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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MPa  고강도강 래시버트 용 이음부의 기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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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sh butt weldability of 590MPa dual phase steel is carried out under micro metallographical examination
and macro mechanical property tests. The objectiv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that brings 
on bond line fracture, and is to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lash butt welded joint. The joint of 
flash butt welding has a superior tensile property, but has bad formability due to oxide formed at bond 
interface. The HAZ softening in the weld joint does not show. It was found that mechanical properties 
were increased with optimizing welding parameters and making application of oil dripping and post-weld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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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래시버트 용 은 항용 법의 하나로서, 면 의 

용 단면 을 가지는 피용 재에 해, 단시간에 신뢰성 

높은 합부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능률의 용 로

세스로 리 이용되어 왔다1-3). 특히, 제철소에서는 열연

코일을 연속 으로 후공정에 투입하기 한 코일간의 

연결방법으로 래시버트 용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철소 일 공정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해 생

산 강종에 한 래시버트 용 성 확보는 필수불가결

한 요소이다. 

  최근 자동차의 경량화 추세에 따라 고강도  성형성

이 우수한 자동차용 강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표

인 강종으로서 DP(Dual Phase)강은 마르텐사이트  

와 페라이트로 된 기지조직을 가지며, 우수한 강도  

성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종이다. 이러한 DP강에 

래시버트 용 을 용했을 경우, 용 부는 HAZ연화로 

인한 용 부 강도가 하되고, 특히 합계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소성변형 가 존재하며, 각 역들은 조직학

으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균일한 용 부 특성

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4-9). 한, 일반 으로 

합 강의 래시버트 용 성은 양호하지만, 고합 강

에서는 합 원소의 향으로 건 한 용 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P강의 래시버트 용 성 

하원인을 규명하고, 용 부의 기계  특성을 확보하기 

한 개선을 시도하 다.

2. 실험재료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Table 1에 본 연구에 사용된 590MPa  DP강의    

화학조성을 나타낸다. 한, Fig. 1에 실험재료의 학 

미경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Fig. 1로부터 실험에 사용

된 강재는 페라이트 기지에 탄소 마르텐사이트 콜  

로니가 혼합된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연 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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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 Mn P S Al Fe CeqWEG

590DP   0.1 0.15 1.6 <0.02 <0.003 0.05 Bal. 0.36

Table 2 Welding conditions for flash butt welding of 590DP steel

Int. stroke

(mm)

Fin.stroke

(mm) 

 Upset Lenth

(mm)

2nd Volt.

(V)

Flash time

(sec)

Upset Press.

(Mpa)

Heat Power

(kW)

Heat time

(s)

15.0 15.0 3.0 8.9  9.0  700  -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590DP steel examined

Fig. 1 Optical micrograph of 590DP steel examined

(a)Initial stage

(b)Mov. Stage start
(Current ON)

(c)Flashing/Move

(d)Upsetting

(e)Final stage
(Current OFF)

Fixing stage          Moving stage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flash butt welding  proces

s

R6

6.25

32

100

10

Fig. 3 Dimension of specimen for tensile test

있다. 래시버트 용 에는 선․후행재 모두 두께3.0mm, 

폭1,200mm의 열연강 을 이용하 다.

2.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한 래시버트 용 조건을 Table 2  

Table 3에 나타낸다. 한, 래시버트 용 과정에 한 

모식도를 Fig. 2에 나타낸다. Fig. 2로부터, 래시버트 

용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래시버트 용

기는 고정 와 이동 로 구분되며, 각각 극역할을 

하는 고정용 클램 가 선․후행 코일의 끝단부  선단

부를 고정하게 된다(a). 다음으로, 이동  측이 고정 로 

근하게 되고, 임계거리 이상 근하면 류가 공 되

며(b), 피용 재( 재)가 하는 순간 재 단면부 

체에서 항열에 의해 발생하는 래시가 비산한다(c).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의 래시 발생과정이 끝남과 동

시에 류는 차단되고, 용융된 재 단면부를 업세트압

력에 의해 기계 으로 압착시켜, 용융 속은 합면 밖

으로 배출하게 되는 과정에 의해 건 한 합부를 얻게 

된다(d, e). 이러한 일련의 용 과정을 거치는 용 방법

을 래시버트 용 이라 한다. 

