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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핵융합 에 지는 ‘인공태양’으로 불릴 만큼 환경오염 

물질 발생이 없고, 자원 고갈의 험이 없어 미래 청정 

에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융합로는 핵융합 반응

에서 발생된 성자의 운동에 지를 열에 지로 변환하

고 동시에 방사선을 차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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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i addition on the microstructure, the tensile properties at 550 ℃, and the thermal stabil-
ity in gas tungsten arc (GTA) welds of reduced activation ferritic/martensitic (RAFM) steel were studied. Ti was 
added to promote precipitation of MX in order to enhance high-temperature properties. For reference, Ti-free RAFM 
(reference RAFM steel with the composition of 9Cr-1W-0.2V-0.1Ta-0.1C) was compared with 0.013 wt% Ti added 
RAFM steel (Ti-added RAFM). The addition of Ti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area fraction of MX precipitates 
(2.0 → 4.6 %) and a decrease in the average size of M23C6 (149 → 119 nm) in the base metal. After the cross-weld 
tensile test at 550 ℃, the tensile properties of Ti-added RAFM steel were superior to that of Ti-free RAFM steel. 
Both steels were fractured at inter-critical heat-affected zone (ICHAZ) showing the lowest hardness due to 
over-tempering. However, the higher area fraction of MX precipitates in the Ti-added RAFM produced more sig-
nificant strengthening, compared to the Ti-free RAFM steel. After heat exposure at 550 ℃ for 500 h, Ti-added 
RAFM steel was highly resistant to degradation; hardness distribution and tensile properties were almost similar be-
fore and after thermal exposure. ICHAZ exhibited the substantial retention of fine laths and high density of dis-
location with marginal recovery even after thermal exposure. It is conceivable that excellent thermal stability of 
Ti-added RAFM steel can be attributed to the high fraction of MX particles by suppressing lath boundary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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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핵융합로 구조에 사용되는 소재는 높은 성자속 

 고온/고압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성자 

내조사성, 우수한 크리  특성, 고강도  고인성, 열

피로 항성 등의 특성이 요구된다1-4). 재 핵융합로 

구조의 표 인 후보소재로는 방사화강 (Reduced 

Activation Ferritic/Martensitic steel, RAFM steel)

으로, 기존 내열강 소재인 Modified 9Cr-1Mo 강에서 

고방사화 원소인 Mo과 Nb을 각각 방사화 원소인 

W, V과 Ta으로 체하여 내조사특성  고온 기계  

특성을 개선한 소재이다5,6). W은 고용강화 효과를 통

해 고온특성 확보에 기여하고, Ta은 고온 안정성이 높

아 열화 항성을 향상시키는 미세 MX 석출물 형성에 

기여한다. 일반 으로 9~12Cr 강의 경우 오스테나이

트화 (austenitization) 열처리를 통해 오스테나이트를 

형성한 후, 노멀라이징 (normalizing)과 퀜칭 (quen- 

ching)을 거쳐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형성을 유도한다. 

그리고 템퍼링 (tempering) 열처리를 통해 높은 

도와 잔류응력이 완화되어 강도와 인성이 향상된 템

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형성된다. 상기 열처리 시 

구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PAGB), 마르텐사이트 lath  block 경

계에 M23C6 석출물이, 입내에는 MX 석출물이 고르게 

분포한다. M23C6 석출물은 PAGB와 lath 경계를 안

정화하고, MX 석출물은  이동을 방해하여 방사

화강의 회복 항성 향상에 기여한다7,8). 표 인 

방사화강으로는 유럽의 Eurofer97강, 일본의 F82H

강, 국의 CLAM강 등이 있다6,9-12). 

  핵융합로의 블랑켓은 약 400~500개의 박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최종 부품을 제작하기 한 용  공정은 

불가피하다13,14). 방사화강의 용  공정으로는 GTAW 

(gas tungsten arc welding), EBW (electron beam 

welding), Laser 용   Laser-MIG (metal inert 

gas) hybrid 용  등이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다15). 

방사화강은 Cr, W, Ta, V등의 합 원소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용 균열 (재열, 온균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용 속 (weld metal)에서부터 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HAZ)를 거쳐 모재 (base metal)까

지 변형 불일치도가 높으며, 안정 석출물들이 장기간 

고온 노출로 인해 조 화 되거나, Z상과 같은 유해상으

로 변태될 가능성이 높다14).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

으로 이루어진 방사화강은 용 시 단시간의 격한 

열사이클을 거치므로 용 부와 모재 간 상이한 미세조

직이 찰된다. 한, HAZ는 용  공정에 의해 가열

된 최고온도 (peak temperature, Tp)에 따라 4가지 

역으로 구분된다16). 조립역 (coarse grained HAZ, 

CGHAZ)에서는 최고온도가 AC3 온도를 상회하여 고

액공존 역 직하까지 도달하여 상당히 조 한 오스테

나이트 결정립이 형성되고, 냉각 시 마르텐사이트 lath 

폭도 넓어 템퍼링을 용하더라도 인성값 확보가 어렵

다. 세립역 (fine grained HAZ, FGHAZ)에서는 최

고온도가 AC3 직상으로 승온 시 모두 오스테나이트로 

변태되지만, 즉시 냉각되어 미세한 결정립이 나타나며 

비교  낮은 가열온도로 인해 M23C6  MX 석출물들이 

충분히 용해되지 못해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분변태역 (inter-critical HAZ, ICHAZ)은 

최고온도가 AC1 온도와 AC3 온도 사이로 승온 시 PAGB 

혹은 마르텐사이트 내 lath 경계에서 부분 으로 오스

테나이트 변태가 발생하고 이후 냉각 시 마르텐사이트

로 변태한다. 이후 용  후열처리 (post weld heat 

treatment, PWHT)시 PAGB와 lath 경계에서 새로

운 석출물들이 형성되나, 다소 낮은 온도로 인해 확산

이 충분하지 못해 석출물에 의한 결정립계 pinning 효

과가 감소한다. 한 ICHAZ내 미변태 역은 용   

후열처리를 거치며 수차례의 템퍼링이 용된 over- 

tempered 역으로 도가 상당히 감소하고, 기존 

석출물들이 조 화되어 가장 낮은 경도를 나타낸다. 이러

한 이유로 ICHAZ를 over-tempered HAZ (OTHAZ)

라고 불리운다. 마지막으로 최고온도가 AC1이하인 열

향부 (sub-critical HAZ, SCHAZ)는 마찬가지로 용

  후열처리를 거치며 over-tempered 역에 포함

되지만, ICHAZ의 미변태 역 비 템퍼링 온도가 낮아 

미세조직 열화 정도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난다16,17). 따

라서 over-tempered 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 기

술의 개발  용은 핵융합로 건설에 있어 필수 인 

요소이다. 

  상기 미세조직학  열화 요인에 의해 용 부 체의 

고온 건 성이 하될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방사화

강에 한 용 부 고온 기계  특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열화인자를 악함과 동시에 건 성을 검토하는 기 연

구가 필요하다. 이에 유럽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에서

는 모재 뿐만 아니라 방사화강의 용   합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며, 용 부 물성 데이터 베이스를 

상당량 확보 에 있다13,15,18-23). 그러나, 국내의 경우 

모재 개발에만 집 되어 있으며, 부품 제작 기술  용

부 특성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4). 본 

연구에서는 Ti 첨가에 따른 방사화강의 용 부 미세

조직의 차이  고온 인장 특성에 해 분석하고, 운

온도인 550 ℃ 장기 열간 노출에 따른 열화 항성에 

해 비교하여, GTA 용 부의 기  건 성을 검증하

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는 이  학 논문24)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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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결과를 채취하여 구성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2종의 방사화강은 Eurofer97

강의 조성을 기본으로 하는 reference 방사화강 (Ti- 

free RAFM)과 Ti이 0.013 wt% 첨가된 방사화강 

(Ti-added RAFM)으로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낸 바

와 같다. 두 강종은 진공용해로를 이용하여 50 kg  

잉곳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1200 ℃에서 재가열한 후 

열간압연을 통해 10 mm 두께의 재로 제조하 다. 

  열처리를 수행하기 해 210mm×110mm×10mm의 

블록 시험편으로 가공하 다. Ti-free RAFM강의 경우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리 사용된 열처리 조건을 참고

하여 노멀라이징 (980 ℃/30 min)과 템퍼링 (760 

℃/90 min)을 실시하 고, Ti-added RAFM강의 경우 

Ti-free RAFM강 비 연성-취성 천이온도 (ductile-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는 유사하

게 하면서 (-69 ℃), 동시에 높은 기 도 확보

를 해 상 으로 낮은 템퍼링 온도를 용하여 노멀

라이징 (980 ℃/30 min)과 템퍼링 (730 ℃/90 min)

의 열처리 공정을 용하 다 (Table 2). 보다 상세한 

정보는 타 문헌에 소개되었다4,25). 두 강종 모두 GTAW 

공정이 용되었으며, 공정 변수는 Table 3과 같이 통

상 으로 용되는 GTA 용  변수들을 사용하 다. 각 

용 시편들은 X-ray와 음  탐상 시험법을 통해 용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 다.

  미세조직 분석을 해 각 시험편을 #200~2000 SiC 

연마지와 1~3 ㎛ 연마천으로 기계  연마하여 Villela’s 

reagent (1g picric acid + 5 ml HCl + 100 ml 

ethanol)로 에칭한 후 이를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JEOL社 JSM-5800, 

20 KeV)  계방사형 주사 자 미경 (field emis-

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TESCAN CZ/MIRAI LMH, 20 KeV)으로 찰하

다. 한, 후방산란 자회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TSL OIM program)을 통해 결

정립계도 (grain boundary map) 분석법을 시행하고

자 상기 기계  연마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한 후 col-

loidal silica suspension을 이용해 산화층과 오염층을 

10 nm 이내로 제어하 다. 추가 으로, 기 모재 미

세조직을 미시 인 에서 찰하고자 50-60 ㎛, 지

름 3 mm 디스크로 시편을 연마한 후 메탄올 (methyl 

alcohol)과 과염소산 (perchloric acid)을 9:1 비율로 

혼합하여 -27 ℃에서 jet-polishing 하 으며 이후 투

과 자 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JEOL社 JEM-2100F, 200 KeV)으로 찰하

다. 두 방사화강의 주요 석출물 분포 경향을 악하기

해 표면복제기법 (replica)을 이용하 다. 시험편을 

1 ㎛까지 기계  연마하여 표면에 탄소 필름을 부착한 

후 기지만을 녹여내기 해 Villela’s reagent에 담근 

후 석출물만 복제된 탄소 필름을 떼어내어 TEM으로 

찰하 다. 용 부 OTHAZ에 한 열간노출 후 미세

조직 차이 분석을 해 속이온빔장비 (focused ion 

beam, FIB; Helious, Pegasus)를 통해 시편을 제

작하여 이를 TEM으로 찰하 다. 

  용 부의 경도분포도를 악하기 해 Vickers 경도

기 (Mitutoyo社 810-127K 모델)를 사용하 다. 

한, 실제 핵융합로 구조용 소재로서의 합성 단을 

해 ASTM E 8M 규격 (게이지 지름 6 mm. 게이지 

C Si Cr W V Mn Ta Ti O 
(ppm)

N
(ppm) Fe

Ti-free RAFM 0.11 0.06 8.97 0.96 0.2 0.39 0.11 - 37 10 Bal.

Ti-added RAFM 0.10 0.05 9.05 1 0.2 0.35 0.11 0.013 50 48 Bal.

Table 2 Heat treatment schedule of the investigated RAFM steels

Ti-free RAFM Ti-added RAFM

Applied 
processes

Normalizing at 980 ℃ for 30 min
Tempering at 760 ℃ for 90 min

GTAW
PWHT at 760 ℃ for 60 min

Normalizing at 980 ℃ for 30 min
Tempering at 730 ℃ for 90 min

GTAW
PWHT at 730 ℃ for 60 min

Table 3 Parameters of welding processes used in the present study

Layer/pass Current (A) Voltage (V) Travel speed (cm/min) Heat input (kJ/mm)

GTAW 8/13 70-120 8-11 3.0-5.5 1.2-2.2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investigated RAFM steels (all in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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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5 mm 상)의 시험편을 제작한 후 정 하  시

험기 (R&B社 RB301 Unitech-T, 100 kN) 장비를 

이용하여 운용온도인 550 ℃에서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Crosshead 제어 조건에서 0.5 mm/min 속도를 

고온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3. 결과  고찰

3.1 모재 미세조직

  Fig. 1은 노말라이징 후 템퍼링된 Ti-free RAFM

강과 Ti-added RAFM강의 기 미세조직 찰결과이

다. SEM을 통한 찰결과 (Fig. 1(a), (b)), 두 강

재 모두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확인되었다. 

Fig. 1(c), (d)는 미세조직의 정  분석을 해 EBSD 

image quality (IQ)-grain boundary map을 용

하여 찰한 결과로 란색으로 구분된 고각 입계 

(high-angle boundary)는 packet boundary (PB)

와 PAGB를 나타내는데, Ti-added RAFM강의 평균 

PAG 크기는 약 9.9 ㎛로 Ti-free RAFM강 (11.2 

㎛) 비 PAG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빨간색과 록색으로 나타낸 각 입계 (low-angle 

boundary)로부터 PAG내 block boundary 분율을 

측정한 결과 두 강재 모두 42.3%로 동일한 수 으로 

나타났다. 

  PAG 내부에 한 정  분석을 해 TEM을 통해 

찰한 결과, Fig. 2(a), Fig. 3(a)에 나타난 바와 같

(b) (c)

(d)

(a)

200μm 1μm

Fig. 2 TEM micrograph of (a) bright-field, (b) replica-extracted Ti-free RAFM samples showing the distribution of pre-
cipitates and results of EDS analysis on (c) Cr-rich M23C6 and (d) Ta-rich MX precipitates

(b) (c)

(d)

(a)

Fig. 3 TEM micrograph of (a) bright-field, (b) replica-extracted Ti-added RAFM samples showing the distribution of pre-
cipitates and results of EDS analysis on (c) Cr-rich M23C6 and (d) (Ta,Ti)-rich MX precipitates

5 μm5 μm

*Misorientation
angles 2-5o 5-15o 15-180o *Misorientation

angles 2-5o 5-15o 15-180o

5 μm5 μm

(a) (b)

(c) (d)

Block boundary %: : 42.3%
PAG size : 11.2μm

Block boundary %: 42.3%
PAG size : 9.9μm

Fig. 1 Microstructures of Ti-free RAFM and Ti-added 
RAFM steels after normalizing and tempering: 
(a),(b) SEM micrographs, (c),(d) EBSD image 
quality and grain boundary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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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i-added RAFM강에서의 lath 폭이 Ti-free 

RAFM강보다 좁은 것으로 찰되었다. 두 강재 모두 

PAGB와 lath 경계를 따라 조 한 석출물이 분포하는 

반면, 입내에서는 미세한 석출물이 분포하 다. 이러한 

석출물들의 식별과 분포 경향 악을 해 carbon 

replica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TEM-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통해 찰하 다. 

찰 결과 (Fig. 2, 3), 두 강재 모두 PAGB와 lath 경

계를 따라 분포하는 석출물들은 Fig. 2(b), (c)와 

3(b), (c)에 나타난 바와 같이 Cr 함량이 높은 Cr-rich 

M23C6로 확인되었다. 한편 입내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MX 석출물들은 Ti-free RAFM강의 경우, Fig. 2(d)

와 같이 Ta과 C가 검출되는 Ta-rich MX 석출물로 

확인된다. 

  한편, Ti-added RAFM강의 경우 Fig. 3(d)와 같

이 Ta과 C뿐만 아니라 Ti이 함께 검출되는 (Ta,Ti)- 

rich MX 석출물로 확인되었다. Moon 등26)의 열역학 

계산 결과에 의하면, 1200 ℃ 이상의 온도에서 냉각 

시 Ti 첨가에 의하 MX 석출물의 고온안정성이 증가하

여 Ti-rich MX 석출물이 우선 으로 석출되며, 이후 

(Ta,Ti)-rich MX, Ta-rich MX 순서로 석출된다. 

  이러한 석출물들의 크기  분율 비교를 해 image 

analysis를 통한 정량  측정을 시행하 다 (Fig. 4, 

Table 4). MX 석출물의 크기는 두 강재 모두 정규분

포를 보이며 Ti-free RAFM강에서 약 5.2 nm, Ti- 

added RAFM강에서 약 5.4 nm로 유사한 반면, 분

율은 Ti-added RAFM강이 4.6%로 Ti-free RAFM

강 (2.0%) 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M23C6 석출물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보 는데, Ti-added RAFM강에서 약 119.3 nm의 

크기와 9.6%의 분율로 Ti-free RAFM강 (크기: 

148.9 nm, 분율: 5.9%) 비 크기는 미세하고 분율

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RAFM강

에서 Ti 첨가로 인해 고온 안정성이 높은 MX 석출물

의 형성이 진되므로 MX 석출물 형성 후 입내 탄소

함량이 낮아져 M23C6 석출물 형성 구동력이 낮아진 것

으로 단된다. 상기 결과를 통해 Ti-added RAFM강의 

Ti 첨가에 의한 입내 MX 분율 증가  계면 M23C6 

석출물 억제 효과가 열화에 한 미세조직 안정성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3.2 용 부 미세조직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두 방사화강에 해 일반

으로 용되는 GTA 용  변수를 사용하여 얻어진 

용 부 시편들은 X-ray와 음  탐상 시험법을 통해 

용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 다. 이로부터 두 방사화

강은 용 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 은 찰되지 않았다. 

HAZ는 용  시 최고온도 (peak temperature: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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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ze distribution and area fraction of (a) MX and (b) M23C6 precipitates in Ti-free RAFM and Ti-added RAFM 
steels

Table 4 Comparison of average size and area fraction of MX and M23C6 precipitates in Ti-free RAFM and Ti-added 
RAFM steels

MX M23C6

Ti-free RAFM Ti-added RAFM Ti-free RAFM Ti-added RAFM
Average size (nm) 5.2 5.4 148.9 119.3
Area fraction (%) 2.0 4.6 5.9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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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미세조직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4가지 역으

로 나뉜다. 이 에서 SCHAZ는 상변태  이하의 온

도 까지만 승온되어 한번 더 템퍼링 되는 역이며, 모

재 비 크게 미세조직학  차이가 없다. 본 연구에서

는 기계  특성에 향을 크게 미치는 CGHAZ, 

FGHAZ, OTHAZ에 해서 부 별 미세조직 차이를 

SEM, EBSD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Fig. 5와 6

에 나타내었다. 먼  SEM을 통한 미세조직 찰 결

과,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HAZ 부 별 미세조직

 특징이 나타나는데, CGHAZ에서는 높은 TP로 인한 

상변태 후 충분한 결정립 성장에 의해 조 화된 결정립

이 찰되었고, FGHAZ에서는 다소 낮은 TP로 인해 

상변태 후 결정립 성장이 충분하지 못해 미세한 결정립

들이 찰되었다. 한편, ICHAZ 혹은 OTHAZ의 경우 

석출물의 크기가 CGHAZ, FGHAZ 비 조 한 것으

로 찰되었다.

  보다 정 한 분석을 해 EBSD IQ-grain boun-

dary map을 용하여 HAZ 역별 미세조직을 찰

하 다 (Fig. 6). 란색으로 나타낸 고각 입계로 부

터 PB와 PAGB를 식별한 결과, Ti-free RAFM강과 

Ti-added RAFM강 모두 PB/PAG 크기가 가장 큰 

CGHAZ, 미세한 결정립으로 이루어진 FGHAZ가 

찰되었고, OTHAZ의 경우 조 한 결정립과 미세한 결

정립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찰되었다. Grain boun-

dary map을 통한 block boundary 분율 측정 결과, 

CGHAZ에서 38-43%, FGHAZ에서 32-35%, OTHAZ

에서 26-28% 수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OTHAZ

에서 용  시 다소 낮은 TP와 PWHT에 기인한 반복  

템퍼링에 의해 lath 폭 증가  회복이 가장 많이 진행

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OTHAZ에서의 크고 작은 

결정립들이 혼재된 미세조직은 용 시 AC1~AC3 온도 

범 에서의 부분  상변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ICHAZ의 미세조직 특징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용

부에서 미세조직학 으로 가장 열 한 역은 OTHAZ

에 포함되는 ICHAZ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

이 HAZ 치별 특징은 두가지 방사화강이 동일하게 

찰되고 있으며, 두 방사화강 끼리의 HAZ 미세조

직 특징 차이는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게 찰되

었다. 

3.3 용 부 기계  특성

  용 부의 건 성 악을 해 용 부로부터 HAZ를 

지나 모재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비커스 경도를 측

정하 다 (Fig. 7). 그 결과, Ti-added RAFM강이 Ti- 

free RAFM강 비 경도가 높게 나타났다. 앞서 언

하 듯이, 두 방사화강의 모재 경도를 비교하 을 때 

역시 Ti-added RAFM강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더 

낮은 템퍼링 온도에 의해 잔존하는 도가 높고 

(Fig. 2와 3 참조), Ti 첨가로 인해 MX 석출물 분율이 

높아진 것 (Fig. 4)에 기인한 것으로 단한다. HAZ

에서 Ti-added RAFM강의 경도가 높은 이유는 모재

에서 경도가 높은 이유와 동일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2 μm

2 μm

2 μm 2 μm

2 μm

(a) (b)

(c) (d)

(e) (f)

2 μm

Fig. 5 SEM micrographs showing microstructures in 
various HAZs: For Ti-free RAFM, (a) CGHAZ, 
(c) FGHAZ, and (e) OTHAZ are presented. In 
the case of Ti-added RAFM, (b) CGHAZ, (d) 
FGHAZ, and (f) OTHAZ are shown

Misorientation angles 2-5o 5-15o 15-180o

Block boundaries were defined by 2-1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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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BSD IQ-grain boundary maps delineating boun-
daries in various HAZs: For Ti-free RAFM, (a) 
CGHAZ, (c) FGHAZ, and (e) OTHAZ are 
presented. In the case of Ti-added RAFM, (b) 
CGHAZ, (d) FGHAZ, and (f) OTHAZ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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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Ti 첨가로 인해 높아진 MX 석출물 분율이 용 에 

의해 열 향을 받더라도, Ti-free RAFM강 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아울러, 용 이후 열처

리 (PWHT)가 Ti-added RAFM강이 730 ℃로 낮아 

(Ti-free RAFM강의 PWHT 온도 760 ℃), 마르텐사

이트 lath내에 잔존하는 도가 상 으로 높고, 

M23C6 탄화물 크기는 작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실

제로 HAZ에서 M23C6 석출물 크기는 Ti-added 

RAFM강에서 더 작게 찰되는 것도 이를 잘 뒷받침 

해 다 (Fig. 5). 이러한 고찰로부터, HAZ에서 Ti- 

added RAFM강의 경도가 Ti-free RAFM강 비 높

은 이유는, 열 향을 받더라도 Ti 첨가로 인한 높은 

MX 분율과 도, 그리고 조 화가 억제된 미세 

M23C6 석출물 등에 의해 강화효과가 더 잘 발휘된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경도는 용 부에서부터 모

재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하여 OTHAZ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세조직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용  시 낮은 TP와 PWHT로 인한 반복된 

템퍼링과정에 기인한 lath 폭 증가, 도 감소  

석출물 조 화의 결과로 단된다.

  핵융합로 운용온도에서의 인장 특성 평가를 해 550 ℃

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시험 결과 (Fig. 8, 

Table 5), 두 강종 모두 OTHAZ에서 단되었는데, 이

는 용 부에서 가장 soft한 역에 해당하는 OTHAZ에 

응력이 국부 으로 집 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인장 

특성은 Ti-added RAFM강의 경우 항복강도와 인장강

도가 367 MPa, 379 MPa로 Ti-free RAFM강 (항

복강도: 343 MPa, 인장강도: 359 MPa)보다 높게 

나타나고 연신율은 약 20% 수 으로 유사하게 나타났

다. Ti-added RAFM강의 높은 항복강도  인장강도

는 Ti 첨가로 인한 높은 분율의 (Ta,Ti)-rich MX 석

출물들과, 낮은 템퍼링 온도로 인한 높은 도가 

변형 시 효과 으로 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

으로 단된다.

3.4 용 부 열화 항성

  방사화강은 고온 환경에 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기 열간 노출에 한 열  안정성을 평가하 다. 인

장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Ti-added RAFM강

을 550 ℃에서 500시간 열간 노출하여 열간 노출 , 

후에 한 경도분포를 비교한 결과 (Fig. 9), 열간 노

출 이후 경도가 소폭 감소되었는데, OTHAZ의 경도는 

약 6 HV 감소하 다. 

  열간 노출 후 핵융합로 운용온도인 550 ℃에서 인장

시험을 시행한 결과 (Fig. 10, Table 6), 열간 노출 

시 항복강도  인장강도가 기 특성 비 소폭 감소

하 으나 (항복강도:367 → 362 MPa, 인장강도: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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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cro-section images showing (a) GTA welds of 
RAFM steel, and hardness traverse in (b) welds 
of Ti-free RAFM and Ti-added RAFM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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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s of tensile test at 550 ℃: GTA welded 
Ti-free RAFM and Ti-added RAFM steels (the in-
set shows macro-scale micrographs showing frac-
tured position)

Table 5 Comparison of tensile properties at 550 ℃ for 
weldments of Ti-free RAFM and Ti-added 
RAFM steels

Ti-free 
RAFM

Ti-added 
RAFM

Yield strength (MPa) 343 367
Tensile strength (MPa) 359 379

Elongation (%)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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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MPa) 강도 감소폭이 5 MPa 미만으로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하 다. 상기 결과로부터, 장기 열간 노

출후(550 ℃/500 h) Ti-added RAFM강의 550 ℃ 

기계  특성은 유지되며 열화 항성이 우수한 것을 확

인하 다.

  열화에 따른 미세조직 안정성을 확인하기 해 Fig. 

1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OTHAZ내 ICHAZ에서 

FIB를 이용하여 시편을 채취한 후 TEM으로 찰하

다. TEM 찰 결과, 열간 노출 에는 (Fig. 11(b)) 

좁은 폭(~200 nm)의 lath와 높은 도가 찰

되었다. 한편, 열간 노출 후에는  회복으로 인한 

cell 구조 형성이 일부 찰되었으나, 도 감소 

 석출물 조 화의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 다. 무

엇보다도 미세한 lath 구조가 근본 으로 유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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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ardness traverse of Ti-added RAFM steel from 
the weld metal (WM) to the base metal (BM) 
with the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thermal 
exposure at 550 ℃ for 5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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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results of tensile test at 550 ℃ for weld-
ments of Ti-added RAFM (a) before thermal ex-
posure (b) after thermal exposure at 550 ℃ for 
500 h

Table 6 Tensile properties at 550 ℃ for weldments of 
Ti-free RAFM and Ti-added RAFM steels after 
thermal exposure at 550 ℃ for 500 h

Before 
exposure

After 
exposure

Yield strength (MPa) 367 362
Tensile strength (MPa) 379 375

Elongation (%) 21 23

200 nm

Heat affected zone (HAZ)

(a)

(b) (c)

Weld metal   

Base
metal  

200 nm

Fig. 11 (a) Schematic diagram showing TEM sample location taken by FIB. TEM bright field images of OTHAZ before 
and after thermal exposure at 550 ℃ for 500 h: Ti-added RAFM (b) before thermal exposure (c) after thermal ex-
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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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주목할 만 하다. 마르텐사이트 조직에서 MX 

석출물의 분율이 증가할 수록 템퍼링 는 열간 노출 

시 MX 석출물의 pinning 효과에 의해 의 회복이 

지연되고 lath 구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8,25,27,28). Ti 첨가 시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MX 석출물의 분율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MX 석출물의 pinning 효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어, 

장기 열간 노출 에도 lath 구조가 유지되어 높은 열

화 항성을 보인 것으로 단된다. 상기 결과를 통해 

방사화강에서 Ti 첨가는 GTA 용 부의 고온 열화 

항성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핵융합로 구조용 방사화강 GTA 용

부에 한 Ti 첨가에 따른 고온 기계  특성  열화 

항성을 비교 분석하 다. 이를 해 HAZ 역별 미

세조직, 용 부 경도  고온 인장 특성을 비교하 으

며, 열간 노출 /후 미세조직  기계  특성 비교를 

통해, 각 조건 별 고온 열화 항성을 악하고자 하

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Ti-added RAFM강이 Ti-free RAFM강 비 

lath의 폭이 좁고 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강재 

모두 입내에 미세한 MX 석출물이 분포하는데, Ti-free 

RAFM강은 Ta-rich MX 석출물, Ti-added RAFM

강은 (Ta,Ti)-rich MX 석출물로 확인되며, Ti-free 

RAFM강 보다 높은 분율로 찰되었다. PAGB와 lath 

경계에서는 Cr-rich M23C6가 찰되었는데, Ti 첨가

에 의한 MX 석출물 형성 진으로 입내 탄소 함량이 

더 낮아져 M23C6 형성이 억제되었다.

