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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자동차 산업은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로 최  

격변기에 직면해 있으며, 로벌  산업 분야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5%로 각국은 온실가스 배

출억제를 한 자동차 분야 규제 강화와 함께 선진 각

국을 필두로 자동차 연비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각국의 

자동차 연비 규제안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재보다 

약 2배 정도의 연비향상이 요구되며 규제 미달 시 가혹

한 벌 이 부과될 망이다. 이에 연비향상 기술은 향

후 자동차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사항으로 작용

할 것이다. 각 국의 CO2가스 배출 규제는 130g/km 

(EU, ’15년), 140g/km (한국, ’15년)이고, 연비 규제

는 16.6km/L (미국, ’16년)이다1). 

  자동차 연비 향상 기술은 크게 엔진  구동계의 효

율 향상, 주행 항 감소  경량화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엔진효율 향상은 비용과 투자 기간이 길어 

규제 변화에 한 빠른 응이 어려우며, 주행 항 감

소 기술은 상 으로 개선 효과가 미비하다. 반면에 

경량화 기술의 경우는 타 기술 비 빠른 용으로 연

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최근 차량 

경량화 기술은 연비개선 기술의 보완재가 아닌 연비 규

제 부합을 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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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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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ome restrictions due to Zn coating, relatively stable joints can be obtained in comparison with 
other welding process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will be sufficient competitiveness if a strong 
restraint against porosity i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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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상품성 개선모델이나 모델 변경을 통해서 부분

으로 빠르게 용이 가능해 용주기가 짧기 때문에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타 기술 비 용이 

용이하여 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 이다. 이와 같은 

차체 경량화 연구동향은 세계 최  규모의 자동차 차체 

기술 컨퍼런스인 “Euro Car Body Conference 2015”

에서도 그 로 반 되고 있다2). Fig. 1은 표 인 출

품차량의 BIW(Body-in-White) 소재 용 황 분석 

결과를 보여 다. 그림과 같이 일부 차량은 고강도강

의 확  용을 통해 경량화에 응한 반면 Ford F- 

150과 같이 BIW 체를 알루미늄으로 체한 경우도 

있다. 한편 부분의 출품 차량은 스틸과 알루미늄이 

히 혼재되어 경량화를 극 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

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차체 소재는 차 스틸과 알루미늄이 복합

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안정 인 개발을 해서는 특

히 이종소재의 합기술 확보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3). 이종재료의 합은 소재 간 물성이 상이하므로 기존 

용 기술을 사용하여 고강도, 고내구 품질의 합을 구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 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스틸과 알루미늄의 신뢰성 있는 합기술의 개발  

용을 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실제 스틸과 알

루미늄의 합에는 그동안 고 인 방법의 마찰용
4-5), 폭발압 6), 음 용 7)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

찰교반용 8-12), 이 용 13-17), 하이 리드용 18)  

항 용 19)과 함께 아크 열원을 이용한 이징 

합20) 등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특히 일본 Honda

에서는 2012년 세계 최 로 양산 차의 차량 시스템 부

품인 런트 서 임에 마찰교반용  이종 합 기술

이 용된 제품을 출시하여 기존 제품 비 25%의 경

량화를 달성한 사례가 있다21). 그러나 이들 합 방식

은 특정한 이음 형상에만 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두 재질

의 합에는 리벳(Rivet)과 같은 기계  합기술과 

구조용 착제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고 인 방식만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고 용성이 높은 아크 용  공정을 사용하여 스틸과 

알루미늄 간 이종 합 연구 결과에 해 총 4회에 거쳐 

기고하고자 한다. 우선 그 첫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이

종 합에 용할 수 있는 각각의 공정에 한 연구 동

향을 소개하고 한 직 인 공정비교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2. 이종 합 연구동향

  스틸과 알루미늄의 합을 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다양한 용 방법이 시도되었다. 이에 따른 이종 합 

공정은 크게 기계 , 화학  그리고 열 (Thermal) 방

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에 

용 가능한 각각의 해당 공정은 Fig.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  체결(기계 )과 구조용 착제(화학 )

를 사용한 이종 합 기술동향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차체 소재 다변화에 따른 체결  합기술22)”에 이미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에서는 기존의 용  공정

(열  방법)을 이용한 이종 합 연구 동향을 심으로 

기술하 다.

2.1 고상용 (Solid State Welding)

  기존의 용 공정 개선을 통해 이종 합을 달성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크게 Fig. 2와 같

이 고상용 과 용융용 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  고

상용 은 용 할 면에 모재를 시켜 열과 압력을 동

시에 가해서 합시키는 방법이다. 속표면은 평활해

도 원자 으로는 많은 간격이나 요철이 있으므로 이들

을 완  시키기 해서는 원자를 상호 이동시킬 필

요가 있다. 즉, 고상용 은 속을 가압 착시켜 미끄

럼 변형을 일으키게 하거나 열에 지를 주어서 원자 상

기타
알루미늄

초고강도강

고강도강

마일드강

2.4% 9.5%
12.0%

26.0% 48.0% 49.9% 62.1%

5.0% 8.0% 1.0% 2.0% 3.7%
High-end & P/U

37.7%

88.8% 94.6%
35.2%

32.2% 34.0%

30.0% 27.0%

15.7%
12.7% 0.5% 0.5%24.7%

34.3% 28.0%
11.0% 16.0% 10.3% 6.9% 6.5% 3.7%

23.9%
21.0%

25.0%
8.0%

24.1%
18.3%

Opel… Mazda… Renault…BMW… Jaguar… Audi… Cadillac…Mercedes… Ford…

Body(kg) 338.3 445.8 419.4 375.4 382.0 399.0 293.5 246.2 291.5

257.0 362.0 339.3 305.6 283.0 323.0 231.0 197.0 213.6BIW Only

Fig. 1 Current state of BIW material construction on 
Euro-Car-Bod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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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의 확산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고상

용 은 표 으로 마찰용 , 마찰교반용 , 음 용

, 폭발 압  등이 있으며 스틸과 알루미늄 간의 이종

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종소재 조합에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음 용 은 Fig. 3과 같이 모재를 음극 사이

에 지지하고 가압하면서 음  진동을 주어서 생기는 

진동마찰 에 지를 흡수시켜 소성변형이 용이하게 하여 

합시키는 방법이다23). 이 방법은 용가재나 럭스가 필

요없고 외부로부터의 가열도 필요치 않으며 합부에 

변형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주로 융 이 낮고 소성변형

을 일으키기 쉬운 Al, Cu 등의 박 합에 주로 사용

되어 왔다. Watanabe7)는 이에 음 용 을 통해 연

강과 Al 합 의 겹치기 용 을 시도하 으며 한 가

압력과 용 시간을 도출하여 음 용  공정을 통해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이 가능함을 입증하 다. 

그러나 아직 실험실 수 의 단계로 실제 이종 합의 실

용화를 해서는 형상, 소재의 강도  종류, 합강도 

 공정 최 화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고상용 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찰용 의 용이

다. 마찰용 은 마찰압  (Friction pressure welding)

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Fig. 3과 같이 환 이나 이

를 가압된 상태에서 회 시키면서 마찰열로 온도가 상

승되어 당한 온도에 이르면 회 을 멈추고 가압력을 

증가시켜 용 하는 방법이다. 마찰용 의 가장 큰 장

은 동종재료의 용 은 물론 이종재료의 용 도 용이하

다는 것이다. 이종재료의 용 이 가능하고  용융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세라믹의 용 에 마찰용

이 많이 채용되고 있다24). 마찰용  과정에서 마찰부의 

도달온도 상한은 모재의 융 이나 그 보다 낮기 때문에 

용융되면 취약한 합  는 화합물을 형성하는 재료의 

용 에서도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여 합할 수 있다. 

그러나 마찰용 의 가장 큰 단 은 형상의 제약이 상당

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합 상의 한쪽은 축 칭

이어야 하고 축을 심으로 마찰운동이 가능해야 하는 

제약뿐만 아니라 량  사이즈에 의한 문제도 존재하

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의 자동차 차체를 상으로 하는 

이종 합 기술에는 실 인 용이 어렵다.

  고상용 의 마지막 방법으로는 마찰용 의 형상 인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념의 마찰 인가 방식을 구

한 마찰교반용 (Friction stir welding)  마찰교반

용 (Friction stir spot joining)이 있다. 마찰교반

용 은 1991년 국의 TWI에서 개발되어 특허 출원

된 새로운 개념의 고상용 법으로 기존의 마찰용 을 

응용한 기술이다. 본 기술은 개발 기에는 알루미늄 

합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 이종재료 용 이 주목 받으

면서 철강재와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과의 합 등에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마찰교반용 은 이종 합 

시 용융용 이 가지고 있던 문제 들을 상당부분 보완

할 수 있는 방식이며, 이를 응용한 마찰교반 용 은 

항 용 을 체할 만한 합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기존의 용 공정을 사용하여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부에 실제 양산 용을 유

일하게 성공하 다는 사실에 있다. 앞서 언 한바와 같

이 일본의 Honda사는 런트 서  임에 마찰교반

용 을 용하여 기존의 GMA용 과 동등 이상의 강도

를 확보하 을 뿐만 아니라 25%의 경량화와 함께 설

치부의 강성을 20% 향상하고 소모 력을 50% 감

하 다고 발표하 다21). 마찰교반용  시스템 한 

형 장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산업용 로 에 용하

으며, IR카메라와 이 를 이용하여 실시간 수 비

괴검사를 통해 합부의 품질을 보증하 다. 

  이와 같이 마찰교반용 을 이용한 이종 합 기술은 

실 인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Mibiayi25)는 

마찰교반용 을 통해 알루미늄을 포함한 마그네슘, 타

이타늄  스틸과의 이종 합에 해 종합 으로 연구

한 결과를 발표하 으며, Springer26)는 스틸과 알루미

늄의 마찰교반용  시 형성되는 속간화합물과 기계  

강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나아가 

Uzun27)은 스테인리스강과 알루미늄 간의 이종 합에 

성공하 으며, Watanabe28)는 최소한의 속간화합물 

형성을 유도하여 알루미늄 모재 비 86%까지의 인장

강도를 확보하 다고 발표하 다. 한 Coelho8)의 연

구에 의하면 600 MPa  고강도강과 알루미늄 간의 

이종 합 시 알루미늄 모재 비 80% 수 의 인장강

도를 확보하 으며 고강도강의 소성변형  용 부 결

함이 없는 합부를 얻었다고 보고하 다. 그 외에도 

많은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마

찰교반용 의 장 은 겹치기 외 맞 기 이음부에도 

Non-rotating

Pressure

Pressure

Non-rotating

Rotating

Rotating
Upset

Friction welding Ultrasonic welding

Force 

Vibration

Weld interface
Horn

Anvil

Fig. 3 Principle of friction welding and ultrasonic weld-
ing proces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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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맞 기 합을 해서는 회  

방향과 핀을 알루미늄 쪽으로 치우쳐 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Fig. 4는 겹치기  맞 기 합 후 각각 인

장 시험한 결과를 보여 다. 실제 겹치기 합부는 알

루미늄 모재 수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고 맞 기에서 

한 73% 수 의 합강도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고상 합 방식의 특성상 비교  입열로 

합되어 속간화합물 층의 성장이 극소화 되며 한 

교반에 따른 결정립 미세화를 통해 우수한 기계  성질

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마찰교반용 의 합 

메커니즘은 기계  맞물림에 의한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29). 실제 합부의 단면은 Fig. 5에 제시하 다. 

합부에는 키싱본드(Kissing bond)와 유사하게 계면 

사이에 산화막이 잔존하여 발생하는 결함인 후크(Hook) 

형태의 연결부가 발견되며30), 그 형상과 용 강도간의 

상 계에 해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후

크의 안쪽에서는 충분한 속 간 합이 이루어지나 바

깥쪽에서는 부분  속 간 합  미 합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인장강도는 시험 방향에 따라 50%이상 차

이가 나기도 한다.  

  마찰교반용 을 통해 겹치기 구조의 합 시 합품

질에 향을 주는 공정변수로는 툴 형상, 회 속도, 이

송속도  삽입깊이가 있으며, 맞 기 합 시에는 추

가 으로 핀의 치  경로, 교반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툴의 형상  그 수명이 하나의 큰 연구 주

제로 다 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각각의 개별 툴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형

화된 툴의 표 을 확보하는 것이 마찰교반용  공정 

용의 핵심 기술이다. 

2.2 용융용 (Fusion Welding)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에 사용되는 기존의 용융

용  공정은 크게 항 용 , 이 용   아크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의 공정들은 모재가 용융 과

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종 속 합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문제 들이 직 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스

틸과 알루미늄의 용융용 이 어려운 가장 기본 인 이

유는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두 속의 융  차이

고, 두 속의 융  차가 100℃ 이내에 있으면 통상

인 용융용 이 가능하지만, 융  차이가 이보다 큰 경

우에는 응고 시 융 차로 인한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융용 이 어렵고 이징이나 고상 합으로 합하

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31). 

  다음으로 선팽창 계수 차이로 인한 열응력의 형성이

다. 열응력의 형성은 결국 합부의 균열과 련된다. 

냉각 시에 인 한 속끼리의 열팽창계수가 큰 경우 한

쪽은 인장응력, 다른 쪽은 압축응력이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형성되는 상(Phase)의 특성이 이음의 

성질에 향을 미치게 된다. Fig. 6에 제시한 Fe/Al의 

평형상태도에 의하면 Fe와 Al은 용해(Solution),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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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roperties between Fe and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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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화합물(IMC, Inter-metallic compound) 그리고 공

정(Eutectic)을 형성하게 된다. Fe 함량이 40%를 넘

는 경우 FeAl3, Fe2Al7, Fe2Al5, FeAl2와 FeAl 등의 

복잡하고 취성이 높은 속간화합물을 형성하게 되며 

Fe 함량이 12%를 넘어 75∼80%까지 되면 연성이 없

어진다32). 이  특히 Fe 에 Al이 33∼62%로 포함

되면 FeAl3, Fe2Al5 등과 같은 상이 형성되어 합부 

강도에 집 인 향을 다. 속간화합물은 Fe 함량

이 많은 구간과 Al 함량이 많은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

는데, Al 함량이 높은 속간화합물은 보다 취성이 강

하며 그때의 경도는 900∼1,100 Hv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33). 이에 따라 한 공정변수의 선정을 통해 

속간화합물 층의 형성을 최소화시키는 용 법이 바람직

하다.

  2.2.1 항 용  

  용융용 의 일종인 항 용 의 경우 재 자동차 차

체 조립에 가장 많이 용되고 있는 공정으로서 이를 이

종 속 간 합에도 활용이 가능할 경우 기존의 생산라

인을 그 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 이 있다. 이에 따

라 학계  산업계를 심으로 오래 부터 알루미늄합

의 항 용  품질 개선을 시작으로 재는 이종

속 간 용 성에 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알루미늄은 소재의 기 도도가 좋아 고유

항이 낮고 응고수축율  열 도도가 높기 때문에 

기 항 발열을 이용하는 항 용  공정에 합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알루미늄을 스틸과 동시에 

항 용 을 실시하게 되면 용융 과 발열량 차이 등

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극 수명에 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34). 

스틸과 알루미늄 간 용  시 용  에 알루미늄 소재

에 의한 잔재가 극 선단을 마모시키며, 이로 인해 수

시로  드 싱  극 교체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작

업효율을 떨어뜨린다35). 

  Fig. 7은 인버터 DC 용 기를 사용하여 가압력과 

통 시간은 고정하고 류에 따른 인장강도 변화를 보

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소재는 DP590 스틸과 Al5052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두께는 모두 1.2 mm로 동일하

다. 시험결과 류에 비례하여 용 부 깃(Nugget)이 

넓게 형성되며 인장강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례하여 날림 상  압흔 깊이가 히 

증가하 으며, 기공  균열 등과 같은 내부 결함 한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스틸과 알루미늄 간 상

이한 소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발열량의 차이에 의한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발열량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극의 직경  형상을 각각 달리하

여 발열량을 조 하거나36), 합 계면에 간 삽입재

(Insert metal) 등을 이용37-40)하여 발열에 한 균형

을 맞추고 속간화합물의 형성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

리고 각 모재의 성분에 맞게 추가 인 항을 발생

시키는 성질의 로세스 테이 를 속을 모재와 극 

 사이에 삽입하여 합하는 방법41) 등 다양한 방식에 

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재까지의 연구결

과를 조사한 결과, 스틸과 알루미늄 간의 용 강도는 2∼ 

3 kN 수 으로 타 공정에 비해 비교  낮으며 극수

명에 한 보증이 되어야 비로소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2.2.2 이 용  

  이 는 에 지 도가 높고 열원에 한 정 한 제

어가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이종 합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단되어 이를 이용한 연구결과 한 많이 발표

되었다. 이 에 의한 이종 합은 키홀용 (Keyhole 

welding)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단 스틸과 알루미늄 간 키홀용 은 

Fig. 8과 같이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응고  종균열

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

분용입(Partial penetration)을 통해 입열량과 속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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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N 2,607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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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 between welding current and peak 
load in resistance spot welding of steel to alumi-
num joint 

Longitudinal crack

Fig. 8  Longitudinal crack on aluminum to steel joint 
specimen after laser keyhole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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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의 생성을 최소화하여 이  이종 합을 성공하

다42-43). 그러나 부분용입에 의한 이종 속 간 이  

이종 합은 용입량  갭의 정확한 제어가 요구되기 때

문에 실용화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Fig. 9는 상

을 스틸로 놓고 하 을 알루미늄으로 배치한 뒤 동일한 

출력에서 용 속도만 증가시키며(입열량을 감소시키며) 

용 한 결과를 보여 다. 우선 입열량이 감소되는 조건

에서 용   스패터 발생  비드 함몰 상 등이 억제

되었으며 이는 단면의 언더필 정도를 통해 확인 가능하

다. 한 인장강도 시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합부의 강도는 입열량이 감소되어 부분용입 깊이가 

작아질수록 강도는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깊

이가 무 작을 경우에는 일부 상/하  분리 상이 나

타날 정도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입열량의 증가에 

따라 알루미늄과 스틸 간 속간화합물이 더욱 많이 형

성된 결과이다. 본 실험결과를 통해 한 부분용입 

깊이는 0.2∼0.3 mm 정도로 나타났으나 실 으로 용

입깊이를 이와 같이 정확히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  용융용 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

하기 해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도용 (Conduction 

welding)을 시도하 다44,45). 이 방법은 Fig. 10과 같이 

스틸을 상 으로 놓고 이 빔을 디포커싱(Defocusing) 

하여 스틸을 가열시켜 그 도열로 인해 알루미늄과 확

산 합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 한 입

열량  이에 따른 열 달이 정확하게 제어되어야 하므

로 실험실 수 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고 보다 효율 으로 열 도에 의한 확산 합을 가능

하게 하기 해 Kutsuna46)는 이  롤 용 (Laser 

roll welding)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이  가열부

를 따라 롤러로 압력을 가하여 열 달을 용이하게 하면

서도 속간화합물 성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압

력과 이  출력, 속도, 빔 조사 치 등이 한 조

합으로 설정될 경우 모재강도 이상의 합강도를 나타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이 외에 이  열원에 용가재를 투입하여 통 인 

이  이징 형태의 합공정을 응용한 이종 합 

연구  복합 열원을 사용한 하이 리드 형태의 합공

정도 다수 보고되었다. Mathieu47)는 알루미늄이 15% 

함유된 Zinc 계열의 용가재를 사용하여 이  빔의 직

경, 형상, 송 속도  이송속도, 출력 등 다양한 변수

를 조 하여 스틸과 알루미늄의 양호한 이  이징 

합부를 얻었다고 발표하 다. 나아가 Sun48)은 AlSi5 

용가재를 이용해 2.5 mm 두께의 맞 기용 을 실시하

고 그 특성을 평가하 다. 특히 맞 기 용  시 시편의 

개선각을 30도  45도로 각각 달리한 후 합하고 인

장강도를 측정한 결과 30도 개선각에서 최  150 MPa 

수 의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 다. 한편 Jia49)

는 마치 클래딩 공정과 유사하게 우더 형태로 용가재를 

공 하여 이종 합을 시도하 으며, 나아가 Vollertsen50)

은 이 와 GMA용 을 결합한 하이 리드 공정을 도

입하여 열원을 알루미늄 쪽에 치우치고 스틸에는 럭

스를 도포하여 이종소재에 맞 기 용 을 실시하여 

180 MPa의 합강도를 확보한 결과를 발표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열원을 이용한 이

종 합 공정이 시도되었지만, 이들 공정은 무엇보다 정

확한 공정의 제어와 함께 엄 한 갭 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직 실험실 수 을 벗어나기에는 분명한 한계

가 존재한다. 

  2.2.3 아크용  

  차체  부품 용 에 있어 항 용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크 용 의 경우 이 용 에 비해 그 

정 도  갭 리 등에서 보다 유연(Flexible)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표 인 아크 용 으로 비소모성 

극을 사용하는 TIG용 과 소모성 용가재를 사용하는 

GMA용 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지만, 에 지 도가 

0.5mm

3.2kW 5.5m/min

0.47mm

0.5mm

3.2kW 5.0m/min

0.88mm

0.5mm

3.2kW 6.0m/min

0.31mm

0.5mm

3.2kW 6.5m/min

0.17mm

51.2MPa 64.1MPa

89.4MPa 7.5MPa

Fig. 9 Figure of cross section depend on laser welding 
conditions (variation of welding speed) 

Steel fusion zone

Steel fusion line
Steel heat affected
zone

Al fusion zone

Al fusion line

Fig. 10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laser conduction 
welding-brazing proces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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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국부 인 역에 입열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크 열원을 사용한 이종 합은 그동안 많은 시도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Achar51)는 1980년   TIG용 을 

이용하여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을 하는 경우에 

있어, Al 용가재 내 S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속간화

합물 층의 두께가 감소함을 보고하 다. 이후 Lin52)은 

AC TIG용  공정에서 Al-Cu 용가재를 사용하여 스틸 

쪽에 럭스를 도포한 뒤 알루미늄 간 맞 기 합을 

시도하 으며, 172 MPa 수 의 인장강도를 얻었다고 

발표하 다. 그러나 실 으로 TIG용 의 경우 생산

성이 매우 낮아 제품의 경쟁력이 근본 으로 하된다. 

  한편 기존의 GMA용 의 경우 후 에서는 우수한 용

성  고속용 이 가능하지만, 박  용 에서는 소모

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크에 의한 열량과 이행하는 

용 이 보유하는 열량이 더해져 모재에 입열되고, 이로 

인해 박 의 경우 용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 용 조건에서 용 을 실시하더라도 열변형이 매우 

큰 단 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해 류 용  범

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량의 스패터가 발생하게 되어 

기존의 GMA용 을 박 에 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와 같은 용 의 한계를 극복하고 박  용 을 가능

 하기 해 산업계  학계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으며, 이에 한 결과로서 오스트리아의 Fronius사

에서 CMT(Cold Metal Transfer) 용 기가 개발되

었다. 본 기법은 기존의 GMA용 방식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온도에서 단락 형태의 속이행이 이루어진

다. 기존의 GMA용 방식은 류가 단락 단계에서 상

당량 증가하지만, 이 용 방식을 사용하면 Fig. 11과 

같이 단락 단계에서 와이어가 역인(Retraction)되어 

류가 아주 낮게 유지된다. 이에 따른 용 이행 시 용

의 표면장력을 높여주어 류에서도 안정 인 아크 

유지가 가능하며 스패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2 mm 

이하의 알루미늄 박 에서도 용 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용 부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스틸과 알루미늄 간 이종

합에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Fronius사에

서 2005년 최 로 발표되었다53).

  CMT 로세스가 개발되어 이종 합에 용이 가능

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아크 열원을 이용한 이종

합에 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Zhang54)은 2007년 

CMT 용 기를 사용하여 고입열  입열 조건에서 

이종 합 후 인장강도  속간화합물의 성장 비교를 

통해 입열량과 속간화합물간의 계에 해 고찰하

으며, 이후 그의 다른 논문55)에서는 입열 단락이행 

상을 고속카메라 촬 을 통해 설명하 다. 비슷한 시

기에 Jacome56)은 CMT를 이용하여 스틸과 알루미늄 

간 맞 기 용 을 성공하 으며, 그 품질에 한 속

학  고찰 결과를 제시하 다.

  이후 CMT를 이용한 이종 합 련 연구결과가 차체 

경량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주제로 다수 발표되었다. 

그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는 용가재 내 Si 

함량에 따른 속간화합물의 형성과 련된 것57-61)으

로 주로 속학 인 분석을 통해 용가재 내에 포함된 

Si이 속간화합물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다음으로 아크 열원을 이용한 이종 합에서 문제

가 되는 것은 용가재의 젖음성과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 층에 한 내용이다. 재까지 밝 진 바에 의하면 

아연도 강 (Galvanized steel)에 포함된 Zn 성분이 

알루미늄 용가재와 우수한 친화력으로 표면장력을 감소

시키고 젖음성을 도와주어 이징이 이 지는 반면, 

합 화 용융아연도 강 (Galva-annealed steel)  

일반 냉연강 의 경우 젖음성이 나쁘며 공정  많은 

속간화합물 형성으로 인해 합이 잘 되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62-64). 한 이종 합부 루트부에 발생하

는 기공 형태의 미 용융부에 한 연구도 일부 보고되었

다. 겹치기 구조물의 특성 상 응력집 은 계면 루트부에 

집 되는데 Zn의 기화에 발생된 루트부의 기공에 의해 

인장강도가 하된다고 보고되어 있다65-67). 겹치기 구

조를 갖는 이종 합부는 기공의 존재  응력집  그리

고 비드의 형상에 따라 강도가 결정되며 단모드는 용

융선(Fusion line)에서 단되는 경우와 합계면

(Interface)에서 단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에 

이종 합부의 단모드  그 원인을 정 강도 측면으

로 밝 낸 실험결과도 일부 발표되었다62,68-70). 그러나 

단강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종합 인 에서 분석되

어야 하나 용 소재의 강도, 두께  이와 련된 모

멘트 등의 고려 없이 재료 인 측면에서만 분석되어 

단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외에도 CMT 아크 열원을 수치 으로 모델링

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한 연구71,72)도 보고된 바 있으

며, 이  디포커싱 열원을 이용하여 아크의 안정성 

 용가재의 젖음성 향상 유도를 통해 CMT 합속도

를 6 m/min까지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례도 발표

되었다73). 나아가 러그 용  형태로 이종 합을 시도한 

Wire retraction period

Fig. 11 Schematic diagram of wire retraction to make 
short circuit transf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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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보고되었으며74), Kang75)은 용가재에 따른 염수

부식 특성  강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 연구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에 발표된 부분의 논문은 다양한 

공정 변수에 따라 나타나는 상학 인 부분에 해 이

야기하 으며, 이종 합의 메커니즘 규명에 우선 인 

심을 두고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종 합 

기술이 보다 실용화되기 해서는 속학  의 연

구결과에서 나아가 강도 측면에서 합부의 기계  특

성에 한 명확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3. 공정에 따른 이종 합 특성고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이종 합 공정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몇몇 공정을 심으로 동일 

조건에서 공정별 인장 단강도의 비교  그 특성을 검

토하 다. 1.2 mm의 동일한 두께를 갖는 Al5052와 

DP590 소재에 한 이종 합을 실시하 으며, 시편의 

폭과 첩 길이 모두 25mm로 통일하여 시편을 제작한 

후 인장 단강도를 비교하 다. 각각의 공정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일반 인 환경에서 가장 최 의 강도가 나

오는 조건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 다. 표 인 

공정으로는 기계  체결  가장 표 인 볼트 체결을 

선정하 으며, 착의 경우는 여러 가지 구조용 착제

를 검토 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착제를 기

으로 시험하 다. 아크 합은 CMT를 사용하 고, 

이 는 3.3kW  CW 디스크 이 를 이용하 다. 

항 용 의 경우 인버터 DC를 사용하 고 마지막으

로 마찰교반 용 의 경우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

여 다양한 툴 형상을 제작 후 용기를 사용하여 시편

을 제작하 다. 

  이에 따른 종합 인 시험결과는 Fig. 12에 요약하여 

제시하 다. 인장 단강도의 인 비교는 합 형

태의 상이함( 합과 선 합)으로 인해 불가하지만 그 

값만 비교할 경우 구조용 착제 사용 시 가장 높

은 강도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강도는 오로지 착제의 

특성과 합면 에 비례한다. 한 볼트 체결의 경우도 

소재  볼트의 두께  강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반면 용융 합 공정의 경우 공정별 제약과 특징이 존

재한다. 공정별로 요약하자면 우선 아크 이종 합의 경

우 이징 매개체가 되기 한 도 층이 반드시 필요

하며 이는 순수 Zn로 이루어진 GI강 에 한정된다. 

