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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논문상 

논문명 : 카오스 분석을 통한 용접 품질 정량화

조정호, Dave Farson, 김철희

싱글 모드 파이버 레이저는 우수함 빔품질을 바탕으로 전

자빔 용접을 대체할 만한 정밀 용접이 가능한 열원으로 다

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테인리

스 스틸의 맞대기 이음부에 싱글 모드 파이버 레이저 용접

을 적용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중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용접 종단면을 따라 불규칙한 용입이 나타나는 

스파이크 (spiking) 결함1)이었다. 스파이크 결함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로 결정지을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다. 이 결함은 불규칙한 키홀의 연속으로 키홀 바닥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어 파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스파이크 결함이 주로 전자빔 용접부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특징

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출력 변조 (power modulation)나 위빙 (weaving), 빔 오실레이션 

(beam oscillation)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스파이크 결함의 방지책 탐색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결함의 수학적 분석을 통해 방지책들의 효과를 

정량화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매우 불규칙한 특성을 보이는 스파이크 결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카오

스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이에 따라, 카오스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한 이론 중의 하나인 리야프

노프 지수 (Lyapunov exponent) 이론을 적용해 스파이크 용입의 카오스 정도(chaotic degree)를 숫자로 제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용접 공정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 효과를 계산 값을 통해 다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레이저 용접부의 용입에 대한 리야프노프 지수 분석을 통해 이 계산 값이 갖는 물리적 의미를 고찰하

고, 스파이크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레이저 출력 변조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을 통해 용접 공정의 예측 불가능한 결함 및 데이터 경향과 대비책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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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 Al-Si 용융도금된 11%Cr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 STS409L GTA 용접부의

미세조직과 경도

박태준, 공종판, 나혜성, 강정윤, 엄상호, 김정일, 우인수, 이종섭

GTA(Gas Tungsten Arc Welding)용접은 자동차 배기계의 부품 용접에서 ERW(Electrical Resistance

Welding)와 레이저용접에 비하여 생산성은 낮지만, 초기설치 및 유지비가 저렴하고 관리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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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 배기계 소재로 열팽창 계수가 작고 내식성이 우수한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이 사

용 되고 있고,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STS 409L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TS 409L은 도로 제설염과 

NH4+, Cl-등의 배기계 응축수에 아주 열악하여, 부품 교체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S 409L에 Al-Si용융 도금된 스테인리스강(Al coated 409L)이 개발되었다. 한편, 일반적인 페라이트 스

테인리스강 409L에 Gas Tungsten Arc(GTA) 용접 적용 시 모재의 가공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용접부의 결

정립 조대화와 경화현상에 의해 가공성의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재 자체의 성분

을 변화시켜 가공성을 향상 시킨 연구 사례가 있다. 알루미늄 도금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409L의 경우 제조사인 

AK steel 사에 의하면 용접부 내에 기공이 발생하여 적절한 Filler Wire 사용 없이는 GTA 용접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내용은 보고된 바가 없으며, 알루미늄 도금 강판의 GTA 용접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8wt% Si 합금으로 용융도금 된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 409L의 GTA 용접 적용 시 

도금층이 용융부로 혼입됨에 따라 용접부의 조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용접부의 미세조직 및 경도에 미치는 도금층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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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 위보기 및 경사상진자세의 TIG 용접에서 비드 성형기의 물리적 힘에 

의한 용융지 제어

함효식, 하종문, 이병우, 조상명

초층(root-pass)용접이란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패스(pass)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최초층의 용접을 말하며, 시공상 고도의 

기능이 요구되는 고품질 초층용접에서는 

아크가 안정되고 입열량의 제어가 용이한 

GTA용접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품질 초층용접은 화력발전용 스테인리

스강 파이프, 원자로용 파이프 이음 등에 주로 적용된다. 여기서 용접부의 일차적인 품질은 용접비드 형상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용접비드 형상이 용접부의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통계

적 실험계획, 선형 회귀모델, 인공지능기법을 통해서 용접비드 형상에 미치는 용접공정 파라미터들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또한 다꾸치(Taguchi)방법을 이용하여 용접속도, 용접전류, 와이어 공급속도와 아크길이에 따

른 용접 비드형상을 예측하는 방법도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용기용 용접구조물의 초층용접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고품질의 이면비드를 얻기 

위한 GTA용접조건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용접공정은 다중입력 대 다중출력 공정이므로 원하는 이면비드형상을 얻기 

위해서는 용접변수를 조정해 가며, 수많은 실험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실

험계획법에 의한 반응표면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이 때 얻은 데이터들로부터 호감도 함수를 적용하여 최적의 용접조건

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용접조건의 검증실험 결과 예측된 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의 용접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최적조건 선정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유사 공정의 최적화 및 자동화 시스템 요소 구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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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  도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영도 교수는 1996년 한국해양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및 2003년에 미

국 Colorado School of Mines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학위는 

HSLA 강의 용접부 수소취성 억제를 위한 수소 Trapping 사이트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박사학위는 고강도강의 용접부 수소량 측정을 위한 TEP의 활용과 비철금속의 

용접성 평가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사학위 후 Colorado School of Mines에서 Post

Doc.의 수행과 미국 표준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으로 수소저장합금에 대한 연구를 2년간 진

행하였다. 2005년 3월부터는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 금속재료연구팀 선임연구원으로 

자동차용 강판의 저항 점 용접 및 아크용접에 대한 용접성 평가, 그리고 자동차 차체 적용을 위한 신 용접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2005년 9월부터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재직 중으로, 에너지 시스템 연구실 (Energy System

Lab.)을 운영 중이며, 주로 자동차에 적용되는 다양한 용접소재 (AHSS, UHSS, 알루미늄 합금 등)에 대한 저항 

점 용접 및 아크용접부의 신뢰성 평가, 용접 변수 최적화 및 용접부 미세조직 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

다. 또한 풍력타워의 용접성 평가, 자동차 차체의 Hybrid 접합기술등의 연구도 진행 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동의대학교 산하 용접인력 양성센터 (CEWE)를 설립하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의 용접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현재 용접인력 양성센터는 용접 실습장과 가상현실 용접시뮬레이터등의 장비를 구축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용접엔지니어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51편을 투고하였으며, 국내/국제 학술회의 발표 62건을 수행하여 

학술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연구 프로젝트 25여건의 수행을 통해 용접․접합기술에 관련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3년과 2005년에는 미국 AWS로부터 William Spraragen Memorial Award와 

McKay-Helm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학술적인 기여뿐 아니라 대한용접․접합학회 편집위원, 검정위원회 위원, 저항용접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

고 있으며, 2006년도 제2회 한일젊은과학자 심포지엄의 한국 측 대표로 활동하는 등 대한용접․접합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번 철암 논문상에서는 780MPa급 TRIP강의 저항 점 용접부에서 도장 공정의 

Paint Baking에 따른 용접부 파단모드의 변화 및 미세조직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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