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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 재 제작 업체에서 용 배 (Welded pipe)을 제

작하는 경우, Fig. 1과 같이 양 끝 단의 진원도 유지

를 해 막 나 이 를 용 을 하여 고정하는 등의 

추가 작업을 수행한다. 해당 배 으로 Spool을 제작하

기 해 필요한 길이만큼 톱 는 가스 단을 하는 경

우, Fig. 2와 같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진원도 변

형이 발생한다. Spool 제작 과정에서 butt 용  는 

flange 체결 시, 배  단차가 발생하고 된 오차는 

블록 간의 조립 공정에서 더 큰 부작용을 래한다.

  

용접배관 절단에 따른 잔류응력 재분포 특성 및 구조건전성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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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lded rolled up steel pipe plates undergo more roundness deformation than seamless pipes. The main reason is 
that the existing residual stress after welding was re-distributed by the cutting proces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onstraint on the cutting process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FEA) to minimize 
deformation. To include the effect of the cutting simulation, the external constraint was used as the mechanical restraint, 
and a welded pipe without constraints was used for comparison purpo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cutting deforma-
tion and residual stress were both significantly reduced under the effect of external constraints. Moreover, the method 
of reducing conservatism in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 (ECA) was proposed using residual stress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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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xed with steel pipes at both ends of welded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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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용 배  제작 시, 용 에 의해 발생

하는 잔류응력이 배 의 단에 의해 재분포되어 잔류

응력은 완화되고 변형이 발생하는 상을 확인하 다. 

추가로 배 의 물성(C/S, STS)에 따라 용   단 

과정의 구속 조건을 고려하여 완화되는 잔류응력과 변

형 mode를 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해석은 상용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 Marc를 

이용하 다.

  한, 기존의 BS 7910에서 제안하는 항복 강도 수

의 잔류응력으로 계산되는 응력확 계수 (KI, Stress 

intensity factor)와 실제 완화된 잔류응력을 반 한 결

과를 비교하여 기존 구조건 성평가(ECA,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의 보수성을 완화하는 것이 목

이다.

2. 단 해석

2.1 재료  물성

  Seam 용   단 작업이 용되는 C/S, STS 배

의 물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항복  인장강도, 

탄성계수, Poisson’s ratio 등은 온도에 따른 값을 

용하 다. 1500℃ 이상에서 고상-액상 상변화에 따른 

열팽창계수의 격한 증가가 상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1500℃ 이상에서 하기 값이 유지된다고 가정하 다.

2.2 배  치수

  용 배  제작 시, 외부 용 만이 가능한 아래 Table 

2의 2가지 배 에 하여 용   단 해석을 수행하

다. 배 의 외경을 정의하는 NPS(Nominal pipe 

size)는 미국기계학회(ASME)에서 배 의 호칭경을 의미

하는 용어이고, 배 의 두께를 나타내기 해 schedule을 

이용한다. 즉, NPS가 정해지면 이  외경이 정해지

고, SCH로 배 의 두께를 정하면 내경이 정해진다. 

400A 이상의 용 배 은 내부 용 과 외부 용 으로 

제작될 수도 있으므로 용  비드 형상이 달라질 수 있

어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치 해석

의 효율을 하여 배 의 길이는 200mm로 가정하고 

연속  칭의 경계 조건을 용하 다.

Fig. 2 Deformation of roundness in welded pipe

Pipe material AISI/UNS DIN Yield strength
at RT [MPa]

Tensile 
strength 

at RT [MPa]

Thermal 
expansion at 
1500℃ [1/K]

Elastic 
modulus

at RT [MPa]

Poisson’s
ratio

Carbon steel AISI 1012 EN 10084 
C22 240 430 1.64E-05 205,000 0.3

STS 304 AISI 304 X5CrNi1810 
(h) 210 520 2.29E-05 195,000 0.3

Table 2  Geometry and dimension of welded pipe

Nominal pipe size 
(DN) Schedule (SCH) O.D. [mm] Thickness [mm] Pipe length [mm]

20A 40 26.7 2.87
200

300A 40S 323.9 9.53

Table 1 Material of welded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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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 해석 개요  검증
 

  배 의 용   냉각 후, 톱 단 해석을 수행하

다. Table 3  Fig. 3에 해석  경계 조건을 나타

내었다. Load case 1, 2에서 용  열/변형 해석을 마

친 후, Load case 3에서 요소 소멸을 이용하여 단 

해석을 수행하 다. 하기와 같이 geometric plate 면

에 contact을 용하여 평 에 배 이 놓여진 상태로 

가정하 다. 배 의 양 끝 단이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

다는 가정을 해 Z 방향으로 칭 조건을 용하 고 

tack 용 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 다. 한, 

력 가속도를 용하여 배 의 자 도 함께 고려하 다. 

특히, 배 을 용 하고 단하는 과정에서 기계  구속 

조건의 향을 검토하기 해 배 의 좌우를 고정하거

나 고정물의 설치 등 다양한 경계 조건을 설정하여 용

  단 시, 배 의 변형을 완화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톱 단 해석 방법은 요소 소멸법을 이용하여 자유 표

면을 생성하 고 단 공구와의 마찰에 의한 소성변형

은 무시하 다. 하기 Fig. 4는 해석법의 검증을 하

여 용 된 C/S 평 을 용 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단

하여 12개의 시험편을 제작하는 과정을 실험과 동일하

게 수행한 것이다1). Fig. 5는 평 의 길이 방향에 따

른 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용 선과 수직한 방향의 

잔류응력(σ11)은 11회의 단에 의해 최  50% 감소

하 고 자유표면 부근에서 압축 응력으로 환되었다. 

용 선과 동일한 방향의 잔류응력(σ33)은 11회 단 

후, 10% 수 으로 감소하 다. 

  한, 배 에 한 해석법 검증을 하여 Fig. 6과 

같이 STS 304 재질의 길이 500mm 용 배 의 양쪽 

끝 100mm 지  2개소에서 단을 실시하 다. Fig. 

7과 같이 축 방향 잔류응력이 100MPa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고, 이는 X-선 회  분석기(XRD, X-ray 

Load 
case

Desc-
ription Detail Remark

1 Welding
Contact and gravity load
Z-symmetry and tack welding
Welding

-

2 Cooling Contact and gravity load
Z-symmetry and tack welding To 25℃

3 Cutting
Contact and gravity load
Z-symmetry and tack welding
Fixed or free condition

Deactivation 
with cutting 

face (0.1mm)

Z-symmetry

Tack

Gravity

Tack
Cutting

Z-symmetry

Fig. 3 Boundary condition during welding and cooling, 
cutting

Table 3 Boundary conditions 

σ11
[MPa] σ33

[MPa]

Z [mm]
Z [mm]Cutting No.

0
2

4
6 8

1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50
-200
-150
-100
-50
0
50

100

Cutting No.

0
2

4
6

8
10 0

50
100

150200250300
350

Compressive 
residual 

stress
0

50

100

150

200

250

σ11 (X-direction) σ33 (Z-direction)

Fig. 5 Stress distribution according to cutting line (C/S plate)

100mm

370mm

10mm

Tack welding

Fig. 4 Making specimens after welding and 11 cuttings 
(C/S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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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raction)로 측정된 잔류응력과 유사한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3).  

3. 잔류응력 재분포 특성  변형 완화 기법 
제안

3.1 단 후, 잔류응력 재분포 특성

  아래는 단 후, 잔류응력이 재분포 하는 특성을 확

인하기 하여 C/S 20A 배 의 변형  응력 분포를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3의 경계 조건에서 

안정 인 단을 하여 배 이 물림 척(Chuck)에 고

정되어 좌/우 끝 node의 변 가 0이라는 가정이 추가

되었다.

  Fig. 8과 같이 톱 단 후, 용  seam이 있는 치

에서 (+)변형이 발생하 지만, 배 의 나머지 부분에

서는 (-)변형이 발생하 다. 이것은 Fig. 2 용 배  

단 후의 진원도 변형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용

배  제작 시, 배 을 말아 성형하는 과정(압력/롤 밴

딩)  교정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류응력 재분포를 

본 논문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로 변형량의 차이가 발생

하 다. 반면에 Fig. 9와 같이 자유 표면의 생성으로 

축 방향 잔류응력은 95% 이상 완화되었다. 단면 

치 외에 배 의 앙부 toe에서도 축 방향 잔류응력이 

92% 이상 완화되는 것을 Fig. 10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한, Fig. 11과 같이 단 후, 배  내부의 용  

root에서도 잔류응력이 81%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 원주 방향(Hoop stress)의 잔류응력은 모든 치

에서 단 후, 큰 차이가 없다.

3.2 변형 완화 기법 연구

  Fig. 12와 같이 배 의 내부  외부에 용  고정물

(Fixture and supporting)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Cutting

Cutting

(a) After welding and cooling (As-welded)                                        (b) After cutting

Fig. 6 Axial residual stress before and after cutting (STS 304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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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 어 용   단 해석을 수행하 다. 

  배  외부  내부에 Fig. 12 (a)와 같이 구속을 

용하여 용 한 배 의 경우, 단 후에도 원주 방향에 

따른 변형량이 Fig. 12 (c)에 비해 최  85% 이상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구속이 없는 경우 변

형은 배  바깥 방향으로 굽힘 변형이 발생하고 구속이 

있는 경우, 배  심 방향으로 굽힘 변형이 발생한다. 

4. 구조건 성평가 (ECA)

  ECA는 괴 역학 기반의 괴  피로 평가를 통해 

결함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의 건 성을 평가하는 방법

이다. 지 까지 배 의 괴 평가에 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4,5). 구조물의 형상, 결함의 크기, 1차 응력

(Primary stress), 2차 응력(Secondary stres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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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xial stress after welding and cooling, cutting at cutting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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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집 계수(Stress concentration factor) 등의 입력 값

을 기반으로 계산된 참조 응력(σref, Reference stress)

과 균열 선단의 응력확 계수를 이용하여 FAD (Failure 

assessment diagram)을 작성한다. FAL (Failure 

assessment line)은 재료의 인장 물성으로 계산된다. 

X-축의 응력 비(Lr, Load ratio)는 참조 응력과 항복 

강도의 비이고. Y-축인 인성 비(Kr, Toughness ratio)

는 재료의 괴인성과 응력확 계수와의 비이다. 여기서 

괴인성(Fracture toughness)은 재료의 균열에 한 

항성 즉, 균열의 생성과 성장에 항하는 능력을 의미하

고 KIC (임계응력확 계수), JIC (Critical J-integral) 

그리고 Critical CTOD (Crack tip opening dis- 

placement) 등으로 표 할 수 있다. 결국 균열 선단

의 응력확 계수(K)가 괴인성(KIC) 값보다 큰 값을 

가지느냐 작은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균열의 진  여

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X-축은 결함의 소성 붕

괴를 단하는 기 이 되고, Y축은 취성 괴의 기

이 된다. 평가 결과 결함의 상태는 하나의 으로 표시

될 수 있는데, 이 이 FAL 내부에 치하면 해당 결

함은 허용 가능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잔류응력은 2차 응력에 해당되고 이것은 FAD

의 Y-축에 향을 다.

4.1 기존 평가 결과

  기존의 구조건 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배  용

부의 잔류응력은 BS 79106)의 Annex Q.3.1에서 제

안하는 수식 (1)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특히, 15mm 이

하의 배 의 경우, 막 응력(Membrane stress)이 지

배 이며 그 값은 항복 강도와 동일하다. 하기와 같이 

배 의 외부 용  toe에 원주 방향의 결함을 가정하여 

용  후, 단으로 감소된 잔류응력이 기존의 구조건

성평가의 보수성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

다. C/S 20A 배 의 비 괴검사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  결함을 가정하여 평가하 다. 상세한 치수는 하기 

Fig. 14  Table 4와 같다.

Welding torch

Fixture

Supporting Supporting

Welding torch Welding torch

(a)                 (b)         (c)

Fig. 12 With and without constrained condition

Radial deformation on the cutting face

(a) Fixture and supporting
(b) Supporting
(c) Unconstrained

Along the half circumferential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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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radial deformation at cutting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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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Geometry and flaw dimension

Table 4 Geometry and flaw dimension

Thickness (B) 2.87 mm

Outer radius (rO) 13.35 mm

Flaw depth (a) 1 mm

Flaw length (2c)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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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료의 항복이 240MPa 이므로 2차 응력(Secondary 

stress) , 잔류응력을 항복 강도로 입력하여 구조건

성평가를 진행하 다. 결함에 작용하는 1차 응력

(Primary stress)의 값을 변화하여 최  허용할 수 

있는 1차 응력을 계산하 고, 그 결과 240MPa에서 

소성 붕괴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BS 7910에서 

제안하는 잔류응력을 용할 경우, 최  허용 가능한 1

차 응력은 239MPa이다. 이때, 결함 깊이 방향의 2차 

응력에 의한 응력 확  계수, KI
S(90) 값은 444.5 

N/mm3/2이다. 1차 응력에 의한 응력 확  계수, KI
P 

(90) 453.5N/mm3/2와 거의 유사한 수 이다. KI
P/S

는 BS 7910 M.7.3.4의 아래 (2), (3) 수식을 용하

여 계산하 다. Fig. 15는 최  허용 가능한 1차 응력

을 계산하기 하여 민감도 해석(Sensitivity study)

을 수행한 결과이다.

  
   { 

           } (2)

  
       (3)

4.2 완화된 잔류응력을 반 한 구조건 성평가

  3.1  Fig. 10에서 단 후, 재분포된 잔류응력이 최

로 발생하는 지 (Along the welding line nodes 

175mm)에서의 인장잔류응력(18.5MPa)을 하기 수식 

(4)를 용하여 Table 5와 같이 막 응력과 굽힘 응력

(Bending stress)으로 나 어 2차 응력 값으로 용

하 다. 여기서 σ1과 σ2는 결함 치에서 배  두께 방

향으로 내부/외부 지 의 응력을 나타낸다. 

   

  
and   

   (4)

  4.1 에서 계산된 최  허용 1차 응력인 239MPa

을 입력하더라도 결함 깊이 방향의 2차 응력 확  계

수 KI
S(90)는 33.7 N/mm3/2로 계산된다. Fig. 10의 

잔류응력 감소율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와 16을 비교하 을 때, 1차 응력으로만 계산되는 

X축의 Lr(Load ratio) 값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것은 2차 응력인 잔류응력은 소성 붕괴(Plastic 

collapse)와 무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4).

  최  허용 가능한 1차 응력은 280MPa으로 기존 

BS 7910에서 제안하는 잔류응력을 이용한 결과와 비

교하 을 때, 17% 이상의 보수성 완화를 기 할 수 

있다. 의 구조건 성평가가 수행된 결함 치는 단 

후, 최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한 치이다. 따라서 

Fig. 10에서 인장 잔류응력이 아닌 최소 잔류응력인 

압축 잔류응력(-15.6MPa)이 발생한 치(Along the 

welding line nodes 190mm)에 결함이 있는 경우, 

최  300MPa 이상의 1차 응력이 허용될 수 있다. 

5. 결    론

  용 배 의 단 후, 재분포되는 잔류응력의 특성과 

구조건 성평가의 보수성이 합리 으로 완화되는 효과

를 확인하 다.

  1) 용 배  제작 시, 외부 구속에 의해 100MPa 

이상의 축 방향 잔류응력 완화 효과를 기 할 수 있고, 

외부 구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다른 mode의 변

형이 발생한다.

FAD (Failure assessmen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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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AD depending on primary stress based on BS 
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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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FAD depending on primary stress using re-dis-
tributed residual stress

σ1 (Linearized values of secondary stress) 18.5 MPa

σ2 (Linearized values of secondary stress) 16.7 MPa

Qm (Membrane component) 17.6 MPa

Qb (Bending component) 1.0 MPa

Table 5 Linearization of secondary stres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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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 배 의 단 후, 잔류응력이 재분포되는 것을 

확인하 고 특히 축 방향 잔류응력의 감소가 지배 이다.

  3) 잔류응력으로 계산되는 2차 응력 확  계수는 기

타 열 응력이 없다면, 잔류응력 감소율과 동일한 비율

로 감소된다.

  4) 구조건 성평가는 1차 응력과 2차 응력의 선형

인 합으로 계산되므로 2차 응력인 잔류응력이 92% 감

소하더라도 Kr(Fracture ratio)이 완화되고 Lr(Load 

ratio)은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다.

  5) 단 후, 잔류응력의 재분포를 이용하여 구조건

성평가의 합리 인 보수성 완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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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conel is well known for its creep properties along 
with high corrosion resistance which finds a very large 
application in oil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As the 
cost of the Inconel is very high, a cheaper alternative of 
cladding Inconel on carbon steel base material is wide-
ly used. Most commonly used process for applying lay-
ers of Inconel on carbon steel is weld overlaying proc-
ess, as the process is simple and requires a small set up.
In our shipyard, for many offshore FPSO structures, 
turret bottom friction bearing rail overlay are carried 
out using this Inconel overlay and also for thruster seat 
structure overlay weld are applied. Usually, for FPSO 
moon pool structure while Inconel overlaying the thick-
ness is within 3 ~ 6 mm more than design value. FPSO 
having a 20m diameter circular moonpool structure is 
controlled at 6mm accuracy roundness. But, when 
Inconel overlaying is done at whole circular bear-
ing-touch position by 1m width, roundness control will 
be very hard due to ship-block distortion by overlay 

welding shrinkages. This extra thickness of the over-
laying (which is the allowance for milling and adjusting 
the roundness) needs to be optimized by balancing the 
accuracy of the moonpool roundness and accurately 
predicting the overlaying deformations and thus reduce 
the manhour for milling work. 
  The SDB method1-4) is used for welding thermal dis-
tortion analysis of large hull block of ship modelled us-
ing shell element. Shell element is a layered element 
subdivided in to number of layers. Replacing the ther-
mal expansion coefficient with the calculated inherent 
strain value and applying the calculated top and bottom 
temperature to this shell element, the angular and 
shrinkage deformations caused by welding can be accu-
rately simulated. Presently, using this SBD method, our 
shipyard accurately predicts the welding deformation of 
ship blocks made of various grade of carbon and mild 
steel. 
  The main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modify and 
calibrate this SBD method for Inconel overlay welding. 
So, experimental evaluation and comparison stud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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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onel wire overlay with normal carbon steel weld 
wire overlay is carried out as a first step. Then a com-
parison study of the Inconel strip overlay cladding with 
Inconel wire overlaying is done. Thermal deformation 
comparison of the above processes was clearly observed. 
MSC Marc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software) 
based 3D shell element thermal deformation models5) 

were used for this purpose. Finally, the thermal ex-
pansion coefficient scaling factor was determined for 
SDB analysis of Inconel overlay welding procedure.

2. Experimental study and setup details

  Before starting the experiment, a detailed numerical 
study was conducted using SDB method to fix the speci-
men dimension of experiment. Usually overlay welding 
process makes distortions by shrinkage of overlay 
welded region under constraints of adjacent regions. 
So, by conducting shell element SDB method-based 
welding deformation analysis, the deformation trends 
for various variables were determined as shown in Fig. 1.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 plate thickness between 
10~50mm range, specimen length ≥1000mm, Overlay 
thickness 0~15mm and width of overlay 100mm were 
taken for the experiments.

2.1 Wire based experiments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the FCAW process 
at 1G position. Commercial grade argon gases with 
Helium gas (Mixture) were used for shielding. Both 
carbon steel CSF71S and Inconel Supercore 625p 
welding electrode of diameter 1.2 mm were used. The 
effect of weld quality was studied with reference to in-
put parameters like voltage, current, and height of the 
torch tip to the base metal6-10). Welding was carried out 
considering the following input parameters described in 
Table 1 and Table 2. 
  The main aim of this experiment was to study the var-
iation in the thermal distribution and deformation while 
using normal carbon steel wire materials and Supercore 
625P weld wire. So, the temperature was measured dur-
ing each pass of overlay welding using thermocouple 
and thermal camera. The deformation was measured af-
ter each layer of overlay welding using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CMM).
  The wire-based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the 
following sequence and the total list of experiments 
carried out using both CSF71S and Supercore-625p 
wire are as listed in the Fig. 2.
  The FLIR E-60 thermal camera that can measure a 

Weld deformation increases linearly 
with overlay thickness

Weld deformation increases linearly
with length of plate

For overlay of 15mm as plate thickness increases
there is a non-linear decrease in weld deformation

Weld deformation increases linearly with plate 
width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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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ormation trends for specimen dimensions and parameters based on SDB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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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of 670 Celsius temperatures was set at a 
measured location and angle from the welding torch to 
capture the thermal distribution contour as shown in the 
Fig. 3.
  Using FLIR software, 50 × 100 pixels box frame was 
cut and each pixel temperature data was extracted and 
using Mathematica, iso-thermal line plotting was cre-

ated as shown in Fig. 4.
  Next, for the deformation measurements, the CMM 
was used to measure top and bottom surface coor-
dinates of marked measurement point initially and after 
each overlay weld layer completion. Using the Spatial 
Analyzer software, the measured coordinates were su-
perimposed and deformation component along x, y, z 

Parameter Values
Welding process FCAW
Type of polarity DC RP(EP)
Mode of operation Automatic
Filler wire Diameter (mm) 1.2

Shielding gas (%) Argon + Helium 
(75% + 25%)

Shielding gas flow rate 
liter/minute (lpm) 18~22

Thickness of base material (mm) 21, 40
Amperes (A) 198
Voltage (V) 36
Travel speed (cm/min) 37
Contact tube to work distance (mm) 15
Number of layers 3

Number of passes per layers
1st layer = 10 pass
2nd layer = 9 pass
3rd layer = 8 pass

Heat input (kJ/mm) 1.156

Table 1 Wire based overlay welding: using CSF71S weld
wire

Parameter Values
Welding process FCAW
Type of polarity DC RP(EP)
Mode of operation Automatic
Filler wire Diameter (mm) 1.2

Shielding gas (%) Argon + Helium 
(75% + 25%)

Shielding gas flow rate 
liter/minute (lpm) 18~22

Thickness of base material (mm) 21, 40
Amperes (A) 198
Voltage (V) 36
Travel speed (cm/min) 37
Contact tube to work distance (mm) 15
Number of layers 3

Number of passes per layers
1st layer = 11 pass
2nd layer = 9 pass
3rd layer = 8 pass

Heat input (kJ/mm) 1.156

Table 2 Wire based overlay welding: using inconel su-
percore 625P weld wire

Specimen with runoff plate were marked with 
deformation measurement point and initial 
coordinate at all location measured using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CMM) 

Thermocouple were fixed at the 
back side of the specimen to 

measure the temperature

FLIR E-60 thermal camera that can measure a maximum 
of 670 Celsius temperature has be set at a measured 

location and angle from the welding torch to captur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contour.

FCAW rail auto welding machine has been 
used for the welding in 1G position with 
welding parameters as 198A, 36V, 2’50”

CMM has been used to measure top surface and bottom surface 
coordinates of marked measurement point after each overlay weld 

layer  completion.

List of experiments 
completed :

1. 40T Inconel 3layers
2. 40T CSF71S 3layers
3. 21T Inconel 1layers
4. 21T CSF71S 1layers
5. 40T Inconel 1layers 

with clamp plates
6. 40T CSF71S 1layers 

with clamp plates

Fig. 2 Wire based overlay experiment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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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was extracted as *.csv file. This *.csv file was 
then converted to MSC.Marc procedure file having ini-
tial measurement point coordinates as nodal coordinate. 
This node was connected by quad grids and then ap-

plied x, y, z deformation component as displacement 
boundary condition at each node. Finally, using MSC. 
Marc, static analysis was carried out after refining the 
mesh and deformation plot of measured results were 

FLIR E-60 
Temperature Range -20 to 670°C

Detector Type - Focal 
Plane Array (FPA) 320 x 240 pixels

Captured using FLIR E-60 thermal camera while overlay 
welding 40T plate with supercore 625P 1.2 diameter

INCONEL weld wire.

Fig. 3 Thermal distribution contour obtained using FLIR E-60 thermal camera

1. Using FLIR E-60 thermal camera software from the 
captured image (320 x 240 pixels) a 50 x 100 pixel 
box frame is cut and each pixel temperature data is 
extracted.

2. This data is converted to csv file format.

3. Using Mathematica the contour of the weld zone and 
near by area is recreated plotting the iso-thermal line

Fig. 4 Mathematica based iso-thermal line plo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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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our plotted in MSC.Mentat as shown in Fig. 5.

2.2 Strip based experiments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the Electro Slag 
Welding (ESW) process. Strip cladding auto welding 
machine has been used for the overlay cladding of 
30mm *0.5mm (SUPRASTRIP 625) in 1G position 
with welding parameters as 550A, 26V as detailed in 
Table 3. 
  The temperature was measured during each pass of 
overlay welding using thermocouple and thermal 
camera. The deformation was measured after each layer 
of overlay welding using CMM instrument.

  The strip-based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the 
following sequence as shown in the Fig. 6.
  The FLIR E-60 thermal camera that can measure a 
maximum of 670 Celsius temperatures was set at a 
measured location and angle from the welding torch to 
capture the thermal distribution contour as shown in the 
Fig. 7.

3. Results and Findings

  From the pixel temperature data obtained from the 
FLIR 60 camera, the thermal contour of the weld zone 
and nearby area was recreated by plotting the iso-ther-
mal line using Mathematica. The Iso-thermal line plot-
ted contour of the 40T Inconel weld wire overlay weld 
area was compared with the obtained 40T CSF71S 
weld wire overlay weld area as shown in Fig. 8.
  While comparing the 40T plate overlay welding with 
Inconel and CSF71S wire, after completing one layer, 
Inconel case deformation was 23% higher than CSF71S 
and after completing three layers, Inconel case de-
formation was 14% higher than CSF71S. While com-
paring the macro sections of the bead in 40T plate over-
lay welding with Inconel and CSF71S wire, the pene-
tration depth of the melted weld wire metal was higher 
for CSF71S case than Inconel. But the HAZ width 
seems similar for both cases, comparison details are 
shown in Fig. 9.
  While comparing the deformation caused by 1 layer of 
overlay welding with Inconel wire for 40T plate with 
and without clamp plates, as shown in Fig. 10, 44% de-

Fig. 5 CMM based deformation measurement details analyzed and contour plotted in MSC.Mentat

Parameter Values
Welding process ESW
Mode of operation Automatic
Strip dimension (mm) 30 mm × 0.5 mm
Thickness of base material (mm) 40
Amperes (A) 550
Voltage (V) 26
Travel speed (cm/min) 23
Number of layers 3
Number of passes per layer 
(each layer thickness is 
approximately 8.6mm)

1st layer = 4 pass
2nd layer = 4 pass
3rd layer = 4 pass

Heat input (kJ/mm) 3.7

Table 3 Strip based overlay welding: using SUPRASTRIP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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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value was reduced while welding with clamp 
plate and finally cutting it out. While comparing the 
same with CSF71S wire, only 12% deformation value 
was reduced.
  By comparing the isothermal curves in a contour plot 
of the 40T Inconel weld wire and strip overlay weld 
area, width of temperature higher than 670 degrees in 

Strip case obtained was almost 4 times wider than wire 
as shown in Fig. 11.
  As shown in Fig. 12, while comparing the 40T plate 
overlay welding with Inconel wire and strip cases, de-
formation variation after 1 layer for strip case was 8% 
higher than wire case. The deformation variation after 
three layers for strip case was 23% higher than wire 

Specimen with runoff plate were marked with 
deformation measurement point and initial 
coordinate at all location measured using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CMM) 

Thermocouple were fixed at the back 
side of the specimen to measure the 

temperature

FLIR E-60 thermal camera that can measure a 
maximum of 670 Celsius temperature has been 
used  to measur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contour of strip cladding

Strip cladding auto welding machine has been used for the 
overlay cladding of 30mm *0.5mm (SUPRASTRIP 625) in 

1G position with welding parameters as 550A, 26V

CMM has been used to measure top surface and bottom 
surface coordinates of marked measurement point after 

each overlay strip cladding layer  completion.

Fig. 6 Strip based overlay experiment details

FLIR E-60 

Temperature Range -20 to 670°C

Detector Type - Focal 
Plane Array (FPA) 320 x 240 pixels

Captured using FLIR E-60 thermal camera while 
overlay cladding 40T plate with 30mm *0.5mm 

(SUPRASTRIP 625) strip.

Fig. 7 Thermal distribution contour obtained using FLIR E-60 thermal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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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While comparing the macro sections of the bead 
in 40T plate overlay welding with Inconel wire and 
Inconel strip, the penetration depth of the melted weld 
wire metal was higher that of strip, But the HAZ width 
and depth variation in case of strip was much higher.

4. Calibration of SDB method for Inconel overlaying

  A detail study on the variation of the weld deposit and 
HAZ area for this completed experiment was carried 
out and determined its relationship with heat input and 
other parameters. As in Fig. 13, the HAZ zone depth in 
both the cases of Inconel wire overlay as well as the 
CSF71S wire overlay are same. But the overlay metal 
penetration and solidification depth are 25% lower in 

the case of Inconel than CSF71S wire overlay. 
  For the thermal distortion analysis using SDB method, 
3D shell based model was used. Two-layers of shell el-
ement was modelled for the overlay area. The top layer 
was the Inconel overlay and bottom layer was the base 
metal. Only the nodes in this area were merged. The 
overlay shell element was Elastic-plastic shell element 
and the base metal shell element was elastic shell 
element. In this model, Inconel overlay thickness geo-
metric property was given an extra 25% offset away 

40T CSF71S40T INCONEL

Fig. 8 Comparison of 40T overlay welding thermal con-
tour distribution for Inconel and CSF71S wire

23% 

14% 

Depth of melted 
weld wire metal 

40T CSF71S40T INCONEL

Fig. 9  Comparison of 40T overlay welding with Inconel 
and CSF71S wire

12% 
reduced 

44% 
reduced 

Size of the clamp plate 
200 x 100 x 11 mm 

200
100

11
clamp plate 

40T CSF71S40T INCONEL

Fig. 10 Comparison of 40T overlay with Inconel & CSF71S wire with and without clamping condition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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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base metal neutral axis to account for the 
Inconel based overlay metal penetration variation com-
pared to carbon steel overlaying metals.
  As in Fig. 14, by comparing the Inconel and CSF71S 
wire overlaying, the maximum deformation variation 
obtained was 14% higher for Inconel wire case. This 
variation can be considered as an overlay material 
property related effect. Whereas while comparing the 
same Inconel overlaying with strip and wire, each layer 
wise comparison showed an 8% higher deformation for 
the strip-based overlaying. This variation is overlay 
thermal input related effect. 
  Elastic plastic (EP) SDB method11) based on thermal 
strain using stiffness of FEM modeling as represented 
in Fig. 15 was used in this study. It makes shrinkage 
not of perfect elastic element by inherent strain but of 
elastic-plastic element by thermal strain. Thus, effects 
of constraints by adjacent region were accounted. The 
existing inherent strain can reflect material hardening 
and phase transformation. For material hardening, the 
proposed method uses slopes of plastic curves, and for 
phase transformation, it uses thermal strain containing 
transformation strain and final transformed yield stress 
at stress-strain curve.
  As for the methodology, EP-SDB analysis need 5 in-
put parameters as shown in Fig.16. These are thermal 
strain (negative, ‘0’ at melting point), final transformed 
yield stress, equivalent maximum plastic strain, ratio of 
tensile stress to yield stress and elastic modulus (yield 
as 0.2% offset). Stress-strain curves are made from 
Table shown in Fig. 16. This comparison gives two 
kinds of information about thermal distortion, i.e., ther-
mal strain and hardening coefficient. It is clear from the 

Supercore 625 
weld wire 1.2 dia.

SUPRASTRIP 625 
30mm x 0.5mm

40T plate with Supercore 625P 
1.2 diameter INCONEL weld wire

40T plate with SUPRASTRIP 625 
30mm x 0.5 mm INCONEL weld strip

Made to same scale

Fig. 11 Comparison of 40T overlay welding thermal contour distribution for Inconel wire and strip

8 % 

23% 

Depth of melted 
weld wire metal 

40T INCONEL with strip 30mm *0.5mm40T INCONEL with wire

Fig. 12 Comparison of 40T overlay welding with Inconel
wire and strip

Here we used solid and shell element based SDB

The offset of the shell element is made
25% higher than normal carbon weld
wire bead on plate

Base : elastic shell
Shrinkage off
Thickness : original

Weld : EP shell
Shrinkage on
Thickness : original+over-lay
Offset : half of over-lay

Fig. 13 Comparison of penetration depth of bead for the 
overlay welding with Inconel wire and CSF71S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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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that, which weld material makes more distortion 
and stiffness of adjacent region. The first dissimilar 
point is the thermal strain multiplied by melting point 
and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Crossing point of 
two axes in Fig. 16 is melting point of weld material, 
lower thermal strain of Inconel makes smaller con-

traction based on stress-strain curve than that of steel 
during cooling. The second dissimilar point is the very 
high ratio of tensile stress to yield stress of Inconel. As 
it makes hardening coefficient high, the residual stress 
would be high after yielding. These two characteristics 
decide qualitative distortion aspects according to rela-

23% 

14% 

Depth of melted 
weld wire metal 

8 % 

23% 

Depth of melted 
weld wire metal 

Comparison between INCONEL & CSF71S wire Comparison between INCONEL wire & strip

While comparing the 40T plate overlay welding with INCONEL and CSF71S wire
the deformation variation after 1 layer, INCONEL case deformation was 23% higher
than CSF71S. While comparing the 40T plate overlay welding with INCONEL and
CSF71S wire the deformation variation after 3 layer, INCONEL case deformation
was 14% higher than CSF71S.

Material property related Heat input related 

While comparing the 40T plate overlay welding with INCONEL wire and strip cases
deformation variation after 1 layer, strip case was 8% higher than wire case. The
deformation variation after 3 layer, strip case was 23% higher than wire case.

Fig. 14 Comparison of material property related and heat input related factors in the experimental results

Fig. 15  EP-SDB concept-based deformation linear index and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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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with adjacent region to weldment. Based on this,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input for Inconel in 
SDB is smaller than that of normal carbon steel wire. 
So, this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term has less ef-
fect for the higher deformation in Inconel overlay. Fig. 
17 shows the thermal measurement experiment results. 
It is determined that for strip overlay cladding, the heat 
input variation is 1.17 times (ratio of total heat input for 
one layer strip to one layer of wire) higher than the 
wire-based overlaying.

5. Conclusion

  In this research, a detailed experimental study on the 
variation of the weld deposit and the HAZ area while 
overlay FCAW welding with Inconel wire on carbon 

steel plate was successfully completed. For Inconel 
Strip overlaying process, the material related and heat 
input related factors were determined. Using this modi-
fied heat input and material related values as scale fac-
tor is applied to calibrate the SDB method to predict the 
overlay welding deformation accurately. By predicting 
the deformation accurately, optimum thickness of over-
lay is provided and thus reduced the grinding related 
Man-Hour to a great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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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에 따라 선주  

선사들의 부담이 가 되었다. 이에 한 방안으로는 

유황유 사용, 스크러버 장착, 액화천연가스 (LNG) 연

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LNG 추진선에 

한 수요가 재 가장 높다. 

  LNG 연료는 기존 선박용 디젤 연료 비 열량이 높

아 연료비  운 비 감이 가능하다. 한 LNG를 

체 연료로 사용할 경우 99%의 황산화물 (SOX)과 

미세먼지 (PM), 80%의 질소산화물 (NOX), 20%의 

이산화탄소 (CO2) 감이 가능하다1).

  LNG를 운송하는 LNG선의 경우, 화물창 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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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가스 (BOG, boil-off gas)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 상선들은 LNG 연료를 보 할 수 있는 

장 장치가 필요하다. LNG 연료의 장 장치로 가장 

리 사용되는 것은 IMO C형 탱크이다.

