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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기 보고된 430 스테인 스강 스트립재를 

이용한 용 공정 변수에 따른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공정에 한 연구결과1-3)와 비교하여 망상 용 조직을 

형성시키는 합 성분으로 조 된 새로운 42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에 한 용 공정 변수에 따른 향을 

찰하기 한 것이다. 일반 으로 입열을 이용한 일

트로슬래그 용 법4)은 조선산업 등과 같은 형구조물 

합에 이용하기 해 개발된 것이다. 반면에 일 트로슬래

그 클래딩 공정5-7) (Electroslag Cladding Process)은 

새로운 420계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재를 이용한 일렉트로슬래그 

클래딩에서 용착거동에 미치는 용접공정변수의 영향과 화학성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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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overlay welding behaviors were evaluated by electroslag strip cladding process using a 
new 420-series stainless steel strip to obtain a mesh welded structure according to welding process parameters
such as welding current, welding voltage, welding speed. Increasing the welding current in the range of 800- 1400A
shows that the width of weld metal, depth of penetration, amount of deposition and flux consumption tend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maximum penetration value is somewhat reduced to about 1000A, but becomes al-
most constant at more than 1000A. Increasing the welding voltage in the range of 24- 36V resulted in a decrease 
in the deposition amount and a slight increase in the flux consumption, but the width of the deposited metal and
the penetration depth showed maximum at about 30V. When the welding speed was increased from 12.7cm/min to 
38.1cm/min, the width and amount of weld metal, and flux consumption decreased and penetration depth 
increa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osited metal and flux could be generalized by using a combined varia-
ble called heat input. Dilution decreased with increasing heat input and HAZ depth increased. C, Mo, and V in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deposited metal were almost equal to the calculated values. W, Ni, Si, P, and N 
were measured to have higher values than the calculated values. Cr, Mn, Cu, Nb, Al and S were measured 
to have lower values than the calcula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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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산업구조물의 표면피복에 합하게 응용한 오버

이 용 공정이다. 이 오버 이 공법은 스트립을 극재로 

이용하는 서버머지드 아크 클래딩 공정8) (Submerged Arc 

Cladding Process)과도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공법간의 차이는 모재의 용입과 극재와 럭스의 용

융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있다.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공정은 도성의 용융 슬래그를 통하여 흐르는 류에 

의한 항열로부터 필요한 열을 얻는 반면에 서버머지

드 아크 클래딩법에서는 기 인 아크열에 의해 필요

한 열량을 공 받는다. 한 이러한 차이는 용되는 

클래딩 공법에 합한 스트립 극재와 럭스의 

한 선택에 향을 미친다. 

  특히 가 탄소강이나 합 강을 모재로 하여 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 스강9-12)이나 듀 스 스테인 스강
13)을 표면에 강화하여 비용으로 고  성능을 구 하

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상 으로 페라이트계나 마

르텐사이트계 스테인 스강으로 오버 이 잠호용 은 

다수 발표논문14-16)이 있지만,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하

는 연구논문은 매우 드물다. 다만 국내 논문 에는 조

선산업의 입열 용 에 용하기 한 연구가 일부 진행

되기도 했다18).

  앞서 기 보고한 연구에서는 SCM440과 같은 일반강 

모재에 AISI 430 페라이트계 스테인 스강을 이용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법을 용하여 용 공정 변수에 

따른 재질 효과를 측정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용 류, 용 압, 용 속도 등과 같은 용 공정 변

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용착 속과 럭스 소모량 

변화를 이해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그리고 망상 용

조직으로 제어설계된 420계 스테인 스강으로 일 트

로슬래그 클래딩된 시험편을 이용하여 기 보고된 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한 새로운 420계 스테인

스강 용착 속내 화학성분 변화를 이해하기 하여 수

행되었다. 그리고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공정변수에 따

른 용착 속의 화학성분이 alloying vector라는 지표로 

설명할 수 있고 주로 구성성분이 럭스와 상호작용 유

무에 따라 상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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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에 의한 클래딩 작업에 하도록 자

체 으로 개조하여 제작하 다. 

