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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공정1-3)(Electroslag Cladd- 

ing Process)은 형구조물의 합에 주로 이용되는 

일 트로슬래그 용 법4)을 산업구조물의 표면피복에 

합하게 응용한 오버 이 용 공정이다. 이 오버 이 공

법은 스트립을 극재로 이용하는 서버머지드 아크 클

래딩 공정5)(Submerged Arc Cladding Process)과는 

동일한 filler metal을 사용한다는  등을 고려하면 

외 상으로는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공법간의 차

이는 모재의 용입과 극재와 럭스의 용융을 발생시

키는 방법에 있다.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공정은 도

성의 용융 슬래그를 통하여 흐르는 류에 의한 항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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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필요한 열을 얻는 반면에 서버머지드 아크 클래

딩법에서는 기 인 아크열에 의해 필요한 열량을 공

받는다. 한 이러한 차이는 용되는 클래딩 공법에 

합한 스트립 극재와 럭스의 한 선택에는 차

이가 있다. 실제로 용착속도는 일반 으로 60mm(폭) 

× 0.5mm(두께)의 동일한 스트립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공정이 약 60-75%정도 서버머

지드 클래딩 공정보다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는 용융 럭스의 항열을 이용하는 일 트로슬래그 클

래딩 공정이 산업 으로 더 효율 임을 보여 다.

  오버 이 용 에서 용착 속의 형성속도를 나타내는 

용착률과 모재와 극재간의 혼합정도를 나타내는 희석

률은 오버 이 용 에 의한 피복재의 경제성과 속학

인 특성을 좌우하는 매우 요한 인자들이다. 그러므

로 높은 용착률과 균일한 용입의 낮은 희석률을 유지하

는 것은 정한 생산성을 하여 요하다. 스트립을 

이용하는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법은 항열을 이용하

므로 다른 오버 이 용 법에 비해 용착률/희석률의 비

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효율 인 오버 이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법은 일 트로슬래

그 용 법이 발명된 시 에서 무려 50년후에 독일에서 

개발되었다. 재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법은 서유럽, 

일본 그리고 구소련에서 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가 탄소강이나 합 강을 모재로 하여 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 스강6-9)이나 듀 스 스테인 스강
10)을 표면에 강화하여 비용으로 고  성능을 구 하

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상 으로 페라이트계나 마

르텐사이트계 스테인 스강으로 서버머지드 아크 오버

이 용 은 다수 발표논문11-13)이 있지만, 일 트로슬

래그 클래딩하는 연구논문은 많이 드물다. 다만 국내 

논문 에는 조선산업의 입열 용 에 용하기 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14).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연속주조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

되는 연주 가이드롤의 오버 이 용 에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 스강에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법을 용하기 

하여 용 압, 류, 용 속도 그리고 극성에 따른 

용착 속의 두께, 용착량, 용입의 깊이, 희석률 그리고 

럭스 소모량등과 같은 인자의 변화를 측정하 다. 

한 용착 속내 화학성분에 미치는 향이 희석률 

에서 평가되었다.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용 공정변

수에 따른 용착 속의 특성이 투입 열원의 크기변화에 

의해 체계 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을 고찰하게 되었

다. 한 본 연구에서 수행된 430 스테인 스강 스트

립의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으로 얻어진 용착 속의 

화학성분, 미세조직의 변화는 별도의 논문으로 보고되

었다15).

2. 실험방법

  일 트로슬래그 용 기의 본체는 기존 서버머지드 아

크용 용 용 기에 사용되는 1,000A 용량의 Lincoln 

Weld사의 NA-5이었으며, 스트립을 사용하여 일 트

로슬래그 용 으로 클래딩 작업에 합하도록 토치  

와이어송 기를 개조하 다.

