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 35, No. 5

October,  2017

Jo
u
rn

a
l o

f W
e
ld

in
g
 a

n
d
 jo

in
in

g
V
o
l. 3

5
,  N

o
. 5

  O
cto

b
e
r,  2

0
1
7

T
h
e
 K

o
re

a
n
 W

e
ld

in
g
 a

n
d
 Jo

in
in

g
 S

o
cie

ty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ISSN 2466-2232
Online ISSN 2466-2100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www.e-jwj.org

×200

×200 ×200 ×200

×16.1

1mm50㎛

50㎛ 50㎛ 50㎛

50㎛

×20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5, No. 5
October, 2017

Corrosion Assessment for Boron Steel Weldments Prepared by Overlap Welding and Successive Hot 

 Press Forming Processes ················································································M.J.Kang, and C.H.Kim ···   1

Hot Cracking of Ni-Cr-Fe Alloys: Test Methods and Metallurgical Effect

 ···········································································································S.W.Nam, C.H.Kim, and Y.M.Kim ···   7

Laser Welding Characteristic of Dissimilar Metal for Aluminum to Steel ···························Y.Kim ···  16

A Study of Characteristics of Vertical-up SMA Welding by Short Circuit Control

 ···········································································································K.H.Lee, H.S.Ryoo, and S.K.Hyun ··· 23 

MIG Welding Optimization of Muffler Manufacture by Microstructural Change and Thermal 

 Deformation Analysis ························································S.H.Lee, E.S.Kim, J.Y.Park, and J.Choi ··· 29

Thermal Aging Characteristics of Sn-xSb Solder for Automotive Power Module

 ················J.H.Son, M.K.Kim, D.Y.Yu, Y.H.Ko, J.W.Yoon, C.W.Lee, Y.B.Park, and J.H.Bang ···  38

The Changes of Chemical Composition and Microstructure in Electroslag Cladding Overlays by using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J.Y.Jung, and T.K.Ha ···  48

Development of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for Hydrogen Station using Diffusion Bonding 

·················································J.K.Kim, D.N.Shim, C.Y.Seon, K.H.Yang, H.J.Park, and D.J.Kim ···  57

Effects of Fluoride in the Flux on Hydrogen Content in Weld Metal and Operating Behavior in 

 FCAW-S ·································································································W.Kil, M.J.Shin, and K.S.Bang ···  65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Dissimilar Weld Metals between AA6061-T6 and Silafont-36 by 

 Laser Welding ······J.H.Hyun, T.W.Shin, B.S.Jang, S.H.Kim, G.H.Go, T.Y.Kim, and J.H.Koh ···  71

Effect of Welding Parameters on the Overlay Welding Behaviors in Electroslag Cladding by using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 Experimental Study ··································J.Y.Jung, and T.K.Ha ··· 77

News of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87

News of the Members ········································································································································91



2017년도 학회 임원

회      장 박주용

감      사 강 용  

            김일수

수석/기술 장웅성

부 회  장

학술부회장 김재웅

편집부회장 백응률

사업부회장 김 순

총무이사 박 환

재무이사 박 도

학술이사 김명

김철희

장경호

조정호

최 

홍원식 

편집이사 강남

기형선

김성욱

이해우

최해운

홍 욱

사업이사 김용덕

박정웅

박태원

신상범

정홍철

황동수

기술이사 문형순

방희선

안규백

이목

이진희

한명수

특임이사 남성길

박철규

박 성

조 태

          한기형

 한 용 ․  합 학 회 지 

제35권 제5호

겹치기 용  후 핫 스 포 된 보론강 용 부의 부식성 평가

 ··········································································································강민정․김철희 ···  1

Ni-Cr-Fe계 합 의 고온균열: 시험법  야 학  향

 ····························································································남상우․김철희․김 민 ···  7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재 이  용 특성 ····················································김  용 ··· 16

단락제어에 따른 입향상진 피복아크 용  특성에 한 연구

 ····························································································이경훈․유회수․ 승균 ··· 23

자동차 배기계용 머 러 MIG 용 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  열 변형 해석에 한 연구

 ··············································································이승호․김억수․박진 ․최  ··· 29

자동차 력반도체 모듈 용을 한 Sb계 무연 솔더의 열화 특성

 ······················손 ․김민경․유동열․고용호․윤정원․이창우․박 배․방정환 ··· 38

430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재를 이용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용착 속의 화학성분  

 미세조직 변화 ···················································································정재 ․하태권 ··· 48

확산 합기술을 이용한 H2 Station용 PCHE형 Compact 열교환기 개발

 ··················································김정길․심덕남․선칠령․양기훈․박해지․김동진 ··· 57

Effects of Fluoride in the Flux on Hydrogen Content in Weld Metal and 

 Operating Behavior in FCAW-S

 ·····································Woong Kil, Myeong-jun Shin, and Kook-soo Bang ··· 65

알루미늄 합  AA6061-T6와 Silafont-36의 이종 속 이  용 부 특성에 한 연구

 ···································· ․신태우․장복수․김상호․고건호․김태 ․고진 ··· 71

430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을 사용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에서 용착거동에 미치는 용   

 공정변수의 향 - 실험  연구 ·······················································정재 ․하태권 ··· 77

학회 소식 ··························································································································87

회원사 동정 ···················································································································· 91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5 No.5(2017) pp1-6
https://doi.org/10.5781/JWJ.2017.35.5.1

1

1. 서    론    

  자동차 차체는 차량 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량화에 한 시  요구를 만족시키기 하여 차체

에 용되는 소재가 차 고강도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센터필러는 차체 측면에 치하여 차량 측면 충돌 

 복할 경우의 충격과 하 으로부터 승객을 안 하

게 보호하는 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높은 강도 

 충돌흡수능이 요구된다. 때문에 고강도 보론강을 

용하여 센터필러를 성형제작하고, 보강재를 내부 조립

하여 측면 충돌에 응하고 있다1). 

패치워크 기술은 하나의 형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부

품을 동시에 성형함으로써 개별 성형 후 조립하는 공정

에 비해 생산성  원가 경쟁력이 우수한 성형 공법이

다2). 여러 종류의 패치워크 방법이 존재하지만 자동차 

센터필러 부품에 용하기 해 항 용 으로 겹치기 

용  후 핫 스성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

우에는 핫 스성형 후 용  시 발생하는 열연화부가 

발생하지 않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패치워크 기술의 용을 해서는 부식성 평

가 등의 신뢰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핫 스포  

공정의 경우 상변태온도 이상의 고온까지 가열 후 성형

과 냉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고온 분 기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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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지연 는 방지하기 하여 보론강의 표면을 도

처리하지만 용   모재의 융 까지 가열되므로 용

부  용 부의 주변에서는 도 층이 제거되어 내식성

이 하된다.

  틈부식은 용액이 그 로 정체하고 있는 장소에 생기

는 부식으로 구멍들, 개스킷의 표면, 표면 의 침 물, 

볼트나 리벳 머리부분 아래의 틈 사이에 등에 쉽게 형

성된다3-8). 겹치기 이음부에는 재와 재사이에 미세

한 틈이 형성되어 틈부식 환경이 조성되고 부식이 진행

되면 기계  강도와 같은 물성이 크게 하된다. 특히 

두께가 얇은 자동차용 강 의 경우, 두께손실  결합

부 손실에 의한 물성 하가 클 것을 쉽게 상할 수 있

기 때문에 부식특성에 한 평가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센터필러의 패치워크 용을 고려하여 

고강도 겹치기 용 부의 부식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부품을 모사하기 하여 열처리  재를 겹치어 

먼  용 한 후 핫 스성형과 동일한 열처리를 실시

하 다. 다양한 용 과 실링을 감안하기 해 여러 가

지 조건의 시험편을 제작하 다. 부식성을 비교평가하

기 한 방법으로 부식환경 노출시간에 따른 합부 강

도를 측정하고 단면검사를 통한 합부 부식 진행을 확

인하 다.

2. 실험방법

  보론을 소량 포함하고 있는 핫스템핑강을 실험에 

용하 으며 용 소재의 화학  성분  기계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소재는 240 mm × 350 mm × 1.2 mm, 

180 mm × 190 mm × 1.2 mm 크기로 각각 재단하여 

넓은 을 하 으로 배치시키어 겹치기 용 을 수행하

다. 

  제작한 시험편의 종류를 Fig. 1에 나타내었다. 0번 

시험편의 경우 자동차 조립 시 일반 으로 사용되는 

항 용 을 용한 경우로 다른 조건과의 비교를 하

여 제작하 다. 1번 시험편의 경우 이  용 선을 외

곽에 배치시킨 것으로서 이  용입을 통해 내부의 용

이 부식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하기 한 방안

의 일환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단독으로 용한 경

우 나타나는 상을 확인하기 하여 선정하 다. 2~ 

4번 시험편은 조립공정을 복합하여 용한 시험편들로 

용 부를 부식 환경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넓은 

합면 을 확보하여 강성의 증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측하여 제작하 다. 2번 시험편은 이  용

을 사용하여 내부의 용 타   가장자리에 용 선

을 넣은 것이며, 3번은 내부에는 항 용  공정을 

용하여 이음부를 형성하고 가장자리에는 이 를 사

용하여 용 선을 넣은 것이다. 4번 시험편은 0번 시험편

에서 언 하 던 항 용 을 용하여 내부에 용

을 수행하고 차체에 용되는 구조용 착제를 사용하

여 틈새를 실링하 다. 실험에 용한 구조용 착제는 

MS 9360(Teroson 社) 으로, 착도장 공정 에 고상화 

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용하 다.

  염수가 이음부로 되는데 있어 외부환경과 용 선

까지의 거리가 요하기 때문에 용 선으로부터 30 mm

의 랜지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실험에 

용한 시험편의 모식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시료

당 4개의 인장시험편을 채취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

며, 강도값은 4회 실험의 평균값을 구하여 나타내었다.

  시험편은 Yb:YAG를 사용하여 제작하 으며, 450 mm

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학계를 용하 다. 이

 출력은 3 kW로 고정하여 공 하 으며, 공정 의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P S Cr Fe

Boron alloy 0.24 0.30 1.21 0.014 0.003 0.20 Bal.

Mechanical properties

Properties
Before hot press forming After hot press forming

YS
(MPa)

UTS
(MPa)

El.
(%)

YS
(MPa)

UTS
(MPa)

El.
(%)

Boron alloy 427 607 22.28 1057 1535 7.37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
ties of base material 

(a) Case 0 (b) Case I (c) Case II

(d) Case III (e) Case IV
(a) Case 0 - resistance spot welding without sealing
(b) Case I - laser sealing welding
(c) Case II - laser circle welding and laser sealing welding
(d) Case III - resistance spot welding and laser sealing welding
(e) Case IV - resistance spot welding and adhesive sealing

Fig. 1 Specimen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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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따라 용 속도에는 다소 차이를 두었다. 겹치기 

용 부는 3 m/min의 용 속도를 용하 으며, 실링

을 한 필렛 용 부는 6 m/min의 용 속도 조건에서 

제작하 다. 모든 용 조건에서 빔의 은 시험편의 

표면에 맞추고 수행하 다. 별도의 보호가스는 용하

지 않았다. 사 실험 결과, 폐곡선을 형성하는 이  실

링용 의 끝 에서 크 이터가 과하게 발생되었다. 이

를 방지하기 하여 용  끝  근처에서 용 출력을 서

서히 감소시키도록 설정하여 끝 에서의 크 이터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때 끝 에서의 이  출

력은 기 설정 출력 3 kW의 60 %인 1.8 kW로 설

정하 다. 2번 시험편의 제작 시에는 항  용 에서 

사용하는 극 직경과 같은 6 mm 직경의 원을 스캐

 학계를 사용하여 형성시키었다. 항 용 은 사

 실험을 통해 300 kgf/mm2의 가압력, 8.5 kA의 용

류 그리고 200 ms의 통 시간 조건에서 수행하 다. 

  용 한 시험편은 패치워크 제품을 모사하기 하여 

평 형을 사용하여 핫스템핑 처리하 다. 이후 착

도장을 수행한 후 염수분무시험을 실시하 다. Table 

2에 염수분무 시험 조건을 나타내었다. 부식시험은 KS 

D 9502:2009 (염수분무시험방법 - 성, 아세트산  

캐스 분무시험)과 ISO 9227:2006 (Corrosion tests 

in artificial atmosphere - Salt spray test)의거하여 

진행되었다. 부식환경의 실내온도는 35 ℃ 이며, 시간당 

분무량은 2 ml로 유지하 다. 염수 환경 노출시간에 따

른 향을 분석하기 하여 노출 시간은 0, 250, 500, 

1000 시간으로 설정하 으며, 각각의 조건에서 강도평

가  단면검사를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제작된 시험편의 외 사진을 Fig. 3에 나타내었다. 4

번 시험편의 구조용 착제는 열처리가 된 시험편에 처

리하 으며 착도장 과정 에 경화시키었다. 부식 

상이 확인된 역을 노란색 화살표를 사용하여 나타내

었다. 염수 노출이 250 시간이 지난 경우, 항  용

조건(0번)과 이  용  용한 조건(2 번)에서 부

식 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식 상은 염수 노출시

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화되며, 1000 시간이 지난 경우 

모든 조건에서 부식 상이 찰되었다. 

  항  용 을 용한 시험편의 경우 표면에서의 부

식은 확인되지 않고, 합계면에서의 부식만이 진행되

었다. 그러나 이  용 을 용한 경우 Fig. 4(a)와 

같이 용융선을 따라 부식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작된 시험편은 ISO/DIS 8501-3, “Preparation of 

steel substrates before the application of paints 

and related products”를 기 으로, 러싱을 사용하

여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착도장을 실시하여 

비하 다. 부식시험  육안검사 결과에서는 비드 체

표면이 빈틈없이 도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식시

험 후의 비드 표면을 확인해 본 결과 용융선을 따라 부

식이 시작되는 것이 확인되어 도장이 부분 으로 완벽

히 착되지 못하 음을 측할 수 있었다. 구조  이

유로 용 부 주변에 형성된 오염이 완벽히 제거되지 못

하여 도장이 완벽히 착되지 못하고 들뜸으로써 틈부

식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러나 양산

과정에서는 산세 등의 보다 다양한 방법을 용하여 용

부 주변의 오염을 정리하기 때문에, 실제 제작과정에

서는 비드를 따라 발생하는 부식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측된다.

  틈부식은 속의 용해에 의해 틈 내부에 속이온이 

농축되어 틈 내외의 이온농도차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

식작용으로 처음 부식이 발생하면 틈 내부에서는 양극

반응(M→M++e-)과 음극반응(O2+2H2O+4e-→4OH-)

이 진행된다. 부식이 더욱 진행됨에 따라 산소는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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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mension of salt spray test sample (unit: mm)

Operating temperature 35 ℃

Relative humidity 95 %

Average collection rate for a horizontal
collecting area of 80 cm2 2 ml/hr

Concentration of sodium chloride 5 w/v%

pH pH 7

Table 2 Salt Spray tes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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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음극반응이 억제되어 OH-의 생성이 감소되므로 

기  성이 유지될 때까지 Cl-이온이 틈 내부로 유

입된다. Cl-이온은 속과 결합하여 속염(M+Cl-)을 

형성하고 이 염이 가수분해하여 MCl+H2O→HCl 반

응을 통해 HCl을 형성하면서 pH가 하되므로 이로 

인해 부동태피막 괴에 이르게 된다9). 

  이러한 틈부식을 방지하고자 구조용 착제를 사용하

여 용 부를 폐시키었음에도 Fig. 4(b)와 같이 부식

의 증거가 확인되어, 구조용 착제로 외부 기와의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함을 확인하 다. 

3.1 염수분무 노출시간 증가에 따른 시험편의 
강도 평가

  염수 분무시험을 실시한 각 시험편에 단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Fig. 5와 같이 각 경우에서는 합면   

구속조건이 상이하므로 하 의 모드가 동일하지는 않다.

  단인장시험을 통해 측정된 강도값을 Fig. 6에 나타

내었다. 시험을 통해 측정된 항  용 부(0 번)의 

단인장강도는 염수분무 노출시간과 상 없이 KS B 

0850-B grade에서 요구하는 9.258 kN 보다 높은 강

도를 나타내었다. 최 강도는 이  용 을 단독으로 

시행한 시험편(1 번)에서 측정이 되었는데 이  용

에 의해 합계면이 좁게 형성되었고 계면 단이 발생

하면서 강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복합공정을 용한 경

우에서 상 으로 높은 강도가 측정되었으며 이것은 

앞서 언 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다 넓은 면 이 구속되

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시험결과에서 1000시간까지 

Case 0 
(spot)

Case 1 
(laser)

Case 2 
(laser + laser)

Case 3 
(spot + laser)

Case 4 
(spot + adhesive)

welding

after
electro-

deposition 
coating

after 
250-hour

test

after 
1000-hour

test

 

Fig. 3 Specimens after salt spray test

 

(a) case 2    (b) case 4

Fig. 4 Specimens after 1000-hou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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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에 노출시켰음에도 강도 하는 크지 않았다.

  한 구조용 착제를 사용하여 폐시키었음에도 1000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부식 흔 이 확인되어 구조용 착제

로 외부 기와의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함을 확인하 다.

3.2 염수분무 노출시간별 이음부 단면 검사

  조건별 단면을 채취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때 

0, 3, 4번 시험편에서는 항 용 부에서 시험편을 채

취하 으며, 1번과 2번 시험편에서는 이  용 부에

서 시험편을 채취하 다. 외부와의 을 이  용  

는 구조용 착제 등으로 차단하 을 때, 내부의 용

부가 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기 함이다. 

  단면분석 결과, case 0번 시험편에서는 염수 노출시간

이 250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계면 주변에 부식의 흔

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  는 열처리 후 

발생한 변형으로 인해 재 사이에 들뜸이 발생하여 염

수가 근할 수 있는 틈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단된

다. 부식이 진행된 치는 용융부 주변으로서 앞서 언

한 Fig. 2의 치와 같다. 틈부식이 발생하기 해서

는 틈이 염수가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하고 염

수가 정체 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야 하는데, 이  용

 시험편의 경우, 항  용  시험편과 유사하게 외

부환경과 할 가능성이 있으나 재 사이의 틈이 좁

아 250시간에서는 부식흔 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

나 그림에서와 같이 노출시간이 길어지면서 계면에서 

부식이 진행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서 계면 부식부

의 길이는 0.2 ~ 0.3 mm로 항  용  는 이

 용 으로 형성되는 합계면 비에 비해서는 충분

히 작기 때문으로 강도에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이  실링 용 을 수행한 경우 내부에 

치한 용 부에서 부식이 진행되지 않았다. 즉, 이  

실링 용 을 수행할 경우 내부 용 부의 부식으로 인한 

합강도 하를 방지할 수 있었다.

4. 결    론

  핫스템핑 패치워크 부품의 경우 량과 단가 감에 

유리하나 성형  용 계면 단 등 문제가 발생한 사

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핫스템핑강을 상으로 패치

용 을 모사하기 한 여러 조건의 겹치기 용 부를 구

(a)
Case 0

Spot

LaserSpot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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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O’ shape

F

Adhesive (Sealant)

F

(b)
Case 1

(c)
Case 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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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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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prepared tensile test speci-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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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nsile-shear strength of corrosion test sample de-
pend on exposure time in corros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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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cro-section of the welds. Arrows indicate the 
corrosions during the salt spra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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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염수분무 실험을 실시하여 조건별 부식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1) 항  용  는 이  용 의 단독공정보다 

이  실링 용 과 본용 을 복합 으로 용한 조건에

서 높은 단인장강도가 측정되었다. 이는 합면 이 

넓기 때문이다. 

  2) 염수환경에서 노출시간이 1000시간까지 증가할 경

우에도 단인장강도 하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염수분무시험에 의해 계면에 부식이 발생하나 두께 

는 비드계면에 비하여 상 으로 작은 역에서 부식

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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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i-Cr-Fe계 합 은 고온 내식성, 내열성, 고온 강도 

등 기계  성질이 우수하여 자동차 산업  원자력  

화력 발 소에서 열교환 부품, 고온 압력용기 등 고온

의 유체가 흐르는 곳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1). 한, 재

료의 개발로 고온 부품에도 사용이 늘면서 우주항공

산업에도 니 합 의 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 

합 은 잘 알려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같이 

면심입방구조의 γ상을 기본으로 하며, 스테인리스보다 

높은 Ni 함량으로 인해서 높은 온도에서 우수한 내구성

을 나타낸다. 

  이 합 은 다른 원소의 고용한계가 높고 고용강화 등

의 강화기구가 용되어 다양한 원소들이 합 화 되어 

있다. 순 속은 녹는 이 특정온도로 국한되는 반면에, 

니 합  같은 고합 은 많은 원소가 고용되어 있기 때

문에 응고되는 온도(고상선)와 액화되는 온도(액상선)

가 분리되어 고상과 액상이 공존하는 역이 존재한다. 

이는 응고과정 에 용질원자의 석출  편석을 유발시

키고 균열감수성을 증가시킨다.

  합 의 용 부에 나타나는 균열을 생성 온도로 구분

하게 되면 크게 고온균열과 온균열로 구분되며 온

균열은 용 부가 200 ℃ 이하의 온에서 발생하는 균

열로 정의하며 확산성수소의 향으로 상온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지연균열

이라고도 불린다. 

  고온균열은 이러한 온균열과 비되는 개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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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응고균열(solidification cracking)과 액화균열

(liquation cracking)을 포함하는 편석균열과 연성

하균열(ductility dip cracking)로 구분할 수 있다. 

Fig. 1에 보여지듯이 편석균열을 일으키는 온도 역을 

brittle temperature range(BTR)이라 하고, 연성

하균열을 일으키는 온도 역을 ductility-dip temper-

ature range(DTR)이라 부른다. 특히, 니 기반 합

에서는 두 종류의 균열이 모두 발생하므로 이에 한 

이해가 요하다.

  응고균열에 련된 이론은 1940년 부터 이루어졌으

며 Table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수축-취성이론, 변형이

론, Borland이론, 강도이론 등을 기반으로 계속 발 하

고 있다3-9). 고액공존 역인 mushy-zone이 응고하면

서, 주상형 수지조직이 발달하고 수지상 돌기 사이에 액

상의 필름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응고 균열이 형성된다.  

  특히, 합 원소나 불순물원소들이 주로 고액계면에 편

석하여 응고종료온도를 하시킨다. 따라서, 고상의 성

장과 액상의 변화  움직임, 그리고 야 학  조성에 

의한 응고온도 등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이론 인 

모델링 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실험 으로 균

열에 민감한 온도 역과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되고 

있다.

  액화균열의 발생기구도 응고균열과 동일하며, 다만, 

용융선 밖의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 측

으로 성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액상이 HAZ의 결

정립과 높은 각(wetting angle) 혹은 작은 이면각

(dihedral angle)을 가지는 경우 결정립 입계로 액상

이 침투하여 조직이 취화 된다. 혹은, HAZ의 합 원소 

 불순물원소의 농도가 입계에 집 된 경우에 임계액

화온도가 낮아지고 HAZ의 국부 인 온도가 이를 넘어

서는 경우에 입계만 액화되어 취화될 수 있다.

  연성 하균열의 경우 액상선(TL) 이하의 온도에서 발

생하기 때문에 액상이 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상의 

결정립 사이에서 발생하는 균열(intergranular crack-

ing)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일반 으로 Ni 련 합 의 

경우 Fig. 1과 같이 0.5TL~0.8TL의 역에서 재료의 

DTR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 부 균열은 

용  에 발생하거나 된 변형이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최소 임계 응력(εmin)을 과할 경우에 발생한

다고 볼 수 있다. Lippold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편석

균열보다 상 으로 낮은 온도 범 에서 발생하는 연

성 하균열, 재열균열(reheat cracking), 변형노화균

열(strain-age cracking) 등을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warm cracking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10).

  이처럼 Ni합 은 고온재료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되고 있으나, 용 시에 생기는 응력  변형에 의하여 

다양한 고온균열이 발생한다. 이러한 균열은 용 부 특

성을 하시키고 보수로 인한 경제 인 비용이 추가되

어 생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를 미리 측하고 제

어할 수 있는 다양한 용 테스트 방법  지표들이 연

구되고 있으며, 야 학 으로 균열을 제어하기 한 연

구들이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균열을 시험하고 평가하여 야 학 으로 개선하는 연구

들의 동향을 기술하 다. 