  스트립 극재는 용착 속 상태에서 망상 용 조직을 

형성하는 42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을 이용하 다. 실

험에 사용된 모재는 연주롤에 사용되는 강종과 동일한 

두께 ~35mm의 SCM440이며 합 성분은 스트립의 

화학성분과 함께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는 0.5mm의 두께와 60mm의 폭을 갖는 분말압연 공

정에 의해 제조된 42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을 이용

하여 일 트로슬래그 오버 이 용 조건을 도출하 다. 

분말압연 스트립재의 미세조직은 Fig. 1과 같이 순철  

페로크롬 등 합 철 분말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의 

기공이 있으나 스트립재의 외 상으로는 매우 깨끗한 

표면을 갖는다. 

Element C Si Mn Cr Ni Mo W V Nb Cu Al P N S

New STS 
420-series alloy 0.11 0.08 0.15 14.0 2.02 1.17 0.45 0.230 0.200 0.37 0.049 0.005 0.030 0.0028

SCM440 0.38 0.26 0.76 1.0 0.07 0.17 0.01 0.002 0.001 0.14 0.006 0.015 0.007 0.0013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SCM440 base metal and a new 420-series stainless steel strip electrode (60mm)  
(wt.%) 

(a)

(b)

Fig. 1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sectional 
area(a) and rolling plane (b) of a new 420-series 
stainless steel strip obtained by powder rol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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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는 Soudo metal사의 제품으로 소결형 럭스인 

EST122 (6.96% SiO2, 24.85% Al2O3, 64.92% CaF2, 

0.02% MgO, 2.21% Na2O, Others)을 상으로 조

사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럭스는 Fig. 2에 보듯이 

Joule 열에 의해 향을 받는 조성 역으로 일 트로슬

래그 클래딩 공정으로 제조되는 용 변수의 거동에 많

은 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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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극

성을 변화시키면서 용착 속의 폭과 두께변화, 용착량, 

희석률 그리고 럭스 소모량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각각의 용 조건은 Table 2와 같이 정리하여 나타

내었다. 이러한 용 조건에 따른 용 비드 특성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최  용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 다. 특

히 희석률은 그 정확도를 확보하기 하여 모재의 기

선(최  표면)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용착 속의 

면 률을 측정하여 도출되었다.

  용착 속의 화학성분은 용 압, 류, 용 속도 그

리고 극성등과 같은 여러가지 용 조건에 따라 제조된 

클래딩재를 이용하 다. 각각의 클래딩재는 표면을 연

마한 후에 발 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용착 속의 합

원소 변화를 분석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42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재의 용 특성

  3.1.1 용 류의 향

  본 실험에서는 용 류의 크기에 따른 용착 속과 럭

스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800-1400A 범

에 걸쳐 용 작업을 수행하 다. 류가 가장 낮은 

800A에서 용 한 클래딩재의 표면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비드 표면의 산화정도는 류가 1400A까

지 증가함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3은 용 류의 크기에 따른 용착 속의 폭, 용

입깊이, 용착률 그리고 럭스 소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용 비드의 폭은 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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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change of elec-
trical conductivity of molten slag with fluoride 
content19)

No. Welding voltage (V) Welding current 
(A) Polarity Weld speed

cm/min (in/min)
Heat Input

(kJ/cm2)
1 26 800 Negative 17.78 (7) 11.70

2 26 1000 Negative 17.78 (7) 14.62

4 26 1100 Negative 17.78 (7) 16.09

3 26 1200 Negative 17.78 (7) 17.55

5 26 1300 Negative 17.78 (7) 19.01

6 26 1400 Negative 17.78 (7) 20.47

7 24 1300 Negative 17.78 (7) 17.55

8 29 1300 Negative 17.78 (7) 21.20

9 32 1300 Negative 17.78 (7) 23.40

10 36 1300 Negative 17.78 (7) 26.32

11 26 1300 Negative 12.70 (5) 26.61

12 26 1300 Negative 25.4 (10) 13.31

13 26 1300 Negative 38.1 (15) 8.87

Table 2 The electroslag strip overlay welding condition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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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증가함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용입

의 정도는 약 1000A까지는 소량 감소하다가 1000A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 류

가 증가함에 따라 단  길이당 용착 속의 양은 크게 

증가하고 럭스 소모량도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단  용착 속량당 럭스 소모율은 상당

히 감소한다. 