  합부의 미세조직을 찰하기 해 용 시험편을 습

식연마 후, 3% 나이탈 부식액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출하고, 용 부 단면조직을 찰하 다. 용 부의 경

도분포는 마이크로비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측정하 은 4.9N로 하 다. 한, 용 이음부의 기

계  특성을 악하기 해 인장시험  에릭슨시험을 

실시하 다. 인장시험은 KS B0833에 의거 진행하 으

며 시험편의 형상을 Fig. 3에 나타낸다. 이 때, 

cross-head의 이동속도는 5mm/min로 하 다. 에릭슨시

험은 볼의 직경 20mm, 펀치 상승속도는 0.5mm/s로 실

시하 다. 에릭슨시험 후, 단시험편의 단면은 SEM

을 이용하여 찰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용 부 미세조직  경도분포

  Table 2의 용 조건으로 용 을 실시한 래시버트 

용 부의 단면조직을 Fig. 1에 나타낸다. 용 조건은 동

일 두께에 해 일반 으로 사용되는 조건을 그 로 

용하 다. 합계면(A) 부근에는 백색으로 보이는 조직

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HAZ 고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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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cal micrographs of the flash butt welded layer of 590DP steel(As welded). X indicates distance   from bon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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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ardness distribution of the flash butt           

welded layer of 590DP steel(As wel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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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nsile properties of the flash butt welded         

joint of 590DP stee

(B)에서는 마르텐사이트 혹은 베이나이트가 생성되고 

있다. 합계면으로부터 3.0mm 부근(C)의 조직은 미세

한 페라이트  퍼얼라이트로 구성된 것으로 단되며, 

HAZ 온 역(D)에서는 용 입열에 의해 형성된 조

한 페라이트와 템퍼링된 마르텐사이트로 단되는 조직

이 혼재하고 있다. 

  일반 으로, 합계면에 생성되는 백색의 조직은 용

과정  탈탄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생성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1,2,10). 강

은 융 에 가까운 고온에서 고상과 액상이 공존하는 구

역이 있다. 이  고상의 탄소량은 고, 액상의 탄소량

이 많게 된다. 래시용  과정 , 합면에 래싱에 

의해 액상  고․액 공존상이 형성된 후, 업세트 압력

을 받으면 액상이 합면 외부로 배출되게 되고, 고상만 

남게 되므로 주변조직과의 상 인 탄소함량 차이로 

백색층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DP강의 합계면에 생성된 백색층도 탈탄에 의해 형성

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Fig. 5에 용 부의 경도분포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다. 합계면을 포함한 HAZ 고온역에서는 모재경도

(Hv200)보다 높은 경화역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역에 형성된 마르텐사이트  베이나이트 

변태의 향으로 단되며, 일반 인 용 부에서 나타나

는 HAZ연화는 찰되지 않았다.

3.2 용 이음부의 기계 특성

  래시버트 용 이음부의 인장특성을 Fig. 6에 나타낸

다. 코일의 폭방향으로 앙부  좌․우측(코일 양단에

서 내측 50mm 부분) 부분의 인장특성을 평가하 다. 

각 부 에서는 거의 동등한 수 의 인장특성이 나타나

고 있고, 인장강도는 모재의 94~97%에 달하고 있다. 한

편, 연신율은 모재의 반수 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에 용 부에 한 에릭슨시험 결과를 나타낸

다. 에릭슨값은 용 부 앙에서 가장 양호한 값을 나타

내고 있고, 우측, 좌측의 순으로 에릭슨값이 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코일 앙부에서는 열 향부

에서 단이 발생하 으나, 폭방향 좌․우측 부 에서는 

에릭슨시험 과정  합계면에서 단이 발생하는 것이 

찰된다.

  따라서, 인장시험에서 모재 단이 발생하는 인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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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actographs of the fractured surface of the flash 

butt welded joint of 590DP steel after erichsen te

st

C

Cold weld zone

Oxide

Mn-Si-Al oxide

Fig. 8 EDX Analysis of oxide at flat spot in fractured surfac

e of 590DP steel

Cold welded zone

Flat spot zone
Bonded zone

Fig. 9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fractured surface of 590

DP steel

Erichsen 

value(㎜)

Erichsen 

value(㎜)

Crack 

path

Left  3.64 20.8 Bond line

Center 10.88 68.8 HAZ

Right 6.07 35.9 Bond line

Table 3 Results of erichsen test for the flash butt welded 

joint of 590DP steel

도를 가진 용 부임에도 불구하고, 용 부의 성형성은 

크게 하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3.3 면분석

  Fig. 7에 에릭슨시험에서 합계면 단이 일어난 시

험편의 단면을 찰한 결과를 나타낸다. 반 으로 

단면은 편평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딤 이 찰

되는 연성 면(A)과 함께 일부 취성 면(B)이 혼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Fig. 8에는 Fig. 7의 단

면에서의 C부분을 상세히 찰한 결과를 나타낸다.   