 

BTR DTR

Strain during welding

TL TS 0.5TS

Temperature

D
uc

til
ity

 (%
 st

ra
in

)

εmin

Fig. 1 Ductility curve of metal with temperature range of 
formation of hot cracking2)

Author(s) Year Cracking theory or index

Bochvar 1947 The shrinkage-brittleness theory

Pellini 1952 The strain theory

Borland 1960 The generalized theory of super solidus cracking

Prokhorov 1962 The technological strength theory Thermomechanical factor (dε/dT)

Feurer 1976 Liquid feeding (Volumetric shrinkage > Volumetric feeding)

Matsyda
Coniglio and Cross

1979
2009 Critical strain rate

Rappaz, Drezet and 
Gremaud (RDG) 1999 Uniaxial tensile deformation (Columnar dendrite) and shirinkage feeding

Kou 2015 Maximum stiffness ldT/d(fS)1/2 l at near fs=1 (fs : solidification fraction) 

Table 1  Proposed hot cracking theory or index of cracking susceptibility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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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고온균열 시험

  2.1.1 고온균열 시험법

  고온균열은 제품의 기능  안 을 해서 생산부터 

유지  보수까지 필수 으로 제어해야 한다. 고온균열 

형성을 리하기 하여 국제 수 에서 많은 수의 다양

한 시험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이는 용 재료  용

 공정 변수에 따른 용  품질을 경제 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용 재료를 개발하는데 필요하다. 

  일반 으로 고온균열 시험 방법은 Fig. 2와 같이 크

게 자기구속시험과 외부 변형에 의한 시험으로 분류된

다. 두 방법 모두 용융 풀 근처에서 용 도 에 발생하

는 열/기계 인 응력  변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온

균열의 시작  를 재 하려는 목 과 원리는 비슷

하다. 물론 이러한 시험방법들은 실제 용 에서 응고 

균열을 야기하는 열/기계  조건을 완 히 반 하지는 

못한다11). Goodwin에 의한 보고에 의하면12) 1990년

에 이미 140개 이상의 고온균열 시험법들이 있었으

며 이 에 95개는 자기구속 시험이었고 45개는 외부 

변형에 의한 시험들이었다. 지 까지도 균열시험들이 

개발  발 되었지만 Fig. 2에 제시된 표 인 시험

법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기구속시험의 경우 용  에 시험편의 크기와 기

하학  모양 는 용 패스의 모양이나 길이에 따라 재

료에 걸리는 응력  변형이 결정된다. 자기구속 고온 

균열 시험의 장 은 특별한 시험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

고 간단하게 실험 구 이 가능하다. 그러나, 균열의 형

성 유/무, 균열의 길이 등을 분석하여 재료들의 균열감

수성의 경향은 비교가능하나 정량 인 값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외부 인 변형에 의해 고온균열을 평가하는 시험들은 

제어할 수 있는 변수들의 변화폭이 넓고 정 해지고 있

다. 균열이 시작되는 최소 임계 응력, 총 균열 길이(total 

crack length, TCL)이나 포화된 최 균열길이(maximum 

crack length, MCL) 등을 정량화하여 평가한다. 

한, 용 속도(V)와 냉각속도(cooling rate)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처럼 균열길이를 통해 균열에 민감한 응고균열 

온도범 (solidification cracking temperature range, 

SCTR)를 실험 으로 구할 수 있다.

  SCTR = [Cooling tate]×[MCD/V] (1)

  균열시험법과 함께 DIC(Digital Image Correl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직 인 균열의 형성  변형을 측정

할 수 있다. 조명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직 으

로 찰할 수 있으며, in-situ SEM을 통한 고배율 

찰도 보고된다13). 이러한 기술들은 균열 형성 메커니즘

을 직 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1.2 Ni-Cr-Fe 합 의 고온균열시험

  Fig. 3에서는 이 논문에서 다 질 합 들을 삼원계 

상태도에 나타낸 그림이다14). 고용강화형 Ni-Cr-Fe계 

합 (alloy 600, alloy 690)을 기 으로 상 으로 

Fe함량이 높은 alloy 800 과 alloy 825를 포함하

다. 추가 으로 Mo가 첨가된 Ni-Cr-Fe-Mo(alloy 

625, Hastelloy X)  Ni-Cr-Mo(alloy 52)계 합

과 석출강화 원소 Nb, Ta 등을 첨가한 표 인 석출

강화형 합  alloy 718을 비교하여 다루었다.

  Fig. 4(a)는 alloy 690 계열의 합 을, spot-var-

estraint test를 이용하여 균열을 의도 으로 발생시킨 

시편이며, Fig. 4(b)는 이를 도식화했다. 응고균열과 

액화균열은 용융선을 기 으로 구분되며, 연성 하균열

 

Hot crack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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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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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ype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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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t pin t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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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led ten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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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ductility test
• STF test
• Program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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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estraint test 
• Modified

Varestraint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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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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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crack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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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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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ldcrof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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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high test
• Keyhole slotted-

plate restrai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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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ability (C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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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duct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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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med 

deformation rate test 
(P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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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deformation 
rate (HDR) test

Fig. 2 Flowchart showing the classification of hot cracking measurement metho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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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액화균열은 HAZ에 치하여 겹치는 경우가 있으나, 

Fig. 4(c)-(d)와 같이 단면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

다. Fig. 4(c)와 같이 단면에 액상이 흔 이 있으면 

액상 필름이 HAZ로 침투하여 액화균열을 형성한 경우

이고, Fig. 4(d)의 단면은 고상의 결정립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다15). Varestraint 시험의 경우 모든 고온

균열의 민감도 평가가 가능하나 통상 으로 spot-var-

estraint 시험의 경우 아크를 한곳에 충분히 집 시켜

서 HAZ에 생기는 액화균열과 연성 하균열을 보기에 

합하고 trans-varestraint는 비드 내 응고균열을 보

기에 용이하다.

  Fink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16) 다양한 종류의 Ni합

들의 균열감수성을 PVR 시험을 통해 비교하 다. 이 

시험법은 Prokhorov의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Fig. 5(a)와 같이 vcr (critical tension speed)은 처음 

균열이 발생한 임계 변형속도를 나타낸다. vcr은 Prok- 

horov의 이론에서 언 된 임계변형율과 직 인 계

가 있는 균열감수성 평가지표이다. Fig. 5(b)에 alloy 

59, alloy 600H, alloy 625, alloy 800H에 해서 평

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lloy 59가 균열 항성이 가

장 우수했고 alloy 600H가 가장 균열에 민감했으며, 

합  종류에 따라서 민감한 균열 종류와 vcr 한 상당

히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Ni-Cr-Fe-Mo계 합 인 Hastelloy X와 Alloy 625

의 경우, Scheil-Gulliver 시뮬 이션과 varestraint 

test 결과 모두 편석균열(LC, SC)에 민감한 것으로 잘 

일치하 지만, 실제 용 에서 alloy 625는 Hastelloy 

X에 비하여 균열이 상당히 다. 이는, alloy 625의 

경우 실제용 상황과 비슷한 당한 응력 하에서는 백

필링(backfilling)이 발생하여 균열이 회복되기 때문이

다17). 따라서, 높은 응력 하에 포화된 MCD으로부터 

계산된 SCTR보다는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최소 

임계 응력이 더 유용하다. 따라서, 이 게 백필링이 발

생하는 시스템의 경우 실질 인 용 균열을 측정하고 

측하기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lloy 600계열 내에서도 alloy 600H와 같이 열처

리가 추가 으로 진행된 경우에 alloy 600보다 평균 

결정립 크기가 커지고 MC  M23C6같은 탄화물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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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모든 균열의 감수성이 증 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6(a))18). 한, alloy 600L과 alloy 600은 탄

소함량이 각각 0.003 wt.%와 0.07 wt.%으로, alloy 

600L에서는 연성 하균열 감수성이 alloy 600보다 상

당히 증가하 다. Fig. 6(b)의 Gleeble®기반 인장형 

시험인 strain-to-fracture(STF)를 통해 DTR을 구

하여 10%변형을 기 으로 DTR을 평가한 결과 alloy 

600은 200 K, alloy 600L은 300 K, alloy 600H는 

400 K로 PVR시험(Fig. 6(a))의 균열감수성 결과와 

유사했다19). 이처럼 조성 차이가 큰 다른 Ni-Cr-Fe 

합 에서 뿐만 아니라 열처리  탄소함량 등 소량의 

첨가물에 해서도 균열감수성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Alloy 600는 다양한 부식 손상이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Cr함량이 많은 alloy 690로 체되고 있는 추세

이나 alloy 690 계열 용가재(NiCrFe-7 혹은 FM52 

등으로도 사용)는 연성 하균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

에, alloy 690계열에서 연성 하균열을 향상시키기 

한 야 학 인 개선  균열 메커니즘에 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고온 균열에 미치는 합 원소의 향

  2.2.1 P와 S의 향

  용가재의 P 는 S가 결정립 계면에 편석되어 연성

하균열 감수성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많다. Fig. 7(a)

와 같이 다양한 P와 S함량을 가진 Alloy 690계 용가

재들을 이용하여 spot-varestraint 시험을 이용하여 

BTR과 DTR을 실험 으로 도출하 다. BTR 역은 P

와 S의 함량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DTR의 경

우 P와 S의 함량이 많을수록 εmin  온도범 가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층패스 용 을 통해 DTR과 

P와 S 함량의 향을 분석한 결과 (P+1.2S)의 값이 

DTR온도 범 와 선형 으로 비례하 고, 균열을 제어

하기 해서 이 값이 30 ppm 이하로 제어되어야 한다
20). (Fig.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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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연구되던 varestraint test는 부분 가스 

텅스텐 아크 용 으로 이루어졌으나, Ogura에 의한 연

구에서는21) 이 를 이용한 다층패스 용 을 통해 P

와 S의 함량에 해서 분석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P+2.42S)와 DTR 사이에 선형 인 계가 있었고 

이는 S의 함량의 향이 P의 함량에 비하여 2.42배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  용 은 빠른 가열 

 냉각속도로 인하여 결정립 입계에 편석되는 불순물 

원소  조직을 변화시켜 균열감수성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사료된다22,23).

  이처럼 P에 비하여 S의 향이 균열에 미치는 향

이 크기 때문에, 균열을 감소시키기 해서 계면에 존

재하는 S의 함량을 이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고

융 을 가지고 S과 친화력이 좋은 속원소들을 이용하

여 계면의 S를 제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황화물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Saida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alloy 690과 스테인리

스강 316L의 다층패스 용 에서 희토류 속인 La24,25)

와 Ce26)원소를 용가재에 첨가하여 연성 하균열을 제

어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Table 2와 같이 La와 

Ce의 황화물은 자유에 지가 낮아서 형성되기 쉽고 높

은 융 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희토류 원소에 의해

서 계면의 S함량이 제어되어 균열감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27).

  2.2.2 기타 합 원소의 향

  Ni-Fe-Cr합 에서 속원소의 첨가에 따라서 새로 

형성될 수 있는 상들을 Table 3에 정리하 다. 내화 

원소인 주기율표 4~6족의 원소들은 탄소와 친화력이 

좋아서 탄화물을 만든다. Cr 탄화물은 Cr23C6로서 계

면에 부분 으로 정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정합 계면

에 지 인 응력이 집 되어 연성 하균열이 형성되기 

쉽다29). 따라서, 고온에서 탄소를 소모할 수 있는 MC

형 탄화물을 만들거나 M23C6형 탄화물의 형성온도를 

낮춰야 한다. 

  특히, B의 첨가는 M23C6형 탄화물의 상 안정성  석

출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정립 사이에 M23(C,B)6 

석출물의 크기와 길이가 증가시켜 연성 하균열을 증가

시킨다. 한 새로운 이차상인 M2B 상은 주변 결정립

과 모든 방향에 해 부정합을 형성하여 균열을 증가시

킨다30).

  MC형 탄화물은 응고말기에 계면에서 액상의 필름이 

공정반응에 의하여 응고될 때, 결정립 계면에 고정되어 

계면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입계 미끄럼(grain boun-

dary sliding, GBS)을 제한하고, 연성 하균열 항

성이 증가한다31,32).

  Nb와 Ti가 MC형 탄화물을 만들며, Mo에 의한 연

구에 따르면 두 원소의 함량의 증가를 통해 균열의 수

와 길이를 모두 감소시켰으며 이는 인장강도와 연신율

을 동시에 향상시켰다33).

  한, 열역학 기반 소 트웨어를 통하여 평형상태도, 

Sulphide Free energy of formation, 
kcal/mol Melting point, K

Ti2S -22.4 1683

NiS -26.2 1253

FeS -28.2 1468

CrS -41.7 1840

Fe2S -44.7 1016

MnS -52.0 1803

MoS2 -70.2 1458

MgS -86.2 2000

Mo2S3 -106.0 1500

LaS -114.0 2600

CeS -114.7 2723

ZrS2 -143.5 1253

Table 2 Various sulfides and its free energy of for-
mation and melting points27)

Phase Crystal structure Typical formula

γ FCC Ni(Cr,Fe,Mo)

γ’ FCC Ni3(Al,Ti)

γ’’ BCT Ni3Nb

δ Orthorhombic Ni3Nb

σ Tetragonal (Cr,Mo)x(Ni,Co)y

Laves phase Cubic / Hexagonal (Ni,Fe,Cr)2(Nb,Ti,Mo)

MC FCC (Ti,Nb)C

M23C6 FCC (Cr,Fe,W,Mo)23C6

M6C Cubic Fe3Mo3C

Table 3 The phases and their crystal structure typically 
observed in Ni-Cr-Fe alloy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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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평형상  분률 등을 계산하여 균열 메커니즘 분

석  균열감수성 지표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Fig. 

8과 같이 Ti, Nb 함량에 따른 평형상태에 존재하는 상

들의 함량을 계산하 다. Ti의 경우 M23C6의 형성온도

를 920 ℃까지 낮출 수 있었지만, Nb의 경우에는 730 

℃까지 낮췄다. 따라서, Nb가 Ti보다 M23C6상의 형성

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다33).

  Ti는 TiC형성 외에도 산화물을 형성하여 산화를 방

지하기 때문에 기공을 감소시키는 장 이 있다31,33). 

Lee에 의한 연구에서는34) 분말을 이용하여 alloy 690에 

Ti의 함량을 증가시켰으나, 용융 풀의 유동이 감소하여 

슬래그가 떠오르기 어려워져 내부에 산화물이 개재물로 

존재했다. 

  따라서, 연성 하균열 제어 측면에서 Ti 함량만으로

는 제어가 어려우며 Nb를 통해 제어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35). 그러나, 3.0 wt.%이상의 Nb을 첨가하면 

Ni3Nb같은 γ’’상과 δ상의 형성이 응고균열을 상당히 증

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36).

  의도 으로 Nb, Ta를 다량 함유하여 석출강화시킨 

alloy 718의 경우, 이 합 은 γ’’(Ni3Nb)의 석출에 의

해 강화된다. 앞서 다룬 고용체 강화형 합 들에 비해서 

연성 하균열이 하게 감소하지만, 상 으로 열

향부에 존재하는 액화균열이 문제된다. Fig. 9은 alloy 

718의 TTT선도(항온변태선도)를 나타낸 것이다37). 시

효온도  유지시간에 따라서 강화 상의 종류와 결정립

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열처리 조건에 따라서 다양

한 응고상이 출 한다. 한, 같은 조성에서 결정립 크

기가 작을수록 열 향부의 액화균열이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야 학  변화를 통해 결정립 크기 

 이차상의 변화 등을 측정하고 이를 균열과 련시키

는 연구가 많이 보고된다. 특히, Ce를 첨가하면 결정립 

사이의 Laves 상과 S의 편석이 감소할뿐만 아니라 결

정립 크기 한 감소하여 액화균열이 감소한다38).

  Mo를 통하여 Nb를 체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으

나, Nb와 Mo같은 경우 γ상의 고용강화로 강도 증가에 

기여하나 많은 양을 첨가하거나 탄소가 상 으로 

은 곳에서 Ni2(Nb,Mo)같은 Laves 상을 만든다39). 

Laves와 γ상 사이의 계면이 많아지면 응고균열 감수성

이 높아지며 충격인성을 하되어 변형 시, 상 주변으

로 기공이 집 되고 단까지 이어진다. 

  Nb를 체하려는  다른 후보군으로 Hf, Ta 같은 

원소들을 사용한 보고가 있다40,41). Hf의 경우 일정량 

이상을 첨가하면 M23C6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Fig. 10), Ta Mo를 같이 첨가하는 경우에 첨가 함량

에 따라서 응고말기의 공정 반응이 바 며, Laves 상

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3. 결    론

  고온특성이 우수한 Ni-Fe-Cr 재료의 응고균열, 액화

균열, 연성 하균열 등의 각 균열들이 발생하는 원리와 

분석법들에 해서 살펴보았다. 한, 최근까지 Ni-Fe-Cr 

각 합 에서의 이슈와 함께 야 학 인 변화가 균열에 

미치는 향에 해서 정리하 다.

  1) 고온균열시험은 분석하고자 하는 균열의 종류, 분

석 정 도, 재 성 등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균열 시험

들  열역학 시뮬 이션 등이 상호보완 으로 이용되

고 있다.

  2) Alloy 625같이 백필링이 발생하는 경우, 시뮬

이션 결과와 균열시험이 일치하더라도 실제 용 부의 

균열감수성을 경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따라서, 실제 용 을 직  찰하는 카메라, SEM 

등의 in-situ 측정기술을 통한 연구 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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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 기술의 발 과 함께 향상된 소재가 요구되며 야

학  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연구되고 있다.

  5) 용  공정에 따라 균열감수성이 다르며, 주로 아

크 용 으로 이루어지던 균열 분석이 이  용  등 

다양한 용  공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6) 응고경로  응고상의 종류가 열처리 온도와 시간 

그리고 냉각속도 등에 의해서 복잡하게 변하고 이에 따

라 균열감수성도 변하기 때문에 이와 련된 연구가 지

속되고 있다.

  7) 한, Ni-Cr-Fe 합 에서 Nb를 체하기 한 

새로운 후보군으로 다양한 탄화물을 만드는 내화원소들

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균열감수성에 미치는 야 학  향이 

요하며, 변화에 따라서 실제 용 을 효과 으로 재 할 

수 있는 시험법  균열감수성 지표들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균열을 감하며 새로운 용 재료 설계에 도움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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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산업에서는 CO2 감축과 연비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오래 부터 다양한 요소기술 목을 통한 경량화

에 해 고민하 으며, 이종재의 용 기술 한 그  

하나이다. 특히 기존의 스틸기반 차체가 알루미늄으로 

일부 치환됨에 따라 이종재에 한 가장 효율 인 용

, 합  체결방법을 도출하고자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 알루미늄과 

스틸을 열로써 합하기에는 많은 문제 이 있다1-2). 

알루미늄과 스틸은 서로 용해되지 않는 불용해성이 있

으며 화학 /물리  특성(용융 , 열팽창계수, 열 도

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용 부의 경계에 취약한 속

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 IMC)이 형성되

고 이로 인해 격한 강도 하 상이 나타나므로 그 

성장을 억제하기 한 기술이 요구된다. 일반 으로 스

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에서는 속간화합물의 형성 

정도가 용 부의 강도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속간화

합물의 형성은 확산에 의하며 확산은 온도와 시간의 함

수로서 최종 으로 입열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이  용 은 에 지 도가 높고 열원에 한 

정 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이종 합에 매

우 유리한 것으로 단되어 이를 이용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창기의 연구에서는 본 논문과 마찬

가지로 겹치기 용  구조에서 제살용 (Autogenous) 

방식으로 부분 용입을 통해 입열량  속간화합물의 

생성을 최소화하여 이  이종 합을 시도하 다3-4). 

이에 나아가 속간화합물의 생성을 더욱 이기 해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도용 (Conduction)에 

해 연구하 다5-6). 이 방법은 스틸을 상 으로 놓고 

이 빔을 디포커싱(Defocusing)하여 스틸을 가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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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도열로 인해 알루미늄과 확산 합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강건한 클램  설계  열

달이 정확하게 제어되어야 하므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 으로 열 도에 의

한 확산 합을 가능하게 하기 해 Kutsuna7)는 이

 롤 용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이  가열

부를 따라 롤러로 압력을 가하여 도 열 달을 용이하

게 하면서도 속간화합물의 성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으로 가압력과 이  출력, 속도, 빔 조사 치 등이 

한 조합으로 설정될 경우 모재강도 이상의 합강

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 다. 이 외에 

이  열원에 용가재를 투입하여 통 인 이  

이징 형태의 합공정을 응용한 이종 합 연구  복합 

열원을 사용한 하이 리드 형태의 합공정도 다수 보

고되었다. Mathieu8)는 알루미늄에 15% 함유된 Zinc 

계열의 용가재를 사용하여 이 빔의 직경, 형상, 송

속도  이송속도 등 다양한 변수를 조 하여 양호한 

이징 합부를 얻었다고 발표하 다. 나아가 Sun9)

의 경우 AlSi5 용가재를 이용해 2.5mm 두께의 맞

기용 을 실시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 다. 특히 맞 기

용  시 시편의 개선각을 30도  45도로 각각 달리한 

후 합하고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 30도 개선각에서 

최  150MPa 수 의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발표

하 다. 한편 Jia10)는 마치 클래딩 공정과 유사하게 

우더 형태로 용가재를 공 하여 이종 합을 시도하 으

며, Vollertsen11)은 이  아크 하이 리드 시스템에

서 이  열원을 알루미늄 쪽에 치우치고 스틸에는 

럭스를 도포하여 이종소재에 맞 기 용  후 180MPa

의 합강도를 얻었다고 발표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열원을 이용한 이

종 합이 시도되었지만 속간화합물의 생성 정도에 따

른 강도 하와 단 모드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겹치기 구조에서의 제살용  방식

을 기본으로 하여 이  공정변수를 도출하고, 강도

하의 원인에 해 분석하 다. 이후 비드 첩을 통한 

강도 향상과 련된 연구를 통해 실제 제살용  시 강

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 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이  용  장치는 3.3kW  디

스크 이 로  치에서의 빔 크기는 600㎛이다. 

실험 소재는 기본 으로 DP590강과 Al5052로 하 으

며, 소재 크기는 100×200×1.2mm로 통일하 다. Table 

1  2에는 각각 DP590과 Al5052 소재의 기계  성

질과 화학조성을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이 빔의 반사율을 고려하여 스틸을 상 에 배치시키고 

하 을 알루미늄으로 하 다. 빔 조사 시 진 방향으

로 3도 기울여 용 하 으며, 치는 스틸 상  표

면을 기 으로 설정하 다. 이 때 별도의 보호 가스는 

사용하지 않았다. 

  주요 시험으로 우선 동종 소재 합에서의 강도를 비

교하 다. 이후 이종소재 용 에서 이  출력을 최

로 고정하고 속도에 따른 입열 제어를 통해 입열량에 

따른 강도  용 성을 확인하 다. 인장 단강도 비교

를 해 시험편은 폭과 첩길이를 모두 25mm로 가공

하 으며, 갭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강인한 클

램핑 지그를 사용하여 소재를 고정하 다. 용 부의 속

학  특성평가를 해 마크로 단면, 비커스 경도  단

면의 SEM, EDS 등의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에칭은 러 

용액(Keller’s reagent)을 사용하 다. 

 
3. 결과  고찰 

3.1 이  용 공정변수와 합강도

  이종소재의 이 용 에 앞서 우선 으로 동종소재

에서 각각 완 용입과 부분용입 조건에서의 강도 차이 

 단특성을 확인하 다. 부분 용입의 경우 하 의 

약 1/2 이하로 용입되는 조건을 용하여 시편을 제작

하 으며 폭 25mm로 가공 후 인장 단시험을 실시하

다. 이에 따른 시험 결과는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알루미늄과 스틸소재의 단 형태는 달리 나타났다.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P S

0.09 0.28 1.01 0.012 0.005

Mechanical properties
Young’s 
Modulus Y.S T.S Elongation Poisson

ratio
210GPa 420MPa 620MPa 27% 0.3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and mechanical proper-
ties of Al5052-H32 

Chemical composition (wt.%)

Si Fe Cu Mn Mg Ti

0.088 0.311 0.015 0.057 2.33 0.022

Mechanical properties
Young’s 
Modulus Y.S T.S Elongation Poisson

ratio
72GPa 185MPa 230MPa 14% 0.33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and mechanical proper-
ties of DP590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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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의 경우 부분용입 시 10% 이상 강도 하가 

발생하 으며, 단은 모두 HAZ구역에서 일어났다. 반

면 스틸의 경우 계면에서 단이 일어났으며 부분용입

과 완 용입에 의한 강도차는 5% 이내로 매우 미미하

다. 이와 같이 소재에 따른 단 모드의 변화  강

도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용  후 소재 고유의 물성에 

기인한다. 우선 본 실험에 사용된 알루미늄의 경우 가

공경화형 비열처리 합 으로 이  조사에 따른 재용

융에 의해 용 부  HAZ의 기계  물성은 가공경화 

효과의 소멸로 인해 물성이 모재에 비해 하된다. 

