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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쉬심(Mash-Seam)용접은 접합하려는 피용접재를 

일정간격 겹친 후 겹침부에 저항발열을 가하여 반용융

상태가 되면 가압력에 의해 압착되어 용접부가 생성되

는 접합법이다
1,2)
. 매쉬심 용접은 레이저 용접등과 함

께 테일러드 블랭크 공법에 많이 사용되며 원판전극

(WE, Wheel Electrode)과 평판전극(FE, Flat Electrode) 

매쉬심 용접이 있다. 

  레이저 용접의 경우 장치가 고가이고, 피용접재의 치

수정 도가 높아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원판전극을 사용하는 매쉬심 용접의 경우는 전극에 

열이 많이 발생하여 냉각장치고 커지고 복잡해지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 방법이 FE 매

쉬심 용접이다. FE 매쉬심 용접은 커다란 FE로 긴 용

접부를 한번에 용접하여 연속용접부를 형성하는 저항 

용접법으로 테일러드 블랭크 공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FE 매쉬심 용접의 경우 용접기의 용량이 상

당히 커지고 용접부 양끝단의 접합에  문제점을 나타내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용접기의 냉각장치가 간단하거나 혹은 기존

의 저항 점 용접기와 같은 수냉장치만을 가지면서 용접

기 용량은 기존의 저항 점 용접기와 같은 수준의 용접

기로 100mm이하의 용접부를 연속 용접할 수 있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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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매쉬심 용접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테일러드 블랭크 공법에 적용되는 

레이저 및 저항 심 용접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연속 용

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용접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위해 FEC(Flat Electrode Continuous) 매쉬심 

용접부의 특성을 검토하 다.

2. 사용재료 및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75kVA용 단상교류 저항용접기를 사

용하여 용접을 실시하 고, 피용접재의 고정을 위하여 

지그를 만들어 용접기의 하부전극에 고정하여 사용하

다. Fig. 1에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전극의 형상을 나

타낸 것으로 도전율 75%의 제2종 크롬동 전극을 Fig. 

1의 형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하 고 설치는 기존의 정치

식 저항용접기에서 사용하는 전극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하 다.

  Table 1에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용접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피용접재는 두께 1.2mm

의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 다. 그리고 2, 3, 5타점의 

FEC 매쉬심 용접부를 형성하여 용접부 단면 관찰등 

기본적인 특성을 관찰하 고, 5타점 이상의 용접부를 

형성하여, 인장시험, 에릭슨시험, 누설시험을 실시하 다.

  Fig. 2는 FEC 매쉬심 용접의 계략도를 나타낸 것으

로 용접선 길이에 비해 상당히 작은 FE를 이용하여 연

속적으로 용접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용접부의 기본적인 특성

  Fig. 3과 Fig. 4는 2타점 용접에서 용접전류와 

ELL에 따른 용접부 파단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용접

전류 12kA와, 전극겹침길이 1mm, 2mm를 제외하고

는 모두 모재에서 파단이 발생하 다. 그러므로 적정한 

용접부 강도를 얻기 위해서 전류는 13kA이상, ELL은 

3mm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2타점 용접에서 ELL에 따른 용접부의 단

면을 나타낸 것으로 ELL 1∼5mm에서도 일반 심 용

접과 같은 너깃 겹침의 형상은 찾을 수가 없었다. Fig. 

5의 (a),(b)의 사진에서 흰색 원안의 모습이 용접부와 

용접부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을 확대한 사진이 

Table 1  Welding conditions

Current

(kA)

Time

(Cycle)

Electrode

Force

(kgf)

SLL

(mm)

ELL

(mm)

2-Points
welding

12~15 10 200 1 1~5

Hardness
Tensil test
Erichsen test
Leak test

13 10 200 1 3

5

22

12

8

14

Ø16

6

Fig. 1  Shape of electrode

Sheet Lap Length : SLL

Flat electrode

Electrode Lap Length : ELL

Specimen

Upper electrode

Lower electrode

Fig. 2 Schematic of welding

(a)12kA (b)13kA (c)15kA

Fig. 3 Fracture shape by variation of welding   

current in 2-point welding.(200kgf, 10   

Cycle, ELL : 5mm)

(a)ELL : 1mm (b)ELL : 3mm (c)ELL : 5mm

Fig. 4 Fracture shape by variation of ELL in 2-  

point welding.(13kA, 200kgf, 10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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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이며 용접부를 확대한 사진이 Fig. 5 (c)이다. 

