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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심해와 극지방에서 셰일과 고체가스의 발굴과 

함께 수소에 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련된 

산업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극 온 재료의 사용이 

필수 이며 이러한 유형의 재료를 요구하는 분야가 확

되고 있다1-3). 기존 극 온 소재로 사용되는 9% Ni

강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원재료와 용 재

료의 가격이 비싸고 고온균열과 같은 용 불량이 발생

하기도 한다4-7). 따라서 최근 극 온에서 기계  특성

이 우수하고 원가 감이 가능한 고망간강에 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다8-11).

  완제품 제작 시 용 공정은 필수 이며 고망간강 

용을 해 많은 용 기술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크 

용 , 자빔 용 , 마찰교반 용 , 이 빔 용  등

에 한 연구가 많다12-15). 소형 탱크인 C-type LNG 

탱크는 박 이 용되기 때문에 자동화 이 빔 용

의 용이 기 되며, 이 빔 용  시 발생하는 합

원소 기화 상의 요성은 강조되고 있다16,17). 이

빔 용 은 높은 출력 도를 가지기 때문에 용 부는 매

우 빠르게 가열되고 속 증기로 채워진 키홀이 형성된

다. 키홀 형성은 휘발성이 높은 Mg, Mn 등의 합 원

소 기화를 발생시킨다. 기화에 의한 합 원소의 손실은 

용 부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기계   부식 

특성 하를 야기시킨다18,19). 이  키홀 용 에서 

기화 럭스 계산은 용  안정성에 한 기화 상의 

향을 이해하고 공정 에 합 원소 손실을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고망간강의 용 성에 한 연구는 부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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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특성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20,21). 본 연구에서

는 고망간강 이 빔 용  시 발생하는 키홀에 의한 

기화 상에 해 모델링 계산을 하 다. 이러한 상학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 빔 용  시 발생하는 

합 원소 기화에 한 실험 결과와의 연 성에 해 조

사하 다.

2. 재료  기화 모델링과 실험  검증 방법

2.1 고망간강 모재

  Table 1은 실험에 사용한 고망간강 모재의 화학조성

을 보여 다. Mn함량은 24 wt%이고 C는 0.4 wt% 

그리고 Cr은 3.4 wt% 포함된 고합 강으로써, 상온 

 극 온에서 소성변형 시 deformation twin을 형성

하여 우수한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가진다. Mn은 Ni와 

같이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이며 Fe에 첨가될 시 

오스테나이트 단상 조직을 유지시킨다. Cr은 내식특성

을 향상시키고,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이기 때문에 최소

한의 값으로 첨가되었다.

2.2 기화 럭스 모델링

  이 빔 용  시 키홀에 의해 발생한 각 합 원소의 

기화 럭스 값을 계산하기 해서는 partial vapor-

ization flux값의 계산이 필요하다. Flux 계산은 함량

이 많은 Fe, Mn, Cr 3가지 원소에 해 실시하 다. 

기화에 의한 partial vaporization flux는 식(1)으로 

나타낼 수 있다22).

    







 (1)

  는 각 합 원소 i의 partial vaporization flux 

(kg/m2s), 는 합 원소 i의 mole fraction이며 모재의 

조성비로 구할 수 있다. 
는 합 원소 i의 equilibrium 

vapor pressure이고 식(2)으로 구할 수 있다23). 은 

온도 (키홀 표면 온도)에서의 equilibrium vapor 

pressure, 는 합 원소 i의 molecular weight, 는 

vapor의 average molecular weight이다. 값은 

식(3)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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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aporization flux()는 식(4)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는 온도  (knudsen layer 온도)에서의 vapor 

density이다. Knudsen layer는 키홀 표면 가까이에 존

재하는 several mean-free-paths를 가지는 vapor 공

간을 말한다. M은 온도 에서의 mach number, S는 

speed of sound이다. 를 구하기 해서는 키홀 표면

과 knudsen layer간의 계를 알아야하고, 온도 계는 

식(5) 그리고 도 계는 식(6)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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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5)와 (6)의 계산을 해서는 무차원 수 m 값을 

알아야하고, m은 mach number와 vapor의 ratio of 

specific heat()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식(7)으로 

나타낼 수 있다.

     




  (7)

  Mach number은 식(8)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speed 

of vapor 값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8)

  이 빔 용 부 용융풀 표면의 speed of vapor는 

120 m/s로 가정하 다24). 식 (2)에서 (키홀 표면 온

도)은 합 원소(Fe, Mn, Cr) 기화온도 범 인 2200~ 

3200 K으로 가정하 고 이는 일반 으로 알려진 키홀 

표면 평균온도인 3000 K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각 합

원소의 기화 럭스는 식(2)-(8)을 통해 계산하 다.

Materials Mn Cr C Si P S Fe

High Mn 
steel 24.3 3.4 0.44 0.27 0.013 0.003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wt%) of high manganese
steel used for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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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 빔 용

  고망간강 재는 용 을 진행하기  아세톤으로 세

척하 고, 재의 두께는 6 mm이다. 이 빔 용 은 

disc 이 를 사용하 고 보호가스는 Ar(20 ℓ/min) 

그리고 bead on plate 용 을 실시하 다. 용 조건

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4 미세조직  화학성분 분석

  용 부 단면은 기계  연마 후 ethanol 100ml, ni-

tric acid 4ml 용액으로 에칭 하 다. 미세조직은 

학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고, 용 부의 화학성분은 

electron probe micro analysis (EPMA) 매핑  

정량분석을 실시하 다. EPMA 분석조건은 가속 압 

20 kV, Probe current 100 nA로 측정하 다. 매핑

은 dwell time 20 ms, step size 15 ㎛, pixel 크

기는 용 부 면 에 맞추어 측정하 고, 정량분석은 

dwell time 70s, beam spot size 50 ㎛ 로 측정하

다. Fig. 1은 용 부 종, 횡 방향으로 측정한 정량분

석 치를 나타내고, 각 방향에서 측정한 정량분석 값

을 통해 용 부 조성의 평균  표 편차 값을 계산하

다.

 

3. 결과  고찰

3.1 용 부 미세조직

  Fig. 2는 이 빔 용 부의 단면 사진을 나타낸다. 

L-1, 2, 3 시험편 모두 부분 용입이 되었고 키홀 향

이 지배 인 I 형상을 보이고 있다. L-3로 갈수록 

이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용입 깊이가 증가하 다. 

용 부에 미세한 기공이 일부 존재하 지만, 응고균열

에 취약한 용 부 centreline과 액화균열에 취약한 

fusion boundary와 열 향부에 크랙이나 기공과 같은 

결함이 없이 건 한 용 부가 형성되었다25).

3.2 기화에 의한 용 부 화학조성 변화

  Fig. 3은 용 부 단면의 back scattered electron 

(BSE) 이미지와 EPMA를 통한 Fe, Mn, Cr 매핑 

결과를 보여 다. BSE 이미지를 보면 용융 경계부에

서 결정립이 생성되어 용 부 앙선을 향해 성장하

다. 매핑을 통한 용 부와 모재의 화학조성 차이는 모

재와 용 부의 색상 비를 통해 확인하 고, Fe와 Cr

의 매핑 색상변화를 보면 모재와 용 부의 조성 차이는 

거의 없었다 (Fig. 3a, 3b, 3c). 이는 용  에 Fe

와 Cr의 기화가 발생이 심하지 않아서 조성변화가 없

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Mn의 매핑 후 색상변화는 모재 

비 용 부가 연두색(낮은 조성)으로 변한 것을 확인

하 다. 이는 용   Mn의 기화가 발생하여 용 부의 

Mn 함량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1-2.4 kW

의 이  출력 범 에서는 L-1, 2, 3 모두 비슷한 수

의 기화가 발생하 음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Specimens Power
(kW)

Speed
(m/min)

Focul 
distance

(mm)

Focus 
diameter

(mm)
L-1 2.1 0.48

150 0.4L-2 2.25 0.48
L-3 2.4 0.48

Table 2 Laser beam welding condition

3 mm 3 mm 3 mm 

(a) (b) (c)

Fig. 2 Macrostructure of the laser beam welds for various conditions: (a) L-1, (b) L-2, (c) L-3   

Fig. 1 Schematic diagram to indicate the location of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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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부의 매핑 결과에서 확인된 Mn의 기화를 Fig. 

1과 같이 용 부 종, 횡방향으로 측정하여 정량 으로 

분석하여 Table 3에 표시하 다. L-1, 2, 3 시편과 

모재에서 Cr, Si의 조성은 이 의 출력에 상 없이 

거의 동일하 다. 합 조성 C는 EPMA의 분해능 한계

로 정량분석에서 다소 값의 차이를 발생시키지만, 모재

에 비해 용 부의 C 조성은 조  낮았고 이 의 출

력에 따라서는 거의 동일한 값을 보 다. 반면 모재에 

비해 L-1, 2의 용 부는 1.8 wt% Mn, L-3 용 부

는 1.6 wt% Mn의 감소가 발생하 다. 이는 이 빔 

용  시 발생한 키홀에 의해 휘발성이 높은 Mn의 기

화가 발생하 음을 의미한다. Mn의 기화에 의해 감소

된 Mn 함량만큼 Fe의 wt%는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3.3 각 합 원소 기화 럭스 모델링  실험 
결과 비교

  Fig. 4는 각 합 원소의 온도에 따른 평형 증기압을 

보여 다. 평형 증기압은 각 합 원소의 1 몰에 한 

값으로 식 (2)을 통해 계산되었다. Mn의 평형 증기압

이 Fe, Cr 보다 확연히 높았고, 그 차이는 온도가 증

가할수록 더 커졌다. Cr의 평형 증기압은 Fe의 값보다 

높았지만, Mn의 평형 증기압보다는 매우 낮은 값을 나

타낸다. Fig. 5는 각 합 원소  고망간강의 온도에 

따른 기화 럭스를 나타낸다. 기화 럭스는 고망간강 

 합 원소의 분율이 반 된 값이다. 2600 K 이상에

서 Mn의 기화 럭스는 Fe, Cr보다 10배 이상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 빔 용  시 발생하는 

키홀 표면에서 Mn의 기화가 활발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Cr의 기화 럭스는 Fe의 값보다 낮

았고, 평형 증기압의 경향과 다르게 고망간강의 낮은 

Cr 함량 (3.4 wt%) 때문에 낮은 Cr의 기화 럭스를 

나타내었다. 고망간강의 총 합 조성의 기화 럭스는 

부분 Mn의 기화 럭스에 의해 결정되었다.

BSE Fe Mn Cr
(a)

(b)

(c)

Fig. 3  EPMA mapping results of (a) L-1, (b) L-2, (c) L-3 
for Fe, Mn, Cr

Table 3 EPMA quantitative analysis for various LBW 
conditions (wt %)

Specimens
Average weight percent

(Standard deviation)

Mn Cr Si C Fe

L-1 23.2
(0.36)

3.7
(0.07)

0.3
(0.02)

0.9
(0.03)

73.9
(0.57)

L-2 23.2
(0.34)

3.7
(0.08)

0.3
(0.02)

0.8
(0.04)

73.8
(0.61)

L-3 23.4
(0.24)

3.7
(0.06)

0.3
(0.03)

1.0
(0.03)

73.8
(0.59)

Base metal 25.0
(0.40)

3.6
(0.07)

0.3
(0.01)

1.3
(0.04)

72.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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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은 용  후 실험을 통해 측정한 Fe, Mn, Cr

의 조성변화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붉은 선은 모재

의 조성 값을 나타낸다. Mn 기화에 의해 용 부의 Fe 

조성은 1.8 wt% 가량 증가하 고 (Fig. 6a), 용 부

의 Mn 조성은 1.8 wt% 가량 감소하 다(Fig. 6b). 

Cr의 조성 변화는 없었으며 모재와 동일하 다(Fig. 

6c). 모델링 결과를 통해 2600 K 이상에서 Mn의 평

형 증기압과 기화 럭스가 다른 합 성분 (Cr, Fe)보

다 지배 으로 높아 Mn의 기화가 측되었다. 실험 결

과를 통해 고망간강의 이 빔 용  (2.1~2.4 kw) 

시 Mn의 기화가 1.8 wt% 가량 발생하 고 모델링 

결과와 상응된다. 이는 Mn의 높은 평형 증기압이 이

빔 용  시 많은 기화 럭스를 발생시켜 용 부에 

다량 존재하는 Mn 함량의 감소를 일으켰음을 의미한

다. 이 빔 용   Mn의 기화에 의한 용 부의 Mn 

조성 감은 고용강화 상을 감소시켜 강도를 낮출 수 

있고, 한 소성변형에 따른 오스테나이트상의 안정도

를 낮추어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진시킬 수 있다. 따

라서 용 부의 Mn 기화는 극 온 강도와 인성에 향

을  수 있으므로, 기계  성질과의 연 성 연구는 추

후에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26). 

 

4. 결    론

  극 온용 고망간강 이 빔 용  시 발생하는 기화 

상은 기화 럭스식을 통하여 모델링 하 고, 실험을 

통해 찰된 화학조성 값과 모델링 계산 값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이 빔 BOP 용 부는 일부 미세 기공이 존재

하 고 균열 등의 결함은 존재하지 않았다. L-1, 2, 3 

시편 모두 I 형상의 키홀이 지배 인 형상을 보 다.

  2) EPMA 매핑 결과 용 부는 모재에 비해서 Fe, 

Cr의 조성 변화가 찰되지 않았고, 모든 용  시편에

서는 Mn의 색상 수 이 연두색으로 변화하 다. 정량

분석 결과 Mn 조성이 1.8 wt% 낮아져서 용 부에서 

Mn의 기화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3) 2200 ~ 3200 K에서 모델링 결과 Mn의 평형 증

기압이 Fe, Cr에 비해 지배 으로 높았으며, 26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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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composition ((a) Fe, (b) Mn, (c) Cr) in each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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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Mn의 기화 럭스는 10배 가량 높았다.

  4) 고망간강 이 빔 용  시 키홀에 의해 많은 Mn 

기화 럭스가 발생하여 용 부 Mn 함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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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o comply with the strict emission and fuel efficiency 
regulations, development of lightweight automobiles 
using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is growing, and 
zinc (Zn) coating is done to improve the corrosion re-
sistance of these steel sheets. The Zn-coated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exhibit cracks of liquid metal em-
brittlement (LME) due to increase of tensile stress from 
heating, cooling, and melting of Zn during resistance 
spot welding or hot stamping process1,2). Various issues 
arise regarding the quality of welding and strength re-

duction of resistance spot welding joints due to LME 
cracks3-5). LME cracks occur when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exist: 1) liquid metal, 2) tensile stress environ-
ment, and 3) sensitive microstructure. Murugan et al6). 
studied the LME crack mechanism by conducting cryo-
genic impact test and analyzing ruptured surface of the 
LME cracks. Most cracks were intragranular cracks, 
and the liquid Zn penetration was along the prior aus-
tenite grain boundaries (PAGB). Also, the crack tip 
contained remnants of liquid Zn. So, there reported that 
the mechanisms of Zn-induced LME cracks involve the 
penetration of liquid Zn along the grains that reduce the 
surface energy and lower the atomic bond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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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influence of weld process variables on LME cracking was known to be significant, limit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ffect of process variables with systematic approaches in the equivalent nugget growth 
behavior and heat inpu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weld process variables on LME sensitivity with 
the equivalent nugget diameter and underlying mechanism with induced tensile stress for cracking. Among the 
welds with equivalent nugget diameters in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welding current and time, higher LME sensi-
tivity was observed with the high welding current and short welding time combination than that with the low weld-
ing current and long welding time combination for the equivalent nugget diameter. Because a high current and short 
time combination resulted in faster weld nugget growth than the low welding current and long welding time combi-
nation, it rapidly increased the surface temperature along with the cooling from the electrode. These combined ef-
fects induced a higher thermal gradient and thermally induced tensile stress on the weld surface, satisfying the con-
ditions of the LME cracking. The simulation results also confirmed that the critical weld cycle time of the LME 
cracking (tc), which is the cross point between the nugget growth diameter and a contact diameter of the electrode, 
could be different with the combination of the weld process variables with the equivalent weld nugget size. 
Therefore, tc can be applied for the sensitivity index of LME cracking of the resistance spot weldment considering 
complex wel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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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tter understand the LME cracks, studies reported 
the effects of the microstructures of the material of in-
terest, Zn coating layers, and variables related to resist-
ance spot welding. First, the sensitivities related to 
LME cracks were compared by performing high-tem- 
perature tensile test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LME cracks such as the material type, and effect of mi-
crostructure for steels with similar microstructures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lloying elements such as 
silicon (Si)7-11). Here, Bhattacharya et al8). reported that 
the LME sensitivity was low for dual phase (DP) steel, 
which consisted of ferrite and martensite, since the 
PAGB fraction, which increased the likelihood of LME 
crack, was low and inconsistent. Also, as the base metal 
Si alloy content was increased, Kalashami et al.10) re-
ported that heat input amount was increased due to in-
crease in resistance for resistance welding. Hong et 
al.11) claimed that the LME crack sensitivity increased 
due to higher probability of contact between liquid Zn 
and parent material by hindering the formation of α 
-Fe(Zn) layer at the boundary between the base metal 
and Zn coating layer. Secondly, in terms of the effect of 
Zn coating layer, Kim et al.12) investigated the effect of 
resistance spot welding variables on alloying of the 
coated layers, and Murugan et al.13) compared the 
high-temperature tensile test results at various temper-
atures and durations. These studies showed that the 
LME crack sensitivity was affected by the α-Fe(Zn) 
layer thickness or damage. Also, depending on the Zn 
coating methods, Ashiri et al.14) compared the LME 
crack sensitivities of galvanized (GI), Galva-annealed 
(GA), and electrogalvanized (EG) Zn coatings. They 
reported that the LME crack sensitivity was lowest for 
EG coated steel plates due to the formation of α-Fe(Zn) 
layer from alloying of the coated layer during high- 
temperature processes and resistance spot welding. 
Thirdly, the changes in LME crack sensitivity depending 
on the variables related to resistance spot welding 
(welding current, time, and electrode force etc.) were 
reported. Ling et al.15) measured the LME crack sensi-
tivities using Taguchi experimental methods while con-
trolling the individual process variables. Here, the 
welding current, electrode force, welding time, and 
holding time affected the LME crack in this order, but 
there was a lack of explanation on the individual varia-
ble effect. Also, Siar et al.16) compared the individual 
effect of electrode arrangement, holding time, electrode 
force, and welding time and reported that the misalign-
ment of the electrode, short holding time, low electrode 
force, and longer welding time increased the sensitivity 
of LME cracks. However, there was no discussion on 
the cause-effect relationship for each variable and cor-

relation effect between the variables. Studies12,17,18) 
showed that higher welding current and longer welding 
time increased the LME crack sensitivity as tensile 
stress increased due to higher heat input. However, 
Choi et al.19) reported that, given the same nugget diam-
eter, the LME crack sensitivity increased as electrode 
force decreased when the electrode force and welding 
time were controlled. This was due to the reduction of 
surface area from the decreased cooling effect. Other 
similar studies reported the effect of single variable re-
lated to welding, but did not offer systematic analysis of 
the cause-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 varia-
bles and the LME crack sensitivity or the effect of in-
terrelated variables on LME cracks given equivalent 
heat input conditions.
  Among the resistance spot welding process variables, 
the variation of nugget growth rate according to each 
individual variable such as welding current, welding 
time, and electrode force appears to be large, but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not been compared them 
under the equivalent heat input condition. There are 
limitations in evaluating the effect of a single variable 
on LME crack susceptibility, and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reached limited conclusions.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istence of LME crack for equivalent 
nuggets obtained from the lobe curve, which represents 
the optimal resistance spot welding conditions based on 
welding current and welding time. The study goal was 
to obtain a regression equation that predicts the LME 
sensitivity under complex process conditions, to identi-
fy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ME cracks, and to 
understand the cause-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tensile stress development necessary for 
LME cracks. Also,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dif-
ferences of LME crack sensitivities caused by complex 
process conditions such as welding current and welding 
time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gget 
growth, the electrode and sheet contact behavior.

2. Methods

  Th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were a 1.2 mm thick 
GA coated manganese steel (Fe-4Mn-0.4Si-0.2C) and 
two sheets of 1.5 mm thick GI coated mild steel 
(Fe-0.08Mn-0.1Si-0.002C). This study focused on the 
manganese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with the fol-
lowing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strength of 780 
MPa and ductility of 27 %. Two mild steel sheets were 
used to obtain high LME crack sensitivity by achieving 
nugget diameter larger than 6.5 mm from increasing the 
heat input during the resistance spot welding proc-
ess6,16). A Cu-Cr electrode with 6 mm diameter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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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de tip and dome shape following the ISO standard 
F1-16-20-40-620) was used. To obtain the lobe curve 
that represents the optimal welding conditions for re-
sistance spot welding, various welds were produced un-
der different conditions, with five welds produced per 
condition. Each condition consisted of different weld-
ing times (167, 250, 333, 417, 500, 583 ms) with differ-
ent welding currents at 0.5 kA increments starting from 
the minimal nugget diameter (4√t) current to expulsion 
limits current (Table 1). The minimal nugget diameter 
current was defined as the current that satisfied the 4√t 
conditions from measurement of button diameter using 
vernier calipers via the peel test. The expulsion limits 
current was defined as the current that caused ex-
pulsions in at least three out of five welds. The ex-
pulsion was determined visually as well as when a sud-
den decrease was observed in the dynamic resistance 
curve. To verify the repeatability, three additional welds 
were performed for each welding condition.
  The formation of nuggets and cracks were observed 
using stereo microscope and optical microscope (OM), 
and the nugget diameter and crack length were meas-
ured using Image Pro software. Further base metal mi-
crostructure and coating layer characterization was done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EM-back 
scattered electron (BSE), and energy dispersive X-ray 
(EDS) equipment at the Core Research Support Center 

for Convergence Components and Materials, Dong-Eui 
University. Also, SEM-EDS and 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 (EBSD) equipment were used to analyze the 
observed crack characteristics. Since cracks occur and 
propagat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tress behavior 
and experienced temperature at the contact between the 
sheet and electrode during resistance spot welding 
process, the contact between the electrode and sheet 
was divided as shown in Fig. 1, as demonstrated by 
Murugan et al.21) The study focused on the crack in 
Location C where there was no contact with the elec-
trode which caused large cracks and greatly reduced the 
strength of welds.

3. Results

3.1 LME crack analysis

  Fig. 2 shows the SEM and OM analysis of the GA 
coated manganese steel’s base metal and coat inging layer. 
The OM microstructure of the base metal in Fig. 2(a) 
illustrates the elongated grains with size less than 5μm 
due to rolling process, and the SEM images shows the 
presence of bainite and some retained austenite in the 
pearlite matrix (Fig. 2(b)). The existence of the retained 
austenite was reported to be sensitive to LME cracks 
due to increase in tensile stress from the high heat ex-
pansions and contractions, according to Jung et al.18) 
The SEM-BSE and EDS results indicated that the base 
metal has about 6.0 μm thick GA coating layer, and 
most of the coating layer and the surface consisted of γ 
and δ, respectively, due to heat treatment during the al-
loying process (Fig. 2(c)).
  The cross section of the cracked spot weld (Fig. 3(a)) 
and the enlarged image of the cracked location in the 
surface (Fig. 3(b)) show that the crack occurred in the 
coarse grain heat affected zone (CGHAZ) and Location 
C zones where there was no contact between the elec-

Weld parameter
Squeeze time [ms] 300

Hold time [ms] 200
Electrode force [kN] 3

Weld current [kA] Minimum nugget diameter
 (4√t) ~Ｉmax [Step size 0.5 kA]

Weld time [ms] 167, 250, 333, 417, 500, 583

Table 1 Process parameters of resistance spot welding to 
construct weld lobe

Location A
Nugget

(Fusion zone)

Location B Location C

Location D

Location A Location C

Location D

Location B

Nugget
(Fusion zone)

Fig. 1 Location of LME cracks in RSW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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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de and base metal, as shown in Fig. 1. To verify the 
existence of LME crack due to Zn (Fig. 3), the dis-
tribution of Zn in “A” areas of the cracked surface is 
shown in Fig. 4(b) obtained using the SEM-EDS map-
ping (Fig. 4(a)). Zn was continuously detected along 
the crack path from the start, and these cracks were 
most likely LME cracks induced by liquid Zn, accord-
ing to Bhattacharya et al.7) who reported that the LME 
cracks propagated along the PAGB where liquid Zn 
penetrated. Also, EBS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

tween the grain misorientation angle and grain ori-
entation was conducted at the tip of the crack (“B” 
area) shown in Fig. 4(a) to understand the crack 
characteristics. The inverse pole figure (IPF) map 
shows the grain orientation around the crack surround-
ings, and the average grain size was 0.9 µm along the 
crack path and has grown about 0.3 µm of grain com-
pared to the base metal. Also, the misorientation angle,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LME cracks induced by liq-
uid Zn, was investigated. Since the key LME crack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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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OM and (b) SEM image of etched base material of medium manganese steel, (c) SEM-BSE image and EDS re-
sult graph of GA coating layer

  (a)              (b)

Fig. 3 (a) Weld cross section etched image of crack occurrence sample, and (b) Magnified image of area A. (Sample ID: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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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ore than 5 µm, there was a limitation for measur-
ing the nearby intergranular misorientation angles. 
Thus, grain misorientation angle for the 2nd LME crack 
zone for “C” area was measured as shown in Fig. 4(c). 
Referring to the results in Fig. 4(d) , the progression of 
LME cracks along the high angle grain boundary 
(HAGB) (larger than 15˚) was observed for the entire 
2nd LME crack path. HAGB was reported to be easily 
affected by the penetration of Zn due to the relatively 
excess energy and volume resulting from the low atom-
ic filling rate22,23). From the studies of Murugan et al.6)

 

and Bhattacharya et al.7), the orientation difference be-
tween the left and right side of the crack was measured 
to report the progression of grain boundary charac- 
teristics. Also, similar to the analysis results, these stud-
ies reported high probability of the spread of crack 
along the PAGB, which is also HAGB, or the interface 
of the retained austenite. The SEM-EDS and EBSD 

analysis of the cracks a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ly 
reported LME crack characteristics, and the cracks in 
the resistance spot welding joints of the GA coated 
manganese steel were LME cracks. In the previous 
study, the LME cracks were also found in Location 
C12,21) .

3.2 Sensitivity of LME Cracks based on welding 
variables 

  As explained in the Methods section, the lobe curve 
was obtained and shown in Fig. 5(a). Fig. 5(b) illus-
trates the contour line indicating the combinations of 
the welding current and welding time that generate 
equivalent nugget diameters. The combinations that 
caused or did not cause LME cracks are identified in 
Region A of Fig. 5(a). The “Contour line A,” “Contour 
line B,” and “Contour line C” had nugget diameters of 
7.3, 7.7, and 8.0 mm, respectively. The welding con-

500 μm 150 μm

A

B

  (a)         (b)

   

56.5

51.9

46.6

54.4

53.5

5 μm

  (c)         (d)

Fig. 4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rack that occurred during RSW. (a) SEM image, (b) Zn element EDS mapping 
image of area A (Zn: Blue color), (c) EBSD crack tip IPF map in area B and (d) Misorientation angle between the 
grain of the secondary crack at the crack tip. (Magnified image of area C) (Sample ID: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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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ions along the contour line of equivalent nugget di-
ameter show that the conditions that caused LME crack 
(yellow) and those that did not cause crack (blue) exist, 
and the cracks occurred in about 25% of the region of 
the total weldable areas. Also, LME crack was ob-
served only in the welding conditions with high weld-
ing currents of 9.0 and 9.5 kA among the four process 
conditions, according to the contour line of equivalent 
nugget diameter at 7.3 mm (Contour line A)  
 

 
       

     
       

               ×     

   
 (1)

  To compare the LME crack status for different con-
ditions, the crack sensitivities were computed using Eq. 

1 and organized in Table 2 for conditions that generated 
nugget diameters larger than 7.3 mm. The crack sensi-
tivity was defined as the ratio between the product of 
the sum of LME crack lengths and the number of 
cracked samples and the total number of samples. The 
total number of samples was 8 (=5 repetitive welds + 3 
additional welds for reproduction of results). Also, the 
range of LME crack sensitivity was at most 9.6 and at 
least 0.0, and all the 8 samples showed crack at the 
maximum value of 9.6, which was also the crack sensi-
tivity that caused penetration of sheets at all thicknesses 
(If the thickness of material is 1.2 mm, 1.2 is sub-
stituted). The minimum sensitivity of 0 was when there 
was no crack for all the 8 samples.
  The effects of welding current and time on the crack 
sensitivity are compared in Fig. 6. Fig. 6(a) show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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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Lobe curve of resistance spot welding for medium manganese steels, (b) LME cracking area and similar nugget 
diameter line in area A. (Fixed electrode force of 3.0 kN, LME = Location C LME crack)

ID for the 
combinations of 

welding conditions

Weld conditions Nugget
 diameter 

[mm]

Sum of crack 
lengths 
[mm]

Number of
 cracked samples 

[EA]

Crack 
sensitivity

[AU]
Weld time

[ms]
Weld current 

[kA]
A-1 333 9.5

7.3

1.206 3 0.452

A-2 417 9.0 0.227 1 0.028

A-3 500 8.5 N/A N/A N/A

A-4 583 8.0 N/A N/A N/A

B-1 417 9.5

7.7

1.492 4 0.746

B-2 500 9.0 0.452 1 0.057

B-3 583 8.5 N/A N/A N/A

C-1 500 9.5
8.0

3.816 6 2.862

C-2 583 9.0 0.813 2 0.203

D-1 583 9.5 8.2 4.251 6 3.188

Table 2 Length, number, and sensitivity of LME cracks for corresponding nugget diameter with various wel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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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welding current increased for different welding 
times (333, 417, 500, and 585 ms), the crack sensitivity 
also increased. Comparing the welding time of 417 and 
500 ms, the increase in crack sensitivity with increase 
in welding current from 9.0 to 9.5 kA at 500 ms was 
about four times higher. Also, Fig. 6(b) depicts the in-
creasing trend in crack sensitivity for longer welding 
time for welding current of 9.0 kA and 9.5 kA, and 
there was a sharper increase in crack sensitivity values 

for 9.5kA than 9.0kA as welding time increased.
  The crack sensitivities for various nugget diameters 
in the contour line for equivalent nugget diameter 
(contour line A, B, C) (Fig. 5(b)) are shown in Fig. 7. 
For the contour line with equivalent diameter of 8.0 
mm (contour line C), the crack sensitivity values were 
2.862 and 0.203 for C-1 and C-2 welding conditions, 
respectively. In this study, among the conditions that 
produced equivalent nugget diameters, higher welding 
current and shorter welding time produced higher crack 
sensitivity. Comparing the nugget diameters of 7.3, 7.7, 
and 8.0 mm, as the nugget diameter increased, the 
amount of increase in crack sensitivity (ΔS in Fig. 7) 
per increase of welding current was higher. Also, com-
paring the A-1 and A-3 conditions for nugget diameter 
of 7.3 mm, higher welding current and short welding 
time in A-1 condition caused LME crack (crack sensi-
tivity = 0.452) while the lower welding current and lon-
ger welding time in the A-3 condition did not cause 
LME crack (crack sensitivity = 0). Thus, even for con-
ditions generating similar nugget diameters in the weld-
able areas, the welding current and welding time af-
fected the generation of LME cracks. 