  2) 용 부 미세조직은 OTHAZ 역에서 CGHAZ, 

FGHAZ 비 조 한 석출물들이 찰되었으며, block 

boundary 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용  

시 낮은 TP와 PWHT로 인한 반복 인 템퍼링에 기인

한다. 한 경도 측정 결과, OTHAZ 가장 낮게 나타

나 가장 취약한 역으로 확인되었다. 550 ℃ 인장시

험 결과, 두 강종 모두 OTHAZ에서 단이 발생하

고, Ti-added RAFM강이 우수한 항복강도  인장강

도를 나타내었다.

  3) Ti-added RAFM강 550 ℃에서 500시간 열간 

노출 후 550 ℃ 인장시험 결과, 열간 노출  인장시

험 결과와 유사한 강도를 나타내었다. 열간 노출 후 미

세조직 분석 결과. 장기 열간 노출 후에도  회복이 

미비하 다. 이는 Ti 첨가에 의한 높은 분율의 MX 석

출물들이 를 pinning 하기 때문으로, 미세조직의 

열화가 지연되어 우수한 열화 항성을 보인 것으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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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ungsten Inert Gas Welding(이하, TIG 용 )은 

불활성가스(Ar, He) 분 기 속에서 텅스텐 극 과 

모재 사이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용 하는 비소모식 아

크 용 이다. 다른 용  방법에 비해, 용 부 물성이 

우수하고, 표면 비드가 미려하다는 장 이 있으나, 용

 속도  용착률(Deposition rate)이 낮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 을 극복하기 해, TIG 아

크의 고 류화, 고 도화  고용착화, 자동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 그러나, TIG 아크가 고 류

화  고 도화 될수록 아크 온도가 증가하고 자동 용

이 용될수록 아크 유지 시간도 증가하여, TIG 아

크가 발생하는 텅스텐 의 열  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열 자 방출을 해 텅스텐 을 날카롭게 

연마한 선단부(Tip)의 부하가 증가하여 훼손되면서, 

아크 재착화(Arc re-ignition) 불량  용 부 내 텅

스텐 혼입 결함 등이 발생하고, 이 상을 방지하기 

해 텅스텐 극  교체 주기가 짧아지므로, 용  속도 

증가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TIG 아크

의 고온화에 따른 텅스텐 극 의 내구성을 향상시키

는 연구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이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 텅스텐 극 의 아크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텅스텐 극 에 토륨, 

란탄, 세륨, 지르코늄 산화물 등을 첨가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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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각 산화물 종류  첨가량에 따른 텅스텐 극

의 장단 을 비교한 자료가 국내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

고, 평가 방법에 한 기 도 불분명하여, 사용자 입장

에서는 모재 종류  용  조건별 텅스텐 극  종류 

 제품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세계 으로 재

까지 연구된 TIG 용 용 텅스텐 극  연구 결과를 

리뷰하 다. 

  

2. 텅스텐 극  소모 기구

  Fig. 1은 용  후의 텅스텐  변화를 나타내었다. 

(a)는 용   연마된 텅스텐 을 나타내고 있다. 텅스

텐  선단부(Tip)가 15도의 각도로 연마되어 있고, 표

면은 텅스텐  길이 방향으로 연마되어 있다. (b)와 

(c)는 자동 용  후 텅스텐 의 선단부 변화를 나타낸

다. 선단에서 1~2mm 높은 곳에서 이물질이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물질을 용  작업 장에서는 텅

스텐  꽃 는 우산이라고 표 하고 있고, Matsuda6)

는 Tungsten Rim(이하, 텅스텐 림)으로 명명하 다. 

(d)는 텅스텐 림을 폴리싱 페이퍼로 제거한 표면 사진

으로, 기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2는 텅스텐 림 발생에 따른 TIG 아크 특성 변

화를 확인하기 하여, Ar - 0.1% O2를 보호가스로 

사용하여 TIG 용 할 경우, 시간에 따른 아크 압과 

아크 압력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7). Ar에 0.1% 산소

를 투입한 이후에 텅스텐 림이 발생하 고, 아크 압력

은 기에는 증가 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아크 압은 산소 투입 후에는 다소 증가하여 계속 

유지되었고, 250  이후부터 변동 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텅스텐 림 발생이 아크의 불안정을 나타내므

로, 용 부 용입에도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일정

한 용입 깊이를 해서는 텅스텐 림 생성을 억제해야 

한다. 한편, 텅스텐 림을 자 미경으로 확 한 사진

을 보면, 덴드라이트(Dendrite) 형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덴드라이트의 성분 분석을 실시한 Fig. 

3을 보면, X선 회  분석을 통해 순수한 텅스텐으로 

확인되었다8). 

(a) (b)

(c) (d)

Fig. 1 Appearance of Tungsten Electrode, (a) Tungsten 
electrode as grinded before welding (b) Tungsten 
electrode after automatic TIG welding (c) Ma- 
gnification of (b) (d) Tungsten electrode of (c) af-
ter 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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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는 텅스텐 림 발생 기구를 나타낸 결과이다6). 

Matsuda의 결과에 의하면, TIG 용 을 시작하면, 

TIG 아크 열에 의해 텅스텐 의 온도가 올라가고, 보

호가스 내 존재하는 산소와 텅스텐  표면이 반응하여, 

텅스텐 산화물이 생성된다. 통상 텅스텐은 400도 이상

에서는 공기 에서 산화가 일어나며, 고온으로 갈수록 

낮은 산소 함량에서도 산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한편 TIG 용 시 사용하는 보호가스는 통상 

99.99% 순도의 아르곤을 사용하므로 100ppm의 산

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텅스텐 과 반응

하여, 텅스텐 산화물이 생성된다. 표면에 생성된 텅스

텐  산화물은 보호가스에 의해 아크로 이동하고, 아크 

내부에서 산소와 분리된 텅스텐은 Fig. 5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라즈마 제트(Plasma jet) 기류에 의해 텅

스텐  선단부로 이동되어, 덴드라이트로 형성  성장

되어, 텅스텐 림이 생성된다.

3. 산화물계 텅스텐 극  특성

  텅스텐 극 은 순수 텅스텐 극 과 La2O3, ThO2, 

CeO2, ZrO2 등 산화물 종류와 함량에 따른 다양한 텅

스텐 극 이 있고, 아래의 Fig. 6와 같이 색상으로 

구분하고 있다12). AWS와 ISO 규정을 보면, 텅스텐 

극  구경, 크기 허용 범 와 구경별 사용 류 범

에 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 입자에서 각 텅스

텐 극 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KS 규격에서만 화학분석, 구경 허용 범 , 낙하 시험, 

아크 시험을 통한 텅스텐 극  소모량에 해 규정되

어 있다. 그러나 화학분석시험의 경우, 순수 텅스텐  

토륨 산화물계 텅스텐 극 에 해서만 진행할 수 있

W +
(WO2)

(WO3)

Cathode 
(-)

Ar+
O2

W

WO3

Deposition>vaporization

Deposition=vaporization W
W+
W+

OO
O2-

O2-
Arc

Anode(+)

Fig. 4 Schematic illustration of rim formation mecha-
nism6)

(a) (b)

(c)

1mm 1mm

i) Cr1

Cathode

Plasma jet
Circulation flow

Cr

Mn

Fe

Anode

J

ii) Mn1

Fig. 5 Illustration of behavior of metal vapor in TIG 
arc10) (a), (b): Radiant intensity distribution of Cr 
I and Mn I given by Abel inversion (c) Illustration
of behavior of metal vapor in TIG arc

AWS 
classification Color Alloying 

element
Alloying 

oxide
Alloying 
oxide%

EWP Green - - -
EWCe-2 Orange Cerium CeO2 2.0
EWLa-1 Black La La203 1.0

EWLa-1.5 Gold La La203 1.5
EWLa-2 Blue La La203 2.0
EWTh-1 Yellow Th ThO2 1.0
EWTh-2 Red Th ThO2 2.0
EWZr-1 Brown Zr ZrO2 0.25

  

Pure

2%
 Ceriated

1.5%
 Lanthanated

8%
 Zirconiated

2%
 Thoriated

Fig. 6  Color code and alloying elements for tungsten electrod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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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산화물계 텅스텐 극 의 경우,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

제 으로는 평가 차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작업 장에서 텅스텐 극 에 필요한 요구 특

성은 아크 착화의 용이성(최  아크 착화 용이성, 재아

크 착화 용이성)과 아크 내구성(아크 착화 최  횟수, 

용   텅스텐  선단 유지 정도)과 더불어, 용 부 

품질이다. 

  Fig. 7는 텅스텐 극  종류별 18~36V 압에서

의 TIG 아크 재착화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8). 수냉 동

 에 텅스텐 극 을 3mm 이격 후 아크 착화 실

험을 진행하 고, 텅스텐 극  선단부 각도는 45도, 

텅스텐 극  구경은 3.2mm이다. 순 텅스텐 극

은 낮은 압에서 아크 착화가 되지 않으며, 높은 압

에서도 재착화 횟수가 낮은 반면에, 산화물이 첨가된 

극 은 낮은 압에서도 착화가 일어나며, 아크 재착

화 횟수가 순 텅스텐 극 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란탄 산화물계 텅스텐 극 의 아크 착화 

용이성이 가장 우수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속 산화물의 

자 일함수(Electron work function, eV)가 낮아, 

자 방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특히 란탄 산화물의 

일함수가 제일 낮기 때문에 아크 착화 용이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Fig. 8은 텅스텐 극  종류별 용  열화 시험 후

의 수직단면 미세조직 분석 결과이다8). 텅스텐 극  

(구경 1.6mm)를 이용하여, 용  류 180A로, 수냉 

동  에 1시간 용 을 진행하 다. 순 텅스텐 극

은 결정립이 매우 조 화되었고, 지르코늄 산화물계 텅

스텐 극 은 선단부가 훼손되었으며, 토륨 산화물계 

텅스텐 극 도 선단부 훼손과 더불어, 내부에 기공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란탄, 세륨  이리

듐 산화물계 텡스텐 극 은 비교  안정한 형상을 보

이므로, 아크 열에 의한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텅스텐 극  내부의 란탄  세륨 산화물의 

부피 분율이 토륨 산화물 부피 분율에 비해 높기 때문

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2를 보면, 동일 무게로 원소 

함유시, 토륨의 부피가 가장 낮고 도가 높기 때문에, 

토륨 산화물 함량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 이 산

화물들은 열에 의한 결정립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

고, 용 시 우선 으로 자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나, 

산화물 함량이 낮을수록 산화물이 일  소진되기 때문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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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2 24 36 18 22 24 36 18 22 24 3618 22 24 36

Fig. 7 Arc-starting characteristics evaluated by open cir-
cuit voltage tests8)

Table 1 Electron work function of tungsten and rare earth 
materials14)

Material Metal eV Oxide eV

Lanthanum 3.3 2.5

Thorium 3.35 2.6

Cerium 2.84 3.2

Pure Tungsten 4.5 No oxide present

Pure -W

La2O3(2%)-WY2O3(2%)-W CeO2(2%)-W

ThO2(2%) -WZrO2(2%)-W

0.5mm

Fig. 8 Change in microstructure of an electrode cross 
section after heavy loading8)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rare earth materials14)

Material Density
(g/cm3)

Volume % of 2%
by weight electrode

Lanthanum 6.15 5.7

Thorium 11.72 3.8

Cerium 6.6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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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정립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어 선단부가 훼

손되고, 특히 토륨 산화물이 소진된 자리에 기공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9은 란탄 산화물계 텅스텐 극 의 아크 방

시 란탄 산화물의 거동을 나타낸 모식도이다8). 란탄 

산화물계 텅스텐 극 을 사용할 경우, 아크 온도는 

2740K를 나타낸다. 용   아크 온도가 텅스텐 내부

로 도되면서, 텅스텐 내부에 존재하는 La2O3과 텅스

텐이 반응하여 La-oxytungstates(융 : 1773K)를 

형성하고, 이 화합물은 융 보다 높은 온도를 가진 

역에서 용융 후, 모세  상에 의해 결정입계를 따라 

낮은 온도 역에서 높은 온도 역인 선단부 표면으로 

이동 후 증발함으로써 아크를 유지하게 한다. 따라서 

산화물의 선단부에서의 증발 속도와 텅스텐 내부에서의 

이동 속도, 즉 산화물의 공 속도의 균형이 아크 착화

성  아크 내구성에 매우 요하다. 한, 산화물의 

양, 분포, 크기와 더불어 텅스텐  결정립 형상은 아크 

내구성  아크안정성과 한 상 계가 있으나, 이

에 한 평가 기 은 없는 실정이다. 결정립 형상은 텅

스텐  길이 방향으로 생성이 되어야, 산화물이 텅스텐

 선단부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다. 

  반면에, 토륨 산화물계 텅스텐 극 을 사용할 경

우, 아크 온도는 3600K를 나타내어, 텅스텐 극  

선단부에서 토륨 산화물의 증발 속도가 텅스텐 내부에

서의 이동 속도보다 매우 빠르기 때문에, Fig. 8의 미

세조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단부에 기공이 존재하

는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TIG용 의 고 류화, 고 도화  자동화에 따른 

TIG 용 용 텅스텐 극 의 아크 내구성 향상을 한 

텅스텐 극  연구 개발 동향을 리뷰하 다. 

  1) TIG 용 시 텅스텐 극  선단부에 발생하는 

텅스텐 림(Rim)은 보호가스 내 산소와 텅스텐 극  

표면이 반응하여 생성된 텅스텐 산화물이, TIG 아크에

서 순수한 텅스텐으로 분리되고, 라즈마 제트 기류에 

의해, 텅스텐  선단부로 이동되어, 덴드라이트로 형성 

 성장되어 발생한다. 생성 후에는 아크 압력  압 

불안정을 래한다.  

  2) 텅스텐 극 에 필요한 요구 특성은 아크 착화

의 용이성(최  아크 착화 용이성, 재아크 착화 용이

성)과 아크 내구성(아크 착화 최  횟수, 용   텅스

텐  선단 유지 정도)과 더불어, 용 부 품질이다.

  3) 순 텅스텐 극 보다 산화물을 포함한 텅스텐 

극 이 아크 착화성과 내구성이 좋고, 특히 란탄 산

화물이 낮은 자일함수와 높은 부피 분율로 인해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4) 산화물계 텅스텐 극 에서는 산화물의 텅스텐 

극  선단부에서의 증발 속도와 텅스텐 내부에서 선

단부로의 이동 속도의 균형이 아크 착화성  아크 내

구성에 매우 요하다. 한, 산화물의 양, 분포, 크기

와 더불어 텅스텐  결정립 형상은 아크 내구성  아

크안정성과 한 상 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한 

평가 기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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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s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become an issue, 
regulations on emission limits for greenhouse gases 
such as carbon dioxide emitted from transportation equip- 
ment and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fuel efficiency 
are actively underway for various parts of eco-friendly 
power vehicles such as hybrid/electric/hydrogen fuel 
cell vehicl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automobile in-

dustry1).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co-friendly ve-
hicles, it is essential to reduce the weight of elemental 
parts in order to secure the mileage. To this end, the 
body weight reduction technology for the application of 
lightweight materials such as aluminum (Aluminum, 
Al) and CFRP and the application of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sheets that can reduce the thickness by 
increasing the strength of existing steel materials is 
gradually being advanced2). However, in the application 
of lightweight materials such as aluminum and C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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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ntailed resistance spot welding conducted using 1.8 GPa-grade hot stamping boron steel heat-treated 
under varied condi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weldability and melting behavior of the intermetallic layer during 
resistance spot welding was examined. As regards the four heat treatment conditions beyond the austenitic temper-
ature, it was found that the intermetallic layer thickened with increased time and temperature. Furthermore, the con-
tact resistance also increased with increased time and temperature of the heat treatment. This was mainly because of 
the expansion of the area of Al-Fe-based intermetallic phases (e.g., FeAl2 and Fe2Al5) within the intermetallic layer. 
Contact resistance induces the thickening of the intermetallic layer and results, even with a low current, in the occur-
rence of expulsion due to the high heat generation in the faying surface. Subsequently, the weldable current range 
became narrow, and satisfying the property requirements was challenging. The welding using the heat treatment 
condition of 900 °C and 5 min showed sufficient current path area.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phenomenon that 
the intermetallic layer was forced out to the rim of the corona bond area at an early stage of the welding. However, 
the welding using other conditions showed that the intermetallic layer remained on the border of the nugget and co-
rona bond areas it was observed and verified via electron probe micro analysis. Consequently, the nugget was in-
sufficiently formed and the fracture mode was a partial interfacial fracture. On the contrary, it was found that the 
adoption of the pre-pulse could enhance the weldability of all conditions by obtaining a larger conta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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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burden on parts is not small due to ex-
pensive materials and productivity. In particular, due to 
problems such as expensive facility investment and 
quality assurance measures for heterojunctions, the ap-
plication of lightweight parts using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sheets is in the spotlight. When ultra- 
high-strength steel sheet is applied to parts manufactur-
ing, problems such as spring back occur during forming 
due to the high rigidity of the material arise and cracks 
due to cold forming. To overcome this, parts and prod-
ucts are manufactured through a hot stamping method 
that simultaneously performs molding and cooling at 
high temperatures. The hot stamping method uses a 
mold at a high temperature of 900 to 950 ℃ for about 
400 to 500 MPa grade steel sheet and simultaneously 
performs forming and cooling. In order to prevent high- 
temperature oxidation and decarburization, Al with ex-
cellent corrosion resistance is coated on the surface of 
the steel sheet, and 7~11% of Si is partially added to 
suppress the formation of an alloy phase during the 
coating process3). At this time, the Fe-Al-Si inter-
mediate compound layer is generated due to mutual dif-
fusion between the coated layer and the base metal 
component in the hot stamping method, which is 
formed at a high temperature of about 900 to 950 ℃. 
After the hot stamping method, the surface alloying 
layer is complex and distributed in various forms, and 
the surface of the alloying layer is composed of an alu-
minum oxide layer4). The alloying layer is composed of 
an intermetallic compound having a discontinuous 
structure and has a high surface resistance due to the 
oxide layer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alloying layer. 
In the case of products to which the hot stamping meth-
od is applied, the automobile industry mainly assem-
bles the products using resistance welding methods 
such as resistance spot welding and projection welding. 
Meanwhile, the high rigidity of hot stamping steel and 
the oxide layer, complex alloying layer cause problems 
during welding5-7). In particular, the FeAl2 phase gen-
erated after welding has high brittleness and decreases 
strength when present at the interface of the weld, and 
the Al-Si coated layer remaining in the corona bond is 
pushed out during welding and acts as a notch when 
breaking, resulting in the quality of the weld. In the 
case of hot stamping steel projection welding, due to 
the complex alloying layer and high rigidity of the ma-
terial, expulsion, welding strength decrease, and avail-
able current range are not secured so, at the work site, 
the coated layer of the weld is physically removed 
through the shot blast process, or the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d are improved through addi-
tional processes such as reinforcing welding using CO2 

welding. Recently, a 1.8 GPa grade Al-Si coated hot 
stamping steel sheet, which is a 30MnB5 steel with an 
additional increase in carbon content, has been devel-
oped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ated lay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existing 1.5 GPa grade hot stamping 
steel sheet. JGüler et al. examined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30MnB5 hot-stamped 
boron steel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11). 
Son et al. analyzed the welding characteristics accord-
ing to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as the welding 
characteristic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C, 
Mn, and B contents. It was reported that the weldability 
deteriorated due to the thickness of the Fe-rich phase of 
the alloying layer heat treated at 950 ℃ as the structure 
of the coated layer and the structure of the alloying lay-
er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
ditions12). However, the results of the study comparing 
the weld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d 
behavior of the alloying layer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ime are not clear.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structure and thickness of the alloying 
layer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the re-
sults on the influence of the welding properties on the 
melting behavior of the alloying layer during welding 
are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research results pre-
sented on how to improve the weldability of 1.8 GPa 
grade hot-stamped boron steel coated with Al-Si are al-
so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he alloying layer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temperature and time) of 
Al-Si coated 1.8 GPa grade hot-stamped boron steel, 
the thickness and contact resistance of the alloying lay-
er were analyzed. After observing the initial melting 
phenomenon of the alloyed layer that was created dif-
ferently according to each heat treatment condition, the 
melting path of the alloying layer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 was compared through the sectional 
analysis of the weld. In addition, the welding character-
istics applied with pre-pulse welding conditions were 
examined.

2. Experimental method

  In this study, a 1.2 mm thick Al-Si coated 1.8 GPa 
grade hot stamping steel sheet was used, and the alloy 
composition of the steel sheet is shown in Table 1. 
Also, Table 2 show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l-Si 
coated steel sheet before and after the hot stamping 
method. Fig. 1 shows the results of observing the mi-
crostructure of steel before and after hot stamping heat 
treatment. In the case of boron steel before heat treat-
ment shown in 1(a),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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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d of ferrite, some pearlite, and martensitic struc-
tures and after heat treatment, a fine needle-like mar-
tensitic structure was formed over the entire area of   
boron steel (Fig. 1(b)). The specimens used in the ex-
periment were fabricated by simulating the hot stamp-
ing method, and the austenitization temperature of 
30MnB5 steel was 810℃ or higher. After heating in an 
electric furnace as in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shown in 2(a), it was transferred to a flat mold with a 
cooling channel and die-quenched for about 1 minute. 
At this time, the surface coated state of hot-stamped 
boron steel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ime is shown (Fig. 2(b)). The welding equipment 

used in the experiment was an Inverter DC stationary 
pneumatic resistance welding machine with a rated ca-
pacity of 100 kvA and a control frequency of 1000 Hz, 
and the cooling water of the electrode was 20℃ and 6.0 
L/min. For the electrode, a dome-type electrode with a 
tip diameter of 6 mm in accordance with the KS B ISO 
5184 standard was used, and the welding conditions 
were fixed at 4 kN of pressing force and 250 ms of 
welding time based on the standard of KS B ISO 
14373. The current condition was used in the range of 
4~7 kA. The dynamic resistance curve was linearized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wt%)

30MnB5
(1.2 mm)

Al B C Cr Mn N Ni Si Ti Fe

0.03 0.0034 0.31 0.21 1.31 0.005 0.038 0.24 0.036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1.8 GPa-grade Al-Si coated hot stamping boron steel

Tensile strength in MPa

As-received Hot-stamped

700 1803

Martensite

Pearlite

Ferrite

(a)

(b)

Fully martensite

μm01

10 ㎛

10 ㎛

Fig. 1 Microstructure for base metals, (a) as-received, 
(b) hot-stamped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1.8 GPa-grade Al-Si 
coated hot stamping boron steel 950 ℃_10 min

930 ℃_10 min

900 ℃_10 min
900 ℃_5 min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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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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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00 ℃_5 min 900 ℃_10 min

930 ℃_10 min 950 ℃_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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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hot-stamping heat treatment process 
(a) heat treatment by temperature, time and (b) re-
sults of the surface condition by heat treat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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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real-time current and voltage monitoring val-
ues   during welding, and to measure the contact resist-
ance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it was 
measured 7 times for each condition with a digital 
ohmmeter device. At this time, after stabilizing the ini-
tial contact resistance through pressurization between 
the electrodes, the pressing force was set to 5 kN and 
the current to 10 A based on the standard of KS C ISO 
18594:2007(E). Only contact resistance values   were 
compared by excluding bulk resistance values. In addi-
tion,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n weldability ac-
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of 1.8 GPa 
grade hot stamping steel sheet, the button diameter was 
measured through a peel test referring to KS C ISO 
14270. Then, the available current interval was set as 
the current that satisfies the minimum button diameter 
of 4√t (t = specimen thickness) or more as the lower 
limit, and the current just before the expulsion occurred 
as the upper limit. Additionally, in order to analyze the 
initial melting phenomenon of welding and the effect 
on the melting behavior of the alloying layer, the inter-
face of the weld at the initial melting was observed us-
ing an optical microscope and Electron Probe Micro 
Analysis(EPMA) analysis was used to observe the 
change of the alloying layer according to the heat treat-
ment conditions. At this time, in consideration of the 
components of the steel material and the coated layer, 
surface mapping was performed for each component of 
Fe, Al, and Si, and the area was imaged under the anal-
ysis conditions of 15 keV, 100nA, and 192 × 144 
resolution.

3. Results and Discussion

3.1 Comparison of weldability according to hot 
stamping heat treatment conditions

  The weldability of Al-Si coated 1.8 GPa grade hot 
stamping steel sheet according to heat treatment con-
ditions is compared in Fig. 3 and as a result of deriving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according to each con-
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according to each heat treatment condition. This 
is a result of the difference in button diameter accord-
ing to the welding current and the current value at 
which expulsion occurs. In the case of the specimen 
heat treated at 900℃_5 min, a button-shaped partial in-
terfacial fracture occurred from a welding current of 4 
kA. After that, a button diameter of 4√t or more was se-
cured under the condition of 5.5 kA or more, and a nar-
row available current section of about 1 kA was se-
cured because expulsion occurred at 7 kA. On the other 
hand, the specimen heat treated at 900℃_10 min did 
not satisfy the button diameter 4√t due to partial inter-

facial fracture at 5 kA, and then since expulsion at 5.5 
kA occurred,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was not 
secured. Also, in the case of the specimens under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of 930℃_10min and 950℃
_10min, interfacial fracture or partial interfacial frac-
ture occurred even under relatively low current con-
ditions, so a perfect button fracture could not be 
produced. The button diameter of 4√t or more was se-
cured at 6 kA for the 930℃_10 min condition and 5 kA 
for the 950℃_10 min condition, respectively, but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was not secured due to the ex-
pulsion phenomenon. In welding conditions of 5 kA 
and 5.5 kA, 950 ℃_10 min heat treatment condition 
has a larger button diameter than 900 ℃_5 min con-
dition at 6 kA welding condition and 930 ℃_10 min 
condition at 900 ℃_5 min condition. It is judged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in the generated resistance heat. 
Fig. 4 shows the results of comparison and observation 
of the fractured weld interface through a peel test after 
welding a specimen manufactured under various heat 
treatment conditions under the same welding condition 
of 5.5 kA. All four heat treatment conditions have par-
tial interfacial fractures, but in the case of the 900 ℃_5 
min condition, partial interfacial fractures including 
brittle fractures occurred biased to one side. In the 
specimen under 900 ℃_10 min, 930 ℃_10 min, 950 ℃
_10min conditions, partial interfacial fracture including 
brittle fracture occurred centered on button fracture. 
The specimen under the condition of 900 ℃_10 min 
had the widest interfacial fracture area, which is 
thought to be due to the micropores occurring in the 
center of the weld affecting the fracture. The diameter 
of the contact surface was the largest at 6.64 mm in the 
900 ℃_5 min condition. At 900 ℃_10 min condition 
of 6.23 mm, 930 ℃_10 min condition of 6.02 m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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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_10 min condition of 5.9 mm, the diameter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as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increased. This is because the structure and 
thickness of the alloying layer differed depending on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and the alloying layer af-
fects the contact resistance of the resistance heating of 
the weld at the initial stage of welding, so the growth 
behavior of the molten portion is different. In order to 
observe the effect on the weldability of the alloying 
layer form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heat treat-
ment conditions, the contact resistance and initial melt-
ing behavior were reviewed in Section 3.2. Addition- 
ally, Fig. 5 shows the hardness distribution of the weld 
section under the 5.5 kA welding condition in which a 

button diameter of 4√t or more was secured under the 
900 ℃_5 min heat treatment condition in which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was normally secured. Both 
the base material and the fusion zone (FZ) were com-
posed of martensitic structures, and the overall hard-
ness was distributed as high as about 550 Hv. In the 
case of the Upper Critical Heat Affected Zone 
(UCHAZ), which rose to above the Ac3 transformation 
line, the maximum was about 590 Hv,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base material. After the temper-
ature rises to below the Ac1 transformation, it is cooled 
and some hardness decreased in the Sub Critical Heat 
Affected Zone (SCHAZ) and the Inter Critical Heat 
Affected Zone (ICHAZ), where tempered martensite 
and ferrite fractions increased due to the tempering 
effect. It was found similar to the hardness results of 
general welds with increasing hardness at the base ma-
terial13,14).