  스트립 극재는 Soudo metal사의 제품인 430 스

테인 스강 스트립을 이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재

는 연주 가이드롤에 사용되는 강종과 동일한 두께 ~ 

35mm의 SCM440이며 합 성분은 스트립의 화학성분

과 함께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0.5mm

의 두께와 25mm의 폭을 갖는 430 스테인 스강 스트

립을 이용하여 일 트로슬래그 오버 이 용 조건을 도출

하 다. 럭스는 Soudo metal사의 제품으로 EST122

을 상으로 조사하 으며 소결형 럭스이며 럭스의 

화학조성은 습식분석을 통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용된 용 법은 용 효율이 매우 높고 희

석율이 매우 은 일 트로슬래그 용 법을 이용하 고 

각각의 용 조건은 Table 3에 종합정리하여 나타내었

다. 용 시공은 bead-on-plate형태로 수행되었으며 용

비드를 single bead 형상으로 용 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 트로슬래그 오버 이 용 의 최  

Element C Cr Ni V Al Si Mn N P

SCM440 0.368 1.05 0.058 0.002 0.00484 0.247 0.794 0.0063 0.0133

STS430 0.063 15.76 0.18 0.093 0.00216 0.358 0.456 0.0523 0.0166

Table 2 The analyzed chemical compositions of flux

Compounds SiO2 Al2O3 CaF2 MgO Na2O Others

EST122 6.96 24.85 64.92 0.02 2.21 1.04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SCM440 base metal and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electrode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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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조건을 도출하기 하여 압, 류, 용 속도 그리

고 극성을 변화시키면서 용착 속의 폭과 두께변화, 용

착량, 희석률 그리고 럭스 소모량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이러한 용 조건에 따른 용 비드 특성변

화를 조사함으로써 최  용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

다. 특히 희석률은 그 정확도를 확보하기 하여 모재

의 기 선(최  표면)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용착

속의 면 률을 측정하여 도출되었다.

3. 실험결과

3.1 류의 향

  류의 크기는 일 트로슬래그 공정에서 용착률을 조

하는 가장 요한 인자의 하나이다. 본 실험에서는 용

류의 크기에 따른 용착 속과 럭스 소모량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29V와 17.78cm/min 

(7inch/min)의 조건에서 600-1000A 범 에 걸쳐 용

작업을 수행하 다. Fig. 1는 용 류의 크기에 따

른 용착 속의 폭, 최 용입깊이, 용착량 그리고 럭

스 소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용 비드의 폭은 류의 크기가 증가함에 차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 용입의 정도는 약 700A까

지는 다소 증가하다가 700A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해지

는 경향을 보인다. 한 류가 증가함에 따라 단  길

이당 용착 속의 양은 증가하고 럭스 소모량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단  용착 속량당 럭

스 소모율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결과는 

류증가에 따른 용착 속과 럭스 소모량의 증가률에 

있어서 상 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No. Welding 
voltage (V)

Welding 
current (A)

Polarity Weld speed
cm/min (in/min)

Heat Input
(kJ/cm2)

1 29 600 Negative 17.78 (7) 23.49

2 29 700 Negative 17.78 (7) 27.40

4 29 800 Negative 17.78 (7) 31.32

3 29 900 Negative 17.78 (7) 35.23

5 29 1000 Negative 17.78 (7) 39.15

6 26 700 Negative 17.78 (7) 24.57

7 33 700 Negative 17.78 (7) 30.24

8 35 700 Negative 17.78 (7) 33.07

9 38 700 Negative 17.78 (7) 35.91

10 29 600 Negative 25.4 (10) 16.44

11 29 600 Negative 38.1 (15) 10.96

12 29 600 Negative 50.8 (20) 8.22

13 29 600 Positive 17.78 (7) 23.49

Table 3 The electroslag strip overlay welding conditions used in this study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25

30

35

40

45

50

Bead width

Ampere (A)

B
ea

d 
w

id
th

 (m
m

)

0

1

2

3

4

Penetration depth

Penetration depth (m
m

)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0.0

0.5

1.0

1.5

2.0

2.5

Ampere (A)

Fl
ux

 a
nd

 W
el

d 
m

et
al

 w
ei

gh
t (

K
g/

m
)