4. Discussion

4.1 Effect of welding current and time on LME cracks

  Based on the results in Fig. 5 and Fig. 6, as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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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LME crack sensitivity with weld current at weld time of 333, 417, 500 and 583 ms, and (b) LME crack sensi-
tivity with weld time at weld current of 9.0 kA and 9.5 k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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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nd time increased, the crack sensitivity in-
creased, and there was higher increase in crack sensi-
tivity per increase in welding time for 9.5 kA than 9.0 
kA welding current (Fig. 7). Also, there was higher in-
crease in crack sensitivity as the nugget diameter in-
creased under the conditions with welding time of 500 
ms (B-2, C-1) than 417 ms (A-2, B-1). This increase in 
LME crack sensitivity could be due to the increase in 
thermal stress caused by the increased heat input from 
the increase in welding time and current and larger nug-
get size.
  Since the LME crack sensitivity greatly varies de-
pending on the process variables, the heat input can be 
calculated from the values of the welding current and 
time using the Joule’s heat equation. Assuming identi-
cal heat input for the nugget diameter (ND), the LME 
crack index can be obtained using Eq. 2, 3 for each cur-
rent value.

      –  

                        (2)
      –  

                        (3)

  For different materials and thicknesses, there may be 
limitation since LME crack sensitivity may differ de-
pending on the maximum available heat input. Thus,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a more stand-
ardized method that normalizes the LME crack index 
holistically considering the different material type, 
thickness, etc.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ME crack sensitivity is 
need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rack 
generation, tensile stress and resistance spot welding 
process variables. Using similar approaches, Kim et 
al.12) and Murugan et al.21) reported the mechanism ex-
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ME crack prop-
agation and increase in tensile stress during the resist-
ance spot welding process. To analyze the changes of 
the tensile stress for different welding currents and 
times, a commercial simulation program (SORPAS®) 
was used (Fig. 8, 9). Fig. 8 shows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increase in nugget diameter for different welding 
times as well as the contact diameter of the interface 
between the electrode and surface (E/S contact diame-
ter, E/S; Electrode and surface interface) for different 
welding currents. During the early welding time for 
each current condition in Fig. 8(a), the E/S contact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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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imulation results, (a) Changes in behavior of nugget diameter and contact diameter, (b) Thermal gradient and (c) 
Stress depending on weld current. (Fixed weld time is 333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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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ter increased from 4.0 mm and plateaued at 6.0 mm 
along the electrode tip diameter for different electrical 
current time, and the nugget diameter grew from 5.6 
mm to 7.3 mm for electrical current range between 
7.5kA and 9.5 kA. For welding current above 8.5 kA, 
the nugget diameter during the current flow exceeded 
the E/S contact diameter, and the critical weld cycle 
time (tc) of the LME cracking when the two curves met 
were 295 ms and 214 ms for electrical current of 8.5 kA 
and 9.5 kA, respectively. For each welding current after 
tc, the cooling effect from the electrode contact was 
limited as the molten nugget rapidly grew, so there was 
a large thermal gradient on the surface, indicated by the 
“A” areas of Fig. 8(a) and Fig. 8(b). This thermal gra-
dient that caused increase in tensile stress on the ex-
teriors of the electrode contact was also reported by 
DiGiovanni et al.24), and the increase of tensile stress 
that caused the crack in this study was continuously ob-
served in Fig. 8(c). Thus, we determined that, during 
the resistance spot welding process and assuming liquid 
Zn existed, the generation of tensile stress after tc 
caused the LME cracks. As welding current increased, 

the current flow became faster after tc, which induced 
faster nugget growth due to higher welding current. 
This suggests that the higher increase in heating rate 
was caused by the higher welding current, and the 
cracks formed due to higher tensile stress and larger 
thermal gradient. Also, from the simulation results, for 
higher welding time at a constant welding current of 
9.5 kA (Fig. 9), the critical area was enlarged, and tc 

was identified for welding time longer than 250 ms 
(Fig. 9(a)). As shown in Fig. 9(b) and 9(c), the tensile 
stress was only generated in the condition where there 
was an increase in thermal gradient and crossing that 
occurred above 214 ms. To summarize the simulation 
analysis, as the welding current and welding time re-
spectively increased, the decrease in the weld cycle 
time for the occurrence of tc and the increase in the size 
of the critical area after tc led to an increase in the LME 
crack sensitivity.

4.2 LME crack sensitivity for conditions generating 
equivalent nugget diameters

  Under the identical heat input conditions, the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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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nd time were compared based on conditions 
generating equivalent nugget diameters to understand 
their effect on LME crack sensitivity. The LME crack 
sensitivity was higher for conditions with relatively high-
er welding current and short welding time as shown in 
Fig. 7. Thus, the combinations of welding current and 
time for generating identical nuggets showed similar 
amount of heat input,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r-
mal gradient on the nearby areas of the LME crack on 
the sheet surface based on the heat loss and conductivity. 
In general, for the resistance spot welding, the in-
formation regarding the heat input can only be verified 
using indirect methods such as measuring the nugget 
diameters or characterizing dynamic resistance curves25). 
Fig. 10 is a graph showing the dynamic resistance ob-
tained from the voltage and welding current data rele-
vant to the heat loss of the A-1 condition (9.5 kA/ 333 
ms) that caused LME crack and A-3 condition (8.5 
kA/500 ms) that did not cause the crack for nugget di-
ameter of 7.3 mm. From the curves, the slopes of A-1 
and A-3 were 0.22 and 0.17, respectively, from the 
melting point (β-peak) and the end of current flow. 
Since the slope changes of the resistance in A-1 was 
high, the nugget formation was quick, and since the re-

duction of resistance was slow for A-3, the nugget 
growth was slow. The cross section of welding joints 
for A-1 and A-3 are shown in Fig. 11(a) and (b). The 
nugget diameter and area of A-1 and A-3 were identical 
(7.3 mm and 19 mm2), but the fusion boundary (dotted 
line) of each nugget was different. For A-1 condition, 
the upper portion of the sheet surface and the melted 
edge distance (arrowed areas in Fig. 11(a) and (b)) 
were smaller, and it is predicted that the tensile stress 
due to the increase in thermal gradient and sheet sur-
face temperature would be higher. Thus, dissimilar 
process conditions caused the difference in tensile 
stress and thermal gradient near the LME crack area, 
and the LME crack sensitivity differed based on the 
process variables given the conditions producing equiv-
alent nugget diameters. Also, the heat input amount, a 
factor that affects the tensile stress from the surface 
temperature, was known to affect the LME crack sensi-
tivity26). However, if the heat input amount is similar 
for identical nugget diameters, the difference in surface 
heat output greatly affected the LME crack, and this 
can explain the differences in LME crack sensitivities 
depending on the sheet thickness, nugget growth, and 
electrode shape27), all of which affect the surface heat-
ing in resistance spot welding28).
  To verify the effect of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
tween the surface and nugget exterior for different 
process combinations, the tensile stress and thermal 
gradients of LME crack locations were compared 
through simulation that computed tc and applied mech-
anisms of nugget growth and electrode contacts. Fig. 
12(a) depicts the 4 combinations of welding current and 
welding time (S1, S2, S3, and S4) for nugget diameter 
of 7.3 mm, and Fig. 12(b)~(d) show the changes in ten-
sile stress, thermal gradient, nugget diameter, and E/S 
contact area for each combination. Fig. 12(b) compares 
the changes in E/S contact diameter and nugget diame-
ter for different process conditions, and the rapid nug-
get growth due to fast heating rate was verified for high 
welding current in S-4 condition. For S-1 condi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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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Nugget image under conditions (a) A-1 and (b) A-3 with same nugget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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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gget growth was slower due to slower heating rate 
from relatively low welding current. Due to these dif-
ferences, the tc, i.e., when the nugget diameter and the 
E/S interface diameter coincided, was shifted forward, 
causing higher thermal gradient (Fig. 12(d)) as well as 
high tensile stress (Fig. 12(e)) in S-4 condition. Also, 
the S-1 condition that had lower welding current de-
layed the tc, and the thermal gradient and tensile stress 
were both reduced (Fig. 12(d), (e)). After tc, the com-
pletion time of welding was increased, causing an in-
crease in thermal gradient and tensile stress. However, 
if tc is shifted earlier, there is an increase in thermal gra-
dient and tensile stress in a short time span due to re-
duction in cooling effect and higher heat input follow-
ing the Joule’s heat equation given higher welding 
current. Also, looking at Fig. 13 which illustrates the 
formation and growth of nuggets for different welding 
time, molten nuggets form in a short time span at fast 
heat input rate for S-3 and S-4 conditions with high 
welding current, and the nugget fusion lines are formed 
near the surface due to reduction of cooling effect. 
However, the molten nugget formation was delayed 

due to slower heat input rate and low current for S-1 
and S-2, causing formation of nuggets relatively far 
from the surface. When compared to other conditions 
with high welding current and rapid temperature changes, 
this caused higher thermal gradient and tensile stress 
(Fig. 12(d), (e)), leading to higher LME crack sensitivity. 
Thus, for equivalent nugget diameters, the increase in 
welding current caused higher LME crack sensitivity 
than the increase in welding time.  

4.3 Derivation of critical nugget diameter for 
LME crack formation

  Looking at the contour line with equivalent nugget di-
ameter of 7.3mm (contour line A) in Fig. 5(b), con-
ditions that formed crack (A-1, A-2) and conditions 
that did not form crack (A-3, A-4) both existed, and 
there were no LME crack formations for conditions 
with nugget diameter less than 7.3 mm. The LME crack 
forms only when there is the presence of liquid metal, 
enough tensile stress, and microstructure sensitive to 
LME crack1,2), so given an identical material’s micro-
structure, the liquid Zn fraction, and the coating ma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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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imulation results for (a) A 7.3 mm nugget diameter on lobe curve. Comparison graph of (b) Contact and nugget 
diameter, (c) Peak thermal gradient and (d) Peak tensile stress behavior according to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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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the sheet surface tensile stress increases with in-
creasing nugget diameter14). Thus, one can predict that 
a nugget diameter of 6.9 mm was the critical nugget di-
ameter that did not cause the LME crack. Extrapolating 
this idea via simulation (Fig. 12), the S-3 and S-4 con-
ditions in this study were conditions that caused LME 
crack formations, while S-1 and S2 conditions did not 
form LME cracks due to low tensile stress albeit tc 
existed.
  In general, as nugget diameter increased the LME 
crack sensitivity increased (Table. 2), but higher LME 
crack sensitivities were observed for conditions with 
small nugget diameter (A-1) than larger nugget diame-
ter (B-2) at higher welding current. This may be due to 
the slow surface cooling characteristic and rapid nugget 
growth induced by the welding current. Based on this 
mechanism, if LME crack sensitivity condition, which 
is identical to LME crack formation sensitivity index 
(0.452) for A-1 condition (welding current of 9.5kA 
and nugget diameter of 7.3 mm), is derived in welding 
current 9.0 kA using Eq. (2), the identical LME crack 
index is derived under the condition with 667 ms weld-
ing time and 8.2 mm nugget diameter. Thus, as welding 
current is reduced, larger nugget diameter and longer 
current flow are needed.
  Also, Ashiri et al.14) investigated the critical nugget di-
ameters for three different coating methods (GI, GA, 
EG) for twinning induced plasticity (TWIP) steel, 
which was mostly made of austenite. While there wer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coating method, be-
low a certain nugget diameter, the LME crack was not 
formed, and the GA coated TWIP steel was reported to 
have a critical nugget diameter of 6.22 mm. Comparing 
the critical nugget diameters, this study detected the 
differences of critical nugget diameters that depended 

on the material type, grain energy within microstructures, 
coefficient of heat expansion, and differences in tensile 
stress from process variables.

5. Conclus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resistance spot 
welding process variables on LME crack sensitivities 
of Zn coated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1) Among the weldable areas, LME cracks occurred at 
high welding current and long welding time. These 
cracks constituted about 25% of the conditions were 
cracked areas.
  2) After analyzing the effect of welding current and 
time on the LME crack, higher welding current and 
longer welding time increased the LME crack sensi-
tivity, inducing larger nugget sizes due to higher heat 
input. 
  3) After analyzing the combinations of factors affect-
ing LME crack sensitivity, i.e., welding current and 
time, high welding current and short welding time dis-
played higher crack sensitivity than low welding cur-
rent and long welding time. This trend was more pro-
nounced for nugget diameters of 8.0 mm than 7.3 mm, 
noted by the larger increase gap in crack sensitivity. 
  4) After analyzing the simulation results of increase in 
nugget diameter and the changes in the contact diame-
ter of the interface (E/S) between electrode and sheet 
for different welding times and currents, the tensile 
stress that is required for LME cracks was formed at 
critical weld cycle time (tc) when the curve for nugget 
diameter surpassed the curve for E/S contact diameter. 
Also, as the welding current and time increased, LME 
crack sensitivity increased as the tc was reduced and the 
size of critical region after tc increased.
  5) For conditions creating equivalent nugget diameter, 

28 ms 55 ms 81 ms 106 ms 167 ms 333 ms 500 ms 667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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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t start End of weld time

S-2
Melt start End of weld time

-

S-3
Melt start End of wel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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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ig. 13 Simulation of nugget growth according to welding time and current at the same nugget diameter (7.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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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ly large thermal gradient was formed on the 
surface due to the reduction of cooling effect and the 
growth of molten nugget at high welding current, heat-
ing rate, and heat input. Thus, tc occurred earlier, caus-
ing higher thermal gradient and tensile stress. Thus, as 
welding time increased, greater thermal gradient and 
tensile stress behavior was observed. These gradient 
and stress behavior affected the LME crack sensitivity 
due to increase in tensile stress and thermal gradient 
caused by increase in heating rate from higher weldi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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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규제 강화  연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고강도강  도입을 통한 자동차 경량화가 진행 이며, 

강 의 내식성 확보를 해 다양한 아연(Zn) 도 이 

사용된다. Zn 도 된 고강도강 용에 따라 고온의 

공정인 핫스탬핑 공정 는 항  용  시 용융 Zn

의 생성 그리고 발열  냉각에 따른 높은 인장응력의 

발생에 따라 액체 속 취화(Liquid metal embrit-

tlement, LME) 균열이 찰되었다1,2). LME 균열 

발생에 따라 항 용  합 강도 하 등, 용 부 

품질 부분에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3-5). LME 

균열의 경우 인장응력 작용 환경에서 연성 속이 액상 

속과 하 을 시 발생하는 취성 균열로 액상 속 

존재, 인장응력 작용  민감한 미세조직 이 세가지가 

모두 만족하여야 발생이 된다. Murugan 등은6) 극

온 단 시험을 통해 액상 Zn에 의한 LME 균열의 

단부 표면 분석을 수행하여 LME 균열 발생 메커니즘

을 연구하 다. 균열이 부분 입계 취성 단이고, 액상 

Zn의 침투  이동이 PAGB(Prior austenite grain 

boundaries)를 따라 발생하 으며 균열 선단부에서도 

액상 Zn의 잔류 흔  한 찰되었다. 이와 같은 분

석을 통해 Zn에 기인한 LME 균열 발생 메커니즘은 

액상 Zn의 침투로 입계의 표면 에 지를 낮춤으로써 

원자간 결합 강도의 격한 하를 발생시켜 입계를 따

라 균열이 발생한다고 보고하 다.

  LME 균열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 첫째 소재 미

세조직, 둘째 Zn 도 층 특성  셋째 항  용  

공정변수의 향에 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우선 

LME 균열에 미치는 소재의 합 성분  미세조직에 

한 향으로 서로 상이한 미세조직을 가지는 강과 동

일한 강종에서 실리콘(Si) 등의 합  성분이 다른 경우

에서 고온 인장 시험을 통하여 LME 균열 민감도 비교

가 진행되었다7-11). 이때 Bhattacharya 등은8) Dual 

phase(DP)강이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2상 구조

로 이루어져 LME 균열 발생에 유리한 경로인 PAGB 

분율이 낮고 불연속 이기 때문에 LME 민감도가 낮다

고 보고하 다. 그리고 모재 Si 합 성분 함량이 증가

할수록 Kalashami 등은10) 비 항의 증가로 인한 용

 시 입열량의 증가, Hong 등은11) Zn 도 층과 모재 

계면에서 α-Fe(Zn)층 형성을 억제하여 액상 Zn이 모

재와의  가능성이 높아져 LME 균열 민감도가 증

가한다고 보고하 다. 둘째 Zn 도 층의 향으로는 α

-Fe(Zn)층 형성에 있어 Kim 등은12) 항  용  공

정 변수에 따른 도 층 합 화 측면과 Murugan 등은
13) 고온 인장 시험에서 온도  유지시간에 따른 비교 

연구 등이 소개되었으며 α-Fe(Zn)층의 두께나 손상에 

따라 LME 균열 민감도에 향을 다고 보고되고 있

다. 한 Zn 도  방식에 따라 Ashiri 등은14) 용융 Zn 

도 (Galvanized, GI), 합 화 용융 Zn 도 (Galva- 

annealed, GA)  기 Zn 도 (Electrogalvanized, 

EG) 각각에 한 LME 균열 민감도 비교를 수행하

고, EG 도  강 의 LME 균열 민감도가 가장 낮으며 

이는 항  용   고온공정 시 도 층 합 화에 따

른 α-Fe(Zn)층 형성과 한 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셋째 항  용  시 공정변수  주요 인자인 

용 류, 용 시간  가압력에 따른 LME 균열 민감

도 비교 한 보고된 바가 있다. Ling 등은15) 하나의 

공정변수만을 제어하여 실험계획법의 다구치방법으로 

LME 균열 민감도 측정을 진행하 고, 이때 용 류, 

가압력, 용 시간 그리고 유지시간 순으로 용 류가 

저항 점 용접부 액체 금속 취화 균열 민감도에 미치는 

용접 공정변수와 너겟성장 거동의 영향

Effect of Process Parameters and Nugget Growth Rate on the Liquid Metal 
Embrittlement (LME) Cracking in the Resistance Spot Welding of Zinc-Coated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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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E 균열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다고 밝혔으나 개

별변수의 향에 한 설명은 부족하 다. 한 Siar 

등도16) 극 정렬 상태, 유지시간, 가압력  용 시간

에 한 개별 인 향을 비교하 고, 극 오 정렬, 

짧은 유지시간, 낮은 가압력  긴 용 시간일수록 

LME 균열에 민감한 것으로 보고하 으나 각 변수의 

복합  상 계에 한 인과 계 설명은 명확하지 않

았다. 용 류가 LME 균열에 미치는 향에 다수의 

연구들은12,17,18) 용 류가 높고 용 시간이 길수록 

체 입열 증가로 인한 높은 인장응력 발생이 LME 균

열 민감도 증가의 원인  하나로 보고하 다. 반면 

Choi 등은19) 동일한 겟직경을 가지는 조건에서 가압

력과 용 시간을 조 하여 가압력에 따른 향을 비교

하여 가압력이 낮을수록 LME 균열 민감도가 증가한다

고 보고하 고, 이는  면  감소에 따른 냉각효과

의 하에 기인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부분의 연

구에서는 용  시 단일 공정변수의 향에 해 보고하

거나, 복합공정 조건에서 유사한 입열 조건의 경우가 

LME 균열에 미치는 연구결과의 경우에도 공정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인장응력과 LME 균열과의 인과

계에 한 체계 인 분석  고찰은 보고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공정변수와 LME 균열 민감도 상

계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부분 

항  용  공정변수  용 류, 용 시간  가압력 

각각의 개별 변수에 따른 겟 성장 속도 등의 상호 작

용이 크고 동일 입열 조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기에 

단일 변수가 LME 균열 민감도에 미치는 향 평가에 

한계가 있어 부분 제한 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 용 의 용 류  용 시간

에 따른 정 용  조건을 나타내는 로  곡선 도출 후 

유사 겟직경 조건 내에서 LME 균열 발생 여부를 도

출하 다. 이때 유사 겟직경의 복합공정 조건  

LME 균열 발생 여부에 미치는 원인 인자를 도출하여 

LME 균열에 필요한 인장응력 발생과의 인과 계 악

과 균열 발생 복합공정 조건에서 LME 민감도 측 식

을 확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한 유사 겟

직경을 보유하는 복합 공정변수 조건(용 류  용

시간) 각각의 경우에 하여 겟 성장과 극과 재 

 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하여 LME 균열 민감도 

차이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소재는 두께 1.2 mm GA 도

의  망간 강(Fe-4Mn-0.4Si-0.2C)과 두께 1.5 

mm GI 도 의 연강(Fe-0.08Mn-0.1Si-0.002C) 2

매가 사용되었다. 연구는 인장 강도 780 MPa, 연신율 

27 %의 기계  성질을 보유한  망간 고강도강에 

을 두어 진행되었고, 하 에 2매의 연강 사용은 

용  공정에서 수용가능한 입열량을 높여 6. 5 mm 이

상의 겟직경 확보를 통해 높은 LME 균열 민감도 구

을 해서이다6,16). 극은 직경 6 mm 극 과 

돔(Dome) 형상인 ISO 규격 F1-16-20-40-620)의 Cu- 

Cr 극을 사용하 다. 항  용  정 용  구간

을 나타내는 로 (Lobe) 곡선 도출을 해 Table 1과 

같이 용 시간 167, 250, 333, 417, 500  583 ms 

각각에서 용 류를 0.5 kA의 간격으로 최소 겟직

경(4√t) 류에서 간 날림 발생 류까지 한 조건

당 5회 반복 용 을 수행하 다. 최소 겟직경 류는 

Peel test를 실시하여 버니어 캘리퍼스로 버튼 직경 

측정을 통해 4√t를 만족하는 류로 정의하 고, 간 

날림 발생 류는 5회 반복 용   3회 이상 간 날

림 발생을 기 으로 정의하 다. 간 날림 발생은 육

안 찰과 동 항 곡선이 갑작스러운 하강을 보이는 

상으로 단하 다. 재 성 확인을 해 용  조건당 3

회의 추가 용 을 수행하 다.

  Stereo microscope와 OM(Optical microscope)

을 사용하여 겟 형상  균열을 찰하 고, 겟직

경과 균열 길이는 Image Pro 상용 로그램으로 측정

하 다. 추가 으로 모재 미세조직과 도 층 정보 확인

을 해 동의 학교 융합부품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의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BSE 

(Back scattered electron)  EDS(Energy dis-

persive X-ray spectroscope) 장비를 활용하 고, 

찰된 균열 특성 분석을 해 SEM-EDS  EBSD 

(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 장비를 활용하

다. 균열의 경우 항 용  공정  재와 극간

의 에 따라 경험하는 온도와 응력 거동이 달라져 

균열 발생 양상이 달라지므로 Murugan 등의21) 연구

에서 극과의  거동에 따라 분류한 Fig. 1과 같

이 구분하 다. 이  큰 균열이 발생하여 상당한 용

부 강도 하를 일으키는 극과 이 발생하지 않는 

Location C 균열에 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 다.

Weld parameter
Squeeze time [ms] 300

Hold time [ms] 200
Electrode force [kN] 3

Weld current [kA] Minimum nugget diameter
 (4√t) ~Ｉmax [Step size 0.5 kA]

Weld time [ms] 167, 250, 333, 417, 500, 583

Table 1 Process parameters of resistance spot welding to 
construct weld 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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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LME 균열 분석

  Fig. 2는 GA도   망간 강의 모재와 도 층에 

한 OM  SEM 분석 결과이다. Fig. 2(a)의 OM 상 

모재 미세조직은 약 5 ㎛ 이내로 미세하고 압연공정에 

따른 연신조직이 찰되며, SEM 상에서 페라이트 기

지에 베이나이트  일부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존재하

며 각각의 상을 Fig. 2(b)에 표시하 다. 잔류 오스테

나이트의 존재는 Jung 등의18) 연구에서 높은 열팽창

과 수축으로 더 많은 응력이 발생되어 LME 균열에 민

Location A
Nugget

(Fusion zone)

Location B Location C

Location D

Location A Location C

Location D

Location B

Nugget
(Fusion zone)

Fig. 1 Location of LME cracks in RSW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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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OM and (b) SEM image of etched base material of medium manganese steel, (c) SEM-BSE image and EDS re-
sult graph of GA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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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것으로 보고된다. Fig. 2(c) 모재 단면의 GA 도

층은 약 6.0 ㎛ 내외의 두께를 가지며 합 화 열처리의 

결과로 도 층 부분 γ와 표면에서 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SEM-BSE와 EDS 찰 결과 확인되었다. 

  균열이 발생한 용 부 단면 체를 나타낸 Fig. 3(a)

에서 표면의 균열 발생 치를 확 한 Fig. 3(b)를 보

면 CGHAZ(Coarse grained heat affected zone) 

역이며 극과 모재의 이 발생하지 않은 Fig. 1

의 Location C 역이다. Fig. 3의 균열이 Zn에 의

한 LME 균열 여부를 확인하기 해 SEM-EDS의 성

분 Mapping 기능을 이용한 Fig. 4(a)의 균열부 표면 

“A” 역의 Zn 분포 분석 결과를 Fig. 4(b)에 도시하

  (a)              (b)

Fig. 3 (a) Weld cross section etched image of crack occurrence sample, and (b) Magnified image of area A. (Sample ID: C-1)

500 μm 150 μm

A

B

  (a)         (b)

   

56.5

51.9

46.6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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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Fig. 4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rack that occurred during RSW. (a) SEM image, (b) Zn element EDS mapping 
image of area A (Zn: Blue color), (c) EBSD crack tip IPF map in area B and (d) Misorientation angle between the 
grain of the secondary crack at the crack tip. (Magnified image of area C) (Sample ID: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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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균열 발생 시작부  균열 발생 경로를 따라 연

속 으로 Zn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Bhattacharya 등

의7) 연구에서 LME 균열이 부분 PAGB를 따라 액

상 Zn이 침투하여 균열이 진행됨을 보고하는 등 액상 

Zn에 기인한 LME 균열로 단된다. 그리고 발생한 

균열 특성 악을 해 Fig. 4(a)의 균열 선단부 “B” 

역 EBSD 분석을 통해 결정립 방향과 결정립계 

Misorientation angle과의 상 계 분석을 진행하

다. Fig. 4(c)의 균열 주  각 결정립의 결정면 방

를 나타내는 IPF(Inverse pole figure) map 확인 결

과, 균열 경로를 따라 인  결정립의 평균 크기는 0.9 

㎛이며 이는 균열 발생 치가 CGHAZ 역으로 모재

보다 약 0.3 ㎛ 정도의 결정립 성장이 발생하 다. 그리

고 액상 Zn에 기인한 LME 특성  하나인 Misorien- 

tation angle 조사를 수행하 다. 주요 LME 균열의 폭이 

5 ㎛ 이상이기 때문에 인  결정립간의 Misorientation 

angle의 추 에 한계가 존재하여 Fig. 4(c)상 “C” 

역의 2차 LME 균열 역에 하여 응 결정립 Misori- 

entation angle을 측정하 다. Fig. 4(d)의 측정 결과

를 보면 체 2차 LME 균열 경로에 걸쳐 15 ˚이상인 

HAGB(High angle grain boundary)를 따라 LME 

균열 진행이 확인된다. HAGB는 낮은 원자 충진율에 

의해 상 으로 과잉된 부피  에 지로 Zn의 침투

가 용이하게 작용한다고 보고된다22,23). Murugan 등6)

과 Bhattacharya 등의7) 연구에서 균열 좌측과 우측 

응면에 치하는 결정립의 방  차이를 측정하여 균

열이 진행된 결정립계에 한 추 을 보고한 바가 있

다. 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HAGB인 PAGB 는 

잔류 오스테나이트 계면을 따라 균열  가능성이 높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발생한 균열의 SEM- 

EDS와 EBSD 분석에서 기존에 보고된 LME 균열 특

성에 부합한 결과로 GA 도   망간 강 항  용

 시 발생한 균열은 LME 균열로 단되며, 동일한 

소재의 기존 연구에서도 Location C의 LME 균열이 

찰되었다12,21).