3.2 Analysis of alloy layer properties and contact 
resistance according to heat treatment conditions

  The Al-Si coated layer before the hot stamping heat 
treatment method was applied was about 25-30 μm 
thick, and the typical chemical composition was about 
88% Al, 10% Si, and 2% Fe, and had a melting point of 
about 600 ℃16,17). Fig. 6 shows an optical microscope 
photograph of the alloying layer under the hot stamping 
heat treatment conditions of Al-Si coated boron steel. 
Before the heat treatment, the coating layer was formed 
with a precipitate of about 4-6 μm thick Fe2SiAl7 inter-
metallic compound grown into the Al-Si melt coating 
base18,19). On the other hand, the thickness of the alloy-
ing layer increased through the interdiffusion process 
due to the Kirkendall effect between the Al-Si coated 
layer and the steel during heat treatment, as Fe diffused 
from the base material to the coating layer, a diffusion 
layer in the form of Fe (Al, Si) was formed from the re-
gion where the base material and the coating layer 
contacted. In addition, as the Fe content in the coating 
layer increased, a complex alloying layer was formed 
in the form of an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forming 
a band in the form of FeAl2, Fe2Al5, etc.15,19) At this 
time, as the heat treatment time increased, the Fe com-
ponent of the base material was sufficiently diffused in-
to the alloying layer, and the diffusion layer was 
formed thick. The tendency of the intermetallic com-
pound layer in the form of FeAl2 and Fe2Al5 to expand 
was observed as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increased. In particular, under the heat treatment con-
dition of 950 ℃_10 min, the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was distributed over the entire upper part of the 
diffusion layer, showing simplified alloying layer be-
havior compared to the alloying layer under other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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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ions18,20). for further analysis, As shown in Fig. 7, the 
alloy layer thickness and contact resistance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ime character-
istics of the hot stamping method were compared. Fig. 
7(a) shows the alloying layer thickne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compared to 
the existing Al-Si coated layer. The alloying layer 
thickness increased by about 5~15 µm on average in 
proportion to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ime. 

In addition, Fig. 7(b) shows the contact resistance of 
the alloying layer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
ditions compared to the existing Al-Si coated layer. 
Compared to the contact resistance of the existing Al-Si 
coated layer of about 0.028 mΩ, it increased by about 
15 times at 900 ℃_5 min and 10 min. Under the con-
ditions of 930 ℃_10 min and 950 ℃_10 min, the val-
ues were about 0.70 mΩ and 0.75 mΩ, respectively, 
which were about 20 times higher. Based on Fig. 6, 
This is because the thickness of the alloying layer in-
creased as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ime in-
creased, and the region of the FeAl2, Fe2Al5 inter-
metallic compound layer expanded throughout the al-
loying layer. It is reported that these FeAl2, Fe2Al5- 
based intermetallic compound layers have high elec-
trical resistance and brittleness, as well as a high melt-
ing point of about 1100 to 1300 ℃, which is twice as 
high as the conventional Al-Si coated layer21,22). This 
causes high heat generation in resistance welding using 
the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the contact interface, 
which is expected to adversely affect weldabilities such 
as the expulsion of the weld at low current, the reduc-
tion in the available current range, and the occurrence 
of voids and cracks in the weld. 

3.3 Analysis of the melting behavior of the alloy 
layer at the initial stage of welding and the 
microstructure of the weld

  The contact area for energization in the initial welding 
greatly affects the formation of the corona bond and the 
stable growth of the molten part, and it is essential to 
secure a uniform contact area to obtain a sound weld23,24). 
Fig. 8 is the result of observing the melting behavior of 
the initial alloying layer in the weld within 50 ms of the 
welding time, which is a section where the influence of 
contact resistanc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initial al-
loying layer is dominant. According to each heat treat-
ment condition, the weld interface was compared for 
17-50 ms welding time with a welding current of 5 kA. 
In the case of the 900 ℃_5 min specimen in which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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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ross-sectional optical microscope of intermetallic layer with various heat treat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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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ion did not occur, the alloy layer was uniformly 
melted in 17 m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lten 
portion grew from 50 ms after a sufficient contact area 
and corona bond were secured in 34 ms. However, In 
the case of 900 ℃_10 min, 930 ℃_10 min, 950 ℃_10 
min specimens, it can be seen that the alloying layer 
does not melt uniformly at 17 ms and the molten part 
grows without sufficient contact area and corona bond 
at 33 m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950 ℃_10 min 
specimen, the alloying layer remained in the center of 
the weld without being pushed out to the outer shell of 
the weld even at 50 ms when the melt was formed. The 
difference in the melting behavior of the alloying layer 
at the initial stage of welding is that as the heat treat-
ment conditions increase, the amount of diffusion of the 
Fe component in the alloying layer increases, so that 
the thickness of the alloying layer increases and the 
melting point rises, causing exothermic phenomena.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molten coating layer re-
mained in the center of the molten portion because the 
molten coating layer could not be pushed out to the out-
er shell because the coating layer was not melted prop-
erly at the beginning of welding. Resistance spot weld-
ing uses electrodes to locally generate resistance heat in 
the contacted part inside the plate. Then, A method of 

forming a joint is by melting a plate and applying 
pressure. The dynamic resistance curve is a graph ob-
tained by comparing the change in resistance with time 
and linearizing it with the sum of the initial contact re-
sistance and the bulk resistance during the welding 
tim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ndirectly analyze the 
phenomena occurring during welding, such as the ini-
tial melting behavior, heat generation, and expulsion. In 
order to compare the effect of the intermetallic com-
pound of the alloying layer changed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on the weldability, the dy-
namic resistance curve was measured under the same 
welding condition of 5.5 kAd as shown in Fig. 9. As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ime increased, the 
initial dynamic resistance value was higher, and ex-
pulsion occurred at about 160 ms for the 900 ℃_10 
min specimen, about 100 ms for the 930 ℃_10 min 
specimen, and about 75 ms for the 950 ℃_10 min 
specimen. This is because as the heat treatment con-
ditions increase, the amount of Fe diffused into the 
coating layer increases and as the thickness of the al-
loying layer increases and the Fe-Al-Si compound in-
creases, a sufficient contact area was not secured at the 
weld interface, and high heat was generated from the 
beginning of welding, resulting in unstable growth of 

Weld time
Heat treatment condition

900 ℃ _ 5 min 900 ℃ _ 10 min 930 ℃ _ 10 min 930 ℃ _ 10 min

17 ms

33 ms

Corona bond

Extruded 
intermetallic layer

Expulsion

50 ms

Fig. 8  Intermetallic layer melting behavior in the faying surface (weld current 5.5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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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lt. Fig. 10 shows the result of observing the weld 
section after welding under the same conditions at the 
same welding current of 5.5 kA. In all specimens under 
all conditions, the nugget had a slanted shape. Due to 
the high rigidity of 1.8 GPa grade hot stamping steel, 

melting started in one direction, and the deformation of 
the indentation was unbalanced. For the 900 ℃_5 min 
specimen, the nugget diameter was about 5.3 mm, so 
the melting area was sufficiently secured, and no pores 
were observ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900 ℃_10 min, 930 ℃_10 min, and 950 ℃_10 min 
specimens, expulsion occurred, so that the melt escaped 
to the outer shell of the corona bond, and pores at the 
center of the weld were observed. The size of the nug-
get diameter decreased because the contact area was 
not sufficiently secured due to the expulsion phenom-
enon and the alloying layer. In addition, the alloying 
layer remained in the form of a film in the corona bond 
portion of the specimen, and as the heat treatment tem-
perature and time increased, the thickness of the re-
maining alloying layer in the outer shell portion gradu-
ally increased. Additionally. In Fig. 11, the composition 
of the remaining alloying layer was observed using the 
EPMA analysis. Although not observed at 900 ℃_5 
min, an intermetallic layer was observed at the inter-
face between the molten zone and the heat-affected 
zone under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of 900 ℃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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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ross-sections of periphery of welds (a) OM image, (b) EPMA mapping of element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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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and 930 ℃_10 min. Fig. 11(a) is the result of en-
larged observation of the section of the weld where in-
termetallic compounds were observed, and Fig. 11(b) is 
the result showing the compositional analysis of inter-
metallic compounds using EPMA mapping. When it 
was confirmed that Al and Si components were high 
and Fe components were low in both 900 ℃_10 min 
and 930 ℃_10 min in the intermetallic compound, it 
was determined that the Al-Si coated layer was an al-
loying layer in which Fe was diffused during heat 
treatment. When the Al and Si components appearing 
in the Fe-Al-Si compound generated from the 900 ℃
_10 min specimen and the 930 ℃_10 min specimen 
were compared, the Al and Si components showed high 
strength in the 900 ℃_10 min specimen. In the case of 
the intermetallic compound of the 900 ℃_10 min 
specimen, an alloying layer was formed during the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process, which escaped 
to the outer shell of the molten part. The intermetallic 
compound generated in the 930 ℃_10 min specimen 
was formed differently between the fusion zone and the 
heat-affected zone because some alloying layer, which 
did not have sufficient fluidity at the beginning of 
welding, did not escape to the outer shell of the weld 
and remained near the nugget.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hardness of the intermetallic compound using a 
Micro Vickers hardness tester, the intermetallic com-
pound of the 900 ℃_10 min specimen was 375.4 Hv, 
and the 930 ℃_10 min specimen was 379.2 Hv, which 
was similar to the hardness of the ICHAZ part. Judging 
from the results of the above-mentioned fracture mode 
(Fig. 4), since the Fe-Al-Si intermetallic compound has 
brittle properties, in the case that the Al-Si coated 1.8 
GPa class hot plate with relatively high material 
strength. When fractured, the fracture did not occur in 
the ICHAZ part and was formed between the corona 
bond interface and the molten zone and the heat-af-
fected zone and acted as a notch. so, the type of inter-
facial fracture was different according to each heat 
treatment condition8,25).

3.4 Comparison of Welding Characteristics by 
Preheating and Current Application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pre-pulse has the effect of minimizing the influ-
ence by pushing the coating layer from the center of the 
weld to the outer shell at the beginning of welding and 
securing a large contact area at the beginning of weld-
ing26-29). Fig. 12 shows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to confirm the effect of pre- 
pulse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based 
on the welding conditions with pre-pulse applied. The 

preheating and energization conditions used in the ex-
periment did not cause melting, referring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was 
compared by selecting the condition of 8 kA and 33 ms 
as a relatively short welding time and a relatively high 
current condition where the alloying layer is pushed out 
of the weld zone to secure a large contact area26). 
Compared to the single energization condition, the size 
of the button diameter was increased at the lower limit 
current of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and a wide 
available current section was secured under the con-
dition that the heat treatment condition was not ex-
cessive (900 ℃_5 min). In the case of the 900 ℃_5 
min specimen, where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was 
secured only under the single energization condition, a 
larger button diameter could be secured compared to 
the single energization condition. However, among the 
specimens for which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was 
not secured under the energization condition, only the 
900 ℃_10 min condition satisfies 4√t under the 5 kA 
welding condition, thereby securing a part of the avail-
able current section. In the case of the 930 ℃_10 min 
and 950 ℃_10 min specimens, it was found that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was not secured as expulsion 
occurred even under low current conditions. This is be-
cause the temperature and time for Fe to diffuse into 
the Al-Si coated layer are sufficient, and In the case of 
having a relatively thick alloying layer, a portion of the 
alloying layer at the interface of the weld could not be 
pushed out to the outer shell of the weld in the form of 
a film even when preheating and energizing conditions 
were used. Because of this, it is judged that the ex-
pulsion phenomenon occurred because the growth of 
the molten part was unstable because a sufficient con-
tact area was not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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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alloying layer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temperature and time) of 1.8 GPa 
grade hot-stamped boron steel plated with Al-Si was 
compared and analyzed. By comparing the weld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
ditions, the initial melting of the alloy layer and the 
melting behavior after welding were analyzed. Also, 
the welding characteristics applying pre-pulse welding 
conditions were examined.
  1)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available current sec-
tion for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of the Al-Si coat-
ed 1.8 GPa grade hot stamping steel shee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This is the result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button diameter according to the 
welding current and the current value at which the ex-
pulsion occurs. 
  2) the thickness of the alloying layer increased during 
the hot stamping heat treatment, As Fe diffused from 
the base material to the coating layer, a diffusion layer 
in the form of Fe (Al, Si) was formed from the region 
where the base material and the coating layer contacted. 
As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ime increased, 
the thickness of the alloying layer increased, and the re-
gion of the FeAl2, Fe2Al5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expanded throughout the alloying layer.
  3) As the hot stamping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ime increase, the amount of diffusion of Fe compo-
nents in the alloying layer increases, increasing the 
thickness of the alloying layer. The melting point in-
creased, causing an exothermic phenomenon. According 
to each heat treatment con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melting of the coating layer at the initial welding,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weldability due to the 
melting behavior of the initial coating layer, such as not 
being able to escape to the outside.
  4) The result of comparing the available current sec-
tion by selecting the welding conditions of 8 kA, 33 ms 
referring to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is that the 
size of the button diameter increased at the lower limit 
current of the available current section compared to the 
single energized condition and wide range of available 
current was secured under conditions where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were not excessive (900 ℃_5 min). 
This is achieved by using preheating and energization 
conditions when the alloying layer has a relatively big 
thickness due to sufficient temperature and time for Fe 
to diffuse into the Al-Si coated layer. Besides, it pro-
motes the melting of the alloying layer at the interface 
of the weld and easily escapes to the outer shell of the 
weld in the form of a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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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인 환경규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수송기기에

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

과 연비에 한 규제강화로 국내외 자동차 산업에서 하

이 리드/ 기/수소 연료 지 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 

동력 자동차의 다양한 부품에 한 기술개발이 활발하

게 진행 이다1). 특히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

리를 확보하기 해 요소 부품에 한 경량화가 필수

이다. 이를 해서는 알루미늄(Aluminum, Al), CFRP 

등의 경량소재를 용하는 방안과 기존 강재의 강도를 

높여 두께를 감소할 수 있는 고장력강 을 용하는 

방안에 한 차체경량화 기술이 진 으로 고도화되고 

있다2). 하지만 알루미늄과 CFRP와 같은 경량소재 

용에 있어 값비싼 소재  생산성 등으로 부품에 한 

용부담이 지 않고, 특히 이종 합에 한 고가의 

설비투자  품질확보방안 등의 문제 으로 인하여 

고장력 강 을 사용한 경량화 부품 용방안이 각 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장력강 을 부품제작에 용

할 경우, 소재의 높은 강성으로 인해 성형시 스 링백 

상이 발생하고 냉간성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 이 두된다. 이를 극복하기 해 고온에서 

성형과 냉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핫스탬핑 공법을 통해 

부품  제품이 제작된다. 핫스탬핑 공법은 약 400~ 

500 MPa  강 을 900~950 ℃의 높은 온도에서 

형을 활용하여 성형과 냉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공법

으로 고온산화  탈탄을 방지하기 해 강  표면에 

내식성이 우수한 Al을 강 표면에 도 하며 도 시 합

상 생성억제를 해 7~11%의 Si을 일부 첨가한다3). 

이때 약 900~950 ℃의 높은 온도에서 성형되는 핫스

탬핑 공법상에서 도 층  모재(base metal) 성분 

간의 상호확산으로 인하여 Fe-Al-Si 간화합물 층이 

생성된다. 핫스탬핑 공법후 표면 합 화층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며 합 화층 표면은 알루미늄 산

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4). 합 화층은 불연속 구조의 

속간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 합 화층 표면에 생성

된 산화층으로 인하여 표면 항이 높다. 핫스탬핑 공

법이 용된 제품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서 주로 항 

용 , 로젝션 용  등 항 용  공법을 이용해 제

품을 조립하며 핫스탬핑 강재의 높은 강성과 산화층  

복잡한 합 화층은 용 시 문제 을 유발한다5-7). 특

히, 용  후에 생성되는 FeAl2 상은 높은 취성을 갖고 

용 부 계면에 존재할 경우 강도를 하시키고 용 시 

외각으로 려나 코로나 본드(corona bond)에 잔존하

는 Al-Si 도 층은 단 시 노치로 작용하여 용 부의 

품질을 해 한다8). 핫스탬핑강 로젝션 용 의 경우 

복잡한 합 화층과 소재의 높은 강성에 의해 비산 상, 

용착강도 하, 가용 류구간이 확보되지 않아 작업 

장에서는 Shot blast 공정을 통해 물리 으로 용 부

의 도 층을 제거하여 작업을 하거나, CO2 용 을 이

용한 보강용  등 추가 공정을 통해 용 부 특성  물

성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탄소의 함량을 추가 으로 증가시킨 30MnB5 

강종인 1.8 GPa 의 Al-Si 도 된 핫스탬핑 강 이 

개발되어졌고, 도 층의 성분은 기존 1.5 GPa  핫스

탬핑 강 과 동일하다9,10). JGüler 등은 30MnB5 핫

스탬핑 보론강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기계

 물성을 고찰하 다11). Son 등은 C, Mn,  B 함

량의 증가에 따라 용 특성이 하되어 열처리 온도에 

Al-Si 도금된 1.8 GPa급 핫스탬핑 보론강의

열처리 조건이 저항 점 용접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Heat Treatment Conditions on Resistance Spot Weldability 
of 1.8 GPa-grade Al-Si Coated Hot Stamping Bor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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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용 특성을 분석하 고, 열처리 조건에 따른 도

층의 구조  합 화층의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950℃

에서 열처리한 합 화층의 Fe-rich상의 두꺼운 두께로 

인하여 용 성이 하된다고 보고하 다12). 하지만 열

처리 온도  시간에 따라 합 화층의 변화거동에 따른 

용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 한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열처리 조건에 따라 합 화층의 구조  두께의 차이로 

인하여 용 시 합 화층의 용융거동에 한 용 특성 

향에 한 결과가 부족하다. 한 Al-Si 도 된 1.8 

GPa  핫스탬핑 보론강의 용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해 제시된 연구결과 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Si 도 된 1.8 GPa  핫

스탬핑 보론강의 열처리 조건(온도와 시간)에 따른 합

화층에 하여 비교·분석하기 하여 합 화층의 두

께  항 분석을 실시하 고, 각각의 열처리 조

건에 따라 상이하게 생성된 합 화층의 기 용융 상

을 찰한 후, 용 부 단면분석을 통하여 열처리 조건

에 따른 합 화층의 용융경로에 하여 비교해보았다. 

한 열통 (pre-pulse) 용 조건을 용한 용 특

성에 하여 고찰해보았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1.2 mm 두께의 Al-Si 도 된 1.8 

GPa  핫스탬핑 강 을 사용하 으며, 강 의 합  조

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한, Table 2에는 Al- 

Si 도 강 의 핫스탬핑 공법 후의 기계  물성을 나

타내었다. Fig. 1은 핫스탬핑 열처리 후 강재의 미

세조직을 찰한 결과이다. Fig. 1(a)에 나타낸 열처

리  보론강의 경우 페라이트와 일부 펄라이트, 마르

텐사이트 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 고, 열처리 후의 

보론강은 미세한 침상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역에 

걸쳐 형성되었다(Fig. 1(b)).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핫

스탬핑 공법을 모사하여 제작된 시편으로 30MnB5 강

재의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인 810℃ 이상의 조건으로 

Fig. 2(a)에 나타낸 열처리조건과 같이 기로에서 가

열후, 냉각 채 이 있는 평 형으로 옮겨 약 1분간 

다이 퀜칭을 하 다. 이때 열처리 온도  시간에 따른 

핫스탬핑 보론강의 표면 도  상태를 나타내었다(Fig. 

2(b)). 실험에 사용된 용  장비는 격 용량 100 kvA, 

제어주 수 1000 Hz의 Inverter DC 정치식 공압 

항 용 기를 사용하 고, 극의 냉각수는 20℃, 6.0 

L/min으로 하 다. 극은 KS B ISO 5184 규격에 

의거한 선단경 6 mm 원형 타입(dome type) 극을 

사용하 으며, 용 조건은 KS B ISO 14373의 규격

을 근거로 하여 가압력 4kN, 용 시간 250ms로 고정

하 고 류조건은 4~7 kA의 범 를 사용하 다. 동

항 곡선은 용  시 실시간으로 류, 압을 모니터

링한 값을 통하여 선형화 하 으며, 열처리 조건에 따

른 항을 측정하기 해서 디지털 옴미터(digital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wt%)

30MnB5
(1.2 mm)

Al B C Cr Mn N Ni Si Ti Fe

0.03 0.0034 0.31 0.21 1.31 0.005 0.038 0.24 0.036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1.8 GPa-grade Al-Si coated hot stamping boron steel

Tensile strength in MPa

As-received Hot-stamped

700 1803

Martensite

Pearlite

Ferrite

(a)

(b)

Fully martensite

μm01

10 ㎛

10 ㎛

Fig. 1 Microstructure for base metals, (a) as-received, 
(b) hot-stamped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1.8 GPa-grade Al-Si 
coated hot stamping bor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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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meter) 장비로 각각 조건에 하여 7회씩 측정하

다. 이때 극 간의 가압을 통한 기 항의 안

정화 작업을 실시한 후에 KS C ISO 18594:2007 

(E)의 규격에 의거한 측정 기 을 바탕으로 가압력을 

5 kN, 류를 10 A로 설정하 으며, 강재의 벌크 항

(bulk resistance) 값을 배제하여 항(contact 

resistance) 값만을 비교하 다. 한 1.8 GPa  핫

스탬핑 강 의 열처리조건에 따라 용 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KS C ISO 14270을 참조하여 필 

시험(peel test)을 통해 버튼경을 측정하 으며, 최소 

버튼경 4√t (t = 시편두께) 이상을 만족하는 류를 

하한 류로, 간날림이 발생하기 직 의 류를 상한

선으로 가용 류구간을 설정하 다. 추가 으로 용

기 용융 상과 합 화층의 용융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해 학 미경을 이용해 용융 기 용 부 계

면을 찰하 고, 열처리조건에 따라 합 화층의 변화를 

찰하기 해서 EPMA(Electron Porbe Micro Analysis) 

분석을 사용하 다. 이때 강재와 도 층의 성분을 고려

하여 Fe, Al, Si 각각의 성분들에 한 면 분석(Ma- 

pping)을 진행하 고, 15 keV, 100nA, 192 × 144 

분해능의 분석조건으로 역을 이미지화하 다. 

3. 결과  고찰

3.1 핫스탬핑 열처리 조건에 따른 용 성 비교

  Al-Si 도 된 1.8 GPa  핫스탬핑 강 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용 성을 Fig. 3에서 비교하여 각각의 조

건에 따른 가용 류구간을 도출한 결과, 각각의 열처리 

조건에 따라 가용 류구간에 차이가 발생하 다. 이는 

용 류에 따른 버튼경 차이  비산 상(expulsion)

이 발생하는 류값에 기인한 결과이다. 900℃_5 min

에서 열처리된 시편의 경우 4 kA의 용 류에서부터 

버튼형태의 부분계면 단(partial interfacial frac-

ture)이 발생하 다. 이후 5.5 kA 이상의 조건에서 4√t 

이상의 버튼경을 확보하 고, 7 kA에서 비산 상이 발

생하여 약 1 kA 정도의 좁은 가용 류구간이 확보되었

다. 반면 900℃_10 min에서 열처리된 시편은 5 kA

에서 부분계면 단이 발생하여 버튼경 4√t를 만족하

지 못하 고, 이후 5.5 kA에서 비산 상이 발생하여 

가용 류구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한 930℃_10 min 

 950℃_10 min 열처리 조건의 시편의 경우 비교  

낮은 류 조건에서도 계면 단(interfacial fracture) 

는 부분계면 단이 발생하여 완벽한 버튼 단을 생성

하지 못하 다. 각각 930℃_10 min 조건은 6 kA, 

950℃_10 min 조건은 5 kA에서 4√t 이상의 버튼경

950 ℃_10 min

930 ℃_10 min

900 ℃_10 min
900 ℃_5 min

Te
m

pe
ra

tu
re

 ( 
℃

)

Time (min)
(a)

900 ℃_5 min 900 ℃_10 min

930 ℃_10 min 950 ℃_10 min

(b)

Fig. 2 Schematic of hot-stamping heat treatment process 
(a) heat treatment by temperature, time and (b) re-
sults of the surface condition by heat treat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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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 current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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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_ 10 min
950 ℃ _ 10 min: Expulsion

4√t

Fig. 3 Comparison of weldable current range for various 
1.8 GPa-grade hot stamping steels with heat treat-
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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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보되었으나 비산 상이 발생하여 가용 류구간이 확

보되지 않았다. 5 kA, 5.5 kA의 용 조건에서 950 ℃_ 

10 min 열처리 조건은 900 ℃_5 min조건보다 6 kA 

용 조건에서 930 ℃_10 min조건은 900 ℃_5 min

조건보다 큰 버튼경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용

부에서 발생되는 항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결과

로 단된다. 

  Fig. 4는 다양한 열처리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을 

5.5 kA 의 동일한 용 조건으로 용  후 필 시험을 

통해 단된 용 부 계면을 비교 찰한 결과이다. 4가

지 열처리 조건에서 모두 부분계면 단 형태를 갖고 있

으나, 900 ℃_5 min조건 시편의 경우 취성 단을 포

함한 부분계면 단이 한쪽에 치우쳐 발생하 고, 900 ℃

_10 min,930 ℃_10 min, 950 ℃_10 min 조건의 

시편은 버튼 단을 심으로 취성 단을 포함한 부분계

면 단이 발생하 다. 900 ℃_10 min 조건 시편은 계

면 단 면 이 가장 넓게 찰되었는데, 이는 용 부 

심에서 발생한 미세기공이 단에 향을 미친 것으

로 단된다. 면의 직경은 900 ℃_5 min 조건 

6.64 mm로 가장 컸으며, 900 ℃_10 min 조건 6.23 

mm, 930 ℃_10 min 조건 6.02 mm, 950 ℃_10 

min 조건 5.9 mm 로 열처리 조건이 높아질수록 직경

이 어드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열처리 조건에 따라 

합 화층의 구조  두께에 차이가 발생하 고 합 화

층은 용 기 용 부 항발열의 항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융부 성장거동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열처리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된 합 화층이 용

성에 미치는 향을 찰하고자 항  기용융

거동에 해 3.2 부터 고찰해보았다. 추가 으로 Fig. 

5에는 정상 으로 가용 류구간이 확보된 900 ℃_5 

min 열처리 조건에서 4√t 이상의 버튼경을 확보한 

5.5 kA 용 조건에서의 용 부 단면의 경도분포를 나

타내었다. 모재와 용융부(fusion zone, FZ)에서 모두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체 으로 경도가 약

550 Hv로 높게 분포하 으며, Ac3 변태선 이상까지 

상승한 Upper Critical Heat Affected Zone 

(UCHAZ) 경우 최  약 590 Hv로 모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Ac1 변태 이하까지 온도 상승 후 냉각

되어 템퍼링 효과에 의해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페라이

트 분율이 증가된 Sub Critical Heat affected Zone 

(SCHAZ), Inter Critical Heat affected Zone 

(ICHAZ)에서 일부 경도가 감소하 다가 모재부에서 

경도가 증가하는 일반 인 용 부의 경도 결과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13,14).

3.2 열처리 조건에 따른 합 화층 특성  
항 분석

  핫스탬핑 열처리 공법이 용되기 이 의 Al-Si 도

층은 약 25-30 ㎛ 두께로 형 인 화학 조성은 약 

88% Al, 10% Si, 2% Fe로 약 600 ℃의 융 을 가

진다16,17). Fig. 6은 Al-Si 도 된 보론강의 핫스탬핑 

열처리 조건에 한 합 화층의 학 미경(optical 

microscope) 사진을 나타내었다. 열처리  도 층은 

약 4-6 ㎛ 두께의 Fe2SiAl7의 속간화합물이 Al-Si 

용융도  기지내로 성장한 침 물과 함께 형성되었고, 

기 과 도 층이 맞닿은 역에서는 Fe-Al 합 화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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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acture mode of peel test specimen (weld current :
5.5 kA, weld time : 25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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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2Al5, FeAl3)이 얇게 분포하는 특성을 가졌다18,19). 