한 Zn의 경우 이징  기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루

트부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공이 합강도를 상당

히 하시켜 이를 방지하기 한 갭의 부여가 필요하

다. 이  제살용 (Autogenous welding)의 경우는 

두 소재의 용융에 의해 필연 으로 속간화합물 발생

되며 이는 합강도의 격한 하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하  용입부를 0.2~0.3 mm 수 으로 최소화하

여 다  용 을 실시하여 강도를 보증하는 방안이 있으

나, 용입깊이를 정확히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실 

수 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항 용 의 경우는 두 소

재 간 항 발열량의 차이에 의한 문제와 극손실이 

가장 문제가 되며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극형상 변

화를 통한 집 된 류 인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마찰교반 용 은 원자간 확산 합을 유도하는 공정으

로 툴 형상과 삽입깊이, 지그의 강성 그리고 확산 합을 

유도하는 공정조건의 도출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직까지는 두 재질의 합

에는 기계  합기술과 구조용 착제를 혼용하는 고

Arc Laser Spot FSSW Bonding Bolting

Peak load 4.2kN 2.7kN 2.6kN 2.9kN 6.5kN 4.0kN

Problem Restrictive Zn 
coation 

Control of heat 
input

Electrode loss 
and underfill

Distorsion and 
indentation

Surface 
condition

Additional 
weight

Solution Gap control to 
avoid pore

Multipul laser 
welding

Concentration 
of electric 

energy density

Optimal tool 
design and 
clamping 
system

Increase of 
overlap length

Increase of bolt 
strength and 

size

Cross-section

Fracture 
mode

Fig. 12 Comparison of tensile-shear load and process characteristic about steel to aluminum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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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식이 보다 신뢰성 있어 보인다. 용융 합 공

정 에는 아크용 이 가장 실 인 안이 될 수 있

으며 마찰교반 합과 용 의 경우 많은 연구가 수

반되어야 한다. 반면 이  제살용 은 장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소개한 이  도용  

등의 방식을 통해 속간화합물의 생성을 최 한 억제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크 열원을 이용한 스틸과 알루미늄 

간의 이종 합에 해 연구하 으며, 우선 그 첫 번째

로 본 논문에서는 이종 합에 용할 수 있는 각각의 

공정에 한 연구 동향을 조사하 다. 한 직 인 

공정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 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이종 합 공정은 크게 기계 , 화학  그리고 열

 방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아직까지 이 두 재질의 

합에는 리벳과 같은 기계  합기술과 구조용 착제

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고 인 방식만이 사용되고 있다.  

  2) 스틸과 알루미늄의 용융용 에 있어 어려운 가장 

기본 인 이유는 취성의 속간화합물 형성이며 용융용

 공정을 용 시 한 공정변수의 선정을 통해 입

열량을 최소화하여 속간화합물 층의 형성을 억제시키

는 용 법이 바람직하다.     

  3) 용융용   아크용 의 경우 도 에 따른 제약이 

일부 존재하지만 타 용 공정과 비해 비교  안정

인 합부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기공에 한 강력한 억

제방안이 마련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ORCID: Yong Kim: https://orcid.org/0000-0002-718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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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크 열원을 사용한 스틸과 알루미늄 간 이종 합은 

에 지 도가 낮고 국부 인 역에 입열 제어가 어려워 

발생되는 속간화합물의 형성과 그로 인한 기계  물

성 하 때문에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 다. 이

에는 주로 TIG 아크 열원을 사용한 이종 합 결과1-3)

가 몇몇 발표되었는데, 량 생산을 추구하는 자동차산

업의 공정 특성 상 생산성의 문제 한 고려되어야 한

다. 그러나 2005년 새로 개발된 CMT 시스템을 통해 이

종 합에 한 용 가능성이 Bruckner4)에 의해 발표

되면서부터 본격 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첫째로 Zhang5)은 고입열  입열 조건에서 이종 

합 후 인장강도  속간화합물의 성장 비교를 통해 

입열량과 속간화합물간의 계에 해 고찰하 으며, 

그의 후속 논문6)에서는 고속촬 과 형 측정을 통해 

CMT 시스템에서의 입열 제어에 해 설명하 다. 그

는 한 스테인리스강에 각각 알루미늄과 Zn로 코 을 

하여 알루미늄과 이종 합한 뒤 속간화합물의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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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 으며 알루미늄 코

은 용가재의 젖음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 다7). 

  이후 공정변수와 합부의 품질에 한 상 계를 

밝히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기에 발표된 

부분의 연구는 속간화합물의 형성에 한 Si의 역

할에 한 것이다. Dong3)은 TIG 열원을 사용하여 Al- 

Si, Al-Cu, Al-Si-Cu  Al-Zn 용가재로 각각 스틸

과 알루미늄 간 이종 합을 실시한 뒤 속간화합물의 

형상  두께를 비교하 으며, 용가재에 포함된 Si가 

스틸 모재로부터 용 부로 Fe가 확산되는 것을 제한시

키고 이로 인해 속간화합물의 체 인 두께가 감소

된다고 보고하 다. Su8)는 교류펄스아크용 을 이용하

고 순수 Al, AlSi5, AlSi12  AlMg4.5의 서로 다른 

Si 함량을 갖는 용가재를 사용하여 용  후 그 특성을 

비교하 으며, 그 결과는 Dong3)의 연구결과와 매우 

일치한다. 나아가 Shao9)는 Fe2Al5  FeAl3로 구성

된 속간화합물의 형성 메커니즘에 해 설명하 으며 

속간화합물의 형성은 온도와 시간의 함수로써 입열량

에 의해 그 두께가 결정된다고 하 다. 이러한 속간

화합물의 형성 메커니즘은 이  이종 합에 해 연

구한 Jia10)의 주장과도 거의 일치한다.  

  Niu11)는 본격 으로 AlSi5  AlSi12 용가재를 사

용하여 동일 조건에서 용  후 비드형상과 합강도를 

비교하 다. 그는 입열량 증가에 따라 용가재의 유동성

이 증가하기 때문에 젖음각이 감소하고 합길이가 증

가한다고 주장하 는데 여기서는 동일조건에서 AlSi5

의 합길이가 더 우수하며 모재 비 89%의 강도를 

확보하 다고 하 다. 그러나 상식 으로 Si 함량 증가

에 따라 용융풀의 유동성이 증가하므로 젖음각  강도

에 한 그의 주장은 좀 더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용가재 내에 함유된 Si의 역할에 해서는 Milani12)

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그는 Niu11)의 주장과 달리 

AlSi12의 젖음성이 더욱 좋게 나타났다고 하 으며, 

이는 Si 함량 증가에 따른 용가재의 융 과 성이 감

소하고 용가재의 유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

다.

  한편 용가재의 젖음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도 층과 

합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 결과도 다수 발표되었다. 

Yagati13)는 펄스 GMA용 을 사용하여 각각 GA (Gal- 

vaannealed), GI (Galvanized) 강   일반 냉연

강 (CR, cold rolled)과 알루미늄 간 이종 합 결과

에 해 발표하 으며, GA  CR 강 에서도 합을 

실시하여 인장시험 결과를 제시하 다. 반면 Cao14)는 

보론강 에 동일한 도  소재를 사용하여 이종 합 후 

그 용 성에 해 분석하 으며, Yagati13)의 주장과는 

달리 GA 강 의 경우 Fe-Zn 합  도 된 코 층이 

완 히 녹지 않아 용가재의 젖음성이 나빠서 합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고 하 다. 한 그는 스틸과 알루미늄

을 연결하기 해서는 Fe/Al 상의 형성이 필수 이지

만, 많은 양의 Fe/Al 속간화합물 층은 합부의 취

성으로 인해 좋지 않으며 그 두께는 10 ㎛ 이하로 되어

야 한다고 하 으며, 그의 주장은 이 의 다른 연구결

과4-5)와도 잘 일치한다. 비슷한 시기에 Zhou15)는 GI 

강 에서의 젖음성 거동에 해 연구하 는데 Al, Fe 

 Zn의 상  엔탈피의 차이를 가지고 합 메커니

즘을 설명하 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Al, Fe  Zn의 

상  엔탈피  Fe-Al간 엔탈피가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먼  반응을 나타내게 되며, 도 되어 있는 Zn의 

일부는 기화되고 일부 존재하고 있는 액상상태의 Zn는 

끝 쪽으로 이동하여 용  토우부에 Zn 집 부(Zn- rich 

zone)를 형성한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아크열원을 이용한 합 시 용  루트부

에 발생하는 기공  이의 감 방안에 한 연구도 있

다. Liu16)는 GMA용 에 비해 비교  낮은 용 속도

를 갖는 TIG 용 공정에서 기공의 발생이 보다 게 

발생한다고 보고하 으며, Su17)는 Al 동종소재 용 과 

Fe/Al 이종 합 시 후자의 경우에서 기공발생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사실을 밝혔다. 한 그는 직류펄스, 교

류펄스  교류 이 펄스 용 방식으로 각각 용  후 기

공 발생률을 정량 으로 비교하여 교류의 경우 극성변

화, 충격에 의한 버블의 분해, 아크 압력에 의한 난류 

유동 등의 원인으로 많은 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용

 앙부에 치한다고 하 으며, 직류를 사용한 경우

에는 이와 같은 유동 변화가 상 으로 으므로 상부 

쪽에 기공이 분포된다고 하 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서

는 루트부에 치한 기공  기공 발생 정도와 강도와의 

상 계 등에 한 언 은 없었다. 이에 반해 Yang18)

은 루트부에 발생되는 기공과 이의 감 방안에 해 

연구하 다. 그는 인 인 갭을 주어 시편 사이에 Zn 

기화 통로를 만들어주면 기공의 발생이 히 어들

며, 갭의 증가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된다고 발표하 다.  

  그 동안의 연구 동향을 검토한 결과 합부의 품질을 

결정짓는 공정변수는 크게 용가재의 종류, 도  종류  

상태, 입열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갭 등의 이음부 조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  용가재의 종류나 

입열량에 따른 특성 등은 속학 인 에서 이미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합 메커니즘이 규명되었다. 그러

나 아직까지 도 의 종류나 도 층의 역할 등에 한 

명확한 연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CMT 로세스에서의 용 이행 상  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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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차이를 보다 정성 으로 확인하기 해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합부 형성과정을 찰하 다. 

한 도 의 종류뿐만 아니라 도  두께가 합 품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도 진행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그 동안 이종 합에 한 많은 연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조합의 스틸과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분 소재의 용 두께는 

1.0∼2.0 mm 이내로 이는 일반 으로 차체 소재에 

용되는 두께이다. 특히 차체 소재로 사용되는 알루미

늄의 경우 표 으로 가공경화형 합 인 Al5052  

열처리형 합 인 Al6061이 실험 소재로 채택되어 연구

되었으며, 스틸의 경우 다양한 강도 범 의 소재가 연

구되었으나 일반 으로 300∼600 MPa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가

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1.2 mm의 두께의 DP590 고

강도 강  소재와 Al5052 소재를 기본으로 사용하 으

며, 이종 합 특성을 확인하기 해 필요에 따라 Al6061 

소재를 사용하거나 소재의 두께를 달리하여 실험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소재의 화학조성  기계  성질

은 각각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한 스틸과 알루미늄 간 이종소재 용  시 도  종

류에 따른 용 성을 확인하기 해 GA, GI  CR 강

에 해 각각 이종 합을 실시하고 그 품질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GA  GI 강 의 도  상태

는 Fig. 1에 제시하 다. 도  두께는 측정 치에 따른 

편차가 다소 있으나 체 으로 GA와 GI 각각 14 ㎛, 

11 ㎛으로 측정되었다. 도 층의 주요 성분을 확인하기 

해 주사 자 미경(SEM)  x-선 분 분석(EDS) 

결과는 Fig. 2에 제시하 다. 분석결과 GA의 경우 앞

서 연구된 바와 같이 약 12%의 Fe와 88%의 Zn으로 

이루어진 Fe-Zn 합  도 으로 나타났다14). 반면 GI

의 경우 거의 100%의 순수 Zn 도 으로 이루어 진 것

을 확인하 다. 

  한편 재까지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도  두께와 

합 품질 간 계에 해 언 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

다. 이에 따라 추가 으로 도  두께가 미치는 향에 

해 확인하기 해 욕(Bath) 온도 460℃ 정도에 시

편을 침  시킨 후 침  시간 조 을 통해 도  두께를 

조 할 수 있는 비교  간단한 용융아연도 (Hot dip 

galvanizing) 방식으로 도  두께를 달리하여 4단계로 

제작하 다. 제작 결과는 Fig. 3과 같이 최소 도 두께

인 약 2 ㎛부터 32 ㎛까지 비하 다. 

2.2 실험 장치  방법

  Fe/Al 이종 소재의 합에서의 핵심은 속간화합물

의 형성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품질이 결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P S

0.09 0.28 1.01 0.012 0.005

Mechanical properties

Young’s 
Modulus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Elongation Poisson-

ratio

210GPa 420MPa 620MPa 27% 0.3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5052 H32

Chemical composition (wt.%)

Si Fe Cu Mn Mg Zn

0.088 0.311 0.015 0.057 2.33 0.008

Mechanical properties

Young’s 
Modulus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Elongation Poisson 

ratio

72GPa 185MPa 230MPa 14% 0.33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DP590 steel

GA Steel 14㎛ GI Steel 11㎛GA Steel 14㎛ GI Steel 11㎛

Fig. 1 Coating condition compared with GA and GI steel 

Zn

Fe

Zn

Fe

GA Steel

GI Steel

Zn

Fe

Zn

Fe

GA Steel

GI Steel

ElementWeight%Atomic%
Fe K 1.12 1.30
Zn K 98.88 98.70
Totals 100.00

ElementWeight%Atomic%
Fe K 1.12 1.30
Zn K 98.88 98.70
Totals 100.00

Element Weight% Atomic%
Fe K 10.42 11.98
Zn K 89.58 88.02
Totals 100.00

Element Weight% Atomic%
Fe K 10.42 11.98
Zn K 89.58 88.02
Totals 100.00

Fig. 2 Results of the composition analyses of coating 
layer for GA and GI ste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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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며 이러한 속간화합물의 형성 정도는 온도와 시

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크 

열원을 이용한 이종 합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 으나 

CMT 용  시스템의 출연으로 인해 입열 제어가 가능

해짐으로서 아크열원을 이용한 이종 합이 실 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CMT 용 원(TPS3200)을 

사용하 다. 

  용 조인트는 Fig. 4와 같이 필렛 조인트로 하 으며 

알루미늄 합 을 상 에 배치하 다. 시험편의 크기는 

알루미늄과 스틸 모두 100×200 mm로 하고 용  길

이는 180 mm로 하여 동일 시편에서 3개의 인장시편

과 1개의 단면을 채취하 다. 소재의 두께는 스틸과 알

루미늄 모두 1.2 mm로 하 으며, 첩 겹침 길이는 

25 mm로 하 다. 기본 인 티칭 치는 알루미늄 상  

모서리에 치시켰다. 한 필렛 조인트 용 을 한 토

치의 기울기는 20°, 진각은 10°로 설정하고 CTWD는 

14 mm로 하 다. 보호가스로는 Ar을 사용하 으며, 

유량은 15LPM으로 고정하여 공 하 다. 토  클램핑 

지그를 사용하 고 상/하  사이의 갭 조  향을 

해 일정 두께의 칩을 배치하고 클램핑하는 방식으로 하

여 인 인 갭을 인가하 다.

  이종 합 후 각 시편의 단면분석을 해 시편 채취 

 마운  후 폴리싱하여 분석 목 에 따라 4% 나이탈

(Nital) 용액 는 Keller 용액(HNO3: 25 mL, HCl: 

15 mL, H2O: 50 mL, HF: 10 mL)를 사용하 으

며, 상온에서 에칭 후 찰하 다. 속학  분석을 

하여 학 미경, SEM, EDS, EPMA  X-ray 검사

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 고 경도는 마이크로 비커스 경

도계를 사용하 다. 조건별 합강도를 비교 평가하기 

하여 25 mm 폭으로 시험편을 가공하여 3 mm/min

의 인장속도로 시험을 진행하 다. 이때 단 강도는 

인장응력(MPa)으로 나타냈으며, 그 면 은 단 치

(계면 or 용 부)에 상 없이 알루미늄 시편 모재의 단

면 으로 정의하 다. 

  마지막으로 도 에 따른 이종 합 시 나타나는 상

을 확인하기 해 고속카메라를 사용하여 이종 합 이행

상을 찰하 다. 이 때 사용된 장비는 Photoron사(일

본)의 FASTCAM SA-1이다. 본 장비는 당 18,000

임까지 촬 이 가능한 카메라이며, 본 실험에서는 

당 4,000 임으로 측정하 다. 아크 빛을 최 한 차

단하고 용 상을 명확히 찰하기 해 ND4 필터  

250W 의 메탈 램 (Metal halide lamp) 조명 두 

개를 사용하 다. 고속카메라 배치 모습은 Fig. 5에 나

타내었다.

3. 실험결과 고찰

3.1 도  종류에 따른 합특성 찰

  내부식성 향상을 목 으로 차체 강 에 사용되는 도

강 은 크게 Fe-Zn 합 으로 구성된 합 화아연도  

강 (GA)과 순수 Zn로 구성된 용융아연도  강 (GI)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 Al-Si로 구성된 용융알루

미늄 도 의 경우 주로 배기계 이 나 머 러 쪽에 

11㎛2㎛

20㎛ 32㎛

11㎛2㎛

20㎛ 32㎛

Fig. 3 Various galvanized coating thickness of the speci-
mens

1.2mm
(2.0mm)

1.2mm
(3.0mm)Al5052 H32

CMT torch

DP590

Tilting angle 
20

o

Overlap 25mm

Zinc coated steel 
Aluminum  

1.2mm
(2.0mm)

1.2mm
(3.0mm)Al5052 H32

CMT torch

DP590

Tilting angle 
20

o

Overlap 25mm

Zinc coated steel 
Aluminum  

Fig. 4 Schematic of the welding configuration 

High speed camera
(FASTCAM SA1) CMT

Direction

Fixture

Metal halide 
lamp

(250W)

Metal halide 
lamp

(250W)

High speed camera
(FASTCAM SA1) CMT

Direction

Fixture

Metal halide 
lamp

(250W)

Metal halide 
lamp

(250W)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high speed camera meas-
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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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으나 최근 핫스템핑강 제작 과정에서 산화방지

를 목 으로 비 있게 용되고 있다. 실제 차체 조립

공정은 부분 항 용 이 용되고 있는데, GI 강

의 경우 순수 아연 도 층의 존재에 따라 류 도의 

하락  기 도도의 향상으로 발열량이 부족하게 되

어 Fe-Zn 합 화도 인 GA 강 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로서 우선 으로 GA 강 과 아무

런 도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CR 강 에 해 AlSi3Mn 

용가재로 다양한 입열 범 에서 BOP (Bead-on-plate) 

합  알루미늄과의 겹치기 이종 합을 실시하 다. 

  선행 시험결과 Fig. 6과 같이 GA 강   CR 강 은 

어떠한 입열 범   공정변수 조 을 통해서도 BOP  

겹치기 용 에서 건 한 합부를 얻을 수 없었다. 특

히 GA 강 의 경우 류 조건에서 류를 증가시킬

수록 다량의 스패터가 그에 비례하여 발생하 으며, 불

규칙 인 비드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일부 용  후 냉

각과정에서 비드가 강 과 분리되는 상도 나타났다. 

한편 강 에 어떠한 도 도 되어있지 않은 CR 강 의 

경우 비드가 넓게 퍼지지 못하고 냉  형태의 결함이 

발생되었으며 겹치기 용  시에도 스틸 표면에  용

착되지 못하고 비드가 알루미늄 쪽으로 치우치는 상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에 발표된 일부 연구 결과
13,19,20)에서는 비록 합강도는 낮지만 펄스 아크의 형

태 조 을 통해 GA 강 과 알루미늄 간 이종 합에 성

공했다고 발표하 지만, 계면 확산에 의한 이종 합 메

커니즘과 본 실험 결과를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실제 

합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반면 GI 강 에 Al 용가재로 BOP 용 을 실시한 실

험에서는 Fig. 7과 같이 정 입열 조건에서 스패터의 

발생없이 안정 인 아크를 유지하며 양호한 비드를 얻

을 수 있었다. 이때 용된 용 조건은 류 55 A, 

압 6.9 V에 용 속도는 0.6 m/min이다. 합부 후면

에서는 도 층 일부가 부풀어 오르는 상이 나타났는

데, 이는 용  시 후면까지의 열 달로 인해 기화 이 

낮은 표면의 아연 도  일부가 기화됨에 따라 발생된 

것이다. 합부의 단면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용가재는 

용융되는 반면 스틸은 녹지 않아 서로 계면 합이 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계면은 Fe/Al 속간

화합물로 그 두께가 10 ㎛을 과하게 되면 합강도

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5,14,21), 

본 실험에서는 그 두께가 약 3 ㎛ 정도로 매우 양호한 

계면 합부를 형성하 다.   

3.2 고속카메라를 통한 합메커니즘 고찰

  본 연구에서는 CMT 로세스에서의 용 이행 상 

 도  종류에 따른 차이를 보다 정성 으로 확인하기 

해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찰하 다. CMT 로

세스는 기본 으로 용 이 모재의 용융풀과 하여 

이행되는 류 역의 단락이행 모드를 기본으로 한

다. 이러한 단락이행 모드는 기본 으로 단락에 의한 

아크의 소멸과 재발생이 반복 으로 발생되므로 용  

류와 압이 매 순간 격하게 변화되며, 이에 따라 

스패터가 항상 발생된다22). 특히 일반 인 단락이행 모

드에서는 용 이 용융풀에 하는 순간에 기 으로 

단락이 되므로 아크가 소멸하게 되고 이에 따른 아크의 

항이 없어지므로 용 류가 격히 증가하게 된다. 

용  류는 단락이 유지되는 동안 력과 용융지로부

터의 표면장력에 의해 용융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단락 

말기에는 단면 이 어지면서 류 도가 증가하여 

항열에 의한 단락부의 온도 상승과 자기력에 의한 핀

치효과(Pinch effect)가 추가되어 용융 속의 이행이 

Al

Steel (GA)

Al

Steel (CR)

Steel (GA)

Steel (CR) 

BOP test Lap joint

Fig. 6 Bead appearance of GMA brazed joint according 
to coating and joint type 

IMC layer : under 3㎛

Aluminum

GI steel

Bottom view

Brazed interface

Top view

Fig. 7 Results of the bead appearance, cross-section and 
intermetallic layer for BOP test on GI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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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진되며 결국 용 재료와 융융지는 분리(단락부

의 단)가 된다. CMT 로세스는 이와 같이 단락 순

간에 류를 낮추고 단락 종료 시 기계 으로 와이어를 

당겨서 부를 기계 으로 단시킴으로서 스패터와 

입열량을 이는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기계  

단을 유도하기 해 CMT 로세스에서는 메인 송

장치와 서보송  장치 사이에 버퍼(Buffer)를 두어 푸

쉬-풀 송 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그 주기는 

약 100 Hz 정도이다. 

  Fig. 8은 실제 GI 강 에 Al 용가재를 사용하여 BOP 

용 을 하며 고속카메라로 측정한 결과로서 CMT 로

세스에서 각 단계별 단락이행과 류 압 변화 곡선에 

해서 도식화하 다. 한편 Fig. 9는 한 사이클에서의 

단락이행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알루

미늄 용가재는 용 이 이루어지고 스틸 재는 이

징 된다. 용가재는 단락이 유지되는 동안 용융되고 스

틸의 도 층과 반응하여 젖음 반응(Wetting)이 일어나 

넓게 퍼지게 된다. 단락 말기에는 용가재가 기계 으로 

후진되어 부가 강제 단되며 이 게 단된 용

은 표면장력에 의해 용융지로 넓게 퍼진다.  주기에

서 스패터의 발생은 없었으며 용융지의 유동 한 안정

화되어 있는 모습이 찰되었다.

  반면 GA 강   CR 강 에서는 앞선 선행실험결과

와 같이 어떠한 공정조건에서도 합이 불가함을 확인

하 으며, 이에 한 BOP 고속카메라 찰 결과는 각

각 Fig. 10  Fig. 11에 제시하 다. 일단 GA강 의 

BOP 용  결과는 Fig. 10 (1)과 같이 단락이 유지되

는 동안 용 의 부피가 매우 커지게 되며 기계 으로 

단락을 종료시키는 순간(2)에 용융 용가재는 용융지로 

이동되어야 하나 젖음성 부족으로 쉽게 용융지를 형성

하지 못하고 용가재를 따라 같이 상승하게 된다. 이후 

용가재와 모재 간 분리에 따라 다시 아크가 화되면

(3, 4) 아크의 반발력으로 인해 용가재에서 분리가 되

고(5), 이 게 강제 으로 분리된 용 은 결국 다량의 

스패터로 발생(6)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CR 강

의 경우에는 스패터 발생의 문제보다는 스틸과 알루미

늄 간 계면반응을 도와주는 매개체가 존재하지 않아 용

 후 Fig. 6과 같이 냉 (Cold weld) 형태의 비드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Fig. 11의 고속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CR 강  표면에 용

융된 알루미늄 용가재는 스틸과 아무런 반응없이 용가

재의 표면장력에 의해 큰 젖음각을 가지고 형성되며 결

과 으로 매우 볼록한 비드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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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os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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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hematic of welding current and voltage during 
metal transfer in CM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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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igh speed camera image of the one cycle metal 
transfer for BOP welding of GI steel sheet with 
aluminum filler wire

1 2 3Shor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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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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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igh speed camera image of the one cycle metal 
transfer for BOP welding of GA steel sheet with 
aluminum filler wire

1 2 3Short circuit

4 5 6

Fig. 11 High speed camera image of the one cycle metal 
transfer for BOP welding of CR steel sheet with 
aluminum filler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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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BOP 용 에서의 용 이행 상은 Fe/Al 겹치

기 용 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Fig. 12는 GI 

 GA 강 에서 동일한 용  조건으로 겹치기 용  시 

나타나는 상을 고속 촬 한 결과를 보여 다. GI 강

과 알루미늄 겹치기 용 의 경우는 일단 알루미늄 모

재와 용가재로 인해 형성된 용융지가 강  계면의 Zn

로 인해 젖음성이 향상되면서 스틸 쪽으로 고루 퍼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반면에 GA 강 의 경우 스틸 쪽에 젖

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다량의 스패터를 발생하며 용

융풀이 모두 용융지의 표면장력만으로 인해 알루미늄 

쪽으로 몰리게 되어 결국 스틸 표면과는 합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스틸과 알루미늄 간 이종 합은 도

 조건에 따른 제한이 있으며 성공 인 합을 한 

한 매개체가 존재하여야 함을 고속카메라 찰을 

통해 확인하 다.

  이상과 같은 실험을 통해 이종 합은 결국 스틸 표면

의 코 층이 일차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godo23)는 Zn는 스틸 표면에서 용가재와 용융 

알루미늄의 젖음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 으며, 이러

한 주장은 Cao14)  Zhou15)의 연구결과로 이미 증명되

었다. 일반 으로 젖음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표면

의 계면에 지, 액상온도, 성, 표면기질의 거칠기, 원

자간 반응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Fe- 

Zn 합  도 층과 순수 Zn 도 층 그리고 아무런 도

이 되지 않은 CR 강 의 이종 합 특성이 각각 비교되

었다. 앞서 각 소재의 도  성분비에 한 EDS 분석결

과는 Fig. 2와 같이 GA 강 의 경우 12%의 Fe와 

88%의 Zn으로 이루어졌으며, GI 강 은 거의 Zn 도

만 검출되었다. Fig. 13에 제시된 Fe-Zn 이원계상

태도에 의하면 GA 도 층의 융 은 약 930℃인 반면

에 GI 도 층은 420℃에 불과하며, 특히 Zn의 경우 

910℃ 부근에서 기화가 이 진다. Zn의 낮은 융 과 

기화 에 의해 알루미늄 용가재가 용융 시 Zn 코 층

은 높은 증기압을 가지며 기화되며, 일부는 용융상태로 

표면에 남게 된다. 이때 기화되는 Zn는 아크의 잠열

(Latent heat)을 빼앗아 보다 낮은 입열이 모재에 

달되고 이는 결론 으로 낮은 반응온도와 시간으로 인

해 속간화합물 층의 확산을 최소화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13). 한 기화 과정에서 모재 표면의 산화막은 제

거되고 활성화된 속 표면이 노출되어 모재에 한 젖

음성  유동성이 더욱 진된다. 한편 기화되지 않고 

일부 액막(Liquid film) 형태로 남아있던 Zn는 용융 

용가재에 의해 용해된다. 이 게 용해된 Zn는 용융풀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며 결과 으로 젖음성 향상과 함께 

용  토우부 양 끝단으로 넓게 퍼지게 된다. 

  반면 GA 도 층은 Fe-Zn 합 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그 융 은 순수 Zn 도 에 비해 훨씬 높은 온도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동일 입열 조건에서 합 시 코

층이 완 히 용융되지 않고 한 산화막의 제거가 불충

분하여 결과 으로 젖음성을 해하는 요인이 된다. 용

융되지 않고 남아있는 Fe-Zn 합 은 다량의 스패터를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도 이 되어있지 않은 CR 강 의 

경우 한 젖음성을 도와주는 매개체가 존재하지 않아 

용가재의 퍼짐성이 극히 제한된다. 용융 알루미늄은 표

면장력을 직 으로 낮춰주는 Zn가 존재하지 않아 볼

록한 비드가 형성되며, 이는 Fig. 11의 고속카메라 결

과에서도 확인된다. 용융된 알루미늄은 스틸 표면과 직

으로 하게 되며 재료 상호간 열팽창계수  응

고속도의 차이로 인해 응고  계면부 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CR 강  한 결론 으로 이종 합이 불가하다. 

3.3 Zn 도  두께에 따른 향

  앞서 많은 연구자들이 도 층이 스틸과 알루미늄 간 

이종 합에서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으며, GI 강

이 이종 합에 합한 도 으로 보고하 으나 아직 

도 두께가 합품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결과

GI steel

Al side 

Good wetting

GA steel

Al side 

No wetting

Spatter

Spatter

Fig. 12 Comparison of the Fe/Al dissimilar metal lap 
joint welding-brazing result depend on coat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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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었다. 실제 이종 합에 해 발표된 많은 문헌들

은 단지 도 의 종류만 언 되었을 뿐 도  두께까지 

명시된 경우는 거의 없다. 도 층과 젖음성의 상 계

를 통해 합 메커니즘을 규명한 일부 연구12-14)  이

종 합부의 부식 특성에 한 연구 논문24)에서만이 실

험에 사용된 강  도 의 두께가 간략히 명시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께는 각각 5.3 ㎛14), 10 ㎛13), 10∼

15 ㎛24)  13∼16 ㎛12)으로 모두 일정치 않았다. 이

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도  두께가 스틸과 알루미늄 

간 합부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Fig. 3과 같이 도  두께를 2∼32 ㎛ 범 에서 4단계

로 달리하여 제작한 후 합부 품질에 한 기계 속학

 특성을 분석하 다. 