3.2 용 변수에 따른 LME 균열 민감도

  실험 방법에 언 되었듯이 버튼 직경 측정 시 4√t

를 만족하는 조건을 하한선으로, 5번 반복 용  시 3

번 이상 간 날림 발생 조건을 상한선으로 표시하여 

Fig. 5(a)의 로  곡선을 도출하 다. Fig. 5(b)는 

Fig. 5(a)의 “A” 역에서 LME 균열 발생 조합과 미

발생 조합 역 구별 후, 유사한 수 의 겟직경을 보

유하는 용 류  용 시간 조합에 하여 등가 겟

직경선(Contour line of equivalent nugget diame-

ter)으로 나타낸 그래 이다. 겟직경 7.3, 7.7  8.0 

mm 보유하는 공정조합을 분류하여 각각 “Contour 

line A”, “Contour line B”  “Contour line C”로 

설정하 다. 등가 겟직경선 상 용  조건에서 LME 

균열이 발생한 노란색 역 공정 조건과 미발생한 란

색 역 조건이 존재하며, 략 체 가용 용 구간에

서 25 % 역에서 균열이 발생하 다. 그리고 7.3 mm

의 등가 겟직경선(Contour line A) 상 공정 조합 4

개  용 류가 높은 9.0과 9.5 kA의 조건에서만 

LME 균열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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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Lobe curve of resistance spot welding for medium manganese steels, (b) LME cracking area and similar nugget 
diameter line in area A. (Fixed electrode force of 3.0 kN, LME = Location C LME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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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에 따른 LME 균열 양상 비교를 해 균열 민감

도(Crack sensitivity)를 수식 1과 같이 겟직경 

7.3 mm 이상의 공정조건들을 상으로 계산하여 Table 

2에 나열하 다. 균열 민감도는 반복 용  시 발생한 

LME 균열 길이 합과 LME 균열 발생 시편 수의 곱을 

반복 용  진행 수로 나  값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

의 반복 용  진행 수는 5회의 반복 용 과 3회의 재

성 확인을 한 추가 용 을 포함한 총 8회를 기

으로 하 다. 그리고 LME 균열 민감도 지수 범 는 

최  9.6에서 최소 0으로 최  지수 9.6은 모든 반복 

시편 8개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동시에 모두 재 두께

를 통(소재 두께가 1.2 mm인 경우 1.2를 입)하

는 경우의 균열 민감도이며, 최소 지수 0은 8개의 시

험편 모두 균열 발생이 없는 경우이다. 

  균열 민감도를 통해 공정변수  용 류와 용 시

간 각각에 따라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냈다. Fig. 6(a)

는 용 류 증가에 따른 용 시간 333, 417, 500  

583 ms 각각의 그래 로 용 류가 높아질수록 균열 

민감도가 증가한다. 용 시간 417와 500 ms 비교 시 

500 ms에서 용 류 9.0에서 9.5 kA로 증가에 따

른 균열 민감도 증가 폭이 약 4배 크게 나타나는 등 

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용 류에 따른 LME 균열 민

감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 다. 그리고 Fig. 6(b)는 용

시간 증가에 따른 용 류 9.0와 9.5 kA 각각의 

그래 로 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균열 민감도가 증가하

는 거동이 나타나며, 9.5 kA 조건에서 9.0 kA보다 

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균열 민감도 지수의 증가가 가

르게 찰되었다. 

  Fig. 5(b)의 등가 겟직경선(Contour line A, 

Contour line B  Contour line C) 상에서 겟직

경에 따른 균열 민감도를 Fig. 7에 도시하 다. 등가 

겟직경선 8.0 mm(Contour line C)의 경우 C-1과 

C-2 용 조건에서 균열 민감도 지수가 각각 2.862과 

0.203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모든 유사 겟직경 

조건내에서 높은 용 류와 짧은 용 시간 조합의 경

우가 모두 균열 민감도가 높게 나타난다. 겟직경 

7.3, 7.7  8.0 mm 비교 시 겟직경이 증가할수록 

용 류 증가에 따른 균열 민감도 상승 폭(Fig. 7에

서 ΔS)이 증가한다. 그리고 겟직경 7.3 mm의 A-1

과 A-3 조건 비교 시 높은 용 류/짧은 용 시간의 

A-1에서는 LME 균열이 발생(Crack sensitivity = 

0.452)하 고, 낮은 용 류/긴 용 시간의 A-3에서

는 LME 균열이 미발생(Crack sensitivity = 0)하

다. 따라서 가용 용  구간 내에서 유사한 겟직경

을 가지는 조건이라도 LME 균열 발생 조건과 미발생 

조건의 공존이 확인되었고, 이는 용 류와 용 시간

이 LME 균열 발생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4. 고    찰

4.1 LME균열에 한 용 류  용 시간 
각각의 향

  Fig. 5와 Fig. 6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용 류와 

용 시간이 각각 증가할 때 균열 민감도 한 상승하

고, Fig. 7에서는 용 류가 9.0 kA 보다 9.5 kA 

ID for the 
combinations of 

welding conditions

Weld conditions Nugget
 diameter 

[mm]

Sum of crack 
lengths 
[mm]

Number of
 cracked samples 

[EA]

Crack 
sensitivity

[AU]
Weld time

[ms]
Weld current 

[kA]

A-1 333 9.5

7.3

1.206 3 0.452

A-2 417 9.0 0.227 1 0.028

A-3 500 8.5 N/A N/A N/A

A-4 583 8.0 N/A N/A N/A

B-1 417 9.5

7.7

1.492 4 0.746

B-2 500 9.0 0.452 1 0.057

B-3 583 8.5 N/A N/A N/A

C-1 500 9.5
8.0

3.816 6 2.862

C-2 583 9.0 0.813 2 0.203

D-1 583 9.5 8.2 4.251 6 3.188

Table 2 Length, number, and sensitivity of LME cracks for corresponding nugget diameter with various welding con-
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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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용 시간 증가에 따른 LME 균열 민감도 증

가 폭이 크고, 용  시간 417 ms (A-2  B-1) 보

다 500 ms (B-2  C-1) 조건에서 겟직경 증가에 

따른 LME 균열 민감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

는 용 시간과 용 류의 증가가 겟 크기의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발열과 이때 발생하는 열응력의 상승으

로 인해서 LME 균열 민감도가 커지는 원인으로 단

된다. 따라서 LME 균열 민감도는 유사 겟직경의 조

건에서도 항  용  공정변수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용 류  용 시간을 열(Joule’s 

heat) 식을 용하여 입열량을 도출하고 한 입열량

을 겟직경(Nugget diameter; ND)과 동일하게 가

정할 경우 LME 균열 지수(LME crack index)를 각 

류 값 수 별로 아래 식 (2), (3)와 같이 도출 가능하다.

      –  

                        (2)
      –  

                        (3)

  다양한 재 재질  두께의 경우 최  투입 가능한 

입열량에 차이로 인한 LME 균열 민감도 한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재 재질, 두께  조합

의 수 등 각각에 한 LME 균열 민감도 도출을 통해 

각각의 인자 별 지수를 확립하여 종합 으로 고려한 

LME 균열 지수 표 화(Normalization) 과정이 필요

할 것으로 단되며 추후 표 화 과정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항  용  공정변수에 따른 LME 균열 민감도의 

차이와 복합 공정변수에 따른 균열 생성 인장응력 증감

과의 상 계 분석을 통해 LME 균열 민감도 이해가 

필요하다. 유사한 근으로 Kim 등과12) Murugan 등

은21) 용  과정에서 인장응력 상승과 LME 균열 발

생에 한 계에 한 원리를 보고하 다. 용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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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LME crack sensitivity with weld current at weld time of 333, 417, 500 and 583 ms, and (b) LME crack sensi-
tivity with weld time at weld current of 9.0 kA and 9.5 k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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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용 시간 각각의 증가에 따른 인장응력 변화 분석을 

해 상용 시뮬 이션 로그램(SORPAS®)을 활용하

여 그 결과를 Fig. 8과 Fig. 9에 나타냈다. Fig. 8은 

용 시간에 따른 겟직경 증가와 재와 극의 계면 

직경(E/S contact diameter, E/S ; Electrode 

and surface interface)의 변화를 각각의 용 류에 

따라 시뮬 이션 결과이다. Fig. 8(a)의 각 류 조건

에서 용 시간 기에는 E/S 직경은 극의  선

단직경에 따라 약 4.0 mm에서 통 시간에 따라 6.0 

mm 후까지 증가 후 일정 값을 유지하며, 겟직경

은 7.5 kA부터 9.5 kA 류 범 에서 5.6 mm에서 

7.3 mm까지 각각 성장한다. 용 류가 8.5 kA 이상

의 경우 류 통 시간  겟직경이 E/S 직경을 

추월하여 두 곡선의 교차하는 임계통 시간(tc)이 류 

8.5 kA와 9.5 kA에서 각각 295 ms과 214 ms이다. 

각 용 류 값에서 tc 이후의 통 시간 동안은 용융 

겟의 속한 성장에 따라 극 에 따른 냉각효과

가 제한 이기 때문에 Fig. 8(a)의 “A” 표시 역에 

표면 온도의 구배 즉, 열구배(Thermal gradient)의 

증가가 Fig.8 (b)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열구배는 

극  외곽부에 높은 인장응력을 유기하는 것으로 

DiGiovanni 등은24) 보고하 고, 본 연구의 해석 결과

에서도 균열 발생에 충분한 인장응력이 통 시간 동안 

지속 으로 증가함을 Fig. 8(c)에 도시하 다. 따라서 

용  과정에서 액상 Zn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할 때 

임계통 시간(tc) 이후 인장응력 생성으로 LME 균열 

발생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단된다. 용 류가 증가

할수록 tc 발생 통 시간이 빨라지게 되며 이는 높은 

용 류에 따른 겟 성장 속도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는 용 류가 높을수록 승온 속도의 증가를 의미하

고, 이에 따라 높은 열구배  인장응력을 경험하여 균

열 발생에 유리하다. 그리고 Fig. 9는 고정 용 류 

9.5 kA에서 용 시간 증가에 따른 시뮬 이션 결과로 

용 시간이 250 ms 이상에서는(Fig. 9(a)) LME 균

열 임계 통  시간 (tc)이 존재하고 임계구역의 크기도 

증가하 다. Fig. 9(b)와 9(c)에서 나타나듯이 열구배 

증가  교차가 발생하는 214 ms 이상의 통 시간 조

건에서만 인장응력 생성이 확인되었다. 시뮬 이션 분

석 결과를 정리하면 용 류와 용 시간 각각이 증가

할수록 tc의 발생 통 시간 감소와 tc 이후 임계구역의 

크기 증가가 LME 균열 민감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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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imulation results, (a) Changes in behavior of nugget diameter and contact diameter, (b) Thermal gradient and (c) 
Stress depending on weld current. (Fixed weld time is 333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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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사 겟직경 조건에서 LME 균열 민감도

  동일한 입열량 조건에서 용 류와 용 시간이 

LME 균열 민감도에 미치는 향 악을 해 유사 

겟직경 조건에 따라 비교를 수행하 다. Fig. 7에서 

유사 겟직경 조건에서 LME 균열 민감도는 상 으

로 높은 용 류/짧은 용 시간 조건에서 높았다. 즉, 

동일한 겟이 생성되는 상이한 용 류  용 시간 

조합들은 겟 생성에 소요되는 입열량이 유사하나 열

도에 따른 입열 유실 등에 따라 LME 균열 발생 인

근의 재 표면에서 열구배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 항  용 에서 입열 는 발열

에 한 정보는 동 항 곡선의 특성 값  겟직경의 

크기 등의 간 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25). Fig. 

10은 겟직경 7.3 mm에서 LME 균열이 발생한 

A-1 조건(9.5 kA/333 ms)과 미 발생한 A-3 조건

(8.5 kA/500 ms)에 한 발열과 련된 용 류  

압 신호를 활용하여 도출한 동 항 곡선이다. 동 항 

곡선상 항  용  시 용융이 발생하는 시 으로 

정하는 β-peak에서 통 류가 완료되는 부분까지의 

A-1과 A-3의 기울기는 각각 0.22와 0.17로 확인되

며, A-1에서 항 변화 기울기가 높은 것으로 보아 

겟 형성이 비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A-3에서는 

항 감소가 느리며 긴 시간 동안 진 으로 동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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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ynamic resistance curve of A-1 and A-3 with 
same nugget diameter 7.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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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imulation results, (a) Changes in behavior of nugget diameter and contact diameter, (b) Thermal gradient and (c) 
Stress depending on weld time. (Fixed weld current is 9.5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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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진행되어 겟의 성장 속도가 다소 느리다. A-1

과 A-3의 용 부 단면을 Fig. 11(a)와 11(b)에 각각 

도시하 다. A-1과 A-3의 겟직경  면 은 각각 

약 7.3 mm와 19 mm2으로 동일하나 겟의 Fusion 

boundary 형상( 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A-1 조건

의 경우 A-3 조건 비 상부 재 표면과 용융부 엣지

의 거리(Fig. 11(a)와 11(b)의 화살표 표시 구간)가 

더 작으며 이는 재 표면 온도의 증가  열구배의 증

가로 이어져 유기되는 인장 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최종 으로는 상이한 공정조건이 LME 균열 

발생 역의 열구배와 유기 인장응력에 차이를 야기하

며, 유사한 겟직경을 가지는 조건에서도 공정변수 조

합에 따라 LME 균열 민감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입열량은 표면 온도와 발생하는 인장

응력에 향을 주는 인자로 LME 균열 민감도에 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다만 유사 겟직경을 

가질 때, 즉 입열량의 크기가 유사할 경우 표면 발열의 

차이가 LME 균열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항  용  시 표면 발열에 향을 미

치는 인자인 극 형상27), 겟 성장 양상  재의 

두께28)에 따라 LME 균열의 민감도에 차이가 존재하

는 이유의 설명이 가능하다. 

  유사 겟직경상 공정 조합에 따른 겟 외각 형상과 

표면 온도 차이의 향에 한 검증을 해 시뮬 이션

을 이용하여 겟 성장 거동, 극  거동  겟

직경이 E/S 직경과 교차하는 임계통 시간(tc) 원

리를 동일하게 용 후 LME 균열 발생 상 치의 

열구배  유기 인장응력 비교를 진행하 다. Fig. 

12(a)는 겟직경 7.3 mm인 4개의 용 류와 용

시간 조합(S1, S2, S3  S4)을 나타내며, Fig. 12(b) 

~ 12(d) 각각은 조합에 따른 E/S 면 , 겟직

경, 열구배  유기 인장응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Fig. 

12(b)는 공정 조건에 따른 겟직경과 E/S 직경 

변화 거동을 비교한 것으로 S-4 조건에서 높은 용

류에 따른 빠른 승온 속도로 가 른 겟 성장이 확인

되며, S-1 조건에서는 비교  낮은 용 류에 따른 

느린 승온 속도로 완만한 겟 성장이 확인된다. 이 차

이에 따라 S-4 조건에서 겟직경과 E/S 직경이 

교차 시 인 tc의 발생 시간이 앞당겨지게 되면서 높은 

열구배의 발생(Fig. 12(d))과 동시에 높은 유기 인장

응력의 발생(Fig. 12(e))으로 이어진다. 한 용

류가 낮은 S-1 조건은 tc의 발생 시간이 지연되고 열

구배와 유기 인장응력 모두 감소하는 거동(Fig. 12(d)

와 12(e))이 확인된다. tc 생성 이후 용  완료까지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열구배와 인장응력 모두 증가하

는 거동을 가지지만, tc의 빠른 발생의 경우 높은 용

류로 열 공식에 따라서 높은 입열과 냉각 효과의 

감소로 짧은 시간내에 높은 열구배와 인장응력이 발생

한다. 그리고 용 시간에 따른 겟 형성  성장 거동

을 나타낸 Fig. 13을 보면 높은 용 류인 S-3와 

S-4 조건에서 빠른 승온 속도로 비교  짧은 시간에 

용융 겟의 발생이 찰되고, 더불어 냉각 효과 감소

로 표면부와 가깝게 겟의 용융선(Fusion line)이 형

성된다. 반면 S-1와 S-2에서는 비교  낮은 류로 느

린 승온 속도로 용융 겟 발생이 지연되고, 비교  표

면부와 떨어져 겟이 형성된다. 이는 용 류가 높은 

조건에서 격한 온도 변화에 따라 다른 조건과 비교 

시 더 높은 열구배와 유기 인장응력의 발생(Fig.12(d)

와 12(e))으로 이어져 LME 균열 민감도 차이를 만드

는 원인이며, 따라서 유사 겟직경 상에서 용  시간 

증가에 따른 LME 균열 민감도 상승보다 높은 용

류 사용에 따른 LME 균열 민감도 상승이 더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4.3 LME 균열 발생 임계 겟직경 도출

  Fig. 5(b)의 등가 겟직경 7.3 mm(Contour line 

A)을 보면 균열이 발생한 A-1  A-2 조건과 균열이 

미발생한 A-3  A-4 조건이 공존이 확인되며, 겟

직경 7.3 mm 이하의 조건에서 LME 균열 발생 조건

2 mm 2 mm

7.3  mm

19 mm2

7.3  mm

19 mm2

    (a)                   (b)

Fig. 11 Nugget image under conditions (a) A-1 and (b) A-3 with same nugget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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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다. LME 균열은 액상 속과 인장 응력, LME 

균열에 민감한 미세조직을 모두 만족해야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2) 소재의 미세조직과 액상 Zn 

분율 는 도 재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재표면에 

유기되는 인장 응력은 겟직경에 따라 증가한다14). 따

라서 겟직경 6.9 mm가 LME 균열 발생이 되지 않

는 최  임계 겟직경으로 측이 가능하다. 이를 확

장하여 Fig. 12의 시뮬 이션 결과  S-3과 S-4 조

건이 본 연구의 실험 결과 내 LME 균열 발생 조건으로 

해당하며, S-1와 S-2 조건은 tc가 존재는 하나 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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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imulation results for (a) A 7.3 mm nugget diameter on lobe curve. Comparison graph of (b) Contact and nugget 
diameter, (c) Peak thermal gradient and (d) Peak tensile stress behavior according to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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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imulation of nugget growth according to welding time and current at the same nugget diameter (7.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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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발생을 한 유기 인장응력을 충족 못하여 LME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는 Table 2와 같이 겟직경이 증가할 때 

LME 균열 민감도가 증가하나 용 조건에 따라서는 큰 

겟직경(B-2)보다 높은 용 류의 작은 겟직경 조

건(A-1)에서 더 높은 LME 균열 민감도 지수를 보여

다. 이는 용 류에 기인한 격한 겟 성장과 느

린 표면 냉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용  류 9.5 kA인 A-1의 ( 겟직

경 7.3 mm) LME 균열 지수 0.452와 동일한 LME 

균열 민감도 조건을 용 류 9.0 kA에서 식 (2)를 

활용하여 도출해 보면 용 시간 667 ms에서 약 8.2 

mm 겟직경일 경우 동일한 LME 균열 지수를 가진

다. 따라서 낮은 용  류의 경우 더 큰 겟직경과 

긴 통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Ashiri 등은14) 오스테나이트 상으로 이루어진 

소재인 TWIP (Twin induced plasticity)강에서 GI, 

GA  EG의 세가지 Zn 도  방법에 따른 임계 겟

직경을 조사하 다. 도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

으나 특정한 겟직경 이하부터 LME 균열의 발생이 

찰되지 않았고, GA도 된 TWIP강의 임계 겟직경

은 6.22 mm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임계 

겟직경 비교 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임계 겟직경

과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소재에 따라 미세조직 내 

결정립계 에 지  열팽창 계수 차이의 향과 더불어 

상이한 공정 변수로 발생하는 인장응력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임계 겟직경이 존재할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Zn 도 된 고강도강  항  용  

시 가용 용 구간상에서 공정변수에 따라 LME 균열 

민감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체 가용 용  구간  고입열 조건인 높은 용

류와 긴 용 시간에서 LME 균열이 발생하 고, 

략 25%의 조건이 균열 발생 역에 해당한다.

  2) LME 균열에 한 용 류와 용 시간 각각의 

향 분석 결과, 용 류가 높을수록 그리고 용 시간

이 길수록 LME 균열 민감도는 증가하며 이는 높은 용

류  긴 용 시간 각각의 조건에서 입열량이 증가

하고 형성되는 겟 크기 증가에 기인한다.

  3) 가용 용  구간 내에서 유사 겟직경 형성 시 LME 

균열 민감도에 미치는 용 류와 용 시간의 복합조합

에 한 향 분석 결과, LME 균열이 발생하는 유사 

겟직경을 보유하는 조건 내에서 높은 용 류/짧은 

용 시간 조합이 낮은 용 류/긴 용 시간 조합 비 

균열 민감도가 더 크다. 이러한 경향은 겟직경이 7.3 

mm보다 8.0 mm에서 균열 민감도 증가 폭이 더욱 커

진다. 

  4) 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용 시간  용 류 각

각의 증가에 따라 겟직경의 증가와 재와 극의 계

면(E/S) 직경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류 통 시

간  겟직경이 E/S 직경을 추월하여 두 곡선이 

교차하는 임계통 시간(tc)에서부터 LME 균열에 요구

되는 유기 인장응력이 생성된다. 한 용 류와 용

시간 각각이 증가할수록 tc의 발생 통 시간 감소와 tc 

이후 임계구역의 크기 증가에 따라 LME 균열 민감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5) 동일 겟직경 보유 조건에서 용 류가 높은 

조건일수록 높은 승온 속도  입열로 가 른 기울기의 

용융 겟 성장과 냉각 효과 감소로 표면에서의 매우 

큰 열구배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tc가 통 시간 기

에 발생하여 큰 열 구배  유기 인장응력 발생으로 이

어진다. 따라서 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열구배  

유기 인장응력이 높아지는 거동을 보이지만, 동일 겟

직경 상에서 용 류 증가에 따른 높은 승온 속도로 

더 큰 열구배  유기 인장응력의 증가로 이어져 LME 

균열 민감도에 한 향이 큰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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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  후 용 부의 온도가 약 200℃ 이하인 비교  

온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 온균열(cold cracking)’

이라 한다. 온균열은 탄소강, 합 강과 같이 체심입

방격자(body centered cubic) 구조를 갖는 페라이트

계 재료의 용 속이나 열 향부(heat-affected zone, 

HAZ)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 경우 확산성 수소가 주

요 인자로 작용하고 상온에서 일정시간 경과 후 발생하

기도 하여 ‘수소유기균열(hydrogen-induced crack-

ing)’, ‘지연균열(delayed cracking)’이라고도 한다1).

  온균열은 페라이트계 재료의 용 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 인 결함으로 발생기구의 정확한 이해를 바

탕으로 이를 방지하기 한 한 용  시공조건을 설

정하는 것이 요하다. 온균열의 발생기구에 해서

는 아직도 논란이 있으나, 세 가지 인자, 즉 확산성 수

소, 취약한 미세조직, 인장잔류응력이 동시에 작용할 

때 발생한다는 사실은 리 알려져 있다1-6). 용 장

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인자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용

조건을 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량 감에 많은 

비 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강 HAZ의 온균열 민감도에 미치는 

수소와 미세조직의 향을 비교하고자 하 다. 인장강

도 400, 500 MPa 의 다양한 구조용 탄소강 재

를 상으로 임 랜트 시험(implant test)을 수행하

으며, 수소계  셀룰로즈계 용  사용, 용  입열

량 변화를 통해 온균열 민감도에 미치는 수소와 미세

조직의 향을 평가하 다. 탄성한계 이하의 응력을 가

하여 온균열의 발생여부를 비교한 결과, HAZ에 마

르텐사이트와 같이 취약한 온변태 조직이 주를 이룰 

때 수소량이 낮은 조건에서도 온균열이 발생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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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입계 페라이트와 같이 확산변태에 의해 생성된 조

직이 발달한 경우에는 수소량이 높은 조건에서도 온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인장강도 400, 500 MPa 

의 구조용 탄소강 재로 화학조성과 인장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HAZ의 온균열 민감도 평가를 해 임

랜트 시험을 수행하 다. 임 랜트 시험은 HAZ의 

온균열 민감도를 평가하기 해 1969년 Granjon에 

의해 처음 고안된 방법으로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면서 개선되어 왔다3,4). 임 랜트 시험을 

수행하기 해 각 재에서 기 (base plate)과 임

랜트 시편을 Fig. 1과 같이 채취하 다. 임 랜트 시편

을 기 의 구멍에 삽입하여 두 상단 표면을 일치시킨 후 

기 의 앙선을 따라 기계화된 피복 아크용 (shielded 

metal arc welding) 공정을 통해 단일 패스 용 을 

Steel
Tensile properties Chemical compositions (wt%)

YS
(MPa)

TS
(MPa)

EL
(%) C Si Mn Cr Ni Cu P S CEIIW*

ASME SA36 295 451 28 0.16 0.23 0.96 0.010 0.010 0.010 0.019 0.005 0.32

JIS SM400A 278 433 32 0.16 0.18 0.57 - - - 0.024 0.004 0.26

EN S235JR 283 452 35 0.15 0.18 0.87 0.010 0.010 0.010 0.021 0.006 0.30

ASME SA516-60 274 445 32 0.15 0.19 0.87 0.010 0.010 0.010 0.021 0.006 0.30

JIS SGV410 281 423 37 0.10 0.22 1.32 - - - 0.010 0.002 0.32

EN P265GH 352 518 33 0.187 0.32 1.11 0.03 0.03 0.016 0.007 0.004 0.38

ASME SA516-70 387 549 26 0.16 0.39 1.40 0.010 0.010 0.010 0.016 0.005 0.40

EN P355NL1 379 544 33 0.17 0.37 1.50 0.018 0.010 0.015 0.012 0.004 0.43

JIS SGV480 488 554 49 0.09 0.22 1.54 0.02 0.15 0.22 0.009 0.002 0.40

* CEIIW = C + Mn/6 + (Cr + Mo + V)/5 + (Ni + Cu)/15

200 mm

150 mm

6.05 mm ϕ

Top view

Side view 200 mm

6 mm ϕ

17 mm

20 mm

200 mm

20 mm ϕ

1 mm

0.5 mm

0.1 mm R

Helical notch

                                                          (a)                   (b)

Fig. 1  Schematic with the dimensions of the (a) base plate and (b) implant specimen1)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and tensile properties of the steel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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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 다. 용  후 본 시험에 앞서 상온에서 임 랜

트 시편의 길이방향으로 하 을 서서히 증가시켜 탄성

한계(elastic limit)를 확인하 다. 본 시험에서는 용

 후 용 비드 표면의 온도가 100℃가 되었을 때 탄

성한계 이하의 일정 응력을 가하여 단까지의 시간을 

측정하 고, 1,000분 안에 단이 발생하지 않는 임계

응력을 구하 다. 단 과 후 임 랜트 시험재의 단

면을 Fig. 2에 나타내었으며, 균열이 HAZ에서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조건  수소량의 변화를 주기 해 수소계 

 셀룰로즈계 용 을 사용하 다. 수소계 용

은 작업성이 좋지 않으나 용착 속의 기계  성질이 우

수하고 수소의 양이 어 내균열성이 높은 것이 특징인 

반면, 셀룰로즈계 용 의 경우 작업성은 우수하나 수

소의 양이 많은 고수소계 용 에 해당되어 온균열

에 민감한 단 이 있다. 미세조직을 제어하기 해 

수소계  셀룰로즈계 용  각각에 해 입열과 고

입열, 두 조건으로 용 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 사용

한 수소계  셀룰로즈계 용 의 피복제 함수량과 

용 조건을 Table 2에 제시하 다. 수소는 주로 피복

제의 수분으로부터 생성되므로 피복제의 함수량이 높을

수록 용착 속의 확산성 수소량이 높다5,7). 수소계 

 셀룰로즈계 용 을 사용했을 때 용착 속의 수소량

은 각각 1.1, 43.6 mL/100 g으로 분석된 바 있다5).

  비커스 경도계를 이용하여 1.96 N의 하 으로 임

랜트 시험재의 단면에서 경도를 측정하여 그 분포를 확

인하 으며,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HAZ의 미세조직을 찰하 다. 경도 측정  미세조

직 찰을 한 시편은 기계  연마 후 2% nital 용액

으로 에칭(etching)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입열 용 조건에서의 임 랜트 시험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 다. Fig. 3에서 보듯이 EN P265GH, 

ASME SA516-70, EN P355NL1, JIS SGV480

(이상 인장강도 500 MPa  탄소강)은 탄성한계 이

하의 응력조건에서 온균열이 발생하 고, 셀룰로즈계 

용 을 사용한 경우 수소계 용 을 사용할 때보

다 임계응력이 100 MPa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 다. 