  Fig. 1과 같이 IMO C형 LNG 연료탱크는 통상 선

박의 엔진이 있는 기 실에 가까이 배치하는데, 선체 

내부에 연료탱크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을 두거나, 

는 상갑  에 설치한다. LNG는 폭발성 물질이므로 

상갑  에 설치되는 IMO C형 LNG 연료탱크의 경

우, IGF 코드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에 따라 선실과 연료탱크가 

10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 연료탱크를 마주하고 

있는 선실 구역에 소방수 살포 시스템 (water spray 

system)이 요구된다2). 한 계류 치 (mooring winch) 

등의 의장품들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 선교 (navigation bridge)에서 방 가시성 

(visibility)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높이에도 제한을 받는다. 연료 공 을 목 으로 연료탱

크를 가능한 선미에 배치되도록 시도 하지만, 연료탱크

가 선미로 배치될수록 연료탱크의 높이가 선교에서 바라

보는 방 시야 각에 큰 향을 미친다.

  하지만 타 연료탱크 시스템과 비교 시 용 률이 좋지 

않은 IMO C형 탱크의 경우, 연료탱크의 길이는 짧고 

직경을 크게 하는 것이 용 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

만 연료탱크의 직경이 커질수록 체 높이가 높아지고, 

이는 가시성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연료탱크의 직

경을 늘리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료탱크를 규정에서 정하는 범  내에서 최

한 선미 배치하면서도 용 률을 높이고, 가시성까지 확

보하기 해서는 연료탱크 지지 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MO C형 탱크는 크게 연료탱

크 부와 지지 부로 구분된다. 일반 으로 연료탱크 부 

(pressure vessel)와 지지 부 (saddles) 사이에는 하  

지지 (load-bearing) 용 에폭시 진과 우든 블록이 

시공되는데, 특히 Fig. 2와 같은 새들-탱크 일체형 연

료탱크를 선체에 설치 시, 용 열에 의해 진이 녹거

나 우든 블록에 burn-damage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LNG 연료탱크의 설치 시, 용 열에 의한 

진과 우든 블록의 손상을 방지하기 해서는 새들의 최

소 높이가 정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선박의 사양  선주의 요청에 따라 연료탱크 시스템

의 구성  설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 Fig. 3과 

같은, 새들을 선체에 용  후 연료탱크를 설치하는 새

들-탱크 분리형 연료탱크 시스템의 경우, 먼  설치된 

Fig. 1 Ship design considering visibility

Fig. 2 Saddle-tank integrated fuel tank
Fig. 3 Tank lowering of the saddle-tank separated fuel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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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이 용 열에 의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설치 

에서 새들의 변형을 확인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 달 해석을 통해 새들-탱크 

일체형 연료탱크의 진과 우든 블록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새들의 최소 높이를 제안하고, 열변형 해석을 

통해 새들-탱크 분리형 연료탱크의 설치 에서 용

열이 새들의 변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2. 연료탱크

2.1 연료탱크의 종류

  IMO에서는 Fig. 4와 같이 LNG 탱크를 분류한다3). 

LNG 탱크는 크게 독립형과 멤 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독립형 탱크는 완성된 탱크를 선체에 탑재하는 

방식이지만, 멤 인형 탱크는 선체 내부에 단열 시스

템이 직  설치되는 방식이다.

  IMO C형 독립 탱크는 Table 1과 같이 압력용기로 

분류되며, Fig. 5와 같이 단일 실린더 형, 두개 는 

세개의 실린더가 결합된 bi-lobe, tri-lobe 형이 있다. 

  IMO C형 탱크는 압력용기 코드인 ASME BPVC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VIII를 

토 로 IGF 코드를 따르므로 상당히 보수  설계가 이

루어지며 출 (leak)에 한 고려가 배제된다. 따라서 

타 탱크들에 필요한 2차 방벽이 필요하지 않다4,5). 특

히 모든 LNG 추진선에 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높은 연료탱크 유형이다.

IMO Classification of LNG Vessels

Independent Tanks Integral Tanks

Type A
p < 700mbar

Full secondary barrier

Type A
p < 700mbar

Partial secondary barrier

Type A
p > 2,000mbar

No secondary barrier

Membrane Tanks
p < 700mbar

Full secondary barrier

Based on classical
ship structure
design rules

Based on first -
principle analysis
and model tests

Pressure vessels,
based on pressure
vessel code

Spherical (Moss)

Prismatic (IHI SPB)

Cylindrical

Bilobe

GTT No 96

GTT Mark III

GTT CS 1

Fig. 4 IMO classification of LNG vessels

Type

Independent Type A Independent Type B Independent Type C Membrane

Volume efficiency Good Good / Normal Normal Good

Secondary barrier Complete
secondary barrier

Partial secondary
barrier Unnecessary Complete

secondary barrier
Application in LNG 

carrier
Possible but 

maybe inefficient Moss / SPB Compression type GTT No. 96 GTT Mark III
GTT CS 1

Application in LNG 
fuel tanks

Possible but 
maybe inefficient

Possible and 
efficient but no 
example so far

All LNG fueled 
ships use this type

Possible and efficient but no 
example so far

Max. design pressure 0.07MPa 0.07MPa 1.0MPa 0.07MPa

Strengths / Weakness High costs
High reliability
Problem with 

BOG treatment

High reliability,
Possible to store 

BOG

Sloshing issue, Not accepted 
in interim guideline 

MSC.285(86)

Fig. 5 Kinds of IMO type C tanks

Table 1 Characteristics of each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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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MO Type C tank

  2.2.1 탱크의 구성

  일반 인 IMO C형 LNG 연료탱크의 구성은 Fig. 

6과 같다. 

  새들은 선체에 설치되어 연료탱크를 지지하고, 연료

탱크는 액화된 천연가스를 장한다. 상부 랫폼은 연

료를 FPR (fuel preparation room)로 이송하여 엔

진으로 연료를 공 하도록 한다. 새들은 극 온의 연료

를 장하고 있는 연료탱크의 열수축에 응하기 해 

Fig. 7과 같이 고정 새들과 슬라이딩 새들로 구분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새들과 연료탱크 사이에는 

Fig. 8과 같이 우든 블록과 진이 하  베어링 역할

을 하며 연료탱크를 지지한다. 연료탱크 시스템의 제

작, 운송  설치 간에 발생하는 미소한 변형은 우든 

블록과 새들 사이의 공차로 보상한다. 그 공차는 통상 

20mm 정도 수 이며, 그 공간에 진을 채워 양생 

(curing)한다.

3. 평가 개요

3.1 평가 상

  평가 상은 Fig. 9의 직경 9m, 길이 29m 규격의 

1,750CBM LNG 연료탱크이다. 연료탱크를 구성하는 

자재는 Table 2와 같다.

  열 달 해석과 열변형 해석은 범용 비선형 유한요소 

코드인 MSC Marc를 사용하여 진행하 다.

3.2 열 달 해석 조건

  열 달 해석을 통해 용 이 진과 우든 블록에 미치

는 열 향을 평가한다. 열 달 해석은 하 기 상갑  

상부 (강  온도 60℃)에 설치되는 연료탱크를 Table 

3의 열 달 계수 값을 참고하여 바람이 불지 않는 자연

류 조건 (5W/(m2K))에 하여 평가하 다. 한 

업에서 제공하는 용 차서 (WPS, welding proce-

dure specification)를 만족하는 조건  입열량이 높

은 조건을 용하 다. 이는 진과 우든블록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수 인 평가를 하기 함이다. 

  열 달 해석을 한 용  사양과 상세 모델링은 Fig. 

10과 같으며, 모델링 열원 형상은 Fig. 11의 3차원 

열원 모델에 가장 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Goldak의 

이 -타원체 열유속 분포 형상을 용하 다. 이는 아

크 용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열 입력 모델로써, 아

크 용  과정의 열을 용융풀 (molted weld pool)과 

같은 크기의 체 으로 분산시킨다7,8).

Fig. 6 General composition of the IMO type C LNG 
fuel tank

Fixed support Sliding support

Epoxy resin
Laminated wood

Fig. 7 Fixed and sliding saddle

Wooden
block

Resin

Fig. 8  Detailed composition of the saddle

Fig. 9 IMO type C LNG fuel tank

Table 2 Material for each item in the fuel tank

Item Material
Pressure vessel 9% Nickel
Wooden block Laminated wood
Load bearing Epoxy resin

Saddle DH36
Seat DH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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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열 달 해석 모델

  열 달 해석 모델은 Fig. 12와 같이 높이가 가장 낮

아 열 달이 많이 발생하는 새들 앙부에 한 칭 

모델을 용하 으며, 3차원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여 

weld path 해석을 진행하 다. 8-  육면체 요소가 

사용되었으며, 용 부는 입열량과 용  속도를 고려하

여 약 4.5mm로, 기타 부 는 10 ~ 15mm로 모델링 

되었다. 

  Fig. 13과 같이 외기에 노출된 모델의 표면에는 자

연 류 조건을, 모델의 단면에는 완  단열 조건을 

부여하 다.

3.4 열변형 해석 조건  모델

  열변형 해석은 실 인 열두 가지 용  시나리오들을 

2차원 쉘 요소를 용하여 SDB (strain as direct 

boundary) 법으로 진행하 다. SDB 법은  두께와 

용  각장의 길이에 따른 용  각 변형량의 실험 계측 

데이터를 토 로, 유한요소해석에서 가상의 온도와 가

상의 열 수축율을 이용하여 실제의 용  각 변형을 구

하는 방법이다9-13). 

  LNG 연료탱크의 설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 으로는 

  ① 새들을 선체에 먼  용 하고 압력용기를 탑재하

는 방법

  ② 새들 에 압력용기를 임시 탑재하여 새들을 선체

에 용 한 뒤 압력용기를 본 탑재하는 방법

  ③ 일체형 연료탱크를 설치하는 방법

이 있다.

  열 달 해석은 용 이 진과 우든 블록에 미치는 열

Fig. 12 Analysis target for heat transfer analysis

Natural 
convection

h = 5W/m2K

Adiabatic condition

Fig. 13 Boundary conditions for heat transfer analysis

Table 3 Approximate values of heat transfer coefficient6)

Conditions of heat transfer W/(m2K)
Gases in free convection 5-37
Water in free convection 100-1200
Oil under free convection 50-350

Gas flow in tubes and between tubes 10-350
Water flowing in tubes 500-1200

Oil flowing in tubes 300-1700
Molten metals flowing in tubes 2000-45000

Water nucleate boiling 2000-45000
Water film boiling 100-200

Film-type condensation of water vapor 4000-17000
Dropsize condensation of water vaper 30000-140000

Condensation of organic liquids 500-2300

Welding detail
• Current: 260 [A]
• Voltage: 31 [V]
• Speed: 27CPM [cm/min]
• Initial temperature: 60 °C
• Natural convection

Fig. 10 Welding detail

Fig. 11 Goldak’s double-ellipsoid heat flux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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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 이었다면, 열변형 해석은 용

열이 새들의 변형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다. 따라서 

열변형 해석에서는 ②와 ③의 경우와 같이 새들에 추가

인 구속이 없는, 새들을 독립 으로 설치하여 가장 열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①의 경우에 해 평가를 진행한다.

  열변형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과 경계 조건은 

Fig. 14, 15와 같다. 4-  쉘 요소가 사용되었으며, 

요소의 크기는 50 × 50mm로 모델링 되었다. 해석 모

델은 1/4 칭 모델로써 모델의 단면에는 칭 경계

조건을 용하 으며, 선체 지지부의 하단은 고정 경계

조건을 용하 다. 

4. 평가 결과

4.1 열 달 해석 결과

  열 달 해석은 용  방향과 순서를 고려하여 Fig. 

16의 여덟 가지 시나리오로 수행하 다.

  진 시공 부  , 여덟 가지 용  시나리오의 해석 

결과에서 가장 온도가 높게 평가된 치와 각 해석 결

과에서의 온도변화는 Fig. 17, 18과 같다.

   결과의 최  온도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Fig. 17과 Table 4를 통해 새들 상 의 온도는 새들

의 웹 임 (web frame)과 앙부 라켓이 교차하

는 지 에 가까울수록 높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은 

류에 의한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내부 역이며 선

체 길이 (X), 폭 (Y) 방향 용 선에서 도되는 열이 

교차하는 부분이므로 상 가능한 결과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새들 상  앙 지 의 온도 변

화는 Fig. 19와 같다. 새들 상 의 앙 지 은 용

선로부터의 거리가 멀어 용  종료 이후에 최고 온도에 

도달했다가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4-node shell FE model for heat deformation 
analysis

Fig. 15 Boundary conditions for heat deformation anal-
ysis Fig. 16 Welding scenarios for heat transfer analysis

Peak temperatur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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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eak temperature position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top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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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사용된 새들 모델의 최소 높이는 800mm 

이상이며, 이는 문제없이 인도된 실 선이므로 모든 시

나리오에서 진과 우든 블록에 손상을 입힐 수 의 열

향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실선 제작을 통해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새들의 높이에 따른 열 향을 측하기 해 새들 센

터 라인에서, 용  비드로부터의 높이 방향 거리에 따

른 온도를 Fig. 20에 시나리오별로 비교하 다. Fig. 

Fig. 18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top plate after cooling

Table 4 Maximum temperature of each scenario in the top plate [℃]

Dist. [mm] SC 1 SC 2 SC 3 SC 4 SC 5 SC 6 SC 7 SC 8

0.00 61.625 61.678 61.621 61.675 61.643 61.649 61.650 61.654 

3.00 61.625 61.678 61.620 61.675 61.642 61.648 61.649 61.654 

6.50 61.624 61.677 61.619 61.674 61.641 61.647 61.648 61.653 

10.00 61.623 61.675 61.618 61.672 61.639 61.646 61.646 61.652 

19.75 61.617 61.668 61.612 61.664 61.630 61.639 61.637 61.645 

29.50 61.609 61.657 61.603 61.654 61.618 61.630 61.625 61.636 

39.25 61.599 61.646 61.594 61.643 61.605 61.620 61.612 61.626 

49.00 61.590 61.634 61.585 61.631 61.592 61.609 61.599 61.615 

58.75 61.580 61.623 61.575 61.620 61.578 61.599 61.585 61.605 

68.50 61.571 61.611 61.566 61.608 61.565 61.588 61.572 61.594 

78.25 61.561 61.600 61.557 61.597 61.552 61.578 61.559 61.584 

88.00 61.552 61.588 61.547 61.586 61.539 61.567 61.546 61.573 

97.75 61.542 61.577 61.538 61.574 61.526 61.557 61.533 61.563 

107.50 61.533 61.566 61.528 61.563 61.513 61.547 61.520 61.552 

117.75 61.523 61.554 61.519 61.551 61.500 61.536 61.507 61.542 

127.00 61.513 61.542 61.509 61.540 61.490 61.525 61.495 61.531 

136.75 61.503 61.530 61.499 61.528 61.480 61.514 61.486 61.520 

146.50 61.492 61.517 61.488 61.515 61.470 61.502 61.475 61.508 

156.25 61.481 61.504 61.477 61.501 61.459 61.490 61.465 61.496 

166.00 61.468 61.489 61.465 61.486 61.448 61.476 61.453 61.482 

175.75 61.454 61.472 61.450 61.469 61.434 61.461 61.440 61.467 

185.50 61.437 61.451 61.434 61.449 61.419 61.442 61.424 61.448 

195.25 61.415 61.425 61.412 61.423 61.398 61.419 61.404 61.424 

205.00 61.369 61.368 61.366 61.366 61.355 61.368 61.361 6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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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그래 는 각기 다른 시간에서의 각 지 별 최  

온도를 시나리오 별로 나타낸 결과이다. 거리에 따라 

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동시간에 발생

한 온도가 아님을 알린다. Fig. 21은 특정 시나리오에

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온도 분포이다.

  용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기능의 상실을 막기 

한 최소 내열 온도는 진이 70℃, 우든 블록이 90℃

이다. Fig. 20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열 달 해석 결과는 용  방향과 순서가 열 달 측면

에서는 특정할 만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 다.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의 결과를 통해, 진이 임계온도 70℃

에 도달하지 않기 해서는 새들의 최소 요구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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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emperature history at the center point of the 
saddle’s top plate (Scenar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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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emperature changes by scenario depending on the distance from the weld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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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emperature distribution changes over time (Scenar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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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mm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용  비드로부터 

400mm 떨어진 치에서의 시나리오 별 최고 온도와 

최  온도는 0.2% 차이 밖에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2 열변형 해석 결과

  열변형 해석은 Fig. 22의 용 선 분포에 해 Table 

6의 열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하 다. 이는 업에서 

실행 가능한 실 인 시나리오들이다.

  열변형 해석 결과를 분석하기 앞서,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차원 솔리드 모델

을 2차원 쉘 모델화 하게 되면 새들 아치부 상  두께

의 반에 해당하는 치수의 변화가 발생한다. 해당 모

델은 실 이 있는 LNG 연료탱크로써 정확한 치수로 

모델링이 되었으나, 3차원 솔리드 모델을 2차원 쉘 모

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미소하지만 수치 에러가 발생

하 다. 따라서 해석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해 변환

된 2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정보를 토 로, 해석 모델의 

아치 심, 반지름을 Fig. 23과 같이 재계산하 다.

  각 시나리오 별 해석 결과는 Fig. 24의 ① ~ ④ 지

Dist. [mm] SC 1 SC 2 SC 3 SC 4 SC 5 SC 6 SC 7 SC 8 Tmax/Tmin

104.72 102.98 105.48 100.59 102.71 106.92 105.67 107.42 106.79 1.068 

154.25 90.21 90.80 89.61 90.20 91.13 90.92 91.20 91.10 1.018 

203.77 82.34 82.61 82.04 82.36 82.47 82.56 82.47 82.49 1.007 

253.30 76.85 77.11 76.75 76.98 77.02 77.01 77.03 76.96 1.005 

302.83 73.21 73.14 73.15 73.05 73.29 73.21 73.28 73.21 1.003 

352.36 70.40 70.48 70.34 70.44 70.37 70.47 70.35 70.46 1.002 

400.00 68.34 68.29 68.32 68.25 68.38 68.31 68.39 68.32 1.002 

450.00 66.64 66.78 66.61 66.76 66.66 66.72 66.68 66.72 1.002 

500.00 65.48 65.46 65.46 65.46 65.46 65.49 65.47 65.50 1.001 

550.00 64.46 64.42 64.46 64.41 64.48 64.43 64.49 64.44 1.001 

600.00 63.58 63.66 63.58 63.65 63.62 63.59 63.64 63.60 1.001 

650.00 62.94 62.98 62.93 62.98 62.90 62.96 62.91 62.97 1.001 

700.00 62.42 62.40 62.41 62.40 62.41 62.42 62.42 62.43 1.000 

750.00 61.98 61.97 61.98 61.97 61.99 61.96 61.99 61.96 1.001 

800.00 61.66 61.66 61.71 61.71 61.68 61.68 61.69 61.68 1.001 

820.00 61.63 61.68 61.62 61.67 61.64 61.65 61.65 61.65 1.001 

Table 5 Temperature distribution of each scenario at vertical centerline [℃]

X1

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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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

X4
X5

X7

Y1

Y5

Y6

Y2
Y3

Y4

Fig. 22 Weld line distribution of heat deformation anal-
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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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8517.9)

Fig. 23  Recalculation of 2-D FE model’s dimension [mm]

①

③

②

④

Fig. 24  Designated point for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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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정리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③, ④ 지 의 Z 변 는, 해석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①, ② 지 의 이동을 고려하여 이에 한 상  변  

③’, ④’로 나타내었다.

Table 6 Weld scenarios for heat deformation analysis

Sequence SC1 SC2 SC3 SC4 SC5 SC6 SC7 SC8 SC9 SC10 SC11 SC12
1 X7 X1 Y6 Y1 X7 X1 Y6 Y1 X7 X1 X1 X7
2 Y6 Y1 Y5 Y2 X6 X2 Y5 Y2 X6 X2 Y6 Y1
3 X6 X2 Y4 Y3 X5 X3 Y4 Y3 X5 X3 X2 X6
4 Y5 Y2 Y3 Y4 X4 X4 Y3 Y4 X4 X4 Y5 Y2
5 X5 X3 Y2 Y5 X3 X5 Y2 Y5 X3 X5 X3 X5
6 Y4 Y3 Y1 Y6 X2 X6 Y1 Y6 X2 X6 Y4 Y3
7 X4 X4 X7 X1 X1 X7 X1 X7 X1 X7 X4 X4
8 Y3 Y4 X6 X2 Y6 Y1 X2 X6 Y1 Y6 Y3 Y4
9 X3 X5 X5 X3 Y5 Y2 X3 X5 Y2 Y5 X5 X3

10 Y2 Y5 X4 X4 Y4 Y3 X4 X4 Y3 Y4 Y2 Y5
11 X2 X6 X3 X5 Y3 Y4 X5 X3 Y4 Y3 X6 X2

12 Y1 Y6 X2 X6 Y2 Y5 X6 X2 Y5 Y2 Y1 Y6
13 X1 X7 X1 X7 Y1 Y6 X7 X1 Y6 Y1 X7 X1

Table 7 Y & Z displacement of the designated points of each scenario [mm]

Y displacement
Position

① ② ③ ④

SC1 0 0 -0.090938 -0.090962 
SC2 0 0 -0.092602 -0.092627 
SC3 0 0 -0.092542 -0.092567 
SC4 0 0 -0.089975 -0.090001 
SC5 0 0 -0.093020 -0.093044 
SC6 0 0 -0.090610 -0.090633 
SC7 0 0 -0.090423 -0.090448 
SC8 0 0 -0.092064 -0.092090 
SC9 0 0 -0.091774 -0.091797 
SC10 0 0 -0.091840 -0.091863 
SC11 0 0 -0.096928 -0.096954
SC12 0 0 -0.086342 -0.086365

Z displacement ① ② ③ ④ ③' ④'

SC1 0.020384 0.016777 -0.086170 -0.086213 -0.065787 -0.069437 
SC2 0.021411 0.018675 -0.087729 -0.087773 -0.066318 -0.069099 
SC3 0.020034 0.016287 -0.089025 -0.089071 -0.068991 -0.072785 
SC4 0.020621 0.016708 -0.088990 -0.089035 -0.068369 -0.072327 
SC5 0.021286 0.018858 -0.084524 -0.084566 -0.063238 -0.065708 
SC6 0.021862 0.019304 -0.084310 -0.084352 -0.062449 -0.065048 
SC7 0.020490 0.016658 -0.089046 -0.089092 -0.068556 -0.072434 
SC8 0.020148 0.016320 -0.088960 -0.089006 -0.068812 -0.072686 
SC9 0.021586 0.019048 -0.084328 -0.084370 -0.062743 -0.065322 
SC10 0.021564 0.019107 -0.084504 -0.084546 -0.062940 -0.065438 
SC11 0.021246 0.018921 -0.089036 -0.089082 -0.067790 -0.070161 
SC12 0.020485 0.016509 -0.084359 -0.084400 -0.063874 -0.06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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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의 결과에서 ①, ② 지 은 +Z 방향의 변

가, ③, ④ 지 은 -Y 방향의 변 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새들 아치의 형상이 Fig. 25와 같이 원형에서 타

원형에 유사한 형상으로 변형될 것을 상할 수 있다.

  열변형 해석의 결과는 Fig. 26, 27과 같다.

  용  순서가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용  진행 

 발생하는 변 를 추 한 결과를 Table 8과 Fig. 

28에 나타내었다. 웹 임과 라켓을 번갈아 가며 새

들 외부에서 내부로 용 이 진행되는 시나리오 1과 정

반  경우인 시나리오 2, 그리고 웹 임과 라켓이 

정반  방향에서 하나씩 용 이 진행되며 최종 변 가 

가장 크게 발생한 시나리오 11을 비교하 다. 앞서 첨

(y0, z0)

a

b

Fig. 25 Schema of the deformed saddle

Fig. 26 Total deformation after welding (Scenario11, 
scale factor = 50)

Weld
sequence

SC1 SC2 SC11
Weld
path

Y-displacement ③
[mm, anticlastic]

Weld
path

Y-displacement ③
[mm, anticlastic]

Weld
path

Y-displacement ③
[mm, anticlastic]

0 - 0 - 0 - 0

1 X7 0.062397 X1 -0.017394 X1 -0.017394

2 Y6 0.086844 Y1 -0.031711 Y6 0.005416

3 X6 0.134632 X2 -0.070216 X2 -0.031070

4 Y5 0.155705 Y2 -0.075136 Y5 -0.010248

5 X5 0.171166 X3 -0.120281 X3 -0.036129

6 Y4 0.180979 Y3 -0.103734 Y4 -0.025865

7 X4 0.193692 X4 -0.093125 X4 -0.013454

8 Y3 0.190315 Y4 -0.080335 Y3 -0.016080

9 X3 0.164081 X5 -0.066154 X5 -0.001065

10 Y2 0.157761 Y5 -0.043299 Y2 -0.007046

11 X2 0.121673 X6 -0.002335 X6 0.038720

12 Y1 0.109512 Y6 0.021505 Y1 0.025949

13 X1 0.090938 X7 0.092602 X7 0.096928

Table 8 Displacement tendency according to different welding sequence

Fig. 27 Y-displacement of point ③ & ④ (Scenario11, 
scale factor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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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된 그림들의 변  방향과 동일하게 표 하기 해 반

 부호를 용했음을 알린다.

  Table 7에 정리된 바와 같이 폭 방향 최종 변 는 

약 0.09mm 수 으로 각 시나리오 별 차이는 크지 않

다. 하지만 용  순서에 따라 용 이 진행되는 동안의 

경향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새들의 외부에서 내부로 

진행되는 시나리오 1에서는 새들의 외부를 용 하는 

동안은 새들이 외부로 변형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용

이 반 이상 진행된, 상 으로 새들 내부를 용 하는 

동안은 새들이 내부로 변형하며 0.2mm 수 까지 발생

했던 변 가 0.09mm 수 으로 떨어진다. 반 의 경

우인 시나리오 2는 먼  새들의 내부가 용 되는 동안 

새들이 내부로 변형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외부 역으

로 용 이 이동하면서 외부로 변형하는 양상을 보인다. 

새들의 내부와 내부를 번갈아 가며 용 하는 시나리오 

11에서는 변형이 늘었다 었다 하는 지그재그 양상을 

보인다.

  Table 7의 변 가 발생한 ① ~ ④ 지 의 새로운 좌

표 ①’ ~ ④’를 이용하여 ①’ - ③’ 지 을 지나는 원과 

②’ - ④’ 지 을 지나는 타원의 제원을 Table 9에 나

타내었다.

  변형된 새들 아치의 형태로부터 타원의 이심률 (eccen- 

tricity)과 진원도 (OOR, out of roundness)를 계산

하 다. 각 시나리오별로 이심률과 진원도는 미소한 차

이만 있을 뿐이며, 이 값들로부터 새들의 변형된 형상

도 정(正)원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료탱크는 새들과 동심을 이루기 보다는 Fig. 

29와 같이 새들 상 의 앙부에서 원에 가까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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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Displacement tendency by scenario

Scenario

a (length of
major axis)
of ① - ③

[mm]

b (length of
minor axis)
of ① - ③

[mm]

Eccentricity
of ellipse
① - ③

OOR
(Dmax-Dmin)
① - ③

[mm]

a (length of
major axis)
of ② - ④

[mm]

b (length of
minor axis)
of ② - ④

[mm]

Eccentricity
of ellipse
② - ④

OOR
(Dmax-Dmin)
② - ④

[mm]

SC1 5017.890476 5019.110826 0.022050 2.440701 5017.894083 5019.082103 0.021756 2.376039 

SC2 5017.889449 5019.138009 0.022304 2.497120 5017.892185 5019.116309 0.022085 2.448249 

SC3 5017.890826 5019.130300 0.022222 2.478947 5017.894573 5019.100465 0.021919 2.411784 

SC4 5017.890239 5019.112996 0.022072 2.445514 5017.894152 5019.081833 0.021753 2.375363 

SC5 5017.889574 5019.130928 0.022239 2.482707 5017.892002 5019.111692 0.022044 2.439381 

SC6 5017.888998 5019.114342 0.022096 2.450689 5017.891556 5019.094055 0.021889 2.404998 

SC7 5017.890370 5019.115936 0.022098 2.451132 5017.894202 5019.085417 0.021786 2.382430 

SC8 5017.890712 5019.126941 0.022193 2.472459 5017.894540 5019.096455 0.021883 2.403829 

SC9 5017.889274 5019.122108 0.022163 2.465667 5017.891812 5019.101985 0.021958 2.420347 

SC10 5017.889296 5019.123026 0.022171 2.467460 5017.891752 5019.103559 0.021973 2.423614 

SC11 5017.889614 5019.177568 0.022653 2.575909 5017.891939 5019.159195 0.022470 2.534513 

SC12 5017.890375 5019.066938 0.021651 2.353127 5017.894351 5019.035227 0.021321 2.281754 

Table 9 The specification of the deformed saddle in each scenarios

Fuel Tank

Gap

Fig. 29 Schema of the fuel tank installation after weld-
ing of the sa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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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설치된다. 따라서 연료탱크 설치 에서는 새들 

상 의 진원도 보다 새들 양 끝단 ③, ④ 지 의 치

가 요하다.

  ③, ④ 지 이 새들 내부로 변형 시, 연료탱크 설치 

 간섭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통상 새들과 

연료탱크의 우든 블록 사이는 20mm 정도의 공차를 

용하며, 이 공간에 진이 도포된다. 따라서 진이 

당한 두께로 도포되어 로드 베어링 역할을 충분히 하

고, 연료탱크 설치 시 문제를 방지하기 해서는 새들

이 내부로 많이 변형되는 것을 피해야한다.

  반면 ③, ④ 지 이 새들 외부로 변형 시, 연료탱크

가 설치  한쪽으로 기울 수 있으며, 사용되는 진 

양의 증가로 자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한 새들이 내부 는 외부로 변형이 발생하는 두 

경우 모두에서 새들 양 끝단 상  에 설치되는 연료

탱크 부유 방지 설비 (AFD, anti-floating device) 

설치 작업이 용이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Fig. 30과 

같은 AFD와 연료탱크 단열재 간의 간섭 문제는 연료

탱크, 새들, AFD를 제작 공차에 따라 제작하 음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품질 문제이다. 따라서 기 설계 

비 최소의 변형이 발생하는 설치 공법이 요구된다.

  Table 10은 Table 7의 결과를 평균으로 재정리한 

결과이다. 시나리오별로 용  진행 방향  변형의 정

Scenario
Average of total

relative displacement
③, ④ [mm]

Brackets'
welding

direction (X)

Web frame's
welding

direction (Y)
δ/δmin Workability Remark

SC12 0.108628 Inward Outward 1.000 Bad

Small
displacement

↑
│
│
│
│
↓

Large
displacement

SC6 0.110803 Outward Outward 1.020 Normal
SC9 0.111919 Inward Outward 1.030 Good
SC10 0.112062 Outward Inward 1.032 Good
SC5 0.113193 Inward Inward 1.042 Normal
SC1 0.113337 Inward Inward 1.043 Good
SC4 0.114233 Outward Outward 1.052 Normal
SC7 0.114675 Outward Inward 1.056 Normal
SC2 0.114730 Outward Outward 1.056 Good
SC8 0.116129 Inward Outward 1.069 Normal
SC3 0.116592 Inward Inward 1.073 Normal
SC11 0.118979 Outward Inward 1.095 Bad

Scenario
Average of

Y-displacement
 ③, ④ [mm]

Brackets'
welding

direction (X)

Web frame's
welding

direction (Y)
δ/δmin Workability Remark

SC12 -0.086354 Inward Outward 1.000 Bad

Small
displacement

↑
│
│
│
│
↓

Large
displacement

SC4 -0.089988 Outward Outward 1.042 Normal
SC7 -0.090436 Outward Inward 1.047 Normal
SC6 -0.090622 Outward Outward 1.049 Normal
SC1 -0.090950 Inward Inward 1.053 Good
SC9 -0.091785 Inward Outward 1.063 Good
SC10 -0.091852 Outward Inward 1.064 Good
SC8 -0.092077 Inward Outward 1.066 Normal
SC3 -0.092554 Inward Inward 1.072 Normal
SC2 -0.092614 Outward Outward 1.073 Good
SC5 -0.093032 Inward Inward 1.077 Normal
SC11 -0.096941 Outward Inward 1.123 Bad

Table 10 Total relative displacement of the designated points of each scenarios

Fig. 30 AFD installed normally (left) and interference 
between AFD and insul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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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표기하고 작업성을 정성 으로 분류하 다.

  몇차례 언 되었듯이 연료탱크 설치의 에서는 ③, 

④ 지 의 치가 요하므로 해당 지 들의 변 를 기

으로 결과를 정리하 다. 

  용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량은 총 변 와 Y 

방향 변  결과 모두에서 시나리오 12가 가장 작게 나

왔고, 시나리오 11이 가장 크게 나왔다. 하지만 해석 

결과 기 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 12는 정반 의 

치를 번갈아 오가며 작업을 해야 하는 단 이 있다. 이

는 작업자가 상갑  몇 미터 에 치한 높고 좁은 선

체 시트 상 을 용  장비를 들고 비계나 사다리를 이

용해 수차례 왔다 갔다 해야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

업은 작업자의 피로도가 올라가 용  품질이 낮아질 수 

있으며, 한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이는 모두 비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해당 시나리오의 작업성은 나

쁘다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11은 시나리오 12와 마

찬가지로 정반 의 치를 번갈아 오가며 작업을 해야

하고 한 변형량도 가장 크게 발생한다.

  작업성이 좋다고 평가된 시나리오 1, 2, 9, 10은 새

들의 웹 임과 라켓을 번갈아 가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한 방향으로 진행했다가 지났던 경로를 다

시 돌아오는 용  방식이다. 작업성이 보통이라고 평가

된 시나리오 3 ~ 8은 웹 임이나 라켓을 한번에 

용 하고 남은 용 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성이 좋다고 

평가된 시나리오 보다는 다소 작업자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고 주요하게 리되어야 되는 

항목에 따라 용  시나리오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선박의 DP (dynamic positioning)에 필

요한 아지무스 스러스터 (Azimuth thruster)는 360

도 회 하고 완벽한 수 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진원

도와 평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체에 용  되어야한

다. 이 경우, 제품의 형상이 다르므로 같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는 없지만, 시나리오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반드

시 시나리오 12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료탱크 설치 시 새들과 연

료탱크의 우든 블록 간에 약 20mm 정도의 공차를 

용하므로 해석을 통해 계산된 용  변형량은 연료탱크 

설치의 에서 봤을 때는 큰 향을 주지 않을 것이

다. 하지만 해석결과는 이론식과 정확한 조건하에 진행

이 되었고, 실제 상황은 어떤 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함으로

써 어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료탱크 새들 구조에 국한되지 않고 유사한 여러 구조

물의 시공방법을 정함에 있어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MO C형 LNG 연료탱크의 설치과정

에서 발생하는 용 과 련한 열 달 해석과 열변형 해

석을 진행하 다.

  그 목 은 새들-연료탱크 일체형 LNG 연료탱크 시

스템의 설치 과정에서 새들을 선체 시트에 용 하면서 

발생하는 용 열이 새들과 연료탱크 사이에 치한 

진과 우든 블록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새들-연료

탱크 분리형 LNG 연료탱크 시스템의 설치 과정에서 

새들을 선체 시트에 용  시 발생하는 용 열에 의한 

새들의 열변형이 연료탱크 설치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기 함이다.

  그 결과,

  1) 열 달 해석의 여덟 가지 용  시나리오에서 발

생하는 용 열은 시나리오별로 아주 미소한 차이만 있

었으며, 용  순서와 방향의 변경에 따른 특정할 만한 

경향은 없었다.

  2) 새들 상 이 진의 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한 

내열 온도에 도달하지 않기 해서는 약 400mm 정도

의 새들 최소 높이가 요구된다. 새들 상 의 최고 온도

가 진의 내열 온도 이하라면 내열 온도가 더 높은 우

든 블록은 문제가 없다.

  3) 열변형 해석의 열두 가지 용  시나리오에 의한 

새들의 열변형은 용  순서와 방향에 따라 최  약 

10%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설치 공차보다 충분

히 작은 값이다.