  우선 동일한 용 조건에서 도 두께만 달리한 시편 

에 AlSi3Mn 용가재를 사용하여 BOP 시험을 실시

하여 외   단면을 찰하 다. 실험 결과 2 ㎛으로 

가장 얇게 도 된 시료는 정상 인 BOP 용 이 이

지지 않았는데, 이는 아크열에 의해 기화되고 일부 용

융 상태로 남아있는 Zn의 양이 무 어 용융지의 표

면장력을 감소시키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반면 11 ㎛ 이상의 두께를 갖는 시료에서는 모두 외

상 양호한 용 비드를 얻을 수 있었으며, 도  두께

에 따른 단면, 속간화합물 층의 두께  스틸 이면부

의 모습은 Fig. 14에 제시하 다. 우선 본 실험에 앞

서 도 의 두께가 속간화합물 층의 형성에 향을 미

칠 것으로 상하 으나, 실제 분석결과 그 두께는 모

두 2∼3 ㎛ 범 로 측정되어 특별한 상 계를 찾기

에는 변별력이 부족하 다. 반면 단면 찰 결과에서는 

도 두께에 따라 용착 속의 면   기공발생량에 의

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강  이면부에서도 차

이 을 발견하 다. 우선 각각의 알루미늄 용착 속 면

을 측정한 결과 11 ㎛에서는 4.88 mm2, 20 ㎛에서

는 4.67 mm2 그리고 32 ㎛에서는 4.10 mm2으로 도

 두께가 증가할수록 최  15% 정도 용착 속 면

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 게 용착 속의 양이 

어든 이유는 앞서 3.2 에서 언 한 아크 입열 공정 

 Zn의 거동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동일한 입열 조

건에서 기화되는 Zn의 양이 많을수록 열에 지는 Zn에 

의해 손실되고 이는 결국 체 으로 용가재 용융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한 고상 상태의 Zn가 순식간에 기

화될 경우 나타나는 강한 증기압은 일부 빠져나가지 못

하고 용착 속 내부의 기공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이

유로 동일 입열 조건에서도 용착 속과 기공 발생률에 

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실제 BOP 단면에서의 기공

률을 이미지분석기로 측정 결과 각각 3.69%, 4.49%  

7.31%로 최  2배 이상 나타났다. 한 합부 이면

부에서도 도 층 부풀어 오름 상 정도에 한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아크열이 이면부까지 열 달이 되

며 기화 이 낮은 아연도 의 일부 기화로 인한 것이다. 

  겹치기 용  결과 한 BOP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 각각의 도  두께에서 동일 입열로 용  시 용융

되는 용착 속의 양은 Fig. 15  Fig. 16과 같이 도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최  5% 정도 감소된다. 한 

인장 단강도 한 25% 이상 하되는데 그 이유는 

단면 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인장 단 시험 후 

단면에 존재하는 내부 기공의 양은 확연하게 차이가 

Cross section Back side

11㎛

20㎛

32㎛

IntermetallicCoating thickness

Fig. 14 Effects of weldability and intermetallic layer growth depend on coating thickness at same welding condition of 
B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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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여기서 발생된 내부 기공은 일반 으로 알루미늄 

용 에서 수소의 흡착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한 기공과 

기화된 Zn가 응고 시 용융지 표면으로 방출되지 못하

여 용착 속 내에 잔류하여 발생된 기공이 복합 으로 

작용되어 인장강도가 하되는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크 열원을 이용한 스틸과 알루미늄 

간의 이종 합에 해 연구하 으며, 도 에 따른 차이

과 젖음성과 련된 합메커니즘을 고속카메라 찰

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 다. 한 도 의 종류뿐만 아

니라 두께가 합 품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도 

진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Fe/Al 소재 간 이종 합에서 스틸 도  종류에 따

라 합성에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도 층의 융 에 

기인한다. GA 강 의 경우 도 층의 융 이 930℃로 

420℃에 불과한 GI에 비해 보다 높은 융 으로 인해 

도 층이 충분히 용융되지 않아 젖음성이 하되어 다

량의 스패터 발생과 함께 어떠한 조건에서도 합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2) 도 층의 두께에 따른 합성을 검토한 결과, 11 ㎛ 

이상의 두께를 갖는 시료에서는 모두 외 상 양호한 용

비드를 얻을 수 있었으며 속간화합물 층의 두께는 

모두 2∼3 ㎛ 범 로 측정되어 특별한 상 계를 찾

을 수 없었다. 

  3) Zn 도 층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용착 속의 양

은 최  5% 정도 감소되며 인장 단강도 한 25% 이

상 하되었다. 이는 도  두께가 두꺼울수록 Zn로 인

한 내부 잔류 기공의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이며, Zn 기

화에 의해 손실된 열에 지 차이로 인해 체 으로 용

가재의 용융량은 감소된다.

ORCID: Yong Kim: https://orcid.org/0000-0002-718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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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아크열원을 이용한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

종 합에서 용가재에 의해 알루미늄은 용 이 이루어지

고 스틸 재는 이징된다. 여기서 이징되는 스

틸 표면에 있는 아연도 층은 용융알루미늄과 스틸 모

재 사이의 젖음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종 합 기술이 상용화되기 해서는 신뢰성있는 합

강도의 확보가 무엇보다 요하며, 이는 속간화합물

(IMC, Inter-metallic compound)의 형성을 최소화

하여 얻을 수 있다. 이종 합에서 양호한 합강도를 

얻기 한 속간화합물의 두께는 략 10㎛ 이내로 

보고되고 있으며1,2), 이 범  내에서 속간화합물이 

형성될 경우 합강도는 부분 알루미늄 용착부의 특

성에 의해 결정되는 강도와 기공의 형태 그리고 비드 

형상  갭 등 형상학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결정되어 진다. 

아크 열원을 이용한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접합에 관한 연구(Ⅲ)

- 정적강도 및 파단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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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commercialize the steel to aluminum joining technology using arc heat source in the automo-
bile industr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secure a reliable joining strength. However, there is not enough 
to describe the overall static strength characteristics of dissimilar metal joint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ensile-shear test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process parameters which affect the strength of the lap 
joint structure. As a result, the porosity of the Al-Fe dissimilar joint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 strength
due to the vaporization of Zn present in the root zone than the geometrical shape of the bonded length or 
the wetting angl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rack was initiated due to the root pore, along 
with cracks in the vicinity of the continuous pore by fractography analysis. Decrease of the tensile strength 
is due to the reduction of the absolute cross-sectional area result from the pores present in the weld metal. 
Finally, from the results of stress analysis using FEM, it was confirmed that the pore of the root zone due 
to the increase of the heat input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strength even though the interface bonding 
length wa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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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종 합부의 합강도는 지 까지 주로 속

학 인 측면에서 분석되어 왔다. 특히 알루미늄은 소재

의 특성 상 열 도율  열팽창계수가 높고 액상  고

상 간의 수소 용해도 차이가 큰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용 에 있어서는 기공이나 미세한 융합 불량  균열, 

변형 등의 발생이 쉬운 속이다. 한 알루미늄 합

은 냉간가공 는 석출경화에 의해 강화되는데, 아크 

열원에 의해 재가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용   열

향부에서 강화효과를 잃게 되어 강도의 손실을 가져온

다. 특히 6천계열 알루미늄과 같이 열처리 알루미늄합

의 합에서는 국부  어닐링과 시효로 인하여 강도

가 하되며, 5천계열 알루미늄과 같은 가공경화 알루

미늄합 의 경우 냉간가공된 조직의 성장에 의해 강도

가 하되어 열 향부 연화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소

재의 용  특성으로 인해 발 된 강도 하는 이종 합

의 강도를 설명할 때도 그 로 인용되어 지는데, 다수

의 연구결과에서 충분히 얇은 속간화합물층이 형성될 

경우 Fe/Al 이종 합부의 강도는 열 향부의 연화에 

기인하여 결정된다고 하 다3-5).      

  알루미늄 모재 열 향부의 연화와 더불어 정 강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용 부에 발생된 기공의 

존재이다. 이 기공은 크기, 형상, 치 등에 따라 이음

부의 강도에 큰 향을 미치게 되나, 일반 으로 기공

의 양이 합격 수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특히 이종 합

부의 경우 루트부에 발생하는 기공이 강도에 큰 향을 

미치는데 이의 발생 원인과 형태에 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7,8). 이들 연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겹

치기 구조의 특성상 인장시험 시 응력집 은 계면의 루

트부에 집 되게 되는데 이 치에 발생한 기공의 크기 

 형태에 따라 인장강도가 결정되며 이러한 기공은 

Zn의 기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 다. 한편 이종 합부의 

단모드에 한 연구를 통해 알루미늄 열 향부  용

융선(Fusion line)을 따라 단되는 경우와 용 부와 

스틸의 합계면에서 단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4,5), 아직 기공과 강도와의 계를 정

량 으로 연구한 결과는 부족하다. 단강도를 결정짓

는 요인은 용 소재의 강도, 두께  이에 따른 편심 

하 의 향 등의 기계  거동에 한 고려 없이 재료

인 측면에서만 분석되어 기존의 연구결과로 이종 합

부의 단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와 련하여 Lin9)은 이종 합부의 정 강도  단모

드에 해 FEM을 통해 보다 해석 으로 근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그는 이종 합부의 물성을 근거 있

게 정의하고 그에 따른 해석 결과로서 단모드와 합

강도는 알루미늄보다는 스틸의 강도  두께에 향을 

받는다고 주장하 으나 이로서 이종 합부의 체 인 

정 강도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종 합부의 정 강도  

단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해 입열량, 갭 크

기  시편 두께를 달리하며 시편을 제작하 다. 이를 

통해 우선 으로 용 부에 발생되는 기공의 형태  발

생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후 겹치기 구조에

서 형상학 으로 강도를 결정짓는 공정변수에 따른 인

장 시험을 실시하 다. 한 인장시험이 완료된 시험편

에 해 이종 합부에 나타나는 기공을 심으로 면

해석을 하여 균열의 발생   과정을 찰하 다. 

마지막으로 갭과 합계면 길이, 소재 두께 등의 이음

부 형상 차이로 인해 달리 나타나는 단 모드에 해 

실험   해석 (FEM) 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겹치기 구조의 인장 시험 시 형상학  인자에 의한 재

료의 거동에 해 설명하 다. 

      

2. 실험  해석방법

2.1 실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용 부의 형상학  인자(계면 합 길

이  갭 크기)를 심으로 정 강도 특성을 악하고

자 다음 Fig. 1과 같은 조건으로 총 30세트 용  후 

이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용 속도는 소재 

두께와 상 없이 모두 0.8 m/min으로 동일하게 하고, 

류값만 변화시켜 입열량을 조 하 다. Al 1.2mm 

두께 소재 용 시에는 GI(Galvanized) 도 된 1.2 mm 

두께의 DP 590강을 하 에 배치하 다. 이때 용  

류는 각각 55 A, 70 A  80 A를 용하 다. 한편 

3.0 mm 두께를 갖는 Al 소재 용 의 경우 하  스틸

의 두께는 2.0 mm로 용하 으며 이때의 용  류

는 각각 80 A, 95 A  110 A로 설정하 다. 이후 인

장시험을 해 시험편은 첩 길이와 폭을 각각 25 mm

로 가공하 다. 인장시험은 조건 당 3개씩 실시하여 그 평

균을 나타냈으며, 시험 속도는 모든 시편에서 1 mm/min

500 J/cm; 1.2 mm or
1,000 J/cm; 3.0 mm

620 J/cm;1.2 mm or
1,220 J/cm; 3.0 mm

740 J/cm;1.2 mm or
1,400 J/cm; 3.0 mm

No gap

0.2 mm

0.4 mm

0.6 mm

0.8 mm

1.2 mm

3.0 mm

Heat input energy Gap condition Al thickness

× ×

Fig. 1 Test conditions to observe the properties accord-
ing to geometr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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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 다.    

  한 단의 시작   균열  방향의 정확한 확인

을 해 인장시험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상을 

찰하 다. 고속카메라는 Photron사의 FASTCAM 

APX-RS 제품을 사용하 으며 촬 주기는 당 125

임이다. Fig. 2와 같이 시험편의 측면 비드를 사로 

촬 하면서 다양한 합조건에서 제작된 시편의 단 순

간을 찰하 다. 

  인장시험이 완료된 시편의 분석을 해 실체 미경  

학 미경(OM), 주사 자 미경(SEM) 등을 사용하

여 기 균열   방향에 해 분석하 고 면 해

석을 해 추가 으로 x-선 분 분석기(EDS)를 사용

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하 다. 한 시험편의 단에 미

치는 기공의 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해 시험

편은 Nital 4%로 에칭 후 증류수 100 ml + 불산 

0.5 ml로 이 에칭을 하 다. 보다 미세한 기공의 

찰을 해 학 미경에서 흑백모드로 촬 하여 이미지 

분석기의 선명도 조 을 통해 0.03 mm 이하의 기공까

지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하 다. 

2.2 FEM 해석방법 

  공정변수에 따른 이종 합부의 최  응력 변화  응

력집 부를 확인하기 해 FEM 해석을 실시하 다. 

시편에 한 형상 모델링은 실제 이종 합부의 단면을 

참고하여 최 한 유사하게 비드형상을 구 해 Fig. 3과 

같이 CATIA로 모델링 하 으며 해석은 범용 구조해석 

S/W인 ANSYS Workbench를 사용하여 선형해석을 

실시하 다. 시편에 한 모델링은 길이 100 mm, 

첩길이 25 mm로 하 고 합부 폭 한 실제 시험편

과 마찬가지로 25 mm로 설정하 다. 1축 인장시험 환

경을 구 하기 해 스틸 측면은 완  구속 후 알루미

늄 끝단에 0.3 mm 변 조건을 동일하게 주어 이때 나

타나는 상과 응력의 크기에 해 비교분석하 다. 

  다음으로 이종 합부의 물성치를 정의하기 해 DP 

590 스틸 모재부, Al 5052 모재부  용 부 그리고 

합계면의 4가지 역으로 구분하 다. 이  스틸과 

알루미늄 모재부는 일반 으로 알려진 물성치를 용하

여 탄성계수(Young’s modulus, E)를 각각 210 GPa 

 72 GPa로 용하 다17). 반면 알루미늄 용착 속

의 경우 내부 기공  HAZ 연화 등에 의해 탄성계수

를 포함한 기계  물성치가 모재에 비해 하된다. 이

에 따라 용 부의 탄성계수 는 본 해석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아래 식 (1)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9).      

         (1)

여기서 EAl는 Al 5052 모재의 탄성계수이며, α는 용착

속의 기공률을 의미한다. 실제 이종 합부의 기공률

을 이미지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5∼8%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어 률은 66.2 GPa로 결정하 다. 이에 따른 

단탄성률(Shear modulus)  체 탄성률(Bulk mo- 

dulus) 한 후크의 법칙(Hooke’s law)에 의거한 

계식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알루미늄 용착 속

부의 인장강도  항복강도를 정의하기 해 알루미늄 

합 에서의 비커스 경도와 강도 환산 식 (2)를 용하

여 그 물성을 정의하 다18). 실제 알루미늄 용착 속부

의 경도 측정 결과는 55∼60Hv 수 으로 이에 따른 

인장강도는 식 (2)에 의해 175 MPa로 계산되었다.  

                       
       (2)

        
  마지막으로 합계면은 기존의 연구결과9)를 참조하여 

0.05 mm의 두께로 모델링하 다. 탄성계수는 Fe/Al 

속간화합물의 기계  특성에 해 연구한 Matysik20)

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475 GPa로 정의하 고 포아송

비는 0.2로 하 다. 그는 계장화 압입시험(Instrumented 

indentation test)을 통해 Fe2Al5 속간화합물의 탄

성계수는 475 GPa이며, FeAl3의 경우 284 GPa로 

구분하여 각각 정의하 으나, 그  Fe2Al5의 형성비율

이 훨씬 높다는 타 연구결과21,22)에 따라 Fe2Al5의 탄

성계수 값을 그 로 입력하 다. Table 1에 본 해석을 

FASTCAM APX-RS

Metal lamp

Specimen

MTS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high speed camera to ob-
serve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DP590 1.2t

Al5052 1.2t
Weld metal

Intermetallic layer
(0.05mm)

Parameter (3.0 - 5.5mm)
Gap design Bead geometry Gap condition

Basic modelling 3D Mesh modelling

Fig. 3  FE mesh design for a CMT brazed joint of F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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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입력된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해석은 세 가지 에서 진행하 다. 첫째로는 합

계면의 길이에 따른 강도이다. 합계면의 길이는 입열량

에 따른 비드형상을 참고하여 각각 3.0 mm, 4.0 mm, 

4.5 mm  5.5 mm 의 경우에 해 계면 길이가 최

응력에 미치는 향에 해 해석하 다. 두 번째로는 

갭에 따른 응력분포의 변화에 해 확인하기 해 합

계면 길이를 4.5 mm로 통일하고 갭 크기만 0.2 mm, 

0.5 mm  1.0 mm로 변화시켜가며 갭 크기에 따른 

응력 변화에 해 해석하 다. 이때 갭은 최 한 실제와 

가깝게 모델링하여 갭 부 에 노치선단을 최소화하 다. 

  마지막으로는 이 게 해석된 결과의 고찰을 해 인

장 시험 시 나타나는 거동에 해 최  비틀림 에 지 

이론(Max. torsional energy theory)을 용하여 수

치해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강도(응력) 변화에 

향에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고자 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기공발생 메커니즘 

  아크열원을 이용한 Fe/Al의 이종 합 시 용 부에는 

크고 작은 기공이 발생한다. 특히 루트부에 발생하는 

기공에 해 단순히 Zn의 기화에 의한 기공이라고 주

장한 연구10,11)도 있지만 보는 에 따라 Lin9)은 미

용융 루트부(Unfused root)로 설명하 으며 Su12)의 

경우는 이를 고온균열(Hot crack)이라고 주장하 다. 

한 일부 보고3,13)에서는 이를 융합불량(Lack of fu-

sion)이라고 하 는데 이는 Zn의 기화에 의한 원인보

다는 충분치 못한 입열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도 실제 이종 합시 루트부에 기공이 

항시 발생하 으며 이는 응력집 부의 노치로 작용하여 

합강도에 악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한편 Fe/Al 이종 합부의 인장 단강도 시험시 단

의 시작 은 루트부로 알려져 있으나 균열의 방향

에 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부분의 연구자들은 균

열이 루트부의 미용융 합부(기공)에서 노치선단으로 

작용하여 열 향부 연화가 가장 크게 발생한 용융선을 

따라 균열이 진 되어 단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

다3,4,12,14). 반면 Yagati11)는 알루미늄 용착 속부가 소

성 변형을 일으켜 단면 수축을 수반하며 45도 각도로 

균열이 된다고 하 으며, FEM 해석을 통해 단

모드를 연구한 Lin9)은 일부 조건에서는 루트부가 아닌 

토우부에 응력이 집 되어 Zn 집 부에서 단이 발생

한다고 하 다.  

  Fig. 4는 정 조건에서 합 후 단면, 기공분포  

형태 그리고 인장시험 시 단 치에 해 설명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인장시험 시 기 균열은 항상 기공

부에서 발생되며 단은 인장하 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 되어 괴에 이른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기공은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용착 속 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루트부에 집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실제 루트부를 확  찰해 보면 기공  

미용융부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공은 원형, 선형 

 복합형으로 다양한 형태를 갖으며 알루미늄 소재가 

보다 두꺼워지더라도 Fig. 5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보

Metal
Young’s 
modulus

(GPa)

Shear
modulus

(GPa)

Bulk
modulus

(GPa)

Poison
ratio

Tensile
strength
(MPa)

Al5052 72 27 72 0.33 230

DP590 210 80 210 0.3 620

Weld
 metal 66.2 25 66.2 0.33 175

Interme-
tallic 475 198 264 0.2 -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to define numerical mod-
eling

Steel

Weld metal
Al Base metal

Fusion 
line

1mm

Pore trap

Pore distribution (RT)

Fracture location

Steel

Weld metal
Al Base metal

Fusion 
line

1mm

Pore trap

Pore distribution (RT)

Fracture location

Fig. 4 Detail on the porosity of the root zone at Fe/Al 
joint  

1mm 1mm 1mm

3.0t
(a) (b) (c)

2.0t1.2t1.2t

1.2t 1.2t

Fig. 5 Various geometries of the porosity at weld root 
zone according to heat input conditions and ma-
terial thickness: (a) low heat input at 1.2 mm Al 
(b) high heat input at 1.2 mm Al (c) low heat in-
put at 3.0 mm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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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이와 같이 이종 합부의 루트부에 기공이 발생되는 

원인은 Fig. 6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스틸과 알루미

늄은 용   클램핑되어 이음부가 완 히 착된 상태

에 있다. 그 상태에서 아크 발생 시 스틸에 도 되어 

있던 Zn는 낮은 기화 으로 인해 강한 증기압과 함께 

팽창하며 순식간에 기화된다. 이 게 기화된 Zn는 토우

부  루트부를 통해 배출되려 하지만 루트부의 경우 

용융지로 덮이게 되며 완 히 착된 시편 사이의 공간

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잔류하여 응고 시 기공으로 남

게 된다. 루트부는 특히 알루미늄과 스틸이 착된 부

로 열 도도가 좋아 용융풀의 빠른 온도 감소로 인해 

가장 빨리 응고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충분한 입열이 

달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융합불량이나 기공과 

같은 형태의 결함이 루트부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스틸과 알루미늄 소재 사이에 인 인 공간

을 두어 기화된 Zn가 갭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환

경이 되면 Zn의 기화에 의한 기공은 히 감소하게 

된다. Fig. 7은 갭의 유무에 따른 루트부 기공 발생에 

해 비교한 결과이다. 두께에 한 기공 발생 향도 

같이 확인하기 해 각각 1.2 mm  3.0 mm 두께의 

Al 소재로 동일한 입열량을 용하여 용 하 으며 갭

은 0.4 mm로 설정하 다. 시험결과는 갭의 유무에 따

라 루트부 기공 발생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

다. 뿐만 아니라 계면 길이와 젖음각에 해서도 차이

를 나타냈는데 이는 알루미늄과 스틸 사이의 갭 내에 

발생하는 모세  상(Capillary force)에 의한 것으

로 사료된다. 즉, 갭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화 Zn로 인

해 보다 많은 아크 입열이 용가재의 용융에 사용되고 

입열의 증가에 따라 용가재의 성이 더욱 감소하여 갭 

사이로의 침투가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에 체 인 계

면 합길이의 증가와 함께 젖음각이 감소된 것으로 

단된다. 

  히 감소된 기공에 의해 합부의 인장강도는 증

가한다. Fig. 8  Fig. 9는 동일 조건에서 각각 알루

미늄 소재 두께  갭 크기에 따른 인장 단강도 변화

를 보여 다. 갭은 0.2 mm 단 로 최  0.8 mm 까

지 인가하 다. 그 결과, 0.4 mm의 정 갭 크기에서 

최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

이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갭에 의해 단

모드가 변화된 것이다. 갭이 없어 루트부에 기공이 존

재하던 시편은 기공이 응력집 부의 노치로 작용하여 

이를 따라 수직으로 균열이 진 되어 용착 속에서 

Galvanized steel

AluminumZinc vapor

Vaporization with high pressure
Galvanized steel

AluminumZinc vapor

Vapor escaping zone

No gap condition Pre-setting gap

Fig. 6  Schematic illustration of highly pressurized zinc 
vapor deflects arc at no gap condition and vapor 
escape through pre-setting gap

No gap

Pre-gap

Al 1.2mm Al 3.0mm RT test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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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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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mm
1mm

38.07°

6.34mm

45.17°

4.75mm

0.4mm

0.4mm

1mm

Fig. 7 Comparison of porosity distribution at the root 
zone due to gap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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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발생하지만, 갭이 존재하는 시편에서는 계면에서 

단이 발생한다. 이 게 단모드가 변하게 되는 이유

는 갭에 의해 증가되는 편심 하 에 의해 단응력과 

인장응력 값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3.2 공정변수와 정 강도

  겹치기 구조를 갖는 이종 합부에서 형상학 으로 강

도를 결정짓는 공정변수는 크게 입열량과 갭이 있다. 

일반 인 아크 용  이음부에서의 강도는 각장과 목두

께 그리고 용입 깊이 등에 향을 받는데, Fe/Al 이종

합부는 엄 히 말해 계면 합에 의한 이징 공정

이기 때문에 계면 합 길이가 강도를 최우선 으로 결

정짓는 형상학  인자로 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

재가 충분한 젖음성을 갖는 경우 CMT 로세스를 이

용한 이종 합에서는 입열량에 따라 계면의 길이가 결

정되어진다. 

  합계면 길이(입열량)  갭 크기와 합강도 간 연

성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해 Fig. 1에 제시된 조

건으로 총 30세트의 용  후 형상 분석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이에 따른 인장 단시험 결과는 Fig. 8  

Fig. 9에 각각 제시하 다. 시험 결과를 분석해보면 일

단 갭의 유무에 따른 인장강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 

한 일정 크기 이상의 갭은 합강도를 증가시키나 일정 

수 을 과한 크기의 갭은 다시 합강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갭이 없는 상태에서는 입열 조건에서 

비교  강도가 높지만 갭이 존재하게 되면 그 강도는 

입열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시험결과는 모두 0.4 mm 

크기의 갭을 주었을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형상학  인자에 한 확인을 해 입열  갭 조건

을 배제하고 합계면 길이와 젖음각의 상 성에 해 

분석하 으며, 이는 Fig. 10에 제시하 다. 이때의 계면 

길이는 갭 사이로 침투하여 미용융 합된 부 를 제외

한 실제 합길이를 측정하 다. 분석 결과 계면 합 

길이의 증가에 따라 젖음각이 감소되며, Al 1.2 mm 

두께 시편에서 보다 완만한 형상의 합부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젖음각과 합계면 길이가 각각 인장강도에 미

치는 향을 각각 확인하기 해 시험결과로부터 데이

터를 추출하여 각각 Fig. 11  Fig. 12에 도시하

다. 먼  Fig. 11에 나타난 계면 합 길이와 인장강도

간의 계를 살펴보면, 인장강도는 합계면 길이의 증

가에 따라 약간 증가되나 그 향이 크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데이터의 산포는 갭 크기에 

한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편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젖음각의 크기 

한 합강도에 직 인 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Fig. 12에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

은 결과를 통해 이종 합부의 합강도는 합계면의 길

이나 젖음각 등의 형상학  향보다는 알루미늄이 갖

는 고유의 용 특성(용착 속의 강도)과 겹치기 이음 

구조에서의 편심 하 에 의한 이음부 끝단 루트부의 응

력집 이 보다 큰 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이때

의 응력집 은 루트부 기공의 존재유무에 따라 강도에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실제 알루미늄 합 의 GMA

용 에서는 입열이 증가될수록 열 향부의 연화 역이 

넓어지나 수소에 기인한 기공의 발생은 감소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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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6). 그러나 Fe/Al의 이종 합부에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수소로 인한 미세기공과 더불어 

Zn 기화에 의한 기공이 루트부에 더해진다. 한 Zn에 

의한 루트부의 기공은 특히 Fig. 7과 같이 입열량의 증

가에 비례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사실은 갭이 없는 상

태에서 용  시 입열 조건에서 상 으로 높은 인장

강도 값을 나타내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한편 인장시험 시 소재의 단모드는 갭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1.2 mm 두

께 알루미늄 합부에서 단모드의 변화 경향이 뚜렷

하게 나타났다. 갭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 용착 속에서 

단이 발생하 지만 갭이 0.2 mm에서는 용착 속과 

계면 단 발생이 혼재하여 나타났으며, 갭이 0.4 mm 

이상에서는 부분 계면 단이 발생하 다. 

  갭 유무에 따른 단모드의 변화에 해 보다 정확한 

확인을 해 인장시험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상을 찰하 다. Fig. 13은 갭 유무에 따른 고속카메

라 측정에서 기, 단직   단 직후의 상을 캡

처한 결과이다. 우선 갭이 없는 시편에서는 루트부에서

의 결함(기공)이 쉽게 찰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1

축 인장시험에 의한 편심하 이 발생하게 되면 루트부

에 응력집 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균열이 진 되어 용

착 속이 단된다. 이때 스틸 모재의 변형은 거의 일어

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단 발생 시 에서의 변 (Dis- 

placement)도 0.4 mm 이내로 크지 않다. 반면에 갭이 

존재하는 시편에서의 단은 루트부가 아닌 토우부에서 

시작되는 것을 고속촬 을 통해 확인하 다. 시편의 변

형이 진행될수록 스틸 모재의 변형은 차 증가되며 응

력집 은 토우부 쪽으로 이동한다. 스틸 모재는 단직

 4.7도까지 변형되었으나 탄성 역 내 변형으로 계면

단 발생 직후 복귀한다. 마찬가지로 단은 균열의 

진 역 없이 순식간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Fig. 14를 통해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갭 유무

에 따라 합강도는 20% 이상 차이가 나며 변형률 

한 이와 비례한다.      