한 완 용입이 아닌 부분용입 시 키홀의 불안정으로 인

해 언더컷 등의 결함이 보다 많이 발생하여 강도 하 

폭이 크기 때문에 Fig. 1(a)와 같이 HAZ 단이 발생

한다. 반면 스틸의 경우 일반 으로 이 의 빠른 용

융/냉각 사이클에 따라 용 부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으

로 변태되어 모재에 비해 경화된다. 이 경우 겹치기 용

부의 인장 단강도는 비드 폭에 의해 결정되며 그 폭

은 모재의 단면 보다 작기 때문에 Fig. 1(b)와 같이 

계면 단이 발생된다. 그러나 완 용입과 부분용입에 

따른 비드 폭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강도 감소폭은 

알루미늄 용  시보다 게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에서 용  이음

부 강도에 미치는 용 속도의 향을 확인하기 해  출

력은 최 로 고정하고 속도를 조 하며 실험하 다. 우

선 완 용입 조건에서는 용  후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

해 Fig. 2와 같이 종균열이 발생되었다. 이후 용 속도

를 차 높여가며 용 할수록 용   스패터 발생  

비드 함몰 상 등이 억제되었으며, 이는 단면의 언더필 

정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Fig. 3  Fig. 4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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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5.0~6.5m/min 범 에서 0.5m/min 단 로 용

 후 단면  인장 단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시험

결과 입열량이 감소되어 부분용입 깊이가 작아질수록 

강도는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입열량의 증

가에 따라 알루미늄과 스틸 간 속간화합물이 더욱 많

이 형성된 결과이다. 그러나 그 깊이가 무 작을 경우

에는 일부 상하  분리 상이 나타날 정도로 강도가 낮

게 측정되었다. 이상의 본 실험결과를 통해 한 부

분용입 깊이는 0.3~0.4mm 정도로 나타났으며, 

한 용입깊이 확보(용입깊이 제어)가 무엇보다 요한 

요소이다. 강도 하에 한 보다 세부 인 메커니즘은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3.2 합부의 미세조직 특성

  앞선 실험을 통해 용입깊이가 약 0.3mm 정도에서 

강도가 가장 우수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를 

상으로 미세조직을 200배의 배율로 찰하 다. 그 

결과는 Fig. 5에 제시하 다. 우선 상  DP590강의 

모재 조직은 미세 페라이트 기지에 마르텐사이트가 혼

재되어 있는 조직을 기본으로 한다. 한 스틸과 알루

미늄이 만나는 계면부에서는 속간화합물층으로 추정

되는 혼재조직이 찰된다. 한편 상  스틸의 용 속 

조직은 일반 으로 강의 이  용  후 나타나는 마르

텐사이트 조직이 아닌 매우 조 한 페라이트 조직이 발

견되었다. 이와 같이 특이 조직이 형성된 이유를 보다 

세부 으로 확인하기 해 SEM  EDS 분석을 실시

하 다. 분석 결과 Fig.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틸 용

부 내 Al이 약 3wt% 정도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일반 으로 알루미늄과 같은 추가 인 합  

원소는 Fe-C 상태도에 변화를  수 있으며 이  알루

미늄은 Closed γ-field 범주에 속하는 원소로 상태도의 

γ 역을 감마 루  형태로 수축시킴으로써 오스테나이

트의 형성을 제한하고, 결과 으로 페라이트의 형성을 

돕는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이다12). 그러나 과도한 Al의 

첨가는 결정조직 조 화  Fe 결정립계에 고용되어 

강을 취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강도 하 정도

를 비교하기 해 DP590강 동종소재 용 시편과 이종

합 시편의 경도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 으며, 그 

결과는 Fig. 7에 제시하 다. 여기서 Al이 희석되지 않

은 DP590 이  용 속의 경우 약 320Hv 정도이

나 이종재 용 부는 280Hv 수 으로 격히 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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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and EDS results for weldment and inter-
metall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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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 다.       

  한편 인장 단 시험한 용 부의 단은 Fig. 8에서와 

같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되었다. 체로 과입열 

용 조건에서는 스틸의 용융선(Fusion line)을 따라 

균열이 진 되어 단이 발생하 으며, 정 입열조건

에서는 부분용입부 계면 단이 발생되었다. 속간화합

물의 성장은 온도와 시간의 증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임계 조건 이상의 속간화합물 형성이 인장 시 응력집

을 받게 되어 단이 시작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보

다 정확한 단 메커니즘을 밝히기 해 정 입열조건

에서 단된 시편에서의 단면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Fig. 9에 제시하 다. 체 인 단면을 실

체 미경  SEM으로 찰한 결과 균열의 시작부는 

부분용입부 계면으로 나타났다. 한 부분의 단면

은 벽개 단(Cleavage fracture) 형태를 보 으며, 균

열은 부분용입부의 계면에서 시작  성장되어 단면 

체에서 격한 취성 단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3.3 강도 확보를 한 이  첩용  

  이  용 부의 강도 증가를 해 용입깊이 0.3~ 

0.4mm 범 에서 다양한 비드 첩 형태에 따른 강도

를 비교하 으며, 이러한 시도는 이 에 발표된 Joo3)

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 다. 

  시료는 첩길이 25mm 내에서 총 6가지 이스로 

1~4회까지 비드 간 거리와 횟수 등을 달리하여 제작

하 다. 시편 제작  단면에 한 세부 내용은 Fig. 

10  Fig. 11과 같다. 인장 단시험 결과 그 강도는 

비드 첩 횟수 보다는 비드 간 거리( 첩 길이)에 더

욱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비드 사이 간격

을 6mm 이상 두고 2path 이상 용 을 하게 되면 

단은 Fig. 8에 제시한 계면 단이 아닌 모두 하 의 알

루미늄 모재에서 단이 발생하 으며 최종 인 단 

강도는 비드 간 거리가 넓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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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비드 거리(Fig. 9의 ②, ③, ④)에서 빔 첩횟수

에 따라서는 오히려 ④번 결과와 같이 강도가 하되는 

경우가 발생하 는데 이는 국소면 에의 입열 집 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비드 첩 횟수와 간격에 한 계를 보

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해 각각 1mm와 5mm 간격으

로 3path까지 용 을 실시한 후 인장 단강도  단 

모드를 확인하 다. 그 결과는 Fig. 12와 같이 1mm 

간격으로 비드 첩 시에는 3path까지 모두 스틸 상

의 HAZ 부분에서 단되었으며, 오히려 첩횟수가 늘

어남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입열 집 으

로 인해 강도가 하되었다. 반면 5mm 간격으로 첩 

시에는 2path 시 1mm 간격으로 합된 시편과 유사

한 강도를 나타내며 단도 동일하게 스틸 HAZ에서 

발생하 으나 3path 용  시에는 Fig. 13과 같이 알

루미늄에서 단되며 강도가 격히 상승하 다. 

  이와 같이 일정 넓이 이상의 첩은 알루미늄 모재의 

단으로 유도되었다. 그러나 무한한 첩 길이의 증

는 경량화에 반하기 때문에 설계자는 이 용  용 

시 강도향상을 해 비드 첩  한 첩 길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 용입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클램 의 설계가 필연 으로 요구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겹치기 구조에서의 제살용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이  공정변수를 도출하고, 강도 하

의 원인에 해 분석하 다. 이후 비드 첩을 통한 강

도 향상과 련된 연구를 진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Fe/Al 이종 속의 이  용 에서 합강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자는 입열량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0.3~0.4mm 수 의 용입 깊이에서 약 

89.4MPa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2) 이종 용 부의 미세조직은 조 한 페라이트 조직

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용융 과정에서 Fe에 과도로 

고용된 Al의 향 때문이다. 이 결과로 동종 소재 용

부에 비해 경도값이 최  40Hv 정도 하되었다. 단

면 한 벽개 단 형태가 찰됨에 따라 균열은 부분용

입부의 계면에서 시작  성장되어 단면 체에서 

격한 취성 단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 다.

  3) 이  용 비드를 2path 이상 첩함으로서 

합강도를 170MPa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 

때 첩 횟수보다는 첩된 비드 간 간격이 강도에 더 

큰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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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모성 극을 사용하는 피복아크용 (SMAW : shielded 

metal arc welding)은 심선에 도포되어 있는 피복제 

성분에 의하여 보호가스가 필요 없고, 이동성이 용이하

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세 용 이 가능하여 

리 사용되고 있다. 2007년부터 5년간 세계 용 재료 

수요량 통계에 의하면 피복아크용 이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는 약 33%로 솔리

드와이어 다음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1). 즉 용

자동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복아크용 의 의존도

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피복아크용 은 수동으로 용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기능

에 따라 좌우되며, 특히 수평필렛  입향상진(vertical- 

up) 자세에서 높은 기능이 필요하다2). 입향상진 용

시 용 류가 높을 경우 용 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낮

은 류와 짧은 아크 길이를 유지하며 용 한다. 용  

류가 낮을 경우 단락에 의한 융착 는 아크 끊김과 

같은 용  공정의 문제 이 발생한다. 특히 수소계 

용 은 류 용 시 용 이 모재에 융착되는 

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용 의 난이도가 높다. 이

러한 이유는 이행되는 용 이 다른 용 보다 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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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단락이 발생할 경우 단락해소가 어렵기 때문이

다3-5).

  최근 Yang6)은 단락제어형 SMA 용 원을 개발하

여 용 의 융착을 억제하고 류 용 성을 향상시

킨 용 원을 개발하 다. 아래보기(flat) 용 에 하

여 상용용 원 보다 10A 낮은 류에서 용 이 가능

하 다. 따라서 단락제어 용 원은 입향상진 용 의 

문제 인 류에서의 융착을 억제할 수 있어 용 성

이 우수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용  난이도가 높은 입향상진 용 에

서 단락제어 시 용 성이 향상될 것으로 단되어, 단

락제어 유무에 따른 입향상진 용 성을 평가하 으며, 

아래보기 용 과 비교하 다.

2. 실험 방법

2.1 단락제어용 용 원 구성

  단락제어에 따른 입향상진 용 시험을 하여 단락제

어 기능이 용된 SMA 용 원을 사용하 다6). 용

원의 구조는 Fig. 1에 보인바와 같이 풀 리지(full- 

bridge) 인버터 원이며, 설정 류에 따라 력을 제어

하는 아날로그 제어 PCB 그리고 용 시 스와 용

류설정  단락 형제어 기능을 갖는 디지털 제어 PCB

로 구성되었다.

  일반 인 GMA 용 원은 압제어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락발생시 류가 상승되지만, 상용 SMA 용

원은 류제어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락이 발생하

여도 류의 상승 없이 용 류로 유지된다. 단락제어

용 용 원은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단락이 발생하

면 격한 압감소를 감지하여 단락피크 류까지 일정

한 기울기로 류를 상승시킨다. 순간단락을 방지하기 

하여 단락발생 후 0.7msec 동안 설정 류로 유지시

킨 후 단락피크 류까지 상승시키며, 단락이 해소될 때까

지 단락피크 류를 유지하고 단락이 해소되면 일정한 

기울기로 용 류까지 하강시킨다. 하강기울기도 단락

제어시 요한 요소이며, 아크재생 후 용 류보다 높

은 류를 인가하기 때문에 용 의 용융속도를 높여 

빠른 아크길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단락피크 류 설정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변

볼륨으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단락피크 류는 용

설정 류+단락설정 류가 된다. 를 들면 용 설정

류가 100A이고 단락설정 류가 50A라면 단락피크

류는 150A가 된다. 한 단락설정 류가 0A이면 기존 

상용용 원과 동일한 용 특성을 보인다.

2.2 단락제어에 따른 피복아크 용 성 평가

  단락제어에 따른 입향상진과 아래보기 용 성을 비교

평가하기 하여 수소계(3.2∅, KS E4316) 용

을 사용하여 비드온 이트(bead-on-plate, BOP) 

용 을 실시하 다. 모재는 연강용 재를 사용하 다. 

Table 1은 용 을 한 류  단락제어 류 시험조

Output
Voltage

60Hz
380V
3 phase

DC AC DC MMA40kHz

Feedback
current

Current
waveform
out

IGBT gate driver

PWM control IC

PI

Current
detect

Short circuit
detect

PWM
ON/OFF

DAC

ADC
Display

12V
OUT

Voltage
reducing
ON/OFF

Short circuit
current set
(0~100A)

Hot start
current set
(0~300A)

Welding
current set

Remote
current set

Analog control PCB Digital waveform control PCB

Voltage

Fig. 1  SMA welding power source for short-circuit wave- 
form control6)

Short circuit
peak current

W
el

di
ng

  c
ur

re
nt

V
ol

ta
ge

Arc slope

Welding set current

Non-short circuit
control

Detect of short circuit
voltage

Short circuit
1st slope

Short circuit
delay time

Time

Fig. 2 Schematic of waveform control for short-circuit 

Welding
current

(A)

Short circuit 
control current

(A)

Short circuit 
peak current

(A)

90 

0 90

50 140

100 190

110 
0 110

50 160
100 210

Table 1 Conditions of flat and vertical-up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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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나타내었다. 용 류는 90A와 110A에서 수행하

고, 용 류에 하여 단락제어 류는 각각 0A(단

락제어 무)와 50A, 100A 조건으로 용 을 실시하 다.  

이때 용 속도는 약 2.7mm/s 이었으며, 비드 길이는 8cm 

이었다. 단락 무제어의 경우 아래보기 자세에서 용

류 80A 이하에서 용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 이 가

능한 90A로 류를 선정하 다6). 

  용 비드와 용 형을 측정하여 단락특성을 분석하

으며, 20kHz의 샘 링 속도로 용 류와 압을 계

측하 다. 

3. 실험 결과

3.1 단락제어에 따른 용  용이성 평가

  Table 2는 단락제어에 따른 아래보기와 입향상진 용

성을 나타내었으며, ‘X’는 용 이 불가능한 경우, ‘∆’

는 용  진행이 어려운 경우, ‘O’는 용 이 용이한 경우

를 나타내었다. 아래보기 용 은 설정 류 90A에서 단

락제어 없이도 용 이 용이하 나 90A이하에서 단락제

어 없이는 용 이 불가능하 다. 반면에 입향상진 용

에서는 설정 류 90A에서 단락제어가 없을 경우 용

이 불가능 하 고, 단락제어 류가 100A일 때 용 이 

용이하 다. 한 설정 류가 110A일 경우 단락제어 

류가 50A에서 용 이 용이하 다. 즉, 용 류가 높

을경우 단락제어 류가 낮아도 용 이 가능하 으며, 단

락피크 류가 160A 이상이면 용 이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류에서 아래보기 용 보다 입

향상진 용 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3.2 단락제어에 따른 아래보기 용 성 

  Yang6)의 실험에 의하면 3.2∅ 수소계 용 을 

단락제어 없이 용 할 경우 80A에서 용 이 어려우며, 

90A에서는 용 이 용이하 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

지로 90A이상에서 용 이 용이하 다. 90A에서 단락

제어에 따른 용  비드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높

은 단락제어 류에서 비드모양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단락제어 류가 무 높을 경우 단락이 해소되면서 재

아크시 다량의 스패터가 발생하 다. 

  Fig. 3(a)에 해당하는 단락 무제어시 용 형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평균 류는 86A 이었으며, 용

압은 19.5V로 용 압 형이 규칙 으로 유지됨

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아크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Fig. 5는 90A와 110A 용 시 측정된 용 형으로

부터 단락발생빈도를 분석하 으며, 이  단락 20개를 

분석하여 평균단락기간을 Fig. 6에 나타내었다. 단락 무

제어의 경우 90A에서 단락빈도수는 5.6/sec 이었으며, 

110A에서는 6.8/sec 이었다. 용 류가 높아질수록 단

락빈도수는 증가하 다. 한 단락제어 류가 높아질수

록 단락빈도수는 증가하 다. 이러한 이유는 용 류

가 증가할수록 용 의 용융속도가 증가하여 단락이 쉽

게 발생할 수 있는 용  크기로 빨리 도달할 수 있기 

Welding
current

(A)

Short circuit 
control 
current

(A)

Measured 
short circuit 
peak current

(A)

Weldability

Flat
(1G)

Vertical-up 
(3G)

90 

0 87 O X

50 138 O ∆

100 182 O O

110 

0 108 O ∆

50 158 O O

100 209 O O

  * O: easy, ∆: hard, X: impossible

Table 2 Weldability of flat and vertical-up welding

Welding direction

(a) 0A

(b) 50A

(c) 1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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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m

10mm

Fig. 3 Bead of flat position welding by short-circuit con-
trol current at welding current 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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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단된다. 이러한 상은 소모성 극 용 에

서도 류의 증가에 따라서 단락발생율이 높아진다7). 

  단락제어 류의 증가에 따라 평균단락시간이 감소하

으며, 이는 단락기간이 10msec 이상의 장기단락이 

감소와, 높은 류에 의한 핀치력 증가7)로 단락을 빨리 

해소하기 때문이다. 

3.3 단락제어에 따른 입향상진 용 성 

  아래보기 용 성과 비교하기 하여 같은 류인 90A

에서 입향상진 용 을 실시하 으며, 단락제어에 따른 

용  비드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한 각각에 

한 용 형 측정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7(a)에 보인바와 같이 90A로 입향상진 용 에

서 단락제어가 없을 경우 융착으로 인하여 용 이 불가

능하 다. Fig 8(a)의 용 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3, 4  구간에서 100ms 이상의 장기단락이 발생하

으며, 이로 인하여 용 시 일정한 아크길이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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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웠다. 약 7.7 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약 1  동

안 아크가 재 발생되지 않았으며, 이후 용 원에서 장

기아크로 감지하여 류를 감소시킨 형을 보 다. 

  같은 류 90A에서 단락제어 류를 50A와 100A로 

설정하여 용 시 Fig. 7(b)와 (c)에 보인 바와 같이 양

호한 비드를 보 으며, 단락제어 류가 50A 보다 100A

에서 더 용 이 용이하 다. 이러한 이유는 Fig. 9에 

보인 바와 같이 단락제어 류가 높을수록 단락에 작용

하는 핀치력 증가로 인하여 단락해소를 진시켰기 때

문이다. 

  Fig. 10은 설정 류 90A에서 단락제어 류별 단락 

30개를 분석하여 단락시간에 따른 히스토그램으로 나

타내었다. 단락제어 류가 높은 100A의 경우가 50A보

다 평균 단락시간이 감소하 을 뿐만 아니라 10ms 이

상의 장기단락이 고 표 편차도 감소하 다. 

  Fig. 11에 보인 바와 같이 입향상진 용 과 아래보

기 용 에서 단락제어 류가 증가할수록 당 단락횟수

도 증가하 다. 이는 단락제어 류의 증가로 인하여 단

락시 가해지는 핀치력 상승으로 단락이 빠르게 해소되

며, 재 아크시 평균용 류의 증가로 용 의 용융속

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당 단락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락제어에 따른 입향상진 용 성을 

분석하기 하여 아래보기 용 성과 비교하 으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입향상진 용 은 아래보기 용 보다 단락발생이 어

렵다. 

  2) 입향상진 용 은 아래보기 용 보다 단락시간이 길

었다. 

  3) 입향상진 용 은 단락제어가 없을 경우 용 가능

한 최 류는 아래보기 용 보다 높았다.

  4) 입향상진 용 은 아래보기 용 보다 류에서 단

락제어 류를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  

  5) 단락제어는 장기단락을 억제하여 입향상진 용 성

을 용이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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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 (Welding)공정은 자동차, 선박, 우주항공, 건축 

등과 련된 많은 산업 장에서 제품을 생산․가공하기 

해서 필수 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용 에 의한 

합은 장 도 있으나, 산업 장에서 사용되는 강 구조물

의 경우, 용 으로 인한 열 변형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

이 일어난다. 용 변형의 경우 용  속과 모재 사

이에 가열과 냉각 사이클의  과정을 통한 불균일한 

팽창과 수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변형은 구조

물의 강도 하나 외 상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용  

후 변형을 제거하는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자동차 머

러 조립 공정은 단, 굽힘, 용  등의 공정으로 구

성되어 있고, 공정 부분이 가열  냉각을 수반하는 

열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열 공정 에서도 용

자동차 배기계용 머플러 MIG 용접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 및

열 변형 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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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l inert gas (MIG) welding is commonly used for automotive muffler assembly. However, the thermal de-
formation caused by high temperature leads to dimensional problems of the muffler fabrication. Therefore, 
the welding deformation has to be predicted prior to the actual welding process to improve the quality of 
welded structures. In this study, the prediction for the thermal deformation of the automotive muffler was 
modeled by using SYSWELD software. A heat source fitting method was applied for MIG welding model-
ing to obtain accurate simulation results, which iteratively adjusts the heat source conditions until the mor-
phology of fusion zone agrees with that of the test specimen. The simulation results were verified with ex-
perimental results. Microstructural changes, the phase of the MIG welded part were observed by analysis in-
struments such as optical microscope an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The observations show a good 
agreement with the simulation results. Besides, we have observed the weld zone to measure its hardness us-
ing hardness tester. Using the relation of hardness, we have performed the welding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sidual stress and the deformation shape of the weld zone. As a results, an optimized MIG welding process 
of the muffler for automotive exhaust system was proposed by the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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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잔류변형은 조립 단계별로 반드시 발생하

게 되는데, 각 조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기하학

 부정확성은 자동화와 기계화의 도입을 방해하고 있

으며, 다음 조립 단계에서 부가 인 교정 작업을 래

하여 체 공정 수와 작업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

다1,2).  

  재 자동차 머 러 제작 시 용 변형을 개선하기 

하여 많은 시간과 고 비용이 드는 후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체 용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다. 

한, 용 변형에 한 경우 체계 인 데이터가 리되

고 있지 않고 부분 임시방편 으로 처하고 있는 상

황이다.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해서

는 보다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용  잔류응력과 용

변형에 한 연구  심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

한 복잡한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하여 유한 요소 

방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을 용하여 용

공정을 최 화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머 러 조립 시 발생하는 Plate

의 열 변형에 하여, 실험과 해석을 통해 고찰해보고

자 한다. 시뮬 이션은 실제 MIG 용 으로 합된 시

편을 학 미경(Optical microscope, OM)을 이용하

여 미세조직을 정량 으로 분석하고,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Micro Vickers hardness, Hv)를 이용하여 측정

된 경도 값의 분포에 따라 용융부(Fusion zone, FZ),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 모재(Base 

metal, BM) 등 세 가지 역으로 분류하여 실험결과를 

시뮬 이션과 비교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검증된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용 순서에 따른 Plate의 변형을 

분석하여 최 화된 MIG 용 공정의 용 순서를 제안하

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자동차 머 러 실험  해석 방법

  2.1.1 사용재료  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자동차 머 러 제작에 주로 

이용되는 Ferrite 스테인리스강인 STS 436을 사용하

으며, 모재의 화학  조성  기계  특성을 Table 1과 

Table 2에 각각 나타내었다. 시편의 용 은 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MIG 용 법을 사용하 다.

  2.1.2 미세조직 찰

  미세조직 찰은 시험편을 당한 크기로 단하여 연

마  정마 후 HCl 10 mL, HNO3 10 mL, 알코올 10 mL, 

리세롤 혼합 용액으로 Etching 하여 찰하 다5). 실

제 시편의 미세조직 변화를 확인하기 해 OM, 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EBSD)를 이용하여 측

정하 다.

  2.1.3 용 부 경도 측정

  MIG 용 공정에 따른 용 부의 FZ, HAZ, BM의 

미세경도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미세경도시험을 수행

하 다. FZ에서부터 BM까지 0.5 mm 간격으로 마이

크로 비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여 하  200 gf, 유지 시간 

10 로 측정하 다. 