반면 열처리 동안 Al-Si 도 층과 강재 사이의 커 달 

효과(Kirkendall effect)에 의한 상호 확산 과정을 통

해 합 화층의 두께는 증가하 고, Fe가 모재로부터 

도 층으로 확산되면서 모재와 도 층이 맞닿는 역에

서부터 Fe(Al, Si) 형태의 확산층(diffusion layer)을 

형성하 다. 한 도 층 내의 Fe 함량이 증가하면서 

FeAl2, Fe2Al5와 같은 형태의 속간화합물층이 띠를 

이루고 있는 형태의 복잡한 합 화층이 형성되었다
15,19). 이때 열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재의 Fe 성분

이 충분히 합 화층 내로 확산됨에 따라 확산층은 두껍

게 형성되었으며,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FeAl2, 

Fe2Al5 형태의 속간화합물층은 확장되는 경향이 

찰되었다. 특히 950 ℃_10 min 열처리 조건에서는 확

산층 상부 역에 걸쳐 속간화합물층이 분포하여 

다른 조건에 한 합 화층 비 단순화된 합 화층 거

동을 보 다18,20).

 추가 인 분석을 해 Fig. 7과 같이 핫스탬핑 공법

의 열처리 온도  시간 특성에 따른 합 화층 두께  

항에 하여 비교해보았다. Fig. 7(a)는 기존 

Al-Si 도 층 비 열처리 조건에 따른 합 화층 두께 

특성으로 열처리 온도  시간에 비례하여 합 화층 두

께는 평균 약 5~15 µm정도 증가하 다. 한, Fig 

7(b)는 기존 Al-Si 도 층 비 열처리 조건에 따른 

합 화층의 항에 한 특성으로 기존 Al-Si 도

층의 항 값인 약 0.028 mΩ 비 900 ℃_5 

min, 10 min 조건에서는 약 15배 가량 증가하 고, 

930 ℃_10 min, 950 ℃_10 min 조건에서는 각각 

약 0.70 mΩ, 0.75 mΩ 값으로 약 20배 이상으로 높

게 측정되었다. 이는 Fig. 6을 토 로 보았을 때, 열처

리 온도  시간이 증가할수록 합 화층의 두께가 증가

하 고, FeAl2, Fe2Al5 속간화합물층의 역이 합

화층 반에 걸쳐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FeAl2, 

Fe2Al5 기반의 속간화합물층은 기존 Al-Si 도 층 

비 2배 가량 높은 약 1100~1300 ℃의 높은 융

과 더불어 높은 기 항  취성 특성을 가진다고 보

고되어 있다21,22). 이는  계면의 항특성을 이용

하는 항 용 에서는 높은 발열을 야기시켜 류에

서 용 부 비산 상 발생, 가용 류구간 감소  용

부 기공  균열 발생 등 용 성에 악 향을 미칠 것으

로 단된다.

Heat treatment condition

As-received 900 ℃ _ 5 min 900 ℃ _ 10 min 930 ℃ _ 10 min 950 ℃ _ 10 min

Fe2SiAl7

Al + Si

Fe2Al5, FeAl3

Steel

Fe(Al, Si)

Fe2SiAl2

Fe(Al, Si)
Fe(Al, Si)

FeAl2 / Fe2Al5

Fe(Al, Si)

FeAl2 / Fe2Al5

Fig. 6 Cross-sectional optical microscope of intermetallic layer with various heat treat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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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  기 합 층 용융 거동  용 부 
미세조직 분석

  용  기 통 을 한 면 은 코로나 본드의 형

성과 용융부의 안정 인 성장에 많은 향을 미치며 건

한 용 부를 얻기 해서는 균일한 면 의 확보

가 필수 이다23,24). Fig. 8은 기 합 화층의 향으

로 인한 항의 향이 지배 인 구간인 용 시간 

50 ms 이내 용 부 기 합 화층의 용융거동을 찰

한 결과이다. 각각의 열처리 조건에 따라 용 류 5 

kA 로 17~50 ms 용 시간동안의 용 부 계면을 비

교해보았다. 비산 상이 발생하지 않은 900 ℃_5 min 

시편의 경우 17 ms에서 합 층이 균일하게 용융되어 

34 ms에서 충분한 면 과 코로나 본드가 확보된 

후 50 ms부터 용융부가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 900 ℃_10 min, 930 ℃_10 min, 950 ℃_ 

10 min 시편의 경우 17 ms에서 합 화층이 균일하게 

용융되지 못하고 33 ms에서 충분한 면 과 코로

나 본드가 확보되지 않은 채 용융부가 성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950 ℃_10 min 시편의 경우 

용융물이 형성되는 50 ms에서도 용융부 심에 합

화층이 용 부 외각으로 려나지 않고 용 부 심에 

잔존하 다. 이러한 용  기 합 화층 용융 거동의 

차이는 열처리 조건이 증가함에 따라 합 화층에 Fe 

성분이 확산되는 양이 증가하여 합 화층의 두께가 증

가하고, 용융 이 상승하여 발열 상을 야기한다. 따라

서 용 기에 도 층의 용융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

아 용융된 도 층이 외각으로 려나가지 못하여 용융

부 심에 잔존된 것으로 단된다.

  항  용 은 극을 이용하여 재 내부의 된 

부분에서 국부 으로 항열을 발생시켜 재를 용융시

키고 압력을 가해 합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동 항 

곡선은 시간에 따른 항값의 변화를 비교하여 기의 

항과 용 시간동안의 벌크 항의 합으로 선형화

한 그래 이다. 따라서 기의 용융거동  발열 상 

 비산 상 등 용  에 발생하는 상들을 간 으

로 분석할 수 있다. 열처리 조건에 따라 변화한 합 화

층의 속간화합물이 용 성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기 

해 동일한 5.5 kA의 용 조건에서 동 항 곡선을 

측정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  시간

이 증가할수록 기 동 항 값이 높게 나타났고, 900 

℃_10 min 시편은 약 160ms, 930 ℃_10 min 시편

은 약 100 ms, 950 ℃_10 min 시편은 약 75 ms에

서 비산 상이 발생하 다. 이는 열처리 조건이 증가 

Weld time
Heat treatment condition

900 ℃ _ 5 min 900 ℃ _ 10 min 930 ℃ _ 10 min 930 ℃ _ 10 min

17 ms

33 ms

Corona bond

Extruded 
intermetallic layer

Expulsion

50 ms

Fig. 8  Intermetallic layer melting behavior in the faying surface (weld current 5.5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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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Fe가 도 층으로 확산되는 양이 많아져 합 화

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Fe-Al-Si 의 화합물이 증가함

에 따라 용 부 계면에서 충분한 면 을 확보하지 

못하고 용  기부터 높은 발열이 발생하여 용융물의 

성장이 불안정하 기 때문이다.

  Fig. 10은 동일한 용 류 5.5 kA에서 동일한 조

건으로 용  후 용 부 단면을 찰한 결과이다. 모든 

조건의 시편에서 겟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형상을 갖

고 있는데 이는 1.8 GPa  핫스탬핑강의 높은 강성

으로 인해 용융이 편방향으로 시작되어 압흔의 변형이 

불균형 인 형태를 보 다. 900 ℃_5 min 시편은 

겟경이 약 5.3 mm 정도로 용융면 이 충분히 확보되

었고, 기공은 찰 되지 않았다. 반면 900 ℃_10 min, 

930 ℃_10 min, 950 ℃_10 min 시편의 경우 비산

상이 발생하여 용융물이 코로나 본드 외각으로 빠져

나간 상과 용 부 심의 기공을 찰 할 수 있었으

며 비산 상과 합 화층에 의해 충분히 면 을 확

보하지 못하여 겟경의 크기가 감소하 다. 한 시편

의 코로나 본드부에서 합 화 층이 필름형태로 잔존해 

있었으며, 열처리 온도  시간이 증가할수록 외각부의 

잔존한 합 화층의 두께가 차 으로 두꺼워졌다. 추

가 으로 Fig. 11에서는 EPMA 기법을 이용해 잔존

하는 합 화층의 성분을 찰해 보았다. 900 ℃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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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ynamic resistance curve with weld time for vari-
ous 1.8 GPa-grade hot stamping steels with heat 
treatment conditions (weld current 5.5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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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조건에서는 찰되지는 않았지만, 열처리 조건이 

900 ℃_10 min, 930 ℃_10 min 조건에서 용융부와 

열 향부 사이 계면에서 속간화합물로 추정되는 층이 

찰되었다. Fig. 11(a)는 속간화합물이 찰된 용

부 단면을 확 하여 찰한 결과이고, Fig. 11(b)는 

EPMA 면 분석을 이용해 속간화합물의 성분분석을 

나타낸 결과이다. 900 ℃_10 min, 930 ℃_10 min 

모두 속간화합물에서 Al, Si 성분이 높게 나타나고, 

Fe 성분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 을 때, Al-Si 

도 층이 열처리 되면서 Fe가 확산된 합 화층으로 

단된다. 900 ℃_10 min 시편과 930 ℃_10 min 시

편에서 발생한 Fe-Al-Si 화합물에 나타나는 Al과 Si 

성분을 비교했을 때 900 ℃_10 min 시편에서 Al과 

Si 성분의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900 ℃_10 min 

시편의 속간화합물의 경우 합 화층이 용융부 외각으

로 빠져나가는 과정에 형성되었고, 930 ℃_10 min 시

편에서 발생한 속간화합물은 용 기에 충분한 유동

성을 갖지 못한 일부 합 화층이 용 부 외각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겟 근처에 잔존하여 용융부와 열 향

부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속간화합물이 형성된 치

가 상이하 다. Micro Vickers 경도기를 사용하여 

속간화합물의 경도 측정결과 900 ℃_10 min시편의 

속간화합물은 375.4 Hv, 930 ℃_10 min 시편은 

379.2 Hv로 ICHAZ부의 경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앞에서 언 된 단모드(Fig. 4)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Fe-Al-Si 속간화합물은 취성(brittle) 특성

을 갖기 때문에 소재 강도가 비교  높은 Al-Si 도

된 1.8 GPa  핫스탬핑강의 경우 단 시 ICHAZ부

에서 단이 발생되지 않고 코로나본드 계면과 용융부

와 열 향부 사이에 형성되어 노치로 작용하여 각각의 

열처리 조건에 따라 계면 단의 형태가 상이했다8,25).

3.4 열통  용에 따른 용 특성 비교

  선행연구에 따르면 열통 은 용 기 도 층을 용

부 심에서 외각으로 어내 향을 최소화 하고 용

기 넓은 면 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26-29). Fig. 12는 열통 을 용한 용

조건을 기 으로 열처리 조건에 따른 열 통 의 

향을 확인하기 해 가용 류구간을 비교한 결과이다. 

실험에 사용된 열통  조건은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

여 용융이 발생하지 않고, 합 화층이 용 부 외각으로 

려나 넓은 면 을 확보할 수 있는 비교  짧은 용

 시간과 비교  높은 류조건으로 8 kA, 33 ms의 조

건을 선정하여 가용 류구간을 비교해보았다26).

  단통  조건에 비하여 가용 류구간의 하한선 류에

서 버튼경의 크기가 증가하 고, 열처리 조건이 과하지 

않은 조건(900 ℃_5 min)에서는 넓은 가용 류구간을 

확보하 다. 단통  조건만으로도 가용 류 구간이 확

보되는 900 ℃_5 min 시편의 경우 단 통  조건에 비

해 더 큰 버튼경을 확보 할 수 있었고, 단통  조건으

로 가용 류 구간이 확보되지 않은 시편  900 ℃_ 

10 min 조건만이 5 kA 용  조건에서 4√t를 만족하

여 가용 류 구간이 일부 확보되었다. 930 ℃_10 

min, 950 ℃_10 min 시편의 경우 낮은 류 조건에

서도 비산 상이 발생하면서 가용 류 구간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e가 Al-Si 도 층에 확

산될 수 있는 온도와 시간이 충분하여 비교  두꺼워진 

합 화층을 갖는 경우 열통  조건을 사용해도 용

부 계면에서 합 화층 일부는 필름형태로 용 부 외각

으로 려나지 못하 고, 이로 인해 충분한 면 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융부의 성장이 불안정하여 

비산 상이 발생하 다고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Si 도 된 1.8 GPa  핫스탬핑 

보론강의 열처리 조건(온도와 시간)에 따른 합 화층에 

하여 비교·분석하고, 열처리 조건에 따라 용 특성을 

비교하여 합 화층의 기 용융 상  용 후 용융거

동에 하여 분석해보았다. 한 열통 (pre-pulse) 

용 조건을 용한 용 특성에 하여 고찰해보았다.

  1) Al-Si 도 된 1.8 GPa  핫스탬핑 강 의 열처

리 조건에 따른 가용 류구간을 비교한 결과, 열처리 조

건에 따라 가용 류구간에 차이가 발생하 다. 이는 용

류에 따른 버튼경에 차이  비산 상(expulsion)

이 발생하는 류값에 기인한 결과이다

  2) 핫스탬핑 열처리 동안 합 화층의 두께는 증가하

4.5 5.0 5.5 6.0 6.5
2.5

3.0

3.5

4.0

4.5

5.0

5.5

Bu
tto

n 
di

am
et

er
 (m

m
)

Weld current (kA)

: Expulsion

4√t

900 ℃ _ 5 min
900 ℃ _ 10 min
930 ℃ _ 10 min
950 ℃ _ 10 min

Fig. 12 Comparison of weldable current range using pre 
heat current wel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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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Fe가 모재로부터 도 층으로 확산되면서 모재와 

도 층이 맞닿는 역에서부터 Fe(Al, Si) 형태의 확산

층(diffusion layer)을 형성하 다. 열처리 온도  시

간이 증가할수록 합 화층의 두께가 증가하 고, FeAl2, 

Fe2Al5 속간화합물층의 역이 합 화층 반에 걸

쳐 확장되었다.

  3) 핫스탬핑 열처리 온도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합 화층에 Fe 성분이 확산되는 양이 증가하여 합 화

층의 두께가 증가하고, 용융 이 상승하여 발열 상을 

야기하 다. 각각의 열처리 조건에 따라 용 기에 도

층의 용융의 차이가 발생하 고, 외각쪽으로 빠져나

가지 못하는 등 기 도 층의 용융거동으로 인하여 용

성에 차이가 발생하 다.

  4)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8 kA, 33 ms의 용

조건을 선정하여 가용 류구간을 비교해본 결과, 단통

 조건에 비하여 가용 류구간의 하한선 류에서 버

튼경의 크기가 증가하 고, 열처리 조건이 과하지 않은 

조건(900 ℃_5 min)에서는 넓은 가용 류구간을 확보

하 다. 이는 Fe가 Al-Si 도 층에 확산될 수 있는 온

도와 시간이 충분하여 비교  두꺼워진 합 화층을 갖

는 경우 열통  조건을 사용하여 용 부 계면에서 합

화층의 용융을 진시켜 필름형태로 용 부 외각으로 

수월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감사의 

  This study has been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min-
istry of Trade Industry(20013403)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JA220008) as project.

ORCID: Jaehun Kim: http://orcid.org/0000-0002-4040-0856
ORCID: Hyunuk Jun: https://orcid.org/0000-0003-2182-8504
ORCID: Wonho Kim: http://orcid.org/0000-0002-4995-6367
ORCID: Jooyong Cheon: https://orcid.org/0000-0002-3554-971X
ORCID: Jaedeuk Kim: http://orcid.org/0000-0002-9390-8696
ORCID: Ilguk Jo: http://orcid.org/0000-0001-8230-3846
ORCID: Changwook Ji: http://orcid.org/0000-0002-5158-5243

References

1. A. Kahrimanidis, D. Wortberg, and M. Merklein, Influence 
of a short term heat treatment by conduction and in-
duction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A6014 al-
loys, Phys. Procedia, 56 (2014) 1410-1418. 
https://doi.org/10.1016/j.phpro.2014.08.072.  

2. H. kArbasian and A. E. Tek kAya, A review on hot 
stamping, J. Mater. Process. Technol. 210 (2010) 2103- 
2118. 
https://doi.org/10.1016/j.jmatprotec.2010.07.019.

3. D. W. Fan and B. C. De Cooman, State-of-the-knowl-

edge on coating systems for hot stamped parts, Steel 
Res. Int. 83 (2012) 412-433.  
https://doi.org/10.1002/srin.201100292

4. Z. X. Gui, W. K. Liang, Y. Liu, and Y. S. Zhang, 
Thermo-mechanical behavior of the Al-Si alloy coated 
hot stamping boron steel, Mater. Des. 60 (2014) 26-33. 
https://doi.org/10.1016/j.matdes.2014.03.011.

5. W. Kim and C. Ji, Trend of Resistance Spot Welding 
Technology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for Automobile Body, J. Weld. Join. 40(2) (2022) 187- 
197. 
https://doi.org/10.5781/JWJ.2022.40.2.10

6. H. U. Jun, J. H. Kim, J. W. Kim, E. K. Lee, Y. D. Kim, 
and C. Ji, Effect of electrode patterning on melting be-
havior and electrode degradation in resistance spot 
welding of A6014-T4 alloy, J. Korean Inst. Met. Mater. 
58 (2020) 863-874. 
https://doi.org/10.3365/KJMM.2020.58.12.863

7. H. Jun and C. Ji, Recent Trends to Improve Laser 
Weldability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J. Weld. Join. 40(2) (2022) 175-186. 
https://doi.org/10.5781/JWJ.2022.40.2.9

8. H. S. Choi, G. H. Park, W. S. Lim, and B. M. Kim, 
Evaluation of weldability for resistance spot welded 
single-lap joint between GA780DP and hot-stamped 
22MnB5 steel sheets, J. Mech. Sci. Technol. 25 (2011) 
1543-1550. 
https://doi.org/10.1007/s12206-011-0408-x.

9. A. Bardelcik, C. P. Salisbury, S. Winkler, M. A. Wells,  
and M. J. Worswick, Effect of cooling rate on the high 
strain rate properties of boron steel, Int. J. Impact Eng. 
37 (2010) 694-702. 
https://doi.org/10.1016/j.ijimpeng.2009.05.009. 

10. A. Barcellona and D. Palmeri, Effect of plastic hot de-
formation on the hardness and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s of 22MnB5 microalloyed boron steel, 
Metall. Mater. Trans, A, 40 (2009) 1160-1174. 
https://doi.org/10.1007/s11661-009-9790-8. 

11. H. Güler, R. Ertan, and R. Özcan, Effect of heat treat-
ment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30MnB5 boron steel, Mater. Technol. 48 (2014) 
971-976

12. S. G. Son, Y. Hwang, C. W. Lee, J. H. Yoo and M. 
Choi, Effect of hot stamping heat treatment temper-
ature on resistance spot weldability of Al-10% Si coated 
30MnB5 steel, J. Korean Inst. Met. Mater. 57 (2019) 
778-786
https://doi.org/10.3365/KJMM.2019.57.12.778

13. H. T. Lee and Y. C. Chang, Effect of double pulse re-
sistance spot welding process on 15B22 hot stamped 
boron steel, Metals, 10 (2020) 1-17. 
https://doi.org/10.3390/met10101279.

14. O. Sherepenko, O. kAzemi, P. Rosemann, M. Wilke, T. 
Halle, and S. Jüttner, Transient softening at the fusion 

참
 조

 용
  논

 문



Al-Si 도 된 1.8 GPa  핫스탬핑 보론강의 열처리 조건이 항  용 성에 미치는 향

본 논문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본 논문으로 연구업적과 같은 실적에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boundary of resistance spot welds: A phase field simu-
lation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s for al-si-coated 
22mnb5, Metals, 10 (2020). 
https://doi.org/10.3390/met10010010.

15. D. W. Fan and B. C. De Cooman, State-of-the-knowl-
edge on coating systems for hot stamped parts, Steel 
Res. Int. 83 (2012) 412-433. 
https://doi.org/10.1002/srin.201100292

16. W. J. Cheng and C. J. Wang,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intermetallic layer in hot-dipped alu minide mild 
steel with silicon addition, Surf. Coatings Technol. 
205 (2011) 4726-4731. 
https://doi.org/10.1016/j.surfcoat.2011.04.061

17. C. W. Ji, I. Jo, H. Lee, I. D. Choi, Y. D Kim, and Y. D 
Park, Effects of surface coating on weld growth of re-
sistance spot-welded hot-stamped boron steels, J. 
Mech. Sci. Technol. 28 (2014) 4761-4769. 
https://doi.org/10.1007/s12206-014-1043-0

18. W. Lin, F. Li, D. Wu, X. Chen, X. Hua, and H. Pan, 
Effect of Al-Si Coating on Weld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 22MnB5 Steel Joints for Hot Stamping, 
J. Mater. Eng. Perform. 27 (2018) 1825-1836. 
https://doi.org/10.1007/s11665-018-3259-0

19. E. J. Chun, S. S. Lim, Y. T. Kim, K. S. Nam, Y. M. 
Kim, Y. W. Park, S. P. Murugan, and Y. D. Park, 
Influence of heat-treated Al-Si coating on the weld-
ability and microstructural inhomogeneity for hot 
stamped steel resistance nut projection welds, Met. 
Mater. Int. 25 (2019) 179-192. 
https://doi.org/10.1007/s12540-018-0108-5.

20. B. Lemmens, H. Springer, M. J. Duarte, I. D. Graeve, 
and J. D. Strycker, D. Raabe, and K. Verbeken, Atom 
probe tomography of intermetallic phases and inter-
faces formed in dissimilar joining between Al alloys 
and steel, Mater. Charact. 120 (2016) 268-272.
https://doi.org/10.1016/j.matchar.2016.09.008

21. J. H. Lee, J. D. Kim, J. S. Oh, and S. J. Park, Effect of 
Al coating conditions on laser weldability of Al coated 
steel sheet, Trans. Nonferr. Met. Soc. China, 19(4) (2009) 
946-951
https://doi.org/10.1016/S1003-6326(08)60383-0

22. F. Jenner, M. E. Walter, R. Mohan Iyengar, and R. 
Hughes, Evolution of phases, microstructure, and sur-
face roughness during heat treatment of alu minized 
low carbon steel, Metall. Mater. Trans. A, 41(6) (2010) 
1554-1563.
https://doi.org/10.1007/s11661-009-0105-x

23. N. D. Raath, D. Norman, I. McGregor, R. Dashwood, 
and D. J. Hughes, Effect of weld schedule on the re-
sidual stress distribution of boron steel spot welds, 
Metall. Mater. Trans. A. 48(6) (2017) 2900-2914. 
https://doi.org/10.1007/s11661-017-4079-9

24. D. C. Saha, C. W. Ji, and Y. D. Park, Coating behav-
iour and nugget formation during resistance welding 
of hot for ming steels, Sci. Technol. Weld. Join. 20 
(2015) 708-720. 
https://doi.org/10.1179/1362171815Y.0000000054.

25. T. Huin, S. Dancette, D. Fabrègue, and T. Dupuy, 
Investigation of the failure of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heterogeneous spot welds, Metals, 6 (2016). 
https://doi.org/10.3390/met6050111.

26. J. Y. Cheon, V. Vijayan, S. Murgun, Y. D. Park, J. H. 
Kim, J. Y. Yu and C. Ji, Optimization of pulsed current 
in resistance spot welding of Zn-coated hot-stamped 
boron steels, J. Mech. Sci. Technol. 33 (2019) 1615- 
1621. 
https://doi.org/10.1007/s12206-019-0313-2.

27. R. Chen, M. Lou, Y. Li, and B. E. Carlson, Improving 
weldability of Al-Si coated press hardened steel using 
stepped current pulse schedule, J. Manuf. Process. 48 
(2019) 31-43. 
https://doi.org/10.1016/j.jmapro.2019.10.010.

28. R. Chen, M. Lou, Y.B. Li, and B. E. Carlson, A Critical 
Nugget Size Prediction Model for Al-Si-Coated Press 
Hardened Steel Resistance Spot Welds, J. Manuf. Sci. 
Eng. 144 (2022). 
https://doi.org/10.1115/1.4051680. 

29. J. H. Kim, H. U. Jun, J. Y. Cheon, J. W. Kim, and J. D. 
Kim, C. Ji, The effect of preheating current on the 
melting behavior of bolt projection welding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J. Korean Inst. Met. 
Mater. 59 (2021) 893-903. 
https://doi.org/10.3365/KJMM.2021.59.12.893.참

 조
 용

  논
 문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40 No.4(2022) pp322-328
https://doi.org/10.5781/JWJ.2022.40.4.4

1. 서    론

  층제조는(Additive Manufacturing, AM) 통

인 생산방법인 주조, 단조, 압출 등과 달리 속, 비

속 소재를 한 층(layer)씩 쌓아 올려 3차원 부품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높은 생산성과 설계의 자유도, 다

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우주항공, 자동

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층제조 기술 용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표 인 속 층제조 

기술로는 powder bed fusion (PBF)과 direct en-

ergy deposition (DED)이 있다1,2). PBF의 경우, 작

업 베드 일정 높이(수십 um)의 분말층에 이  는 

자빔을 조사하여 부품을 만드는 방식이며 정 한 조

형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DED의 경우, 

이  열원과 함께 분말 는 와이어를 분사하여 층

하는 방식으로 PBF 공정 비 빠른 공정속도와 형 

부품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3-5). 상기 AM 공

정들은 부품의 용도와 목 에 맞게 산업계에서 사용되

고 있으며, 부품의 건 성 확보와 기계  물성 향상을 

한 공정 최 화 련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의 용을 

해 AM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기계  강도, 내부 기공

(porosity)  도(density) 변화에 한 연구가 수

행되었다. 부분의 연구에서는 laser powe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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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ness 등 공정변수로 계산이 가능한 에 지 도

(energy density) 기 으로 강도의 증감, 기공(porosity)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 으며, stainless steel, Ni 

alloy, Ti alloy 등 다양한 분말을 사용하여 공정변수

의 향을 분석하 다6-10). 주요 연구결과로는 취성

괴와 연성 괴는 어떠한 임계 에 지 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임계 에 지 도 이상인 경우, 에 지 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 인장 강도는 증가하고 연신율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

으로 최근에는 주요 AM 분말(SS 316L, Ni alloy 

등)로 제작된 부품의 강도와 연신율 모두 만족할 수 있

는 최  공정을 찾기 한 연구가 수행되고 되고 있으

며 공정을 정리하여 optimal AM parameter map을 

제시하고 있다10). 한, 층 부품들의 용성 확보를 

해 구조물 설계의 필수 요소인 피로, 괴 특성을 평

가하기 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 

  층소재의 기계  물성 확보를 한 공정 최 화와 

함께 AM 부품 용성 확 의 측면에서 재 성과 련

된 연구는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층공정은 설계 

디지털화를 통해 여러 의 장비를 사용하여 모듈 단

로 부품을 제작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장비

에 따라 제작되는 모듈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즉,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고 유사한 공정 

변수를 용하더라도 층제조 부품의 특성상 재 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며, 층공정이 통 인 부품 제

작 방법을 체하기 해서는 재 성과 련된 연구가 

우선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 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기계  강도와 에 지 도와의 계를 통해 

최  공정변수 도출하기 한 연구가 부분이며, 장

비, 분말 변화에 따른 재 성, 재  층소재의 건 성

에 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외 연구

기 에서는 다양한 장비에 1가지 분말을 용하여 물

성을 평가하 으나, 기 연구 수 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12). 국내의 경우 피로, 괴와 련된 연구는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부품의 재 성을 한 연구는 

무한 상황이며 층공정의 용성 확 를 해 재 성 

련 연구가 시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PBF 장비, SS 316L 분

말 변화에 따른 재 성을 확인하기 해 인장시험을 수

행하 다. 층소재 제조에 제조사가 다른 4가지 장비

와 3종류의 분말을 사용하 으며, 동일한 공정변수를 

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을 평가하 다.

2. 사용 재료

2.1 분말 조성  사용 장비

  본 연구에서는 장비  분말 변경에 따른 물성 변화

를 평가하기 해 SS 316L 분말을 사용하 다. 사용

된 분말은 4가지로 상용 SS 316L 분말인 CL 20ES, 

LSN F316L, Laserform stainless 316L  Chang- 

sung 316L을 사용하여 층 소재를 제작하 으며, 각 

분말 조성은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한, 

층 소재 제작에 사용된 L-PBF 장비는 3종류의 제

조사의 4개 장비로써 concept laser 의 M1, M2, 3D 

systems의 DMP 320와 Sodick의 OPM 250L를 사

용하여 소재를 층하 다. 완성된 시편에 해 HIP, 

stress reliving 등 후처리 공정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기계 가공을 통해 시험편을 제작하 다.

