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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보호에 따른 연비규제 정책으로 인해 차체  부품

류의 경량화 기술 연구가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러한 기조에 따라 자동차 주행 성능에 요한 샤시 부

품류 한 경량화를 한 고강도 강재의 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품 경량화 달성을 해서는 소재의 고강도

화가 필수 이며, 반복 인 피로하 이 가해지는 환경

에서 고강도 강재로 제작된 부품의 내구성능 보증이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자동차 샤시부품 조립시 강도 확보를 해 주로 이용되

는 가스메탈아크 용 의 경우, 용 와이어의 용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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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G and MIG welding applications of various 
car par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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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품간 겹침이음 용 이 이루어지므로 이음부의 기

하학  형상 부여가 불가피하다. 이는 반복피로 응력

(노치효과)로 작용하여 단기 이 되어 결과 으로 부

품의 내구성능 하를 래하므로 고강도 강재 용의 

이 이 상실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자동차 샤시부품의 경량화  고강도화에 따

라 용 부의 피로수명 하에 따른 내구성능 향상이 주된 

이슈이며, 가령 북미 Auto Steel Partnership (A/S-P)

의 Chassis Projects 분과에서 용 부 피로강도비 향

상이 주요 지표로 운 되고 있을만큼 핵심 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강재의 강

도 증가에 따른 피로강도 상승분 비 용 부의 피로강

도 상승분은 매우 미미한 수 이라는 것이 실제 고강도 

샤시부품의 설계 자유도를 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

으며, 최근 유럽, 미국, 일본 등 철강사-자동차사- 학-

용 재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상호 력하여 샤시부품

용 고강도강 용 부의 피로강도 향상을 한 연구를 집

으로 수행해 왔다.

  본 논문은 최신 자동차 샤시부품용 고강도강재의 용

부 내구성능 향상기술 연구  개발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고강도강재 용 부 피로특성

2.1 용 비드 형상 향

  일반 으로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용 부 피로

강도는 기계  에서는 주로 용 토우의 형상에 따

른 응력집  그리고 야 학  에서는 용 토우의 

인장 잔류응력에 향을 받는다. 

  Fig. 4는 신일본제철에서 2013년도에 발표한 결과

로 두께 2.3mmt의 열연강 의 강도 수 에 따른 겹침

이음 가스메탈아크 용 부의 벤딩 피로특성 (R=-1) 

평가결과를 보여 다. 본 실험에서는 용  루트부의 피

로 크랙을 방지하기 해 겹침이음부 양측을 double 

lap joint 형태로 용 하 다. 모재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 부의 피로강도가 소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강재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 부 피로특성 향상을 

해 기계 인 에서 용 비드의 곡률반경을 확 하여 

응력집 을 감하는 것이 요하다. Fig. 5는 American 

Iron & Steel Institute와 Oak Ridge National Lab

에서 발표한 결과로 일반 연강  590MPa  DP강 

비, 780MPa  DP강이 용 비드 형상 개선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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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수명 향상 효과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FEM 해석을 통해 용 토

우의 곡률반경을 1.0mm에서 2.5mm로 증가시킬 경우 

780MPa  DP강 용 부의 응력집 계수(Kf)는 17% 

감소되고, 피로수명은 6.5배 증가한다.  

  이와 유사한 개선 방향으로, Fig. 7은 자동차에서 

발표한 결과로 두께 2.0mmt의 590MPa  DP강 가

스메탈아크 용 부와 상 으로 입열량은 크지만 아크 

길이와 폭을 증가시킨 라즈마 아크용 부의 용 비드 

형상  피로특성을 비교하여 향상 결과를 확인하 다. 

2.2 용 부 미세조직 향

  술한 바와 같이, 가스메탈아크 용 부의 피로균열

은 응력 집 부인 용 비드 토우에서 개시되어 용 열

향부인 연화부를 따라 속히 한다. 일본 JFE Steel 

특허에 따르면, 780MPa  강재의 용 부 피로강도 향

상을 해서는 표면으로부터 0.1mm 깊이에서 0.1mm 

간격으로 경도 측정시 최소경도 치가 용융선으로부터 

0.3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 다8).

