FWHM 10 nm 밴드패스 필터의 용하 을 경

우 아크의 스펙트럼  밴드패스 역폭에 해당하는 노

이즈가 촬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WHM은 아크 스펙트럼의 신호 차단범 에 향을 

미치며 식 (1)에서 λ1,λ2의 범 로 설명 가능하다. 

Fig. 8는 아크 스펙트럼 신호에서 808 nm 밴드패스 

필터의 FWHM 역을 보여 다. FWHM 3nm 필터는 

란색, FWHM 10 nm는 붉은색 역이다. 아크 스

펙트럼 신호의 강도는 FWHM 3nm 밴드패스 필터의 

역폭 내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FWHM 

3 nm인 밴드패스 필터의 용은 통하여 아크의 신호

의 제거를 가능하게 한다. FWHM 10 nm 밴드패스 

필터의 경우 역폭 범  내에서 아크의 스펙트럼의 신

호가 존재한다. 따라서 FWHM 10 nm 밴드패스 필터

의 용은 아크의 스펙트럼 신호가 밴드패스 필터를 투

과하여 아크 노이즈가 기록되는 것이다.

3.5 808 nm 이  조명 출력에 향

  808 nm 조명 이 를 사용할 경우 이 의 출력은 

촬 된 이미지의 밝기에 향을 미친다. 고속촬 은 높

은 촬 속도로 인하여 짧은 노출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상물을 이미지 센서에 기록하기 하여 고 휘도의 조

명이 필요하다. 조명 이 의 경우 고 휘도를 구 하기 

하여 출력의 증가가 필요하다. Fig. 9은 808 nm 

FWHM 3 nm 필터를 용한 후 이  조명의 출력

을 변화하여 촬 된 이미지이다. Fig. 9 (a)는 조명 

이 의 출력이 10 W 이며, 조명 이 로 인한 용

상이 이미지에 기록되지 않았다. Fig. 9(b)는 50 W

의 이  출력으로 설정하여 촬 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명 이 의 출력이 증가하여 이미지가 명확해 지는 

것을이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고속촬 을 한 조명 

이 의 출력은 고출력이 요구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촬 을 통한 용 부의 상을 

찰하기 해 아크 스펙트럼의 신호 분석과 고속촬   

808 nm 조명 이 와 학 필터의 용을 실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용   발생되는 아크 스펙트럼 신호는 고속카

메라의 양자 효율 범 에서 형성된다. 아크의 이미지는 

아크 스펙트럼 신호로 인하여 기록되며, 용 상의 촬

의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2) ND 필터의 용을 통한 투과율 하를 통하여 

아크이미지 제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강한 아크의 스펙

트럼 신호로 인하여 용 상의 명확한 이미지의 촬

이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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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igh speed image using 808 nm band pass filter 
with 100W 808 nm diode laser (a) FWHM 3 nm 
(b) FWHM 1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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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808 nm 조명 이 는 고속촬   용 부에 반

사되는 빛을 형성하여 용 상촬 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아크의 빛의 강도가 조명 이 의 강도보다 강

할 경우 ND 필터의 용을 통해 아크 이미지 제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4) 808 nm 밴드패스 필터와 808 nm 이 를 동시 

용할 경우 용 상의 명확한 촬 이 가능하다. FWHM

는 아크 스펙트럼 신호의 차단범 로 작용하며, 3nm일 

경우 아크 이미지 제거와 808nm 조명 이 의 빛의 

촬 이 가능하다

  5) 조명 이 의 출력은 고속촬   이미지의 밝기

에 향을 미친다. 짧은 노출시간을 가지는 고속촬 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 출력의 이  조명이 요구되는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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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FRP(Carbon Fiber Reinforce Plastic)는 고강

도 경량 소재로써 자동차 산업에서 차량경량화를 한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일반 으로 열경화성 CFRP가 

차체 소재로 고려된다1). 하지만 열경화성 CFRP는 우

수한 기계  강도  내구성에도 불구하고 부품화  

조립 기술 생산성이 낮아 량생산이 어렵고, 한 제

조 원가도 높다. 그리고 디자인 자유도가 낮으며 경화 

후에 재가공이 불가하므로 수리  재활용이 불가한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열가소성 

CFRP (CFRTP, Carbon Fiber Reinforce Thermo 

Plastic)의 용이 제안되고 있다2). CFRTP는 열가소

성 matrix를 기반으로 하여 제조되므로, 생산 자동화

와 량생산이 용이하고 수리  재활용이 가능하다. 

  CFRTP의 경우 속과의 이종소재 합에서 용융 

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7).하지만. 열가소

성 수지의 강도 이상의 합강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matrix 수지와 속 소재 조합에 따라 강도 차이가 발

생한다. 따라서 높은 강도가 요구되는 합부의 경우 

bolt/nut8,9), SPR(Self Piercing Rivet)10-13), FDS 

(Flow Drill Screw)14), Clinching15,16)과 같은 기계  

체결방법과 adhesive 합17)의 용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사례는 다수 열경화성 CFRP와 이

종 속과의 합방법에 한 연구가 다수이며 CFRTP

의 용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FRTP와 SPFC980Y 이종 소재의 

합 공법에 따른 기계  물성을 비교 평가하 다. 본 논문

에서 고려한 이종 소재 합 공법은 bolt/nut, SPR, 

adhesive, hybrid(bolt/nut & adhesive) 합이다. 

각 체결 방법에 따른 합부의 단 인장 강도를 평가 

하 으며 단모드 합부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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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CFRTP/SPFC980Y dissimilar joints were evaluated. Bolt/nut, SPR 
(Self Piercing Rivet), and hybrid (bolt/nut & adhesive) joining were selected to evaluate joint properties. In the 
bolt/nut joining case, the effect of washer application in the joint behavior was observed, and the tightening torque 
was optimized. In SPR joining, CFRTP and SPFC980Y lacked formability, so SPR joining was possible by applying 
the additional sheet. For hybrid (bolt/nut & adhesive) joining, cause the bolt's preload, the tensile shear load was 
lower than the applied adhesive joint. Nevertheless, the highest toughness was obtained in the hybrid joint due to the 
stress distribution effect by adhe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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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된 CFRTP 소재는 열가소성 수지

인 PA6 matrix와 UD carbon fiber기반의 prepreg

를 가압 성형하여 제조하 으며 두께는 2.0 mm이다. 

CFRTP의 표피층은 직조형태의 carbon fiber가 용되

었다. 스틸 소재는 1.6 mm 두께의 SPFC980Y를 사용

하 다. Fig. 1은 CFRTP와 SPFC980Y 이종소재 

합부의 단인장평가를 한 시편을 나타내었다. 단인

장시험은 KS B ISO 14273 규격에 따라 진행하 다. 

  Bolt/nut 합 평가에 사용된 볼트와 트는 S45C 

M6규격을 사용하 다. Washer는 탄소강 재질의 M6 

규격을 사용하 다. 체결토크의 변화에 따른 합성을 

평가하기 하여 TOHNICHI QL25N-MH 토크 치

를 사용하 다. Bolt/nut 체결을 하여 CFRTP와 

SPFC980Y 시편 합부에 Φ6 홀 가공을 실시하 다.

  SPR 합 실험에서 사용된 장비는 Bollhoff사의 유압

식 RIVSET® GEN 2를 사용하 으며 최  78 kN까지 

setting force로 조  가능하다. 리벳과 다이는 Bollhoff

사의 제품을 사용하 다. 리벳은 보론강 재질의 C-Type

이며 리벳 길이는 합시편의 총 두께에 2mm길이로 선

정하 다. 리벳다이는 FM-type 다이를 사용하 다11). 

  Hybrid(bolt/nut & adhesive) 합부는 CFRTP

와 SPFC980Y시편의 합면에 adhesive를 도포한 후 

bolt/nut 합을 실시하 다. adhesive는 1액형 ad-

hesive인 Henkel사의 Terokal 5016 구조용 adhe-

sive를 사용하 다. adhesive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하여 착제를 도포한 면에 0.2mm glass bead를 

도포한 후 착을 진행하 다.

  단인장시험은 각 시험 조건에 따라 3개의 시편을 제

작한 후 평가하 다. Shimadzu AG-300kNX 만능재

료시험기를 사용 하 으며, 인장속도는 3 mm/min로 

설정하 다.

3. 실험결과

3.1 bolt/nut 합 평가

  CFRTP 2 mm 소재와 SPFC980Y 1.6 mm 소재

의 bolt/nut 체결부에 하여 합성을 평가하 다. 

체결토크와 washer는 합부의 체결력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washer의 용 유무와 체

결토크에 따른 체결강도의 평가를 통하여 합부를 평

가하 다. 그 결과를 Fig. 2에 도시하 다. Washer가 

용되었을 경우 체결토크의 증가에 따라 단인장강도

는 15 Nm까지 선형 으로 증가하 으며, 20 Nm에

서 CFRTP 손상으로 인하여 단인장강도는 감소되었

다. 체결 토크 15 Nm에서 5.7 kN의 최  인장하

이 확인되었다. Washer가 용되지 않았을 경우 인장

강도는 체결토크 15 Nm까지 선형 으로 증가되었으며, 

체결토크 20 Nm에서 CFRTP 소재의 손으로 인하

여 단인장 하 을 측정이 불가능하 다.

  Washer의 용으로 인장하 이 증가하는 이유는 

CFRTP의 홀 주변부의 응력집 이 washer로 인해 분

산되어 모재 단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Fig. 3는 합

시편의 단 부 형상을 보여 다. 단모드는 washer

가 용되지 않았을 경우 bearing 단이 발생하 으

며, washer가 용되었을 경우 shear-out 단이 발생

하 다. Fig. 4에 단인장시험의 Load-Dispacement

의 결과를 그래 에 도시하 다. Washer가 없는 시편

의 경우 CFRTP에서 이버의 손이 발생됨에 따라 

인장하 의 하락과 증가가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장하 은 증가하지 않고 Bearing 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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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Fig. 1 KS B ISO 14273 standard tensile shear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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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TP는 손된다. Washer가 용된 시편의 경우에

서도 이버가 손됨에 따라 인장하 의 등락이 발생

한다. 하지만 washer로 인해 인장하 의 격한 하락

은 발생하지 않으며 합 강도가 증가하는 상이 찰

되었다. 따라서 washer의 용을 통한 볼트와 CFRTP

와의 면 의 증가는 합강도의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3.2 SPR 합 평가

  CFRTP 2 mm 소재와 SPFC 980 Y 1.6 mm 소재

의 SPR 공법 용에 따른 합성을 평가하 다. SPR 

합부는 리벳에 가압력을 통해 상 소재를 통하며, 

리벳과 하 소재는 소성변형 되는 과정을 통하여 인터

락이 형성된다. CFRTP의 경우 상온에서 소성변형이 

불가능한 소재로 하 소재에 용이 어렵기 때문에 

SPFC 980Y 소재를 하 으로 치하 다. 

  Fig. 5에 CFRTP와 SPFC 980 Y의 SPR 합부 단

면을 나타내었다. Fig. 5 는 CFRTP와 SPFC 980 Y의 

SPR 합부의 단면이며 리벳은 소성변형이 일어나 하

에 인터락을 형성되었다. 하지만 하  SPFC980Y가 성

형이 되지 않고 손이 발생하여 합부 불량이 발생하

다. 이는 낮은 성형성으로 인해 합이 어려운 것으

로 단된다. 

  성형성이 충분한 Al5052 덧 을 용하여 CFRTP

와 SPFC980Y의 SPR 합을 Fig. 6과 같이 가능하

게 하 다. Al5052 덧 을 용을 통한 인터락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SPFC980Y(상 ), CFRTP

( ), Al5052 (하 )소재조합을 용하 다. 여기서 

상  SPFC980Y 에 홀 가공을 용하지 않은 경우 Fig. 

6(a)와 같이 덧 을 용하더라도 SPR 합이 불가

능 하 으나, 홀 가공을 통해 Fig. 6(b)과 같이 SPR 

합이 가능하 다. Fig. 6(b)의 합부 단인장하 은 

4.3kN이고 Load-Displacement 결과는 Fig. 7에 나타

내었다. 인장하 의 거동에서 bolt/nut 합과 유사하

게 CFRTP 손으로 인한 하 의 등락이 반복됨을 확

인하 다. Fig. 8에 SPR 합시편을 단인장시험 후 

단 치를 나타내었다. CFRTP소재에서 net tention 

단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CFRTP가 상  

SPFC980Y와 덧  Al5052 사이에 치하므로 SPR 

리벳이 CFRTP에 가하는 응력집  효과가 분산되는 것

으로 단된다. 따라서 Washer가 없는 bolt/nut 합

부와 같이, CFRTP 홀에 응력이 집 되어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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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 SPR join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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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 단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합하 이 높게 

형성된다. 

3.3 Hybrid (bolt/nut & adhesive) 합 평가

  CFRTP와 SPFC980YHybrid (bolt/nut & ad-

hesive) 합부의 합성을 평가하 다. Hybrid 합

의 경우 상 과 하  사이에 1액형 adhesive를 도포

한 후 볼트체결을 실시하 다. Bolt/nut체결은 3.1 

의 최 화된 조건 (washer 용, 15 Nm 체결토크) 

으로 실시 하 다. Hybrid 합시편에서 bolt/nut 체

결 후 adhesive의 경화를 하여 오  내에서 180℃ 

조건에서 40분 baking 후 상온까지 냉각을 실시 하

다. Hybrid 합부의 단인장특성을 bolt/nut 그리

고 adhesive 합부와 비교 평가하 다. 

  Fig. 9에 합 방식에 따른 단인장하 을 평가하

여 그래 에 도시하 다. 단인장하 은 Hybrid 합

부 8.3 kN, bolt/nut 합부 5.7 kN, adhesive 

합부 13.2 kN로 각각 측정되었다. Hybrid 합은 

adhesive의 용을 통하여 볼트의 합하 보다 높았

으나, adhesive 합의 하 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 다. 

Hybrid 합하 이 adhesive의 합하 보다 낮은 이

유는 Fig. 10와 같이 홀 가공으로 인한 adhesive 도

포 면 의 감소와 볼트의 체결과정에서 adhesive 림

으로 인한 불균일 도포가 원인인 것으로 단된다. 

Fig. 11는 Hybrid 합 시편의 단인장시험 후 단

부의 adhesive가 도포된 역을 보여 다. 볼트체결부 

주변에서 Fig. 10와 같이 adhesive가 려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하지만 Fig. 9의 Load-Displacement의 면 으로

부터 Hybrid 합부의 인성이 adhesive 합이나 bolt/ 

nut 합부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 하 다. Hybrid 

합의 경우 adhesive 합과 볼트 합의 거동이 복합

으로 나타난다. Hybrid 합의 단 인장 실험 반 

부에서 하 이 격히 상승하며 약 0.4 mm 변 에서 

격한 하강을 보인다. 이는 adhesive 합에서 단

이 발생하는 거동과 유사하다. 하 의 격한 하강 이후 

CFRTP 단이 발생하기 까지 불연속 인 단거동이 발

생하며 이는 bolt/nut 합의 거동과 유사하다. Hybrid 

합 시편에서 adhesive의 역할은 볼트로 인한 CFRTP

의 손을 방지한다. 반 인장하 이 상승으로 인하여 

인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hybrid 합을 용하

을 경우 bolt/nut보다 높은 인장강도  adhesive 

합보다 높은 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방법으로 

단된다.

Fig. 8 Tensile shear test specimen failure mode for SPR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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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FRTP와 SPFC 980 Y 소재의 

합을 하여 bolt/nut, SPR hybrid(bolting & ad-

hesive) 합의 용을 실시하 으며, 각 합방법에 

한 합성과 합부거동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 다.

  1) Bolt/nut 합의 경우, 체결토크의 상승은 단

인장하 을 증가시킨다. 정 체결 토크를 넘어설 경우 

CFRTP의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인장강도는 

감된다. Washer의 용은 홀 주변부의 응력집 을 분

산시킴으로써 CFRTP의 이버 손을 지연시켜 단

인장 강도를 증가시킨다. 

  2) SPR 합의 경우, 성형성이 낮은 CFRTP와 

SPFC980Y 소재는 SPR 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락 형성을 하여 성형성이 높은 Al 5052 덧

의 용을 통해 SPR 합부의 형성이 가능하다. 상

에 치한 SPFC980Y는 의 CFRTP에 가해지는 

응력집 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3) Hybrid 합의 경우, adhesive 용을 통해 CFRTP

의 기 손을 방지하여 bolt/nut 합부 보다 인장

하 과 인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Hybrid 

합부의 시편의 홀가공과 bolt/nut 합에서 발생되는 

체결력은 adhesive의 도포면  감소를 발생시키며, 단

독으로 용된 adhesive 합부의 인장 하 보다 낮게 

형성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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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우수한 작업성과 높은 생산

성으로 해양구조물  조선 등의 용 에 리 사용된

다. 일반 인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내부에 럭스 

분말이 존재하며 외부의 후 (hoop)나 이 와 같은 

외피 속이 둘러싼 구조이다. 와이어 구조 특성상 내부 

럭스는 수분 흡습이 취약하고 솔리드 와이어 비 용

 후 상 으로 높은 확산성 수소량을 보인다1). 이

러한 용 부 확산성 수소는 온균열을 유발하는 요인 

 하나로 확산성 수소 거동과 련된 연구가 수행되어

져 왔다.  

  용 부 확산성 수소를 감하기 하여 용 소재  

용 와이어의 성분변화에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Albert 등은 용 소재의 Cr, Mo의 함유량에 따른 

용 부 확산성 수소 거동을 연구하 으며, Cr의 함유

량이 증가할수록 확산성 수소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

하 다2). Rissone 등은 shielded metal arc weld-

ing (SMAW) 공정을 사용하여 극  럭스의 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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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he diffusible hydrogen contents of each weld using three flux cored wires with different hoop types 
were measured. The hoop shape of the flux cored wire used in the experiment is one seamless type and two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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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 in accordance with AWS A4.3 specification, and diffusible hydrogen contents were measured using the gas 
chromatogram method. The welding conditions were fixed at current 260 A, voltage 28.0 V, welding speed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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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량에 따른 용 부 확산성 수소량에 해서 조사하

으며, CaO 함유량이 증가하면 용 부 확산성 수소량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3). Matsushita 등은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럭스 성분에 탄화물을 첨가시

켜 아크 기의 수소 분압을 하시켰고 이에 용 부 

확산성 수소가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4). 한 럭스 

성분에 불화물(fluoride)의 첨가를 통한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 보고되었

다4-6).

  그리고 용 공정 조건을 변화시켜 용 부 확산성 수

소 변화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Han 등은 용  공

정 변수인 contact tip to work distance(CTWD)를 

변화시켜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을 조사하 는데, CTWD

가 증가할수록 와이어의 항 발열이 증가하여 와이어

의 윤활제나 수분 등이 증발하 고 용 부 확산성 수소

가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7). Kim 등은 입열량 변화에 

따른 용 부 확산성 수소를 비교하 다. 용 속도는 동

일하게 하고 입열량을 변화시켰으며 17 kJ/cm 이상의 

고 입열에서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이 격히 증가함을 

확인하 다8). Kiefer 등의 보고에 의하면 용 부 확산

성 수소 변화에서 용  류, 압은 양의 상 계, 

CTWD는 음의 상 계가 있으며, 용 속도에는 향

이 없었다9).

  마지막으로 용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용 부 확

산성 수소 거동 연구가 수행되었다. Kim은 flux cored 

arc welding(FCAW) 공정에서 보호 가스가 아크  

용융풀을 보호하여 주변 공기가 용융풀에 혼입이 어 

SMAW 공정보다 작은 양의 용 부 확산성 수소를 보

이는 것으로 단하 다10).

  이와 같이, 용 부 확산성 수소 감하기 하여 용

재료 성분 변경, 용 조건 변경 등 선행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용  과정에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용 부 확

산성 수소 거동을 확인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확산성 수소 거동과 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용 재료의 보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재 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선 

산업 장에서는 용 재료 재고  사후 리가 철 히 

이루어진다. 사용 후 남은 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항

온·항습기에 보 하여 재사용하거나 일정기간 방치된 

와이어는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원인

으로 인해 와이어 보  상태  럭스 코어드 와이어

의 권취 치에 따른 확산성 수소에 한 가이드를 제

시한 연구들이 부족한 것으로 단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럭스 코어드 와이어 3종에 하여 동일한 온도  

습도에서 노출된 와이어의 권취 치  기 노출 시

간에 따른 용 부 확산성 수소 거동에 해 비교  분

석하 다. 

2. 용 재료

2.1 럭스 코어드 와이어

  본 연구에서는 Table 1와 같이 3종의 럭스 코어

드 와이어를 사용하여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을 비교하

다.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AWS규격

은 A5.29 E81T1-C1A6-K2 H4, Fold_I, Fold_II형

은 A5.29 E81T1-K2C H5 이었으며, 와이어 직경은 

1.2 Φ로 동일하 다. 그리고 와이어의 표면의 경우 

Seamless형은 구리 도 이 되어 있었으며, Fold_I, 

Fold_II형은 베이킹 처리가 되어 있었다. 실험에 사용

된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화학 성분  기계  성질

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Fig. 1와 같이 일반  진

공형태로 와이어를 포장하고 출고된다. 와이어에 수분 

방지  이물질이 와이어 표면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이다.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Fig. 

1(a)와 같이 일반포장 상태 으며, Fold_I, Fold_II의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Fig. 1(b)와 같이 진공포장 

Type AWS Spec. Wire diameter Manufacturer Appearance of surface

Seamless A5.29 E81T1-C1A6-K2 H4 1.2 Φ Company A

Fold_I A5.29 E81T1-K2C H5 1.2 Φ Company B

Fold_II A5.29 E81T1-K2C H5 1.2 Φ Company A

Table 1 The flux cored wired applied in diffusible hydrog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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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다.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내부에 럭스가 존재하고 

럭스를 감싸는 외피 속인 후 (hoop)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에 사용된 럭스 코어드 와이어별 와이어 

단면을 Table 3와 같이 확인하 다. 3종의 럭스 코

어드 와이어의 단면형상의 형태는 모두 튜 형상이었으며 

후 (hoop) 이음부 형상에 차이를 보 다.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후 를 완 히 합하여 이음

부가 없는 형상이었으며, Fold_I형 럭스 코어드 와

이어는 후 의 이음부가 겹치기 형상이었다. 마지막으

로 Fold_I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후 의 이음부

가 맞 기 형상이었다11). 

3. 실험 방법

3.1 확산성 수소 측정 방법

  일반 으로 용 부의 확산성 수소는 AWS A4.3, 

JIS Z3118, ISO 3690 규격에 의거하여 측정한다. 

앞에서 언 한 3가지의 규격은 시편의 처리 방법, 확

산성 수소 포집 온도  시간의 조 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확산성 수소를 측정한다. 본 연

구에서는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용 부 확산성 수소

량 측정 방법으로 AWS A4.312) 규격을 용하 고, 

JIS Z 311813), ISO 369014) 규격을 참조하 다. 

  와이어의 용 부 확산성 수소를 측정하기 해서는 

시험편 비, 용  시험편 제작, 확산성 수소 측정과 

같이 3 단계로 나뉜다.

  시험편은 크기 25(W)×40(L)×12(t)mm로 가공된 SM490 

강재를 사용하 으며, 625 ± 10℃ 온도에서 1시간 동

안 열처리를 통해 시험편의 탈수소 처리를 진행하 다. 

그 후 시험편을 그라인딩하여 표면 산화물을 제거하 다.

  탈수소 처리된 시험편을 구리 재질로 제작된 수냉 지

그에 고정하고 Bead-On-Plate(BOP)용 을 실시하

여 Fig. 2와 같이 용  시험편을 제작하 다.

Type

Chemical composition (%) Mechanical property

C Si Mn P S Mo Ni
Y.S

(MPa)
T.S

(MPa)
EL
(%)

Impact value
(-60℃/J)

Seamless 0.04 0.30 1.20 0.010 0.010 - 1.50 545 600 25 65

Fold_I 0.04 0.38 1.32 0.010 0.008 - 1.40 550 620 27 70

Fold_II 0.04 0.35 1.35 0.012 0.011 1.50 - 540 620 28 6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flux cored wire

40

Weld tap Test plate Weld tap

≤ 2525 ± 6

25

Unit : mm
40

Weld tap Test plate Weld tap

≤ 2525 ± 6

25

Unit : mm

Fig. 2 The schematic diagram of welding specimen for 
measuring diffusible hydrogen 

Type Hoop joint Cross section

Seamless Seamless

1 mm 

Fold_I Lap

1 mm 

Fold_II Butt

1 mm 

Table 3 The cross section of flux cored wire (×50)  

(a) General packing (b) Vacuum packing

Fig. 1  Packing method of flux cored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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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용  시험편을 용 종료 후 5  이내로 얼음

물에 장입한 뒤 액체질소에 60  이상 장입시켜 용

부 수소 방출을 최 한 억제시켰다. 액체질소에 장입한 

용  시험편을 꺼내 측정 시험편(test plate)을 단

하고 표면 스패터와 슬래그를 1분 이내에 제거하 다. 

그 후 확산성 수소 측정 시험편을 얼음물에 넣고 표면

의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담근 후 아세톤으로 헹구고 

에어를 불어 건조시킨 뒤 포집기에 투입하 다. 포집기

는 45℃, 72시간 동안 수소 포집 후 용 부 확산성 수

소량을 측정하 다.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수은법

(Mercury method), 리세린 치환법(Glycerine re-

placement method), 가스 크로마토그라 법(Gas chro- 

matography method)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 

안정성  수소 측정 정확도가 우수한 가스 크로마토그

라법을 이용하여 확산성 수소량을 측정하 다. 확산성 

수소 측정 장비 외 은 Fig. 3에 나타내었다.

 

3.2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는 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기에 노출

된 상태  시간에 따라 용 부 확산성 수소 거동에 

하여 평가하 다. 첫 번째로 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기에 노출된 상태에 따른 확산성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와이어 포장을 개 하여 항온·항습한 공간에 3일 

동안 보  후, 이 와이어를 이용하여 용 을 수행하

다. 그 후 확산성 수소 측정 규격에 의거하여 와이어의 

권취 치에 따른 용 부 확산성 수소를 정량 으로 평

가하 다. 두 번째로는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기 

노출 시간에 따른 용 부 확산성 수소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와이어를 개 하여 항온·항습 공간에 3, 30일 

동안 보  후 용 부 확산성 수소량 변화를 비교하

다. 용  방법  용  조건들은 Table 4와 같이 고정

하여 용   외부 향에 한 확산성 수소 오차를 최

소화하 다.

  용  조건은 Kuebler 등에 의해 보고된 문헌에 따르

면 용  입열량에 따라 용착 속의 크기가 변화하며 

용착 속의 크기 변화가 용 부 확산성 수소량 변화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용  입열량 0.95 kJ/mm

에서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

고하 다15).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0.97 kJ/mm 

수 의 용  입열을 가지는 용  조건으로 고정하여 용

 시험편을 제작하 다. 

  3.2.1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권취 치에 따른 확

산성 수소량 평가 방법

  일반 으로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흡습 등과 같은 

이유로 페일펙 형태(100, 200, 300 kg)가 아닌 스풀 

형태(12 kg)로 제작되어 출고된다. 그래서 와이어는 원

형 타입의 라스틱에 감겨져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권취 치별 확산성 수소량 거

동을 평가하기 하여 Fig. 4와 같은 치에서의 와이어

를 이용하여 용  시험편을 제작하 다. No.1, No.2, 

No.3는 와이어 스풀의 표면인 첫 번째 층에 치한 와

이어를 사용하 고, No.4, No.5, No.6은 두 번째 층

에 치한 와이어를 사용하 다. No.7. No.8, No.9

는 세 번째 층, No.10은 네 번째 층, No.11은 다섯 

번째 층, No.12는 여섯 번째 층에 치한 와이어를 사

용하 다. 이와 같이 와이어의 권취 치를 변화시켜 

총 12개의 용  시험편을 제작하 다.

  3.2.2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기노출 시간에 따른 

확산성 수소량 평가 방법

  온도(20.0 - 25.0℃), 습도(25 - 30 %)를 일정하게 

Conditions

Welding process FCAW

Welding current
(Wire feed rate)

260 A
(11.0 m/min)

Welding voltage 28.0 V

Welding speed 45 cm/min

Shielding gas 100% CO2 (25ℓ/min)

CTWD 20 mm

Table 4 Welding conditions used in this study

  

   (a) Measurement unit      (b) Recorder

(c) Sampler device

Fig. 3 The appearance of measuremen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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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 공간에서 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30일 동안 

보  후 와이어의 권취 치에 따른 확산성 수소량을 

측정하 다. 그리고 기 노출 시간 3일과 30일에 

한 확산성 수소량을 비교하 다.

4. 실험 결과  고찰
 

4.1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권취 치에 
따른 확산성 수소량 

  3종에 한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권취 치에 따

른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을 측정하 다. 앞 서 언 한 

것과 같이 와이어의 포장 개  후 온도(20.0 - 25.0℃), 

습도(25 - 30 %)의 항온·항습한 공간에서 3일 보  

후 확산성 수소를 측정하 다. 

  Fig. 5는 럭스 코어드 와이어별 권취 치에 따른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3종의 럭

스 코어드 와이어 모두 아래쪽에 치할수록 용 부 확

산성 수소량이 감소하 다. Seamless형의 럭스 코

어드 와이어는 최외각 층에서 평균 3.00 ㎖/100g의 

확산성 수소를 보 으며, 두 번째 층에서 평균 2.72 

㎖/100g, 세 번째 층에서 평균 2.65 ㎖/100g, 그 외

의 층에서 평균 2.72 ㎖/100g의 용 부 확산성 수소

량을 보 다. 두 번째 층부터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은 

2.65 - 2.72 ㎖/100g으로 거의 일정한 수 이었다. 

Fold_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용 부 확산성 수소

량은 최외각 층에서 평균 4.82 ㎖/100g, 두 번째 층

에서 평균 4.10 ㎖/100g, 세 번째 층에서 3.40 ㎖/ 

100g, 그 외 층에서는 평균 3.31 ㎖/100g으로 측정

되었다. 세 번째 층에서부터 3.30 - 3.40 ㎖/100g 수

으로 거의 일정한 확산성 수소량을 보 다. Fold_II

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최외각 층에서 평균 6.53 

㎖/100g, 두 번째 층에서 평균 5.42 ㎖/100g,세 번

째 층에서 4.60 ㎖/100g, 그 외 층에서 평균 4.23 ㎖

/100g의 확산성 수소량이 측정되었다. 3종의 럭스 

코어드 와이어  Fold_I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에

서 가장 많은 양의 확산성 수소가 검출되었다.

  측정결과에서 보듯이 스풀 형태인 럭스 코어드 와

이어의 권취 치가 아래쪽에 치할수록 용 부 확산

성 수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수렴하 다.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이 수렴해지는 부분은 제조  럭스에 

흡습된 수분과 용   외부에서 유입되어 발생하는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최소 수 의 확산성 수소량으로 

단된다.

  그리고 최외각 와이어에서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3일 동안 기에 노출되면서 

Fig. 4 Position on diffusible hydrogen measurement of 
flux cored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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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ffusible hydrogen content at coil positions of 
weld metal deposited using of flux cored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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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표면에 활착된 수분과 럭스에 흡습된 수분으

로 단된다.

  Fig. 6에서 럭스 코어드 와이어별 권취 치에 따

른 용 부 확산성 수소의 변동률을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확산성 수소

량  가장 낮은 확산성 수소량은 2.60 ㎖/100g에서 

최외각 층은 15.3 %로 증가하 으며, 두 번째 층에서 

4.6 %로 증가하 다. Fold_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

의 최소 확산성 수소량 3.25 ㎖/100g 비 최외각 층

에서 48.3 %, 두 번째 층에서 26.1 %의 증가를 보

다. Fold_I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최소 확산성 수

소량 4.09 ㎖/100g를 기 으로 최외각 층에서 59.7 

%, 두 번째 층에서 32.5 %, 세 번째 층에서 12.5 % 

수 의 확산성 수소 증가율을 보 다. 

  Fold_I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확산성 수소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확산성 수소 증가율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

다.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후 의 이음

매가 합되어 럭스에 수분이 흡습되지 않고 와이어 

표면의 수분만이 용 부 확산성 수소에 향을 주는 것

으로 단되며, Fold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럭

스  와이어 표면에 수분이 흡습되어 용 부 확산성 

수소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Fold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경우, 후  이음부 형상에 따

라 럭스에 흡습되는 수분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정량

으로 단할 수 있다. 

4.2 럭스 코어드 와이어별 기 노출 시
간에 따른 확산성 수소량

  항온․항습한 공간에서 30일 동안 보 한 럭스 코

어드 와이어를 이용하여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을 측정

한 후 3일 보 한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확산성 수

소량을 Fig. 7와 같이 비교하 다. 3종의 럭스 코어

드 와이어 모두 기 노출 시간이 증가하면 용 부 확

산성 수소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권취 치  네 번째 층부터 일정 수 으로 

확산성 수소량이 수렴하 다. 

  최외각 층에서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30일 후 확산성 수소량이 4.05 ㎖/100g이었으며 3일 

후 3.00 ㎖/100g보다 1.05 ㎖/100g의 확산성 수소

량이 증가하 다. Fold_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30일 후 6.62 ㎖/100g이었고, 3일 후 4.82 ㎖/100g

보다 확산성 수소량이 1.80 ㎖/100g 증가하 다. 

Fold_I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30일 후 8.80 ㎖/ 

100g의 확산성 수소량을 보 고, 3일 후 6.53㎖/ 

100g 보다 2.27 ㎖/100g의 확산성 수소량이 증가하

다. 

  두 번째 층에서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

는 3일 후 2.72 ㎖/100g에서 30일 후 3.46 ㎖/100g

으로 0.74 ㎖/100g의 확산성 수소량이 증가하 으며, 

Fold_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3일 후 4.10 ㎖/ 

100g에서 30일 후 5.50 ㎖/100g으로 1.40 ㎖/100g

의 확산성 수소량이 증가하 다. Fold_II형 럭스 코

어드 와이어는 30일 후 7.00 ㎖/100g으로 3일 후 보

다 1.59 ㎖/100g의 확산성 수소량이 증가하 다.

  세 번째 층에서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

는 30일 후 2.93 ㎖/100g으로 3일 후 보다 0.28 ㎖/ 

100g 증가하 으며, Fold_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

는 30일 후 4.60 ㎖/100g으로 3일 후 보다 1.20 ㎖/ 

100g이 증가하 다. Fold_I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

는 30일 후 5.91 ㎖/100g으로 3일 후 보다 1.31 ㎖/ 

100g의 확산성 수소량이 증가하 다. 그 외 아래 층에

서는 3일  30일 경과에도 유사한 수 의 확산성 수

소량을 보 다.

  최외각 층에서의 기 노출 시간에 따른 확산성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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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량이 가장 컸으며, 아래쪽에 치한 와이어일수

록 확산성 수소 증가량은 감소하 다. 이와 같은 이유

는 스풀 형태로 권취된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기와 

가깝게 치한 와이어가 아래층에 치한 와이어를 감

싸주어 기에서 유입되는 수분을 럭스 내부  와이

어 표면 활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단된다.

  한, 3종의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용 부 확산성 

수소량 증가량을 확인한 경우 Seamless형 럭스 코

어드 와이어의 용 부 확산성 수소량 증가량이 가장 낮

았으며, Fold_I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용 부 확

산성 수소량 증가가 가장 높았다.

  일반 으로 용 소재의 표면 산화, 와이어 표면에 활

착된 수분, 럭스에 흡습된 수분, 용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분 등에 의해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이 결정

된다. 본 연구에서 용 소재는 확산성 수소 실험  표

면에 그라인딩 처리  열처리를 통하여 용 소재에 

한 수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 으며 용  시에는 용  

조건  보호가스 성분, 유량을 일정하게 하여 용 에 

발생되는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은 유사할 것으로 단

된다. 그래서 용 소재의 표면 산화  용   외부에

서 유입되는 발생하는 확산성 수소량은 거의 유사하다

고 가정하 을 때, 표면에 활착된 수분  럭스에 흡

습된 수분이 용 부의 확산성 수소량에 미치는 향에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럭스 코어드 와

이어별 표면에 활착된 수분이 용 부 확산성 수소량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솔리드 와이어를 사용

하여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을 비교하 다. 솔리드 와이

어는 용  와이어 내부에 럭스가 삽입되어 있지 않고 

완 히 강재로 채워진 용  와이어이다. 이러한 솔리드 

와이어를 사용하면 용 와이어 표면에 활착된 수분의 

향이 용 부 확산성 수소량 변화에 미치는 향을 비

교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용 부 확산성 

수소 측정에 사용한 솔리드 와이어는 럭스 코어드 와

이어와 동일한 직경인 1.2 Φ를 사용하 으며, AWS 

A5.18 ER70S-6 이 다. 그리고 제조일로부터 약 10

개월이 지난 용  와이어를 사용하 다.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확산성 수소 실험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Fig. 8은 럭스 코어드 와이어와 솔리드 와이어의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을 비교한 것이다. 개   제조

일로부터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솔리드 와이어의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이 가장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

외각 층에서 3.40 ㎖/100g으로 럭스 코어드 와이어

의 용 부 확산성 수소량보다 낮은 수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솔리드 와이어의 권취 치가 아래

쪽에 치할수록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은 감소하는 경

향을 보 으며,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용 부 확산성 

수소보다 낮은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솔리드 와이어의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은 와이어 표면

에 활착된 수분  용  에 발생된 확산성 수소라고 

유추할 수 있다. 럭스 코어드 와이어와 직경이 1.2 

Φ로 동일하여 와이어 표면에 활착된 수분은 거의 유사

하다고 가정하 을 때, 럭스 코어드 와이어별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의 차이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럭스 코어드 와이어 내부 럭스에 흡습된 수분으로 

유추되며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후  이음부 형상에 

따라 럭스에 흡습된 수분 정도가 달라져 용 부 확산

성 수소량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단된다.  