  4) 용  변형량과 작업성에 한 정량 /정성 인 분류

로 필요에 따른 선택지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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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일샌드, 건설장비와 같은 사용환경의 특성상 마모

가 쉽게 발생하며, 특정부 에 한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각종 산업에서는 내마모성이 우수한 강재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1920년  에 석유 시추

용 드릴 선단부의 내마모성을 개선을 목 으로 육성용

에 의해 드릴선단부의 내마모성능을 향상시켰다. 이

러한 육성용 기술은 산업화의 속한 발 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석유화학 설비, 발 설비, 제철설비, 장비 등 

다양한 산업에 용되었다1). 육성용 은 일반 탄소강 

소재에 내마모, 내식성, 내열성을 갖는 합 (Inconel 

625)2,3)을 균일하게 용착시켜 재료의 표면성질을 개선

하여 수명연장  품질향상을 목표로 발 설비, 건설기

계, 석유화학 랜트 등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설비 체를 고가의 고합 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용 을 통해 필요한 부분의 성능을 개선함으로

서 원가 감을 통한 경제 인 설계가 가능하다4). Kim5)

은 선박의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의 mooring system의 pinch body 

구조물을 상으로 탄소강의 모재에 Inconel 625를 

육성용 부 후 최 의 1,2차 후열처리 조건을 도출하

여 기계  성능을 향상시키 수 있었다. 종래와 같이 내

모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육성용 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인 공수를 요구하게 된다. 굴삭기, 크 인 등 건

설기계에 사용되는 장비용 소재는 고강도와 함께 다

양한 기능이 요구되는 소재이다6). 장비용 소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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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rasion easily occurs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usage environment such as oil sands and construction equip-
ment, and the demand for a steel with excellent wear resistance is increasing in various industries where specific 
parts are frequently replaced. Recently, by controlling the amount of manganese, high manganese austenite steels 
with improved wear resistance and low temperature brittleness performance have been developed and widely ap-
plied to LNG fuel tanks of ships and pipes. In this study,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residual stress, and weld de-
formation caused by welding generated by friction stir welding(FSW) and submerged arc welding(SAW) for high 
manganese austenite steel with strong wear resistance were analyzed through thermal elastic plastic analysis.

Key Words: Friction stir welding, Submerged arc welding, Residual stress, Welding deformation, Wear 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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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성형 고강도강, 내마모강, 내후성강, 용 용 열처

리 고강도강 등 다양한 기능과 강도 수 을 부여한 강

재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망간량을 조 하여 강재의 

특성을 향상시킨 강7-9)을 개발하여 내마모성 뿐 아니라 

온인성을 향상시켜 선박용 LNG (liquefied natu-

ral gas) 연료 장탱크10), 운송용 이 11-13) 피  부품 

등에 용되고 있다. 

  내마모강의 용 공정에는 부분 SAW(submerged 

arc welding)를 많이 용하고 있으나, 용 입열의 

향으로 용 잔류응력과 용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단 이 

있다. 최근 철강소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FSW(fric-

tion stir welding)공법14-16)의 용을 통하여 입열

량 하로 인하 잔류응력과 용 변형을 감소시켜 용

합부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와 같이 내마모성 강재

에 한 연구는 주로 용융용  로세스를 상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 다른 용 로세스에 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비교  최근에 개발된 FSW 용 로

세스에 의한 합부의 역학  거동에 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마모성이 강한 고망간강재에 해 

FSW와 SAW에 의해 발생하는 용 에 의한 온도분포, 

잔류응력  용 변형에 해 열탄소성해석으로 통해 

분석하 다. 이를 통해 기존 SAW 로세스와 FSW 

로세스에 한 역학  특성을 고찰하 다. 

2. 시험편 형상  실험조건 

  용 변형  잔류응력 거동을 검토하기 하여 Fig. 

1과 같은 시험편을 비 하 다. 두께 10mm인 강재

를 상으로 폭 120mm인 재 두 개를 용 길이는 

300mm로 합하 다. Fig. 2는 FSW와 SAW의 실제 

용 하는 모습의 사진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 용한 강재

의 인장강도는 1100MPa이고, 항복강도는 450MPa, 

탄성계수는 223GPa 정도 기계  성질을 갖고 내마모성

이 우수한 강재이다. FSW의 경우는 BOP(bead-on- 

plate) 용 을 수행 하 으며, SAW는 개선각 45° 형

상에 한 맞 기용 을 실시하 다. FSW에 사용한 

툴형상은 Megastir에서 제작한 Fig. 3과 같이 강재 두

께 10mm 합에 합한 툴을 선정 하 으며, spindle 

RPM은 180RPM이고, 용 속도는 2.5mm/s 로 설정 

하 다. 용 시 좌우 측면은 고정지그를 이용해서 구속

하 다. SAW의 용 조건은 류, 압, 속도가 각각 

700A, 34V, 25cpm이다. 한 SAW에 용한 용

Thick. 10mm

Welding line

300mm

240mm

Fig. 1 Size of specimens

 

(a) FSW

 (b) SAW

Fig. 2 FSW and SAW process

[25]
φ 0.9839

[63.7]
2.51

[36.8]
φ 1.45

Fig. 3  FSW too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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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는 고망간강 용 용 재료를 용하 다. Fig. 4는 

용 완료 후 FSW와 SAW의 단면마크로를 나타냈다.

3. FE 해석모델링

  Fig. 5는 열탄소성해석을 통하여 용 부의 변형  

잔류응력 검토를 하여 사용한 FSW와 SAW 모델을 

나타냈으며, 해석모델은 실험에서 수행한 시험편의 사

이즈와 동일한 조건으로 모델링을 수행 하 다. 해석에 

사용한 온도변화에 따른 물성값을 Fig. 6에 나타냈으며, 

모재, FSW의 용착 속 그리고 SAW의 용착 속에 

해 각각 항복응력, 인장강도, 탄성계수의 온도의 의존성

을 나타냈다. 용착 속의 물성값은 용 부 인장강도 실

험에 의해서 도출한 값이며, 상온에서의 인장강도를 비

교하여 보면 모재는 1,200MPa이고, FSW의 용착 속

은 1,000MPa이고 SAW의 용 속은 600MPa임을 

알 수 있다. FSW 의 경우는 용가재가 없이 BOP로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합부에서는 거의 모재와 동등

한 강도가 확보 되었고, SAW 의 경우는 용 재료의 

특성상 모재와 동등한 강도를 갖는 재료를 확보 할 수 

없어서 언더매칭 용 이 수행 되어서 용 속의 강도

가 모재 보다 낮게 되었다. Fig. 7은 모재의 온도에 

따른 열 도계수를 나타냈으며, 모재의 열 도계수는 

일반 탄소강의 약 4배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있다. 따라서 온도변화에 따른 변화량이 작을 것으로 

단된다.

  열원의 모델링을 해 MSC MARC 201716) 옵션인 

weld flux, weld filler  weld path을 사용하 다. 

(a) FSW model 

(b) SAW model

Fig. 5 Analysi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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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dependence of mechanical properties

(a) FSW macrosection  

 (b) SAW macrosection

Fig. 4 Macrosection of FSW and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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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부에 사용한 모델은 8  full integration 요소

를 사용하 다. FSW 열원은 실험에서 구한 용 부 단

면마크로 부터 A3 변태가 발생하는 730℃에 역에 

온도가 도달하도록 FSW열원의 열량을 결정하 다. 

한 SAW 열원17)은 Fig. 8과 같이 부피를 갖는 열원으

로 모델링 하 으며, 식 (1)의 열원방정식을 이용하 다.

 

(1)
여기서

   : 방 용융풀 단  체  입열량

    : 후방 용융풀 단  체  입열량

     : 총 입열량

   : X 방향 용  폭

   : Y 방향 용  깊이

   : Z방향 방 용융풀 길이

    : Z방향 후방 용융풀 길이

     : 무차원 수

   : 효율

  

  용  폭, 깊이 등의 자료는 용 시험편 단면을 채취

하여 이를 기 로 선정하 다. Weld path option으로 

용 선을 설정하 으며, weld filler option으로 용

열원이 이동함에 따라 용 와이어가 생성되도록 모델링

하 다.

4. 열탄소성해석 결과  고찰

  열탄소성해석을 통해 구한 온도분포, 잔류응력 그리

고 용 변형에 해 용  로세스별 비교 검토하 다. 

Fig. 9는 용  종료  모델 체에 분포한 온도를 보

여주고 있다. SAW의 입열량이 크기 때문에 용 부 

체에 높은 온도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것은 Fig. 10의 단면에서 최고도달 온도분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SAW에 발생하는 고온의 온도

분포는 용 잔류응력과 변형에 향을 주어 FSW보다 

더 큰 응력과 잔류응력이 발생시킬 것으로 단된다.

  Fig. 11은 두 용 로세스에 한 온도와 잔류응력

분포를 비교하기 한 치를 나타냈다. Fig. 12는 용

앙부에서 표면으로부터 2mm에서 온도이력을 용  

로세스별로 나타냈으며, SAW의 입열량이 크기 때문

에 최고온도와 유지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은 FSW와 SAW 로세스에 의한 용 부 

앙부에서 폭방향으로 표면으로 부터 두께방향에 따른 

Von Mises 응력 분포를 나타냈다. 응력의 분포는 SAW

에서 넓은 역에 하여 인장응력이 발생되었으나, FSW

      

(a) FSW 

(b) SAW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in ful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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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olumetric weld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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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 부 앙으로부터 10mm 까지는 일정하게 발생

한 후  작아지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상은 두

께방향에 하여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 다. 용 부에 

발생하는 최  응력도 SAW가 더욱 크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4는 용 선 방향의 잔류응력을 FSW

와 SAW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용 부 앙부에서는 

(a) FSW 

(b) SAW

Fig. 10 Maximum temperature distribution at weld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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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easurement position of temperature, residual 
stress in section of weld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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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로세스에 의한 차이가 없으나, 용 부로 부터 멀

어지면서 응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모재부 에서는 SAW

가 최  400 MPa 더 크게 응력이 발생하 다. Fig. 

15는 용 선 직각방향의 잔류응력을 FSW와 SAW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용 부 부터 모재까지 SAW의 잔

류응력이 약 100MPa 더 크게 발생하 으며, 용 잔

류응력 측면에서 SAW가 더 큰 인장잔류응력이 범

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6은 열탄소성해석 후 체모델에 해서 용

변형양상을 나타냈다. 체 으로 SAW가 FSW보다 더 

큰 변형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7은 

해석모델 앙단면의 변형량 나타냈다. 두 용 로세

스에 의한 용 변형은, SAW가 FSW 보다 2배 더 크

게 발생하 다. 따라서 FSW의 경우 용 변형으로 인

한 교정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교정작업

시 추가로 투입되는 열에 의한 변형을 감소 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열탄소성해석을 통해 내마모성강재에 해 FSW와 

SAW에 의해 발생하는 온도분포, 잔류응력  용 변

형에 한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상온에서 인장강도은 모재가 1,200MPa, FSW의 

용착 속이 1,000MPa, SAW의 용착 속이 600MPa

로 나타났으며, SAW의 용착 속은 모재의 반 수

의 인장강도를 나타났다.

  2) 고망간강의 열 도계수는 일반 강에 비교해 약 4

배 작은 값을 나타내어, 용 열원에 의한 온도의 확산

이 느리게 나타나고 이것은 용 변형과 잔류응력에 크

게 향을 주었다.

  3) 용 온도측면에서 FSW는 SAW보다 용 입열이 

게 들어가고, 체 으로 작은 범 에 용  열이 

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용 선 방향의 용 잔류응력은 용 부에서 최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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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응력은 유사하지만, FSW의 경우 용 부 부터 20mm

에서 인장잔류응력이 100MPa로 감소하지만, SAW의 

경우 동일한 치에서도 500MPa의 큰 인잔잔류응력

이 매우 넓은 범 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용 선 직각방향의 잔류응력의 경우, FSW는 50MPa, 

SAW는 200MPa이 발생하 다. 따라서 FSW가 SAW

에 비해 잔류응력이 작게 발생하여 용 부에 분포하는 응

력의 측면에서는 좀더 안 한 것으로 단된다.

  5) FSW와 SAW 로세스에 의한 용 변형은 SAW

가 FSW 보다 2배 더 크게 발생하 다. 따라서 FSW

-100 100 300 500 700
Stress Sxx(MPa)

10

8

6

4

2

0

Th
ic

kn
es

s (
m

m
)

FSW

SAW

WM

          

FL
10

8

6

4

2

0

Th
ic

kn
es

s (
m

m
)

-100 100 300 500 700
Stress Sxx(MPa)

FSW

SAW

              (a) Weld metal            (b) Fusion line

HAZ
10

8

6

4

2

0

Th
ic

kn
es

s (
m

m
)

-100 100 300 500 700
Stress Sxx(MPa)

FSW

SAW

          

BM
10

8

6

4

2

0

Th
ic

kn
es

s (
m

m
)

-100 100 300 500 700
Stress Sxx(MPa)

FSW

SAW

                  (c) HAZ                              (d)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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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Welding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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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용 변형으로 인한 교정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교정작업시 추가로 투입되는 열에 의한 

변형을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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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구조물의 용  시에는 합부의 용융을 

해 열이 가해지고 국부 인 용융과 열 도 과정에 따

른 불균일 온도분포가 발생하게 된다1). 이런 과정에 

의해 열변형의 불균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 원인으로 인

하여 열응력이 유발되고, 이 응력에 의한 소성변형이 구

조물에 잔류하게 된다. 그리하여 용 부 냉각 후 구

변형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용 변형은 구조물의 외 을 해칠 뿐만 아니라 

좌굴강도에 심각한 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한 용

변형으로 인하여 조립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정 한 구조물의 제작을 하여 실제 가공

에 따른 오차를 여야 하며 이를 해 용  변형량의 

정확한 측과 사  여유치(마진) 고려가 필수 이다.

  재 국내 선박의 경우 그 기능상 선장  의장 등과 

같은 배  작업에 소요되는 시수가 많으며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일반 선박과 달리 스테인리스 스틸(STS, 

Stainless Steel)  듀 스 스테인리스 스틸(Duplex 

Stainless Steel) 등의 스테인리스계 배 이 많이 사

용되는데, 스테인리스계 배 은 물성치 특성으로 인해 

탄소강 배 보다 변형에 휠씬 민감하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해서는 이러한 스테인리스계 이  용 변형 

제어가 필수 이며, 이를 해서는 오스테나이트계  

듀 스계 이 의 맞 기 용 시 변형 특성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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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스테인리스계 이  맞 기 

용  시 길이 방향 수축변형과 각 변형이 상당량 발생

하고 재 단  단  삽입 등과 같은 수정 작업이 발생

하여 이로 인해 생산성 하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스테인리스 스틸 용 과 련된 연구는 

용 기법인 GTAW(Gas Tungsten Arc Welding)와 

련된 생산성 향상연구2-4) 와 스테인리스 스틸 이  

용 시 퍼징 등과 련하여 발생하는 부식문제5,6) 에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변형과 

련된 연구의 경우 고유 변형도 기반의 간이 해석법을 

활용한 탄소강 주의 연구7)와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 

합 에 해서 변형과 수축에 한 연구8) 정도가 이루

어지고 있다. 즉, 본 논문에서 심이 있는 스테인리스

계의 변형과 련된 연구는 최근 미미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스테나이트계  듀 스계 

이  맞 기 용  시 발생하는 수축변형을 측정하여 

변형의 주된 인자를 악하 으며 이를 토 로 변형 

측식을 정립을 한 기  데이터를 확보하 다. 한, 

이러한 측정 결과를 토 로 스테인리스계 강의 변형 해

석 모델을 정립하여 오스테나이트계  듀 스계의 

변형 특성을 악  비교하 다.

  

2. 사용시편과 실험내용  고찰

2.1 사용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테인리스계 이  용  재료

는 Table 1과 같다. 사용한 이 의 기하 정보와 용

부 상세는 아래의 Fig. 1과 같다. Table 2는 본 연

구에서 사용된 STS 316L과 STS Duplex의 물성치를 

나타내는데 STS 316L이 STS Duplex에 비해 열 도

성  항복강도는 낮고, 열팽창계수가 크다. 용 에 사

용되는 용 재 역시 기본 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동일

하게 나타난다. 실제 수축을 일으키는 역은 용 부에

서 모재와의 구속 등으로 나타나는데 일반 으로 항복

강도의 경우 모재보다 용 재가 크게 나타난다.(실험에 

사용한 용 재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하지만 모재 

Pipe type Diameter
(mm)

Thickness
(mm)

Groove angle
(Degree, °)

Root face
(mm)

Root gap
(mm)

STS
316L

3″-10S 88.90 3.05

60~90 1±1 3 (+1, -2)

12″-10S 323.85 4.78

12″-40S 323.85 9.53

24″-10S 610.00 6.35

STS
Duplex
S31803

45φ 45 4.00

54φ 54 4.50

80φ 80 7.00

130φ 130 11.00

Table 1 Pipe specimens for experiments

Diameter

Thickness

Groove angle (º)

Groove width

Root gapRo
ot

 fa
ce

Fig. 1 Schematic figure (geometrical information of the test pipe) and shape of welding gro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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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재의 체 인 물성에 한 경향성 자체는 동일

하다. 따라서 이러한 물성치의 차이로 인해 두 재료의 

변형 특성은 다를 것으로 측된다. 여기에 한 분석

을 본문에서 상세히 진행하겠다.

2.2 실험방법

  효과 인 용 부의 수축량을 측정하기 하여, 용 에 

방해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블록을 용  심(Welding 

Seam) 좌우로 각각 150 mm 씩 떨어지게 하여 용  

시작부터 용  종료 후 상온까지 각 Pass 별로 용  

수축량을 측정하 다. Fig. 2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Pipe clock 치에 붙여진 블록과 표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2.3 실험 결과 고찰

  2.3.1 그루  단면 (AG)과 입열량

  Fig. 3은 아크 개시에서부터 최종패스 용 까지 연

속 으로 입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GTAW(Gas Tun- 

gsten Arc Welding) 모니터링 시스템9)을 사용하여 

측정된 STS 316L과 STS Duplex의 Pass 1-1 용

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용

조건의 요한 변수인 입열량을 계산하 다. 각 패스별 

용 형을 통하여 각 패스별 입열량 QPL을 계산하

다. 그리고 각 패스별 용 길이를 고려하여 총 입열량 

QTPL을 계산하 다. 총 입열량 QTPL은 모든 패스의 비

드 단  길이당 입열량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10). 이 

총 입열량의 계산식은 아래의 식 (1)과 같으며 각 

라메터의 정의는 아래에 명시하 다. 이 식을 이용하여 

각 재질에 따른 총 입열량 QTPL을 다음의 Table 4에 

나타내었다.

 
  





 ∙ 
  





 ∙ 


  





 ∙ 

 

(1)

STS 316L STS Duplex S31803

Thermal
properties

Specific heat
at 20∼100℃ 0.50 J/g℃ 0.42 J/g℃

Thermal conductivity
at 20∼100℃ 16.2 W/m℃ 19 W/m℃

Thermal coefficient of
linear expansion 20∼100℃ 16.6×10-6 /℃ 13.7×10-6 /℃

Mechanical 
properties

Density 8.00 g/㎤ 7.88 g/㎤

Tensile strength 480 MPa 620 MPa

Yield strength 235 MPa 450 MPa

Elongation 52 % 25 %

Modulus of elasticity 
in tension 200 GPa 190 GPa

Table 3 Mill certification of weld filler

(a) Chemical composition                                                               (Unit : %)

Weld metal C Si Mn P S Cu Ni Cr Mo
AWS A5.9 ER316L

(STS 316L) 0.02 0.41 1.81 0.016 0.010 0.02 13.33 19.21 2.58

AWS A5.9M ER2209
(Duplex) 0.012 0.41 1.44 0.017 0.001 0.06 8.6 23.0 3.29

(b) Mechanical properties

Weld metal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AWS A5.9 ER316L
(STS 316L) 441 579 42.2

AWS A5.9M ER2209
(Duplex) 601 778 36.1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STS 316L and STS Du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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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Pass 1-i 의 입열량

      : Pass 1-i 의 용 길이

   : Pass 1-1에서 Pass 1-n까지 Pass 1 체의 

용 길이

     : Pass 2-j 의 입열량

      : Pass 2-j 의 용 길이

   : Pass 2-1에서 Pass 2-n까지 Pass 2 체의 

용 길이

     : Pass 3-k 의 입열량

      : Pass 3-k 의 용 길이

   : Pass 3-1에서 Pass 3-n까지 Pass 3 체의 

용 길이

  두 재질의 변형특성을 악하기 해 용착 속의 양

으로 고찰해 보았다. 동일 그루  단면 (AG)을 이용

하여 분석하 는데 그루  단면 은 아래 Fig. 4와 같

고 주요 라메터로 식 (2)와 같이 정의하 다11). 

 

    ×






tan 




  ×  






 ×  




    
(2)

Block

Welding
seam

Gage length
(300mm)

P00:00

P06:00

P03:00P09:00

P01:30

P04:30P07:30

P11:30

Pipe clock

Fig. 2 A position of blocks and gage length measurement and pipe clock

Welding current (A)Welding current (A)

Welding voltage (V)Welding voltage (V)

(a) STS 316L                                                             (b) STS Duplex

Fig. 3 Waveform of welding for STS 316L and STS Duplex

Table 4  QTPL for STS 316L and STS Duplex

Pipe type QTPL (kJ/mm) Pipe type QTPL (kJ/mm)

STS
316L

3″-10S 1.964

STS
Duplex
S31803

45φ 2.449

12″-10S 2.547 54φ 4.843

12″-40S 8.709 80φ 5.889

24″-10S 4.120 130φ 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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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Groove width (mm) 

   : Root gap (mm) 

   : Root face (mm)

    : Groove 내의 단면  (mm2)

  STS 316L 12“-40S와 STS Duplex 80Φ를 제외

하고, 체 으로 비슷한 스   직경에 해 실제 

STS Duplex의 입열량이 STS 316L에 비해 약 

24~160% 정도 입열량이 다소 크게 측정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은 동일 그루  단면 (AG)에 용착

속을 채우기 해서는 STS Duplex가 STS 316L보

다 열 도성이 크기 때문에 STS 316L이 상 으로 

많은 입열량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그

러므로, 동일 입열 조건이라면 STS Duplex가 STS 

316L보다 용 변형이 작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비교

를 정확히 하기 해서는 동일 그루  면 에 해 이

루어져야 한다. Table 5는 이 실험이 STS 316L  

(12″-10S)  STS Duplex(54φ)에 두 재료에 하

여 비슷한 두께와 개선 면 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다. Fig. 5는 입열 측정결과 동일한 그루  단면

(AG)에 하여 STS Duplex가 이 실험의 경우 최소 

약 90% 이상 많은 입열량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2 용 부 수축량 비교 

  (1) 그루  단면  AG와 용 부 수축량 S의 계

  그루  단면  AG와 용 부 수축량 S의 계를 고찰

하기 해 동일 AG를 지니는 STS 316L (12″-10S- 

2)과 STS Duplex (54φ-1)의 용  시 각 패스별 표

거리 변화량 △GL  평균  용  수축량 S를 

측정  비교하 다.

  Table 6은 STS 316L (12″-10S-2) 모델에 한 

각 패스별 측정 치에 한 패스별 표 거리 변화량 △

GL을 나타낸 것이다. Fig. 6은 STS 316L의 패스별 

표 거리 변화량과 평균 용 부 수축량 S를 보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Table 7은 STS Duplex 54φ-1의 각 

패스별 측정 치에 한 패스별 표 거리 변화량 △GL

을 나타낸 것이다. Fig. 7은 STS Duplex의 패스별 표

거리 변화량과 평균 용 부 수축량 S를 보인 것이다. 

  STS 316L의 수축량이 STS Duplex보다 약 40% 

정도 큰 것을 Fig. 6과 Fig. 7의 각 실험의 평균  

수축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선 논의된 것처럼 동일 

그루  단면  AG를 채우는데 열 도계수가 작은 STS 

316L이 상 으로 큰 입열량이 요구된다. 리 알려

진 것처럼 용  입열량은 실제 용  수축과 가장 큰 상

계를 보이는 변수이다. 이런한 이유로 이 결과는 

충분히 상할 수 있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STS 

316L과 STS Duplex 이  용 시 동일한 그루  

단면 이라면 STS 316L의 용  수축량이 상 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 다.

RG (Root gap)

2θ (Groove angle)

GW (Groove width)

θ

RF (Root face)

Spacing between ruler's scales : 1mm

t (Thickness)

Fig. 4 Schematic drawing of the groove cross-section of the welded part and the actual specimen

Thickness (mm) AG (mm2)

STS 316L (12″-10S-2) 4.78 24.82

STS Duplex (54φ-1) 4.5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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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G, QTPL for STS 316L and STS Duplex at the 
same AG

Table 5  Thickness, AG for STS 316L and STS Du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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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은 동일 그루  단면  AG를 가지는 STS 

316L과 STS Duplex에 하여 AG   용  수

축량 S를 보인 것이다. 실제 그루  단면 의 경우 두 

시험편의 차이는 약 5% 수 으로 겅의 동일한 면 으

로 보아도 무방한 수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축량은 약 40% 이상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동일 그루  단면  AG에 

해 STS 316L의 용  수축량이 보다 큰 이유)에 

한 원인을 본 연구에서는 재료  특성에 기인한 이유라

고 단된다. 술한 바와 같이 STS 316L은 STS 

Duplex 비 열 도 계수가 약 17% 작은 반면, 상온

열팽창계수는 오히려 약 21% 크다. 즉, STS 316L은 

STS Duplex에 비하여 열 도 계수가 작기 때문에 재

료에 입열이 되었을 때 열이 상 으로 빠른 속도로 

도되지 못하고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상황

Pipe 
clock

⊿ GL (mm)

Initial Pass1-1 Pass1-2 Pass1-3 Pass1-4 Pass1-5 Pass2 Pass3 Final-1 Final-2

P00:00 0 -0.36 -0.47 -0.57 -0.96 -1.07 -1.51 -1.91 -2.13 -　

P01:30 0 -0.79 -0.34 -0.10 -0.45 -0.31 -1.15 -1.69 -1.87 -　

P03:00 0 -0.38 -0.60 -0.66 -0.69 -1.36 -2.04 -2.42 -2.56 -2.58

P04:30 0 0.00 -0.39 -0.46 -0.57 -0.87 -1.54 -1.96 -2.11 -2.13

P06:00 0 0.01 -0.35 -0.75 -0.90 -0.86 -1.30 -1.67 -1.87 -1.89

P07:30 0 -0.01 -0.10 -0.81 -1.07 -1.10 -1.50 -1.85 -2.08 -2.12

P09:00 0 0.06 -0.01 -0.53 -1.31 -1.42 -1.85 -2.22 -2.45 -2.44

P10:30 0 -0.09 0.01 -0.27 -1.24 -1.45 -1.85 -2.20 -2.42 -2.42

Table 7 △GL for each pipe clock (STS Duplex 54Ф-1)

Pipe 
clock

⊿ GL(mm)

Initial Pass1-1 Pass1-2 Pass1-3 Pass1-4 Pass1-5 Pass1-6 Pass2 Pass3 Final

P00:00 0 -0.12 -0.33 -0.24 -0.35 -0.36 -0.47 -0.75 -1.09 -1.61 

P03:00 0  0.20  0.12 -0.14 -0.43 -0.48 -0.47 -0.56 -0.83 -1.51 

P06:00 0  0.02  0.11 -0.01 -0.35 -0.46 -0.59 -0.65 -0.90 -1.57 

P09:00 0 -0.37 -0.27 -0.20 -0.17 -0.26 -0.52 -0.70 -0.99 -1.69 

Table 6 △GL for each pipe clock (STS 316L 12″-10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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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G, S for STS 316L and Duplex at the same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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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팽창계수가 오히려 크기 때문에 상 으로 머

물러 있는 열이 많은 STS 316L의  변형량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단된다.

  (2) 총 입열량 QTPL과 평균  횡 수축량 S의 계

  Table 8과 Fig. 9는 동일 총 입열량 QTPL을 가지는 

STS 316L(12″-10S-2)과 STS Duplex(54φ-2)에 

하여 용 부 평균  횡 수축량 S를 나타낸 결과

이다. 변형에 있어 가장 민감한 총 입열량이 QTPL이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  수축량에 있어서 

STS 316L이 더 큰 이유는 앞선 논의의 근거와 마찬

가지로 재료 물성치의 향이라고 단된다. 즉, STS 

316L이 STS Duplex와 비교하여 열 도계수가 작고 

열팽창계수가 크며 항복강도가 낮기 때문이다.

 

3. 결    론

  오스테나이트계  듀 스 스테인리스강 이 의 

맞 기 용 에 따른 용  변형 발생 특성에 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1) 각 소재별 Pipe 용  수축변형 데이터를 계측  

분석을 통하여 주 지배인자인 그루  단면  AG과 총 

입열량 QTPL을 도출하여 수축변형 측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 다.

  2) 오스테나이트계 (STS 316L)  듀 스 스테

인리스강 (STS Duplex)의 Pipe 용  수축 변형 특성

을 악하여 이 재료들의 용 변형 평균  산포를 최

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 이 근거를 바탕으

로 각 주 지배인자에 한 기  설정에 한 근거를 마

련하 으며, 향후 업 작업 표 화 기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한다.

  3) 동일 그루  단면  AG에서 STS Duplex가 STS 

316L에 비해 입열량이 크게 된 것은 STS Duplex가 

열 도성이 크기 때문이며, 동일 그루  단면  AG에 

해 STS 316L의 횡수축량 S가 큰 이유는 STS 

Duplex 비, 열 도계수가 작고 열팽창계수가 크며 

항복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4)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이 의 경험

 수축식을 도출할 정이다. 경험식을 하여 많은 수

축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이 데이터의 경우 기존 실

험데이터를 정 한 3차원 열탄소성해석 등을 활용하여 

검증 후 사용할 것이다. 이 게 검증된 정  수치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료 , 기하하  라메터를 

조합하여 경험식에 반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정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이 의 경험  수축식은 향후, 산

업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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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복 아크 용 (shield metal arc welding)은 우

수한 용 성과 유연성, 이동성, 단순성 그리고 가용성 

등의 특성으로 산업 랜트를 포함한 제조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용 방법이다. 그  발  랜트 

분야에서 임계 압력부와 열교환기의 압력용기 등 보

일러 제작공정에 사용되는 체결방법은 부분 피복 아크 

용 으로 이루어질 만큼 사용 비 이 높다. 특히, 발

랜트 보일러(header pin nozzle)의 제조에 있어서 

피복 아크 용 의 의존도는 매우 높다. 장(全長)이 

10~20m의 보일러 헤더는 수십 개의 분배형 노즐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각 노즐은 용  공정으로 생

산된다. 고합 강의 민한 속 합과정에서 열과 

후열 그리고 입열량에 따라 제품의 성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운   임계의 압력은 배 을 타고 유동하

면서 많은 스트 스를 주기 때문에 재료, 용 방법, 용

조건 등 국제기  ASME Sec.Ⅸ Part QW기 을 

따른다. ASME에서는 변형을 최소화하고 인성과 응력, 

기계  성질을 갖기 해 피복 아크 용 을 신뢰하고 

있으며, 발 설비에 사용되는 주요기기들은 고장력강으

로서 수소의 향이 용 성과 수명에 미치는 바가 크

다1). 그래서 수소 함량 감 방법으로 고 염기성 럭

스  고 염기성 수소계 용 을 사용한다2).

  본 연구에서는 발 설비에 사용되는 AWS E7016 

  

피복 아크 용접 시 용접봉 선단의 형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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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계 용 을 사용하여 빠른 아크 안정화를 구

하고자 용 장비3), 극성4), 제조기술5) 등을 검토하

고 용  선단의 다양한 형상 설계를6) 시도하게 되었

다. 이를 통해 아크 스타트 류 도를 상승시켜 화

(시동) 시 류값의 상승과 자이온화(hollow elec-

trode) 효과를 극 화하여 스 이(spray)이행으로 

용 형태를 유도하므로 써 기 아크 안 성과 최 의 

용  분 기를 구 해 기공, 슬래그 혼입, 융합불량과 

같은 치명 인 기용 결함에 한 문제를 분석하 다.

  Fig. 1(a)는 피복 아크 용 의 원리  구성 장치에 

한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피복제가 입 진 용

에 기 인 에 지를 가하여 아크 라즈마를 발생시

켜 용 을 수행한다. 피복제의 럭스(flux)성분으로 

인해 모재에 형성된 속 비드의 표면에는 슬래그

(slag)를 형성시켜 공기 의 산소와 질소의 침입을 차

단하며 용착 속을 보호하고 랭을 막는다. 한, 용

작업  당한 합 원소를 첨가하여 용 부의 물리

, 화학  성질을 우수하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따라서 피복제의 리와 손 등이 심한 경우 아크 안

정화를 지연시키고 결함을 유발하는 결정 인 요인이 

된다7). 

  Fig. 1(b)는 피복 아크 용 의 구성 장치를 개념도로 

나타낸 것으로써 용 기, 지 이블, 출력 이블, 용

 홀더, 용  등으로 장치가 구성된다.

  AWS E7016 용 은 일미나이트계(E4301), 라임

티타니아계(E4303), 고셀룰로즈계(E6011), 고산화티

탄계(E6013)등의 용 과 달리 아크 재발생이 어렵

고 아크 안정성 한 낮아 용 결함이 발생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용 성을 

향상시키기 해 핫스타트 류 조 기능이 개발되었

다. 용  단락 시 기 용 류에 핫스타트 류를 

추가함으로써 출력 류를 상승시켰으며, 일정 시간 동

안 류상승을 지연시켜 순간 단락을 억제하여 결함을 

최소화시켰다9).

   수소계인 AWS E7016 용 의 경우 용 과 

모재가 닿는 순간 아크 화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 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 화문제를 해결하기 해 용

 선단에 철분을 부착하 으며, 모재에 닿는 순간 철

분에 의해 아크가 먼  발생하고 그 후 용 에 아크

가 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10).

  Fig. 2는 피복 아크 용 의 기결함을 나타낸 사진

이다. 용  시작 시 항 상승과 압강하가 발생하여 

불안정한 아크가 발생되며 이때, 안정 인 용  분 기

가 형성될 때까지 기공과 같은 용  결함이 발생한다. 

재,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용  장비 는 

작업자의 기량에 의존하여 용  품질에 향을 주는 요

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복 아크 용  시 불안정한 아크 스

타트로 인해 발생하는 용 부의 기결함을11) 방지하기 

해 용  선단의 형상을 분할(divide), 기(wedge) 

그리고 할로우(hollow)로 제작  실험하 다. 실험의 

공정한 방법과 결과를 얻기 해 고  기계 학습 알고

리즘 구 과 아크 사운드 신호를 시간 역에서 사운드 

신호를 분석하므로 아크안정화에 한 정량화가 가능하

게 되었다12). 공정성을 바탕으로 용  음향 모니터링³과 

방사선 투과시험(radiographic test)을 통해 아크의 

안정성  용  결함을 측정하 고 결과를 통해 용 부

의 기 결함을 방지할 수 있는 최 의 용  선단 형

상을 확인하 다.

2. 실험장치  실험방법

2.1 실험 장치

  Fig. 3은 실험을 한 장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크 열원은 정격출력용량 24kW의 교류 용 기를 사

용하 으며 SS400 100x50x9t의 모재에 내균열성이 

우수한 AWS E7016  수소계 용 (core wire 

diameter 4mm)을 아래 보기 자세로 실험을 수행하

(a) (b)

Fig. 2 Initial defects in the weld zone according to un-
stable arc (a) metal bead and (b) porosity

Slag
Coating
Electrode
Shieling gas

Base metal

Welding metal Molten pool

(a) (b)Welding machine AC or DC 
Power source and controls

Welding 
machine

Work 
cable

Arc Holder

Electrode
Work 
metal

Electrode 
cable

Fig. 1 Schematic diagram of shielding metal arc weld-
ing8)

Digital 
clamp meter

Welding 
machine AC

Smart camera
Electrode 
E7016 4Ø

Holder

Work piece 
ss400 100L *50W* 9T

Arc stabilitySound recording

Fig. 3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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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아크 안정화를 확인하기 해 아크 사운드

를 모니터링하여 음향 데이터를 측정했으며, 방사선 투

과시험을 통해 용 부의 결함을 분석하 다. 아크 스타

트 시간은 용  음향의 크기, RT 사진 그리고 속비

드의 비를 비교하여 확인하 다.