  한, 응력 집 부인 토우부 재질, 즉 CGHAZ에 Acicular 

ferrite의 분율이 증가하면 피로균열 개시  기 

에 한 항성 향상으로 피로특성 개선이 가능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7).

  한편, 인장강도 370MPa  500MPa  강재의 용  

열사이클을 재 하여 CGHAZ 시편 제작후 벤딩 피로시험 

평가 결과, Polygonal ferrite 비 Widmanstatten 

ferrite가 높은 인장강도  피로강도를 보 다9). 단, 

반 으로 CGHAZ가 모재 비 피로강도가 높은 것

으로 보아, 실 용 부의 피로강도 하에 미치는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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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비드형상 향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강재 성분 향

  앞서 논의한 용 부의 피로강도 향상, 즉 용 비드의 

곡률반경 확 를 한 강재 성분의 향은 용융지의 유

동성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다. 신일본제철의 기술보고에 

따르면, 강재의 Si 함량이 0.33%까지 증가할 때 용 비

드의 곡률반경이 증가하고 이는 용융지의 Marangoni 

류가 약화되어 유동이 용융지 심에서 바깥쪽으로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하 다2). Fig. 8에 나타

낸 것과 같이 강재의 Si 함량이 0.003%로 낮을때에는 

이와 반 의 상으로 인해 용 비드의 곡률반경이 감

소하고 언더컷 발생에 보다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2.4 용 재료 효과  개발 동향

  샤시부품용 고강도강재 가스메탈아크 용 부의 피로

강도 향상을 한 용 재료 개발 방향은 기계  인 

용 비드 형상 개선 측면에서 CO2 혼합에 의한 아크 

수축을 최소화하기 한 순수 Ar 가스 안정화 용 재

료를 개발하는 것과 야 학 인 에서 용 속의 

응고수축에 따른 인장 잔류응력을 온상 변태 팽창, 

즉 압축응력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용 재료의 마르텐

사이트 변태 개시(Ms) 온도를 응고 발생 온도 역까

지 낮춘 온변태형 용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일본 Kobelco는 술한 개념을 구 하기 한 럭

스 코어드 와이어를 개발하여 발표하 다2). Fig.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MIG (100%Ar) 용 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Ms 온도를 낮추기 해 통상 첨가하는 고가

의 Mn 는 Ni 신 가의 C를 증량하여 보다 경제

으로 순 Ar 용 에 따른 용 비드의 곡률반경 확  

 온변태 특성에 따른 용 부의 인장 잔류응력 해소

로 피로특성을 효율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술한 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활용하여 가스

메탈아크 용 시 진행각, 작업각  아크 치를 최 하여 

용 부의 피로강도 극 화가 가능하 다10). Fig.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포스코의 780MPa  고버링 열연강

의 용 재료에 따른 용 비드 형상  용 속 미세

조직을 비교하 다. 80kg  솔리드 와이어 비, 럭

스 코어드 와이어 용시 용 속 미세조직의 치 화 

4.0

3.0

2.0

1.0

0
80 85 90 95 

Ar mixing rate in shielding gas (%) 

(Remain: CO2) 

Welding wire : TRUSTARC MM-1HS 

(Remain: O2 ) 

To
e 

ra
di

us
 o

f b
ea

d 
(m

m
)

X-Ray
Weld
metal

300~400MPa

100

0

-100

-200

-300
-5.0 0 1.0 2.0 3.0

Tensile

CompressionConventional
wire & process

Base plate
B

as
e 

pl
at

e

W
el

d 
m

et
al

TRUSTARC 
MM-1HS

R
es

id
ua

l s
tre

ss
(M

Pa
)

Fig. 9 Relationship with argon mixing rate in shielding 
gas and toe radius of the bead and residual stress 
on surface of weld toe position2)

Fig. 10 Comparison of bead shape and microstructure of 
780HB steel welds prepared by different weld-
ing wires and processes10)

Base metal
Low Si sheet

(Si=0.003)
High Si sheet

(Si=0.33)

W
el

di
ng

 w
ire

Low Si 
wire

(Si=0.3)

High Si 
wire

(Si=1.5)

Fig. 8 Effect of Si content of steel sheet on weld bead 
shape2) 



자동차 샤시부품용 고강도강재의 용 부 내구성능 향상기술 개발동향과 망

한용 ․ 합학회지 제35권 제6호, 2017년 12월     545

5

 강도 향상이 가능하다.