  Fig.5 (c)의 경우 피용접재의 중심을 따라 응고조직

이 보이고 그 주변을 열 향부로 판단되는 조직이 보이

지만 Fig.5 (d)에서는 중간지점에 조직의 형태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ELL이 1mm∼

5mm까지 계속 관찰되었다. 또 타점수가 많아지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 관찰되었다. 이렇게 너깃 겹침이 

보이지 않는 원인은 심용접과 같은 완전 용융 용접이 

아니고, 반용융 상태에서 용접이 되므로 너깃이 크게 

형성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전 

타점에서 생성된 용접부가 다음 타점 용접시 전극의 겹

침으로 용접부 뒷부분은 재열처리 효과에 의해 조직이 

변태한 템퍼드 비드로 판단된다.

3.2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

  FEC 매쉬심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용접부의 경도, 소성가공도, 인장강도, 누설 시험을 

실시하 다. 용접부의 경도는 용접부 종단면에 대하여 

실시하 다.

  Fig. 6은 FEC 매쉬심 용접부의 종단면에 대한 경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용접부의 경도는 250Hv∼

260Hv의 경도를 나타났지만, 템퍼드 비드에서는 170Hv

의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 즉 이전 타점 용접에 의해 

생성된 용접부가 다음 타점 용접시 완전히 용융, 응고

하지 않고 열처리만 되어 경도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재열처리에 의한 템퍼드 비드

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하 다.

  Fig. 7은 Ming F. Shi 등에 의해 연구된 결과로서 

레이저 용접과 매쉬심 용접부의 경도를 비교한 결과이

다
8)
. 동일 모재를 용접한 결과 레이저 용접부의 미세경

도가 매쉬심 용접보다 약 50%정도 높은 경도값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는 용접된 제품의 2차 소성가공시 레

이저 용접부가 매쉬심 용접보다 소성가공도가 나쁠 것

으로 판단된다.   

Fig. 5 Micro and macro section of welded joint in 

ELL 2-point welding (13kA, 200kgf, 10 

Cycle,)

(a)ELL : 3mm

(b)ELL : 4mm

(c) Micro section of welded joint 

in location "A" (ELL : 3mm)

(d) Micro section of welded joint 

in location "B" (ELL : 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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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ardness distribution in longitudinal direction 

of FEC mash seam weld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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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ardness distribution in the laser and   

WE mash seam weld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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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부의 정량적인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용접부에 

대한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Fig. 8은 FEC 매쉬 심 

용접부에 대한 인장시험에 의한 파단형상이고 Fig. 9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모재에서 파단 하

으며, 그때의 파단하중은 약 1200kgf 정도로 나타났

다. 필 시험과 마찬가지로 인장시험에서도 모두 모재에

서 파단이 발생하 으므로 FEC 매쉬 심 용접부의 강

도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EC 매쉬심 용접부의 소성가공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에릭슨 시험을 실시하 다. 매쉬심 용접은 테일러드 

블랭크 공법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용접부의 소성

가공성이 상당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FEC 매쉬심 용접부의 에릭슨 시험값

을 다른 용접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 소재, 동일 크기

의 시험편에 TIG용접한 후 에릭슨 시험을 하 고, 냉

간압연강판 원판에도 실시하 다. 그리고 레이저 용접

과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보고 된 자료를 인

용하여 그 특성을 같이 비교하 다.

  특히 레이저 용접부에 대한 소성가공도는 모재 소성

가공도에 약 70% 정도라고 허 무
6)
 등에 의해 보고 

되었고, 냉간압연강판의 강도에 따라 레이저 용접부가 

모재의 소성가공도에 91%∼63%의 소성가공도를 가진

다는 결과가 최정
7)
 등에 의해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레이저 용접부의 소성

가공도를 모재의 70%정도 수준으로 판단하여 그 특성

을 비교 검토 하 다. 