2.2 최 의 용 순서 도출을 한 용 변형 해석

  2.2.1 용 에 의한 용 변형 해석 로세스

  먼  용 해석을 통해 용  후 자동차 머 러의 변형

을 측하기 한 로세스는 Fig. 1과 같다.

  우선 실제 동일한 크기의 머 러 형상을 모델링 한 

후, 해석에 필요한 재질  용 조건을 넣어 해석을 수

행한다. 다음으로 구 하고자 하는 MIG 용 방식에 맞

게 열원을 모델링 한 후, 용 조건과 실제 시편 테스트를 

통해 얻은 용 부 단면을 이용하여 열원 피 (Heat 

source fitting, HSF)을 한다. 마지막으로 용  완료 

후 머 러의 Plate에 발생하는 용 변형을 도출하는 순

으로 해석을 진행하 다. 

C Si Mn P S Cr Mo

0.015 1.00 1.00 0.040 0.030 18.30 1.1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S 436 (in wt%)

Properties Values

Density (Kg/m3) 7748

Specific heat (J/Kg-k) 476

Thermal conductivity (W/m-k) 1700

Young’s modulus (N/mm2) 220

Yield strength (N/mm2) 300

Poisson’s ratio 0.27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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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자동차 머 러의 유한요소 모델 생성

  유한요소 모델은 해석시간을 이기 해 Fig. 2와 

같이 Shell-Solid Type으로 모델을 생성하 다. 용  

후 냉각 시의 조건을 고려하기 해 공기와 되는 

면은 쉘(Shell)요소로 구성하고, 용 부 는 해석의 정

도를 해 솔리드(Solid)로 상세히 모델링 하 다. 

Fig. 2(b)는 용 부의 모델 형상을 확 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용 부 근방에서는 온도가 속 냉각  속 

가열되어 용  열원에 의한 열 응력이 크게 발생하므로 

요소 크기를 조 하게 하 다. 한, 비드와 모재간의 

온도 이력에 따른 결과값을 도출하기 해 Solid 요소

와 Shell 요소 노드(Node)를 모두 공유하 다5).

  2.2.3 MIG 용 을 한 열원 피

  MIG의 열원 모델은 Fig. 3과 같이 일반 인 Arc의 

특성을 잘 반 하는 Goldak의 이  타원 열원 모델을 

이용하 다. SYSWELD에서는 열원이 Q(W/mm3)로 

표 되는 에 지 볼륨 도로 모델링 되어 용 궤도를 

따라 궤도상의 요소들에 용된다. 열 유속(Heat flux,

)은 식(1)~(3)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계조건으로 

가정하 다. 

    
 






















(1)

   η                 (2)
       (3)

여기서, Q는 Heat power, η는 용 효율, a는 용융부

의 폭, b는 Heat flux의 깊이, c는 Heat flux의 체 

길이이며, Cf,r은 Heat flux의 ,후 길이를 의미한다. 

MIG 용 효율은 Atkins의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 80 %

를 가정하 다. 한, 와 은 식(4)와 같이 정의된 

값이다.

   


,  


    (4)

  Heat flux의 각 길이를 정의하는 변수 a, b, cf, cr

은 시편의 단면을 단한 후 HAZ의 형상을 직  계측

하여 정하 다4,5). 

  해석의 정확도 향상을 해 HSF을 수행하 다. Fig. 

4는 MIG 용 을 해석 으로 구 하기 한 모델링과 

용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머 러 시편의 두께를 용

Geometry mesh

Welding condition

Component properties

Heat source design

Heat source fitting

Cooling condition

Clamping condition

Temperature distribution/
deformation / residual stress

Fig. 1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structure of the 
welding simulation in SYSWELD

Plate

Circumferential weld

Coarse mesh 

Finer mesh

Plate

Circumferential weld

Coarse mesh 

Finer mesh

   (a) FEM model for muffler        (b) Mesh division at welding  
         plate analysis                          part         

Fig. 2 Finite element meshing of the employed automo-
tive muffler welded

Front heat source

Rear heat source

Heat flux
[W/mm3] 

z

x 

y 

Fig. 3  Double ellipsoidal heat source model

2mm
2mm

STS 436 STS 436

Fig. 4 3D Overlap joint mesh for heat source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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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델을 생성하고 Arc의 출력(2,590 W : 14 V / 

185 A), 용 속도는 실제 장에서의 조건인 9.5 mm/sec

를 용하 다. MIG 용  시 용 부의 실제 시편의 단

면을 고려하여 열원 피 을 수행하 고, 그 결과는 

Fig. 5와 같다. 해석에 사용한 입열 변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5(b)는 HSF을 통해 얻은 온도분포

이며, 실제 시편에서 측정된 FZ  HAZ의 크기가 유

사한 것을 확인하 다.

  2.2.4 용 조건  재료특성

  본 해석에서 사용한 재질은 실제와 동일한 STS 436 

재질을 사용하 으며, 자동차 머 러 용 에 사용한 재

질에 한 물성치 데이터를 아래 Fig. 6에 나타내었다. 

경계조건은 Fig. 7과 같이 실제 용 시편의 제작과정과 

동일하게 부여하 으며, 용 조건을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용  후 사용된 냉각방법은 시간에 따라 자연 냉

각하 다. 기 온도는 20 ℃로 가정하고 용  후, 머

2 mm

2 mmFZ

HAZ

6.5 mm

3 mm3 mm

(a) Cross-section of weld part 

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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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

6.0 mm

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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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mm

 (b) Predicted molten zone using heat source fitting  tool 
              (region of weld above 1400 ℃) 

Fig. 5 Comparison of molten zone for experiment and 
simulation

Parameter Value

Heat source power (J/mm) 272

Welding efficiency (%) 80

c1 (mm) 4.00

c2 (mm) 8.00

a (mm) 3.25

b (mm) 1.00

Fig. 7 Clamping conditions on the surface of the plate 
during welding

Table 3 Heat source model parameters for MIG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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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 충분히 실온으로 냉각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해 분석은 용   냉각공정을 포함하여 3600  동안 

수행하 다. 열원은 용 방향으로 9.5 mm/sec의 속도

로 이동한다.

3. 용  해석결과  고찰

3.1 온도분포 해석결과에 따른 재료 조직변화

  본 연구에서는 용 시편 단면의 조직변화를 통하여 

온도분포를 역으로 추정하고, 해석과정에서 가정한 열

원이 단면의 조직과 유사한 온도분포를 보이는지를 비

교하 다. Fig. 8(a)과 같이 온도 이력을 확인했을 때, 

FZ는 약 1,835 ℃ 이상의 온도분포가 나타났고, BM와 

용융재가 결합된 용융 선(Fusion line)에서 1.5 mm 

떨어진 치에서 약 1,540 ℃의 온도분포가 생성됨을 

알 수 있고, 3.0 mm 떨어진 구간에서는 약 700 ℃의 

온도분포가 형성되어 이 구간에서 HAZ가 생성되는 것

을 간 으로 악할 수 있다. 한, Fig. 8(b)와 같

이 Thermo-calc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온도에 따

른 재료의 Macro 조직의 변화 특성을 찰하 다.   

  Fig. 9는 용  완료 후의 STS 436 조직을 학 미

경으로 찰한 결과이다. 용 한 시편의 용융부는 응고 

시에 고액 계면에서 시작된 용착 속의 응고가 용  

심선으로 진행하여 일방향으로 길게 성장된 결정을 

보이고 있다. HAZ는 주상정 형태의 결정은 등축정을 

형성하게 되고, BM의 결정립은 미세화 됨을 알 수 있

다. 학 미경 미세조직사진에서도 찰할 수 있듯이 

모든 시편에서 하나의 단상조직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3.2 상 분석

  일반 으로 Ferrite계 스테인리스강의 용 부 응고는 

Table 5와 같이 Fully ferrite, Ferrite and Martensite 

모드 2가지 종류가 있다6). Fig. 9(a)~(c)의 미세조직 

사진에서도 찰할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사용된 시편의 

조직은 하나의 단상조직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Martensite가 형성되지 않은 Fully ferrite로 

명된다. Thermo-calc phase diagram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편은 Fully ferrite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 8(b)). 

  Fig. 8(b)와 Fig. 9에서처럼 각각의 역에서 Fully 

ferrite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기 하여, EBSD 분석

을 통해 분석하 다. 결과는 Fig. 10에 나타내었다. 

Parameter Value

Velocity (mm/s) 9.5

Clamping time (s) 287.529

Cooling time (s) 3600

Cooling type Free air cooling

Ambient type (℃) 20

Material STS 436

Table 4  Simulation specifications and model dimension

Temperature (℃) 

%  Cr by weight 

Zone 1 

Zone 2  

Zone 3  

FZ HAZ BM
10 18 20 30 40 5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a) Simulated thermal cycle                                                  (b) Thermo-calc phase diagram

Fig. 8  Comparison of simulated thermal cycle and thermo-calc phase diagram (temperature range : 700 ~1,900℃)

Solidification mode Final phases

1 Ferrite

2 Ferrite + Martensite

Table 5 Solidification mode of ferritic stainless steel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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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 HAZ, BM 모두 Ferrite 조직이 존재하 으며, 

이는 가열  냉각과정에서 α → γ 변태에서 오스테나

이트가 발달할 시간이 없어 원래 상인 Ferrite로 존재

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상 분석을 수행하 으며, 

시뮬 이션의 Phase proportion은 0~1까지 변화가 되는 

값이며, 0이면 0 %, 1이면 100 %이며, 각각의 Phase

는 번호로 지정되어있다. 분석결과, 시뮬 이션의 상 분

석결과도 모든 역에서 기 상인 Ferrite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과 해석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하 으

며, 이는 해석결과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Fig. 11).

3.3 경도 측정

  MIG 용  후 경도분포를 알기 하여 용 부의 각 

역별 경도를 측정하 다(Fig. 12). MIG 용  시험

편의 용 부(A1)에서부터 BM(A2)까지 마이크로 비커

스 경도를 측정하 고, 그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

다. 일반 으로 MIG와 같은 용융용 인 경우 용 부 

역은 BM, HAZ, FZ로 구별된다1). 한, Ferrite계 

(a) (b) (c) 

200 ㎛ 200 ㎛ 200 ㎛

(a) (b) (c) 

200 ㎛200 ㎛ 200 ㎛ 200 ㎛

Fig. 9 Microstructure of specimens after MIG welding (a) Fusion zone (b) Heat affected zone (c) Base metal

(a) (b) 

300 ㎛300 ㎛

(c) 

300 ㎛300 ㎛ 300 ㎛300 ㎛

Color coded map type : Phase

Phase 

Ferrite 1. 000 1. 000 

Total
fraction 

Partition  
fraction 

Fig. 10 Cross-section microstructures of bead in welded joints by EBSD grain map (a) FZ (b) HAZ (c) BM

Fig. 11 The phase transformation of automotive muffler 
by using simulation 

A1 A2

Fig. 12 Measured positions of the micro hardn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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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icro Vickers hardness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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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은 일반 으로 용  ․후에 경도 변화폭

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6), 용 부의 수평․수직 

방향의 경도분포를 살펴보면, BM의 경도가 가장 높고, 

FZ, HAZ 순으로 경도가 차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도 변화에 큰 향을 미치는 인자

는 냉각속도로 단되며, 완 한 Ferrite 조직인 경우 

용융 이 높고 Ferrite로 응고 후 상온까지 결정립을 

일 수 있는 상 변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HAZ에

서 결정립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연화부(Softening 

zone)가 발생하여, HAZ의 경도가 낮은 것으로 단된다.

3.4 자동차 머 러 응력 해석

  실제 구조물에서 받는 응력은 3차원 응력으로 X, Y, 

Z 축의 응력이 모두 존재한다. 구조해석에서 단축 인장 

실험을 통한 항복 강도와 비교하려면 표 값인 등가 응

력(Equivalent stress)이 필요하다. SYSWELD에서는 

등가 응력이 Von Mises Stress이다. Von Mises Stress

의 항복 조건은 주 응력의 조합이 기  값에 도달하면 

항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항복 강도 값을 획득

하기 해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 372 MPa을 얻었으며, 

이 값을 Von Mises Stress 값과 비교하 다. 해석에서

의 Von Mises Stress 값은 406 MPa이며, 소재의 

항복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소성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 14). Von Mises Stress는 항

상 0 보다 크며, 구조해석결과에서 인장 는 압축과 

계없이 어느 부분의 응력이 크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인장 는 압축 인지는 정확하게 악할 수 없

다. 따라서, 각 방향의 응력 값(σx, σy, σz)을 나타내

어 인장과 압축 응력이 어느 부 에 많이 발생하는지 확

인하 다(Fig. 14(b)~(d)). 여기서, (+) 부호는 인장 응

력, (-) 부호는 압축 응력을 의미한다. 이  용 선 방

향인 Z축 방향의 응력은 FZ 부근에는 BM의 항복 응력

(389 MPa)을 과하는 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반면, 

그 외에는 이에 상응하는 압축 응력으로 천이 됨을 알 

수 있다. 

3.5 자동차 머 러 Plate 용 의 열 변형 해석

  머 러 Plate에 부품들을 용 할 때, 열 변형으로 인

해 Plate와 Cover 사이에 약 3 mm의 Gap이 발생하

여 부품 결합 시 조립성 문제가 발생한다(Fig. 15). 

Fig. 16(a)는 용  ․후의 자동차 머 러 Plate의 열 

변형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최  변형은 +y 방향 2.2 mm

만큼, 최소 변형은 –y 방향으로 0.3 mm로 발생하

Welding direction: z direction

Weld bead 

(a) Von mises stress 

(c) Stress of y direction (σyy)  

(b) Stress of x direction (σxx)  

(d) Stress of z direction (σzz)  

Fig. 14  Variation of the residual stress in cross-section of the automotive muffler plate

Cover

Plate
Gap

: 3 mm

Fig. 15 Configuration of the actual automotive muff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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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총 2.5 mm의 Gap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Fig. 16(b)는 Fig. 16(a)에 나타난 선 A-B에 따

라 측정된 머 러 Plate의 변형을 그래 로 나타내었

다. 해석결과(2.5 mm)와 실제결과(3.0 mm)를 비교

할 경우 변형량은 약 0.5 mm 정도 차이가 있으나 

체 으로 실제 변형과 동일한 치에서 Gap이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13,14).

3.6 용 순서 변경에 따른 열 변형 해석 수행

  자동차 머 러 용  시 발생하는 최종 변형이 용 순서 

변경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실제 순서(Seq0)는 

①+②→③→④로 수행된다. 용 순서는 Table 6에서

와 같이 구성하 다. 실제 순서와 변경된 다른 용 순

서를 비교하 고, Seq1~Seq4의 구성은 Seq0과 동일 

용  조건을 유지했다. 용  공정 순서 변화에 따른 용

해석을 수행한 결과, Fig. 17과 같이 실제 용  공

정(Seq0)처럼 용 부 를 차례 로 용 하는 방법보다 

용 부 를 각선 교차(Seq1) 순으로 용 하는 방법

이 1.9 mm로 가장 은 열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구속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용 순서만 변경 할 

때, 최  24 % 정도의 변형 감소 효과를 보 고, 변형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용 순서를 최 화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12-14).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머 러를 MIG 용 으로 합

할 때, 용 에 의한 변형을 용 해석으로 측하고, 변

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 순서를 제안하기 해 해석

을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미세조직을 찰한 결과, HAZ 역에서 결정립

의 크기가 다른 역보다 조 하여, 용  시 열 향을 

받은 HAZ 역에서 최소 경도 값을 나타내는 연화 부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2) 시뮬 이션을 통해 얻어진 시편의 상은 FZ, HAZ, 

BM의 모든 역에서 Fully ferrite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검증하기 해서, EBSD를 

통한 상 분석하 으며, 모든 역에서 Ferrite가 분포

하는 것에서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3) 열 변형 해석결과, Plate의 변형 치와 변형량은 

해석결과(2.5 mm)와 실제결과(3.0 mm)를 비교하

을 때, 약 0.5 mm 정도 오차가 발생하 다. 이로 인

해 실제 변형과 동일한 치에서 Gap이 발생하 다고 

단된다.

Configuration Welding sequence

Seq0 ①+②→③→④
Seq1 ②→④→③→①
Seq2 ①→②→④→③
Seq3 ①→②+③→④
Seq4 ④→①→③→②

Table 6 Configuration of welding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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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mparison of deformation afte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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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the deformation of plate before and after
          welding (magnificat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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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deformation of muffler plate measured along the line 
         A-B shown in Fig. 16 (a)

 Fig. 16 Simulation result of the thermal deformation on 
the muffler plate by welding



자동차 배기계용 머 러 MIG 용 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  열 변형 해석에 한 연구

한용 ․ 합학회지 제35권 제5호, 2017년 10월     477

37

  4) 실제 용  공정처럼 용 부 를 순차 으로 용

하는 방법보다 용 부 를 Seq1(②→④→③→①)처럼 

각선 교차 순으로 용 하는 방법이 최  24 % 정도

의 변형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5) 향후 용 변형을 최 화시키기 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용 순서를 실제 장에 용 시 자동

차의 조립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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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용 력 반도체는 력 변환, 변압, 분배 등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이며 일반 반도체에 비해 고내압화, 

고신뢰성 등이 요구되며, 동차, 하이 리드 자동차, 

기 자동차 등의 개발로 그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1). 

Si 기반의 력 반도체 모듈의 경우 자동차 운행  소자 

동작온도는 평균 150 ℃ 정도로 융  180~230 ℃ 

정도의 융 을 가지는 Pb계 솔더, Sn-Cu-Ag계 솔더 

등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있다2,3). 재 SiC 기반의 

력 반도체가 개발 되고 있는데, SiC 기반 반도체는 Si

에 비해 넓은 밴드 갭, 높은 괴 압, 높은 열 도도, 

빠른 포화 자속도를 갖고 있어 고효율 손실 력소

자에 합하여 자동차용 력 반도체로 각  받고 있다
4,5). SiC 소자 기반의 력 반도체의 경우 소자 동작온

도는 평균 200 ℃ 이상의 온도에서 구동되며, 순간

인 동작은 약 235 ℃ 이상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기존 

Si 기반 력 반도체에 사용하던 솔더는 고온 안정성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다6,7). 이를 체 할 고온 솔더 후보

군으로 Au-Sn계, Sn-Zn계, Sn-Al계, Sn-Sb계 등이 

거론 되고 있으며, 합 공법으로는 TLP 본딩  신터

링 본딩에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Zn계 

합 은 강도와 creep 특성  내열피로성이 우수하고 

경제 이지만, Cu에 한 젖음성이 좋지 않고 공공

(void) 등의 결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Al계 합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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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특성이 강해 젖음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

고 있다8,9). 한 Bi 계 합 은 취성  기계  특성 

문제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10). Au계 합 은 열

으로나 기계  특성이 우수하고, 우수한 피로  크

립 특성을 가지지만, 원재료 가격으로 인해 산업 인 

실용성이 떨어지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 TLP 

(Transient Liquid Phase) 본딩은 솔더링보다 고온

에서 사용 가능한 장 이 있지만, 취성  합 시간 

 압력 조건으로 인한 문제로 사용에 제약을 가지고 

있다. 신터링 본딩은 Ag 페이스트의 높은 가격  고온 

본딩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크립 특성과 높은 기계

 특성, 젖음성이 양호한 Sn-Sb계 솔더를 자동차용 

력모듈 합소재에 용 후 그 특성을 평가하 다11). 

기계  특성 평가로는 표면실장용 부품과 PCB 표면처

리에 따른 합강도, 환경내구시험으로는 고온시효 시

험을 수행하 다. 각각의 시험 후 속간화합물 거동  

면을 분석 평가하여 자동차용 력 모듈 합소재로

서의 합여부를 평가하 다.

2. 실험방법

2.1 시험쿠폰 제작

  본 연구에서는 Sb 함량에 따른 합부의 열  특성을 분

석하고자 우선 Sn-(5, 8, 10)Sb 솔더 페이스트와 Ni(P) 

 OSP (Organic Solderability Preservative) 두 종

류의 표면처리가 되어 있는 DBC (Direct Bonded Co- 

ppoer) 기 을 이용하여 시험 쿠폰을 제작 하 다. 

에 언 된 조성의 솔더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인쇄 후, 

진공 리 로우를 사용하여 2.0×1.2 mm size의 칩을 

합하 다. Fig. 1 은 DBC와 chip의 합 모식도와 

합된 시편을 나타내었다. 한 기존에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 소재와 비교하기 하여 Sn-90Pb 

솔더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쿠폰을 제작하 다.

  쿠폰 제작시 합 공정 에 발생하는 보이드를 최소

화 하기 하여 각 로 일의 용융온도에서 30  진

공 구간을 설정하 다. 이 때의 진공도는 2 mbar로 설

정하 으며, 최고 온도는 솔더 조성의 융 에 따라 설

정하 다. Table 1  Fig. 2 는 각 조성의 진공 리

로우 로 일을 나타내었다.

2.2 합부의 특성 분석

  2.2.1 고온시효 시험

  솔더 내부와 합부의 열화 특성  화합물 성장거동

에 따른 합부의 기계  특성 평가를 해 고온시효 

시험을 진행하 다. 합된 시험쿠폰은 125, 175 ℃ 에이

징 챔버에서 0, 100, 300, 500, 700, 1,000 시간 동안 

시효처리 하 다,

  2.2.2 합강도 시험

  고온시효 시간에 따른 단강도 변화를 측정하기 해 

100 Kg load cell을 장착한 합강도 시험기(DAGE- 

BT4000)를 사용하 다. 높이는 100 ㎛에서 250 ㎛/s 

속도로 단시험을 진행하 으며, 20 회 반복시험 후 평

균을 도출하 다. 

  2.2.3 미세조직 찰

  고온시효 시간에 따른 속간 화합물과 미세구조의 변

화를 찰하기 해서 시편을 에폭시 수지로 마운  하

다. 그 후, 단면을 단하여 연마지와 알루미나 우

더를 사용하여 기계  연마를 실시하 다. 연마된 시편

은 주사 자 미경(FE-SEM)을 사용하여 시효처리 시

chip

Cu

Al2O3

Ni-P(OSP Cu)

Ni-P(OSP Cu)

Cu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est coupon fabrication

Preheating 
time (s)

Heating 
Time (s)

Peak Temp. 
(℃)

Vacuum 
time (s)

Sn-90Pb 100 60 310 30

Sn-5Sb 100 60 270 30

Sn-8Sb 100 60 275 30

Sn-10Sb 100 60 280 30

Pre-heating Heating

Vacuum

Heating

270
275
280
310

Fig. 2 Schematic of vacuum reflow profile

Table 1 Reflow conditions of each solder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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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따른 미세조직과 속간 화합물의 성장거동을 비

교 찰하 다.

  2.2.4 시효처리에 따른 IMC 크기 비교

  시효처리 시간 변화에 따른 속간 화합물 크기를 비

교하기 하여 솔더를 에칭하 다. Cu6Sn5 IMC는 주

사 자 미경을 사용하여 시효처리 시간에 따른 속간 화

합물의 크기를 비교 찰하 다. 속간 화합물의 크기

는 ASTM standard E112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합강도 시험 결과 

  3.1.1 고온시효 시험 후 합강도 시험 결과

  Fig. 3 은 125 ℃ 고온시효 시험 후 시간에 따른 

합강도를 나타낸 그래 이다. 기  고온시효 시험 후 

합강도는 Sb가 첨가된 솔더가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Sn-90Pb 솔더 합부에 비하여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 한편 Sb가 첨가되는 경우 Sb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높은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Fig. 4 는 175 ℃ 고

온시효 시험 후 시간에 따른 합강도를 나타낸 그래

이다. 175 ℃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효처리에 계 없이 

Sb가 첨가되는 경우에 높은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합

강도의 경우 표면처리의 방법  시효처리 온도, 시효

처리 시간에 계 없이 Sb가 첨가되는 경우에 높은 강

도 값을 나타내었다.  

  3.1.2 합강도 시험 후 단면 찰 결과

  단강도 시험 후 괴 모드를 찰하기 해 SEM

을 이용하여 단면을 찰하 다. Fig. 5 는 서로 다

른 시효 온도와 시간에서 단면을 찰한 SEM 이미

지이다, 모든 조건에서 솔더 내부로 단이 발생 하

으며, 단면은 모두 연성 괴를 보 다12,13).