  반면 3.0 mm 두께의 Al 소재는 루트부의 기공  갭 

유무 등과 상 없이 계면 단과 용착 속의 단이 동

일한 합조건에서 랜덤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Fig. 15는 이러한 상에 해 설명하고 있는데 루트

부에 발생된 기공의 유무와 상 없이 용착 속에서 

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큰 기공이 존재하는 경우라

도 계면 단이 발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계면

단과 용착 속의 단에서 모두 Al 1.2 mm 두께의 소

재와 비교해 0.3 mm 이하의 낮은 변 역에서 단

이 발생하 는데 이는 스틸  알루미늄 소재 두께 증

가로 인해 보다 큰 편심 하 에 의한 향을 받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3.3 면 해석(Fractography) 

  용 속의 인장강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응고

조직, 결정립도, 결정결함, 화학조성, 석출물의 양과 그 

분포형태 등을 들 수 있다. 한 용 부에 포함된 기공

이 용 부 강도에 미치는 향은 알루미늄 합 에 따라 

다르나, 미세한 기공이 균일하게 분포될 경우는 인장 

 피로강도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5). 알루미늄 용 부의 기공과 기계  성질에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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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bservation of the failure mode using high speed 
camera with gap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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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구에서는 기공의 크기가 0.4 mm 이하의 경우 신

율만 약 10% 하될 뿐 강도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루트부에서의 큰 기공은 인장강도가 약 16%, 

신율은 약 40%의 하를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6). 

이러한 주장은 앞선 3.2 의 연구 결과와 상당히 일치

한다. 루트부의 기공 유무에 따라 Fig. 14와 같이 20% 

이상 강도차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강도에 향을 미치는 기공의 형태는 일반

으로 핀홀(Pin hole), 블로우홀(Blow hole)  웜

홀(Worm hole)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16). 

기공의 성장속도보다 계면의 성장속도, 즉 응고속도가 

단히 빠르면 비드표면에 침으로 른 것과 같이 크기

가 매우 작은 핀홀이 생성된다. 이보다 응고속도가 느리

면 기공이 성장한 상태로 응고하므로 구상의 블로우홀

이 생성된다. 이와 같은 블로우홀 에서 형태가 길고 

좁은 형상의 기공을 웜홀이라고 정의된다. Fig. 5에는 

이종 합 루트부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공의 형태에 

해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루트부의 기공에서 시작

된 균열의 생성, 진   단에 한 정보는 Fig. 16  

Fig. 17에 각각 제시하 다. 

  우선 Fig. 16은 Al 1.2 mm 두께 소재에 해 갭이 

없는 상태에서 합한 시편에서 인장시험 후 단면을 보

여 다. 루트부에는 좁고 가느다란 핀홀 형태의 기공이 

발견되며, 용착 속 내 체 으로 0.1 mm 이하의 미

세기공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다. 균열은 가느다란 핀홀 

결함의 끝단에서 시작되어 주변의 미세기공을 따라 진

되며 최종 으로 인장하 의 수직방향으로 단이 발

생되었다. Fig. 16의 SEM 거시조직 찰로부터 합

부의 루트부는 핀홀 결함이 연속 으로 발생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약 0.3 mm로 찰되

었다. 단면에는 응력 단에 의해 형성된 연성 단임

을 알려주는 딤 (Dimple)이 형성되어 있으며, 큰 기

공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분 지름 0.1 mm 이하의 매

우 미세한 기공만이 연속 으로 찰된다. 한 SEM 

거시조직에서의 기공은 비드 단면에서의 기공보다 훨씬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단경로에서 기공을 많이 포함

하는 면을 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 

  Fig. 17은 Al 3.0 mm 두께 소재에서 마찬가지로 

갭이 없는 상태에서 합한 시편의 인장시험 후 단면을 

보여 다. 루트부에서의 결함은 Fig. 16과 달리 블로

우홀 형태의 구형 기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알루

미늄 소재의 두께 증가에 따라 보다 높은 입열 조건에

서 합되어 용융지의 응고속도가 상 으로 느려져 

기공의 성장이 보다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균열

은 마찬가지로 인장하 의 수직방향으로 진 되어 단

에 이르 으며 인근의 연속 인 기공을 따라 균열이 진

되고 있다. Fig. 17의 SEM 거시조직으로부터 루트

부 기공의 크기는 지름이 최  1.4 mm 정도로 시편 

두께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단면 의 감소

로 인장강도가 Al 1.2 mm 소재의 인장강도에 비해 보

다 낮게 나타난다. 한 단면 찰 결과에 비해 루트부

의 기공이 보다 크게 보이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인장 

단에서 기공을 최 로 포함하는 면에서 단되었기 

때문이며 여기서도 응력 단면에는 딤 이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은 인장시편 면해석 결과로부터 루트부 

기공에 의한 균열 개시와 함께 단면 의 축소로 인

해 인장강도가 하됨을 확인하 다. 앞선 일부 연구에

서는 Fe/Al 이종 합부의 강도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 

열 향부 연화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3,5), 

단면의 분석결과로부터 단은 열 향부가 아닌 용착

속에서 수직방향으로 발생함을 확인함으로서 이러한 주

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입증하 다.  

  한편 단면을 통해 확인된 용 부의 미세기공과 루

트부의 큰 기공이 각각 수소와 Zn에 의한 것인지 확인

하기 하여 각 치에서의 EDS 성분분석을 실시하

다. Fig. 18은 미세기공을 포함한 응력 단부의 성분

과 루트부에서의 기공에서의 성분을 측정한 결과를 나

Fig. 16  OM and SEM image of the crack propagation af-
ter tensile shear test specimen of 1.2 mm thick 
Al

Fig. 17 OM and SEM image of the crack propagation af-
ter tensile shear test specimen of 3.0 mm thick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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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3.1 의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루트부 기공에서는 Zn 성분이 10wt.% 이

상 검출되나 미세기공부를 포함한 단면에서는 Zn가 거

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Zn 기화에 의한 기공은 루

트부에 집 됨을 의미한다. 한 루트부의 기공에서는 

용착 속부의 기공과 달리 산소가 량 검출되었는데 

이는 이종 합 시 용가재와 모재가 충분히 융합되지 못

하면서 기 의 산소에 의해 산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은 융합불량에 해당하는 용 결함에서 

때때로 발견되며16) 루트부의 속한 냉각으로 인한 미

용융부가 존재함을 뜻한다. 

  루트부에 발생되는 기공의 감소를 해 Al 3.0 mm 

소재에서 갭을 0.6 mm 인가한 시편의 단면  단면

은 Fig. 19에 제시하 다. 균열은 마찬가지로 인장하

의 수직방향으로 발생되었으나 Fig. 17과 달리 루트

부에 큰 기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SEM 거시조직 

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루트부는 0.2 mm 정

도의 연속 인 미용융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갭 사이

로 흘러들어간 용융지의 빠른 응고로 인해 발생된 미

합부이다. 이와 같이 확연히 어든 기공으로 인해 

합부는 Fig. 14과 같이 20% 이상 강도가 증가된다.  

  마지막으로 Fig. 20은 계면 단이 발생된 경우에서

의 단면이다. 본 단면 찰 결과로부터 균열의 시작

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3.2 의 고속카

메라 찰결과를 토 로 토우부에서 시작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면 단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편

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단응력과 인장응력의 동시 작

용으로 인해 그림과 같이 수직방향으로의 균열도 동시

에 진행된다. 겹치기 구조에서 인장시험 시 편심하 이 

발생하게 되면 기에는 단응력이 주응력으로 작용하

지만 시편의 변형이 진행될수록 단응력의 감소와 함

께 인장응력이 증가되게 된다. 이에 계면이 용착 속보

다 먼  항복할 경우 계면 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4 응력 해석 

  앞서 이종 합부의 합강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해 실험 결과를 토 로 분석하 다. 이에 본 에서

는 ① 합계면의 길이, 즉 입열량에 의해 결정되는 용

착 속의 양과 ②이음부 갭 조건 그리고 ③소재 두께와 

같은 형상학 인 에서 인장시험 시 나타나는 상

에 해 해석 으로 근하고자 하 다.

  첫째로 합계면의 길이가 정 강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계면의 길이를 각각 3.0~5.5 mm로 

달리한 후 0.3 mm의 동일한 변 조건으로 해석하

다. 그 결과 Fig. 21과 같이 최 응력은 루트부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계면의 앙부에는 응력이 높지 않고 

토우부에서 다시 응력이 집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합계면 길이(면 )의 증가에 따라 응력의 분산을 

가져와 루트부  토우부에 발생하는 최 응력이 비교

 선형 으로 감소하는 해석 결과로부터 합계면 길

이의 증가에 따라 더 높은 합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석 결과와 실제 인장실험 결과는 

Fig. 18  EDS spectrum of matrix and porosity

Fig. 19 OM and SEM image of the crack propagation af-
ter tensile shear test specimen of 3.0 mm thick 
Al with 0.6 mm gap 

1mm

Interface fracture

Crack growth 

1mm

Interface fracture

Crack growth 

Fig. 20 Case of the interface fracture in 3.0 mm thick A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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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았다. 갭이 없는 시편의 인장시험 결과는 

Fig. 8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입열량( 합계면 길

이)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가 감소한다. 이 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선 으로 합부에 한 열  

 역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상에 한 선형 응

력해석만을 실시하 기 때문이다. 한 해석상의 한계

에 의한 원인도 존재한다. 실제 해석에서는 루트부 기

공과 같은 측 불가능한 변수에 한 해석 조건의 반

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 결과는 계면

합 길이의 증가에 따라 루트부에 발생되는 최 응력

이 감소되는 효과에 비해, 입열 증가에 따른 루트부의 

기공 성장으로 인한 노치효과의 증가가 보다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갭의 유무에 따른 응력집  변화에 해 해

석하 다. Fig. 22는 마찬가지로 Al 1.2 mm 두께에

서 동일한 계면 합 길이로 모델링한 상태에서 스틸과 

알루미늄 사이의 갭만 0.5 mm로 띄운 뒤 0.3 mm의 

변 조건에서의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이때 갭은 Fig. 

3과 같이 최 한 실제와 가깝게 모델링하여 갭 부 에 

노치선단을 최소화하 다. 갭 조건에서의 해석결과 응

력집 부의 치는 루트부가 아닌 토우부에서 발견되었

다. 정확히는 스틸과 합계면 간 토우부 끝단에서 응

력이 최 로 되었는데 갭이 없는 Fig. 21의 결과와 비

교하여 최 응력은 94 MPa 수 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Fig. 23은 합계면 길이를 4.5 mm로 통일하

고 갭 크기만 0, 0.2 mm, 0.5 mm  1.0 mm로 변

화시켜가며 갭 크기에 따른 응력 변화에 해 해석한 

결과를 보여 다. 갭의 존재로 인해 응력집 부의 치

는 루트부에서 토우부 쪽으로 변화되며 최 응력은 갭이 

없을 때 151 MPa에서 갭이 0.2 mm일 때 94 MPa로 

약 30% 정도 감소된다. 그러나 갭의 크기가 계속 으

로 증가되어도 이후의 감소폭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갭에 의한 향에 한 해석결과는 실제 Fig. 8의 인

장실험 결과와도 일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단 실제 실

험에서는 0.2 mm가 아닌 0.4 mm 이상의 갭에서 인

장강도가 크게 증가하 는데 이는 0.2 mm의 갭이 루

트부의 기공을 완 히 제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발

생한 차이로 단된다. 실제로 갭이 존재함에 따라 변

화되는 응력집 부의 치는 앞선 Fig. 13의 고속카메

라를 통한 균열 시작  찰 결과와도 일치한다. Fig. 

24에는 갭의 유무에 따른 단면의 치 변화에 한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 다. 

  마지막으로 소재 두께 변경에 따른 응력 변화에 해 

확인하고자 기존 Al 1.2mm 두께 시편에 해 스틸을 

2.0 mm, 알루미늄을 3.0 mm로 두께를 각각 변경한 

뒤 구조해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최 응력 집 부는 

두께 변화와 무 하게 마찬가지로 토우부에서 찰되었

으나, 그 응력의 크기는 Fig. 21의 Al 1.2 mm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268.8 MPa의 결

과가 나왔다. 

Fig. 21 FEM result for stress distribution at Fe/Al joint 
of 1.2 mm thickness

Fig. 22 FEM result for stress distribution at Fe/Al joint 
of 1.2 mm thickness with 0.5 mm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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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FEM 해석결과에서 갭  소재 두께 변화에 

의해 최 응력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해 최  

비틀림 에 지 이론을 용하여 싱  랩 조인트 시편의 

응력 변화에 한 수치해석을 실시하 다. Fig. 25와 

같이 인장시험편은 편심에 의해  변형되며 계면

합부에 걸리는 하 은 인장하 과 단하 의 복합 인 

작용에 의해 최종 으로 단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

라 겹치기 구조의 시편 합부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응

력은 다음의 식(3)으로 표 될 수 있으며, 이는 리 

알려진 폰 미제스(Von-mises stress) 응력 공식이다.  

                         
  

     
     

     
 (3)

  Fig. 25의 형태를 갖는 구조에서 Z축에 걸리는 응력

은 매우 작으므로   이라고 하고, 각각    , 

  라고 한 후   는 변형각도가  만큼 발생

된 경우 싱  랩 조인트 구조에서 최종 으로 편심하

에 의한 응력 변화에 해 다음과 같은 계를 도출할 

수 있다. 

  




  sincos             (4)

  이상과 같이 편심을 받는 겹치기 구조에서의 응력 분

포는 이상 인 하 조건(     )에서는 응력이 

모두 단응력으로 작용하지만,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하 이  분산되어 작용한다. 식(4)의 는 회 각도

(Rotation angle)로 이것은 소재 두께와 폭, 길이, 탄

성계수, 하   갭 등의 향을 받아 결정되는 함수이

며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5)

여기서, L=시편 길이, b=시편 폭, h=시편 두께, tgap= 

갭 크기(mm), P=인장하 (N), 그리고 E=탄성계수

(N/mm2)를 의미한다. 이후 에 한 계식 도출

을 해 캔틸 버(Cantilever)보의 처짐  변형 이론

을 용하 다. 겹치기 시편에서 하 의 증가에 따라 

편심에 의한 변형이 진행되면 순수 하 은 모멘트와 횡

하 (Lateral load)으로 분리되며 수식의 단순화를 

해 겹치기 용 부의 상/하  두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 으로 는 다음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상기 과정으로 도출된 식 (6)으로부터 갭과 소재 두

께에 따른 해석결과 고찰이 가능하다. Fig. 26은 식

(5)를 입하여 소재 두께와 갭 존재에 따른 회 각도

의 변화에 해 계산한 결과이다. 이때의 탄성계수는 

알루미늄 탄성계수를 용하 으며, 시편의 폭과 하

은 실제 인장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25 mm, 5 kN으로 

입력하 다. 계산결과 소재 두께가 4 mm가 될 때까지

는 두께 변화에 따른 회 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

으며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하 다. 한 식(6)을 통

해 동일한 형상조건에서 하 의 증가에 따른 회 각의 

변화에 해 계산하면, 하 의 증가에 비례하여 회 은 

Fig. 24 Comparison of the stress concentrated location 
between FEM and experimental result 

After loading

σy

σx

P P

Fig. 25 Schematic of deformation of the lap joint due to 
eccentric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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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다가 그 회 각은 차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갭 크기에 비례하여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Fig. 23의 갭 크

기에 따른 최 응력 변화에 한 고찰이 가능하다. 우

선 Fig. 26을 통해 동일 두께에서 갭이 있는 경우 회

이 더욱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 각도는 

결국 시편의 변형량(Deflection)과 계되고 이러한 변

형량은 회 각도에 한 결과를 분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동일한 회 량에서는 갭이 있

는 시편에서의 응력이 모멘트와 횡하 으로 분산됨으로

서 더욱 게 걸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종 합부의 정 강도  단특성

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해 겹치기 구조에서 형상

학 으로 강도를 결정짓는 공정변수에 따른 인장 시험

을 실시한 후 이 때 나타나는 기계 속학  상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균열의 생성  경로 확인

을 해 면해석을 포함한 속학  분석과 함께 

FEM 해석  수치해석을 통한 역학  특성에 해 연

구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Fe/Al 이종 합부의 합강도는 합계면의 길이

나 젖음각 등의 형상학  향보다는 루트부에 존재하

는 Zn의 기화에 의한 기공이 보다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강도 향상을 해서는 한 크기의 갭을 

부여해야 하며, 실험결과 소재 두께와 무 하게 0.4 

mm 갭이 존재할 때 가장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2) 면해석을 통해 루트부 기공에 의한 균열 개시와 

함께 인근의 연속 인 기공을 따라 균열이 진 되며 

단에 이르 으며, 인장강도의 하는 용착 속부에 존

재하는 기공으로 인한 단면 의 축소로 인한 것임

을 확인하 다. 한 단은 열 향부가 아닌 용착 속

에서 수직방향으로 발생함을 확인함으로서 기존에 발표

된 열 향부 연화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밝 졌다.

  3) FEM을 이용한 선형응력해석 결과는 실제 실험결

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선 으로 합부에 

한 열   역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상 변수

에 의해서만 해석을 진행했기 때문이며, 한 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공에 한 해석  반 이 어렵기 때

문이다.  

  4) 갭  소재 두께 변화에 의해 최 응력이 달라지

는 이유를 설명하기 해 수치해석을 실시한 결과 겹치

기 구조에서 동일한 변 조건(회 각도)에서 갭이 증가

될수록 하 이 게 걸린다는 사실을 보의 처짐  변

형 이론 용을 통해 확인하 다.   

ORCID: Yong Kim: https://orcid.org/0000-0002-718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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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차체는 제작과정에서 신뢰성  안 성을 보

증하기 하여 다양한 기계  특성시험이 이 지고 있

다. 특히 충돌, 피로 손 등에 한 최소기 을 반드시 

만족하여야만 하며, 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계  강도 

특성은 용 단계에서 최종 으로 결정되어진다. 이에 

따라 차체 업계에서는 용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 리를 

통해 그 기 을 리하고 있다. 일반 으로 용 부는 

구조  불연속   야 학  불연속 으로 작용하여 

피로강도를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조 인 

불연속 으로는 형상에 의한 응력집  인자가 표 이

며, 야 학  불연속 으로는 용  입열에 의한 모재, 

용 부  열 향부 간의 물성차이가 표 인 인자이

다1,2). 

  이  용 부 이음형상에 따른 피로강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  용 부 피

아크 열원을 이용한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접합에 관한 연구(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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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commercialize the Fe-Al joining technology using arc heat source, it is necessary to guaran-
tee about static and dynamic strength. However,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valuate the fatigue 
strength of Al-Fe joints using arc heat sources. Therefore, ultrasonic fatigue test to the overlap joint struc-
ture of dissimilar materials was examined at first. For the ultrasonic elastic resonance experiment, the plate type
specimen of the overlap joint was designed based on the design theory of the ultrasonic fatigue specime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ultrasonic fatigue test for the overlap joint was sufficiently applicable
through the thermal imaging camera measurement. Also the result of ultrasonic fatigue test according to the 
heat input and the presence of gap, the fatigue life depend on increasing heat input was reduced due to inverse
proportion to the growth of the root pore. On the other hand, if the gap is present, fatigue life is improved up
to 25% as much as the static strength by removing a considerable amount of pores. When compared to other
studies on the fatigue of aluminum lap joints, this fatigue limit is sufficiently competitive if a method to 
control the pores is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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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강도에 향을 미치는 형상 인자에 한 연구들이 있

는데 표 인 형상인자는 용  토우부 반경  비드의 

선각이 있으며 이것들이 클수록 피로강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4). 다음으로는 피로 수

명 향상에 한 연구로써 용  후 발생되는 용  토우

부 등과 같은 응력집  부 를 후처리를 통해 노치 효

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5-6).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 부 이음형상에 따른 피로 수명 

측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7). 

  하지만 용  시 사용되는 다양한 이음 형태  한 면 

겹침 이음 용 을 할 경우에는 유한요소해석 결과 용  

토우부에서 최 응력 값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루트

부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이에 따라 한 

면만을 용 한 겹침 이음일 경우 토우부 반경이나 비드 

선 각도에 따른 향보다 루트부의 응력집 이 피로

강도에 더 큰 향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한 면 겹치기 용  구조에서 루트부의 응력

집 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아크열원을 이용한 Fe/Al 간 이종 합부의 피

로강도를 평가한 연구 사례는 아직 없다. 아크열원을 이

용한 이종 합 기술이 실용화되기 해서는 합 메커

니즘의 명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정 강도  동 강도

에 한 특성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한 지속 으

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종 합부의 피로강도는 정 강

도 특성과 마찬가지로 형상학  인자보다는 알루미늄 

본연의 용 특성으로 인한 용착 속부의 기공과 도 층

에서 기화된 Zn로 인해 루트부에 발생한 기공에 

 향을 받을 것으로 충분히 상된다. 

  여기서 알루미늄 용 속에서 발생한 기공이 피로강

도에 미치는 향은 이미 많은 보고가 있다. Yun9)과 

Jung10)은 알루미늄 용 부의 덧살을 그 로 둔 채 시

험하는 경우 피로강도는 기공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를 가공하여 평활한 시편으로 시험하

게 되면 기공이 존재하는 경우 피로강도가 매우 낮아진

다고 주장하 다. 한 Mathers11)는 기공, 슬래그 혼

입, 용입 부족 등의 용 결함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결

함이 존재하더라도 용 이음의 정 연성강도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지만, 피로강도에 해서는 비교  민

감하고 큰 강도 하를 일으킨다고 주장하 다. 그는 결

함률(피로 면의 면 에 한 결함의 합에 한 백분

율)과 피로강도의 하는 동일한 결함률에서 결함의 종

류에 무 하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하 다. 

  한편 자동차와 같은 불규칙한 하 을 받는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사이클 

카운 (Cycle counting)을 통한 시간 역에서의 피로

해석 기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12). 그러나 자동차의 차

체 구조물은 고유진동수가 노면으로부터 입력되는 동하

의 주 수 범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

존의 통 인 피로해석 방법으로는 구조물의 공진과 

같은 동 인 향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가진 주

수  구조물의 고유주 수에 따른 구조물의 동  향

을 고려한 진동피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동피로를 보다 실

으로 구 하기 해 세라믹 압 소자 (Piezoelectric)

를 사용하여 기에 지를 기계  탄성 진동에 지로 

변환시킨 음  피로시험을 실시하 다. 이러한 음

 피로시험은 기본 으로 재료의 고유진동수에 따른 

공진주 수(Resonance frequency)와 일치하는 진동

를 통해 하 을 인가하므로 피로시편은 재료의 종류 

 형상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특히 Fe/Al 이종

합부는 재료의 고유진동수를 포함한 물리  특성이 매

우 다르며 한 구조 으로도 겹치기 형태로 되어 있어 

진동피로의 용을 해 무엇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

되며, 한 아직 겹치기 구조에 한 음  피로시험 

용은 세계 으로도 연구사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종소재 겹치기 구조에 한 

음  피로시험 용 가능성에 해 우선 으로 검토

하 다. 이에 서로 다른 도  고유진동수를 갖는 소

재의 이음 시편에 한 동탄성계수(Dynamic Young’s 

modulus)를 구하고 이를 시편 설계에 반 하여 실제

로 응력이 설계된 시험편에 제 로 달되는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 다. 시험편의 설계검증이 완료

된 후, 실제 이종 합부의 정 강도를 결정짓는 형상학

 변수(비드 크기  갭)에 한 피로시험을 실시한 

후 그 특성을 분석하 다. 한 실험에 사용된 Al5052 

비열처리합  신 Al6061 소재와 스틸간의 피로특성

에 해서도 비교하 다. 마지막으로 피로시험이 완료

된 시험편의 단면 분석을 통해 진동피로에 의한 이종

합부의 단 특성에 해 악하고자 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장치

  음  피로시험은 15∼25 kHz 역에서 재료의 공

진주 수를 이용하여 주기 인 응력을 가하는 가속피로 

시험방법으로, 압 소자를 이용하여 시험편의 공진주

수와 일치하는 진동 를 발생시켜 시험편에 주기 인 

응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이다13-15). 음  피로시험을 

해서는 시험편의 끝단에 최  변 가 발생하고 시험

편의 게이지 앙부에 최  응력진폭이 발생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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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음  피로

시험에서는 Fig. 1과 같이 진동 를 달  증폭시키

는 혼(Horn)의 길이를 공진 장의 반으로 설정

한다. 그로 인해 압 소자에서 발생되는 진동 를 시험

편의 시작부 에 달하여 시험편 끝단에 최  변 가 

형성되고, 시험편 앙부에는 변 가 ‘0’ 인 노드 포인

트가 형성된다. 노드 포인트에서 변형률이 최 가 되면

서 최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 인 변 와 변형률

의 계, 변형률과 응력의 계를 이용하여 시험편에 

가하는 주기 인 하 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속

피로시험을 하는 원리이다. 

  이와 같이 음  피로시험은 보통의 300 Hz 한계

를 갖는 기존의 피로시험법과는 다르다. 음  피로시

험은 약 20 kHz의 시험 속도를 갖기 때문에 피로한도

의 결과를 얻기까지의 소요시간을 히 여  수 있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종래의 피로 시험

기를 이용하여 300 Hz 시험주 수로 시험을 진행할 

경우 고주기 역인 기가 사이클에 도달하는데 약 38

일이 소요되지만 20 kHz의 시험주 수로 연속하여 시

험할 경우 14시간이 소요된다16). 

  반면 음  피로시험의 결과는 기존의 피로시험과 

거의 일치한다. 음  피로시험법의 확 에 따라 과연 

기존의 피로시험을 체할 수 있는지에 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었다. 특히 Furuya31)는 SCM440에 해 동

일한 시험편으로 107까지 상온에서 기존 피로시험과 

음  피로시험 결과를 비교하 으며, 그의 결과에 따르

면 시험결과가 거의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음  피로시험은 열  

향만 없으면 기존의 피로시험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발표되었다14,15).       

  음  피로시험에 사용된 시험 장치는 Fig. 2와 같

이 신호 발생기(Signal generator), 압  발진기(Piezo 

oscillator), 음  진폭을 증폭하는 부스터와 혼  

최 끝단에 장착되는 시험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진 시

스템과 함께 정  변   공진 주 수 측정을 한 센

싱  모니터링 제어부가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

다. 한 필요에 따라서는 시편의 온도를 감시하는 온

도센서와 열변형량 특성 최 화를 한 냉각시스템 등

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다. 여기서 발진기는 기본 으로 

연속 발진 시 자동튜닝 기능(Phase locked loop)이 

설정되어 있으며, 변 제어 방식으로 0.1 ㎛ 이하의 정

 테스트를 해 신뢰성 있게 회로를 구성하 다. 

한 탄성진동을 달하고 증폭시키는 부스터(Booster)

와 혼은 최  내구성과 게재물로 인한 횡 의 방지를 

해 티타늄(Ti-6Al-4V)소재를 사용하 다.

  한편 시험편에 걸리는 응력을 정확히 산출하기 해서

는 시험 주 수에서의 동탄성계수(Ed) 값을 알아야 한

다. 이와 련해서 ASTM E1875-13에는 동탄성계수

의 측정시험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산출식은 다음 

식 (1)과 같다17).

    
            (1)

여기서, m = 바의 질량, b = 바의 폭, L = 바의 길이, 

t = 바의 두께, ff = 바의 고유진동수(Hz), 그리고 T1 = 

보정계수(Correction factor)를 의미한다. 여기서 T1

은 포아송비와 재료의 두께 등에 의한 함수로서 만일 

   ≥ 인 경우 식 (2)와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2)

  한편 본 연구에서는 ASTM E1875의 측정기 에 부

합하는 동탄성계수 계측장비를 통해 동탄성계수를 측정

Transducer Horn Rod Specimen

λ/2 λ λ/2

ε

u

Fig. 1 Variation of the displacement and strain ampli-
tudes along acoustic wave train18) 

Specimen

Horn

Fiber
sensor

Piezo oscillator

Amplitude
Magnifying horn

Amplifier

Personal
computer 

20kHz

Test piece

Gap gage

Oscilloscope

Constant 
strain

Fig. 2  Experimental set-up of ultrasonic fatigue test 

Fig. 3 Measurement system for dynamic Young’s mod-
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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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Fig. 3과 같다. 

2.2 시험편 설계 

  음  피로시험은 20 kHz 내외의 정해진 주 수 

역에서 시험편의 공진으로 주기 인 응력을 시험편에 

가하는 피로시험 방법이다. 피로시험 속도가 매우 빠르

지만 그에 따라 고려할 사항도 많아진다. 공진을 이용

하는 방법이므로 시험편의 형상이 제한 이며, 20 kHz 

근방의 공진 주 수에 맞추어 시험편의 형상을 설계하

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험 재료의 기계  물성을 이용

하여 시험편 크기와 형상을 결정하고 설계하여 시험해

야 한다14). 시험편 형상 결정시 게이지부 길이와 두께 

변화에 따라 앙부에 작용하는 최  응력은 민감하게 

변화한다. 그래서 시험편의 형상은 시험 응력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이이 따라 본 연구에서는 Bathias19)

에 의해 정립된 음  피로시험편의 설계 이론을 기반

으로 합부에 최  응력이 집 되도록 형시험편을 

설계하 다.

  형시험편의 단면 은 평행부와 변곡부로 나 어지

며 각각의 형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Fig. 4와 같이 평

행부인 L1부와 단면 이 변하는 L2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L2의 형상은 지수함수 형상(Exponential pro-

file)으로 설계하 다. 각 역의 시편 크기를 결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용하 다. 

     ,    ≤           (3)

    exp ,   ≤     (4)

    

 ln 

            (5)

  한 형 시험편의 총 길이는 앙에서 최  응력이 

작용하도록 공진 장과 맞추어 설계되었다. Fig. 4의 L1 

길이는 형 시험편 심에서 L2만큼 떨어진 시험편 상

에서 변 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경계조건을 

용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th      (6)

여기서,       이다. 

  이상의 과정으로 도출된 식 (3)부터 식 (6)을 이용

하여, x축 방향의 일차 동방정식에 입하면 단면 감

소부에 작용하는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oshsinhexp (7)

   
  마찬가지로 시험편의 응력은 계산된 변형률에 동탄성

계수 Ed를 곱하여 계산 가능하다. 여기서 는 시편 

끝단에서의 변  진폭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음  피로시험편의 설계에서 결정되어

야 하는 R1, R2, L1  L2는 동탄성계수 측정과 같은 

기 시험과 식 (1)부터 식 (6)까지의 계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최종 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설계 제작

된 시험편은 시험  변 센서에 의해 측정된 변  진

폭()을 바탕으로 식 (7)에 의해 변형률  응력이 

계산되어진다.  