일반 으로 임계응력이 높을수록 온균열 민감도가 낮

으며, 임계응력을 탄성한계로 나  정규화 임계응력비

(normalized critical stress ratio)를 민감도 지수

(index)로 사용한다1,3). 즉, 500 MPa  탄소강 HAZ

는 입열 용 조건에서 용  피복제의 함수량의 높

아짐에 따라 온균열 민감도가 상승하 으며, 이는 피

복제의 수분으로부터 생성되는 확산성 수소량이 증가했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민감도의 상승폭이 강재마

다 다른 것은 HAZ의 미세조직 분율, 결정립 크기 등

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Weld metal

Implant specimen

Heat-affected zone

Weld metal

Fusion line

Fracture along heat-affected zone

Base plate Base plate Base plate Base plate

(a) (b)

Fig. 2 Representative stereoscopic cross-section of the implant test assembly after (a) bead-on-plate welding and (b) 
a fracture from a constant load test1)

Electrode Rod diameter
(mm)

Covering 
type

Moisture content
(wt%)

Welding current
(A)

Arc voltage
(V)

Welding speed
(cpm)

E11016-G 3.2 Low hydrogen 0.17 85-95 20-22 13.5

E7010-G 3.2 Cellulose 2.39 80-90 20-22 13.5

E11016-G 5.0 Low hydrogen 0.20 180-190 20-22 13.5

E6010 5.0 Cellulose 3.71 175-185 20-22 13.5

Table 2 Moisture content in the welding electrode coatings and welding parameter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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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Elastic limit
(MPa)

Covering type of welding 
electrode

Critical stress
(MPa)

Normalized critical stress 
ratio

ASME SA36 297
Low hydrogen > 297 > 1.0

Cellulose > 297 > 1.0

JIS SM400A 292
Low hydrogen > 292 > 1.0

Cellulose > 292 > 1.0

EN S235JR 291
Low hydrogen > 291 > 1.0

Cellulose > 291 > 1.0

ASME SA516-60 292
Low hydrogen > 292 > 1.0

Cellulose > 292 > 1.0

JIS SGV410 327
Low hydrogen > 327 > 1.0

Cellulose > 327 > 1.0

EN P265GH 378
Low hydrogen 345 0.91

Cellulose 195 0.52

ASME SA516-70 401
Low hydrogen 360 0.90

Cellulose 240 0.60

EN P355NL1 377
Low hydrogen 355 0.94

Cellulose 125 0.33

JIS SGV480 463
Low hydrogen 450 0.97

Cellulose 340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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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plant test results under the low welding heat input, (a) EN P265GH, (b) ASME SA516-701), (c) EN P355NL1, 
and (d) JIS SGV4801)

Table 3 Implant test results under the low welding hea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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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ASME SA36, JIS SM400A, EN S235JR, 

ASME SA516-60, JIS SGV410(이상 인장강도 

400 MPa  탄소강)은 용  종류에 계없이 탄성

한계 이하의 응력조건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400 MPa  탄소강 HAZ는 확산성 수소량이 높

은 조건에서도 온균열에 한 항성이 매우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입열 용 조건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실험재료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고입열 용 조건에서는 탄소강의 강도와 

확산성 수소량에 계없이 HAZ의 온균열 민감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입열 용 조건에서의 400, 500 MPa  탄소강

의 임 랜트 시험재와 고입열 용 조건을 용한 500 

MPa  탄소강 임 랜트 시험재 단면의 경도 분포를 

확인하 으며, 표  결과를 Fig. 4에 제시하 다. 최

고경도는 모두 용 속과 인 한 HAZ에서 나타났으

며, 최고경도는 323, 392, 280 HV로 확인되었다. 일

반 으로 온균열 발생인자  미세조직 향을 수치

화하여 리하기 한 지수(index)로 최고경도를 많이 

사용하며, 350 HV 이하일 때 온균열 항성이 확보

된다고 보고 있다1,6). 입열 용 조건에서 500 MPa  

탄소강 HAZ는 최고경도가 350 HV를 크게 상회하게 

되어 온균열 민감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400 MPa 

 탄소강 HAZ는 최고경도가 350 HV보다 낮아 온

Steel Elastic limit
(MPa)

Covering type of welding 
electrode

Critical stress
(MPa)

Normalized critical stress 
ratio

ASME SA36 297
Low hydrogen > 297 > 1.0

Cellulose > 297 > 1.0

JIS SM400A 292
Low hydrogen > 292 > 1.0

Cellulose > 292 > 1.0

EN S235JR 291
Low hydrogen > 291 > 1.0

Cellulose > 291 > 1.0

ASME SA516-60 292
Low hydrogen > 292 > 1.0

Cellulose > 292 > 1.0

JIS SGV410 327
Low hydrogen > 327 > 1.0

Cellulose > 327 > 1.0

EN P265GH 378
Low hydrogen > 378 > 1.0

Cellulose > 378 > 1.0

ASME SA516-70 401
Low hydrogen > 401 > 1.0

Cellulose > 401 > 1.0

EN P355NL1 377
Low hydrogen > 377 > 1.0

Cellulose > 377 > 1.0

JIS SGV480 463
Low hydrogen > 463 > 1.0

Cellulose > 463 > 1.0

Table 4 Implant test results under the high welding hea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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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ickers hardness distribution of the implant test 
assembly, (a) ASME SA516-60 with the low 
welding heat input, (b) ASME SA516-70 with the 
low welding heat input, and (c) SA516-70 with 
the high welding hea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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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항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온균열 

민감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고입열 용 조건에서는 

500 MPa  탄소강 HAZ도 최고경도가 300 HV를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열 용 조건에서의 400, 500 MPa  탄소강 

HAZ와 고입열 용 조건을 용한 500 MPa  탄소

강 HAZ의 미세조직을 찰하 으며, 표  결과를 

Fig. 5에 제시하 다. 입열 용 조건에서 탄소당량

이 높은 500 MPa  탄소강 HAZ의 경우 베이나이

트(bainite), 마르텐사이트(martensite)와 같은 온

변태 조직이 발달하여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PAGB)가 뚜렷하게 

찰되는 반면, 탄소당량이 낮은 400 MPa  탄소강 

HAZ에서는 고온에서의 확산변태에 의한 입계 페라이

트(grain boundary ferrite), 드만슈테텐 페라이트

(Widmanstätten ferrite)가 생성되면서 PAGB가 사

라진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고입열 용 조건에서는 냉

각속도가 느리게 되어 탄소당량이 높은 500 MPa  

탄소강 HAZ에서도 온변태 조직보다는 입계 페라이

트와 같은 확산변태 조직이 발달하면서 PAGB가 찰

되지 않았다.

  미세조직 분석 결과 온변태 조직이 발달할수록 최

고경도가 높아지고 온균열 민감도가 증가했음을 설명

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제안된 바와 같이 

온변태 조직이 발달할 때 상온까지 남아있게 되는 

PAGB에 수소가 모이게 되면서 입계를 취약하게 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1). 이러한 가설은 입

계 단의 양상을 보이는 임 랜트 시편의 면 찰 결

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임

랜트 시편의 면에서 PAGB의 형태가 찰되므로 

수소에 의해 PAGB가 취약해져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강 HAZ의 온균열 민감도에 미

치는 수소와 미세조직의 향을 비교하여 분석하 다.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온변태 조직이 발달하고 PAGB

가 남아있는 경우 확산성 수소량이 낮은 조건에서도 탄

성한계 이하의 응력조건에서 온균열이 발생하 다. 

반면 입계 페라이트와 같이 확산변태에 의해 생성된 조

직이 발달하면서 PAGB가 사라진 경우 확산성 수소량

이 높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탄성한계 이하의 응력조

건에서 온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탄소강 HAZ의 온균열 민감

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수소보다 미세조직의 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

(a) (b) (c)

(d) (e) (f)

Fig. 5 (a-c) optical micrographs of HAZ of ASME SA516-60, ASME SA516-70 with the low welding heat input, and 
ASME SA516-70 with the high welding heat input; (d-f) SEM micrographs of HAZ of ASME SA516-60, ASME 
SA516-70 with the low welding heat input, and ASME SA516-70 with the high welding heat input. GBF: grain 
boundary ferrite, WF: Widmanstätten ferrite, B: bainite, M: martensite, PAGB: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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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테인리스강은 10.5% 이상의 Cr 성분을 함유하여 

표면의 치 한 산화 피막 형성으로 녹이 잘 슬지 않는 

특수강 합 이다. 강재의 부동태 피막은 우수한 내식성

을 부여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의 부식 환경에서의 강재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뿐만 아니라 은백색의 미려한 

표면을 가지게 하여 강재 제품에 높은 의장성을 부여한

다. 특히 건축구조  외장재 용도로는 18%Cr-8%Ni계

로 표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Austenitic 

stainless steel)이 주로 사용되며, 탄소강에 비해 우

수한 내식성, 내구성  내화성,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외 의 미려함 등의 장 으로 구조부재로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1,2).

  커튼월(Curtain wall)은 건물의 외벽을 처리하는 기

법의 하나로서, 흔히 외 이 유리로 된 고층빌딩이나 건

물의 층부에서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이다. 건축물의 

하 은 기둥과 들보 등의 구조물에 의존하고, 커튼월 

임 자체는 유리만을 지지하기 때문에 비내력 외주

벽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건축양식은 내부공간의 개

방감과 의장미 등의 건축디자인  요소를 가지는 동시

에, 가볍고 건설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져 식 건축물의 표  건축 기법으로 자리잡았

다. 커튼월 시스템은 유리, 라스틱 등의 패 과 이를 

지탱하는 속, 목재 등의 임, 그리고 이들을 연결

하는 볼트, 가스켓, 실링용 실리콘, 테이  등으로 이

진다. 임은 자 과, 건물 내외면으로부터의 풍압

에 한 내력을 가져야 하므로 단열성, 기능성에 더하

여 내풍압성을 복합 으로 고려하여 설계되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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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유리의 면 이 결정된다. 

Fig. 1의 와 같이 고강도의 임 사용시 면 의 

유리가 용된 커튼월에서도 충분한 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건축설계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 한 알루

미늄 커튼월은 일반 으로 4m의 층고까지 사용되는 데

에 반해서, 스틸 커튼월은 10m 이상까지 사용 가능하

여 2개 층을 보강재 없이 하나의 수직부재로 설계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임으로 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비 고강도 철강 임과 면

의 유리를 용한 스틸커튼월이 확 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유럽에서는 외 이 미려한 스테인리스강 임

으로 시공된 사례가 늘고 있다3-5).

  일반 으로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T-bar 임의 경

우 직교 방향의 두 변의 양쪽에 아크용 법이 주로 

용되는데, 커튼월용 스테인리스강 임은 강 고유의 

미려한 표면을 가지기 해 이 용 법을 용하여 

비드 폭을 작게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렛 용

에서 용 부 각장(Weld leg)은 구조 성능을 결정짓

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크용 에서는 이를 최

화하기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6), 커튼월용 스

테인리스강의 이 용 부에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연

구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열간성형 스테인리

스강 구조부재”에 한 KS규격이 개정되어7), 300계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종인 STS316HN이 추가

되었다. 해당 강종은 범용의 STS316L의 생 강종으

로서, 니  함량을 이는 신 높은 질소 함량을 이용

해 범용강 비 고강도, 고내식성을 가진다8). 본 연구

에서는 고강도 STS316HN 스테인리스강의 커튼월 분

야 용을 하여 T-joint 필렛 용 부에 해 이  

용  조건별 용 부 형상을 분석하고, 이를 최 화하기 

해 수치해석기법을 용하여 분석하 다. 한 두 강

종을 용한 임 부재에 해서 구조실험을 통해 최

내력을 비교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2.1 사용 강종

  KS D 3705 규격8) 에 등재된 2 종류의 스테인리스

강 STS316HN  STS316L을 연구에 사용하 다. 

각각의 ASTM 규격은 UNS S31655, S31603에 해

당한다9). 실험에 사용된 스테인리스강은 STS316HN, 

STS316L 10, 20mmt 후 을 사용하 으며, 이하 각

각 316HN, 316L으로 표기하 다. 강은 열간압연, 열

처리, 산세의 일반 인 생산공정을 거쳐 표면은 No.1 

상태로 비하 으며, 임 용   직육면체 평 으

로 이 단하여 단면의 표면조도를 50㎛ 이하로 

리하 다. 따라서 표면 굴곡  Burr에 의한 이

용  해 요소는 없다고 가정한다.

2.2 이 용   분석 평가

  본 실험에 앞서 최 의 용 조건을 선정하기 해 두

께 20mm, 150mm(W)-300mm(L) 후 에 해 Bead- 

on-plate(BOP) 용 을 통해 입열 조건별 비드형상에 

해 사  검토하 다. 이  열원으로 Fiber 이

를 사용하 고, 6축 형 로 팔이 부착되어 3차원

의 자유도를 가지는 이  용 기를 이용하여, Fig. 2

와 같이 T-joint 필렛 형태로 양면에 수행되었다. 시편은 

316L, 316HN 10, 20mm 두께 후 에 해 Web과 

(a) 

(b) 

Fig. 1 Comparison of curtain wall design with 12 m of 
floor height according to window size: (a) 
Relatively small glass windows with dimensions 
1500 mm wide and 800 mm high, and (b) large 
glass windows with dimensions 2000 mm wide 
and 1200 mm high

Focus height

Edge machining

Inclined beam
(L-direction tilt)

Beam angle

Spot size,
defocus

Laser power,
welding speed

Fig. 2 Schematic diagrams of laser weld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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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nge 모두 75mm(W)-300mm(L) 형상으로 단

하여 사용하 다. 이 때 T-bar의 하부인 Flange부와 

이 빔이 이루는 각도를 용 각도(Beam angle), T- 

bar 상부인 Web부 방향으로 높이 변화(Focus height)

를 이  용  변수로 하 고 상세한 용 조건  변

수는 Table 1과 같이 용하 다. 입열 조건은 각각 

10kW 최  력에서 출력(Laser power)  용 속

도(Welding speed)를 변화하여 분석하 다. 이  

진행방향으로의 각도(Inclined beam) 변화는 0° 고정

으로 하 고, 이외에도 Web부 모따기(Edge machin-

ing) 양에 따른 용입량 변화를 분석하 다. 각 조건에 

한 결과값은 4회 측정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용  

후 Cross-section면을 단하고 해연마, 식각하여 

학 미경(Optical microscope, OM)과 주사 자 미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미세조직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에 해서는 열역학 기반 

상용 상평형 계산 로그램인 ThermoCalc (TCFE6 

database)를 이용하여 해석하 다.

  용 부에 한 Vickers 경도시험은 압입력 0.5kgf, 

dwell time 10s로 Web부 모재에서 시작하여 용 부

를 거쳐 Flange부 모재까지 수직방향의 길이 4mm에 

해 0.2mm 간격으로 측정하 다. 구조체의 휨변형에 

한 항성 평가 구조시험은 Fig. 3과 같이 길이 2, 

3, 5m 시험체에 해 양  200mm씩 여유를 두고 

앙에서 수직하게 가압하여 평가하 다. 시험체에는 T- 

bar Web부의 이탈을 방지하고 Flange부까지 균일한 응

력이 달될 수 있게 동일 두께의 보강재를 용 하여 덧

었다. 시험은 3000kN 압축시험기를 이용하여 0.03mm/s 

변형속도로 수행하 다.

2.3 수치해석

  Fig. 4a는 메쉬 생성을 한 모델의 이차원의 기하

학  구조를 나타낸다. 특히 메쉬의 도는 계산 결과에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계산 시간을 고려하여 

하게 선정해야하므로 Weld leg 표면과 Penetration 

end부의 Node수를 높여 29,295 Node, 28,777 

Element 수로 모델링 하여 계산하 다. KS 규격에 

따르면, 316L 항복강도 175 N/mm2(MPa) 비 

316HN의 항복강도가 310 N/mm2으로 약 77% 더 

높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소재의 물성은 316L 항복

강도 175 MPa, 인장강도 480 MPa, 탄성계수 193 GPa, 

균일 연신율 40%, 316HN 항복강도 310 MPa, 인장

강도 635 MPa, 탄성계수 193 GPa, 균일 연신율 

35%이다. 국내 건축 설계시 자재로서 사용되는 

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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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Two-dimensional geometry of laser welded 
joint with finite element mesh used for simu-
lations and (b) tensile properties used for finite 
element analysis in this study

Heat source Fiber laser

Fiber core 200 ㎛

Beam wavelength 1.070 nm

Collimation focal length 143 mm

Focusing focal length 200 mm

Laser power 10 kW (40 - 100%)

Welding speed 1 - 5 mpm

Beam angle 4 - 12°

Focus height +0.0 - +0.9 mm

Defocusing -4.0 - +4.0 mm

Inclined beam 0°

Shielding gas Ar 15 L/min

Web edge machining X: 0.0 - 2.5mm,
Y: 0.0 - 1.0 mm

Table 1 Fiber laser welding process parameters on 
316HN and 316L stainless steels

Fig. 3 Experimental design on flexural strength of la-
ser-welded T-bar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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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KS 규격을 따르므로, 수치해석의 정확도를 높이

기 해 Fig. 4b와 같이 모재의 인장 실험으로 얻어진 

값을 KS규격 항복강도로 환산하여 사용하 다. 유한요

소해석 로그램으로 ABAQUS를 사용하 으며, 시뮬

이션 조건으로 T-bar가 받는 응력을 Web 방향 항복강

도 범 로 설정하고, 자유도의 구속 조건은 Flange 하단

으로 하 다. 주어진 재료가 항복이 일어나는지 단하

는 값으로 주로 활용되는 Von Mises 응력을 계산하

으며, Web 두께, Flange 두께, Weld leg 길이, 그리

고 Web두께 비 용입량을 의미하는 Penetration 

ratio을 변수로 하여 각 조건별 Weld Leg와 Penetration 

end부에 가해지는 응력을 비교하 다.

3. 연구 결과

3.1 단면력 구조해석 결과

  커튼월용 임의 경우 지역별 바람의 세기와 건물

의 층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형상을 설계하며, 스테

인리스강 T-bar의 Web  Flange 두께는 최소 6mm

에서 크게는 20mm 이상까지 사용될 수 있다. 높은 

임 두께는 구조 으로 단면력을 높여 구조체 강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지만, 용 성 측면에서 완 용입이 

이 지지 않아 내식성과 인장력 감소를 유발할 수 있

다. 한 임의 미  요소를 해 용 부 각장을 

인다는 측면에서, 높은 용입조건의 사용이 제한 이므로 

후 의 용 부에서는 미용입 역(Web과 Flange 사이 

경계부) 형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Weld leg와 

Penetration end부는 합의 끝단부로 응력이 집 되

는 역이므로, 따라서 임 설계시 소재에 가해지는 

압력에 따른 각 치별 응력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Fig. 5는 316HN 강종에 해 T-joint 필렛 이

 용 부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이 때, 각장 

길이 0.4 mm, 용입 분율을 50%로 고정하 다. 20mm

로 Web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동일 Weld leg와 Pe- 

netration end에서의 최 응력이 높아진다.

  Fig. 6, 7은 316L과 316HN 강종에 해 각 네 

Web 10mmt Web 20mmt

.

Fig. 5 Comparison of stress distributions at both weld leg and penetration end by web thickness in laser-welded T-joint 
fillet weldment from two-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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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stress distributions in both weld leg and penetration end according to thickness of (a) web and (b) 
flange, (c) leg length, and (d) penetration ratio in 316HN laser-welded T-joint fillet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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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변수 변화에 따른 Weld leg와 Penetration end

에서의 최  응력 결과를 나타낸다. 나머지 변수는 별

도의 표기가 없을 때 용입 분율 50%, 각장 길이 

0.4mm, Web 두께 10mm, Flange 두께 10mm로 

계산된 결과이다. 316L 비 316HN의 항복강도가 

높아 부여된 응력 자체가 높고, 따라서 반 으로 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각 강종의 변수별 변화거동은 유사

하게 나타났다. 먼  Web두께의 증가는 Penetration 

end부의 응력 집  효과를 유발한다 (Figs. 6a, 7a). 

Flange의 두께는 체 으로 향을 주지 않았으며 

(Figs. 6b, 7b), 용 부 각장은 길이가 짧아질수록 Pen- 

etration end부에 응력이 집 되는 효과를 보 다 

(Figs. 6c, 7c). 이는 각장 길이가 짧더라도 미용입된 

역이 구조 으로 더 취약함을 의미한다. Penetration 

ratio에 따른 변화에서는 80% 이상의 값에서 Pen- 

etration end와 Weld leg에 가해지는 응력의 정도가 

역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Figs. 6d, 7d), 따라

서 이를 종합 으로 고려해볼 때, Penetration ratio 

100%의 완 용입을 달성하기 어려운 임에 해서

는 용입량을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두꺼운 

Web을 사용해야하는 임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Penetration ratio 달성을 통해 Penetration end부

에 걸리는 인장 응력을 해소하여 T-bar 내부의 미용입

역에서 균열이 시작되어 비드 외부로 되는 균열 

형성을 억제해야 한다.

3.2 미세조직 분석 결과

  Fig. 8a는 316HN강의 Fillet 이 용 부 단면에 

한 OM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다음 3.3 에서 후술

할 이 용  최  조건 도출을 통해 용입을 최 로 하

면서 비드폭을 작게하는 용  조건으로 양면 Fillet 용

을 수행하 고, 두께 20mm Web에 해서 Flange

와의 모든 경계면에서 합을 이  완 용입이 가능함

을 확인하 다. Fig. 8b는 용융부에 한 SEM 분석 

결과로, 일부 치에서 ~100㎛ 크기의 blow hole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이 용 에서 

취입가스에 의한 키홀 형성으로 용입을 깊게하고 기체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청정한 용 부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으나10), 본 합의 경우에는 Beam angle이 

상당히 작고 Web-Flange간 Air gap이 존재하는 상

태에서 용 되어, 용융풀에서 형성되는 기체나 취입가

스가 일부 용융풀에 남아서 Blow hole이 형성되었다. 

해당 결함 외 고온균열 등 스테인리스강 용 부에서 발

생가능한 용  결함에 해 분석하기 해 상평형 계산

을 수행하 다. Fig. 9a는 316HN과 316L 강종에 

해서 Schaeffler 도표 에 해당 조성을 나타낸 것으

(a)

(b)

Fig. 8 Cross-section images of T-joint fillet laser weld-
ment in 316HN obtained from (a) optical and (b)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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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Schaeffler diagram to predict stable phase for both 316HN and 316L after welding, and (b) quasi-binary phase 
diagram of 316HN stainless steel with N composition, which is calculated using ThermoCalc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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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 강종 모두 용  후 미세조직상에 5% 가량의 페

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로 구성될 것으로 측할 수 있

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이와 같은 AF 

응고모드는 용  고온균열을 감하기 해 매우 요

하다. 일부 페라이트의 잔류는 P편석 방지 등의 효과

로 응고균열의 형성을 억제한다11,12). 따라서 잔류 페라

이트 분율이 유사한 316HN강 한 특별한 고온균열 

양상을 보이지 않고, 316L과 함께 용 성이 우수할 것

으로 상된다. Blow hole 형성 감을 해 316HN

강 조성 내 질소 함량 변화에 따른 열역학  평형상 계

산를 Fig. 9b에 나타낸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서 질소 원자는 강 내에 고용된 상태로 존재하다

가, 용융시 N2 등의 질소 분자로 용융풀 밖으로 배출

된다. 0.24 wt.% 이상의 질소 함량에서는 기체상이 

액체상보다 우선하여 형성되는데, 과다한 질소 함유는 

Blow hole 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KS규격 성분에서 질소 함량은 0.14-0.25 wt.% 범

를 가지나, 이  용 성을 고려하여 질소 함량을 일

부 제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실험의 경우 

취입가스로 Ar 가스를 사용하 으나 N2 사용시 Blow 

hole 형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Fig. 10은 두 강종에 해 필렛 용 부 경도를 측정

한 결과이다. T-bar의 Web부 모재에서 시작하여 용융

부를 거쳐 Flange부 모재까지의 측정 결과, 316HN 

강종이 316L 비 ~30Hv 가량 경도가 높게 형성되

었고, 용융부에서 모재 비 경도 편차는 크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3.3 이  용  최  조건 선정

  316HN강의 필렛 이  용 성 평가의 사  실험

으로 BOP 용 을 수행하여 비드 형상을 분석하 다. 

Fig. 11은 이  출력  용 속도에 따른 BOP 용

입량(Penetration)과 비드폭(Bead width) 변화를 

나타낸다. 빔 출력이 증가할수록 용입은 선형 으로 비

례하여 증가하며, 비드폭은 8kW이상의 출력에서 증가

하는 정도가 완만해진다(Fig. 11a). 마찬가지로, 용

속도의 증가는 입열량을 낮춰 용입량  비드폭과 반비

례 계를 나타낸다(Fig. 11b). 이  용 의 경우 

다른 용 법에 비해 용입이 깊은 특징을 갖는데, 이는 

키홀 형성 기구와 련된다. 일반 으로 입열량이 증가

함에 따라 높아진 출력 도와 한 취입가스의 양에 

따라서 용융부에서 키홀이 형성되고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과다한 입열에 따른 용융량 증가로 새

로이 형성되는 용융물의 양이 취입가스가 배출하는 양

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는 키홀이 붕괴되어 용 의 형태

가 도 모드로 환되어 용입량이 어든다. 본 실험

을 통해 해당 강종에 해서 고출력의 Fiber 이 용

시 키홀이 붕괴되지 않고 잘 형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Web 두께 20mm에 한 필렛 용 부 완

용입을 달성하기 해 해당 효과  6-10kW의 출

력에 한 정 입열량을 고려하여 용 조건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 용 속도 2mpm 이하에서는 6kW의 

낮은 출력에도 불구하고 입열량이 크기 때문에 비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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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다하며, 스패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여 제한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Fig. 12는 316HN강의 T-joint 필렛 용 부 Weld 

rate를 통해 각 조건별 용입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

다. 필렛 용 부의 경우 BOP 비하여 반 으로 낮

은 용입을 보인다(Fig. 12a). 를 들면, 6kW 1mpm

을 비교해보면, 4°의 낮은 Beam angle을 고려하여도 

비교  낮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Web과 

Flange가 만나는 경계 치에 이 빔이 조사된 경우 

하 인 Flange 에 의해 빔 간섭이 발생하 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Fig. 12b에서는 Focus 

height를 Web 방향으로 +0.6만큼 높여 Flange에 

의한 간섭을 제어하고, Defocus 양에 따른 변화를 분

석하 다. Defocus 양이 음수인 것은 치가 재 

내부에 있고, 양수인 것은 재 외부, 즉 앞쪽에 

이 맺힌 것을 의미한다. 즉, Diode에서 나온 이 빔

이 Collimator 즈에서 빔 조사 방향으로 정렬되고, 

Focusing 즈를 거쳐 집 되어 재에 맺히게 되는

데, 이러한 치가 재 내부에 있는 경우 더 깊은 

Penetration 양을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BOP 용

의 경우는 이 내부에 있는 Defocus -4mm 조건에

서 일반 으로 용입량이 최 가 된다. 본 실험을 통해 

필렛 용 부에서도 낮은 Beam angle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4mm에서 용입량이 최 가 

됨을 확인하 다. Fig. 12c는 Beam angle과 Focus 

height를 변화하여 용입량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

이며, 이를 통해 4-8° 각도 범 에서 Focus height 

+0.6mm 조건이 용입량을 최 화하는 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은 Focus height +0.9mm 조

건에서 각도별 편차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비드 

폭 이상으로  치가 높아져 합이 아  이 지지 

않거나 Web-Flange 모서리 경계가 아닌 간부터 용

이 되어 편차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일부 

용 된 면 이 넓어 인장특성이 기 을 만족할 지라도 

미용 된 역에서 Crevice corrosion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Focus height 조건에 해서는 보수

으로 리될 필요가 있다.

  Fig. 13의 필렛 용 부 표면에 한 표 사진을 수

록한다. 술한 바와 같이 Focus height를 높이지 않

은 경우 입열량과 계없이 Flange에 의한 간섭 상

이 발생하고, 그 결과 용  비드의 직진성이 하되고, 

용입량이 어들게 된다. 한 고입열 조건에서는 불안

정한 용융풀 형성으로 용 부 체에서 이  용  키

홀이 균일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비드 형상이 고르지 않

았다. Focus height를 높이고 정 입열량 사용시, 

비교  스패터가 고 안정 인 비드 형성과 작은 비드

폭을 얻을 수 있다.

  커튼월 임 스테인리스강 사용 제품에 해서는 

용 부 표면 품질 요구수 이 매우 높다. 특히 비드폭

이 작을수록 심미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Web 20mm 두께의 필렛 용 부에 

해 완 용입을 달성하면서 비드폭을 최소화하기 

해, Web edge groove 가공을 하여, X, Y축 방향 모

따기 양에 따른 비드 형상의 변화를 분석하 다. Fig. 

14에서 좌측의 두 시편에서는 X-Y축 모따기 양이 2mm, 

1mm로 과다하여 용융풀이 모재의 높이만큼 형성되지 

못한 Underfill 형태의 용  결함 형태를 보 다. 이를 

일부 개선하여 X축 방향으로 1.0mm, Y축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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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weld length of 316HN stainless 
steel T-joint fillet weldment according to (a) laser 
power, (b) beam defocus, and (c) focus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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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mm 만큼 groove를 주는 경우에는 Underfill 형성

을 방지할 수 있다. 한 X축 방향으로 더욱 용입을 더

욱 깊게하면 비드폭을 이고 용입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다. 이에 한 결과를 Fig. 15에 수록한다. 모따기 양 

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최  조건인 X 2.5mm, Y 

0.8mm에서 용입량은 11.90mm로 증가하여 약 11%

의 개선효과를 보 으며, 비드폭은 각선 길이 기  

1.54mm로 어 29%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결론 으

로, 두께를 상 으로 두껍게 사용해야하는 구조물의 

경우, 임 Web두께만큼의 완 용입 달성  표면품

질 개선을 해 모따기 양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Fig. 

16은 최  용 조건으로 이  용  후 샌드블라스  

표면처리를 통해 제작된 최종 임 제품의 표면 사진

을 나타낸다. 입열량  Focus height, defocus 등 

용  조건 최 화를 통해 용입량을 충분히 하되 비드폭 

최소화를 통해 용 부에서도 스테인리스강 고유의 재질

에 한 불연속성 문제를 해소하여 건축 외장재로의 활

용이 가능하다.