Flux weight
Weld metal weight

0.0

0.2

0.4

0.6

0.8

1.0

1.2

Flux/Weld metal ratio

Flux/W
eld m

etal ratio

Fig. 1 Variations of characteristics of weld metal and flux 
as a function of welding current in elec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n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Other welding variables are 29V, 7inch/min and 
reverse po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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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은 류 변화에 따른 430계 스테인 스강 클

래딩재의 단면  표면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류가 

가장 낮은 600A에서 용 한 클래딩재의 단면이나 표면

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정성 인 외

 평가의 기 은 칭 이고도 균일한 용착 두께를 보

이는 단면을 우수하다고 단하 고 은빛 속 택이 

많이 유지되어 변색이 없는 표면을 우수하다고 표 하

다. 실제로 속 표면색깔은 산화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Fig. 2의 사진을 보면, 상기의 조건에서 430 

stainless steel strip을 SCM440 모재에 클래딩한 

표면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단면상태는 류에 무

하게 모두 건 한 상태이고 용 비드 표면의 산화정

도는 류가 1000A까지 증가함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3은 본 연구의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에서 용착

속, 용착 속 근처의 열 향부, 모재 근처의 열 향

부, 모재의 조직을 학 미경으로 찰한 결과이다. 

용착 속부터 미세조직의 변화는 마르텐사이트와 페라

이트 조직의 복합상, 베이나이트, 미세 펄라이트, 조  

펄라이트 조직으로 변화하 다. 각 조직의 상세한 찰

은 다른 논문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 다15).

3.2 압의 향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공정에서 용 압에 따른 용

착 속의 특성에 련된 정보를 얻기 하여 26-38V 

범 에서 압을 변화시키면서 수행하 다. 압은 일

트로슬래그 공정에서 슬래그 풀안으로 스트립 극재가 

침 되는 깊이를 조 하여 결정되는 인자이다. 26V이하

의 조건에서는 스트립이 모재와 달라붙는 경향이 있어 정

상 인 시험이 어려웠다. 

  Fig. 4는 용 압에 따른 용착 속의 폭, 용입깊이, 

600A 700A 800A 900A 1000A

(a)

600A 700A 800A 900A 1000A

(a)

Fig. 2 Stereo-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sectional and surface views as a function of welding current in elec-
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n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Other welding variables are 29V, 7inch/min and 
reverse polarity)

(a) (b)

(c) (d)

100㎛

Fig. 3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sectional 
views of weld metals in elec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n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a) 
Deposited metal, (b) Heat affected zone 1 near by 
deposited metal, (c) Heat affected zone 2 near by 
substrate, (d)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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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착량 그리고 럭스 소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용 압이 증가함에 따라 용

비드의 폭이 차 감소한다. 이 결과는 일반 인 서버

머지드 아크용 이나 기존의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공

법에서 압에 따른 용 비드 폭의 변화와는 서로 상반

되는 결과이다. 이 결과에 한 이유는 재 이해할 수 

없지만 스트립 재질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용입의 최 깊이는 26V와 38V의 0.58-0.59mm에 비

해 29-35V의 1.15-1.48mm로 상 으로 큰 값을 

갖는다. 한 압이 증가함에 따라 단  길이당 용착

속의 양은 감소하고 럭스 소모량은 소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  용착 속량당 럭스 소

모율은 다소 증가한다. 용 압과 용입깊이와 계는 

다른 결과와는 달리 직선 인 계를 갖지 않는다. 이 

결과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용입이 최 가 되는 용

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Fig. 5는 압 변화에 따른 430계 스테인 스강 클

래딩재의 단면  외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압

이 가장 낮은 26V에서 용 한 클래딩재의 표면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V이상의 단면은 26V의 경