3.2 미세조직 찰

  3.2.1 고온시효 시험 후 계면 미세구조 찰 결과

  Fig. 6 는 125 ℃ 에서 시효 처리 시간 변화에 따른 Sn- 

(5, 8, 10)Sb, Sn-90Pb 솔더와 Ni(P), OSP Cu 

DBC 시험 쿠폰 사이의 IMC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6 (a) 에서 솔더 모두 Ni3Sn4 IMC  Ni3P IMC 층

이 찰 되었으며 Sn-90Pb 솔더는 고온시효 후 Ni3S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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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Shear strength after 125 ℃ ag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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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Shear strength after 175 ℃ ag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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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 의 두께가 소폭 증가하 다. Sn-(5, 8, 10)Sb 

솔더의 경우 고온시효 시간에 따라 Ni3Sn4 IMC 의 두

께가 증가 하 다. Fig. 6 (b) 에서는 기에는 Cu6Sn5 

IMC가 생성 되었다. Sn-(5, 8, 10)Sb 솔더의 경우 

100 시간 후 Cu6Sn5 와 OSP Cu DBC 사이에서 얇은 

Cu3Sn IMC 가 찰되었다. Cu3Sn IMC는 Sn-90Pb

에서 가장 두껍게 성장하 으며, Sn-(5, 8, 10)Sb 솔

더에서는 Sb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폭 높게 측정 

되었다. Fig. 7 은 고온시효 시간에 따른 IMC의 변화

를 나타낸 그래 이다. 두 표면 처리 된 DBC 모두에

서 총 IMC 두께는 Sb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IMC 두께가 증가 되었으며 Sn-90Pb 솔더에서 가장 

은 IMC가 찰되었다. Ni(P) DBC와 Sn-90Pb 솔

더 사이의 IMC 성장이 은 이유는 반응할 Sn의 함량

이 고, 한 Ni3Sn4 IMC의 성장 에 지가 어 성장

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8 은 175 ℃ 에서 시효 처리 시간 변화에 따른 

Sn-(5, 8, 10)Sb, Sn-90Pb 솔더와 Ni(P), OSP Cu 

DBC 시험 쿠폰 사이의 IMC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8 (a) 에서 솔더 모두 Ni3Sn4 IMC  Ni3P 

IMC 층이 찰 되었으며 Sn-90Pb 솔더는 고온시효 

후 Ni3Sn4 IMC 의 두께가 소폭 증가하 다. Sn-(5, 

8, 10)Sb 솔더의 경우 고온시효 시간에 따라 Ni3Sn4 

IMC 의 두께가 증가 하 다. Fig. 8 (b) 에서 기에

는 Cu6Sn5 IMC가 생성 되었다. Sn-(5, 8, 10)Sb 

솔더의 경우 100 시간 후 Cu6Sn5 와 OSP Cu DBC 

사이에서 얇은 Cu3Sn IMC 가 찰되었다. Cu3Sn 

IMC는 Sn-90Pb에서 가장 두껍게 성장하 으며, Sn- 

(5, 8, 10)Sb 솔더에서는 큰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OSP Cu 와 Sn-90Pb에서 Cu3Sn IMC가 가장 많이 

성장한 이유는 솔더 내부의 Sn 함량이 고, Sn의 확

산속도가 낮아 Cu6Sn5 IMC의 성장이 어려워 Cu3Sn 

175℃ 1,000 hour 175℃ 1,000 hour 175℃ 1,000 hour

Sn-90Pb Sn-5Sb Sn-8Sb Sn-10Sb

100um

100um

100um100um

100um

100um100um

100um

100um100um

100um

100um

175℃ 1,000 hour

125℃ 1,000 hour 125℃ 1,000 hour 125℃ 1,000 hour 125℃ 1,000 hour

As-reflow As-reflow As-reflow As-reflow

(a) Ni(P)

As-reflow As-reflow As-reflow

125℃ 1,000 hour

As-reflow

125℃ 1,000 hour 125℃ 1,000 hour 125℃ 1,000 hour

175℃ 1,000 hour 175℃ 1,000 hour 175℃ 1,000 hour 175℃ 1,000 hour

Sn-90Pb Sn-5Sb Sn-8Sb Sn-10Sb

100um

100um

100um100um

100um

100um100um

100um

100um100um

100um

100um

(b) OSP Cu

Fig. 5  Fracture surfaces of solder joints aged under differ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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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가 많이 성장 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8 는 고

온시효 시간에 따른 IMC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두 표면 처리 된 DBC 모두에서 총 IMC 두께는 Sb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IMC 두께가 증가 되었으며 

Sn-90Pb 솔더에서 가장 은 IMC가 찰되었다. 시

효처리 온도, 솔더 조성에 상 없이 OSP Cu 에 비해 

Sn-90Pb Sn-5Sb Sn-8Sb Sn-10Sb
As-reflow As-reflow As-reflow As-reflow

500 hours 500 hours 500 hours 500 hours

1,000 hours 1,000 hours 1,000 hours 1,000 hours

30um 30um 30um 30um

30um 30um 30um 30um

30um 30um 30um 30um

Ni3Sn4

Ni3Sn4

Ni-P
Ni3P

Ni3Sn4

Ni-P

Solder Solder Solder Solder

Ni-P Ni-PDBCDBC DBC DBC

Ni3Sn4 Ni3PNi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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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MCs layer image of 125℃ aging after 0, 500, 1,0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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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 샘 의 IMC 성장이 은 이유는 Cu6Sn5 IMC

에 비해 Ni3Sn4 IMC의 확산속도가 상 으로 느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4).

  3.2.2 고온시효 시험 후 IMC 크기 찰 결과

  Fig. 10와 11에 고온시효 온도  시간 조건에 따른 

속간 화합물의 결정립 크기 변화를 나타내었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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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화합물의 결정립 크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장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온시효 조건에 따른 결정립

의 크기는 Sn-5Sb 솔더가 가장 컸으며, S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결정립 크기는 작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

에 따르면 Sn-xAg-0.5Cu 합 계의 실험에서 Ag의 첨

가가 Cu6Sn5의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며, 결정립이 작아

지면 Cu6Sn5의 성장이 빨라지고, Cu3Sn IMC의 성장

을 억제 하며, 이는 고체 상태 반응 하에 속원자의 확

산은 입자 경계와 결함에 의해 가속되며, 결과 으로 빠

른 확산 경로 는 채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따라서 Sn-Sb계 솔더는 Sb함량 증가에 따른 SnSb

화합물의 핵 생성이 증가하여, Cu6Sn5 의 결정립 성장

이 억제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2.3 고온시효 시험 후 내부 미세구조 찰 결과

  앞서 Fig. 3 과 Fig. 4 의 단 강도의 결과 기 의 

표면처리  시효처리 온도에 상  없이 Sb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높은 강도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 시험 후 Fig. 5의 단면의 분석 결과를 

보면 솔더 내부의 연성 괴가 우세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는 본 연구의 단 시험 조건에서는 IMC의 

향 보다는 솔더 내부의 특성에 기인 한 것으로 사료되었

다. 따라서 Fig. 12에서와 같이 기  표면처리  고온시

효 온도  조건에 따른 솔더 내부의 SEM mapping 기

법을 이용하여 솔더 내부의 성분 분포를 살펴 보았다. 

SEM mapping 분석 결과 Fig. 12에서와 같이 Ni(P)

와 OSP Cu 표면처리 된 DBC 모두 Sb의 함량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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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icrostructures of the solder joints under after ag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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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SnSb 화합물의 생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고온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nSb 화합물

이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솔더 내부에 형성

된 SnSb 화합물이 단 강도에 향을 미친다고 사료

된다. 결국 Sb 함량이 증가할수록 단강도가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SnSb 화합물의 생성  성장으로 인한 

석출 강화 효과로 사료된다16).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력 반도체 모듈에 용 가능 

한 Sn-(5, 8, 10)Sb 솔더와 Sn-90Pb 솔더를 고온시

효시간에 따른 합강도  IMC 층의 두께 변화를 

찰하 다. 각 실험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25 ℃, 175 ℃ 고온시효 시험 후 Ni-P, OSP Cu 

표면처리 된 DBC의 합강도 측정 결과, Sb가 첨가된 

경우 Sn-90Pb에 비하여 높은 강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Sb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Sb 함량이 증가 할수록 합강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Sb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강화의 효과  SnSb 화합물

의 석출로 인한 석출 강화 효과로 사료된다. 

  2) 125 ℃, 175 ℃ 고온시효 시험 후 IMC 두께 측정 

결과, Sn-90Pb의 총 IMC의 두께는 가장 작게 측정 

되었으며, Sb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IMC의 두께

가 증가되었다. Sb함량의 증가에 따른 확산속도가 증가

되어, 총 IMC 두께의 성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 OSP Cu 에 비해 Ni-P 샘 의 IMC 두께의 성장이 

은 이유는 Cu6Sn5 IMC에 비해 Ni3Sn4 IMC의 thermal 

diffusivity가 어 성장속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3) OSP Cu DBC에서 125 ℃, 175 ℃ 고온시효 시

험 후 Cu3Sn IMC 찰 결과, 네 조성의 솔더 모두 100

시간 이후 Cu3Sn IMC가 찰되었다. Cu3Sn IMC 두

께는 Sn-90Pb 솔더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 다. OSP 

Cu 와 Sn-90 Pb에서 Cu3Sn IMC가 가장 많이 성장

한 이유는 솔더 내부의 Sn 함량이 고, Sn의 확산속도

가 낮아 Cu6Sn5 IMC의 성장이 어려워 Cu3Sn IMC

가 많이 성장 한 것으로 사료된다.

  4) 125 ℃, 175 ℃ 고온시효 시험 후 Ni-P, OSP 

Cu 표면처리 된 DBC의 Cu6Sn5 IMC의 크기 찰 결

과, 고온시효 조건에 따른 결정립의 크기는 Sn-5Sb 솔

더가 가장 컸으며, S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결정립 크

기는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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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입열을 이용한 일 트로슬래그 용 법1)

은 조선산업 등과 같은 형구조물 합에 이용하기 

해 개발된 것이다. 반면에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공정
2-4)(Electroslag Cladding Process)은 형 산업구조

물의 표면피복에 합하게 응용한 오버 이 용 공정이

다. 이 오버 이 공법은 스트립을 극재로 이용하는 서버

머지드 아크 클래딩 공정5) (Submerged Arc Cladding 

Process)과도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공법간의 

차이는 모재의 용입과 극재와 럭스의 용융을 발생

시키는 방법에 있다.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공정은 

도성의 용융 슬래그를 통하여 흐르는 류에 의한 항

열로부터 필요한 열을 얻는 반면에 서버머지드 아크 클

430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재를 이용한 일렉트로슬래그 클래딩 용착금속의 

화학성분 및 미세조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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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weld metals were obtained by electroslag strip cladding process using 430 stainless steel strip
according to welding process parameters such as welding current, welding voltage, welding speed and polarity. 
We measured carefully the micro-Vickers hardness, microstructure, and chemical composition in the cross- 
sectional area of the electroslag strip cladding overaly using the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The hard-
ness of the cross section between the weld metal and the base metal was measured to be higher than 
those of the base metal and the weld metal around the boundary, which was related to the microstructure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he boundary. Particularly, the intermediate region of the boundary was ob-
served, and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constituent elements continuously changed in this part. The 
microstructural changes of the weld metal and the base metal were shown that the coarse pearlite structure, 
the fine perlite structure, the bainite structure, the martensite structure and the dual structure of the d-fer-
rite / martensite were observed from the base metal to the weld metal. The change of the constituent ele-
ments of the deposited metal after welding were analyzed by comparing with measured and calculated 
values. The variation in the deposited metal composition was mainly due to the interaction with the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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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딩법에서는 기 인 아크열에 의해 필요한 열량을 공

받는다. 한 이러한 차이는 용되는 클래딩 공법에 

합한 스트립 극재와 럭스의 한 선택에 향

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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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하는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법은 항열을 이용하므

로 다른 오버 이 용 법에 비해 용착률/희석률의 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효율 인 오버 이 공법으로 알

려져 있다.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법은 일 트로슬래그 

용 법이 발명된 시 에서 무려 50년후에 독일에서 개발

되었다. 재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법은 서유럽, 일본 

그리고 구소련에서 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가 탄소강이나 합 강을 모재로 하여 오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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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상 으로 페라이트계나 마

르텐사이트계 스테인 스강으로 오버 이 잠호용 은 

다수 발표논문12-14)이 있지만,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하

는 연구논문은 많이 드물다. 다만 국내 논문 에는 조

선산업의 입열 용 에 용하기 한 연구가 일부 진

행되기도 했다15).

  본 연구는 기 보고된 용 공정 변수에 따른 일 트로

슬래그 클래딩 공정에 한 연구결과16)에서 보다 자세

한 속학 인 이해를 도모하기 한 것이다. 앞서 기 

보고한 연구에서는 SCM440과 같은 일반강 모재에 고

성능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 스강을 이용한 일 트로

슬래그 클래딩법을 용하여 용 공정 변수에 따른 용

착 속의 미세조직과 화학성분 변화를 측정하 다. 그

리고 본 연구에서는 용착 속내 화학성분 변화와 용착

속과 열 향부의 미세조직  기계  특성 변화를 자

세하게 이해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그리고 일 트로

슬래그 클래딩공정변수에 따른 용착 속의 화학성분이 

Alloying vector라는 지표로 설명할 수 있고 주로 구

성성분이 럭스와 상호작용 유무에 따라 상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실험방법

  일 트로슬래그 용 기의 본체는 기존 SAW용 용

기에 사용되는 1000A의 발 기를 갖는 Lincoln Weld

사의 NA-5 모델을 이용하 으며, 스트립을 이용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작업에 하도록 자체 으로 개

조하여 제작하 다. 

  스트립 극재는 Soudo metal사의 제품인 430 스

테인 스강 스트립을 이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재

는 연주롤에 사용되는 강종과 동일한 두께 ~35mm의 

SCM440이며 합 성분은 스트립의 화학성분과 함께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0.5mm의 두께

와 25mm의 폭을 갖는 430 스테인 스강 스트립을 이

용하여 일 트로슬래그 오버 이 용 조건을 도출하

다. 럭스는 Soudo metal사의 제품으로 EST122 (6.96% 

SiO2, 24.85% Al2O3, 64.92% CaF2, 0.02% MgO, 

2.21% Na2O, Others)을 상으로 조사하 으며 소

결형 럭스다. 

  본 연구에 용된 용 법은 용 효율이 매우 높고 희

석율이 매우 은 일 트로슬래그 용 법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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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조건을 도출하기 하여 압, 류, 용 속도 그

리고 극성을 변화시키면서 용착 속의 폭과 두께변화, 

용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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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착 속의 화학성분은 기 보고된 용 압, 류, 용

속도 그리고 극성등과 같은 여러가지 용 조건에 따

라 제조된 클래딩재를 이용하 다16). 각각의 클래딩재

는 표면을 연마한 후에 발 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용

착 속의 합 원소 변화를 분석하 다. 

3. 결    과

3.1 용착 속 계면에서 미세조직  경도변화

  Fig. 1은 430 스테인 스강 스트립재를 이용하여 다

Element C Cr Ni V Al Si Mn N P

SCM440 0.368 1.05 0.06 0.002 0.0048 0.25 0.79 0.0063 0.0133

STS430 0.063 15.76 0.18 0.093 0.0022 0.36 0.46 0.0523 0.0166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SCM440 base metal and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electrode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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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용 조건에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하여 얻어진 

용착 속부, 열 향부, 모재 단면을 단한 후에 마이

크로 비커스 경도기로 정 하게 측정한 결과이다. 여러 

용 조건에서, 용착 속-열 향부-모재에 걸친 경도 변

화를 보면 모재로부터 용착 속 계면으로 갈수록 경도

가 증가하다가 계면근처에서 최 치를 보이다가 계면근

처에서 다시 감소하 다가 용착 속의 미세조직 상태인 

잔류 델타-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복합상 미세조직

의 경도값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델타-페라이트 

조직의 경도 값은 Hv = 210-250수 이었고 11%Cr 함

량의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경도 값은 Hv = ~430-450 

수 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용착 속의 계면부 에서 

마르텐사이트 조직보다 훨씬 높은 경도값을 보이는 

역이 존재하며 략 Hv = 550-650 범 의 고경도 값

이 측정된다. 이는 희석층인 용착 속과 모재사이에 화

학성분상으로 격한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인 

보다는 진 으로 화학성분이 변화하는 천이 역

이 존재하는 결과로 단된다.

  Fig. 2는 Fig. 1(a)의 용 조건에서 430 stainless 

steel strip을 SCM440 모재에 클래딩한 단면조직인 

열 향부와 용착 속의 를 보여주는 배율(×100) SEM 

사진이다. 열 향부 미세조직은 조 한 결정립 역(Fig. 

2(b))과 미세한 결정립 역(Fig. 2(c))으로 구분되고 

용착 속 부분(Fig. 2(a))은 델타-페라이트와 마르텐

사이트의 복합조직으로 찰되었다. 

  Fig. 3 은 상기의 용 조건에서 430 stainless steel strip

을 SCM440 모재에 클래딩한 단면조직인 열 향부와 용

착 속의 를 보여주는 고배율(×2,000 or ×500) SEM 

사진이다. 모재조직은 형 인 펄라이트 조직(Fig. 3(a))

이고 열 향부의 미세한 결정립 역(Fig. 3(b))은 고

배율 SEM사진에서 펄라이트내 각 구성상이 끊어져 있

는 모습을 보인다. 열 향부의 조 한 결정립 역(Fig. 

3(c))은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변화된 미세조직을 보인

다. 용착 속 부분(Fig. 3(d))은 배율에서 이미 찰하

던 델타-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복합조직으로 

찰되었다. 

3.2 용착 속의 화학성분 변화 

  용착 속의 화학성분은 통상 인 에서 모재와 

극재의 화학성분에 직 으로 의존할 것이다. 그리고 

모재와 극재의 성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극

재와 모재가 얼마나 혼합되는가가 주 인자로 작용할 것

이다. 즉 용착 속의 성분은 희석률에 의존하여 변화할 

것으로 단된다. Fig. 4는 희석률에 따른 용착 속의 

여러가지 합 성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한 이 

결과는 모재와 스트립의 기 상태의 합 성분과 직  

측정된 희석률을 기 으로 하여 용착 속의 합 성분을 

계산하고 측하 다. 

      (1)

단 CS는 스트립 극재의 합 성분량, CB은 모재의 합

성분량, CW는 용착 속에서의 합 량 그리고 D는 모

재에 한 희석률이다. 그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10 -5 0 5 10 15 20
200

300

400

500

600

700

29V, 700A, and 7ipm

M
ic

ro
-v

ic
ke

rs
 h

ar
dn

es
s (

at
 2

.5
kg

)

Distance from the weld metal / base metal interface (mm)

   

-10 -5 0 5 10 15 20
200

300

400

500

600

700

29V, 600A, and 20ipm

M
ic

ro
-v

ic
ke

rs
 h

ar
dn

es
s (

at
 2

.5
kg

)

Distance from the weld metal / base metal interface (mm)

-10 -5 0 5 10 15 20
200

300

400

500

600

700

38V, 700A, and 7ipm

Distance from the weld metal / base metal interface (mm)

M
ic

ro
-v

ic
ke

rs
 h

ar
dn

es
s (

at
 2

.5
kg

)

Fig. 1 Diagrams showing the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micro-vickers hardness near by the weld metal/ 
base metal interface in elec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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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식(1)에 의하면, 이론 인 희석에 의한 용착

속의 합 성분은 항상 모재와 스트립에 함유된 합 성

분의 사이에 놓여져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C, Cr, Ni, N의 경우에는 스트립재와 모재간 성분 차

이내에 존재하지만, Si, Mn, Al, P의 경우에는 스트립재

와 모재간 성분 차이내에 용착 속내 성분이 아닌 상하

한 범 를 벗어나거나 상하한선에 걸쳐있는 등 여러가

지 다른 거동을 보인다.

4. 고    찰

4.1 용착 속/기지 속간 간조직

  Fig. 5는 Fig. 1(a)의 용 조건에서 430 stainless 

(b)(a) (c)(b)(a) (c)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sectional views of weld metals in elec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a) Weld metal(black area is δ-ferrite), (b) Heat affected 
zone near by weld metal, (c) Heat affected zone near by substrate

(b)(a)

(c) (d)

Fig. 3 The enlarged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sectional views of weld metals in electro-
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a) Base metal, (b) Heat affected zone near by 
the base metal, (c) Heat affected zone near by the weld metal, (d) Weld metal (black area is δ-fer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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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strip을 SCM440 모재에 클래딩한 단면조직인 

열 향부와 용착 속의 Cr, C, Ni 성분에 한 EDS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도표이다. 다시 말해서 용착 속

과 모재사이에 격한 Step 함수와 같은 성분변화가 

아닌 특정한 기울기를 갖고 성분 변화에 한 간 역

이 존재함을 보여 다. 특히 주 합 원소인 Cr 성분을 

보면 약 0.1mm 정도의 성분 변화 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에서는 측정된 희석률 15.53%

을 바탕으로 이론 으로 희석층(용착 속)에서 상되

는 Cr 함량(13.5%)에서 모재의 Cr 함량(1.06%)까지 

진 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단된다. 그

러므로 이 역에서는 일반 인 3-7%Cr을 함유하는 

열간공구강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 의 경도 값이 도출

될 수 있다는 상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열간공구강인 

H13(5.2%Cr-1.2%Mo-0.9%V-0.35%C)의 

as-quenched 경도가 HRc = 58-60 수 으로 상되

며, 본 연구에서는 Mo, V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HRc = 53-55수 으로 추정된다. 이 값은 Hv로 560- 

600 수 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  잘 일치한다. 따

라서 Fig. 1에서 나타나는 계면에서의 높은 경도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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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s of measured chemical compositions of deposited metals as a function of dilution in electroslag strip clad-
ding by using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430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재를 이용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용착 속의 화학성분  미세조직 변화

한용 ․ 합학회지 제35권 제5호, 2017년 10월     493

53

이러한 Cr 함량변화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Fig. 6은 이러한 화학성분의 천이 역으로 보이는 부

분을 고배율로 찰한 SEM 조직사진이다. Fig. 6(a)는 

배율로 용착 속과 열 향부의 계면을 찰한 SEM

사진으로 경계부에 간조직이 존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Fig. 6(b)는 조  열 향부와 계면부 간조직을 

고배율로 찰한 사진으로 열 향부의 베이나이트 조직

과는 다른 단일상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 다. 

  Fig. 7은 이러한 계면부 완충조직은 물론이고 모재

(펄라이트 조직), 미세 열 향부(미세 펄라이트 조직), 

조  열 향부(베이나이트 조직), 계면부 간조직(마

르텐사이트 조직), 그리고 용착 속(델타-페라이트/마

르텐사이트 복합조직)을 TEM으로 정  찰한 사진이

다. 앞서 SEM 고. 배율에서 찰한 추정한 미세조직

과 잘 일치하며, 특히 Fig. 7(d)의 계면부 간조직이 

Fully 마르텐사이트 조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미세조직 찰결과는 Fig. 1에서 나타나는 단면부의 

경도 찰결과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마

르텐사이트계 스테인 스강으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거의 없고 있어도 정성 인 연구

결과만 보고하는 경향이라 속학 인 미세조직의 체계

인 연구는 처음으로 추정된다.

4.2 용착 속의 화학성분 변화 거동 측결과

  C의 경우에는 희석률에 따른 성분 변화량이 계산치

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Cr, Ni, 그리고 Mn의 경우

에는 합 성분의 변화량의 기울기는 거의 일치하지만 

값을 일정량만큼 이동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결과는 스트립과 모재의 용융에 의해 액상의 

속 용융체가 용착 속으로의 혼합과정에서 일정량만큼 

손실되거나 혼입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Cr, Ni 그리고 

Mn의 경우에는 용착 속으로의 혼합과정에서 일정량만

큼 제거된 상태에서 용착된다. 이러한 특성은 통상 으

로 alloying vector( 럭스의 향을 받은 희석되지 않

은 weld metal과 filler metal간 화학성분 차이)라는 

용어로 표 되며 Cr, Ni 그리고 Mn의 경우에는 -부호

를 갖는다. 

  그리고 용착 속 의 Si, Al, P 그리고 N 함량의 경

우에는 이론 인 값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량만큼 이동한 것도 아니다. 이 결과는 용착 속의 희

석률에 따라 alloying vector의 크기가 달라짐을 의미한

다. Si, Al과 P의 경우에는 + 부호를 갖으며 N의 경우

에는 - 부호를 갖는다. 