Laser power 10kW, welding speed 1mpm
defocus 0mm, inclined 0°, F.height 0mm

Laser power 10kW, welding speed 3mpm
defocus 0mm, inclined 0°, F.height 0mm

Laser power 10kW, welding speed 4mpm
defocus 0mm, inclined 0°, F.height +0.6mm

Laser power 10kW, welding speed 4mpm
defocus 0mm, inclined 0°, F.height 0mm

Fig. 13 Appearance of weld beads on 316HN stainless steel laser welded T-joint according to welding parameters

Fig. 14 Macro images of weldment showing bead shape changes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edge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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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Heat maps of weld length and bead width of 
316HN stainless steel T-joint fillet weldment by 
the amount of edge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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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7은 316HN 임 길이별 구조 휨성능에 

한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316L 3m의 시험 결

과를 포함하여 강종별 휨강도를 비교하 다. 3m 

임 기  316HN의 휨강도는 108kN으로 316L의 

83kN 비 23% 우 에 있다. 즉, 커튼월 임으로

서 316HN 용시 항복강도와 휨모멘트에 한 항

성이 316L 비 높아 동일 두께의 임 사용에도 

높은 풍압을 견딜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임의 커튼

월 용시 얇은 두께의 임 사용 가능  미려한 표

면 품질로서 건축 설계 자유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건축 커튼월 분야 임으로의 활용을 

해 최근 KS규격 재정으로 추가된 STS316HN 고강도 

스테인리스강 소재의 T-joint 필렛 이  용 부에 

해 조건별 용 부 형상을 분석하고, 이를 최 화하기 

하여 수치해석기법을 용하여 분석하 다. 용  입

열과 Focus height, Defocus 등의 용  변수 조정을 

통해 Flange 에 의한 간섭을 억제하여 커튼월 

임의 구조  요소인 용입량을 최 화하는 방안에 해 

고찰하 다. 한 Web edge 모따기를 용하여 용입

량 1.25mm 증가와 더불어 약 29% 가량의 비드폭 감

소 효과를 통해 임 외 의 심미성 향상이 가능하

다. 한 임 부재에 한 휨모멘트 항성 평가를 

통해 3m의 316HN 임의 휨강도가 108kN으로 

기존 316L 비 23% 개선됨을 확인하 다.

ORCID: Gitae Park: https://orcid.org/0000-0002-6212-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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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사강(Reduced activation ferritic/marten-

sitic steel, RAFM steel)은 미래 에 지원으로 각

받고 있는 핵융합 발 시스템의 구조용 소재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방사강은 화력발 용 소재

로 리 사용되어온 9Cr-1Mo계 내열강(P91, T91)과 

유사한 화학성분을 바탕으로 9Cr-1Mo계 내열강에 포

함되어 있는 고방사형 원소인 Mo과 Nb를 각각 W과 

Ta으로 체한 합 이다. 세계 각 나라에서는 Eurofer 

97 (유럽), F82H (일본), CLAM ( 국), IN-RAFM 

(인도) 등 각국 고유의 방사강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

국에서도 2010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재료

연구원을 심으로 한국형 방사강을 개발하여 왔다4,5). 

  한편, 최근에는 방사강 모재 개발과 더불어 방사

강에 한 용 특성 평가  용 재료 개발에 한 연

구들이  세계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Table 

1은 문헌조사를 통해 방사강 가스-텅스텐 아크용  

(Gas Tungsten Arc Welding, GTAW)을 한 용

 개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6-10). Table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모재와 동일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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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용 을 제작하여 GTAW 용 특성을 평가

하 다6,7). 이와 같이 용  조성이 모재와 동일한 경

우에는 모재와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용  조성에 

한 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Table 1에

서 일본이나 인도의 경우에는 모재 비 용 에 Cr, 

Ta 함량을 낮추어 설계하 으며, 이는 높은 Cr 함량에 

따른 용 부 δ-페라이트 형성  높은 Ta 함량에 따른 

용 부 Ta-oxide 생성을 방지하기 함이다8-10). Zhu 

et al.6)에 따르면 모재(0.1 wt%) 비 높은 Ta을 첨

가(0.5 wt%)하는 경우, 용 부에서는 1㎛ 이상의 Ta- 

rich oxide가 생성되어 용 부 연성이 격히 떨어지

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강의 GTAW 용 용 Filler 

Wire 개발을 한 기  연구로서 Filler wire 후보 조

성을 가지는 소형 재를 제작 후, GTAW 용 을 통해 

이에 한 제살용  (autogeneous welding)을 실시

하 다. 이를 통해 후보 Filler wire를 용한 GTAW 

용 부를 모사하 으며, autogeneous 용 부에 한 

미세조직  기  물성 평가를 통해 GTAW 용 부 특

성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사강 GTAW 용

용 Filler wire 후보합 의 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방사강의 

GTAW 용 용 Filler Wire 개발을 해 Filler wire 

후보 조성을 가지는 소형 재를 제작 후, 이에 한 

제살용  (autogeneous welding)을 실시하여 후보 

Filler wire를 용한 GTAW 용 부를 모사하고자 하

다. 이를 해 Table 2와 같이 Cr, W, Ta, Ti, Zr 

함량을 변화시킨 5종의 방사강 합  샘 을 제작하

다. 합  제작을 해서 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보

유하고 있는 진공용해로(Vacuum Induction Melting 

furnace)를 이용하여 소형 잉곳(1kg )을 제조하 으

며, 이후 잉곳 샘 들을 1200℃로 재가열 한 후 열간

압연을 통해 최종 두께 12mm의 재 샘 을 제작하

다. 

  다음으로 제작된 재 샘 에 해 TIG 용 기를 이

용하여 류 280 A, 압 12 V, 용 속도 10 cm/min

의 조건 하에서 autogeneous 용 을 실시하 다. 용

C Si Mn Cr W V Ta N, ppm

CLAM6)

(China)

Base steel 0.12 - 0.35 8.91 1.44 0.2 0.15 -

Filler wire
Higher Cr, W, and Ta contents

than base steel 0.12 - 0.35 9.8 2.00 0.19 0.5 -

Same with base steel composition 0.12 - 0.35 8.91 1.44 0.2 0.15 -

EUROFER7)

(EU)
Base steel 0.105 0.03 0.55 8.95 1.04 0.202 0.14 380

Filler wire Same with base steel composition 0.105 0.03 0.55 8.95 1.04 0.202 0.14 380

F82H8)

(Japan)

Base steel 0.09 0.07 0.1 7.84 1.98 0.19 0.04 70

Filler wire Higher Mn and lower Cr and Ta 
contents than base steel 0.08 0.1 0.49 7.38 2.04 0.22 0.026 64

F82H9)

(Japan)

Base steel 0.09 - - 7.90 1.81 0.2 0.03 -

Filler wire Higher W and lower Ta contents 
than base steel 0.08 - - 7.70 2.00 0.2 0.02 -

IN-RAFM10)

(India)
Base steel 0.10 0.03 0.50 9.06 1.35 0.23 0.08 200

Filler wire Higher Ta content than base steel 0.12 0.05 0.53 8.80 1.36 0.23 0.067 3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base steels and filler wires for GTA welding developed in each country6-10)

Alloys C Si Mn Cr W V Ta Ti Zr
A steel

(9Cr-1.2W-0.045Ta-Ti-Zr) 0.12 0.11 0.44 8.83 1.16 0.21 0.045 0.011 0.013

B steel
(9Cr-1.2W-0.06Ta-Ti-Zr) 0.11 0.11 0.43 8.78 1.14 0.21 0.060 0.012 0.010

C steel
(9Cr-1.2W-0.1Ta-Ti-Zr) 0.11 0.11 0.44 8.85 1.16 0.21 0.098 0.012 0.009

D steel
(8.5Cr-1.2W-0.1Ta-Ti-Zr) 0.11 0.11 0.44 8.32 1.13 0.21 0.096 0.012 0.011

E steel
(9Cr-1.0W-0.1Ta-Ti) 0.12 0.12 0.44 8.90 0.98 0.21 0.096 0.016 -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RAFM plates investigat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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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각 샘 에 해 730-750℃ 사이에서 30분 동

안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PWHT)

를 실시하 다. 

  PWHT 후, 각 샘 의 용 부 미세조직은 학 미경 

(Optical microscopy, OM)과 주사 자 미경 (Scan- 

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찰

하 다. 미세조직 찰을 해서 먼  샘 을 SiC pa-

per를 이용하여 기계 으로 연마한 후, 에탄올 (85 ml), 

염산 (10 ml), 질산 (5 ml)을 혼합한 용액을 이용하

여 에칭을 실시하 다. 용 부의 기계  성질은 상온 

인장시험과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해 평가하 다. 이때, 

샤르피 충격시험은 0℃에서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0℃ 충격특성을 평가하는 이유는 방사강을 핵융합로

에 용 시에 성자 조사에 따라 성자 조사 취화가 

발생하여 DBTT (Ductile-to Brittle Transition Tem- 

perature)가 상승하고 USE (Upper shelf energy)가 

낮아지는 등 충격특성이 하락하는데 이를 비하여 일

반 으로 방사강에서는 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의 

충격특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au-

togeneous 용  후, 소한 용 부 크기를 고려하여 

All weld tensile test의 경우 다음의 Fig. 1과 같이 

ASTM 규격 비 축소한 치수를 가지는 시험편을 제

작하여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화학성분 변화에 따른 용 부 미세조직과 

기계  성질과의 상 계를 해석하기 해 상용 열역

학계산 로그램인 Thermo-Calc. software (TCFE 

12 database)를 이용하여 용 부 평형 상분율을 계산

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autogeneous 용 부 미세조직

  다음의 Fig. 2는 A steel에 해 autogeneous 

GTAW 용   PWHT 후, 용 부 단면을 찰한 사

진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ingle pass GTAW 

용  후 발생한 Fusion zone의 크기는 Width 14mm, 

Depth 3mm로 각각 측정되었다. 

  다음의 Fig. 3과 4는 Table 2의 각 합 에 해 

Fig. 2에서 보이는 Fusion zone의 미세조직을 각각 

OM과 SEM을 이용하여 찰한 결과이다. Fig. 3에서 

31.35 mm   

5 mm   

6.5 mm 

Thickness : 1 mm   

Fig. 1 Dimension of tensile test specimen detached from 
autogeneous GTA welds  

Fusion zone

HAZ
Base
metal

2mm

Fig. 2 Macrostructure in autogeneous GTA welds of A 
steel

50㎛

(a) (b) (c)

(d) (e)

50㎛ 50㎛

50㎛ 50㎛

Fig. 3 OM micrographs of autogeneous GTA welds after PWHT



핵융합로 구조용 방사강 용 속 조성에 따른 미세조직  기계  성질 변화에 한 연구 

한용 ․ 합학회지 제40권 제6호, 2022년 12월  499

보듯이 모든 합 은 Fusion zone에서 유사한 미세조

직을 가지며, 구오스테나이트 입계(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PAGB)에서 Lath type의 Martensite가 

발달한 것으로 단된다. Fig. 4의 SEM 미세조직 찰 

결과, Fusion zone의 미세조직은 Tempered mar-

tensite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autogeneous 용  후 

PWHT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 Fig. 4에서 PAGB

와 Lath boundaries에는 조 한 Cr-rich M23C6 탄

화물이 발달하고 있으며, Lath 내부에는 미세한 Ta, 

Ti-rich MX 석출물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다른 연구6,11)에서는 GTAW 용  시, 

Fusion zone이나 HAZ에서 δ-ferrite의 발생에 해 

보고된 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4에서 

보듯이 autogeneous 용  시 이와 같은 δ-ferrite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autogeneous 용 부 기계  성질

  다음의 Fig. 5는 PWHT 후, 용 선을 따라 인장시

험편을 채취한 후 all weld metal의 인장 특성을 평

가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한 Cr, W, Zr, 

Ti 함량 하에서 Ta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A steel에

서 C steel로 갈수록)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모두 증

가하 으며, 이는 Ta 함량 증가에 따른 MX 석출물의 

석출 증가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 다음의 Fig. 6은 

Thermo-Calc. software를 이용하여 각 합 의 평형 

MX 분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Ta 함

량이 낮은 A steel에서 Ta 함량이 높은 C steel로 갈

수록 MX 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미세 석출물 분율을 증가는 인장시험 시 의 이

동을 방해함으로써 Fig. 4와 같이 석출강화효과에 따

라 강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Fig. 5에서 보면 일정한 W, Zr, Ti, Ta 

함량 하에서 Cr 함량이 감소(C steel vs. D steel)함

에 따라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모두 감소하 으며, 이

는 Cr 함량 감소에 따른 고용강화 효과의 감소  

M23C6 탄화물 석출 감소에 따른 석출강화 효과의 감소

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 일반 으로 입계 M23C6는 

Fig. 4에서 보듯이 조 하게 석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Cr 함량에 따른 인장강도  항복강도의 감소는 

M23C6 탄화물 석출 감소에 따른 석출강화효과 감소 보

다는 Cr 함량 감소에 따른 고용강화 효과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Cr, Ta 함량에서 Zr을 이는 

신 Ti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C steel vs. E steel)

에는 유사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반면에 Table 3에서 

보듯이 충격 특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할 때 12), Ti 함

5 ㎛ 2 ㎛

Fig. 4  SEM micrographs of autogeneous GTA welds af-
ter P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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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s
Charpy V-notch impact energy at 0℃, J/cm2

1st 2nd 3rd Average

A steel 105 100 115 106.7

B steel 95 70 75 80.0

C steel 95 100 95 96.7

D steel 115 100 120 111.7

E steel 130 110 155 131.7

Table 3 Results of the charpy V-notch impact tests in au-
togeneous GTA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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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증가에 따라 Fig. 6과 같이 고온안정성이 우수한 

MX 석출물의 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고온에서 탄

소가 많이 소모됨에 따라 상 으로 낮은 온도에서 석

출되는 M23C6의 입계 석출이 감소함으로써 충격시험 

시 입계 균열 발생이 어들어 상 으로 충격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강 GTAW 용 을 한 후보 

Filler wire 합 에 한 autogeneous 용 을 통해 

방사강 GTAW 용 부를 모사하 으며, 용 부에 

한 미세조직  기계  특성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후열처리 후 용 부는 Tempered martensite 

기지 조직을 가지며, PAGB와 Lath boundaries를 

따라 조 한 Cr-rich M23C6 탄화물이 그리고 Lath 

내부에는 미세한 Ta, Ti-rich MX 석출물이 각각 분

포하 다. 

  2) Ta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 부의 강도는 증가

하 으며, 이는 미세한 MX 석출물 분율 증가에 따른 

석출강화 효과에 의한 결과이다.

  3) Cr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용 부 강도는 감소하

으며, 이는 M23C6 석출 분율 감소  고용강화효과 

감소에 기인한다.

  4) T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 부 충격특성이 향

상되었으며, 이는 고온 안정성이 우수한 MX 석출 증

가에 따른 입계 M23C6 석출 감소에 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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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산업에서는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충돌 안  

기 을 만족하고 연비를 향상시키기 하여 차체 경량

화가 요구되고 있다1). 차체 경량화를 해 고강도강, 

알루미늄, 복합재 등의 경량 다종 소재의 용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2). 그러나 기존의 용융 용 을 이종소재 

합에 용하 을 때, intermetallic compound 층 

형성, 열-기계  특성의 큰 차이 등의 용  합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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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R(Self-Piercing Riveting) process is a mechanical joining process that is mainly applied to assembling multi-
material parts to reduce the weight of the car body. Because the quality of SPR joints is mainly evaluated through 
cross sectional inspection, which is a type of destructive inspection, it is expensive and time-consuming. Machine 
learning technology is being proposed as a non-destructive testing because it can predict the quality based on the 
signals generated during the process. However, research result on the quality prediction modeling of SPR joints have 
not yet been reported. In this study, the prediction accuracy according to the signal combination was compared and 
evaluated by applying the CNN algorithm using the displacement and load signals generated during the SPR process 
and the acoustic signal obtained from the acoustic sensor. The materials used in the experiment were SGAFC 1180Y, 
CFRP, and SPFC 590 and the thickness were 1.4 mm, 1.8 mm, and 1.0 m respectively and a three-layer SPR process 
was performed. After evaluating joining was performed by selecting the abnormal process conditions, with 12 con-
ditions that may occur during the process. Consequently, in the case of the first model in which the CNN algorithm 
was based on displacement and load signals, the quality prediction accuracy was estimated to be 90.0%. In the case 
of the second model in which the CNN algorithm added acoustic signals to the displacement and load signals, the 
quality prediction accuracy was estimated to be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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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이종 

소재 합을 할 때 기계  체결이 안으로 제안된다. 

SPR 합은 공정 시간이 짧으며 냉간 공정으로 열 

향에 한 부작용이 없어 유해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3). SPR 합은 가압된 리벳

이 상부 재를 통하고, 하부 재 아래에 치한 다이

의 형상에 따라 하부 재 내부에서 리벳 다리가 벌어

져 고정되는 냉간 성형 방식의 기계  체결 공정이다4).

  그러나 재 SPR 합부의 비 괴 품질 검사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괴 검사의 일종인 단면 분석을 

하거나 외  검사, 기계  물성 평가를 통해 품질 검사

가 이루어져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

유로 용 부 비 괴 품질 모니터링을 하기 한 방법으

로 최근에는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기법을 SPR 공정뿐

만 아니라 용  합 분야에 용하려는 시도가 확 되

고 있다. 단일센서를 사용한 측 모델의 경우로, Lee 

등은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을 사용

하여 GMAW 용 부에서의 이면비드 발생을 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다5). You 등은 고강도강 겹

치기 이  용 부의 인장 강도와 단모드 분류  

회귀 모델을 개발하 다6). Lee 등은 Al/Cu 이  겹

치기 용 부의 침투 모드에 한 분류를 해 Support 

Vector Machine(SVM) 모델을 활용하 다7). SPR 

연구 분야에서 Oh 등은 가압력을 입력변수로 활용하여 

CNN 모델을 통해 단면 측정 인자를 측하 다8). 

Schromm 등은 SPR 합부의 CT데이터에서 리벳 헤

드 높이를 측정하여 품질 분류를 수행하 다9). 멀티 

센서를 용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통해 머신러닝에 

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Meiners 등은 

기계  체결 공정에서 발생하는 변 와 하  그래 를 

측을 수행하 다10). Cullen 등은 Gas Metal arc 

welding(GMAW)에서 류, 압  음향센서를 활용

하여 속 달 모드를 분류하 다11). 그러나 아직까지 

SPR 합 품질 측 모델링에 한 연구나 추가 인 

센서를 통한 머신러닝 용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Self-Piercing Riveting 공정  취

득 가능한 변 , 하 , 음향 신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합 품질 분류가 가능한 CNN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평가하 다. CNN은 딥러닝 모델의 한 종류로, 주로 

이미지 데이터와 시계열, 신호 데이터에서 주요 특징을 

찾아내고 학습하는데 사용된다. CNN 모델은 데이터 

특징 을 직  학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수동으로 특징을 추출할 필요가 없고, 기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이미지

를 사용하는 딥러닝에 CNN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한 용  분야에서도 CNN을 용하려는 시

도가 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CNN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2 가지 모델을 용 후 정확도를 비교 평가 하

다. 사용된 첫 번째 모델은 장비 자체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변 와 하  데이터 2가지를 사용하 고 두 번째 

모델은 변 와 하  데이터에 장비 외부에 추가로 설치

한 음향 센서를 통해 획득한 음향 데이터를 포함한 총 

3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 다. 실험 결

과와 CNN 모델의 측 결과를 비교하기 해 최상

에 1.2 GPa  강도를 가진 강 과 에 열경화성 

CFRP, 하 에 590 MPa  강도를 가진 강 의 순서

로 3겹 SPR 합을 실시하 다. 정상 조건을 포함한 

공정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에러모드를 선정하여 

13가지 조건에 해 합 품질을 분류하 다. 입력 변

수인 변 , 하 , 음향 신호  사용한 입력 변수의 개

수를 다르게 한 2가지 CNN 모델에 해 합 품질 분

류를 각각 실시한 뒤 정확도를 확인하여 신호 조합에 따

른 측 정확도를 비교 평가하 다.

  첫 번째 모델은 변 와 하  2 가지의 입력 변수를, 

두 번째 모델은 변 , 하 , 음향 총 3 가지의 입력변

수를 사용하여 CNN 모델을 통해 품질 측을 하 고 

각 모델에 따라 정확도를 비교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장비  소재

  본 연구에서 SPR 합에 사용된 이종소재는 100 × 

30 mm 크기를 가진 상  pre-hole(6.0 mm) 가공을 

한 SPFC 1180Y (1.4 mm),  열경화성 CFRP 

SGAFC 1180Y 1.4 mm

CFRP 1.8 mm

SPFC 590 DP 1.4 mm
Lower plate   Middle plate   

Rivet  
Upper plate   

Die

Fig. 1 Schematic diagram of SPR joinin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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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m), 그리고 하  SPFC 590DP (1.0 mm)을 

사용하 다. (Fig. 1) 상  1180Y에 홀 가공 없이 SPR 

합을 진행하 을 경우 리벳이 상 을 통하더라도 

을 통하지 못해 리벳 다리에 좌굴이 발생하 다. 

따라서 하 에서의 interlock이 생성되지 않아 SPR 

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상 에 pre-hole을 먼  가공한 후 합을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된 소재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

다. SPR 합에 사용된 장비는 최  78kN까지 가압

이 가능한 BÖLLHOFF사의 유압식의 하  제어 방식 

리벳  장비 RIVSET® GEN 2-6을 사용하 다(Fig. 

2). 실험에 사용된 리벳은 경도 480±30 HV의 보론강

으로 BÖLLHOFF사에서 제작된 C 타입의 길이 6.5 

mm를 사용하 고 다이는 평평한 형태의 FM 타입을 

사용하 고 치수와 단면을 Fig. 3에 나타내었다.

2.2 실험조건

  SPR 합 품질을 측하기 해 정상 조건을 포함

하여 합 공정  발생 가능한 5 가지의 에러모드를 

선정하고 조건 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검증해보기 하

여 각 조건 당 2-3 수 을 추가하여 12가지 에러모드

를 결정하 다. 조건 당 합을 10 회 반복하여 합 

품질 분류의 정확성과 재 성을 확보하 다. Fig. 4에 

본 연구에 사용된 조건 13가지의 형상 그림과 합부

의 단면 사진을 나타내었고, 각 에러모드 조건당 번호

를 부여하여 이 후 CNN 모델 측 결과에서 번호로 

분류할 수 있게 하 다. 12 개의 에러모드  7 개는 

시편 세 과 련되었고 남은 5 개의 에러모드는 공정 

변수에 향을 받는 조건으로 설정하 다. 시편 세 과 

련된 에러모드는 Fig. 4에서의 case 4, 5, 9, 10, 

11, 12, 13이며 이는 각각 리벳과 시편의 오정렬, 시

편 사이의 거리(갭), 각도의 3 가지를 선정하 고, 공

정 변수와 련된 조건으로는 case 2, 3, 6, 7, 8이며 

각각 리벳과 다이의 변화 2 가지를 선정하 다. 

2.3 데이터의 수집  처리

  SPR 합 공정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하

여 Fig. 5과 같이 음향센서와 PC를 설치하 다. 변 와 

하  신호 정보는 당 100 Hz로 랜선을 통해 SPR 장

비 내부와 PC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추출하 고, 이는 

SPR 장비 자체에서 동기화되어 획득 가능한 신호이다. 

음향 신호를 측정하기 해 자체 으로 지그를 제작한 

Sheet material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SGAFC 1180Y 1280 756 11

CFRP 1032 - -

SPFC 590DP 609 374 28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aterials

Fig. 2 Configuration of self-piercing rivet machine

Φ7.8

L

Φ5.3

(a) 

(UNIT: mm)(b) 
Φ 9.0

Φ1.8

Fig. 3  Dimensions of rivet and die, (a) rivet, (b)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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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GRAS사의 46E 마이크를 합부로부터 10 mm 떨

어진 곳에 치시켜 합 공정  발생하는 음향을 당 

5000 Hz로 측정할 수 있게 하 다. 음향센서를 통해 

측정된 음향은 National Instrument cDAQ 9174

시에 NI 9234 모듈을 장착하여 LabView 로그램 자

체에 내재된 제를 이용하여 데이터화 하 다. 

  합 공정  수집된 변 , 하  데이터를 Fig. 6(a)

에 그래 로 나타내었다. 모든 조건에서 장비에 입력하

는 하 은 정상 조건일 때의 정 하 과 동일하게 사

용하 기 때문에 최종 하 의 값은 동일하게 측정되었
으나 에러모드 별로 하 이 가해지는 시작 의 치가 

다른 경우에는 변 의 시작 값이 다르고 변곡 의 치

Reference schematic (Case 1)

단면
SGAFC 1180Y 1.4 mm

CFRP 1.8 mm

SPFC 590 DP 1.4 mm

C type 6.5 mm rivet, Setting Force : 55 KN, FM-type die

Case 단면 Schematic Case 단면 Schematic Case 단면 Schematic

2 6 10

Rivet length -0.5mm (6.0 mm(C-type)) Rivet length +0.5mm (7.0 mm(HD2-type)) Gap 2.0 mm

3 7 11

Rivet length +0.5mm (7.0 mm(C-type)) KA-type Die Tilt 5˚

4 8 12

Misalignment 1.0 mm DZ-type Die Tilt 10˚

5 9 13

Misalignment 2.0 mm Gap 1.0 mm Tilt 15˚

Fig. 4 SPR connection section and schematic shape for reference condition and each 12 abnormal process conditions 
modes

Acoustic 
sensor

(GRAS 46E)

DAQ (Ni-9234)

Labview Load/Displacement

SPR machine

Fig. 5 Instrument setup for SPR process signal acquis-
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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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Displacement and load graphs collected dur-
ing the SPR joining process, (b) Acoustic graphs 
collected during the SPR joi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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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 하 의 값이 동일하게 측정되어

도 학습 모델을 통해 특징 을 구분하여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장비 외부에 추가로 설치된 음향 센서를 통해 수집된 

음향 데이터를 Fig. 6(b)에 나타내었다. 음향 신호 데

이터의 경우, 수집된 sampling Hz가 다르기 때문에 

변 , 하  신호와 비교하 을 때 데이터의 개수가 크

게 차이가 난다. 이에 모델을 학습시키기 에 10 개의 

데이터에서 평균 값을 계산하여 1 개의 데이터로 개수

를 이는 데이터 처리 과정(downsampling)을 수

행하 다. 한 각 3 가지의 입력 데이터는 모두 정규

화 한 이후 학습에 사용하 다.

2.4 CNN을 이용한 분류 학습모델

  본 연구에서는 SPR 장비에서 추출되는 변 와 하 , 

그리고 음향 데이터를 CNN 알고리즘에 용하여 합 

품질 분류를 하기 해 2 가지 분류 모델을 개발하

다. 각 모델은 Fig. 4에 나타냈듯이 case 별 분류 번

호에 따라 one-hot encoding13)을 사 에 실시하여 

학습에 용하 고, 측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 값을 

비교하 다. 13 가지 에러모드에 해 10회 반복 실험

하여 총 130 개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6.95 : 3.05

의 비율로 나 어 모델 훈련을 한 학습 데이터, 모델 

측 정확도를 평가하기 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

다. 각각 나 어진 데이터의 개수는 90개, 40개이다. 

  Fig. 7은 첫 번째 모델의 구조로, 시계열 데이터로 

이루어진 변 와 하  데이터를 입력 변수로 한 모델이

다. 변 와 하  데이터는 동기화된 신호이므로 2행으

로 배열하여 2차원화한 후, 학습에 사용하 다. 합성곱 

층에서 커 (kernel)의 크기는 2 × 5 pixel을 사용하

고 풀링 층에서는 max pooling을 사용하 으며, 스트라이

드(stride)는 1 pixel로 설정하 다. Fully connection 

layer에서의 활성화 함수는 ReLU (Rectified Linear 

Unit)14)와 Softmax를 사용하여 측 결과로 조건 별

로 분류된 값이 나오도록 하 다. 모델의 학습 횟수인 

epoch는 100회로 선정하 다. Table 2는 입력 변수부

터 출력 변수까지의 각 층에 한 정보를 나타내었다.

  Fig. 8은 두 번째 모델에 한 설명이다. 첫 번째 

모델에서 사용한 입력변수 2 가지에 음향 데이터를 추

가하여 3가지의 입력 변수에 해 각각 합성곱 과정을 

진행 후 2개의 flatten된 데이터를 합쳐 조건 별로 분

류하 다. 한 번에 3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CNN 과

정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음향신호가 장비 자체에서 

추출되는 것이 아닌 따로 센서를 설치하여 측정되어서 

변 , 하  데이터와 음향 데이터 간의 동기화가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 와 하 의 CNN 학습 과

Load
Displacement

Input

2x248x1

1x244x64 1x61x64

3904127

Output
Prediction

Comparison

Measured data

Convolution
(2x5)

Max Pooling
(1x4)

Flatten

Fully-Connected
Softmax activation

Fully-Connected
ReLU activation

Fig. 7 CNN algorithm structure using displacement and load

Layer Type Output shape Number of 
Parameters

0 Input 2 × 248 × 1
1 Con2D 1 × 244 × 64 704
2 MaxPooling2D 1 × 61 × 64
3 Flatten 3904
4 Dense_1 128 499840
5 Dropout 128
6 Dense_3 13 1677

Table 2 Information on CNN layer using displacement 
and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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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첫 번째 모델과 동일하게 진행하 고 acoustic 신

호의 처리 과정은 합성곱 층에서 커 은 1 × 10 pixel

의 크기로 하 고 풀링(pooling) 층에서 max pooling

을 사용하 다. 그 후 따로 합성곱 층을 지난 데이터를 

함께 flatten하여 활성함수 ReLU와 Softmax를 통해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 다. 모델의 epoch는 

100회로 선정하 다.