우와는 달리 균일한 용착 두께를 보이는 역이 어졌

다. 그리고 용 압이 증가함에 따라 반구의 물방울 

모양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용 비드 외 은 

압이 38V까지 증가함에 따라 표면산화의 정도가 차 

짙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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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s of characteristics of weld metal and flux 
as a function of welding voltage in elec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n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Other welding variables are 700A, 7inch/min
and reverse po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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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ereo-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sectional and surface views as a function of welding voltage in elec-
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n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Other welding variables are 700A, 7inch/min and 
reverse po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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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 속도의 향

  Susan Pak et.al.6)은 용 속도에 따른 오스테나이

트계 스테인 스강 용착시 페라이트 분율, 경도, 미세

조직변화와 debonding test를 수행하 으나 본 연구

에서처럼 용 공정 변수에 한 용착 속과 럭스 소

모량의 변화는 보고하고 있지 않다. 일 트로슬래그 클

래딩 공법에서 용융 슬래그 풀과 용융 스트립사이의 충

분한 이 있을 때만 안정한 작업이 가능하다. 용

속도에 따른 용착 속의 특성과 럭스 소모량의 변화

는 Fig. 6에 나타내었다. 용착 속의 폭은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며 용입의 깊이는 25.4cm/min(10inch/min)에서 크

게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한편 단  길이당 용착 속의 용착량은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며 럭스 소모량

도 함께 감소한다. 이로 인하여 단  용착 속당 럭

스 소모율은 다소 완만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용 속도가 17.78cm/min(7inch/min)에

서 50.8cm/min(20inch/min)으로 증가함에 따른 용

비드의 단면을 찰한 사진을 보여 다. 용 속도가 

다소 낮은 17.78-25.4cm/min(7-10inch/min)에서 

건 한 표면 상태와 비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38.1-50.8cm/min(15-20inch/min)의 용 속도

에서는 표면이 매우 거칠 뿐만 아니라 표면산화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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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Fig. 7 Stereo-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sectional and surface views as a function of welding velocity in elec-
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n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Other welding variables are 29V, 600A and re-
verse polarity)

0 5 10 15 20 25
15

20

25

30

35

40

45

Bead width

Travel speed (in/min)

B
ea

d 
w

id
th

 (m
m

)

0

1

2

3

4

Penetration depth Penetration depth (m
m

)

0 5 10 15 20 25
0.0

0.5

1.0

1.5

2.0

Flux weight
Weld metal weight

Fl
ux

 a
nd

 W
el

d 
m

et
al

 w
ei

gh
t (

K
g/

m
)

Travel speed (in/min)

0.0

0.2

0.4

0.6

0.8

1.0

Flux/Weld metal ratio

Flux/W
eld m

etal ratio

Fig. 6 Variations of characteristics of weld metal and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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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비드 형상도 매우 불규칙 으로 왜곡되어 있

음을 찰할 수 있다. 한 38.1-50.8cm/min(15- 

20inch/min)에서 제조한 시편은 undercut이 발생하

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 매우 빠른 용 속도에서는 

스트립과 가열되는 슬래그와의 이 불충분하여 산발

인 아크발생과 공정 불안정성의 결과를 래함을 알 

수 있다. 한 과잉의 용 속도는 용착 속의 두께를 크

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undercutting을 유발하는 단

이 있다. 반면에 무 느린 용 속도에서는 wetting 

angle이 무 하여 슬래그의 혼입이 용착 속에서 

발생할 소지가 높지만, 본 연구범 에서는 찰되지 않

았다.

3.4 극성의 향

  용착 속의 특성과 럭스 소모량은 한 류의 극

성에 의해서도 서로 다른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잘 알

려져 있다. Fig. 8은 극성변화에 따른 용 비드의 단면

을 찰한 사진이다. 정극성인 경우의 용 비드 폭은 

역극성에 비해서 상 으로 좁아질 뿐만 아니라 용착

층의 두께도 증가한다. 그리고 용입깊이도 정극성의 경

우가 다소 증가한다. 