  이종소재에 한 동탄성계수는 Fig. 3의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로 나왔으며, 

도는   으로 측정되었다. 피로시험편은 

최종 으로 Table. 1과 같이 측정 계산된 값에 의해 

Fig. 4와 같이 설계  제작되었다. 혼과 시편의 체결

을 해 보다 두꺼운 알루미늄 상단에 나사가공을 실시

하 다. 본 시험편은 일반 인 형 구조가 아닌 겹치

기 구조를 가지며 알루미늄과 스틸 간 고유진동수와 

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시험편 설계에 한 검증이 

보다 신 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설계를 거처 몇 

번의 비시험을 통해 최종 으로 시편의 설계를 완성

하 다. 

Al 3.0t Steel 2.0t

L1L2

R2R1Al 3.0t Steel 2.0t

L1L2

R2R1

Fig. 4  Dimension of ultrasonic fatigue test specimen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Ed (GPa) 142.84  (N/m) 24.1413 

 (kg/m3) 5270.84  (s-1) 125,664 

  (mm) 24.3469  (m/s) 5205.34 

  (mm) 3.15717 f (kHz) 20

Table 1  Calculation value using equation from Eq. 1 t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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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방법  조건 

  피로 수명은 시부품에서 보다 요하게 다루어지므로 

통상 으로 시에 사용되는 두께 범 인 2.0∼3.0 mm를 

고려해 상  Al5052 3.0 mm와 하  DP590 2.0 mm 

두께의 시편에 해 피로시험을 실시하 다. 피로특성

에 한 확인은 앞선 정 강도 특성과 마찬가지로 형상

학  공정변수를 기반으로 ①입열량의 차이에 따른 피로

강도 변화 ②갭의 향 그리고 추가 으로 ③Al5052와 

Al6061 소재에서의 피로특성 차이에 해 비교하고자 하

다. 이때 입열량은 각각 1,000, 1,220  1,460 J/cm

로 하 으며 갭은 Al 3.0 mm 두께에서 최고 강도를 갖

는 0.6 mm로 하 다. 

  피로시험은 각각의 용 조건 당 6∼10세트씩 실시하

다. 음  발진기의 출력 조 을 통해 진동을 인가

한 뒤 그에 따른 변 가 센서에 의해 측정되고, 그 

출력에 해당하는 응력은 식 (7)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시험은 모두 단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 으며, 

단형태는 용착 속 단과 계면 단으로 구분하여 기록

하 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주 수는 20 kHz, 응력

비는 R=-1로 고정하 다.

  한 피로시험  시험편의 설계 검증  열 특성평

가를 해서 외선열화상 카메라(IR Camera)를 이용

하여 실제 응력의 심 에 한 확인  시험 기부

터 단 시까지의 온도변화  분포를 찰하 다. 시

험에 사용된 열화상카메라는 FLIR(社)의 X6540SC 

모델로 5∼300 ℃ 온도범 에서 오차율 ±1 ℃ 이내의 

범 를 갖는다. 시험  방사율(Emissivity)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시편에 미리 흑색 스 이 도

을 하 으며, 시험 장치는 Fig. 5와 같이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피로시험이 완료된 시편의 분석을 해 

실체 미경  학 미경, 주사 자 미경(SEM) 등

을 사용하여 기 균열   방향에 해 분석하

다. 정 단 시험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단면은 

Nital 4 %로 에칭 후 증류수 100 ml + 불산 0.5 ml

로 이 에칭을 실시하여 기공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

게 표 하 다. 한 면의 정 한 분석을 통해 피로

단과 인장 단 간 차이 에 해 확인하고자 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공정변수에 따른 음  피로특성 

  피로 괴란 일정시간을 주기로 반복하 을 가했을 때 

항복강도보다 훨씬 낮은 응력에서 괴되는 상을 말

하며 피로한도란 이러한 단이  발생하지 않는 안

한 응력범  아래를 뜻한다. 이러한 피로한도는 철 

속과 비철 속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일반

으로 철 속에서는 비철 속보다 유효한 피로한도를 

나타내며, 수명은 일반 으로 106∼107의 반복하  범

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그러나 Bathias19)는 속재료에 무한한 수명의 피로

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피로수명 거동은 

피로주기 역에 따라 주기피로(Low Cycle Fatigue, 

LCF, Nf=104∼105)와 고주기피로(High Cycle Fatigue, 

HCF, Nf=106∼107)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그 역

을 넘어서는 고주기피로(Very High Cycle Fatigue, 

VHCF, Nf >107)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15). 많은 연구자들의 고주기의 피로거동에 한 연

구로부터 피로 괴에는 두 가지 립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 밝 지고 있다. 즉 괴는 표면 결함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과 내부 결함에 의한 것이다. 자는 

HCF 역에서 기여하며 분명한 피로한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후자는 낮은 응력 그리고 매우 긴 수명에서의 

괴를 야기한다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e/Al 이종 합부의 피로

특성에 해 HCF 역을 넘어서 기공과 같은 내부 결

함에 의한 향을 확인하고자 비교  낮은 응력진폭 범

에서 음  피로시험을 실시하 다. 하지만 피로한

도는 타 연구결과와의 피로수명에 한 상  비교를 

하여 편의상 106에 해당하는 응력으로 정의하 다.

  Fig. 6은 입열량 차이에 따른 S-N 선도를 보여주

고 있다. 피로수명은 입열량이 상 으로 가장 은 

1,000 J/cm 조건에서 106에 해당하는 응력이 46.3 MPa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20 J/cm  1,460 J/cm 

조건에서는 각각 36.1 MPa, 31.2 MPa로 최 입열 

조건과 약 18 %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각각의 피로시

험 결과는 비교  큰 산포를 보 지만, 응력 증가에 따

른 수명 감소 비, 즉 기울기는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 게 피로수명이 차이 나는 이유는 루트부

IR camera
PC controller

Sonic generator

PZT

Specimen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IR camera to observe ther-
mal distribution



아크 열원을 이용한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에 한 연구(Ⅳ) - 음  탄성공진을 용한 피로특성 -

한용 ․ 합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8년 8월     375

41

에 발생한 기공의 크기에 기인한다. Fig. 7은 입열량에 

따른 피로시험 후 단면  기공률을 보여 다. 단

면의 기공률을 살펴보면 1,000 J/cm의 입열 조건에

서는 약 12 % 정도인 반면에 입열이 1,460 J/cm로 

증가하게 되면 기공률이 평균 38 % 이상 증가하게 된

다. 이와 같이 입열의 증가는 기화된 Zn로 인한 기공의 

크기를 보다 성장시키고 이것은 단면 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피로강도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Fe/Al 이종 합부에 한 피로강도 련 연구는 아

직 보고된 사례가 없으나 알루미늄 용 부의 피로강도

와 기공의 향에 한 연구는 이종 합부의 피로특성

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Cremer22)는 

Al6082 소재에 해 GMA 맞 기 용  후 모재, 열

향부  용 부 각각의 고주기 피로특성을 음  피

로시험을 통해 설명하 다. 그는 세 군데 역에 한 

각각의 피로시험 결과에서 피로수명 분포에 한 산포

도는 용 부에서 가장 심하며 강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 다. 특히 그의 논문은 106 이상의 수명 

역에서 균열 시작부  근방에서 많은 기공이 발견된 

을 근거로 단은 토우부 각도와 같은 형상학  향

보다는 내부 기공에 의한 단거동이 나타난다고 주장

하 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알루미늄의 GMA용 이 아

닌 타 용 공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He23)는 8 mm 

두께의 Al6061 소재를 마찰교반용 을 통해 맞 기 용

을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고주기 역까지의 피로거

동을 찰한 결과 106 범 까지는 외부 노치와 같은 

향에 의해 단되지만 그 이상의 역에서는 내부 Mg2Si

와 같은 개재물(Inclusion)로 인해 슬립밴드(Persistent 

slip bands)가 일어나며 내부로부터 단이 시작된다

고 주장하 다. 상기와 같은 결과로부터 Fe/Al 이종

합부의 낮은 응력비에 의한 단은 계면 합길이나 

선각 등 형상학  인자보다는 합부에 있는 기공에 

향을 받으며, 특히 루트부에 존재하는 기공의 크기가 

인 향을 끼침을 충분히 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재 종류  갭의 존재에 따른 피로시험 결

과는 Fig. 8에 제시하 다. 우선 갭의 유무에 따른 피

로수명은 Al5052  Al6061 모두 확연히 증가된다. 

Al 5052에서 갭의 유무에 따라 106에 해당하는 응력

은 31.2 MPa에서 41.8 MPa로 약 25% 정도 피로수

명 향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한 기공율의 차이에 의

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 Al5052보다 Al6061의 피로

강도가 5 %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입열 

조건에서 소재 고유의 합  성분(5천계열:Al-Mg, 6천계

열:Al-Mg-Si)에 따른 용착 속의 경도 차이(Al5052: 

67 Hv, Al6061: 73 Hv)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Fe/Al의 이종 합부에 

한 음  피로시험 조건에서 Al6061의 106에 해당

하는 피로한계 응력은 45 MPa 정도로 나타났다. 106 피

로한계에 한 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A6082 소재의 

경우 GMA 맞 기 용 은 50 MPa, TIG는 60 MPa 정

도로 보고되고 있다24). 이종 합부와 같은 겹치기 구조에

서는 이보다 낮은 한계응력이 나타났는데 2 mm 두께의 

Al6082 소재에 한 이   마찰교반용 부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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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 각각의 한계응력은 25 MPa  18 MPa로 

맞 기 이음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25)결

과도 있다. 특히 이종 합에 한 가장 실 인 공정

으로 알려져 있는 마찰교반용  조차도 겹치기 용 부

에서의 피로응력이 각각 22 MPa26), 45MPa27)  50 

MPa23)으로 나타난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아크열원을 

이용한 이종 합부의 피로특성은 기공에 한 강력한 

억제방안이 마련될 경우 타 공정과 비교해도 충분한 경

쟁력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3.2 피로거동 찰

  고체에 응력이 격하게 작용하여 변형이 발생되는 경

우, 이에 따른 온도변화도 비례하여 나타난다. 일반 으로 

고체에 인장응력을 작용시키면 응력 변동(Mechanical 

energy)에 비례한 온도 강하가, 반 로 압축 응력을 작용

시키면 온도상승이 발생하는 상을 열탄성효과(Thermo- 

elastic effect)라고 한다28). 이러한 효과는 탄성구간 

내에서 일어나며 열탄성 방정식은 다음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9).

  







            (8)

여기에서, c는 비열, 는 도, T는 물체의 온도변화, 

t는 시간, E는 탄성계수, 는 포아송비, 는 열팽창계

수, 는 주변온도 그리고 은 외력에 의한 물체의 변

형을 의미한다. 식 (8)에서 실제 시험하는 동안 주변온

도가 일정하고 탄성구간 내에서 응력-변형율의 계가 

선형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선형미분방정식으로 취

하여 식 (8)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9)

  
여기에서, ∆는 물체의 온도변화,  는 열

탄성계수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식으로부터 IR 외

선카메라를 이용해 온도 변화  분포를 측정함으로서 

응력의 변화  분포를 측할 수 있다. 이에 해 

Choi30)는 음  피로시험 시 발열메커니즘에 해 분

석한 결과 피로균열에서의 발열이 부분 마찰효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발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이종 합부의 피로거동 찰을 

해 IR 외선카메라를 사용하 다. 

  Fig. 9는 피로주기에 따른 온도 분포  변화에 해 

상부 비드 쪽에서 찰한 결과를 보여 다. 이때의 응

력비∆는 30 MPa이었으며, 최종 2.8E+06 지

에서 계면 단이 발생하 다. Fig. 9에 따르면 시험 

기 단계에서 응력집 에 따른 온도는 용  비드 근방

에서 최 가 되며, 알루미늄 쪽으로 열이 서서히 퍼져 나

간다. 그러나 7.3E+05 주기를 넘어서게 되면 알루미

늄 비 스틸 쪽으로의 온도가 더욱 상승한 상태로 오

래 유지된다. 이후 최종 으로 단 직  용 비드 

심에서 국부  발열에 의한 밴드가 순간 으로 찰되

고 이내 계면 단이 발생하 으며 이때 최  온도는 

51.5 ℃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온도의 확산이 기 알루미늄 쪽에서 스틸 쪽으

로 변화된 이유는 소재의 비열과 열 달계수 차이에 의

한 것이다. 기 교번응력(Alternating stress)에 의

해 오버랩(Overlap)되어 있던 스틸과 알루미늄의 

면은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지만 알루미늄 표면에서

의 열 방출이 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결국 스틸의 잠

열보다 낮아짐으로서 최  온도구간은 변하게 된다. 

한 단 직  용 부 근방에서 국부  온도 상승에 따

른 밴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순간  응력 집 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며 이러한 상은 Fig. 10으로 설명

할 수 있다. 

  Fig. 10은 단 직 과 단 0.03 sec. 이후의 용

부 근방에서의 온도 로 일을 각각 측정한 결과이다. 

Fig. 9 Thermography result on aluminum upper plane

+0.03sec.

Root InterfaceFriction contact

Root

Toe

Steel side

Aluminum side

+0.03sec.

Root InterfaceFriction contact

Root

Toe

Steel side

Aluminum side

Fig. 10  Temp. profile distribution at the fractur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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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로 일 찰 결과 국부  온도상승은 정확히 루

트부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로부터 피로균열의 

개시 은 Fig. 7과 같이 루트부에 존재하는 큰 기공임

을 입증할 수 있다. 한 Fig. 10의 단 직후 순간에

서 온도 로 일을 보면 계면 합부는 크게 발열반응

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속간화

합물로 구성된 합계면 내에서의 균열 성장  단은 

진 인 균열의 과정 없이 순식간에 발생됨을 의

미한다.

  최  발열지 (마찰지 )의 변화는 Fig. 11과 같이 

측면 찰 결과를 통해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기 발열은 앞서 찰된 결과와 같이 토우부 뒤쪽에서 

시작되며 차 으로 Fe와 Al간 열 달계수 차이로 인

해 용 부를 거쳐 스틸 쪽으로 발열 지 이 이동한다. 

그러나 균열의 발생  이로 인한 유효 체 (Effective 

volume)이 작아짐에 따라 탄성공진의 응력집 에 따라 

발열이 증 되고 최종 으로는 루트부에서 수직방향으로 

단이 발생하 다. 단 발생 직   직후의 0.01 

sec. 사이에 4.9 ℃의 비교  큰 온도상승이 나타났는

데, 이는 열화상카메라의 촬  속도가 당 100 

임으로서 한 임 당 20 Hz의 교번응력이 추가 으

로 작용된 결과로 사료된다.

  추가 으로 스틸과 이종 합부 간의 발열 특성을 비

교하기 해 스틸에 한 찰을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된 스틸은 1 mm 두께의 핫스템핑 강 으로 인장

강도 1.5 GPa  약 6 %의 연신율을 나타낸다. 단일

재료로 이루어진 핫스템핑 시험편의 경우 Fig. 12와 

같이 시료의 앙부에 발열이 최 로 측정되었으며, 온

도 로 일은 마치 Fig. 1의 변형률(Strain) 곡선과 

같이 나타나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온도 로 일 측정 

결과로부터 음  피로시험편에 한 설계검증이 충분

히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Fig. 13에는 핫스템핑 강과 이종 합 시

편의 피로시험 시 나타나는 발열 거동에 해 비교하

다. 우선 이종 합부는 알루미늄 소재 본연의 발열 특

성에 기인한다. 즉 온도상승 시작과 최고온도까지의 온

도분포를 보면 스틸과는 다르게 진 인 온도 상승의 

차이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재료의 결정  미

세구조와 열 특성인 비열과 열 도도 그리고 피로과정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알루미늄 합 은 FCC 결정구조이고, 조 한 미

세조직이면서 낮은 층결함에 지를 갖는 재료이다. 이

에 반해 핫스템핑 강은 BCC 결정구조이며, 치 한 미

세조직으로 높은 층결함에 지를 갖는다. 한 알루

미늄은 비열과 열 달계수가 스틸에 비해 2배 이상 높

다. 비열은 단  질량의 재료 온도를 1 ℃ 올리는 데 

필요한 에 지로 시편의 온도증가는 상 재료의 비열

과 가해진 일의 함수이므로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높

아진다. 이러한 사실을 피로과정과 연계하여 단해보

면 알루미늄은 연성 재료로서 균열의 수명 동안 온

도 상승 분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핫스템

핑 강의 경우는 균열의 시작과 함께 유효 체 이 감소

되어 격한 단이 일어났음을 단할 수 있다.

3.3 피로 면 찰 

  음  피로시험이 완료된 시험편  용착 속 단과 

계면 단을 표할 수 있는 시료를 각각 선택하여 면 

Fig. 11 Thermography result on side plane

Fig. 12 Temperature profile in case of stee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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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thermal behavior between steel 
and Fe/Al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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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실시하 다. 이  우선 용착 속에서 피로 단

이 일어난 시편의 단면  단면은 Fig. 14에 제시하

다. 우선 측면에서 균열의 진  형상을 보면, 균열은 

토우부의 기공에서부터 시작되고 인장하 의 수직방향

으로 균열이 진 되어 최종 단에 이르게 되어 인장시

편과의 별다른 차이 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면의 거시조직  SEM 찰 결과는 일

반 인 피로시편의 괴 형태를 나타내었다. 우선 Fig. 

14의 (a), (b)는 단면의 거시조직을 나타내고 있는

데, 피로 괴와 응력 괴에 한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

난다. 경계면 아래 부분은 주기 인 교번응력에 의한 

무늬(Striation)가 명확하게 찰된다. 이러한 무

늬는 부하의 반복에 따라 균열 선단의 둔화  날카로

움이 반복되는 피로균열 진  과정에 한 흔 이다.  

일반 으로 피로에 의해 형성된 무늬의 간격은 원칙

으로 1회 하 에 의해 반복된 균열의 진 량에 응

하며, 무늬 모양의 직각방향으로 균열은 진 하게 된

다. 한편 경계선의 윗부분은 응력 괴의 증거인 딤 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찰결과로부터 피로 괴의 균

열은 루트부에 생성되어  진 되어가며, 유효체

의 감소로 인해 탄성공진에 의한 응력집 이 보다 증가

되어 최종 으로 응력 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형

인 피로 괴 양상을 나타낸다.

  반면 계면분리 단이 발생한 경우는 이보다 복잡한 

상이 나타난다. Fig. 15  16은 피로하 에 의한 

계면 단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Fig. 15에서 계

면 단이 발생한 합부 단면사진을 보면, 용착 속 내

에서도 균열의 진 이 일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용착 속 내로 되는 균열은 닫힌 균열(Tip-closed 

crack)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항복응력 비 매우 낮은 

응력비의 교번응력에 의해 발생한 미세균열(Microcrack)

의 에 의한 것으로 인장시험에 의한 열린 균열형태

와 상반된다. 

  계면 분리된 시편의 찰을 해 Fig. 15와 같이 알

루미늄 용착 속부를 채취하 다. 채취된 시료의 루트

부에는 집 된 기공과 함께 미용융 합부가 발견되며 

그 형상은 마치 곡(Canyon)과 같은 형태로 되어있

다. Fig. 16은 채취된 샘 에 한 SEM 거시조직  

면 찰 결과를 보여 다. 여기서는 피로의 증거인 

무늬가 토우부  루트부에서 동시에 발견된다. 이에 

따라 본 단면을 통해 피로 균열의 시작 이 어디인지

는 정확히 단할 수 없지만, 앞선 3.2 의 피로거동 

찰 결과로부터 루트부에서 보다 큰 응력집 이 발생

된 것으로 추정된다.

Fig. 14 Fractography for weld metal fracture specimen 
after fatigue testing 

Fig. 15 Optical & SEM image of the fracture at interface 
after fatigue testing 

Fig. 16 Fractography for interface fracture specimen af-
ter fatigu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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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루트부와 토우부 사이의 계면부는 속 단면

이 갖는 일반 인 특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면은 

부분의 역에서 착계면 괴(Adhesive failure)의 

양상을 나타내며, 일부 기공 근방에서 혼합 괴(Mixed 

failure) 형태를 보인다. 일반 으로 계면 괴는 계면 

내 속간화합물의 결합력보다 젖음(Wetting)에 의한 

계면 결합력이 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공 근방

에서 발견된 일부 혼합 괴 역의 단면은 일부 역

에서 딤 이 찰되지만 체 으로 벽개(Cleavage)면

이 많이 발생한 취성 단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찰결과로서 피로시험 시 계면 단은 

균열의 진 과정이 거의 없이 일단 균열 개시와 함께 순

식간에 단에 도달할 것으로 단된다. 루트부에 균열

이 다수 존재하는 시편(갭이 없는 시편)에서는 단이 

용착 속 는 계면 단이 랜덤하게 나타나지만, 인

인 갭을 인가한 후 용 할 경우 루트부 기공이 상당

량 제거되어 피로시험 결과 모두 계면 단이 발생하

다. 그러나 계면 단이 발생한 경우라도 일부 시편에서 용

착 속부의 미세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이는 취성

의 성질이 매우 강한 속간화합물의 균열 개시시 과 

용착 속의 진 인 피로 단 시 의 차이에 의한 것

으로 보인다. 스틸과 알루미늄 이종 합부의 피로시험

에서 형상학  인자와 단 모드 간의 상 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성공진에 의한 진동피로를 구 하기 

해 이종 합부에 한 음  피로시험을 시도하

다. 이에 우선 동탄성계수  물리  특성이  다른 

이종소재에 한 음  피로시험의 용 가능성에 

해 연구하 으며, 이종 합부의 피로특성에 해 IR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피로거동  면 찰을 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음  피로시험편의 설계 이론을 기반으로 겹치

기 구조의 형시험편을 설계한 후 실제 피로시험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응력 분포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

으로 이종소재에 한 음  피로시험이 충분히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2) 입열에 의한 용 부의 형상학  차이와 갭 유무에 

따른 피로시험 결과 입열량 증 에 따른 피로수명은 루

트부 기공의 성장과 반비례하여 감소되었으며, 갭이 존

재할 경우 기공이 상당량 제거되어 정 강도와 마찬가

지로 최  25 %까지 피로수명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3) 열탄성효과 이론을 기반으로 응력 변동에 따른 온

도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로 IR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

여 응력분포  집 에 해 찰하 다. 이에 한 측

정 결과로 피로균열의 개시 은 루트부에 존재하는 큰 

기공에 의한 것이며 한 속간화합물로 구성된 합

계면 내에서의 균열 성장  단은 진 인 균열의 

과정이 거의 없이 순식간에 발생된 것을 확인하 다.

  4) 피로시험편의 면해석 결과로부터 용착 속의 

단은 진 인 균열 진 에 의한 단이며, 계면 단은 

균열의 진 과정이 거의 없이 일단 균열 개시와 함께 

순식간에 단에 도달된 것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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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의 동작원리는 1917년 아인슈타인이 빛과 물

질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유도방출 과정이 있음을 이론

으로 보인 것이 시 이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1950년

 반 미국 콜롬비아 학의 Townes는 암모니아에서 

마이크로 의 유도방출이 실험 으로 가능함을 처음으

로 보 다. 곧이어 가시  역에도 유도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 가능함을 후속연구에서 밝 졌다. 실제로 

1960년 휴즈(Hughes) 연구소의 Maiman에 의해 가

시  역인 694.3 nm의 붉은색인 루비(Ruby) 이  

이 최 로 발 되었다. 그는 보석의 하나인 루비를 

나선형 래쉬 램  가운데 삽입하고 그 램 를 터뜨려 

강한 빛을 루비에 입사시킴으로써 이 의 발진에 성

공하 으며 이러한 업 을 인정받아 1964년 노벨 물리

학상을 수상하 다. 루비 이 의 발진 직후 이  

련 연구는 가히 폭발 이라 할 만큼 활발하여 1960년

에는 재 요하게 응용되는 부분의 이 가 개

발되기에 이르 다. 이후 1970년 와 80년 에는 이

 자체의 연구 외에도 이 의 응용 연구가 많은 비

을 차지하여 오늘날 다양한 산업에서 이 가 필수

인 장치로 각 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이  용 분야의 경우 무엇보다도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 화 할 수 있으며 한 이로써 타 용

방법보다 경제  우 를 하게 된다1). 따라서 용

레이저 빔 모듈레이션 용접기술의 최신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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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ork presented in this paper deals with the modulation technology of the laser beam welding. In addi-
tion, this paper also briefly introduced about laser beam welding technology using multiple beam. Temporal 
power modulation is the variation of the laser power during the laser pulse without considering a possible 
relative movement between laser beam and workpiece. Mechanism of temporal modulation is assumed that 
the laser pulse agitates the molten metal and causes bubbles to float to the surface of the weld pool, hence 
decreasing the weld porosity. On the other hand, spatial power modulation refers to a relative movement 
between laser beam and workpiece by superposing an oscillation movement to the feed direction which forms
the welding geometry. Superposed oscillation for laser beam welding shows a huge potential in stabilizing 
welding processes for difficult to weld materials and in adapting the welding geometry to the requirements. 
The last issue in this paper is about multiple laser beam welding. It is possible to obtain a similar eff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modulation technique by merely using the overlapping or beam splitting of the laser beams 
hav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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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량 생산품의 표 인 자동차 제조에 이

 용 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  개발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이  용 의  다른 장

으로는 경량소재의 용 이 타 공정 비 용이한 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이  빔 품질과 학계 그리고 

제어계측  발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

다. 일례로 종래에는 단 장 특성을 갖는 이 의 특

성 상 재료 고유의 이  빔 흡수율에 한 한계와 만

족스럽지 않은 용  품질로 인해 알루미늄이나 구리 등 

고반사 재료에 한 용이 어려웠지만, 스캐 와 

이버 이블 등 이  모듈의 비약 인 발 으로 경량 

소재  난용 성 재료의 이  용  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특히 경량 소재의 용 기술에

서 시간(Temporal) 는 공간(Spatial) 모듈 이션을 

통한 난용 성 재료의 용  연구동향에 하여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리뷰하 다. 한 다  빔을 활

용한 이  용 기술에 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모듈 이션 용 기술

  이  빔 모듈 이션의 궁극 인 목 은 구리와 알

루미늄 등 고반사 재료의 낮은 흡수율을 극복하고 기공 

 스패터의 효과 인 제어( 감)에 있다. 한 알루미

늄 합 의 경우 고온균열 방지  기계  강도도 개선

될 수 있으며, 키홀 안정화에 따른 용 품질 향상 효과

도 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빔 모듈 이션 방식은 Fig. 1과 같

이 크게 출력 변조를 기본으로 하는 시간  모듈 이션

과 스캐  학계를 이용한 공간  모듈 이션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이  시간  모듈 이션의 경우 2000

년  반부터 연구가 우선 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간

 모듈 이션은 학 스캐  기술이 본격 으로 발달

한 2010년 이후부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

에서는 이에 시간  모듈 이션과 공간  모듈 이션에 

해 연구한 논문을 각각 정리하 으며, 그  표

인 이  빔 모듈 이션 용  연구 결과에 해 각각 

논의하고자 한다. 

2.1 시간  모듈 이션

  시간  모듈 이션 용 기술은 이  빔과 모재 사

이의 가능한 상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펄스 이

에서 이  출력이 지속 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펄스 형성은 고상과 액상 간 상이한 재료의 흡

수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에에 따라 시간  모듈 이

션 방식은 펄스 반복속도가 비교  큰 Nd:YAG 이

에서 비로소 연구가 시작되었다. 

  Katayama는 1995년 Nd:YAG 이 에서 펄스 변

조를 통해 알루미늄합 의 스폿 이  용 에서 더욱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음을 발표하 다2). 이후 그는 

펄스 모듈 이션에 의한 효과를 극 화하기 해 304스

테인리스강에 연속 형(Continuous wave, CW) 2 kW 

이  2기와 펄스 형 최  출력 1.5 kW 이  빔

을 다양한 형태로 첩 후 펄스 형상에 따른 키홀 깊이 

 기공형성 메커니즘을 측면 X-ray 찰을 통해 확인

하 다3). 나아가 그는 10 kW  CO2 이 를 이용하

여 Al5083 소재의 용  시 발생하는 기공과 키홀의 거

동을 찰하 다4,5). 이들의 찰을 해 마찬가지로 

측면 X-ray를 사용하 으며 용융풀의 유동을 확인하기 

해 텅스텐 입자를 용융지에 삽입하여 이의 움직임을 

실시간 측정하 다. 그는 본 연구에서 연속 형의 이

 빔 조사 시에는 키홀의 불안정성 때문에 많은 기공

이 발생하지만 Fig. 2와 같이 한 Duty cycle과 

주 수 변조를 통해 기공을 히 일 수 있음을 실

험 으로 입증하 다. 한 키홀 거동 찰 결과, 연속

형 용  시 키홀이 용융풀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 안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표면장력으로 인

해 항상 불안정하지만 펄스를 사용할 경우 키홀이 불안

정해지기 에 키홀을 닫아버린다고 하 다. 즉 펄스 

변조효과의 물리  향은 키홀 하부에 버블이 형성되

기 에 키홀을 닫고 바로 다음 새로운 키홀 형성의 반

복을 통해 기공을 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한 최 의 주 수  Duty cycle이 존재한다.    

  한편 Kuo는 2005년 펄스 변조를 통해 인코넬과 스

테인리스강의 용 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6). 그는 STS304L과 Inconel690 소재에 해 Nd: 

YAG 이 를 이용하여 평균출력을 1.7 kW로 동일하

게 하고 변조 폭(ΔP)의 차이만  뒤 각각 BOP (Bead 

on plate) 이  용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ΔP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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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클수록 두 소재 모두 기공률이 감소하 는데 이는 

이  펄스가 용융된 풀을 교반하고 용융 속의 유동

을 진시켜 버블을 표면으로 부유시킴으로서 기공이 

감소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기공 감소 효과는 Fig. 