  이상의 결과에서 alloying vector가 희석률에 따른 

변화여부에 무 하게 - 부호를 갖는 것은 용착 에 

럭스와 함께 슬래그로 제거되거나 방출가스 형태로 소

실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 표 인 합 원소로 Cr, 

Mn 그리고 Ni 은 산화물 형태로 슬래그로 일부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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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diagram showing the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chemical compositions near by the weld met-
al/base metal interface in elec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a)

     

(b)

Fig. 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 
sectional views of weld metal/base metal boun-
dary in elec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b) is an enlarged view of 
rectangular box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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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N은 가스 형태로 방출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면에 Si, Al 그리고 P의 alloying vector가 + 부호

를 갖는 것은 럭스 성분의 일부가 용착 속 내부로 

일부 혼입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리고 용착 속의 

Al 함량은 계산된 Al 함량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

지만 희석률에 따른 Al 함량의 변화는 거의 직선 으로 

증가한다. 이 결과는 희석률이 heat input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용 열의 증가에 의해 

Al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

극성으로 클래딩된 용착 속의 경우에는 매우 큰 Al 함

량을 나타내므로 용착 속 의 Al 함량은 극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럭스의 성분

에 함유된 Al2O3의 분해에 의한 고용 는 혼입에 의

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43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을 이용하

여 압, 류, 용 속도 그리고 극성등과 같은 여러가

지 용 공정변수에 따라 일 트로슬래그 오버 이 용

하여 용착 속의 미세조직과 화학성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용착 속과 모재간 단면부 경도변화는 경계부를 

심으로 모재와 용착 속보다 높은 경도값이 측정되었

으며, 이는 경계부의 미세조직과 화학성분 변화와 련

이 있었다.

  2) 용착 속과 모재간 단면부 미세조직을 찰한 결

과, 모재로부터 펄라이트 조직, 미세 펄라이트 조직, 베

이나이트 조직, 마르텐사이트 조직 그리고 페라이트/마

르텐사이트 복합조직으로 찰되었다.

  3) 용착 속  C은 희석률에 따른 성분 변화량이 계

산치와 거의 일치하 다. 그러나 Cr, Ni, 그리고 Mn의 

경우에는 합 성분의 변화량의 기울기는 거의 일치하지

만 alloying vector는 -부호를 갖는다. 반면에 Si, Al, 

P 그리고 N의 경우에는 복잡한 거동을 보이고 Si, Al

과 P의 경우에는 + 부호를 갖고 N의 경우에는 - 부호

를 갖는다. 

δ -
ferrite

(b)(a) (c)

(e)(d)

Fig. 7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sectional views of weld metal and base metal in electroslag 
strip cladding by using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a) Base metal, (b) Heat affected zone near by base metal, (c) 
Heat affected zone near by weld metal, (d) Intermediate region within weld metal/base metal boundary (e) Weld 
metal (Dimension of scale bars is 1㎛ except for 0.2㎛ 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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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PCHE)는 화학

 에칭법으로 가공된 미세유로를 가지는 속 열

을 층하여, 진공의 고온 고압분 기에서 고상확산

합(이하 확산 합)을 통해 제작되는 Compact 열교환

기의 일종이다1). 기존 열교환기 ( , Shell & Tube형 

열교환기) 비하여 열면 을 획기 으로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교환기의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

하다2,3). PCHE는 일반 으로 스테인리스강  Ni기 

합 과 같은 물성이 우수한 소재로 제작이 되기 사용되

기 때문에 기존 열교환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고온, 고

압  극 온 환경에 사용가능 한 것이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il & Gas 산업, 수소스테이션  sCO2 

발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한 용 가

능성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4-6). 

  최근 국내외 으로 친환경 에 지에 한 심과 함

께 연료 지 기 자동차에 한 수요  연구가 증가하

는 상황에서, 수소스테이션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국내에 경우 재 24기의 수소스테이션이 건설

되어 운  에 있으며2017년 수립된 계획 기 으로

2025년까지 약 300기의 수소스테이션이 건설될 정

이다7).  

  최근 건설되는 수소스테이션의 경우 700bar로 가압된 

상온의 기체 수소를 자동차에 주입 직  -40℃로 냉각

하여 주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온, 

고압의 환경에서의 사용되는 열교환기의 경우 높은 열

확산접합기술을 이용한 H2 Station용 PCHE형 

Compact 열교환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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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성능과 함께 우수한 구조  내구성이 요구된다8,9).  

  수소스테이션 사용된 PCHE의 경우, 최근 일본 Ko- 

belco사 에서 개발하여 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1). 하

지만 국내에서는 수소스테이션에 한 PCHE의 용 

실 이 무한 상황이며, 다양한 기 에서 련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아직 상업 으로 용하기 해서는 

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수소스테이션에 한 건설 개념 한 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

면, 기존의 주유소와 가스충 소와 같이 지상에 고정식

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형 화물차 

는 컨테이 로 운송이 가능한 크기의 이동형 수소스

테이션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 한 활발하다. 특히 

이동형 수소스테이션을 개발하기 해서는 열교환기를 

비롯한 각종 부품들의 경량화  소형화가 필수 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까지 국내에서 건설된 수소

스테이션에 사용되는 Helically Coiled  Shell & 

Tube 형태의 열교환기의 경우 경량화와 소형화에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열교환기는 이동형 수

소스테이션에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동형 수소스테이션의 개발

을 해서는 경량화와 소형화가 가능한 PCHE형 열교

환기의 개발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수소스테이션용 PCHE의 개발하여 국내 최

로 상용화 용 하기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미세유로가 에칭된 STS316L 

재를 상으로 확산 합을 실시하여 합거동  

합부 물성에 미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토한 후 최  

합조건을 도출하 다. 이후 도출된 합조건으로 수

소스테이션용 PCHE용 Core를 제작하 으며, 가스안

공사 제작 기 에 의거하여 내압시험을 통해 제품의 

구조  건 성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화학  방법으로 유로가 에칭된 1.5mmt

의 STS316L 재가 모재(Fe-0.03C-17.5Cr-13Ni- 

2.5Mo)로 사용되었다. 확산 합은 총 3단계로 실시하

으며, 우선 제 1단계에서는 100 × 200 mm 크기의 

재를 10층으로 층한 다음, 1×10-2 Pa의 진공분

기에서 Table 1에 나타낸 합조건으로 확산 합을 수

행하 다. 유압식 가압장치로 시험편을 가압하 으며, 승

온속도는 7 ℃/min으로 하 고, 합이 완료되면 로냉

하 다. 1단계에서 합된 시험편에 하여 합부의 미

세조직에 미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  합조건을 도출하 다. 2단계에

서는 같은 크기의 재를 100층으로 층한 후 이  

단계에서 도출된 최 조건으로 확산 합을 수행하 다. 

그리고 2단계 합 시험편을 이용하여 인장시험편을 제

작한 후 합부의 기계  물성을 평가하여, 최 합조건

을 검증하 다. 마지막 3단계는 수소스테이션용 PCHE 

Core를 제작하기 한 단계로써, 1,2 단계에서 검증된 

최 합 조건으로 400 × 150 mm크기의 재에 한 

확산 합을 수행하 다. 이후PCHE core에 하여 수

동 GTAW로 헤더를 조립하여 PCHE 제품 제작을 완

료하 다. 완성된 PCHE 제품에 해서는 한국가스안

공사 KGS AC111에 의거하여 1200bar의 수압 하

에서 내압시험을 실시하 다.

  Fig. 1은 1, 2단계 확산 합을 해 사용된 유로가 

에칭된 재 도면을 나타낸 것이며, 재의 양쪽부분에 

직경 1.5 mm의 반원형상의 직선 유로를, 1 mm 간격

으로 에칭 하 으며, 재의 가운데 부분은 인장시편 

채취를 해 유로 에칭을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합부의 미세조직은 1 ㎛까지 미세 연마 후 에탄올 + 

10 % HNO3 + 30 % HCl용액을 사용하여 에칭하

고, 학 미경(OM), 주사 자 미경 (SEM)을 활용

하여 찰하 다. 한 합부 계면 주  결정립의 결정

방 는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을 

Temp.
(℃)

Holding
(min)

Pressure
(MPa)

1 700 90 4

2

800

60 4

3 60 8

4 90 4

6 90 8

7

900

60 4

8 60 8

9 90 4

10 90 8

Table 1 Bonding conditions

A

200

10
0

75

Channel Channel

10

Fig. 1 Channel drawing for 1st and 2nd diffusion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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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측정하 다. 

  합부의 기계  물성은 상온과 -40 ℃에서 3mm/min

의 Strain rate로 인장시험을 통해 평가 고, 시험편

은 ASTM A37에 의거하여 제작하 다. 

3. 결과  고찰

  Fig. 2은 1단계의 10층 합 시험편  900 ℃ × 90 min 

× 8 MPa의 조건으로 합한 시험편의 외 을 보여

다. 일반 으로 시험편 체에 하여 고른 가압력을 

부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에서 미

합 상이 많이 발생하고, 시험편의 면 이 커질수록 

이러한 상이 명확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Fig. 2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본 연구의 모든 시험편에서는 

미 합 상이 찰되지 않는 양호한 외 을 찰할 수 

있었다. 

  합부의 미세조직 찰을 하기 해 모든 1단계 

합시험편을 상으로 Fig. 1의 “A” (10 × 10 × 15 mm)

로 표기된 부분을 채취하 다. 우선 에칭하지 않은 (미

에칭) 상태로 합부내의 결함 발생여부를 학 미경

을 통해 찰하 으며, 그 표 인 찰결과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학 미경 사진에서 왼쪽의 검은 역

은 유로이며,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합부 계면이다. 

모든 조건의 합부를 찰한 결과, 결함이 찰되지 않

는 양호한 합부(No defect)와 화살표로 표기된Spot

성  Line성 (Spot and Line defect) 결함이 찰되

는 합부로 나  수 있었다. 

  합부에서 발생한 2종류의 결함을 SEM/EDS를 통

해 분석한 결과, Spot성 결함은 Ca-Si-Al계 복합 산

화물이며, Line성 결함은 합이 이루어 지지 않은 미

합 계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 특히 Spot 성 결

함과 같은 산화물의 경우, 제거되지 못했던 표면의 오

염물질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 으로 이

러한 산화물은 고온의 진공분 기에서 수행되는 확산

합 도 에 분해된 다음 모재로 고용되어 제거된다고 알

려져 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확산 합부에 존재하는 

산화물성 결함은 미 합 계면과 함께 주요한 균열의 원

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0,11). 따라서 본 연구에도, 합

부에 산화물은 잔류하는 합조건은 산화물이 제거되기 

해 충분하지 못한 합조건인 것으로 단하 으며, 최

조건 선정과정에서 제외하 다 .

  이와 같은 합부에서 찰되는 결함의 발생과 합

조건간의 상 성을 검토하기 해, 모든 합시험편에 

하여 결함율을 측정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결함율

은 Spot성 결함과 Line 성 결함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측정하 다. Fig. 5의 첫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각각의 합 시험편에서 채취된 미세조직 찰

용 시험편에는 총 36개의 합부가 존재 하며, 결함율은 

총 합부 36개  Spot성 결함과 Line성 결함이 존

재하는 합부 개수의 비율로 정의하여 계산하 다. 우

선 결함율에 미치는 유지시간의 향을 검토해 보았다. 

가압력을 4 MPa으로 하여 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지시간이 증가될수록 결함율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가압력 8 MPa의 합부에서도 동일한 거동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함율 감소에 한 유지시간의 효

과는 크지 않았다. 결함률에 미치는 가압력의 향을 

찰하기 해, 4 MPa과 8 MPa의 가압력에서 각각 

800 ℃ × 90 min과 900 ℃ × 90 min으로 합한 시

험편의 결함율을 비교해 보면, 가압력이 증가하면 결함
Fig. 2 Diffusion bonded specimen made at 900 ℃ × 90 min

× 8 MPa (10 layer)

No defect Spot defect Line defect

Joint
Channel

Channel

50 um50 um 50 um50 um 50 um50 um

Fig. 3 Typical microstructures of the joints bonded at 1s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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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지만, 4 MPa과 

8 MPa의 가압력에서 900 ℃ × 60min으로 합한 

시험편들을 비교한 경우에는 가압력이 증가하면 결함율

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합부 결함율

에 미치는 가압력의 향은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

었다. 

  반면에, 합온도가 증가하면 합부의 결함율이 크

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유지시간과 가압

력 조건에서도 동일한 거동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험편 보다 상 으로 작은 크기

의 STS316L 재에 한 확산 합 연구에서 보고된 

내용과 잘 일치한다2). 하지만 합온도를 증가시키는 것

은 합부의 결함제거에는 명확한 효과가 있지만, 온도

가 높을수록 모재와 합부의 기계  물성이 열화되기 

때문에 최 의 합온도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Fig. 6은 800 ℃ × 60 min × 4 MPa 의 조건으로 

합한 합부의 일부 역의 에칭 과 후 미세조직을 비

교 찰한 결과이다. 에칭 의 미세조직 찰결과에서

는 Spot성 결함  Line 성 결함 등의 결함이 찰되

지 않았던 합부 지만, 에칭에 의해 찰되지 않았던 

Boundary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Channel

•Si
•Al

•Ca

(a) (b) (c)

(d) (e)

Channel

•Si
•Al

•Ca

(a) (b) (c)

(d) (e)

Fig. 4 SEM/EDS analysis result on spot and line defects. (a) Optical microstructure of spot defect, (b) SEM image of 
spot defect, (c) EDS result on spot defect, (d) Optical microstructure of line defect and (e) SEM image of lin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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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bonding conditions and defects of the joints. (a) The specimen for investigation of defect ra-
tio, (b) Relationship between bonding temperatures, times and defects of the joints at 4 MPa, (c) Relationship be-
tween bonding temperatures, times and defects of the joints at 8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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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된 문헌에 따르면, 확산 합은 크게 3단계를 거

쳐 완료된다고 알려져 있다6,10). 즉, 첫 번째 단계는 고

온 크리 와 유사한 소성변형의 단계이며, 표면피막의 

괴, 신생면의 노출   면 의 증가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입계이동  Void (미 합부)의 축소과정이

며, 지속 인 입계확산에 의해 void가 소실되는 단계이

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모재 사이의 체확산에 

의해 미 합부가 사라지고, 결정립의 성장이나 재결정이 

일어남과 동시에 서로 하고 있던 양쪽 모재의 결정

립간의 일체화가 일어나게 된 후 확산 합이 최종 으

로 완료된다. 따라서 Fig. 6에서와 같이, 에칭 에 결함

이 찰되지 않았던 합부에서 에칭 후에 찰되는 Boun- 

dary는 하고 있던 양쪽 모재의 결정립간의 일체화

가 완료 되지 않아 존재하는 Boundary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Boundary가 존재하는 합부는 

확산 합 단계에서 볼 때, 마지막 3단계가 완료되지 않

은 상태의 합부 (미일체 결정립)라고 볼 수 있으며, 

충분한 합부의 기계  물성 확보를 해서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단된다. 따라서, 결정립 미일체화에 미

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토해 보았다.

  Fig. 7 는 합부 결함 찰에 사용하 던 미에칭 시

험편들을 에칭하여, 미일체 결정립을 찰한 후 합조

건별로 미일체화율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미일체화

율은 앞서 결함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총 합부 개수 36

 일체화 되지 않은 결정립이 존재하는 합부 개수의 

비율로 정의하여 계산하 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

선 800 ℃ 이하에서는 유지시간과 가압력의 변화에 따

른 미일체화율의 변화가 명확하게 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온도를 900 ℃ 증가시키게 되

면, 유지시간의 향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900 ℃, 4 MPa의 가압력 아래

에서, 유지시간이 60 min에서 90 min으로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미일체화율이 약 75 % 에서 약 18 % 수

으로 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한 결과가 

8 MPa 조건에서도 찰된다. 추가 으로, 900 ℃ × 

90 min 에서 각각 4 MPa과 8 MPa로 합한 합부

의 미일체화율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압력의 증가에 

의해 미일체화율이 감소되지만, 그 정도는 3 % 수 으

Un-etched

Etched

50 um

50 um

Un-etched

Etched

50 um50 um

50 um50 um

Fig. 6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un-etched and the 
etched joint bonded at 800 ℃ × 60 min × 4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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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 between bonding conditions and un- coalesced grains of the joints. (a) The specimen for investigation 
of un-coalesced grains, (b) Rela- tionship between bonding temperatures, times and un-coalesced grains of the 
joints at 4 MPa, (c) Relationship between bonding temperatures, times and un-coalesced grains of the joints at 8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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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압력의 향은 아주 은 것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1.5 mmt 두께의 STS316L 재를 10층

으로 합한 시험편에 한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 결함

율  결정립 미일체화율에 미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

토하 다. 그 결과 합부에서는 산화물로 구성된 Spot

성결함과 Line성 결함이 찰되었으며, 이들 결함의 제

거를 해서는 합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에칭된 시험편에 

한 찰을 통해 합부에 미일체화된 결정립이 존재하

는 것을 발견하 고, 이들에 미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토한 결과, 합온도가 결정립 미일체화 감소에 가장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1단계 합시험의 목 은 합부의 미세

조직 찰을 통해 최  합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며, 지

까지 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최 조건은 900 ℃ 

× 90 min × 8 MPa 이라고 할 수 있다. Fig. 8은 최  

조건으로 도출된 900 ℃ × 90 min × 8 MPa 으로 

합된 합부를 EBSD를 통해 결정방 를 분석한 결과

이며, 심선을 기 으로 부분의 결정립들이 같은 방

를 가지는 하나의 결정립으로 일체화된 것을 찰 할 

수 있다. 

  제 2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도출된 최 조건을 

용하여 동일 크기의 재를 100층으로 층하여 확산

합을 수행하 으며, Fig. 9에 합 시험편의 외 을 

나타내었다. 시험편으 외 을 체 으로 찰한 결과 

뒤틀림과 미 합 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장 시험편

은 유로 에칭을 하지않은 가운데 부 에서 합부에 수

직방향으로 제작하 으며, 각각 3개씩의 시험편을 상온

과 -40 ℃에서 시험하 다. Table 2는 인장시험 결과와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에서 규정한 STS 316L의 상온 인장값을 함께 나타내

었다. 상온 인장특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작된 시험

편의 인장특성은ASME에서 요구하는 STS316L의 인

장특성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온도가 

-40 ℃가 되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각각 약 30 MPa

와 약370 MPa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

히 연신율의 경우 -40 ℃ 에서도 평균50 % 정도 유지

되는 것으로 보아, PCHE의 운  온도인 -40 ℃에서

도 연성 하에 따른 합부의 물성 하는 일어나지 않

을 것으로 상된다.

  Fig. 10은 최 조건으로 합한 인장시험편과 결함율

이 약 6 % 정도 찰되었던 800 ℃ × 90 min × 8 MPa

으로 합한 인장시험편의 시험 후 외   단부 의 

단면 미세조직을 비교, 찰한 결과이다. 최 조건으로 

제작한 인장시험편은 인장방향으로 변형이 상당히 일어

난 후 단 되었으며, 단면 미세조직을 통해서도 동일

한 결과를 찰할 수 있다. 한 단이 일어난 치

( 합부 혹은 모재)를 정확히 찰할 수 없는 것이 특

징이다. 하지만 800 ℃ × 90 min × 8 MPa 에서 

합한 인장시험편은 최 조건의 인장시험편과 달리 단면

수축이 거의 없이 단이 일어난 것이 찰된다. 특히, 

단면 미세조직 찰결과 단면으로부터 수 mm 떨어

진 ‘A’ 부 의 경우, 균열이 시험편의 외부로부터 시작

되어 내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부 에 

한 확  찰결과, 결함으로부터 균열이 시작되어 

합부를 따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이 최

종 으로 일어난 부  한 합부일 것으로 단되었

다. 단, 균열을 야기한 결함의 종류를 규명하기 한 분

석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았다. 

Joint

Fig. 8  EBSD orientation map on the joint bonded at 900 ℃
× 90 min × 8 MPa

Fig. 9 Diffusion bonded specimen made at 900 ℃ × 90 min 
× 8 MPa (100 layer)

Temp. YS(MPa) TS(MPa) EL(%)

RT

212 532 67

204 546 76

213 543 70

-40℃ 
248 927 51
246 930 52
246 916 48

ASTM Req. (RT) 170 475 40

Table 2 Tensile property of the joint bonded at optimum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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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합시험편 한 물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 합조건으로 PCHE 제작이 가능할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PCHE 제품 제작을 해서는 우선, Core 

제작(3단계 합)이 필요하다. PCHE Core제작을 

해서 두산 공업이 독자 으로 설계한 유로를 에칭 한 

400×150×1.5 mm크기의 STS316L 재 100여장이 

소요되었다. Fig. 11은 본 연구에서 제작된 PCHE core

를 보여주며, 외  찰결과 뒤틀림이나 미 합된 부

는 찰되지 않았다. 이후 STS316로 제작한 헤더를 

수동 GTAW를 통해 조립하여 제품을 완성하 다. 완

성된 수소스테이션용 PCHE 제품은 Fig. 12에 나타내

었으며, H2의 입출구와 냉매의 입출구를 외 사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국가스안 공사 내압시험 규정 (KGS AC111)에 

의하면 내압시험은 일반 으로 수압시험으로 평가하여

야 하고, 부가되는 압력은 설계 압력의 1.2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작된 PCHE 제품은 설계

압력 990 bar의 약 1.2배인 1200 bar에서 수압시험

을 실시하여 제품의 내압특성을 검증하 다. 그 결과 

Fig.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약 1200 bar

의 압력에서 구조  건 성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열교

환 성능 검증 후 수소스테이션에 용 할 수 있을 것으

로 단하 다. 

Fracture surface
Fracture surface

(a)

(b)

A

200 um200 um

1 um1 um 200 um200 um

1 um1 um

Fig. 10 Tensile specimens and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around fracture after the test. Tensile specimen 
bonded 900 ℃ × 90 min × 8 MPa after the test and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 around fracture, (b) Tensile 
specimen bonded 800 ℃ × 90 min × 8 MPa after the test and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 around fracture

Fig. 11 PCHE Core bonded at optimum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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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수소스테이션용 PCHE형 Compact열교환

기를 개발하기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 으

로 하 다. 합부의 결함 형성  기계  물성에 미치

는 합조건의 향에 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최

합조건으로 수소스테이션용 PCHE 제품을 제작하여 평

가하 으며, 주요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미에칭 시험편에 한 찰을 통해, 합부에는 산화

물로 구성된 Spot성 결함  미 합부인 Line성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에칭에 의해 나타난 합

부의 Boundary는 미일체화된 결정립계인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함율과 결정립 미일체화율의 변화에 미

치는 합조건의 향을 검토한 결과, 유지시간과 합

온도의 증가에 의해 결함율과 미일체화율은 감소하 고 

특히 합온도 증가에 의해 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압력 증가의 향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2) 합부의 결함  미일체화 결정립 형성에 한 

합조건의 향을 검토하여, 900 ℃ × 90 min × 8 MPa

을 최 조건으로 도출하 다. 도출된 최 조건으로 제

작된 합부에 한 상온  -40 ℃ 인장시험을 수행

하여 합부의 기계  물성을 평가하 으며, ASME에

서 규정하는 STS316L에 하여 요구하는 물성을 크게 

넘어서는 기계  물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40 ℃에서도 50 % 정도의 연신율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3) 기계  물성이 확인된 최 조건으로 수소스테이션용 

PCHE Core를 제작하 으며, 헤더의 경우 수동 GTAW

로 조립하 다. 완성된 PCHE 제품은 규정에 의거하여

1200 bar의 수압시험을 통해 열교환기의 구조건 성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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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Because of the easy access to the root region with a 
narrow gap, the self-shielded flux cored arc welding1) 
(FCAW-S) process is often used in root welding. 
However, as stresses are concentrated at the root region,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hydrogen cracking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process is used in root 
welding. To prevent hydrogen cracking, diffusible hy-
drogen content in the weld metal should be mini-
mized2). Fluorides such as calcium fluoride (CaF2) have 
been used as one of the main flux ingredients in FCAW- 
S wires to minimize the contamination of molten metal 
by air and hydrogen. It has been reported3,4) that the flu-
orine produced by the dissociation of the fluoride added 
reduces the hydrogen partial pressure in the air and re-
acts with the hydrogen to form hydrogen fluoride (HF), 
which is insoluble in the molten metal. Several research 

works have been carried out to find more effective fluo-
rides in various welding processes. Matsushita and Liu5) 
demonstrated that the replacement of CaF2 with KF, 
MnF3, and K3AlF6 in flux cored arc welding (FCAW) 
wires resulted in less diffusible hydrogen content in 
weld metals. Similar observations have also been re-
ported in shielded metal arc welding (SMAW). Du 
Plessis et al6) reported that a 20% substitution of CaF2 
with NaF in the electrode resulted in approximately a 
25% decrease in hydrogen. It has also been reported7-9) 
that the slag basicity, which is dependent on the flux 
formulation, influences the diffusible hydrogen content 
in the weld metal. Tsuboi and Terashima7,8) examined 
the hydrogen content in weld metals in submerged arc 
welding (SAW) by altering the slag basicity, and ob-
served that the hydrogen content decreased with an in-
crease of slag basicity. Bang et al.9) reported a similar 
effect of slag basicity on the hydrogen content in 
FC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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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effect on the hydrogen content, flux 
ingredients, especially fluorides, also influence the op-
erating behavior in welding processes. It is known10) 
that the addition of fluorides in SMAW electrodes re-
sults in a harsh arc and a more convex bead shape, and 
produces higher levels of spatter. Compared to the 
works on the effect of fluorides on the hydrogen con-
tent, research on the effect on the operating behavior, 
especially in FCAW-S, have seldom been performed. In 
this work, various fluorides, CaF2, K2SiF6, NaF, and LiF 
were added to FCAW-S wires and their effects both on 
the hydrogen content in the weld metal and on the oper-
ating behavior were compared.