  단  길이당 용착되는 속량은 역극성(1.36kg/m)에 

비해 정극성(1.62kg/m)인 경우가 보다 크며 럭스 소

모량도 역극성(0.85kg/m)에 비해 정극성(0.92kg/m)

이 보다 크다. 그러나 단  용착 속량당 럭스 소모

율은 0.625에서 0.568로 역극성의 경우가 다소 우수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합 으로는 역극성이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에서 보다 더 우수하 다.

4. 고    찰

4.1 용착거동의 투입 열원에 의한 일반화

  상기 다양한 용 조건(용 류, 압, 용 속도 그

리고 극성)에 따른 용착 속  럭스 소모량은 각각

의 용 조건 변수에 독립 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투입 열원(heat input)이라

는 통합변수를 이용하여 용착 속과 럭스 소모량의 

변화를 일반화시킬 수 있었다. 여기서 스트립 클래딩에

서 투입 열원은 하기와 같이 정의된다.

    · ·  · · (1)

단 A는 류이고 V는 압, S는 용 속도(mm/min), 

W는 스트립 폭(mm)이다16). 용착 속의 용착량과 

럭스 소모량은 Fig. 9(a)(b)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heat input이 증가함에 따라 럭스 소모량은 차 증

가하고 용착량은 일정수 까지 증가하다가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다. 반면에 단  용착 속당 

럭스 소모율은 투입 열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범

까지는 큰 증가를 보이지 않다가 약 30kJ/cm2에서

부터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럭스 

소모율의 변화 경향은 투입 열원크기 증가 효과가 상쇄

되는 이유와 연결될 수 있다. 한편 용입깊이의 변화는 

Fig. 9(c)(d)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투입 열원의 

향이 상 으로 약하지만 거의 일정하거나 다소 감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용착 속의 두께는 투입 

열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명백하다. 

그리고 Fig. 10에서 투입 열원 증가에 따라 희석률은 

감소하고 HAZ부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 다. 이와 

같이, 투입 열원이라는 통합지표는 상기의 다양한 용

공정 변수에 한 연구결과를 체 으로 경향을 악

할 수 있도록 잘 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2 투입 열원크기와 희석률의 역비례 계

  Fig. 9, 10의 결과에서 투입 열원이 증가함에 따라 

용착량과 용착 속 두께가 증가하고 럭스 소모량이 

증가하고 HAZ부 증가는 일반 아크용 에 일반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투입 열원 크기가 증

가함에 따라 용입 깊이가 완만하지만 감소하고 희석률

은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일 트로슬래그 용 공정에서 본 논문의 연구

결과처럼 투입 열원크기와 희석률의 역비례 계를 보고

하고 있는 논문이 있다17). 그리고 HAZ(Heat Affected 

Zone)부 깊이는 본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투입 열원크

기와 거의 무 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외에 일반

인 문헌에서는 투입 열원크기와 희석률에 한 계

가 무 하다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18-19).  

다른 리뷰논문에서는 Arc 워크기나 filler metal feed 

rate로 표시하여 희석률이 투입 열원과 직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20). 다시 말해서, 일반 

(a)  (b)  

Reverse Straight 

Fig. 8 Stereo-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sec-
tional views as a function of polarity in elec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n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Other welding variables are 29V, 600A, and 
7inch/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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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용 에서는 투입 열원크기가 증가하면 희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Fig. 10의 결과는 일반 인 서버머지드 아크 용 에

서 나타나는 경향과는 반 의 결과로써 실제 오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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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s of characteristics of weld metals and flux as a function of heat input in elec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n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a) Flux & weld metal weight, (b) Flux/weld metal ratio, (c) Penetration depth, 
and (d) Weld meta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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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s of dilution(a) and HAZ depth(b) of weld metals as a function of heat input in elec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n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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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서는 희석률 감과 용착률 증가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 으로는 매우 고무 인 결

과이다. 