  한편, 2016년 신일철주 의 발표에 따르면 용 재료

의 고강도화를 통해 용 부 피로강도 향상이 가능하다. 

Fig. 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두께 2.3mmt의 780MPa

 열연강 의 가스메탈아크 double lap joint 용 부

의 벤딩 피로강도는 용 재료의 강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용 재료의 인장강도는 Wire A : 

470MPa, Wire B : 570MPa, Wire C : 870MPa이다. 

이는 용 토우 부근의 용 속 강도 증가와 연 이 있다.

  고강도 온변태형 용 재료 개발 련해서는 Arcelor- 

Mittal Global R&D-Oak Ridge National Lab-Colorado 

School of Mines-ESAB이 공동으로 2011년부터 2014

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 로젝트를 수행하 다. Fig.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새로 개발한 용 재료를 980MPa

 DP강에 용시 통상의 ER70S 솔리드 와이어 비 

용 토우의 인장 잔류응력 감 효과로 인해 피로수명 

향상이 가능한 것을 보 다. 

2.5 용 부 후처리 기술

  술한 온변태형 용 재료 개발은 용 시 용 부의 

잔류 응력을 제어하는 것이 용 비드 형상을 제어하는 

것보다 생산 장에 실 으로 용성이 높다고 단 

것에 있다. 단, 자동차 부품 제조 과정 는 그 이후 단

계에서 용 부의 잔류응력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한 것

인가에 해서는 논쟁이 있으며, 추가 인 규명이 필요

하다.

  이러한 에서는 부품 제조비용은 다소 증가하지만 

용 부 후처리 기술 개발  용을 통한 용 부 피로

강도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통 으로는 용 부 피닝 

는 국부 재용융을 통한 드 싱 기술이 소개되어 왔다.

  일본 JFE Steel 특허 기술에 따르면, 라즈마 열원

을 통한 용 비드 끝단부 재용융 처리, 즉 용 토우를 

심으로 모재와 용 비드 양쪽을 모두 재용융하여 용

토우 곡률반경 확 와 용 부의 인장 잔류응력 감소

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설명하 다13). 

  한, JFE Steel의 다른 특허 기술에 따르면, 용

비드 끝단부 (타격면 폭 1/4 이내의 부 )를 타격하여 

소성변형 역을 형성하고 용 토우 근방에 압축응력 

부여를 통해 피로강도 향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 다14). 

  2015년 자동차 재료개발센터 자동차강 개발 TFT

에서는 Coupled Torsion Beam Axle 부품 MAG 용

부의 응력집 계수를 낮추기 해 TIG 드 싱을 

용하 고, 그 결과 시편의 피로강도는 기존 MAG 용

부 비 40%, 실제 부품의 피로수명은 무한수명으로 기

존 비 5배 이상 향상 가능하다고 보고하 다15). 

  Fig. 13은 두께 2.9mmt의 포스코 980MPa  DP

        

wire A

wire B

wire C

Wire C

Wire B

Wire A

Wire C

Wire B

Wire A

280MPa

250MPa

210MPa

280MPa

250MPa

210MPa

1.E+05 1.E+06 1.E+07

Number of cycles to failure(cycles)

St
re

ss
 a

m
pl

itu
de

 (M
Pa

)

450

400

350

300

250

200

150

Fig. 11 Bending fatigue strength (S-N plots) of 780MPa 
grade hot-rolled steel welds prepared by differ-
ent strength welding wires11)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04 2 3 4 5 6 7 8 9 2 3
Cycles

105

Lo
ad

(lb
s)

Baseline ER70-S filler wire 

Special filler wire

Fig. 12 Comparison of residual stress distributions and 
fatigue life of welded samples using LTPT wire 
and conventional solid wire12)



배 규 열․정 홍 철 

546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5, No. 6, 2017

6

강의 double lap joint MIG 용 부에 TIG 드 싱을 

최 화하여, R=0.1로 피로강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단부의 단면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용 비드 곡

률반경 확   재질 강화로 인해 피로 손부의 치

가 용 토우에서 TIG 드 싱 열 향부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포스코 특허에는 기존의 TIG 는 라즈마 재

용융 드 싱 기술과는 차별화 된 이  defocus 빔을 

활용한 국부 재용융 기술이 소개되었다16). 본 기술은 

일본 JFE Steel에서 제시한 라즈마 열원 비 재용

융부 재질 연화를 최소화 하면서 국부 인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일본 오사카 합 

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Laser Peening에 의한 압축 

잔류응력 효과 비 비드형상 개선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17). 