2.2 실험 방법

  AWS E7016 용 의 선단 형상에 따른 기 아크 

안정화를 분석하기 해 Table 1과 같이 용  심선

의 면 을 여 류 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분할, 

기 그리고 할로우의 세 가지 형상을 설계하 다.

  첫 번째 분할 형상은 비 0.5mm, 깊이 5mm의 가

공을 통해 선단의 분할 개수가 (a)1 pin, (b)2 pin, 

(c)4 pin, (d)6 pin의 4가지로 세분화하 다. 두 번째 

기 형상은 용  선단을 심으로 각도 20°, 45°, 

60°, 90°, 120° 의 5가지로 세분화하 으며 마지막으로 

할로우 형상은 홀 깊이 5mm, 홀 직경 0.8~3.6mm 

까지 0.2mm씩 증가시켜 15가지 형상으로 세분화하

다. 와 같이 총 25가지의 선단 형상을 가지는 용

을 사용하여 Table 2의 용 조건으로 비드 온 

이트(bead on plate) 실험을 수행하 다.

3. 실험 결과

3.1 분할 형상의 기 아크 안정화  결함

  Fig. 4는 분할 형상에 한 용  선단 사진, 용

부의 RT 사진 그리고 음향 모니터링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아크 스타트는 아크가 발생하는 최  시 부터 

용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속 비드의 비가 12mm

일 때를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Fig. 4(a)는 1 pin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기본 용  선단의 형상과 동

일하다. 아크 스타트까지 걸린 시간은 4.4s이며 용

부 기에서 다량의 기공이 발견되었다. Fig. 4(b)는 

2 pin의 결과이며 선단이 2개로 분할되어 아크가 발생

하는 용 의 극이 두 부분으로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공 개수는 1 pin과 유사하 고 아크 스타

트 시간은 5.7s로 1 pin에 비해 조  증가하 는데 그 

원인은 용  선단의 형상 오차  분할 가공 시 발생

한 길이 오차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2분할을 하는 것

Shape of electrode

Divide (a) 1 Pin (b) 2 Pin

(c) 4 Pin (d) 6 Pin

Core wire

0.5mm

5 mm

Flux or coating

Wedge

Core wire

Angle of wedge, θ

θ : 20°, 45°, 60°, 90°, 120°

Hollow

Diameter, D

5 mm
D: 0.8-3.6 mm 

D

Table 1 Design of electrodes divide, wedge and hollow

Item Value

Welding electrode dia E7016 4mm

welding method AC

Arc voltage 25∼30 V

Arc current 160 A

Lead angle of electrode 70∼80°

Base plate size 100L*50W*9T

Base plate temp 20∼25℃

Welding speed 20cm/min
Distance between

microphone and welding point 500mm

Table 2 Conditions of welding parameters

(a)

(b)

(c)

(d)

Divide RT
Sound monitoring

100

dB

0

Fig. 4 Radiographic test and acoustic monitoring for di-
vide electrodes, (a) 1, (b) 2, (c) 4 and (d) 6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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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형 칭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할 때마다 그 오차

가 크게 나타난다. Fig. 4(c),(d)는 용  극이 각

각 4 pin, 6 pin이며 기공은 발생하 으나 아크 스타

트 시간은 1.05s, 1.7s로 폭 감소하 다. 용  선

단의 단면   형상이 변화함에 따라 용 부 기의 

결함은 발생하 으나, 아크 안정화 시간은 감소하 다.

  Fig. 5는 용  선단이 분할 형상일 때 아크 스타

트 시간  기공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2 pin의 

경우 1 pin에 비해 아크 스타트 시간이 소폭 증가하

으나, 4 pin, 6 pin으로 분할될수록 시간은 단축되었

으며, 선단에서의 류 도가 상승하여 아크가 안정화 

시간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Fig. 4(b)는 2 pin의 결

과이며 선단이 2개로 분할되어 아크가 발생하는 용

의 극이 두 부분으로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공 개수는 1 pin과 유사하 고 아크 스타트 시간은 

5.7s로 1 pin에 비해 조  증가하 는데 그 원인은 용

 선단의 형상 오차  분할 가공 시 발생한 길이 

오차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2분할을 하는 것은 원형 

칭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할 때마다 그 오차가 크게 

나타난다. 모든 조건에서 기공은 발생하 으며 각각 7, 

12, 10, 8개로 확인되었다.

3.2 기 형상의 기 아크 안정화  결함

  Fig. 6은 용  선단이 120°, 90°, 60°, 45° 그리

고 20°인 기 형상에 한 용  선단 사진, RT 그

리고 음향 모니터링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6(a)

는 선단 각도가 120° 일 때이며 다량의 기공이 발생하

고 아크 스타트 시간은 5.1s로 측정되었다. Fig. 6(b), 

(c)와 같이 선단 각도가 90°, 60°로 각이 될수록 아

크 스타트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Fig. 

6(d)와 같이 20°일 때는 아크 스타트 시간이 5.3s로 

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Fig. 7은 용  선단이 기 형상일 때 따른 아크 

스타트 시간  기공 개수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아크 스타트 시간은 최소 2.0s에서 최  5.3s이며 기

공 개수는 20° 일 때 17개로 가장 많이 발생하 다. 

기 형상은 분할 형상과 달리 아크가 지속 으로 발생

하는 동안 심선의 단면 이 차 증가하는 형상을 가지

고 있다. 각일수록 용 의 심선(core wire)을 감

싸고 있는 피복제는 감소하고 심선의 노출 면 은 증가

함으로써 불안정한 아크가 발생하 다. 한, 날카로운 

기 형상의 용 은 아크쏠림 상이 추가 으로 나

타나며 이러한 원인으로 아크 안정화 시간이 증가한다.

3.3 할로우 형상의 기 아크 안정화  결함

  Fig. 8은 깊이 5mm, 홀 직경이 0.8mm~3.6mm

까지 0.2mm 씩 증가시켰을 때의 할로우 선단의 RT와 

음향 모니터링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아크가 발생할수

록 심선의 면 이 증가하는 기 형상과는 달리 할로우 

형상의 면 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15가지 조건에 

해 홀 직경이 증가할수록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며, 아크 스타트 시간은 최  2.3s, 최소 0.6s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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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rc start time and porosity for divided electrodes 
according to number of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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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diographic test and acoustic monitoring for 
wedge electrodes, (a) 120, (b) 90, (c) 60, (d) 45 
and (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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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형상에 비해 아크 안정화 시간이 매우 짧게 측

정되었다. 안크 안정화 시간이 짧은 만큼 안정 인 아

크가 발생하여 기 용 부의 기공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

  Fig. 9는 용  선단이 할로우 형상일 때 아크 스

타트 시간  기공 개수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홀 

직경이 1.4mm부터는 아크 스타트 시간  기공의 개수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Fig. 9(k),(l)의 홀 

직경 2.8mm, 3.0mm인 조건에서 아크가 격히 안정

화되어 기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반면, 

홀 직경이 3.0mm를 과할 경우 심선이 얇아져 용착

효율 하  단선, 아크쏠림(arc blow)이 발생하게 

되어 결함을 야기시킨다게 된다. 용 의 선단 형상이 

분할, 기 그리고 할로우일 때 심선의 단면   형상

에 따라 기 아크 안정화에 향을 미치는 아크 스타

트 시간  기공 발생 빈도가 변화하게 되며 본 연구에

서는 할로우 형상의 경우 높은 아크 안정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 다.

 

3.4 할로우 형상의 홀 깊이에 따른 기 아크 
안정화  결함 

  Fig. 8에서 아크 스타트 시간이 빠르고 기공의 수가 

낮은 할로우 직경 (k) 2.8mm에 해 홀 깊이에 따른 

기 아크 안정화  결함 분석을 진행하 다.

  Fig. 10은 홀 깊이 1.5, 2.0, 3.0, 4.0, 5.0, 6.0, 

8.0, 10.0mm의 8가지의 시편에 해 아크 스타트 시간 

 기공 개수를 나타낸 그래 이다. 홀 깊이 1.5mm~ 

3.0mm에서는 단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아크 스타트 

시간이 증가하고 기공이 다량 발생하 으나, 홀 깊이가 

(a)

RT

Sound monitoring

100

dB

0

(b)

(c)

(d)

(e)

(f)

(g)

(h)

(i)

(j)

(k)

(l)

(n)

(m)

(o)

Fig. 8 Radiographic test and acoustic monitoring for 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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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아크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기공의 

개수가 어드는 결과를 확인하 다. 4mm부터 아크 

스타트 시간은 략 1s로 측정되었으며 앞서 실험했던 

분할, 기의 용  선단 형상에 비해 매우 짧아졌다. 

하지만 홀 깊이 8mm 이상부터 과도한 스패터 발생으

로 인해 속 비드 품질에 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원

인은 홀 깊이가 증가할수록 용  내부에 채워지는 

기가 용 성을 하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피복 아크 용  시 불안정한 아크 스타트

로 인해 발생하는 기용 결함을 해결하기 해서 용

 선단에 류 도를 상승시켜 빠른 아크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단 형상 설계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한 용가재는 내균열성이 우수한  수소

계 용 인 AWS E7016이며, 분할, 기 그리고 할

로우의 3가지 표 형상을 선정하여 아크 스타트 시간 

 기공 결과를 바탕으로 아크 안정화에 한 평가를 

진행하 다. 동일한 용  조건일 때 용  선단의 단

면 이 어들면 선단에는 류 도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 으로 선단 심부의 온도를 상승과 더불어 좁은 

형태의 아크 라즈마가 발생할 것으로 단된다. 동일

한 용  조건에서 높은 에 지 도를 가지는 아크 

라즈마로 인해 기 아크 스타트 시 빠른 안정화를 구

할 수 있다.

  기존 용 의 경우 기 아크 스타트 시간 4~5s 

그리고 다량의 기공이 발생하 지만, 선단의 단면 이 

작아질수록 아크 스타트 시간이 짧아지고 기공이 게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 다. 분할  기 형상은 

극에 집 되는 류 도가 상승함으로써 안정 인 아크 

스타트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할로우 형상의 경우 아크 

스타트 시간 0.6~1s  기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크가 안정화될 때의 평균 음향의 크기는 

50~60dB로 측정되었으며, 해당 크기일 때 가공된 선

단의 용융이 완료되고 그 후 직경 4mm의 기존 용

이 용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평균 음향 크기에 도달하는 용  선단이 아크 안정화

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크 안정화가 우수한 할로우 형상은 용 의 단면

이 25%정도 감소된 지 (직경 2.0mm)부터 아크 

스타트 시간이 단축되었고, 50%이상 감소되는 지 (직

경 2.8mm, 3.0mm구간)에서는 결함발생이 없었으며, 

깊이는 심선의 지름을 기 으로 ±1mm(5mm구간)에

서 우수한 용 부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홀 가공을 용한 부분의 용  단면 은 심선의 

1/2(50%) 정도로 설계하는 것이 좋으며, 홈의 깊이는 

단락과 비드의 형상 불량 등 구조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3mm∼5mm 깊이의 용  선단 형상이 피복아

크 용 의 기결함을 감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용  선단이 분할, 기 그리고 할로우 형태로 가

공되면 단면 이 어들어 좁은 형태의 아크 라즈마

로 인해 빠른 아크 안정화를 구 할 수 있다. 향후 세 

가지 선단에서 발생하는 아크 라즈마를 찰하여 선

단 형상의 에서 아크 안정화에 미치는 향을 연구

할 계획이다. 한, 형상 가공 부분의 최  치수 산출

과 피복제 박리 등의 문제 해결하여 용  시작부의 기

계  성질 검증  확보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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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유도 표면 가공(laser-induced surface 

processing)은 재료 표면의 가공 정도를 제어하기 편

리하여1,2) 표면 젖음성과3) 강도 향상4), 상 이5), 결정화6), 

반응성 향상7), 클리닝8,9) 등을 해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술이다. 한, 이  유도 표면 가공 공정은 기  

가스 감지와 착색, 세포 성장, 항균성 부여, 마찰 계수 

조 , 표면 강화 라만 산란, 필라멘트 방출, THz 선 

 X-선 방출과 같은 다양한 응용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10-12).  응용 기술의 발  과정에서 다양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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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laser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using a 532 nm Nd:YAG nanosecond laser. A laser 
beam homogenizer was used to spatially homogenize the laser beam into a square shape with an interference pattern 
of 30 μm. For laser surface modification processing, primary processing under 110 conditions was first performed, 
and then, 15 types of main processing conditions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three-dimensional surface structure 
of laser surface modified zircaloy-4. Subsequently, the specimen was post-processed using three methods: left in the 
air (25 ℃), heated in the oven (200 ℃ for 2 h), and boiled in water (100 ℃ for 2 h). In the absence of post-process-
ing or with heat post-processing, the laser surface modified zircaloy-4 showed super hydrophobicity with a contact 
angle of 150° or higher for specific laser surface processing parameters. Under specific laser surface processing con-
ditions, the laser surface modified zircaloy-4 with boiling water post-processing exhibited properties close to super 
hydrophilic with a contact angle of less than 5°. It was confirmed that the surface wettability of zircaloy-4 can be 
controlled using a spatially shaped nanosecond laser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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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hydrophi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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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  원과 펄스 형상 조 2)에 한 연구가 수

행 으며 이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재료를 생

산할 수 있다.

  이  유도 표면 가공 기술  성공 인 응용 사례인 

이  유도 주기  표면 구조(LIPSS; laser-induced 

periodic surface structure) 공정은 재료 표면에 

이  장(0.1 λ) 수 의 주기  패턴을 생성하는 기

술로 재료의 표면에서 물질과의 반응성을 조 하는 데 

유용하다13,14). LIPSS로 생성하는 가공 패턴의 주기는 

이  원의 편 , 입사각  입력 장 등 학  

매개 변수 조 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10,14). 생성되는 

패턴의 선명도를 극 화하기 하여 피코  미만의 펄

스 이 를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재료의 국부 상

이, 가열, 마찰 역학과 같은 표면의 패턴에 향을 받

는 특성을 개선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패턴의 형

성을 방해하는 열 손상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펨토  

수 의 극 단 펄스와 선명한 패턴을 한 높은 빔 품

질이 요구되어 산업  응용에 한계가 있다15,16).

  본 연구는 극 단 이  원과 비교해 비용과 작업 

효율성  활용성에 이 이 있는17,18) 나노  이  

원 기반 LIPSS 가공으로 지르코늄 합 (zircaloy-4)

의 표면 젖음성을 조 하여 LIPSS의 산업  응용 가

능성을 확인한다. 이  빔 균질기(BH; beam ho- 

mogenizer)를 활용해 가공에 사용된 나노  이  

원이 30 µm의 균일한 공간  간섭 강도 패턴을 가

지도록 성형하 다. 한, 이  펄스의 에 지 도

와 시편 가공 치에 이  빔의 겹침 횟수를 가공 변

수로 두고 zircaloy-4의 표면 젖음성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 다. 원자로의 주요 구조 재료인 zircaloy-4의 

표면 젖음성은 반응로의 임계 열 유속(CHF; critical 

heat flux)과 한 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 

열 교환 부에서 막비등 환을 늦춰 원자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열 교환 효율을 높이기 한 zircaloy- 

4의 CHF 향상 방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9). 

Zircaloy-4 시편에 다양한 가공 조건의 이  표면 

가공 공정  한 후가공을20) 수행하여 가공 직후

부터 시간에 따른 시편의 표면 각 변화를 추 하

다. 가공 조건에 따라 측정한 시편의 표면 각에 기

반하여 나노  이   빔 균질기를 통해 zircaloy- 

4의 친수성과 소수성을 선택 으로 조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 실험 장치  방법

2.1 실험 장치

  Fig. 1은 지르코늄 합 (Zircaloy-4, Zr 97.56- 

98.27%, Sn 1.2-1.7%, Fe 0.18-0.24%, Cr 0.07- 

0.13%, Fe+Cr 0.28-0.37%, 29×41×2.5[mm], 

American Elements) 시편에 한 이  표면 가공 

실험 과정을 나타낸다. Fig. 1(a)는 시편의 처리 과

정으로 음  세척, 아세톤  에탄올 표면 세척, 열

처리(100 ℃, 2 시간)의 총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Zircaloy-4 시편의 이  표면 가공을 한 이  

학계는 Fig. 1(b)와 같다. Spectra-Physics 社의 

1064 nm 이 (Quanta Ray, LAB-150) 빔은 LBO 

크리스털을 통해 532 nm의 2차 조화 로 변환되었으

며, 이  빔의 에 지는 얇은 박막 편 기(TFP; 

thin-film polarizer)와 반 장 (HWP; half-wave 

plate)을 사용하여 조 되었다. 이  가공 헤드(BH 

head)는 정사각형 즈렛 타입의 즈 어 이(LA1, 

2)와 집  즈(Lc)로 구성된 이  빔 균질(BH) 

학계를 포함한다21).

  Fig. 2와 같이, 임의 공간 강도 분포(non-uniform 

beam)의 532 nm 이  빔은 BH head 통과 후 균

일한 공간 강도 분포를 가지게 되며, LA2의 피치 크기

(p = 1.3mm)와 거리(fLA2 = 54.3mm), Lc의 

거리(fc=74.4 mm)로부터 약 18 mm (D = p × fc / 
fLA2)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성형되었다21). 시편의 같은 

지 에 이  빔을 조사한 횟수로 이  빔의 겹침

(OV#)을 정의하여 공간 균질화된 532 nm, 10 ns의 

이  빔을 10 Hz의 반복률로 시편에 조사하 다. 

시편의 가공 치는 동 스테이지로 조정되었다.

  Fig. 1(c)와 같이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4 

시편의 후가공에 따른 표면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해 

일반 기(Air, 25 ℃) 노출 이외에 200 ℃ 오 에서 

2 시간 열처리, 끓는 물(boiling water)에서 2 시간 

후처리의 두 가지 방식의 후가공을 각각 추가 수행하

다20). Fig. 1(d)와 같이 이  표면 가공  후가공 된 

zircaloy-4 시편 표면의 젖음성 특성은 Femtobiomed 

社의 각(CA; contact angle) 측정 장비(Smart- 

Drop Lab)를 통해 세실 드랍 방법(sessile drop 

method)으로 정  각을 측정함으로써 평가되었

다. CA는 유체가 재료 표면에서 열역학 으로 평형을 

이룰 때의 각도를 의미하는데 측정 방법은 크게 정

(static) CA 측정 방법과 동 (dynamic) CA 측정 방법

으로 구분된다. 세실 드랍 방법(sessile drop method)

은 정  CA 측정 방법의 표 인 로 시편 에 시약 

방울을 떨어뜨린 후 시편과 시약 방울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동  CA 측정 방식에는 Wilhelmy 

plate 방법, tilting 방법, captive bubble 방법 등이 

있는데22,23), 측정된 CA의 히스테리시스를 통해 시편

의 표면 균질도까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약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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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이 필요하고, 시편의 크기와 형상에 제약을 받

는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 표면의 젖음성 특성을 확인

하는데 일반 으로 사용하는 세실 드랍 방법을 활용하

다24). 통상 재료의 정  CA가 90도보다 크면 소수

성 표면으로, 150도 보다 크면 소수성 표면으로 구

분하며, 90도보다 작으면 친수성 표면으로, 5도 보다 

작으면 친수성 표면으로 구분한다22,25).

  CA 측정 시, 이  표면 가공  후가공 과정을 거

Ultrasonic cleaning Surface cleaning
(ethanol, acetone)

Heat treatment
(100 ℃, 2 h)

(a) Zircaloy-4 pre-processing

M

1064nm
ns-laser

Pulse energy
attenuation

HWP TFP

M M

M
SHG

HWP LBO 532nm

M LA1 LA2 Lc

BH head Specimen mounted in
motorized stage

Zircaloy-4

(b) Zircaloy-4 laser surface modification

Air(25 ℃) Heat treatment
(200 ℃, 2 h)

Boiling water
(100 ℃, 2 h)

(c) Zircaloy-4 (laser surface modified) post-processing

Surface contact angle
(SmartDrop Lab, Femtobiomed)

Surface 3d morphology
(LEXT OLS4100, Olympus)

(d) Measurement

Fig. 1 Laser surface modification process for zircaly-4



공간 균질화 된 나노  이  빔을 활용한 지르코늄합 (Zircaloy-4)의 표면 젖음성 변화 연구 

한용 ․ 합학회지 제40권 제2호, 2022년 4월  159

친 zircaloy-4 시편의 표면이 친수성을 나타내는 경우 

측정된 CA가 카메라에서 잘 인식되도록 비교  작은 

1~2 µL 부피의 물방울을 사용하 다. 반면, 소수성을 

보이는 시편 표면에서는 물방울의 부피가 무 작은 경

우 시편 표면과 물방울이 분리되지 않아 친수성 표면에

서 측정한 것보다 약간 더 큰 2~6 µL 부피의 물방울

로 CA를 측정했다. CA는 가공 직후부터 안정화되기까

지의 시간 경과에 따라 22일 동안 측정하 고, 시편마

다 3회 측정에 한 평균을 결 값으로 간주했다. 이

 표면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 지르코늄 합 의 CA는 

72.5° 다. 

  Fig. 3은 BH head 통과 후 zircaloy-4 시편에 조

사되는 나노  이  빔의 공간  형상을 나타낸다. 

Fig. 3(a)는 BH 학계를 하는 이  빔에 하

여 OpticStudio(Zemax) 소 트웨어를 활용한 스칼라 

회  기반의 물리 학  산 시늉 결과를 나타낸

다. Fig. 3(b)는 The Imaging Source 社의 CMOS 

센서 기반 카메라(DMK33GX273)로 획득한 실제 

이  빔의 형상이다. Fig. 3(c)와 같이, 이  빔의 

장(λ=532 nm), Lc의 거리(fc=74.4 mm), 

LA1,2의 피치 크기(p=1.3 mm)로부터 계산된 정사각형 

균질 이  빔의 공간 강도 간섭 주기 (Λ=λ × fc / p)는 

약 30 ㎛ 으며26), 시뮬 이션 빔 형상과 실제 빔 형

상이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2.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 이  표면 가공 조건을 결정하기 해 

사  가공(pre-laser surface processing) 실험을 수

행하 다. Fig. 5는 사  가공 실험의 이  매개변

수 조건을 보여주며, 펄스 에 지와 빔 OV의 조합으로 

Zircaloy-4

Zircaloy-4

Motorized
stage

Non-uniform beam

Uniform & square shaped beam

BH head

LA1

LA2

Lc

Fig. 2 Laser BH(beam homogenize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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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atially homogenized laser beam profile. (a) OpticStudio (Zemax) simulation (b) Actual laser beam (c) Cross-Y 
profile (interference period: 30 ㎛) for the simulation (gray) and the actual laser beam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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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110가지의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이  펄스 

에 지는 10 mJ 부터 100 mJ 까지 10 mJ 간격으

로 10가지 조건으로, 빔 OV는 1부터 100까지 10번 

간격으로 11가지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Olympus 社

의 공  미경(LEXT, OLS4100)을 사용하여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4 시편의 3차원 표면 구조

를 찰했다. 찰된 표면은 이  빔의 OV 조건에 

따라 세 가지 표 인 형태로 나타났다. Fig. 5(a)와 

같이, 빔 겹침이 상 으로 은 OV10의 경우 이  

빔 형상과 유사한 30 ㎛ 간격의 표면 패턴이 나타났다. 

Fig. 5(c)와 같이, 빔 겹침이 상 으로 큰 OV90 조

건에서도 이  빔 형상과 유사한 표면 패턴이 나타나

지만 동시에 불규칙한 표면 구조도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Fig. 5(b)와 같이, 간 조건인 OV50의 경우 규

칙 인 표면 구조가 찰되지 않았다.

  Fig. 6과 같이, 사  가공 실험을 통해 5가지의 

이  펄스 에 지(10 mJ, 30 mJ, 50 mJ, 70 mJ, 90 

mJ)와 3가지의 빔 겹침 조건(OV10, OV 50, OV90)을 

주 가공(main-laser surface processing) 실험의 조건

으로 선정했다. 주 가공 실험에서는 zircaloy-4 시편의 

이  표면 가공 후 세 가지 방식의 후가공을 추가 수

행하 다20). 첫 번째로 Fig. 6(a)와 같이, 이  가

공된 zircaloy-4 시편은 후처리 없이 실온(25 ℃)에서 

주변 공기에 노출된 채로 보 되었다. 두 번째로 Fig. 

6(b)와 같이, 이  가공된 zircaloy-4 시편을 200 ℃

의 오 에서 2 시간 동안 열처리하 다. 마지막으로 

Fig. 6(c)와 같이, 이  가공된 zircaloy-4 시편을 

100 ℃의 끓는 물에서 2 시간 동안 후처리하 다.

 

3. 실험 결과  토의

  이  표면 가공  후가공 된 zircaloy-4 시편의 

표면 CA를 측정하 으며(총 측 기간 22일), 후가공 

조건에 따라 시편의 표면은 소수성(super hydrop- 

hobic) 는 친수성(super hydrophilic)에 근 한 

특성을 보 다.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4 시편을 

후가공 없이 공기 에 놓아둔 경우와 200 ℃ 오 에

서 2 시간 동안 열처리한 경우의 CA 측정 결과는 

Fig. 7, Fig. 8과 같다. 두 조건 모두 최종 측정일에 

시편 표면이 소수성(CA > 150°)을 보 으며, 가공

하지 않은 원재료 시편(CA > 72.5°)에 비하여 높은 

CA를 나타냈다. Fig. 7과 같이,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4 시편에 후가공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가공 

후 기에는 시편 표면이 친수성 경향을 보이다가 가공 

(a) 90 mJ, OV10

(b) 90 mJ, OV50                 (c) 90 mJ, OV90

Fig. 5 3-dimensitonal surface morphology for the laser processed zircaloy-4. (a) 90 mJ, OV10 (b) 90 mJ, OV50 (c) 90 mJ, 
OV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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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Zircaly-4 pre-laser surfac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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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7일 차부터 소수성 경향을 보 다. 최종 측정일

(가공 후 22일 차)에 가장 높은 CA를 보이는 가공 조

건은 이  펄스 에 지 90 mJ, OV90 조건이었으

며, 이때 CA는 3회 측정 평균값 기  166° 다. Fig. 

8과 같이,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4 시편에 열

처리 후가공을 추가 수행하는 경우, 가공 기부터 시

편 표면이 소수성에 근 한 특성을 보 으며 시간이 

지나도 이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 다. 열처리 후가공 

조건에서 최종 측정일(가공 후 22일 차)에 가장 높은 

CA를 보이는 가공 조건은 후가공이 없는 경우와 마찬

Without post-processing
(in air, 25 ℃)

Heat post-processing
(200 ℃, 2 h)

Boiling water post-processing
(100 ℃, 2 h)

OV10

OV50

OV90

Fig. 6 Zircaly-4 main-laser surfac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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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이  펄스 에 지 90 mJ, OV90 조건이었

으며, 이때 CA는 3회 측정 평균값 기  159.6° 다. 

반면 Fig. 9와 같이,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4 

시편을 끓는 물에서 2시간 동안 후처리한 경우 가공 

기부터 표면이 친수성(CA < 5°) 특성을 보 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CA가 약간 증가하 지만 이를 유

지하는 경향을 보 다. 최종 측정일(가공 후 22일 차) 

CA가 낮았던 시편의 가공 조건은 이  펄스 에 지 

90 mJ, OV90 조건이었으며, 이때 CA는 3회 측정 

평균값 기  17.9° 다.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4 시편의 후가공에 따

라 나타난 표면의 젖음성 특성은 이  처리된 알루미

늄 시편의 후가공에 따른 표면 젖음성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 다20). 후처리가 없는 경우에는 시편의 표면

이 기에는 친수성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수성 특성으로 변화되었다. 가공 기에는 지르코늄 

시편에 조사된 이 로 인해 표면이 삭마(ablation) 

되어 산소 함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27). 표면 

소수성은 극성 분자인 물을 어내는 성질로써 표면 무

극성 결합의 증가와 연 된다25,28). 따라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시편 표면 무극성 결합의 증가로 소수  경

향이 차 우세해진다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한, zircaloy-4 시편 표면 무극성 결합의 증가로 인한 

표면 소수성 양상은 이  표면 가공된 알루미늄 시편

의 경우와 같이 미세 버(micro-burrs)에 탄소 함유량 

증가와 연  지어볼 수 있으며20,27) zircaloy-4 시편의 

표면 젖음성 변화를 래하는 화학  메커니즘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기 해서는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XRD(X-ray Diffraction) 등

을 활용한 가공 시편 표면의 원소 변화 분석이 필요하

다. 같은 맥락으로,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4 시

편에 열처리 후가공을 수행하는 경우, 가공 기부터 

시편 표면이 소수성을 보 는데, 이는 열처리 후가공

이 시편 표면에 소수성 특성을 부여하는 무극성 결합을 

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25,28). 끓는 물 후처리를 수

행하는 경우 가공 기부터 시편 표면이 친수성을 보

는데, 이는 열처리 후가공과는 반 로 끓는 물 후처

리가 표면 극성 결합(산화)을 진한 것으로 볼 수 있

다25,28). 연구 결과로부터 zircaloy-4 시편의 표면의 

젖음성은 532 nm 공간 균질화된 나노  이  빔의 

에 지 도와 빔 겹침(OV), 후처리를 통해 조  가능

함을 확인하 다. 한, 의도하는 zircaloy-4의 표면 

특성을 자유자재로 달성하기 해서는 표면 가공 변수

의 세분화, 2차원 고속 푸리에 변환(2-D FFT) 등을 

통한 표면 구조 변화 분석27), 원소 변화 분석을 통한 

화학  메커니즘 규명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  이 (532 nm, 10 ns) 빔

을 통한 zircaloy-4의 이  표면 가공 효과에 한 

내용을 다뤘다. 가공에 사용된 이  빔은 빔 균질기

(BH)를 통해 균일한 공간 강도 분포를 가지는 정사각

형으로 성형되었으며 30 ㎛ 주기의 간섭 강도 특성을 

가졌다. 이  표면 가공 매개변수를 선정하기 해 

이  펄스 에 지와 빔 겹침(OV)에 따라 110가지의 

가공 조건으로 사  가공 실험을 수행하 다. 사  가

공 실험에서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4의 표면 

형상을 기반으로 5가지의 이  펄스 에 지와 3가지

의 빔 OV 조건으로 총 15가지 조건의 이  표면 가공 

매개변수를 선정하 다.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 

4 시편은 후가공 없이 주변 공기 노출(25 ℃)되거나 

열처리(200 ℃, 2 시간) 는 끓는 물(100 ℃, 2 시

간)에서 후처리 되었다.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 

4 시편에 해 후처리가 없거나(CA: 166°) 열처리 후

가공(CA: 159.6°)을 추가 수행한 경우 소수성 표면 

특성이 나타났으며, 끓는 물에서 후처리한 경우 친수

성(CA: 17.9°)에 근 한 표면 특성이 나타났다. 이

 표면 가공  후가공된 zircaloy-4 시편의 표면 특

성으로부터 공간 균질화된 나노  이 로 zircaloy- 

4 시편의 표면 젖음성을 조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 BH 학계를 구성하는 학 요소의 사양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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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  표면 가공으로 시편에 새겨지는 패턴 

간격을 조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균질 이  빔과 

zircaloy-4 시편의 표면 젖음성 변화의 상 계, 이

 표면 가공된 zircaloy-4의 젖음성 특성과 CHF 향

상 여부, 표면 젖음성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  메커니

즘과 표면 구조 변화에 한 분석 등은 후속 연구 방향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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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a flip chip-chip scale package (FC-CSP), more 
than 2,000 signal terminals are connected through 
solder bumps in which a travel path of electrical sig-
nals is shorter compared to a wire bonding package 
(WBP) and a large number of input/output (I/O) can 
be formed, thus being utilized in a high-density se- 
miconductor packaging process1). Accordingly, the 
difficulty of fine pitch soldering process is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miniaturization and high-density 
arrangement within a semiconductor package2-5). 
The probability of defects being generated due to a 
movement of a device or substrate warpage during a 

reflow process increases as solder bump pitch de-
creases; thus, thermo-compression (TC) bonding is 
used for soldering in order to overcome such issue. 
However, TC bonding has a disadvantage of re-
duced productivity from a relatively longer process 
time since each device is individually soldered6,7). 
Mostly a Cu pillar/solder bump structure is applied 
in order to prevent a bridge between bumps in a 
structure where a solder bump pitch is 150 ㎛ or be-
low7). A Cu pillar/solder bump is formed by placing a 
hemispherical solder on top of a Cu pillar in which a 
bridge between solders can be more effectively pre-
vented by minimizing the spreading of a solder 
when compared to a general spherical solder ball. 
However, the reliability of a solder joint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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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simultaneous bonding between Si chip and 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MLCCs), 
vacuum reflow soldering is performed between a Si chip and each of 2012, 1608, 1005, 0603, and 0402 MLCC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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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ering, respectively. The maximum void content of Si chip solder joints bonded via vacuum reflow is 8%. At the 
MLCC solder joints, the void content yielded by vacuum reflow is lower than that yielded by hot air refl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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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d to degrade in a high-temperature environ-
ment as the thickness of the solder joint decreases 
since the solder amount is insufficient compared to a 
conventional solder bump8).
  Various package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for 
high-dimensional structures such as multifunctional, 
highly-integrated system on chip (SoC), system in 
package (SiP), package on package (PoP), and em-
bedded packag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 fine 
solder bump package. High-performance, miniatur-
ization, and cost reduction are feasible since other 
packages and electric components such as passive com-
ponents,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and optical components can be selectively included de-
pending on applied field9). In general, TC bonding is 
applied to high-integrated Si chip, while hot air reflow 
is applied to passive components such as inductor or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MLCC), and thus, two 
separate processes are required if highly-integrated Si 
chip element and passive element are mounted together 
within one package. Therefore, simultaneously solder-
ing passive components with Si chip having a fine pitch 
bump of 150 ㎛ or below can be completed in one 
process, while reliability can be improved by increasing 
the soldering amount through a soldering process using 
a solder paste when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u 
pillar/ plated solder bump. 
  MLCCs are passive components enabling a semi-
conductor to function smoothly by storing electricity 
and consistently supplying the amount of electricity re-
quired for active components. Approximately 1,000 
MLCCs are mounted in smartphones, and between 
3,000 and 10,000 in automobiles, while the number of 
MLCCs required is constantly growing due to the ad-
vancement in electric and autonomous vehicle technol-
ogy10). Thus, the development of micro-size, high-ca-
pacity components such as MLCC of 0603 or 0402 ㎜ 
is in progress. The MLCC is typically soldered through 

a hot air reflow process. In the hot air reflow process, a 
void is formed in the MLCC solder joint, and the pro-
portion of a void increases as the size of an MLCC de-
crease which affects the reliability. In the vacuum re-
flow process, fluidity of a void is increased when a sol-
id state solder is melted as a vacuum state is maintain 
in the peak temperature range, and voids can be effec-
tively reduced through vacuum reflow11).
  This study, therefore, proceeded with the vacuum re-
flow process using a solder paste of Sn-3.0Ag-0.5Cu 
(SAC305) and Sn-0.7Cu (SnCu) having Type 7 particle 
size for the simultaneous soldering optimization of five 
MLCCs of 2012, 1608, 1005, 0603, and 0402 mm and 
Si chip for which a fine pitch solder bump of 150 ㎛ or 
below is formed. Furthermore, TC bonding and hot air 
reflow were applied to Si chip and MLCC, respectively, 
for a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processes; a ther-
mal cycle test (TCT) was performed for verifying the 
degradation characteristics and soldering reliability of 
Si chip and MLCC solder joints.