4.3 럭스 코어드 와이어별 단면비교

  4.2의 결과를 요약하면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

이어의 확산성 수소가 가장 게 발생하 으며, Fold_I

형, Fold_II형 순으로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은 증가하

다. 그  Fold_I형과 Fold_II형 럭스 코어드 와

이어의 용 부 확산성 수소 차이를 보 는데 이는 럭

스에 흡습량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후  이음부는 기로부터 내부의 

럭스에 수소가 흡습되는 유일한 경로이다. 그래서 Fold

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후  이음부 형상 차이를 

Table 5와 같이 단면 분석을 수행하여 비교하 다. 

Fold_I형은 후  이음부가 겹치기 형상으로 되어 있었

으며, 25.3 ~ 33.0 ㎛ 수 의 이음부의 틈새가 존재

하 다. Fold_II형은 후  이음부가 맞 기 형상이었으

며, 55.8 ㎛ 수 의 이음부 틈새가 존재하 다. 한 외

부로부터 내부 럭스가 치한 이음부 길이는 Fold_I형

은 430 ㎛ 이었으며, Fold_II형은 250 ㎛이었다. 

Fold_I형이 Fold_II형보다 이음부의 틈새도 좁으며 외

부로부터 럭스까지의 이음부 길이도 길어 내부 럭

스에 흡습되는 수분이 을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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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이음부 형상이 용 부 확산성 수소량 변화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후  이음부 형상이 다른 3 종의 

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이용하여 권취 치  기 노

출 시간에 따른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을 비교하 다.

  1)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Fold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보다 낮은 수 의 용 부 확산성 수

소량이 측정되었다. Fold형 럭스 코어드의 경우, 후

 이음부가 겹치기 형상인 Fold_I형의 와이어가 맞

기 이음부 형상을 가지는 Fold_II형의 와이어어보다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이 었다. 

  2)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권취 치가 아래쪽에 

치할수록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은 감소하 고, 일정 

수  이하 층에서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 다.

  3) 3종의 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항온·항습한 공간

에서 30일 동안 보  후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을 측정

하 다. 항온 항습한 공간에서 3일 보 한 럭스 코어

드 와이어보다 많은 양의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이 검출

되었다. 그리고 와이어 권취 치가 아래쪽에 치할수

록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은 감소하 으며 일정 수  이하

의 치에서는 용 부 확산성 수소가 수렴되었다. Fold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 보다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낮은 수 의 확산성 수소량을 보 다.

  4) 재 조선업에서는 완 히 소모되지 않은 럭스 

코어드 와이어일지라도 기에 노출된 시간이 오래되었

다고 단되면 폐기처분하는 실정이다. 이는 용 재료

의 낭비로 이어지며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을 통하여 A5.29 E81T1-C1A6-K2 

H4, A5.29 E81T1-K2C H5, A5.29 E81T1-K2C 

H5 (1.2 Φ) 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기 노출 시간

이 30일 이내이면 기에 노출된 와이어를 제거하고 

권취 치 아래에 치한 와이어를 사용하여 작업에 요

구되는 수  이하의 용 부 확산성 수소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감사의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기업벤처부 월드클

래스 300 로젝트기술개발지원사업 “디지털 칵핏 실

을 한 경량 카울크로스 변형제어 스마트 제조기

술 개발” 과제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ORCID: Dong Yoon Kim: https://orcid.org/0000-0002-9147-9971
ORCID: In Sung Hwang: https://orcid.org/0000-0001-5572-8670
ORCID: Young-Min Kim: https://orcid.org/0000-0003-3573-8753
ORCID: Dongcheol Kim: https://orcid.org/0000-0001-6667-2094
ORCID: Munjin Kang: https://orcid.org/0000-0003-0598-0848

References

1. T. H. Kim and C. G. Park, Development of Welding 
Consumables for GMAW and FCAW, J. Weld. Join. 
35(6) (2017) 96-100.
https://doi.org/10.5781/JWJ.2017.35.6.14

2. S. Kalbert, V. Ramasubbu, N. Parvathavarthini and T. P. 
S. Gill, Influence of alloying on hydrogen-assisted 
cracking and diffusible hydrogen content in Cr-Mo steel 
welds, Sādhanā, 28(3-4) (2003) 383-393.
https://doi.org/10.1007/BF02706439

3. N. D. Rissone, I. Bolt, J. Jorge, P. Corvalan, E. Surian, 
ANSI/AWS A5.1-91 E6013 rutile electrodes: The effect 
of wollastonite, Weld. J.  76(11) (1997) 498-s - 507-s.

4. M. Matsushita and S. Liu, Hydrogen control in steel 
weld metal by means of fluoride additions in welding 
flux, Weld. J. 79(10) (2000) 295-s - 303-s. 

5. I. K. Pokhodnya, A. P. Paltsevich, V. V. Golovko and A. 
S. Koteltchouk, Technology and metallurgy methods for 

Type
Hoop 
joint

Cross section

Fold_I Lap

Fold_II Butt

Table 5 The cross section of fold type flux cored wire 
(×100) 

Type

Diffusible hydrogen content
(㎖/100g, 3 days)

1st 2nd 3rd 4th 5th 6th

Seamless 3.00 2.72 2.65 2.79 2.71 2.66

Fold_I 4.82 4.10 3.40 3.25 3.31 3.38

Fold_II 6.53 5.42 4.60 4.21 4.19 4.28

Type

Diffusible hydrogen content
(㎖/100g, 30 days)

1st 2nd 3rd 4th 5th 6th

Seamless 4.05 3.46 2.93 2.66 2.60 2.70

Fold_I 6.62 5.50 4.60 3.25 3.20 3.28

Fold_II 8.30 7.00 5.41 4.26 4.20 4.25



럭스 코어드 와이어별 권취 치  기노출시간이 용착 속의 확산성 수소량에 미치는 향 

한용 ․ 합학회지 제38권 제5호, 2020년 10월 449

decreasing diffusible hydrogen content, Weld. World. 
43(4) (1999) 81-90.

6. J. Tsuboi, S. Nakano and K. Sato, The behavior of hy-
drogen in arc welding (Report1), J. Japan Weld. Soc. 
42(3) (1973) 189-201.
https://doi.org/10.2207/qjjws1943.42.189

7. D. W. Han, K. S. Bang, H. C. Jeong and J. B. Lee,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welding parame-
ters on diffusible hydrogen contents in weld metal pro-
duced by FCAW process, J. Korean Weld. Join. Soc. 
28(2) (2010) 174-179.
http://dx.doi.org/10.5781/KWJS.2010.28.2.054

8. J. H. Kim, J. S. Seo, H. J. Kim and H. S. Ryoo, Effect of 
welding heat input on diffusible hydrogen content, J. 
Korean Weld. Join. Soc. 25(3) (2007) 3-5.
https://doi.org/10.5781/KWJS.2007.25.3.003

9. J. H. Kiefer, Effect of moisture contamination and weld-
ing parameters on diffusible hydrogen, Weld. J. 76(5) 
(1996) 155-s – 161-s.

10. H. J. Kim, Effect of air condition on diffusible hydro-
gen content, J. Korean Weld. Join. Soc. 23(2) (2005) 
112-115.

11. W. David, Tubular wire welding, Woodhead publishing 
limited, (1994) 35-37.

12. AWS A4.3-93, Standard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the diffusible hydrogen-content of martensitic, bai-
nitic, and ferritic steel weld metal produced by arc 
welding,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1992).

13. JIS Z 3118, Method of measurement for hydrogen evolved 
from steel weld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first 
Ed. (1992). 

14. ISO 3690, Welding and allied provess determination of 
hydrogen content in ferritic steel arc weld metal, 
International Standard second Ed. (2000).

15. R. Kuebler, M. Pitrun and l. Pitrun, The effect of weld-
ing parameters and hydrogen levels on the weldability 
of high strength Q & T steel welded with FCAW con-
sumables, Australasian Weld. J. 45(1) (2000) 38-47.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8 No.5(2020) pp450-459
https://doi.org/10.5781/JWJ.2020.38.5.4

1. Introduction

  Resistance spot welding is a process that offers high 
productivity owing to its short processing time and is 
used in more than 70 % of car bodies1-3). To assess the 
weld quality of resistance spot welds,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maximum load, failure mode, and 
nugget diameter are inspected. While destructive test-
ing is essential to evaluate these parameters, perform-
ing destructive testing on automotive body structures is 
not only difficult but also costly and time-consuming.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reducing exhaust gas 
emissions. In the automotive industry, reduction of ex-
haust gas emissions and increase in fuel efficiency can 
be achieved by reducing the weight of vehicles4). Modern 
automotive bodies use materials such as aluminum, 

high strength steel, and carbon-fiber reinforced plastics 
(CFRP)5). High strength steel, which exhibits high 
strength relative to its small thickness, has recently been 
widely applied to the automotive industry due to the 
demand for stability and weight reduction of vehicles6). 
However, problems such as poor weldability arise in 
high strength steel as various alloying elements are add-
ed to the material to provide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7,8). Unlike conventional steel, high-strength 
steel has a narrow range of welding conditions due to 
expulsion that occurs even at relatively low currents. 
Moreover, even when the nugget size becomes suffi-
ciently large, interfacial failure occurs more frequently 
than pull out failure9-11). 
  Studies investigat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new-
ly developed steel as well as low-strength steel have 
been carried out continuously. Zhao et al. conducted 
tensile shear tests on resistance spot-welded joi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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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600, examined the effect of electrode force on the 
tensile shear load and failure energy absorption, and in-
vestigated the failure mode and microstructure12).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weld nugget size was affected 
by the failure mode and failure energy. Zhang et al. 
performed resistance spot welding on DP780 and 
DP600 and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e and me-
chanical properties of single-lap joints between the two 
materials13). The failure mode was shown to be primar-
ily dependent on the nugget size, and a critical nugget 
diameter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from interfacial 
failure to pull out failure was identified. Nikoosohbat et 
al. carried out resistance spot welding on DP980, a ma-
terial with higher strength compared to that of materials 
used in the aforementioned studies, and investigated the 
mechanical properties, microstructure, and failure be-
havior14). The study reported that, in pull out failure 
mode, failure generally occurred at the interface of the 
base material (BM) and the heat-affected zone (HAZ) 
where softening took place.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ed that a new weld quality assurance was neces-
sary for high strength steel, as the weld size recom-
mendation of 4√t was not sufficient to ensure the pull 
out failure for DP980. Many other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high strength steels that exhibit higher 
sensitivity to interfacial failure than pull out failure15-17).
  Research on predicting the weld quality of resistance 
spot welds without involving destructive testing has al-
so continued. Yang et al. developed a computational 
model to predict the performance of DP590 resistance 
spot welds18). This model, which consisted of a welding 
process model and a local model, predicted the residual 
stress and plastic deformation of the spot welds. Radakovic 
and Tumuluru conducted resistance spot welding on 
DP590, DP780, and TRIP780, and finite element mod-
eling (FEM)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failure 
modes19). The plastic strain and predicted failure loads 
associated with the failure mode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analysis, and the equations derived from FEM 
showed that the force required to result in pull out fail-
ure is proportional to not only tensile strength but also 
the steel thickness and nugget diameter. In addition to 

predicting the weld quality of resistance spot welds us-
ing analysis modeling software, the tensile shear strength, 
nugget diameter, failure mode, and expulsion occur-
rence were predicted using the external image of the 
spot weld and a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which is one of the deep learning algorithms20). However, 
analysis predict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and 
method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quire long com-
putational times. Moreover, predictive method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quire large volumes of input data, 
such that a full factorial experiment must be preceded. 
The maximum strength of the material used in the work 
described earlier was 980 MPa, and only one type of 
material was studied in general. Furthermore, the mod-
el for weld quality prediction was also performed on 
one type of material or did not include materials rang-
ing from low strength steel to high strength steel.
  In this work, resistance spot welding was conducted 
on materials of varying strength from low strength steel 
to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to investigate the me-
chanical properties of spot welds. In addition, the nug-
get size and hardness of spot welds were predicted by 
using the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to evaluate 
the weld quality without destroying the weld joints. 
The calculated values were subsequently used to pre-
dict the failure modes, which were compared to actual 
failure modes.

2. Materials and experimental methods

2.1 Materials

  In this study, resistance spot welding was conducted 
on 440, 590, 780, 980, and 1180 MPa-grade steels with 
a thickness of 1 mm. The steel grade was used to de-
note each material, and the chemical composition is 
listed in Table 1.

2.2 Experimental methods

  A medium frequency direct current (MFDC) resist-

Steel
grade

Chemical composition

C Si Mn Ni Cr Mo Cu V Nb B

440 0.088 0.019 1.480 0.015 0.031 0.007 0.013 0.003 0.004 <0.001

590 0.079 1.350 1.770 0.013 0.028 0.006 0.012 0.004 0.006 <0.001

780 0.067 1.120 2.290 0.013 0.031 0.020 0.019 0.003 0.023 <0.001

980 0.071 0.470 2.330 0.023 0.890 0.120 0.025 0.006 0.053 0.003

1180 0.130 0.130 2.620 0.031 0.680 0.008 0.018 0.006 0.030 0.002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wt. %) of the material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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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 spot welder was used as the welding power source, 
and a schematic of the shape of the electrode used in 
this work is displayed in Fig. 1(a). A dome-shaped 
welding electrode was used, and the electrode tip diam-
eter and tip radius were 6 mm and 40 mm, respectively 
(Fig. 1(a)). Welding current ranging from 4 kA to 12 kA 
was used, while the electrode force and welding time 
were respectively fixed at 3 kN and 333 ms (Table 2). 
To evaluate the welding quality of the joint upon resist-
ance spot welding, the tensile shear strength, nugget 
size, and hardness were measured. Tensile shear testing 
was conducted using AG-300kNXPlus (Shimazu, Japan) 
at a strain rate of 10 mm/min. The tensile test specimen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KS B 0851 (Specimen 
Dimensions and Procedure for Shear Testing Resistance 
Spot and Embossed Projection Welded Joints) by over-
lapping 100 mm-long and 30 mm-wide materials by 30 
mm and performing spot welding the joint (Fig. 1(b)). 
Hardness measurements were conducted with HM-101 
(Mitutoyo, Japan) using an indentation load of 200 g. 
The weld nugget size was measured using an optical 
microscope after cross-sectioning and etching the cen-
ter of the nugget. Failure modes were determined from 
the results of the tensile shear tests.

3. Results and discussion

3.1 Mechanical properties of resistance spot welds

  Fig. 2 and 3 respectively show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nugget size with respect to the change in welding 

current. Both tensile shear strength and nugget size ex-
hibited increasing trends with increasing current, and 
the tensile shear strength generally leveled off at cur-
rents higher than 9 kA. Except in the 1180 MPa-grade 
steel, the nugget size also continued to increase up to a 
current of 9 kA, beyond which the nugget size showed 
a small increase or approached a steady value. The cor-
relation between nugget size and tensile shear strength 
is presented in Fig. 4, which demonstrates that the slopes 
are different in all steel grades, but the tensile shear 
strength increases linearly as the nugget size increases. 
  Tensile shear tests showed that failure modes of inter-
facial failure (IF) and pull out failure (PF) occurred, 
and the failure modes of the spot welds of each material 
with respect to current are summarized in Table 3. PF 
occurred at a lower current range of 5 kA in the 440 MPa- 
grade steel, at 6 kA in 590, 780, and 1180 MPa-grade 
steels, and 7 kA at the 980 MPa-grade steel.
  Fig. 5 shows the hardness profile of each steel grade. 
To accurately capture the representative hardness value 

(a)

(b)

Fig. 1 Schematic images of (a) electrode shape and (b) 
specimen size

Electrode face 
diameter

Electrode 
force

Welding 
current

Welding 
time

Holding 
time

6 mm 3 kN 4-12 kA 333 ms 167 ms

Table 2 Resistance spot welding condition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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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heat-affected zone (HAZ), the average hardness 
of the HAZ was used when HAZ softening did not oc-
cur, while the minimum hardness was used when HAZ 
softening was present in the HAZ. The hardness values 
of the base material (BM) of each steel grade were 
157.1, 212.2, 263.8, 326.2, and 395.3 HV, and the hard-
ness increased as the BM strength increased. The hard-
ness values of each steel grade at the fusion zone (FZ) 
were 407.4, 424.2, 414.2, 421.9, and 451.9 HV, where 
the hardness was the lowest in the 440 MPa-grade steel, 
highest in 1180 MPa-grade steel, and similar across 
590, 780, and 980 MPa-grade steels. HAZ softening, in 
which the hardness of the HAZ is lower than that of the 
BM, occurred in 780, 980, and 1180 MPa-grade steels, 
where the lowest hardness values were 254.8, 316.2, 
and 311.6 HV, respective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hardness of the BM and the minimum hardness of the 
HAZ in 780, 980, and 1180 MPa-grade steels was 9, 
10, and 84 HV, respectively, which was the greatest in 
the 1180 MPa-steel.

3.2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of resistance 
spot welds  

  Fig. 6 shows the microstructure of resistance spot 
welds. The microstructure of resistance spot weld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BM, HAZ, and FZ. Here, 
the HAZ can be subdivided into three zones based on 
the distance between the HAZ and FZ: upper critical 
HAZ (UCHAZ) that is closest to the FZ, sub critical 
HAZ (SCHAZ) that is closest to the BM, and inter crit-
ical HAZ (ICHAZ) that is between the UCHAZ and 
SCHAZ. HAZ and FZ from the 440 MPa-grade steel 
are presented as representative images of the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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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nsile shear strength according to nugget diameter

Steel grade (MPa)
440 590 780 980 1180

Current

4 kA IF IF IF IF IF

5 kA PF IF IF IF IF

6 kA PF PF PF IF PF

7 kA PF PF PF PF PF

8 kA PF PF PF PF PF

9 kA PF PF PF PF PF

10 kA PF PF PF PF PF

11 kA PF PF PF PF PF

12 kA PF PF PF PF PF

Table 3 Failure mode of welds with steel grade according to weldi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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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grade (MPa) 440 590 780 980 1180

Hardness
(HV)

BM 157.1 212.2 263.8 326.2 395.3

FZ 407.4 424.2 414.2 421.9 451.9

HAZ 170.4 217.4 254.8 316.2 311.6

Fig. 5 Hardness profile of welded specimens with differ-
ent steel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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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of HAZ and FZ.
  Investigation on the BM region of each steel grade re-
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martensite increased and 
the size of  grains decreased with increasing steel strength. 
During resistance spot welding, the FZ is fully melted 
first and transforms into austenite. After this process, 
the cooling water flowing through the electrode leads to 
rapid cooling to form martensite with high hardness 
values21). The microstructure of the HAZ changes 
based on the highest temperature reached during resist-
ance spot welding. The UCHAZ, which is subjected to 
a maximum temperature above Ac3 and undergoes aus-
tenite transformation, consists of coarsened grains formed 
during rapid cooling and is composed of martensite. 
The ICHAZ, which experiences a maximum temper-
ature between Ac1 and Ac3 where partial austenite 
transformation occurs, is comprised of martensite and 
ferrite with fine grains formed during quenching22). 

Finally, the SCHAZ undergoes a maximum temperature 
below Ac1, and martensite tempering occurs if marten-
site is present in the BM22). Furthermore, martensite 
tempering in the SCHAZ leads to the decrease in hard-
ness in the HAZ. Based on this phenomenon, the rea-
son for the decrease in hardness in the HAZ of 780, 
980, and 1180 MPa-grade steels can be confirmed.  

3.3 Hardness prediction using carbon equivalent 
(CE) equations

  As described in the introduction section, the aim of 
this work is to predict the failure modes and hardness 
of resistance spot welds using the chemical composi-
tion of the material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rela-
tionship between the hardness and strength of the mate-
rial was established, as shown in equation (1). 

     (1)

BM

440 590

780 980 1180

HAZ
FZ

SCHAZ ICHAZ UCHAZ

Fig. 6 Microstructure of resistance spot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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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s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material, HV is 
the hardness of the material, and  is a constant. For 
metals, a  value of 1/3 is commonly used23). The strength 
calculated through equation (1) from the hardness val-
ues of steel grades studied in this work is listed in Table 
4. As shown in Table 4, since the relative error between 
the strength values calculated from the hardness of the 
materials and actual strength values of the steel grades 
was all within 10 %, the strength of the BM was esti-
mated using equation (1).
  To estimate the hardness of the FZ, carbon equivalent 
(CE) equations were used. Equations (2)-(8) show the 
different CE equations that are commonly known. The 
element in each equation varies, and the coefficient as-
sociated with each element also differs. In all equa-
tions, 1 was universally used as the coefficient of the 
carbon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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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E was calculated using the equations above, the 
strength of the material and CE exhibited a linear rela-
tionship, as shown in Fig. 7. A regression equation was 
derived from the calculated CE to predict the hardness 
of the FZ and the minimum hardness of the HAZ. The 
regression equation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re 
presented in Table 5.
  CE equations with the highest coefficient of determi-
nation for predicting the hardness of the FZ and HAZ 
were kaizu and dearden equations, respectively. Therefore, 
kaizu and dearden equations were respectively used to 
predict the hardness of the FZ and HAZ, and the esti-
mated hardness values and relative error are presented 

Steel grade 
(MPa)

440 590 780 980 1180

Calculated 
strength 
(MPa)

471.2 636.7 791.3 978.5 1185.9

Relative 
error (%)

7.08 7.92 1.45 0.15 0.50

Table 4 Calculated strength using equation (1) and rela-
tiv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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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C
E

 n
um

be
r

Steel grade (MPa)

Dearden
Suzuki
Ito
Yurioka
Kaizu
Taka
Marya

Fig. 7 Carbon equivalent (CE) according to various CE 
equations of materials with various steel grades

CE 
equation

Regression equ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Dearden
FZ HV = 75.73 × CE + 385.09 0.55

HAZ HV = 359.95 × CE + 69.54 0.92

Suzuki
FZ HV = 171.03 × CE + 365.48 0.70

HAZ HV = 699.87 × CE + 14.97 0.87

Ito
FZ HV = 430.03 × CE + 367.11 0.82

HAZ HV = 1522.50 × CE + 52.97 0.77

Yurioka
FZ HV = 106.54 × CE + 383.70 0.85

HAZ HV = 359.43 × CE + 118.40 0.72

Kaizu
FZ HV = 367.37 × CE + 351.71 0.89

HAZ HV = 1229.20 × CE + 12.48 0.74

Taka
FZ HV = 291.57 × CE + 366.66 0.79

HAZ HV = 1009.70 × CE + 55.82 0.70

Marya
FZ HV = 418.27 × CE + 335.04 0.82

HAZ HV = 1227.80 × CE – 6.82 0.53

Table 5 Regression equation and coefficient of determi-
nation (R2) for predicting hardness of the FZ and 
HAZ using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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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able 6. In the FZ, the relative error was the lowest 
in the 440 MPa-grade steel and was within 1.7 % in all 
other steel grades, indicating that the predicted and 
measured hardness values were similar. In the HAZ, the 
relative error was the lowest in the 980 MPa-grade steel 
at 1.82 % and the largest in the 440 MPa-grade steel at 
13.44 %, and the overall relative error in the HAZ was 
greater than that in the FZ hardness prediction.

3.4 Failure mode prediction

  The load applied to resistance spot welds during ten-
sile loading was calculated to predict the failure modes 
of the spot welds subjected to tensile tests. As shown in 
Fig. 8(a), the nugget and HAZ regions of the resistance 
spot weld were assumed as a cylindrical shape. When 
PF occurred in this experiment, it was assumed that 
normal stress was applied to half of the cylindrical re-
gion of a material because the weld joint became sepa-
rated at one of the two materials (Fig. 8(b)). When IF 

occurred, it was assumed that shear stress was applied 
to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spot weld due to frac-
ture across the FZ (Fig. 8(c)). Considering the relevant 
region and stress during PF and IF, the load in each 
failure mode was calculated using equations (9-10) and 
indicated as  and , respectively.

  

    (9)

  

     (10)

Here, d is the nugget diameter and t is the thickness of 
the material. When HAZ softening occurred, the HAZ 
diameter as opposed to the nugget diameter was used as 
d. HAZ diameter measurements on the spot welds of all 
materials were larger than the nugget diameter by ap-
proximately 2 mm, such that the HAZ diameter was as-
sumed as d + 2.  and  are the normal stress at the 
failure location and shear stress in the FZ, respectively. 
The hardness at the failure location, hardness of the FZ, 
and equation (1) were used to calculate the stress. In 
general, PF occurred at the BM or HAZ region. In this 
experiment, assuming that the failure location of 780, 
980, and 1180 MPa-grade steels in which HAZ soften-
ing occurred was the HAZ and that the fracture of 440 
and 590 MPa-grade steels without HAZ softening oc-
curred at the BM, the minimum hardness of the HAZ 
and the hardness of the BM were respectively used as 
the hardness for calculating . On the other hand, 
only shear stress was present at spot welds when IF oc-
curred, such that the hardness of the FZ was used to 
calculate the normal stress, which was converted to 
shear stress using the von Mises criterion shown in 
equation (11). 

  


     (11)

Using   of the BM and the estimated hardness of the 
FZ and HAZ in equations (9-10),  and  at each 

Steel grade (MPa) 440 590 780 980 1180

Hardness of FZ (HV)
Measured hardness 407.4 424.2 414.2 421.9 451.9

Predicted hardness 406.4 417.1 418.7 428.6 448.9

Relative error (%) 0.25 1.68 1.08 1.58 0.66

Hardness of HAZ (HV)
Measured hardness 170.4 217.4 254.8 316.2 311.6

Predicted hardness 193.3 207.1 235.5 310.4 324.1

Relative error (%) 13.44 4.72 7.59 1.82 4.01

Table 6 Measured and predicted hardness of FZ and HAZ with relative error

(a)

(b)

(c)

Fig. 8 Schematic images of (a) resistance spot welds, (b) 
pull out failure mode and (c) interfacial failure 
mode with tensile loa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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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current value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able 7). When  is greater than , it is assumed 

that IF occurs due to the insufficient driving force for 
the fracture to propagate from the failure location 
where PF would take place (gray). In the opposite case, 
it is assumed that PF occurs (dark gray). Comparison 
with the actual experimental results shown in Table 3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and predicted results 
were consistent across all regions except at 5 kA in the 
590 MPa-grade steel, 5 kA in the 780 MPa-grade steel, 
and 6 kA in the 980 MPa-grade steel.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ads  and  at 5 kA in the 590 MPa-, 

5 kA in the 780 MPa-, and 6 kA in the 980 MPa-grade 
steels was 2.36, 0.25, and 0.79 kN, respectively. Since 
the same hardness is used when calculating  and  

at each welding current, the nugget diameter plays a 
dominant role in determining  and . During this 

step, it is possible that an error arises during the process 
of measuring the nugget diameter, and this may be the 
source of discrepancy between the predicted and ex-
perimental results. The measurement error associated 
with the nugget diameter can be minimized by process-
ing the center of the nugget during cross-sectioning of 
the weld nugget or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am-
ples measured. 

4. Conclusion

  In this work, resistance spot welding was conducted 
on 440 MPa-grade steel (low strength steel) to 1180 

MPa-grade steel (high strength steel), followed by in-
vestigation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prediction 
on the failure modes. To evaluate the mechanical prop-
erties, tensile testing was performed, and the nugget 
size and hardness were measured. The hardness of the 
FZ and HAZ were estimated using the chemical com-
position of the materials, and failure modes were pre-
dicted by comparing the calculated load occurring at 
the spot welds. 
  1) As the welding current increased, the tensile shear 
strength increased and eventually approached a steady 
value beyond a certain current value. Similar to tensile 
strength, the nugget diameter also increased and leveled 
off with increasing welding current.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confirmed that the nugget diamete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rength of spot welds. 
  2) Hardness measurement results showed that the 
hardness of the BM increased in the order of 440, 590, 
780, 980, and1180 MPa-grade steel, while that of the 
FZ was the lowest in the 440 MPa-grade steel, highest 
in the 1180 MPa-grade steel, and similar across 590, 
780, and 980 MPa-grade steels. In addition, HAZ soft-
ening occurred in 780, 980, and 1180 MPa-grade steels.
  3) Various CE equations were used to calculate the CE 
of each material. Kaizu and Dearden equations were re-
spectively used to estimate the hardness of the FZ and 
HAZ. The predicted hardness results were shown to be 
similar to the experimental values. 
  4) Using the estimated hardness values, the load oc-
curring at the region surrounding the spot welds during 

Steel grade
 (MPa)

440 590 780 980 1180

Load (kN)
         Current

4 kA
2.72 2.29 4.21 3.93 5.30 4.46 5.71 2.33 6.07 2.61

> > > > >

5 kA
3.58 5.90 5.13 7.49 5.70 5.95 7.71 6.61 7.49 2.50

< < < > >

6 kA
4.13 9.14 5.66 10.01 7.00 11.03 8.69 9.48 8.66 8.66

< < < < =

7 kA
4.64 12.74 6.37 14.00 7.48 13.31 9.96 14.00 9.68 12.00

< < < < <

8 kA
5.19 17.34 6.43 14.37 7.96 15.80 10.74 17.21 11.36 18.70

< < < < <

9 kA
5.58 21.02 7.61 22.52 8.52 18.94 11.52 20.76 11.01 17.15

< < < < <

10 kA
5.51 20.35 6.93 17.58 7.85 15.20 11.86 22.41 13.09 27.14

< < < < <

11 kA
5.60 21.25 7.91 24.97 9.88 27.91 11.91 22.65 12.74 25.27

< < < < <

Table 7 Calculated load of pull-out and interfacial failure mode according to welding 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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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of tensile load was calculated for each 
failure mode. The calculated  and  were com-
pared to predict the failure mode, and thes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from actu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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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  용 은 공정 시간이 짧아 생산성이 높으며, 

차체에 약 70% 이상 사용되는 공정이다1-3). 항  

용 의 용  품질을 확인하기 해, 최  하 , 단 

모드, 깃 지름 등을 찰한다. 이런 요소들 찰하기 

해서는 괴 검사가 필수 이나, 차체 구조물에서 

괴 검사는 수행되기 어려우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된다는 문제 이 있다. 

  최근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한 환경규제가 계속해

서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동차의 경량화

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연비 증가가 가

능하다4). 최근 자동차 차체에는 알루미늄, 고강도강, 

CFRP 등의 소재가 사용된다5). 얇은 두께에 비해 높

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고강도 강은 차체의 안 성과 

경량화의 수요로 인하여,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리 

용되고 있다6). 고강도 강은 높은 기계  성질을 

해 다양한 합  원소들이 첨가되는데, 이로 인해 용

성이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한다7,8). 고강도 강은 기존

에 사용되던 강과는 달리, 비교  낮은 류에서도 날

림이 발생하므로 정 용  조건의 범 가 좁다. 한 

깃 크기가 충분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풀 아웃 

단(pull out failure)보다 계면 단(interfacial fail-

ure)의 발생이 빈번하다9-11). 

  강도 강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강에 

하여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한 연구가 꾸 히 진행

되어 왔다. Zhao는 DP600 강의 항  용 부에 

하여 인장 단 시험을 진행하고, 가압력이 인장 단 

강도와 괴 에 지 흡수에 미치는 향, 단모드  

미세구조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12). 그 결과, 깃 

크기가 괴모드 그리고 괴에 지의 향을 받는다고 

하 다. Zhang은 DP780과 DP600 소재를 항  

용 을 수행한 뒤, 미세 구조와 기계  성질에 해 연

구하 다13). 단모드는 주로 깃 크기에 의존하며, 

단모드가 계면 단에서 풀 아웃 단으로 이되는 

임계 깃 지름을 확인하 다. Nikoosohbat은 앞선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보다 높은 강도의 소재인 DP980

을 사용하여 항  용 을 수행한 뒤, 기계  특성과 

미세구조를 찰하고, 괴거동에 해 연구하 다14). 

일반 으로 풀 아웃 단모드에서 괴는 연화가 발생

한 열 향부와 모재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하 다. 

한, DP980 소재의 경우에 4√t의 기 이 풀 아웃 

단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므로, 고강도 강에 해 새로운 

용  품질 기 을 세워야 한다고 하 다. 이외에도 고

강도 강에서 풀 아웃 단보다 계면 단에 높은 민감

성을 보이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15-17).

  항  용 의 용  품질을 괴하지 않고 측하는 

연구에 해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Yang은 DP590 

소재에 하여, 항  용 의 성능 측을 한 계산 

모델을 개발하 다18). 이 모델은 용  공정 모델과 로

컬 모델로 구성되며, 용 부의 잔류 응력과 소성 변형

을 측하 다. Radakovic와 Tumuluru는 DP590, 

DP780, TRIP780 소재에 하여 항  용 을 수

행하고, FEM을 이용하여 단모드를 측하 다19). 

해석을 통해, 단모드에 따라 발생하는 소성 변형량과 

상 단 하 을 계산하 으며, FEM을 기반으로 유

도된 식은 풀 아웃 단을 발생시키기 한 힘이 인장 

강도뿐만 아니라, 강의 두께, 깃 직경과 비례하는 것

을 확인하 다. 이처럼 해석 로그램을 사용하여 항 

 용 부의 품질 측하는 방법 이외에도, 용 부의 

겉보기 이미지와 인공지능 구조  하나인 CNN(con-

volution neural network)를 이용하여 인장 단 강

도, 깃 지름, 단 모드, 날림 발생을 측하 다20). 

하지만 컴퓨터를 통해 측하는 해석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추가 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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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을 사용하여 측하는 방법은 많은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 실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소

개한 연구에서 사용한 소재의 최  강도는 980 MPa 

이었으며, 체 으로 한 가지의 소재에 해서만 수

행되었다. 그리고 용  품질 측을 한 모델의 상 

역시 한 가지의 소재에 한 것이거나 강도 강부터 

고강도 강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도 강부터 고강도 강을 모두 포

함하여, 항  용 을 수행하여 용 부의 기계  특

성을 찰하 다. 한, 용 부를 괴하지 않고도 용

 품질을 확인하기 해, 소재의 화학 성분을 이용하

여 깃 크기와 경도를 측하 다. 그리고 측한 값

을 이용하여 단 모드를 측한 뒤, 실제 단 모드와 

비교하 다.

  

2. 사용 재료  실험 방법

2.1 사용 재료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모두 1 mm로 동일한 440, 

590, 780, 980, 1180 MPa  강재를 사용하여 항 

 용 을 수행하 다. 사용한 소재의 이름은 소재 강

도를 사용하 고, 화학  조성은 Table 1과 같다.  