  3.1.2 용 압의 향

  본 연구에서는 망상 용 조직을 갖는 새로운 420계 

스테인 스강을 분말압연된 스트립재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공법을 용하여 용 압에 따른 용착 속과 

럭스 소모량에 련된 정보를 얻기 하여 24-36V 

범 에서 압을 변화시키면서 수행하 다. 

  Fig. 4는 용 압에 따른 용착 속의 폭, 용입깊이, 

용착률 그리고 럭스 소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용 압이 증가함에 따라 용

비드의 폭이 소량 증가하다가 차 감소한다. 이 결과

는 일반 인 잠호용 에 의한 용 압에 따른 용 비

드 폭의 변화와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 결과에 

한 이유는 재 이해할 수 없다. 한 용입의 최 깊

이는 24V에서 0.52mm로 가장 작고 다른 압에서는 

략 1-1.38mm로 상 으로 큰 값을 갖는다. 한 

압이 증가함에 따라 단  길이당 용착 속의 양은 감

소하고 럭스 소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단  용착 속량당 럭스 소모율은 증가한다. 용

압과 용입깊이와 계는 다른 결과와는 달리 비례

인 계를 갖지 않는다. 이 결과는 25mm 스트립재

의 실험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하에서 용입

이 최 가 되는 용 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재의 표면은 압이 가장 낮은 

26V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비드 외

은 압이 36V까지 증가함에 따라 표면산화의 정도가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보고한 430 

스테인 스강 스트립재의 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이다1,2).

  3.1.3 용 속도의 향

  용 속도에 따른 용착 속과 럭스 소모량에 미치는 향

이 12.7cm/min (5in/min)에서 38.1cm/min (15in/min)

까지 정량 으로 측정되었다. 용 속도가 다소 낮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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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s of characteristics of weld metals and 
fluxes as a function of welding current in electroslag
cladding by using a 420-series stainless steel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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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ipm에서 건 한 표면상태와 비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8.1cm/min의 용 속도에서는 표면이 

매우 거칠 뿐만 아니라 표면산화가 다소 발생하고 비드 

형상도 매우 불규칙 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찰할 수 

있다. 한 38.1cm/min의 시편은 undercut이 발생

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 다. 

  용 속도에 따른 용착 속의 특성과 럭스 소모량의 

변화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용착 속의 폭은 용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

타나며 용입의 깊이는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단  길이당 용착 속의 

용착량은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며 

럭스 소모량도 함께 감소한다. 단  용착 속당 럭스 

소모율은 매우 완만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Heat Input 크기의 향

  용 조건에 따른 용착 속  럭스 소모량의 변화

는 각각의 용 조건 변수에 독립 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heat input이라는 통합

변수를 이용하여 용착 속과 럭스의 특성변화를 어느 

정도 일반화시킬 수 있었다. 이는 이미 430 스테인

스강 스트립재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하 다1,2).

  용착 속의 용착량과 럭스 소모량은 Fig. 6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이 heat input이 증가함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경향을 명백하게 보여 다. 이러한 경향은 열 

향부의 깊이에 미치는 향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상기와 같이 heat input이 증가함에 따라 용입과 희

석률은 감소하는데 용착 속의 용착량과 럭스 소모량 

그리고 열 향부 깊이가 증가하는 이유는 Fig. 2에 나

타낸 일 트로슬래그용 도성 럭스의 특성과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다시 말하면 기에 지를 럭

스 항열로 변환시켜 클래딩하는 공정이므로 럭스 

용해에 공  heat input을 우선 으로 소모하는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 공정의 직 으로 럭스 항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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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향을 받는 용착 속의 용착량과 럭스 소모량 

그리고 열 향부 깊이는 heat input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용입 깊이와 희석률은 강종에 상 없이 heat 

input이 증가함에 따라 반 으로 감소한다(Fig. 8). 