2. Experimental Method 

2.1 Experiment Materials 

  Fig. 1 shows the substrate used in the experiment 
where electroless-nickel electroless-palladium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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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and MLCC and (b) MLCC BT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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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ENEPIG) plating is applied to a bismaleimide tri-
azine (BT) substrate of 15 × 15 mm in size and 0.3 mm 
in thickness. For a solder paste, the alloy composition 
of Sn-3.0Ag-0.5Cu (SAC305, MK Electron Co. Ltd., 
Korea) and Sn-0.7Cu (SnCu, SNF Co. Ltd., Korea) 
having Type 7 particle size was used. 
  As shown in Fig. 2, 1,744 Cu pillar/Sn-2.5Ag bumps 
were applied to a 10 × 10 mm Si chip having 90 ㎛ di-
ameter, 150 ㎛ pitch, and 50 ㎛ (Cu pillar 30 ㎛, 
Sn-2.5Ag 20 ㎛) height. The thickness and aperture ra-
tio with respect to the joint area of a metal mask used in 
solder paste printing were set to 30 ㎛ and 50% (Si 
chip) / 144% (MLCC), respectively, to proceed with 
printing.
  Furthermore, for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of MLCC 
joints according to soldering process and solder paste 
composition, a substrate shown in Fig. 1(b) was fab-
ricated where five sizes of MLCCs - 2012, 1608, 1005, 
0603 and 0402 mm - were used. Printing was pro-
ceeded with by using a 50 ㎛-thick metal mask with 
144% aperture ratio with respect to the joint area.
  As shown in Fig. 3, a printing jig for fine adjustment 
in a solder paste printing process was fabricated, and a 
fixing jig was also fabricated to reduce the occurrence 
of substrate warpage and movement of a device during 
reflow soldering. 

2.2 Vacuum Reflow, Thermal-Compression, and 
Hot Air Reflow Soldering

  For selecting the vacuum reflow process temperature, 
Si chip soldering was performed by setting the peak 
temperature to 280℃, 260℃, and 240℃ after printing 
the SAC305 solder paste. Fig. 4 shows the machine and 
temperature profile of each process. The vacuum re-
flow process machine (RSS-210-S, UniTemp Co. Ltd., 
Germany) had the peak temperature of 245℃ for si-
multaneous soldering of Si chip and MLCC. 
  Flip-chip die attach (NM-SB50A, Panasonic Co. Ltd., 
Japan) machine was used for TC bonding where Si chip 
soldering was proceeded at the peak temperature of 
267.8℃ under 10 N. A Cu pillar/Sn-2.5Ag bump sol-

dering sample was fabricated through TC bonding for a 
comparison with the SAC305 sample from vacuum 
reflow. Electrical resistance of all bumps connected 
through a daisy chain was measured after soldering to 
verify the soldering state.
  The hot air reflow process machine (1809UL, Heller 
Co. Ltd., USA) had the peak temperature of 250℃ for 
MLCC soldering, and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MLCC sample from the vacuum reflow process was 
conducted.

2.3 Solder Joint Void Content Measurement

  For measuring the void content of a solder joint, the 
void area was measured with respect to the Si chip and 
MLCC solder joint area. The void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X-ray non-destructive analysis equip-
ment (Resolution, X-Tek Co. Ltd., UK), and the void 
area was measured using the iSolution program.

2.4 MLCC Solder Bonding Strength Measurement

  Shear strength test equipment (Dage 4000, Nordson 
Co. Ltd., USA) was used to measure the strength of the 
MLCC solder joint. The shear strength test was per-
formed at the speed of 167 ㎛/second in which the 
height from the measured jig substrate was set to 300 ㎛ 
for 2012, 1608 and 1005 MLCC and 100 ㎛ for 0603 
and 0402 MLCC.

2.5 Thermal Cycle Test 

  A TCT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degrad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i chip and MLCC 
solder joint. The test was performed in the temperature 
range between -55 and 125℃ for which a total of 500 
cycles were repeated for 10 minutes dwell time at each 
low and high temperatures.

3. Experimental Results 

3.1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of Joint Per 
Temperature

  When the daisy chain resistance of bumps was meas-
ured after soldering, approximately 1 Ω or less of re-
sistance was stably measured in the samples at the set 
temperatures of 280℃ and 260℃, but no resistance 
was measured in the sample at 240℃. Fig. 6 shows the 
Si chip cross-sectional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set 
temperature. Soldering was adequately completed in 
the sample at the set temperatures of 280℃ and 260℃, 
but a crack was formed in the sample at 240℃ which 
indicated defective soldering. Accordingly, the vacuum 

Metal mask

(a) (b)

Fig. 3 Photographs of (a) solder paste printing jig and 
(b) reflow soldering jig for fixing the Si chip and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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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ow process was proceeded with at the set temper-
ature of 260℃ in order to proceed with soldering at a 

low temperature, where the actual peak temperature 
was around 245℃. Fig. 6(a) shows the result of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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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s of (a) vacuum reflow machine and (b) temperature profile, (c) thermal-compression bonding machine 
and (d) temperature profile, and (e) hot air reflow machine and (f) temperature profile

Si Chip

BT Substrate

Si Chip

BT Substrate

Si Chip

BT Substrate

Crack

(a) (b) (c)

Fig. 5 SEM micrographs of Si chip solder joints after vacuum reflow: peak temperature (a) 280 ℃, (b) 260 ℃, and (c)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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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ng simultaneous soldering of Si chip and MLCC 
at the peak temperature of 245℃; Fig. 6(b) shows the 
sample fabricated for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of 
MLCC joint.

3.2 Comparison of Void Content in Si Chip and 
MLCC Solder Joint

  As shown in Fig. 7 and Fig. 8, the void at the solder 
joint was analyzed and measured through an X-ray 

Si chip

MLCC

(a) (b)

Fig. 6 Optical micrographs of (a) Si chip and MLCC 
package and (b) MLCC package after vacuum 
reflow soldering 

Void 6.4%

Void 7.6%

(a)

(b)

Fig. 7 X-ray non-destructive analysis images of Si chip 
solder joints after vacuum reflow : (a) Sn-3.0Ag- 
0.5Cu and (b) Sn-0.7Cu solder alloys

Reflow type Hot air reflow Vacuum reflow

Solder alloys Sn-3.0Ag-0.5Cu Sn-0.7Cu Sn-3.0Ag-0.5Cu Sn-0.7Cu

2012 MLCC

(a) (f) (k) (p)

1608 MLCC

(b) (g) (l) (q)

1005 MLCC

(c) (h) (m) (r)

0603 MLCC

(d) (i) (n) (s)

0402 MLCC

(e) (j) (o) (t)

Fig. 8 X-ray non-destructive analysis images of 2012, 1608, 1005, 0603, and 0402 MLCC solder joints: (a-e) hot air re-
flow / Sn-3.0Ag-0.5Cu, (f-j) hot air reflow / Sn-0.7Cu, (k-o) vacuum reflow / Sn-3.0Ag-0.5Cu, and (p-t) vacuum 
reflow / Sn-0.7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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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Fig. 9 shows the comparative graph of void 
content of MLCC solder joints between hot air reflow 
and vacuum reflow processes; the changes in void con-
tent with respect to the solder paste can be observed. 
As illustrated in Fig. 7, the void content of SAC305 
was 6.4% in the Si chip solder joint soldered through 
vacuum reflow, which is less than 7.6% of SnCu. The 
void content of SAC305 in the MLCC solder joint was 
less than that of SnCu.
  The void content was less than 7% for both hot air re-
flow and vacuum reflow in the MLCC solder joint, but 
the void content of vacuum reflow was further de-
creased than the void content of hot air reflow. In the 
SAC305 sample of vacuum reflow, the void content 
was 0.8% in 2012 MLCC and 2.9% in 0402 MLCC, 
which indicates that the void content is greater in the 
sample of a smaller MLCC. 
  SAC305 has a melting point of 217 - 220℃ while 
SnCu has a melting point of 227 - 229℃ as the same 
temperature profile was applied to SAC305 and SnCu 
solder pastes; thus, fluidity of voids in SAC305 in-
creased due to a lower melting point than SnCu, thus 
exhibiting less void content. The fluidity of voids in the 
joint was increased by maintaining the vacuum state 
during the melting process of solder; hence, the void 
content in vacuum reflow is lower than that in hot air 
reflow. Since the proportion of void with respect to the 
solder joint volume increases as the MLCC element 
size decreases, the void content tended to increase.

3.3 Comparison of Bonding Strength in MLCC 
Solder Joint

  The comparison results of shear strength in the solder 
joints before and after the TCT are presented in Fig. 10 
in which bonding strength decreased after the TCT in 
all samples. The bonding strength in vacuum reflow 
was higher than that in hot air reflow, while the bond-
ing strength of SAC305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SnCu in the same soldering process. 
  Substrate warpage occurred due to repeated thermal- 
mechanical fatigue in high and low temperatures during 
the TCT, which induced shear stress in the solder joint 
and ultimately reduced the bonding strength. Main- 
taining a low void content in the solder joint during 
vacuum reflow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in 
bonding strength. In general, Ag3Sn IMC is finely dis-
tributed within the SAC305 solder joint, thus exhibiting 
higher solder joint strength than SnCu12). 

3.4 Microstructure Analysis of Si Chip Solder 
Joint

  The results of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for the Si 
chip solder joint are shown in Fig. 11 and Fig. 12, 
respectively. As illustrated in Fig. 11, soldering was 
properly formed in all bump solder joint, and warpage 
was not observed. Cu6Sn5 and (Cu,Au)6Sn5 IMCs were 
formed in the Si chip solder joint, while (Cu,Ni)6S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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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er alloys and various MLCC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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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 was formed in the BT substrate solder joint. The 
daisy chain resistance value of the Si chip sample sol-
dered through vacuum reflow by applying the SAC305 
solder paste was approximately 1 Ω or below, which 
was fairly stable. Growth and coarsening of IMCs were 

not significant even after the TCT in the bump solder 
joint, and the bumps were stably formed throughout. 
The sample applied with the SnCu solder paste demon-
strated similar results as the SAC305 sample. In con-
trast, the daisy chain resistance value after the TC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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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M micrographs of Si chip soler joints after bonding: (a) Sn-3.0Ag-0.5Cu sample of vacuum reflow and (b) Cu 
pillar/Sn-2.5Ag bump sample of thermal compression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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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 pillar/Sn-2.5Ag bump sample to which TC 
bonding is applied was infinite or approximately 1.5-18 
Ω, which was unstable, and cracks in the solder joint 
were observed in the cross-sectional analysis. In partic-
ular, the TC bonding sample with an insufficient sol-
dering amount after the TCT was particularly more 
vulnerable. Therefore, the SAC305 solder bump sol-
dered by vacuum reflow process with a sufficient sol-
der amount after additional solder printing had higher 
reliability than plated Sn-2.5Ag bump joint.

3.5 Microstructure Analysis of MLCC Solder Joint 

  SEM images and EDS results of the solder joint for 
which 0402 MLCC was applied with hot air reflow us-
ing the SAC305 solder paste are provided in Fig. 13. 
(Cu,Ni)6Sn5 IMC was formed in both MLCC and sub-
strate solder joints. P-rich Ni (Ni3P) IMC layer is 
formed below the (Cu,Ni)6Sn5 IMC layer of the sub-
strate, and (Pd,Au)Sn4 IMC is formed above the IMC 
layer. Ag3Sn IMC was finely distributed in the parent 
soldering material. As illustrated in Fig. 14, IMCs 
formed above and below the solder joint before the 
TCT was needle-shaped, and then growth and coarsen-
ing of IMCs were observed after the TCT. The EDS 
analysis results of coarsened IMCs showed that IMC 

including Pd such as (Pd,Au)Sn4 and (Ni,Pd)Sn4 was 
formed. The thickness of solder joint IMC was calcu-
lated by measuring the area; the IMC thickness of 
MLCC and substrate solder joint was (a) 5.3 ㎛, (b) 6.5 
㎛, (c) 6.5 ㎛ and (d) 6.8 ㎛ in Fig. 14.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MC which is brittle became coars-
ened as the number of cycles increased in the TCT, thus 
affecting the degradation in the solder joint strength13-15).

4. Conclusion

  In this study, simultaneous soldering was performed 
through the vacuum reflow process for the Si chip for 
which Cu pillar/Sn-2.5Ag bump was formed and five 
sizes of MLCCs including 2012, 1608, 1005, 0603, and 
0402 using the solder paste consisting of Type 7 
SAC305 and SnCu. In addition, TC bonding was ap-
plied to the Si chip and hot air reflow was applied to 
MLCCs for soldering in order to compare the vacuum 
reflow and conventional processes. The following con-
clusions have been drawn.
  1) When soldering was performed at different temper-
atures in order to select the appropriate vacuum reflow 
temperature, soldering was properly completed in the 
samples at the temperatures of 280℃ and 260℃, and 
simultaneous soldering was proceeded with at the peak 

Vacuum reflow_Sn-3.0Ag-0.5Cu Thermal compression bonding_Sn-2.5Ag
Before thermal cycle test After thermal cycle test Before thermal cycle test After thermal cycle test

Si Chip

BT Substrate

(a) Si Chip

BT Substrate

(d) Si Chip

BT Substrate

(g) Si Chip

BT Substrate

(j)

Cu6Sn5(b)

(Cu,Ni)6Sn5

(e) (Cu,Au)6Sn5(h) Si Chip

BT Substrate

(Cu,Au)6Sn5(k)

(c) (f) (i) (l)

Cu6Sn5

(Cu,Ni)6Sn5
(Cu,Au)6Sn5 (Cu,Au)6Sn5

Fig. 12 SEM micrographs and EDS analysis results of Si chip solder joints: vacuum reflow soldered Sn-3.0Ag-0.5Cu 
sample (a-c) and after thermal cycle test (d-f), thermal compression bonded Cu pillar/Sn-2.5Ag bump sample 
(g-h) and after thermal cycle test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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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of 260 ℃ through vacuum reflow for low- 
temperature soldering.

  2) The void content in the solder joint of the Si chip 
was less than 8% in the vacuum reflow proc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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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i)6Sn5

(d)

(e)

(f)

(g)

0402 MLCC

PCB Pad (ENEPIG)

Sn-3.0Ag-0.5Cu

0402 MLCC

PCB Pad (ENEPIG)

(Cu,Ni)6Sn5

Ag3Sn

(Cu,Ni)6Sn5

Ni3P

(a)

(c)(b)

(Pd,Au)S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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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c) SEM micrographs and (d-g) EDS analysis results of 0402 MLCC solder joint with Sn-3.0Ag-0.5Cu solder 
paste after hot air re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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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EM micrographs of 1608 MLCC solder joints after hot air reflow: (a) Sn-3.0Ag-0.5Cu solder paste before ther-
mal cycle test, (b) after thermal cycle test, (c) Sn-0.7Cu solder paste before thermal cycle test, (d) after thermal 
cycle test, and (e-g) EDS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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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 solder joint had less than 7% of void content in 
both hot air reflow and vacuum reflow, but the void 
content was further reduced in the vacuum reflow 
process.
  3) When the bonding strength of the MLCC solder 
joint was measured, vacuum reflow resulted in higher 
bonding strength than hot air reflow because the reduc-
tion in the void content in the vacuum reflow process 
increased the bonding strength.
  4) IMCs of Cu6Sn5, (Cu,Au)6Sn5, and (Cu,Ni)6Sn5 

were observed in the solder joint between the Si chip 
and the substrate. Furthermore, chip soldering reli-
ability can be improved by additionally applying the 
solder paste for the soldering process of Cu pil-
lar/Sn-2.5Ag bumps. In case of the MLCC, IMCs of 
(Cu,Ni)6Sn5, Ni3P, Ag3Sn were observed in the solder 
joint between MLCC and the substrate in which growth 
and coarsening of IMCs were observed after the T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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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립칩-칩 스 일 패키지 (Flip Chip-Chip Scale 

Package, FC-CSP)는 약 2,000개 이상의 신호 단자

가 솔더 범  (Solder bump)를 통해 연결되며, 와이어 

본딩 패키지 (Wire bonding package, WBP)에 비

해 기  신호의 이동 경로가 짧고, 많은 수의 입출력 

(Input / Output, I/O)을 형성할 수 있어 고 도 반

도체 패키징 공정에 사용된다1). 이러한 반도체 패키지 

내의 소형화, 고 도화에 따라 미세 피치 합공정의 

난이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2-5). 솔더 범  피치가 작

아질수록 리 로우 공정 시, 디바이스의 이동이나 기

의 휨 (Warpage) 상에 의해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열압착 합 

(Thermo-compression bonding, TC bonding) 공

정을 사용하여 합한다. 하지만 열압착 합공정은 디

바이스를 개별로 합하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상

으로 길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6,7). 솔더 범  피치가 150 ㎛ 이하의 구조에서는 범

 간의 릿지 (Bridge)를 방지하기 하여 주로 구

리기둥 솔더 범  (Cu pillar / solder bump) 구조

가 용된다7). 구리기둥 솔더 범 는 구리기둥 에 

솔더를 반구형 형태로 형성되며, 일반 인 구형 솔더볼 

형태보다 솔더의 퍼짐을 최소화하여 솔더간의 릿지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솔더 범 에 비해 솔더량

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합부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고

온 환경에서 합부의 신뢰성이 하된다고 보고되어 

있다8).

  이러한 미세 솔더 범  패키지의 한계를 넘는 다기능, 

고집 이 가능한 SoC (System on chip), SiP (System 

in package), PoP (Package on package), 임베디

드 패키지 (Embedded package) 등의 고차원  구조

를 갖는 패키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용 분야에 

따라 수동 소자, MEMS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학 부품 등의 기타 패키지  소자를 선

택 으로 포함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단일 패키지보다 

고성능, 소형화, 비용 감이 가능하다9). 보통 고집  Si 

chip 소자는 열압착 합 공정, Inductor, 층 세라믹 

콘덴서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MLCC) 등

과 같은 수동 소자는 열풍 리 로우 공정 (Hot air 

reflow)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패키지 내에 고집  Si 

chip 소자와 수동 소자를 함께 실장 할 경우, 두 번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150 ㎛ 

이하의 미세피치 범 를 갖는 Si chip과 수동 소자들

을 동시에 합한다면 하나의 공정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솔더 페이스트 (Solder paste)를 이용한 합 공정을 

통해 기존의 구리 기둥/도  솔더 범 보다 솔더량을 

증가시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하 다. 

  MLCC는 기를 장하고 능동소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기를 일정하게 공 하여 반도체가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수동소자이다. 이러한 MLCC의 탑재

량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약 1,000 개, 자

동차의 경우에는 약 3,000 개에서 많게는 약 10,000 

개의 MLCC가 탑재되고 있으며, 최근 기차  자율

주행 기술의 발달로 필요한 MLCC의 수량이 더욱 증

가하고 있다10). 이에 따라, 0603  0402 mm 크기

의 MLCC와 같이 소형 고용량 부품 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MLCC는 보통 열풍 리 로우 공정을 

통해 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열풍 리 로우 공정의 

경우, MLCC 솔더 합부의 보이드 (Void)가 형성되

며, MLCC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보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져 신뢰성에 향을 미치고 있다. 진공 리

로우 (Vacuum reflow) 공정에서는 피크 온도 구간에

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여 솔더가 용융되는 동안 보이드

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보이드가 감소하게 되며, 진공 

리 로우 공정을 통해 효과 으로 보이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50 ㎛ 이하의 미세 피치 솔더 

범 가 형성된 Si chip과 2012, 1608, 1005, 0603 

Type 7 솔더 페이스트를 적용한 FC-CSP 및

MLCC 솔더링 접합공정 최적화

Optimization of FC-CSP and MLCC Soldering Process Using Type 7 Solder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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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0402 mm MLCC 5종 부품의 동시 합 공정 

최 화를 해 Type 7 분말 입도를 갖는 Sn-3.0Ag- 

0.5Cu (SAC305)  Sn-0.7Cu (SnCu) 솔더 페이

스트를 사용하여 진공 리 로우 공정을 진행하 다. 

한, 기존 공정과의 비교를 해 Si chip은 열압착 

합 공정, MLCC는 열풍 리 로우 공정을 진행하 으

며, Si Chip  MLCC 솔더 합부의 열화 특성  

합 신뢰성을 확인하기 하여 열사이클시험 (Thermal 

cycle test)을 진행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Fig. 1은 실험에 사용된 기 으로 크기 15 × 15 mm, 

두께 0.3 mm로 비스말 이미드 트리아진 (Bismaleimide 

triazine, BT) 소재의 무 해-니  무 해-팔라듐 침

지-  (Electroless-nickel electroless-palladium 

immersion-Gold, ENEPIG) 도  표면처리를 용한 

기 을 사용하 다. 솔더 페이스트는 Type 7의 분말 입

도를 가진 Sn-3.0Ag-0.5Cu (SAC305, MK Electron 

Co. Ltd., Korea)와 Sn-0.7Cu (SnCu, SNF Co. 

Ltd., Korea) 2종의 합 조성을 사용하 다. 

  Si chip은 Fig. 2와 같이 1,744 개의 Cu pillar/ 

Sn-2.5Ag bump가 용되어 있으며, 직경 90 ㎛, 피치 

150 ㎛, 높이 50 ㎛ (Cu pillar 30 ㎛, Sn-2.5Ag 

20 ㎛)로 10 × 10 mm 크기의 칩을 사용하 다. 솔

더 페이스트 린  (Printing)에 사용된 메탈 마스크 

(Metal mask)의 두께와 합부 면  비 개구율은 각

각 30 ㎛와 50% (Si chip) / 144% (MLCC)를 용

하여 린  공정을 진행하 다.

  한, 합공정  솔더 페이스트 조성에 따른 MLCC 

합부 특성 평가를 해 Fig. 1(b)와 같은 기 을 제

작하 고 MLCC는 2012, 1608, 1005, 0603 그리

고 0402 mm 5종 크기의 부품을 사용하 다. 메탈 마

스크 두께 50 ㎛, 합부 면  비 개구율 144%의 

메탈 마스크를 사용하여 린  공정을 진행하 다.

  Fig. 3과 같이 솔더 페이스트 린  공정에서 미세 

조 을 한 린  지그를 제작하 으며, 리 로우 솔

더링 공정에서 디바이스의 이동  기 의 warpage 

발생을 감소시키기 해 고정 지그를 제작하 다. 

2.2 진공 리 로우, 열 압착  열풍 리 로우 
합공정

  진공 리 로우 공정 온도 선정을 해 SAC305 솔

더 페이스트를 린  후 피크온도를 280 ℃, 260 ℃, 

그리고 240 ℃로 설정하여 Si chip 합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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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view of Si chip: (a) optical micrograph of Si chip, (b) schematic drawing, and (c) magnified SEM image of Cu 
pillar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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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tical micrographs of BT substrate for (a) Si 
chip and MLCC and (b) MLCC BT substrate

Metal mask

(a) (b)

Fig. 3 Photographs of (a) solder paste printing jig and 
(b) reflow soldering jig for fixing the Si chip and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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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각 공정의 장비  온도 로 일을 나타낸

다. 진공 리 로우 공정 장비 (RSS-210-S, UniTemp 

Co. Ltd., Germany)는 피크온도 245 ℃로 Si Chip 

 MLCC의 동시 합을 진행하 다. 

  열압착 합 공정은 Flip-chip die attach (NM- 

B50A, Panasonic Co. Ltd., Japan) 장비를 사용하

으며, 피크온도 267.8 ℃에서 10 N 으로 가압하여 

Si chip 합을 진행하 다. 열압착 합을 통해 Cu 

pillar/Sn-2.5Ag bump 합 샘 을 제작하여 진공 리

로우의 SAC305 샘 과 비교하 다. 합 후 daisy 

chain으로 연결된 모든 범 의 기  항을 측정하

여 합 상태를 확인하 다.

  열풍 리 로우 공정 장비 (1809UL, Heller Co. Ltd., 

USA)는 피크온도 250 ℃에서 MLCC를 합하 으

며, 진공 리 로우의 MLCC 샘 과 비교분석을 진행

하 다.

2.3 솔더 합부 보이드 함유율 측정

  솔더 합부 보이드 함유율 측정은 Si chip  MLCC 

솔더 합부 면  비 보이드 면 을 측정하 다. 보

이드 함유율 분석은 X-Ray 비 괴 분석 (X-ray non- 

destructive analysis) 장비 (Resolution, X-Tek Co. 

Ltd., UK)를 통해 진행하 고, iSolution 로그램을 

이용하여 void 면 을 측정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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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s of (a) vacuum reflow machine and (b) temperature profile, (c) thermal-compression bonding machine 
and (d) temperature profile, and (e) hot air reflow machine and (f) temperatur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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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LCC 솔더 합강도 측정

  MLCC 솔더 합부 강도를 측정하기 해 단강도 

시험 장비 (Dage 4000, Nordson Co. Ltd., USA)

를 사용하 다. 단강도 시험은 속도 167 ㎛/sec 로 

진행하 고, 측정 지그의 기 으로부터 높이는 2012, 

1608  1005 MLCC의 경우 300 ㎛ 그리고 0603

과 0402 MLCC는 100 ㎛ 로 측정하 다.

2.5 열사이클시험 

  Si chip  MLCC 솔더 합부의 열화 특성  신

뢰성을 확인하기 하여 열사이클시험 (Thermal cy-

cling test, TCT)을 진행하 다. -55-125 ℃ 조건에

서 진행하 으며, 온과 고온에서 각각 10 분간 유지

하여 총 500 cycles 진행하 다.

3. 실험 결과 

3.1 온도별 합부 미세조직 특성

  합 후 범 의 daisy chain 항 측정 결과, 설정

온도 280 ℃, 260 ℃의 샘 에서는 약 1 Ω 이하의 

안정 인 항 값을 나타내었지만, 240 ℃의 샘 에서

는 항 값이 측정되지 않았다. Fig. 6에서 설정 온도 

별 FC-CSP 단면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설정온도 

280 ℃, 260 ℃샘 에서는 합이 잘된 것을 확인하

으며, 240 ℃의 샘 은 crack이 형성되어 합 불량

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온 공정으로 

합을 진행하기 해 설정온도 260 ℃에서 진공 리

로우 공정을 진행하 으며, 실제 피크온도는 약 245 ℃

를 나타냈다. 피크온도 245 ℃로 Si chip  MLCC

의 동시 합을 진행한 결과를 Fig. 6(a)에 나타냈으

며 Fig. 6(b)는 MLCC의 합부 특성 평가를 해 

제작하 다.

3.2 Si chip  MLCC 솔더 합부 보이드 함
유율 비교

  Fig. 7, Fig. 8과 같이 X-ray 분석을 통하여 솔더 

합부 보이드 분석 후 측정하 다. Fig. 9에서는 열

Si Chip

BT Substrate

Si Chip

BT Substrate

Si Chip

BT Substrate

Crack

(a) (b) (c)

Fig. 5 SEM micrographs of Si chip solder joints after vacuum reflow: peak temperature (a) 280 ℃, (b) 260 ℃, and (c) 
240 ℃

Si chip

MLCC

(a) (b)

Fig. 6 Optical micrographs of (a) Si chip and MLCC 
package and (b) MLCC package after vacuum 
reflow soldering 

Void 6.4%

Void 7.6%

(a)

(b)

Fig. 7 X-ray non-destructive analysis images of Si chip 
solder joints after vacuum reflow : (a) Sn-3.0Ag- 
0.5Cu and (b) Sn-0.7Cu solder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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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ow type Hot air reflow Vacuum reflow

Solder alloys Sn-3.0Ag-0.5Cu Sn-0.7Cu Sn-3.0Ag-0.5Cu Sn-0.7Cu

2012 MLCC

(a) (f) (k) (p)

1608 MLCC

(b) (g) (l) (q)

1005 MLCC

(c) (h) (m) (r)

0603 MLCC

(d) (i) (n) (s)

0402 MLCC

(e) (j) (o) (t)

Fig. 8 X-ray non-destructive analysis images of 2012, 1608, 1005, 0603, and 0402 MLCC solder joints: (a-e) hot air re-
flow / Sn-3.0Ag-0.5Cu, (f-j) hot air reflow / Sn-0.7Cu, (k-o) vacuum reflow / Sn-3.0Ag-0.5Cu, and (p-t) vacuum 
reflow / Sn-0.7Cu

Void content of MLCC solde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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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oid content comparison between hot air reflow and vacuum reflow with Sn-3.0Ag-0.5Cu and Sn-0.7Cu 
solder alloys and various MLCC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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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리 로우와 진공 리 로우 공정의 MLCC 솔더 

합부 보이드 함유율을 그래 로 나타내었다. 

  솔더 페이스트의 차이로 보이드 함유율의 변화를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7과 같이, 진공 리 로우 공정으

로 합된 Si chip 합부의 경우에 SAC305의 보이

드 함유율이 6.4%로 나타나 SnCu 7.6%보다 더 

게 나타났다. MLCC 합부에서도 SAC305 솔더 

합부 보이드 함유율은 SnCu 합부보다 더 게 나타

났다.

  MLCC 솔더 합부에서는 열풍과 진공 리 로우 모

두 보이드 함유율이 7% 미만으로 나타났지만, 진공 리

로우의 보이드 함유율이 열풍 리 로우의 보이드 함

유율보다 감소 된 값을 나타냈다. 진공 리 로우의 

SAC305 샘 에서는 2012 MLCC에서 0.8%, 0402 

MLCC에서 2.9%로 MLCC 크기가 작은 샘 에서 보

이드 함유율이 많게 나타났다. 

  SAC305와 SnCu 솔더 페이스트에 동일한 온도 

로 일을 용하여, SAC305는 217-220 ℃, SnCu

는 227-229 ℃의 융 을 가지므로 SnCu보다 융 이 

낮은 SAC305의 보이드 유동성이 증가하여 보이드 함

유율이 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솔더의 용융 공

정  진공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합부의 보이드 유동

성이 증가하여, 열풍 리 로우 공정 보다 진공 리 로

우 공정에서 보이드 함유율이 은 것을 알 수 있다. 

MLCC 부품의 크기가 작을수록 솔더 합부 체  

비 보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보이드 함

유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3 MLCC 솔더 합부 단강도 비교

  TCT 후 솔더 합부 단강도 값을 비교한 결과

를 Fig. 10에 나타내었으며, 모든 샘 에서 TCT 후 

합강도가 감소하 다. 진공 리 로우 공정이 열풍 리

로우 공정보다 합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 

합공정인 경우, SAC305의 합강도가 SnCu보다 약

간 높게 나타났다. 

  TCT 동안 고온과 온의 반복 열-기계  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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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hear force comparison between hot air reflow and vacuum reflow with Sn-3.0Ag-0.5Cu and Sn-0.7Cu solder 
alloys and various MLCC size: (a) before thermal cycle test and (b) after thermal cy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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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기 의 warpage 상이 발생하여, 솔더 합

부에 단응력 (Shear stress)을 유발함으로써 합

강도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진공 

리 로우 공정이 합부 보이드 함유율을 낮게 유지함

으로써 합강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단된다. 일

반 으로 SAC305 솔더 합부 내에는 Ag3Sn IMC가 

미세 분산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SnCu보다 높은 합

부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12). 

3.4 Si chip 솔더 합부 미세조직 분석

 Si chip 솔더 합부의 주사 자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사진  에 지분산스펙

트럼분석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결과를 Fig. 11과 Fig. 12에 나타내었다. Fig. 11에

서와 같이 모든 범  합부에서 합이 잘 형성되었으

며, warpage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 다. Si 

Si Chip

BT Substrate

Si Chip

BT Substrate

(a)

(b)

Fig. 11 SEM micrographs of Si chip soler joints after bonding: (a) Sn-3.0Ag-0.5Cu sample of vacuum reflow and (b) Cu 
pillar/Sn-2.5Ag bump sample of thermal compression bonding

Vacuum reflow_Sn-3.0Ag-0.5Cu Thermal compression bonding_Sn-2.5Ag
Before thermal cycle test After thermal cycle test Before thermal cycle test After thermal cycle test

Si Chip

BT Substrate

(a) Si Chip

BT Substrate

(d) Si Chip

BT Substrate

(g) Si Chip

BT Substrate

(j)

Cu6Sn5(b)

(Cu,Ni)6Sn5

(e) (Cu,Au)6Sn5(h) Si Chip

BT Substrate

(Cu,Au)6Sn5(k)

(c) (f) (i) (l)

Cu6Sn5

(Cu,Ni)6Sn5
(Cu,Au)6Sn5 (Cu,Au)6Sn5

Fig. 12 SEM micrographs and EDS analysis results of Si chip solder joints: vacuum reflow soldered Sn-3.0Ag-0.5Cu 
sample (a-c) and after thermal cycle test (d-f), thermal compression bonded Cu pillar/Sn-2.5Ag bump sample 
(g-h) and after thermal cycle test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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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솔더 합부에서 Cu6Sn5, (Cu,Au)6Sn5 IMC가 

형성되었고, BT 기  솔더 합부에는 (Cu,Ni)6Sn5 

IMC가 형성되었다. SAC305 솔더 페이스트를 용하

여 진공 리 로우 공정으로 합된 FC-CSP 샘 의 

daisy chain 항 값은 약 1 Ω 이하의 안정 인 값

을 나타내었다. 범  합부에서는 TCT 후에도 IMC

의 성장  조 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안정 으

로 범 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nCu 

솔더 페이스트를 용한 샘 도 마찬가지로 SAC305 

샘 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반면, 열압착 합 공정

을 용한 Cu pillar/Sn-2.5Ag bump 샘 에서는 

TCT 후 daisy chain 항이 무한  값이거나 약 1.5- 

18 Ω 정도로 불균일하게 나타났으며, 단면분석 결과 

솔더 합부 crack을 확인하 다. 특히 TCT 후 합

부 솔더 양이 부족한 TC bonding 샘 이 보다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합부 솔더 양이 충분

한 SAC305 솔더 린  후 진공 리 로우 공정으로 

합된 샘 이 Si chip 합 신뢰성이 더 우수한 것으

로 단된다.

3.5 MLCC 솔더 합부 미세조직 분석 

  SAC305 솔더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0402 MLCC를 

열풍 리 로우 합한 솔더 합부 SEM 사진  EDS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MLCC와 기 의 솔더 

합부에서는 모두 (Cu,Ni)6Sn5 IMC가 형성되었다. 

기 의 (Cu,Ni)6Sn5 IMC 층 아래에는 P-rich Ni 

(Ni3P) IMC 층이 형성되었고, IMC 층 에는 (Pd, 

Au)Sn4 IMC가 형성되었다. 솔더 모재에서는 미세 분

산된 Ag3Sn IMC가 형성되었다. Fig. 14에서 열사이

클시험  솔더 합부 상하부의 IMC는 침상 형태

으며, 열사이클시험 후 IMC는 성장  조 화 된 것

을 확인하 다. 조 화 된 IMC의 EDS 분석 결과 

(Pd,Au)Sn4, (Pd,Ni)Sn4 등 Pd이 포함된 IMC가 

형성되었다. 합부 IMC 두께는 면 을 측정하여 계

산하 으며, MLCC와 기  솔더 합부 IMC 총 두께

는 Fig.14 (a)에서 약 5.3 ㎛, (b)에서 약 6.5 ㎛, 

(c)에서 6.5 ㎛ 그리고 (d)에서 6.8 ㎛의 두께를 나타

내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열사이클시험에서 cycles 

수가 증가할수록 취성 특성을 갖는 IMC가 조 화되면

서 합부 강도 열화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13-1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ype 7의 SAC305와 SnCu 솔더 

Ag3Sn

(Cu,Ni)6Sn5

Ni3P

(Cu,Ni)6Sn5

(d)

(e)

(f)

(g)

0402 MLCC

PCB Pad (ENEPIG)

Sn-3.0Ag-0.5Cu

0402 MLCC

PCB Pad (ENEPIG)

(Cu,Ni)6Sn5

Ag3Sn

(Cu,Ni)6Sn5

Ni3P

(a)

(c)(b)

(Pd,Au)Sn4

(Pd,Au)Sn4

(h)

Fig. 13 (a-c) SEM micrographs and (d-g) EDS analysis results of 0402 MLCC solder joint with Sn-3.0Ag-0.5Cu solder 
paste after hot air re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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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트를 사용하여 Cu pillar/Sn-2.5Ag bump가 

형성된 Si Chip과 2012, 1608, 1005, 0603, 0402 

MLCC 5종 크기의 부품을 진공 리 로우 공정을 통해 

동시 합을 진행하 다. 한, 진공 리 로우 공정과 

기존 공정의 비교를 해 Si chip은 열압착 합 공정, 

MLCC는 열풍 리 로우 공정을 통해 합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공 리 로우 공정온도 선정을 해 온도별 

합공정을 진행한 결과 280 ℃, 260 ℃샘 에서 합

이 잘된 것을 확인하 으며, 온 공정으로 합을 진

행하기 해 피크온도 260 ℃에서 진공 리 로우 동시 

합을 진행하 다.