앙부에 미 합부(Cold weld zone)로 단되는 역 

이 나타나고 있고, 딤 로 단되지만 그 내부에 산화 

물이 찰되는 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DX 성분분석 결과, 미 합부  딤 내부에서 찰 

되는 산화물은 Mn-Si-Al계의 복합산화물이었다. 따라

서, Fig. 7  Fig. 8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계면에  

서 단이 일어난 Fig. 7의 단면은 각 역별 생성기

구에 따라 Fig. 9과 같이 모식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면은 연성 면을 나타내는 양호한 합부(Bonded 

zone), 연성 면을 나타내지만 일부 딤  내부에 산화  

물이 혼재하는 역(Flat spot zone
11)
) 그리고, 가압   

시 용융 속이 미압착되어 합계면 표면이 산화되는 

역(Cold weld zon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산

화물 혼재 역(Flat spot zone)  미압착부(Cold weld 

zone)는 불완 한 합을 나타내는 역으로서 이 역

에 응력이 집 될 경우, 쉽게 균열이 발생하여 합계면 

단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에릭

슨시험에서 합계면 단이 일어난 이유는, 합계면에

서 결함으로 존재하고 있는 산화물  미 합부에 응력

이 집 하여 균열이 발생,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4 산화물 생성기구

  Fig. 10에는 용 라메타가 부 한 경우에 산화물

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식 으로 나타내었다. Fig. 10

으로부터, 용 시 산화물이 생성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

이 생각된다. 용 부 면에 류가 집 되어 용융, 

비산하는 래싱과정에서, 용 부 면에 집 되는 

류가 과다하게 높을 경우(특히, 2차 압이 높을 경우) 

래시가 거칠게 되고, 비산량도 커진다. 비산량이 클 

경우, 합계면에서는 다음 래시가 일어나기 까지 

기하는 시간이 길어져 용융 속이 쉽게 산화, 냉각되

는 부분이 발생한다(a-c). 이후, 용 면을 기계 으로 

압착시키는 업세트과정에서, 용융 속과 함께 산화물들

을 합계면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할 경우 산화물 혼재

역(Flat spot zone)이 형성된다. 그리고, 비산량이 큰 

부분에서는 압착력이 냉각된 용융 속에 미치지 못하고 

미압착부(Cold weld zone)로 남게 된다(d).

  일반 으로 합부에 생성하는 산화물들은 용 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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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 metal

2nd voltage

Flashing

(a) Fusion at a contact surface       (b)Weld metal scattering(flashing)

Weld metal
oxidation

Oxide

Cold weld

     (c) Oxide formation           (d)Weld defects formation

Fig. 10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mechanism of oxide formation during flash butt welding

Int. stroke

(mm)

 Fin. 

stroke

(mm)

Upset 

Lenth

(mm)

2
nd 

Volt.

(V)

Flash time

(sec)

Upset 

Press.

(Mpa)

Heat 

Power

(kW)

Heat 

time

(s)

Remarks

#1 15.0 15.0 3.0 8.9  9.0 700 - - -

#2 15.0 15.0 3.6 6.8 15.0 700 500 9 Oil

Table 4 Welding conditions for flash butt welding of 590DP steel

융 속 의 친산화성 원소가 기 의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된다. 특히, Mn, Si, Al 등은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

서 용 과정 에 쉽게 산화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용 과정 에 기와의 으로 생성된 이러

한 산화물들은 래싱  업세트 과정에서 용융 속과 

함께 합계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나, 부 한 용

라메타에 의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합계면에 

잔존하여 용 결함으로 남게 되는 것으로 단된다. 

3.5 용 이음부 특성 개선

  DP강 래시버트 용 부의 특성확보를 해 용 조

건 최 화를 통한 용 이음부 특성개선을 시도하 다. 