  Fig. 10은 FEC 매쉬심 용접부와 TIG 용접부의 에

릭슨 시험한 시험편의 사진을 나타낸 것으로 모두 용접

부 수직방향으로 파단이 발생하 다. 

  Fig. 11은 에릭슨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재

의 에릭슨 값은 12.7mm로 나타났고, FEC 매쉬심 용

접의 경우 9.7mm로 나타났으며, TIG용접은 11mm의 

에릭슨 값을 나타냈다. FEC 매쉬심 용접의 경우 KS 

규정에는 90%이상의 에릭슨 값을 나타냈지만 모재에 

비해서는 약 78%정도의 에릭슨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

고 TIG용접은 FEC 매쉬 심 용접에 비해 높은 에릭슨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입열량이 매쉬심 용접보다 큼으

로 냉각시간이 길어서 용접부의 경도가 낮기 때문인 것

Welding condition : 3point, 13kA, 10cycle

200kgf, SLL:1mm, ELL:3mm

Fig. 8 Fracture shape of FEC mash seam weld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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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acture load of FEC mash seam welded joint

(a) Fracture shape of Erichsen test by FEC mash 

seam welding

(b) Fracture shape of Erichsen test by TIG welding

Fig. 10 Fracture shape by erichsen test

0.0

2.0

4.0

6.0

8.0

10.0

12.0

14.0

B.M.

E
ri

c
h
s
e
n
 v

a
lu

e
(m

m
)

FEC mash
Seam welding

TIG 
welding

Laser
welding

Welding method

0.0

2.0

4.0

6.0

8.0

10.0

12.0

14.0

B.M.

E
ri

c
h
s
e
n
 v

a
lu

e
(m

m
)

FEC mash
Seam welding

TIG 
welding

Laser
welding

Welding method

Fig. 11 result by erichsen test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평판전극 연속타점에 의한 매쉬심 용접기법 개발 

大韓熔接學會誌 第21卷 第5號, 2003年 9月                                                                    517

39

으로 판단된다.  

  레이저 용접의 경우 앞선 연구자들의 보고에 의해 모

재의 70%정도의 소성가공도를 가진다고 보고 그 특성

을 그래프에 나타낸 결과 에릭슨 값은 약 8.5mm 정도

로 FEC 매쉬심 용접보다 작게 나타났다. 실제 레이저 

용접은 높은 에너지가 아주 좁은 부분에 짧은 시간동안 

투여됨으로 그 냉각시간이 상당히 짧아서 용접부의 경

도가 저항용접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FEC 매쉬심 용접의 기 성을 시험하기 위하

여 누설 시험을 실시하 다. 직육면체의 용기를 제작하

여 그 용기에 압축공기를 주입한 후 수조 속에 1시간 

동안 담구어서 공기의 누설 여부를 확인하 다. 누설시

험을 위해서 제작한 용기는 FEC 매쉬심 용접과 TIG

용접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제작된 압력용기에 공급공기압 6kgf/cm
2
의 공기를 

주입한 후 이것을 물이 담긴 수조에 담갔으며, 공급공

기는 에어 컴플레이셔를 통하여 공급하 다. 수조에 한 

시간 동안 담가둔 결과 용기에서는 누설이 발생하지 않

았다. 누설이 발생할 경우 수조에는 공기방울이 발생되

어야 하는데 전혀 공기방울이 발생되지 않았다. 

4. 결    론

  두께 1.2mm의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한 FEC 매쉬심 

용접 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EC 매쉬심 용접기법을 개발하 다.

  2) 용접부의 단면검토 결과 너깃 겹침(재용융부)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전 너깃부에 재열처리 효과로 인한 

템퍼드 비드가 형성되었고 그 템퍼드 비드의 경도는 너

깃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3) FEC 매쉬심 용접부의 에릭슨 시험결과 모재의 

78% 정도로 나타났지만 레이저 용접보다는 높게 나타

났고 기 성도 우수하 다.

  4) FEC 매쉬심 용접기법의 적용으로 접합부의 길이

가 길 때 용접기 용량이 부족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5) FEC 매쉬심 용접기법의 적용으로 기존 디스크 

전극에서 사용된 과도한 수냉 시스템이 불필요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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