이러한 경향은 선으로 나타낸 430 STS강 스트립을 

이용한 시험 결과1)도 함께 표시하 으며 재질에 따라 

다만 투입 열원 의존성은 다르다. 한편 최  용입 깊이

의 변화도 heat input의 향이 상 으로 약하지만 

거의 일정하거나 다소 감소한다. 그러나 희석률은 heat 

input에 다소 민감하게 의존하며 heat input이 증가

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용입 깊이와 희석률의 heat input과 역비

례 계는 선행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하여 제시되었다1). 

  420계 스테인 스강으로 일 트로슬래그 육성용 한 

경우에는 430 스테인 스강 스트립재의 거동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일단 스트립재의 물리

인 특성이 재질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430 STS강의 기 도도(60μΩ-cm)와 열

도도(26.1W/m․K)와 420계 스테인 스강의 기

도도(55μΩ-cm)와 열 도도(24.91W/m․K)에 비해 

차이가 작아서 희석률 변화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430 STS강은 냉간압연된 25mm 폭의 스트립

이고 새로운 420계 STS강은 분말압연된 60mm 폭의 

스트립이라는 외형 인 차이도 있다. Banovic 등의 연

구결과20)인 melting power와 filler metal feed rate

의 상 도에서 보면, 주어진 melting power에서 fill-

er metal feed rate가 증가하면 희석률이 낮아지는 것

으로 표 되어 있다. 따라서 420계 STS강 스트립은 

앞서 시험한 것과 비하여 보다 넓은 60mm폭인 계

로 filler metal feed rate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서 희석률이 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3.3 용착 속의 화학성분에 미치는 용 조건의 
향

  용착 속의 화학성분은 통상 인 에서 볼 때,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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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모재와 극재의 화학성분에 직 으로 의존할 

것이다. 그리고 모재와 극재의 성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극재와 모재가 얼마나 혼합되는가가 주 인

자로 작용할 것이다. 즉 용착 속의 성분은 희석률에 

의존하여 변화할 것으로 단된다. 

  Fig. 9는 희석률에 따른 용착 속의 합 성분의 변화

는 물론이고 불순물 원소의 변화까지 총 14개 원소에 

한 성분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한 이 결과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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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Variations of the measured chemical compositions of deposited metals as a function of dilution in electroslag
cladding by using a new 420-series stainless steel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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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스트립의 원 상태의 합 성분과 측정된 희석률을 

기 으로 하여 용착 속의 합 성분을 계산하 다.

  
C C D C D

W
S M= × − + ×( )100

100 100 (1)

단 CS는 스트립에서의 합 성분량, CM은 모재에서의 

합 성분량, CW는 용착 속에서의 합 량 그리고 D는 

모재에 한 백분율의 희석률이다. 그 결과는 Fig. 10

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식(1)에 의하면, 이론 인 희석

에 의한 용착 속의 합 성분은 항상 모재와 스트립에 

함유된 합 성분의 사이에 놓여져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C, Mo, V의 경우에는 비교  계산치와 거의 일치하

는 반면에 W, Ni, Si, P, N은 측치에 비해 더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Cr, Mn, Cu, Nb, Al, 

S의 경우에는 측치에 비하여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통상 으로 alloying vector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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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칭되며 Cr, Mn, Cu, Nb, Al, S의 경우에는 “–” 

부호를 갖고 W, Ni, Si, P, N의 경우에는 “+” 부호를 

갖는다. 이러한 합 원소의 기  이동은 럭스의 역

할이나 용융시에 발생하는 화학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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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Nb, Al 그리고 S는 산화물이나 반응가스 형

태로 슬래그 형태나 부생가스로 소실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반면에 W, Ni, Si, P, N의 alloying vector가 “+” 

부호를 갖는 것은 럭스 성분의 일부가 용착 속 내부

로 일부 혼입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리고 용착 속

의 W 함량은 계산된 W 함량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

다. 이 결과는 럭스의 기타 성분 에 함유된 WO3

의 분해 는 혼입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본 

연구분야에서 럭스를 변경한 시험결과에서 WO3첨가가 

용착 속의 합 화에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1).