  Fig. 14에 나타낸 것과 같이 두께 3.2mmt의 포스코 

780MPa  고버링강의 double lap joint MIG 용

부에 이  defocus 드 싱을 최 화한 후, R=0.1 

조건에서 피로특성을 평가한 결과, 피로강도 270MPa 

이상을 만족하 다. 피로 손 치 한 모재에 근 한 

드 싱 토우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포스코 특허기술에 따르면 크기 80㎛ 이하의 

경질입자를 3.0MPa의 분사압력으로 용 토우에 피닝

처리를 하는 μ-shot peening 기술을 소개하 다. 이를 

통해 압축응력 부여  표층부의 미세 나노결정립화

가 가능하여 용 부 피로강도 향상이 가능하다18,19). 

한, shot blasting 효과에 의해 용 토우에 형성되는 

슬래그 제거도 가능하여 도장 착성  도장후 내식성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4).

  고강도 샤시부품 용 부의 내식성  내구성능 향상 

에서 JFE Steel은 용 토우의 슬래그 형성 자체

를 이기 한 용  보호가스  용 재료의 향을 

검토하 다. 통상의 Ar+20%CO2 비 Ar+5%CO2 

보호가스  이에 정한 용 재료를 용하여 용 부 

도장후 부식시험에 의한 15년 상당의 부식 용 부를 

구 한 후 용 부의 벤딩 피로특성을 평가한 결과, 기

존 비 피로강도가 약 1.7배 향상됨을 확인하 다20).

3. 결    론

  본 리뷰논문에서는 자동차 샤시부품용 고강도강재 용

부 내구성능 향상기술의 최신 연구개발동향과 향후

망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강재의 강도 증가에 따른 피로강도 상승분 비 

용 부의 피로강도 상승분은 매우 미미하며, 고강도강

재의 용 부 피로특성 향상을 해서는 기계 인 

에서 용 비드의 곡률반경을 확 하여 응력집 을 감

하는 것이 요하다.

  2) 야 학 인 측면에서 용 토우의 CGHAZ 재질 

개선을 통해 용 부의 피로강도 향상이 가능하나, 반

으로 CGHAZ가 모재 비 피로강도가 높으므로 실

제 용 부의 피로특성에 미치는 재질의 향은 비드형

상 향 비 크지 않다.

  3) 일본, 유럽  미국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 재료의 고강도화, 순Ar 안정화  온변태 특성구

을 통해 고강도강재 용 부의 피로 강도 향상이 가능

하므로 향후 용 재료의 국산화 개발에 한 검토가 필

요하다. 

  4) 국내외 자동차 샤시부품용 용 부 후처리 기술은 

타격핀 는 샷 피닝이 소개되었고, 국부 재용융 기술은 

라즈마 아크 는 TIG 드 싱 기술이 검토되었으며, 

이  defocus 빔을 활용한 드 싱 기술도 제시되었다. 

한 샤시부품 용 부의 도장후 내식성  내구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용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5) 북미 Auto Steel Partnership (A/S-P)의 Chassis 

Projects 분과에서는 용 부 피로강도비 0.8 이상을 확

36.0kN (Failure)36.0kN (Failure)

Fig. 13 Cross-sectional micrograph of fatigue failed 
980DP steel weld joint prepared by MIG weld-
ing and TIG dressing 

26.5kN(failure) 

26.0kN(no failure)    

  

Fig. 14 Cross-sectional micrographs of 780HB steel 
weld joints prepared by MIG welding and la-
ser-defocus dressing (after fatigue tes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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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도출 연구가 진행 에 있으

며, 향후 고강도 강재의 용 부 내구성능 향상기술 

개발이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ORCID: Gyuyeol Bae : http://orcid.org/0000-0002-2803-0119
ORCID: Hongchul Jeong : http://orcid.org/0000-0002-2051-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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