3과 같이 인코넬이 스테인리스 소재보다 더 크게 타나

났는데 이는 용융 인코넬의 도가 스테인리스의 도

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 으로 ΔP를 증가시킴으로

써 야기되는 용융 속 유동성의 증가로 인한 다공도 감

소 효과는 인코넬이 더욱 크다. 이후 그는 펄스 용 에 

의한 기공 감소에 해 3 mm 두께 인코넬 소재의 맞

기 용 에 한 추가 인 연구를 진행하 으며7), 그 

결과 연속 형 이 에서의 특히 루트부에 집 된 기

공률이 7.1 %인 반면에 ΔP가 가장 큰 경우 용 부 

체로 기공이 분산되며 그 비율은 0.6 %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 다. 이에 따른 인장강도는 ΔP

가 높으면 모재에 근 하는 인장강도가 나오지만 연속

형 이 의 경우 40 MPa 이상 강도가 하되는 결

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펄스 변조에 따라 스패터 

발생 한 증가하기 때문에 기계  특성과 외 품질 간의 

충안을 얻기 해서는 특정 용  범 를 히 도출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펄스 변조에 따른 기공과 외  품질간의 상 성에 

해서는 Blackburn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

하 다. 그는 3.25 mm의 두께를 갖는 Ti-6Al-4V 소

재에 해 최 출력 4 kW 의 Nd:YAG 이 로 맞

기 용 을 실시하 으며, 다양한 펄스 변조 조건에서

의 기공률과 언더컷 간의 상 계에 해 비교하 다. 

그 결과 그는 펄스 변조에 따라 맞 기 용  시 기공의 감

소효과는 분명하지만 상/하부 비드에 언더컷 결함이 발생

하게 됨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디포커싱(Defocusing)

과 변조 진폭을 히 조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함을 결론으로 제시하 다.

  한편 표 인 경량소재  하나인 마그네슘 합 의 

이  용 성을 개선하기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마

그네슘 합 의 경우 이  용  시 불안정한 용융지와 

낮은 융 으로 인한 스패터 발생, 언더컷, 기공  고

온 균열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Zhang9)은 이를 

개선하고자 4 kW의 이버 이 를 사용하여 2.7 mm 

두께를 갖는 AZ31 소재에 해 BOP 이  용 을 

실시하 다. 그는 특히 에 지 도에 따른 펄스 변조

효과에 한 차이 을 확인하기 해 빔 직경을 각각 

200 ㎛  400 ㎛로 달리 한 후 용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AZ31 소재의 이  용  시 출력 변조의 

향은 Fig. 4와 같이 이  출력 도에 크게 의존한다

는 사실을 확인하 다. 특히 낮은 에 지 도에서는 

주 수와 진폭의 조합에 따라 에 지 효율이 크게 향상

되고 변조 효과가 존재하지만 고 도 에 지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 다. 하지만 본 논

문에서는 에 지 도에 따른 펄스 변조 효과 차이에 

한 이유가 명확히 언 되지는 않는다. 

  시간  모듈 이션에 한 마지막 연구는 바로 구리

의 용 에 한 것이다. 구리의 경우 특히 이  빔에 

한 흡수율이 4 % 정도로 낮으며 액상의 구리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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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장력과 성으로 융융풀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스패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는 특성을 갖

는다. 이에 Heider10)는 구리 소재의 효율 인 용 을 

한 최 의 펄스 변조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 으며 주 수와 용입 깊이간의 불규칙성 계를 

정규화(Data normalization)하고자 하 다. 그는 우

선 구리의 이  용 에서 스패터가 발생되는 상을 

Fig. 5와 같이 고속카메라를 통해 확인하 다. 그의 

찰 결과에 따르면 (a)용융풀이 우선 만들어지고 (b)

용 이 서서히 팽창한다. 이 게 팽창된 용 은 낮은 

표면장력에 의해 (c)와 같이 폭발 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는 (d)와 같이 고형물질로 둘러싸인 구멍을 남

기면서 (e)  (f)와 같이 새로운 용 공정이 시작되며 

이 게 반복된 공정에 의해 표면  단면은 결과 으로 

Fig. 6과 같이 형성된다고 하 다.

  이후 그는 최 의 주 수를 찾기 해 용 속도(v), 

빔 직경()과 주 수()간의 계를 아래와 같은 식

(1)과 같은 계식으로 정규화 하 으며, 이 값이 0.2~ 

0.4 사이일 때 용 결함의 발생 빈도도 가장 을 뿐 

아니라  용입 깊이의 재 성이 가장 최 이라고 주장

하 다. 여기서 에 한 정의는 Fig. 7을 참조한다. 

    




 ∙ 
             (1)

  이상과 같이 출력 변조를 기본으로 하는 시간  모듈

이션에 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분 주

수와 사용률, 첨두 출력,  크기 등이 재료의 용

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속의 펄

스 반복을 통한 용융풀의 교반에 의해 기공이 감소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용 부의 품질을 증 시키고자 하

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주기 인 키홀 형상의 

변동으로 인해 다량의 스패터 등 외  품질 문제가 수

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수 의 시간  변조를 

통해 외   내부 기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시간  모듈 이션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2 공간  모듈 이션

  공간  모듈 이션 방식은 이  빔과 모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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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고려하여 용  방향에 이  빔의 진동을 

첩하는 방식으로 오실 이션에 의한 빔의 첩률이 

클수록 균일한 품질의 용 부를 얻을 수 있다. 이에 

schmitt11)는 공간  모듈 이션 기술에 해 반 으

로 소개하 다. 그는 빔의 첩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제

시하 는데, 이는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arcsin













  




arcsin








 (2)

여기서 a는 회  반지름, v는 용 속도 그리고 f는 오

실 이션 주 수를 의미한다. 식 (2)에 따라 Fig. 8에 

제시한 각각의 첩률을 계산해보면 v=50 mm/s의 

경우 71.5 %가 나오는 반면에 v=200 mm/s는 –81 

%로 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첩률의 차이는 결국 용 품질의 균일성 차

이로 나타나게 된다. Fig. 9는 스테인리스강의 용  시 

용  속도에 의한 첩률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 비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0 mm/s의 용 속도에 의해 

만들어진 비드는 매우 균일하고 넓은 비드 단면을 형성

한 반면 100 mm/s의 속도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간헐

으로 재용융이 일어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첩

률에 의한 향이 품질에 최우선 인 인자가 된다.  

  이와 같이 오실 이션에 의한 이  빔의 첩은 용

융풀의 온도구배에도 향을  수 있다. Kang12)은 5

천계열 알루미늄 합 의 응고균열을 억제하기 해 오

실 이션 용 을 실시하 으며 그의 연구는 용  의 

응고 형태는 입자성장률(Grain growth rate) R과 온

도구배율(Temperature gradient) G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응고 형태를 측할 수 

있는 수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해석에 반 하 다. 

한 1 mm 두께의 Al5J32 소재를 자기구속형 균열시

험편(Self-restraint tapered specimen) 형태로 

비한 후 디스크 이 를 사용하여 다양한 주 수로 용

 후 균열 발생 형상을 비교하 다. 알루미늄의 고온 균

열은 등축정(Equiaxed grain) 역을 따라 발생하므로 

Fig. 10과 같이 등축정과 주상정(Columnar grain) 

역을 구분하고 해석결과에 의거하여 각 응고 치에 따

른 G와 R값을 표기하 으며 주상정과 등축정 결정립이 

생성되는 경계 조건은 G=3.5R로 정의하 다. 최종

으로 그는 본 연구를 통해 한 빙 조건으로 결정

립 성장방향을 제어하여 균열 진 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상과 같이 응고조직의 제어를 통해 알루미늄의 용

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Wang13)의 연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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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scillation function dependent on feed rate in feed
direction (left: 50mm/s, right: 200mm/s)11)

Fig. 9 Laser beam micro welding of stainless steel at dif-
ferent feed rates (f=1kHz, a=0.5mm; up: P=100W,
v=20mm/s, below: P=200W, v=100mm/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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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자세히 기술되었다. 일반 으로 용   등축정 결

정립을 형성하기 한 방법은 ①용 속도를 느리게 하

여 온도구배를 낮추고 열하거나 용융풀의 면 을 확

하는 방법, ②용융풀의 화학조성을 변화시키는 방법, 

③조성  과냉도(Constitutional super-coiling)의 증

가, ④Ti, B와 같은 미소원소의 추가  마지막으로는 

⑤용융풀 교반을 통한 덴드라이트(Dendrite) 조직의 

괴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

반하여 그는 Fig. 11과 같이 4가지 형태의 오실 이션 

방법으로 4 mm 두께의 Al6061-T4 합 에 해 6 

kW  이버 이 를 사용하여 용 을 실시한 후 기

계/ 속학  특성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우선 비드 외 에서는 Fig. 12와 같이 Cir- 

cular 오실 이션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에서는 모

두 상/하부 언더컷  스패터 등의 결함이 발견되었으

며 이들에 한 인장시험 시 모두 언더컷 등으로 인해 

형성된 노치를 따라 단이 발생하 다. 그러나 인장강

도에 한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패턴에 

따른 결정립의 크기가 모두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 다. 단 신율의 차이는 순차 으로 존재하며 Circular 

방식이 가장 크고 선형용  시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났

는데 그 이유는 등축정 조직의 형성 증가에 따라 균열

의 진 이 방해되기 때문이라고 하 다. 

  그는 한 빔 오실 이션 형태에 따른 등축정 조직의 

형성과정에 해 Fig. 13과 같이 설명하 다. 우선 오

실 이션이 없는 일반 인 용  형태인 Fig. 13(a)의 

경우 용융지의 유동은 라즈마 반동압력과 함께 마랑

고니 힘(Marangoni force)의 구동에 의해 키홀에서 

용융풀의 후방으로 흐르게 된다. 이 때 빔 이송속도는 

오실 이션이 없으므로 낮고 일정하다. 이는 라즈마 

반동 압력이 작은 용융풀에 집 되어 이 와 용융 사

이 강력한 상호 작용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용

공정이 불안정해지고 거친 표면을 형성하게 된다. 

한 이때의 온도 구배는 용융풀의 면 이 비교  작으므

로 결과 으로 수지상 덴드라이트가 넓은 면 에 형성

되게 된다. 한편 Fig. 13(c)와 같이 횡방향 오실 이

션은 측벽에 막힌 유동이 뒤쪽으로 흘 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앞선 유동과의 충돌에 의해 험핑이 일어나고 

이는 결과 으로 용 부의 유동성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 경우 용융풀 뒤편에 난류 유동이 형성

Oscillating pattern Beam track

Without oscillation

Transverse oscillation

Longitudinal oscillation

Circular oscillation

Fig. 11 Schematic diagrams of beam oscillating pattern 
and the resultant track of laser beam13)

(a) (b)

(c) (d)

Fig. 12  Top surface and root morphology, (a) without 
oscillation, (b) transverse, (c) longitudinal and 
(d) circular oscillation13) 

(a) (b)

(c) (d)

(e) (f)

(g) (h)

Fig. 13 Schematic drawings of the influence of melt flow
on microstructure formation, (a) without oscil-
lation; (b) detail of the rectangle frame in a; (c) 
transverse; (d) detail of the rectangle frame in c; 
(e) longitudinal oscillation; (f) detail of the rec-
tangle frame in e; (g) circular oscillation; (h) de-
tail of the rectangle frame in 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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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Fig. 13(d)와 같이 덴드라이트를 일부 교반하여 

성장을 방해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비교  크지 않다. 

세 번째로 Fig. 13(e)와 같은 종방향 오실 이션은 용

융풀의 유동성 측면에서 횡방향 오실 이션보다 안정

이고 뒤편에 비교  큰 난류가 형성되어 교반효과가 커

지며 결과 으로 등축정의 성장률이 더 좋다. 마지막으

로 Circular 오실 이션은 원운동과 용  방향의 운동

이 더해진 실제 용 속도(Actual velocity) Vr이 일정

하기 때문에 유동의 흐름이 가장 안정 이다. 이에 따

른 비드 외  품질이 가장 우수하며 한 넓은 면 의 

용융지를 형성하므로 온도 구배가 가장 기 때문에 결

과 으로 등축정 결정립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 용융

지 뒤편의 교반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덴드라이트

의 형성 한 효과 으로 억제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

로 Circular 오실 이션이 알루미늄 합 의 용 에서 

가장 효과 인 방법이다.     

  빔 오실 이션에 의한 이  빔의 첩률에 따라 구

리의 용 에도 많은 향을 미친다. Miyagi15)는 2.1

의 Fig. 5와 같이 구리의 이  용 시 빈번하게 발생

하는 스패터 문제를 해결하고 건 한 용 부를 얻기 

해 2 kW의 싱 모드 이버 이 를 이용하여 2.5 mm 

두께의 구리 소재에 주 수, 회 반경  용 속도를 

달리하여 용 한 결과를 제시하 다. 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용입깊이는 회 반경과 계없이 주 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 으며, 스패터와 표면 기공은 회 주기와 

반경의 증가에 따라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한 

회  주 수와 용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첩률에 의

한 품질의 균일성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언 되었는

데 이러한 결과는 Fig. 14에 제시하 다. Fig. 14(a) 

 (d)는 출력, 속도, 회 반경을 동일하게 하고 회  

주 수만 각각 77 Hz  285 Hz로 변화시켜 용 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빔 첩률에 의한 용입 깊이  비

드 외  품질의 균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간  모듈 이션에 의한 용 은 비철 속뿐만 

아니라 구조용강의 용 에 한 연구 한 다수 진행되

었다. Kuryntsev16)는 구조용강의 이  용  시 

냉에 의해 경도가 증가하고 소성이 감소되며 잔류응력

이 증가되는 것을 감하기 해 Fig. 15와 같이 이

 용  후 와블(Wobble) 형태의 이  빔을 용 부

에 재조사하여 그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해 각각 10 mm 두께를 갖는 STS321 

소재와 일반 냉연강(1449-27/23CR)  9MnSi5의 

합 강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샤르피 충격시험과 미

세조직 찰 등을 통해 비교하 다. 그 결과 모든 경우

에서 와블 형태의 이 를 재조사함으로서 어닐링 효

과가 일어나 경도가 감소하고 충격인성에 한 개선 효

과가 있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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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 Laser scanning track, (b) appearance and (c) 
longitudinal section obtained at rotation diame-
ter = 0.6mm, rotation frequency = 77Hz, weld-
ing speed = 50mm/s; (d) Laser scanning track, 
(b) appearance and (c) longitudinal section ob-
tained at rotation diameter = 0.6mm, rotation 
frequency = 285Hz, welding speed=50mm/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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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chematic view of the (a) first and (b) second 
welding pas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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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이 리드 용 에서 이  오실 이션

을 통해 고강도강의 용 을 수행한 연구도 있다. Cai17)

는 고강도강의 용 에서 기공과 기계  강도(충격) 특

성 개선을 해 6 kW의 디스크 이 와 95Ar5CO2 

보호가스를 사용한 MAG 용 기를 이용해 30 mm 두

께의 고강도강에 한 이  선행 하이 리드 용 을 

시도하 다. 이때 주요 용 변수는 이  출력과, 용

속도 그리고 아크 입열량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빙 

주 수와 진폭에 한 변수만을 설정하 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  선행용 에서 진폭이 2 mm를 넘어갈 

경우 키홀 모드가 유지되지 않으며, 용  깊이는 빙 

주 수가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결론 으

로 이  선행 하이 리드 용 에서 이  빙에 따

라 기공감소 효과가 나타났는데, 본 실험에서는 Fig. 16

과 같이 20 Hz에서 가장 최 의 결과가 나왔으며 그 

이상의 주 수에서는 다시 기공이 증가하 다. 그의 주

장에 따르면 기공이 감소된 이유는 교반 효과(Stirring 

effect)에 의한 것이며 특정 주 수 이상에서는 다시 

키홀이 불안정해지고 붕괴되어 가스가 내부에 트랩되기 

때문이다. 최종 으로 그의 연구에서는 이  빔의 교

반에 의한 기공의 감소에 따라 최  31.4 %의 충격인

성이 증가된 결과를 도출하 다.        

  이상과 같이 공간 변조를 기본으로 하는 시간  모듈

이션에 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출력 변조

와 마찬가지로 주 수와 용 속도의 조합에 의해 결정

되는 첩률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오실 이션에 

따른 효과는 시간  모듈 이션 기법과 마찬가지로 교

반에 의한 기공감소와 함께 온도구배의 효과  제어에 

의한 미세조직의 제어가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균

일한 입열을 얻을 수 있는 첩률을 선정하고 재료의 

특성과 개선 목 에 따른 변수 조 을 통해 비드 형상

의 효과 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간  모듈

이션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3. 다  빔 이  용   합기술
  

  최근 경량소재의 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효과

으로 용 하고자 하는 고민은 빔 모듈 이션 기술뿐

만 아니라 다  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표 인 연구 결과 몇 편

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알루미늄 합 의 이  용  시 발생되는 고

온균열  소재의 낮은 흡수율을 극복하기 해 흡수율

이 높은 다이오드 이 를 동시에 사용하여 빔 모듈

이션 없이 용 한 사례이다. Bergmann18)은 다이오드 

이 의 장(808 nm)에서의 흡수율이 14 % 정도

로 Nd:YAG 이 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사실에 착

안하여 다이오드 이 를 이용한 /후열 효과로 온도

구배를 낮추어 응고군열을 방지하고자 Fig. 17과 같이 

하이 리드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하 다. 이때 다이오

드 빔의 직경은 3 mm이며, Nd:YAG 이 의 경우 

0.4 mm의 빔 직경을 갖는다. 다이오드 이 의 조사 

치(선/후행 는 앙)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서 용

을 진행하 다. 결과 으로 Fig. 18과 같이 Nd: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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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ore ratio as a function of weaving frequency 
(weaving amplitude was 2mm)17)

Nd:YAG

Diode laser

Fig. 17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18)

Nd:YAG laser
Diode laser

(980nm)

(a) Diode laser 100 W

Cracks

(b) Diode laser 300 W

no cracks

Fig. 18 Influence of superposition on cracking suscepti-
bility of AlMg0,4Si1,2, 1,15 mm, bead on plate, 
rep. 6 Hz, pulse length 15 ms, max. output pow-
er 2,3 kW, speed 60 mm/min, diode laser Ø 3 mm, 
YAG Ø = 400 μm, (a) with diode laser 100 W 
(b) with diode laser 300 W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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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빔이 다이오드 이  빔의 심에 치하여 충

분한 입열량으로 가열된 상태에서 Nd:YAG 이 의 

열원으로 용 하는 경우 용 부의 온도구배율이 낮아 

응고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 다. 

  다  빔을 활용한 이  용 의 두 번째 사례는 바

로 Tri-focal 이  빔을 이용한 아연도 강 의 이

 이징이다19). 일반 으로 아연도 강 에 이  

빔을 조사하게 되면 기화 이 낮은 아연 도 층의 증발

로 인해 스패터  기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를 극복하기 해 Fig. 19와 같이 선행하는 두 개의 

작은 이  빔이 아연도 층을 어블 이션(Ablation)

함으로써 이  공정이 안정화되고 최종 으로 Fig. 20

과 같이 이징의 젖음성 향상과 우수한 품질의 합

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Tri-focal 

이  빔에 따른 비철 속의 합 는 이  용 에 

한 효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  빔을 활용한 마지막 사례는 최근 코히런트에서 

개발된 ARM (Adjustable ring mode) 이버 이

이다. 이 기술은 이버의 구조 변경을 통해 이  

의 강도 분포를 독립 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존

의 단일 피크 가우시안 분포와는 다른 형태를 갖게 하

는 방법이다. 즉, Fig. 21(b)와 같이 심에는 가우시

안 분포를 하는 이 있고 주변에 링 빔이 별도로 존재

하는 빔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출력은 독립 으로 

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빔 구조를 활용하여 Maina20)

는 1.5 mm 두께를 갖는 Al5022 합 의 겹치기 용  

특성을 다양한 출력 조건에서 검토하 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곽의 링 빔이 알루미늄의 온도를 충분

히 올려 주어 이  장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이어서 

빔의 심이 키홀을 형성한다. 이 게 형성된 키홀은 

링 빔의 열효과로 인해 매우 안정 이며 온도구배가 

낮기 때문에 Fig. 22와 같이 체 으로 균일하고 안

정 인 비드를 형성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이 빔 형태의 독립 인 사용에 따른 효과는 최근

에 개발되어 아직은 신뢰할만한 연구 결과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25°

R 1.5 mm

Laser beam

Brazing
seam

Forerunning
laser beams

Filler wire

Feed direction

Fig. 19 Schematic setup of the tri-focal brazing process19) 

 

 

(a)

(b)

Fig. 20 Images of the seam surface on hot-dip galvanized
substrates at a processing speed of 45 mm/s: (a) 
mono-focal brazing, (b) tri-focal brazing. At the 
joint brazed with the tri-focal technique charac-
teristic black lines of iron oxide are visible ad-
jacent to the seam. Straight seam edges are 
formed due to the changed wetting condition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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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chematic illustration of fiber section, beam spot 
and intensity distributio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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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urface and cross-section appearance under vari-
ous power densitie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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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고에서는 난용 성 재료의 용 성 개선을 해 시

간  는 공간  모듈 이션을 통한 용 사례  그 

결과에 해 소개하 다. 한 다  빔을 활용한 이

 용 기술에 해서도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른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시간  모듈 이션 용 기술은 펄스 이 에서 

이  출력의 빠른 반복을 통한 용융풀의 교반에 의해 

기공이 감소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용 부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으나, 주기 인 키홀 형상의 변동으로 인

해 스패터 등의 외  품질 문제 한 발생하므로 

한 수 의 펄스 변조를 통해 외   내부 기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시간  모듈 이션의 핵심 기술

이다.   

  2) 공간  모듈 이션 용 기술은 주 수와 용 속도

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첩률이 큰 변수로 작용한

다. 특히 오실 이션에 따른 효과는 용융풀의 교반에 

의한 기공감소와 함께 온도구배의 효과  제어에 의한 

미세조직의 제어가 가능하므로 균일한 입열을 얻을 수 

있는 첩률을 선정하고 한 변수 조 을 통해 비드 

형상의 효과 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간  모

듈 이션의 핵심 기술이다.

  3) 다  빔 이  용   합기술을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이  빔의 첩 는 빔의 분

할 사용만으로도 모듈 이션 기술 용과 유사한 효과

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ORCID:Yong Kim: https://orcid.org/0000-0002-718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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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찰교반용 (Friction Stir Welding, FSW)은 1991

년 국의 TWI(The Welding Institute)에서 처음 

제안되었다1).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합  등의 

연성소재2-4)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철강  티타늄 합

과 같은 고온용 강성소재에 한 용 공정 연구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6). 마찰교반용 은 툴을 회 시

킨 상태로 소재의 합 계면에 삽입할 때 발생하는 마

찰열을 이용하여 소재를 연화시키고, 연화된 소재는 툴

의 회  방향으로 소성 유동을 일으켜 합계면과 주변

부를 교반하여 합이 이루어진다. 툴이 삽입된 상태에

서 용 선을 따라 이동한 후 툴을 후퇴시키면 마찰교반

용 이 되며, 툴을 소재에 삽입 후 이동하지 않고 일정 

시간 머무른 뒤 툴을 후퇴하면 마찰교반 용 (Friction 

Stir Spot Welding, FSSW)이 된다7).

  마찰교반용 에 사용되는 툴이 소재와 닿는 면은 

더(Shoulder)와 핀(Pin)으로 구성된다. 더는 핀에 

비해 넓은 면 을 가지고 있으며 소재의 표면과 하

여 마찰열을 발생시키고 소재의 유동을 원활히 하는 역

할을 한다. 핀은 더에서 돌출되어있는 형태로 소재의 

내부에 삽입되어 합 계면을 직  교반하여 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툴의 형상  특징으로 인하여 마찰교

반용 , 마찰교반 용 의 마지막 단계인 툴이 소재에

서 빠져나올 때 소재에 삽입되어있던 핀이 제거됨으로

써 소재내부에 핀이 있던 자리에 키홀(keyhole), 로

홀(probe hole), 핀홀(pin hole), 익시트홀(exit hole)

이라 불리는 빈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마찰교반용 에

서 이러한 키홀이 존재할 경우 기계  물성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용 부 외

상의 문제, 키홀하단부에서의 도장의 불균일성,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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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가능성에 한 우려가 있어 키홀을 리필(refill)하

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툴을 사용하여 FSSW 단일 공정으로 키

홀을 메우는 one-step FSSW 공정과, 용  후 후공정

을 조치하는 two-step FSSW 공정으로 구분하여 리필 

마찰교반 용 공정의 기술동향을 악하고자 한다. 

2. One-step refilling FSSW 공정

  용 부의 끝단에 형성된 키홀을 리필하는 방법으로, 

1999년도에 R.Jeffrey에 의해 핀과 더를 독립 으

로 구동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Fig. 1)8). Fig.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통 인 툴의 형상처럼 핀이 더에

서 돌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 한다. 이후 Fig. 1b와 

같이 툴을 소재에 삽입하여 용 을 진행한다. 다음 단

계 (Fig. 1c)에서는 핀이 더가 정치되어 있는 상태에

서 운동을 통해 쪽으로 이동하여 핀과 더의 높이를 

일치시킨다. 마지막 단계 (Fig. 1d)에서는 평평한 툴

의 하단부를 이용하여 키홀 주변의 소재를 키홀 내부로 

소성유동시켜 키홀을 리필하게 된다.

  Y. Uematsu 등에 의하면 해당 방법으로 FSSW에

서 키홀을 성공 으로 제거할 수 있었으며 (Fig. 2), 

키홀을 리필하여 합부의 정 하   피로하 이 증

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9). P. Li 등은 직선 FSW

에서 용 부의 끝부분에서 핀을 서서히 후퇴시켜 키홀

이 형성되지 않는 직선용 을 구 하 다10).

  2004년도에 C. Schilling 등에 의해 마찰교반 용

에 좀 더 특화된 형태로 핀, 슬리 , 클램 로 구성

된 툴이 개발되었으며11)
, 개발된 툴의 시는 Fig. 3 

와 같다12). 자는 두 가지 합방법을 로 들었는데 

핀을 삽입하는 방법과 (Fig. 4) 슬리 를 삽입하는 방

법이다 (Fig. 5). 핀 삽입의 경우 먼  Fig. 4a와 같

이 핀, 슬리 , 클램 의 높이를 일치시킨 상태에서 핀

과 슬리 를 회 시킨다. 핀과 슬리 가 회 하는 상태

에서 Fig. 4b와 같이 소재에 일정한 가압을 가한 후 

Fig. 4c와 같이 핀은 소재에 삽입하고 슬리 는 후퇴하

는 방향으로 상 으로 구동한다. 이때 핀에 의해 

려난 소재는 슬리 가 후퇴하면서 생긴 공간으로 이동

2mm 1mm

(b)(a)

Fig. 2 Macroscopic appearance of FSSW joint with 
probe hole9): (a) top view of weld zone and (b) 
cross section of weld zone

  

General view 

Pin  

Sleeve 

Clamping 
ring  

Fig. 3 Modified refill friction stir welding tool12)

(a) (b)

(c) (d)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FSSW and refilling proc-
ess

(a) (b)

(c) (d)

Fig. 4 Modified refilling FSSW (pin inser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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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일정 시간 후 Fig. 4d와 같이 핀은 후퇴하

고 슬리 는 진하여 핀이 후퇴하면서 생긴 키홀을 리

필하는 방식이다. 슬리  삽입방식은 핀 삽입방식과 반

로 Fig. 5c와 같이 슬리 를 먼  삽입하고 핀을 후

퇴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슬리 와 핀의 구동을 반 방

향으로 환하여 Fig. 5d와 같이 슬리 의 후퇴로 생

긴 키홀을 리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독립  구동방식은 기존 핀/ 더 구동방식에 

비해서 클램 의 존재로 인하여 용 부 주변에 형성되

는 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성

공 인 키홀의 리필이 보고되었으나13-17), 이러한 구동 

방식은 핀, 슬리 , 클램 가 독립 으로 구동 가능한 특

수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툴의 형상이 복잡하여 

통 인 툴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단 을 가지고 있

다. 한 최근 연구동향인 고강도, 고융  소재에 용

하기 해는 WC-Co, PCBN, Si3N4와 같은 소재를 

사용해야 하지만18-20), 에 언 된 소재들은 높은 강도

와 경도로 인하여 복잡한 툴의 형상으로 가공이 어렵다.

3. Two-step refilling FSSW 공정

  마찰교반용 공정에서 발생한 키홀을 후공정을 통해 

리필하는 다단공정은 후공정에 마찰교반공정을 이용하

는 방법과 항 용  등 다른 용 공정을 이용하는 방

법 등으로 다시 세분될 수 있다. 

  Fig. 6에 1차 용 공정이 끝난 후 형성된 키홀을 핀

이 없는 툴로 한 번 더 교반하여 키홀을 리필하는 방법

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21). 이 방법은 하나의 마찰교반

용  시스템에서 툴만 교체하여 키홀을 리필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그러나 one-step refilling FSSW 공

정에 비해 압흔  버의 발생이 증가되고 공정시간이 길

어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 공정을 수정하여 Fig. 

7과 같이 후공정  삽입 속을 추가로 공 하여 키홀

을 리필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22,23). 제살용 을 수행

하는 Fig. 6의 공정에 비하여 삽입 속이 제공되기 때

문에 압흔  버의 발생이 감소된다는 장 이 있으나 

공정시간이 길어지는 단 이 남아있다.