2.2 공정 조건  시험편 형상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공정 조건을 각각 다른 장비와 

분말에 용하여 기계  특성을 평가하 다. 이때, 공

정 조건에 따른 에 지 도 변화와 기계  물성과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추가 인 공정 조건을 선정

하 다. M1 장비로 CL 20ES 분말을 사용하여 A, B 

조건으로 층 시편을 제작하 고, M2 장비로는 LSN 

F316L 분말을 사용하여 C ~ F 조건으로 층 시편

을 제작하 다. 상세한 층 조건은 Table 2에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B 와 C 

공정 조건과 장비 제조사는 동일하나 사용된 분말의 제

조사는 다르며 E와 G, F와 H 는 공정 조건은 동일하

나 각각 다른 장비와 분말을 사용하 다. 

  시편들의 층 방향은 Z 방향(vertical direction)

Cr Ni Mo Mn Si P C S Fe

CL 20ES 16.5-18.5 10.0-13.0 2.0-2.5 ≤2.0 ≤1.0 ≤0.045 ≤0.03 ≤0.03 Bal.

LSN F316L 17 12 2.5 ≤2.0 ≤0.75 - ≤0.03 - Bal.
Laserform 

stainless 316L 16.5-18.5 10.0-13.0 2.0-2.5 ≤2.0 ≤1.0 ≤0.045 ≤0.03 ≤0.03 Bal.

Chang-sung 
316L 17 12 2.0 ≤2.0 ≤0.5 - ≤0.03 -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S 316L powders (unit : %)



오 동 진․강 용 ․김 기 동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40, No. 4, 2022324

으로 층하여 제작하 으며, 층 시편의 크기는 Fig. 

1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1과 같이, 시험편 형

상이 층 시편의 기계  물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기 해 상  상 시험편을 가공할 수 있도록 층 

시편의 크기를 결정하 다. 인장 시험은ASTM E8에 

따라 기계 가공하여 제작된 상  상 층 시험편

과 강도 비교를 해 Wrought 소재 시험편을 각각 인

장 속도 1 mm/min으로 수행하 다13). A, B는 각각 

상 소형 시편(gage length 25 mm)과 상 표  

시편(gage length 50 mm)을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

하 으며, C ~ H는 ASTM E8의 gage length 25 

mm를 가지는 상 소형 시편을 제작하여 인장 시험을 

수행하 다. H의 경우, 시험편의 채취 치에 따른 강

도 변화를 분석하기 해 층 방향(Z direction)으로 

6개의 시험편, 층 방향에 수직한 방향(X direction)

으로 16개의 시험편을 Fig. 2와 같이 채취하여 시험편

을 제작하 다. 한, 시편 형상에 따른 물성 변화를 

확인하기 해 D ~ F 조건에서 상 소형 시편(gage 

length 25 mm)을 제작하여 평가하 다.

3. 실험 결과

  우선, 시험편 채취 치에 따른 강도 변화를 확인하

기 해 H 시편의 각 치에서 채취한 시험편 인장시

험 결과를 정리하 다. L1~L6 치에서 채취한 시험

편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각각 488~515 MPa, 

533~543 MPa 범 를 나타내었으며 시험편의 채취 

치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아래 Fig. 3과 같

이 T1~T16 치에서의 강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

100 mm

100 mm

D : 12φ 
D : 20φ

230 mm

A
Bt : 4 mm

125 mm 100 mm

t : 15 mm

25 mm 150 mm
C,D,E,F,G H

Fig. 1 Dimension of AM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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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of test specimen for H condition

Machine
(No.)

Laser power
(W)

Scan speed
(mm/s)

Layer thickness 
(mm)

Hatch spacing 
(mm)

Energy density 
(J/mm3)

M1 (A) 180 800 0.03 0.105 71.43
M1 (B) 180 600 0.025 0.15 80
M2 (C) 180 600 0.025 0.15 80
M2 (D) 250 600 0.025 0.15 111.1
M2 (E) 300 900 0.03 0.1 111.1
M2 (F) 370 1350 0.05 0.09 60.9

DMP 320 (G) 300 900 0.03 0.1 111.1
OPM 250L (H) 370 800 0.05 0.1 92.5

Table 2 AM parameters for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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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항복강도의 경우 층시편 상부로 갈수록 일

정하지 않는 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 했으며, 그 차이

는 약 40 MPa 정도이다. 이는, 시편의 크기가 부품 

단 로 커진다면 채취 치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가능

성이 존재함을 나타내며, 강도의 균일화를 한 추가

인 공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 지 도 변화에 따른 강도 변화를 분석하기 해 

식 (1)과 같은 체  에 지 도(Volume Energy 

Density, VED)를 계산하여 A ~ G 조건에 따른 인

장 시험 결과와 함께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1)

  인장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층소재들은 wrought 

소재 비 높은 항복강도와 비슷한 인장강도를 가지지

만 낮은 연신율을 보인다. ASTM F3184에서 제시하

고 있는 스테인리스 층 소재의 최소 요건(인장 강도 

515 MPa, 항복 강도 205 MPa, 연신율 30% 이상)

과 비교하면 A, B, G, H는 강도, 연신율을 만족한다 
14). 그러나 나머지 조건(C, D, E, F)들은 항복, 인장

강도는 만족하나 연신율은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 다. 장비와 분말이 층소재 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공정조건이 동일하나 장비와 분말이 다

른 경우의 물성 차이를 분석하 다. 같은 장비, 동일 

공정에 분말만 다른 B와 C의 경우, B의 항복, 인장 

강도  연신율이 C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한, 동일 공정에 장비와 분말 모두 달라지는 E와 G

의 경우도 앞선 경우와 같은 강도, 연신율 특성을 보

다. 이는, 동일한 공정이라도 장비 는 분말이 달라지

면 강도 측면에서 물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시험편의 형상, 크기에 따른 강도 차이를 분석하기 

해 B~D 조건의 상 시험편, 상 시험편 인장 시

험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나타난바와 같이, 

상 시험편의 항복, 인장강도  연신율과 같은 인장 물

성이 상 시험편의 물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B와 C조 

조건에서는 항복, 인장강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 으나, 

D 조건에서는 다소 작은 증가 폭이 나타났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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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No.)

Energy density 
(J/mm3)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M1 (A) 71.43 574 669 39
M1 (B) 80 560 647 34
M2 (C) 80 479 578 11
M2 (D) 111.1 417 488 7
M2 (E) 111.1 444 570 18
M2 (F) 60.9 449 556 14

DMP 320 (G) 111.1 446 577 49
OPM 250L (H) 92.5 504 539 61

Wrought SS 316L - 266 593 64

Table 3 Result of tensil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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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연신율도 D 조건에서 증가폭이 다소 작

음을 확인하 다. 이는, 같은 공정조건이라도 시험편의 

형상  크기가 변화하면 소재의 강도 특성이 달라질수 

있음을 의미 하며, 부품의 강도 확인을 해서는 형상 

 크기가 변화할때마다 부품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강

도를 평가해야 정확한 물성 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에 지 도 변화에 따른 강도, 연신율의 변화를 분

석하기 해 Fig. 5~6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5와 같이, 인장 시험을 통해 확보한 강도 물성들

을 에 지 도에 따른 그래 로 정리해보면 일정한 경

향없이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층 소재의 인장 물성들은 동일한 에 지 도(동

일 공정)를 가지더라도 장비  분말에 따라 차이가 발

생함을 의미하며, 연신율 측면에서는 더 큰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에 지 도에 따른 인

장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해, ASTM 요건을 만족하

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제거하여 Fig. 6에 정리하여 나

타내었다. 나타난 바와 같이, 에 지 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는 감소하고 연신율은 증가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때, 임계 에 지 도는 강도

가 격하게 변화는 지 과 ASTM standard에서 제

시하고 있는 연신율 30% 이상을 취성과 연성을 구분

하는 기 으로 하 으며, 약 60 ~ 70 J/mm3 의 범

에서 취성 괴에서 연성 괴로 환되는 임계 에 지 

도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본 시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들과 최근 연구된 층

소재 공정 련 논문에서 제시한 최  공정 조건과 비

교해 보았다15). 논문에서는 SS 316L 층소재를 la-

ser power 200 ~ 300 W, scan speed 600 ~ 

1000 mm/s, hatch spacing 0.05, 0.1, 0.12 mm, 

layer thickness 0.04 mm 조건에서 제작하여 평가

를 수행하 으며 안정된 공정 조건으로 에 지 도 범

 62.5~104.2 J/mm3를 제시하고 있다. 최  공정 

조건은 laser power와 scan speed의 상 계로 표

시하고 있으며, Fig. 7의 란선과 빨간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난 바와 같이, 제작 공정들은 hatch 

spacing이 조  차이가 있기는 하나 laser power 

180 W, span speed 800 mm/s 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stable melting 범 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 공정들이 문헌의 stable melt-

ing 범 에 포함되지만 실제 시험 결과들은 장비, 분말

에 변경에 의해 ASTM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인장 물

성도 나타났으므로, 최  공정 개발 시 장비, 분말에 

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4. 실험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장비  분말의 변화에 따른 동일 

는 유사한 공정변수로 제작한 층소재의 인장 특성의 

변화를 평가, 분석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동

일한 공정이라도 장비와 분말이 변경되면 기계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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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

선 공정변수는 동일하지만 각 장비마다 층 방법

(scanning strategy)이 다른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주요 층 방법으로는 일방향 층(Uni-directional 

scanning), 양방향 층(Bi-directional scanning), 

체스보드 층(Chessboard scanning), 교차 층

(Stripes scanning) 등이 있으며, 각 층 방법에 따

라 기계  물성은 달라진다는 연구가 최근 수행되었다
15,16). 이는, 부품 제작에 있어 건 성을 확보하기 해

서는 에 지 도를 계산하기 한 층 변수(laser 

power, scan speed 등)뿐만 아니라 층 방법도 

요한 변수로서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다른 인자로

서 장비 차이로 발생하는 냉각 속도의 향이 있다. 장

비 베드의 크기와 불활성 가스 공 량은 층 소재의 

냉각 속도와 응고 속도에 향을 주어 동일한 공정으로 

제작된 소재라도 기계  강도와 잔류응력에 차이가 발

생하게 된다15,16). 마지막으로 분말의 불균질화로 인한 

물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 제조사에서 제작하는 

분말들은 화학  조성에서 조 씩의 차이가 있으며, 

층 제조라는 변수가 많은 공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

계  강도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

한 공정 변수(동일한 에 지 도)를 가지고 층소재

를 제작하더라도 장비, 분말, 층 방법, 시편 크기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기계  강도들은 달라질 수 있으

며, 층 제조 방식 부품의 건 성, 재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상기 요소들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

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PBF로 제작된 SS 316L 층 소

재들의 공정 변수에 따른 기계  강도를 평가하 다. 

장비  분말 변경에 따른 물성 변화 분석을 통해 층

소재의 재 성을 확인하 으며, 주요 결론을 아래에 정

리하 다.

  1) 층 소재 시험편 채취 치에 따른 강도 변화와 

동일 공정에 의해 제작된 상  상 시험편의 인장 

물성의 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는, 시편의 크기

가 부품 단 로 증가할 경우, 시편의 채취 치와 부품

의 크기  형상에 따라 강도가 균일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부품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가

장 강도가 약한 부분을 특정하여 평가해야하고, 강도 

균일화를 한 추가 인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 동일 층공정에 다른 장비와 분말을 사용하여 

층소재를 제작하고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 결과, 

동일한 공정으로 제작된 소재라도 각각 다른 인장 물성

을 나타내었다. 이는, 동일 공정, 동일한 에 지 도 

범 라도 장비  분말이 다르면 기계  강도는 일정하

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공정이라도 장비

와 분말이 달라지면 층소재의 기계  강도를 재평가

해야만 할 것으로 단된다.

  3) ASTM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제거

하여 분석한 결과, 에 지 도가 증감함에 따라 항복, 

인장 강도는 감소하고 연신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한,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  공정 선도와 

비교한 결과 ASTM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이터들

은 최  공정 선도에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최  공정 선도를 제시할 경우, 장비와 분

말을 특정해야만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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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탄소 립 달성을 한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자동차의 주요 소재인 철강 소재, 특히 차체 

 외장 넬에 주로 사용되는 차량용 강 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세계 주요 철강업체들은 차체

의 고강도  경량화를 해, 다양한 강종을 개발하여 

차체에 용해왔다. 특히 망간강은 3세  고장력

강으로서 강도와 연성의 조합이 우수하여 자동차 강

으로의 활용되어 내충격성을 보증하는 동시에 강 의 

필요두께를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강의 

뛰어난 연신율은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변태유기소성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TRIP) 상

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망간강은 비교  Mn 

함량이 높아 기존의 일반 TRIP강에 비해 더 높은 오

스테나이트 분율과 함께 상 으로 우수한 연신율을 

가질 수 있다1-3). 를 들어, 페라이트 기지에 잔류 오스

테나이트가 약 40% 함유된 망간강은 최  인장강도 

약 1193 MPa, 항복 강도에 해 1060-1110MPa, 약 

25% 이상의 우수한 연신율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 이러한 오스테나이트의 한 형태, 분율  

안정성을 갖기 해서, 일반 으로 강 의 제조과정  

소둔조건 등이 가장 요한 변수로서 제어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공정  강 을 조립하기 해 필

수 인 용  공정에서, 강 은 높은 온도의 용  열주

기를 거쳐 미세구조 내에 불가피하게 상변태가 발생한

다. 특히 망간강에 해서는 용융부(Fusion zone, FZ) 

뿐만 아니라 인 한 열 향부(Heat-affected zone, 

HAZ)에서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분율 감소에 의한 기계

 특성 하 상이 보고되고 있다4-7). 망간강 항 용

부의 조립열 향부(coarse-grained HAZ, CGHAZ)

에서는 상온으로의 냉각 에 극도의 취성을 가지는 마

르텐사이트 기지가 형성되며, 이러한 취성 괴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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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부 인성 하 상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용  열이력(thermal cycle)  피크 온도가 낮

은 세립열 향부(fine-grained HAZ, FGHAZ)에 이

르면, 주변 비 비교  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잔

류 오스테나이트 분율이 일정 이상 유지되어 상 으

로 취성 괴에 한 항성이 높다. 즉, 열 향부의 

치별 기계  특성 차이는 용  열이력이 A3 임계온도 

이상으로 얼마나 가열되어 유지되는지에 기인하며, 따

라서 망간강 용 열 향부에서의 열화 거동은 용  

방법에 계없이 필연 으로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8,9). 망간강의 뛰어난 우수한 특성을 활용하기 해

서는 이러한 열 향부 내에 잔류 오스테나이트 분율 변

화에 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망간 TRIP강 용 열 향부에서 모재 내에 함유된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용  열이력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에 해서 열 향부 재  시험을 통해 일반 TRIP

강과 비교하여 고찰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강 은 2종류로 제작되었으며, 이하 

각각 M-TR(Medium Mn TRIP)  C-TR (Con- 

ventional TRIP)으로 표기하 다. 강은 연속 주조, 

열간, 냉간 압연, 이상역 소둔  용융아연도 의 일반

인 자동차강  제조 공정을 통해 비(as-received 

state)되었다. 두께 약 7㎛로 조 된 도 층은 열 향

부 재 시 향을 배제하기 해 강 을 20% HCl 용

액에 산세하여 제거하 다. 두 산세 강 의 최종 두께

는 약 1.2mm이며, 강의 화학 조성은 Table 1에 나타

낸다. 용 공정  발생하는 상변화에 해 분석하기 

해, Dilatometer를 사용하여 오스테나이트 체  분

율과 상변태 온도의 변화의 열팽창 곡선을 측정하 으

며, 10 × 3 × 1.2mm3 크기의 시편을 100℃/s의 가

열속도로 피크 온도 1000℃ 와 1300℃까지 각각 가

열한 다음 헬륨을 사용하여 100℃/s의 냉각속도로 실

온으로 랭하 다. 측정된 상변태 온도는 Thermo- 

Calc 상용 소 트웨어의 TCFE6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하여 계산된 평형임계온도와 비교하 다.

  미세구조 분석  상온인장시험을 한 용 열 향부 

시험편은 Gleeble Simulator를 이용하여 다양한 피크 

온도를 재 (as-simulated state)하 다. Fig. 1a는 

CGHAZ에서 FGHAZ 범 까지의 열 향부 재 을 

해서 1000-1300℃ 범 의 피크 온도에 해 50℃ 간

격으로 열이력을 나타낸다. 가열  냉각속도는 항

용  열이력 계산을 한 SORPAS 로그램 계산결과

를 기반으로 CGHAZ에서 FGHAZ 역 범  내에서 

형성되는 마르텐사이트의 Self-tempering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선정하 다4,10). 미세조직 분석용 시편은 기

계  연마 후 2% Nitric acid로 화학 으로 식각하여 

비하 다. As-received와 as-simulated 상태 모두

에서 미세구조는 법선 방향(normal direction)에서 

계방출주사 자 미경(FE-SEM; Sigma,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결정구조 분석을 

해 자후방산란회 (EBSD; TexSEM Laboratories 

Inc., USA) 장비를 사용하여 50nm 간격으로 15kV의 

가속 압 하에서 측정하 다.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부피 분

율은 Feriscope(MP30, Fischer, Germany)를 사용한 

자기분석과 고해상도 X선 회 (HR-XRD; SmartLab, 

RIGAKU, Japan) 분석을 통해 비교하 다. XRD 시

편은 10% Perchloric acid를 사용하여 기 연마하여 

비하 고,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양은 분석 각도 40- 

100° 사이에서 회  피크 (200)α, (211)α, (220)γ, 
(113)γ의 Cu-Kα radiation의 integrated intensity

를 비교 분석하 다. 인장시험편의 평행부는 Fig. 1b와 

같이 단면  5 × 1.2mm2  길이 5mm로 가공하 으며, 

인장시험은 만능재료시험기(Z100, Zwick Roell Group, 

Germany)를 사용하여 2.4 mm/min의 변형속도에서 

압연방향(RD)에 평행한 인장축으로 수행되었다. 인장

강도와 연신율은 각각 단 에서의 강도와 신율을 측

정하여 비교하 다. 인장시험 후 FE-SEM을 사용하여 

Type Fe C Mn Si S+P Ti Nb Mo

M-TR Bal. 0.12 7.56 - <0.008 0.05 - 0.25

C-TR Bal. 0.15 2.55 1.76 <0.012 0.02 -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M-TR and C-TR 
steels in weight%

Peak T: 1300, 1250, 1200, 1150,
1100, 1050, 1000℃

~500℃/S ~300℃/S
(above 300℃)

~100℃/S
(below 300℃)

Simulation time (s)

Te
m

pe
ra

tu
re

 (℃
)

Thickness: 1.2 mm

10 mm

100 mm
5 mm

5 
m

m

R: 2 mm(b)

(a)

Fig. 1 Illustration of (a) the simulated HAZ specimens 
for tensile test and (b) the thermal cycles for 
HAZ simulation with various peak temperatures 
ranging from 1000 to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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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tographs를 조사하 다. 경도시험은 0.5kgf의 dwell 

time 10s로 10회 반복시험의 평균값으로 측정하 다.

3. 연구 결과

3.1 모재 분석 결과

  M-TR강  C-TR강의 모재(base metal) 미세구조 

분석 결과를 Fig. 2에 나타낸다. 두 강종은 모두 Ae1, 

Ae3 임계온도 내 이상역 소둔 후 냉각 과정을 통해 풍

부한 함량의 미변태된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가질 수 있

다. M-TR강은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2상 기지로 

구성되며(Fig. 2a), C-TR 강은 페라이트, 베이나이

트, 잔류 오스테나이트와 일부 마르텐사이트가 혼재된 

미세조직을 가진다(Fig. 2b). EBSD phase map 분

석 결과,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은 약 22%와 9%

로 차이를 보 다. 한 두 강재의 모재 모두 나노 크

기의 석출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결정립 미세화 효

과를 해 첨가된 Ti, Mo 등에 의한 탄화물로서 열

향부의 특성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M-TR강은 비교  연질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결

정립도가 상 으로 작기 때문에, M-TR강의 경도는 

350Hv0.5로서 C-TR강의 경도 357Hv0.5와 유사하

게 측정되었다.

  Fig. 3는 온도에 한 두 강종의 평형상 분율 변화

를 나타낸다. 열역학 계산을 통해 얻어진 M-TR강과 

C-TR강의 Ae3 평형임계온도는 각각 660℃  834℃

이다. M-TR강은 상 으로 오스테나이트를 안정화하

는 합  원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Ae1, Ae3 임계온도

가 C-TR강에 비해 더 낮다. 일반 으로 C-TR강은 시

멘타이트 석출물 형성을 억제하여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양을 극 화하기 해 Si 등의 합 원소를 첨가하나, 

M-TR강의 경우는 Mn 함량이 7% 이상으로 충분히 

높아 냉각  시멘타이트 석출이 어렵다. 이에 더하여 

200℃의 온 역에서부터 상온까지도 오스테나이트

가 열역학 으로 안정상으로 존재 가능하다. 망간강 

생산 공정  이상역 소둔공정은 망간 등의 오스테나이

트 안정화 합 원소의 재분배를 진하고, 따라서 상온

으로 냉각 후 모재의 1㎛ 이하의 미세한 잔류 오스테

나이트를 가지게 한다. 한편, M-TR강의 Ti, Mo계 탄

화물의 평형상분율은 상온에서 0.061wt.%으로 C-TR

강의 0.025wt.% 비 높다.

  Fig. 4는 M-TR강과 C-TR강의 모재에 한 인장시

험 결과이며, 두 강종 모두 기가 (GPa-grade)의 인

장강도와 함께 비교  높은 연신율을 가짐을 나타낸다. 

M-TR강은 더 높은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을 가져 

인장강도와 연신율의 곱으로 표 되는 인장흡수 에 지

가 31,330 MPa·%로써 C-TR강의 17,108 MPa·% (a)

(b)

1 ㎛ 3 ㎛

2 ㎛ 2 ㎛

Fig. 2 Typical SEM micrographs and EBSD phase maps 
of (a) M-TR and (b) C-TR steels in as-received 
condition (green: austenite, red: ferrite and ba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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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8배 이상 높다. 이는 응력에 의해 변형이 발생

하는 과정에서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마르텐사이트로 변

태되면서 강도와 연신율이 동시에 향상되는 변태유기소

성의 결과이며, 특히 마르텐사이트로의 변태에 향을 

주는 인자로는 오스테나이트 안정도에 련된 온도와 

화학조성, 결정립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한편, C-TR강은 연속항복(continuous yielding) 거동

을 나타내는데에 반해, M-TR강은 국부변형(localized 

deformation) 거동을 보인다. 이는 일반 인 탄소강

과 유사하게 M-TR강에서 슬립 밴드 (Lüders band)

를 형성시키며 갑작스런 응력 하(sudden stress drop)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2 용 열 향부 분석 결과

  용  열이력의 격한 가열  냉각곡선 하에서, 용

융부와 용 열 향부에서는 상변태가 필연 으로 수반

된다. 즉, 모재의 제어된 미세구조는 부득이하게 변화

하기 때문에, 합  원소의 확산 거동의 이해를 기반으

로 열 향부의 오스테나이트 안정성에 해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열 향부에서의 원자확산 거동을 비교하기 해 팽창

계를 이용한 상변태 온도 분석을 수행하 다. Fig. 5

는 M-TR  C-TR강 두 강종의 CGHAZ와 FGHAZ

의 각 피크 온도로 가열 후 상온으로 냉각되는 과정에

서의 팽창곡선을 나타낸다. M-TR강의 열팽창계수는 

1.66×10-5/℃로 C-TR강의 열팽창계수(1.37×10-5/℃)

보다 높으며(Fig. 5a), 이는 상 으로 높은 열팽창

계수를 가진 FCC 구조의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많이 

함유하기 때문이다. 측정된 M-TR강의 Ac1과 Ac3 임

계온도는 C-TR강보다 낮고 그 범 가 좁다. M-TR강

의 두 팽창곡선(피크 온도 1300℃와 1000℃)이 완

히 첩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M-TR강 모재 내에 

존재하던 페라이트가 FGHAZ의 용  열이력의 가열구

간 내에서 완 히 오스테나이트로 변태되었음을 의미한

다. 즉, 1000℃의 낮은 피크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확산속도가 빠른 탄소 원자의 확산에 의해 비

교  빠른 속도로 상변태가 진행된다. 한편, 두 시편은 

같은 냉각 주기동안 서로 다른 형태의 팽창곡선을 가지

는데(Fig. 5b, 빨간색 선과 실선), 이는 페라이트나 

마르텐사이트로의 변태가 일부만 이 지기 때문이다. 

즉, Mn 등의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합 원소들은 모재 

내 잔류 오스테나이트에 분배되어 치환형 원자형태로 

존재하다가, 용 과정에서의 랭 에 충분히 확산될 

수 없어 그 로 남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M-TR강은 

C-TR강에 비해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더 낮은 Ms 온

도에서 발생하고, Mf 변태 종료 온도 한 상온 이하로 

낮다.

  망간강 CGHAZ 기계  특성에 미치는 열이력의 

향에 한 지난 연구결과에 따르면5-7), 냉각속도 50℃/s 

이하의 범 내에서는 (1) 냉각속도 차이에 의한 Ms 마

르텐사이트 변태 시작 온도 변화가 나타나고, (2) Self- 

tempering 효과에 의한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형성이 

발생한다. 즉, M-TR강은 C-TR강에 비해 Ms 온도가 

낮으나, 그 이하의 온도에서도 충분히 탄소 원자의 확

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히 제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6는 두 강종 CG, FGHAZ의 SEM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M-TR강 CGHAZ는 Ac3 온도 이상으로 충

분히 가열되어, 모재의 Sub-micron 크기의 오스테나

이트 결정립이 prior austenite grain size(PAGS) 

~10㎛ 수 으로 성장하고, 냉각  체로 래스 마르

텐사이트로의 변태가 이 진 결과를 보인다(Fig. 6a). 