2.2 실험 방법

  용  원은 medium frequency direct current 

(MFDC) 항  용 기를 사용하 으며,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용 극의 형상을 Fig. 1(a) 에 나타내었

다. 용 극은 돔 형태의 용 극을 사용하 으며, 

선단직경과 선단반경은 각각 6 mm 와 40mm 이다 

(Fig. 1(a)). 용  류는 4 kA부터 12 kA를 사용하

고, 가압력은 3 kN, 용 시간은 333 ms으로 고정

하 다 (Table 2). 항  용  수행 후 용 부의 용

성 평가를 해, 인장 단강도, 깃 사이즈와 경도

를 측정하 다. 인장 단 시험은 AG-300kNXPlus 

(Shimazu, Japan)를 사용하여 10 mm/min의 변형

률로 수행하 다. 인장시험편은 KS B 0851(  용  

이음의 단인장시험 방법) 규격에 맞춰 길이 100 mm, 

폭 30 mm 크기의 소재를 30 mm만큼 겹친 뒤 용 을 

수행하 다 (Fig. 1(b)). 경도는 HM-101(Mitutoyo, 

Japan)을 사용하여 압입 하 은 200 g 으로 측정하

다. 깃사이즈는 용  후 깃 앙부를 단면 가공

하여 에칭 후 학 미경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단 

형상은 인장 단시험 결과를 통해 결정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용 부 기계  특성

  Fig. 2 와 3은 각 소재 별 용 부에 하여, 용  

류 변화에 따른 인장 단 강도와 깃 사이즈를 보여

주고 있다. 인장 단강도와 깃 사이즈 두 값 모두 

(a)

(b)

Fig. 1 Schematic images of (a) electrode shape and (b) 
specimen size

Electrode face 
diameter

Electrode 
force

Welding 
current

Welding 
time

Holding 
time

6 mm 3 kN 4-12 kA 333 ms 167 ms

Table 2 Resistance spot welding conditions used in this 
study

Steel
grade

Chemical composition

C Si Mn Ni Cr Mo Cu V Nb B

440 0.088 0.019 1.480 0.015 0.031 0.007 0.013 0.003 0.004 <0.001

590 0.079 1.350 1.770 0.013 0.028 0.006 0.012 0.004 0.006 <0.001

780 0.067 1.120 2.290 0.013 0.031 0.020 0.019 0.003 0.023 <0.001

980 0.071 0.470 2.330 0.023 0.890 0.120 0.025 0.006 0.053 0.003

1180 0.130 0.130 2.620 0.031 0.680 0.008 0.018 0.006 0.030 0.002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wt. %) of the material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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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인장

단강도의 경우는 9 kA 이상의 류에서는 체 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깃사이즈의 경우에도 

1180 MPa  강재를 제외하고는 9kA 의 류까지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상의 류에서

는 증가폭이 감소하거나 수렴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Fig. 4는 깃 사이즈와 인장 단강도의 상 계

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울기는 다르지만 모든 강종에 

하여 깃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 단 강도가 

선형 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장 단 시험 결과, 계면 단(interfacial failure, 

IF)  버튼 단(pull-out failure, PF)의 단 모

드가 발생하 고, 소재 별 용 부에 하여, 류에 따

른 단 모드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440 MPa  

강재의 경우, 가장 낮은 류 범 인 5 kA에서 PF가 

발생하 고, 590, 780, 1180 MPa  강재는 6 kA, 

980 MPa  강재는 7 kA에서 PF가 발생하 다. 

  각 소재의 경도 로 일 측정결과를 Fig. 5 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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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nsile shear strength according to weldi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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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gget diameter according to weldi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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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nsile shear strength according to nugget diameter

Steel grade (MPa)
440 590 780 980 1180

Current

4 kA IF IF IF IF IF

5 kA PF IF IF IF IF

6 kA PF PF PF IF PF

7 kA PF PF PF PF PF

8 kA PF PF PF PF PF

9 kA PF PF PF PF PF

10 kA PF PF PF PF PF

11 kA PF PF PF PF PF

12 kA PF PF PF PF PF

Table 3 Failure mode of welds with steel grade according to weldi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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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의 

표 경도 값으로는 HAZ softening이 발생하지 않았

을 경우에는 HAZ 역의 평균 경도를 사용하 으며, 

HAZ softening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HAZ 역에

서의 최소 경도를 사용하 다. 각각의 강도에 따른 소재

별 모재(Base material, BM)의 경도는 각각 157.1, 

212.2, 263.8, 326.2, 395.3 HV로, 모재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 다. Fusion zone (FZ) 

경도는 소재별로 각각 407.4, 424.2, 414.2, 421.9, 

451.9 HV로, 440 MPa  강재가 가장 낮고, 1180 MPa

 강재가 가장 높았으며, 590, 780  980 MPa  강

재는 유사한 경도 값을 보 다. 780, 980, 1180 MPa

 강재는 HAZ에서 BM보다 경도가 감소하는 HAZ 

softening 상이 발생하 고, 그때의 최소 경도 값은 

254.8, 316.2, 311.6 HV 다. 780, 980, 1180 MPa

 강재에서 BM의 경도와 HAZ의 최소 경도의 차이 

값은 각각 9, 10, 84 HV으로, 1180 MPa  강재에

서의 감소량이 가장 컸다. 

3.2 용 부 미세조직 특성

  Fig. 6은 항  용 부의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항  용 부의 미세구조는 BM, HAZ, FZ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HAZ는 FZ와의 거리

에 따라 FZ와 가장 가까운 UCHAZ (upper critical 

HAZ), BM과 가장 가까운 SCHAZ (sub critical 

HAZ), UCHAZ 와 SCHAZ 사이에 있는 ICHAZ 

(inter critical HAZ)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HAZ와 FZ의 미세구조는 440 MPa  강의 HAZ와 

FZ만을 그림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소재에서 BM 역을 찰하 을 때, 소재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르텐사이트의 분율이 증가하

고,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하 다. FZ는 항  용

의 공정 , 먼  완  용융되어 오스테나이트로 변태

된다. 그 후 극에 흐르는 냉각수로 인해 높은 냉각 

속도로 냉각이 일어나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고 높은 

경도 값을 가지게 된다21). HAZ는 항  용  공정 

에 도달하는 최  온도에 따라 미세구조가 달라진다. 

UCHAZ는 최  온도가 Ac3 이상으로, 오스테나이트

화를 겪으며 높은 냉각속도로 조 화된 결정립이 형성

되고 마르텐사이트로 구성된다. ICHAZ는 최  온도가 

Ac1과 Ac3 사이로, 부분 으로 오스테나이트화를 겪

고 냉각이 되면서 조 한 결정립이 형성되고, 마르텐사

이트와 페라이트로 구성된다22). 마지막으로, SCHAZ

는 최  온도가 Ac1 이하로, 모재에 마르텐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마르텐사이트 템퍼링이 발생한다22). 그

리고 SCHAZ에서의 마르텐사이트 템퍼링은 HAZ에서 

경도가 감소하는 상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780, 

980, 1180 MPa  강에서 HAZ에서 경도가 감소하

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3.3 탄소 당량식(Carbon equivalent(CE) equ- 
ation)을 이용한 경도 측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표는 소재의 

화학성분을 이용하여 항  용 부의 경도를 측하

고 단 모드를 측하는 것이다. 이를 해 먼  소재

의 경도와 강도 간의 상 계에 해서 알아보았으며 

이는 아래의 식 (1)과 같다. 

     (1)

이때, 는 소재의 최  강도이고, HV는 소재의 경도

이며, 는 상수이다. 속의 경우, 의 값으로 부분 

1/3을 사용한다23). 사용한 소재의 모재 경도에 하여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Table 4에 나타냈다. 

Table 4에서 보듯이 소재의 경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강도 값이 소재의 실제 강도 값과의 상 오차가 모두 

10 % 이내이므로, 식 (1)을 사용하여 모재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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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grade (MPa) 440 590 780 980 1180

Hardness
(HV)

BM 157.1 212.2 263.8 326.2 395.3

FZ 407.4 424.2 414.2 421.9 451.9

HAZ 170.4 217.4 254.8 316.2 311.6

Fig. 5 Hardness profile of welded specimens with differ-
ent steel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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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 다. 

  FZ의 경도를 측하기 해 탄소 당량(carbon equi- 

valent, CE)식을 사용하 다. 식 (2)-(8)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의 CE 식을 보여주고 있다. 식

에 들어가는 원소는 식마다 다르며, 원소 앞에 사용되

는 계수 역시 다르다. 모든 식에서 탄소 원소의 계수는 

공통 으로 1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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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icrostructure of resistance spot welds

Steel grade 
(MPa)

440 590 780 980 1180

Calculated 
Strength 
(MPa)

471.2 636.7 791.3 978.5 1185.9

Relative 
error (%)

7.08 7.92 1.45 0.15 0.50

Table 4 Calculated strength using equation (1) and rela-
tiv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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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 식을 사용하여 CE를 계산하 을 때, 소재의 강도

와 CE는 Fig. 7과 같이 선형 인 계를 보 다. 이

게 계산한 CE를 이용하여 FZ의 경도와 HAZ의 최

소 경도 측을 해 회귀식을 도출하 다. 회귀식과 

결정계수는 Table 5 에 나타냈다. 

  FZ와 HAZ 경도 측에서 결정 계수가 가장 높은 

CE 식은 각각 kaizu와 dearden 식이었다. 그러므로, 

FZ와 HAZ 의 경도를 측하기 해 각각 kaizu와 

dearden 식을 사용하 으며, 측한 경도 값과 상  

오차를 Table 6에 나타냈다. FZ의 경우, 상  오차가 

440 MPa  강재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외의 경우에

도 1.7% 이내의 낮은 값을 보이며 측 값과 실제 측

정한 경도가 유사하 다. HAZ의 경우, 상  오차가 

980 MPa  강재에서 1.82%로 가장 낮았으며, 440 MPa

 강재에서 상 오차가 13.44%로 가장 컸으며 반

으로 FZ의 경도 측보다 상  오차율이 컸다. 

3.4 단모드 측

  인장 시험 후의 항  용 부의 단모드를 측하

기 해, 인장 하 이 가해질 때 항 용 부에 가해

지는 하 을 계산하 다. Fig. 8(a)에서 보듯이 항 

용 부의 깃과 HAZ 역을 실린더 형태라고 가정

하 다. 이번 실험에서는 PF이 발생할 때, 두 소재 

에 한 소재에서 용 부가 분리되었으므로, 한 소재의 

실린더 역 반에 수직 응력이 가해진다고 가정하

다(Fig. 8(b)). IF가 발생할 때에는 FZ를 가로질러 

단이 발생하므로, 용 부 넓이 역에 단 응력이 

가해진다고 가정하 다(Fig. 8(c)). PF과 IF가 발생

할 때의 역과 응력을 고려하여, 각 단모드에서의 

하 을 식 (9-10)을 이용하여 계산하 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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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rbon equivalent (CE) according to various CE 
equations of materials with various steel grades

CE 
equation

Regression equa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Dearden
FZ HV = 75.73 × CE + 385.09 0.55

HAZ HV = 359.95 × CE + 69.54 0.92

Suzuki
FZ HV = 171.03 × CE + 365.48 0.70

HAZ HV = 699.87 × CE + 14.97 0.87

Ito
FZ HV = 430.03 × CE + 367.11 0.82

HAZ HV = 1522.50 × CE + 52.97 0.77

Yurioka
FZ HV = 106.54 × CE + 383.70 0.85

HAZ HV = 359.43 × CE + 118.40 0.72

Kaizu
FZ HV = 367.37 × CE + 351.71 0.89

HAZ HV = 1229.20 × CE + 12.48 0.74

Taka
FZ HV = 291.57 × CE + 366.66 0.79

HAZ HV = 1009.70 × CE + 55.82 0.70

Marya
FZ HV = 418.27 × CE + 335.04 0.82

HAZ HV = 1227.80 × CE – 6.82 0.53

Table 5 Regression equation and coefficient of determi-
nation (R2) for predicting hardness of the FZ and 
HAZ using CE

Steel grade (MPa) 440 590 780 980 1180

Hardness of FZ (HV)
Measured hardness 407.4 424.2 414.2 421.9 451.9

Predicted hardness 406.4 417.1 418.7 428.6 448.9

Relative error (%) 0.25 1.68 1.08 1.58 0.66

Hardness of HAZ (HV)
Measured hardness 170.4 217.4 254.8 316.2 311.6

Predicted hardness 193.3 207.1 235.5 310.4 324.1

Relative error (%) 13.44 4.72 7.59 1.82 4.01

Table 6 Measured and predicted hardness of FZ and HAZ with relative error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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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하 다.

  

    (9)

  

     (10)

이때, d은 깃 지름이고, t는 소재의 두께이다. HAZ 

연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d를 깃 지름이 아닌 HAZ 

지름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소재의 용 부에 하여, 

HAZ 지름을 측정하 을 때, 깃 지름보다 약 2 mm가 

컸으므로, HAZ 지름은 d + 2로 가정하 다. 과 

은 단 치에서의 수직 응력과 FZ에서의 단 응

력이다. 응력을 계산하기 해, 단 치에서의 경도

와 FZ의 경도와 식 (1)을 이용하 다. 일반 으로 PF

가 발생할 때의 단 치는 모재 는 HAZ 역이

다. 이번 실험에서는 HAZ 연화가 발생한 780, 980 

그리고 1180 MPa  강재의 단 치를 HAZ라고 

가정하고, HAZ 연화가 발생하지 않은 440과 590 MPa

 강재의 단 치를 BM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한 경도는 HAZ에서의 최소 경도와 BM의 경도를 각

각 사용하 다. IF가 발생할 때에는 용융부에 단 응력

만 발생하므로, FZ의 경도를 이용하여 수직 응력을 계

산하고, 식 (11)에 나타낸 von Misses criterion을 사

용하여 수직 응력을 단 응력으로 바꾸었다. 

  


     (11)

식 (9-10)에 모재의 와 FZ와 HAZ에서의 측한 경

도를 사용하여, 각각의 류 값에서의 와 를 계

산한 뒤, 두 값을 비교하 다(Table 7). 이때, 이 보

다 큰 경우에는, PF가 발생하는 단 치에서 단이 

진 하기 한 구동력이 부족하다고 단하여 IF가 발

생한다고 가정한다(회색). 이와 반 의 경우에는 PF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진한 회색). 실제 실험결과인 Table 

(a)

(b)

(c)

Fig. 8 Schematic images of (a) resistance spot welds, (b) 
pull out failure mode and (c) interfacial failure 
mode with tensile load direction

Steel grade
 (MPa)

440 590 780 980 1180

Load (kN)
         Current

4 kA
2.72 2.29 4.21 3.93 5.30 4.46 5.71 2.33 6.07 2.61

> > > > >

5 kA
3.58 5.90 5.13 7.49 5.70 5.95 7.71 6.61 7.49 2.50

< < < > >

6 kA
4.13 9.14 5.66 10.01 7.00 11.03 8.69 9.48 8.66 8.66

< < < < =

7 kA
4.64 12.74 6.37 14.00 7.48 13.31 9.96 14.00 9.68 12.00

< < < < <

8 kA
5.19 17.34 6.43 14.37 7.96 15.80 10.74 17.21 11.36 18.70

< < < < <

9 kA
5.58 21.02 7.61 22.52 8.52 18.94 11.52 20.76 11.01 17.15

< < < < <

10 kA
5.51 20.35 6.93 17.58 7.85 15.20 11.86 22.41 13.09 27.14

< < < < <

11 kA
5.60 21.25 7.91 24.97 9.88 27.91 11.91 22.65 12.74 25.27

< < < < <

Table 7 Calculated load of pull-out and interfacial failure mode according to welding 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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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590 MPa  강재의 5 kA, 

780 MPa  강재의 5 kA 와 980 MPa  강재의 6 

kA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실험 결과와 측 결과가 

일치하 다. 590 MPa  강재의 5 kA, 780 MPa  

강재의 5 kA 와 980 MPa  강재의 6 kA에서 

와  하 의 차이는 각각 2.36, 0.25, 0.79 kN이

다. 각 류마다 와 를 계산할 때, 동일한 경도

를 사용하므로 와 를 결정하는데 깃 지름값이 

지배 인 역할을 한다. 이때, 깃 지름의 경우 측정하

는 과정 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측결과

와 실험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

한 깃 지름의 측정 오차는 깃의 단면 가공 시 깃

의 정 앙을 가공하거나 측정 표본을 늘리는 방법을 통

해 최소화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도 강인 440 MPa  강재부터 

고강도 강인 1180 MPa  강재까지 항  용 을 

수행한 뒤, 기계  특성을 분석하고 단모드를 측하

다. 기계  특성을 확인하기 해, 인장시험을 진행

하고, 깃 크기와 경도를 측정하 다. 소재의 화학 성

분을 이용하여 FZ와 HAZ의 경도를 측하고, 용 부

에 발생하는 하 을 계산한 뒤, 비교하여 단모드를 

측하 다. 

  1) 용  류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 단강도는 증가

하다가 일정 류 이상에서 수렴하 다. 깃 지름도 

인장강도와 유사하게 용  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다가 수렴하 다. 이를 통해, 깃 지름이 용 부의 

강도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도 측정 결과, BM의 경도는 440, 590, 780, 

980 그리고 1180 MPa  강재의 순서로 증가하며, 

FZ의 경우에는 440 MPa  강재가 가장 낮고, 1180 MPa

 강재가 가장 높으며, 590, 780 그리고 980 MPa

 강재는 유사한 경도 값을 보 다. 한 780, 980, 

1180 MPa  강재는 HAZ 연화가 발생하 다. 

  3) 다양한 CE 식을 사용하여 각 소재의 CE를 계산

하 다. FZ와 HAZ의 경도 측을 해, Kaizu 식과 

Dearden 식을 사용하 다. 경도 측 결과는 실험값

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4) 측한 경도를 사용하여 인장 하 이 가해질 때, 

괴 모드마다 용 부 주변에 발생하는 하 을 계산하

으며, 계산한 와 를 비교하여 괴 모드를 

측하 고, 이는 실험 결과와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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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Various types of processes such as SPR mechanical 
joining or TWB laser welding are being applied as dif-
ferent kinds of materials including ultra-high strength 
steel, aluminum alloy, magnesium alloy, and composite 
materials are used for lightening the vehicle body; how-
ever, the welding process which is most frequently ap-
plied in the production of bodywork is still resistance 
spot welding. For inspecting the quality of resistance 
spot welded joints in the field, drive check is performed 
for certain spot-welded parts on the body or the nugget 
size is measured through full destruction. Non-destruc-
tive testing is performed using ultrasound for the parts 
for which destructive testing is difficult to perform. For 
resistance spot weld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quality depending on the material and thickness of the 
body panel are weld current (kA), weld time (cycles/ms), 
and electrode force (kgf/kN); among these factors, weld 
current and weld time are to be set in TC used in a re-
sistance spot welder. Electrode force used to be the ma-
jor cause of weld defects as the actual electrode force 
could not be measured during welding when a conven-
tional pneumatic gun is used. However, electrode force 
can now be controlled in real time as the pneumatic gun 
has been replaced with a servo gun in the field where 
the body is assembled, thus reducing weld defects due 
to electrode force1-5) .
  However, weld defects in the field still remain as the 
main cause of downtime during body production, and 
therefore, diverse inspection equipment are applied 
while various resistance spot welding equipment are re-
placed such as a medium frequency direc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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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nsure quality of spot welds, various nondestructive testing methods are used in addition to destructive testing 
methods, such as tensile shear tests and metallographic examination. Specifically, ultrasonic evaluation is widely 
used for measuring the nugget size in resistance spot welding. This study focuses on determining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standard to evaluate the quality of resistance spot welding in real time using servo-gun displacement 
data. Two-, three, and four-layered materials, including galvanized steel and hot stamped steel, were used in the 
experiment. To obtain a welding lobe diagram, we performed resistance spot welding three tim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secured the servo-gun data, which change depending on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the 
material. The strength and fracture mode data obtained from a tensile shear test were compared with the servo-gun 
displacement data,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e results evidently confirmed that the displacement data of the 
electrode of the medium-sized C gun clearly correlated with the tensile strength data of welding. However, the dis-
placement data of the large C gun exhibited a slightly low correlation, presumably because of a mechanical issue. 
Furthermore, it was predi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real-time welding quality evaluation 
with minimal additional costs.

Key Words : Spot welding, Servo gun displacement value, Welding quality evaluation, Standard pattern

ISSN 2466-2232 (Print)
ISSN 2466-2100 (Online)



Evaluation of Welding Quality using Servo-Gun Displacement Data for Field Spot Welding 

한용 ․ 합학회지 제38권 제5호, 2020년 10월 461

(MFDC) resistance spot welder, auto tip dresser (ATD) 
as well as light and color sensors. 
  As the application of ICT and AI has emerged across 
the industry in recent years,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determining the quality of resistance spot 
welded joints through machine learning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nugget and tensile strength and 
the changes in electrical signal patterns such as weld 
current and welding voltage at the secondary side of a 
transformer6-7). Furthermore, using the parameters that 
can be collected at the welding system using a servo 
gun such as the encoder value according to the elec-
trode displacement and motor current without requiring 
specific devices, a rising number of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inspecting the quality of resistance spot 
welding through the evaluation of electrode wear char-
acteristics and indentation depth measurement3-4).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
ing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resistance spot welding 
quality in real time using the equipment currently avail-
able in the field with the minimum costs, without ap-
plying new process or technology. Expansion and con-
traction occur during heating and cooling process of re-
sistance spot welding, and these phenomena cause the 
changes in encoder values by inducing reactions to the 
electrodes controlled at an appropriate electrode force. 
Based on how the electrode displacement varies ac-
cording to heat input, the lobe graph was divided into 
four sections with respect to heat input, low (low heat 
input, interfacial fracture), mid-low (normal heat input, 
button fracture), mid-high (normal heat input, button 
fracture), and high (excessive heat input, expulsion) as 
shown in Fig. 1 in order to perform welding. Then, the 
resistance spot welding quality was assessed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tensile-shear strength and servo 
gun displacement. 

2. Experimental method

2.1 Material used 

  For the materials in this study, the combinations of 
two, three, and four panels including galvanized steel 
plate and hot stamping steel used for manufacturing ve-
hicle body were selected; the type and thickness of the 
materials are summarized in Table 1. The chemical com- 
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teel used in 
this study are presented in Table 2 and Table 3, respec- 
tively. As shown in Fig. 2 below, the specimen used in 
a tensile-shear strength test was manufactured to be 100 

High heat input
(expulsion)

Weld current

Acceptable welds

Mid-high heat input

Mid-low heat input
(interfacial fracture of HPF

Low heat input
(interfacial fracture)

W
el

d 
ti

m
e

Fig. 1 Lobe graph of spot-welding quality specification 
in the paper 

Layers Case 
No. Materials Thickness

(mm)

Total 
thickness

(mm)

2
1

SPFC 980Y 1.2
2.6

SPFC 590DP 1.4

2
SGACUD P60/P60 0.7

1.4
SPFC 590 0.7

3

3
SGAFC 1180 60/60 1.2

2.9SGACUD P60/P60 0.7
SGARC 440 60/60 1.0

4
SGACUD P60/P60 0.7

2.9SABC 1470 50/50 1.0
SPFC 590 1.2

4

5

SGACUD P60/P60 0.7

4.9
SGAFC 1180 60/60 1.2

SGAFC 590DP 60/60 1.6
SGAPH 440 60/60 1.4

6

SGAFC 1180 60/60 1.2

4.7
SGACUD P60/P60 0.7
SGAFC 1180 60/60 1.2

SGAFC 590 DP 60/60 1.6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wt. %)

Materials C
Max.

Mn
Max.

Si
Max.

P
Max.

S
Max.

SGARC 440 60/60 0.12 1.01 0.5 0.021 0.004

SPFC 590 0.09 1.6 0.15 0.03 0.003

SPFC 590DP 0.1 2 0.2 0.03 0.003

SGAFC 590DP 60/60 0.1 2 0.2 0.03 0.003

SPFC 980 Y 0.1 2.8 1.2 0.03 0.003

SGAFC 1180 60/60 0.17 2.8 0.25 0.02 0.005

SABC 1470 50/50 0.23 1.24 0.26 0.015 0.002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s 0.2%YS,Mpa
Spec.

TS,Mpa
Spec. 

El.,%
Spec.

SGARC 440 60/60 270~ 440~ 22~

SPFC 590 350~ 588~ 17~

SPFC 590DP ~450 590~ 24~

SGAFC 590DP 60/60 ~450 590~ 24~

SPFC 980 Y 580~700 980~ 15~

SGAFC 1180 60/60 ~850 1180~ 6~

SABC 1470 50/50 950~1250 1300~1700 6~

Table 1 Material combinations for resistance spo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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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mm and the overlap length is 30 mm according to 
the KS B 0851 standards. For the middle plate, a 30 × 
30 mm specimen was used. 

2.2 Experimental equipment

  The resistance spot welder used in this study is Genius 
MFI 408L, which is an MFDC welder, by Harms-Wende 
in a KSR mode which is a constant-current control 
method. The welding robot is a six-axis robot BX200L 
manufactured by Kawasaki Robotics having a nominal 
load capacity of 200 kg that can obtain displacement 
data of each axis using the data storage function, and 
the electrode displacement data can be obtained by at-
taching a servo gun. The servo guns used in the experi-
ment are mid-size and large-size servo C-gun designed 
by NAWOOTEC and currently used in the field. Fig. 3 
shows the guns attached to the robot. The stroke of the 
mid-size and large-size servo guns is 140 mm and 280 
mm, respectively, and both types of servo guns used a 
1.5 kW servo motor. Table 4 presents the specifications 

of the servo motor. For electrodes, the Cu-Cr based 
composite electrodes having a diameter of 16 mm and a 
linear short diameter of 6 mm which are generally used 
for welding a vehicle body were used.

2.3 Experimental method

  2.3.1 Experimental method
  In the experiment, the data of servo gun displacement 
caused by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nuggets gen-
erated during resistance spot welding of a total of six 
combinations of panels - two combinations of two lay-
ers, three layers, and four layers each - were collected. 
Exclusive jig and clamps were used for collecting only 
the data of servo gun displacement which is induced 
during welding depending on the change in the current. 
By setting five teaching points of the servo gun, ‘home 
- below weld - weld - below weld - home’, obtaining the 
noise data due to vibration during welding was minimized. 
The welding conditions for resistance spot welding are 
shown in Table 5 below. According to each panel com-
bination, appropriate electrode force and weld time that 
are actually used in the field of body assembly were 
set. The squeeze time and cooling time were set to 200 
ms and 100 ms, respectively, in order to reflect the 
welding conditions of the field. In order to complete a 
weld lobe, the weld current was increased by 0.5 kA at 
a time through drive check from the current at which 
interfacial separation occurs to the current at which ex-
pulsion occurs for welding. For securing the reproduci-
bility of the results, welding was performed for three 
times at the same condition while collecting the servo 
gun displacement data simultaneously. Tensile-shear strength 
test was performed with the manufactured specimen to 
find the strength value, and the result was compared 
with the servo gun displacement data.

  2.3.2 Obtaining servo gun displacement data
  To examine the changes occurred due to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nuggets during resistance spot weld-
ing, the start signal of welding transmitted from the ro-
bot and the servo gun displacement data are automati-

Fig. 2  Specimen for resistance spot welding

Fig. 3 Mid-size and large-size servo C-gun for resistance 
spot welding

Table 4 Mid-size and large-size servo C-gun specifica-
tion

Mid-size
C-gun

Large-size
C-gun

Motor 
parts

Rated output 1.5 kW
Rated speed 3000 r/min
Max. speed 4500 r/min

Rated torque 47.98 kgf·cm

Moving 
parts

Ball screw lead 25 mm 25 mm
Pulley Ratio 0.38 0.4

Electrode force 500 kgf 350 kgf
Total stroke 140 mm 280 mm

bit resolution 11.44409 12.20703

Layers Case 
No.

Weld current (kA)
Force
(kgf)

Weld 
time
(ms)

Mid-size
C-gun

Large-size
C-gun

2
1 4.0~7.5 4.5~7.5

250
233

2 4.5~8.5 4.0~8.0

3
3 5.0~9.0 4.0~8.0

4 4.0~7.5 4.0~7.5 350

4
5 5.5~8.0 5.5~9.0

300 333
6 5.5~9.0 5.5~9.0

Table 5 Welding conditions for resistance spo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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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y obtained simultaneously at the interval of 2 ms. 
The starting condition for acquiring the data was set to 
when the displacement decreases by less than 30 mm 
after the servo gun begins to pressurize. Data acquiring 
was automatically terminated when the data were col-
lected for 5,000 ms. 

  2.3.3 Servo gun displacement data analysis program
  The investment cost required at the body production 
site is minimized, and the servo gun currently used at 
the site is utilized to determine the welding quality at 
each weld spot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 displacement which is gen-
erated due to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nuggets at 
welding section. For this purpose, a data analysis pro-
gram was developed using LabVIEW manufactured by 
NI that can estimate accurate starting and ending sec-
tions of heat input of servo gun displacement data and 
calculate maximum value, minimum value, and the dif-
ference between the two extremes. The analysis areas 
of the servo gun data obtained thereby included the sec-
tion where current actually flows and the holding time 
section where cooling occurs after the current stops 
flowing. With respect to the point at which the welding 
start signal generated by the robot control panel changes 
from 0 to 1, predetermined variables such as squeeze, 
welding, and holding time as well as weld current are 
input so as to automatically determine the analysis 
scope of the servo gun data. Fig. 5 shows process of 
obtaining data from the servo gun and the analysis area. 
Fig. 6 shows the GUI of the developed program and the 
example of the acquired data. 

3. Experimental results and discussion

3.1 Mid-size servo C-gun for welding

  For the experiment with a mid-size servo C-gun 
(hereinafter, the ‘mid-size gun’), the weld lobe section 

was divided into low heat input (interfacial separation), 
mid-low heat input, mid-high heat input, and high heat 
input (expulsion) as shown in Fig. 7. After extracting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electrode dis-
placement from welding start point to immediately after 
cooling time, during which welding is performed, from 
the displacement data obtained from each welding con-
dition, the difference was used as the threshold value 
for determining the welding quality.

Gun
move Close Welding Open

Gun
move

30mm

5000 msec
Time [msec]

tstart tstop

D
isplacem

ent [m
m

]

Fig. 4 Data measuring timing diagram

Servo gun Robot controller

Sig. of Gun close start

Sig. of Gun close
Sig. of welding start

Welding controller

Welding current

Welding complite

Gun open

Area for analysis signal

Squeeze time
(200ms)

Welding time
(233-333ms)

Holding time
(100ms)

Fig. 5 Area for analysis signal

Fig. 6 Developed analysis program GUI

Max.-Min.: 117㎛ Max.-Min.: 178㎛

     (a) Low current (b) Mid-Low current

Max.-Min.: 180㎛ Max.-Min.: 296㎛

(c) Mid-high current  (d) High current

Fig. 7 Mid-size servo C-gun electrode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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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Mid-size servo gun displacement per current 
section

  For the six combinations of panels (1 - 6) selected in 
this study, the tensile-shear strength and fracture mod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 servo gun displacement values (hereinafter, 
the ‘servo gun displacement differential value’) are 
shown in Figs. 9(a) - (f). The current value used for re-
sistance spot welding is also shown. For cases 1 - 6, the 
servo gun displacement differential value became 
greater as the heat input increased in all combinations 
of panels. In the high heat input condition in which ex-
pulsion (spatter) occurs, the servo gun displacement da-
ta rises sharply due to instantaneous expansion which 
causes the servo gun displacement differential value to 
fluctuate significantly as shown in Fig. 7(d). For all the 
combinations, the difference in the displacement value 
between the mid-high heat input condition and expulsion 
condition is approximately 100 - 350 ㎛. However, in 
the combination 4 in which hot stamping steel is in-
cluded, expulsion occurred in all lobe sections, thus 
confirming small changes in the servo gun displace-
ment data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heat input. 
When the weld lobe graph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fracture mode acquired from the tensile-shear test 
and the servo gun displacement analyzed through the 
welding experiment on the mid-size gun, the low heat 
input section below the lower limit of lobe where inter-
facial fracture occurs, the normal welding section, and 
the upper limit section where expulsion occurs c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his result contributes to the ex-
pansion of nuggets which occurs during resistance spot 
welding and the formation of indentation. When the weld 
current is applied to the specimen, thermal expansion 
occurs in the materials and melting occurs in the center 
of the electrode, followed by the expansion of a plastic 
zone. Subsequently, the nuggets continue to contract 
until the cooling time due to the electrode force applied 
constantly by the servo gun immediately after the max-
imum expansion point. Here, it is known that the nug-
gets are formed and the amount of displacement reduc-
tion becomes the indentation depth8). Therefore, the ser-
vo gun displacement related to the expansion and con-
traction of the material exhibits the identical pattern re-
gardless of the panel thickness or electrode force, which 
has been reported as the variable reflecting the process 
of nugget formation. Fig. 8 shows the schematic dia-
gram of this phenomenon. When a spatter occurs while 
the pressure is applied constantly by the servo motor, 
the servo gun displacement data rises instantly due to 
the increased expansion of the nugget and decreases by 
more than the certain displacement due to electrode 

force during contraction as it decreases by the volume 
of the separated melt. 

  3.1.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id-size servo gun 
displacement and tensile-shear strength

  When the encoder value of the robot controller during 
resistance spot welding was reviewed, the degree of ex-
pansion and contraction of the nuggets increased as the 
heat input increased, thus confirming the increase in the 
difference in the servo gun displacement values. Generally, 
in resistance spot welding, the nugget size becomes 
larger when heat input increases, and thus the welding 
strength increases. However, when the heat input ex-
ceeds beyond the normal level, the welding strength 
does not increase significantly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melt and internal defect of nuggets (pores) caused 
by expulsion. Likewise, in Figs. 9(a) - (f) which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rvo gun displacement and 
tensile-shear strength, it increases linearly until the ex-
cessive heat input condition and then increases insignif-
icantly or decreases in the excessive heat input con- 
dition. In contrast, the servo gun displacement value in-
creases linearly from the low heat input condition to 
normal heat input condition, but it increases sharply in 
the excessive heat input condition where the servo gun ex-
pansion signal is generated significantly due to expulsion. 
The servo gun displacement and the tensile-shear strength 
increased linearly as the heat input increased; while the 
servo gun displacement increased sharply in the ex-
cessive heat input condition where expulsion occurred, 
the tensile-shear strength decreased or did not increase. 
Therefore, abrupt changes in the servo gun displace-
ment values can be used as a variable for determining 
the normal heat input condition and excessive heat in-
put condition during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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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arge-size servo C-gun for welding

  For the experiment with a large-size servo C-gun 
(hereinafter, the ‘large-size gun’), the weld lobe section 
was divided into low heat input (interfacial separation), 
mid heat input, and high heat input (expulsion) as 
shown in Fig. 10 below to obtain the servo gun dis-
placement data. Similar to the mid-size gun, the max-
imum and minimum values were extracted using the 

displacement data from the welding start point to im-
mediately after cooling time and then the difference 
was examined. 

  3.2.1 Large-size servo gun displacement per heat in-
put section

  For the Cases 1 - 6, the servo gun displacement differ-
ential value during welding, tensile-shear strength, and 
fracture mode are shown in Figs. 11(a) - (f). The cur-
rent value used for resistance spot welding is also 
shown. The servo gun displacement differential value 
became greater as the heat input increased in all combi-
nations of panels. In the conditions where expulsion oc-
curs, the servo gun displacement differential value in-
creased as it did with the mid-size gun, but low heat in-
put of interfacial fracture and the servo gun displace-
ment differential value in the normal condition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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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rvo gun displacement, tensile-shear load and fract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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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arge-size servo C-gun electrode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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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several ㎛, thus causing difficulty in distinguish-
ing the weld lobe section.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sections when heat input is low because the operat-
ing stroke of the large-size gun is 280 mm, which is 
twice as large as that of the mid-size gun, while the 
length of a motor rotation axis in the operating part of 
the upper gun is approximately 1,000 mm. When a ser-
vo gun is attached, the length of the upper apparatus 
part is increased, thereby partially playing a role of a 
damper. The entire force generated by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the material cannot be delivered to 
the motor encoder, thus causing the large-size gun to 
have a smaller displacement differential value than the 
mid-size gun. In the combination 4 in which hot stamp-
ing steel is included, expulsion occurred in all sections 
as it did with the mid-size gun, and therefore, the servo 
gun displacement differential value is 100 ㎛ or greater 

even in the normal welding con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arge-size gun, it is deemed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low heat input section below 
the lower limit of the weld lobe and the normal heat in-
put section. As mentioned before, the electrode dis-
placement value collected from the motor encoder is 
further reduced than the actual value due to the size of 
the apparatus part of the large-size gun. However, since 
the high heat input condition in which expulsion occurs 
and the normal welding condition are clearly dis-
tinguished in the weld lobe graph, welding quality of 
the large-size gun can also be monitored in real time. 

  3.2.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large-size servo 
gun displacement and tensile-shear strength

  The tensile-shear strength of the specimen welded 
with the large-size gun increased in all combina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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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rvo gun displacement, tensile-shear load and fracture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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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s as heat input increased as shown in Fig. 11(a) - 
(f), but the increase was insignificant or the strength de-
creased in the excessive heat input condition where ex-
pulsion occurred. Contrarily, the servo gun displace-
ment value varied slightly from low heat input to nor-
mal heat input conditions but increased significantly in 
excessive heat input condition where expulsion occurred. 
Only in Case 4 shown in Fig. 11(d), which is the com-
bination of panels in which hot stamping panel is in-
cluded, it increased linearly from low heat input to high 
heat input conditions. In general, tensile-shear strength 
before expulsion occurs is proportional to the nugget 
size of resistance spot welded joints, and the degree of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nuggets also increases. 
For the large-size gun, however, the enlarged apparatus 
part of the servo gun played the role of a damper for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nuggets which occurred 
during welding as mentioned before, which resulted in 
the reduction in the servo gun displacement value. 
Therefore, the large-size gun exhibit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servo gun displacement value in the ex-
cessive heat input condition (expulsion) as it did with 
the mid-size gun; even when the tensile-shear strength 
increases in the low to mid heat input conditions, the 
long length of the apparatus part worked as a damper 
which caused the servo displacement value not to in-
crease significantly.
  Fig. 12 and Fig. 13 show the changes in the encoder 
values obtained when resistance spot welding was per-
formed with the mid-size gun and the large-size gun, 
respectively. Unlike the mid-size gun, the large-size gun 
did not show a significant change in the servo gun dis-
placement from when the nugget is actually expanded 
until the nugget formation has ended during welding. 
For the large-size gun, the quality difference between 
the low heat input and the normal heat inpu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while the quality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heat input and the excessive heat input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4.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data of servo gun displacement were 
collected according to the expansion/contraction of the 
materials which occur during resistance spot welding in 
order to determine the welding quality at the field;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1) A program was developed to calculate the servo 
gun displacement differential value based on the sec-
tions that have been divided into interfacial fracture, 
normal welding, and expulsion conditions in the resist-
ance spot weld lobe curve.
  2) For the mid-size servo C-gun, the upper limit (ex- 
pulsion) and the lower limit (interfacial fracture and in-
sufficient tensile strength) of the weld lobe curve c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heat input. 
  3) For the large-size servo C-gun, the upper limit 
(expulsion) and the normal condition of the weld lobe 
curve can be distinguished in limited cases due to the 
factor which is possibly attributable to the apparatus 
problem. 
  4) The technique for assessing the welding quality 
based on the servo gun displacement does not require 
additional devices and is expected to be used for de-
termining the welding quality in real time with the min-
imum cost at the field.
  Further studies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on ser-
vo guns having varied structures to analyze how the 
mechanical structure of the servo gun affects the elec-
trode displacement during resistance spo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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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체 경량화 등을 이유로 강도도 강재, 알루미늄 

합 , 마그네슘 합 , 복합재료 등 다양한 종류의 소재

들이 용되면서 SPR 등의 기계 체결, TWB 이  

용  등 다양한 공정들이 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체 제작에 가장 많이 용되고 있는 용  공정은 

항 용  공정이다. 장에서 항  용 부에 한 품

질을 확인하기 한 방법에는 차체 용 부 일부에 

해 실시하는 드라이  체크, 괴를 통한 깃사이즈 

측정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괴검사가 힘든 부 에 

해서는 음 를 사용한 비 괴검사를 실시하고 있

다. 항 용 에 있어 차체 넬 조합인 재질  두께

에 따라 품질에 향을 주는 인자는 표 으로 용

류(kA), 용  시간(cycles/ms), 가압력(kgf/kN)이며, 

이  용 류  용 시간은 항  용 기에 사용되

는 TC에서 설정하게 되어 있다. 가압력의 경우 기존 

공압건을 사용 시 용  의 실제 가압력을 측정할 수 

없어 용  품질 불량의 주 원인이 되었지만, 차체를 조

립하는 장 부분이 서보건으로 교체되면서 가압력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가압력에 

의한 용  품질 불량은 많이 어들게 되었다1-5). 