  2) 진공 리 로우 공정의 Si chip의 솔더 합부에

서 약 8% 미만의 보이드 함유율을 나타냈다. MLCC 

합부는 열풍과 진공 리 로우 모두 약 7% 미만의 

보이드 함유율을 나타냈지만, 진공 리 로우 공정에서 

보이드 함유율이 더욱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MLCC 솔더 합부 단강도 측정 결과 진공 리

로우 공정이 열풍 리 로우 공정보다 더 우수한 합

강도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진공 리 로우 공정에서 

보이드 함유율의 감소에 따라 합강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 Si chip과 기  사이의 솔더 합부에서 Cu6Sn5, 

(Cu,Au)6Sn5, (Cu,Ni)6Sn5 등의 IMC가 찰되었다. 

한 Cu pillar/Sn-2.5Ag bump 합공정의 경우, 

솔더 페이스트의 추가 도포를 통해 칩 합 신뢰성이 

더 유리할 것으로 단되었다. MLCC와 기  사이의 

솔더 합부에서 (Cu,Ni)6Sn5, Ni3P, Ag3Sn 등의 

IMC가 찰되었으며, 열사이클시험 후 IMC가 성장 

 조 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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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ue to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being adopt-
ed worldwide in recent years, the automobile industry 
needs to develop technology for lightening a vehicle 
body as a preemptive action for fuel efficiency improve-
ment in addition to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 In 
general, aluminum (Al) or magnesium (Mg) alloys are 
commonly used for lightening a vehicle body, but 
high-strength steel of 1.5 GPa or higher is increasingly 
being applied for specific parts such as A-pillar, center 
pillar, and roof rail which require hardness and dura-
bility as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afety of passengers. 
In particular, the thickness can be reduced compared to 
general steel materials by applying high-strength steel 

to core parts of collision preparation, while productivity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rough the shortened proc-
ess time and cost reduction by minimizing the use of 
reinforcing parts1-3). However, molding into complex 
shapes is limited due to insufficient ductility during 
press molding as steel materials gain high strength, and 
the mold life is shortened due to an increased load ap-
plied to molds. As a solution, the technology of apply-
ing hot stamping, which enables molding at high tem-
peratures while ensuring hardness and moldability 
through quick cooling, to boron steel with excellent 
hardenability is becoming commercialized.
  Hot stamping is a thermal process at high temper-
atures of 900℃ or above in which scale generation and 
surface decarburization may occur due to surface oxi-
dation of steel materials if oxidation caused by at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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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ric gas is not prevented4). Therefore, various coating 
processes such as hot dip galvanizing or Al-Si coating 
are applied in order to prevent oxidation on steel mate-
rial surface before heating. However, the Al-10Si coat-
ing layer developed by ArcelorMittal is most frequently 
applied currently based on outstanding oxidation and 
corrosion properties4,6) since liquid metal embrittlement 
occurs in a galvanized steel plate as liquefied zinc dif-
fuses to austenite grain boundaries, thus inducing coag-
ulation, due to low solubility of zinc during the hot 
stamping process5). According to a study by Cheng et 
al.6), porosity and defects in the Al-Si coating layer de-
creased as the silicon (Si) content in Al-Si coating layer 
increased in the Ai-Si coating layer, and the thickness 
of an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was reduced and 
uniform coating properties were secured by up to ap-
proximately 10% Si content.
  On the other hand, laser weldability has the advantage 
of reduced thermal deformation compared to other 
types of welding due to high-speed and low heat input 
welding, in addition to fine bead appearance, precision, 
and stability. Due to such characteristics, leading auto-
mobile manufacturers around the world have already 
introduced and utilized laser welding technology for 
welding a vehicle body, and domestic companies are al-
so considering laser welding as the next-generation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complementing the con-
ventional welding system7). According to a study by 
Kim et al.8), however, the coating layer is mixed into 
the fusion zone(FZ) during laser welding of Al-Si coat-
ed boron steel which results in concentrated precip-
itation in certain areas without being uniformly dis-
tributed within the FZ and therefore, ferrite is formed 
which causes the hardness of the FZ to decrease. As a 
solution to the above problem, mechanical grinding, 
chemical etching, and laser ablation processes have 
been used to remove the coating layer in advance8-11). 
Furthermore, additional factors such as a filler wire 
have been used for segmentation of the FZ and control-

ling a ferrite phase fraction in order to stabilize the aus-
tenite phase. Research is actively conducted in recent 
years as diverse processes such as arc preprocessing or 
beam oscillation are being developed12-16).
  This paper examines previous studies on the charac-
teristics and major impacts of laser welding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and aim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prac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by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D trends 
related to weldability improvement from various per-
spectives including material and process aspects.

2. Characteristics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2.1 Characteristics and microstructure of hot-stamped 
steel plate

  Since the hot stamping process is metamorphosis re-
inforcement from hot pressing and die-quenching, steel 
materials used in the process must have a chemical 
composition with improved hardenability to be trans-
formed from austenite phase in hot temperature to mar-
tensite phase through an appropriate cooling speed. In 
general, hardenability is improved by adding alloying 
elements such as B, Mn, Mo, and Cr in which the com-
position of these elements is determined considering 
mechanical properties obtained after heat treatment and 
economic feasibility. Particularly, hardenability is sub-
stantially improved in steel with a minimum amount 
(0.001 - 0.003 wt%) of boron (B) added because boron 
is segregated to the austenite grain boundary, thus de-
laying the heterogeneous nucleation of ferrite17,18). Fig. 
1 shows the microstructure of boron steel before and 
after hot stamping. As shown in Fig. 1(a), the boron 
steel plate consists of ferrite and a small amount of 
martensite positioned at the grain boundary between 
pearlite and ferrite, and transforms into almost 100% 
late martensite through hot stamping as shown in Fig. 
1(b). According to a study by Farabi et al.20), tensile 

(a)

5 ㎛ 5 ㎛

(b)

Fig. 1 Typical base metal microstructure of the investigated steels, (a) as-received condition, (b) hot-stamped condition 
(modified from re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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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re reported to decrease as martensite of the 
heat affected zone softens due to tempering by welding 
heat. As a solution, tailor welded blanks (TWB) are 
currently used in which hot stamping is performed after 
laser welding7).

2.2 Al-Si coating layer structure
  Based on the Fe-Al binary phase diagram, Fe and Al 
are not mixed with each other to form five types of in-
termetallic compounds including Fe3Al, FeAl, FeAl2, 
Fe2Al5, and FeAl3 (Fig. 2). FeAl2, Fe2Al5, and FeAl3 
phases with a high content of Al have high hardness 
and brittleness, whereas Fe3Al and FeAl with a high 
content of Fe show improved fracture toughness as well 
as excellent wear resistance, oxidation resistance, cor-
rosion resistance, and specific strength properties22). 
These intermetallic compounds are controlled by auste-
nitizing heat treatment time and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diffusion principle in which the extent of dif-
fusion of Fe tends to increase as heat treatment time 

lengthens or temperature increases.
  The Al-Si coating layer, which performs the role of 
preventing oxidation and decarburization of the basic 
material during hot forming, typically has the thickness 
of approximately 25-30 µm, the chemical composition 
of 88.73% Al, 10.31% Si, and 1.96% Fe, and the melt-
ing point of 600℃6,23). Fig. 2 shows the SEM image of 
the Al-Si coated boron steel coating layer before and 
after hot stamping. Fig. 3(a) shows the coating layer 
before heat treatment in which the intermetallic com-
pound layer of Fe2SiAl7 with the thickness of 4 - 6 µm 
was formed along with precipitates that have grown in-
to the Al-Si matrix, while the intermetallic compound 
of Fe2Al5 and FeAl3 was thinly distributed in the region 
where the baseplate and the coating layer are in contact. 
In Fig. 3(b) on the other hand, the coating layer thick-
ness increased to approximately 10 - 15 µm on average 
through the diffusion process between the baseplate and 
the Al-Si coating layer during heat treatment; Fe com-
bines with Al through mutual diffusion from the basic 
material to the coating layer to form intermetallic com-
pounds, and oxides are formed due to the oxidation re-
action with atmosphere19,23). Furthermore, a complex 
alloy layer having a band form of an intermetallic com-
pound of FeAl2 and Fe2Al5 is created as the Fe content 
within the coating layer increases. These Fe-Al-based 
compound layers have a higher melting point of 1,100 - 
1,300℃, which is two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Al-Si coating layer, and higher electrical resistance and 
brittleness, thus impeding weldability4,23).

 3. Laser Weldability Consideration

3.1 Laser weldability of Al-Si coated boron steel

  Laser welding types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key-
hole mode where beads are formed due to fusion and 
evaporation of molten metal, and the conduction mode 

/ Fe2Al5

/ Fe2Al5

(a) (b)

20 ㎛ 20 ㎛

Fig. 3 Cross-section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micrograph of a type aluminized coating, (a) before hot 
stamping, (b) after hot stamping (modified from ref.23))

Weight percent of Al

Atomic percent of Al

Te
m

pe
ra

tu
re

 (℃
)

Fig. 2  Fe-Al binary phase diagram (modified from 
re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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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beads are formed as nearby solids are melted due 
to heat conduction of melting liquid. The components 
of the basic material and the coating layer are mixed 
through mutual mixing of liquid and coating layer in 
the fusion zone formed in the keyhole mode, whereas 
liquid is formed in the fusion boundary without mixing 
in the heat conduction mode24,25). Fig. 4 present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Z according to laser 
output. When a complete joint is already formed in the 
keyhole mode at 1.1 kW output, tensile strength and 
microhardness of the FZ decreased as the output in-
creased because the cooling speed of the FZ decreased 
from the increased heat input and the grain size of the 
FZ was enlarged25,26).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orm 
a stable weld zone through the keyhole mode, but proc-
ess optimization is required to select the heat input ap-
propriate for the applied parts considering grain size 
and cooling speed.
  Fig. 5 shows the EPMA result and the cross-section of 
the laser weld of Al-Si coated boron steel. Lei et al.26) 
used a high-speed camera to observe that white metal 
vapor is formed as the Al-Si coating layer was partially 

vaporized during laser welding. As shown in Fig. 5, 
however, most of the coating layer was mixed in the fu-
sion zone during laser welding, and concentrated pre-
cipitation occurred in certain areas without uniform dis-
tribution within the FZ, thus forming a secondary phase 
of a white band; the content of Al and Si tended to be 
high in order to improve the phase stability thermo- 
dynamically. In particular, the Al content was high lo-
cally with an average of around 1.7 - 2.5wt%. The mi-
crostructure of the laser weld of Al-Si coated boron 
steel is shown in Fig. 6 for additional analysis. Fig. 6(a) 
shows that most of the microstructure of the FZ is com-
posed of martensitic elements, but the Fe-Al phase is 
distributed between certain epitaxy grains of a mesh 
form. Yoon et al.27) confirmed the Fe3(Al, Si) phase 
through the EDS analysis result and the Fe-Al-Si ter-
nary phase diagram. In addition, the long δ-ferrite 
phase was formed along the fusion line of the laser 
weld as shown in Fig. 6(b). Compared to the martensite 
matrix formed throughout, Fe3(Al, Si) and δ-ferrite 
phases have a relative hardness value of 50 - 60%, thus 
being soft and easily causing plastic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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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chnical properties of welded joints at different laser powers; (a) Tensile strength, (b) microhardness distribution 
curve (modified from ref.26))

(a) (b) (c)

Fig. 5 (a) Optical Microscope image with a rectangle highlighted for elemental mapping with EPMA for (b) Al and (c) Si 
of laser welded cross section (modified from ref.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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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dislocation ring moves to the second 
phase region when the applied load reaches beyond a 
certain level, which results in the growth and prop-
agation of microcracks through micropores, thus caus-
ing brittle fracture7,29). Consequently, the second phase 
from the mixing of the Al-Si coating layer formed in 
the laser weld was confirmed to consist of Fe-Al inter-
metallic compounds, which are in a brittle phase that 
degrade mechanical properties, and soft ferrites.

3.2 Ferrite phase change affecting mechanical 
properties of fusion zone

  Al in the Fe-Al binary phase diagram is a ferrite sta-
bilizer element that reduces the austenite region of a 
single phase while expanding the double phase of δ- 
ferrite and austenite13). Martin et al.30) reported that the 
formation of the austenite phase is completely sup-
pressed if the Al content exceeds 1.2wt%. Fig. 7 shows 
the Fe-Al binary phase diagram based on thermody-
namics in which the effects of Al content on phase 
trans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δ-ferrite phase for-
mation are demonstrated. According to the phase dia-
gram, a peritectic reaction (δ + L → δ + γ) completely 
transforms the liquid in which the δ-ferrite phase, or the 
high-temperature stable phase, is first formed in the liq-
uid in a molten pool during cooling. Ultimately, the fi-
nal microstructure has a double phase of ferrite and 
martensite if the Al content of the FZ exceeds approx-
imately 0.3wt% during a phase transformation into 
austenite. In other words, the Al-Si coating layer mixed 
due to high welding heat during laser welding stabilizes 
the δ-ferrite phase in a molten pool. Then, δ-ferrite 
which is a non-equilibrium phase is maintained along 
the austenite grain boundary due to laser welding prop-
erties of quick cooling, thus suppressing a phase trans-
formation from δ-ferrite to austenite28).

  Fig. 8 presents the schematic diagram of phase changes 
in the basic material and the FZ during the TWB proc-
ess in which hot stamping is performed after laser 
welding. The weld zone after laser welding has mostly 
consisted of martensite, but δ-ferrite is formed along 
the fusion boundary due to the Marangoni effect and 
the mixing of the Al-Si coating layer. δ-ferrite phase 
exhibits irregular patterns because nucleation and 
growth of martensite during laser welding have accel-
erated, which resulted in greater stress by nearby mar-
tensite with enlarged particle size31). Ferrite is diffused 
and formed throughout the FZ of the Al component 
mixed in during hot stamping heat treatment, and sta-
bilizes into the double-phase structure of martensite and 
α-ferrite after die-quenching. As a result, stress is re-
moved during austenitizing heat treatment of the δ-  
ferrite phase under a high compressive stress, and then 
the δ-ferrite phase is stabilized to the α-ferrite phase 

(a) (b)

δ-ferrite MartensiteFe-Al phase

Martensite

Fig. 6 SEM morphologies of (a) the Fe-Al phase and (b) δ-ferrite distributed in the fusion zone (modified from ref.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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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further reduces the martensite fraction of the 
FZ29,31). Recently, Kang et al.30) conducted a study on 
the effects of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ime on 
the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of the laser welding. 
The Al content of ferrite decreased as aluminum dif-
fused into the basic material when the austenitizing 
temperature and time increased. However, such process 
optimization cannot completely improve the mechan-
ical properties from the mixing of the Al-Si coating 
layer, and there are extensive restrictions on practical 
applications at production sites considering economic 
costs and the characteristics required for the applied 
parts.

4. Laser Weldability Improvement Technology

4.1 Laser improvement technology in the material 
aspect

  During laser welding and hot stamping of Al-Si coat-
ed boron steel, a brittle fracture may occur at the weld 
zone due to the double-phase structure of ferrite and 
martensite resulting from the mixing of Al in the FZ. 
Therefore, a complete austenitizing treatment is man-
datory in order to prevent the ferrite phase from form-
ing throughout the FZ for the prevention of brittle frac-
ture12,28). 
  First, the most fundamental method is to apply me-
chanical grinding and chemical etching to the Al-Si 

coating layer on the surface of the laser FZ to remove 
the layer in advance in order to prevent the mixing of 
the coating layer in the FZ. The microstructure ob-
tained from the SEM analysis of the TWB and the laser 
weld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the Al-Si coating 
layer is shown in Fig. 9. Overall, the FZ has mostly 
consisted of martensite. Fig. 9(a) and (c) show the δ- 
ferrite phase resulting from the mixing of Al-Si coating 
layer in the FZ, and then it transformed into the α

(a) (b)

(c) (d)

Fig. 9 SEM microstructure in fusion zones before hot 
stamping, (a) coated welded joint, (b) de-coated 
welded joint and after hot stamping, (c) coated 
welded joint, (d) de-coated welded joint (modified
from ref.9))

(a)

(c)

Fe-Al IMC 
Al-10%Si coating Fe-Al IMC coating     (b)

(d)

Fe-Al IMC 

Fe-Al IMC coating     Fe-Al IMC coating     

Fig. 8 Schematic of mechanism for fusion zone microstructure evolution; (a) after laser welding, (b), (c) annealing up to 
austenitizing temperature, (d) after the die quenching (modified from re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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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e phase, or the equilibrium phase, through hot 
stamping heat treatment. In contrast, the laser weld for 
which the coating layer has been removed mainly con-
sists of complete lath martensite as shown in Fig. 9(b) 
and (d) in which the lath martensite becomes finer after 
the hot stamping process. The reason is that martensite 
was transformed from columnar dendritic austenite par-
ticles after laser welding, which was then recrystallized 
during hot stamping heat treatment after die-quenching 
to undergo a phase transformation from finer equiaxed 
particles of austenite13,31). This method has the advant-
age of being able to easily improve the properties of the 
FZ at a low processing cost, but it requires an extensive 
amount of time and has low reproducibility, thus being 
difficult to apply in actual mass production.
  Secondly, when carbon steel filler wire is applied, 
strong austenite stabilizing elements (C, Mn, etc.) are 
added to the FZ, the microstructure of the FZ will be 
fully composed of austenite at high temperature and 
martensite after die-quenching to room temperature. 
Based on the thermodynamic calculation, Fig. 10 
shows the increase in carbon content from 0.2wt% to 
0.6wt% results in the microstructure of the FZ under-
going a complete phase transformation into austenite at 
950℃, thus forming martensite after die-quenching to 
room temperature. Specifically, the average Al content 
and the δ-ferrite volume fraction in the FZ both de-
creased when carbon steel filler wire was added. The δ- 
ferrite distribution within the FZ was more uniform 
when a filler wire was used; δ-ferrite was less and fine-
ly distributed because mixing was more active in the 
region with a broad flow of a molten pool as the feed-
ing speed of a wire increased or the welding speed de-

creased12). Consequently, when the Al content is less 
than 3.7wt%, the most effective method is to use a filler 
wire containing strong austenite stabilizing elements 
during laser welding.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the FZ without a filler wire were approximately 1,210 
MPa and 1.1%, respectively, while those of the FZ with 
a filler wire were around 1,546 MPa and 5.5%, thus re-
sulting in improved physical properties and no brittle 
fracture. 
  In addition, Khan et al.33,34) recently conducted a study 
on improving weldability by additional coating with 
graphite and nickel (Ni) which are austenite stabilizing 
elements on top of the existing Al-Si coating layer. The 
microstructure of the TWB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n additional graphite coating layer is shown in Fig. 11. 
Fig. 11(a) and (d) show that the basic material is identi-
cal under the two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fusion 
boundary, but the microstructure of the FZ varied 
significantly. Fig. 11(b) and (c) show that the particle 
sizes of ferrite and martensite are almost identical, but 
Fig. 11(e) and (f) in which a graphite coating layer is 
added show mostly martensite excluding a few small 
ferrite particles (< 3 μm) found in the FZ and along the 
fusion boundary. When a graphite coating layer with a 
thickness of 130 μm is used, the ferrite fraction of the 
FZ drastically decreased from 40% to 2%, which en-
abled the implementation of desired mechanical proper-
ties and fracture mode. Since carbon, which is an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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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dditional coating

Fig. 11 SEM images of the base metal (BM), fusion 
boundary (FB), and fusion zone (FZ) in TWB 
joints (a) no additional coating condition with 
(b), (c) showing magnified images and (d) 130 
µm graphite coating condition with (e), (f) 
showing magnified images (M: Martensite, F: 
Ferrite) (modified from re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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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ite stabilizing element, plays the role of a physical 
barrier as well as insulation capturing the Al-Si coating 
layer, a greater amount of the Al-Si coating layer is dis-
charged to the outside through vaporization due to 
welding heat generated from a laser26). On the other 
hand, the nickel coating layer sufficiently secured the 
martensite fraction of the FZ even at the thickness of 
around 50 μm34).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mechan-
ical properties of Al-Si coated boron steel can be im-
proved through laser welding of materials added with a 
filler wire and additional coating layer even without re-
moving the coating layer in advance. 

4.2 Laser improvement technology in the process 
aspect

  The attempts to actualize effective laser welding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laser welding proc-
esses as the applications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has expanded. Laser ablation creates the 
same effect as the process of removing the Al-Si coat-
ing layer through chemical etching and mechanical 
grinding explained above. This process involves re-
moving the Al-Si coating layer by using short multiple 
impulse lasers before laser welding where the process 
can be quantitatively controlled, unlike mechanical 
grinding or chemical etching, only leaving the Fe-Al 
intermetallic compound at the bottommost layer. Moon 
et al.10) discovered that mechanical properties can be 
improved by preventing the ferrite formation in the FZ 
only when laser ablation was applied to both sides of 
the coating layer; tensile properties and hardness im-
provements were not achieved when laser ablation was 
applied to only one side for cost reduction. Therefore, 
additional process design is needed for applying laser 
ablation to both sides, and weak corrosion resistance 
around the FZ was concerned if the coating layer was 
removed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rc preprocessing can also be applied without remov-
ing the Al-Si coating layer before laser welding. Fig. 12 
shows the SEM and ESD analysis result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 segregation vulnerable par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arc preprocessing. The 
Al-Si coating layer was transformed into a complete in-
termetallic compound layer through arc preprocessing, 
and the Al content was uniformly distributed through-
out at the fusion boundary. Therefore, a uniform hard-
ness distribution in the FZ was achieved by increasing 
the martensite fraction in the FZ and decreasing Al seg-
regation through arc preprocessing, and fracture oc-
curred in the basic material during the tensile strength 
test.
  Dual beam laser welding technology using lead beam 

and lag beam has recently been developed as well as 
spatial modulation technologies such as laser beam 
oscillation. Fig. 13 shows the schematic diagram of 
each welding technology. For dual beam laser welding 
shown in Fig. 13(a) and (b), welding in the keyhole 
mode was stabilized and the fluid flow in a molten pool 
was improved according to a study by Li et al.15). Fig. 

(a) Without arc pretreatment (b) With arc pretreatment

Fig. 12 SEM images and EDX mapping for Al and Si el-
ement distribution after laser welding (modified 
from ref.14))

(a) (b)

(c)

Fig. 13 Schematic diagram of tandem dual-beam laser 
welding: (a) front view, (b) top view and (c) the 
laser oscillation welding experiment (modified 
from ref.35) an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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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hows that dual beam laser welding provides a 
broader heating region and a longer molten pool than 
single beam laser welding based on the high-speed 
camera results. Therefore, segregation can be reduced 
as the Al content becomes more uniformly distributed 
within the FZ as the molten pool stabilizes into a broad-
er region. However, when the Al content in the FZ is 
uniformly distributed due to dual beam laser welding, 
mechanical properties may be degraded as more re-
gions reach the threshold of the ferrite phase region de-
pending on the thickn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at-
ing layer11,16). Accordingly, dual beam laser welding 
technology requires a complex optimization process by 
applying along with a filler wire and additional coating 
layers mentioned in Section 4.1. 
  Laser beam oscillation technology illustrated in Fig. 
13(c) can increase the convection of a molten pool by 
inducing nonlinear motions in the keyhole mode. 
Furthermore, a longer time is required for a molten 

pool to completely coagulate as input heat lasts and a 
molten pool is broader than laser linear welding. Fig. 
15 shows the Al content distribution within the FZ of 
laser linear welding and laser beam oscillation welding. 
For laser linear welding, the Al concentration was high-
er around the fusion boundary and underneath the FZ 
compared to other regions. Laser beam oscillation 
welding, on the other hand, generates an efficient agi-
tation effect, which reduced Al segregation through 
strong convection in a molten pool, while Al dis-
tribution became more uniform as the lasing diameter 
increased. However, the macro-segregation of Al con-
centrated in the fracture-vulnerable area of the FZ was 
mitigated through laser beam oscillation technology, 
but the ferrite phase formed within the FZ could not be 
completely removed; thus, a complex method of weld-
ing an additional thin nickel plate was applied. 
  Ultimately, weldability can definitely be improved by 
solving the problem of ferrite formation within the FZ 

(a) (b) (c)

(d) (e) (f)

Single beam

Dual beam

t = 0 ms t = 15 ms t = 25 ms

Keyhole

Molten pool

Fig. 14 Evolution of the keyhole and molten pool during (a-c) single beam laser welding and (d-f) dual beam laser weld-
ing (modified from re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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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ncentration maps for solutes Al in the weld joints: (a) laser linear welding, (b) laser oscillation welding with a 
0.5 mm diameter, (c) laser oscillation welding with a 1.3 mm diameter (modified from re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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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laser welding of Al-Si coated boron steel by us-
ing diverse methods from optimization of laser welding 
process to adjusting the alloy composition of the FZ in 
a complex manner owing to recent technological break-
throughs;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from 
process optimization to commercialization.

5. Conclusion

  This paper introduced the overall research results re-
lated to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of 
Al-Si coated boron steel applied with laser welding. 
The current research trends on materials and processes 
for improving laser weldability were examin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obtained.

  1) Regard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during laser 
welding and hot stamping of Al-Si coated boron steel, 
the strength of the weld zone is decreased and brittle 
fracture may occur along the fusion boundary due to 
the formation of ferrite or intermetallic compounds 
within the FZ from mixing and diffusion of Al.
  2) By primarily removing the Al-Si coating layer be-
fore laser welding, the quality of the FZ can be en-
hanced by preventing Al segregation and ferrite for-
mation within the FZ. Coating layers can be removed 
through mechanical grinding, chemical etching, or laser 
ablation; improvements in mechanical properties can be 
achieved only if both sides of the coating layer are re-
moved since welding in the keyhole mode is primarily 
performed.
  3) The method for applying additional coating layers 
and a filler wire containing strong austenite stabilizing 
elements were studied in order to avoid brittle fracture 
in the laser weld through a complete austenitizing treat-
ment throughout the FZ. In particular, the δ-ferrite dis-
tribution was more uniform than when a filler wire was 
used based on a phase diagram and microstructure dur-
ing laser welding applied with a carbon steel filler wire, 
whil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were improved. In 
addition, additional coating layers drastically reduced 
the ferrite fraction within the FZ by playing the role of 
a physical barrier and insulation that encloses the Al-Si 
coating layer.
  4) When various technological trends such as arc pre-
processing, dual beam, and beam oscillation for im-
proving laser weldability were examined, uniform Al 
distribution was achieved and macro-segregation in the 
FZ could be prevented by stabilizing welding in the 
keyhole mode and improving the fluid flow in a molten 
pool. However, materialistic elements such as a filler 
wire and additional coating layers may be applied in a 

complex manner in order to completely remove the fer-
rite phase formed within the 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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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인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하여 자동차 산업

에서는 CO2 가스 배출 감과 연비향상을 한 선제  

응으로 차체 경량화 기술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 으로 차체 경량화를 해 알루미늄(Aluminum, 

Al), 마그네슘(Magnesium, Mg) 합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탑승자의 안 과 직결되어 강성  내구성 확

보가 필요한 A 필러(A-pillar), 센터 필러(center pillar), 

루  일(roof rail) 등의 특정 부품에는 1.5 GPa  

이상인 고강도강의 용이 많이 증 되고 있는 추세이

다. 특히 충돌 응의 핵심부품에 고강도강 용을 통

해 기존 강재 비 두께를 일 수 있고, 보강재 부품

을 최소화하여 공정 시간 단축  원가 감을 통한 생

산성 증  효과를 기 할 수 있다1-3). 하지만 강재가 

고강도화됨에 따라 스 성형시 연성이 부족하여 복

잡한 형상의 성형이 제한 이며, 형에 가해지는 하  

증 로 인하여 형의 수명단축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해, 경화능(hardenability)이 우

수한 보론강에 고온에서 성형과 동시에 빠른 냉각을 통

한 강도  성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핫스탬핑 공

정을 용함으로써 상용화되고 있다. 핫스탬핑은 900℃ 

이상의 고온에서 열처리되는 공정으로 분 기 가스 등

에 의한 산화 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강재 표면산화에 

의한 스 일 생성  표면탈탄 상이 발생하게 된다4). 

그러므로 가열  강재 표면에 산화를 방지하기 해 

용융아연도  는 Al-Si 도  등 다양한 도  공정을 

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연 도 된 강 은 핫스탬핑 

공정 에 아연의 낮은 용해도로 인해 액화된 아연이 오스

테나이트 입계로 확산되어 응집을 일으키는 경향에 따른 

액상 속 취화(Liquid Metal Embrittlement) 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5), 재는 Arcelor- 

Mittal에서 개발한 Al-10Si 도 층이 산화  부식 

특성에서 뛰어나 가장 많이 용되고 있다4,6). 실제로 

Cheng 등6)의 연구에 따르면, Al-Si 도 층에서 규소

(Silicon, S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 층의 기공  결

함이 감되었으며, 약 10%까지는 속간화합물(inter- 

metallic compound)층의 두께 감소  균일한 도

특성 확보가 가능하 다.

  한편 이  용 은 타 용  비 고속도  입열 

용 이 가능하여 열변형이 작은 이 이 있고, 비드 외

이 미려할 뿐만 아니라 정 성, 안정성이 높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미 부분 차체용 에 이  용 기술을 도입, 활용하

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존 용  시스템을 보완하기 

한 차세  생산기술로서 각 받고 있다7). 그러나 Kim 

등8)의 연구에 따르면, Al-Si 용융도  보론강의 이

 용 시 도 층이 용융부에 혼입되어 용 부 내부로 

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일부 역에 집  석출되기 때문

에 페라이트를 형성하여 용 부의 강도를 하시키는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기계  연마, 

화학  에칭, 그리고 이  삭마(ablation) 공정 등

을 통해 도 층을 사 에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8-11). 한 오스테나이트 상의 안정화를 해 필러 와

이어(filler wire)와 같은 추가 인 요소를 활용하여 

용 부의 편석  페라이트 상 분율의 제어가 가능하

다. 최근에는 아크 처리, 빔 오실 이션(oscillation) 

등의 다양한 공정들이 개발됨에 따라 더욱 활발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12-16).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Al-Si 용융도 된 핫스탬

핑 보론강의 이  용 에 한 특성  주요 향에 

해 연구한 논문들을 각각 정리하 으며, 소재  는 

공정  측면과 같은 다양한 에서 용 성 개선을 

Al-Si 용융도금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레이저 용접성 개선을 위한 최신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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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외 연구 개발 동향에 하여 분석하여 실용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Al-Si 용융도  보론강의 특성

2.1 핫스탬핑 강 의 특성  미세조직

  핫스탬핑 공정은 열간 성형과 다이 퀜칭(die quench-

ing)에 의한 변태강화이므로 사용되는 강재는 고온의 

오스테나이트상에서 한 냉각속도에 의해 마르텐사

이트상으로 변태될 수 있는 경화능이 향상된 화학 조성

을 가져야 한다. 일반 으로 B, Mn, Mo, Cr 등의 합

 원소를 첨가하여 경화능을 향상시키며, 이들 원소의 

조성은 열처리 후 얻어지는 기계  특성과 함께 경제성

을 고려하여 히 결정된다. 특히 보론(B)이 극소량

(0.001 ~ 0.003 wt％) 첨가된 강은 경화능이 

히 향상되는데, 이는 보론이 오스테나이트 입계에 편석

되어 페라이트의 불균일한 핵생성을 지연시키기 때문이

다17,18). Fig. 1은 핫스탬핑 후의 보론강 의 미세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 Fig. 1(a)와 같이 보론강 은 페

라이트와 펄라이트  페라이트 입계에 치한 소량의 

마르텐사이트로 구성되며, 핫스탬핑 공정을 통해 Fig. 

1(b)의 형태인 거의 100% 침상 마르텐사이트(lath 

martensite)로 변태하게 된다. Farabi 등20)의 연구에 

따르면, 열 향부의 마르텐사이트가 용  열에 의한 템

퍼링으로 연화되기 때문에 인장 특성이 감소한다고 보

고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재는 이  용  후

에 핫스탬핑 공정을 실시하는 TWB(tailor welded 

blanks) 공정을 활용하고 있다7).

2.2 Al-Si 도 층 구조

  Fe-Al 2원계 상태도에 기 하여 Fe와 Al은 서로 섞

이지 않고 Fe3Al, FeAl, FeAl2, Fe2Al5  FeAl3와 

같은 5가지 형태의 속간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Fig. 2). 이때 Al이 풍부한 FeAl2, Fe2Al5  FeAl3 

상들은 높은 경도와 취성을 갖는 반면, Fe3Al과 FeAl

은 Fe의 조성이 높아 연성과 괴인성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내마모성, 내산화성, 내식성, 비강도 특성을 나

타내었다22). 이러한 속간화합물은 확산 원리에 의해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 시간과 온도에 따라 제어되며, 

열처리 시간이 길어지거나 온도가 높을수록 Fe의 확산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지닌다.

  열간 성형 공정동안 모재의 산화  탈탄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Al-Si 도 층은 약 25-30 ㎛ 두께로 

형 인 화학 조성은 약 88.73% Al, 10.31% Si, 

1.96% Fe이며, 약 600℃의 융 을 가진다6,23). Fig. 

2는 Al-Si 용융도  보론강 도 층의 핫스탬핑 열처리 

후에 한 SEM 사진이다. Fig. 3(a)는 열처리  

도 층으로 약 4-6 ㎛ 두께의 Fe2SiAl7의 속간화합

물층이 Al-Si 기지로 성장한 침 물과 함께 형성되었

고, 기 과 도 층이 맞닿은 역에서는 Fe2Al5, 

FeAl3의 속간화합물이 얇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

다. 반면 Fig. 3(b)의 경우, 열처리동안 Al-Si 도 층

과 기  사이의 확산 과정을 통해 도 층의 두께는 평

(a)

5 ㎛ 5 ㎛

(b)

Fig. 1 Typical base metal microstructure of the investigated steels, (a) as-received condition, (b) hot-stamped condition 
(modified from re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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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e-Al binary phase diagram (modified from 
ref.21))

참
 조

 용
  논

 문



Al-Si 용융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이  용 성 개선을 한 최신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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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 약 10 ~ 15 µm정도 증가하 으며, Fe는 모재로

부터 도 층으로 상호확산되면서 Al과 결합하여 Fe-Al 

속간화합물을 형성하고 기와의 산화반응으로 인해 

산화물이 생성된다19,23). 한 도 층 내의 Fe 함량이 

증가하면서 FeAl2, Fe2Al5의 속간화합물층이 띠를 

이루고 있는 형태의 복잡한 합 화층이 형성된다. 이러

한 Fe-Al 기반의 화합물층은 기존 Al-Si 도 층 비 

2배 가량 높은 약 1100 ~ 1300℃의 높은 융 과 더

불어 높은 기 항  취성 특성으로 인해 용 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4,23).