Table 4에 개선 (#1)․후(#2)의 용 조건을 나타낸다. 

래시 비산을 부드럽게 하기 해 2차 압을 감소시키

고, 산화물 배출을 해 업세트길이를 증가시켰다. 한, 

2차 압 감소에 따른 입열량 하를 보상하기 해 

래시시간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용융 속의 산화를 억

제하기 하여, 피용 재에 오일을 도포하여 용 을 실

시하 다. 도포한 오일은 용 과정  용 열에 의해 연

소하며, 비산하는 래시와 함께 용 단면 상․하부로 

배출되므로 용 단면에 생성되는 용융 속과 기와의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12)
. 마지막으로 용 후열처

리를 용하여 용 부 경화도를 감하고자 하 다. 즉, 

먼  용 라메타 최 화를 통한 산화물 생성을 최소

화하고, 다음으로 오일도포를 통해 비산화성 분 기를 

조장하여 합계면에서 산화물의 생성이 최 한 억제되

도록 용 한 후, 후열처리를 통해 용 부 연성을 증가시

키도록 용 조건을 설정하 다.

  Fig. 11은 개선후(#2) 조건에 의한 합부 단면의 미

세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후열처리 실시의 향으

로, HAZ 고온역(A, B)에는 주로 템퍼링된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를 나타나고, HAZ 온역(C)에는 페라

이트와 탄화물로 이루어진 조직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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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ptical micrographs of the flash butt welded layer of 590DP steel after post-weld heat  treatment

Distance(mm)

V
ic

k
e
rs

 h
ar

d
n
e
ss

 (
H

v
)

340

320

300

280

260

240

220

200

180

160

140

120
0 2 4 6 8 10 12 14 16

HAZ 

#1
(As welded) #2

(As weld+post-heat) 

Fig. 12 Hardness distribution of the flash butt  welded l

ayer of 590DP steel

Erichsen value(mm)

Left Center Right

#1 3.64  6.88 4.39

#2 13.49 9.52 11.25

Table 5  Results of erichsen test for flash butt   welded j

oint of 590DP steel

Bond line

Erich value : 6.9mm

(a)Bond line fracture(#1)

Base metal

Erichsen value : 13.5mm

(b)Base metal fracture(#2)

Fig. 13 Configurations of the flash butt welded joint of 

590DP steel after erichsen test

  Fig. 12에 용 부의 경도분포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다. 개선 ․후(#1, #2)의 용 조건에 의한 합부 앙

의 HAZ경화역의 경도는 모재 수 까지 확보할 수는 없

지만, 개선후(#2) 조건에서는 용 열처리의 향으로 경

도가 Hv240까지 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에 개선 ·후(#1, #2)의 용 부에 해 에릭슨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Fig. 13에는 에릭슨시험부의 외

사진을 나타낸다. 개선 (#1)에 비해 개선후(#2)의 

합부 에릭슨값은 크게 상승하며, 합계면에서 단은 

발생하지 않고 모재에서 단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래시버트 용 이음부의 특성이 모재와 동등 

수  이상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용 공정변수 최 화와 오일 도포를 이용하여 

합계면에서의 산화물 생성을 억제하고, 용 후열처리

를 이용한 용 부 경화도 감을 통해 래시버트 용

이음부의 기계 특성을 모재수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P강에 한 래시버트 용 부의 특

성평가에 의해, 용 성 하원인을 규명하고, 각종 용

공정변수의 최 화를 통해 용 이음부 특성의 개선을 

실시하 다.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래시버트 용 부의 HAZ 고온역에서 마르텐사이

트  베이나이트가 생성되고, HAZ 온역에서는 조

한 페라이트와 템퍼링된 마르텐사이트로 단되는 조직

이 혼재하고 있다. 합계면에는 백색의 페라이트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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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2) 모재 단이 발생하는 인장강도를 가진 용 부에

서도 에릭슨시험시 합계면 단에 의해 용 부의 성

형성은 크게 하하 다. 

  3) 용 과정  용융 속의 산화에 의해 Mn-Si-Al계

의 복합산화물들이 합계면에 생성되고, 에릭슨시험시 

합계면 단을 일으키는 용 결함으로 작용하 다. 

  4) 용 공정변수의 최 화, 오일도포  용 후열처리 

실시에 의해 모재와 동등 수  이상의 래시버트 용

이음부의 기계 특성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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