  하지만, 장의 용  품질 문제는 여 히 차체 제작

에 있어 가장 큰 비가동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

결하기 해 MFDC( 응제어형) 항용 기, ATD

( 극드 싱기), 빛칼라센서 등 항  용  장비 교체 

 다양한 품질 검사 장비들이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ICT, AI등의 용이 산업 반에 확 되면서 

항  용  타  품질을 실시간으로 단하기 해 

TR 2차측에서 용 류와 용 압 등의 기  신호

의 패턴 변화와 깃, 인장강도와의 상 계를 악하

여 이에 한 기계학습(machine running)을 통한 

항  용 부의 품질을 단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

고 있다.6-7) 한 극 변 에 따른 엔코더 값, 모터 

류와 같이 서보건을 이용한 용  시스템에서 별도의 

장치 없이 수집 가능한 라미터를 이용하여 극 마모 

특성 평가, 압흔 깊이 측정을 통한 항 용  품질 검

사와 같은 연구도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다3-4).

  본 연구는 새로운 공정 혹은 기술을 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에서 재의 장비를 사용하여 

항 용  품질을 실시간으로 단할 수 있는 기  

확립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항 용 의 가

열, 냉각과정에서 소재의 팽창과 수축이 발생하며, 이 

상은 정 가압력으로 제어되는 극에 반력을 가하

여 엔코더 값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극의 변

가 입열량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여 

Fig. 1과 같이 입열량에 따라 로  그래 를 Low(

입열, 계면 단), Mid-low(정상입열, 버튼 단), Mid- 

high(정상입열, 버튼 단), High(과입열, 날림발생) 4

구간으로 구분하여 용 을 실시한 후 단 인장강도와 

서보건 displacement 값의 상 계를 통해 항  

용 부 품질을 평가하 다. 

서보건 위치 데이터 활용 현장 저항점용접 품질 평가에 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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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사용 재료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차체 제작에 사용하는 아연도

강 , 핫스탬핑 강재 등을 포함하는 2겹, 3겹  4

겹의 재 조합으로 선정하 으며, 종류  두께 등은 

Table 1에 표시하 다. 사용된 강재의 화학  성분은 

Table 2에 기계  성질은 Table 3에 표시하 다. 인

장 단 실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KS B 0851 규격에 

의거하여 아래 Fig. 2와 같이 100×30 mm로 가공하

으며, 겹침 길이는 30 mm이다. 의 경우는 30× 

30 mm의 시험편을 사용하 다. 

2.2 실험 장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 용  장비는 Harms-Wende

社 의 MFDC(Medium frequency direct current) 

용 기인 Genius MFI 408L으로 정 류 제어방식인 

KSR모드를 사용하 다. 용 로 은 가와사키로보틱스

社의 6축 로 으로 가반하 이 200 kg인 BX200L로 

데이터 스토리지 기능을 활용하여 각 축의 변  데이터

를 획득할 수 있으며, 서보건을 연결하면 극의 변  

데이터도 획득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서보건

은 나우테크社에서 설계하고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  형 C형 건으로 Fig. 3은 로 에 장착된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보건의 스트로크는 형 140 mm, 

형 280 mm이며, 1.5kW의 동일한 사양의 서보 모

터를 사용하 다. Table 4는 서보 모터에 한 사양 

Layers Case 
No. Materials Thickness

(mm)

Total 
thickness

(mm)

2
1

SPFC 980Y 1.2
2.6

SPFC 590DP 1.4

2
SGACUD P60/P60 0.7

1.4
SPFC 590 0.7

3

3
SGAFC 1180 60/60 1.2

2.9SGACUD P60/P60 0.7
SGARC 440 60/60 1.0

4
SGACUD P60/P60 0.7

2.9SABC 1470 50/50 1.0
SPFC 590 1.2

4

5

SGACUD P60/P60 0.7

4.9
SGAFC 1180 60/60 1.2

SGAFC 590DP 60/60 1.6
SGAPH 440 60/60 1.4

6

SGAFC 1180 60/60 1.2

4.7
SGACUD P60/P60 0.7
SGAFC 1180 60/60 1.2

SGAFC 590 DP 60/60 1.6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wt. %)

Materials C
Max.

Mn
Max.

Si
Max.

P
Max.

S
Max.

SGARC 440 60/60 0.12 1.01 0.5 0.021 0.004

SPFC 590 0.09 1.6 0.15 0.03 0.003

SPFC 590DP 0.1 2 0.2 0.03 0.003

SGAFC 590DP 60/60 0.1 2 0.2 0.03 0.003

SPFC 980 Y 0.1 2.8 1.2 0.03 0.003

SGAFC 1180 60/60 0.17 2.8 0.25 0.02 0.005

SABC 1470 50/50 0.23 1.24 0.26 0.015 0.002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s 0.2%YS,Mpa
Spec.

TS,Mpa
Spec. 

El.,%
Spec.

SGARC 440 60/60 270~ 440~ 22~

SPFC 590 350~ 588~ 17~

SPFC 590DP ~450 590~ 24~

SGAFC 590DP 60/60 ~450 590~ 24~

SPFC 980 Y 580~700 980~ 15~

SGAFC 1180 60/60 ~850 1180~ 6~

SABC 1470 50/50 950~1250 1300~1700 6~

Table 1 Material combinations for resistance spot welding

Fig. 2  Specimen for resistance spot welding

Fig. 3 Mid-size and large-size servo C-gun for resistance 
spot welding

Table 4 Mid-size and large-size servo C-gun specifica-
tion

Mid-size
C-gun

Large-size
C-gun

Motor 
parts

Rated output 1.5 kW
Rated speed 3000 r/min
Max. speed 4500 r/min

Rated torque 47.98 kgf·cm

Moving 
parts

Ball screw lead 25 mm 25 mm
Pulley Ratio 0.38 0.4

Electrode force 500 kgf 350 kgf
Total stroke 140 mm 280 mm

bit resolution 11.44409 1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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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극은 일반 으로 자동차 차체 

용 에 사용되는 직경 16 mm, 선단경 6 mm의 Cu- 

Cr 극을 사용하 다.

2.3 실험 방법

  2.3.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2겹, 3겹  4겹 각 2조합씩 총 6가

지 재 조합에 한 항 용  시 생성되는 깃의 

팽창과 수축에 의한 서보건의 변  데이터를 수집하

다. 류 변화에 따라 용   발생하는 서보건의 치 

변화 데이터만 수집하기 해 용 지그와 클램 를 사

용하 으며, 서보건의 티칭은 ‘홈-용  아래-용 - 

용  아래-홈’으로 총 5구간을 설정하여 용   진

동에 의한 노이즈 데이터 획득을 최소화하 다. 항 

용  실험에 사용된 용  조건은 아래 Table 5에 나

타내었으며, 가압력  용 시간은 각 재 조합에 따

라 차체 조립 장에서 사용되는 정 수 으로 선정하

다. 기가압시간  냉각시간은 장 용 조건을 반

하여 각 200 ms, 100 ms로 고정하 다. 용 로

를 작성하기 하여 용  류는 드라이버 체크를 통해 

계면분리가 발생하는 류부터 날림(expulsion)이 발

생하는 류까지 0.5 kA씩 증가시켜 용 하 다. 결과

의 재 성을 확보하기 하여 동일한 조건에 해 3회

씩 용 하 으며 동시에 서보건 변  데이터를 수집하

다. 제작된 시험편으로 인장 단시험을 수행하여 강

도값을 확인하고, 서보건의 변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

다.

  
  2.3.2 서보건 변  데이터 취득 방법

  항  용  시 깃의 팽창과 수축 등에 한 변화

를 확인하기 해 로 에서 달되는 용  시작신호를 

서보건의 변  데이터를 동시에 2 ms 간격으로 자동

으로 취득되도록 설정하 다. 데이터 확보를 한 시작 

조건은 서보건 가압이 시작되어 변 값이 30 mm 미

만으로 감소하는 시 으로 설정하 으며, 데이터 취득 

후 5,000 ms 동안 수집되면 자동으로 종료하게 하 다. 

  2.3.3 서보건 변  데이터 분석 로그램

  차체를 제작하는 장에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사

용 인 서보건을 활용하여 용 구간에서 발생하는 

깃의 팽창과 수축시 나타나는 변 의 최 지 , 최소지

의 차이값에 따라 타 의 각각 용  품질을 단하

다. 이를 해 NI社의 Labview를 사용하여 서보건 변

 데이터의 정확한 입열 시작-종료 구간을 추정하고 

최 값, 최소값  그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로그램을 개발하 다. 취득된 서보건 데이터의 

분석 역은 실제 통 이 발생하는 구간과 통 이 종료

된 후 냉각이 이루어지는 홀딩타임 구간까지 포함하

다. 로  제어반에서 발생시킨 용  시작신호가 0에서 

1로 바 는 시 을 기 으로 사 에 결정된 스퀴즈, 용

, 홀딩 시간  용  류 등의 변수값을 입력하여 서

보건 데이터의 분석 범 를 자동으로 결정하게 하 다. 

Fig. 5는 서보건에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  분석 

역에 해 보여주고 있다. 한, Fig. 6은 개발한 

로그램에 한 GUI  확보된 데이터 시를 보여주

고 있다. 

Gun
move Close Welding Open

Gun
move

30mm

5000 msec
Time [msec]

tstart tstop

D
isplacem

ent [m
m

]

Fig. 4 Data measuring timing diagram

Servo gun Robot controller

Sig. of Gun close start

Sig. of Gun close
Sig. of welding start

Welding controller

Welding current

Welding complite

Gun open

Area for analysis signal

Squeeze time
(200ms)

Welding time
(233-333ms)

Holding time
(100ms)

Fig. 5 Area for analysis signal

Layers Case 
No.

Weld current (kA)
Force
(kgf)

Weld 
time
(ms)

Mid-size
C-gun

Large-size
C-gun

2
1 4.0~7.5 4.5~7.5

250
233

2 4.5~8.5 4.0~8.0

3
3 5.0~9.0 4.0~8.0

4 4.0~7.5 4.0~7.5 350

4
5 5.5~8.0 5.5~9.0

300 333
6 5.5~9.0 5.5~9.0

Table 5 Welding conditions for resistance spo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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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고찰

3.1 형 C형 서보 용 건

  형 C형 서보건(이하 형건)실험에서는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용  로  구간을 Fig. 7과 같이 입열

(계면분리), 입열, 고입열  고입열(날림)의 네 

구간으로 분류하 다. 각 용  조건에서 취득된 변  

데이터에서 용 이 이루어지는 구간인 용 시작부터 냉

각시간 직후 극 변 의 최 값과 최소값을 추출한 후 

그 차이를 용 품질 단의 임계값으로 활용하 다.

    

  3.1.1 입열 구간별 형 서보건 Displacement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1~6까지의 재 

조합에서 서보건 변  최 -최소값 차이값(이하, 변

차이 값 ; Servo gun displacement differential 

value)에 따른 인장 단강도와 단모드를 Fig. 9 

(a)~(f)에 나타내었으며, 그 때 항 용 에 사용된 

류 값을 표기하 다. Case 1~6까지의 모든 재 

조합에서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변 차이 값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날림(expulsion, 스

패터)이 발생하는 고입열 조건의 경우 Fig. 7 (d)와 

같이 서보건 변 데이터 값이 순간 인 팽창에 의해 크

게 발생하여 변 차이 값이 격히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체 조합에 있어 고입열 조건과 날림 

발생 조건과의 변 차이 값은 략 100~350 ㎛인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핫스탬핑 강재가 포함된 조합 4의 

경우 로   구간에서 날림이 발생하여 입열량의 차이

에 따라 서보건 변  데이터 변화가 은 것을 확인하

다. 형 C건에 한 용  실험 후 분석한 서보건 

데이터와 인장 단 시험을 통해 확보한 괴 모드에 따

라 용  로  그래 를 확인한 결과 계면 단이 나타나

는 로  하한선 아래의 입열 구간과 정상용  구간, 

날림이 발생하는 상한선 구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항 용  시 발생

하는 용융부의 팽창과 깃  압흔 형성 과정에 기인

한다. 시험편에 용 류가 인가되면 소재의 열팽창이 

발생하고 극 심으로부터 용융이 발생하며 소성역이 

확장된다. 그러다가 최  팽창량이 발생하는 시  직후 

지속 으로 가해졌던 서보건에 의해 극의 가압력에 의

해 용융부는 냉각시간까지 계속 수축하게 된다. 이 때 

깃이 형성되며 감소된 변 가 압흔 깊이가 된다고 알

려져 있다8). 따라서 소재의 팽창 수축과 련된 서보

건의 변 는 재의 두께나 가압력이 다를 경우에도 그 

패턴이 동일하며 이는 깃 형성과정을 반 하는 변수

라고 보고되었다. Fig. 8은 이에 한 상을 그림으

로 나타내었다. 서보모터에 의해 일정하게 가압되고 있

는 상황에서 스패터 발생 시에는 용융부의 팽창량이 커

져 서보건 변  데이터가 순간 으로 증가하고, 수축시

에는 이탈된 용융물의 부피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 

가압력 변 보다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Developed analysis program GUI

Max.-Min.: 117㎛ Max.-Min.: 178㎛

     (a) Low current (b) Mid-Low current

Max.-Min.: 180㎛ Max.-Min.: 296㎛

(c) Mid-high current  (d) High current

Fig. 7 Mid-size servo C-gun electrode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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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hematic diagram of servo gun displacement by 
nugget expansion and con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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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형 서보건 Displacement와 인장 단강도의 

상 계 분석

  항  용 시 로  제어기의 엔코더값을 확인한 결

과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겟의 팽창과 수축이 증가하

여 서보건 Displacement 값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으로 항 용 에서는 입열

량이 증가할수록 깃의 크기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용

강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입열량이 정 입열을 벗어

나 과입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날림(expulsion) 발생으

로 인해 용융물의 이탈  깃 내부 결함(기공) 등이 

발생하므로 용 강도가 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보건 displacement와 단인장강

도의 계를 보여주고 있는 Fig. 9(a)~(f)의 경우 과

입열 조건 이 까지는 선형 으로 증가하다가 과입열 

조건에서는 그 증가량이 미미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서보건 displace-

ment 값은 입열 조건에서 정 입열 조건까지 선형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날림이 발생하여 서보

건의 팽창 신호가 크게 발생하는 과입열 조건에서는 서

보건 displacement 값이 격하게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 결과 서보건의 displacement와 인장 단강도

는 입열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 으며, 날림이 발생하는 과입열 조건일 때는 서보

건 displacement가 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인장 단

강도는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따

라서 이러한 서보건 displacement 값의 격한 변화

량을 용   정입열 조건과 과입열 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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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rvo gun displacement, tensile-shear load and fract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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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 C형 서보 용 건

  형 C형 서보건(이하 형건)실험에서는 용  로  

구간을 아래 Fig. 10와 같이 입열(계면분리), 입

열  고입열(날림)의 세 구간으로 분류하여 서보건 변

 데이터를 취득하 으며, 형건과 동일하게 용 시

작부터 냉각시간 직후의 변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최

값과 최소값을 추출한 후 그 차이를 확인하 다.   

  3.2.1 입열 구간별 형 서보건 Displacement

  재 조합 Case 1~6에 해 진행한 용  시 발생

하는 서보건의 변 차이 값과 인장 단강도  단모

드를 Fig. 11(a)~(f)까지 그래 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때 항 용 에 사용된 류 값을 표기하 다. 모

든 재 조합에서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극 변 차이 

값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날림이 

발생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형 C건과 마찬가지로 변

차이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 지만, 계면 단의 

입열과 정상조건 조건에서의 변 차이 값은 수 ㎛ 내

외로 용  로  역을 구분하기가 힘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입열량이 낮은 경우 역구분이 힘

든 것은 형건의 작동 스트로크가 280 mm로 형건

과 비교하 을 때 2배 크며, 상부건 작동부의 모터 회

축으로부터의 길이는 약 1000 mm이다. 이처럼 서

Max.-Min.: 0㎛Max.-Min.: 0㎛ Max.-Min.: 11㎛Max.-Min.: 11㎛ Max.-Min.: 142㎛Max.-Min.: 142㎛

(a) Low current (b) Mid current (c) High current

Fig. 10  Large-size servo C-gun electrode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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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rvo gun displacement, tensile-shear load and fracture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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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이 부착되어 있는 상부 기구부의 길이가 증가하면

서 일정 부분 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재의 팽창

과 수축으로 발생하는 체 힘을 모터 엔코더까지 달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건에 비해 낮은 변 차이 값을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다만 핫스탬핑 강재가 포함된 

조합 4의 경우 형 C건과 유사하게  구간에서 날림

이 발생하여 정상용  조건에서도 변 차이 값은 100 ㎛ 

이상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 C건의 결과를 볼 때, 용 로  하한선의 아래 

입열 구간과 정 입열구간의 구분은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이는 앞서 언 한 것처럼 형건의 기구부 

크기로 인하여 모터 엔코더에서 수집되는 극 변  값

이 실제보다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림이 발생하

는 고입열 조건과 정상용  조건이 용 로  그래  상

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형 C건의 

경우에도 용 품질 단을 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2.2 형 서보건 Displacement와 인장 단강도의 

상 계 분석

  형 C건을 사용하여 용 한 시험편의 인장 단강도

는 Fig. 11(a)~(f)의 그래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모

든 재 조합에서 입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날

림이 발생하는 과입열 조건에서는 증가량이 미미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반면 서보건 displacement 

값은 입열에서 정입열까지의 변화는 었고 날림이 

발생한 과입열 조건에서만 크게 증가하 다. 다만 핫스

탬핑 강재가 포함된 재 조합인 Fig. 11(d), Case 4

에서만 입열에서 고입열 조건까지 선형 으로 증가함

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날림 발생 의 인장 단강

도는 항 용 부의 깃 크기와 비례하고 깃의 팽

창과 수축의 크기도 증가한다. 그러나 형 C형 서보

건은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형화 된 서보건의 기구

부가 용 시 발생한 깃의 팽창-수축에 따른 퍼 역

할을 하 기 때문에 서보건 displacement 값이 감소

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형 C건의 경우 형 C

건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입열(날림 발생) 조건에서는 

서보건 displacement 값이 크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

지만, ~ 입열량 조건에서는 단인장강도가 증가하

더라도 기구부의 긴 길이가 퍼 역할을 하여 서보건 dis- 

placement 값의 증가량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Fig. 12와 Fig. 13은 형 C건과 형 C건을 사용

하여 항 용 을 실시할 때 획득한 엔코더 값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으며, 형 C건의 경우 형 C건과 달

리 용 시 실제 깃의 팽창이 발생하여 깃 형성이 끝

나는 시 까지 서보건 displacement 변화가 크게 없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형 C건의 경우 

장에서 입열과 정입열에 한 품질 구분은 어렵

지만, 정입열과 과입열에 한 품질 상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항  용 시 발생하는 소재의 팽창/

수축에 따른 서보건 데이터의 변 차이 값을 수집하여 

장의 용  품질 단 기 으로 활용하기 한 연구로 

그에 한 결론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 다. 

  1) 항  용 의 로  곡선에서 계면분리, 정상용

, 날림 발생 조건의 구분 기  조건으로 사용한 서보

건 데이터 변 차이 값을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2) 형 C건의 경우에는 입열량에 따라 용  로 곡

선의 상한선(날림 발생), 하한선(계면 단  인장강도 

부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3) 형 C건의 경우 기구 인 문제로 추정되는 요인

에 의해 용  로 곡선의 상한선(날림발생)과 정상조건

을 구분할 수 있다는 다소 제한된 결론을 얻었다. 

  4) 서보건 극 변 에 의한 용  품질 단 기법은 

Sqeeze Weld Hold 

Expansion Shrinkage 

Fig. 12 Displacement of mid-size servo C-gun expansion-
shrinkage (acceptable condition)

Expansion Shrinkage 

Sqeeze Weld Hold 

Fig. 13 Displacement of large-size servo C-gun expansion-
shrinkage (acceptabl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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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인 장치의 추가 없이 용  품질 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장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시간 용  품질 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측

된다.

  향후 다양한 구조의 서보건 용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서보건의 기계  구조가 항  용 시 발생하는 

극의 변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기아자동차/ 엔지비(주)의 산학연구, 한

국연구재단(NRF-2017M3A9E2060430), 산업통상자원부

의 재원으로 한국에 지기술평가원 (No. 20181510102- 

360)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

ORCID: Jaesung Kim: https://orcid.org/0000-0002-8596-7792
ORCID: Jooheon Park: https://orcid.org/0000-0001-5991-573X
ORCID: Sanghyeok Jeong: https://orcid.org/0000-0002-9458-0792
ORCID: Bokdeok Seo: https://orcid.org/0000-0001-5134-8638

Reference

1. C. S. Lim and H. S. Chang, Spot Welding of Aluminum 
Alloys Using Servogun, J. Korean Weld. Join. Soc. 22(4) 
(2004) 43-49. 

2. J. Y. Baek, J. G. Lee and S. H. Rhee, A Study of 
Dynamic Characteristic far Resistance Spot Welding 
Process Using Servo-gun System, J. Korean Weld. Join. 
Soc. 23(3) (2005) 40-46.

3. Y. S. Zhang, X. Y. Zhang, X. M. Lai and G. L. Chen, 
Online quality inspection of resistance spot welded joint 
based on electrode indentation using servo gun, Sci. 
Technol. Weld. Join. 12(5) (2007) 449-454. 
http://doi.org/10.1179/174329307x207889  

4. X. Q. Zhang, G. L. Chen and Y. S. Zhang, On-line eval-
uation of electrode wear by servo gun in resistance spot 
welding, Int. J. Adv. Manuf. Technol. 36(7-8) (2008) 
681-688.
http://doi.org/10.1007/s00170-006-0885-8 

5. Y. W. Park, J. G. Lee and S. H. Rhee,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Weld Quality Through Force Control 
of Servo Gun in Resistance Spot Welding using Robot, 
J. Korean Weld. Join. Soc. 24(6) (2006) 13-20.

6. S. G. Choi, I. S. Hwang, M. J. Kang and S. K. Hyun,  
Optimization of welding parameters in resistance spot 
welding of 980 MPa grade GA steel sheet using mul-
ti-response surface methodology, J. Weld. Join. 36(4) 
(2018) 63-69.
http://doi.org/10.5781/jwj.2018.36.4.7 

7. T. H. Kim, J. Y. Yu, S. H. Rhee and Y. W. Park, 
Development of Intelligent Monitoring System for 
Welding Process Faults Detection in Auto Body Assembly, 
J. Korean Weld. Join. Soc. 28(4) (2010) 81-86.
http://doi.org/10.5781/kwjs.2010.28.4.081

8. H. S. Chang and J. Y. Lee, Monitoring of Resistance 
Spot Welding Processes, J. Korean Weld. Join. Soc. 30(1) 
(2012) 19-26.
http://doi.org/10.5781/kwjs.2012.30.1.19

참
 조

 용
  논

 문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8 No.5(2020) pp469-478
https://doi.org/10.5781/JWJ.2020.38.5.6

1. Introduction

  Ceramics have high strength and modulus, excellent 
abrasion and chemical resistance, and particularly out-
standing thermal resistance1,2). They are mainly applied 
to parts used in extreme environments such as severe 
friction or high stress load conditions at high temperatures. 
They can be applied to structures and parts in aero-
space, automobile and energy fields that require high 
working temperatures such as gas turbines, engines, 
batteries, and heat exchangers3,4). Applying ceramics to 
these applications can improve efficiency by increasing 
the operating temperature and reducing losses in the 
system5). 
  Sintering, a traditional method of manufacturing ceramics, 
is performed in the following order: 1) powder preparation 
(granulation), 2) compression molding, 3) machining of 
green body, 4) sintering, 5) post annealing and finish-
ing, etc. (Fig. 1). Powder preparation refers to a process 
of granulating to facilitate densification by adding addi-

tives such as a binder and a lubricant. After that, mold-
ing is performed by compressing the powder to 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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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en body. Since shaping becomes difficult after sin-
tering due to increased strength, the green body is ma-
chined primarily to form the desired shape beforehand. 
Such machining work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shrinkage that occurs in the subsequent sintering proc-
ess, and more detailed features are made in the finish-
ing process after sintering. Sintering, which is the main 
step, is a process of producing a densified sample while 
decomposing organic material, facilitating grain growth 
and removing pores through spontaneous reactions us-
ing variables such as temperature, time, pressure, and 
atmosphere. Currently,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a 
commercial ceramic involves many step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eramics and simplify 
the complex process, additive manufacturing using a la-
ser has recently been studied. The additive manufactur-
ing process uses a laser heat source and powder, and 
the manufacturing takes place layer by layer as the head 
moves to form a designed 3D structure6). Since the 
commercial sintering process is a process performed in 
a chamber, there are restrictions in place and size of parts, 
whereas additive manufacturing can be performed free-
ly in a space where robots can move and be utilized for 
maintenance and repair of parts. Additive manufactur-
ing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configuration of the process: indirect additive manu-
facturing (I-AM) that integrates the powder prepara-
tion, compression molding and green body machining 
steps; and direct additive manufacturing (D-AM) that 
integrates the processing and sintering steps as well 
(Fig. 1)7). The former, I-AM, includes processes such as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stereolithography 
(SLA), direct inkjet printing (DIP), layer-wise slurry 
deposition (LSD), and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LOM). In the I-AM method, after manufacturing a 
3D-molded body with a binder, densification is per-
formed through a commercial sintering process. On the 
contrary, D-AM is classified as directed energy deposi-
tion (DED) by ASTM, and laser engineered net shaping 
(LENS) developed by Optomec is a well-known example. 
Depending on the company, it is also used in various 
names such as direct metal deposition (DMD), 3D laser 
cladding, and laser based metal deposition (LBMD). 
Nonetheless, D-AM forms a melt pool using a high- 
power laser heat source without a binder and coaxially 
sprays the powder to produce a densified deposition at 
once. With no separate sintering process required, parts 
can be manufactured quickly through fewer steps using 
D-AM. 
  However, since ceramic materials are sensitive to ther-
mal shock and have low fracture toughness, the level of 
technical difficulty for applying to additive manufactur-
ing is higher than that of metal or polymer materials. 

With increasing demand of DED in manufacturing of 
part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apply the DED method 
to oxide ceramics overseas.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reports on additive manufacturing of metal or 
metal matrix composites using the DED method8-10), 
but there have been no domestic studies on AM only 
using ceramic powders reported so fa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issues that need to be ad-
dressed for domestic researchers in ceramic manu-
facturing by the DED method.

2. Results & Discussion

2.1 Ceramics Manufactured by DED: Effects of 
Process Parameters

  The DED process system delivers the laser beam and 
powder simultaneously as shown in Fig. 2. The laser 
beam creates a melt pool on the surface of the base ma-
terial, and the powder is fed into the melt pool. The 
process parameters include powder feeding speed, laser 
power, scan speed and hatch spacing, and such parame-
ters affect the shape, thermal profile and microstructure 
of the deposited layer. Al2O3 is a representative oxide 
ceramic. Since it has a melting point of 2072 ℃, the 
temperature of the melt pool is higher than that of gen-
eral metal materials. In addition, the thermal conductivity 
of Al2O3 is 6 W/m․K at 1000 ℃, whereas that of met-
al materials tends to fall in the range of 40 to 500 W/m․K 
at the same temperature11). Moreover, Al2O3 has a high-
er laser absorption rate than general metals with a laser 
absorption rate of 0.7712). Due to their low thermal con-
ductivity and high laser absorption, oxide ceramics can 
be melted and deposited with a relatively lower laser 
power than metals. However, ceramics typically have 
significantly lower tensile stress than compressive 
stress. When shrinkage occurs in the peripheral portion 

Fig. 2 Schematic of the DED manufact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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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ifying faster a tensile stress is applied to the central 
portion solidifying more slowly, resulting in cracking. 
The studies conducted on the effects of the process pa-
rameters for additive manufacturing of shapes and the 
effects of the process parameters for reducing the 
cracks caused by stress are as follows.
  Fig. 3 shows two samples produced by additive manu-
facturing using an oxide ceramic material, MgAl2O4, 
under the same conditions (scan speed, total heat input, 
hatch spacing, and powder feed rate) except for laser 
power. A wall-shaped sample was fabricated by con-
tinuously moving the nozzle left and right alternately as 
shown in the deposition pathway in Fig. 2, using a 6- 
axis robot. The longer the interlayer idle time is, the more 
energy is consumed for reheating, thereby increasing 
the total energy applied to the deposited layer. This in 
turn increases residual stress and deformation, resulting 
in cracking in the ceramic material. Therefore, per-
forming the process continuously using residual heat 
without idle time helps to reduce cracking.
  The samples in Fig. 3 (a) and (b) are fabricated with a 
constant laser power of 700 W; the samples in Fig. 3 
(c) and (d) are fabricated with a modulated power pat-
tern while maintaining the same total heat input. The 

power pattern is shown in Fig. 4, and the modulated 
power exerted a higher power to the lower layer in con-
sideration of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ceramic 
material. At the lower layer, heat is relatively easily re-
leased to the base material, but once a deposited layer 
is formed, the passage through which heat can be trans-
ferred is limited. Due to the low thermal conductivity 
of the ceramic, residual heat remains in the previous 
layer. Therefore, under constant speed and power con-
ditions, the width of the wall widened toward the upper 
layer as shown in Fig. 3 (b). This means that an increase 
in temperature of the melt pool reduced the viscosity 
and expanded the size of the melt pool. Since the feed-
ing of the powder was constant, the height of one layer 
decreased as the width of the melt pool expanded. 
Based on the design, a wall with a height of 20 mm was 
supposed to be formed by regularly stacking 40 layers 
with a hatch interval of 0.5 mm. However, as it pro-
ceeded up to the upper layer, the width of the melt pool 
increased due to accumulation of residual heat, unable 
to ensure a sufficient height. As the distance from the 
tip of the nozzle to the surface of the deposited layer in-
creases, melting and deposition of the powder became 
more difficult (Fig. 3(a) to (b)). When using a modu-
lated pattern in which the power is reduced in the upper 
layer while maintaining the total heat input, it was pos-
sible to carry out deposition according to the designed 
shape as shown in Fig. 3(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process parameters in consideration of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ceramic material and 
the shape of deposition.
  The study by Niu manufactured a sample with almost 
no cracks with a layer thickness of 0.8 mm or more by 
depositing the Al2O3 material using the DED method13). 
Table 1 shows the DED process conditions and the 
number of cracks observed on the side of each sample. 
As the layer thickness increases, the number of required 
layers and the total energy input decrease. Cracking can 
be suppressed primarily by reducing thermal stress. 

(a) (b) (c) (d)

Fig. 3 Sample appearance Images fabricated with a constant power of 700 W (a)-(b); and with a modulated power pattern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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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sing the diffusion and aggregation of impurities 
can reduce cracking by improving the solidification rate 
of the melt pool. In other literature, cracking decreased 
with increasing scan speed, and wall structures without 
cracks were fabricated at scan speeds of 700 mm/min 
or higher. As the scan speed increased, the thermal 
stress decreased, and the fracture strength increased14).
  The study by Yu analyzed the effect of scan patterns 
on the deformation and quality of parts15). The raster 
pattern and offset from inside to outside patterns in Fig. 
5 (a) and (b) showed larger thermal gradient and ther-
mal deformation than the offset from outside to inside 
and fractal patterns in Fig 5 (c) and (d). Research on 
deposition patterns to reduce thermal gradient and ther-
mal deformation is also required.
  The process parameters of DED also affect the micro-
structure16). The microstructure formed by solidification 
of the melt pool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icro-
structure formed by the general sintering process17,18). 
As the melt pool solidifies, heat escapes in the direction 
opposite to the scan direction within the layer, and most 
of the heat is lost by heat conduction toward the base 
metal19). According to the solidification theory, the grains 
grow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heat flow. During 
the solidification process, small grains disappear and 
large grains grow resulting in the final microstructure 

with the distribution of columnar grains stretched in the 
height direction of deposition. The size of the columnar 
grains is tens of μm in the width direction and several 
hundred μm in the height direction, which is larger than 
that in the structure made of a metal material manufac-
tured by the DED method20,21). According to the pri-
mary dendrite spacing model proposed by W. Kurz, the 
grain size is proportional to G-0.5 (where, G is the tem-
perature gradient)22). Since ceramics tend to accumulate 
significant amount of heat due to its lower thermal con-
ductivity than metals, the temperature gradient appear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metals at the solid-liquid 
interface, and larger grains are formed.
  Thus, various process parameters in DED affect not 
only the macroscopic shape, but also the defects such 
as cracking and porosity, the microstructures,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trol and optimize the process parameters, and re-
al-time monitoring technology is required for this23). 
Although the makers of additive manufacturing equip-
ment provide the modules for real-time monitoring, but 
in many cases, the modules only store the generated da-
ta in real-time and do not immediately reflect them to 
the process through feedback.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manufactured parts, the technology to control 
of the process parameters such as heat input in real-time 
by analyzing the size of the melt pool is required. Also, 
in order to improve the precision of the parts, the work-
ing distance from the tip of the nozzle to the surface of 
the melt pool must be controlled in real-time. In addi-
tion, research on the technology for modifying the scan 
patterns to suppress cracks and deformations through 
monitoring of temperature gradients and thermal pro-
files is required. Since the process parameters of DED 
are diverse and related to one another,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process parameters.

2.2 Ceramics Manufactured by DED: Trend of 
Material Technology

  Ever since Balla12) reported the possibility of deposi-
tion with the Al2O3 ceramic material, various oxide ce-

1 2 3 4 5

Hatch distance (mm) 0.2 0.4 0.6 0.8 1.0

Number of layer 50 25 17 13 10

Scanning speed (mm/min) 500 500 500 500 500

Powder feed rate (g/s) 0.0189 0.0378 0.0567 0.0756 0.0945

Laser power (W) 380 422 463 505 547

Energy consumption (J) 34227 18995 18915 11379 9856

Number of cracks > 10 6 4 1 1

Table 1 Various process parameter conditions and the number of surface cracks in each sample13)

(a) (b)

(c) (d)

Fig. 5 Single layer patterns for multilayer additive manu- 
facturing. (a) Raster, (b) offset from inside to out-
side, (c) offset from outside to inside, and (d) frac-
ta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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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ics such as Al2O3-ZrO2
24), Al2O3-YAG-ZrO2

25), zirc-
onate-titanate26), calcium phosphate bioceramics27) and 
the MgAl2O4 transparent ceramics28,29) have been man-
ufactured by the DED method. Since considerable ther-
mal stress is exerted due to the nature of DED involv-
ing local heating of the material, research has been con-
ducted to improve the toughness of the ceramic materi-
al to overcome the high brittleness. In sintering, addi-
tives such as ZrO2 are used to improve the toughness of 
Al2O3. When ZrO2 solidifies in its liquid phase, it changes 
from t-ZrO2 to m-ZrO2 through stress induced phase 
transformation during cooling, which increases the tough-
ness of the material and suppresses cracking30,31). More- 
over, the residual stres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o-
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between the Al2O3 and 
ZrO2 materials plays a positive role in suppressing crack 
propagation. The study by Wu manufactured Al2O3- 
ZrO2 samples by DED, and addition of ZrO2 appeared 
to reduce cracking as shown Fig. 632).
  Fig 7 is a binary phase diagram of Al2O3-ZrO2 where 
the location of each microstructure shown in Fig. 8 is 

marked in a red dotted line. Fig. 8 shows the photo-
graphs of different microstructures with varying ZrO2 
contents, and white arrows indicate build direction32). In 
all samples, the grains are vertically stretched. According 

(a)(a) (b) (c)

      Fig. 6 xAl2O3-yZrO2 oxide ceramics fabricated by DED (unit of x, y is mol%). (a) 100Al2O3, (B) 95Al2O3-5ZrO2, 
and (c) 90Al2O3-10Zr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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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inary phase diagram of Al2O3-Zr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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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angwoo Nam, In-Ho Jung and Young-Min Kim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8, No. 5, 2020474

to Thakur, the size of grains is considerably reduced 
compared to pure Al2O3, and the grain growth direction 
changes depending on the ZrO2 content33). In pure 
Al2O3, grains of Al2O3 continuously grow during the 
solidification process. With ZrO2 added (Fig. 8 (b) to 
(e)), an eutectic reaction takes place as primary Al2O3 
grains are form first to appear in dark gray and ZrO2 
and Al2O3 are formed at the same time below the eutec-
tic temperature to appear in light gray. ZrO2 is formed 
at the grain boundaries of primary Al2O3, and in the 
composition of 63Al2O3-37ZrO2 at the eutectic point, 
the eutectic reaction takes place immediately in the liq-
uid phase, and Al2O3 and ZrO2 form a fine lamellar 
structure as shown in Fig. 8 (f) with no formation of 
primary Al2O3 grains. The fracture toughness value was 
the highest in the composition at the eutectic point with 
5.1 MPa․m1/2, which was 17% higher than that of pure 
Al2O3

32).
  The study by Pappas used MgO powders as an addi-
tive to Al2O3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parameters 
on porosity29). Pore size distribu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use of MgO nanopowder having an average 
particle size of 50 nm or less significantly reduced the 
number of large pores of 30 μm or more in size com-
pared to the use of MgO having a size of several tens of 
μm. In addition, the use of high laser power of 485 W 
instead of 275 W reduced the overall porosity. However, 
changing the laser mode (continuous wave, pulse, etc.) 

while maintaining the average power of the laser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rosity. It is ther-
modynamically stable for Al2O3 and MgO to react and 
form a MgAl2O4 phase. Since this material stays trans-
parent despite its polycrystallinity, it has potential as a 
new method of manufacturing transparent ceramics28). 