3. 이  용 성 고찰

3.1 Al-Si 용융도  보론강의 이  용

  이  용 의 형태는 크게 용융과 용융 속의 증발

에 의해 비드가 형성되는 키홀(keyhole) 모드와 용융 

액상의 열 도에 의해서 인  고체가 용융되어 비드가 

형성되는 열 도(conduction) 모드로 구분된다. 키홀 

모드로 형성된 용융부는 액상과 도 층의 상호교반을 

통해 모재 성분과 도 층 성분이 혼합되지만, 열 도 

모드에서는 용융경계에서는 거의 교반이 없이 액상이 

형성된다24,25). Fig. 4에는 이  출력에 따른 용 부

의 기계  특성에 하여 나타내었다. 1.1 kW 출력에

서 키홀 모드를 통해 이미 완 한 합부가 형성된 경

우, 용 부의 인장강도  미세경도는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 이는 입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 부

의 냉각속도가 감소하고, 용 부의 결정입도가 커졌기 

때문이다25,26). 따라서 우선 으로 키홀 모드를 통한 

안정 인 용 부 형성이 요하나, 결정입도와 냉각속

도 등을 고려하여 용 부품에 합한 입열량 선정을 

한 공정 최 화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Fig. 5에는 Al-Si 용융도  보론강의 이  용 부

의 단면과 EPMA 결과를 나타내었다. Lei 등26)은 고

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  용  에 Al-Si 도 층

이 일부 기화되어 백색 속 증기가 형성됨을 확인하

다. 하지만 이  용  시 부분의 도 층이 용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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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chnical properties of welded joints at different laser powers; (a) Tensile strength, (b) microhardness distribution 
curve (modified from ref.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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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oss-section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micrograph of a type aluminized coating, (a) before hot 
stamping, (b) after hot stamping (modified from re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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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혼입되어 Fig. 5와 같이 용 부 내부로 고루 분산

되지 못하고 일부 역에 집  석출되어 백색띠 모양의 

2차 상을 형성하 으며, 열역학 으로 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해 Al, Si의 함량이 높은 경향성을 보

다. 특히 국부 으로 Al 함량이 높았으며, 평균 약 1.7 - 

2.5 wt% 정도 함유하고 있었다. 추가 인 분석을 

해 Fig. 6에 Al-Si 용융도  보론강의 이  용 부

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Fig. 6(a)를 보면 용 부 

미세구조의 부분은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망상 형태의 에피택시(epitaxy) 결정 사

이에 Fe-Al 상이 분포하고 있었다. Yoon 등27)의 연구

에 따르면 Fe-Al-Si 3원계 상태도와 EDS 분석결과를 

통해 Fe3(Al, Si) 상인 것을 확인하 다. 한 Fig. 

6(b)와 같이 이  용 부의 융합 경계(fusion line)

를 따라서 δ-페라이트 상이 길게 형성되었다. 체 으

로 형성된 마르텐사이트 기지(matrix)에 비해 

Fe3(Al, Si)  δ-페라이트 상들은 상 으로 경도값

이 약 50-60% 수 으로 연하고 소성변형을 일으키기 

쉬운 특성을 가졌다. 따라서 인가 하 이 일정 수  이

상 도달하면,  고리(dislocation ring)가 2차 상 

역으로 이동하여 미세 공극을 형성을 통한 미세균열

이 성장, 되어 취성 단이 발생하게 된다7,29). 결

과 으로 이  용 부에 형성된 Al-Si 도 층의 혼

입에 따른 2차 상은 기계  특성을 하시키는 취성상

인 Fe-Al 속간화합물과 연질 페라이트로 구성되었음

을 확인하 다.

3.2 용 부의 기계  특성에 향을 미치는 
페라이트 상변화

  Fe-Al 2원계 상태도 상에서 Al은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로써, 단상의 오스테나이트 역을 축소하고 δ-페

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이 상 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13). Martin 등30)은 실제로 알루미늄 함량이 1.2wt%

를 과하면 오스테나이트 상의 형성을 완 히 억제한

다고 보고하 다. Fig. 7은 열역학에 기 한 Fe-Al 2

원계 상태도로써, 상변태 특성  δ-페라이트 상 형성

에 한 Al 함량의 향을 확인하기 해 나타내었다. 

(a) (b) (c)

Fig. 5 (a) Optical Microscope image with a rectangle highlighted for elemental mapping with EPMA for (b) Al and (c) Si 
of laser welded cross section (modified from ref.27))

(a) (b)

δ-ferrite MartensiteFe-Al phase

Martensite

Fig. 6 SEM morphologies of (a) the Fe-Al phase and (b) δ-ferrite distributed in the fusion zone (modified from ref.26) 

an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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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도에 따르면 용융풀은 냉각 에 고온 안정상인 δ-

페라이트 상이 먼  액상에서 형성된 후에 포정 반응(δ 

+ L → δ + γ)이 액상을 완 히 변형시킨다. 결국 오

스테나이트로의 상변태는 용 부의 Al 함량이 약 0.3 wt%

를 과하는 한, 최종 미세구조가 페라이트와 마르텐사

이트의 이 상 구조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우선 이

 용  시 고온의 용 열에 의해 혼입된 Al-Si 도

층이 용융풀에서 δ-페라이트 상을 안정화시킨다. 이후 

비평형상인 δ-페라이트는 속 냉각의 이  용  특

성에 의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를 따라 유지되므로 δ- 

페라이트에서 오스테나이트로의 상변태는 억제된다28).

  Fig. 8은 이  용  후에 핫스탬핑 공정을 실시하

는 TWB 공정에서의 모재와 용 부의 상변화에 한 

모식도이다. 이  용  후 용 부의 부분은 마르텐

사이트로 구성되었으나, Al-Si 도 층 혼입과 마랑고니 

효과(marangoni effect)에 의해 부분 융합 경계를 

따라 δ-페라이트가 형성된다. δ-페라이트 상은 불규칙

한 형태를 보이며, 이는 이  용 동안 마르텐사이트

의 핵 생성  성장이 빨라 입도가 커진 주변 마르텐사

이트에 의해 크게 응력을 받았기 때문이다31). 핫스탬핑 

열처리동안 혼입된 Al 성분의 용 부 반에 걸쳐 확

산되고 페라이트가 형성되어 다이 퀜칭 후에 마르텐사

이트와 α-페라이트의 이 상 구조로 안정화된다. 결국 

높은 압축 응력을 받은 δ-페라이트 상은 오스테나이트

화 열처리동안 응력이 제거되고 재결정을 통해 α-페라

이트 상으로 안정화되며 용 부의 마르텐사이트 분율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29,31). 최근에는 Kang 등30)에 의해 

이  용 부의 미세구조 특성에 향을 미치는 열처

리 온도, 시간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오스테나이트

화 온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알루미늄이 모재로 확

산되기 때문에 페라이트의 Al 함량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고하 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 최 화만으로는 Al-Si 

도 층 혼입에 따른 기계  특성을 완 히 개선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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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rmoCalc binary phase diagrams of Fe-Al and 
illustrated influence of Al on the phase trans-
formation and δ-ferrite formation (modified from 
ref.19))

(a)

(c)

Fe-Al IMC 
Al-10%Si coating Fe-Al IMC coating     (b)

(d)

Fe-Al IMC 

Fe-Al IMC coating     Fe-Al IMC coating     

Fig. 8 Schematic of mechanism for fusion zone microstructure evolution; (a) after laser welding, (b), (c) annealing up to 
austenitizing temperature, (d) after the die quenching (modified from re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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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용부품 상에 요구되는 특성과 경제  비용을 

고려해보면 실질 으로 생산 장에 바로 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4. 이  용 성 개선 기술

4.1 소재  측면에서의 용 성 개선 기술

  Al-Si 용융도  보론강의 이  용   핫스탬핑 

공정 시 용 부의 Al 혼입으로 인한 페라이트와 마르

텐사이트의 이 상 구조에 따른 용 부의 취성 단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취성 단을 방지하기 해 용

부 반에 걸쳐 페라이트 상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완

한 오스테나이트화 처리가 필수 이다12,28). 

  우선 가장 원천 인 방법으로 이  용  역 표면

의 Al-Si 도 층을 기계  연마  화학  에칭을 통

해 사 에 제거하여 용 부에 도 층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다. Al-Si 도 층 제거 유무에 따른 이  용

부  TWB 용 부의 SEM 분석을 통해 얻은 미세구

조를 Fig. 9에 나타내었다. 반 으로 용 부의 부

분은 마르텐사이트로 구성되었으며, Fig. 9(a), (c)에

서는 Al-Si 도 층이 용 부에 혼입에 의해 δ-페라이

트 상이 찰되었고, 이후 핫스탬핑 열처리를 통해 평

형상인 α-페라이트 상으로 변화하 다. 반면, 도 층이 

제거된 이  용 부는 Fig. 9(b), (d)와 같이 완

한 침상 마르텐사이트로 구성되었으며, 핫스탬핑 공정 

후에 더욱 미세한 침상 마르텐사이트로 구성되었다. 이

는 마르텐사이트가 이  용  후에는 주상 수지상 오

스테나이트 입자에서 변형되었고, 다이 퀜칭 후에는 핫

스탬핑 열처리동안 재결정되어 더 미세한 등축 입자의 

오스테나이트에서 상변태되었기 때문이다13,31). 이 방

법은 가장 쉽게 가의 공정 비용으로 용 부의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졌으나, 시간이 많이 소모

되며 재 성이 떨어지므로 실제 양산에서는 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로 탄소강 필러 와이어를 용하 을 경우, 강력

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C, Mn 등)가 고온의 오

스테나이트 미세구조와 다이 퀜칭 후 마르텐사이트로 

부분 구성된다. 열역학  계산을 토 로 Fig. 10에 

따르면 탄소 함량이 0.2 wt%에서 0.6 wt%로 증가하

게 되면 용 부 미세구조는 950℃에서 완 한 오스테

나이트로의 상변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온으로 다이 

퀜칭 후에는 부분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될 수 있다. 

즉 탄소강 필러 와이어를 추가하면 용 부에서의 평균 

Al 함량과 δ-페라이트 체  분율이 모두 감소하 다. 

용 부 내부에 δ-페라이트 분포는 한 필러 와이어를 

사용할 때 더 균일하 으며, 이 효과는 와이어의 송  

속도가 증가하거나 용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용융 풀

의 유동이 넓은 역에서 활발한 교반이 이루어져 δ-페

라이트가 고 미세하게 분포하 다12). 결과 으로 Al 

함량이 3.7 wt.% 미만일 때 이  용  에 강력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필러 와이

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 이다. 실제로 용 부

의 인장 강도와 연신율은 필러 와이어가 없는 용 부는 

약 1210 MPa, 1.1% 으나, 필러 와이어가 있는 용

부는 1546 MPa, 5.5%로 취성 단이 발생하지 않

고 물성이 모두 향상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Khan 등33,34)이 기존의 Al-Si 도

(a) (b)

(c) (d)

Fig. 9 SEM microstructure in fusion zones before hot 
stamping, (a) coated welded joint, (b) de-coated 
welded joint and after hot stamping, (c) coated 
welded joint, (d) de-coated welded joint (modified
from re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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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carbon on Fe-Al binary phase diagram 
for Fe (C, Mn, Si, Cr)-x%Al of Al-Si coated 
boron steel grade in this study calculated using 
Thermo-Calc™ (modified from re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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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에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흑연(graphite) 

 니 (nickel, Ni)을 추가 으로 도 하여 용 성을 

개선시키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추가 인 흑연 도

층의 유무에 따른 TWB 용 부 미세구조를 Fig. 11

에 나타내었다. Fig. 11(a), (d)에서 보면 융합 경계

를 기 으로 모재는 두 조건에서 동일하 으나, 용 부

의 미세구조는 큰 차이를 보 다. Fig. 11(b), (c)에

서는 거의 동일한 크기의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입

자가 분포하 으나, 흑연 도 층이 추가된 Fig. 11(e), 

(f)에서는 용 부와 융합 경계를 따라 발견되는 몇 개

의 작은 페라이트 입자(< 3 μm) 외에는 거의 완 한 

마르텐사이트로 구성되었다. 실제로 두께 130μm의 흑

연 도 층을 사용할 경우 용 부의 페라이트 분율이 약 

40%에서 약 2%로 감하게 되므로 원하는 기계  특

성  단모드의 구 이 가능하 다. 이는 탄소가 오

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과 더불어 Al-Si 도 층

을 가두는 단열재  물리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에서 발생하는 용  열에 의해 더 많은 Al-Si 

도 층이 기화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이다26). 한

편 니  도 층은 약 50 μm만으로도 용 부의 마르텐

사이트 분율이 충분히 확보되었다34). 결과 으로 도

층을 사 에 제거하지 않고도 필러 와이어  추가 도

층이 용된 이  용  시에 Al-Si 용융도  보론

강의 기계  특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을 시사하 다. 

4.2 공정  측면에서의 용 성 개선 기술

  재 Al-Si 용융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용이 

증 됨에 따라서 효과 인 이  용 을 실 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이  용  공정들의 개발을 가져

왔다. 앞서 설명하 던 기계  연마  화학  에칭을 

통한 Al-Si 도 층 제거 공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

는 이  삭마 공정이 있다. 이는 이  용  에 

짧은 다  임펄스(impulse) 이 를 사용하여 Al-Si 

도 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기계  연마  화학  에

칭과 달리 공정 제어가 정량 으로 가능하여 최하층의 

Fe-Al 속간화합물만 남게 된다. Moon 등10)은 이

 삭마 공정을 도 층의 양면에 모두 용하 을 경우

에만 용 부 페라이트 생성을 억제하여 기계  특성의 

개선이 가능하 으며, 비용 감을 해 한 면만 용

하게 되면 인장 특성과 경도의 증  효과를 보기 어려

웠다. 따라서 양면의 이  삭마 공법을 한 추가

인 공정 설계가 필요하고 제조 과정에서 도 층 제거의 

결과로 용 부 주변의 취약한 내식성이 우려되었다.

  이와 다르게 이  용  이 에 Al-Si 도 층을 제

거하지 않고 아크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아크 

처리 유무에 따른 Al 편석 취약부의 특성을 비교하

기 해 Fig. 12에는 SEM  EDS 분석결과를 나타

내었다. 우선 아크 처리를 통해 Al-Si 도 층은 완

한 속간화합물층으로 변경되었으며, 융합 경계에서도 

(a) (b)

(c)

(d) (e)

(f)

130 µm graphite coating

No additional coating

Fig. 11 SEM images of the base metal (BM), fusion 
boundary (FB), and fusion zone (FZ) in TWB 
joints (a) no additional coating condition with 
(b), (c) showing magnified images and (d) 130 
µm graphite coating condition with (e), (f) 
showing magnified images (M: Martensite, F: 
Ferrite) (modified from ref.33))

(a) Without arc pretreatment (b) With arc pretreatment

Fig. 12 SEM images and EDX mapping for Al and Si el-
ement distribution after laser welding (modified 
from re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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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함량이 반 으로 균질한 분포를 보 다. 따라서 

아크 처리를 통해 Al 편석을 감소시키고 용 부의 

마르텐사이트 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용 부의 균일한 

경도 분포가 달성되었고 인장 시험은 모재에서 단이 

발생하 다.

  최근에는 선행 빔(lead beam)과 후행 빔(lag beam)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빔(dual beam) 이  용

 기술과 이  빔 오실 이션과 같은 공간  모듈

이션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Fig. 13에 각각의 용  기

술에 한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Fig. 13(a), (b) 모

식도의 이  빔 이  용 에서는 Li 등15)의 연구에 

따르면 키홀 모드의 용 을 안정화하고 용융 풀의 유체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Fig. 14의 고속

카메라 결과를 통해 이  빔 이  용 에서 단일 빔

(single beam)에 비해 더 넓은 가열 역을 제공하고 

용용 풀의 길이가 증가하는 특성을 확인하 다. 따라서 

용융 풀이 넓은 역에 걸쳐 안정화됨으로써 용 부 내

에 Al 함량이 균질하게 분포하여 편석을 일 수 있다. 

그러나 도 층의 두께와 특성에 따라서 이  빔 이  

용 에 의해 용 부의 Al 함량이 균질하게 분포하 을 

때, 더 많은 역이 페라이트 상 역 임계값에 도달하

여 기계  특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11,16). 따라서 이

 빔 이  용  기술은 4.1 에서 언 하 던 필

러 와이어  추가 도 층을 함께 용하여 복합 으로 

최 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한편, Fig. 13(c)에 나타낸 이  빔 오실 이션 

기술은 키홀 모드의 비선형 운동을 유발하여 용융 풀의 

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 이  선형 용 에 비

해 용융 풀이 넓어지고 입열이 지속됨에 따라 용융 풀

이 완 히 응고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Fig. 

15에는 이  선형 용 과 이  빔 오실 이션 용

에 따른 용 부 내의 Al 함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  선형 용 의 경우, 융합 경계 부근과 용 부 하부

에서 Al 농도가 다른 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에 이  빔 오실 이션 용 은 효율 인 교반 효과를 

생성하여 용융 풀에 강한 류를 통해 Al 편석은 감소

하 고, Al의 분포는 발진 직경이 커질수록 균일한 분

포를 보 다. 하지만 이  빔 오실 이션 기술을 통

해 용 부 단 취약부에 집 된 Al 거  편석을 완화

(a) (b)

(c)

Fig. 13 Schematic diagram of tandem dual-beam laser 
welding: (a) front view, (b) top view and (c) the 
laser oscillation welding experiment (modified 
from ref.35) and16))

(a) (b) (c)

(d) (e) (f)

Single beam

Dual beam

t = 0 ms t = 15 ms t = 25 ms

Keyhole

Molten pool

Fig. 14 Evolution of the keyhole and molten pool during (a-c) single beam laser welding and (d-f) dual beam laser weld-
ing (modified from re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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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있었으나, 용 부 내부에 형성되는 페라이트 

상을 완 히 제어하기에는 어려워 추가 인 니  박

을 함께 용 하는 복합 인 방법을 용하 다. 

  최종 으로 최근 기술의 획기 인 발 으로 이  

용  공정의 최 화부터 용 부의 합  조성을 변경하

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복합 으로 사용

함으로써, Al-Si 용융도  보론강의 이  용  시 용

부 내에서 페라이트 형성 문제를 해결하여 용 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존재함은 확실하다고 단되나, 

재로서는 공정 최 화부터 상용화 단계까지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Al-Si 용융도  보론강의 이  용 에

서 기계  특성  미세구조 등에 한 반 인 연구

결과를 소개하 다. 한 이  용 성을 개선시키기 

해 소재와 공정에 한 다방면의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의 연구동향에 해서 검토하 으며, 이에 따

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Al-Si 용융도  보론강의 이  용   핫스탬

핑 공정 시 기계  특성은 Al 혼입  확산으로 인한 

용 부 내에 속간화합물 는 페라이트 형성으로 인

해 용 부의 강도가 하되고 융합 경계를 따라 취성 

단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이  용  에 Al-Si 도 층을 우선 으로 제

거함으로써, 용 부 내에 Al 편석  페라이트 형성을 

방지하여 용 부의 품질 개선이 가능하다. 도 층은 기

계  연마, 화학  에칭, 그리고 이  삭마 공정을 

통해 제거가 가능하며, 우선 으로 키홀 모드의 용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면의 도 층을 제거해야만 기계  

특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3) 이  용 부의 취성 단을 피하고자 용 부 

반에 걸쳐 완 한 오스테나이트화 처리를 해 강력

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를 함유한 필러 와이어와 

추가 도 층을 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특히 탄소

강 필러 와이어를 용한 이  용 에서 상태도와 미

세구조에 기 하여 δ-페라이트 분포는 필러 와이어를 

사용할 때 더 균일하 으며, 인장강도  연신율은 향

상되었다. 한 추가 도 층은 Al-Si 도 층을 가두는 

단열재  물리  장벽 역할까지 수행하여 용 부 내의 

페라이트 분율을 히 감소시켰다.

  4) 이  용 성을 개선하기 해 아크 처리, 이

 빔, 그리고 빔 오실 이션과 같은 다양한 기술 동향

을 검토한 결과, 키홀 모드의 용 을 안정화하고 용융 

풀의 유체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통해 용 부 내의 균

질한 Al 분포  거  편석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용 부 내부에 형성되는 페라이트 상을 완 히 제어

하기 해서는 필러 와이어  추가 도 층 등의 소재

인 요소도 함께 복합 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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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being reinforced around 
the world in recent years, the domestic and foreign au-
tomobile industries are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hy-
drogen and electric vehicle parts using lightweight ma-
terials to reduce exhaust gas emissions such as hydro-
carbons and carbon dioxide and to improve fuel effi-
ciency1,2). In order to reduce the weight of the automo-
bile body, materials for exterior body parts such as 
bumpers and bonnets are replaced with carbon fiber re-
inforced plastic (CFRP) and aluminum alloy, whereas 
A-pillar and B-pillar, directly related to passenger safe-
ty, are replaced with ultra-high-strength steel1,3,4).
  Types of ultra-high strength steel include twinning in-

duced plasticity (TWIP), transformation-induced plasti-
city (TRIP), and dual-phase (DP) steel. In particular, 
hot-stamped boron steel with a tensile strength of 1.5 
GPa or higher is being used as an alternative material to 
achieve car body weight reduction with reduced thick-
ness as well as excellent workability and elongation3,5). 
Hot-stamped boron steel is obtained by austenitizing 
boron steel with excellent hardenability at a high tem-
perature of 850-950 ℃ or higher for 4-6 minutes, fol-
lowed by a hot stamping process involving simulta-
neous molding and quenching for 6-10 seconds1). In or-
der to prevent problems such as surface oxidation, for-
eign substances, and decarburization from occurring in 
a high-temperature environment, the surface of boron 
steel is subjected to hot-dip galvanization or Al-Si coat-
ing prior to the hot stamping proces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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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elding process is essential for applying hot- 
stamped boron steel to an automobile body, where vari-
ous problems in resistance welding, accounting for 
more than 80% of the body assembly process, need to 
be solved.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hot- 
stamped boron steel has a narrower weldable current 
range compared to mild steel or high-strength steel, 
with degraded mechanical properties due to the soft-
ened structure in the weld zone8-10). Furthermore, hot- 
stamped galvanized boron steel is associated with liq-
uid metal embrittlement during resistance welding, 
while the ZnO oxide layer causes local heating11-13).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liquid metal 
embrittlement does not occur in Al-Si coated hot- 
stamped boron steel, which also demonstrates adequate 
weldability14). The Al-Si coating layer, however, re-
quires improvement in weldability due to the oxide lay-
er on the outermost surface, the thick alloying layer, 
and the high rigidity of the material3,6).
  Recently, research is being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materials and processes to improve weldability dur-
ing resistance welding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In terms of material, the welding properties 
can be partially improved by removing the coating lay-
er on the surface through mechanical polishing or 
chemical etching, but the removal of the coating layer 
on the surface of the material may lead to corrosion, 
while adding the coating layer removal process to the 
production line degrades productivity. Meanwhile, 
there have been studies attempting to make an improve-
ment in terms of material by controlling the structure of 
the intermetallic layer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hot stamping process conditions7). In terms of process 
improvement, a method to improve welding quality by 
controlling the welding waveform is reported as a prac-
tical alternative with high field applicability15).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research on improving 
weldability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by 
controlling the coating layer during resistance welding, 
in terms of material and process.

2. Resistance Welding Characteristics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2.1 Weldability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The weldability during resistance welding for each 
type of plate is generally evaluated by the weldable 
current range, which indicates the range from the mini-
mum weld current that satisfies the nugget diameter or 
button diameter (e.g.,   or  , t=plate thickness) 
to the maximum weld current before the occurrence of 

expulsion16). Fig. 1 shows the weldable current range of 
mild steel, dual-phase (DP) steel, and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Al-Si coated hot-stamped bor-
on steel produces nuggets faster due to its high contact 
resistance (complex intermetallic layer and oxide lay-
er), high volume resistance (addition of high alloyed el-
ements), and high rigidity compared to other steels. 
Therefore, expulsion occurs in the low current section, 
resulting in a narrow weldable current range3,8). With a 
narrow weldable current range, expulsion occurs ran-
domly even under conditions that would not induce ex-
pulsion, causing deterioration of weldability and weld-
ing quality20).
  Fig. 2 shows the change in resistance about the change 
in electrode-force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Al-Si coating layer of hot-stamped boron steel. The 
overall resistance decreased linearly as the elec-
trode-force increased. In the presence of the coating 
layer, the overall resistance decreased despite the in-
crease in the electrode-force compared to the condition 
without the coating layer, but the difference in resist-
ance remained. In other words, the increase in the re-
sistance is caused by the coating layer (intermetallic 
layer), and even if the electrode-force is increased, 
there is a limit to the decrease in the resistance value. 
This is due to Si, a component of the coating layer, hav-
ing a higher electrical resistance than Fe,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intermetallics, such as Fe-Al and 
Fe-Al-Si, with higher resistance than Fe, during auste-
nitizing8,22). Therefore, the Al-Si coating layer acts as a 
cause of high heat generation during resistance weld-
ing, thereby increasing the occurrence frequency of ex-
pulsion6,13,17). When metal particles are attach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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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eldable current range: mild steel plat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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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due to expulsion, it causes various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of coating quality and reduced 
productivity. As the molten metal of the base material 
is discharged to the outside of the nugget due to ex-
pulsion, pores are formed in the center of the nugget, 
deteriorating the mechanical properties5,23,24). Therefore, 
a process capable of controlling the Al-Si coating layer 
seems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the welding char-
acteristics by reducing expulsion.
  Fig. 3 shows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size of the 
nugget diameter and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coating layer. The nug-
get diameter and cross-tension strength increased as the 
weld current increased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
sence of the coating layer. Under the same current con-
dition, the nugget diameter was slightly larger in hot- 
stamped boron steel with a coating layer due to high 
heat generation, but its cross-tension strength was about 
10-40% lower. When the Al-Si coating layer remains in 
the corona bond zone (outer part) during resistance 
welding, it is reported to act as a notch between tensile 
tests and break early against the concentrated stress, 
thereby affecting the strength21,23).
  Fig. 4 show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weld 
zone and the microstructure of the weld zone about the 
weld time during resistance welding through the simu-
lation program. Martensitic structures are observed in 
the coarse-grained heat affected zone (CGHAZ) and 
the fine grain heat affected zone (FGHAZ) heated to 
solidus temperature, whereas ferrite and martensite co-
exist in the inter-critical heat affected zone (ICHAZ) 
heated to the austenite phase transformation temper-
ature (A3). Tempered martensitic structures were ob-

served in the sub-critical heat affected zone (SCHAZ) 
heated at a lower temperature.
  Fig. 5 shows the Vickers hardness distribution in the 
weld zone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microstructure shown in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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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ith the hardness distribution, the correlation be-
twee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the weld zone can be confirmed. While the upper-crit-
ical heat affected zone (UCHAZ) and ICHAZ exhibit 
higher hardness than the base metal, SCHAZ exhibits 
hardness that is about 26% lower than the base metal. 
Some studies pointed out that δ-ferrite was precipitated 
in SCHAZ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 
zone deteriorated9,10). In other words, the molten mate-
rial is pushed into the corona bond zone due to the dif-
ference in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and the melt-
ing point of the coating layer component. Accordingly, in 
SCHAZ having a thermal history below the temper-
ature at which ferrite and cementite are formed (Ac1), 

fusion boundary softening composed of the δ-ferrite 
phase and tempered martensite structure occurs, de-
creasing the Vickers hardness26).

2.2 Trend of weldability improvement in terms of 
material

  The Al-Si coating layer of hot-stamped boron steel is 
formed in the form of a complex intermetallic com-
pound as Fe of the base material diffuses into Al and 
Si, which are components of the coating layer, during 
austenitizing near temperature A3

25). Therefore, the 
composition and thickness of the intermetallic layer in 
the coating layer can be controlled by combining varia-
bles such as the temperature, temperature increase rate, 
and time of the heat treatment.
  Fig. 6 shows the cross section of the coating layer 
with improved weldability during resistance welding 
and the cross section of the coating layer without. Fe 
and Al are combined in the superficial layer and the in-
termediate layer, and Fe, Al, and Si are combined in the 
Al-rich intermetallic layer and the interdiffusion lay-
er28). The coating layer with improved weldability was 
consisted of a superficial layer, an Al-rich intermetallic 
layer, an intermediate layer, and an interdiffusion layer 
in the order of the outermost layer to the innermost lay-
er, with the Al-rich intermetallic layer forming a con-
tinuous layer. The coating layer with poor weldability 
is composed of an island type Al-rich intermetallic al-
loy layer and an interdiffusion layer28,29). In other word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nterlayer composition of 
the coating layer and the shape of the Al-rich inter-
metallic layer.
  Although the cause of the improved weldability has 
not been clearly elucidated, the Al-rich intermetallic 
layer and the superficial layer have been reported to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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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t the resistivity of the coating layer with the influence 
of its unique properties and roughness28). Furthermore, 
the contact resistance increases when an intermetallic 
bonded with Fe and Al is present30,31). Therefore, the 
weldability seems to have improved due to the influ-
ence of the superficial layer and the Al-rich inter-
metallic layer on the flow of current, surface heating, 
and nugget 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of resistance 
welding28). The shape of the Al-rich intermetallic layer 
is controlled by the temperature increase rate during 
austenitization heat treatment. When the temperature is 
raised by 30 ℃/sec to 930 ℃, a continuous alloying 
layer can be created, and when the temperature is raised 
by 10 ℃/sec, an island-shaped alloying layer is formed 
7,32,33).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improved weldability depending on the 
shape of the intermetallic layer.
  Fig. 7 shows the cross section of the hot-stamped bor-
on steel (30MnB5) on the austenitizing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he EDS analysis result. The Al con-
tent was distributed highly throughout the outermost 
layer to the base material before heat treatment, with an 
inhibition layer made of Al, Si, and Fe being formed. 
The inhibition layer serves to suppress the rapid re-
action of Fe in the base material to the coating layer, 
but the inhibition layer disappears during the heat treat-
ment, while Fe from the base material diffuses into the 
coating layer to form a diffusion layer22). When heat 
treatment is performed at a relatively high temperature, 
the degree of alloying by diffusion increases27). Therefore, 
a diffusion layer with a thickness of about 5 ㎛ was 
formed during austenitizing at 850 ℃, but a diffusion 
layer with a thickness of 10 ㎛ was formed through 
heat treatment at 950 ℃.
  Fig. 8 shows the dynamic resistance curve and weld-
able current range on the austenitizing temperature to 
compare weldability with respect to the thickness of the 
diffusion layer. In Fig. 8 (a), the coating layer melts and 

exhibits similar behavior as the weld time increases, 
despite slight differences in the dynamic resistance of 
the initial contact due to the influence of the coating 
layer3). Fig. 8b shows the weldable current range ac-
cording to austenitizing. The weldable current range 
was about 1.8 kA under the 850 ℃ heat treatment con-
dition, whereas a weldable current range was not en-
sured under the 950 °C heat treatment condition. In oth-
er words, it is reported that due to the thick diffusion 
layer formed under the 950 ℃ heat treatment condition, 
expulsion occurs even at low weld current, exhibiting 
poor thermal welding characteristics22).
  Combining the results of two studies evaluating the 
weldability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increase rate 
and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for austenitizing 
hot-stamped boron steel, it seems possible to improve 
weldability through control of the coating layer in 
terms of material by inducing the formation of a con-
tinuous Al-rich intermetallic layer in the coating layer 
or optimizing the hot stamping process conditions to 
minimize the reduction in the thickness of the diffusion 
layer.

2.3 Trend of weldability improvement in terms of 
process

  In terms of material, weldability was improved by 
controlling the composition of a specific layer in the 
coating layer, but problems such as mixing of foreign 
substances and uneven thickness of the coating layer 
may occur frequently during the manufacturing of 
hot-dip coated steel. In addition, it may be difficult to 
control the coating layer due to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heat treatment process. Accordingly, there 
has been recent research on the technology to control 
the melting behavior of the coating layer in order to im-
prove weldability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hot-stamped materials9,15,26,35). This is a method of opti-
mizing welding characteristics through proces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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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during resistance welding, with the electrode-force, 
the weld current, and the weld time as variables. A typi-
cal example is a technique for controlling the waveform 
of the welding current that controls the weld current 
and the weld time. Fig. 9 shows the types of welding 
current waveform control according to weld time. Fig. 
9 (a) is the one-step pulse waveform control that ap-
plies a continuous current, and Fig. 9 (b) is the two-step 
pulse waveform control condition for controlling the 
weld current including the pre-pulse in the form of a 
pulse. As for the two-step pulse welding current wave-
form control condition, unlike in one-step pulse weld-

ing current waveform control, two or more pulses with 
controlled weld current and weld time are applied, 
where each pulse serves a distinguished role, with the 
first pulse for controlling or removing the coating layer 
and the second pulse for the main welding to generate 
nuggets.
  Fig. 10 shows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nugget di-
ameter and tensile shear load of one-step pulse welding 
current waveform control and two-step pulse welding 
current waveform control. When applying two-step 
pulse welding current waveform control at the same 
welding current, the nugget diameter was larg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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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produced by one-step pulse welding current wave-
form control. As for the tensile shear load, one-step 
pulse welding current waveform control with a rela-
tively small nugget diameter had a higher tensile load 
than two-step pulse welding current waveform control,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fracture shape as well 
(Fig. 11).
  While the mechanical strength of interfacial fracture 

(IF) is known to be lower than that of button pullout 
fracture (BPF) in general, the opposite results were ob-
tained in the fracture mode of two-step and one-step 
pulse welding current waveform controls9,36). This is 
because ferrite was formed in the partially melted zone 
and the fraction of the relatively softened area in-
creased22). During resistance welding, the nugget has a 
high solidification rate, allowing insufficient time for 
solute atoms with a low melting point to dissolve into 
the matrix, and segregation is observed in the weld 
zone37). It is reported that the amount of ferrite and car-
bide produced increases when segregation occurs, with 
lowered mechanical properties as such a region exists 
as a weak part38). Therefo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nown fracture mode and mechanical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process by conside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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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uctural aspect as well36,39).
  Fig. 12 shows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weldability 
of constant and stepped pulse condition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constant pulse condition and the stepped 

pulse condition, in which the weld current is increased 
step by step, the weldable current section is 3.0 kA or 
more with the stepped pulse current control, demon-
strating superior weldability compared to the constant 
current condition (Fig. 12 (a)).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shear strength in Fig. 12 (b), a sufficient nugget di-
ameter was secured to cause BPF under the welding 
condition of 6.5 kA by the stepped pulse welding cur-
rent waveform control. According to Joule's law, a 
large difference seems to have occurred in the size of 
the nugget diameter and the resulting tensile load due 
to heat input control under the stepped pulse condition 
rather than the constant current pulse welding current 
waveform control26).
  Combining the pulse welding current waveform con-
trol conditions introduced in Section 2.3, the welding 
characteristics were improved by maximally increasing 
the nugget diameter with a reduced influence of the 
Al-Si coating layer, using processes such as pre-pulse 
and stepped pulse controls to apply current prior to the 
main welding. Fig. 13 shows the melting behavi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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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ating layer during resistance welding of Al-Si 
hot-stamped boron steel to comprehend the principle of 
pre-pulse welding current waveform control. In the ini-
tial stage of heat input, the Al-Si coating layer is melted 
from a solid phase to a liquid phase, and the molten 
coating layer is pushed in the direction of the plate ma-
terial interface due to the electrode-force3). Through 
waveform control such as pre-pulse control, process 
conditions that can push the coating layer toward the 
outside should be secured, and then the contact area 
should be secured. This aims to secure the contact area 
as much as possible while minimizing the contact re-
sistance by pushing the coating layer of the joint to the 
outer side as much as possible to induce the effect of 
removing the coating layer35). Such behavior of the 
coating layer is also observed in projection welding6). 
As a result, various research results have been reported 
to improve welding characteristics through pulse weld-
ing current waveform control during resistance welding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which calls 
for in-depth discussion when setting the welding proc-
ess and conditions in the future.