2. Experiments

  Four experimental FCAW-S wires (1.6 mm in diame-
ter), equivalent to AWS E81T1-K2, with different alka-
line or alkaline earth fluorides, CaF2, K2SiF6, NaF, and 
LiF, were fabricated, utilizing raw materials typically 
used in the commercial production of FCAW-S wires. 
The amount of each fluoride added to the flux was 10 
wt. %. Except for the fluorides, the amounts of all other 
flux ingredients, such as calcite (CaCO3), dolomite 
(CaCO3·MgCO3), lithium silicate (Li2O·SiO2), and iron 
powder were the same in all wires.
  The diffusible hydrogen content in the weld metals 
was determined according to AWS A4.3-8611). The test 
specimens were assembled in a copper welding fixture 
and welded. The welding parameters were maintained 
at 220A-23V-18cm/min. After measuring the amount of 
weld metal hydrogen, the values were corrected for the 
standard temperature, atmospheric pressure, and humid-
ity conditions. The values were reported in terms of 
100g deposited metals.
  The effects of the fluorides on the arc stability and 
spatter generation were also investigated. Three bead-on- 
plate welds of 300 mm in length each were prepared us-
ing the same welding parameters in a copper chamber 
and the spatters generated during welding were col-
lected and weighed after separating them from the slag 
particles magnetically. The spattering ratio, which is the 
ratio between the weight of the spatters and the weight 
of the deposited metal, was used as an indication of the 
arc stability. Spatters collected were also classified to 
determine size distribution. During welding, the arc 
voltage and current signals were also monitored using a 
high-speed data acquisition system with a 5 kHz data 
sampling frequency. The standard deviations of the arc 
voltage were calculated and used as an indication of the 
arc stability. After welding, the welds were sectioned in 
the transverse direction to the welding and the profiles 
of the weld beads were observed.

3. Results and Discussion

  Table 1 shows the result of the determination of diffu-
sible hydrogen content in the weld metals. The diffu-
sible hydrogen content of weld metal A, which was pro-
duced from the wire with CaF2, was 14 mL/100 g. Weld 
metals B, C, and D that were produced from the wires 
with K2SiF6, NaF, and LiF showed diffusible hydrogen 
contents of 9.68, 8.9, and 9.39 mL/100 g,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K2SiF6, NaF, and LiF are more effec-
tive in reducing diffusible hydrogen content than CaF2 

in FCAW-S. As explained in the introduction, it has 
been reported that K2SiF6 and NaF are more effective in 
reducing hydrogen content than CaF2 in FCAW5) and 
SMAW6). In addition to the two fluorides, LiF was shown 
to be more effective than CaF2 in this experiment.
  In the previous work5), it was claimed that the reason 
for the reduced hydrogen content by K2SiF6 and NaF in 
the weld metals was their easier vaporization and active 
reactions with hydrogen in the arc. Thermodynamic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at LiF ha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ose of K2SiF6 and NaF. The 
equilibrium constant of the vaporization reaction of LiF 
was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that of CaF2. Fig. 1 
shows the result of this comparison. The result for NaF 
is also included in the figure for comparison. The Fig. 1 
shows that the equilibrium constant of the vaporization 

Weld 
metal Diffusible hydrogen content(mL/100g)

A 14.21 13.28 14.52 14 (14)*
B 9.56 9.92 9.47 9.75 (9.68)
C 9.78 8.28 8.64 8.89 (8.9)
D 9.67 9.56 9.18 9.16 (9.39)

*average value in pare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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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quilibrium constants of vaporization reactions 
of fluorides

Table 1 Diffusible hydrogen contents in weld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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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of LiF is much higher than that of CaF2, in-
dicating that LiF is vaporized more easily to form gas-
eous LiF than CaF2. After vaporization, the gaseous LiF 
tends to react with hydrogen to form HF. The equili-
brium constant of the reaction between gaseous LiF and 
hydrogen to form HF was also calculated. As hydrogen 
presents as a diatomic or monatomic form in the arc, 
depending on the arc temperature, the following two re-
actions should be considered.

  2LiF (g) + H2 (g) = 2HF (g) + 2Li (g)  (1)

       

  LiF (g) + H (g) = HF (g) + Li (g)        (2)

       

  Fig. 2 shows the results of these reactions. Irrespective 
of the hydrogen form, the values for the reactions be-
tween gaseous LiF and hydrogen are greater than those 
for the reactions between gaseous CaF2 and hydrogen.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in addition to NaF and 
K2SiF6, LiF is also more effective than CaF2 in FCAW- 
S because of its easier vaporization and active reaction 
with the hydrogen to form in the to form HF in the arc. 

  As fluorides also act as slag formers, in addition to the 
effects on vaporization and reaction with the hydrogen, 
the effects of fluoride on slag basicity should also be 
considered. It is known that hydrogen content in molten  
metal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water vapor sol-
ubility, i.e. the hydroxyl capacity, in the slag. According 
to Ban-ya et al.12), when basic slag is formed, the hy-
droxyl capacity in the slag tends to increase, resulting in 
reduced hydrogen content in the molten metal. To in-
vestigate the effect of slag basicity on the hydrogen 
content in the weld metal in this experiment, the chem-
ical composition of the slag in each weld metal was de-
termined and the basicity was calculated using the 
equation proposed by Tuliani et al.13). Table 2 shows the 
chemical compositions and basicities of slags in all 
weld metals. All weld metals have basic slags with ba-
sicity ranging from 1.92 to 2.53. Fig. 3 shows the rela-
tionship between the slag basicity and hydrogen content 
in the weld metal. Hydrogen content varied little or 
even increased with an increase of basicity. This in-
dicates that, even if different slag basicities are pro-
duced in this experiment, hydrogen content in the weld 
metals is not influenced by the slag basicity. Because 
external shielding gas is not used in FCAW-S, a large 
amount of gas generation ingredients such as calcium 
carbonate is added in the FCAW-S wire, producing a 
large amount of gas. Under this circumstance, it i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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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quilibrium constants of reactions between gas-
eous fluorides and hydrogen to form HF

Weld
metal CaF2 CaO Na2O MgO Al2O3 SiO2 K2O TiO2 MnO FeO ZrO2 BaO Li2O Basicity*

A 8.00 16.21 0.32 24.41 40.76 0.86 0.05 0.95 0.37 4.81 1.95 0.17 5.64 2.53

B 5.08 7.00 0.15 26.15 42.40 2.50 0.43 1.59 0.59 11.26 1.96 0.05 4.24 1.92

C 7.30 3.60 3.09 26.95 42.16 1.20 0.05 1.32 0.84 9.21 1.69 0.06 5.58 2.17

D 9.12 4.07 0.31 25.85 40.81 0.86 0.05 1.03 0.57 8.35 1.82 0.08 11.95 2.46

*Basicity = {CaO + MgO + CaF2 + Na2O + K2O + (MnO + FeO) + BaO + Li2O + SrO}/{SiO2 + (Al2O3 +TiO2 + ZrO2}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slags (w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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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slag basicity and diffusible 
hydrogen content in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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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ved that the small variation of slag basicity, 1.92- 
2.53, observed in this experiment has little influence on 
the hydrogen content in the weld metals. 
  Arc stability was examined by observing the change in 
arc voltage and by measuring the amount of spattering. 
In general, an unstable arc leads to a larger amount of 
spattering. As explained in the experimental proce-
dures, the electrical arc signals were monitored using a 
high-speed data acquisition system and the amount and 
size distribution of spatters collected were determined. 
It showed that, compared to the arc voltage trace from 
the wire with CaF2, traces from the other wires are quite 

erratic. Fig. 4 shows typical arc voltage traces from the 
wires with CaF2 and LiF as examples. The standard de-
viation of arc voltage in all wires was determined. 
While the standard deviation of arc voltage was 2.74 V 
for the wire with CaF2, it was 5.86, 6.45, and 6.33 V for 
the wires with K2SiF6, NaF, and LiF, respectively. Fig. 5 
compares the spattering ratios among wires. In compar-
ison to 16.97 % for the wire with CaF2, it was 39.58, 
38.24, and 57.28 % for the wires with K2SiF6, NaF, and 
LiF,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ires with 
K2SiF6, NaF, and LiF give a more aggressive and vio-
lent arc, and thus result in a larger amount of the spat-
tering than the wire with CaF2. 
  A high-speed camera was operated to observe the 
droplet formation during welding. It showed that drop-
lets in all wires are suspended outside the axis of the 
wire. However, the droplets in the wires with K2SiF6, 
NaF, and LiF were larger than the droplet in the wire 
with CaF2. Fig. 6 compares the droplets in the wires 
with CaF2 and LiF as examples. According to Killing14), 
this type of droplet formation in FCAW-S may result 
from gas formation from the wire. He explained that if 
vigorous gas formation is produced from the wire, a gas 
cushion is formed below the droplet which supports the 
droplet and prevents its detachment. In this circum-
stance, the droplet increases in size and turns around the 
wire probably due to the turbulence of the gas generated. 
This concurs with the above thermodynamic analysis, 
in which K2SiF6, NaF, and LiF are shown to be va-
porized more easily than CaF2. It is believed that ex-
cessive volumes of vaporized gas in the wires with 
K2SiF6, NaF, and LiF hinder droplet detachment and 
lead to droplets of larger size. This argument can be 
supported by the measurements of the size distribution 
of the spatters. Fig. 7 compares the size distribution of 
spatters between the wire with CaF2 and the wire with 
LiF. While the proportion of spatters that are larger than 
1.0 mm was about 90 % in the wire with LiF,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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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60 % in the wire with CaF2. 
  The surface finish and profile of the weld beads were 
also observed. The wire with CaF2 produced beads that 
were smooth in appearance with a uniform bead width 
and height. However, other wires produced beads with 
somewhat rough and irregular surfaces having a slightly 
inconsistent bead height and width. Moreover, some in-
stances showed poorly crowned beads and undercutting, 
indicating a lack of fluidity. Fig. 8 compares the cross 
sections of beads from the wires with CaF2 and LiF. 
The edges of the beads produced by the wire with CaF2 
flowed smoothly into the base plate at a low angle of 
contact. However, the bead produced by the wire with 
LiF shows a crowned bead because of low fluidity. By 
varying the arc voltage and current, the operating win-
dow for each wire was established and compared. The 
window was bound by conditions which produce poor 
weld quality, viz lack of penetration, excessive bead 
width, excessive bead height, and undercutting. It 
showed that wires with K2SiF6, NaF, and LiF have a 
smaller window than the wire with CaF2. The wire with 
NaF has the smallest window. Fig. 9 compares the win-
dows between the wire with CaF2 and the wire with 
NaF. It indicates that the wire with NaF has restricted 
current and voltage ranges within which they can oper-
ate satisfactorily. 

4. Conclusion

  Various fluorides, CaF2, K2SiF6, NaF, and LiF were 
added to FCAW-S wires and their effects both on the 
diffusible hydrogen content in the weld metal and on 
the operating behavior were compared. The important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Because of easier vaporization and active reactions 
with hydrogen in the arc, K2SiF6, NaF, and LiF were 
more effective than CaF2 in reducing hydrogen content.
  2) Even if slag basicity was varied from 1.92 to 2.53 
depending on the fluoride added, no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slag basicity and the hydrogen 
content in the weld metals, suggesting that a small var-
iation of slag basicity has little influence on the hy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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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content in FCAW-S, which generates a large amount 
of gas.
  3) Wires with K2SiF6, NaF, and LiF gave a more ag-
gressive and violent arc, and resulted in a larger amount 
of spattering, especially large size spatters, than the 
wire with CaF2. It is believed that excessive volumes of 
vaporized gas in the wires with K2SiF6, NaF, and LiF 
hinder droplet detachment and lead to droplets of larger 
size.
  4) The wires with K2SiF6, NaF, and LiF produced some-
what rough and irregular surfaces, having a slightly in-
consistent bead height and width, resulting in restricted 
current and voltage ranges within which they can oper-
ate satisfacto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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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유엔기후변화 약(COP21) 등 국제환경규제의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서는 배기가스 배

출의 감소를 해 경량화와 친환경 자동차로 응하고 

있다. 차체의 경량화를 통한 연비 향상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내연기  자동차를 기차로 체하려

면 충분한 주행거리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추가 인 

경량화가 필요하다1,2).

  이에 따라, 비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합

이 경량 소재로 각 받고 있다. 알루미늄 합 이 차량

에 용되기 해서는 성형성이 우수하면서도 높은 강

도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6000계

열 합 이 body structure와 outer panel  inner 

panel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임 등 복잡한 

알루미늄 합금 AA6061-T6와 Silafont-36의 이종금속 

레이저 용접부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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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dissimilar weld metals between AA6061-T6 and Silafont-36 by laser welding were 
evaluated in terms of bead shape, microstructure, EDS analysis, hardness, and tensile strength. Laser power 
of 3.0, 3.5, 4.0kW and incident angle of 15, 20° were employed to make dissimilar weld metals. Bead shape
of weld metal with 3.5kW, 15° was most stable. Microstructure of dissimilar weld metals consisted of col-
umnar dendrite in area adjacent to fusion line and equiaxed dendrite in center of weld metal. Also, Mg2Si 
and α-AlFeMnSi were precipitated in weld metal. Microstructure in HAZ of Silafont-36 consisted of eutec-
tic Al-Si, Mg2Si, and β-Al5FeSi. Si contents of weld metal made with 4.0kW, 15° were very high. And Mg 
contents of weld metals were relatively low because of vaporation of Mg. Hardness of weld metal made with 
4.0kW, 15° was very high because Si contents of that were high. In tensile test, Specimens were fractured in 
Silafont-36 or weld metals. The fracture in base metals was due to low tensile strength of Silafont-36, and 
the fracture in weld metals was due to undercut or porosity.

Key Words : AA6061, Silafont-36, Dissimilar weld, Laser welding, Mg2Si

ISSN 2466-2232
Online ISSN 2466-2100



․신태우․장복수․김상호․고건호․김태 ․고진  

512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5, No. 5, 2017

72

형상이 요구되는 부품에는 다이캐스 용 알루미늄 합

이 사용되고 있다3-5).

  6000계열 알루미늄 합 은 Al에 Mg과 Si이 함유된 

합 으로 주로 용체화 처리 후 시효처리를 통해 강화시

키는 열처리형 합 이다. 그러나 용  시 석출물이 고

용되어 열처리 효과가 풀리며, 열 향부에서 과시효 

역이 형성되어 연화가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6-8).

  다이캐스 용 합   Silafont는 Al-Si계 합 에 

Mg  Mn이 첨가된 합 으로 우수한 용 성  가공

성과 함께 주조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 사

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계  성질을 개선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11).
  알루미늄 합 의 용 범주가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차체 용  공정에서 알루미늄 합 의 용  비 이 

증가하고 있으나, 용  시 기공  균열 등 결함이 발

생하기 쉽기 때문에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임류의 차체에 주로 6000계열과 다이캐스 용 합

을 용하기 때문에 두 합 의 합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으나, 6000계열과 Al-Si계 합  사이의 이종 속 

용 에 한 연구가 미비하여 이종 속 용 부의 성능

에 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차체 용 은 주로 스폿 용 을 이용하 지만 

알루미늄은 열 도도  기 도도가 높을 뿐만 아니

라 표면에 알루미늄 산화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스폿 용

을 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

부 자동차 회사에서는 알루미늄 합 에 이  용 을 

용시키고 있으나 알루미늄은 이 에 한 흡수율이 

낮아 반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의 손상이 발생하기

도 한다. 그 기 때문에 각도를 주고 빔을 조사해야 하

며, 출력이 과다할 경우 Mg 등 기화 이 낮은 원소로 

인해 기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조건으로 용 해

야 한다12-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A6061-T6와 Silafont-36

을 Fiber 이  용 을 실시한 후 이  출력  빔 

각도에 따른 이종 속 용 부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고 

기계  특성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모재는 80(L)×100(W)×3(T)mm

의 알루미늄 합 인 AA6061-T6와 Silafont-36 합

으로 Table 1에 모재의 화학  조성을 나타내었다. 용

은 이  장이 1070nm이며, Fiber 직경이 200㎛

인 6kW 의 Fiber 이  용 기를 이용하 고, Cu

로 제작된 백킹재를 사용하여 맞 기 용 하 다. 용  

조건은 이  출력을 3.0, 3.5 4.0kW, 빔 조사각을 

15°, 20°로 하여 14mm/s 속도와 0mm의 거리로 

용 하 고, 보호가스는 10L/min의 유량으로 Ar가스

를 공 하 다. 용  모식도와 용  조건은 각각 Fig. 1

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미세조직 찰은 시편을 정 연마 후 Modified Keller 

용액을 이용하여 에칭한 후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찰하 고,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

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하 다.

  기계  특성은 인장강도와 경도를 평가하 으며, 인

장 시험은 KS B 0801의 13B호 시편으로 제작한 후 

만능 인장 시험기로 수행하 으며 SEM으로 단면을 

찰하 다. 경도시험은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기 하  

Si Fe Cu Mn Mg Cr Zn Ti Other Al

AA6061-T6 0.616 0.388 0.255 0.045 1.027 0.193 0.008 0.044 - Bal.

Silafont-36 11.2 0.13 0.03 0.67 0.19 - 0.07 0.13 Sr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s(wt%)

Power
(kW)

Incident 
angle(°)

Speed
(mm/s)

Defocusing 
distance(mm)

Shielding 
gas

3.0
15

14 0 Ar
(10L/min)

20

3.5
15

20

4.0
15

20

Table 2 Laser welding conditions

Backing plate

Base metal

Welding direction

Laser beam

Incident
angleGas 

nozzle

Fig. 1 Schematic diagram of lase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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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f로 두께 방향의 심에서 수평 방향으로 측정하 다.

3. 결과  토의

3.1 비드 형상

  Fig. 2는 이  출력  빔 조사각에 따른 이종 속 

용 부의 단면 사진이다. 빔 조사각이 15°에서 3.5kW

와 4.0kW의 출력으로 용 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용 부에서 언더컷이 발생하 으며, 빔 조사각이 20°로 

용 된 경우에는 언더컷이 모두 발생하 다. 이는 3~ 

4kW의 출력으로 용  시 빔 조사각을 20°로 할 경우 

높은 빔 조사각으로 인해 용 이 진행 인 역과 이

미 용융된 역의 용탕이 혼합되면서 비드가 안정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 4.0kW로 용 한 경

우 출력이 과다하여 표면 비드의 함몰이 발생하 다. 

비드 폭은 출력이 0.5kW 증가할 때마다 1.0~1.5mm 

사이로 증가하 고, 빔 조사각에 따른 차이는 비교  

었다.

3.2 미세조직

  Fig. 3은 용착 속(Weld Metal, WM)과 AA 6061- 

T6  Silafont-36의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에서의 미세조직이다. Fig. 3(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A6061-T6의 열 향부에서는 검은 입자로 보

이는 Mg2Si가 존재하 고, 열 향부에 인 한 용착

속에서는 주상정의 조직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3(b)는 용착 속의 앙에서 찰한 미세조직

으로 등축정의 조직이 형성되었으며, 고배율로 확인하

기 해 SEM으로 찰한 결과 Fig. 4(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공정 Si이 형성되었으며, Mg2Si와 α- 

AlFeMnSi의 화합물이 생성되었다. 특히, 알루미늄 합

에서 Mg2Si는 함량에 따라 용 부의 고온 균열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  시 Mg2Si의 함량이 균열 

감수성이 높은 역을 피할 수 있도록 Mg와 Si의 함량

을 고려하여야 한다6). 한, Silafont-36의 열 향부를 

나타낸 Fig. 3(c)에서는 모재에 Si 입자가 있었으나, 열

향부에서 Al-Si의 공정상이 생성되었다. Silafont- 

36의 열 향부도 SEM으로 미세조직을 찰하 는데, 

Fig. 4(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g2Si와 α-AlFeMnSi 

화합물이 존재하 고 특히, Silafont-36에서 형성되는 

화합물 에서 취성이 강한 Needle 형상의 β-Al5FeSi

가 형성되었다10).

3.3 EDS 성분 분석

  Fig. 5는 이종 속 용 부에서 Mg와 Si의 EDS 

Mapping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Si는 AA6061-T6와 

용착 속, 그리고 Silafont-36에서 함량의 차이가 크

기 때문에 Mapping 결과에서 치에 따라 뚜렷하게 

Incident 
angle

Power
15° 20°

3.0kW

(a)

AA6061-T6 Silafont-36AA6061-T6 Silafont-36

(b)

AA6061-T6 Silafont-36AA6061-T6 Silafont-36

Bead width 5.36mm 5.01mm

3.5kW

(c)

AA6061-T6 Silafont-36AA6061-T6 Silafont-36

(d)

AA6061-T6 Silafont-36AA6061-T6 Silafont-36

Bead width 6.65mm 6.52mm

4.0kW

(e)

AA6061-T6 Silafont-36AA6061-T6 Silafont-36

(f)

AA6061-T6 Silafont-36AA6061-T6 Silafont-36

Bead width 8.10mm 8.00mm

Fig. 2 Bead shapes of weld metals with different laser 
power and incident angle

AA6061-T6

WM
(a)

Mg2Si

20㎛

(b)

20㎛

(C)

WM

Silafont-36

Eutectic Al-Si
Si particle

Mg2Si

20㎛

Fig. 3 Microstructures of specimen welded with 3.5kW, 15°. (a) HAZ adjacent to AA6061-T6, (b) Weld metal, (c) HAZ
adjacent to Silafont-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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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었지만, Mg 함량은 두 합  모두 소량이 함유되

어 있기 때문에 EDS Mapping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용 조건 별로 측정한 용 부의 원소 함량  Si 

함량을 Fig. 6(a)에 나타내었고, Mg 함량을 Fig. 6(b)

에 나타내었다. 빔 조사각이 15°에서 4.0kW로 용 하

을 때, Si 함량이 격하게 증가하 는데, 이는 융

이 AA6061-T6보다 낮은 Silafont-36의 용융량이 많아

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 3.5kW와 4.0kW에서 

용 을 하 을 때, Mg 함량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화 이 낮은 Mg이 높은 이  출력

으로 인해 일부 기화한 것으로 사료되며, Mg의 기화는 

용 부에서 기공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12).

3.4 경도 시험

  Fig. 7은 두께의 심부에서 수평 방향으로 측정한 경

도 분포를 나타낸 그래 로 용착 속의 평균 경도와 

AA6061-T6 모재의 경도가 비슷하 다. 이는, 용 으

로 인해 AA6061-T6의 석출물이 고용되었으나 Fig. 6

에서 확인한 것처럼 Silafont-36에서 Si이 다량 혼합

되었기 때문이다. 한, 3.0kW와 3.5kW의 출력에서

는 용착 속의 경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4.0kW에서

는 경도가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Fig. 