2.3 Ceramics Manufactured by DED: Ultrasonic 
Application Technology

  Since rapid solidification in the DED process creates a 
large thermal gradient and results in cracking and deg-
rad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as mentioned earlier, 
additives such as ZrO2 and Y2O3 were used to refine the 
grains of Al2O3 and improve the toughnes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nsure local homogeneity as different ma-
terials are mixed in. Therefore, the effect of ultrasonic 
vibration using ultrasonic devices has been proposed by 
researchers5,34-36). An ultrasonic device is attached to 
the bottom of the base material to apply ultrasonic vi-
bration during the melting and solidification process of 
the DED process. Ultrasound creates acoustic stream-
ing in liquid substances absorbing acoustic frequencies 
and vacuum cavitation. This effectively homogenizes 
the material dispersion, mitigates thermal gradients and 
thermal stresses, reduces cracks, and refines grains37,38).
  The study by Hu manufactured Al2O3-ZrO2 ceramics 
with and without ultrasonic vibration2). As show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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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grain size was refined by ultrasonic vi-
bration and the eutectic structure existing at the grain 
boundary was homogenized. This change in structure 
demonstrated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hardness, 
wear resistance, and compressive strength) as sug-
gested by the results of the compression test and the 
fracture surface analysis in Fig. 11. The sample manu-
factured by DED with ultrasonic vibration had higher 
compressive strength and ductility than the sample 
manufactured without ultrasonic vibration. In the frac-
ture surface analysis, only intragranular fractures were 
observed on the fracture surface of the sample manu-
factured without ultrasonic vibration, whereas inter-
granular fractures were observed as well on the fracture 
surface of the sample manufactured with ultrasonic 
vibration. 
  The study by Yan analyzed the effect of ultrasonic vi-
bration on cracking and porosity35,36). Since the energy 
of ultrasonic vibration helps reduce the thermal gra-
dient, cracks decreased with increasing power. On the 
other hand, the porosity decreases until the ultrasonic 
power is 100 W, but the porosity slightly increases when 
the power exceeds 100 W35). This is because the ad-
equate power deepens the melt pool and promotes the 
streaming of the melt pool by the effect of the acoustic 
streaming while the strong power causes the evapo-
ration of the material and impedes the flow of the melt 

pool. The cracks were reported to be refined by ultra-
sonic vibration with an average eutectic spacing of 70 nm, 
and the sample demonstrated excellent properties with 
a hardness of 16.22 GPa and a fracture toughness of 
7.67 MPa․m1/2 36). 

3. Conclusions

  While sintering, the commercial manufacturing meth-
od of oxide ceramics, involves complex processing 
steps, the DED additive manufacturing using laser can 
be performed in simple steps with no limit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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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icrostructure of Al2O3-ZrO2 manufactured by 
DED without ultrasonic vibration (a), and with 
ultrasonic vibrations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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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space, and the technology can be applied for 
easy repair, overhaul, and maintenance of parts. However, 
ceramics have a higher melting point, lower thermal 
conductivity, and higher brittleness than metals. Therefore, 
during the DED process involving local heating of ma-
terials, ceramics are vulnerable to temperature gradients 
and thermal stresses and are prone to cracks. Therefor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reduce defects, 
such as pores and cracks, and increase toughness. The 
summarized results of the studies are as follows:
  1) Various process parameters (laser power, scan 
speed, powder feeding speed, scan pattern and hatch 
spacing) affect not only the cracking and porosity, but 
also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Therefore, the process parameters must be controlled to 
lower the thermal stress on the manufactured parts. In 
the future, real-time monitoring technology based on 
real-time analysis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arts.
  2) Oxide additives such as ZrO2 and Y2O3 were mixed 
with Al2O3 to reduce cracking and porosity. The addi-
tive forms a lamellar eutectic structure at the boundary 
of primary Al2O3 grains through eutectic reaction. The 
additives refine the grains to improve mechanical prop-
erties, and the eutectic structure suppresses the prop-
agation of cracking.
  3) Due to the nature of the DED process involving lo-
cal application of energy and fast solidification, it is 
difficult to achieve homogenization. Therefore, a tech-
nique using ultrasonic vibration has been studied. The 
acoustic streaming and cavitation affect the behavior of 
the melt pool; reduce porosity and cracking; and im-
prove toughness and strength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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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은 높은 강도와 모듈러스 그리고 뛰어난 마모 

 화학 항성, 그리고 특히 고온에서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1,2). 따라서, 고온에서 심한 마찰이나 높은 응력

이 부하되는 조건 등 극한의 환경에서 쓰여지는 부품에 

주로 응용된다. 가스 터빈, 엔진, 배터리, 열 교환기 같

이 높은 작업 온도를 필요로 하는 항공우주, 자동차, 

에 지 분야의 구조체와 부품에 응용이 가능하다3,4). 이

러한 어 리 이션들에 세라믹을 용하면, 작동 온도

를 증가시켜 시스템의 손실을 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5). 

  세라믹을 제조하는 통 인 방법은 소결(sintering) 

공정으로 1) 분말 과립, 2) 성형, 3) 성형체(green 

body) 가공, 4) 치 화 소결, 5) 후 공정 (열처리, 가

공) 등의 순서로 제조된다 (Fig. 1). 분말 비 단계

에서는 결합제, 윤활제 등의 첨가제를 넣고 치 화에 

용이하도록 과립화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그 후, 성형

은 분말을 압축하여 성형체를 제조하고, 소결 이후에는 

강도가 높아 가공이 어려우므로 사 에 성형체를 일차

으로 가공하여 형상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소결 공

정에서의 수축율을 고려한 작업이 요구되며, 복잡한 형

상은 소결 후 피니싱 가공을 통해 제조된다. 본 공정인 

소결은 온도, 시간, 압력, 분 기 등을 변수를 이용하

여 자발 인 반응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하고 입성장  

기공을 제거하면서 치 화된 시편을 제조하는 공정이

다. 재 상용 세라믹을 제조하는 공정은 많은 단계를 

거쳐 제조되고 있다.

  세라믹의 품질을 개선하고 복잡한 공정을 단순화 하기 

해 최근에 이 를 이용한 층 제조(Additive manu- 

facturing)가 연구되었다. 층 제조 공정은 이  

열원과 분말을 이용하며, 디자인된 3D 구조를 형성하

기 해 헤드가 움직이면서 한층 씩 반복하여 제조한다 
6). 상용 소결 공정은 챔버 안에서 이 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장소와 부품의 크기에 제약이 있지만, 층 제

조 공정은 로 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제조가 가능하고, 부품의 수정  유지/보수도 가능하

다. 층 제조는 공정 구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  

수 있으며, 분말 비, 성형 그리고 성형체 가공 단계

를 통합한 간  층 제조(Indirect additive manu-

facturing, I-AM) 공정과 소결까지 포함하는 직  

층 제조(Direct additive manufacturing, D-AM)로 

분류된다 (Fig. 1)7). 자인 I-AM은 Fused deposi-

tion modeling (FDM), Stereolithography (SLA), 

Direct inkjet printing (DIP), Layer-wise slurry 

deposition (LSD), Laminated object manufactur-

ing (LOM) 과 같은 공정이 표된다. I-AM 생산 방

식에서는 결합제와 함께 3D 형상의 성형체를 제조한 

후 치 화는 상용 소결 공정을 통해서 제조된다. 이와 

반 로 D-AM은 ASTM에 의해서 Directed energy 

deposition(DED)로 분류되며, 표 으로 Optomec에

서 개발한 Laser engineered net shaping(LENS)이 

알려져 있다. 업체에 따라 Direct metal deposition 

산화물 세라믹스의 DED 방식 레이저 적층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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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 3D laser cladding, Laser based metal 

deposition (LBMD)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D-AM은 결합제 없이 고출력 이  

열원을 통해서 용융풀을 형성하고 동축으로 분말을 분

사하여 단번에 치 화된 층부를 제조한다. 따라서, 

소결 공정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D-AM은 은 

공정을 통해 신속하게 부품을 제조 가능하다.

  그러나, 세라믹 소재는 열충격에 민감하고, 괴 인

성이 낮은 본질 인 특성으로, 층 제조에 용하기 

한 기술  난이도가 속이나 고분자 재료에 비해서 

높다. DED를 활용하는 부품이 증가하고  련 기술

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국외에서는 DED 기술을 산

화물 세라믹에 용하는 연구들이 이 지고 있다. 국내

에는 DED 기술을 활용한 속  속기지 복합체

(Metal matrix composites)의 층 제조에 한 보

고는 있지만8-10), 세라믹 분말만으로 AM에 용한 국

내 연구 보고는 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서 요하게 다 야 할 이슈들을 

빠르게 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2. Results & Discussion 

2.1 DED 공정 제조 세라믹: 공정 매개 변
수의 향 

  DED 공정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이  빔과 분

말을 동시에 달하며, 이  빔은 모재 표면에 용융

풀을 만들고 분말은 용융풀로 공 된다. 공정 매개변수

로는 분말 송  속도, 이  워, 스캔 스피드, 해치 

간격 등이 있으며, 이러한 매개변수들은 층부의 형

상, 열 로 일, 미세조직에 향을 다. 표 인 

산화물 세라믹으로 Al2O3이 있으며, 2072 ℃의 녹는

을 가지므로, 이는 일반 인 속 소재보다 용융풀의 

온도가 높다. 한, Al2O3의 열 도율은 1000 ℃에서 

6 W/m․K을 나타내며 속 소재는 같은 온도에서 

략 40 - 500 W/m․K에 해당한다1). 게다가, Al2O3

은 0.77의 이  흡수율로 일반 인 속보다 높은 

이  흡수율을 가진다12). 따라서, 산화물 세라믹은 낮

은 열 도율과 높은 이  흡수로 인하여 속보다 비

교  낮은 출력 조건에서 용융  층 제조가 가능하

다. 그러나, 세라믹은 형 으로 압축응력에 비하여 

인장응력이 상당히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으

로 응고되는 주변부에서 수축하게 되면 상 으로 늦

게 응고되는 앙부에 인장응력이 부하되어 균열이 발

생하기 쉽다. 따라서, 층 형상을 제조하기 한 공정 

변수들의 향  응력에 의한 균열을 감시키기 한 

공정변수의 향을 다룬 연구들을 다음과 같다. 

  Fig. 3은 MgAl2O4 산화물 세라믹 소재를 이  

출력을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스캔 속도, 총 입열, 해

치 간격, 분말 송  속도)에서 층 제조한 두 시편을 

나타낸다. Fig. 2에 나타낸 층 패스와 같이 6축 로

을 이용하여 좌우를 번갈아 연속 으로 움직여 벽 형

태의 시편을 제조했다. 층간 휴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a) (b) (c) (d)

Fig. 3 Sample appearance Images fabricated with a constant power of 700 W (a)-(b); and with a modulated power pattern 
(c)-(d)

Fig. 2 Schematic of the DED manufact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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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열에 에 지가 소모되므로 층부에 가해지는 총 

에 지가 많아진다. 이는 곧 잔류응력  변형을 증가

시키며 이는 세라믹 소재에 균열을 일으키기 쉽다. 따

라서, 휴지시간 없이 잔열을 이용하여 연속 으로 공정

을 진행하는 것이 균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Fig. 3(a)-(b)의 시편은 700 W의 일정한 이  

출력으로 제조되었으며, Fig. 3(c)-(d)는 총 입열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변조된 출력 패턴을 이용하여 제

조한 시편이다. Fig. 4에서 출력 패턴을 나타내었으며, 

변조된 출력은 세라믹 소재의 열 도율을 고려하여 하

단부에 더 높은 출력을 주었다. 하단부에서는 모재로 

열이 비교  쉽게 빠져나가지만 층부가 형성되면 열

이 달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된다. 그리고 세라믹의 

낮은 열 도율로 인하여 이  층에 잔열이 상당히 남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속도와 출력 조건에서는 Fig. 3(b)

와 같이 상층으로 갈수록 벽의 폭이 넓어졌다. 이는 용

융풀의 온도의 증가로 용융풀의 성이 감소하고 크기

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분말의 공 량이 일정했기 

때문에, 용융 풀 폭의 확장되면 한 층의 높이의 감소한

다. 설계 형상은 0.5 mm의 해치 간격을 두고 일정하

게 40층을 층하여 20 mm 높이의 벽을 형성하는 것

이다. 그러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잔열이 되어 

용융 풀의 크기가 커지고 높이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노즐 끝에서 층부 표면까지 거리가 멀어져 분말의 용

융  층이 어려워진다(Fig. 3(a)-(b)). 반면에, 총 

입열을 유지하면서 상층부에 출력을 감소시킨 패턴을 

이용할 경우, Fig. 3(d)와 같이 설계된 형상 로 층

이 가능했다. 따라서, 세라믹 소재의 열 도성과 층 

형상을 고려한 공정 매개변수의 제어가 필요하다. 

  Niu 에 의한 연구에서는 Al2O3 소재를 DED 방식

으로 층 제조하 으며, 층의 두께가 0.8 mm 이상에

서 균열이 거의 없는 샘 을 제조하 다13). Table 1에 

DED 공정 조건을 나타냈으며, 각 시편의 면에서 

찰되는 균열 개수를 표기했다. 층 두께가 증가함에 따

라 필요한 층의 수가 어들고 투입된 총 에 지도 감

소한다. 균열은 일차 으로 열응력을 임으로써 발생

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용융 풀의 응고속도를 향상시

켜 불순물의 원소 확산  응집을 억제함을 통해 균열

을 감할 수 있다. 다른 문헌에서는 스캔 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균열이 감소하 으며, 700 mm/min 이상

의 스캔 속도에서 균열이 없는 벽 구조물이 제조되었

다. 스캔 속도가 증가할수록 열응력이 감소하고 괴강

도가 증가했다14).

  Yu에 의한 연구에서는 스캔 패턴이 부품의 변형  

품질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했다15). Fig. 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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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aser power profile

1 2 3 4 5

Hatch distance (mm) 0.2 0.4 0.6 0.8 1.0

Number of layer 50 25 17 13 10

Scanning speed (mm/min) 500 500 500 500 500

Powder feed rate (g/s) 0.0189 0.0378 0.0567 0.0756 0.0945

Laser power (W) 380 422 463 505 547

Energy consumption (J) 34227 18995 18915 11379 9856

Number of cracks > 10 6 4 1 1

Table 1 Various process parameter conditions and the number of surface cracks in each sample13)

(a) (b)

(c) (d)

Fig. 5 Single layer patterns for multilayer additive manu- 
facturing. (a) Raster, (b) offset from inside to out-
side, (c) offset from outside to inside, and (d) frac-
tal 15)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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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aster 패턴과 Offset from inside to outside의 

패턴은 Fig. 5(c)-(d)의 Offset from outside to 

inside와 Fractal 패턴에 비해서 더 큰 열구배와 열변

형을 나타냈다. 열구배  열변형을 이기 한 층 

패턴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DED 층 공정 매개변수는 미세조직에도 향을 미

친다16). 용융 풀의 응고에서 형성되는 미세조직은 일반

인 소결 공정에서 형성되는 미세조직과는 상당히 다

르다17,18). 용융 풀이 응고하면서 열은 층 내에서는 스

캔 방향과 반  방향으로 열이 빠져 나가고, 부분의 

열은 모재 방향으로 열 도에 의해서 손실되는 것이 

형 인 특징이다19). 응고 이론에 따라, 결정립의 성장 

방향은 열의 흐름과 반  방향으로 성장한다. 응고 과

정에서 작은 결정립들은 사라지고 큰 결정립들이 성장

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층 높이 방향으로 늘어

진 주상 결정립이 분포하는 미세조직을 가진다. 주상 

결정립의 크기는 폭 방향으로 수십 μm이고 길이 방향

으로는 수백 μm으로, DED 방식으로 제조된 속 소

재의 조직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20,21). W. Kurz에 의

해 제안된 Primary dendrite spacing model에 의하

면 결정립의 크기는 G-0.5 (G는 온도구배)에 비례한다
22). 따라서, 세라믹은 속보다 낮은 열 도율로 상당

한 열 축 이 발생하므로, 고액계면에서 온도구배는 

속보다 상 으로 작게 나타나며, 보다 큰 결정립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DED 층에서 다양한 공정 변수들은 거시

 형상뿐만 아니라, 균열  기공과 같은 결함, 그리

고 미세조직  기계  특성에도 향을 미친다. 따라

서, 공정 매개 변수를 제어하고 최 화 하는 것은 요

하며,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다23). 층 

제조 장비 업체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모듈들을 제공하

지만, 많은 경우 생성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장될 

뿐, 피드백을 통해 즉각 으로 반 되지 않는다. 부품

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서 용융 풀의 크기를 실시간

으로 분석하여 입열과 같은 공정 매개변수들을 실시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한, 부품의 정 도

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노즐 끝에서 용융 풀 표면까지 

작업 거리가 실시간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추가 으로, 

온도구배  열 로 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균열  

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스캔 패턴을 수정하는 기술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추가 으로, DED 공정 매개 

변수들은 다양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 변

수의 향을 이해하기 한 추가 인 연구들이 지속되

어야 한다.

2.2 DED 공정 제조 세라믹: 재료 기술 동향

  Balla12)에 의해서 Al2O3 세라믹스 소재의 층 가능

성에 하여 보고된 이후, Al2O3-ZrO2
24), Al2O3-YAG- 

ZrO2
25), Zirconate-Titanate26), Calcium phosphate 

바이오 세라믹27), MgAl2O4 투명 세라믹28,29) 등 다양

한 산화물 세라믹들이 DED 기술로 제조되었다. 국부

으로 가열하는 DED 특성상 상당한 열응력이 부하되

고 세라믹 소재 자체의 높은 취성으로 인하여 인성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소결에서는 Al2O3

의 인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ZrO2과 같은 첨가제를 

사용한다. 이는 ZrO2가 액상에서 응고할 때, 냉각  응

력유기 상변태(Stress induced phase transformation)

를 통해서 t-ZrO2에서 m-ZrO2로 변화하는데, 이는 재

료의 인성을 높이고 균열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다
30,31). 한, Al2O3와 ZrO2 재료간에 생기는 열팽창계

수 차이로 인한 잔류응력은 균열 를 억제하는데 

정 인 역할을 한다. Wu에 의한 연구에서 DED로 

Al2O3-ZrO2가 제조되었으며, ZrO2의 첨가가 Fig. 6

과 같이 균열을 감하는 효과가 있었다(Fig. 6)32).

  Fig. 7은 Al2O3-ZrO2 2원계 상태도이고, Fig. 8에 

미세조직 사진이 포함된 조성의 치를 빨간 선으로 

표시하 다. Fig. 8은 다양한 ZrO2 함량에 따라 다른 

미세조직을 나타내며, 하얀색 화살표는 층 방향을 나

타낸다32). 모든 샘 에서 결정립은 수직방향으로 늘어

(a)(a) (b) (c)

      Fig. 6 xAl2O3-yZrO2 oxide ceramics fabricated by DED (unit of x, y is mol%). (a) 100Al2O3, (B) 95Al2O3-5ZrO2, 
and (c) 90Al2O3-10ZrO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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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모양을 보인다. Thakur에 의하면 순수 Al2O3에 비

하여 결정립의 크기가 상당히 감소하 으며, ZrO2 함

량에 따라 결정립 방향이 변화한다33). 순수 Al2O3는 

응고 과정에서 연속 으로 Al2O3의 결정립이 성장한

다. 반면에, ZrO2가 첨가되면(Fig. 8(b)-(e)) 공융반

응(Eutectic reaction)이 형성되고, 정 Al2O3가 우

선 으로 결정화되어 진한 회색으로 나타내고, 공융온

도 이하에서는 ZrO2와 Al2O3가 동시에 생성되어 밝은 

회색으로 나타난다. ZrO2는 정 Al2O3의 결정립계에 

형성되어 있으며, 63Al2O3-37ZrO2의 공융  조성에

서는 Fig. 8(f)와 같이 액상에서 바로 공융반응이 이

지므로, 정-Al2O3가 사라지고 Al2O3와 ZrO2가 미

세한 층상 구조(Lamellar structure)를 가지는 미세

조직을 보인다. 괴인성 값은 공융  조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 Al2O3에 비해서 17% 향상된 

5.1 MPa․m1/2이다32).

  Pappas에 의한 연구에서는 Al2O3의 첨가제로서 MgO 

분말을 이용하 으며, 기공에 미치는 매개변수의 향

을 분석하 다29). 수십 μm 크기의 MgO에 비해서 평

균입도가 50 nm이하인 나노 분말을 사용하 을 때, 

기공 크기 분포 분석결과 30 μm 이상의 큰 기공들이 

히 었다. 한, 275 W의 출력 신에 485 W

의 높은 이  출력을 사용했을 때 반 으로 기공이 

감소하 다. 그러나, 이 의 평균 출력은 유지하면서 

이  모드(연속 , 펄스)를 변경하 을 때, 기공률에 

큰 향을 주지 못했다. Al2O3와 MgO은 반응하여 열

역학 으로 MgAl2O4 상을 형성하는 것이 안정하며, 

이 소재는 다결정에서도 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

명세라믹의 새로운 제조 방법으로도 응용가능성을 보

다28). 

2.3 DED 층 제조 세라믹: 음  응용 
기술

  앞서 언 했던 것처럼 DED 공정에서의 속한 응고

는 큰 열구배를 만들고, 균열이 형성되어 기계  특성

이 하되므로, ZrO2, Y2O3 등의 첨가제를 이용하여 

Al2O3의 결정립을 미세화시키고 인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다른 소재들의 혼합으로 인해 국부 인 균질성

까지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음  기기를 활용한 음  진동의 효과가 제안되었다
5,34-36). 모재의 하단에 음  기기를 부착하여 DED 

공정 동안 용융  응고과정에 음  진동을 가한다. 

음 는 액체 물질이 음향 주 수를 흡수하여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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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inary phase diagram of Al2O3-Zr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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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Microstructure of Al2O3-ZrO2 ceramics. (a) 100Al2O3, (b) 95Al2O3-5ZrO2, (c) 90Al2O3-10ZrO2, (d) 80Al2O3-20ZrO2,
(e) 70Al2O3-30ZrO2, and (f) 63Al2O3-37Zr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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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흐름(Acoustic streaming)과 진공의 공동(Ca- 

vitation)을 발생시킨다. 이는 재료 분산을 균질화하고 

열구배와 열응력을 완화시켜 균열을 정제하고 입자를 

미세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37,38).

  Hu에 의한 연구에서 음 를 보조로 활용하여 DED 

공정으로 Al2O3-ZrO2 세라믹을 제조했다2). 음 에 

의해서 결정립 크기가 Fig. 10과 같이 미세화되고 결

정립 계면에 존재하는 공융 조직이 균질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변화는 더 높은 기계  특성

(경도, 내마모성, 압축강도)에서 더 우수한 특성을 나

타냈다. Fig. 11은 압축시험 결과  시험편의 면 

분석 결과이다. 음  진동을 활용한 샘 은 압축 강

도  연성 모두 음  진동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

다 높다. 면 분석 결과에서 음  진동 없이 제작된 

샘 의 면은 입내 괴만 발생한 반면에 음 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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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ore distribution and sample images of Al2O3-MgO ceramics manufactured by DED. (a) effect of MgO powder 
size, (b) effect of laser power, (c) effect of laser mode, (d) as-DEDed sample, and (e) translucent sample after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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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icrostructure of Al2O3-ZrO2 manufactured by 
DED without ultrasonic vibration (a), and with 
ultrasonic vibrations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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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경우에 입계 괴도 같이 발생한다. 

  Yan에 의한 연구에서는 음  진동의 출력이 균열

과 기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35,36). 음  진

동 에 지가 열구배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

에, 균열은 출력이 증가하면서 감소했다. 반면에, 기공

률은 음  출력이 100 W까지는 기공률이 감소하다

가 100 W 이상의 출력에서는 기공률이 다소 증가한다
35). 이는 한 출력은 용융풀의 깊이를 깊게 만들고, 

음향 흐름 효과에 의해서 용융 풀 흐름이 진되는 반

면에, 강한 출력은 물질의 증발을 유발하고, 용융 풀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균열은 공융 조직의 평균 

간격이 70 nm로 음  진동에 의해 미세화 되는 것

이 보고되었고, 이 샘 의 경도는 16.22 GPa, 괴인

성은 7.67 MPa․m1/2의 우수한 특성을 보 다36). 

3. Conclusions

  산화물 세라믹의 상용 제조방식인 소결은 공정 단계

가 복잡한 반면에, DED 방식 이  층 제조 기술

은 공정이 간편하고 장소에 제약이 없으며 부품의 수

정, 교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그러나, 세라믹은 

속보다 녹는 이 높고 열 도도가 낮으며 취성이 존

재한다. 따라서, 국부 으로 가열하는 DED 방식에서, 

세라믹은 온도구배  열응력에 취약하여 균열이 발생

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기공  균열 결함을 이고 

인성을 높이기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공정 매개 변수( 이  출력, 스캔 속도, 

분말 송 속도, 스캔 패턴, 해치 간격)는 균열, 기공 

형성에 향을 뿐만 아니라 미세조직과 기계  특성

에도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정 매개 변수들은 부

품에 부하되는 열응력을 낮출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한

다. 앞으로, 부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서 실시간

으로 분석을 통한 실시간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2) Al2O3에 ZrO2, Y2O3등의 산화물 첨가제를 혼합

하여 균열  기공을 감하 다. 첨가제는 공융 반응

을 통해서 정 Al2O3 결정립 계면에 라멜라 구조의 

공융 조직을 형성한다. 첨가제는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기계  특성을 향상시키며, 공융 조직은 균열 를 

억제한다. 

  3) 국부 으로 에 지를 가하고 속히 응고되는 DED 

공정 특성상 균질화가 어렵다. 따라서, 음  진동을 

활용한 기술이 연구되었다. 음향 흐름과 공동은 용융풀

의 거동에 향을 주며, 기공  균열을 감하고 인성

과 강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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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Lithium-ion batteries have attracted attention as a sol-
ution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fossil fuel deple-
tion due to their benefits of light weight, high energy 
density, high power density, and long cycle life. A lith-
ium-ion battery consists of a cathode, an anode, an 
electrolyte, and a separator. In particular, the cathode 
and anode are import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energy and power densities of the battery1-2). Therefor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mprove battery 
performance in the electrode manufacturing process 
and to address the existing problems with the battery 
processing process. As for studies related to battery 
performance improvement, Li et al.3) improved the 
power density by forming the coating layer of carbon 

and GdPO4 on LiFePO4 and thereby increasing the ion 
diffusion rate. Lee et al.4) cut electrodes using a laser to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electrode 
cutting process. They compared cutting characteristics 
between compressed and uncompressed electrodes, and 
reported that compressed electrodes are more favorable 
for obtaining a uniform cutting width when electrodes 
are cut using a laser.
  In recent years, many processes, such as cutting, weld-
ing, heat treatment, and surface processing, have been 
successfully replaced with laser5-9). Laser is used for 
non-contact processing. They require low maintenance 
cost and can reduce the contamination of workpieces. 
They also enable micro-scale processing and can easily 
process complex geometry. Moreover, laser can process 
sensitive materials, such as plastics, glass, and thin 
films, with minimal deformation10,13). 

  

Experimental Study of Electrode Structuring using Nanosecond 
Laser for Enhanced Battery Performance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나노초 레이저를 이용한 
전극의 구조화 실험적 연구

Dongkyu Park* and Dongkyoung Lee*,†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eonan, 31080, Korea

†Corresponding author : ldkkinka@gmail.com

(Received June 3, 2020 ; Revised July 6, 2020 ; Accepted July 14, 2020)

Abstract

  Currently, alternative energy sources are attracting attention owing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depletion of 
fossil fuels. Lithium-ion batteries have a light weight, high energy density, high power density, and long cycle life, 
making them attractive alternative energy sources.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high-performance 
batteries. However,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improving active material characteristics. Thu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battery performance enhancement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battery manufacturing process. In this 
study, we performed electrode structuring using a nanosecond laser in the power range of 1 W to 19 W (2 W inter-
vals). The geometric changes after laser structuring were observ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the 
electrode geometries were classified and measured in terms of ablation width and depth. The aspect ratio, removal 
amount, and removal rate of the active material were analyzed after laser structuring. A maximum aspect ratio of 
0.77 was achieved. Additionally, the removal amount and removal rate of the active material increased with the in-
crease in laser power. Therefore, we concluded that electrode geometry can be controlled using a nanosecond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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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electrode structuring was performed us-
ing a laser to improve the power density of the lith-
ium-ion battery. A problem with the existing electrode 
structure is that applying a thick coat of an active mate-
rial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decreases the power 
density and, conversely, applying a thin coat of the ac-
tive material to increase the power density decreases 
the energy density and accelerates the discharge of the 
batter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of the electrode 
structure, three-dimensional electrodes have been proposed. 
In a previous study, laser structuring was performed using 
femtosecond-laser, picosecond-laser, and nanosecond- la-
ser pulses on LiFePO4 electrodes, and the formed grooves 
and battery performances were compared14). As the 
pulse duration was shorter, the aspect ratio of the struc-
tured electrode increased. As the aspect ratio increased, 
an increase in power density was reported in the battery 
performance test. In a previous study, however, only 
the influence of the pulse duration was observed and 
information on changes according to the laser power 
was not provided. In addition, the femtosecond laser, 
which has a small thermal effect and is favorable for 
selectively removing materials, is still an expensive de-
vice10).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basic 
study to fabricate a high-power battery by forming geo-
metric shapes on the electrode surface using the nano-
second laser, which requires lower investment cost than 
the femtosecond laser. Using nanosecond laser, the in-
fluence of the laser power was observed through the 
ablation width, ablation depth, and aspect ratio. In addi-
tion, the removal amount and the removal rate of active 
material were analyzed.

2. Experimental Materials and Methods

2.1 Material

  Fig. 1 shows the photograph of the electrode used in 
the experiment and the schematic of its cut surface. The 
electrode was fabricated in a dry room where the room 

temperature was 20℃ and the dew point was maintained 
at -40℃ or less. Table 1 show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lectrode. The slurry used for the electrode was pre-
pared by mixing LiFePO4 (active material), poly-
vinylidene fluoride (binder), and Super P (conducting 
agent) at a mass fraction ratio of 8:1:1. The prepared 
slurry with a thickness of 90 ㎛ was coated only on one 
side on 20 ㎛ aluminum foil to make an electrode with 
the one-side sandwich structure. It was subjected to pri-
mary drying in an oven at 120℃ for two hours and the 
electrode was compressed by performing calendaring to 
create an electrode with a total thickness of 94 ㎛. 
Finally, secondary drying was performed at 120℃ for 
24 hours.

Laser source
Galvo scanner

F-theta lens

Fiber

Electrode

Ytterbium Pulsed 
Fiber Laser
(YLPM-1-4×200-
20-20, IPG)

Stage

Fig. 2  Schematic of the nanosecond laser for laser structuring of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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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age of electrode used for the experiments

Table 1 Information of electrode used for the experiments

Classification Information

Structure One-side sandwich

Active material LiFePO4 (8)

Binder Polyvinylidene fluoride (1)

Conducting agent Super P (1)

Active electrode thickness 90 ㎛ → 74 ㎛

Current collector Aluminum Foil

Current collector thickness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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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aser processing

  The ytterbium pulsed fiber laser (YLPM-1-4x200-20-20, 
IPG) used for electrode structuring had a maximum 
average power of 20 W and a wavelength of 1,064 nm. 
It could also change the pulse duration from 4 to 200 ns. 
Its M2 value was 1.5. The experiment was simplified by 
only changing the average power among various laser 
processing parameters. The average power was increased 
by 2 W from 1 to 19 W.

2.3 Analysis method

  Fig. 3 shows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mage captured after laser irradiation on the electrode. 
The ablation top width (), ablation bottom width 

(), and ablation depth (D) were defined to analyze 

the geometric change of the electrode. The ablation top 
width is the top width of the groove formed when the 
active material was removed by laser processing on the 
electrode. The ablation bottom width is the bottom 
width of the groove formed when the active material 
was removed by laser processing on the electrode, and 
the ablation depth is the depth of the groove formed 
when the active material was removed by laser process-

ing on the electrode. The aspect ratio was calculated us-
ing the measured ablation top width and ablation depth.  

3. Experiment Results and Discussion

3.1 Ablation width and Ablation depth

  Fig. 4 shows the SEM images of the electrode after la-
ser processing. As can be seen from the figure, as the 
laser power increased, both the ablation width and abla-
tion depth increased. The top view (Fig. 4(a)) shows 
that the depth of the groove generated in the active ma-
terial layer increased and reached the surface of the 
current collector as the laser power increased, but the 
Al foil with the active material completely removed 
was not observed. Fig. 5 shows the ablation width and 
ablation depth measurements according to the laser 
power. Fig. 5(a) shows that the ablation top width line-
arly increased as the laser power increased. The largest 
width of approximately 102 ㎛ was observed when the 
power was 19 W. The ablation bottom width, on the 
other hand, was not formed until 13 W, and it was 
formed from 15 W as most of the active material was 
removed. Fig. 5(b) shows that the ablation depth line-
arly increased as the laser power increased. It increased 
more rapidly compared to the ablation width, but it no 
longer increased after the coated active material was re-
moved to the surface of the current collector. For a 
more accurate comparison, the trend lines and correla-
tion coefficients () of the ablation width and ablation 
depth were calcula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s 
the ablation depth no longer increased due to the com-
plete removal of the active material from 13 W of the 
laser power, only the data before the complete removal 
of the active material were used for the regression 
analysis. As shown in Fig. 5, the trend line slope of the 
ablation width was 5.1643 and that of the ablation 
depth was 5.9063, indicating that the slope of the abla-
tion depth increased more rapidly.

3.2 Aspect ratio

  Fig. 6(a) shows the aspect ratio results according to 
the laser power calculated using the above ablation top 
width and ablation depth measurements. For structured 
electrodes, the aspect ratio of the formed groove is im-
portant because the electrode with a relatively higher 
aspect ratio has an increased surface area that can react 
electrochemically when grooves with the same width 
are formed. Consequently, an increase in the diffusion 
path of L+ is favorable for the high-speed charging and 
discharging of the battery (Fig. 6(b))14). After laser irra-

Fig. 3 Measurement method of the ablation top width, 
ablation bottom width, ablation depth

Parameters Specifications

Average power 1~19 W

Mode Pulsed laser

Wavelength 1064 nm

Pulse duration 4 ns

Pulse repetition rate 500 kHz

Scanning speed 500 mm/s

Focal length 189 mm

Spot size Approx. 30 ㎛

Beam quality (M2) 1.5

Table 2  Laser parameters used for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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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tion, the aspect ratio of the groove formed in the 
electrode sharply increased as the power increased from 
1 to 11 W, and it gradually decreased from 13 W. This 
is because the ablation top width increased with almost 
the same slope as the power increased from 1 to 19 W, 
but the ablation depth no longer increased after 13 W 
despite its relatively rapid increase when the power in-
creased from 1 to 13 W. In addition, the aspect ratio was 
highest (approximately 0.77) when the power was 11 W.

3.3 Removal amount and Removal rate of active 
material

  Fig. 7 shows the removal amount of active material 
and the active material removal rate after the laser 
structuring process of the electrode. The amount of the 
active material of the electrode is closely related to the 
energy density of the battery. This is because the en-
ergy density of the battery increases as the amount of 
the active material increases. Laser structur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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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image of the electrode after laser structuring in 1pass (a) Top view (b) Cross s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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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de, however, is a method for increasing the pow-
er density by partially removing the active material and 
thereby causing electrochemical reaction on a larger 
surface. Therefore, the removal amount of active mate-
rial needs to be analyzed, and further optimization is 
requi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c-
tive material removal rate to determine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ing process. The removal amount of active 
material per unit volume and the removal rate per mi-
nute were calculated using equations (1) and (2).