  후공정으로 마찰교반용 보다 속도가 빠르고, 경제

인 공정을 검토하기 하여 항 용 을 이용한 리필

공정이 최근에 제안되었다24). Fig. 8과 같이 용  후 

형성된 키홀에 항 용 원을 이용하여 가압과 통

을 가하는 방법으로써, 통 에 의해 발생하는 항열로 

소재를 연화시킨 상태에서 가압을 가하면 키홀 주변 소

재가 키홀 내부를 채우게 된다. 5083-O재를 상으로 

시험평가하 을 때 성공 인 키홀 리필이 가능함을 Fig. 

(a) (b)

(c) (d)

Fig. 5 Modified refilling FSSW (sleeve insert type)

Tool SRFSW-1

Refilled keyhole
Original keyhole

First step by tool SRFSW-1 
Intermediate steps 

Tool SRFSW-8

Refilled keyhole

Original keyhole

Last step by tool SRFSW-8 

Fig. 6 Two-step refilling FSSW using additional FSSW21)

Workpieces

(a) (b)

Refilling
tool

(c) (d)

Fig. 7 Two-step refilling FSSW using a filler plat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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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 단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3번 조건의 경

우 keyhole 내부에 용융된 흔 이 보 으나 2, 4, 5번

의 조건에서는 키홀 내부에 용융된 흔 이 찰되지 않

았다. 용융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2, 4, 5번 

조건의 평균 통 시간은 388 ms로 FSW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리필이 가능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찰교반용 의 용 부에 발생하게 되

는 키홀을 리필하기 한 기술을 소개하 다. one-step 

FSSW 공정으로 특수한 툴을 채택하여 마찰교반용 과 

키홀의 리필을 하나의 공정에서 구 하는 기법들과, two- 

step FSSW 공정으로 마찰교반용 과 항 용 을 부

가공정을 채택하여 리필을 구 하는 기법을 소개하 다. 

아직 알루미늄 합 에 해 one-step FSSW 공정이 

용되는 단계이지만, 향후 다양한 공정을 통해 키홀 리

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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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산업은 CO2 배출량 감과 연비향상을 

한 차체경량화의 일환으로 차체소재의 두께를 감소시

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두께 감소 요구에 따

라 철강제조사에서는 강도와 연신율을 만족하는 새로운 

고장력 강 들을 계속 으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개

발된 고장력 강 을 실제 차체부품에 용하기 해서

는 용 성의 확보가 필수 이며 이에 따라 정용 조

건 범 를 도출하기 한 용 성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

다. 한 용 성 평가 시 개발된 고장력 강 의 동종조

합 뿐만 아니라 이종조합에 한 평가도 진행되어야 하

며 이에 따른 용 조합의 수는 수십에서 수백 개에 달

한다. 이로 인해 용 조합 별 용 조건에 따른 수실

험을 할 경우 용 실험의 양이 과도하게 되고 많은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차체부품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많은 평가실험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 

양산 시 작업자의 경험과 기술에 의존하여 몇 차례의 

실험을 통해 용 조건을 설정하고 있어 정용 조건 

범 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해 

수실험이 아닌 한정된 은 실험수의 결과를 통하여 

최 용 조건을 도출하기 한 방법이 요구되며 이를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차체부품 생산공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 법은 

항  용 으로 다른 용 법에 비해 용 조건 변수가 

다중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980MPa급 GA강판의 

저항 점 용접조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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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우 짧은 시간에 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 품

질과 생산성확보에 유리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항  

용 의 용 조건 변수는 크게 3 가지로 가압력, 용

류, 용 시간이 있다. 일반 으로 가압력은 장에서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용 성 평가를 한 

수실험 시 용 실험 양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나 용

류와 용 시간은 용 조합에 따라 수 개에서 수십 

개의 수 을 가지기 때문에 용 실험 양에 큰 향을 

미친다. 특히 용 강도의 확보가 어렵고 날림이 쉽게 

발생하는 고장력 강 의 경우에는 용  류와 용 시

간의 수 을 세 하게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용 실험 

양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정용 조건의 범 를 확

인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차체부품 

제조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

화 하기 하여 은 용 실험 양으로 많은 용 성 평

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험계획법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최소한의 용 실험 양으로 많은 목 함수들의 정보를 

얻는 방법인 반응표면분석법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항  용 에서는 Park은 590MPa  

TRIP 강에서 총 17번의 실험으로 강도와 압흔 깊이를 

목 함수로 하는 반응표면분석을 하여 최 용 조건을 

도출하 다1). Muhammad는 반응표면분석법으로 연강

에서 깃사이즈와 HAZ부 성장에 용 류와 용 시

간, 홀드타임이 미치는 향을 9조건의 실험으로 평가

하 다2). Darwish는 알루미늄 항  용 에서 용

류, 가압력, 용 시간, 소재 두께 모두를 고려한 향을 

연구하는데 반응표면분석법을 사용하여 30번의 실험으

로 4개의 인자가 갖는 범 에 한 모든 강도값을 구하

다3).
  반응표면분석법은 여러 방식으로 용이 가능한다. Zhao

와 Wan은 항 용 에서 티타늄 합 의 최 조건 도

출을 연구하 다4,5). Sudhakaran은 스테인 스소재에

서 GTAW 진행시 어떤 인자가 페라이트 상 형성에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 다6). Srivastava는 아크용 에

서 비드의 기하학  요소를 측하는 연구를 사용했으며7) 

Shahi는 GMAW에서 와이어 pre-heating에 한 연구

를 진행하 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되어 차체부품에 용

이 되고 있는 고강도 TRIP 강 의 정용 조건의 범

를 도출하기 해 반응표면분석법을 사용하여 용 실

험 양을 최소화하고 인장 단강도, 깃사이즈, 날림발

생 유무와 단형상을 측하는 모델을 도출하 다. 그

리고 측모델을 사용하여 정용 조건 범 를 도출하

으며 검증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정용 조건 범 의 

정성을 검증하 다.

2.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항  용 에서 용 품질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

자로는 용 류(weld current), 용 시간(weld time), 

가압력(electrode force)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에서 용 시간, 용 류를 인자로 선정하여 인장 단

강도(tensile shear strength)와 깃사이즈(nugget 

size), 날림발생(expulsion), 단형상(fracture mode)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반응표면분석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반응표면분석법은 수학  모델링에 있

어 유용한 통계기법으로 독립변수들을 설정하고 이 독

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반응을 최 화하는 것이

다. 이러한 반응표면분석법을 항 용 에 용하여 

독립변수는 용 시간과 용 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

는 인장 단강도와 깃사이즈, 날림발생, 단형상으

로 설정하여 회귀모델을 도출하고자 하 다.

  식(1)에서 보듯이 독립변수는  이며 종속 변수  는 

독립변수 값에 따라 변화하는 값이다. 실험 오차항을 뜻

하는 은 측정 오차나 함수에 포함되지 않는 통계  오

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1)

  반응표면의 회귀모델은 1차항부터 고차항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2차항에 한 수학  표 은 식(2)로 표

된다. 독립변수간 교호작용이 없고 반응이 선형으로 정

의될 수 있다면 회귀함수는 1차 회귀모델로 표 될 수 

있다. 항 용 은 반응표면에 곡률이 있고 독립변수

간의 계는 서로 교호작용을 하여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차 회귀 모델을 사용

하여야 한다. 식(2)에 2개의 독립변수를 용할 경우 

식(3)과 같이 표 된다. 식(3)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계를 2차식으로 표 한 것으로 는 각 항에 곱

해지는 회귀계수이다.

  (2)

       

     (3)

  식(4)는 회귀분석의 최소제곱법을 표 한 수식으로 

이를 이용하여 2차 회귀모델의 회귀계수를 구할 수 있

다. 여기서 는 정규화된 독립변수의 값들에 한 행렬

을 의미하며 는 종속변수 값의 열벡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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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3)과 같이 2차 회귀모델을 구하기 하여 은 

실험 횟수로 넓은 범 의 독립변수가 가질 수 있는 반

응들의 곡면을 추정할 수 있는 실험계획법인 심합성

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 CCD)을 이용하 다. 

3. 실험방법

3.1 실험소재  실험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는 합 화아연도  (galvan- 

nealed, GA)된 980 MPa  TRIP강이며 두께는 1.2 mm

이다. 해당 소재의 화학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시험편의 사이즈는 길이 100 mm, 비 30 mm이며 

용  시 겹침여유를 30 mm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된 용 장비는 MFDC(medium frequency 

direct current) 용 기이며, 극선단직경은 6mm, 

극직경은 16 mm, 극선단반경은 40 mm인 돔형

극을 사용하 다. 그리고 가압력은 300 kgf 로 고정하

다.

3.2 실험계획법

  본 연구에 사용한 심합성계획법은 2k요인 배치법

(2k factorial experiment)에 축 과 심 을 추가한 

실험계획법이다. 축 과 2k요인 배치 실험을 통해 종속

변수의 최 값과 최소값, 그리고 교호작용을 악하고 

흥미 역에 2 차원 곡면을 추정한다. 독립변수가 2개일 

경우, 이 때의 실험조건은 (1,1), (1,-1), (-1,1), 

(-1,-1)으로 두 독립변수의 최 , 최소수 의 조합으로 

4가지 조건이 설정된다. 축 실험은 각 독립변수가 최

수 과 최소수  일 때 결과값으로 각 독립변수의 

향을 악할 수 있다. 2요인일 경우 실험조건은 (1,0), 

(-1,0), (0,1), (0,-1)으로 설정되며 심  (0,0) 조

건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여 회귀계수의 변동을 최소화

하여 보다 실제 측정값에 근 하게 회귀식을 구할 수 

있다. 심합성계획법은 Fig. 1에 나타냈고 각 독립변수

의 수 은 Table 2에 나타냈다. 용 류는 4, 6, 8 kA

로 정하 고 용 시간은 250, 333, 417 ms로 정하 다.

  심합성계획법에 따라 정해진 실험조건을 기 으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인장 단강도와 깃사이즈를 측

정하여 실험결과를 기록하 다. 그리고 용 실험 시 날

림발생을 찰하여 날림이 발생하는 경우를 1로 날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기록하 다. 단형상은 인

장 단강도를 평가한 후 버튼 단(pull-out fracture)이 

발생하는 경우를 1로 계면 단(interfacial fracture)

이 발생하는 경우를 0으로 기록하 다.

  실험조건과 실험결과들은 Table 3과 같다. 동일조건

에서 인장 단강도와 깃사이즈 측정을 각각 5회 반복

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반복실험의 결과는 Fig. 2의 

그래 로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용 시간에 상 없이 8 kA에서 모두 날림

이 발생하 고 6 kA 이상의 류에서는 모두 버튼 단

이 발생하 다. 한 용 류가 4 kA에서 6 kA로 증

가하면 인장 단강도와 깃사이즈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을 보 다. 반면에 용 시간이 증가할 경우 인장

단강도와 깃사이즈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4. 결과  고찰

4.1 회귀식 도출

  실험계획법에 의해 수행된 실험결과들을 반응표면 회

귀식의 목 함수로 설정하여 인장 단강도, 깃사이즈, 

날림발생, 단형상에 한 2차 회귀식 (5), (6), (7), 

(8)을 도출하 다8). 

  Tensile shear strength (kN) = 15.66 + 0.7·T + 5.33·I
+ 0.27·T2 - 2.13·I2 + 0.45·T·I (5)

  Nugget size (mm) = 5.17 + 0.23·T + 1.07·I 
+ 2.22e16·T2 - 0.4·I2 + 0.18·T·I   (6)

  Expulsion = 1.67e-16 + 0·T + 0.5·I + 5.55e-17·T2

+ 0.5·I2 + 0·T·I   (7)

Element C Si Mn Fe

wt.% 0.20 1.59 2.50 Bal.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980 MPa grade GA 
stee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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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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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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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

1,1

1,-1-1,-1

-1,1

2k Factorial design Axis & center design Center composite 
design, CCD

Fig. 1 Central composite design, CCD

Factor Codes Unit
Levels coded

-1 0 1

Weld time T ms 250 333 417

Weld current I kA 4 6 8

Table 2 Coding of spot welding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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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cture mode = 1 + 0·T + 0.5·I + 1.11e-16·T2 
- 0.5·I2 + 0·T·I   (8)

  도출된 인장 단강도 회귀식에서 용 류 1차항의 계

수는 5.33인 반면 용 시간의 1차항의 계수는 0.7로 

용 류에 비해 작았다. 깃사이즈 회귀식에서는 용

시간의 2차항 계수가  2.22e-16로 0에 가까운 값을 가

진다. 날림발생  단형상 회귀식에서도 용 시간 1차, 

2차항의 계수와 용 시간, 용 류의 교호항이 0 는 

0에 가깝다. 따라서 0  0에 가까운 계수항을 제거하여 

식 (9), (10), (11), (12) 으로 다시 표 하 다.

  Tensile shear strength (kN) = 15.66 + 0.7·T + 5.33·I
+ 0.27·T2 - 2.13·I2 + 0.45·T·I   (9)

  Nugget size (mm) = 5.17 + 0.23·T + 1.07·I - 0.4·I2

+ 0.18·T·I  (10)
  Expulsion = 0.5·I + 0.5·I2 (11)
  Fracture mode = 1 + 0.5·I - 0.5·I2 (12)

  도출된 인장 단강도 회귀식과 깃사이즈 회귀식이 

실제 측정값을 타당하게 측하는지 결정계수(coefficient 

of multiple determination, R2)를 통해 확인하 다. 

인장 단강도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0.99이고 깃사이

DOE Table with responses

Run
order

Process parameters Responses

Weld time 
(ms)

Wled current 
(kA)

Weld time 
code

Weld 
current code

Tensile shear 
strength (kN)

Nugget size 
(mm)

Expulsion
Pullout 
fracture

1 250 4 -1 -1 8.0 3.6 0 0

2 250 6 -1 0 15.6 5.1 0 1

3 250 8 -1 1 17.8 5.3 1 1

4 333 4 0 -1 8.1 3.6 0 0

5 333 6 0 0 15.9 5.2 0 1

6 333 8 0 1 18.7 5.9 1 1

7 417 4 1 -1 9.0 3.9 0 0

8 417 6 1 0 16.0 5.2 0 1

9 417 8 1 1 20.6 6.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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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tensile shear strength and nugget size on each conditions.

Table 3 Design matrix and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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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0.98로 두 회귀식 모두 실체 

측정값을 높은 정확도로 측함으로 품질 측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9), (10) 회귀식에서 각 항의 계수를 확인해 보면 

용 시간의 계수는 용 류의 계수보다 작은 값을 가

진다. 두 독립변수가 인장 단강도와 깃사이즈에 미

치는 향을 정량 으로 알아보기 해 ANOVA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4에 실제 인장 단강도 측정값을 

사용하여 계산한 ANOVA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기각

치는 유의수  0.05일 때 체 자유도 8, 에러 자유도 

4, 용 류와 용 시간의 자유도 각각2에서 6.94 이

다. 이를 기 으로 용 류의 기각치는 211.77로 계

산되어 유의미 하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용 시간의 기

각치는 3.63으로 인장 단강도 결과값에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정량 으로 확인해보면 용

류는 인장 단강도에 98.31%의 기여도를 가지며 용

시간은 1.69%의 기여도를 가진다. 용 류의 P-value 

는 0.0001이하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며 용 시간의 P- 

value는 0.1262로 인장 단강도에서 용 시간의 향

이 다.

  깃사이즈에 한 ANOVA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 기각치 6.94를 기 으로 용 류의 기

각치는 57.9로 유의미하고 용 시간의 경우는 2.65로 

깃사이즈에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용 류는 

깃 형성에 95.63%의 기여도를 가지며 용 시간은 

4.37%의 기여도를 가진다. 용 시간의 P-value 역시 

0.1851 매우 높게 나와 유의미하지 않고 용 류에서는 

0.0011로 깃사이즈에 유의미하다. 그 결과는 Table 5

에 나타내었다.

  날림발생 회귀식에서는 계산결과의 간값인 0.5를 

임계값으로 날림발생을 결정하 다. 0.5 이상일 경우 

날림이 발생한다고 단하며 0.5보다 작을 경우 날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단하 다. 날림발생 회귀식에서 

계산값이 0.5일 경우에 용 류는 7.2 kA 다. 한 

단형상 회귀식에서도 날림방생과 마찬가지로 0.5를 

임계값으로 설정하여, 0.5 이상이면 버튼 단으로 단

하 고 0.5보다 작으면 계면 단으로 단하 다. 단

형상 회귀식에서 계산값이 0.5인 경우에 용 류는 

4.8 kA 다.

4.2 반응표면분석

  Fig. 3은 도출된 인장 단강도 회귀식을 이용해 용

시간 200 - 450 ms, 용 류 3 - 9 kA까지의 범 를 계

산하여 그 결과를 반응표면그래 로 표 하 다. 빨간

선은 날림발생 회귀식에서 계산된 날림이 발생되지 않

는 용 류의 상한선을 나타내고 란선은 단형상 

회귀식에서 버튼 단을 보이는 용 류의 하한선을 나

타낸다. 록선은 항 용  생산라인에서 용 성 

단 기 으로 사용하는 깃사이즈 4 , 즉 깃사이즈

가 4.38 mm임을 나타낸다. 

  날림이 발생하지 까지 용 류와 용 시간이 증가

할 수록 인장 단강도가 커지지만 용 시간이 미치는 

향은 용 류의 향보다 작다. 이는 ANOVA분석

에서 용 류와 용 시간이 인장 단강도에 미치는 

향과 유사하다. 한 깃사이즈 4를 나타내는 선이 

버튼 단을 나타내는 선에 근 해 있기 때문에 기존 

용  생산라인에서 사용하는 깃사이즈 4가 용

성 단에 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Fig. 4는 인장 단강도 회귀식의 계산결과를 등고선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버튼 단이 발생하는 용

류부터 날림이 발생하는 용 류까지의 인장 단강도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0 p-value

I 179.77 2 89.88 211.77 <0.0001

T 3.08 2 1.54 3.63 0.1262

Error 1.70 4 0.42 - -

Total 184.55 8 - - -

Table 4 Results of ANOVA for tensile shear strength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0 p-value

I 7.15 2 3.57 57.95 0.0011

T 0.33 2 0.16 2.65 0.1851

Error 0.25 4 0.06 - -

Total 7.72 8 - - -

Table 5 Results of ANOVA for nugget size

Expulsion line
Pull-out fracture

Fig. 3 Surface plot of tensile shea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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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 kN에서 20 kN 사이의 값을 보 다. 그리고 용

시간에 따라 인장 단강도 측값의 변화는 었으며 

반면 용 류에 따른 인장 단강도의 측값은 큰 변

화를 보 다. 

  Fig. 5는 깃사이즈 회귀식을 통하여 용 시간 200 

- 450 ms, 용 류 3 - 9 kA 범 의 깃사이즈 

측값을 반응표면그래 로 보여주고 있다. 인장 단강도

의 반응표면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깃사이즈 측값

도 용 시간에 비해 용 류가 더 큰 향을 미쳤다. 

  Fig. 6은 깃사이즈 회귀식을 통한 측결과를 나타

낸 등고선 그래 이다. 버튼 단이 시작되는 용 류

부터 날림이 발생하는 용 류 이 까지의 깃사이즈

는 4.2 mm에서 6.2 mm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인장

단강도와 마찬가지로 깃사이즈 4를 나타내는 

경계선과 버튼 단이 발생하는 경계선이 근 해 있다.

4.3 검증실험

  도출된 4개의 회귀식에서 계산된 측값과 검증실험

을 통해 측정된 결과값을 비교하여 회귀식의 정확도를 

검증하 다. 4가지 실험조건은 무작 로 선정하 다. 1번 

실험조건은 날림이 발생하는 조건, 2번과 3번 실험조건

은 날림이 발생하지 않고 버튼 단이 발생하는 조건, 4

번 실험조건은 계면 단이 발생하는 조건이다. 측값

과 검증실험 결과값을 Table 6에 나타냈다. 인장 단

강도의 측 평균오차율은 5.6 % 이며 깃사이즈의 

측 평균오차율은 3.7 %로 나타났다. 그리고 날림발

생과 단형상 측은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 다. 따라

서 도출된 4개의 회귀식이 항 용  품질 단에 

합한 모델임을 검증하 다. 

5. 결    론

  합 화아연도  (galvannealed, GA) 되어진 980 MPa

Fig. 4 Contour plot of tensile shear strength

Fig. 5 Surface plot of nugget size

Run No. 1 2 3 4

Weld 
parameters

7.4 kA
375 ms

7.2 kA
275 ms

5.0 kA
425 ms

4.4 kA
425 ms

Kind of 
data

Meas
ured

Esti
mated

Meas
ured

Esti
mated

Meas
ured

Esti
mated

Meas
ured

Esti
mated

Tensile 
shear 

strength

16.1 
kN

18.9 
kN

17.6 
kN

17.5 
kN

13.1 
kN

13.3 
kN

11.0 
kN

10.7 
kN

Error 17.39 % 0.57 % 1.53 % 2.73 %

Nugget 
size

5.7
mm

5.9 
mm

5.5 
mm

5.4 
mm

4.5 
mm

4.7 
mm

4.0 
mm

4.2 
mm

Error 3.51 % 1.82 % 4.44 % 5.0 %

Fracture 
mode 1 1 1 1 1 1 0 0

Expulsion 1 1 0 0 0 0 0 0

Fracture mode: 1-Pullout fracture, 0-Interfacial fracture
Expulsion: 1-occurred expulsion, 0-Unoccurred expulsion

Table 6 Results of verification test

Fig. 6 Contour plot of nugge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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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강의 항 용 에 반응표면분석법을 사용하

여 최소한의 실험으로 정용 조건 범 를 도출할 수 

있는 회귀식을 도출하 다. 독립변수는 용 류와 용

시간으로 설정하 고 종속변수는 인장 단강도, 깃

사이즈, 날림발생, 단형상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검

증실험을 수행하여 회귀식의 정성을 검증하 다. 

  1) 심합성계획법을 사용하여 총 9개의 실험조건으

로 인장 단강도, 깃사이즈, 날림발생, 단형상의 회

귀식을 도출하 다. 인장 단강도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0.99, 깃사이즈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0.98로 도출된 

회귀식이 합함을 확인하 다.

  2) 용 류와 용 시간이 인장 단강도, 깃사이즈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ANOVA 분석을 하

다. 실제 측정결과값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용 시간

이 용 류에 비해 인장 단강도와 깃사이즈에 미치

는 향이 작게 나타났다. 

  3) 반응표면그래 에서 깃사이즈 4를 나타내

는 경계선과 버튼 단이 발생하는 경계선이 근 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항 용  생산라인에서 사용하

는 용 부 품질 단 기 에 만족한다.

  4) 검증실험 결과 인장 단강도  깃사이즈의 

측 평균오차율은 각각 5.6 %, 3.7 % 다. 단형상과 

날림발생의 측은 정확히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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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의 임(Frame)과 같은 구조물의 경우 여

러 합방법에 의하여 구조물을 생산하지만 가격과 시

간의 장  때문에 부분 용 에 의한 합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하지만 용 에 의한 합은 장 도 있는 반

면에 용 에 의해 발생하는 높은 열에 의하여 임이 

변형 되며 높은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되는 단 도 용  

에 발생하는 잔류응력의 경우, 차량의 내구성을 낮추

게 되는 부정 인 향을 미친다. 한 용  시에 발생

하는 열에 의한 임의 변형은 조립공차를 넘어서는 

변형을 래하여 종종 차체와 임의 조립에 문제를 

발생시킨다1).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하여 

용 으로 인한 변형  잔류응력을 최소화하기 한 방

법으로 용  순서를 변경하거나 용  공정 이후 추가

인 처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용  공정 이후에 

추가 인 공정을 하는 것은 산  체 공정 시간의 

증가를 래하기 때문에 생산에는 합하지 않다.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는 임과 같은 자동차 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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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idual stress that occurs during welding is also a negative impact on the stability by lowering the du-
rability of the vehicle. In addition, deformation due to the heat generated at this time causes a problem in 
the assembly of the vehicle body. In order to minimize 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 caused by welding, 
it may be change the welding sequence, or using further processing (such as pinning). But adding process 
(such as pinning) after the welding process is not suitable for mass production because the budget and the 
total process time increasing. Therefore, in the study, it was studied on the residual stress of the product 
(Rear CTBA trailing Arm) to prevent excessive deformation and reduced durability. We have also studied 
the 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es of products to a minimum for optimal welding procedures. As a re-
sult, welding deformation was occurred the maximum deformation about 3.85 mm at the ends of the beam 
and residual stress was occurred greater than 500 MPa in the heat affected zone. It is also found that the 
overhead welding process is the optimum welding process.

Key Words : CTBA trailing arm, Welding process, Weld residual stress, Deformation

ISSN 2466-2232
Online ISSN 2466-2100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CTBA Trailing Arm의 용 부 잔류응력 평가  용  공정 최 화

한용 ․ 합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8년 8월     405

71

있어서 용 에 의한 변형과 잔류응력이 미치는 향에 

하여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다.  

  2011년 Transactions of KSAE1)의 논문에서는 

임에 하여 실험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용  

변형과 잔류응력의 향을 고찰하 다. 한 2005년 

KSAE05-F02616)의 논문에서는 Lower Control Arm

에 하여 용 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류응력이 내구수

명에 미치는 향에 하여 고찰하 다. 하지만 두 논문 

모두 용  변형과 잔류응력을 최소로 하는 방안에 해

서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CTBA 

Trailing Arm에 있어 용 에 의한 변형과 잔류응력에 

해 고찰하고 용  공정의 변화에 한 변수해석을 통

하여 용  변형과 잔류응력을 최소로 하는 최 의 용  

공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유한요소 해석

  실제 모델에 한 해석을 수행하기 이 에 Fig. 1과 

같은 시편 형상에 하여 우선 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요소는 3차원 솔리드 요소(C3D8)를 사용하 으

며, 수는 18520개, 요소수를 23165개를 사용하

다. 해석은 상용 소 트웨어인 Abaqus를 이용하여 용

 시 발생하는 변형과 잔류응력을 분석하 다. 

  온도해석의 경우 열 도 기반 온도해석을 수행 하 으

며, 해석 시 사용한 물성은 일반 구조용 강의 온도에 따른 

조건을 사용하 다. 용  시에 용융부의 크기와 동등한 

크기의 비드가 액상선 보다 높은 1900도로 융착되며 

용 부 이외 표면은 20℃로 자연 류 한다고 가정하

다. 융착후 입열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드가 역별로 

구분하여 순차 으로 융착된다고 가정하 다. 열응력 해석

은 Isotropic 경화 거동을 고려한 Sequen-tially Coupled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 으며 탄성-Bilinear 소성 해석

을 수행하 다.

  열응력 해석에 이용한 재료 물성치는 Fig. 2와 같이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값으로 용하 다2-5). 

  시편 모델에 한 해석 이후에 해당 시편의 유한요소 

해결 결과와 실제 시편에 한 실험 측정값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해석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해당 

검증 이후에 시편형상에 용하 던 것과 동일한 해석 

기법을 용하여 실제모델에 한 해석을 추가 으로 

수행하 다. 실제모델의 경우는 Fig. 3와 같이 유한요

소 모델을 구축하 으며, Fig. 4와 같이 경계조건을 설

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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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ysical material property variations vs. temperature

(a) FE-model of simple specimen

(b) Detailed shape of weld bead

Fig. 1 FE-model of the specimen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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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결과  검토

  열 달 해석을 통하여 얻은 온도분포를 이용하여 열

응력 해석을 수행하 다, 시편형상에 한 열 달 해석

에 하여 용  공정간 류에 의한 온도 변화를 Fig. 

5 에 도시하 다. 용융부에서 기에 1900℃의 높은 

온도구배를 보이고 있으며, 용융부에서 멀어질수록 온

도구배가 감소하고 있다. 용융열응력 해석 결과 Fig. 6

와 같이 시편형상과 실제 형상에 하여 각각 용 에 

의한 변형이 그림과 같이 발생함을 확인하 다. 시편 

형상의 경우 Fig. 6 (a)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끝단에

서 2.24도의 변형을 생김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형상

의 경우는 Fig. 6 (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3.85mm

의 변형이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의 경

우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도출한 변형각과 실제 시

편의 변형각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시편의 변형각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도출한 변형각의 상 차이가 12%의 상

차이를 보이며 실제 변형각과 유사함을 확인하 다.

  한, 시편 형상과 실제 모델에 하여 Fig. 8 ~ Fig. 9 

와 같이 잔류응력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Fig. 

Detailed shape of weld bead

Fig. 3 FE-model of CTBA Trailing Arm for analysis

X,Y,Z-FIX

Y-Symmetry

X,Y,Z, FIX

Fig. 4 Boundary condition of actual model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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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Before deformation

After deformation 

(a) Welding deformation of the specimen

Before deformation

After deformation 

(b) Welding deformation of the actual model

Fig. 6 Result of the analysis(deformation) 

Table 1 Comparison of measurement result and finite el-
ement analysis result for each deformation

Deformation(degree)
Relative difference
C=100×(A-B)/B(%)FE analysis

(A)
specimen

(B)

#1 2.24 2.0 12

Fig. 7 Shape of actua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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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은 시편형상에 하여 weld toe line에 따른 잔

류응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8 (a)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길이방향 잔류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함을 확

인하 다. 

  해당 시편에 용한 해석 기법의 타당성 검증을 하

여 Fig. 7과 같이 실제 시편을 제작하 으며, 시편 제작 

시에 이용한 용  조건은 Table 2와 같다. Fig. 8 (b)

와 같이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도출한 재(CTBA)

의 심선을 따르는 잔류응력 분포와 실제 시편의 실험

측정값(IIT)을 비교하 다. Fig. 8 (b)에서 보이는 것

과 같이 용융선에서 멀어질수록 잔류응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실

험측정값(IIT)이 유사한 경향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 

용한 유한요소 해석 기술이 합리 임을 확인하 다.