유사하게, FGHAZ는 일부 석출상과 함께 기지상에 마

르텐사이트를 함유하나, 피크 온도가 Ac3 임계온도에 

해 약간 높기 때문에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이 상

으로 높다(Fig. 6b). 한 결정립 미세화를 해 

첨가된 Ti, Mo 등의 합 원소는 모재 내에서 탄화물을 

형성시키고, 열 향부에서도 일부 남아있다. 이  연구

의 M-TR CGHAZ 내 석출물에 한 carbon-replica 

투과 자 미경과 3D 원자탐침분  분석 결과4,5), 이

러한 탄화물들은 결정립계에 일부 용해될 수는 있으나 

열 향부 기계 특성에 향을  만큼 충분히 용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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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으므로, CGHAZ나 FGHAZ에서 pinning 효

과를 일으켜 결정립 성장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열

향부의 인장특성에 해 간 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TR강 CGHAZ와 FGHAZ에서는 

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에서 마르텐사이트  베이나

이트 변태가 발생하 다(Fig. 6c-d). 한 열 향부 

치별로 PAGS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미세조직 형태

를 보 다. C-TR강의 열 향부에 존재하는 베이나이

트는 coalesced bainite 형태로, 이는 주로 용 부와 

열 향부에서 찰되는 미세조직으로써 일반 인 베이

나이트 변태와는 다르게 supersaturated plate의 합

체가 선행되어 bulky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일반 으로 오스테나이트에서 탄화물이 석출되는 

upper 혹은 lower 베이나이트와는 다르게 페라이트내

에서 탄화물이 형성되면서 dilatometry에 검출되지 않

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강종의 CGHAZ 경도는 480- 

490Hv0.5 수 으로 유사하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탄

소당량과 마르텐사이트 등 경한 상의 분포와 잔류 오스

테나이트 함량, 탄소당량 등이 복합 으로 향을 주었

기 때문으로 단된다. Fig. 7의 XRD 분석 결과는 두 

강종의 잔류 오스테나이트 함량 차이를 나타낸다. 즉, 

C-TR강은 FGHAZ와 더불어 CGHAZ에서 FCC의 피

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M-TR강은 일부 피크

가 찰되는 등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일부 함유하기 때

문에 높은 경화능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Fig. 8은 두 강종의 다양한 피크 온도로 재 된 열

향부 내에 PAGS를 비교한 것이다. M-TR강은 모재

에서의 기 결정립이 작아 열 향부 모든 역에서 

C-TR강 열 향부 비 PAGS가 작다. CGHAZ 역인 

(a)

(b)

(c) (d)

10 ㎛ 1 ㎛

10 ㎛ 1 ㎛

1 ㎛1 ㎛

Fig. 6 Typical SEM micrographs of the (a) simulated M-TR CGHAZ subjected to the peak temperature of 1300℃, (b) si-
mulated M-TR FGHAZ subjected to the peak temperature of 1000℃, (c) simulated C-TR CGHAZ subjected to the 
peak temperature of 1300℃, and (d) simulated C-TR FGHAZ subjected to the peak temperature of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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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이상의 피크 온도에서는 결정립 성장의 차이가 

격히 증가하 고, FGHAZ의 피크 온도인 1000℃로 

가열된 경우에는 임계온도 비 가열된 온도가 낮아 

반 인 확산속도가 느려 결정립 성장이 거의 이 지지 

않았다. 다만, M-TR강이 C-TR강에 비해 Ac3 임계온

도가 낮아 피크 온도와의 온도 차이, 즉, 상변태와 결

정립 성장의 구동력이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AGS 변화가 크지 않은 에 해 주목할 만하다. 이

는 술한 바와 같이 Ti, Mo계 탄화물의 pinning에 

의한 결정립 성장 억제 효과와 합 원소의 재분배 확산

시간 등이 복합 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Fig. 9은 두 강종의 열 향부 피크 온도별 인장특성 

변화를 보여 다. 모든 시편은 열 향부 재   모재 

상태에서의 강도보다 높은 인장강도를 갖고, 연신율은 

감소하 다. M-TR강에서 1100℃ 이상으로 피크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와 연신율의 격한 하락이 

나타난다. 1300℃ 피크 온도의 CGHAZ에서는 연신율

이 1-2% 이하로 극도의 취성 괴가 발생하 다. 반면 

C-TR강 열 향부에서는 반 으로 인장특성 변화가 

크지 않고, 모재 비 70-80% 정도의 연신율을 나타

내었다. Fig. 10은 서로 다른 피크 온도에 노출된 두 

강종의 인장시험 후 면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M-TR

강 CGHAZ는 균열이 결정립계를 따라 성장하여 단

된 취성 괴, fisheye 형태를 보인다(Fig. 10a). 일부 벽

개 면을 나타내는 역은 CGHAZ 내에 미량의 잔류 오

스테나이트가 존재하 거나 비정상 입자성장(abnormal 

grain growth)의 향일 것으로 단된다. 이에 반해 

FGHAZ는 dimple이 잘 발달된 연성 면을 나타내었다

(Fig. 10b). 한편, C-TR강 CGHAZ와 FGHAZ에서는 

dimple 크기 분포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연성 면을 

보 다(Fig. 10c-d). 상 으로 PAGS가 큰 C-TR강 

CGHAZ에서 micro-void의 형성  합체에 의한 연성

단이 발생 가능한 이유는 CGHAZ 내에 잔류 오스테

나이트 함량이 작더라도11) 베이나이트 조직이 잘 발달

해있기 때문이다. Fig. 11은 각 피크 온도별 열 향부

의 연신율과 자기 유도 방식으로 측정된 페라이트 함량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의미하

는 것은, M-TR강 열 향부에서는 피크 온도가 낮아질

수록, 자성체인 페라이트계 상 감소가 크게 나타나며, 

연신율 증가에 향을 다는 이다. 반면 C-TR강은 

구성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연신율

에도 큰 변화가 없다. 한, M-TR CGHAZ는 상

으로 작은 PAGS를 가지나 마르텐사이트 기지를 가져 

취성 괴가 쉽게 일어나 인장특성이 격히 하되고, 

FGHAZ는 비교  높은 경도에도 불구하고 연성 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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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 이를 종합해보면, FGHAZ에서는 합 원소 

재분배가 이 질 만큼 충분한 확산온도  시간이 부여

되어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고 따

라서 연신율이 일부 하되는 반면, 1100-1150℃의 

FG-CGHAZ 천이 구간에서 격히 페라이트분율이 증

가하고, 결정립 성장이 이 지기 때문에 인장특성의 

하가 나타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망간 TRIP강 용 열 향부의 인장특성

에 미치는 미세조직  요인에 해 고찰하기 해 일반 

TRIP강 열 향부와 비교 분석하 다. 망간 TRIP강

의 다양한 피크 온도를 갖는 열 향부의 미세구조 분석

과 인장시험을 통해 얻어진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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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ypical SEM fractographs of simulated HAZs after tensile test at room temperature: (a) CGHAZ subjected to peak 
temperature of 1300℃ and (b) FGHAZ subjected to peak temperature of 1000℃ of M-TR steel; (c) CGHAZ sub-
jected to peak temperature of 1300℃ and (d) FGHAZ subjected to peak temperature of 1000℃ of C-TR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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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망간 TRIP강은 일반 TRIP강에 비해 높은 망

간 함량을 가져 평형임계온도를 낮추고 상온에서 안정

인 오스테나이트의 형성시킨다. 망간 TRIP강의 모

재는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이상조직을 가지고,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이 약 22%로 높아 비교  

높은 연신율을 나타낸다. 기 결정립도 차이가 존재하

나 두 강종 모두 1GPa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며, 이

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응력에 의해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되는 소성의 결과로 강도와 연신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망간 TRIP강의 CGHAZ는 일반 TRIP강 비 

Ms, Mf 마르텐사이트 변태 온도가 낮아 잔류 오스테나

이트가 미량 존재하나, 탄소당량과 경화능이 높아 극도

의 취성과 낮은 연신율을 나타낸다. FGHAZ에서는 비

교  높은 오스테나이트 함량으로 인한 연성 괴거동을 

보이고, 천이되는 온도 범 에서 상당한 연신율 향상이 

나타난다. 이는 망간 등의 치환형 원자가 확산되어 합

원소 재분배가 발생할 정도의 충분한 온도가 주어지

는지에 따라 CG, FGHAZ 내에 잔류 오스테나이트 함

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CGHAZ를 포함한 

망간 TRIP강 용 열 향부 인장특성 향상을 해서

는 합 원소 재분배의 억제가 필수 이다.

ORCID: Gitae Park: http://orcid.org/0000-0002-6212-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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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using medical bone scaf-
folds in orthopedic and plastic surgeries, customized 
scaffolds should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type of 
individual damage to restore normal bone function 
based on the damage information of each patient1-3). 
The design of hybrid scaffolds includes external/in-
ternal support forms. Customized fabric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damage and requirements of each pa-
tient is required to induce restoration of bone function 
by inserting an alternative scaffold for internal support 
in vivo. Furthermore, in order to promote the re-
generation of fractured bone that is intuitively related to 
the treatment of a patient's diseased part, it is crucial to 
fabricate an artificial pore during the additive manu-

facturing process using a metal 3D printer so that bonds 
with living tissue cells can be formed well through con-
trol of the internal shape of metal scaffolds that replace 
broken bones4-6). The metal 3D printing process using 
additive manufacturing has a melting point of about 
1,000-2,000°C. Hence, the technical difficulty is high 
and it is advantageous for fabricating products that are 
difficult to manufacture using the traditional meth-
ods7-9).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fabrication of met-
al scaffold using Ti-6Al-4V ELI powder to support the 
outside among internal and external hybrid scaffolds. 
With respect to the fabrication of external scaffold, the 
unmelted powder is removed from the molten pool 
while the molten pool is formed and sintered from met-
al powder by laser in the selective laser melting (SLM)) 
manufacturing process,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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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e processes of metal 3D printing. Internal pores may 
be generated due to the balling effect10). Hence, we 
tried to control internal pores by controlling process 
variables. Based on this, basic research on the fab-
rication of metal scaffolds with similar strength to bone 
was conducted.

2. Experimental Method

2.1 Experimental setup and materials

  The metal 3D printer used in this study is ORLAS 
Creator RA of the SLM type (Fig. 1). The detailed 
specifications of this printer are shown in Table 1 
below. The specimen was prepared using Ti-6Al-4V 
ELI alloy powder from AP&C with a particle size dis-
tribution of 15-45 ㎛. The chemical composition is 
shown in Table 2.

2.2 Experimental design

  In this experiment, flexural specimens with a size of 

3mm*10mm*80mm were fabricated, and the stacking 
direction of the output is shown in Fig. 2. The ex-
perimental design was established in three levels 
through the Taguchi Design of Experiments as shown 
in Table 3. As for experimental variables, Laser Power 
(W), Mark Speed (mm/s), Line Thickness (㎛) and 
Base Angle (degree) were selected, which are major 
variables that determine the volumetric laser energy 
density (VED)11), which has an impact on the micro-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etal 3D printer. 
Regarding the base angle, the mechanical properties 

Powder reservoir 

Coater

Build platform

Monitoring system

ORLAS 
creator RA

Controller

Ar shielding gas

Fig. 1 ORLAS creator RA metal 3D printing system

Table 1  ORLAS creator RA spec

Parameter Range

Building volume ∅100*110mm

Shielding gas Argon/Nitrogen

Layer thickness 20-100㎛

Mark speed
Jog 20m/s

Operation  6m/s

Laser type Yb Fiber laser

Laser power Max. 250W

Spot size Min. 40㎛

Ti-6Al-4V ELI(Grade 23, 15-45㎛)

Ti Al V Fe C N H Etc.

Bal. 5.5-
6.75

3.5-
4.5

0.05-
0.25 0.02 0.02 0.01 <0.4

Tensile strength(Annealed) 860 MPa

Table 2 Ti-6Al-4V properties reference

10mm

3mm

80mm Stacking direction
(longitudinal direction)

Fig. 2  Specimen size and printing direction

Case 
No.

Laser 
power
(W)

Mark 
speed

(mm/s)

Line 
thickness

(㎛)

Base 
angle

(degree)
1 52 500 60 45
2 52 800 100 67.5
3 52 1100 140 90
4 82 500 140 67.5
5 82 800 60 90
6 82 1100 100 45
7 120 500 100 90
8 120 800 140 45
9 120 1100 60 67.5

Fixed variable

Layer thickness: 25㎛, 
Shielding gas: Ar 99.99%
Oxygen level: Min 0.2% 
Raster: ZigZag
Spot size: 40㎛

Table 3 Taguchi design of experiments



A Study on Metal 3D Printing Internal Pore Control for the Fabrication of Metal Scaffolds 

한용 ․ 합학회지 제40권 제4호, 2022년 8월  339

have little effect,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deforma-
tion depending on the angle12). Therefore, variables 
were set based on the base angle of 67 degrees sug-
gested by Dimter et al.13). The meaning of each variable 
is shown in Fig. 3.

3. Experiment Results

3.1 OM Analysis

  3.1.1 OM measurement and porosity analysis
  For OM analysis, the OM was measured by cutting 
the specimen in the transverse direction orthogonal to 
the longitudinal direction, which is the same direction 
as the stacking direction, at the center of the fabricated 
specimen. Then the porosity was verified through im-
age analysis of the metal and pore regions. For the 
cross-section pore analysis method, the metal image 
(metal color) and the pore image (black) in the total im-
age pixels (3,145,728 pixels) taken were classified and 
the pixel value occupied by the pores in the total image 
pixels was confirmed as shown in Fig. 4. Table 4 shows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number of metal and pore 
pixels in the OM images in the stacking and cross-sec-
tional directions, respectively, under the same ex-

perimental conditions. The porosity of each specimen 
calculated by the number of pixels is shown in Table 5 
and as a graph in Fig. 5. Regarding the porosity trend 
by experiment condition, it could be seen that many 
pores occurred when the VED value was low as ex-
pressed by the equation for VED, the energy density 

Fig. 4 A method of measuring porosity in pixels in an 
image 

Case No.
Porosity area(Pixel) Metal area(Pixel)

Stacking 
direction

Cross 
section

Stacking 
direction

Cross 
section

1 334,557 1,515,301 2,811,171 1,630,427 
2  Not Stacked
3  Not Stacked
4 197,597 287,700 2,948,131 2,858,028
5 8,732 33,398 3,136,996 3,112,330
6 709,382 759,669 2,436,346 2,386,059
7 1,028 4,324 3,144,700 3,141,404
8 33,179 88,766 3,112,549 3,056,962
9 1,057 25,172 3,144,671 3,120,556

Table 5  VED and porosity values for each process con-
dition 

Case No. Laser power
(W)

VED
(J/mm3)

Porosity
(%)

1 52 69 29.4
2 52 26 Not Stacked
3 52 14 Not Stacked
4 82 47 7.71
5 82 68 0.67
6 82 30 23.35
7 120 96 0.09
8 120 43 1.94
9 120 73 0.42

Table 4 Metal and porosity area result data 

1 2 3 4 5 6 7 8 9
0

10

20

30

Po
ro

sit
y 

(%
)

Case No.

Porosity

Fig. 5 Graph of porosity values for each process con-
dition

Base angle

Line thickness

ZigZag raster

Spot size

Fig. 3 Metal 3D printing proces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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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volume (  

 , where P is the laser 

power (W), V is the mark speed (mm/s), h is the line 
thickness, and t is the layer thickness). 
  Furthermore, the specimen could not be fabricated in 
Cases 2 and 3 where the VED value was 26 (J/mm3) or 
less in this experiment because the powder was con-
tinuously eliminated during the coating process due to 
insufficient bonding strength between the layers. As a 
result, the specimens could be fabricated from Case 6 
where the VED value was above 30 (J/mm3). The pore 
was measured as the lowest in Case 7, where the VED 
value was the highest. In Case 1, where the Mark Speed 
and Line Thickness values are low, the VED value is 
high but the laser output is low as 52W. Consequently, 
the applied metal powder could not be melted and the 
porosity was high because sufficient energy density per 
unit area could not be secured. This indicates that the 
minimum laser power is required. In an experiment ex-
cluding Cases 2 and 3 where the VED value was 26 or 
less, the porosity decreased according to the VED value 
in the laser output range of 82-120W.

  3.1.2 Analysis of mechanical properties
  The flexural strength results according to the porosity 
for each experiment according to the porosity were ex-
amined as shown in Fig. 6 below. The influence of ex-
perimental variables on porosity was analyzed using 
the Taguchi method for the result of flexural strength. 
Among the control variables shown in Table 3, the vari-
ables were analyzed to have an effect on porosity in the 
descending order of laser power, base angle, mark 
speed, and line thickness.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laser power and base angle, the lower the porosity 
became.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is required for mark speed and line 
thickness because they produced the lowest porosity at 
the intermediate level among the variable levels. 
Moreover, a regression equation for predicting the po-

rosity trend under the metal 3D printing process con-
ditions wa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as shown in Equation (1) below, where LP denotes la-
ser power, MS denotes mark speed, BA denotes base 
angle, and LT denotes line thickness.

        

                           (1)

3.2 SEM analysis

  After measuring the flexural strength, the fracture sur-
face was measured with a magnification of 40-3,000 
times using a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FE-SEM),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Fig. 7. 
The Ti-6Al-4V alloy produced by a metal 3D printer of 
the SLM type underwent rapid cooling at a temperature 
above the β transformation point (1,050℃) and gen-
erated martensite. Therefore, due to the high strength 
and hardness, a wall interface was observed in the 
event of fracture in every specimen, which is consid-
ered to be a brittle fracture.
  In Case 7, where the strength was the highest, it was 
difficult to observe the unmelted powder. However, un-
melted powder was observed on the fracture surfaces of 
Cases 1, 4, 5, 6, 8, and 9, which had relatively low 
strengths.
  The occurrence of unmelted powder implies the gen-
eration of pores inside the laminate. The strength value 
shows a decreasing trend as the distribution of powder 
observed in the SEM image increases.

4.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metal bone scaffold process was con-
trolled to achieve a bone-like strength through a metal 
3D printer. The experimental plan for evaluation of 
process variables was established by Taguchi Design of 
Experiments, and OM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fabricated specimen cross section to verify the porosity 
under each condition. A flexural strength test was con-
ducted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porosity and 
strength. Furthermore, the fracture shape was verified 
by SEM measurement of the fracture surface, and com-
position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state 
of the fracture surfac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is study.
  1) In the OM measurement of metal 3D printing 
specimens, the porosity of the cross-section was meas-
ured in pixel unit by cutting the specimen in the stack-
ing and longitudinal directions. The possibility of in-
ternal pore control was confirmed by controlling the 
major process variables of metal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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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exural strength and porosit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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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 flexural strength was measured and its correla-
tion with porosity was analyzed. As a result, an inverse 
proportion was found. The regression equation derived 
from the measurement results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fabricating metal bone scaffolds with similar strength 
to bone.
  3) The distribution of the unmelted powder on the 
fracture surface according to the strength was observed 
through SEM. The result confirmed a decreasing trend 
of the flexural strength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unmelted powder. Martensite was generated on the 
fracture surface due to rapid cooling, and all fractures 
occurred at the wall interface.
  This study performed porosity control experiment and 
cross-sectional analysis according to process variables 
to fabricate a scaffold with bone-like strength using a 
metal 3D printer. The result suggest the possibility of 
controlling porosity through process variable control. 
In order to apply the scaffold to medical devices,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control internal pores through 
expanded research on metal 3D printing process varia-
bles and to develop pore prediction technology through 
research on monitor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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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형외과  성형외과에서 의료용 골지지체를 사용한 

질환 치료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손 정보를 바탕으로 

정상 인  기능 회복을 해 개개인의 손 형태에 

맞게 맞춤형 골지지체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1-3). 

하이 리드 골지지체 설계는 외형/내부 지지 형태를 포

함하고 내부 지지를 한 체 골지지체를 생체 내에 

삽입하여 골 기능 복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자 개개

인의 손상정도와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제작이 필요

하다. 한, 환자의 환부 치료와 직 으로 연 되어 

있는 손된 골의 생성을 진시키기 해서는 손된 

골을 체하는 속 골지지체 내부 형상 제어를 통해 

생체 조직세포와의 결합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속 

3D 린터를 통해 층제조 과정  인 의 공극을 제

작하는 것이 요하다4-6). 소재를 층 제조하는 속 

3D 린  공정은 용융 이 약 1,000~2,000℃로 용

융  층 시키므로 기술  난이도가 높으며, 통방

식으로 제조가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는데 유리하다7-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ㆍ내부 하이 리드 골지지

체  외부를 지지하는 속재질의 지지체를 Ti-6Al- 

4V ELI 분말을 사용하여 제작에 해 연구를 수행하

으며, 외형 골지지체 제작은 속 3D 린 의 표

인 공정  하나인 SLM(Selective Laser Melting) 

방식의 제조공정에서는 이 에 의해 속분말에서 용

융풀이 형성  소결되는 동안 미용융 분말이 용융풀에

서 탈락되는 볼링효과(Balling Effect)로10) 인해 내부

기공이 발생할 수 있어 공정변수 제어를 통해 내부기공

을 제어하고자 하 다. 이를 바탕으로 와 유사강도를 

갖는 속 골지지체를 제작할 수 있는 기 연구를 수행

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장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속 3D 린터는 ORLAS Creator 

RA이며 SLM 방식의 속 3D 린터이다(Fig. 1). 

장비의 상세 사양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사용 분말

금속골지지체 제작을 위한 금속 3D 프린팅 출력물 

내부기공 제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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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LAS creator RA metal 3D printing system

Table 1  ORLAS creator RA spec

Parameter Range

Building volume ∅100*110mm

Shielding gas Argon/Nitrogen

Layer thickness 20-100㎛

Mark speed
Jog 20m/s

Operation  6m/s

Laser type Yb Fiber laser

Laser power Max. 250W

Spot size Min. 40㎛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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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P&C 社의 Ti-6Al-4V ELI 합 분말을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 으며, 입도 분포도는 15-45㎛이며, 화

학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 실험설계

  본 실험에서 3mm*10mm*80mm 크기의 굽힘 시험

편을 제작하 으며, 출력물의 층방향은 Fig. 2에 나

타내었다. 실험설계는 다구  실험계획법을 통해 3수

으로 수립하 으며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험변수는 

속 3D 린터의 미세조직  기계  물성에 향이 

있는 VED(Volumetric Laser Energy Density)를11)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Laser Power(W), Mark Speed 

(mm/s), Line Thickness(㎛)와 Base Angle(de-

gree)을 선정하 다. Base Angle의 경우 기계  특성

의 향은 지만 각도에 따라 변형 차이가 있어12), 

Dimter 등이13) 제안한 67도를 기 으로 변수 설정하

다. 각 변수의 의미는 Fig. 3에 나타내었다.

3. 실험 결과

3.1 OM 분석

  3.1.1 OM 측정  기공률 분석

  OM 분석은 제작된 시편의 심에서 층방향과 동

일한 종 방향과 직교되는 횡 방향으로 단하여 OM을 

측정하고 속 역과 기공 역에 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 기공률을 확인하 다. 단면의 기공 분석 방법은 

Fig. 4와 같이 촬 된 체 이미지 픽셀(3,145,728 

pixel)에서 속 이미지( 속색)와 기공 이미지(검은

색)를 분류하여 체이미지 픽셀에서 기공이 차지하는 

픽셀 값을 확인하 다.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층방향

10mm

3mm

80mm Stacking direction
(longitudinal direction)

Fig. 2  Specimen size and printing direction

Case 
No.

Laser 
power
(W)

Mark 
speed

(mm/s)

Line 
thickness

(㎛)

Base 
angle

(degree)
1 52 500 60 45
2 52 800 100 67.5
3 52 1100 140 90
4 82 500 140 67.5
5 82 800 60 90
6 82 1100 100 45
7 120 500 100 90
8 120 800 140 45
9 120 1100 60 67.5

Fixed variable

Layer thickness: 25㎛, 
Shielding gas: Ar 99.99%
Oxygen level: Min 0.2% 
Raster: ZigZag
Spot size: 40㎛

Table 3 Taguchi design of experiments

Base angle

Line thickness

ZigZag raster

Spot size

Fig. 3 Metal 3D printing process variable

Fig. 4 A method of measuring porosity in pixels in an 
image 

Ti-6Al-4V ELI(Grade 23, 15-45㎛)

Ti Al V Fe C N H Etc.

Bal. 5.5-
6.75

3.5-
4.5

0.05-
0.25 0.02 0.02 0.01 <0.4

Tensile strength(Annealed) 860 MPa

Table 2 Ti-6Al-4V properties reference

참
 조

 용
  논

 문



속골지지체 제작을 한 속 3D 린  출력물 내부기공 제어에 한 연구 

본 논문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본 논문으로 연구업적과 같은 실적에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 단면방향 각각 OM 이미지에서 속과 기공 픽셀 

수를 측정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측정되었다. 픽셀

수로 계산된 각 시편의 기공률은 Table 5와 Fig. 5 

그래 로 나타내었다. 시험 조건별 기공률의 경향은 체

당 에 지 도인 VED(  


, 여기서, P

는 Laser Power(W), V는 Mark Speed(mm/s), h는 

Line Thickness, t는 Layer Thickness)를 통해 낮

은 VED 값에서 기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본 실험에서 VED값이 26(J/mm3)이하인 

Case 2, 3에서는 이어간 결합력이 부족하여 도포과

정에서 분말이 지속 으로 탈락되어 제작이 안 으며, 

30(J/mm3)이상인 Case 6부터 제작이 가능했다. 기

공은 VED 값이 가장 높은 Case 7에서 가장 낮게 측

정되었다. Case No. 1과 같이 Mark Speed와 Line 

Thickness 값이 낮은 경우, VED 값은 높지만 이  

출력이 52W로 낮아 단 면 당 충분한 에 지 도를 

확보하지 못하여 도포된 속 우더를 용융시키지 못해 

기공률이 높게 제작되는 상을 통해 최소한의 이  

출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VED 26이하인 Case 

No. 2, 3을 제외한 실험인 이  출력 82~120W 

범 에서는 VED 값에 따라 기공률이 감소했다.

  3.1.2 기계  물성 분석

  각 실험에 한 기공률에 따른 굽힘 강도 결과는 아

래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공률에 따라 굽힘 강

도 결과를 확인하 다. 굽힘 강도 결과 값을 다구 기

법을 통해 기공률에 한 실험변수의 향도를 분석하

으며, Table 3에 나타낸 제어변수  Laser Power, 

Base Angle, Mark Speed, Line Thickness 순서로 

기공률에 향을 끼치는 변수로 분석된다. 즉, Laser 

Power와 Base Angle은 수 이 높을수록 기공도가 낮

아진다. 그러나 Mark Speed와 Line Thickness는 

변수 수   간 수 에서 가장 은 기공률로 분석

되어 정 수 의 제어가 필요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실험 결과를 통해 속 3D 린  공정조건

으로 기공률 경향을 측하는 회귀식을 도출하 으며, 

그 식은 아래(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Laser Power는 

LP, Mark Speed는 MS, Base Angle은 BA, Line 

Thickness는 LT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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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Porosity 
Flexural Strength 

Fig. 6 Flexural strength and porosity results 

Case No.
Porosity area(Pixel) Metal area(Pixel)

Stacking 
direction

Cross 
section

Stacking 
direction

Cross 
section

1 334,557 1,515,301 2,811,171 1,630,427 
2  Not Stacked
3  Not Stacked
4 197,597 287,700 2,948,131 2,858,028
5 8,732 33,398 3,136,996 3,112,330
6 709,382 759,669 2,436,346 2,386,059
7 1,028 4,324 3,144,700 3,141,404
8 33,179 88,766 3,112,549 3,056,962
9 1,057 25,172 3,144,671 3,120,556

Table 5  VED and porosity values for each process con-
dition 

Case No. Laser power
(W)

VED
(J/mm3)

Porosity
(%)

1 52 69 29.4
2 52 26 Not Stacked
3 52 14 Not Stacked
4 82 47 7.71
5 82 68 0.67
6 82 30 23.35
7 120 96 0.09
8 120 43 1.94
9 120 73 0.42

1 2 3 4 5 6 7 8 9
0

10

20

30

Po
ro

sit
y 

(%
)

Case No.

Porosity

Fig. 5 Graph of porosity values for each process con-
dition

Table 4  Metal and porosity area resul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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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2 SEM 분석

 굽힘 강도 측정 후 단면을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해 40~3,000

배 배율로 측정했으며 그 결과를 아래 Fig. 7에 나타

내었다. SLM방식의 속 3D 린터로 제작된 Ti- 

6Al-4V 합 은 β변태 (1,050℃) 이상의 온도에서 

속냉각이 일어나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되어 높은 강도

와 경도로 인해 모든 시편에서 단 시 벽계면이 확인

되어 취성 단으로 단된다. 

  가장 높은 강도 조건인 Case 7의 경우 미용융 분말

이 확인이 어려웠으나, 상 으로 강도가 낮은 Case 

1, 4, 5, 6, 8, 9의 단면에서 미용융 분말의 찰이 

된다. 

  미용융 분말은 층물 내부의 기공이 발생되었음을 

의미하며, SEM 이미지에서 측되는 분말의 분포가 

많을수록 강도 값이 하되는 것으로 경향이 나타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속 3D 린터를 통해 골과 유사한 

강도를 갖도록 속 지지체 공정 제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공정변수 평가에 한 실험계획은 다구  

실험계획법으로 수립하 으며, 제작된 시험편 단면에 

해 OM분석을 수행하여 각 조건에 한 기공률을 확인

하 으며, 굽힘 강도 시험을 진행하여 기공률과 강도의 

상 계를 확인하 다. 단면에 한 SEM 측정하여 

단형태를 확인하 으며 단면의 상태에 따른 성분분석

을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속 3D 린  시편 OM측정에서 시편의 층

방향과 종방향으로 단하여 픽셀단 로 단면의 기공률

을 측정하 으며, 속 3D 린 의 주요 공정변수를 

제어하여 내부 기공 제어 가능성을 확인했다.

  2) 한, 굽힘 강도를 측정하여 기공률과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반비례 경향이 나타났으며, 측정 결과로 도

출된 회귀식을 통해 와 유사강도의 속 지지체 제작 

가능성을 확인했다.