        

     

 ×× (1)

     min


 

     

 ×× (2)

  The removal amount of active material per unit length 
(1 mm) was calculated using the measured ablation top 
width (), ablation bottom width (), and abla-
tion depth () as shown in equation (1). The active ma-
terial removal rate was calculated using the ablation top 
width (), ablation bottom width (), ablation 

depth (), and scanning speed () as shown in equation 
(2). Fig. 7(a) shows that the removal amount of active 
material increased as the laser power increased. It slow-
ly increased as the power increased from 1 to 13 W, and 
then relatively sharply increased after 15 W. This ap-
pears to be because multiple reflections actively oc-
curred from 15 W as most of the active material was re-
moved and the laser beam reflected from the Al foil 
increased. Fig. 7(b) shows the active material removal 
rate per minute. The active material removal rate per 
minute increased as the laser power increased. Therefore, 
the efficiency of the laser structuring process increased 
as the laser power increased.

4. Conclusion

  This study is a basic study on the electrode laser struc-
turing process for high-power batteries. The electrode 
used in the experiment used LiFePO4 as an active mate-
rial, and the possibility of the laser structuring process 
that uses the nanosecond laser was discussed.
  1) As the laser power increased, the ablation top width 
and ablation bottom width increased. Under the ex-
perimental conditions, the maximum ablation top width 
and ablation bottom width were measured to be appr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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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tely 102 and 53 ㎛, respectively. 
  2) The ablation depth increased as the laser power in-
creased, but it no longer increased after 74 ㎛ at which 
most of the active material was removed. In addition, 
the depth of the groove formed by laser processing 
reached the surface of the current collector, but the Al 
foil with the active material completely removed was 
not observed. 
  3) The removal amount of active material and the ac-
tive material removal rate showed a tendency to in-
crease as the laser power increased. The increase in la-
ser power exhibited high efficiency in terms of process, 
but decreased the energy density of the battery by in-
creasing the removal amount of active material in terms 
of battery performance.
  4) The electrode laser structuring process overcomes 
the existing limitations of the electrode structure and 
improves the power density of the battery, but decreases 
the energy density due to the removal of the active ma-
terial during the process. Therefore, appropriate laser 
processing parameters are required to maximize the ef-
fect of the electrode structuring proces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study, a rate capability 
test will be conducted by fabricating a coin cell. In ad-
dition, various processing parameters, such as the laser 
power, scanning speed, repetition rate, pulse duration, 
and number of passes, will be analyzed for the opti-
mization of the electrode laser stru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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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리튬이온 배터리는(Lithium-ion battery)는 

가벼운 량, 높은 에 지 도, 높은 출력 도, 긴 사이

클 수명의 장 이 있어, 환경오염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의 해결책으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

리는 cathode, anode, electrolyte, separator로 구

성되어 있다. 특히, cathode와 anode는 배터리의 에

지 도  출력 도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다
1,2). 따라서, 극제조공정에서 배터리 성능 향상  기

존의 배터리 가공공정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배터리 성능 향상 련 연구

에서 Li 등3)은 LiFePO4에 Carbon과 GdPO4의 코  

층을 형성하여 이온 확산 속도를 증가시켜 출력 도를 

높 다. 한편, 기존의 극 단 공정의 단 을 보완하

기 하여 Lee 등4)은 이 를 사용하여 극을 단

하 으며, 압축 극과 비압축 극의 단특성을 비교하

고 이 를 이용하여 극을 단할 때 압축된 극

이 균일한 단폭을 얻기 유리하다는 것을 제시하 다.

  최근 단, 용 , 열처리, 표면가공 등 많은 공정들이 

이 로 성공 으로 체되고 있다5,9). 이 는 비 

식 가공으로 유지보수비용이 으며, 가공물의 오

염을 일 수 있다. 그리고 micro-scale의 가공이 가

능하며, 복잡한 형상의 가공도 쉽게 할 수 있다. 게다

가 라스틱, 유리  박막 등 민감한 재료도 변형을 

최소화하여 가공할 수 있다10,13). 

  본 연구에서 배터리의 출력 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이 를 이용한 극구조화를 진행하 다. 기존의 

극 구조의 문제 은 에 지 도를 증가시키기 해 활

물질을 두껍게 코 하면 출력 도가 감소하며, 반 로 

출력 도를 높이기 해 활물질을 얇게 코 하면 에

지 도가 낮아 배터리가 빠르게 방 된다. 이러한 극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3차원 형태의 극이 

제시되고 있다. 선행된 연구에서 LiFePO4 극에 fem- 

tosecond-laser, picosecond-laser, nanosecond-laser를 

각각 사용하여 이  구조화(laser structuring)을 진행

하여 형성된 groove  배터리 성능을 비교하 다14). 

Pulse duration이 짧을수록 구조화된 극의 홈(groove)

의 aspect ratio가 증가하 다. 한 aspect ratio가 

증가할수록 배터리 성능테스트에서 출력 도가 증가하는 것

을 보고하 다. 하지만, 선행된 연구에선 pulse duration에 

한 향만 찰하 으며, 이  출력에 따른 변화에 

한 정보는 부족하다. 그리고, 열 향이 으며, 선택

으로 재료를 제거하기 유리한 femtosecond-laser는 여

히 고가의 장비이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femtosecond- 

laser 보다 투자비용이 은 nanosecond-laser를 이용

하여 극표면에 기하학  형상을 가공하여 고출력 배터

리를 제작하기 한 기 연구이다. Nano-second-laser

를 이용하여 이  출력에 따른 향을 ablation width, 

ablation depth, aspect ratio를 통해 찰하 다. 

한, 활물질(active material)의 제거량과 활물질의 제거

율을 분석하 다.

2. 실험재료  실험방법

2.1 극제작
 

  Fig. 1는 실험에 사용된 극의 사진과 단면을 모

식도로 표 하 다. 실험에 사용된 극은 실내 온도 

20 ℃ 와 이슬 (Dew Point) -40 ℃ 이하로 유지되

는 dry room 안에서 제작 다. Table 1은 실험에 사

용된 극의 자세한 정보를 나타냈다. 극에 사용된 

slurry는 LiFePO4(active material)와 Polyviny- 

lidene Fluoride (Binder)과 Super P (Conducting 

agent)를 질량분율 8 : 1 : 1로 섞어 제작되었다. 제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나노초 레이저를 이용한 전극의 
구조화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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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slurry는 20 ㎛ aluminum foil에 90 ㎛의 두께

로 한쪽 면만 코 되어 One-side sandwich 구조의 

극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 에서 120 ℃에서 2시간

동안 1차 건조를 한 뒤, Calendaring을 진행하여 

극을 압축하여 총 94 ㎛두께의 극을 제작하 다. 마

지막으로 120 ℃에서 24시간동안 2차 건조를 했다. 

2.2 이  가공

  극을 구조화하기 하여 사용된 Ytterbium Pulsed 

Fiber Laser (YLPM-1-4×200-20-20, IPG)의 max 

average power는 20W이며 1064 nm의 장을 갖고 

있다. 한 4 ns~200 ns까지 pulse duration을 가

변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리고 1.5의 M2값을 갖

고 있다. 본 실험은 다양한 이  가공변수  오직 

average power만 변경하여 실험을 단순화하여 진행하

다. Average power는 1 W~19 W까지 2 W 간격

으로 조사하 다.

2.3 분석 방법
 

  Fig. 3는 극에 이  조사 후 주사주사 미경

(SEM)으로 촬 한 사진이며, 극의 기하학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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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age of electrode used for the experiments

Table 1 Information of electrode used for the experiments

Classification Information

Structure One-side sandwich

Active material LiFePO4 (8)

Binder Polyvinylidene fluoride (1)

Conducting agent Super P (1)

Active electrode thickness 90 ㎛ → 74 ㎛

Current collector Aluminum Foil

Current collector thickness 20 ㎛

Laser source
Galvo scanner

F-theta lens

Fiber

Electrode

Ytterbium Pulsed 
Fiber Laser
(YLPM-1-4×200-
20-20, IPG)

Stage

Fig. 2  Schematic of the nanosecond laser for laser structuring of electrode 

Parameters Specifications

Average power 1~19 W

Mode Pulsed laser

Wavelength 1064 nm

Pulse duration 4 ns

Pulse repetition rate 500 kHz

Scanning speed 500 mm/s

Focal length 189 mm

Spot size Approx. 30 ㎛

Beam quality (M2) 1.5

Table 2  Laser parameters used for the experiments

Fig. 3 Measurement method of the ablation top width, 
ablation bottom width, ablation depth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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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하여 ablation top width(), ablation 

bottom width(), ablation depth(D)를 정의하

다. Ablation top width는 극의 이  가공 후

에 활물질이 제거되어 형성된 상단 폭(width) 이다. 

Ablation bottom width는 극의 laser 가공 후 활물

질이 제거되어 형성된 하단 폭이며, ablation depth는 

이  가공 후 활물질이 제거되어 형성된 홈의 깊이

(depth)를 측정하 다. Aspect ratio는 측정된 ablation 

top width()와 ablation depth(D)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3. 실험결과  고찰

3.1 Ablation width and Ablation depth

  Fig. 4는 이  구조화 가공 후 극을 자주사

미경(SEM)을 통해 찰한 사진이다. Fig. 4를 보면,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ablation width와 ablation 

depth(D) 모두 증가한 것을 찰할 수 있다. Top view 

(Fig. 4(a))에서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활물질층에 생

긴 홈의 깊이가 증가하여 집 장치(current collector)

의 표면까지 형성되었지만, 활물질이 완 히 제거된 

alumium foil은 찰되지 않았다. Fig. 5는 이  

워에 따른 ablation width와 ablation depth의 측

정값이다. Fig. 5(a)를 보면, ablation top width는 

이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하 다. 

그리고 19 W에서 약 102 ㎛로 가장 넓게 형성되었다. 

반면, ablation bottom width는 13 W까지 형성되지 

않았으며, 15 W부터 활물질이 부분 제거되면서 

ablation bottom width가 형성되었다. Fig. 5(b)에

서 ablation depth는 이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선

형 으로 증가하 다. 한, ablation top width와 비

교하여 가 르게 증가하 으며, 코 된 활물질이 집 장

치의 표면까지 제거된 이후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더 정확한 비교를 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ablation 

top width와 ablation depth의 추세선과 상 계수 

(r)를 계산하 다. 이  출력 13 W이후부터 활물질

이 완 히 제거되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회귀분석은 

활물질이 완 히 제거되기 까지 데이터만 사용하 다. 

Fig. 5를 보면, ablation top width의 추세선의 기울기

는 5.1643이고, ablation depth의 추세선의 기울기는 

5.9063으로 ablation depth의 기울기가 상 으로 

가 르게 증가하 다.

1 [W]

11 [W]

3 [W]

13 [W]

5 [W]

15 [W]

7 [W]

17 [W]

9 [W]

19 [W]

(a) Top view

1 [W]

11 [W]

3 [W]

13 [W]

5 [W]

15 [W]

7 [W]

17 [W]

9 [W]

19 [W]

(b) Cross section view

Fig. 4 SEM image of the electrode after laser structuring in 1pass (a) Top view (b) Cross s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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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spect ratio

  Fig. 6(a) 앞서 측정된 ablation top width와 

ablation depth를 통해 계산된 aspect ratio를 이

 출력에 따라 나타냈다. 구조화된 극에서 형성된 홈

의 aspect ratio가 요한 이유는 동일한 폭의 groove

가 형성되었을 때, 상 으로 높은 aspect ratio가 형

성된 극은 기화학 으로 반응할 수 있는 표면 이 

증가된다. 결과 으로 L+의 확산경로 증가는 배터리의 고

속 충·방 에 유리하기 때문이다(Fig. 6(b))14). 이  

조사 후 극에 형성된 홈의 aspect ratio는 1 W~11 W까

지 격하게 증가하 고 13 W부터 완만하게 감소하 다. 

이러한 이유는 ablation top width는 1 W~19 W까지 

거의 동일한 기울기로 증가하는 반면 ablation depth는 

1 W~13 W까지 상 으로 격하게 증가되지만 13W

이후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aspect 

ratio는 11 W에서 약 0.77로 가장 높았다. 

3.3 활물질의 제거량과 제거율

  Fig. 7는 극의 이  구조화 공정 후에 활물질 제

거량(removal amount of active material)과 활물

질 제거율(active material removal rate)이다. 극

의 활물질의 양은 배터리의 에 지 도와 한 계

가 있다. 를 들어, 활물질의 양이 증가할수록 배터리

의 에 지 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의 

이  구조화는 활물질을 부분 으로 제거하여 기화

학  반응을 보다 넓은 표면에서 발생시켜 출력 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활물질 제거량에 한 분석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최 화가 필요하다. 한, 활물질 

제거율는 가공공정의 효율성을 단하기 해 분석이 

필요하다. 단  부피 당 활물질 제거량과 분당 제거율

은 각각 eq. (1) 과 eq.(2)을 통해 계산하 다.

        

     

 ×× (1)

     min


 

     

 ×× (2)

  활물질 제거량은 Eq.(1)과 같이 측정된 ablation top 

width(), ablation bottom width()와 ablation 

depth()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단 길이(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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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Ablation width and (b) ablation depth depending on power at 1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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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Aspect ratio of structured-electrodes depending on laser power and (b) comparison of Li+ diffusion path in high 
and low aspect ratio groove in structured-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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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제거량으로 나타냈다. 활물질 제거율은 Eq. (2)를 통

해 계산되었으며, ablation top width(), ablation 

bottom width(), ablation depth(), 그리고 조

사속도()를 사용하 다. Fig. 7 (a)를 보면 활물질 제

거량은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1 W~ 

13 W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며 15 W 이후 비교  격

히 증가하 다. 이러한 상은 15 W부터 활물질이 

부분 제거되어 aluminum foil에 반사된 이  빔이 

증가하여 다 반사가 활발히 일어나 ablation width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Fig. 7 (b)는 분당 재료가 제

거된 재료 제거율을 보여주며, 이  출력이 증가할수

록 활물질 분당 재료 제거율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이  구조화 가공 효율이 증가

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고출력 배터리를 한 극 laser structuring 

가공의 기  연구이다. 실험에 사용된 극은 LiFePO4

를 활물질로 사용했으며, 나노  이 를 이용한 이

 구조화 공정의 가능성에 해 논의하 다.

  1) 이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ablation top width

와 ablation bottom width는 증가하 으며, 실험 조건 

내에서 ablation top width와 ablation bottom width

는 각각 최  약 102 ㎛, 약 53 ㎛으로 측정되었다. 

  2) Ablation depth는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증

가하 으며, 활물질이 부분 제거된 74 ㎛이후 증가되

지 않았다. 한, 이  가공 후 형성된 홈이 집 장

치 표면까지 형성되었지만, 활물질이 완 히 제거된 

aluminum foil은 찰되지 않았다. 

  3) 활물질 제거량과 활물질 제거율은 이  출력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출력의 증

가는 공정측면에서 좋은 효율을 보여주지만 배터리 성

능측면에서 활물질 제거량이 증가하여 배터리의 에 지

도를 감소시킨다.

  4) 극의 이  구조화 공정은 기존의 극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여 배터리의 출력 도를 향상시키지만 공

정  제거되는 활물질로 인하여 에 지 도를 감소시

키므로 극구조화 공정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 

한 이  가공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코인 셀을 제작하

여 rate capability test가 진행될 계획이며, 극의 

이 구조화 공정의 최 화를 달성하기 하여 이  출

력뿐만 아니라 조사속도(scanning speed), 반복률(re- 

petition rate), 펄스 폭(pulse duration), 조사 횟수(the 

number of pass) 등 다양한 가공변수에 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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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 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건설, IT

산업, 조선 등에 효과가 가장 큰 기반산업이다. 

한 용 산업은 제조업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조

선 산업에서 선박 건조비용의 35%가 용 련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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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more than 90% of the domestic manufacturing processes for the Liquefied Natural Gas (LNG) storage 
tanks rely on weld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the advancement of weld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is di-
rectly connected to the productivity and therefore the advancement is critical to be competitive in the domestic ship-
building industry. The welding technology using a laser light source is a more advanced technology than conven-
tional arc welding in terms of workability, precision, and productivity. Although its application area is currently lim-
ited, this technology has been emerging as an important assembly tool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shipbuilding 
and offshore structures in the future. Because the LNG storage tank is a cryogenic structure, 9% nickel steel is wide-
ly used to manufacture the tank for both room temperature and low-temperature environments due to it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nd fatigue strength. In terms of strength, 9% Ni steel is equivalent to 680 MPa-level 
high-tensile strength steel, and is usually used in applications where the operating temperature is below -150℃, such 
as LNG tanks with QT treatment. The 9% Ni steel has higher strength and better weldability than A5083-O alumi-
num alloy, has better impact toughness at cryogenic temperatures than SUS304L, and is economic. Therefore, 9% 
Ni steel is widely used to manufacture LNG tanks. Previous studies on the 9% Ni steel are based on butt welding, 
and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ccording to the welding process. However, because 30-40% of LNG storage tanks 
are formed in a curved shape, research on the fillet welding proces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butt welding has 
not been actively conducted to date. More specifically,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n algorithm for setting proc-
ess variables,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fillet welding, needs to be conducted. Therefore, in this study, fiber la-
ser welding, which is a fillet shape, is studied and performed using 9% Ni steel.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the welding process variables by predicting weld properties. To derive the optimal process variables, the 
GBO algorithm was developed based on mathematical models. Finally, the developed algorithm showed an average 
error rate of 0.01831%, which ensures the high reliability of the optimal process variables.

Key Words : GBO algorithm, 9% Ni steel, Laser welding, Fi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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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박의 부가가치에 큰 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따

라서 용 기술의 고도화는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어 국내

의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인 요소

이다1). 

  조선에 용되는 용 이음은 선박의 구조상 필렛 용

이음부가 부분으로 체 용 부 길이의 약 80%를 

유하고 있다. 재, 유럽의 조선산업은 이  용  

기술을 용하여 용 의 후 공정에 한 고속화, 자

동화 기술의 동향, 일   연속 생산 라인의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선박 용 부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한 기술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하고 있다2).

  이 는 기존의 천공이나 방 가공  용 에서 스

폿용 이나 아크용  등의 타 용 법의 체 방법으로

써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타 용 법으로 합할 수 없는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 다. 이처럼 이  응용기술은 산업계의 필수 인 

핵심 요소기술로 발 하고 있다3). 

  최근 들어 셰일가스 생산증가로 LNG(Liquefied Na- 

tural Gas) 장탱크, 이 라인, 수송용 LNG 선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LNG 장탱크는 30~ 

40 %가 필렛 형상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필렛 용 에

서 모재의 합 면 이 단강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

로 정한 면 의 확보가 필수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

다. 때문에 이  용  용입형상 제어와 최 화 알고

리즘개발이 시 하게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최 화 기법은 수학 인 방법인 LP(Linear 

Programming), NLP(Non-Linear Programming)  

DP(Dynamic Programming)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

제를 해결하 다4). 그러나 이러한 수학  방법은 단순

하여 복잡한 자연 상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

다. 특히 복잡한 자연 상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문

제를 단순화하는 과정으로 정확성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

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발견  탐색법(Heuristic 

Method)이 제안되었다5-8).

  1900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용 공정 자동화에 하

여 많은 이론  시험연구가 수행되었다9). Kim10,11) 등

은 용 변수와 비드형상 사이의 상 계  GTA(Gas 

Tungsten Arc) 용 공정을 최 화하기 해 회귀분

석 기법을 사용했으며, 용  비드-지오메트리 매개변수

에 한 공정 매개변수의 향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Ganjigatti12) 등은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MIG(Metal 

Inert Gas) 용 공정에서 설정된 입/출력 계에 한 

분석을 수행하 으며, Xue13) 등은 로  아크 용  공

정에서 최 의 용 변수들을 측하기 한 퍼지 회귀

법을 용 하 다. 한 용 비드 형상 최 화를 하

여 GA(Genetic Algorithm)를 사용하 다. Atashpaz- 

Gargari와 Lucas14)는 실제 공학  최 화 문제를 해결

하기 해 ICA(Imperialist Competitive Algorithm)

를 도입하 다. 한 용 부 품질에 향을 미치는 공

정변수들과 용 상태를 변하는 비드형상  용입형상

의 상 계를 통해 최  용 조건 선정을 한 측모

델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Drayton15)은 공정변수

와 비드형상과의 계를 나타내기 하여 수학  모델 

개발에 하여 연구하 으며, 최  공정변수를 선정할 

수 있는 Tolerance Box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최근

에는 인공지능 기법인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복잡한 

시스템의 입출력 변수 사이의 상호 계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Fang16)은 SAON (Self 

Adaptive Offset Network) 신경망을 이용하여 SAW 

(Submerged Arc Welding)에서의 기하학  구조 특

성과 용  공정변수 사이의 비선형 계를 수학  모델

로 개발하 다.

  기존의 최 화 방법은 공학자의 직 , 경험 그리고 선

행조사 등의 사 조사 자료를 근간으로 하는 시행착오

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복잡한 해석과 설계에 

있어서 시행착오법의 사용은 공학자의 주  의견 개

입으로 인해, 부 한 최 값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고, 비경제 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반복

으로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알고리즘이 

가지는 단 을 극복하기 해서 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경험 인 측면을 제거하는 신 수학 으로 표 된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필렛 용 의 핵심요소기술인 최  

용 변수 선정을 한 연구가 시 하게 요구된다.

  최  용  공정변수 선정을 해 공정변수의 크기가 

상당히 큰 설계 문제의 수와 목표  제약의 수보다 상

당히 큰 최 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GBO(Gradient- 

Based Optimization) 알고리즘이 효과 이다. 한 

명확한 수렴 기 으로 빠른 수렴 속도로 인한 상 인 

계산 효율성이 ICA알고리즘 보다 약 300배 정도 빠르

게 수렴하며, 약 6배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 % Ni 강재를 이용하여 필

렛 형상의 이  용 을 수행하고, 용 부 특성 측

모델을 GBO 알고리즘을 용하여 이  용  공정변

수의 최 화를 최종목표로 하 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이버 이  필렛 용 부의 용  특성을 확인하기 

한 이  필렛 용 실험  용입형상에 향을 미치는 

공정변수들의 정범 를 규명하 다. 한 선정한 공

정변수를 통해 본 용  실험을 실시하 으며 각 용 공

정에 해 발생되는 용 부 특성을 분석하 다. 3장에

서는 GBO 알고리즘의 메커니즘에 해 설명하 으며, 

4장에서는 용입형상 측모델을 기반으로 GBO 알고

리즘 개발을 통해 용  공정변수 최 화 과정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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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의 신뢰성 확보에 해 서술하 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언 하 다.

  

2. 이  용  실험

2.1 실험장치 구성  방법

 이 는 고 도 열원으로써, 입열을 최소화하면서 고

속용 이 가능한 장비이다. 특히 최근 상업화된 고출력 

이버 이 는 특유의 발진원리 때문에 높은 빔품질

과 소형화된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 들로 인해 

이버 이 는 LNG 카고탱크에 해 선박 내부에서 

용 이 가능한 가장 합한 열원이라고 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산업에 이  용 기술을 용

하기 해 이버 이 를 이용하여 LNG 탱크선용 9 

% 니 강의 필렛 이  용 을 수행하 다. 극 온강 

9 % 니  용 부의 품질을 확인하고 최 의 공정변수를 

개발하기 하여 MIYACHI 모델 ML-6950A(5 kW 

섬유 이  용 기)가 사용되었고, 체 시스템은 YA- 

SKAWA 모델 DX100의 MOTORMAN로 구성하 다. 

Fig. 1은 이  용  시스템의 공진기, 냉각기, 로  

제어기, 원장비  실험에 사용 된 Jig를 나타낸다.

  실험을 통해 합면 길이에 향이 큰 3가지의 공정

변수를 설정하여 필렛 이  용 을 수행하 다. 실험

을 하여 같이 5 kW 섬유 이  용 기가 사용되

었다.

  용  공정변수에 따른 용입형상을 확인하여 합면 

길이, 용입면 의 향에 주요 요인이 되는 이  출력, 

용 속도, 용  각도로 선정하여 이버 이  용 실

험 계획을 수립하 으며, 제외된 Defocusing, Focal length

은 고정변수로 설정하 다. 용 실험 계획은 일반 으로 

알려진 실험계획법 에 완 요인실험계획법(Full fac-

torial design)으로 구성하 으며, 요인설계(Factorial 

design)의 경우 각각의 입력변수들의 수 을 일정간격

으로 배치하여 모든 입력변수들간 수 (Level)의 조합

에 의해 실험이 이루어지게 된다.실험 수 은 Table 1

과 같이 나타내며, 실험에 사용된 이  용 공정의 

개략도는 Fig. 2와 같이 나타낸다.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입력변수는 이  출력, 

용 속도, 용  각도이며, 이에 따른 출력변수로는 용입

형상(용입면 , 합면 길이, 각장 길이)으로 선정하

다. Fig. 3는 용입형상의 측정을 한 모식도를 나타

내며 Fig. 4은 이버 이  용 공정의 입력변수  

출력변수를 포함한 용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용  실험 결과 용입부 형상을 표 하는 함수를 기반

Fig. 1  Configuration of 5 kW fiber laser welding system

        Level
Parameter

-1 0 1

Laser power(kW) 3 4 5

Welding speed
(m/min)

0.5 1 1.5

Welding angle(°) 30 45 60

Fixed variable
- Shielding gas flow rate : 15  /min
- Defocusing : 0 mm
- Focal length : 0 mm

16mm
8mm

300mm

15
0m

m
W

eld
ing

 

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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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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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chematic diagram for laser fillet weld process

J1  : Joint surface length(mm)

L1 : Upper Base metal leg length(mm)

L2 : Lower Base metal leg length(mm)

A1 : Upper Base metal weld area(mm2)

A2 : Lower Base metal weld area(mm2)

J1

A

1 A2

A1
L1

L2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bead geometry for the 
study

Input variable

Output Parameter

Laser power(kW)

Welding speed(m/min)

Welding angle(°)

Joint surface length(mm)

Upper Base metal leg length(mm)

Lower Base metal leg length(mm)

Upper Base metal weld area(mm2)

Lower Base metal weld area(mm2)

Fiber laser

welding process

Shielding gas(l/min)

Defocusing(mm)

Focal length(mm)

Selected variable

Fixed variable

Fig. 4 Input and output variables of the fiber laser welding

Table 1  Welding parameters and thei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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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력변수 변화에 따른 용입면 의 분을 통해 산

출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낸다. 한 27

회의 실험조건  3회 반복 용 의 조건에 따른 각장

길이를 측정 하 으며, 이  필렛 용 에서 상 모재

의 각장길이는 이  출력이 증가, 용 속도 감소, 용

 각도가 낮을수록 증가하 다. 

  반 로 하 모재의 각장길이는 이  출력이 증가, 용

속도 감소, 용  각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장길이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필렛 용  각장 

길이 3.2 mm 이하의 길이가 도출되어 모든 용  조건

에 해서 요구 각장길이를 만족하 다.  

  필렛 용 에서는 겹쳐진 용 부의 면 이 단 인장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한 면 의 확보가 필수

이다. 합면 길이(J1)는 이  출력이 증가, 용 속

도 감소, 용  각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하 다.

3. GBO 알고리즘
  

  GBO 알고리즘는 유 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

해를 찾으며, 주어진 시스템의 목 함수와 제약조건이 

결정되어지고 산출 차에 따라 최 화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알맞은 최 화 기법을 사용한다. 유 자 

알고리즘 GA(Genetic Algorithm)는 목 함수의 최

해를 발견하는 모의진화(Simulation evolution)형 

탐색 알고리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최 화 기법들은 하나의 에서 출발하여 다

음의 을 찾아가는 탐색방법들로 지역 최 화(Local 

optima)에 빠지기 쉬운 단 이 있다. 하지만 GBO 기

법은 집단을 이루어 동시에 탐색을 하므로 보다 넓은 

역에서 정수 의 다양성을 유지해가면서 병렬

으로 우수한 후보들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역 최 화

(Global optima)를 유도할 수 있다. GBO 수렴해석

에 한 이론  연구는 스키마타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

며, 최 의 스트링을 탐색하는 과정은 스키마타의 경쟁과

정에서 최 의 스트링을 인스턴스를 가지고 Population 

Size를 늘려가면서 선택과정을 정리한다. 

  GBO 알고리즘은 반복되는 설계변수에 의해 최 화

할 기울기를 구하며 식(1)과 같이 나타낸다.

      (1)

여기서 는 반복 에서의 설계 변수 벡터이고, 는 

설계 변수 변경 방향의 벡터이며, 스칼라 는 목  함

수의 개선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단계 길이 제어 매

개 변수이다. 설계 변수 변경 방향의 벡터는 다음과 같다.

 ∇ (2)

  의 각 성분에 한 의 부분 도함수에 의해 형성된 

구배 ∇는 유한 차에 의해 근사화 될 수 있다. ∇의 

벡터 노름이 0이면, 국소 최소값의 필요한 조건이 충족

되고 알고리즘이 수렴된다. 단계 방향이 주어지면 Line 

Search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목  함수의 최  축소를 

생성하는 단계 크기 를 식별한다. 이는 식(3)과 같

이 정의 된 하나의 변수에 해서만 스칼라 의 최  

값을 찾는 것과 같다.

min            (3)

   근처 목  함수의 2차 함수 모델 와 그 주변 

반경 ∆ 는 Taylor -series expansion을 통해 식(4), 

(5)와 같이 나타낸다.

Test
no.

Area 1(mm2) Area 2(mm2)

1st 2nd 3rd 1st 2nd 3rdll

1 6.13 6.04 6.28 8.69 8.94 8.77

2 2.81 2.95 3.03 4.88 4.94 4.97

3 2.25 2.36 2.38 4.07 4.16 4.15

4 5.08 5.12 4.94 13.1 13.3 13.3

5 3.04 3.15 3.10 8.76 8.99 8.82

6 2.71 2.79 2.85 8.70 8.84 8.77

7 6.31 6.29 6.35 17.2 17.0 17.2

8 3.97 4.08 4.02 11.2 11.3 11.5

9 3.09 3.15 3.11 8.78 8.90 8.91

10 3.86 3.95 3.80 10.5 10.6 10.5

11 2.41 2.53 2.67 6.17 6.31 5.99

12 1.87 1.95 1.89 6.25 6.11 6.20

13 6.00 6.16 6.10 16.6 16.8 16.9

14 3.51 3.65 3.67 7.25 7.00 7.26

15 2.45 2.34 2.39 7.85 7.67 7.72

16 7.96 8.00 7.84 18.3 18.6 18.5

17 4.17 4.21 4.19 10.0 10.2 10.4

18 5.45 5.54 5.32 11.0 11.3 11.1

19 3.78 3.85 3.76 8.39 8.56 8.49

20 3.63 3.49 3.59 6.40 6.61 6.20

21 1.58 1.66 1.75 5.07 5.13 4.99

22 7.58 7.66 7.65 12.5 12.7 12.7

23 3.14 3.03 3.25 9.50 9.64 9.77

24 2.52 2.61 2.65 8.26 8.44 8.45

25 12.5 12.9 12.8 17.2 17.2 17.0

26 4.52 4.75 4.69 14.0 14.2 14.3

27 3.07 3.12 3.09 9.51 9.33 9.66

Table 2 Result of weld penetr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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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여기서   ,  ∇, =(0, 1) 이며, 2

차 함수 모델 는 Hessian matrix ∇에 의

해 근사값 를 구할 수 있다.

  쇠값 는  반경∆의 범 는 식(6), (7)과 같

이 나타낸다.

min
∈     


     (6)

∥∥≤∆    (7)

  를 이용하면 의 성능은 실제 감소에 한 목

함수의 측 감소로서 비율 를 사용하여 다음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8)

  가 1에 가까워 와 목 함수 f 사이의 일치를 나

타내면 다음 반복을 해 신뢰 역을 확장해야 한다. 

가 양수이며 1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 신뢰 역의 반

경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가 0에 가까우거나 음수이면 

신뢰 역이 어들며, 가 충분히 크면   

이다. GBO 알고리즘의 신뢰 역은 일반 인 비선형 

목  함수의 최 화에서 2차 함수 모델을 사용하며, 비

선형 목  함수와 비선형 동등성  제약 조건을 갖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4. 최 화기법을 이용한 용 공정 분석

4.1 GBO 알고리즘을 이용한 공정변수 최
화

  이버 이  필렛 용 공정의 매개변수를 도출하기 

해 입력자료를 구성하고자 하 으며, 목 함수에 입

력할 주 입력자료는 용  입·출력변수들을 사용하 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GBO 최 화 기법의 로그램 

모식도를 Fig. 5에 나타낸다.

  GB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  출력, 용 속도, 

용 각도에 한 범 값은 최소 [3 kW, 0.5 m/min, 

30 °]에서 최  [5 kW, 1.5 m/min, 60 °]으로 선정

하 으며, 지속 인 반복산출을 통해 공정변수 결과 오

차를 감소시키다가 변화가 안정화되는 부분에서 산출을 

정지하도록 구성하 다. 

  목 함수에 사용된 변수들은 용 공정에서 입력변수

로 단되는 이  워, 용 속도, 용 각도로 선정

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형성되는 각장 길이는 회귀모

델를 입력하 으며, 용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합면 길

이, 용입면 의 수학 모델을 사용하 다. GBO 알고

리즘의 설정 변수는 Table 3에 나타낸다.

  GBO 최 화 기법을 용하여 Population size에 따

른 상․하  모재의 각장길이, 용입면 , 합면 길이를 

도출하 으며, 이버 이  용  공정변수의 최 화 

수행 결과를 Figs. 6~9에 나타낸다.

  이버 이  용  공정변수( 이  워, 용 속도, 용

각도)의 최 화 수행 결과 상 모재의 각장길이 2.5 mm

인 경우 Population size가 2.E-06, 3.0 mm인 경우 

Population size가 7.E-06일 때의 공정변수를 선정하

Fig. 5 A flow chart for GBO method to predicting weld-
ing parameters 

Table 3 GBO method parameters and their values 

Optimal method GBO(Gradient-Based Optimization)

Function tolerance

(Population size)

1E-6, 2E-6, 3E-6, 4E-6, 5E-6, 

6E-6, 7E-6, 8E-6, 9E-6, 1E-5

Range of 

parameter

Min. 

Value
30 °, 3 kW, 0.5 m/min

Max. 

Value
60 °, 5 kW, 1.5 m/min

Range of 

Constraint value

2.5 mm

3.0 mm

Solver Constrained nonlinear minimization

Algorithm Active set

Derivatives Gradient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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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  모재의 각장길이 2.5 mm인 경우는 Population 

size가 1.E-06, 3.0 mm인 경우 Population size가 

8E-06일 때의 변수를 최 의 공정변수로 선정하 으

며 그결과를 Table 4에 나타낸다.

4.2 GBO 알고리즘 신뢰성 확보

  다  입력과 출력을 가지는 선형/비선형 시스템의 해

를 구하기 한 공학  측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최 화 이론이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최 화 기법은 

다양한 주제의 설계, 운   유지 리 분야에서 물론 

매개변수 산정을 한 역해석(Inverse analysis)에 까

지 범 한 범 의 문제에 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

향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 에 따라 종래에는 생각하

기 힘들었던 형태의 문제도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버 이  필렛 

용 에서 LNG 탱크 제작을 해 GBO 알고리즘의 오

차율을 계산하 다. GBO 알고리즘은 집단을 이루어 

동시에 탐색을 하므로 보다 넓은 역에서 정수 의 

다양성을 유지해가면서 병렬 으로 우수한 후보들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역 최 화를 유도하 다.

  공정변수 최 화 결과 GBO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높

은 솔루션 품질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필렛 용

의 최 의 알고리즘은 소요시간과 Error를 일 수 있

는 것을 확인하 다.

  GBO 알고리즘의 Error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5

에 나타내며, 평균 0.01831 %로 알고리즘의 신뢰성

을 확보하 다. 여기서 Error는 에서 선정된 최

의 공정변수를 입력하 을 경우 Leg lengtrh의 출력

값이 목 값인 2.5 mm, 3.0 mm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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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ults of GBO method(L1-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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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sults of GBO method(L1-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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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s of GBO method(L2-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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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results of GBO method(L2-3.0mm)

No.
Leg length

(mm)
CPU time(s) Error(%)

Error 
aver.(%)

1 2.5(L1) 0.047 0.00844

0.01831
2 3.0(L1) 0.045 0.01870

3 2.5(L2) 0.042 0.03240

4 3.0(L2) 0.046 0.01370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of optimization algorithm

Parameter
Leg length

Laser 
power(kW)

Welding speed
(m/min)

Welding 
angle(°)

2.5(L1) 4.0763 0.8955 41.3340

3.0(L1) 4.6051 0.5928 31.7561

2.5(L2) 3.9828 0.5941 31.1165

3.0(L2) 4.6227 0.5003 46.4314

Table 4  The results of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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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버 이  필렛 용 공정을 수행

하여 용입 형상에 따른 기계  성질과의 계를 분석하

고, 최 화기법에 용을 통해 요구하는 각장길이  

인장강도에 따른 최 의 용 공정변수를 선정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GBO 최 화 기법을 용하여 Population size

에 따른 용입면 (A1, A2)의 비율을 비교하여 상 모

재(A1)의 용입면 이 25 % 이상인 조건과 합면 길

이가 최  일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한조건과 요구

조건인 각장길이(2.5 mm, 3.0 mm)에 따른 최 의 

공정변수를 선정하 다. 