6에서 확인한 것처럼 출력이 4.0kW로 용 된 경우 다

른 조건에 비해 Si 함량이 많기 때문이다15).

  그리고 AA6061-T6의 열 향부에서 경도가 격하

게 감소하 는데 이는 AA6061-T6의 용  시 주로 나

타나는 상으로 T6 열처리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

다. 열처리형 알루미늄 합 은 아크 용  시에는 일반

으로 열 향부가 부분 용해 역, 고용 역, 연화 

역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용  시 빠

른 냉각속도로 연화 역은 거의 생성되지 않고, 고용 

역에서 경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ilafont- 

36의 열 향부에서는 Fig. 3(c)와 Fig. 4(b)에서 확

WM

AA6061-T6 Silafont-36

WM

Fig. 5 EDS maps of weld metal with 3.5kW, 15°

Mg2Si

α-AlFeMnSi

(a)

(b)

α-AlFeMnSi

Mg2Si

Β-Al5FeSi

Mg2Si

α-AlFeMnSi

(a)

(b)

α-AlFeMnSi

Mg2Si

Β-Al5FeSi

Fig. 4 SEM image of specimen welded with 3.5kW, 15° 
(a) Weld metal, (b) HAZ adjacent to Silafont-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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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 and Mg content of weld metals with different 
laser power and incident angle



알루미늄 합  AA6061-T6와 Silafont-36의 이종 속 이  용 부 특성에 한 연구

한용 ․ 합학회지 제35권 제5호, 2017년 10월     515

75

인한 것처럼 Al-Si의 공정상과 일부 화합물이 형성되었

으나, 형성된 역이 어 경도에 큰 변화가 없이 모재

의 경도를 유지하다 용착 속에서 격하게 증가하 다16).

3.5 인장 시험

  Fig. 8은 이  출력과 빔 조사각에 따라 단된 인

장 시험편과 SEM으로 찰한 단면을 나타낸 것이

다. 20°에서 3.0kW로 용 한 시험편과 15°에서 3.5, 

4.0kW로 용 한 시험편은 Silafont-36에서 단되었

으나, 나머지 언더컷이 발생한 조건으로 용 한 경우에

는 용 부에서 단되었다. Fig. 2에서 확인한 것처럼 

20°에서 3.0kW로 용 한 시편에서도 언더컷이 발생하

으나 Silafont-36이 낮은 인장 강도를 갖기 때문에 

모재에서 단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 기존에 6000

계열 알루미늅 합 의 용 부에 한 연구에서는 주로 열

향부  연화가 크게 발생하는 과시효 역에서 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7,16), Fig. 7에서 확인

한 것처럼 과시효 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AA6061-T6의 모재에서는 단이 발생하지 않았다.

  인장시험 단면을 SEM으로 찰한 결과, 모재에서 

단된 시편에서는 주로 연성 괴가 찰되었으나 용

부에서 단된 시편에서는 취성 괴가 찰되었다. 한,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0kW, 15°와 4.0kW, 

20°에서 용 된 시험편의 단면에서는 용  시 형성된 

기공이 존재하 는데, 용 부의 단에 향을 끼친 것

으로 사료된다.

Incident
angle

Power

15° 20°

Fractured specimen SEM fractography Fractured specimen SEM fractography

3.0kW

Tensile strength 197.95MPa 197.46MPa

3.5kW

Tensile strength 199.86MPa 197.23MPa

4.0kW

Tensile strength 199.29MPa 193.61MPa

Fig. 8 Fractured image of tensile specimen and tensile strength with different laser power and inciden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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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A6061-T6와 Silafont-36을 출력 

3.0, 3.5, 4.0kW, 빔 조사각 15°, 20°에서 14mm/s의 

용  속도로 Ar 가스를 공 하면서 이  용 을 실

시하 다. 이종 속 용 부의 특성을 조사하기 해 비

드 형상, 미세조직 찰, 성분 분석, 인장시험  경도

시험을 실시하 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빔 조사각이 15°에서 출력을 3.5kW와 4.0kW의 

출력으로 용 한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용 부에서 언

더컷이 발생하 으며, 4.0kW로 용 한 시편에서는 표

면 비드의 함몰이 발생하 다.

  2) AA6061-T6의 용 선에 인 한 용착 속에서는 

주상정의 조직이 형성되었고, 용 부의 앙에서는 등

축정의 조직이 형성되었으며, 용착 속 내에 Mg2Si와 

α-AlFeMnSi 화합물이 형성되었다. 한, Silafont-36 

의 열 향부에서도 Mg2Si와 α-AlFeMnSi 화합물이 존

재하 고, 취성이 강한 Needle 형상의 β-Al5FeSi가 

형성되었다.

  3) 성분분석 결과, 4.0kW의 출력으로 용 한 용착 

속에서 Si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Silafont-36의 용융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한, 3.5kW이상의 출력에서 용 하 을 때, 용

착 속 내 Mg 함량이 비교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높은 출력으로 인해 기화 이 낮은 Mg이 증발한 것

으로 사료된다.

  4) 용착 속의 경도는 AA6061-T6의 모재 경도와 비

슷하거나 높았으며, 이는 Silafont-36으로부터 Si이 

다량 함유되었기 때문이다. 한, 4.0kW의 출력으로 15°

에서 용 된 경우 Si 함량이 많기 때문에 다소 높은 경

도를 가졌다. 

  5) 인장시험 결과, 3.0kW로 20°에서 용 한 경우와 

3.5kW와 4.0kW로 15°에서 용 한 경우 모재인 Silafont- 

36에서 단되었으며, 나머지 언더컷이 발생한 조건으로 

용 한 경우 용 부에서 단되었다. 한, AA6061-T6

에서 과시효 역이 거의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AA6061- 

T6의 열 향부에서는 단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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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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을 사용한 일렉트로슬래그 클래딩에서 

용착거동에 미치는 용접공정변수의 영향 -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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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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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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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ipm 10 ipm 15 ipm 20 i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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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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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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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연령별 종신회원 가입 회비 할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있

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7년 8월 1일부터 

•  정회원, 종신회원 회비 인상 안내   

   

구분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2017년도 40,000원 400,000원 20,000원

2018년도 50,000원 500,000원 20,000원

•  종신회원 회비 할인제도 안내                                                     (단위, 천원)

  

나이

(만)

종신회원 회비 할인 나이

(만)

종신회원 회비 할인

2017년 2018년 2017년도 2018년도

40세 이하 400 500 48세 240 300

41세 380 475 49세 220 275

42세 360 450 50세 200 250

43세 340 425 51세 180 225

44세 320 400 52세 160 200

45세 300 375 53세 140 175

46세 280 350 54세 이상 120 150

47세 260 325

   ※ 종신회원 가입 후 회비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납부도 가능하오니, 학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우리은행 025-079710-01-001, 대한용접접합학회

    카드결제 : 홈페이지(www.kwjs.or.kr ➞ 온라인 결제 ➞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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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7년 7월 14일(금) 16:00-18:00

• 장  소 : 서울역 회의실 KTX     

• 참석자 : 박주용, 장웅성, 백응률, 김재웅, 박영환, 김명현, 장경호, 최 광, 홍원식, 강남현, 박태원, 이목영, 박현성  

• 위  임 : 조정호, 기형선, 김성욱, 이해우, 최해운, 홍현욱, 김용덕, 박정웅, 신상범, 정홍철, 황동수, 문형순, 안규백, 

한명수, 남성길, 박철규, 조영태

 주요 안건보고 

1. 신규 가입 회원이 회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이사가 마련하여 회장단에서 논의하 기로 함

2. 2017 과총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2017년도 재료분야 논문상 수상자인 천은준 박사 선정됨 

3. 2017 정규 학회상 및 기금에 기반한 학회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공지함 

4. 2017 과총 학술활동지원사업비로 3,401만원을 지원 받음 (IWJC, 학술지발간, 학술대회 개최) 

5. 2017 올해의 기계기술 추천은 이사, 위원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기로 함 

6. IWJC 2017 특별예산이 포함된 예산과 분리된 예산으로 각각의 재무보고를 함  

7. 2017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계획 : 2017. 11. 30(목) - 12. 1(금), 엑스코 (대구컨벤션센터)

   1) 발표논문 신청서 접수 마감 : 2017. 10. 16(월)

   2) 발표논문 제출 마감 : 2017. 11. 1(수)

   3) 특별세션 운영 : 나석주 전임회장 정년퇴임, 연구위원회, KWJS Fellow Meeting

8. 2017 학술위원회 워크샵을 7, 8월 중에 1박 2일로 개최할 예정임  

9. 학술지 발간 및 편집관련 업무

   1) 외국인 논문투고 증가로 인한 학술지 인용지수 향상에 영향이 있음  

   2) 2017 과총 학술평가에 83점 획득하고 1,053만원 지원금을 배정받음

   3)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과편협)에 회원으로 가입할 예정임

   4) 연구재단(KCI) 2016년도 학술지 인용지수 0.38 획득, JWJ 학술지 인용에 협조를 요청함

   5) 학술지 DOI 부여 원문 제공기관을 KISTI에서 누리미디어로 변경할 예정임

   6) 대한용접접합학회지(JWJ)의 SCOPUS 등재지 신청을 완료함 : 2017. 6. 30(금)

10. 2017 IIW 연차총회 참가 : 2017. 6. 25(일) - 28(수), Shanghai International Conf. Center, China    

    1) 참가자 : 25명

       강민석, 강민정, 김영훈, 김명현, 김희진, 나석주, 박성한, 박정현, 박정웅, 박주용, 박철규, 방희선, 서기정, 신상범, 

안규백, 이보영, 이정현, 임한군, 장경호, 장희석, 정훈철, 조대원, 조상명, 한규태, Raash (가나다순)   

    2) IIW 연차총회 참석 결과  

       - IIW Fellow Award 수상 : 나석주 전임회장 

       - IIW TMB 멤버 선임 : 장희석 전임회장

       - Commission IX Chair 후보자 : 김희진 박사 (현 Vice-chair)

    3) 학회 주요기사를 일간지와 관련 정보지, 인터넷에 게재하여 홍보하기로 함 

11. 삼우플랜트와 WPS 작성에 관한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함(2017. 5. 25 – 7. 15 (2개월))

    - 용역사업비 : 27,478,000원, 용역책임자 : 이보영 (항공대)

12. 국가기술표준원 기계기본심의회 개최 : 2017. 6. 30(금), 한국계량측정협회

    - 폐지 1종(KS B 0833, KS B ISO 4136 과 중복표준)

    - 신규 제정 : KS D 0000(고망가니즈강용 티그 용접봉 및 와이어)

13. IWJC-Korea 2017 용접 접합 국제학술대회 정산을 완료함

    1) 후원사 감사패 제작 및 수여 : 15개사 

    2) 감사선물(만년필) 제작 및 배포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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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WJC-Korea 2017 개최 자료, 행사용품 PCO업체로부터 인수

    4) 행사대행사 수수료 잔금 37,944,000원(수수료 34,944,000원, 인센티브 3,000,000원) 지급 완료

    5) IWJC 2017 최종 결산 : 총수입 318,353,038원, 총지출 207,211,035원, 행사잉여금 111,142,003원

14. ANB Board of Examiners, Assessment Committee 개최 : 2017. 5. 26(금), 한밭대

15. ATB(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 2주기 인증 실사 : 2017. 6. 27(화)

16. 연구위원회 보고

    1) 고에너지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개최 : 2017. 7. 20(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2) MPC 컨퍼런스 개최 계획 : 2017. 10. 19(목), 코엑스

    3) 자동차용접접합연구위원회 발기 준비위원회 개최 : 2017. 6. 20(화), 울산역 회의실

※ 첨부 233차 이사회 회의자료 참조

 토의, 심의안건 의결 내용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 12명(종신회원 1명, 정회원 11명) 

2. 2017 7th EAST-WJ 참가 준비와 향후 EAST-WJ 확대 유지방안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1) 일정 및 장소 : 2017. 10. 21(토) - 23(월), 2박 3일, 중국 저장성 하이닝(해녕)시

   2) 주최 : 중국용접학회(CWS), ※ 공동주최 : 대한용접접합학회(KWJS))

   3) Vice Chairman : 박주용 회장  ※ Vice Secretary General : 김재웅 학술부회장 

   4) 당분간 한국-중국이 주도하여 격년제로 개최, 일본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

   5) 참가국을 아시아 국가로 확대하고, 참가자에게 등록비를 부과, 약 1,000위안(16만원)

   6) 발표논문은 한-중이 각 10편정도 준비하고 아시아 국가 발표자 논문도 접수

   7) EAST-WJ가 Conference보다 전문가 상호 간 교류인지 개최 성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8) Asia Welding Conference가 아시아 지역 전체의 학술대회로 발전시킬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9) 학술대회 명칭을 변경하고 아시아 국가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10) 향후 IWJC-Korea 개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3. 한국비파괴검사학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협력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로 함

   1) 표준 개발 및 표준에 대한 정보교류 

   2) 학술활동 및 기술교류 활동 참여

   3) 표준개발협력기관 사업의 공동 마케팅

   4) 기타 교류 사업  

4. 국제용접학회(IIW)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1) 많은 회비 납부만큼 KWJS의 위상과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음 (56개 회원국 중 납부순위 3위) 

   2) 참가자 참가비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회원국으로 학회위상과 IIW활동으로 얻는 이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5. 차기 이사회 개최

회차 229차(1) 230차(2) 231차(3) 232차(4) 233차(5) 234차(6) 

일시 1/13(금) 2/28(화) 4/11(화) 5/12(금) 7/14(금) 9/22(금)

장소 부산 광주(조선대) 경주(화백) 무주리조트 서울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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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미국 인디애나주 선재 가공센터 공 *

  포스코가 세계 최  선재시장인 미국에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선재 가공센터를 가동한다. 선재는 자

동차, 자, 산업기계, 건설 등에 사용되는 볼트, 트, 

베어링, 형강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철강제품이

다. 동사는 지난 9월 23일(미국 지기  22일) 미국 

부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에서 선재 가공센터 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공한 선재 가공센터는 원소재인 선재

를 공 받아 열처리, 불순물제거, 가는 선재로 가공하

는 과정을 통해 고객사가 원하는 두께, 강도의 최종 제

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지난해 4월 착공해 총 2,090만 

달러가 투입 다. 해외 선재 가공센터로는 멕시코에 이

어 두번째다. 동사는 미국 지 철강사들이 생산하지 

않는 고가의 자동차용 부품  베어링 주로 생산하

고, 고객사에게 단순 제품 매 뿐 아니라 품질지원, 신

강종개발, 이용기술 제공까지 고객사 지 서비스를 한

층 강화해 미국 지 고 선재 시장을 선 할 계획이

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

업 심블 스, 태양 속과 미국 지 자동차부품사 닛

산, 폰타나 등에 납품될 정이다. 이번 선재 가공센터

는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소기업들에게 새

로운 사업 기반을 제공했다. 동사가 미국 시장에 먼  

진출함으로써, 선재를 사용하는 국내 부품사들이 포화

된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 최  선재시장인 미국으로 진

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일

본 선재 업체가 먼  미국 생산을 시작하면서 안정 인 

지 공 이 가능해지자 일본 자동차 부품사들이 거 

진출할 수 있었다.

 

공업

* 重, 10척 8억불 선박 수주 *
  
  공업이 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 동사는 

최근 폴라리스쉬핑(Polaris Shipping)社와 32만5천

톤  형 석운반선(VLOC: Very Large Ore 

Carrier) 10척에 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이번 수주는 지난 2012년 동사가 그리스 선주사로

부터 형 컨테이 선 10척을 수주한 이래 단일계약 

기 으로 5년 만에 최  규모이다. 폴라리스쉬핑은 최

근 세계 최  산 업체인 발 (Vale)社와의 용선계약

을 배경으로 VLOC 10척에 한 발주를 진행했다. 업

계에 따르면 발 사는 선  개편 목   철 석 수출 

확 를 해 우리나라  국 해운사들과 약 30척에 

달하는 장기 용선계약에 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나가

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 선박은 길이 340m, 폭 

62m, 높이 29.8m로, 2021년까지 순차 으로 인도될 

정이다. 특히 이 선박은 환경규제에 응하고 연료를 

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LNG READY 디자인이 

용되었으며, 평형수처리장치, 탈황설비인 스크러버(SC- 

RUBBER) 등을 탑재한 친환경 선종이다. 동사그룹은 

2013년 25만톤  형 석운반선 4척을 시작으로 

7척의 선박을 성공 으로 인도했으며, 이번 수주까지 

약 20척 규모를 폴라리스쉬핑으로부터 수주하며 신뢰

를 쌓아왔다. 동사의 그룹 조선3사는 이번 계약으로 지

까지 99척, 총 58억불의 수주 계약을 체결, 지난해 

같은 기간 비(20척, 20억불) 척수 기 으로 약 5배 

증가한 실 을 기록했다.

자동차

* 기차 충  인 라 구축 한 MOU 체결 *
  

  자동차가 SK네트웍스와 ‘ 기차 충  인 라 구

축 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기차 충  인 라를 선도 으로 구축하고

자, 주유소 내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 첫 100kW

 속 충 기를 설치하는 ‘ 기차 충  시범사업’을 

SK네트웍스와 시행한다. 이번 약으로 동사는 SK네

트웍스와 함께 2018년 1월부터 국 SK직 주유소 3

개소(서울 2개소, 구 1개소)에 100kW  기차 

속 충  시설을 설치해 시범 운 에 들어가며, 추후 이

용률  충  행태 분석을 통해 내년 하반기 국  확

회원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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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을 SK네트웍스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국내 최 로 100kW  속 충 기가 설

치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기차 속 충  시

간이 폭 개선될 것으로 기 를 모은다. 동사가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둔 코나 기차(EV)의 경우 한 번 충

에 390km 주행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용량도 폭 증가될 것이며, 이 경우 100kW  

속 충 기를 활용해 충 하면 충  시간 감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 된다. 충 기의 구축과 리는 동

사에서 인 라 확 를 해 출자한 ‘한국 기차충 서

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정이며, 자동차 고객들

에게는 운 이 시작되는 2018년 1월부터 1년간 무제

한 무료 충  혜택을 제공한다. 한 동사는 국내 기

차 시장 확  차원에서 타사의 기차 이용 고객에게도 

충 소를 개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삼성 공업

* 삼성重, 2,500억원 규모 LNG-FSRU 수주 *

  삼성 공업이 2,500억원 규모의 LNG-FSRU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부유식 액화천연

가스 장 재기화 설비) 1척을 수주했다. 동사는 마루베니

(Marubeni), 소지쯔(Sojitz), 페르타미나(Pertamina) 

컨소시엄과 17만㎥  LNG-FSRU 건조계약을 체결했

다. LNG-FSRU는 해상에서 LNG를 천연가스를 기화

한 뒤 육상의 소비처에 직  공 할 수 있는 선박 형태

의 설비다. 이번에 수주한 LNG-FSRU에는 삼성 공

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 국산화한 새로운 LNG 재기화

시스템인 ‘S-Regas(GI)’이 탑재될 정이며, 재기화시

스템은 LNG-FSRU의 핵심장비다. 리콜 (Glycol) 혼

합액을 이용해 LNG를 기화시키는 S-Regas(GI)는 해

수(海水)로 LNG를 직  가열해 기화시키는 종  방식

에 비해 부식(腐蝕) 우려가 고, 재기화에 사용되는 

에 지도 5% 이상 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동사는 지난 9월 국내외 19개 선주사 계자들을 상

으로 S-Regas(GI) 실증설비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

다. 동사의 계자는 “새 재기화시스템의 우수한 성능

과 안 성을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은 결과 시연회를 개

최한 지 한달 만에 실제 LNG-FSRU에 용하는 성과

를 거뒀다”면서 “비용 감과 품질, 납기 리능력 향상 

등 재기화시스템 국산화 독자 개발에 따른 효과가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조선해양

* 18만톤  석운반선용 LNG 연료탱크 개발 *

  우조선해양이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사는 선박

에 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형 선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18만톤  석운반선 (Bulk Carrier)에 용할 수 

있는 LNG 연료탱크(MCTIB, 우조선해양 독자 개

발)의 개발  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

발한 석운반선용 LNG 연료탱크는 동사와 포스코

가 공동개발한 고망간강(Mn)이 용되며, 독립형 탱

크인 Type-B로써 슬로싱(탱크 내부에 장된 액체의 

요동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에 강한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망간강을 용한 이 연료탱크는 

기존 알루미늄합 을 주로 사용하던 연료탱크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하고 공간을 최 화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제작에 필요한 생산비도 반수 으로 

어 원가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망이다. 한 

동사가 이번에 개발한 LNG추진 석운반선은 연료

탱크를 선미 갑 에 설치하여 원하는 운항항로 조

건에 필요한 연료탱크 용량을 탄력 으로 운 하면서

도 화물손실이 없도록 설계 다. 이와 함께 강화된 

선체구조, 안 성에 최 화된 선형, 각종 연료 감형 

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LNG를 연료로 사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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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존 벙커씨유 비 이산화탄소, 황, 질소화합물 

배출량을 획기 으로 일 수 있어 환경규제에 비

한 최고효율의 친환경선박으로 설계 다.

두산 공업

* ‘태양 +ESS’ 발 소 공 *

  두산 공업은 경남 창원 본사 건물 옥상 등에 300kW 태양

 발 설비와 1MWh 규모의 에 지 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를 연계한 ‘태양 +ESS’ 

발 소를 공했다고 밝혔다. 태양 과 ESS를 연계

한 발 소는 날씨 등 자연환경의 제약을 받는 신재생

에 지의 한계를 넘어 안정 으로 력을 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수익도 거둘 수 있어 최근 각

을 받고 있다. ESS는 생산된 기를 장해 두었다

가 필요한 때에 공 해 에 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이

다. 동사는 이번 발 소의 설계와 기자재 설치, 시운

 등의 과정을 일  수행했으며, 향후 운   유지

보수도 직  맡을 정이다. 특히 핵심 기술인 ESS 

부문에는 동사가 지난해 미국의 원에 지시스템즈를 

인수해 설립한 두산그리드텍의 컨트롤 시스템 소 트

웨어를 용했다. 이번에 공한 발 소에서 생산된 

기는 량 한국 력에 매하며, 신재생에 지 발 에 

따른 REC(신재생에 지 공 인증서)도 발 받아 

물 시장에서 거래할 정이다. 동사는 올 3월부터 한

국남동발 과 함께 두산엔진 창원공장에 4.2MWh 에

지 장장치와 100kW  태양  발 을 활용한 마

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 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투자, 부산시 연료 지 발 소 공 *

 한국수력원자력이 투자한 에 지법인, 부산그린에

지의 연료 지 발 소 공식이 부산 해운 에서 열

렸다. 1천808억원이 투입된 이 발 소는 (주)두산퓨

얼셀의 PAFC형 연료 지 70 (440kW)로 구성 다. 

발  용량은 30.8MW로, 해운 구 좌동 4만2천여 

세 에 연간 25만MWh의 기와 난방열을 공 하게 

된다. 이 사업은 해운  소각장 발 을 체할 에

지공 시설을 검토하던 부산시가 한수원에 연료 지 

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 고, 양 기  외 부산도시가

스, 삼성물산 등 4개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부산그

린에 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격화 다. 한수원은 

사업계획수립·PF자 조달 등 사업주 과 REC 구매, 

부산시는 열구매와 부지제공, 부산도시가스는 LNG 공

과 REC 구매, 삼성물산은 발 소 건설을 한 설

계, 구매, 시공 등 역할을 분담했다.

한국가스공사

* 산업부-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 
송유 공사 등 에 지 배  안 리 업무 약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한송유 공사와 10월20일 에 지 배  안 리 공

동 력을 한 업무 약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상황실

에서 체결했다. 이번 약을 통해 각 기 은 복합재난

응 합동훈련 실시, 배 병행구간  횡단구간 상 상호

공유  비상연락체계 구축, 재난안  교육 상호지원, 

국민 재난 방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한국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달 말 실시 정인 안 한국훈련 

기간 동안 주 열병합발 소에서 복합재난 비 합동

훈련 실시를 시작으로 각 기 이 참여하는 실무 의

회를 주기 으로 개최하여 에 지 배  안 리 공

동 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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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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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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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0 KRW within 5 pages. An excess page charge of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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