  CNN 모델 학습에 도움을 주는 함수로 최 화 함수 

 하나인 확률  1차 미분 값에 기반한 Adam(Ada- 

ptive Moment Estimation) 함수를 사용하 고15), 

분류 문제에서 one-hot encoding을 했을 때 이용 가능

한 손실 함수인 categorical cross-entropy 함수를 

사용하 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항목인 

metrics는 accuracy를 사용하여 비교 평가하 다. Table 

3에 입력 변수부터 출력 변수까지 각 층에 한 정보

를 나타내었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변 , 하  데이터 활용 품질 분류 모델

  Fig. 9는 변 와 하  데이터를 이용한 CNN 모델

에서의 epoch당 손실과 정확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Epoch가 증가함에 따라 손실은 0에 근 하여 수렴하

고 있으며, 정확도는 60 epoch 이후로 0.9 이상에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은 confusion matrix에 한 시이다. 표

의 왼쪽과 아래쪽에 Fig. 3에서 구분하 던 case 별 

번호로 구분하여 실제 실험 결과와 측 데이터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각 셀의 색상은 

분류된 샘 의 개수의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내었다. 

어두운 색상 일수록 많은 양의 샘  개수를 의미하며 

개수 별 색상의 차이를 그림의 오른쪽 부분에 표기하

다. 를 들어 실제 실험은 case 4이지만 측은 case 

1로 한 샘 이 1개 있을 경우 (1,4) 치에 나타낸 것

처럼 표시하게 된다. 한 (3,3) 치의 경우 모델 

측과 실제 실험 결과가 일치하는 샘  개수가 8개를 

의미한다.

  학습 데이터가 히 학습되었는지 여부와 개발된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confusion matrix로 시각화 하여 나타낸 결

과를 Fig. 11 (a), (b)에 각각 나타내었다. 무작 로 

Layer Type Output shape Number of 
Parameters

0 Input 1 2 × 248 × 1
0 Input 2 1500 × 1
1 Con2D 1 1 × 239 × 64 1344
1 Con2D 2 1491 × 128 1408
2 MaxPooling2D 1 1 × 59 × 64
2 MaxPooling2D 2 372 × 128
3 Flatten 1 3776
3 Flatten 2 47616
4 Concatenate 51392
5 Dense_1 128 6578304
6 Dense_2 64 8256
7 Dens_3 13 845

Table 3 Information on CNN layer using displacement, 
load and acoustic

Load
Input

Displacement

Input

2x248x1

1x1500x1

1x239x64 1x59x61

Acoustic

1491x128 372x128

3776

47616

Output
Prediction

Max Pooling (1x4) Flatten

Convolution (1x10) Max Pooling (1x4) Flatten Fully-Connected
Softmax activation

Concatenate

51392

Convolution (2x10)

Fig. 8  CNN algorithm structure using displacement, load and acou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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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데이터에서 90 개의 훈련 데이터는 모두 정확

하게 학습이 되었으나 40 개의 테스트 데이터  4가

지 샘 에서 측에 실패하여 본 모델의 정확도는 

90.0% 이다. 측에 실패한 에러모드 4개  2개는 

tilt 크기 변화내에서 발생한 오류인데, 그 에서도 각

도가 비교  큰 조건에서 발생하여 각도가 어느정도 이

상 커지면 특징 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모델이 분류하

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단할 수 있다. (Fig. 

12(a)) 다른 1개 조건은 gap에서의 크기 차이에서 발

생한 오류로, 다른 조건들에 비해 큰 특징을 가지고 있

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보인다. 한 장비 자

체의 preclamping force 4 kN이 가해지기 때문에 

합시 임의로 설정한 gap이 거의 사라지는 도 이유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오차 1가지는 KA die를 

gap 1.0 mm로 측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는 Fig. 

12(b)에 나타낸 것처럼 변 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존

재하는 서로 유사한 형상의 그래 가 나오기 때문에 모

델이 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인다. 이를 해결

하기 한 방법으로 미세한 차이도 구분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학습을 진행한다면 재보다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Load, displacement, acoustic 데이터 활용 
품질 분류 모델

  변 , 하  그리고 음향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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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Confusion matrix of training data using dis-
placement and load, (b) Confusion matrix of 
test data using displacement and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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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 데이터의 손실과 정확도를 Fig. 13에 나타내

었다. 각 그래 를 확인하면 약 10 epoch 이후부터 

손실은 0에 수렴하고, 정확도는 1.0에 수렴하여 모델

의 학습은 잘 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음향 데이터를 포함한 CNN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해

보기 해 무작 로 선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Fig. 

14(a), (b)에 각각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서

의 측 결과를 confusion matrix로 시각화 하여 나

타내었다. 훈련 데이터에서의 학습은 잘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40개의 샘   9

개가 정확한 에러모드 측에 실패하여 본 모델의 정확

도는 77.5%이다. 음향 데이터가 포함된 CNN의 경우 

정확도가 변 와 하  데이터만 사용하 을 때 보다 더 

낮은 정확도를 보 는데 이는 음향 데이터가 CNN 과

정에서 에러모드 별로 각각의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나

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음향 신호 수집을 

수행할 때 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정 상황을 재

하기 해 따로 소음을 차단하여 공정상 발생하는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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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Graph and cross section according to gap & 
tilt difference, (b) Graph and cross section ac-
cording to KA die &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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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측정한 것이 아닌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가 수집되

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 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 데이터의 개수가 학습을 하기에는 양이 어 이러

한 문제가 발생하 다고 보인다. 보통 음향 데이터를 분

석할 때는 FFT(Fast Fourier Transform) 처리 과

정을 거쳐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RNN(Recurrent 

Neural Network)를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16).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않았기에 사

용한 처리가 합하지 않거나 모델의 합성이 떨어

져서 낮은 정확도를 얻었다고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SPFC 1180Y, CFRP, SPFC 590DP 

소재에 해 3겹 SPR 공정을 용했으며, 공정  발

생할 수 있는 에러모드를 선정하고 SPR 공정에서 추

출되는 변 , 하 과 음향 센서로 측정된 음향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조건 별로 분류할 수 있는 CNN 모델을 개

발하여 각 데이터 조합에 따른 유효성을 평가하 다.

  1) Self-Piercing Riveting 합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시편 세 과 련된 에러모드 7 가지, 공정 변수와 

련된 에러모드 5 가지를 선정하여 정상 조건을 포함

한 총 13가지의 에러모드를 정의하 다. 

  2) SPR 합 공정  발생하는 신호들을 추출하기 

하여 SPR 장비 자체에서 수집되는 변 와 하  신호

를 LAN선을 통해 수집하 고, 장비 외부에 음향 센서를 

설치하여 음향 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된 음향 데이

터는 Labview 로그램을 통해 획득하 으며, 각각의 3

가지 데이터를 CNN 모델의 입력변수로 사용하 다.

  3) 변 와 하 의 2 가지 데이터를 입력 변수로 사

용한 CNN 모델의 측 정확도는 90%, 2 가지 데이

터와 음향 데이터를 포함하여 입력 변수로 사용한 

CNN 모델의 측 정확도는 77.5%로 확인되었다. 이

에 따라 변 와 하  데이터를 사용하여 CNN을 용

하 을 때 SPR 합 품질 분류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4) 음향 데이터를 포함한 CNN 모델의 측 정확도

가 비교  낮게 나타난 이유는 수집된 음향 데이터가 

노이즈에 향을 많이 받아 각 에러모드 별 특징이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한 입력 데이터

의 한 처리나 모델의 합도가 맞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향후에는 각 센서 들과의 동기화를 진행하고, 충분한 

학습과 검증을 한 조건 별 추가 실험을 통해 학습 데

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정이다. 한 실시간 데이터 

취득을 통해 실시간 SPR 품질 불량 별 모델을 개발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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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increasing application of high-strength and light-
weight materials has led the automotive industry to re-
consider the materials joining processes. Manufacturers 
are applying a variety of lightweight materials to chop 
down vehicle weight, thereby minimizing fuel con-
sumption and emissions1). Consequently, the develop-

ment of aluminum alloys, high-strength steels, and fi-
ber-reinforced plastics has been accelerated in recent 
years2). However, the joining of these multi-materials is 
troublesome because of their unlike thermal and elec-
trical properties. Thus, mechanical fastening technologies 
have attracted increasing interest. 
  Self-piercing riveting (SPR), a mechanical fastening 
technique, has become a prominent joining process in 
the automotive and aircraft industries. SPR forms a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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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types of self-piercing riveting (SPR) joints, i.e., steel/aluminum,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CFRP)/ 
aluminum, and aluminum/aluminum, were constructed using three different top sheet materials with the same alumi-
num alloy as the bottom sheet. The effects of the top sheet material on the joint quality and mechanical behavior 
were evaluated. The top sheet materials’ characteristics dominate the rivet piercing process and the consequent inter-
lock distance. The high-strength steel top sheet requires a comparatively higher rivet setting force and induces early 
flaring of the rivet tail, resulting in a larger interlock distance. Though the CFRP needs the highest rivet setting force 
to penetrate the rivet through the CFRP fibers, the CFRP/aluminum joint exhibits the smallest interlock distance be-
cause of the SPR process-induced damages to the CFRP and subsequently less flaring of the rivet tail. In strength 
tests, the damaged CFRP sheet resulted in rivet head pullout of the CFRP/aluminum joints, which exhibited the low-
est lap-shear and cross-tension strengths. In contrast, the steel/aluminum joints demonstrated the highest strengths 
because of their comparatively larger interlock distances. In addition to the experimental analysis, simulations re-
vealed the rivet penetration and flaring mechanisms with various top sheet materials, and their respective joint qual-
ity and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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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ical interlock between two or more sheet materials 
by driving a semi-tubular rivet through the top material 
and then spreading into the bottom material with the as-
sistance of a counter-die on the other side. The sheet 
deforms inside the die and forms a button on the under-
side of the bottom material. SPR process has several 
advantages including high joining speed and automa-
tion flexibility3). When compared to traditional riveting, 
SPR results in higher joint strength and repeatability of 
the joining process. SPR is capable of joining multiple 
layers of materials of varying thicknesses4). Unlike con-
ventional welding processes, SPR joints do not involve 
fusion between the joining materials. SPR joints have 
comparable static strength and better fatigue behavior 
than spot welds5). While SPR is widely used to join alu-
minum alloys6,7) in the automotive industry, it can also 
be applied for joining steel-aluminum8) and CFRP-alu-
minum9-11).
  SPR has the ability to join a variety of dissimilar 
materials. Zhang12) identified the feasibility of SPR 
process for joining steel to aluminum alloys. SPR pro-
duces better static and fatigue strengths than conven-
tional spot welds between steel and aluminum13). Ma et 
al.14) demonstrated the joinability of aluminum alloys 
with different gauges to mild steel sheets. Kam et al.15) 

illustrated the feasibility of SPR joints between vi-
bration-damping steel (consisting of two steel sheets 
separated by a viscoelastic adhesive polymer layer) and 
an aluminum alloy. Zhang et al.16) observed that the 
strength of the steel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strength 
of steel/aluminum SPR joints. Abe et al.8) presented 
that arranging steel as the top sheet and aluminum alloy 
as the bottom sheet showed better joinability compared 
to the opposite orientation. Sun17) also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riveting direction on joint strength of steel 
to aluminum alloy,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joint 
with aluminum alloy as the bottom sheet had higher 
strength than the reversed orientation with steel as the 
bottom sheet in lap shear. Currently, carbon fiber re-
inforced polymer (CFRP) is replacing the heavy metals 
where lightweight is the first priority. Chen et al.18) 

demonstrated the joinability of CFRP to aluminum 
alloys SPR joint with a reasonable joint strength. 

However, large deformations in SPR operation can lead 
to cracking and fracture of the CFRP composites be-
cause of their lower ductility than metallic materials19). 
Consequently, the CFRP should be placed on the top 
side of the SPR joint because the top material experi-
ences comparatively less deformation than the bottom 
material20).
  The results in literatures identify that the sufficient 
ductility of the bottom material is a general requirement 
for better performance of SPR joints. While the appli-
cation of SPR joints for various similar and dissimilar 
materials combination, i.e., aluminum/aluminum, steel/ 
aluminum, and CFRP/aluminum, is growing rapidly, 
aluminum sheet is kept as bottom side material. 
However, the joint formation and mechanical behavior 
of joints of various top sheet materials with bottom alu-
minum alloy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investigated 
in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top sheet material on the joint formation 
characteristics, joint quality and mechanical behavior of 
SPR joints. 

2. Materials and methods

2.1 Materials and SPR joint preparation

  The materials used were dual phase (DP) 590 MPa 
steel sheets, aluminum alloy sheets with pre-treatment 
(Al5052-H32), thermosetting CFRP sheets, and 38B2 
boron steel self-piercing rivets. The CFRP sheet was 
prepared using epoxy infusion resin (MGS®RIM) and 
5-µm-diameter carbon fibers, which contained seven 
unidirectional prepregs with 0° and 90° orientations. A 
hydraulic shearing machine was used to cut the steel 
and aluminum sheets, while a water jet was used to cut 
the CFRP sheet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590DP steel, Al5052-H32 aluminum alloy, CFRP sheets, 
and rivet material used in the specimens’ preparation 
are presented in Table 1. Sheet materials with various 
thicknesses were chosen for this study based on their 
extensive applications in the automotive industry.
  To achieve higher static strengths, the joints were pre-
pared with the maximum interlock distance, minimum 

Material Yield strength 
(MPa)

Shear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break
(%)

Hardness 
(Hv)

590DP steel 355 338 590 17 217

CFRP - 120 1032 2 -
Al5052-H32 193 131 228 18 68
Rivet (38B2 
Boron steel) 960 690 1200 13 480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heet materials and rivet material used for the SP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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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height (close to zero), and a minimum thickness 
of the remaining bottom material of 0.2 mm, as sug-
gested by Li21). The rivet parameters (strength, hard-
ness, length, and diameter), die parameters (type, diam-
eter, and cavity depth), and setting force were de-
termined through a series of trial experiments. Dies 
with a flat bottom and vertical sidewalls were used. The 
same die profiles with varying die diameters and cavity 
depths were adopted to improve the joint quality. An 
electroplated Zn-Ni coating was used to the steel rivets. 
The specimens were prepared using an electro-hydraulic 
riveting equipment (BÖLLHOFF/RIVSET® Gen2). To 
obtain the recommended joint quality (particularly, a 
head height close to zero and interlock distance of min-
imum 4.0 mm), numerous trial tests were conducted to 
select the appropriate riveting condition. Table 2 pres-
ents the parameters of riveting condition for steel/alu-
minum, CFRP/aluminum, and aluminum/aluminum joints. 
Aluminum allo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l” (e.g., 
steel/Al, CFRP/Al, and Al/Al). For the experimental 
evaluation, at least five specimens were selected for 
each type of materials combination from a large num-
ber of joints.

2.2 Lap-shear and cross-tension tests of SPR joints

  Lap-shear and cross-tension tests were executed using 
a KSTM tensile test machine. A strain rate of 5 mm/ 

min was applied at the ambient temperature. The geom-
etry and dimensions of the lap-shear and cross-tension 
specimens are shown schematically in Fig. 1.

2.3 Metallographic characterization of SPR joint 
cross-sections

  To eliminate any distortions in the SPR joint during 
cutting, the specimens were cut perpendicular to the 
loading direction using a high-precision blade (diamond- 
wafer). The sectioned specimens were mounted in un-
saturated polyester resin for optical microscopic ex- 
aminations. Following the mounting procedure, the 
specimens were prepared using metallographic techni-
ques such as grinding wheels with varying grit sand-
papers and diamond suspensions. The specimens were 
analyzed using an optical microscope (Olympus BX51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JEOL JSM-7200F) and a stereoscope (Leica EZ4 HD) 
at the Converging Materials Core Facility, Dong-Eui 
University.

2.4 Finite element analysis of SPR joints

  A commercial software (ABAQUS/Explicit) for finite 
element analysis was used to perform the simulations 
of the riveting process and lap-shear test of SPR joints. 
To improve the calculation efficiency, an axisymmetric 
boundary condition was applied. To impede simulation 
termination because of large element distortion, arbi-
trary Lagrangian-Eulerian (ALE) mapping was used to 
the sheet materials as a re-meshing technique. Zhong et 
al.22) reported that the ALE coordinate system could ef-
fectively interpret the trends in the process of material 
deformation and reduce mesh distortion during the 
large plastic deformation of the SPR process. The me-
chanical and elastoplastic properties of work pieces 
were employed to obtain an appropriate calculation of 
their deformation during the riveting process. The 
Coulomb friction model was employed for the contact 
conditions of the interfaces between parts in the model. 

Joints Steel/Al CFRP/Al Al/Al

Sheet thickness (mm) 1.0/2.0 1.8/2.0 2.0/2.0

Rivet diameter (mm) 5.0 5.0 5.0

Rivet length (mm) 5.0 6.0 6.0

Die cavity diameter (mm) 9.0 10 10

Die cavity depth (mm) 1.8 1.7 1.7

Pre-clamping force (kN) 4 4 4

Setting force (kN) 45 49 33

Table 2  Process parameters for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150 mm 50 mm

Bottom sheet Top sheet

Rivet
Rivet

Bottom sheet      

138 mm 
46 mm 

230 mm 

60 mm 

Top sheet   

Fig. 1 Schematics of the geometry and dimensions of the lap-shear and cross-tension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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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ndente et al.23) demonstrated the feasibility of us-
ing the Coulomb friction model for SPR simulations. In 
present study, friction coefficients of 0.3 was set at the 
rivet/sheet interface, whereas the friction coefficients at 
the other interfaces were fixed at 0.1.

3. Results and discussion

3.1 SPR joint quality with various top sheet materials

  To produce strong and reliable SPR joints, manu-
facturers have defined three main aspects of joint qual-
ity: the interlock distance, rivet head height, and re-
maining bottom material thickness (Fig. 2). The inter-
lock distance represents the radial distance between the 
outer surface of the rivet tail tip and the lower surface 
of the top sheet. The rivet head height is the height dif-
ference along the axial direction between the upper sur-
face of the top sheet and the surface of the rivet head, 
and the remaining bottom material thickness is the min-
imum axial distance between the rivet tail tip and the 
lower surface of the bottom sheet24). In this study, the 
same bottom material (Al5052 sheet) was applied to all 
specimens to evaluate the joint formation behavior with 
various top sheet materials. Liu et al.25) stated that the 
quality guideline of SPR joints should comprise a mini-
mum interlock distance of 0.4 mm for joints with an 
aluminum bottom sheet and 0.2 mm for joints with a 
steel bottom sheet, a rivet head height between -0.5 and 

0.3 mm, and a remaining bottom material thickness of 
minimum 0.2 mm. However, Han and Chrysanthou26) 
mentioned that the head height should be as near to 
zero as possible to enhance the joint characteristics. 
Yang et al.27) described that the larger the interlock dis-
tance, the stronger the mechanical interlocking could be 
between the rivet and the sheet material. 
  The joint quality parameters (head height, interlock 
distance and remaining bottom material thickness) of 
the steel/Al, CFRP/Al, and Al/Al specimens are sum-
marized in Table 3. All of the specimens satisfied the 
requirements for a head height of near to zero and a 
minimum bottom material thickness of 0.2 mm. 
However, among the various top sheet materials, larger 
interlock distances were formed in the order of steel, 
aluminum, and CFRP. The steel/Al joints achieved 39% 
larger interlock distance compared to the CFRP/Al. The 
steel/Al joints also demonstrated larger interlock dis-
tances compared to those of the Al/Al joints. In con-
trast, the CFRP/Al joints exhibited smaller interlock 
distances than the Al/Al joints. The various top sheet 
materials and rivet setting forces influenced the joint 
formation mechanism and subsequently resulted in var-
iations in the interlock distances among the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The joint cross-sections of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are presented in Fig. 3. Generally, a higher 
rivet setting force is required for high-strength sheet 
materials because the resistance to piercing and flaring 
into the sheet material that the rivet encounters is de-
termined by the material strength21). Usually, the rivet 
pierces the top material without much flaring. However, 

Abe et al.28) described that the rivet could partially flare 
during the piercing stage for high-strength top materials. 
In present study, the use of high-strength steel as the 
top sheet facilitated partial flaring during piercing of 
the top sheet in the steel/Al joints, and this earlier rivet 
flaring subsequently produced larger interlock distances. 
Moreover, a higher rivet setting force can contribute to 
a larger interlock distance, as stated by Li et al.29). This 
occur because the higher rivet setting force induces a 
larger deformation of the rivet tail into the bottom sheet 
material. In our study, comparatively higher rivet set-

Interlock distance

Head height

Bottom thickness

Top sheet

Bottom sheet

Rivet

Fig. 2 Three main aspects of SPR joint quality

Case No. Materials combination
(Top / Bottom)

Head height 
(mm)

Interlock distance 
(mm)

Bottom material 
thickness (mm)

1 590DP / Al5052  - 0.03 0.71 0.61

2 CFRP / Al5052  - 0.01 0.51 0.27

3 Al5052 / Al5052   0.01 0.58 0.47

Table 3 Joint quality (head height, interlock distance and remaining bottom material thickness) of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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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g forces of the steel/Al joints could facilitate a larger 
deformation of the rivet tail during flaring of the rivet 
into the bottom aluminum sheet. However, when 
Al5052 is used as the top sheet in Al/Al joints, a higher 
rivet setting force is not a convenient option to create a 
larger interlock distance because of the comparatively 
lower strength of aluminum alloys. Instead, a smaller 
depth of the die cavity was used with a lower rivet set-
ting force to induce early flaring of the rivet, thereby 
producing a larger interlock distance. This is possible 
because the die with a shallow cavity has higher con-
straint on the bottom material and can induce early 
flaring. However, despite the smaller depth of the die 
cavity, the joints with Al5052 as the top sheet experi-
enced comparatively less flaring and more penetration 
during piercing of the top sheet than the steel/Al joints, 
and the Al/Al joints thus subsequently exhibited small-
er interlock distances. Furthermore, the lower rivet set-
ting forces of the Al/Al joints led to smaller interlock 
distances because of the lower deformation of the rivet 
tail.
  Although the top sheet material strength and riveting 
forces were higher for the CFRP/Al joints, contra-
dictory behavior was observed because of the SPR 
process-induced damage in the top CFRP. The CFRP/ 

Al joints showed smaller interlock distances than the 
steel/Al and Al/Al joints despite the fact that the max-
imum rivet setting force was required to pierce the rivet 
through the CFRP fibers. Unlike steel and aluminum, 
CFRP exhibits insignificant plastic behavior. The punch-
ing of the rivets thus caused matrix and fiber damage, 
fiber delamination, and cracking in the CFRP. Fig. 4 
shows the CFRP fiber delamination and breakage 
around the rivet head in the cross-section of the 
CFRP/Al joint. Wang et al.30) also observed a similar 
type of fiber damage around the rivet head. Galińska 
and Galiński31) described that the rivet cut the fibers 
during the piercing stage, which resulted in disruption 
of the load trajectories through the subsequent plies, 
thereby reducing the thickness and resulting stiffness of 
the intact plies. Wisnom32) reported that the delamination 
and breakage of the fiber and matrix occurred because 
the fiber lying in the plane of the laminate did not pro-
vide reinforcement through the thickness; therefore, the 
composite relied on the comparatively weak and brittle 
matrix to endure loads in the rivet piercing direction. 
Consequently, the joints with CFRP as the top sheet ex-
perienced insignificant flaring and greater penetration 
during the piercing of the top sheet and thus sub-
sequently exhibited smaller interlock distances com-

Steel/Al joint CFRP/Al joint

Rivet

Steel

Al

2 mm

Rivet

CFRP

Al

2 mm

Al/Al joint

Rivet

Al

Al

2 mm

Fig. 3  Cross-sections of the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Rivet
CFRP

Al

Rivet

CFRP-plies delamination and  breakage
Steel/Al SPR joint

Al/Al SPR joint

CFRP/Al SPR joint

Rivet

Steel

Rivet

Al

(a)

(b)

(c)

Fig. 4  (a) CFRP fiber delamination and breakage around the rivet head during the rivet setting process, and insignificant 
top sheet degradation in (b) steel/Al and (c) Al/Al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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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d to the steel/Al and Al/Al joints. In addition, high-
er rivet setting forces were required for the CFRP/Al 
joints, which resulted in the rivet partially piercing the 
bottom sheet before flaring and producing a smaller in-
terlock distance because of the lower radial deforma-
tion of the rivet tail. Even though the top CFRP sheet of 
the CFRP/Al joint was 0.8 mm thicker than the top 
590DP steel sheet of the steel/Al joint, the damage to 
the CFRP sheet and comparatively higher setting forces 
during the riveting process enabled easier penetration 
of the rivets without much flaring, thereby producing a 
smaller interlock in the bottom sheet. 
  The SPR process-induced top sheet degradation was 
less severe for steel and aluminum top materials than 
for CFRP. The punch energy of the rivet setting process 
could be absorbed by the plastic deformation of the top 
sheet material for steel/Al and Al/Al joints. As a result, 
the steel and aluminum top sheets exhibited insignif-
icant degradation around the rivet head. Further inves-
tigation revealed that because of the comparatively 
higher formability of aluminum alloys, the rivet tail 
drew the top Al5052 sheet during the piercing stage, 
and the top sheet material remained around the rivet tail 
into the bottom sheet of the joint. Fig. 5 shows the cross- 
ection of the Al/Al joint containing deformed top sheet 
material around the rivet tail. Unlike the Al/Al joints, 
no significant drawing of the top sheet was observed at 
the rivet/bottom sheet interface for the steel/Al. However, 
delaminated CFRP fibers were evident below the rivet 
tail, which was driven in by the rivet tail during the riv-
eting process.
  The force-displacement curve of a riveting process 
can be used as a fingerprint of the joint formation char-
acteristic and resulting joint quality. The joint cross sec-
tions’ analysis and force-displacement curve using in-
terrupted test of the joining process can be related to 
the joint formation and its internal characteristics33). 
However, the simulations are able to expose the rivet 

penetration and flaring mechanisms, which can elimi-
nate the requirement for the interrupted test of the join-
ing process. Simulation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iveting process of SPR joints with various top 
sheet materials. The force-displacement characteristic 
curves in both experiments and simulations were exam-
ined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joint formation and 
subsequent joint quality. The force-displacement curve 
can be divided into four major segments. Step I, sheets 
bend; step II, rivet pierces the top sheet; step III, rivet 
penetrates the bottom sheet; and step IV, rivet flares. 
Fig. 6 shows the force-displacement curves of the rivet-
ing process for the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During step I, sheets bend and partially fill the die 
cavity. At the beginning of this step, the force increases 
and the sheets bend until the rivet starts piercing the top 
sheet. At the end of this step, the force slightly drops 
because of the fracture initiation in the top sheet materi-
al as the force reaches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mate-
rial and piercing begins. In step II, the force gradually 
rises and the rivet pierces the top sheet. However, a lit-
tle flaring of the rivet tail was observed for the high 
strength top sheet material (e.g. steel).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flaring of the rivet tail was identi-
fied for the CFRP and aluminum top sheets. These phe-
nomena can be related to the process-induced CFRP 
sheet damage and comparatively lower strength of the 
aluminum top sheet. At the end of this step, the force 
slightly declines as the resistance force by top sheet re-
duces once the material is perforated. In step III, the 
force rapidly climbs up because of material flowing in-
side the die cavity and the rivet pierces the bottom 
sheet. At the end of this step, the die is filled with the 
material while the rivet is still pushed to downward due 
to the punch pressure. In step IV, the rivet starts flaring. 
The length of this step can be related to the degree of 
the mechanical interlocking. At the end of this step, the 
force and displacement reach their maximum values. 