  2) 상 모재의 각장길이(L1) 2.5 mm의 경우는 Po- 

pulation size가 2.E-06일 때, 상  모재의 용입면  

25.895 %, 합면 길이 5.3195 mm로 가장 높아 

이  출력 4.0763 kW, 용 속도 0.8955 m/min, 

용  각도 41.334 °로 선정하 다, 3.0 mm의 경우는 

Population size가 7.E-06일 때, 상 모재의 용입면

 27.69 %, 합면 길이 6.81415 mm로 최 의 공

정변수는 이  출력 4.6051 kW, 용 속도 0.5928 

m/min, 용  각도 31.7561 °로 선정하 다.

  3) 하  모재의 각장길이(L2)가 2.5 mm일 경우 

Population size가 1.E-06일 때 상 모재의 면  비

율은 27.75 %로 25 % 이상을 만족하며, 합면 길

이가 6.239892 mm로 가장 높아 최 공정변수는 

이  출력 3.9828 kW, 용 속도 0.59419 m/min, 

용  각도 31.1165 °로 선정하 다. 3.0 mm의 경우

는 Popilation size가 8E-06일 때 상  모재의 면

비율은 31.565 %이며, 합면 길이가 6.45324 mm로 

가장 높아 최 의 공정변수는 이  출력 4.6227 kW, 

용 속도 0.5003 m/min, 용  각도 46.4314 °로 선

정하 다.

  4) 필렛 용 에서는 겹쳐진 용 부의 면 이 단강

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한 면 의 확보가 필수 이

며, 이를 해 이  용  용입형상을 제어하 다.

  5) GBO 알고리즘의 신뢰성 확보를 해 CPU Time 

 Error를 분석한 결과를 평균 0.01831 %로 최  

공정변수의 신뢰성을 확보하 다.

  6) 향후 극 온강 재질, 보호가스 종류, 용 방법과 

같은 다양한 용  환경에서 용 품질 측  공정 최

화를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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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luminum alloys are the key structural materials for 
transport, aerospace, building construction, marine and 
defense applications. This is due to their high specific 
strength, useful mechanical properties, design adapt-
ability as well as easy fabrication and processing. In 
comparison to other aluminum alloys, the 2xxx series 
containing copper, magnesium and manganese have 
higher strength resulting from the age hardening pre-
cipitates, superior damage tolerance and good resist-
ance to fatigue crack growth. AA2024, AA2219 and 
AA2014 are well known alloys in this group1). AA2014 
is commonly used in heavy duty forgings, plates and 
sheets, aircraft components, wheels, major structural 
components, space booster tanks and heavy duty road 
and rail vehicles2). It is widely used in the structures 
that require high strength to weight ratio, high fracture 
toughness, good fatigue resistance and durability. 

  Friction Stir Welding (FSW) is a recently developed 
technique of joining metals that are difficult to weld us-
ing conventional fusion methods. The technique is be-
ing progressively practiced for welding of similar as 
well as dissimilar metals with ease. This technique has 
the benefit of being a solid-state process which alle-
viates the need for liquid filler metals that are common 
with conventional fusion welding techniques. This nov-
el technique has also substituted the traditional joining 
processes like mechanical fastening and has increased 
the possibilities of process automation. The FSW proc-
ess is fast and can be easily automated to be used in any 
orientation without the influence of gravitational effects 
on the process3-5). The FSW process is a highly con-
sistent joining process with high reproducibility and is 
effectively used in several high-tech industries such as 
automotive, railway, aerospace and aeronautics. Prominent 
features of this technique are absence of segregation, 
porosity, hot cracking, high temperature phase trans-
formations and results in low distortion, low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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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es, good surface finish and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In addition, this method yields better joint 
and energy efficiency5-7). 
  The process uses a non-consumable rotating tool with 
specially designed pin and shoulder, having superior 
mechanical properties than the metal to be welded. The 
rotating tool is forced into the joint line. As a result of 
friction between the tool and the work piece, sufficient 
amount of heat is generated that softens the material up 
to a plasticized or semi-solid state. Subsequent transla-
tional movement of the tool along the joint line stirs the 
plasticized material around the joint line and, as the 
tool moves forward the faying surfaces are fused8-10). 
Friction stir welding involves various process parame-
ters, out of which the significant are tool rotation speed, 
tool travel speed and tool tilt angle. Weld quality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are highly influenced by 
these parameters. A slight maladjustment in these pa-
rameters can result in inappropriate softening of the 
material and causes defects in the weld. If the material 
softening is less than a critical value, defects like tunnel, 
kissing bond, root cracks, etc. may occur. Excessive flash, 
voids, surface cracks like defects may be observed 
when there is excessive softening of the material11,12). 
Therefore, it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to properly 
optimize the process parameters. In general, opti-
mization is carried out by considering a set of pre-de-
fined process parameters, such as tool rotational speed, 
tool linear travel speed, tool tilt angle, axial force, tool 
shoulder to pin diameter ratio, etc., keeping in mind 
some intended objective parameters such as maximum 
temperature generated, yield strength, ultimate tensile 
strength, hardness, impact strength, etc.6,13,14). Most of the 
engineering processes have a large number of factors 
that influence the final product. Identification of their 
individual contributions and their intricate interrelation-
ship is necessary to design a process15). Classical ex-
perimental approach is generally employed for this 
purpose. This approach is not only time consuming, ex-
pensive but also inaccurate because it depends on tri-
al-and-error based analyses. Now-a-days more robust 
statistical methods are being utilized for process 
optimizations. These approaches not only save time and 
cost but also give near-optimal results. Researchers have 
extensively used various statistical approaches for the 
optimization of performance characteristics in many 
engineering analyses. Various techniques have been 
used for optimization of Friction Stir Welding parame-
ters includ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Taguchi, Full Factorial (FF), Genetic Algorithm (G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RA), Analysis of Variance 
(ANOVA), Regression Analysis (RA),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 Finite Element Analysis (FEA)6,13,16). 
Many of these Design of Experiment (DoE) practices 
need large number of experimentation. In many in-
dustrial problems, carrying out a large number of ex-
periments is not feasible. In this respect, Taguchi or-
thogonal array approach has gained much popularity 
due to its simplicity, efficiency, low-cost and excellent 
quality. As an example, the Full Factorial process will 
need a total of 81 (34) experiments for a process opti-
mization with four factors and three levels each. With 
Taguchi Method, the same optimization will be accom-
plished with only 9 tests by utilizing L9 (32) orthogonal 
array approach17). It has been observed that, among 
AA2xxx series, the research works mainly focuses on 
friction stir welding of AA2024 and AA2219. The ad-
vent of Friction Stir Welding has opened the door for 
structural applications of AA2014 on large scale. Currently, 
most of the reported data regarding optimization of 
friction stir welding of AA2014 is limited to thick 
plates and the work on thin sheets is lacking.  
  In the present study, friction stir welding parameters 
for thin AA2014 sheets (thickness < 3mm) were opti-
mized using Taguchi L9 orthogonal array approach for 
optimal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ed joint. 
Analysis of Signal to Noise ratio (S/N)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were used to assess the significance 
of individual parameters. Heat generated and maximum 
temperature attained during each experiment was as-
sessed with the help of steady state heat transfer model 
using COMSOL Multiphysics Finite Element software 
and correlated with the optimized combination of 
parameters.

2. Experimental Methods

2.1 Materials

  The material used in this study was commercially 
available rolled sheets of AA2014 alloy.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hosen 
material are given in Table 1 and 2, respectively. The 

Al Cu Mg Mn Fe Si

Bal. 3.8 0.52 0.57 0.12 0.84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UTS,
(MPa)

YS 
(MPa)

Elongation, 
%

Hardness 
(HV)

499 ± 8 441 ± 4 14.6 ± 1.2 157±3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material,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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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s of 250 × 80 × 2.4 mm dimension were cut from 
the sheet by shear cutter. The pieces were then sub-
jected to T6 treatment by solutionizing at 510 ℃ fol-
lowed by warm water quenching. Artificial Aging was 
then performed at 170℃ for 16 hours in an electric 
oven. In order to get smooth and parallel faying edges, 
the sheared edges were milled on a milling machine. 
The edges were rubbed by emery paper just before 
welding to remove surface oxides followed by cleaning 
with hydrocarbon solvent to wipe out dirt, grinding de-
bris and oil remnants. 

2.2 Friction Stir welding

  The friction stir welding was carried out on a com-
puter-controlled numerical vertical milling machine. 
The tool used was made of hardened and tempered H13 
tool steel having an eccentric grooved shoulder of        
ϕ10mm and a threaded taper pin of ϕ4mm. The length 
of the pin was 2.25mm. All the welds were in butt joint 
configuration. The welding, of equal lengths of 200 mm, 
was done in a single pass, perpendicular to the rolling 
direction of the sheet along the long edges of the blanks. 
A typical welding setup is shown in Fig. 1, showing the 
clamping and welding arrangements.

2.3 Selection of parameters and levels

  From the reported data, it is observed that the most ef-
fectiv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ensile properties of 
friction stir welded aluminum joints are tool rotation 
speed, linear travel speed and tilt angle. Three levels of 
each factor were selected for optimum tensile proper-
ties of the welded joints. The factors used in this work 
and their levels are presented in Table 3 and 4.

2.4 Orthogonal array experiment

  The effect of above mentioned factors was studied us-
ing Taguchi L9 (3^3) orthogonal array design. The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was taken as the re-
sponse parameter. The objective was to achieve a max-
imum value of the response. Minitab statistical soft-
ware was used to develop experiment matrix, as pre-
sented in Table 5, and subsequent data analysis.

2.5 Tensile Testing

  After developing the orthogonal array, next step in 
Taguchi optimization scheme is to carry out the experi-
ments as per design matrix. The welding was done as 
described in section 2 according to the parameters out-
lined in the experimental plan. The welded samples 
were initially examined by Radiographic Testing (RT) 

Joint line 

Advancing side Retreating side 

Rotating tool 

Fig. 1 A typical friction stir welding setup

S. 
No

Notation Factor Unit
Level

I II III

1 A Tool rotation speed rpm 1000 800 600

2 B Linear travel speed mm/min 200 400 600

3 C Tilt angle degree 1.5 2 2.5

Table 4 Constant process factors 

S. 
No

Factor unit Level

1 Normal force kN 10

2 Rotation direction CCW

3 Plunge speed mm/s 0.1

4 Dwell time s 6

5 Operating mode Vertical displacement control

6 Plunge depth mm 0.1

Table 3 FSW process factors and levels 

Exp. 
No

FSW process factors

Tool rotation speed 
(rpm)

Linear travel speed 
(mm/min)

Tilt angle
(°)

1 600 200 1.5

2 600 400 2

3 600 600 2.5

4 800 200 2

5 800 400 2.5

6 800 600 1.5

7 1000 200 2.5

8 1000 400 1.5

9 1000 600 2

Table 5 Taguchi orthogonal array matrix of experimental 
plan



Wali Muhammad, Wilayat Husain, Anjum Tauqir and Abdul Wadood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8, No. 5, 2020496

to confirm that the welds were defect-free. The tensile 
test samples with a gage length of 25mm were cut from 
the as-welded coupons, perpendicular to the joint with 
the help of EDM wire cutting machine as per ASTM 
E818). The uniaxial tensile testing was performed on 
Universal Testing Machine, with a load cell of 100 kN 
and high resolution extensometers. All the tensile tests 
were performed at cross head speed of 0.5mm/min. The 
testing was performed at room temperature. 

3. Results and Discussion

3.1 Tensile Test Results of Taguchi Matrix

  The tensile test results of each set of Taguchi orthogo-
nal L9 design are summarized in Table 6. The table 
shows ultimate tensile strength and the weld efficiency 
(ratio of weld/base) obtained in each experiment. It is 
observed that the efficiency of set no. 9 is maximum 
whereas it is minimum for set No. 3. 

3.2 Signal to Noise Ratio (S/N)

  The influence of chosen welding parameters on the se-
lected response was estimated by computing the S/N 
ratio for each welding parameter. The signal to noise 
ratio, which is log functions of desired output, reveals 
the amount of scatter with respect to the targeted re-
sponse, under different combinations of FSW parameters. 
When the ratio is large, the scatter is small. Signal to 
noise ratio helps in data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optimum results. The tensile test results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FSW parameters and then 
converted into respective signal-to-noise (S/N) ratio as 
shown in Table 7.
  Since the target of this study was to maximize the ten-
sile properties, the S/N ratio was chosen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larger-the-better using the following ex-
pression:

(1)

Where ‘n’ is the total number of experiments and ‘yi’ is 
the observed result (response) of each experiment. The 
calculated S/N ratio values (mean) as per equation (1) 
are given in Table 8 and graphically presented in Fig. 2. 
The maximum effectiveness ranks we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delta values which represent the variance 
(scatter)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average re-
sponse values for each factor.
  It is evident from the graphical data (Fig. 2) that mean 

Experiment 
No.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Weld efficiency, 
%

1 337 68

2 332 70

3 338 66

4 382 77

5 399 81

6 383 76

7 394 80

8 408 82

9 411 83

Table 6 Experimental results of responses for taguchi 
L9 design

Experiment 
No.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S/N ratio

1 337 50.58

2 332 50.77

3 338 50.32

4 382 51.68

5 399 52.01

6 383 51.45

7 394 51.94

8 408 52.19

9 411 52.27

Table 8 The S/N ratio analysis for tensile test results

Symbol
Welding 

parameter

S/N ratio

Delta
Effectiveness 

rankLevel 
A

Level 
B

Level 
C

ω
Tool rotation 

speed
50.57 51.72 52.10 1.53 1

ν
Linear travel 

speed
51.40 51.66 51.33 0.33 2

θ Tilt angle 51.40 51.56 51.43 0.16 3

 Criterion: Larger-is-better

Table 7 Calculated S/N ratios for UTS responses

600

Process parameters
800 1000 200 400 600 1.5 2.0 2.5

Signal-to-noise : Larger id better

50.50

50.75

51.00

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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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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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effects plot for S/N ratios
Data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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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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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ot of S/N ratios for UTS mean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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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of S/N ratio increase with increase in ‘Tool rota-
tion speed’. It means that the weld joint efficiency in-
creases with increase in ‘Tool rotation speed’. However, 
UTS initially increases and then decreases with increas-
ing values of ‘Linear travel speed’ and ‘Tilt angle’. The 
dashed line in the Fig. 2 shows the value of the overall 
mean of all the S/N ratios19).
  The normal probability plot of UTS responses are pre-
sented in Fig. 3. The Normal probability plot of re-
siduals shows that all the data points fit reasonably in a 
straight line and do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normality.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model is 
significant and errors have normal distribution20). Since 
it is unreasonable to check the existence of non-linear 
el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parameters 
and the UTS of the weld joints, the analyses are based 
only on center points.

3.3 Interaction Plots for response analysis

  Interaction plots can be effectively used to explore the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 parameters 
and responses based on a model21). Interaction plots in 
the form of 2D contours were plotted to analyze the re-
lation of the chosen process parameters with the se-
lected response i.e. UTS and are shown in Fig. 4. It is 
evident from the plots that the maximum tensile strength 
is achieved when ‘Tool rotation speed’ is around 950 - 
1000 rpm and ‘Linear travel speed’ is about 400 to 600 
mm/min. 

3.4 Estimation of optimum parameters

  On the basis of S/N ratio analyses and Main effect 
plot of mean S/N ratio, it appears that the UTS can be 
maximized at ‘Tool rotation speed’ of 1000 rpm (AI), 
‘Linear travel speed’ of 400 mm/min (BII) and ‘Tilt an-
gle’ of 2° (CII). However, interaction contour plots 

show that the maximum properties can also be achieved 
at ‘Tool rotation speed’ of 960 to 1000 rpm and ‘Linear 
travel speed’ of 400 to 600 mm/min also.

3.5 Prediction of optimum parameters by Regres- 
sion Equation

  In addition to determine how the response changes 
when the values of the process parameters are changed, 
the other key benefit of regression is its ability to make 
predictions21). Prediction in regression refers to estimat-
ing the value of one variable using assumed values of 
other input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it. A regression 
fit equation was developed by analyzing the mean UTS 
against the chosen process parameters. Equation 2 de-
scribes the regression model for the present case.

(2)

Where ‘A’ is ‘Tool rotation speed’; ‘B’ is ‘Linear travel 
speed’ and ‘C’ represents ‘Tilt angle’. The predicted UTS 
at different process parameters, based on Equation 2 are 
given in Table 9. The data in Table 9 show that re-
ducing the ‘Tool rotation speed’ results in lowe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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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ormal probability plot of mean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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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raction contour plot between ‘Tool travel speed’
and ‘Linear travel speed’ for ultimate tensile strength

FSW Process parameters
UTS, 
(MPa)Tool rotation speed,

(rpm)
Linear travel speed,

(mm/min)
Tilt angle,

(°)

1000 400 2 409

1000 500 2 409

1000 600 2 409

950 400 2 401

950 500 2 401

950 600 2 400

Table 9 Predicted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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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S of the friction stir welded joints from 409 MPa to 
~ 400 MPa whereas increasing the ‘Linear travel speed’ 
from 400 mm/min to 600 mm/min has no effect on the 
resultant properties. The tilt angle is kept at 2° in all 
calculations. On the basis of these calculations it is clear 
that the option of 950 rpm for ‘Tool rotation speed’ can 
be ignored.

3.6 Prediction of optimum parameters by Theoretical 
and Numerical modeling

  So far it was not clear what should be the final set of 
optimum ‘Linear travel speed’ to maximize the UTS of 
the friction stir welded joints. Therefore, an attempt 
was made to make a decision on the basis of maximum 
temperature attained and the heat distribution in the 
welded joint. The maximum temperature attained dur-
ing friction stir welding greatly influences the mechan-
ical properties of the welded joint22-26) due to the dis-
solution of strengthening precipitates and grain coarsening. 
The estimation was done by theoretical calculations as 
well as by numerical modeling. For the estimation of 
maximum temperature attained during friction stir 
welding of aluminum, the expression as proposed by 
Arbegast et. al.27) was used and is reproduced as 
Equation 3.

  (3)

Where T and Tm (℃) are maximum and melting tem-
perature, respectively, ω is ‘Tool rotation speed’, ν is 
‘Linear travel speed’ and K and α are constants (taken 
as 0.7 and 0.05 respectively). The results obtained for 
maximum temperature are reported in Table 10. The re-
sults show that for combination 1000/600/2, maximum 
temperature attained has the minimum value.
  The same trend was shown by numerical modeling, 
which was done using COMSOL Multiphysics Finite 
Element software.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Fig. 5 
(a-c) and are included in Table 10.

3.7 Selection of optimum parameters

  On the basis of analyses carried out in section 5.2 to 
5.6, it was inferred that the tensile strength of the fric-
tion stir welded joint of AA2014-T6 can be maximized 
by using the following process parameters
  • Tool rotation speed: 1000 rpm
  • Linear travel speed: 600 mm/min
  • Tilt angle: 2°

3.8 Validation Test

  After the selection of optimized process parameters, 
next step was to carry out confirmatory test by utilizing 
optimum parameters. The maximum UTS achieved was 
412 which was very close to the predicted value by the 
regression equation (see section 5.5). The experimental 
results confirmed the sui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model used for the selection of optimum parameters of 
friction stir welding of AA2014-T6 alloy.

3.9 Analysis of Variance (ANOVA)

  Taguchi experimental method does not provide the ef-
fect of individual process parameters on the targeted 
outputs (UTS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utilize 
some statistical tool to compu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process parameters and its effect on the pre-
defined outputs. The effectiveness of each parameter 
was determined by Analysis of Variance (ANOVA) be-
cause it can explicitly define the extent to which each 
process parameter affects the response and also the 
fraction of contribution of the individual process pa-

FSW Process parameters Max. Temp. (°C)

Tool rotation 
speed, 
(rpm)

Linear travel 
speed,

(mm/min)

Tilt 
angle,

(°)
Theoretical Simulated

1000 400 2 579 626

1000 500 2 573 617

1000 600 2 568 608

Table 10 Theoretically predicted maximum temperatures

(a)

(b)

(c)

Fig. 5 Maximum temperature attained at different proc-
ess parameters (a) 1000,400,2 (b) 1000,500,2 (c) 
100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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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eters on the response. The ANOVA analysis was 
carried out at 95% confidence level. The significance 
of process parameters was determined by comparing 
‘F’ and ‘p’ values. The ‘F-value’, known as ‘Fisher val-
ue’ or ‘Variance ratio’, determines which parameter is 
the most significant. The process parameter with higher 
‘F-value’ is considered to impart more effect on the 
process responses. Similarly, ‘p-value’ also determines 
the significance of process parameters. Lower the ‘p- 
value’ greater is the influence of that parameter on the 
response. Generally, if the ‘p-value’ is less than 0.05, it 
means that the paramete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ocess response. The contribution of each process 
parameter was also determined as percentage. The re-
sults of ANOVA analysis of mean UTS are given in 
Table 11. The analysis shows that F-value for ‘Tool ro-
tation speed’ is the highest which means that it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UTS of friction stir weld-
ed joints. Slight variation in in this parameter can cause 
significant changes in the UTS of the joints. The F-val-
ues of other two process parameters are very low and 
have a minor role in affecting the UTS of the weld. 
Same can be concluded from p-value which is less than 
0.05 for ‘Tool rotation speed’.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Tool rotation speed’ has 92.3% contribution in 
affecting the output response. The accuracy of the mod-
el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was checked with the 
help of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This coefficient 
is a statistical number which shows how much the data 
is fitted to the regression line. The measured value of 
R2 is 97.46% as shown in Table 10. As this value is al-
most equal to on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evel-
oped model has high accuracy8,22). 

4. Conclusions

  In this study, optimal process parameters to maximize 
the tensile strength of friction stir welded butt joints of 
thin plates of AA2014-T6 alloy, were accessed using 

the Taguchi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 Three levels 
of three most effective process parameters vis-a-vis 
‘Tool rotation speed’, ‘Linear travel speed’ and ‘Tilt 
angle’ were used. Identification of the most significant 
and insignificant parameters was done along with quan-
tified contribution of each parameter.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on the basis of analytical, nu-
merical and experimental analyses:
  1) Taguchi Design of Experiment technique can be ef-
ficiently used to optimize the process parameters of 
friction stir welding process of thin sheets of aluminum.
  2) S/N analysis showed that the maximum tensile 
strength can be attained when values of ‘Tool rotation 
speed’, ‘Linear travel speed’ and ‘Tilt angle’ were 1000 
rpm, 400 mm/min and 2°, respectively. The attainable 
UTS was 409 MPa.
  3) Since heat generated during FSW has great influ-
ence on the tensile strength of the joint, Interaction 
Contour plot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re-
fine the optimum paramet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ame tensile strength can be achieved by utilizing a 
higher ‘Linear travel speed’ of 600 mm/min. 
  4) The theoretical analysis and FE modeling showed 
that welding at higher ‘Linear travel speed’ can offer 
same results at lower peak temperature.
  5) A maximum tensile strength of 412 MPa was ach-
ieved by the FSW joint made by the optimized parame-
ters of 1000 rpm ‘Tool rotation speed’, 600 mm/min 
‘Linear travel speed’ and 2° ‘Tilt angle’.
  6) ANOVA analysis demonstrated that ‘Tool rotation 
speed’ has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tensile 
strength of the joint with 92.3% contribution followed 
by ‘Linear travel speed’ and ‘Tilt angle’ having 4% and 
1.16% contribu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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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ID: Anjum Tauqir: https://orcid.org/0000-0001-8990-6041
ORCID: Abdul Wadood: https://orcid.org/0000-0002-7618-1106

Source DF Seq-SS Adj-SS Adj-MS F-value p-value % Contribution

Tool rotation speed 2 7077.56 7077.56 3538.78 36.32 0.027 92.30%

Linear travel speed 2 306.89 306.89 153.44 1.57 0.388 4.00%

Tilt angle 2 88.72 88.72 44.36 0.46 0.687 1.16%

Error 2 194.89 194.89 97.44 2.54%

Total 8 7668.06 100.00%

R2 97.46%

DF=Degree of freedom; Seq. SS=Sequential sum of squares; Adj SS=Adjusted sum of squares; Adj MS=Adjusted mean 
square; F-value=Fisher ratio; p-value=probability

Table 11 ANOVA results for mean 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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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제 인 환경오염 규제 정책으

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배출가스 감을 한 차체 경

량화가 지속 으로 요구되고 있다. Cole1)등에 따르면, 

경량 소재를 사용하여 10%의 차체 량 감소 시 연비

가 5.5%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인 자동차 

차체  구조 경량소재로는 무게 비 우수한 기계  물

성치를 가진 알루미늄 합 이 많이 사용된다2). 일반

으로 자동차 차체는 400개 이상의 차체 부품이 서로 

용 되어 골격을 이루게 되며3), 차체 용  공정에서는 

주로 항  용 , 아크 용   이  용 이 이용

된다.

  알루미늄 소재에 한  용 의 경우 극 오염이 

심해 용  불량발생  빠른 극 교체 주기를 유발하

며, 이로 인하여 공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4). 

아크 용 의 경우 정 한 용 이 어려우며, 용입 에

지가 커서 얇은 두께의 용 에는 하지 않다. 하지

만 이  용 은 비 으로 소재를 가열  용융시키

므로 오염이 으며, 정 하고 빠른 공정 등의 장 이 

있어 자동차 차체의 조립용 에 그 쓰임새가 증가하고 

있다. 한, 이 를 사용한 용 의 경우 타 용 공정 

비 용  부 의 열 향부  재료의 뒤틀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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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process variables on the weld shape in laser lap welding of aluminum alloys is 
investigated. A welding experiment using a central composite design (CCD) and the corresponding analysis of var-
iance (ANOVA) were conducted to statistically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process variables and their interaction 
effect on the weld shape. The results of the ANOVA and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 indicated that laser power 
and focal position the most significantly affected weld depth. The weld depth increased as the laser power increased 
and the focal position became far away from the surface (below the surface). Scan speed and focal position corre-
sponded to critical factors for the bead width. The bead width increased as the scan speed decreased and the focal 
position became far away from the surface (above the surface). Furthermore, the laser power and scan speed had ex-
hibit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weld area. The weld area increased when laser power increased and scan 
speed decreased. Second-order regression models were developed to predict the weld shape (weld depth, bead 
width, and weld area). The order of fitness of the regression models was as follows: bead width (R2=0.94), weld 
depth (R2=0.90), and weld area (R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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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장 이 있다5).

  이  용 공정의 경우, 용  품질에 향을 주는 

여러 가지 공정변수들이 있다. 공정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실험횟수의 증가로 공정변수와 용 품질 간 상

계를 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러

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하여 은 실험횟수로 공정변

수의 효과  오류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실험계

획법(design of experiment, DOE)이 사용되고 있

다. 특히 다양한 실험계획법  상 으로 정확한 실험 

회귀모델을 구하기 해 심합성계획법(central com- 

posite design, CCD)이 이용된다.

  Jung6) 등은 알루미늄 합 의 tungsten inert gas 

(TIG) 용 에서 용 부 형상에 미치는 주요 공정변수

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CCD를 이용하 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98.7%의 정확도로 비드 폭을 측할 

수 있는 회귀모델을 도출하 으며, 용 류와 이송속

도가 용 부 형상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인자로 확인

되었다.

  Liu7) 등은 알루미늄과 스틸구조의 이종재료 이  

용 에서 CCD를 이용하여 실험을 설계하 다. 비드 

폭  인장강도에 하여 공정변수 향을 분석하 으

며, 스캔속도가 가장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다. 

  Torabi8) 등은 스테인리스강 이  용 에서 최  

인장강도를 얻기 해 CCD를 이용하 다. 공정변수들

의 상호작용 분석결과 펄스 반복률과 이  출력이 인

장강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CD를 이용하여 5000계 알루미늄 

합 의 이  용 실험을 진행하 다. 공정변수가 용

부 형상(용 부 깊이, 비드 폭  용 부 단면 )에 

미치는 향의 통계  분석을 해 실험결과에 한 분

산분석을 진행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변수 간 상

호작용분석  용 부 형상을 측할 수 있는 회귀모델

을 도출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장치

  용  실험에 이용된 재료는 5052 알루미늄 합  

재 (140 mm × 60 mm × 1 mm)이며, Table 1은 

5052 알루미늄 합 의 화학  성분을 보여 다. 용  

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해 아세톤을 사용하여 표면 

이물질을 제거 후 겹치기용 을 진행하 다. 실험에 사

용된 이 는 2kW  1064nm 장의 이버 이

 (EOTechnics, EF2000SA)이다. 이  빔은 스

캐   f-theta 즈를 통해 지그로 고정된 용 시편

에 조사된다. 알루미늄 시편표면에 입사된 빔의 크

기는 50um 수 이다. Fig. 1은 용 실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2.2 분석 방법

  용 된 샘 들의 단면분석을 해 시편 단  마운

을 진행하 다. 마운 된 시편의 부드러운 표면을 얻

기 해 탄화규소 페이퍼(2000 grit 까지) 그리고 다

이아몬드 서스펜션(1 μm 입자크기)을 이용한 연마작

업을 진행하 다. 연마작업 후, 용 부 형상을 드러내기 

한 화학  식각작업이 이루어졌다. H2O:HCL:HNO3: 

HF=19:3:5:2 비율로 혼합된 용액을 이용하여 10- 

15  동안 단면부에 한 식각작업을 진행하 다. 용

부 형상분석을 해 Fig. 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용 부 깊이(D), 비드 폭(W)  용 부 단면 (A)을 

측정하 다. 용 부 깊이와 비드 폭은 디지털 미경

(Dino lite, AM4515)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용

부 단면 은 촬 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미지 로

세싱 소 트 웨어(Image J)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A5052 (wt.%)

Si Fe Cu Mn Mg Zn Cr Al

0.09 0.19 0.08 0.07 2.55 0.01 0.19 bal.

Laser beam
Scanner

Lenz

Zig Zig

Fiber laser system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laser welding process

Fig. 2 Cross sectional view of weld and definition of 
weld depth (D), bead width (W), and weld are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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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CD를 이용한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은 CCD를 기반으로 설계되

었으며 공정변수로는 이  출력(LP), 스캔 속도(SS) 

  치(FP)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입력

변수별 실험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CCD에

서 실험의 수는 식(1)로 표 된다. 

     (1)

  는 공정변수의 개수이고 C0는 심 의 개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20가지의 실험을 1회 반복하 다. 설

계된 실험조건  각 실험에 한 측정 결과는 Table 

3에 보여지며, 각 실험에 한 용 부 형상 사진은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출력, 스캔속도 그리고 

치의 변화가 반응값(용 부 깊이, 비드 폭  용 부 

Factor
Level

-2 -1 0 1 2

LP
(kW)

1.2 1.3 1.4 1.5 1.6

SS
(mm/s)

125 150 175 200 225

FP
(mm)

-2 -1 0 1 2

FP=0 : Focus on top surface of substrate, FP<0 : focus 
below the substrate, FP>0 : focus above the substrate

Table 2 Input parameters and their level

Experiment
No.

Welding parameters Responses

LP (kW) SS (mm/s) FP (mm) D (μm) W (μm) A (mm2)

1 1.3 200 -1 1601 617 0.650
2 1.4 175 0 1473 774 0.837
3 1.4 225 0 1440 642 0.676
4 1.4 175 0 1525 786 0.759
5 1.4 175 0 1538 805 0.771
6 1.3 200 1 1080 744 0.620
7 1.5 150 1 1495 957 1.008
8 1.5 200 1 1362 805 0.901
9 1.4 175 0 1594 744 0.948

10 1.4 175 -2 2000 635 0.942
11 1.3 150 -1 1863 758 0.924
12 1.4 175 2 1246 863 0.864
13 1.4 175 0 1698 756 0.993
14 1.4 175 0 1755 784 0.998
15 1.3 150 1 1222 907 0.921
16 1.5 200 -1 1983 611 0.905
17 1.5 150 -1 2000 732 1.156
18 1.4 125 0 1584 1010 1.165
19 1.2 175 0 1426 734 0.773
20 1.6 175 0 1851 798 1.070

Table 3  Central composite design and experiment results 

No.1 No.2 No.3 No.4 No.5

No.6 No.7 No.8 No.9 No.10

No.11 No.12 No.13 No.14 No.15

No.16 No.17 No.18 No.19 No.20

Fig. 3  Cross section of the weld (number in figures cor-
responds to the experiment number in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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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에 미치는 향을 측하기 한 회귀모델을 도

출하 다. 회귀모델을 도출하기 한 함수는 식(2)와 

같다. 






 











 



    (2)

  식(2)에서 X는 공정변수 이며, Y는 반응값이고  

  는 최소자승법을 용하여 구한계수이다. 

3. 결과  고찰

3.1 용 부 깊이 분석 

  각 공정변수가 용 부 깊이에 얼마나 큰 향을 주는

지를 정량 으로 악하기 해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 다. 용 부 깊이에 

한 분산분석결과는 Table 4에 보여진다. 여기서 DF 

(degree of freedom)는 자유도를 나타내며, F0는 각 

요인들의 평균제곱(mean square)을 오차(error)의 평

균제곱으로 나  값이다. 모든 항의 P-value는 0.05보

다 작으므로 신뢰 수  95%를 충족한다.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0값은 이  출력

과 치에서 상 으로 큰 값을 나타냈으며, 이것

은 두 인자가 용 부 깊이에 해 가장 큰 향을 미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의한 두 인자의 상호작용을 분

석하기 해 스캔속도를 심 (level 0)에 고정시키고 

용 부 깊이에 한 이  출력과  치의 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치가 표면 에서 표면 

아래로 이동할수록 용 부 깊이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

인되었다. 이  출력의 증가는 더 많은 이  에

지를 시편에 용입하여 용 부 깊이가 증가하는 데 기여

하게 된다. 한 이  이 시료표면 아래에 치

할 때 출력 도가 가장 큰 부분이 시료내부에 존재하여 

시료깊이방향으로의 용융을 진시킨 것으로 단된다. 

결과 으로 높은 이  출력과  치가 시료의 내

부일 때 부분 완  용입이 이루어 졌다. 

  용 부 깊이를 측할 수 있는 회귀모델을 식(3)과 

같이 유도하 다. 회귀모델 유도 시, 유의성이 작은 제

곱 항  교호작용 항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3)

  회귀모델의 합성을 단하는 지표로 결정계수(R2)

가 이용된다. 결정 계수는 0 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합도가 높아진다. 본 연구에

서 얻어진 용 부 깊이에 한 회귀모델의 결정계수 값

은 0.90 수 으로 높은 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2 비드 폭 분석

  비드 폭에 한 분산분석결과는 Table 5에 나타낸

다. 스캔 속도와 치의 F0값이 비교  큰 값을 나

타내고 있으며,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스캔속도가 비

드 폭에 해 가장 유의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유의

한 두 인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해 이  출력을 

심 (level 0)에 고정시키고 비드 폭에 한 스캔 속

도와 치의 향을 Fig. 5와 같이 나타내었다.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0 P-value

Model 1176272 3 392091 44.57 <0.0001

LP 231361 1 231361 26.30 <0.0001

SS 44310 1 44310 5.04 0.039

FP 900601 1 900601 102.4 <0.0001

Error 140767 16 8798

Total 1317039 19

Table 4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mean of weld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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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raction effect of laser power and focal position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0 P-value

Model 198243 4 49561 57.25 <0.0001

LP 2678 1 2678 3.09 0.099

SS 107748 1 107748 124.5 <0.0001

FP 82800 1 82800 95.65 <0.0001

SS2 5017 1 5017 5.80 0.029

Error 12985 15 866

Total 211228 19

Table 5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mean of bead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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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스캔 속도가 감소할수

록 그리고  치가 표면아래에서 표면 로 이동할

수록 비드 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캔 

속도의 감소는 시료에 달되는 단 길이 당 이  용

입 에 지( 이  출력/스캔 속도)를 증가시켜 더 폭이 

넓은 용융부를 유발한다.  치가 표면 로 멀어

질수록 시료표면  깊이방향으로 이  빔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역시 용융부 면 이 

넓어져 비드 폭이 증가하게 된다. 

  비드 폭을 측할 수 있는 회귀모델을 식(4)와 같이 

유도하 다.

    
 

     (4)

  
  비드 폭에 한 회귀모델의 결정계수(R2) 값은 0.94 

으로 용 부 깊이에 한 회귀모델 비 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용 부 단면  분석

  용 부 단면 에 한 분산분석결과는 Table 6 에 

보여진다. 이  출력과 스캔속도의 F0값이 비교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인자의 조합이 용 부 단면

에 해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인자

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해 치를 심 (level 

0)에 고정시키고 용 부 단면 에 한 이 출력과 

스캔속도의 향을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출력이 증가할

수록 스캔속도가 감소할수록 용 부 단면 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출력 증가  스캔속도 감

소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료에 용입되는 이  에

지의 증가를 유발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넓고깊은 

용 부 단면 을 얻게 된다.