  3) 강도에 따라 단면 미용융 분말의 분포를 SEM

을 통해 찰되었으며, 미용융 분말의 분포에 따라 굽

힘 강도 값이 하되는 경향을 확인하 다. 단면은 

속냉각으로 인한 마르텐사이트이 생성되어 모두 벽계

단이 발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와 유사강도를 갖는 지지체를 속 

3D 린터로 제작하기 해 공정변수를 통한 기공률을 

Case 1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Case 9

Fig. 7 SEM Measurement result of the fracture surface of the bendin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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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실험  단면분석을 진행한 결과, 공정변수 제어를 

통한 기공률 제어 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의료기기에 

용하기 해서는 속 3D 린  공정변수 확  연

구를 통해 정 한 내부기공을 제어와 모니터링 장치의 

연구를 통해 기공 측기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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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tainless steel is used in various fields due to its ex-
cellent physical properties and corrosion resistance. 
Among them, austenitic stainless steel is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bio, LNG, and hydrogen, and de-
mand for stainless steel is increasing significantly in 
the LNG field. However, GTAW (Gas Tungsten Arc 
Welding), which has been used to obtain high-quality 
clean welds without slag or impurities in stainless steel, 
is a welding process with low productivity of 1 kg/hr1), 
and thus,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increasing demand. 
  ArcTig is a type of keyhole GTAW that allows key-
hole welding by directly cooling the electrode with wa-
ter and increasing energy density. For keyhole welding 
that penetrates the base metal, I and Y grooves are used 
to maintain the keyhole stably. Therefore, it is an ex-
cellent welding process that can replace the GTAW be-
cause it can reduce cost, improve productivity, and ob-
tain high-quality welds by reducing groove processing 
and production time. Welding processes for keyhole 

welding other than ArcTig include PAW (Plasma Arc 
Welding), LBW (LASER Beam Welding), and EBW 
(Electron Beam Welding). However, in the case of PAW, 
many parameters need to be controlled, and hence, it is 
difficult for the operator to handle. Moreover, since it 
uses orifices and pilot arc, it is expensive to manage 
and maintain2). LBW is very expensive3,4) and requires 
expertise to handle and tolerance management is ex-
tremely difficult compared to PAW because of its small 
beam size. Furthermore, EBW requires the most cost 
and has many limitations in use because a vacuum en-
vironment is essential for welding5). On the contrary, 
ArcTig is easy to handle because it has current, voltage, 
and welding speed as parameters to be considered, sim-
ilar to the existing GTAW. Moreover, there are no con-
sumables such as orifices, unlike PAW, and thus, con-
sumables management and maintenance costs are very 
low at about one-third of PAW. However, since ArcTig 
was developed relatively recently than other welding 
processes, the basis for applying ArcTig is relatively 
insufficient.
  To this end, in this study, we performed weld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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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y tests on austenitic stainless steel ma-
terial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ArcTig process be-
fore applying ArcTig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After 
welding, macro and micro analysis alongside RT (Ra- 
diographic Test) were carried out, and hardness, tensile 
test, bending test, and impact tests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soundness of the welds.

2. Experimental

2.1 Experimental materials

  ASTM316L plate was used as the base metal in the 
experiment, two plates with a size of 400 mm*150 
mm*8t were welded. Since an ArcTig is a keyhole 
welding process, I groove without additional groove 
processing was used. ER 316L 1.2φ was used as a filler 
metal. Table 1 show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base metal and the filler metal, and Table 2 tabulate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base metal and the fill-
er metal.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base metal 
represent the tensile test value obtained by collecting 
the test specimen in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roll 
pressing direction.

2.2 Experimental equipment

  Among the welding devices used in the experiment, 
two 500A TIG welding machines were power-shared 
and a 4-roller drive type feeder capable of feeding a 

wire at a speed of 0-11 m/min was used as a supply 
module. A 4.7 kW chiller was used to cool electrodes 
and welding equipment, and a 6-axis robot with a pay-
load of 6kg and repeat accuracy of ± 0.08mm was used 
as a welding robot and the robot welding experiment 
was conducted by attaching an ArcTig torch to the end 
of the robot arm. A 2% rare earth tungsten electrode 6.4
φ was employed as the tungsten electrode. Corrosion 
resistance may be degraded due to depletion of chro-
mium when oxidation is performed during welding of 
stainless steel, and thus oxidation of welding beads was 
prevented by using trailing and back purging devices to 
prevent the corrosion.

2.3 Experimental method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the form of auto-
matic welding using a robot, and TCP (Tool Center 
Position) was set before the experiment to smoothly op-
erate the robot and improve precision. The welding 
conditions were selected through the preliminary ex-
periment and they are tabulated in Table 3. RT was per-
formed to check defects inside the welds before the 
physical properties test. The tensile test specimen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SME Sec. IX QW-462.1 
(a), the bending test specimen was prepared in accord-
ance with ASME Sec. IX QW-462.3 (a), and the impact 
test specimen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SME 
SA-370. The impact test specimen was manufactured 
as a subsize specimen with a size of 10 mm*5t*55 mm 
and a notch depth of 2 mm because the thickness of the 
base metal was less than 10 t. As for the test specimen, 
1.5 mm of both sides were processed in the thickness 
direction, and an impact test specimen with a thickness 
of 5 mm was collected in the middle. Considering that 
Stainless 316L can be used in a cryogenic environment, 
a cryogenic Charpy impact test was carried out using 
liquid nitrogen (-196°C). To eliminate the temperature 
gradient inside the test specimen, the test specimen was 
cooled with liquid nitrogen for 10 minutes and then 
taken out and an impact test was performed within 5 
seconds. 
  For cross-sectional analysis, grinding was performed 
up to #2000 with sandpaper, and then polishing was 
performed using alumina abrasive with a particle size 
of 3 ㎛. For the etching for macro and micro analyses, 
HCl and HNO3 solutions were mixed at a ratio of 3:1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Cr Ni Mo

Base metal 0.022 0.595 1.059 16.238 10.08 2.05

Filler metal 0.02 0.51 1.61 18.78 11.81 2.49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and filler metal

Mechanical properties

YS 
(MPa)

TS 
(MPa)

Elongation
(%)

Hardness 
(HRB)

Toughness
(J)

Base 
metal 281 583 57 80.7 -

Filler 
metal 394 556 41 - 113 (0℃)

62 (-196℃)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and filler metal

Current Voltage Welding speed Feed rate Shield gas Purging gas Electrode

480 A 17 V 28 cm/min 100 cm/min Ar, 21 l/min Ar 2% rare earth 6.4φ

Table 3 Experimental wel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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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sample was etched with aqua regia for 10 
minutes. 
  Hardness measurement was carried out using a Vickers 
hardness machine on a test specimen that was mounted, 
polished, and etched. The test load was set to 5 kgf and 
the holding time was set to 10 seconds.

3. Results and Discussion

3.1 Bead appearance and macro analysis 

  Fig. 1 presents photographs showing the appearance 
of the front and back beads after welding. Since an ad-
ditional shielding device was used, oxidation of the 
welding bead did not progress significantly. In the cen-
ter of the front bead, fine lines, which seemed to be 
formed when structures grown in both fusion lines met 
each other, were observed with the naked eye.
  RT inspection did not detect any defects in the weld 
and Fig. 2 shows a photograph showing the Macro 
cross-section of the ArcTig weld without defects. Like 
a typical butt weld, it was observed that the structure 
grows from the fusion line and ends up growing at the 
center of the wel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ross- 
sectional analysis of the line of the bead center ob-
served in Fig. 1a), the smooth formation of the bead at 

a depth of about 0.03 mm at the center of the bead sur-
face appears to be the line of the bead surface. This is 
the part where solidification ends, and if the weld is not 
managed cleanly, it will be the most vulnerable part due 
to the segregation of impurity elements.
  The upper part of the welding metal is widely melted 
and exhibits a penetration shape such as GTAW, but it 
has a narrow shape from the middle part and shows a 
penetration shape similar to the PAW weld in keyhole 
mode. The height of the front bead and the back bead 
was about 1 mm, the width of the front bead was about 
12.5 mm, and that of the back bead was about 3 mm.
  Because no apparent structure growth occurs around 
the welding metal, a heat-affected zone (HAZ) is not 
observed with the naked eye. Y. Feng et al. also re-
ported that the grain size of the HAZ microstructure of 
K-TIG stainless steel 316L was 45.96㎛ and that of the 
base metal was 43.33㎛, making it difficult to confirm 
grain growth6). In the base metal, a band that appears to 
have occurred during manufacture was observed in the 
center of the base metal and also right next to the weld-
ing metal, indicating that the HAZ region was very 
small. 

3.2 Microstructure analysis

  The solidification mode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Fig. 3 presents a dia-
gram showing the solidification mode according to the 
[Cr]Eq / [Ni]Eq ratio7). The equation for Cr and Ni equiv-
alents is as follows.

         (1)

2cm

(a) Front bead

2cm

(b) Back bead

Fig. 1 Bead appearance of ArcTig welds, (a) Front bead, 
(b) Back bead

Fig. 2 Macro section of ArcTig weld (Stainless 316L, 8t)

γ -Austenite

γ + 
Eutectic Ferrite

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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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 
lathy ferrite

δ + 
widmanstatten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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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lidification mode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based on different Creq/Ni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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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sing Equations (1) and (2), [Cr]Eq and [Ni]Eq are cal-
culated by calculating the wt% of each element. 
Depending on the ratio of [Cr]Eq and [Ni]Eq, the solid-
ification mode changes in the order of Fully Austenite 
(A mode), Primary γ Austenite (AF mode), and Primary 
δ ferrite (FA mode). Table 4 summarizes the equivalent 
ratio of the base metal and the filler metal calculated 
through Equations (1) and (2). The equivalent ratio of 
the base metal was about 1.70, that of the filler metal 
was about 1.67, and the solidification mode was ex-

pected to be FA.
  J. A. Brooks et al. summarized the ferrite morpholo-
gies of the welds in accordance with the ratio of [Cr]Eq / 
[Ni]Eq in austenitic stainless steel. According to this re-
search group, it was reported that as the [Cr]Eq / [Ni]Eq 

ratio increased in FA mode due to micro-segregation 
during the solidification process, the microstructure 
changed from skeletal ferrite to lathy ferrite and wid-
manstätten austenite was formed at a higher equivalent 
ratio9). 
  Fig. 4 shows a photograph presenting the micro-
structure of the ArcTig weld. Fig. 4a shows the location 
of observed microstructures in the Macro specimen 
picture. Fig. 4b presents a photograph showing the mi-
crostructure on fusion lines of a weld metal and base 
metal. As observed in the Macro analysis, micro-
structure along with the band was also observed in the 
part of the base metal adjacent to the fusion line. It is 
thought that this band was formed due to the segrega-
tion of carbide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100 μmGrain growth(c)

d

c

b

e

(a)

(d)

Solidification Grain Boundary

100 μm (e)

Lathy ferrite

Vermicular ferrite

100 μm

(b)

γ-austenite
δ-ferrite

100 μm

Fig. 4 Microstructure in ArcTig weld, (a) Macro section, (b) Fusion line in middle of weld, (c) Grain growth direction in 
center of weld, (d) Grain growth direction in top of weld, (e) Fusion line in top of weld

Equivalent [Cr]Eq [Ni]Eq [Cr]Eq / [Ni]Eq

Base metal 19.18 11.27 1.70

Filler metal 22.04 13.22 1.67

Table 4 Cr, Ni equivalent and equivalent ratio for base 
metal and filler metal



A Study on Mechanical Propertie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Welds Using ArcTig Welding 

한용 ․ 합학회지 제40권 제4호, 2022년 8월  347

base metal. A. F. Padilha et al. reported the formation 
of M23C6 carbides in austenitic stainless steel. Carbides 
are composed of Cr, Fe, Mo, and Ni elements and are 
formed at grain boundaries, and these carbides are re-
ported to degrade ductility and toughness10). Further- 
more, based on the study of B. Weiss et al., the compo-
sition of M23C6 was found to be 14Mo, 63Cr, 18Fe, 
and 5Ni wt%11). Fig. 5 is a time-temperature-precipita- 
tion (TTP) diagram of AISI 316 stainless steel.
  As shown in the TTP diagram, M23C6 carbide has a 
very wide formation temperature range and cooling rate 
range, and thus, it can be formed even in the annealing 
process. The weld metal consists of black δ-ferrite and 
yellow γ-austenite, and columnar and columnar den-
drite structures grown from the fusion line were ob-
served near the fusion line. Fig. 4c shows a photograph 
of the center of the weld metal, where the structure 
grown from both fusion lines and the structure grown 
from the center meet. Mainly vermicular (skeletal) fer-
rite was observed, and lathy ferrite was also observed 
in some regions. The center of the weld is where segre-
gation of low melting point inclusion, which cause 
high-temperature cracks, occurs the most, but no cracks 
were found in this experiment. Fig. 4d is a photograph 
showing the microstructure at the upper part of the 
weld metal. The structure that has grown upward from 
the fusion line and the structure that has grown around 
the upper fusion line meet to form a solidification grain 
boundary. In general, epitaxial grain growth occurs in 
which microstructures grow to the top along the ori-
entation of the previous structure when the weld metal 
solidifies; however, in this experiment, microstructures 
seem to have grown separately at the upper part.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was considered in Fig. 2. As 
shown in Fig. 2,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left 
penetration and the right penetration shape of the weld 
metal. From the difference in penetration forms, it can 
be seen that less heat input was put into the right side 
than on the left side of the weld. The fast cooling rate 

caused by the low heat input increased the nucleation 
rate in the upper right side of the weld metal, and grains 
in a new orientation seem to have grown. On the con-
trary, a cooling rate is relatively slow in the upper left 
part of the weld metal, which seems to have more heat 
input, and hence, it is connected to the upper part of the 
weld metal along the orientation of the structure grown 
from the fusion line. Fig. 4e is a photograph showing 
the fusion line of the upper part of the welding metal. 
Like other parts of the weld metal, vermicular and lathy 
ferrite seen in FA solidification mode was observed. 
Furthermore, more dendrite structures were observed 
than columnar compared to Fig. 4b. This is thought to 
be due to the aforementioned low heat input.

3.3 Hardness test

  Fig. 6 shows the hardness distribution of the ArcTig 
weld. As shown in the graph, the hardness at the center 
in the thickness direction of the weld has an average 
value of about 160 Hv in the weld metal, and the base 
metal has a higher hardness value of about 171 Hv. The 
microstructure was observed in Macro and Micro anal-
yses, which is thought to have higher hardness than the 
weld. 
  In contrast, the hardness distribution in the upper part 
of the weld in the thickness direction shows a different 
pattern. The hardness of the weld metal is about 164 
Hv on average, and that of the base metal is about 165 
Hv, and they show almost the same hardness distribu- 
tions. The cause of these results is shown in Fig. 7. Fig. 
7 presents the fusion line at the upper part in the thick-
ness direction of the weld. In this figure, the upper part 
represents the surface of the weld, and the lower part 
represents the center of the weld. The base metal used 
in this experiment is subjected to annealing and pick-
ling processes after hot roll pressing. As shown in the 
picture, a relatively coarse isotropic structure formed 
through a recovery-recrystallization-growth process 
that occurs during the annealing process was observed 
on the surface of the base material. However, at the 
center of the base metal, a fine structure appears i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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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growth is suppressed by carbides. Therefore, in 
the hardness distribution graph of Fig. 6, the hardness 
at the center of the weld has a higher hardness dis-
tribution in the base metal reinforced by grain refine-
ment than in the weld metal, whereas the hardness on 
the surface of the weld metal shows a similar hardness 
distribution compared with that of the annealed heat- 
treated base metal. Therefore, when HRB 80.7, which 
is the hardness value of the base metal shown in Table 
2, is represented as Vickers hardness, it is about 158 
Hv, which is at a level similar to the hardness value 
measured in this study, meaning that the hardness of the 
base metal hardly decreased due to welding.

3.4 Tensile test and bending test

  Table 5 shows the tensile test results of the ArcTig 
weld, and Fig. 8 shows a photograph of the tensile test 
specimen after the tensile test. The average of four ten-
sile strength test results was 581.9 MPa, and the elon-
gation was about 41.1%. Three of the four specimens 
were fractured in the base metal, and one specimen was 
fractured in the weld. This is almost the same level as 
the tensile strength of the base material shown in Table 
2. Since ArcTig is a keyhole process, the proportion of 
the base metal among welding metals accounts for 90% 
or more even when a filler metal is used. Therefore, it 
appears at a level almost similar to the tensile strength 
of the base metal. However, the elongation was reduced 
by about 16%.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nsile test direction and the roll pressing test direction, 

and when the tensile test is conducted in the longi-
tudinal direction of carbide, the elongation seems to be 
low because the carbide lacks ductility. On the contrary, 
the elongation rate of the base material indicated in 
Table 2 was less affected because the tensile test direc-
tion and the carbide direction elongated by roll pressing 
were perpendicular to each other as the tensile test was 
conducted in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rolling 
direction.
  Fig. 9 shows a specimen photograph of a bending test. 
a and b are top and side photographs of the face bend-
ing specimen, respectively, and c and d are top and side 
photographs of the specimen subjected to root bending, 
respectively. As shown in the figure, no cracks were 
found in the front and back sides after the bending test, 
indicating that the weld has sufficiently good ductility.

3.5 Impact test 

  Table 6 presents the results of the cryogenic Charpy 
impact test using liquid nitrogen. The impact test meas-
ured and compared the impact absorption energy at two 
positions, namely the welding metal and the heat-af-
fected zone. Since there was no clear heat-affected zone 
in the collection position of the heat-affected impact 
test specimen, a notch was set at a distance of 1-2 mm 
from the fusion line, and the collection was carried out. 
The average impact absorption energy of the weld met-
al was 99.44J, and that of the heat-affected zone was 

Coarse grain

Fine grain

100 μm

Fig. 7 Grain size difference of base metal near fusion line

Specimen 1 2 3 4

Tensile strength
(MPa) 582.8 585.1 581.7 577.9

Avg. tensile 
strength (MPa) 581.9

Avg. elongation 41.1

Table 5  Tensile properties of ArcTig specimens

Fig. 8 Tensile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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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Bending test specimens, (a) face bending top view, 
(b) face bending side view, (c) root bending top 
view, (d) root bending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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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J, suggesting the cryogenic toughness of the weld 
metal was better. Fig. 10 is a photograph of a test speci-
men of welding metal and a heat-affected zone after 
conducting an impact test. Figs. 10a and 10b are top 
and side photographs of the weld metal impact test 
specimen, respectively, and Figs. 10c and d are top and 
side photographs of the heat-affected zone test speci-
men, respectively. The heat-affected zone test specimen 
was completely ruptured into two pieces, the weld met-
al test specimen was not broken and a part of it was still 
attached. In addition, it was consistent with the test re-
sults in that the amount of plastic deformation of the 
heat-affected zone test specimen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weld metal test specimen.
  In general, the cause of the degradation in the tough-
ness of HAZ in arc welding is known as structure 
coarsening. However, in the ArcTig of this experiment, 
structure coarsening rarely occurred. As a result, HAZ 
has low impact absorption energy because of the car-
bide segregation at the center of the base metal men-
tioned above,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weld 
metal was completely melted and carbide was removed, 
the ductility was restored, while carbide was still left in 
the heat-affected zone. Fig. 11 is a photograph of the 
fracture surface of the heat-affected zone specimen af-
ter the impact test. Fig. 11a is the ruptured surface of 

the impact specimen of HAZ, and the part of the photo-
graph that involves plastic deformation and ductile de-
struction is the part of both surfaces that have been re-
crystallized and grown by annealing. In contrast, the 
cleavage fracture, in which brittleness destruction oc-
curred with little plastic deformation, can be seen at the 
center where grain growth was suppressed by carbides. 
On the contrary, Fig. 11b shows the ruptured surface of 
the impact specimen of the weld metal, and it is possi-
ble to observe the shape of a ductile ruptured surface 
that forms a fine dimple even at the center. In general, 
it is known that the finer the grain, the better the phys-
ical properties such as strength, toughness, and ductility. 
However, in this experiment, even though fine grains 
were formed, brittleness destruction occurred in the 
center of the HAZ, which suggests that the formation of 
vulnerable carbides at the center of the base metal af-
fected the degradation of toughness. However, since the 
formation of carbides in the base metal does not cause 
serious problems in quality, manufacturers seem to 
have made it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feasibility 
and productivity. ArcTig is a process that uses high cur-
rent and high heat input conditions compared to general 
TIG welding to form a keyhole, but 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weld has good physical properties. In 
2004, Chang et al. stated that the research on stainless 
steel welding technology using keyhole GTAW pro-
vided good thermal efficiency, resulting in a decrease in 
total heat input and deformation compared to other 
processes12). The same can be applied to ArcTig, which 
is expressed in a schematic diagram in Fig. 12. Fig. 12 
qualitatively represents the phenomenon that occurs 
during ArcTig welding. As illustrated in the figure, plas-
ma formed by high current forms a keyhole and is emit-
ted in the form of tail and exit plasma, respectively13). In 

No.
Weld (-196℃)

1 2 3 4 5 6
EAbsorbed 

(J) 98.71 100.69 96.74 102.67 96.74 101.09

Avg. 99.44 

No.
HAZ (-196℃)

1 2 3 4 5 6
EAbsorbed 

(J) 65.18 76.30 69.96 81.22 77.46 76.30

Avg. 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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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Charpy impact test specimens, (a) Weld speci-
mens top view, (b) Weld specimens side view, 
(c) HAZ specimens top view, (d) HAZ speci-
mens side view

Table 6 Cryogenic charpy impact test results

(b)

Ductile Ductile

Brittle Brittle

(a)

2 mm

2 mm

Fig. 11 Charpy impact test fracture surface, (a) HAZ, (b)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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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word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weld are good even though it is a high 
current since all of the plasma of the high current is not 
put into the weld and is discharged after forming the 
weld. In this experiment, it was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cTig 
weld. However, the corrosion resistance of stainless 
steel may degrade due to sensitization caused by weld-
ing, and thus, we plan to carry out an experiment on 
electrochemical properties including corrosion proper-
ties in future research. 

4.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ArcTig welding experiment on 316L 
stainless steel resulted in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ArcTig weld of 316 L stainless steel 8t has a 
front bead width of about 12.5 mm, a back bead width 
of about 3 mm, and a bead height of about 1 mm on 
both sides, forming a sound weld without defects.
  2) The microstructure of the weld metal consisted of γ- 
austenite and δ-ferrite, and vermicular and lathy ferrite 
observed in FA solidification mode was observed.
  3) On the upper part of the weld metal, new grain 
growth in the transverse direction was observed instead 
of the epitaxial grain growth which is a general solid-
ification pattern of a weld. This is due to a local differ-
ence in heat input, and it seems to be caused by nuclea-
tion attributed to low heat input.
  4) The properties of the ArcTig weld satisfied appro-
priate values, and no cracks were found in the bending 
test, verifying the integrity of the weld once again.
  5) The difference in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weld and the base metal seems to be due to the carbide 
formed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base 
metal, and the toughness of the weld seems to be im-
proved as the carbide is removed by welding.
  6) Since this experiment only dealt with mechanical 

properties, an experiment on corrosion properties will 
be conducted in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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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테인리스강은 우수한 물성과 내부식성으로 인해 다

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  austenite 계 스테

인리스강은 바이오, LNG,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LNG 분야에서 스테인리스강

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인리스강에

서 슬래그, 불순물 등이 없는 고품질의 청정 용 부를 

얻기 해 사용해왔던 GTAW(Gas Tungsten Arc 

Welding)는 1kg/hr1) 수 으로 생산성이 낮은 용 공

정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이다. 

  ArcTig는 극을 직 으로 수냉 시켜 에 지 도

를 증가시킴으로써 keyhole 용 이 가능한 Keyhole 

GTAW의 일종이다. 모재를 통하는 keyhole 용 은 

keyhole을 안정 으로 유지하기 해 I, Y groove를 

사용한다. 따라서 groove 가공시간과 생산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어 원가 감, 생산성 향상, 고품질의 용 부

를 얻을 수 있으므로 GTAW를 체할 수 있는 우수한 

용 공정이라 할 수 있다. 

  ArcTig 이외에 Keyhole 용 을 할 수 있는 용 공정

으로는 PAW(Plasma Arc Welding), LBW(LAS-ER 

Beam Welding), EBW (Electron Beam Welding) 

정도가 있다. 하지만 PAW의 경우 제어해야 하는 라

미터가 많아 오퍼 이터가 다루기가 어렵고 Orifice, 

일럿 아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와 유지비용이 많

이 든다는 단 이 있다2). LBW는 장비의 가격이 매우 

고가이며3,4) 다루기 해서 문지식이 요구되며 빔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차 리가 PAW에 비해 매우 까

다롭다. 그리고 EBW는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용

을 하기 해서 진공 환경이 필수 이기 때문에 사용

상 제약이 많다5). 반면 ArcTig는 주로 고려해야할 

라미터로 류, 압, 용 속도 정도로 기존 GTAW와 

같아 다루기 용이하고 PAW처럼 Orifice 등의 소모품

이 없기 때문에 소모품 리와 유지비용이 PAW의 약 

1/3 수 으로 매우 렴하다. 하지만 ArcTig는 상기 

다른 용 공정보다 비교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ArcTig를 용하기 한 근거는 상 으로 부족한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ArcTig를 

용하기  ArcTig 로세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austenitic 스테인리스강 소재에 한 용   물

성시험을 진행하 다. 용  후 Macro  Micro 분석, 

RT(Radiographic Test)를 진행하 고 경도, 인장시

험, 굽힘시험, 충격시험을 진행하여 용 부의 건 성을 

확인하 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한 모재는 ASTM316L 재를 사용하

고 400mm*150mm*8t 크기의 재 2개를 가 하

으며 ArcTig는 keyhole 용 로세스이므로 별도의 

개선 가공을 하지 않은 I groove를 사용하 다. 용가

재는 ER 316L 1.2φ를 사용하 다. Table 1은 모재

와 용가재의 화학  조성을 나타낸 표이며 Table 2는 

모재와 용가재의 물성을 나타낸 표이다. 모재의 물성은 

압연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시험편을 채취하여 인장시

험한 값을 나타낸다. 

2.2 실험 장비

  실험에 사용한 용 장치  용 기는 500A  TIG 

 ArcTig 용접을 이용한 Austenitic Stainless Steel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chanical Propertie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Welds
Using ArcTig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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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기 2 를 power sharing 하여 사용하 고 송

모듈은 0 ~ 11 m/min의 속도로 와이어를 송 할 수 

있는 4 roller drive 방식의 송 기를 사용하 다. 

극을 비롯한 용 장치 냉각을 해 냉각용량 4.7kW 

 chiller를 사용하 고 용 로 은 가반 량 6kg, 

반복정 도 ± 0.08 mm의 6축 로 을 사용하 으며 

로 팔 끝에 ArcTig 토치를 부착하여 로 용  실험을 

진행하 다. 텅스텐 극은 2% rare earth tungsten 

electrode 6.4φ를 사용하 다. 스테인리스강은 용  

시 산화가 되면 크롬이 고갈되어 내식성이 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해 trailing  back 

purging 장치를 사용하여 용  비드의 산화를 방지하

다. 

2.3 실험 방법

  실험은 로 을 사용하여 자동용 의 형태로 진행하

으며 실험  원활한 로  작동  정 도 향상을 해 

TCP(Tool Center Position)를 설정하 다. 용  조

건은 비실험을 통해 선정한 조건으로 Table 3에 나

타냈다. 물성시험  용 부 내부의 결함을 확인하기 

해 RT를 진행하 다. 인장시험편은 ASME Sec. IX 

QW-462.1 (a), 굽힘시험편은 ASME Sec. IX QW- 

462.3 (a), 충격시험편은 ASME SA-370에 따랐다. 

충격시험편은 모재의 두께가 10t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mm*5t*55mm, notch 깊이 2mm의 subsize 시편

으로 제작하 다. 시험편은 두께 방향으로 양면을 1.5 mm 

가공하여 간에서 5 mm 두께의 충격시험편을 채취하

다. Stainless 316L은 극 온 환경에서 사용될 수

도 있음을 고려하여 액체질소(-196 ℃)를 이용하여 극

온 샤르피 충격시험을 진행하 다. 충격시험은 시험

편 내부의 온도구배를 없애기 해 시험편을 액체질소

에 10분간 냉각시킨 후 꺼내서 5  이내에 충격시험을 

진행하 다. 

  횡단면 분석은 연마지로 #2000까지 조연마를 한 뒤

에 입도 3 ㎛의 알루미나 연마제를 사용하여 정연마까

지 진행하 다. Macro&Micro 분석을 한 에칭은 

HCl, HNO3 용액을 3:1 비율로 혼합하여 10분간 왕

수 에칭 하 다.