Al

Al

Rivet

Bottom sheet

Deformed top sheet 

Rivet

Al Rivet

Steel/Al SPR joint

Al/Al SPR joint
Al Rivet

CFRP/Al SPR joint

(a)

(b)

(c)

CFRP fibers

Fig. 5  (a) Deformed top sheet material around the rivet tail for the Al/Al joint, and insignificant top sheet drawing 
                  phenomena by the rivet tail for the (b) steel/Al and (c) CFRP/Al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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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ce-displacement curves for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were compared in Fig. 6(a) to 6(c). 
However, the major segments of the force-displacement 
curves in simulation can be distinguished more clearly. 
In step I, II and III, the higher force was required in the 
order of steel, CFRP, and aluminum top sheet. The 

higher force was needed for the bending and piercing 
of the high strength steel compared to the CFRP and 
aluminum sheets. In step IV, however, the higher force 
was needed for the CFRP/Al joint compared to the 
steel/Al and Al/Al joints. For the steel/Al and Al/Al 
joints, the partial flaring of the rivet in step II and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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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rce-displacement process curves in (a) experiment, (b) simulation, and (c) joint formation characteristic for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i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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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s the requirement of higher force in this step be-
cause of the earlier deformation of rivet tail. However, 
the CFRP/Al joint needed higher force in this step to 
deform the rivet tail. The SPR process-induced top 
sheet degradation of CFRP did not encounter adequate 
resistance force, and, consequently, did not experience 
flaring of the rivet in step I, II, and III, which resulted 
in the requirement of higher force in step IV to flare 
and set the rivet. Therefore, the joints with CFRP as the 
top sheet exhibited insignificant flaring and greater 
penetration in step I, II and III, thus experienced small-
er interlock distance compared to the steel/Al and Al/Al 
joints. The cross-sections of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at the end of riveting process in simu-
lations are shown in Fig. 6(c). Similar as experimental 
results, among the various top sheet materials, larger 
interlock distances were formed in the order of steel, 
aluminum, and CFRP. The various top sheet materials 
influenced the joint formation mechanism and sub-
sequently resulted in variations in the interlock dis-
tances among the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3.2 Mechanical behavior of SPR joints with various 
top sheet materials

  The static strengths of the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were evaluated under lap-shear and cross- 
tension loading. Table 4 summarizes the lap-shear and 
cross-tension strength results for the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For all specimens, the lap-shear 

strengths were higher than the cross-tension strengths. 
In the lap-shear tests, the load was mainly endured by 
the rivet, but in the cross-tension tests, the load was 
sustained by shearing between either the rivet tail and 
the bottom sheet material or the rivet head and the top 
sheet material34). As a result, the peak loads were high-
er for the lap-shear loading than for the cross-tension 
loading because of the comparatively higher strength of 
the rivet material in the lap-shear test than the shear 
strength of the sheet materials in the cross-tension test. 
However, the CFRP/Al joints demonstrated lower 
lap-shear and cross-tension strengths than the steel/Al 
joints. The CFRP/Al joints had 48% and 41% lower 
lap-shear and cross-tension strengths, respectively, than 
those of the steel/Al joints. 
  The failure mode of the SPR joint is a significant fac-
tor in the joint strength35). All of the lap-shear and 
cross-tension steel/Al specimens failed through the riv-
et tail pullout from the bottom sheet. In contrast, the 
CFRP/Al joints failed through the rivet head pullout 
from the top sheet. Fig. 7 presents the failure modes of 

Materials combination
(Top / Bottom)

Lap-shear 
strength (kN)

Cross-tension 
strength (kN)

590DP / Al5052 6.71 ± 0.16 3.72 ± 0.14

CFRP / Al5052 3.48 ± 0.13 2.21 ± 0.08

Al5052 / Al5052 5.79 ± 0.24 3.01 ± 0.09

Table 4 Lap-shear and cross-tension strengths of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Top sheet

Bottom sheet

Top sheet

Bottom sheet

Top sheet Top sheet

Bottom sheet

Rivet tail Rivet tail

Rivet head

2 mm 2 mm 2 mm2 mm

2 mm 2 mm 2 mm

Cross-tension testLap-shear test

Steel/Al joint

CFRP/Al joint

2 mm 2 mm 2 mm 2 mm

Top sheet Rivet tail Top sheet Rivet tail

Bottom sheet Bottom sheet

Al/Al joint

Rivet head

Bottom sheet 2 mm

(a) (b)

Steel/Al joint

CFRP/Al joint

Al/Al joint

Fig. 7 Failure modes under the (a) lap-shear and (b) cross-tension tests of the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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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under lap-shear 
and cross-tension loading. The rivet tail pullout of the 
steel/Al joints indicates that the interlock between the 
rivet tail and bottom sheet mainly determined the 
lap-shear and cross-tension strengths, whereas the rivet 
head pullout of the CFRP/Al joints indicates that the 
joint strengths were limited by the locking between the 
rivet head and top sheet. The larger interlock distance 
in the steel/Al joints contributed to the higher lap-shear 
and cross-tension strengths. Moreover, the larger con-
tact area between the rivet tail and bottom sheet result-
ing from the larger interlock distance also facilitated a 
higher frictional force and subsequently higher strengths 
of the steel/Al joints. Although the CFRP/Al joints had 
a smaller interlock distance, the rivet head pullout from 
the top sheet indicates that the degradation of the CFRP 
sheet due to fiber breakage and delamination domi-
nated the failure mode and resulted in lower strengths. 
The lower fracture toughness of CFRP led to fiber 
breakage during the rivet setting process, and sub-
sequently the damaged fiber around the rivet head fur-
ther reduced the fracture toughness of the CFRP sheet 
during the strength tests. Kang et al.9) also observed a 
similar type of rivet head pullout for CFRP/Al joints 
because of the CFRP fiber breakage and matrix damage.
  The difference in the lap-shear strengths between the 
steel/Al and CFRP/Al joints was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the cross-tension strengths. During the lap-shear 
test, the stress concentration area of the rivet-head/ 
top-sheet interface was half the circumference of the 
rivet for the CFRP/Al joints, as shown in Fig. 8(a). The 
greater stress concentration on the damaged fiber 
around the half-circumference of the rivet head led to a 
higher degree of strength degradation of the CFRP 
sheet, resulting in a 48% lower lap-shear strength than 
that of the steel/Al joints.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cross-tension tests, the load was distributed to the entire 
circumference of the rivet head, as shown in Fig. 8(b). 
Therefore, the cross-tension tests led to less degrada-
tion of the CFRP sheet around the rivet head, resulting 
in a 40% lower cross-tension strength than that of the 
steel/Al joints.
  The steel/Al joints demonstrated an 18% higher lap- 
shear strength and 24% higher cross-tension strength 
compared to the Al/Al joints. All of the lap-shear and 
cross-tension specimens of the steel/Al and Al/Al joints 
failed through the rivet tail pullout from the bottom 
sheet. This indicates that the interlock between the rivet 
tail and bottom sheet determined the lap-shear and 
cross-tension strengths of the steel/Al and Al/Al joints. 
Higher strengths of the steel/Al joints were observed 
because of the larger interlock distance and higher fric-

tion force at the rivet-tail/bottom-sheet interface result-
ing from the larger contact area created by the larger in-
terlock distance. However, the difference in the cross- 
tension strengths was found to be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the lap-shear strengths. During the cross-tension 
tests, the larger contact area of the rivet-tail/bottom- 
sheet interface compared to that in the lap-shear tests 
(approximately half the circumference of the rivet tail 
contributed to the friction force) enhanced the influence 
of friction, resulting in a greater difference in the 
cross-tension strengths (24%) than that in the lap-shear 
strengths (18%).
  The CFRP/Al joints exhibited a 40% lower strength in 
the lap-shear tests and 27% lower strength in the 
cross-tension tests compared to the Al/Al joints. All of 
the lap-shear and cross-tension CFRP/Al joint speci-
mens failed through the rivet head pullout from the top 
sheet. In contrast, the Al/Al joints failed through the 
rivet tail pullout from the bottom sheet. The failure 
mode of the CFRP/Al joints indicates that the strengths 
were mainly determined by the locking between the 
rivet head and top CFRP sheet, whereas the interlock 
between the rivet tail and the bottom sheet determined 
the strength of the Al/Al joints. However, the difference 
in the lap-shear strengths between the CFRP/Al and 
Al/Al joints was greater than the difference in the 
cross-tension strengths. The greater stress concentration 
on the damaged fibers around the half-circumference of 
the rivet head led to a higher degree of strength degra-

    (a)

    (b)

Fig. 8 Schematics of the load distribution in self-pierc-
ing riveting (SPR) joints under the (a) lap-shear 
and (b) cross-tens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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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ion of the CFRP sheet, resulting in a 40% lower 
lap-shear strength than that of the Al/Al joints.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cross-tension tests, the load was 
distributed to the entire circumference of the rivet head, 
leading to less degradation of the CFRP sheet around 
the rivet head and resulted in a 27% lower cross-ten-
sion strength than that of the Al/Al joints.
  In addition to the experiments, simulations were per-
formed for the lap-shear test of SPR joints with various 
top sheet materials. Fig. 9 presents the joint strength 
and failure mode of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in simulation. Similar as experimental observations, 
among the various top sheet materials, larger lap-shear 
strengths of the joints were found in the order of steel, 
aluminum, and CFRP. All of the lap-shear specimens 
failed through the rivet tail pullout from the bottom 
sheet. The failure modes of steel/Al and Al/Al joints 
are comparable with experimental observations. Unlike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CFRP/Al joints failed 
through rivet tail pullout from bottom sheet in simulation. 
This discrepancy occurred because the fiber breakage 
in the CFRP was comparatively less in simulation than 
the experimental observations. The limitations in simu-
lation of CFRP material’s behavior was responsible for 
this disparity. Since the CFRP sheet was composed of 
seven unidirectional laminated layers with 0° and 90° 
orientations that experienced anisotropic characteristics 
and friction between the layers, these factors made 
CFRP behavior difficult to predict. As a result, the 
lap-shear joint strength of CFRP/Al was compar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experimental observation.
  More detailed effects of the top sheet materials on the 
lap-shear loads can be observed on the load-displace-
ment behavior of the joints. The load-displacement 
curves of lap-shear tests showed a similar behavior be-
tween the experiment and simulation results as shown 
in Fig. 10. In initial stage, the load was mainly sus-

tained by the bending of the top and bottom sheets36). 
Because of the dissimilar behavior of the top sheet 
bending, the load-displacement curves behaved in dif-
ferent manner. The CFRP yields comparatively earlier 

Aluminum
CFRP

Steel Aluminum
Aluminum

Aluminum

6.69 kN 4.74 kN 6.27 kN

              (a) Steel/Al joint              (b) CFRP/Al joint          (c) Al/Al joint

Fig. 9 Failure modes under the lap-shear test in simulation for the (a) Steel/Al, (b) CFRP/Al and (c) Al/Al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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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oad-displacement curves for the steel/Al,
CFRP/Al and Al/Al joints under the lap-shear
test in (a) experiment and (b)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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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e steel and aluminum top sheets. The CFRP 
sheet with damaged fiber failed through rivet head pull-
out from top sheet. This indicates that the interlock be-
tween the rivet head and top CFRP sheet determined 
the strengths of the CFRP/Al joints. On the other hand, 
the interlock between the rivet tail and bottom sheet de-
termined the strengths of the steel/Al and Al/Al joints. 
Higher strengths of the steel/Al joints were observed 
because of the larger interlock distance and higher fric-
tion force at the rivet-tail/bottom-sheet interface result-
ing from the larger contact area created by the larger in-
terlock distance. 

4. Conclusions

  This study examined the joint quality and static strengths 
of self-piercing riveted joints with various top sheet 
materials. For top sheet materials of steel, CFRP, and 
aluminum, large interlock distances of the joints oc-
curred in the order of steel, aluminum, and CFRP. The 
analysis of joints’ cross-sections and the force-displace-
ment curves generated in riveting process disclosed the 
variation in joint formation mechanisms for various top 
sheet materials. The CFRP sheet experienced less flar-
ing but greater penetration in the early stages of rivet-
ing process because of the lower fracture toughness of 
the CFRP; as a result, the CFRP/Al joints had smaller 
interlock distances than the steel/Al and Al/Al joints. 
Higher joint strengths under lap-shear and cross-tension 
tests were observed in the order of steel, aluminum, and 
CFRP top sheets. The degradation of the CFRP sheet 
around the rivet head due to SPR process-induced fiber 
breakage resulted in failure through the rivet head pull-
out from the top sheet and lower strengths of the 
CFRP/Al joints. The CFRP sheet experienced a 48% 
lower lap-shear and 40% lower cross-tension strengths 
than that of the steel/Al joints. The steel/Al joints dem-
onstrated an 18% higher lap-shear and 24% higher 
cross-tension strengths compared to the Al/Al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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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18-20% 크롬과 8- 

12% 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인리스강 에서

도 내식성, 성형성  기계  특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항공우주, 원자력, 화학  극 온 탱크 등 다양한 산

업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스테인리스강은 가스 텅스텐 

아크 용  (GTAW), 항  용  (RSW), 마찰 교반 

용  (FSW) 등을 용하여 조립되고 있는데 용 효율 

 생산속도를 향상시키고, 열변형을 최소화하기 해 

최근에는 이  용 을 용하려고 하고 있다1,2).

  이  용 에서 차폐가스는 기에 존재하는 O, N2 

등 다양한 원소로부터 용융 속을 보호하여 표면의 산

화  불순물의 여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 공

정  발생하는 라즈마  룸을 감시키어 용  

공정을 안정 으로 유지시켜 다. 차폐가스의 종류, 송

 각도  유량 등은 용 부 형상, 기계 특성  미

세 구조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3). 차폐가스가 

고온의 용융풀과 반응하여 표면의 유동  라즈마의 

발생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용입 깊이와 같은 용 부 형

상요인 뿐만 아니라 구성조직 한 변화하기 때문이다. 

  산소와의 반응성이 높은 Al, Ti 등을 상으로 차폐

가스의 종류  향에 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 반면, 상 으로 낮은 반응성을 가진 스테인

스강을 상으로 이  용 을 수행한 연구는 충분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레이저 용접에서 

차폐가스가 용접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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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laser welding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shielding gases have great potential for improv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s, suppressing plasma plumes, and stabilizing the keyhol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shielding gases can alter the weld geometry and microstructural constituents of the welds. Disturbances of laser 
beam absorption by laser-induced plasma can be controlled through shielding gas parameters such as the shielding 
gas composition, flow rate, and supplying direction. In addition, surface-active elements added to the shielding gas 
can alter the behavior of the molten pool. In this paper, previous studies are reviewed to assess the shielding gas ef-
fects on the characteristics of laser-welded austenitic stainless steel. The activated mechanism of molten pool flow 
by additional surface tension active elements i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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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명확한 메커니즘 한 밝 지지 않았다. 특

히, 표면 활성원소로 인한 용융풀 유동 한 연구는 아

크 용 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크 연구 결과를 근

간으로 이  용 에 응용 용하고 있다. 본 리뷰에

서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이  용 에서 차

폐가스가 용 상물의 기계  특성  미세조직에 미

치는 상과 라즈마/ 룸  용융풀 거동에 미치는 

향에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기계  특성  미세조직에 한 차폐가스의 
향

  아크 공정  제공되는 차폐가스의 종류, 각도  유

량 등의 변수는 비드 형상, 기계  특성  미세조직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를 들어, 아크용   

N2가스를 공 하면 N이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이

기 때문에 용 부 내 잔류 δ-페라이트 함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3,4). 반면, 이  용 에서는 이러한 차폐가스

의 향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Wang et al.2)

은 차폐가스 내 N2가스 분율 증가가 인장강도  용

부 형상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N2가스 분율이 증

가하면 δ-페라이트 함량은 감소한다고 발표하 다. 

Hafez et al.5)은 N2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이 

미세화되고 항복강도가 증가한다고 언 했다. Wu et 

al.2)은 이  용   Ar과 N2를 사용하여 차폐가스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 는데, Ar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고 연신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다 (Fig. 1). 모재보다 용 부에

서 경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N2 가스 비율이 증가함

에 따라 용 부 경도는 낮아진다고 하 다 (Fig. 2)2).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Fig. 3과 4에 나타

낸 것과 같이 AF모드로 응고되는데, 응고과정에서 페

라이트가 오스테나이트로 불완 하게 변태하면 용  

Base metal

N
ot

ch
ed

 te
ns

ile
str

en
gt

h 
(M

Pa
)

Nigrogen ratio of shielding gas
100%N2 75%N2 50%N2 25%N2 0%N2

1000

900

800

700

600

500 0

20

40

60

100

El
on

ga
tio

n 
ra

te
 %

Notched tensile strength
Elongation rate

80

Fig. 1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rate depending 
on shielding gas mixtures2)

-2.5 -2.0 -1.5 -1.0 -0.5 0.0 0.5 1.0 1.5 2.0 2.5
Distance from the weld centre/mm

300

250

200

150

100

50

0

BM

HAZ WM HAZ

100%N2
75%N2
50%N2
25%N2
0%N2

BM

H
ar

dn
es

s/H
v

Fig. 2 Hardness profile of weldments fabricated under 
different shielding gas mixtures2)

50 μm 50 μm

50 μm 50 μm

50 μm

Fig. 3 Optical microscopy of fusion zone produced un-
der different shielding gas supply; (S1) 0 L/min; 
(S2) 4 L/min; (S3) 8 L/min; (S4) 12 L/min; (S5) 
16 L/min8)

(a) (b) (c)

(d) (e)

(a)100% Ar
(b) 25% Ar, 25% N2

(c) 50% Ar, 50% N2

(d) 25% Ar, 75% N2

(e) 100% N2

Ferrite
Austenite

45 μm 45 μm 45 μm 

45 μm 45 μm 

Fig. 4 EBSD phase map of the fusion zone produced 
under different shielding gas mixtures5)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이  용 에서 차폐가스가 용 성에 미치는 향 조사 

한용 ․ 합학회지 제40권 제6호, 2022년 12월  527

속에 δ-페라이트가 일부 잔류하게 된다. 일정량 이하의 

잔류 δ-페라이트는 열간 균열 감수성을 이는데 효과

이지만, δ-페라이트는 부식에 취약하다. 따라서 목

에 따라 차폐가스 사용을 조 할 필요가 있다. 특히, 

N2는 오스테나이트의 틈새로 용해되며 강력한 오스테

나이트 안정제이기 때문에, 소량의 N2만 첨가하여도 

잔류 δ-페라이트 함량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다3,6,7). 

아크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Sisong et al.8)은 학 

미경을 활용하여 N2 차폐가스의 유량이 증가함에 δ-

페라이트 함량이 어들고 결정립이 미세화 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Hafez et al.은 EBSD 분석을 통해 N2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용 부의 δ-페라이트의 비율이 

어들고 평균 결정립 크기가 감소한다고 언 하 다 

(Fig. 5)5). 

3. 차폐가스가 라즈마/ 룸에 미치는 향

  이 -부재, 이 -차폐가스 사이의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라즈마/ 룸은 이  공정 빔을 흡수하거

나 난반사시키기 때문에 발생량이 증가할수록 재료에 

한 이  빔의 흡수율을 떨어뜨린다9-12). 라즈마/

룸이 강하게 발생될 때, 차폐가스를 공 하면 라즈

마/ 룸의 형성을 여 이  효율을 증가시키고 안정

인 용 공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CO2 이 의 

경우 He 가스를 사용하면 높은 이온화 포텐셜로 인해 

가스 라즈마가 쉽게 형성되지 않아 깊은 용입이 생성

되는 반면, Ar, N2 차폐가스를 사용한 경우, 이  

에 지가 가스 라즈마의 역제동복사에 의해 흡수되어 

얕은 용입 깊이가 생성된다. 이  장에 따라 차폐가

스의 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ber, 

Disk, YAG 이 의 경우 역제동복사의 활성 정도는 

CO2 이  비 약 100배 작으며, 따라서 Ar, N2, 

He에 의한 가스 라즈마는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Gao et al.13) 은 분 분석을 통해 라즈마/ 룸 발

생량과 이  워와의 상 계를 연구하 고, 이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강한 라즈마/ 룸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 다. Sun et al.14)은 고출력 CO2 

이  용 에서 He-Ar 차폐가스를 활용하고, 가스간 

분율이 라즈마/ 룸 거동에 향을 미치며, 측면 가

스 송 이 용  공정을 안정화시켜 용 성 향상에 정

이라고 보고하 다14). Wang et al.15)은 CO2 이

 용 에서 차폐가스가 이  유도 라즈마와 에

지 달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으며, 앞선 연구결과

와 유사하게 측면 차폐가스 공 은 이  유도 라즈마

를 억제하고 이  효율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 다15).

  차폐가스의 종류에 따라 라즈마의 발생 거동 한 

차이가 발생한다. 차폐가스 구성원소에 따라 라즈마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Ar 가스의 라즈마 자 온

도는 약 4500 K 인 반면, He의 자온도는 2000 K

이며 라즈마/ 룸의 분출시간이 Ar보다 짧다 (Fig. 

6). Xu et al.11)은 라즈마/ 룸 발생량이 용입깊이

와도 한 연 이 있다고 언 하 다. He을 차폐가

스로 쓴 경우에서 라즈마/ 룸 볼륨이 게 발생하

으며, 이로 인해 이  빔 에 지에 한 손실이 어

져 재료에 한 빔 흡수율이 증가되어 더 깊은 용입이 

형성된다고 보고하 다 (Fig. 6)11). Aiquin et al.16)

은 Ar과 He 가스에 한 라즈마/ 룸의 특성을 연

구한 결과, 차폐가스의 종류가 라즈마/ 룸의 크기 

뿐만 아니라 용융풀 형상에도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Ar 가스 용한 경우에서 He 가스를 사용했을 

때 보다 더 큰 라즈마가 발생했으며, 용융풀의 부피

도 더 컷다고 보고하 다16) (Fig. 7). Sabbaghzadeh 

et al.17)은 Ar, N2, 압축 공기 송 조건에서 펄스 용

시 발생되는 라즈마/ 룸의 자온도를 비교하 는

데, Ar과 N2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자온도의 뚜렷한 

차이는 없었지만, 압축공기를 송 하는 조건에서는 

기와 속증기 간의 순간  산화로 인해 높은 자온도

가 측정되었다고 하 다.  

  Fig. 8는 Ar과 He의 유량이 라즈마/ 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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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보여 다. 차폐가스의 유량

이 10 L/min, 16 L/min, 22 L/min 수 으로 증가

함에 따라 라즈마/ 룸의 자 온도가 감소하고, 분

출 지속시간이 단축된다11). Sabbaghzadeh et al.17) 

한 유량에 따른 자온도를 측정하 는데, Ar 가스

의 경우 15 L/min 이상의 유량에서 자 온도가 떨어

졌으며, 이는 증가된 차폐가스 유량으로 인한 라즈마/ 

룸과 키홀의 냉각 효과 때문이라고 하 다.

4. 차폐가스 내 활성화원소가 용융풀 유동에 
미치는 향

  스테인리스강에서 차폐가스의 사용은 용융풀 유동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표면활성요소인 S, O를 첨가하

게 되면 용입 깊이가 증가하고 비드 폭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18-21). 이

것은 O, S, P, Se와 같은 표면 활성성분의 차폐가스 

내 공 제어를 통해 원하는 용입과 비드 폭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8,19,22,23). 

  Naito et al.24)은 YAG laser  hybrid 용 에서 

산소 함량의 증가에 따른 키홀 벽을 따라 형성되는 하

향 용융 유동을 찰하 으며, 표면 장력의 향으로 

인해 높은 산소함량에서 좁은 표면 비드와 깊은 용입이 

생성된다고 보고하 다. Lu et al.25)은 약간의 CO2 

첨가가 용 부 형상  용입을 극명히 변화시켰다고 언

하 으며, O의 함량이 80 ppm을 넘어가면 용융풀 유

동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변경된다고 보고하 다. Zhao 

et al.23)은 산소함량이 280-500 ppm 범 에 있을 때 

깊고 좁은 용  풀이 유발되며, 280 ppm보다 낮거나 

500 ppm 보다 높으면 깊이 비 폭의 비율이 다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Ribic et al.20)은 

가스  S의 함량이 용입 깊이에 미치는 향은 무시

할 정도이지만, 산소농도는 용입 깊이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수치해석 모델을 통해 증명하 다.

  이  용 에서 차폐가스 내 산소 원소가 용융풀 유

동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아직 명료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문헌 등을 종합하 을 때, 마랑

고니 유동 환 효과, 열유체 가속 효과, 그리고 키홀

입구의 확장에 의한 효과 등으로 활성화 원소가 주는 

향으로 분류하여 설명되고 있다.

  He et al.21)은 산소 함량에 따른 용입 깊이의 증가

는 마랑고니 유동에 기인한다고 주장하 으며, 임의의 

온도계수(dϒ/dT)를 산정하고 유체역학을 시뮬 이션

하여 온도구배 계수의 향을 조사하 다.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융풀 내 산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온도계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 는 임계 (온도)은 

차 증가한다. 온도계수가 음에서 양으로 변하면 마랑

고니 류의 방향이 바 고, 온도계수가 양수일 경우 

용융풀 표면에는 안쪽으로의 유동이 존재한다. 자는 

온도계수가 음수일 때 (Fig. 10a), 키홀 벽 후면에서 

용융 흐름의 교차가 일어나면서 키홀벽이 붕괴되거나 

기공이 잔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언 하 다. 반면 온

도계수가 양수일 때 (Fig. 10c), 용융풀 바닥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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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mages of plasma with Ar gas and He gas of laser 
welding of 304 stainless stee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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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방향으로 흐르고, 용융풀 쪽 표면에서는 반시계방

향의 유동이 있어 키홀 주변의 유동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때문에 기공형성을 회피하기 해서 용융풀 표면

의 온도계수가 양수인 것이 용 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

하다고 제안하 다21).

  He et al.21)은 키홀 바닥면의 열유속으로 활성화 원

소(산소)의 효과를 설명하 다. Fig. 11을 통해 산소 

농도가 향상함에 따라 용입이 증가하고 비드 폭이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He et al.21)은 이러한 상이 

이  에 지 도와 계가 있다고 언 하 다. 산소

함량이 20%일 때 조사되는 이  빔 사이즈가 감소

하는데, 이로 인해 이  에 지가 좁아진 반경 안에 

집 되고 빠른 열유속이 키홀 바닥에 작용하여 용입이 

깊어진다고 설명하 다 (Fig. 12)21).

  반면, Zhao et al.19)은 산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른 

용입 깊이의 증가는 마랑고니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 제언하 다. 키홀에서 산화물이 분해되어 일산화탄

소(CO)가 형성되고, 일산화탄소가 키홀 정압을 증가시

켜 키홀입구가 확장되고 용입깊이가 증가된다고 보고하

다18,19). Fig. 13 는 산소 함량에 따른 용융풀 표면 유

동을 보여 다. Fig. 13a는 활성화 가스가 공 되지 않

은 경우로써, 알루미늄 분말(tracer)이 용융풀 앙에

서 머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10%O2 가스

가 공 된 경우, 키홀 주 로 알루미늄 분말이 이동하

다. 이를 근거로 활성가스가 공 되는 경우 키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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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용융풀 유체 유동이 키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변

화한다고 언 하 다. 하지만 내부 유동이 용입깊이를 

증가시키는 경우, 하향 유체 유동에 의해 키홀 깊이보

다 바로 뒤의 용융풀 깊이가 증가해야만 한다 (Fig. 

14)19). 때문에 Zhao et al.은 X-ray에서 측정한 키

홀 깊이와 횡단면의 깊이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유체 

유동에 의해 용융 깊이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반박하 다 (Fig. 15). 더불어, 키홀에서 

CO2  O2가 분해되어 형성되는 강화된 기체 분압이 

키홀을 확장하여 키홀 바닥면에 에 지가 보다 직

으로 닿아서 용입 깊이가 증가된다고 주장하 다18,19). 

  본 연구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이  용

에서 차폐가스 사용 시 기계 , 조직  특성, 라즈

마/ 룸 발생 거동  용융풀 유동에 미치는 향을 기

술하 다. 한 차폐가스의 사용은 라즈마의 형성

을 여 이  효율을 증가시키며 안정 인 용 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N2 차폐가스의 사용은 입계의 오

스테나이트화를 진시켜 기계  강도를 높이고, 고온 

균열 민감도를 낮출 수 있다. 한, 차폐가스에 O, S 

등의 활성요소의 첨가는 용융흐름을 바꾸고 보다 깊고 

좁은 용 부 형상을 만든다. 활성요소와 용융풀 유동에 

한 메커니즘은 재 이  용 에서 명확하게 규명

되지 않아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본 리뷰에서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이  

용 에서 차폐가스가 용 특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선행연구를 리뷰하 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Ar, N2를 차폐가스로 송 하는 경우, 차폐가스 종

류에 따른 인장강도  경도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차폐가스는 고온의 용융풀과 반응하여 내부 조직

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N2를 차폐가스로 사용한 

경우 용 부의 δ-페라이트 형성이 억제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스테나이트 비율 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3) 차폐가스는 라즈마/ 룸의 발생과 한 계

를 가지고 있다. He을 사용하면 Ar 보다 라즈마/

룸 형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상 으로 깊은 용입을 

확보할 수 있다. 높은 유량은 라즈마/ 룸 형성 억제

에 정 으로 작용한다.

  4) 차폐가스로 활성요소인 산소 (O2 는 CO2)등이 

첨가되면 용입깊이가 증가하고 비드폭이 감소한다. 활

성요소를 임의 추가하면 와인컵 형상의 단면비드를 I-

형상의 단면비드로 변화시킬 수 있다.

Fig. 13 Molten metal flow on pool surface for various 
oxygen contents (a) He-0%O2, (b) He-10%O2 
18,19)

Keyhole
depth

Inward flow

Weld
depth

Fig. 14 Schematic illustration of weld depth increased 
by inward flow19)

 (a) He-0%O2            (b) He-10%O2 

Fig. 15 X-ray transmission images of keyhole and tran- 
sverse sections for various oxygen contents of 
shielding gas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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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라즈마 아크 단(Plamsa Arc Cutting, PAC)

은 라즈마 아크를 이용하여 모재를 용융시키고 용융

속을 불어내는 단방식을 말한다. 단 공정은 컴퓨

터 수치 제어(CNC)와 결합하여 단하는데 사용가능

하며 용  공정과 더불어 핵심 공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1,2). 이 , 원  해체 련 산업에서는 2017년 고리 

원  1호기의 구정지로 인하여 원  해체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ee et. al.은 원  해체

를 한 최  단 방법을 단 기술별, 재질별, 두께

별로 분석하 으며, 열  단법  하나인 라즈마 

아크 단법을 기계 , 기  단법과 함께 원  해체 

가용 단 기술로 선정하 다3). 원 의 해체에서 속 

단의 상이 되는 것은 원자로 용기(Reactor Vessel, 

RV), 원  내부 구조물(Reactor Vessel Internal, 

RVI), 스  발생기(Steam generator) 등이 있는데, 

그  RVI는 상 으로 고 이기 때문에 원격 제어

를 통하여 수 에서 단된다4). 하지만, 세계 으로 원

마다 치한 환경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직

인 해체 이 에 공정에 한 시뮬 이션이 고려되어

야 하며5), 2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하여 실제 

해체  실시간으로 단을 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단에 한 연구는 용

 공정에서 과거부터 재까지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

고 있다. Kumar et. al.은 용  신호( 압  류)

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하여 로그래 이 가능한 

칩(chip) 기반 내장형 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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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Zhang et. al.은 가스 텅스텐 아크 용 (Gas 

Tungsten Arc Welding, GTAW)에서 음향 방출

(Acoustic Emission, AE)과 공기 결합 음  테스

트(Air-coupled Ultrasonic Testing, Air-coupled 

UT)를 사용하여 용락(burn through)에 한 모니터

링 시스템을 제시하 다7). Kim et. al.은 이  용

에서 용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한 방법으로 라즈마 

방사신호를 수집 후 LWF(Low pass filter)와 FWT 

(Fast wavelet transform)를 용하여 실시간 용  

모니터링을 구 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8). 4차 산

업 명의 도래와 함께 모니터링 시스템에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하는 연구 한 활발히 진행 이

다. Nazir et. al.은 음  용 (Ultrasonic Metal 

Welding, UMW)에서 변  신호(Displacement sig-

nal), 원 신호(Power signal), AE 신호(AE sig-

nal), 소음 신호(Sound signal)을 수집하여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ML) 기반으로 공구 상태 모니

터링(Tool Condition Monitoring, TCM) 시스템을 

제시하 다9). Fan et. al.은 머신비  기반 용  모니

터링을 소개하고 이에 기반이 되는 학 센서  필터, 

상처리 기술을 종합 으로 검토하 다10). Hao et. 

al.은 공간 필터링과 Abbe의 이미지 형성 이론에 기반

하여 용   실시간 용융풀 상 획득 시스템을 제시

하 다11). 