  용 부 단면 을 측할 수 있는 회귀모델을 식(5)

와 같이 유도하 다.

      (5)

  용 부 단면 에 한 회귀모델의 결정계수(R2) 값

은 0.82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CD를 이용한 5052 알루미늄 합

의 이  겹치기 용 에서 공정 변수들이 용 부 형상

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분산분석과 공정변수 

간 상호작용 분석을 수행하 다. 한, 분산분석을 기

반으로 용 부 형상을 측할 수 있는 회귀모델을 도출

하 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출력과  치는 용 부 깊이에 향

을 주는 주요한 인자들이며,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이  이 시료 표면 에서 아래로 치할수록 시

료에 용입되는 에 지 증가와 깊이 방향으로의 용융 

진으로 용 부 깊이가 증가되는 것이 확인 되었다. 

  2) 스캔 속도와  치는 비드 폭에 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들이며, 스캔 속도가 감소할수록 이  

이 시료표면 아래에서 로 치할수록 시료에 용입

되는 에 지 증가와 이  빔의 크기 증가로 인해 비

드 폭 증가가 확인되었다. 

  3) 이  출력과 스캔 속도는 용 부 단면 에 

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들이며, 이  출력이 증가할수

록 스캔 속도가 감소할수록 시료에 달되는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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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eraction effect of scan speed and focal position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0 P-value

Model 0.36674 3 0.1223 24.08 <0.0001

LP 0.13123 1 0.1312 25.85 <0.0001

SS 0.22825 1 0.2283 44.95 <0.0001

FP 0.00727 1 0.0073 1.43 0.249

Error 0.08124 16 0.0051

Total 0.44797 19

Table 6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mean of wel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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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증가로 용 부 단면 이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4) 용 부 깊이, 비드 폭  용 부 단면 을 측할 

수 있는 회귀모델이 도출되었으며, 회귀모델의 합도

는 비드 폭 (R2=0.94), 용 부 깊이 (R2=0.9)  용

부 단면  (R2=0.82)순으로 우수한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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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용접접합학회 회원 여러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됨에 따

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5월에 개최하기로 한 우리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를 7월로 연기하

였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춘계 학술발표대회를 취소하고 대신 11월에 춘추계 통합학술대회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국내 코로나19 상황의 진정으로 그동안 유지되었던 2.5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어 춘추계 통합학

술발표대회를 원래의 일정대로 11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2일간에 걸처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대

면 학술대회 (일부 세션 실시간 중계)로 개최합니다. 이는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

하고 동시에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강연과 16개의 특별세션을 포함하여 310여 편의 

발표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춘계 200편에 이어 처음으로 300편이 발표되는 학술대회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많은 발표논문을 신청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논문 신청과 함께 코로나

19 감염 예방도 중요하니 회원 여러분도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회는 학술대회 기간 중에 여수시 방역관리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학술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다소간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회의 방역 관리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까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가까운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인 만큼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철저한 준비는 물론 학술대회에 참가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개인별 예방도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철저한 개인 방역을 준수하시고 다수의 모임에도 방역 수칙을 준수

하여 안전한 학술대회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수 학술대회장에서 건강한 모습으

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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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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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회에서는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학술지의 국제화와 논문의 질적향상을 위해 

국제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지 등재에 필수적인 영문논문 투고율 증대와 JWJ 게재논문의 인용 향상을 위한 영문논문을 확보

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국문논문을 대상으로 저자가 원할 경우 영문 번역료를 전액 학회에서 지원하여 

JWJ에 게재해 드립니다. 심사과정은 국문으로 진행되며 저자는 번역 후 확인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 였습니다.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영문논문게재를 희망하시는 저자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편집장

▣ 종신회원 가입비 인상 및 할인제도 안내 ▣

  우리학회 종신회원 가입비가 기존의 정회원 10년분 회비에서 정회원 15년 회비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종
신회비는 2021년부터 적용되며 올 연말까지는 인상없이 기존의 가입비와 동일합니다. 이번에 인상된 종신회원 

가입비는 1982년 학회창립 당시부터 적용해 온 가입비로 38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이니 회원여러분의 많

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된 회비는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물결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학회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보다 가까이 그리고 보다 유익한 학회가 되겠습니다.  

▶인상 전 종신회원 가입비 (2020년 12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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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후 종신회원 가입비 (2021년 1월부터 시행)

연령 만45세 이하 46-50세 미만 51-55세 미만 56세 이상

종신회비 75만원 65만원 55만원 35만원

▣ JWJ 게재논문 국제지 인용 요청 ▣ 
- 연간 최다인용자 감사장 및 포상 수여 -

  우리 학회에서는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JWJ)의 국제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지 등재에 필수적인 학술지 인용지수 향상을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게재된 JWJ 논문의 인용이 필요하오니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때 JWJ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지에 인용을 많이 해주신 회원에게는 연말에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도 있으니 JWJ가 국제지에 등재되

어 JWJ의 위상을 국내외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영문웹사이트(http://submit.e-jwj.org/)로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극

내외 어디에서도 투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JWJ의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JWJ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비회원 구분없이 간단한 등록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학회가 발간한 논문

전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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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4차 이사회 회의록 ▣

• 일  시 : 2020년 7월 24일(금) 16:00-18:00

• 화상회의 시스템 : WebEX

• 참석자 : 김종도, 장경호, 서  정, 정재필, 한명수, 김도열, 김명현, 박영환, 조영태, 박영도, 박기영, 방희선, 한기형,  

강남현, 홍현욱, 김성욱, 최해운, 이수진, 장복수, 신양재 홍원식, 감사(최광)

• 위  임 : 김유찬

 주요 안건보고 
1) 2020년도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 감동혁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020년도 시공분야 논문상 수상자 

2) 산학협력부회장 소속 회원사 방문

   ⓵ 포스코 광양제철소 기술연구원, 김교성 산학협력부회장 (기술연구원장)

      - 방문일자 : 2020. 7. 17(목) 15:00

      - 방문자(6명): 김종도, 이보영, 장경호, 장재필, 박영환, 한동선 

   ⓶ 성우하이텍, 이문용 산학협력부회장 (대표)

       - 방문일자 : 2020. 7. 30(목) : 15:00

       - 방문자(8명) : 김종도, 서정, 김유찬, 정재필, 최광, 박영환, 박영환, 한동선  

3) 춘추계 통합학술대회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준비 (Virtual Conference)

   - 관련학회 개최내용을 참조하여 학회에 맞는 프로그램 준비

   - 비대면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상황을 9월 이사회 보고

4) 용접지식허브플랫폼 앱 구축과 플랫폼 운영방식에 대한 클래드코리아원주의 서면 제안이 예정됨

5) JWJ 논문투고 요청 영문서신을 IIW 2014, IWJC 참가자와 JWJ등록자, 전체회원에게 메일 발송함

   - 3주 주기로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JWJ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 논문을 확보할 예정

   - JW를 SCOPUS 등재보다 처음부터 SCI에 등재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각호당 2편씩 논문상을 수여하여 부족한 논문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영문번역논문의 부록 논문인 국문논문이 웹에서 영문과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JWJ 게재논문 편집 방법을 수정함

7) IIW 2020 연차총회 온라인 개최 참석 : 2020. 7. 20(월) - 25(토)

   - Genaral Assembly : 장희석, 장경호, 정재필

   - Annul Assembly(14명) : 장희석, 장경호, 정재필, 박영환, 윤광희, 박종민, 이희근, 성우제, 유재석, 이태영, 

임한군, 라쉬, 조광은, 김두영

8) IIW 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 멤버 선임 : 김희진 박사 (Comm. IX 의장), 임기 3년

9) ANB Governing Board 개최 : 2020. 7. 2(목) 15:00, 학회

10) IIW-IAB 온라인 회의 참가 : 2020. 7. 20(월)~22(수), 참석 : 이보영, 박영환, 황희용

11) 위원회장/지회장 후반기 정기간담회 대면회의 개최 예정 : 2020. 8. 19(수) 오후 2시, 

※ 첨부 254차 이사회 화상회의 참조

 심의 및 토의 안건 의결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 5명 (종신회원 1명, 정회원 4명)

2. 학회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연구소설립 TF구성과 추진일정을 논의함

   1) 부설연구소설립 추진TF구성

      - 위원장 : 장경호 수석/학술부회장

      - 위원 : 총무/재무이사(당연직), 정우영(사업), 조대원(학술), 홍현욱(편집)

   2) 부설연구소설립 추진 일정 

      - 정관 개정안/ 운영규정안 마련 : 7∼8월

      - 정관개정안/운영규정안 이사회 의결 : 9∼10월

      - 정관개정안 정기총회 의결 : 11. 26(목)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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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관 학회허가기관 허가취득 및 서울중앙법원 등기 완료 : 2021년 1∼2월

      - 부설연구소설립 및 운영 : 2021년 2월 이후

3. IWJC Korea 2022 개최 준비 TF구성

   1) 위원장 : 정재필 국제부회장

   2) 간사 : 최해운, 이수진 국제이사 ※ 위원은 간사가 선임작업하여 보고 

   3) 주요업무 :

      - 개최 장소 및 개최 일자 선정 

      - 조직위원회 위원장 선임 (조직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재무위원회)

      - 학술대회 주제, 토픽 선정 

      - 행사대행업체 (PCO) 선정

      - 기타 

4. 9월 이사회는 대면회의와 함께 임원 단합대회를 겸한 이사회로 개최할 예정임

   - 2021년도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공고는 9월 이사회 전에 회장단에 안내하고 공지함  

5. 기타 토의

   1) 용접접합편람 소진 시(약 2년후) 개정판 발간 대신 현재의 편람을 5쇄 인쇄하고 개정판은 5쇄 발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함. 

   2) 개정판 편람 발간 대신 신기술전문서적을 발간하는 방안을 총무이사가 마련하기로 함  

   3) 학회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사 선정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조사하여 선정하기로 함

 제255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0년 9월 25일(금) 16:00-18:00

• 화상회의 시스템 : WebEX

• 참석자 : 김종도, 장경호, 서  정, 정재필, 김명현, 박영환, 조영태, 박영도, 방희선, 조대원, 한상배, 한기형, 강남현

안규백, 김영민, 이수진, 감사(최광)

• 위  임 : 김유찬, 한명수, 신상범, 김도열, 홍원식, 박기영, 송상우, 이유철, 정우영, 서성호, 최해운

 주요 안건보고 

1) 산학협력부회장 소속 회원사 방문

   ⓵ 성우하이텍, 이문용 산학협력부회장 (대표) : 2020. 7. 30(목) 15:00

      - 방문자(8명) : 김종도, 서정, 김유찬, 정재필, 최광, 박영환, 박영환, 한동선 

   ⓶ 대우조선해양, 한명수 산학협력부회장 (기술연구소장) : 2020. 8. 13(목) 5:00

       - 면담자 : 박두선 조선소장 (부사장)

       - 방문자(7명) : 김종도, 장경호, 서정, 정재필, 김명현, 최광, 한동선

    ※ 현대중공업 (신상범 산학협력부회장) : 코로나 19 확진세 김소여부에 따라 10월중에 방문예정

2) 한국폴리텍 본부 이사장 면담 : 2020. 8. 3(월) 14:00, 한국폴리텍대학(인천) 본부

   - 폴리텍대학 : 이석행 이사장, 조성환 교육훈련국장

   - 학회 : 김종도 회장, 김유찬 기술부회장

3) KWJS-KR(한국선급) 상호 협력 MOU 체결 예정 : 2020. 10월중, 부산

 - 양 기관의 용접기술교육과 검정업무의 원활한 수행

 - 학회 회원 가입과 학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양 기관의 협력관계 도모

4)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2차 정기총회 참석 : 2020. 8. 12(수) 16:00, 기계학회, 김종도 회장 

5) 2020 학회상 포상심사위원회 개최 : 2020. 9. 10(목) 16:00,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3층 회의실

6) 제24회 전국용접기능경기대회 학회장상(장려상) 수여

   - 안승훈 : 기업체개인(대학생)부문,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 이민형 : 고등학생부문, 천안공업고등학교

7) 2020년도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일정  

   - 입후보자 등록 공고(선거일로부터 60일 전) : 2020. 9.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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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후보자 등록 마감(선거일로부터 30일 전) : 2020. 10. 26(월)

   - 입후보자 공고(이력서, 학회운영계획서) (선거일로부터 20일 전) : 2020. 11. 6(금)

   - 임원 선출일(정기총회 개최일) : 2020. 11. 26(목)

8) 2020 춘추계 통합학술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0. 11. 26(목) 10:00 – 27(금) 13:00,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 후원 : 산업부 광융합분야(레이저ㆍ광학) 전문인력양성사업단

   - 발표논문 접수 : 173편 (강연 3편, 구두발표 34편, 포스터발표 33편, 특별세션 : 103편) 

   - 발표논문 신청서 접수기간 연장 : 2020. 10. 8(목)까지 

9) 학술대회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준비

   - 학술대회 개최 형태(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결정은 최소 1개월전(10월 20일경)까지 결정이 필요

   - 학술위원회에서 학술대회 개최에 필요한 세부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10) COSD 전문위원회 온라인 회의 개최 (2회)

    - 1차 회의 : 2020. 9. 4(금), 개정 24종 (단순개정, 서식변경 등)

    - 2차 회의 : 2020. 9. 18, 개정 12종 (부합화개정 11종, 개정 1종)

11) 용접지식허브플랫폼위원회 개최 (2회)

    - 1차 회의 : 2020. 9. 10(목), 서울역 아스테리움

    - 2차 회의 : 2020. 9. 17(목), 한국해양대

12) 편집이사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 2020. 9. 15(화) 10:00 

    - 호별 우수논문상 선정 : 호당 1편

    - JWJ 게재논문 인용포상금 지급 규정 변경 : 지난 3년에서 2년으로 변경(2020년 기준 2018/2019)

    - 논문당 최대 인용수는 3건으로 한정 (최대 금액 15만원)

    - 2019년도 KCI IF : 0.37 (2019년도 KCI IF 분석 및 2020년 KCI IF 추정치 계산) 

13) 학술연구용역사업 계약 및 수행 :  2020. 8. 1 - 11. 30, 4개월

    - 연구용역명 : 해저 쉴드터널 내 관로(방류관거 등)의 파손 원인 연구 

    - 계약금액 : 40,000,000원 (학회오버헤드 8,000,000원)

    - 용역책임자 : 장경호 수석/학술부회장(중앙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14) IWJC 2022 TFT을 구성함   

    - 위원장 : 정재필 국제부회장

    - 위원 : 최해운, 이수진, 박영환, 조정호, 박영도, 김명현, 강남현, 방희선, 홍원식

    - 위원회 활동기간 : 2020. 12. 31까지 (2021년 1월부터 조직위원회 체제로 운영)

    - 위원회 역할

      ➀ 개최 일정 및 장소 검토 : 2022. 4. 4(월) - 8(금), 제주 ICC 예정

      ➁ IWJC 2022 주제, 토픽 선정 

      ➂ 행사대행업자(PCO) 선정 작업

      ➂ 조직위원회 구성, 조직위원장 선임

15) 2021 IIW Award 수상후보자 추천를 회원에게 안내하고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  

    - 상의 시상 : 2021 IIW 연차총회(2021. 6. 20, 이탈리아, 제노바)

    - 상의 종류 : HENRY GRANJON Prize, HALIL KAYA GEDIK Award, Arthur Smith Award, Walter Edström 

Meda, Chris Smallbone Award, EVGENY PATON Prize, YOSHIAKI ARATA Award

    - 추천마감일 : 2020. 11. 30(토) ※ 학회접수마감일 : 2020. 10. 20(월)

16) 위원회장/지회장 후반기 정기간담회 대면 및 온라인 회의개최 : 2020. 8. 19(수) 오후 2시, 학회 

※ 첨부 255차 이사회 화상회의 참조

 심의 및 토의 안건 의결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 31명 (종신회원 5명, 정회원 11명, 학생회원 15명) 

   - 특별회원사 : 3개사 (3급 1개사, 5급 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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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구분 회원사명 대표자 추천자 연회비

특별회원 3급 성우하이텍 이문용 김종도 회장 200만원

특별회원 5급 (주)상도티티에스 조형준
김종도 회장/

서정 사업부회장
100만원

“ (주)제니웰 김주환 박태원 특임이사 100만원

2. 2020년 정규 학회상 수상자를 인준함 

  1) 학술상  

     - 서정 :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센터, 연구위원/(전)센터장

       ※ 부상 : 금메달(금 5돈), 수상자는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영문리뷰논문 투고

  2) 특별공로상 

     - 이보영 : 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15대 학회장

  3) 특별산업공로상 

     - 이유철 : 클래드코리아 원주, 대표

  4) 공로상 

     - 김유찬 : 베스트에프에이(주), 대표

     - 안영호 : 포스코 기술연구원 접합연구그룹, 수석연구원

     - 최명기 :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 회장

  5) 기술상 

     - 이광원 : 엠디티(주), 대표

     - 정우영 : 자동차부품연구원 친환경소재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최두열 : 포스코 철강솔류션연구소, 수석연구원 

     ※ 2021년 과학의 날 정부포상 수상후보자 추천 대상

  6) 학업상 : 대학부 8명, 고등부 8명

     - 대학부 : 권순일(조선대), 김장백(서울시립대), 문성준(부경대), 박태은(중앙대), 백영곤(동의대)

손동영(한국해양대), 김현각, 여충엽(한국폴리텍대학)

     ※ 한국폴리텍대학은 추가 후보자 접수시 추가로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함

     - 고등부 : 강태호(서울공업고), 국진안(정석항공과학고), 김준(여수공업고), 김현서, 이승현(목포공업고)       

박태규(동의공업고), 이호재(성동공업고), 최승환(춘천기계공업고)  

     ※ 학업상은 정기총회 시상식 없이 총회 이후에 수상자 학교로 상장과 부상을 전달

3. 기금에 기반한 학회상 수상자를 인준함

   1) KISWEL AWARD 

     - 백응율 :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21대 회장

     ※ 상의 포상금은 1,000만원(500만원 학회기부), 수상자는 영문논문을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투고

   2) 모니텍학술상 

      - 박기영 : 고등기술연구원 로봇/생산기술센터, 연구위원

      ※ 상의 포상금은 500만원(200만원 학회기부), 수상자는 영문논문을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투고

   3) Young Fellow Award 

      - 오동진 : 재료연구소 원자력공인검사단, 선임연구원

      - 유동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접접합기술센터

      - 박정현 : 부경대학교 용접Process 연구실

      ※ 상의 포상금은 50만원, 수상자는 영문논문을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투고

4. 정규 학회 “논문상” 명칭을 개정하고 학회지 호별 신규 논문상을 제정함 

구  분 개정 후 신  설 비    고

정규 논문상 최우수논문상 - 정규 학회상 (기계분야, 재료분야, 시공분야)

호별 논문상 - 우수논문상 상에 학회지 발간 권호를 표기

   - 호별 우수논문상은 2020년 2월호부터 소급 적용하여 수상논문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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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시상 : 최우수논문상(춘계), 우수논문상(추계)

5. “IIW위원회 우수논문발표상” 제정

   - 학술발표대회 IIW연구위원회 세션에서 선정된 석/박사 과정 회원에게 수여

   - 수상자는 IIW 연차총회 Commission 발표하고 부상으로 IIW학생참가비를 지원함

   - 상의 시상 : 학술대회 만찬장

6. 학회부설 기술연구소 설립을 승인하고 관련 정관을 제개정함 

  1)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취지 

     용접접합 시설물 및 구조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진단 및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각종 연구

용역사업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능동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학회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학회재정에 기여

  2) 부설기술연구소 설립 관련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사업) 개정 (목적사업 추가)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2. 학술 회합의 개최
3. 학술간행물 및 전문 도서의 간행, 배포
4. 산업표준화 사업
5. 기술인력교육 및 검정
7. 학회소유 부동산 임대사업
8. 기타 필요한 사업

정관 개정(목적사업 추가)

9.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의 용역, 자문 및 건의
10.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용접접합 시설물 및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진단

  

 

  3) 부설기술연구소 설립 관련 정관 제1장 총칙, 제5조(부설기술연구소) 제정 (항목 신설)

정관 제정(부설 기술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 항목 신설)

제5조 (부설 기술연구소)
이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접접합 부설기술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별
도의 연구소 운영규정을 둔다.  

7. 학회장 임기변경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정관을 개정하기로 함

   1) 위원회역할 

      -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학회장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

      - 임기 2년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검토(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및 개정안 도출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강남현 편집이사

      - 자문위원 : 최광 감사

      - 위원 : 김영민, 박기영, 박영도, 박영환, 방희선, 송상우, 조영태, 홍원식, 홍현욱

8. 추계 학술발표대회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개최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로 함

9. 차기이사회 개최 :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개최형태를 결정

10. 기타토의

    1) 적층제조연구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선임함 

선임위원 소속 분야

이광현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레이저센터 적층재료

손현기 한국기계연구원 광응용장비연구실 산업응용

    2) 학회사무실구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2021년 상반기에 사무실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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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엑슨모빌과 손잡고 LNG 시장 공략 나선다 *

  포스코가 세계 최 로 양산개발한 고망간강*의 시장 

용 확 를 해 로벌 기업 엑슨모빌과 기술 력을 

강화한다. 10월 7일(한국시간) 양사는 미국 뉴 지의 

엑슨모빌 RE(Research & Engineering Co.),텍사

스의 엑슨모빌 URC(Upstream Research Co.)와 포

항의 동사 기술연구원을 3각으로 연결해 고망간강 개

발  시장 용 가속화를 한 업무 약식을 가졌다. 

이번 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 면 온라인 방

식으로 진행 다. 약식을 통해 고망간강의 해외 LNG

로젝트 용과 에 지산업 반으로의 도입 확 를 

한 기술개발에 력하기로 약속했다. 소재의 기 연

구를 담당하는 RE와 신규 소재의 장 용을 책임지

는 URC 임원이 함께 참석함으로써 고망간강 상용 개

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 다. 양사는 우선 엑슨모

빌이 향후 발주하는 로벌 LNG 로젝트에 건설되는 

장탱크에 극 온용 고망간강의 용을 추진하기로 했

다. 고망간강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육상LNG

장탱크(KGS AC115)용 소재 사용 승인을 받고 

양 LNG 장탱크 5호기에 최  용되어 성능과 안정

성을 입증받았다. 동사와 엑슨모빌은 8년 인 2012

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기술 력을 통해 오일샌드

(원유를 함유한 모래) 이송 이 인 슬러리 이 를 

고망간강 소재로 개발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신소재

인 고망간강에 최 화된 용 기술과 조 방법 개발을 

해 이  제작부터 오일샌드 필드 테스트까지 공동

연구에 심 을 기울 다. 한편 극 온 고망간강은 포스

코 고유의 특허 기술로 2014년에 한국산업표 (KS),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미국재료시험 회(ASTM)와 

국제표 화기구(ISO)에 규격으로 등재되었으며, 2018

년에는 육상압력용기(KGS AC111)와 선박 LNG 장

탱크(IMO Interim Guidelines)에, 2019년에는 육

상용 LNG 장탱크(KGS AC115)에 사용 소재로 승

인을 받았다.

한국조선해양

* 형 원유운반선 4척, 4,200억원 수주 *
 

  한국조선해양이 형 원유운반선 수주에 성공했다. 

동사는 최근 유럽소재 선사 등 복수의 선사와 30만톤  

형 원유운반선(VLCC, Very Large Crude-oil 

Carrier) 총 4척에 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총 수주 액은 약 4,200억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0미터, 비 60미터, 높이 29.7미터 

규모로, 에 지 효율이 뛰어난 사양이 용 으며 스크

러버를 탑재해 환경규제에 응할 수 있다. 이들 선박

은 울산 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상반기 선주사

에 인도될 정이다. 이로써 동사는 올들어  세계에

서 발주된 총 16척의 형 원유운반선  7척을 수

주, 시장 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게 다. 동사 

계자는 “ 형 원유운반선 부문에서 그간 구축해 온 

친환경 규제 응  에 지 감 기술력, 고객들과의 

유 계를 바탕으로 꾸 히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 재 다수의 상을 진행 에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 된다.”고 밝혔다.

제철

* 고 성능 특수강 개발로 자동차 소재 시장 선도 *
  

  제철은 지난달 엔진, 변속기, 샤시 등 63종의 자

회원 사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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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부품 략 강종에 한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양산  도품 승인 보고서)을 

성공 으로 마치고 양산공  체계를 갖췄다. 지난 2016

년 공장 공 이후 짧은 제품개발과 생산기간에도 불구

하고 빠르게 품질 안정화 달성한 배경에는 60년이 넘

는 기로 생산 노하우와 함께 자동차그룹과의 긴

한 업과 지속 인 생산 시스템 개선이 바탕이 

다. 그 결과 재 생산 인 강, 선재 등 부분 강

종의 제품 품질이 동종업계 평균 수 으로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사는 ISIR 이후의 자동차 특수강 

제품개발 략 방향을 리미엄  고성능 소재, 고강도

화 소재, 최 화 소재 등 3가지로 정했다. 재 제품개

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일부 소재는 생산에 돌입했

다. 우선 자동차 경량화  고성능화에 비하기 해 

변속기 고내구성 강종을 차그룹과 공동 개발해 지

난 3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특히 이 제품은 독자 으

로 개발한 쇳물의 성분비율 최 화 기술을 통해 기존 

양산 강종 비 내피로 수명을 30% 향상시켰다는 평

가를 받는다. 지난 2018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약1년

만인 지난해 말에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정도로 빠르게 

개발했다는 이 특징이다. 한 기차, 수소차 등 차

세  모빌리티  고성능 차량에 용할 고성능, 고강

도 소재 개발을 추진 이다.

삼성 공업

* 원격자율운항 實船 테스트 성공 *
  

  삼성 공업이 조선해운업계의 미래 기술인 원격자율

운항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동사는 거제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길이 38미터, 

무게 300톤 의 실제 선박을 원격·자율 운항하는 데 

성공했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거제조선

소와 이 곳으로부터 250km 떨어진  선박해양연구

센터에 설치한 원격 제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동사는 조선업계에서는 최 로 독자기술로 개발한 원격

자율운항 시스템인 SAS(Samsung Autonomous Ship)

를 실제 운항 인 인 선박 ‘SAMSUNG T-8’호에 탑

재해 실증에 성공하 다. SAS는 선박에 장착된 △ 이

더(RADAR), GPS,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등 항해통신장비의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주

변 선박과 장애물을 인지하고 △선박 운항 특성을 고려

한 충돌 험도를 평가해 최  회피경로를 찾아내며, 

△추진·조향장치 자동 제어로 선박 스스로 목 지까지 

안 하게 항해할 수 있다. 한, △세계 최 로 실선 

용된 선박용 360도 어라운드뷰(Around View)와 

LTE/5G 이동통신 기술 등을 통해 멀리 떨어진 육상

제센터에서 마치 하늘에서 선박을 직  내려다 보는 

것과 같은 상을 보며 원격으로 선박 제어가 가능하

다. 한편, 동사는 지난해 업계 최 로 LNG운반선 형

상의 모형선 ‘이지고(EasyGo)’를 통해 원격자율운항 

테스트에 이어 실제 선박 시연까지 성공하며 원격자율

운항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 이다.

우조선해양

* 미국 선 으로부터 ‘업그 이드 FLNG’ 설계 인증 *
    

  우조선해양이 지속 인 기술개발로 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응하고 있다. 동사는 최근 미국 선  ABS로

부터 성능과 안 성을 한층 강화시킨 FLNG(Floating 

LNG : 액화천연가스 생산· 장·하역 설비) 설계에 

한 인증서(AIP)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 받은 

설계는 기존 제품에 비해 선체 폭을 키워 LNG 처리능

력을 높이면서도 슬로싱 상을 방지하는 등 효율성과 

안 성 모두 기능이 업그 이드 다. 이 FLNG는 선

체 넓이가 기존 60m에서 4m가 늘어난 64m로 단일화

물창(single row tank)구조에 안벽계류(Jetty-moored) 

시스템을 갖추며 연간 350만톤의 LNG를 생산하고 

209,000㎥의 LNG를 장할 수 있다. FLNG는 조

선·해양 랜트산업의 표 인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육

상의 천연가스 처리시설을 그 로 선박 에 옮겨 놓은 

이른바 ‘바다  LNG생산기지’로 불리며 여 히 시장

에서 높은 심을 받고 있다. 동사와 ABS 선 은 지

난해 6월부터 공동으로 이 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동

사는 선체 개념에 한 기본설계 연구와 검증을 맡고 

ABS 선 은 설계 합성과 험성 검토를 책임졌다. 

로벌 메이  선   하나인 ABS는 오랜 기간 해양

랜트  에 지산업 분야에서 기술  안 성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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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감리와 인증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세계 

가스  개발에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사 

계자는 “ 재 로벌 업계 주문주들은 소규모 투자로

도 다양한 조건과 복잡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용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발주를 원하고 있다”며 “코로나

19 여 에 따라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회사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

성 있게 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동사는 지난 

2016년 5월 세계 최 로 FLNG를 성공 으로 인도한 

바 있으며, 보다 거친 해상환경에서도 용 가능한 제

품을 추가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두산 공업

* 한국석유공사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력 *
  

  두산 공업은, 한국석유공사와 ‘동해1 부유식 해상풍

력 발 사업 한국형 공 체계 구축 상호 력에 한 

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약식에는 한국석유공사 양수  사

장, 두산 공업 정연인 사장을 비롯한 양사 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약을 통해 한국석유공사는 조속한 사

업화를 해 사업계획  인허가 사항을 공유하면서 발

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고, 동사는 부유식 해상풍

력 터빈 발 기의 제작을 맡을 정이다. 동사 정연인 

사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한 한국석유공

사의 의지에 동사의 해상풍력 기술력을 더해 사업이 성

공 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국내 환경에 합한 해상풍력 기술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해상풍력 발  방안’에 

따르면, 울산  동남권에 약 6GW 규모의 부유식 해상

풍력 발 단지를 2023년부터 단계 으로 착공할 정이

다. 세계 으로도 부유식 해상풍력발 은 재 100MW 

수 에서 2030년 최  19GW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망*이 제기 다.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동사는 해상

풍력사업을 2025년 연매출 1조원 이상의 사업으로 육

성할 계획을 갖고 연구개발  생산시설 등에 한 투

자를 확 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동국제강 당진공장 13MW  태양  사업 추진 *
  

  한국수력원자력이 9월 28일 동국제강㈜, ㈜티엠솔루

션스, ㈜효성 공업, ㈜에스에 지와 동국제강 당진공장 

13MW  태양 발 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국제강 당진공장 13MW  태양 발 사

업’은 동국제강 당진공장의 지붕  주차장 공간을 활

용해 태양 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약 

143억원으로, 2021년 1월 착공, 6월 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 후 연간 약 15,900MWh의 

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동국제강에서 생산

하는 GIX( 고내식성강 ) 제품이 사용될 정이다. 

이는 기존 GI(용융아연도 강 ) 제품 비 표면 외

이 미려할 뿐만 아니라 내식성능이 5~7배 우수해 부

식 우려가 있는 해안가에서도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

지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이인식 한수원 

그린에 지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수원

은 철강공장 등 규모 건축물의 유휴 부지를 활용, 주

변 환경에 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에 지를 생산할 계

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는 등 한국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종합에 지

기업으로서 선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KPS

* 품질 Total Solution 제공으로 한국품질만족지수 
1  기업 선정 *

  발 설비 정비 문회사인 한 KPS가 10월 23일 서

울 롯데호텔에서 한국표 회가 주최한 2020년 한국

품질만족지수(KS-QEI) 인증 수여식에서 발 설비 정

비서비스 부문 9년 연속 1  기업에 선정되었다. 한국

품질만족지수(KS-QEI, Korean Standard - Quality 

Excellence Index)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후 고객의 

만족도와 품질우수성을 소비자와 문가로부터 인정받

는 국내 최고 권 의 품질만족도 종합지표다. 동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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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수 의 진단기술, 첨단장비  문 인력을 

바탕으로 핵심발 설비에 한 수명진단  유지보수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각종 유형의 고장, 오작동 

 이상 징후 등 기술  문제 을 분석하여 고객의 안

정  운 을 한 최 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설비의 고장, 정지를 감소시켜 발 소 운용비용을 

감하는 등  직원이 Perfect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가치 창출 극 화를 해 앞장서고 있다. 

미포조선

* 1,400억원 규모 선박 3척 수주 *
  

  미포조선이 총 3척, 약 1,400억원 규모의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 동사는 최근 싱가포르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와 각각 4만 입방미터(㎥)  형 LPG운반

선 1척  5만톤  PC선 2척 등에 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들은 2022년 3월부터 순

차 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계획이다. 이번에 수주한 

LPG선과 PC선은 각각 LPG이 연료 추진엔진과 스크

러버를 장착,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응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될 

정이다. 동사 계자는 “앞선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바

탕으로 다양한 선종에 걸쳐 수주가 이 지고 있다”며, 

“ 극 인 업 활동을 통해 일감 확보를 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선

* LNG 추진  벙커링 시뮬 이션 센터 개소 *

  한국선 은 LNG 추진  벙커링 시뮬 이션 센터를 

한국선  본사 국제교육훈련센터에 설립하고 9월 15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 이어 트랜스

가스솔루션(TGS, 표 이재익)과 LNG 추진선박  

Ship-to-Ship 벙커링에 한 운  훈련에 활용되는 

운 자 훈련 시뮬 이터(OTS) 시스템 구축을 한 상

호 업무 약 체결도 진행 다. KR LSC는 동사가 그

간 축 한 LNG 기술력을 기반으로 LNG 추진선박과 

벙커링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한 목 으로 설

립 다. 올해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

유의 황산화물(SOx)에 한 규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강화될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선박연료로서 LNG 사용

은 계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LNG 추진선박과 연료를 주입하는 기술인 벙커링 연  

산업 규모와 기술수요도 차 증 될 것으로 망된다. 

앞으로 KR LSC는 △LNG 연료 공   벙커링 시스

템에 한 맞춤형 시운   최 운  △LNG,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의 선박용 액화가스 험도 해

석 등 LNG 련 종합 인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정

이다. 한 업무 약을 체결한 트랜스가스솔루션과 함

께 LNG 선박 연료 공정에 한 실시간 시뮬 이션을 

기반으로 한 운 자 훈련 시뮬 이터(OTS)  가상

실(VR)을 융합한 설계 교육 등 해운선사, 조선소, 기

자재 업체 계자들을 한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에

도 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화토탈

* ‘설비 빅데이터’로 안 , 효율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한화토탈이 공장 설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탈시스

템을 국내 석화업계 최 로 구축해 공장의 안 가동과 

운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동

사는 산공장에서 가동 인 모든 설비들의 정보를 온

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설비정보포탈(AIP, Asset In- 

formation Portal)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인 운

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사가 이번에 구축한 설비정보

포탈은 산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30만개 설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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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도면, 검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일반 포탈 사

이트처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약 3만2천시간의 업무시간 

단축, 설비 황분석과 시 정비활동을 통한 사고 

방 등 매년 22억원의 비용 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장치산업의 경우 공장 내 주기 인 

리가 필요한 설비가 매우 많다. 하지만 설비와 련된 

정보가 부서별 는 단 공장 별로 개별 리되면서 개

선작업 시 직원들이 최신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동사는 2018년부터 설비 데이터를 체계 으로 리하

기 한 국제표  도입과 최  리 로세스를 디자인

하고, 2019년부터 온라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한

화토탈이 구축한 설비정보포탈은 특정 설비를 련 키

워드로 검색하면 사양, 도면과 같은 기본 정보 외에도 

정비  검사이력 등 련된 모든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모 니 텍

* 용 제품 불량 실시간으로 잡아낸다 *

  국내 연구기 이 소기업의 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수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은 소기업 모니텍㈜에 기술을 지원해 

실시간으로 용  품질을 단하는 고속 열화상 모니

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발로 

품질 단 정확도가 높아져 최종 용 제품의 불량률이 

기존 비 30%이상 낮아지고, 생산성은 20%이상 올랐

다. 생기원 첨단정형공정그룹 지창욱 박사는 “이번 

업은 시작에 불과하며, 모니터링 장비 핵심 부속품의 

국산화 작업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품질 향상 핵심 기술로 불량품 생산

을 여 최종 제품의 신뢰성 향상에 큰 향을 미친다. 

기존 시스템은 아크용  품질 검사 시스템이 부분이

다. 류, 압센서 신호 즉 2차원  기  신호만으

로 품질을 단해 정확도가 90%이하다. 생기원은 품

질 단 정확도를 95%까지 올리기 해 ‘ 고속 열화

상 카메라’를 용해 용  상을 3차원 실시간으로 

찰할 수 있다. 이를 해 먼  고속 열화상 신호를 

이용한 이미지 로세싱  결함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

했다. 용  품질을 평가하는 기 을 확립하고 품질 

단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구축했다. 를 들어 

이미 마련한 합 용 제품의 3차원 입체 형상과 비교

제품의 형상이 다를 경우 불량품일 것을 측한다.  

설정한 임계 온도값을 벗어나는 순간 붉은색 알람을 발

생시켜 실시간으로 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니텍은 

세계  선도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헝가리에 치한 

로벌 기차 배터리 회사에 진출하는 가시  성과도 

거뒀다. 모니텍 황동수 표는 “ 소기업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기술개발을 한 연구인력인데 생기원의 

기업지원 로그램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

움이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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