  그러나 이에 한 가능한 설명은 투입 열원이 어디로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즉 에 지 보존의 법칙

을 근거로 정성 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

서 언 한 투입 열원의 증가에 따라 용착량과 용착 속 

두께, 럭스 소모량, HAZ부의 증가가 동반되는 상

은 일반 인 아크 용 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투입 열원이 증가할수록 

아크 용 에서 나타나는 투입 열원의 집 화 상 해소

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희석률이나 용입깊

이가 차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다시 말해

서 아크 오버 이 용 은 투입 열원이 filler metal에 

집 되어 용착 속 형성에 기여하고 일 트로슬래그 클

래딩공정은 투입 열원이 도성 럭스 용해에 기여하

는 차이에 기인한다는 사실과 연 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그러한 일 트로 슬래그 클래딩 공정이 보다 투입 

열원의 분산도가 좋을 가능성은 가해진 열원이 럭스 

용해에 먼  소모되고 용해된 럭스의 항열 는 

럭스 용융체의 열 달에 의해 스트립의 용해로 이어지

는 공정 단계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증거는 Fig. 9(c)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투입 열원크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입깊이가 작지만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 사실은 투입 열원이 증가함에 따

라 용착량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크 오버 이 용

처럼 집 화된 형태로 모재를 고들지 않는다는 사실

을 보여 다. 그 두 번째 증거는 Fig. 9(b)에서 보여주

는 것처럼 투입 열원증가와 함께 도성 럭스 소모량

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투입 열원이 용착 속 형성

에 직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다. 따라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공정은 아크 용 과는 달리 투

입 열원이 증가해도 도성 럭스의 우선 인 용해로 

인하여 충분한 열 분산을 유도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리고 투입 열원이 증가함에 따라 럭스 소모량이 증

가함으로써 투입 열원의 균일한 분산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원인은 투입 열원 증가가 럭스 온도 상승

과 비례할 것이므로 럭스의 열 도도는 증가하지만 

럭스 항열 발생은 작아져 투입열원이 증가함에 따

라 용입 깊이나 희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단된다
21,22). 종합 으로 투입 열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희

석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높은 투입열원에서는 럭스 

소모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럭스의 항열이 작아지기 

때문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43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을 이용하

여 용 압, 용 류, 용 속도 그리고 극성등과 같

은 여러가지 용 공정 변수에 따라 일 트로슬래그 오

버 이 용 하여 용착 속과 럭스 소모량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용 류를 600-1000A 범 에서 증가시키면 용착

속의 폭, 용입깊이, 용착량 그리고 럭스 소모량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최 용입 값은 약 700A까지

는 다소 증가하다가 700A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해진다.

  2) 용 압을 26-38V 범 에서 증가시키면 용착

속의 폭, 용착량은 감소하고 럭스 소모량은 다소 증

가하지만, 용입깊이는 약 30V 근처에서 최 치를 보인다.

  3) 용 속도를 17.78cm/min(7inch/min)에서 50.8cm/min 

(20inch/min)에서 증가시키면 용착 속의 폭, 용착량, 

럭스 소모량은 감소하고 용입깊이는 증가하다가 감소

하거나 일정해진다. 그리고 용 속도가 다소 낮은 

17.78-25.4cm/min(7-10inch/min)에서 건 한 형상

을 보여줬으나 38.1-50.8cm/min(15-20inch/min)의 

용 속도에서는 비드 형상이 매우 비정상 으로 불규칙

하고 희석률도 크게 증가한다.

  4) 정극성인 경우, 역극성 비 용 비드 폭은 상

으로 좁아지고 용착층의 두께와 용입깊이는 상 으

로 증가한다. 그러나 단  용착 속량당 럭스 소모율

은 0.625에서 0.568로 역극성의 경우가 우수하며 종

합 으로도 더 우수하다.

  5) 용착 속과 럭스 소모량은 투입 열원(heat in-

put)이라는 통합변수를 이용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었

다. 특히 희석률은 투입 열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HAZ부 깊이는 증가한다. 실제 

오버 이 작업에서는 희석률 감과 용착률 증가를 동

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 으로는 매우 고

무 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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