  단 공정에 하여, Xue et. al.은 라즈마 아크 

단 에 방출되는 소음의 특성을 조사하여 아크 단 

소음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가능성을 제시하 다12). 하지만, 소음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의하여 외란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다  마이

크 는 한 필터를 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3). 단 공정에서는 소음 뿐만 아니라 진동 한 발생

하는데 진동은 소음에 비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외란

이 어 분석에 용이하다. 실례로, Deshpande et. al.

은 단력(Cutting Force), 모재의 진동, 소음을 통

하여 단면의 표면조도를 측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14). 

  진동특성을 활용한 이상진단  모니터링에 한 연

구 한 활발히 진행 이다. 이상진단에 한 연구로

는 풍력발 기의 회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의 진동데이

터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부품고장을 감시  진단15), 

고속철도차량 감속구동장치를 상으로 실차시험을 통

한 이상진단 모니터링16), 3축 진동센서를 활용한 주상

변압기 상태 이상  진단17)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모

니터링에 한 연구로는 라스틱 사출성형공정에서 사

출성형  형에 달되는 진동을 통한 공정 모니터링

18), 삭력 진동 분석을 통한 삭 가공조건 모니터링
19), 스핀들진동의 피크주기 분석을 통한 공구상태 모니

터링20) 등이 수행되고 있다. 이처럼, 진동 특성을 활용

한 이상 진단  모니터링이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 

연구되고 있으나, 단 시 발생하는 진동 특성을 활용

하여 모니터링에 한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라즈마 단공정에서는 단 여부에 

따라 단 가스에서 유발하는 유동소음이 다름을 착안

하여 시편에서 계측되는 가속도 신호가 다를 것이라고 

상하 다. 이를 해 다양한 조건에서 단 시 발생

하는 시편의 가속도 신호를 수집하고 주 수 분석하여 

단 우무에 따른 차이 을 발견하 으며, 이러한 특성

을 활용하여 가속도를 사용한 단 여부를 단하고자 

한다. 

2. 실험 구성  방법

  실험 구성은 Fig. 1과 같이 Plasma cutting ma-

chine(Hypertherm x65), CNC system, 가속도 측

정을 한 계측장비(Data acquisition equipment), 

가속도 센서(Accelerometer)를 사용하 고, 해당 가

속도 센서는 단 시 시편에서의 구조물 진동을 측정하

는 용도로 사용하 다. 가속도 센서의 측정 단 는 

m/s2이며 설치 치는 단부로부터 각각 1.2 m, 1.5 

m 간격으로 바닥과 수직한 방향으로 설치하 다. 측정 

가속도 데이터의 샘 링 주 수는 단 시 발생하는 진

동을 충분히 측정 할 수 있도록 당 12.8k개의 가속

도 데이터를 측정하며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

한 계측장비  가속도 센서 사양은 Table 1, Table 

2에 명시하 으며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20mm 두께

의 스테인리스강(STS304)으로 선정하 다. 단은 edge 

start 방식으로 시편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Table 3은 라즈마 단 실험 조건과 그에 따른 결

과를 표기한 것으로 단 속도를 주요 변수로 두었을 

때, 단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

구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단 

시 단  길이당 입열량과 가스 분사압이 작은 경우 

단이 원활하지만, 일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단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됨을 확인하 다. Fig. 2(a)- 

(f)는 각각의 조건에서 수행된 시편의 상단면(Top sur-

face), 하단면(Bottom surface), 종단면(Longitudinal 

cross section)의 형상을 표 한 것으로 Fig. 2(b)에

서 보듯이 Case 1의 경우에는 하단면도 kerf가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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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단 시 라즈마 아크가 시편 체를 통

하여 단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Fig. 2(e)를 보면 Case 2의 경우 하단면에 kerf가 형

성되지 않았고, 해당 조건에서는 라즈마가 통되지 

못하고 하단면까지 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시 계측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서는 가속도 

데이터에 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Fig. 4는 시간

역(Time domain)에서 가속도 데이터를 비교한 것

● Specimen : SUS304, 20 mm

Plasma cutting spot

Nozzle

Accelerometer

Cutting direction

Measurement InstrumentPlasma cutting CNC system

ACC-1st

ACC-2nd
ACC-3rd

Cutting 
spot

1200 mm

1500 mm

800 mm

Acceleration data measurement

X direction

Z direction

Fig. 1 Experiment and data acquisition setup

Name Model Maker Dynamic range Frequency range Temperature range Locate

Underwater
accelerometer MEB210 CTC ±490 m/s2, peak 0.5 ~ 15 kHz -50 ~ 121 ℃ at 1.2 m

Underwater
accelerometer MEB211 CTC ±490 m/s2, peak 0.5 ~ 30 kHz -50 ~ 121 ℃ at 1.5 m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accelerometer

Name Model Maker Resolution Real-time 
bandwidth Sample rate

Apollo light Apollo_lt_4B SINUS 24 bit DC ~ 20 kHz 51.2 kHz

Table 2 Specifications of data acquisition equipment

Case
Cutting conditions Results

Current 
(A)

Velocity 
(mm/min)

Air pressure 
(bar)

Cutting length 
(mm) Performance

1 80 500 6 103 Success

2 80 700 6 99 Failure

Table 3  Experiment condition an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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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이 되지 않은 Case 2의 경우 가속도의 양진

폭(Peak to peak)이 단이 잘 된 Case 1에 비해서 

확연히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가속도 

데이터의 실효값(RMS, root mean square)의 변화

를 나타낸다. 실효값은 식(1)을 이용해서 계산하 고 

가속도 신호의 제곱을 과  사이 시간에 해서 샘

링 시간간격 에 해서 분하여, 시간간격 과 

 사이 시간으로 나 어 제곱근을 제거한 결과로 가속

도 신호와 같이 양과 음이 나오는 신호의 기하평균이라 

할 수 있다. 실효값의 물리 값은 원신호와 동일하며,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이며 일반 인 통계에서는 표 편

차와 동일한 값이다. 계산 시 1 의 간격(-)으로 

 구간에 걸친 실효값을 구하 다. 이러한 실효값의 

변화도 단이 잘된 Case 1에 비해 Case 2가 히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1)

  
  Fig. 6은 주 수 성분을 시간 역에서 분석하기 해 

가속도 데이터를 식(2)~(4)를 사용해서 Spectrogram으

로 변환한 결과이다. 식(2)는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ig. 2 Result of plasma cutting for top, bottom and longitudinal cross section for case 1 and case 2

Plasma 
cutting

Vibration monitoring 
(Acceleration)

Fig. 4

Fig. 5 Fig. 6

Fig. 7

RMS (root mean square) 
STFT 

(Shot-time Fourier Transform)

PSD 
(Power Spectral Density)

 Fig. 3 Flow-chart of vibration analysis in plasma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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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ier Transform)을 나타내는 식으로 계측된 이산

신호 데이터에 한 푸리에 변환을 복소수를 활용한 오

일러 공식을 통해 표 하 으며,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

면 가속도  신호를 분리하여 주 수를 가진 사인함

수들의 조합으로 표 할 수 있고, 어떤 주 수 성분을 

갖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은 계측한 가속도 데

이터, 은 창함수(Window function)로 푸리에 시

리즈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산 푸리에 변환의 설오

차(Leakage error)를 여주기 한 함수이다. 일반

으로 신호의 시작과 끝을 0에 가깝게 만들어 주는 함수

를 사용하며, 본 실험에 사용한 식(3)은 Hamming 

window 함수를 나타낸다. 푸리에 변환 길이는 샘 링 

주 수의 반으로 설정하 고, 50% 첩하여 계산하

다. 식(4)는 국소 푸리에 변환(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을 나타내는 식으로 시간신호를 m

개의 첩되는 신호로 나 어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고 

m개의 푸리에 변환 결과를 시간, 주 수, 진폭에 따라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비주기

인 신호의 주 수 성분 변화를 악할 때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단에 따른 시간 역에서 주 수 성분

의 변화를 확인하기 해 사용하 다. Fig. 4 가속도 

측정 데이터로 Spectrogram 변환 시 시간에 따른 주

수와 진폭으로 표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 치

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 해 x축을 시간 신 단 

치로 표기하 고 결과 으로 Fig. 6과 같이 단 

치에 따른 주 수와 진폭을 구할 수 있었다. 식 (5)에

서 Pxx는 PSD(Power Spectral Density)변환을 나

타내며 PSD는 푸리에 변환 신호를 정규화하여 나타내

는 값이고 푸리에 변환에서 구한 진폭(a(f))을 제곱하

여 df(샘 링 시간간격 dt의 역수)로 나 고 로그변환

(log)하여 Fig. 7에 표 하 다. 

    
  



 (2)

    cos


  ≤  ≤  (3)

    
  

 

 (4)

      (5)

  Fig. 6 그래 를 보면 Case 1의 경우에는 2 kHz ~ 

6 kHz 주 수 구간에서 10(m/s2)2/Hz 이상 진폭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반면 Case 2에서는 선 상자로 

표 된 2 kHz ~ 4 kHz 주 수 구간에서 Case 1과 

비교하면 그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단 치 20mm, 50mm, 80mm에서 Case 

1과 Case 2의 PSD값을 추출한 것으로 Case 1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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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 kHz ~ 6 kHz 주 수 구간에서 5(m/s2)2/Hz 

이상의 값을 확인하 고, Case 2의 경우 3.5 kHz이

하 주 수 구간에서 5(m/s2)2/Hz 이하로 값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 다. 즉 Case1, Case2 단 유무에 따라 

주 수 성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Tuladhar et. al.은 슐리  가시화를 통한 단가스 

유동에 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21) 라즈마 단 

시 kerf 내부의 단 가스 유동 CFD(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모델을 제시하 으며22),, 단 경

사면에 따른 CFD 유동 해석을 통하여 단이 잘 되는 

경우, 상 으로 고속으로 단 가스가 kerf 내부를 

통하여 배출되지만, 단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단 

가스의 속도가 느려지게 됨을 규명하 다23). 이러한 특

성은 단 가스의 유동으로 인한 진동과 련이 있으

며, 완  통이 되는 Case 1의 경우 가스의 유동으로 

인해 주 수 역까지 크게 진폭이 발생하는 반면, 

case 2의 경우에는 가스의 유동이 제한 이라 시편 

체에서의 진폭이 상 으로 어지게 된다. 한 Case 

1의 경우에는 Fig. 8(a)에서와 같이 용융풀의 배출이 

용이하여 단 시 kerf내부 용융풀의 부피가 일부 벽면

에만 존재하여 그 양이 상 으로 매우 을 수 있지

만, Case 2에서는 용융풀의 배출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kerf 내부 용융풀의 부피가 상 으로 커서 가

스 유동시 발생하는 진동에 지 일부를 흡수하여 주변

으로 소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kerf 내부의 

잔류 용융 속은 액체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진폭을 감

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라즈마 단 공정에서 발생하

는 진동 특성을 계측  분석을 수행하면 단 유무를 

단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향후 원격 단에 한 모니터링에 용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의 가속도계를 활용한 진동 데이터 계측  

분석을 통해 단 유무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 다. 이

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완  단이 이루어진 조건에서는 단시 양진폭

과 련 실효값이 단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 수 성분을 시간 역에서 분석하기 해 Spec- 

trogram으로 변환한 결과 완  단이 이루어진 조건

에서는 심 역 주 수 구간에서 반 으로 성분이 

고르게 분포하 으나, 단되지 않은 경우 주  구간 

성분의 크기가 어든 것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진동 특성의 차이는 가스 유동의 분출  

잔류 용융 속과 연 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4) 본 연구에서 활용한 특성은 화염  이  단 

등 열  단 시험 반에 용 가능하며, 원격으로 

단 유무를 단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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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반도체는 력의 변환, 배  등 력반도체 구동

과정에서 에 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Si 소재기반

에서 SiC(Silicon carbide) 혹은 GaN(Gallium ni-

tride)와 같은 밴드갭(WBG, wide band-gap)이 넓

고, 열 도도와 항복 압이 높으며 포화속도가 빠른 소

재로 체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6). 이러한 소재

는 온도가 높은 역에서 원활한 사용을 하기 함이 

목표이며, 력반도체의 합부도 고온에서 사용 가능

한 합공정이 요구된다. 재 고온구동을 해 용되

는 Pb-10Sn 솔더와 같이 Pb 함량이 높은 솔더링의 

경우 합소재의 융 은 약 300 ℃이며, 사용온도는 

약 250 ℃ 미만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제약을 지니고 

있다7,8). 더욱이 력반도체는 고온 환경에서의 구동 

외에도 합공정이 약 350 ℃ 이하의 온 합공정에

서 안정  합특성을 나타내고 장기 으로 물리  신

뢰성을 지녀야 산업  응용이 가능하다9,10). 이러한 요

구조건을 만족하는 합공정으로 천이액상(TLP, Tr- 

nasient Liquid Phase)확산 공정이 제안되고 있으나 

기존 공정에 비교하여 합 공정시간이 길고, 생성되는 

속간 화합물(IMC, Intermetallic compounds)이 

취성을 나타내어 작은 충격에도 괴에 이르는 합물

성 때문에 장기  신뢰성에 취약한 특성을 나타낸다. 

한 확산에 의해 생성되는 속간 화합물의 발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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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wer semiconductors for automobiles were joined by high Pb soldering to joint properties at high temperatures 
during operations. However, this process is being replaced by low-temperature sintering. In the low-temperature sin-
tering bonding method, Cu powder is low-cost and exhibits high-performance material and excellent bonding 
propertie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high-temperature aging on Cu paste sintered joints and the failure mechanism 
of the shear test were investigated. Cu monomodal and bimodal pastes were manufactured, and electroless nickel 
immersion gold (ENIG) surface treatment was applied on the Cu chip side. In the ENIG-treated joints, a significant 
number of Kirkendall voids were observed at the interface under Au after 2,000 h at 200 °C, and Cu2O was also 
formed. This is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diffusion coefficients of Au and Cu, which decreases the 
shear strength of the junction and rapidly increases the electrical resistance. After the shear strength tests, the crack 
propagation pattern at the interface of the ENIG-treated joint was confirmed via cross-sec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uture studies on surface treatment are required to clarify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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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피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계면에 보이드 결

함을 야기시켜 괴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제공한다11). 

이러한 이유로 재 Ag 혹은 Cu를 활용한 소결 합

기술이 유용한 안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Ag 소결

의 경우, 우수한 기 , 열  특성과 상온 안 성, 내

산화성이 우수하여 합부의 우수한 기 , 기계  특

성을 나타낸다12,13). 우수한 물성을 기반으로 가압과 

무가압에서의 합특성이 상세하게 보고되어 있기도 하

다14). 그러나 이온의 이동에 취약하고, 산업  양산에 

용하기에는 경제  단가가 높아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Cu 소결 합이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Cu는 열 , 기  특성과 

이온 이동에 한 내구성이 우수하며 소재의 단가가 

렴하여 산업  응용에 매우 유리한 소재이다15-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보고18)와 같이 바이모달 

구리 페이스트를 이용한 소결 합연구에서 직경 1 ㎛

의 입자와 0.3 ㎛ 구리 입자의 혼합비율이 3:1( 량%)

인 페이스트를 사용하 다. 기존 보고에 따르면, 소결 

합 직후(as sintered state) 바이모달 페이스트의 다공

성은 모노모달 페이스트에 비교하여 약 7% 더 낮고, 상

으로 높은 단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온 소결 합에서 장기  신뢰성 평가에 한 

단강도 하 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ENIG (Elec- 

troless Nickel Immersion Gold) 표면 처리된 합

부의 단강도가 시효 시간의 증가에 따라 격히 감소

하고 기 항은 증가하는 합부특성 하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고에서 나타난 바이모달 

구리 페이스트의 온 소결 공정에 한 우수한 합특

성에도 불구하고 고온 장기 신뢰성 평가에서 나타나는 

보이드 형성에 한 향에 해 논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바이모달 구리 페이스트는 직경 1 ㎛와 0.3 ㎛ 두 

종류의 입자를 25:75의 량 비율(%)로 혼합하여 폴

리에틸 - 리콜계 용매로 제조되었다. 입자와 용매는 

8:2의 비율로 혼합하 다. 구리 입자는 MK 자(주)의 

분말을, 용매는 덕산하이메탈(주)의 용매를 활용하

다. 0.3 ㎛로만 구성된 구리입자와 직경 1 ㎛와 0.3 ㎛ 

구리 입자를 25:75의 량 비율(%)로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이미지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합에 사용된 기 은 유기 납땜 방부제(OSP, Organic 

Solderability Preservative) 처리가 된 10 × 10 × 

0.98 mm크기의 다이 트 본드 구리(DBC, Direct 

Bonded Copper)를 사용하 다. DBC는 Cu/96%- 

Al2O3/Cu 구조를 가지며 Cu  Al2O3 두께는 각각 

300 ㎛  380 ㎛이 다. 합에 사용된 칩은 ENIG 

표면처리된 Cu 칩을 사용하 으며, (Au)과 니

(Ni) 층이 각각 0.5~1.0 ㎛와 5~7 ㎛두께로 형성되

어 있어 합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고 우수한 표면특성

을 보유하 다. 고온시효에 따른 Au와 Cu의 상호확

산, IMC 형성  성장을 극명히 찰하기 해 일반

인 ENIG 표면처리의 Au 두께에 비해 Au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합부를 찰하 다. 합을 한 구리 페

이스트는 50 ㎛두께의 SUS 304 메탈마스크를 사용하

여 스퀴즈 린  되었으며, 200 ℃에서 5분 동안 

비 건조(pre-drying)를 하 다. 이후, 구리 페이스트 

에 ENIG 표면처리된 칩을 실장한 후 250 ℃에서 

10 MPa의 압력으로 10분간 소결 공정을 진행하 으

며, 소결 공정의 개략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기 보고된 바와 같이 최 의 공정조건을 찾기 해 

다양한 소결 온도( : 250, 280  300 ℃)  압력

(1, 5  10 MPa)에서 소결 공정에 따른 소결 합

부의 물성을 보고하 다18). 본 연구에서는 최 조건으

로 단되는 250 ℃에서 10 MPa의 압력으로 10분동

안 소결하 으며, 200 ℃에서 1,000시간  2,000 

시간의 고온 시효 시험을 수행하여 고온시효 이 과 이

후의 합부 단강도와 기 항을 평가하 다. 단

강도 평가 후에는 단면 찰을 하여 괴의 메커니즘

에 해 분석하 다. 고온 시효 시험  후의 칩과 DBC

의 표면을 #200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 산화물 층

을 제거 한 후 항을 측정하 다. 기 항은 멀티미

터(Series 2400, Keithley Instrument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칩과 DBC에 +극과 -극을 연

결하여 소결 합부의 항을 측정하 다. 각 소결 

합부의 상변화는 X선 회 (XRD, X'Pert-Pro MPD, 

PANalytical, UK)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FE-SEM 

(Inspect F, FEI Co., USA)을 이용하여 소결 합 

공정 이후의 합부 단면과 단강도 이후의 단면을 

찰하 다. 소결된 구리의 다공성  상  도는 상

(a) (b)

1μm 1μm

Fig. 1 Top-view SEM images of Cu powder, (a) mono- 
modal (b) bi-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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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소 트웨어 “이미지 제이”(Image J,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ENIG 칩/소결 합부/DBC의 기계  강도는 단강

도 시험기(Dage 4000 HS, Nordson Co.,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때 단 높이와 단 속도는 각

각 50㎛와 1mm/min이었다. 단력은 최소 12회 측

정하여 최 , 최소치를 제외하고 평균값으로 측정되었다.

3. 결과  고찰

  바이모달의 정 혼합비를 도출하기 하여 기존 논

문19)에서 발표한 몬테카를로 방법을 용하여 최  혼

합비를 용하 다. 작은 입자와 큰 입자가 동일한 

도(ρ)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구조 단 의 혼합입자에

서 큰입자의 질량분율(ω)은 식 1과 같이 주어진다.

    

      (1)

  
이때 N1은 3차원 공간에서 큰 입자당 필요한 작은 입

자의 개수, N2는 작은 입자의 패킹 최  도를 0.74

로 가정하 을 때 큰 입자를 체할 작은 입자의 개수

이며, 식 2와 3으로 표 될 수 있다. 

    







 

(2)

   

 ‧ 














 ‧ 

 (3)

식 2에서 S1은 입자의 표면 (r1+r2), S2는 정 육각형

의 면 이다. 식 3에서 V1은 큰 입자의 부피, V2는 작

은입자의 부피이다. N1  N2는 각각 68.12, 54.85

로 계산되며 이를 용하 을 때, 큰 입자의 질량 분율

(ω)은 약 0.185로 0.3 ㎛와 1 ㎛ 입자의 질량비가 약 

8:2 일 때 가장 높은 도가 달성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입자의 유동성, 공정성을 하여 본 연구에

서는 75:25의 혼합비를 사용하 다. 

  모노모달과 바이모달의 구리 페이스트를 활용한 온 

소결 합부의 단면을 나타내는 주사 자 미경 이미

지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모노모달과 바이모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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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e sintered joints, (a) Mono-modal Cu paste (b) Bi-modal Cu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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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합부의 단면 이미지는  면 (connetion area)

이 ENIG 표면처리된 칩과 합부 사이에 잘 형성되어 

있고, 상호 확산에 의한 계면층(interface layer)의 형

성도 확인되고 있다. 한 소결된 페이스트 표면에 

한 공극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모달 페이스트가 

모노모달 페이스트에 비교하여 상 으로 공극율이 낮

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온 소결이후의 상변화를 찰하기 한 XRD 분석 

결과가 Fig. 4에 나타나 있다. 온 소결 이 의 구리 

입자에서 Cu2O 상이 찰되었으나, 온 소결된 이후

에 바이모달이나 모노모달의 구리 페이스트에서는 구리

의 (111), (200), (220) 주된 면의 피크들만 찰되

고 Cu2O의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용매로 사용

된 폴리에틸 - 리콜계 용매의 환원작용에 의해 산화

된 구리가 환원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합특성을 

해하는 산화구리를 제거함으로서 우수한 합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원인 에 하나로 단된다.

  한편 Fig. 5은 ENIG 표면처리된 칩과 표면처리 되

지 않은 Cu 칩의 바이모달 구리 페이스트 소결 합 

후에 장기 신뢰성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효 시험 후

의 단강도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시효 시험은 200 ℃

의 온도에서 1,000 시간과 2,000 시간 진행하 고, 

이후 단강도를 측정하 다. 표면처리 되지 않은 Cu 

칩의 합강도는 시효 후에 변화가 미미하나, ENIG 

표면 처리된 Cu 칩의 합강도는 한 감소를 나타

내었다. 이는 장기 사용에 있어서 계면 취약성을 나타

내는 요인으로 단된다.

  단강도의 감소와 연계하여 기 항도 시효가 진행

됨에 따라 격히 증가하 다. Fig. 6은 시효 시간에 따

른 기 항의 변화를 나타낸다. 온 소결 후 ENIG 

표면 처리된 Cu 칩의 합부 기 항은 표면처리 되

지 않은 Cu 칩의 기 항 비 약 1.6배 높은 상태

로 측정되었고, 이는 Au와 소결된 구리의 이종 계면에

서  면 이 Cu와 소결된 구리 계면 보다 낮게 형

성됨에 따라 항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된다20). 

한 2,000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ENIG 표면처리된 

Cu 칩의 항은 0.69 Ω에서 1.05 Ω으로 측정되어 

약 1.5배가 증가하 고, 표면처리 되지 않은 Cu 칩의 

경우는 0.44 Ω에서 0.95 Ω으로 측정되어 약 2.1배

가 증가하 다.

  Fig. 7은 고온 시효 시험 후 소결 합부의 XRD 

패턴을 나타낸다. 2,000 시간 시효 된 후, 구리 산화

물인 Cu2O  CuO 상이 찰되었다. 공기 노화 동안

의 산화는 일반 으로 두 가지 소결 단계를 거친다21).

    →  (4)

    →   (5)

  고온 시효 동안 순수한 Cu의 산화는 먼  Cu2O를 

형성한다. 그런 다음  안정상인 Cu3O2로 변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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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와 추가로 반응하여 CuO를 형성한다. 따라서, Cu 

산화물의 주요 생성물은 Cu2O  CuO 다. Cu 산화

물은 순수한 Cu에 비해 높은 기 항성과 다소 약한 

결합강도로 이어지게 된다22).

  이러한 변화의 원인 규명을 하여 시효 실험 후에 

주사 자 미경을 활용하여 합부 단면 찰을 수행한 

결과가 Fig. 8에 나타나 있다. 온 소결 합 직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보이드 형성이 시효 후에 

ENIG 계면에서 집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

하 으며 이는 표면처리 되지 않은 시료(a)에서는 나

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Cu2O가 Au 계면의 하단에서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시효 

실험 에 다공성 구조에서 공기의 유입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고온에서의 시험 환경이 산화를 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보이드 형성과 산화

물의 발생 변화가 단응력을 받았을 때, 균열 를 

수월하게 하고, 항력을 감소시켜 단강도의 감소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단되고 계면연결면 (interface 

connection area)의 감소와 산화물의 연효과에 따

라 기 항의 속한 증가가 발생하 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Au 계면의 바로 부분에서 나

타나는 것은 시효 공정 에서 발생하는 상호확산계수

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단된다. Elmer 등이 발표한 

논문23)에서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Au에서 

Cu로의 확산계수는 그 범 가 5.8×10-4에서 3.8×10-2 

㎛2/s인데 반해서 Cu에서 Au로의 확산계수는 7.8× 

10-3에서 2.8×10-1 ㎛2/s로 약 10배의 차이가 난다. 

즉 Cu 층에서 Au 층으로 가는 확산속도가 Au에서 

Cu로 오는 확산속도 비 약 10배가 빠른 것이고, 이

는 Au 계면 바로 하단의 Cu 층의 보이드를 형성하고 

형성된 보이드에서 시효 시험 에 지속 으로 공 되

는 산소와 고온 반응하여 Cu2O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확산계수의 비교는 Fig. 8에 나타나 있다.

  상기의 결과에서 ENIG 표면처리된 칩과 소결 합

된 합부는 상호확산계수의 차이에 따라 Au 계면 하

단에 커캔달 보이드(Kirkendall void)가 형성되었으

며, 고온 시효 동안 소결된 구리의 계면 기공률이 증가

하고 구리 산화물이 Au-Cu 층에 연결되었다. Au-Cu

층 계면 하단의 보이드는 균열 의 원인으로 작용하

여 상 으로 결합력이 약한 Au와 소결된 Cu의 계면

에서 단이 발생이 발생하 으며, 시효 동안 단강도

는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표면처리되지 않은 칩은 

소결된 Cu 입자의 산화에도 불구하고 계면과 충분한 

넥킹을 유지하 다. 이에 따라, 소결된 구리 합부 내

부에서 괴가 발생하 다. 고온 시효 동안 생성된 Cu 

산화물의 성장  구리 입자 사이의 상호확산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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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소결된 구리 합부의 치

화에 의해 시효 동안 단 강도가 유지된 것으로 단

된다24). 이에 한 주사 자 미경의 단면 이미지와 

괴 메커니즘을 설명한 모식도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리 페이스트를 활용한 온 합에

서 합부의 고온 시효 향과, 단시험의 괴 메커

니즘에 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바이모달 구리 페이스트가 모노모달 비 패킹 

도가 높아 합부 내부의 공극율 감소  계면 연결 

면  증가로 기 도도와 합강도의 향상 등 상

으로 우수한 합부 특성을 나타낸다. 공극율의 결과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용하여 도출되었고, 바이모달의 

정 혼합비는 0.3 ㎛와 1 ㎛ 입자의 질량비가 약 8:2 

일 때 가장 높은 도가 계산되었다.

  2) 고온 시효 시험 후, 표면처리 되지 않은 Cu 칩은 

시효 후에 합강도 하가 없으나, ENIG 표면처리

된 Cu 칩의 합강도는 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

는 Au와 Cu의 상호확산계수차이에 따른 커캔달 보이

드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보이드의 

형성은 괴 메커니즘에 향을 주어 ENIG 표면처리

된 Cu 칩의 단 괴는 계면의 보이드를 따라 괴가 

발생하 으며, 이는 균열 를 용이하게 하여 단강

도의 하를 유발하 다.

  3) 고온 시효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 항이 증

가하 으며, 이는 구리 산화물의 형성  성장에 따라 

항이 증가하고, 특히 ENIG 표면처리된 합부에서

는 계면의 보이드 형성에 따른 면 의 감소에 따라 

기  물성이 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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