 경도 측정은 마운 , 연마, 에칭을 마친 시험편에 비

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여 진행하 다. 시험하 은 5kgf, 

유지시간은 10 로 설정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비드 외   Macro 분석
 

  Fig. 1은 용  후 면, 이면 비드 외 을 나타낸 사

진이다. 추가 shielding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용

비드의 산화는 크게 진행되지 않았다. 면 비드의 심

에는 양 쪽 용융선(Fusion line)에서 성장한 조직이 

서로 만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미세한 선이 육안

으로 찰되었다.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Cr Ni Mo

Base metal 0.022 0.595 1.059 16.238 10.08 2.05

Filler metal 0.02 0.51 1.61 18.78 11.81 2.49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and filler metal

Mechanical properties

YS 
(MPa)

TS 
(MPa)

Elongation
(%)

Hardness 
(HRB)

Toughness
(J)

Base 
metal 281 583 57 80.7 -

Filler 
metal 394 556 41 - 113 (0℃)

62 (-196℃)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and filler metal

Current Voltage Welding speed Feed rate Shield gas Purging gas Electrode

480 A 17 V 28 cm/min 100 cm/min Ar, 21 l/min Ar 2% rare earth 6.4φ

Table 3 Experimental welding condition

2cm

(a) Front bead

2cm

(b) Back bead

Fig. 1 Bead appearance of ArcTig welds, (a) Front bead, 
(b) Back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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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검사 결과 용 부에서 결함이 검출 되지 않았으

며 Fig. 2는 결함이 없는 ArcTig 용 부의 Macro 횡

단면을 나타낸 사진이다. 일반 인 맞 기 용 부와 같

이 용융선에서부터 조직이 성장하여 용 부의 심에서 

성장이 종료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Fig. 1 a)에서 

찰되었던 비드 심의 선은 횡단면 분석을 한 결과 

비드 표면의 심에서 약 0.03 mm 깊이로 비드가 원

만하게 형성된 것이 비드 표면의 선으로 보이는 것이

다. 이 부분은 응고가 종료되는 부분으로 용 부가 청

결하게 리되지 않을 경우 불순물 원소의 편석에 의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속의 윗부분은 넓게 용융되어 GTAW와 같은 

용입 형상을 보이지만 간부분부터는 좁은 형태로 

keyhole 모드의 PAW 용 부와 유사한 용입 형상을 보

인다. 면 비드와 이면 비드의 높이는 모두 약 1 mm 

수 이며 면비드 폭은 약 12.5mm, 이면비드 폭은 

약 3mm 다.

  용 속 주변으로는 뚜렷한 조직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 육안으로는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

가 찰되지 않는다. Y. Feng 등의 연구에서도 K-TIG

의 stainless steel 316L 열 향부 미세조직의 결정

립 크기는 45.96㎛, 모재의 결정립 크기는 43.33㎛로 

결정립 성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하 다6). 모재

에서는 제조  생긴 것으로 보이는 띠가 모재의 심

부에서 찰되었고 용 속의 바로 에서도 찰되는 

것으로 볼 때 HAZ 역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3.2 미세조직 분석

  Austenite계 스테인리스강의 응고모드는 4가지로 

분류된다. Fig. 3은 [Cr]Eq / [Ni]Eq 당량에 따른 응고

모드를 나타낸 그림이다7). Cr과 Ni 당량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8).

          (1)

           (2)

  식 1, 2에서 각 원소의 wt%로 계산하여 [Cr]Eq와 

[Ni]Eq를 구한다. Cr 당량과 Ni 당량 비에 따라 응고

모드는 단상 오스테나이트(Fully Austenite, A mode), 

정 오스테나이트(Primary γ Austenite, AF mode), 

정 페라이트(Primary δ ferrite, FA mode) 순으

로 변하게 된다. 식 1과 2를 통해 계산한 모재와 용가

재의 당량비를 Table 4에 정리하 다. 모재의 당량비

는 약 1.70, 용가재의 당량비는 약 1.67 이었으며 응

고모드는 FA로 상하 다. 

  J. A. Brooks 등은 austenite계 스테인리스강에서 

[Cr]Eq / [Ni]Eq 당량비에 따른 용 부의 ferrite mor-

phologies를 정리하 다. 그에 따르면 응고과정에서 

미세 편석에 의해 FA 모드에서 [Cr]Eq / [Ni]Eq 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조직은 skeletal ferrite에서 lathy 

ferrite로 변하고 더 높은 당량비에서는 widmanstät-

ten austenite가 형성된다고 보고하 다9).

  Fig. 4는 ArcTig 용 부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사진

이다. Fig. 4 a는 미세조직을 찰한 치를 Macro 

시편 사진에 나타낸 것이다. Fig. 4 b는 용  속과 

모재의 용융선(Fusion line)에서 미세조직 나타낸 사

진이다. Macro 분석에서 찰한 것과 같이 용융선과 

인 한 모재부분에서도 띠와 함께 미세한 조직이 찰

γ -Austenite

γ + 
Eutectic Ferrite

γ + 
skeletal ferrite

γ + 
lathy ferrite

δ + 
widmanstatten γ

Te
m

pe
ra

tu
re

(K
)

Fig. 3 Solidification mode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based on different Creq/Nieq

Equivalent [Cr]Eq [Ni]Eq [Cr]Eq / [Ni]Eq

Base metal 19.18 11.27 1.70

Filler metal 22.04 13.22 1.67

Table 4 Cr, Ni equivalent and equivalent ratio for base 
metal and filler metal

Fig. 2 Macro section of ArcTig weld (Stainless 316L, 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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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띠는 모재의 제조과정에서 탄화물이 편

석된 것으로 생각된다. A. F. Padilha 등은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M23C6 탄화물의 생성에 해 

보고하 다. 탄화물은 Cr, Fe, Mo, Ni 원소로 이루어

져 있고 입계에 형성되며 이러한 탄화물은 연성과 인성

을 하시키는 것으로 보고하 다10). 한 B. Weiss 등의 

연구에서는 M23C6의 조성은 14Mo, 63Cr, 18Fe, 5Ni 

wt%로 조사되었다11). Fig. 5는 AISI 316 스테인리스 

강의 TTP (Time-Temperature-Precipitation) 선도

이다. TTP 선도에서 알 수 있듯이 M23C6 탄화물의 형

성 온도범 와 냉각속도 범 가 매우 넓어 소둔 과정에

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용 속은 검은색

의 δ-ferrite와 노란색의 γ-austenite로 이루어져 있

으며 용융선 부근에서는 용융선에서부터 성장한 col-

umnar, dendrite 조직이 찰되었다. Fig. 4 c는 용

속의 심을 찰한 사진으로 양쪽 용융선에서부터 

성장해온 조직과 심부에서 성장한 조직이 만나는 부

분이다. 주로 vermicular(skeletal) ferrite가 찰되

었으며 일부 lathy ferrite도 일부 찰되었다. 용 부

의 심은 고온균열의 원인이 되는 융  개재물의 편

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이번 실험에서 균열

은 발견되지 않았다. Fig. 4 d는 용  속의 상부에

100 μmGrain growth(c)

d

c

b

e

(a)

(d)

Solidification Grain Boundary

100 μm (e)

Lathy ferrite

Vermicular ferrite

100 μm

(b)

γ-austenite
δ-ferrite

100 μm

Fig. 4 Microstructure in ArcTig weld, (a) Macro section, (b) Fusion line in middle of weld, (c) Grain growth direction in 
center of weld, (d) Grain growth direction in top of weld, (e) Fusion line in top of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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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temperature-precipitation diagram of the AISI
316 austenitic stainless stee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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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세조직을 나타낸 사진이다. 용융선에서부터 쪽

으로 성장해온 조직과 상부 용융선에서 심으로 성장

해가는 조직이 만나 응고결정립계(Solidification Grain 

Boundary)가 형성되었다. 일반 으로 용 속이 응

고할 때 이  조직의 방 를 따라 상부까지 미세조직이 

성장하는 epitaxial grain growth가 일어나는데 반해 

이번 실험에서는 상부에서 미세조직이 별개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원인을 Fig. 2를 통해 고찰

하 다. Fig. 2를 보면 용 속의 왼쪽 용입과 오른

쪽 용입 형상에 차이가 있다. 용입 형상의 차이를 통해 

용 부의 왼쪽에 비해 오른쪽에 입열이 더 게 투입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입열량에서 기인한 빠른 

냉각속도로 인해 용 속 오른쪽의 상부에서 핵생성 

속도가 증가하 고 새로운 방 의 결정립이 성장한 것

으로 보인다. 반면에 더 많은 입열량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용 속의 왼쪽 상부에서는 상 으로 냉각속

도가 느리기 때문에 용융선에서부터 성장해온 조직의 

방 를 따라 용 속 상부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 e는 용 속 상부의 용융선을 나타

낸 사진이다. 용 속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FA 응고모드에서 볼 수 있는 vermicular, lathy fer-

rite가 찰되었다. 한 Fig. 4 b와 비교하여 colum-

nar보다는 dendrite 조직이 더 많이 찰되었다. 이는 

앞서 언 한 낮은 입열량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3.3 경도시험 

  Fig. 6은 ArcTig 용 부의 경도 분포를 나타낸 그

래 이다. 그래 에서 알 수 있듯이 용 부 두께방향으

로 심에서의 경도는 용 속에서 평균 약 160 Hv

의 값을 가지고 모재에서는 약 171 Hv로 모재가 더 

높은 경도값을 가진다. Macro & Micro 분석에서 미

세한 조직이 찰되었고 이로 인해 용 부보다 경도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용 부의 두께방향 상부에서 경도 분포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용 속의 경도는 평균 약 164 Hv이

고 모재의 경도는 약 165 Hv로 거의 비슷한 경도 분

포를 보인다. 이런 결과에 한 원인을 Fig. 7에 나타

내었다. Fig. 7은 용 부의 두께방향으로 상부에서 용

융선을 나타낸 사진이다. 사진에서 윗 부분은 용 부의 

표면, 아랫부분은 용 부의 심부를 나타낸다. 본 실

험에 사용한 모재는 열간압연 후 소둔(Annealing)  

산세(Pickling) 과정을 거친다. 사진을 보면 모재의 

표면부분은 소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복-재결정-성장 

과정을 거쳐 형성된 비교  조 한 등방정의 조직이 

찰된다. 하지만 모재의 심에서는 탄화물에 의해 결정

립 성장이 억제된 미세한 조직이 나타난다. 따라서 

Fig. 6의 경도분포 그래 에서 용 부 심에서의 경

도는 용 속보다 결정립 미세화에 의해 강화된 모재

에서 더 높은 경도 분포를 가지는 반면, 표면에서의 경

도는 용 속와 소둔 열처리된 모재가 비슷한 경도 분

포를 보인다. 따라서 Table 2에 나타낸 모재의 경도값

인 HRB 80.7을 비커스 경도로 나타낼 경우 약 158 

Hv 이며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경도값과 비슷한 수

으로 용 에 의한 모재의 경도 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4 인장시험  굽힘시험

  Table 5는 ArcTig 용 부의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

낸 표이며 Fig. 8은 인장시험 후 인장시험편 사진이다. 

인장강도는 4회 평균 581.9 MPa이며 연신율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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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ardness distribution in ArcTig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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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rain size difference of base metal near fusion line

Specimen 1 2 3 4

Tensile strength
(MPa) 582.8 585.1 581.7 577.9

Avg. tensile 
strength (MPa) 581.9

Avg. elongation 41.1

Table 5  Tensile properties of ArcTig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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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다. 4개  3개 시편은 모재에서 단이 발생

하 고 1개 시편은 용 부에서 단 되었다. 이는 

Table 2에 나타낸 모재의 인장강도와 거의 같은 수

이다. ArcTig는 keyhole 로세스이므로 용가재를 사

용하여도 용 속  모재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

지한다. 따라서 모재의 강도와 거의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연신율에서는 약 16% 정도 감소되

었다. 이는 인장시험 방향과 압연시험 방향의 차이가 

원인으로 탄화물의 길이 방향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

우 탄화물의 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신율이 낮게 나

온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Table 2에 표기된 모재

의 연신율은 압연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인장시험을 

진행하 으므로 인장시험 방향과 압연에 의해 길게 형

성된 탄화물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Fig. 9는 굽힘시험을 진행한 시편 사진이다. a, b는 

각각 face bending 시편의 윗면과 측면 사진이며, c, 

d는 각각 root bending을 진행한 시편의 윗면과 측면 

사진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굽힘시험 후 면과 

이면에서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용 부의 연

성이 충분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3.5 충격시험

  Table 6은 액체질소를 사용한 극 온 샤르피 충격시

험의 결과 값을 나타낸 표이다. 충격시험은 용 속과 

열 향부 2개 치에서 측정하여 충격흡수에 지를 비

교하 다. 열 향부 충격시험편의 채취 치는 뚜렷한 

열 향부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용융선으로부터 1 ~ 

2 mm 떨어진 곳을 노치로 하여 채취하 다. 용 속

의 충격흡수에 지는 평균 99.44J, 열 향부의 충격흡

수에 지는 평균 74.40J로 용 속의 극 온 인성이 

더 우수했다. Fig. 10은 충격시험을 진행한 후 용

속와 열 향부 시험편을 은 사진이다. Fig. 10 a와 

b는 각각 용 속 충격시험편의 윗면과 측면 사진이

고 Fig. 10 c와 d는 각각 열 향부 시험편의 윗면과 

측면 사진이다. 열 향부 시험편은 완 히 단되어 2 

조각이 되었고 용 속 시험편은 단되지 않고 일부

가 여 히 붙어 있었다. 한 열 향부 시험편의 소성

변형량이 용 속 시험편보다 더 다는 것에서도 시

험결과와 일치하 다. 

  일반 으로 아크 용 에서 HAZ의 인성 하의 원인

은 조직 조 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실험의 

ArcTig는 조직 조 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

으로 HAZ의 충격흡수에 지가 낮은 이유는 앞서 언

한 모재 심부의 탄화물 편석이 원인으로 용 속

은 완 히 용융되어 탄화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연성

이 회복된 반면, 열 향부에는 여 히 탄화물이 남아있

Fig. 8 Tensile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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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Bending test specimens, (a) face bending top view, 
(b) face bending side view, (c) root bending top 
view, (d) root bending side view

No.
Weld (-196℃)

1 2 3 4 5 6
EAbsorbed 

(J) 98.71 100.69 96.74 102.67 96.74 101.09

Avg. 99.44 

No.
HAZ (-196℃)

1 2 3 4 5 6
EAbsorbed 

(J) 65.18 76.30 69.96 81.22 77.46 76.30

Avg. 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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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Charpy impact test specimens, (a) Weld speci-
mens top view, (b) Weld specimens side view, 
(c) HAZ specimens top view, (d) HAZ speci-
mens side view

Table 6 Cryogenic charpy impact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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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11은 열 향부 

시편의 충격시험 후 단면 사진이다. Fig. 11 a는 

HAZ의 충격시편 면으로 사진에서 소성변형을 수반

하며 연성 괴가 일어난 부분은 소둔에 의해 재결정  

성장이 이 진 양 쪽 표면 부분이다. 그에 반해 소성변

형이 거의 없이 취성 괴가 일어난 벽개 면(Cleavage 

fracture)은 탄화물에 의해 결정립 성장이 억제된 

심부에서 볼 수 있다. 반면 Fig. 11 b는 용 속의 

충격시편 면으로 심부에서도 미세한 dimple을 형

성하는 연성 면의 형태를 찰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는 결정립이 미세할수록 강도, 인성, 연성 등의 물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미세한 결정립이 형성되었음에도 HAZ 심부에서 취

성 괴가 일어난 것으로 볼 때 모재 심부에 취약한 

탄화물 형성이 인성 하에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모재의 탄화물의 형성이 품질에 심각한 문

제를 발생시키는 수 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ArcTig는 keyhole을 형성하기 해 일반 인 TIG 

용  비 류, 고입열조건을 사용하는 로세스이

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용 부는 양호한 물성을 

지닌다. 이에 한 이유로 2004년 Chang 등은 key-

hole GTAW를 이용한 스테인리스강 용 기술에 한 

연구에서 양호한 열효율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다른 공

정에 비해 총 입열량과 변형이 감소한다고 하 다12). 

이는 ArcTig에서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으며 이를 

Fig. 12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Fig. 12는 ArcTig 용

 시 발생하는 상을 정성 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고 류에 의해 형성된 plasma

는 keyhole을 형성시키고 tail, exit plasma의 형태

로 각각 배출된다13). 즉, 류의 plasma가 부 용

부에 투입되지 않고 용 부를 형성한 뒤 배출되었기 

때문에 류임에도 용 부의 물성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ArcTig 용 부의 기계  특성의 

에서 고려하 다. 하지만 스테인리스강은 용 에 의한 

민화 상(Sensitization)으로 인해 내식성 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부식특성을 비롯한 기화

학  특성에 한 실험을 진행할 정이다. 

4. 결    론

  316L 스테인리스강에 한 ArcTig 용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316L 스테인리스강 8t의 ArcTig 용 부는 면 

비드 폭 약 12.5 mm 이면 비드 폭 약 3 mm, 비드 

높이는 양 쪽 모두 약 1 mm로 결함이 없는 건 한 용

부를 형성하 다.  

  2) 용 속의 미세조직은 γ-austenite, δ-ferrite

로 이루어져 있었고 FA 응고모드에서 찰되는 ver-

micular와 lathy ferrite가 찰되었다. 

  3) 용 속의 상부에서는 일반 인 용 부의 응고 

양상인 epitaxial grain growth가 아닌 횡방향으로의 

새로운 결정립 성장이 찰되었다. 이는 국부 인 입열

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낮은 입열량에서 기인한 핵 생

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4) ArcTig 용 부의 물성은 모두 정 값을 만족하

으며 굽힘 시험에서도 균열은 발견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용 부의 건 성을 확인하 다.

  5) 용 부와 모재의 물성 차이는 모재의 제조과정에

서 형성된 탄화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용 에 의

해 탄화물이 제거되면서 용 부의 인성이 향상된 것으

로 보인다.

  6) 본 실험에서는 기계  특성에 한 내용만 다뤘

기 때문에 추후 부식특성에 한 실험을 진행할 정이다. 

(b)

Ductile Ductile

Brittle Brittle

(a)

2 mm

2 mm

Fig. 11 Charpy impact test fracture surface, (a) HAZ, (b) 
Weld

Weld metal

Tail plasma

Weld pool

Exit plasma

Torch

Fig. 12 Plasma flow in ArcTig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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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ince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come 
stricter in recent decades, the shipping industry has 
steadily increased its focus on alternative fuels for sus-
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reduce the significant 
amounts of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es emitted by 
traditional marine fuels1-4). Several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develop new energy sources for maritime 
shipping. For instance, ammonia is a possible alter-
native fuel which has zero carbon and sulfur content 
with high hydrogen content5). However, several issues, 
such as high ignition resistance, high toxicity, and the 
possibility of ammonia slip must be addressed6). Hy- 
drogen, which has remarkable environmental benefits 
as an alternative maritime fuel, also faces a critical 
challenge in terms of storage techniques for both liquid 
and compressed hydrogen blocks7). Under these cir-
cumstances, scientists have started to focus on liquefied 
petroleum gas (LPG), which has been successfully em-
ployed in the automotive industry as an eco-friendly 
energy source, as an alternative to petroleum8-10). Yeo et 
al.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LPG because of its no-

ticeable combination of advantages in terms of cost 
savings and eco-friendliness11). The explosion charac-
teristics have also been studied to consider the safety of 
LPG fuel under various physical and chemical con-
ditions12). Based on the literature, LPG is believed to 
have great potential in the shipping industry as an alter-
native fuel.
  Welding, an essential and inevitable process for manu-
facturing structures, causes microstructural transitions 
and distortion due to drastic heating and cooling ther-
mal cycles. Major shipyards adopt various kinds of 
processes for the purpose of correcting distortion13-15). 
Among them, the line-heating method, which utilizes 
thermal stress in the reverse direction for correcting 
distortion, has been primarily used because of its effec-
tiveness16). The line-heating process can be performed 
flexibly according to the structural conditions and de-
gree of distortion. However, it is notable that the effect 
of the line-heating process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s similar to that of post-weld 
heat treatment (PWHT). As the influence of PWHT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has been 
observed in high-strength steel plates, detailed analyses 
and process optimization for the line-heating mu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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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to ensure the structural safety of LPG stor-
age and transportation systems17).
  Since we strongly believe that understanding the in-
fluence of the line-heating process is important for in-
creasing the productivity of the shipping industry,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 of process variables in the 
line-heating process for 320-MPa-grade high-strength 
steel. The experiment was designed for diverse cooling 
methods,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icrostructural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line-heating process in detail.

2. Experimental Procedure

  To perform the experiments, a carbon steel plates with 
a thickness of 12 mm were fabricated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IGC code for 
target service temperatures below -55℃.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320-MPa-grade steel used in this 
study is listed in Table 1.
  A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samples employed 
for the line-heating experiment is shown in Fig. 1, and 
the detailed conditions for line-heating process were 
presented in Table 2. As shown in the figure and the ta-
ble, the plates were heated thrice using an LPG torch 
oriented parallel to the rolling direction at the max-
imum targeted temperature of 900℃ prior to air cool-
ing or water quenching.
  The actual thermal histories were measured using a tem- 
perature recorder (MV1000, Yokogawa, Japan) through 
a thermocouple installed at the center of the plate 1 mm 
below the surface, as indicated by the X-marks. The 
blind hole was machined with a diameter of 3.4 mm.
  To analyze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tensile and 
low temperature Charpy impact toughness tests were 
adopted. The tensile tests were performed using a com-
mercial tensile stress-strain machine (Z200, Zwick 

Roell Group, Germany) at room temperature. The Charpy 
impact tests were carried out at -60℃ in line with the 
ASTM A370 standard using sub-sized V-notched Charpy 
impact test samples, manufactured from 1 mm below 
the heating line. The impact direction of the samples 
was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of rolling, and the 
impact tests were conducted in triplicate for each case 
after immersing the samples for 20 min in a liquid etha-
nol bath maintained at -60℃.
  For microstructure analysis, the samples were me-
chanically polished with SiC paper and a diamond sus-
pension prior to be etched with 2% nitric acid etchant. 
A commercial optical microscope (DSX510, Olympus, 
Japan) was used to obtain representative microstructural 
images. 

Fe C Si Mn P S etc.

Bal. 0.02 ~ 0.12 0.1 ~ 0.5 0.9 ~ 1.6 ~0.02 ~0.02 Al, Nb, Ti, N

Table 2 Gas and torch conditions for line-heating process

Cooling 
method

LPG flow rate
(l/min)

LPG pressure
(kg/cm2)

O2 flow rate
(l/min)

O2 pressure
(kg/cm2)

Speed
(mm/sec)

Stick-out
(mm)

Air 7.3 0.12 24.0 0.9 0.8 20

Water 8.0 0.12 28.0 0.9 0.8 23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 f the 320-MPa-grade steel plates

800 mm 1 mm

3.4 mm

50
0 

m
m

400 mm

Heating line

RD

12 mm
(a)

40 mm R=25 mm
220 mm
500 mm

10 mm

55 mm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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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 (a)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teel plate and 
(b) samples utilized for line-heat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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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Fig. 2 shows the recorded thermal histories of the 
line-heating experiments in different cooling methods. 
As shown in the figure, the samples in both experi-
ments were heated to 900℃ with the same heating rate 
prior to the cooling thermal cycles. The decrease in 
peak temperature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ine-heating processes increased was considered negli-
gible because a constant flame condition was used for 
every heating process. On the other hand, in the cooling 
thermal cycles, the average cooling rate from the peak 
temperature to 500℃ was 2.4 and 10.1℃/s for the 
air-cooled and water-quenched specimens, respectively.
  Fig. 3 shows the sub-sized Charpy impact toughness 
test results for the base metal and samples after the 
line-heating experiment. The sub-sized testing was em-
ployed in this study to obtain the specific toughness 
value of the heated zone with minimized micro-
structural inhomogeneity, caused by the plate thicknes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
fication societies (IACS), the impact toughness of 

320-MPa-grade high-strength steel should exceed 24 J 
at -60℃ for the full-sized Charpy impact toughness 
test. Therefore, it is plausible to say that all the tough-
ness standards were satisfied, as shown in the figure, 
because all the values exceeded the toughness criteria 
even with the sub-size specimen, while the classification 
society usually defines the correlation between full- 
and sub-sized impact toughness values as follows18-22)

.

     × 

  Table 3 lists the tensile testing results of the specimens. 
As shown in the table, after the line-heating process, all 
the tensile properties satisfied the international classi-
fication certification standards for 320-MPa-grade high- 
strength steel, which requires a yield strength of over 
315 MPa and a tensile strength between 440 and 590 
MPa. Notably, the tensile testing results were quite dif-
ferent depending on the cooling method. The water- 
quenched specimen had the same tensile properties as 
the original plate, including the strength and fracturing 
area. However, relatively low yield and tensile strength 
values were obtained in the air-cooled specimen com-
pared to the others, and fracturing occurred in the heated 
zone.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line-heating experi-
ment on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in detail, a mi-
crostructural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Fig. 4 shows 
a representative optical micrograph of each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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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rmal histories of the line-heating experiments 
under the cooling conditions of (a) air cooling 
and (b) water quenching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Fracture 
area

Original 
plate 403 496 Base

metal
Air 

cooled 376 485 Heated
 zone

Water 
quenched 404 495 Base 

metal

Table 3 Tensile properties and fracturing area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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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pact toughness profiles in base metal and 
specimens after line-heating at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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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ed at the heating line 1 mm below the plate surface. 
As shown in the figure, it was obvious that the original 
steel plate was composed of ferrite and pearlite, and the 
average grain size was measured as 13.9 ㎛. A compar-
ison of the microstructures makes it apparent that the 
cooling methods had manifest influence on the micro-
structural transitions after the line-heating experiment. In 
the specimens subjected to air cooling, enlarged polyg-
onal ferrite grains were observed, with an average grain 
size of 21.8 ㎛. In contrast, grain size decrement was 
observed in the specimens subjected to water quench-
ing, with an average grain size of 9.0 ㎛. Considering 

the different cooling rates between air cooling and wa-
ter quenching during the line-heating experiments, the 
microstructural transition behavior was in agreement 
with both the results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 difference in fracture location. It can be inferred 
that recrystallization and grain growth occurred during 
the thermal heating cycle in all cases since the max-
imum targeted temperature exceeded the minimum 
temperature for austenite transformation23). The pearlite 
structure must have transformed into austenite during 
heating and then changed back to pearlite. The final mi-
crostructure of the specime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ooling rate during the cooling thermal cycles. 
The slow cooling rate enhanced the grain growth and 
increased the inter-lamellar spacing of pearlite in the 
air-cooled specimen, which decreased the strength of 
the heated zone, according to the Hall-Petch relation24,25). 
Hence, fracturing must be initiated in the heated area 
during tensile testing. On the other hand, in the wa-
ter-quenched specimen, drastic grain refinement oc-
curred in the heated zone owing to accelerated cooling 
rate. It is quite obvious that grain refinement strength-
ened the heated zone and caused fracturing behavior at 
the base metal rather than heated zone.
  Combining the aforementioned experimental results, 
we found that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320-MPa- 
grade high-strength steel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microstructural transition in the line-heating experiment. 
While contrasting tensile testing and fracturing results 
were obtained depending on the cooling method, all 
specimens satisfied the requirements regardless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s. Therefore, it was conceivable 
to say that the line line-heating process can be widely 
employed to design and manufacture in shipping in-
dustry using the examined alloy.

4. Summary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of the line-heating proc-
ess was estimated in the 320-MPa-grade high-strength 
steel. Three thermal heating cycles were performed pri-
or to air cooling or water quenching, and the effect of 
the cooling method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
ical characteristics was investigated. In the air-cooled 
specimen, strength decrement occurred owing to re-
crystallization and grain growth. In contrast, dramatic 
grain refinement in the heated zone was observed in the 
water-quenched specimen. Although the air- and wa-
ter-cooled specimens had different microstructural tran-
sition behavior, it was confirmed that both cases sat-
isfie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tandards for ship-
ping industry without severely deteriorating tensile or 
toughness properties.

(a)

(b)

(c)

Fig. 4 Representative micrographs in (a) base metal and 
the samples subjected to line-heating with (b) air 
cooling and (c) water que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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