3. Conclusion

  The research aimed at improving weldability during 
resistance welding of Al-Si coated hot stamped boron 
steel are summarized and reviewed in terms of material 
and process.
  1) During resistance welding of Al-Si coated hot-coat-
ed boron steel, it has a narrow weldable current range 
compared to other steels owing to the components of 
the coating layer having a higher resistance than Fe. 
Furthermore, mechanical properties are deteriorated by 
the coating layer remaining in the notch of the sheet/ 
sheet interface during welding or the softened area ow-
ing to the generation of ferrite in the partially molten 
portion near the molten line.
  2) In terms of material, weldability can be improved 
by inducing the formation of a continuous Al-rich inter-
metallic layer in the Al-Si coating layer by optimizing 
the process variables such as the temperature increase 
rate between austenitizing heat treatments and heat 
treatment temperatures and by controlling the thickness 
of the diffusion layer to under 5 ㎛.
  3) In terms of process, the weldability can be im-
proved by controlling the waveform to apply pre-pulse. 
The initial pre-pulse pushes out the Al-Si coating layer, 
minimizing the influence of the coating layer, to let the 
subsequent pulse induce the formation and growth of 
nuggets, thereby improving the weldable current range 
and mechanical properties compared to one-step pulse 
welding current waveform control under the same weld-

ing conditions. With the two-step welding current 
waveform control,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me-
chanical properties decrease due to the increase in the 
softened area due to the generation of ferrite. On the 
other hand, the three-step pulse welding current wave-
form control that gradually increases the weld current 
secures the contact area at the first pulse, gradually in-
ducing the growth of the nugget to secure a weldable 
current range of 3.0 kA or more and increasing the me-
chanical properties by up to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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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

내·외 자동차 산업에서는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배기가스 배출 감과 연료 효율 개선을 해 경

량 소재를 용한 수소  기자동차의 부품 비 을 

증가시키고 있다1,2). 자동차 차체 경량화를 해 기존 차

체 부품  범퍼, 보닛 등과 같은 차체 외장재는 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알루미늄 합  

등으로 체하고 승객의 안 과 직결된 A 필러, B 필

러 등은 고강도강으로 체하고 있는 실정이다1,3,4).

  고강도강의 종류로는 TWIP(twinning induced 

plasticity), TRIP(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DP(dual-phase)강 등이 있으며, 특히 인장강도가 1.5 

GPa  이상인 핫스탬핑 보론강은 두께 감소에 의한 

경량화  우수한 가공성과 연신율로 인해 차체 경량화

를 한 체 소재로 부품 용이 확 되고 있다3,5). 

특히, 핫스탬핑 보론강은 경화능이 우수한 보론강을 

850-950 ℃ 이상의 고온에서 4-6 분간 오스테나이트

화 열처리 후, 6-10 간 성형과 담 질을 동시에 진

행하는 핫스탬핑 공정으로 제작된다1). 한, 고온 환경

에서 발생하는 표면 산화, 이물질  탈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해 핫스탬핑 공정  보론강의 표면에 용융 

아연도 (galvanized-iron, GI) 는 Al-Si 도  처

리하고 있다1,6,7).

  핫스탬핑 보론강을 차체에 용하기 해서는 용 공

정이 필수 이며, 차체 조립공정  80% 이상을 차지

하는 항 용 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까지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핫스탬핑 보론강은 연

강 는 고강도강에 비해 소한 가용 류 구간을 가

지며, 용 부의 연화된 조직으로 인해 기계 인 물성이 

하되는 문제가 래되고 있다8-10). 한, 용융 아연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은 항 용 시, 액상 속 취

화(liquid metal embrittlement) 상이 발생하며, 

ZnO 산화층으로 인해 국부  발열 상이 발생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11-13). 반면에 Al-Si 도 된 핫스탬

핑 보론강의 경우 액상 속 취화 상이 발생하지 않

고, 용 성 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하지만 Al-Si 도 층은 최외각 표면의 산화층  두꺼

운 합 화층, 그리고 소재의 높은 강성으로 인하여 용

성의 개선이 필요하다3,6).

  최근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항 용 시 

용 성을 개선하기 해 소재와 공정 에서 연구가 

진행 이다. 소재  측면에서는 표면의 도 층을 기계

 연마 는 화학  에칭을 통해 제거하면 용 특성이 

일부 개선되지만, 소재표면의 도 층 제거는 부식의 우

려가 있고, 생산라인에서 도 층 제거 공정이 추가될 

경우 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핫스탬핑 공정 

조건을 최 화하여 합 화층의 구조를 제어하여 소재

인 부분을 개선하는 연구 사례들이 있었다7). 한, 공

정개선 측면에서 용 형을 제어하여 용 품질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 장 용성이 높은 실용 인 안으로 

보고된다15). 따라서 본 문헌은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항 용 시 도 층 제어를 통해 용 성을 개

선한 연구를 소재 인 측면과 공정 인 측면으로 정리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용 성

  항 용 시 재의 종류에 따른 용 성 평가는 겟

경 는 버튼경(ex:   or  , t= 재 두께)을 

자동차 차체용 Al-Si 도금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저항 용접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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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최소 용 류부터, 간날림(expulsion)발

생 직 의 최  용 류까지 구간을 나타내는 가용 

류 구간(weldable current range)을 일반 으로 사용

한다16). Fig. 1은 연강(mild steel), DP(dual-phase) 

강과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가용 류 구간

을 나타낸 것이다.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은 타 

강재 비 높은 항(복잡한 합 화층과 산화층)과 

높은 체 항(고합 계 원소의 첨가), 높은 강성으로 

인해 겟의 생성거동이 빠르다. 따라서  류의 구

간에서 간날림이 발생되고, 가용 류 구간이 소하

다3,8). 소한 가용 류 구간의 경우 간날림이 발생하

지 않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간날림이 무작 로 발생

하여 용 성  용 품질을 하시키는 원인이 된다20).

  Fig. 2는 핫스탬핑 보론강의 Al-Si 도 층의 유무에 따

라 가압력(electrode-force) 변화에 따른 항(resistance) 

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체 인 항 값은 가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하 다. 도 층이 존재

할 경우 도 층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 비 가압력이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체 인 항 값의 감소 추세는 유

사하지만, 항 값의 차이는 그 로 존재하 다. 즉, 

항 값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도 층(합 화층)이며, 

가압력을 증가하여도 항 값 감소에는 한계가 존재한

다. 이는 도 층의 구성 성분인 Si는 Fe보다 높은 

기  항을 가지고,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 동안 Fe

보다 항이 높은 Fe-Al, Fe-Al-Si 등의 속간 화합

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8,22). 따라서 Al-Si 도 층은 

항 용 시 높은 발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간날

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6,13,17). 간날림 발생에 의

한 속입자가 표면에 부착될 경우, 도장 품질 하  

생산성이 감소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간

날림의 발생으로 인해 모재의 용융 속이 겟의 외부

로 방출됨에 따라 겟의 심부에는 기공이 형성되며 

기계  물성이 하한다5,23,24). 따라서 간날림을 감

소시켜 용 특성을 개선하기 해 Al-Si 도 층을 제

어할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Fig. 3은 도 층 유무에 따른 겟경 크기  기계  

물성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 층 유무와 계

없이 용  류가 증가함에 따라 겟경(nugget di-

ameter)  십자인장강도(cross-tension strength)가 

증가하 다. 동일한 류 조건에서 도 층이 있는 핫스

탬핑 보론강의 경우 높은 발열에 의해 겟경이 미세하

게 크나, 십자인장강도는 약 10-40% 낮은 것을 확인

하 다. 이는 항 용 시 Al-Si 도 층이 코로나 본드

부(외곽부)에 잔존할 경우, 인장 시험 간 노치부로 작

용하여 응력이 집 됨에 따라 조기에 단 되어 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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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다고 보고되고 있다21,23).

  Fig. 4는 시뮬 이션 로그램을 통해 항 용 시 용

시간에 따른 용 부의 온도분포와 용 부의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고상선 온도까지 가열된 CGHAZ(coarse- 

grained heat affected zone)와 FGHAZ(fine grain 

heat affected zone)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찰되고, 

오스테나이트상 변태 온도(A3)까지 가열된 ICHAZ(inter- 

critical heat affected zone)는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

트가 공존하 다.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열된 SCHAZ 

(sub-critical heat affected zone)는 템퍼드 마르텐

사이트 조직이 찰되었다.

  Fig. 5는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 용 부의 

비커스 경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의 미세조직

의 결과와 경도 분포를 비교할 경우, 용 부의 미세조직

과 기계  특성의 연 성을 확인할 수 있다. UCHAZ 

(upper-critical heat affected zone)와 ICHAZ는 

모재(base metal)보다 높은 경도를 가지지만, SCHAZ

는 모재보다 약 26% 낮은 모습이 찰된다. 일부 

자들은 SCHAZ에서 δ-ferrite가 석출되어 용 부의 

기계  물성이 하되었다고 지 하 다9,10). 즉, 용융

물이 도 층 성분의 열팽창계수와 융 차이로 인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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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본드부로 려나게 되고, 이에 따라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생성되는 온도(Ac1)보다 아래의 열이력을 

가진 SCHAZ는 δ-ferrite 상과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구성된 연화부 (fusion boundary soften-

ing)가 발생되어 비커스 경도가 감소한다26).

2.2 소재  측면에서의 용 성 개선동향

  핫스탬핑 보론강의 Al-Si 도 층은 A3 온도 부근에

서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 과정 모재의 Fe가 도 층의 

구성 성분인 Al, Si로 확산함에 따라 복잡한 속간 화

합물의 형태로 형성된다25). 따라서 열처리의 온도, 승

온 속도, 시간 등 변수들을 조합하여 도 층의 합 화

층 구성  두께를 제어할 수 있다.

  Fig. 6은 항 용 시 용 성이 개선된 도 층의 단

면과 그 지 않은 도 층의 단면을 나타내었다. 표면층

(superficial layer)과 간층(intermediate layer)은 

Fe와 Al이 결합하 고, Al-rich 속간 합 화층(Al- 

rich intermetallic layer)과 상호확산층(interdiffusion 

layer)은 Fe과 Al, Si이 결합 되어있다28). 용 성이 개

선된 도 층은 최외각부터 표면층, Al-rich 속간 합

화층, 간층(intermediate layer), 상호확산층 순

으로 구성되었고, Al-rich 속간 합 화층은 연속 인 

층을 형성한다. 반면에 용 성이 좋지 않은 도 층의 

경우, 섬 형태(island type)의 Al-rich 속간 합 화

층과 상호 확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28,29). 즉, 도 층

의 층간 구성과 Al-rich 속간 합 화층 형태의 차이

를 보인다.

  용 성이 개선된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않

으나, Al-rich 속간 합 화층과 표면층은 고유한 특

성과 거칠기의 향 등에 의해 도 층의 항률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한,  항은 

Fe와 Al로 결합된 속간 화합물이 존재할 경우 증가

한다30,31). 따라서 류의 흐름, 표면 발열  항 용

 기 단계의 겟 형성은 표면층과 Al-rich 속간 

합 화층의 향으로 인해 용 성이 개선되었다고 단

된다28). Al-rich 속간 합 화층의 형태는 오스테나

이트화 열처리 시 승온 속도로 제어되며, 930 ℃ 까지 

30 ℃/sec 승온 할 경우 연속 인 합 화층을 생성할 

수 있고, 승온 속도가 10 ℃/sec 일 경우 섬 형태의 

합 화층이 생성된다7,32,33). 향후 합 화층의 형태에 

따라 용 성이 개선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Fig. 7은 핫스탬핑 보론강(30MnB5) 오스테나이트

화 열처리 온도에 따른 도 층의 단면과 EDS 분석 결

과이다. 열처리  최외각에서부터 모재부까지 Al의 함

량은 높게 분포하 고, Al과 Si, Fe로 이 진 억제층

(inhibition layer)이 형성되어 있다. 억제층은 모재의 

Fe가 도 층으로 속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

나, 열처리 동안 억제층은 사라지고, 모재의 Fe가 도

층으로 확산하여 확산층(diffusion layer)로 형성된

다22). 상 으로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할 경우 확산에 

의한 합 화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27). 따라서 850 ℃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 시 약 5 μm 두께의 확산층을 

가지나, 950 ℃ 열처리한 경우 10 μm 두께의 확산층

이 형성되었다.

  Fig. 8는 확산층 두께에 해 용 성을 비교하기 해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 온도에 따른 동 항(dynamic 

resistance)거동  가용 류 구간을 나타내었다. Fig. 

8 (a)의 경우 용  기 동 항은 도 층의 향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도 층은 용융되어 유사한 거동을 나타낸다3). Fig. 8b

는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에 따른 가용 류 구간을 나

타낸 것이다. 850 ℃ 열처리조건은 약 1.8 kA 의 가

용 류 구간을 가지고, 950 ℃ 열처리조건은 가용 

류 구간을 확보하지 못하 다. 즉, 이는 950 ℃ 열처

(a)  

(a) Interdiffusion layer

(b) Intermediate layer
(c) Al-rich intermetallic layer
(d) Superficial layer

Steel substrate

(a)  

5 ㎛

Al-rich 
intermetallic layer

Interdiffusion layer

Steel substrate

(b)  

5 ㎛

Fig. 6 Layers in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22MnB5) after heat treatment and stamping, (a) superior results in 
RSW, (b) inferior results in RSW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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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건에서 형성된 두꺼운 확산층으로 인하여 낮은 용

류에서도 간날림이 발생하여 열 한 용 특성을 

가졌다고 보고된다22).

  핫스탬핑 보론강의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 시 승온 

속도와 열처리 온도에 따른 용 성을 평가한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도 층을 구성하는 Al-rich 속

간 화합물이 연속 인 합 화층을 형성하거나, 확산층

의 두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핫스탬핑 공정조건을 

최 화하여 소재 인 측면에서 도 층의 제어를 통해 

용 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3 공정  측면에서의 용 성 개선동향

  소재 인 측면에서 도 층의 특정 층의 구성 제어를 

통해 용 성 개선을 하 으나, 용융도 강  제조시 공

정의 특성상 이물질의 혼입, 불균일한 도 층의 두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한, 열처리 

공정상에서의 여러가지 환경 인 요인으로 인해 도 층 

제어를 하기에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

해서 최근에는 제작된 핫스탬핑 소재를 가지고 생산공

정상에서 용 성을 개선하기 해 도 층의 용융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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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는 기술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9,15,26,35). 

이는 항 용 시 공정 변수제어를 통해 용 특성을 최

화하는 방법이고, 극의 가압력, 용  류, 용  

시간이 변수이며, 용  류와 용 시간을 제어하는 용

류의 형을 제어하는 기술이 표 이다. Fig. 9

는 용 시간에 따른 용 류 형제어의 종류를 나타

낸 것이다. Fig. 9(a)는 연속 인 류를 가하는 단통

 형제어, Fig. 9b는 비 통 (pre-pulse)을 포

함한 용  류를 펄스형태로 제어하는 펄스 형제어

조건이다. 펄스 용  류 형제어조건의 경우 단통

과 달리 용  류와 용  시간을 제어한 2개 이상의 

펄스를 인가하여, 첫번째 펄스는 도 층 제어 혹은 제

거를 시행하고, 두번째 펄스는 겟을 생성하는 본 통

을 하여 등 각각의 펄스 류통 에 한 목 이 구

분된다.

  Fig. 10은 단통  형제어(1-step)와 펄스 용  

류 형제어(2-step)의 겟경과 인장 단하 (tensile 

shear load)을 비교해본 결과이다. 동일한 용  류

에서 2단 통 을 용시 단통 보다 겟경이 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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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류 증가하여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인장 단

하 의 경우 상 으로 겟경이 작은 단통 이 2단 

통 보다 인장하 이 높았고, 면 형태도 차이가 존재

하 다 (Fig. 11).

  일반 으로 버튼 단보다 계면 분리 단(interfacial 

fracture, IF)된 경우 기계  강도는 낮은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2단 통 과 단통 의 단모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9,36). 이는 부분용융부(partially melt-

ed zone)에 페라이트가 형성되어 상 으로 연화된 

부 의 분율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22). 항 용 시 

겟은 빠른 응고속도로 인해 낮은 용융 을 가진 용질 

원자들이 기지 내로 고용될 시간이 부족하여 용 부 내 

편석이 발생된다37). 페라이트와 탄화물은 편석이 발생

하는 경우 생성되는 양이 증가하고, 해당 부 는 취약

부로 존재하여 기계  물성이 하된다고 보고된다38).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단 모드와 기계  물성의 계

에서 미세조직학 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공정상의 

최 화가 필요하다36,39).

  Fig. 12는 정 류(constant)와 계단식(stepped) 펄

스 조건의 용 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정 류 펄스조건

과 용  류를 단계별로 증가하는 계단식 펄스조건을 

비교한 결과, 계단식(stepped) 펄스 류제어의 경우 

가용 류 구간은 3.0 kA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정

류 조건 비 용 성이 우수하 다 (그림 12(a)). 한 

그림 12(b)의 단강도를 비교할 경우 계단식 펄스조

건이 6.5 kA의 용 조건에서 버튼 단(button pull-

out fracture, BPF)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겟경

을 확보하 다. 이는 주울의 법칙에 따라 정 류 펄스

조건보다 계단식 펄스조건에서 입열량 제어로 인해 

겟경의 크기와 그에 따른 인장하 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26).

  2.3 에 소개한 펄스 용  류 형제어조건을 종

합해 보면, 본 통  이 에 류를 인가하는 공정인 

비 통 과 계단식 펄스와 같은 공정을 용하여 Al-Si 

도 층의 향을 감소시켜 겟경을 최 한으로 성장하

여 용 특성을 개선하 음을 확인하 다. Fig. 13은 

비 통 의 원리를 이해하기 해 Al-Si의 핫스탬핑 

보론강의 항 용 시 도 층의 용융거동을 나타낸 것

이다. 입열 기 Al-Si 도 층은 고상에서 액상으로 용

융되고, 용융된 도 층은 극의 가압력으로 인해 재 

계면 방향으로 려나게 된다3). 비 통 과 같은 

형제어를 통하여 도 층을 외각 쪽으로 려나갈 수 있

는 공정 조건을 확보 후 면 을 확보할 수 있게 유

도해야 한다. 이는 면 을 최 한 확보하고, 합

부의 도 층을 최 한 외곽 쪽으로 려나게 함으로 

항을 최소화하여 도 층의 제거효과를 가지기 함

이다35). 이러한 도 층의 거동은 로젝션 용 에서도 

동일하게 찰된다6). 결과 으로 Al-Si 도 된 핫스탬

핑 보론강의 항 용 시 펄스 용  류 형제어를 

통해 용 특성을 개선한 다양한 연구문헌들이 보고되고 

있어 향후 용 공정  조건 설정시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된다.

Name
Wel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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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kA

5.5 kA

6.0 kA

Fig. 11 Macrostructures showing failure mode at various 
weld curren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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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항 용 시 용

성 개선을 목 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소재 인 측면

과 공정 인 측면으로 정리하여 고찰해보았다.

  1)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항 용 시 Fe

비 높은 항을 가진 도 층의 구성요소로 인해 간

날림이 발생되어 타 강재 비 소한 가용 류 구간을 

가진다. 한, 용 시 도 층이 합계면의 노치부에 

잔존하거나 용융선 부근 부분 용융부의 페라이트의 생

성으로 인한 연화된 부 에 의해 기계  물성이 하된다.

  2) 소재  측면에서 Al-Si 도 층은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 간 승온 속도, 열처리 온도 등의 공정변수 등으

로 인해 확산하여 Al-rich 속간 화합물이 연속 으

로 층을 구성하게 유도하고, 확산층의 두께를 5 μm 이

하로 제어할 경우 용 성을 개선할 수 있다.

  3) 공정 인 측면의 경우 류 형을 제어하여 

비 통 을 통해 용 성을 개선할수 있다. 기 비통

이 Al-Si 도 층을 어내어, 도 층의 향을 최소

화하고 후속 펄스를 통해 겟의 형성  성장을 유도

하여 동일 용 조건을 가진 단통 보다 가용 류 구간 

 기계  물성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2단 용 류 

형제어조건의 경우 페라이트 생성으로 인해 연화된 

부 가 증가하여 기계  물성이 하되는 문제가 존재

한다. 반면에 진 으로 용 류를 증가하는 계단식 

3단 펄스 용  류 형제어는 첫번째 펄스에서 

면 을 확보하고 겟의 성장을 서서히 유도함에 따라 

3.0 kA 이상의 가용 류 구간을 확보하고, 기계  물

성이 최  40%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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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근거로 과학 인 논증을 주체로 하는 논문으로 한다.

5. 원고 체의 분량은 표, 그림을 포함하여 회지의 인쇄 면수 5면을 기본으로 하며, 10면을 과할 수 없다. 

6. 논문 투고는 연  수시로 수하며, 논문 수일은 학회 수 차가 완료된 시 으로 한다.

7. 논문은 국문과 문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논문 작성 지침 따라 논문 제목(국, 문), 국, 문 자명  소속, 자 주

소,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수일자, 문 록, Key words, 서론, 본론, 결론, 후기(필요한 경우), 참

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의 순으로 한다.  

8. 표, 그림은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표, 그림, 사진 의 문자는 모두 문으로 표기하고, 해당 그림과 표의 설명

이 있는 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배치한다.    

9. 참고문헌은 문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 표기는 일렬번호, 자명(모두), 제목, 명(약어) 권(호) (연도) 게재면. 

DOI(있을 경우) 순서로 표기하고 인용문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나타낼 때는 귀의 오른

쪽 어깨에 인용된 번호를 차례로 표시한다.

   1) Journal : 자, 제목, 약어 권(호) (연도) 면수. DOI

      - S. W. Kim and C. K. Chun, Trend of DED type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itanium, J. Weld. Join. 35(4) (2017) 327-332. https://doi.org/10.5781/JWJ.2017.35.4.4 

   2) Conference : 자, 제목, 학술 회명, 장소 (연도) 면수. 

        - J. H. Lee, C. H. Kim and N. H. Kang, Hydrogen Diffusion and Embrittlement with respect to 

Microstructure of Pipeline Steel Weld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Welding and Joining  

Conference (IWJC 2017), Gyeongju, Korea (2017) 3-4.

    3) 도서(Book) : 자, 책명, 출 사, 지역, 국가 (연도) 면수.

      - S. Kou, Welding Metallurgy, 2nd Edition, Wiley Interscience, New Jersey, USA (2003) 433-440.

   4) 학 논문(Thesis) : 자, 제목, 학, 장소 (연도) 면수.

      - W. J. Seong, Ph. D. thesis, A Study on Flame Forming and Straightening of Welding Distortion 

for Shipbuilding Structure, KAIST, Daejeon, Korea (2012) 151. 

   5) 산업표  : 표 번호, 표 명, 발행기  (약어) (연도).

      - ISO 9455-11, Soft Soldering Fluxes - Test Methods - Part 11; Solubility of Flux Residue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 (2017). 

     6) 용 합 편람 : 발간기 , 도서명, 출 사, 지역, 국가 (연도) 면수.

      -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Welding and Joining Handbook, I: Steel and Non-ferrous 

Materials,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Daejeon, Korea (2008) 100-110. 

      -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Welding and Joining Handbook, II: Mechanics, Fabrication 

and Inspection,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Daejeon, Korea (2008) 100-110. 

      -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Welding and Joining Handbook, III: Welding and Related 

Processes,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Daejeon, Korea (2007) 100-110. 

   7) 한용 합회지 참고문헌 표기 방법

      ① 2014년도 이  발간 학술지 : J. Korean Weld. Join. Soc.

      ② 2014년도부터 발간된 학술지 : J. Weld.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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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논문 심사는 학문 분야에 따라 문심사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며 심사자는 논문원고에 한 평가와 종합의견을 제시하

여야 한다. 

11.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45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45일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으로 

처리한다. 단 집필자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집필자는 반드시 연기 일정을 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기는 1회에 한 한다. 

12. 투고 논문은 심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심사 완료 순서를 기 으로 하되 심사진행에 따라 편집 원회

에서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3. 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원고에 한 작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자는 심사 완료 된 논문에 한 

자권 양도확인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는 자권 양도확인서를 5년간 보 한다. 

14. 학회지 논문 게재료는 6면을 기본으로 계산하고, 별도의 논문 심사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 6면 과 면당 연구비수혜논문 특 논문

200,000 30,000 70,000 100,000

15. 학회지는 연 6회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16. 한용 합학회지는 국제출 윤리(COPE) 기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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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for Authors
Aims and Scope (Print Edition ISSN: 2466-2232/ Web Edition ISSN: 2466-210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is an open access, peer reviewed and refereed international journal 
published in electronic form as well as print form. The journal is dedicated to the full rang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ssues associated with welding and joining of materials. The research work published will 
be oriented more toward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manufacturing. The journal covers all 
aspects of materials joining including welding, brazing, soldering, cutting, thermal spraying and hybrid 
joining and fabrication techniques. The detail scopes of JWJ journa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opics:
• Residual Stress/Distortion/Modeling 
• Welding Strength/Integrity Assessment
• Arc Physics/Visual/ Simulation 
• Sensing and Monitoring/Welding Processes/Welding automation
• Laser / Electron Beam Welding & Processing
• Friction Stir Welding/Process
• Electrical Resistance Welding
• Electronic Packaging and Reliability
• Nano/Microjoining Process
• Diffusion Bonding, Brazing, TLP Bonding, Soldering 
• Surface Modification
• Inspection / Evaluation / Education & Qualification
  
About the journal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is founded in 1983 and publishes issues bimonthly starting from February. 
The journal title has been changed three times, Journal of Korean Welding Society, KWS, from 1983 to 
2006, Journal of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KWJS, from 2007 to 2012, and currently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from 2013 to present.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abstracted in Google 
Scholar, KCI (Korea Citation Index) and KSCI (Korea Science Citation Index).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anuscript Submission
New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online at the following URL: http://submit.e-jwj.org/ 
Log in is required for the first time user. If you do not have an account, click "Register" button and make 
your account. ID should be your email address being actively used now. If you have an account but forgot 
your password, click the "Forgot Your Password?" button. Your password will be given to your email 
address on your request. To begin, enter your User ID and password into the boxes provided, and click. 
At the welcome screen, click "Submit a Manuscript" button. After that, click "New Submissions" button to 
submit your new manuscript and follow steps 1-6.
• Step 1. Title, Abstract and Corresponding Author
Choose manuscript type, and enter your title and abstract into the appropriate boxes. If you need to insert 
a special character, click the "Special Characters" button. If you are submitting a manuscript that does not 
require an Abstract, please type N/A in the Abstract box. Please click the check box, if the corresponding 
author is the first author.
• Step 2. Authors 
Enter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first author in the boxes under "Add the First Author." 
• Step 3. File Upload
The manuscript file (main text) should not include authors’ name or affiliation. Upload and select the 
correct file designation for each item. All images should be inserted into a PowerPoint file. Acceptable file 
formats are pdf, hwp, doc and ppt, and each file should not be bigger than 20 MB in size.
• Step 4. PDF conversion
Merger file will be created in pdf format.
• Step 5. Cover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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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submit a separate cover letter with additional notes to Editor-in-Chief. 
• Step 6. Preview
Review the information in the Preview chart for correctness; make changes if needed. If you have not 
completed the required steps, you will not be able to submit your manuscript.
• Step 7. Submit
Once it is submitted, you will be able to monitor the progress of your manuscript through the peer review 
process.

Manuscript preparation
Manuscripts should be typed in double-spaced with adequate margins. All manuscript must use SI (metric) 
units in the text, figures, or tables. Manuscripts should be organized in the following order: title, name(s) 
of author(s) and his/her (their) complete affiliation(s) including zip code(s), Abstract (not exceeding 200 
words), Introduction, Main body of paper, Acknowledgements, References, Appendices, Table & Figure 
Captions, Tables and Figures.
• Title: The title of the paper should be concise and definitive.
• Author names and affiliations: Author name should consist of first name (or initial), middle initial, and   
  last name. The author affiliation should consist of the following, as applicable, in the order noted:
  Company or college (with department name or company division), Postal address, City, state, zip code
  Country name (only for countries other than the U.S.), Telephone, fax, and e-mail
• Abstract: An abstract (200 words maximum) should open the paper or brief. The purposes of the abstract 

are:   
  1. To give a clear indication of the objective, scope, and results so that readers may determine whether 

the full text will be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m.
  2. To provide key words and phrases for indexing, abstracting, and retrieval purposes.
• Equations: All mathematical equations should be clearly printed/typed using well accepted explanation.    
  Superscripts and subscripts should be typed clearly above or below the base line. Equation numbers      
  should be given in Arabic numerals enclosed in parentheses on the right-hand margin. They should be    
  cited in the text as, for example, Eq. (1), or Eqs. (1)-(3).
• Tables: All tabl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have a caption consisting of a table number    
  and a brief title. This number should be used when referring to the table in text. Table references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text in numerical order according to their order of appearance. Tables should be   
  inserted as part of the text as close as possible to its first reference — with the exception of those      
  tables included at the end of the paper as an appendix. A separate list of table numbers and their       
  respective captions should be included at the end of the paper (for production purposes only).
• Figures: All figures (graphs, line drawings, photographs, etc.)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have  
  a caption consisting of the figure number and a brief title or description of the figure. This number      
  should be used when referring to the figure in text. Figure references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text  
  in numerical order according to their order of appearance. Figures should be referenced within the text as  
  "Fig. 1." When the reference to a figure begins a sentence, the abbreviation "Fig." should be spelled out,  
  e.g., "Figure 1." A separate list of figure numbers and their respective captions should be included at the  
  end of the paper (for production purposes only).
• Reference: Within the text, references should be cited in numerical order according to their order of appea- 

rance. The numbered reference citation within text should be indicated with half-parenthesis in superscripts.
  Example: It was shown by Moon1)that the fracture toughness decreases under these conditions.
In the case of two citations, the numbers should be separated by a comma1,2). In the case of more than two 
references, the numbers should be separated by a dash3,4,5-7). All references should be listed at the end of the 
manuscripts, arranged in order. Reference to journal articles and papers in serial publications should include:
• Initials name of each author
• Full title of the cited article, title capitalization 
• Abbreviation name of the journal 
• Volume number (if any) (Do not include the abbreviation, "Vol.") 
• Issue number (if any) in parentheses (Do not include the abbreviation, “No.”)
• Year of publication
• Inclusive page numbers of the cited article (Do not include the abbreviation,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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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DOI (if any)
The exemplary form of listed references is as follows:  
(1) Journal : Author, Title, Journal, Volume(Number) (Year) Page.

S. W. Kim and C. K. Chun, Trend of DED type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itanium, J.   
Weld. Join. 35(4) (2017) 327-332. https://doi.org/10.5781/JWJ.2017.35.4.4

(2) Conference : Author, Title, Proceeding, Place (Year) Page.
J. H. Lee, C. H. Kim and N. H. Kang, Hydrogen Diffusion and Embrittlement with Respect to Microstructure 
of Pipeline Steel Weld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Welding and Joining Conference (IWJC 2017), Gyeongju, 
Korea (2017) 3-4.

(3) Book : Author, Title, Publisher, Place, Nation (Year) Page.
S. Kou, Welding Metallurgy, 2nd Edition, Wiley Interscience, New Jersey, USA (2003) 433-440.

(4) Thesis : Author, Thesis, Title, University, Place (Year) Page.                                     
W. J. Seong, Ph. D. thesis, A Study on Flame Forming and Straightening of Welding Distortion for 
Shipbuilding Structure, KAIST, Daejeon, Korea (2012) 151. 

(5) Standard : Standard No., Title, Publisher (Year). 
ISO 9455-11, Soft Soldering Fluxes - Test Methods - Part 11; Solubility of Flux Residues, Internationa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 (2017). 

References, including those pending publications in well-known journals or pertaining to private communications, 
not readily available to referees and readers will not be acceptable if the understanding of any part of the 
submitted paper is dependent upon them. In the text the reference should be numbered in bracket in ascending 
order, e.g.1,2), etc. 

Publication type
• Review paper : Review articles undergo full peer review. A Review Article organizes, clarifies, and      
  summarizes existing major works in science and engineering and provides comprehensive citations to a   
  full spectrum of relevant literatures.
• Special issue : Special issue articles undergo full peer review. A special issue article reports results that  
  are of significant and archival value to the engineering community; however, these works are more      
  limited in scope and length than a research paper. A special issue may contain any of the following: 1.  
  preliminary report of a result not yet fully developed or interpreted; and 2. commentary on a technical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readers.
• Research paper : Research papers undergo full peer review. A research paper is a full-length, technically  
  original research document that reports results of major and archival value to the specific community of  
  engineers that comprise the journal audience.
Galley proofs will be provided as a pdf file to the author with reprint order and copyright transfer form. 
The author should return the corrected galley proofs within a week with the signed reprint order and 
copyright transfer form. Attention of the authors is directed to the instructions which accompany the proof, 
especially the requirement that all corrections, revisions, and additions be entered on the proofs and not on 
the manuscripts. Proofs should be carefully checked and returned to the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editorial office by online or e-mail if the changes are minimal. If the changes are extensive, proofs 
should be returned by fax only. Substantial changes in an article at this stage may be made at the author’s 
expense. The reprint request form must be returned with the proof. Neither the editor nor the JWJ office 
keeps any supply of reprints.

Peer review process
Submitted manuscripts will be sent to peer reviewers, unless they are either out of scope or below the 
quality threshold for the journal, or the presentation or written English is of an unacceptably low standard. 
A manuscript that meets this standard is sent to anonymous reviewers for peer review. Once the editorial 
office receives complete reviews, the associate editor and editor makes a decision and the corresponding 
author is informed of the editorial decision by e-mail. The editor selects referees results of the review will 
be classified as follows;
• Accepted: The manuscript will be forwarded to the publisher without further corrections.
• Minor revisions: The author should address the comments from the reviewers, which will be confirmed   
  by the reviewers before being sent to the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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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 revisions: The author should address the comments from the reviewers and make the appropriate   
  corrections for further review by the reviewers.
• Rejection: When majority of the reviewers recommends not to publish, the manuscript will be reject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 Consultation: Review of the manuscript will be forwarded to further consultation to subcommittees and    
  subspecialties.
Manuscripts reviewed that require revision should be revised and uploaded with a response to the reviewers’ 
comment at JWJ editorial manager within 45 days. Otherwise, the manuscript will be considered as a new 
manuscript when and if it is resubmitted.
And disputes or ethical issues raised during or after the publication should follow the guidelines found at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strictly applie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of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on publishing integrity.  

Page charge or article processing charge
The article processing charge for paper is 200,000 KRW within 6 pages. An excess page charge of 30,000 
KRW per page will be charged within 10 pages. For papers with acknowledgement for financial support, 
there will be additional charge of 70,000 KRW. Be noted that there is no article processing charge for 
papers submitted by foreign authors

Address to submit and Contact information inquiry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304, San-Jeong Building, 23, Gukhoe-daero 66-gil, 
Yeongdeungpo-gu, Seoul, 07237, Korea 
Tel. +82-2-538-6511~6512, Fax. +82-2-538-6510, E-mail. koweld@kwjs.or.kr, http://www.e-jwj.org

Authors’ checklist for manuscript submission
Prospective authors should use the following checklist for manuscript preparation. 

<Title Page>
Include all authors with current affiliations.
Provide full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Abstracts should not exceed 200 words.
Make sure to include a clear indication of the objective, scope, and results so that readers may determine 
whether the full text will be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m.
Use keywords in proper English format.

<Body of Manuscript>
Use 10 pt. font size.
Use a default typeface (e.g. Times, Times New Roman, Courier, Helvetica or Arial).
Is the manuscript written according to the JWJ manuscript preparation guideline including the section on  

   how to write references?
Is your manuscript carefully proofread?

<References>
References should be numbered and listed at the end of the paper in the order of cited.
Properly formatted according to the style set of JWJ template.

<Figures and Tables>
Properly labeled and formatted.
Minimum required resolution for publication (600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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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written transfer of copyright on each article from the author(s) to the publisher is required. This 
transfer enables the publisher to provid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the article through activities 
such as distribution of reprints; authorization of reprints, translation, or photocopying by others; production 
of microfilm editions; and authorization of indexing and abstracting services in print and data base formats. 
Without this transfer of copyright, such activities by the publisher and the corresponding spread of 
information are limited.

Author agreement:
Title of article for which copyright is being transferr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nuscript Number:                Authored by:                                                  
to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The copyright is hereby transferred to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KWJS), effective if and 
when the article is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author(s) reserve(s) the followings:
1. All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2. The right to use all or part of this article in future works of their own, such as lectures, press releases,  
   reviews or text books.
3.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limited distribution for own personal use or for company use for 

individual clients, provided that source and copyright are indicated and copies per se are not offered for sale.
In case of republication of the whole article or parts thereof by a third party, written permission should be 
obtained from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KWJS), to be signed by at least one of the 
authors(who agrees to inform the others, if any) or, in the case of a “work made for hire” by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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