  특히 Si, Al, S의 경우에는 희석률에 바탕으로 계산

된 측치와 실측치가 거의 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용착 속 의 Si, Al, S 함량의 경우에는 

이론 인 값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량만큼 

이동한 것도 아니다. 이 결과는 용착 속의 희석률에 따

라 alloying vector의 크기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그러

나 Al과 S의 경우에는 “-” 부호를 갖으며 Si의 경우에

는 “+” 부호를 갖는다. 이 경우에는 용착 속의 희석률

에 의한 일정한 변화가 아닌 heat input 크기에 따른 

럭스의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거동

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망상 용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42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을 이용하여 압, 류, 그

리고 용 속도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용 공정변수에 따

라 일 트로슬래그 오버 이 용 하여 용착 속과 럭

스의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800-1400A 범 에서 용 류를 증가시키면 용

착 속의 폭, 용입깊이, 용착량 그리고 럭스 소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최  용입값은 약 1000A

까지는 다소 감소하다가 1000A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

해졌다.

  2) 24-36V 범 에서 용 압을 증가시키면 용착량

은 감소하고 럭스 소모량은 다소 증가하지만, 용착

속의 폭과 용입깊이는 약 30V 근처에서 최 치를 보 다.

  3) 12.7cm/min (5in/min)에서 38.1cm/min (15in/min)

까지 용 속도를 증가시키면 용착 속의 폭, 용착량, 

럭스 소모량은 감소하고 용입깊이는 증가하 다. 그

리고 용 속도가 다소 낮은 7-10ipm에서 건 한 형상

을 보여줬으나 15ipm의 용 속도에서는 표면산화가 다

소 발생하고 비드 형상도 매우 비정상 으로 불규칙하

다.

  4) 용착 속과 럭스의 특성은 heat input이라는 

통합변수를 이용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었다. 희석률은 

heat input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HAZ부 깊이는 증가하 다.

  5) 용착 속의 화학성분  C, Mo, V의 경우에는 비

교  계산치와 거의 일치하는 반면에 W, Ni, Si, P, 

N은 측치에 비해 더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

었다. Cr, Mn, Cu, Nb, Al, S의 경우에는 측치에 

비하여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지원으로 이루어졌으

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ORCID: Jae-Young Jung : http://orcid.org/0000-0001-8570-3845
ORCID: Eung Ryul Baek : http://orcid.org/0000-0002-1705-342x

References

1. Jae Young Jung and Tae Kwon Ha, Effects of Welding 
Parameters on the Overlay Welding Behaviors in Electroslag 
Cladding by using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35(5) 
(2017), 77-86

    https://doi.org/10.5781/JWJ.2017.35.5.11
2. Jae Young Jung and Tae Kwon Ha, The Changes of Chemical 

composition and Microstructure in Electroslag Cladding 
Overlays by using AISI 430 Stainless Steel Strip,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35(5) (2017), 48-56  
https://doi.org/10.5781/JWJ.2017.35.5.7

3. Jae Young Jung, The Effects of Nitrogen Content and 
Cold rolling reduction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New 420-series Stainless Steel Strip having a Mesh As- 
Welded Structure by the Electroslag Cladding,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35(6) (2017), 1-9 
https://doi.org/10.5781/JWJ.2017.35.6.7

4. S.G.Forsberg, Resistance Electroslag (RES) Surfacing, 
Welding J., 64(8) (1985), 41-48

5. Y.K.Oh, J.H.Devletian, and S.J.Chen, Low Dilution 
Electroslag Cladding for Shipbuilding, Welding J., 69(8) 
(1990), 37-44



새로운 420계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재를 이용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에서 용착거동에 미치는 용 공정변수의 향과 화학성분의 변화

한용 ․ 합학회지 제35권 제6호, 2017년 12월     581

41

6. Thakare Niraj S, Ram Yadav, Electro Slag Strip Cladding 
Process, Int’l J. of Modern Engineering Research, 4 (2014), 
60-64

7. B.E.Paton, D.A.Dudko, K.A.Yushchenko, I.I.Lychko, and 
I.I.Sushchuk-Slyusarenko, Electroslag welding: A status 
report , Welding J., 76(12), (1997) 51-58

8. John Joseph Barger, Apparatus and method for submerged 
arc strip cladding of metallic work pieces, US Pat. No. 
4027135A, (1975)

9. Susan Pak, Solveig Rigdal, Leif Karlsson and Ann- 
Charlotte Gustavsson, Electroslag and submerged arc 
stainless steel strip cladding, Anti-Corrosion Methods 
and Materials, 45(1) (1998), 41-47

     https://doi.org/10.1108/00035599810368012  
10. M. F. Gittos, Disbonding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Cladding Following High Temperature Hydrogen Service, 
Welding in the World, 52(3-4) (2008), 54-67
 https://doi.org/10.1007/BF03266632 

11. N. Venkateswara Rao, G. Madhusudhan Reddy, and S. 
Nagarjuna, Weld overlay cladding of high strength low 
alloy steel with austenitic stainless steel - Structure and 
properties, Materials and Design, 32 (2011), 2496-250 
https://doi.org/10.1016/j.matdes.2010.10.026 

12. V. V. Satya Prasad, and G. Madhusudhan Reddy, Micro-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lectroslag Strip 
and Explosively Clad Low Alloy Steel: Stainless Steel 
Joints, Transactions of the Indian Institute of Metals, 
65(2) (2012), 135-143
https://doi.org/10.1007/s12666-012-0124-y 

13. L. Karlsson, Welding duplex stainless steels - A review 
of current recommendations, Welding in the World, 56 
(2012), 65-76, https://doi.org/10.1007/BF03321351 

14. Jae Young Jung, Eung Ryul Baek, Sang Ho Ahn, Seong 
Hun Choo, Sung Hak Lee, and Nack Joon Kim, Effects 
of C and Cr on the As-Welded Structures and Me- 
chanical Properties of Fe-(12-17)%Cr-(0.19- 0.32)%C 
Hardfacing Stainless Steels, J. Kor. Inst. Met. & Mater., 
34(10) (1996), 1321-1332

15. Jae Young Jung, Eung Ryul Baek, and Sang Ho Ahn, 
Microstructural Change of Hardfacing Fe-Cr-Ni-C 
Stainless Steels during Thermal Cycling Fatigue, J. Kor. 
Inst. Met. & Mater., 36(3) (1998), 320-328

16. Jae Young Jung, Hwan Jin Sung, and Sang Ho Ahn, 
Thermal Cycling Fatigue Behavior of Hardfacing Heat- 
Resistant Stainless Steel for Continuous Caster Rolls, J. 
Kor. Inst. Met. & Mater., 36(1) (1998), 33-43  

17. Ju-Yong Park, Woo-Hyeon Choe, A Study on the Deve- 
lopment of High Deposition Automatic Vertical Welding 
of Erection Stage in Shipbuilding, Journal of KWJS, 
26(5) (2008), 66-73

      https://doi.org/10.5781/KWJS.2008.26.5.066 
18. Johan Löthman, Lars Orrberg, Mikael Johansson, Anders 

Wallerö, Sven-Åke Fager, Welding material for weld 
cladding, European Pat. No.2737972 A1, (2012) 

19. D.W. Yu and J.H. Devletian, Electroslag surfacing: a po-
tential process for the rebuilding and restoration of ship 
components, Journal of Ship Production, 5(2), 67-78 (1989)

20. S.W. Banovic, J.N. DuPont, and A.R.Marder, Dilution 
and Microsegregation in Dissimilar Metal Welds be-
tween Super Austenitic Stainless Steels and Ni Base 
Alloys, Sci. Tech. Weld. Join., 6(6) (2003), 374-383 
https://doi.org/10.1179/136217102225006804 

21. Jae Young Jung,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in 
preparation (2018)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3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