  시편 형상에 용한 해석 기법과 동일한 해석 기법을 

실제 모델에 용하여 해석한 결과, Fig. 9과 같이 열

향부에서 500 MPa 이상의 잔류응력이 발생함을 확

인하 다.

  최종 으로 실제 모델(CTBA Trailin Arm)의 잔류

응력과 변형을 최소화하는 최 의 용  공정을 도출하

기 해 용  순서별 변수해석을 수행하 다. 실제 모

델에 용한 용  공정은 Fig. 10와 같으며, 변수해석

에 이용한 용  순서 조건은 Table 3와 같다. Table 

4은 실제 모델에 한 용  순서별 변수해석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Table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용  순

서의 변경에 따라 잔류응력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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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d residual stress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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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mparison of experimental data

Fig. 8 Result of the analysis(specimen)

welding current
[V]

welding voltage
[A]

welding 
speed

[cm/min]

#1 231~234 17.1~17.4 50~60

Table 2 Welding condition of specimen

Fig. 9 Result of the analysis(actual model)

Fig. 10 Application of actual model welding process

Welding
Process welding sequence

#1 Overhead ①:↓/②:↓

#2 Down hand ①:↓/②:↑

#3 Overhead &
down hand ①:↑/②:↑

#4 Down hand &
overhead ①:↑/②:↓

Table 3 Parameter study condition 

Welding
Precess

W.R.S
(MPa)

Deformation
(mm)

#1 Overhead 670 2.85

#2 Down hand 671 3.85

#3 Overhead &
down hand 670 3.20

#4 Down hand &
overhead 670 2.92

Table 4 Parametric study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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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다. 반면에 용  변형의 경우 용  순서의 변경

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1 

~ #4의 용  공정  #1 용  공정이 용  변형을 최

소로 발생하는 을 토 로 #1(Overhead) 공정이 최

의 용 공정임을 도출하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CTBA Trailing 

Arm에 있어 용 에 의한 잔류응력에 해 고찰하고 이

를 통해 최 의 공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시편 해석 결과, 필렛 용 부 근처에서 높은 응력

이 발생하며, 길이방향 잔류응력이 가장 높게 발생함을 

확인하 다.

  2) 재(CTBA)의 심선을 따르는 잔류응력 분포와 

실험값(IIT)을 비교한 결과 용융선에서 멀어질수록 잔

류응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 다. 

  3) 해석 결과와 실험값이 유사한 경향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 용한 유한요소 해석 기술이 합리 임을 확

인하 다.

  4) 시편 해석을 통하여 검증한 해석 기술을 실제 모

델에 용하여 해석한 결과, 열 향부에서 500 MPa 

이상의 잔류응력이 발생함을 확인하 다.

  5) 실제 모델(CTBA Trailin Arm)의 잔류응력과 

변형을 최소화하는 용  공정을 도출하기 해 변수해

석을 수행한 결과, 용  순서가 잔류응력에 미치는 

향을 미미하며, #1(Overhead) 용  공정이 용  변형

을 최소로 하는 최 의 용 공정임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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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elding residual stress or locked-in stress is the stress, 
which exists in the welded structure after the all ex-
ternal loads are removed. In general, the welding re-
sidual stress and related distortion in the plates are do-
minated by uneven metal deformation, either through 
contraction or expansion, mainly in the heat affected 
zone (HAZ) and nearby area of the weld joint, as a re-
sult of heating and cooling effect of welding cycle. This 
is further influenced by the temperature dependent ther-
mo-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in 
use such as specific heat, thermal conductivity, density,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andyield strength of the 
material1). The welding residual stresses are classified 
as longitudinal stresses and transverse stresses depend-
ing on the direction of the stress magnitude with respect 

to the weld line, while alternatively it can also be classi-
fied as tensile and compressive stresses2),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tress developed in the welded part. 
Significantly, residual stresses may also be categorized 
as macro & micro residual stresses, based on the char-
acteristic length, lo, which is the length considered for 
maintaining equilibrium condition of the stresses. Macro 
residual stresses are the long range stresses (type-I) 
where polycrystalline or multiphase nature of the mate-
rial is ignored. Micro residual stresses are described as 
the type-II and type-III stresses where the former one 
acts over a number of grain dimensions (3-10 x grain 
size) & the later one exits within a grain (≤ grain size), 
developed by dislocations and point defects3,4). Between 
the tensile & compressive residual stresses, tensile re-
sidual stress has detrimental effect on the welded part 
while the later one may contribute benefits in many cas-
es5). Welding residual stresses influence the factors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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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ting the weld-joint like fatigue life, corrosion resistance 
(stress corrosion cracking), brittle structure (hydrogen em-
brittlement) etc. which ultimately reduce the service life 
cycles of the component in multicycle fatigue (N>106 
cycles) 6). It has been observed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the heat input during welding process acts as a 
prime source for such stresses where local heating & 
cooling of metal with differential cooling rate, related 
differential plastic flow of molten metal and phase 
transformations of the grains with volume changes dur-
ing cooling etc. in a combined way develop welding re-
sidual stresses7).

2. Welding residual stress measurement techniques 

  There are different measurement techniques to eval-
uate the welding residual stress in a welded component 
and mainly, all established methods are classified into 
two main categories1-3,6) viz. a) Analytical methods and 
b) Experimental Methods and the later one is further 
classified as Destructive & Non-destructive, based on 
the nature of the measurement procedure.

2.1 Analytical method

  The use of analytical method for calculating the weld-
ing residual stress in metal plates has been appreciated 
by different researchers for its simplified approach 
which can be adopted as an approximation for further 
analysis. A theoretical model, in connection with this, 
was proposed by Koichi Masubuchi and D. C. Martin8) 
by an empirical relationship, as stated in the equation 
no.1, based on modified parabolic stress distribution 
where the distribution of longitudinal stress with respect 
to the weld line was considered. 

  σx= σmax [ 1- (y÷b)2]×exp.[- 0.5(y÷b)2] (1)

  In this expression, longitudinal residual stresses, σx, 
has been approximated on Y-axis along X-axis putting 
the value of the yield stress of the weld metal (σmax) and 
the width of HAZ (b) from the weld centre line. 
Furthermore, the width of HAZ (b) from the weld cen-
tre line can be obtained from the another relationship as 
stated in the equation no.2, as derived by Adams3) and 
the same can be experimentally measured using suitable 
chemical etching on the properly prepared specimen 
through macroscopic study.

  1/ (Tp- To) = {(4.13×ρ×c×t×y)÷H} + {1÷ (Tm – To)} (2)

  In the stated relationship, Tp stands for Eutectoid tem-
perature (i.e. 723oC for steel) of the weld metal at a cer-
tain distance from the weld line, To indicates the initial 

temperature of the plate, ρ is the density of the parent 
metal, c is the specific heat, t is the thickness of the 
plate in use, y = yHAZ i.e. the distance from the weld cen-
ter line, H is the welding heat input and Tm is the melt-
ing temperature of the plate. 

2.2 Experimental method

  Though, destructive & non-destructive type measure-
ment approaches are included in this group but all pos-
sible varieties of measurement techniques are not equal-
ly effective. Some mostly used destructive stress meas-
urement techniques are a) Sectioning Method2,3,9) b) 
Contour Method10,11) c) Hole-drilling Method1,2,3) d) Slitting 
method12,13) e) Ring core Method14,15) etc. Nowadays, 
several advanced non-destructive techniques like X-ray 
diffraction (XRD) technique16,17), Neutron diffraction 
technique18,19), Ultrasonic technique20,21), Positron anni-
hilation spectroscopic technique (PAS)22), Barkhausen 
noise method23,24) etc. are equally adopted in the applied 
field to measure the welding residual stress. In con-
nection with this, a comparative statement has been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Table 1) to under-
st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ifferent re-
sidual stress measurement techniques.

3. Hole-drilling(straingauge) method 

3.1 Theory of hole drilling method

  The hole drilling technique is one of the most com-
monly used methods for the measurement of residual 
stresses, in the industries as well as in academic field, 
which is less expensive, reliable in nature & stand-
ardized by ASTM E-83725,26). This technique is funda-
mental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viz. a) through 
hole drilling and b) incremental hole drilling and both 
are standardized by ASTM E-837. In case of through 
hole drilling process, a suitable hole is drilled in the 
specimen and the corresponding relieved strain is meas-
ured after completion of the drilling process. When in-
cremental hole drilling is considered, the drilling of the 
hole is done at small increments with equal depth and 
relieved strain is recorded after each increment. Here, 
different calibration constants are considered for each 
of the increments. The fundamental of the hole drilling 
technique i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wo principal 
stresses (σ1 and σ2) from the mathematical relationship 
between normal stresses (σx and σy) and shear stresses 
(τxy, τyx)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plane, when bi-axial 
stresses are in consideration. The relationship can be 
defined with the following expression, as stated in the 
equation no.3 and equation no.427), where σ1 and σ2 are 
maximum and minimum principal stress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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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the concept of equilibrium of forces, the stated 
expressions (i.e. equation no.3&4) have been derived 
using Mohr’s circle diagram as shown in the Fig. 1. In 
Mohr’s circle diagram, the principal stresses (σ1 and σ
2)and normal stresses (σx and σy) have been plotted on 
the abscissa, considering tensile stress as positive and 
compressive stress as negative. Correspondingly, the 
shear stresses (τxy, τyx) and the principal shear stress (τmax) 
are plotted on the ordinate, considering the clockwise 
rotation of the element under shear stress as positive 

and anticlockwise rotation of the element as negative27). 
From the following expressions, as stated in the equa-
tion no.5 and equation no.6 respectively, the principal 
stresses are evaluated from Mohr’s circle.

   
 

±   (5)

  



  




 (6)

  From the following elementary equation, as stated in 
equation no.7, the values of two normal stresses (σx and σy ) and shear stress (τxy) can be obtained putting the 
values of included angle of strain gauges (i.e. θ = 00, 
900, 2250) in the equation. The orientation of strain 
gauges is shown in Fig. 2 where strain gage no.1 is par-
allel to the weld centre line.

   
 



  cos  sin     (7)

3.2 Experimental set-up

  The experimental set-up of the hole drilling technique 
consists of different items which are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Essentially, there must be one hole 
drilling apparatus for drilling the hole in the specimen, 
strain gauges around the hole to measure the relieved 
strain, data acquisition system to record the relived 
strain in the form of micro-strain (µε) and proper power 

Techniques (Destructive) Advantages Disadvantages

Sectioning Method Range of materials is broad,
Economic, fast and simple process Limited strain resolution, Less accuracy

Contour Method Range of materials is large, High-resolution 
maps can be developed

Criticality in sample preparation, Complex 
approach

Hole-drilling Method
Simple and fast process, Widely used, Range 
of materials is broad, ASTM standardized 
(ASTM E 837)

Less resolution, Limited strain sensitivity

Ring-core Method Larger surface strain can be measured Specimen damage is more due to complexannular 
slot, less convenient, less used

Nondestructive Advantages Disadvantages

X-ray diffraction technique Range of materials is large, Macro and micro 
residual stress can be measured

Less amount of penetration, Less area covered, 
Non-standardized, Not suitable for coarse grain, 
Data interpretation is complex

Neutron diffraction technique
High penetration ability, High resolution,3D 
mapping is possible, High accuracy, Macro 
and micro residual stress can be measured

High cost, Specialized facility is required

Ultrasonic technique Fast process, Low cost, Portable, Easily 
available

Low resolution, Low deviation in signal with 
change in stress

Positron annihilation 
spectroscopic technique

High penetration ability, High 
accuracy,Microstructure - sensitive

Critical set-up, High cost, Specialized facility, 
Non-availability

Barkhausen noise method
Fast process, Very high Penetration, Micro- 
structure - sensitive, No direct contact, sub- 
surface stress can be measured

Limited to ferromagnetic
Materials, Proper signal identification is needed 
using amplification & filter.

Table 1  Some residual stress measurement techniques-advantages and dis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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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to activate data acquisition system. Strain gauges 
are bonded on the specimen and terminals of the gauges 
are connected with data acquisition system.
  The working principle of this method i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a very small hole into a residually stressed 
element due to which the stress at that location is 
relaxed. This relaxation changes the stress-pattern in the 
immediately surrounding area of the drilled hole and 
the relieved strain on the surface around the hole of the 
test object is28) displayed in the monitor through data ac-
quisition system. The hole-drilling technique for meas-
uring residual stress around the hole by a mechanical 
extensometer was first introduced by Josef Mathar29) in 
1934 and his observations in the form a paper was pub-
lished posthumously in the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3.3 Assumptions & considerations for uniform 
stress measurement

  The measurement of residual stress by the computa-
tion of thermo-mechanical-elasto-plastic strain parame-
ters by hole-drilling technique is dependent on some 
important considerations, like a) the material should be 
isotropic in nature and b) the mechanical properties as 

required for such computation should be properly known 
and c) drilling a hole at the desired position is possible. 
Further, additional care should be taken to control the 
noise at minimum level in order to avoid its interference 
during measurement. It is beneficial to drill the hole 
near to the weld centre line, within heat affected zone 
(HAZ), for obtaining the effective tensile residual stress 
magnitude, as the nature of stress is changed from ten-
sile to compressive with the increase in distance from 
weld centre line.

3.4 Application and selection of strain gauges with 
placement procedures

  Application of strain gauges to measure the relieved 
strain in the field of hole drilling method was first in-
troduced by W.Soette and R.Vancrombrugge30) together 
in 1950 based on the fundamental working principle of 
strain gauge. The mostly considered parameters for se-
lecting strain gauge are a) Gauge factor of the strain 
gauge b) Gauge width and gauge length of the strain 
gauge c) Resistance of each gauge element d) Backing 
material of strain gauge e) Temperature of the applied 
field 
  It is equally important to prepare the surface in the 
correct way and the strain gauge should be pasted on 
the surface of the specimen31) using appropriate adhe-
sive, as recommended by the manufacturer. Ideally, the 
surface of the test material should be flat and the hole 
location should not be nearer to any edge to avoid any 
error in data. Three separate uniaxial strain gauges may 
be fixed on the surface around the hole to be drilled, in 
a rosette pattern, to get the radial strain readings ε1,ε2, ε3 

in three directions. As per ASTM standard,3) the size of 
the drill should maintain the following relationship:

  2.5< D/D0< 3.4 (8)

Where D is the diameter of the gauge circle and D0 is 
the diameter of the drilled hole. The design of strain 
gauge rosette has been extended with the introduction 

Fig. 2 Strain gauges’ angle orientation

Display
micro strain

Data acquisition
system

2

1

4
3

1,2,3-stain gauges
4-Drilled hole

Fig. 3  Experimental set-up

Strain gauge direction Electrical wires

Gauge backingGauge tabsGauge resistane wires

Fig. 4 A typical strain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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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8-gauge design32), 12-gauge design and 6-gauge33) 
design in the applied field for obtaining better measure-
ment results. but 3-gauge rosette design has been given 
preference to other design due to simple orientation and 
less cost. 

3.5 Strain gauge data collection

  The output of strain gauge is generally obtained in the 
form of micro-strain (µε) from the multichannel data 
acquisition system. Strain gauge may become a part of 
wheatstone bridge circuit in the form of quarter bridge, 
half bridge or full bridge where the sensitivity of the 
later one is twice that of the former one34-36). As and 
when the through hole in the specimen is done with the 
suitable drill, the released strain is recorded and the re-
lated stress can be calculated,accordingly. However, the 
use of small depth increment during drilling in the 
specimen up to full depth25) has been suggested by 
ASTM E837 for obtaining more precision in the meas-
urement26). 

3.6 Blind hole complexity

  Few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incorporating 
blind hole in the plate instead of through hole, but sat-
isfactory outcome has not been achieved as the blind 
hole shape and subsequent stress strain relationship was 
found complex for further computation and the same 
was observed by Kelsey37) in 1956. Rendler and Vigness38) 
have examined both blind hole & through hole con-
dition in the experimental plates, in 1966, and inves-
tigated the distribution of relieved stress pattern in both 
cases. They observed that stress distribution in blind 
hole condition, as shown in Fig. 5, was critically close 
to the through hole condition up to a certain level. They 
introduced the coefficients and   as geometric func-
tions of modulus of elasticity (E) and Poisson’s ratio (µ) 
for the materials in use. The following expressions were 
formed with new variables E, v and Z/D to define and  .

  = fA (E, ν, r, Z/D)  (9) 
 = fB (E, ν, r, Z/D)     (10)

where r=R/Ro, (R ≥ Ro) , R= Radius of the gauge circle 
& Ro= Radius of the drilled hole, Z/ D = Ratio of blind 
hole depth to strain gauge pitch circle diameter (dimen- 
sionless).
  However, the local yielding39,40) may take place due to 
high stress concentration around the hole and it affects 
significantly in stress calculation when the magnitude 
of residual stresses lies in between 60 percent to70 percent 
of the yield strength41) of the material in consideration.

3.7 Influence of hole eccentricity and high speed 
drill

  It reveals from different experimental observations of 
the hole drilling measurement technique that hole ec-
centricity and size throughout the specimen contribute a 
significant changes in the value of strain. The eccen-
tricity in the drilled hole induces error in the measure-
ment of residual stress42-45) and in some cases, by using 
optical alignment the eccentricity can be minimized. In 
line with this, Rendler & Vigness38), conducted many 
experiments and observed that the accuracy of the hole 
drilling method was influenced mainly by two factors 
viz. 1) Improper fixation of drill at the appropriate point 
and 2)Eccentricity developed in the drilled hole due to 
wrongly adopted drilling technique. The use of abrasive 
jet machining (AJM) for making stress-free holes has 
been tested by Bush and Kromer46) in 1972, and later, 
by Procter and Beaney47), and by Bynum48) in 1974 where 
satisfactory outcome could not be achieved due to some 
limitations. Though stress free holes were found possi-
ble to generate in virtually all materials but its chief 
limitation was lying in the changing of hole shape, spe-
cially tapering of holes with the increase of depth of 
hole as depicted in Fig. 6. Furthermore, the total set-up 
is very complex, costly & not portable which ultimately 
has made AJM a less suitable technique for measuring 
relieved strain by hole drilling technique.

2 1 

4 

3 

d 

1,2 - Plate surface
3 - Tapering of hole 
4 - Hole depth
d - Hole diameter

Fig. 6 Tapering of hole

Strain gauge Strain gauge

Z

D

Do

Fig. 5 Blind hole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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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way of upgrading the measurement process for 
obtaining better result, hole drilling technique with high 
rpm has been introduced to reduce the additional stress 
induced by the drilling process itself49). Though the 
technique has the several advantages like better accu-
racy in result, less induced-stress by the process but the 
frequent tool wear is a major disadvantage. Such wear 
in tool during operation may invite significant measure-
ment errors50) and removal of broken tool from the 
specimen is not easy. In 1982, Flaman51) first used a 
high-speed (up to 400000 rpm) air turbine with an at-
tachment of carbide cutter for drilling the hole in the 
specimen. But, this technique has not been adopted 
widely in the practical field due to non-availability of 
such experimental set-up and high cost involvement 
with this. As a part of alternative approach, the electric 
discharge machining (EDM) process has been in-
troduced in the field of measurement, for making highly 
precise holes on various metal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based on EDM by Ghanem et al.52), it is ob-
served that a tensile residual stress is generated within 
the EDM transformation layer. Ekmekci et al.53) con-
ducted different experiment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ielectric fluids and electrode on residual stress with 
various EDM parameters and developed an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residual stresses and EDM 
parameters. Olabi and Hashmi54,55) used the hole drilling 
method to investigate the magnitude and distribution of 
residual stresses in high-chromium steel. Liuet al.56) 
have conducted the experiments on thick aluminum 
plate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residual stress dis-
tribution by this method. Schajer, Flaman, Ajovalasit 
and other investigators57-60) have conducted several ex-
periments with uniform and non-uniform stress field by 
hole drilling method. Introduction of finite element 
method (FEM) in the measurement field has consid-
erably increased the accuracy, particularly in non-uni-
form stress field. Power series method, a modified ap-
proach of integral method, has been used by Schajer 
based on some specific assumptions where stress mag-
nitude changes with respect to depth. L.R. Lothhammer 
et al.61) conducted the experiments on the UOE and 
ERW pipe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residual stress 
developed on the outer and inner surfaces of the pipe-
lines by the DSPI hole drilling combined technique and 
traditional hole drilling technique. Results on UOE 
pipes and ERW pipes were compared and it was ob-
served that the first half of the longitudinal and circum-
ferential stress profile was compressive in nature while 
the later half revealed the tensile residual stress, in both 
the cases. 

4. Summary and Conclusions

  It reveals from the preceding discussion that the hole 
drilling strain gauge method is a widely acceptable de-
structive process, in the industry as well as in the aca-
demic field, to find out the welding residual stress for 
its low equipment cost, versatility and reasonable accu-
racy and standardized by ASTM E-837. 
  The advantages of traditional hole drilling method in-
clude the following:
  1) The method can be used on large components at site 
as the related equipments are portable
  2) The actual test is quick and inexpensive and can be 
done on a wide range of materials including polymeric 
samples
  3) The test can be carried out on curved or flat surfaces
  4) The process is suitable for both uniform and non- 
uniform stress field 
  5) It is possible to quantify the principal residual 
stresses along the depth of hole of the specimen 
  6) The technique is acceptable worldwide and stand-
ardized by ASTM E-837.
  It appears that application of strain gauge hole drilling 
technique is significant in the field of residual stress 
measurement and substantial work can be carried out 
with this method. However, precautions on some pa-
rameters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o that 
noise level can be minimized. Today, the rapid develop-
ment of different software pertaining to this field has 
made the process more accurate with high speed com-
putational ability through which the simulation of the 
stress field distribution is possible taking proper thermo 
physical parameters in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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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립칩은 실리콘 칩의 회로면이 기 과 마주보도록 실

장하는 방법을 말하며, 기 의 재질에 따라 CoG(chip- 

on-glass), CoF(chip-on-flim), CoB(chip-on-board) 

패키지로 구분된다1). 일반 인 C4 공법이 아닌 칩본딩 

공법으로 제조되는 CoB 패키지의 경우, PCB(printed 

circuit board)의 라인피치 제약으로 인해 용이 지연

되고 있다가 최근 ETS(embedded trace substrate) 

칩온보드 플립칩 본딩용 비전도성 접착제의 열팽창계수와 보이드 거동에 

미치는 미세 실리카 첨가의 영향

임다은*,**․정다훈*․이소정*․이태 *․유세훈*․박 배**․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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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conductive paste (NCP) formulation for chip-on-board (CoB) flip chip packages should contain a 
large amount of inorganic filler to achieve the low CT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cured joint 
and resultantly the reliability of overall packages. As the interconnection pitch decreases, the filler particle 
size should also be decreased because the particles trapped between bump and pad at the joint may deteri-
orate the joint reliability. In this study, effects of submicron-sized silica filler additions on the uncured and 
cured properties of NCP formulation and the void formation behavior at the flip chip joint were investigated.
Two kinds of spherical fused silica fillers having particle size of 1 ㎛ and 100 nm were used. The abrupt 
increase point of viscosity of NCP formulation was shorten in the finer silica addition due to the increased 
probability of agglomeration and collision of particles. It resulted in the maximum filler content of 60 wt% 
and 30 wt% for 1 um and 100 nm silica, respectively. The addition of 100 nm silica showed lower effect 
on the CTE reduction and increased void formation at the flip chip joint compared to 1 ㎛ silica. It was 
considered that the defects at the interface between epoxy resin and silica filler originated from the surface 
contaminants, such as moisture and adsorbed gases, of silica particles was mainly responsible for the bad 
effects of the finer silica particles on CTE reduction and void format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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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법이 개발되면서 미세피치 구 이 가능해짐에 따

라 메모리모듈 제조에 CoB 립칩 공정의 용이 고려

되고 있다2).
  미세피치 립칩 속부는 기계  강도가 약하기 때

문에 패키지 신뢰성 확보를 해 착제로 보강이 필요

하다. 기존 C4 공법과 속피치가 큰 칩본딩 CoB 패

키지의 경우 속부 형성 후 언더필을 충진하여 경화시

키는 공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속피치가 미세해

지고 갭이 작아지면서 언더필의 침투가 어려워짐에 따

라 NCP(non-conductive paste)의 용이 필요한 상

황이다3-5).

  NCP는 칩본딩용 착소재의 하나로, 언더필과 같이 

속부를 보강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 에 선

도포된다는 과 실리콘칩을 가압한다는 에서 언더필

과 구분된다. NCP는 크게 속경화용 NCP와 후경화용 

NCP로 구분될 수 있는데, 후경화용 NCP의 경우 칩본

딩 후 별도의 후경화 공정을 필요로 하지만 보이드 배

출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합부 보이드 발생 억제에는 

보다 효과 이다.

  CoF용 NCP의 경우 FPC(flexible printed circuit) 

기 이 유연하기 때문에 NCP의 경화 후 CT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조 을 해 무기필러를 첨가

할 필요가 없었지만, CoB의 경우에는 단단한 PCB가 

사용되기 때문에 열응력 피로에 한 패키지 신뢰성을 

해서는 진보다 낮은 CTE를 갖는 무기필러를 다량 

첨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NCP의 CTE를 가능한 낮

출 필요가 있다.

  언더필의 경우 주성분인 에폭시 진의 경화 후 CTE

가 55 ppm/℃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해 CTE가 0.55 ppm/℃인 구상 용융실리카가 일반

으로 첨가된다. Lee 등의 연구에 의하면6,7) 평균입도 

3 ㎛인 구상 용융실리카 45 vol% 첨가 시 약 30 ppm/℃

까지 도달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NCP의 경우에도 

CTE 조 을 해 구상 용융실리카가 첨가되지만, 언더

필과 달리 NCP의 실리카 입자는 립칩 본딩 시 범  

사이에 트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 이하의 미

세 실리카가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피치 CoB 립칩 본딩용 NCP에 

있어서 CTE 감을 해 첨가되는 미세 구상 용융

실리카의 입도와 첨가량을 최 화하기 하여, 평균입

도 1 ㎛ 이하인 미세 실리카의 첨가가 NCP의 제조특

성  경화 후 물성과 립칩 본딩 후 보이드 발생거동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2. 실험 방법

2.1 NCP 제조

  NCP 제조에 사용된 에폭시 진, 경화제, 매제, 커

링제, 필러의 종류와 주요 물성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에폭시 진은 일반 인 DGEBA(diglycydyl ether 

of bisphenol A)로, 평균 에폭시당량(EEW, epoxy equi- 

valent weight)이 187 g/mol인 국도화학사의 YD-128

을 사용하 다.

  경화제는 산무수물(anhydride)계로, 시그마알드리치

사의 MHHPA(methylhexahydrophtalic anhydride)

를 사용하 고, 매제는 이미다졸계로 Shikoku사의 

2E4MZ(2-ethyl-4-methyl imidazole)를 사용하 다. 

커 링제는 ShinEtsu사의 KBM-403 (3-glycidoxy- 

propyltrimethoxy silane)을 사용하 다.

  미세 실리카 필러는 평균입도가 1 ㎛와 100 nm인 

Tokuyama사의 실란 표면처리된 구상 용융실리카 제

품 2종을 구입 후 별도의 후처리 없이 사용하 다. 실

험에 사용된 구상 용융실리카의 SEM(scanning elec-

tron microscope)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1 ㎛ 실

리카의 경우 입도가 균일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 

Ingredient Chemical type Abbreviation Mw (g/mol) Chemical structure Form

Resin Bisphenol A epoxy DGEBA 374 liquid

Hardener Hexahydro-4-
methylphthalic anhydride MHHPA 168 liquid

Catalyst 2-Ethyl-4-methyl 
imidazole 2E4MZ 110 solid powder

Coupling 
agent

3-Glycidoxypropyl 
trimethoxysilane Silane 236 liquid

Filler Fused silica Silica - 100㎚ & 1㎛ solid powder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epoxy adhesive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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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균일성은 입자의 이동을 어렵게 하여 혼합물

의 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NCP의 제조는 에폭시 진 100 g에 하여 경화제 

90 phr(part per hundred resin), 매제 2 phr, 커

링제 0.1 phr를 첨가한 조성에 0~60 wt.%의 필러를 

첨가하고, 균일한 분산상태를 얻기 해 20,000 rpm 

호모지나이 를 사용하여 5분간 균질화를 수행한 다음 

화테크의 진공 공자  믹서를 사용하여 진공에서 400/ 

200 rpm으로 10분간 혼합  탈가스하여 제조하 다.

2.2 NCP 물성 평가

  NCP의 도포작업성에 향을 미치는 도와 칙소비

(thixotropic ratio)를 TA Instr㎚ents사의 AR-2000 

오미터와 2 mm plate type tool을 사용하여 상온

에서 측정하 다. 칙소비는 외력에 따른 착제 도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0.5 rpm

과 5 rpm에서의 측정된 도의 비로 나타내었다.

  NCP의 열팽창계수는 NCP를 직경 7 mm의 팬에 

담아 160℃ 오 에서 1시간 동안 경화시킨 후 평평하

게 연마한 다음, TA Instruments사의 Q-400 TMA 

(thermomechanical analyser)를 사용하여, 온도범

 30~250 ℃, 승온속도 10 ℃/min의 조건으로 측

정을 진행하 다.

2.3 NCP 립칩 본딩공정

  미세 실리카 첨가에 따른 NCP의 열압착 립칩 본

딩 후 착 합부 상태를 조사하기 해, 두께 650 ㎛, 

면  4.4x4.4 mm 치수의 투명 라스 칩과 높이 40 ㎛

의 PSR(photo solder resist) 스페이서를 형성한 두

께 1.6 mm의 FR-4 기 을 사용하여 열압착 립칩 

본딩을 수행하 다.

  립칩 본딩은 Panasonic사의 FCB-3 립칩 본더

를 사용하여 Fig. 2에 나타낸 본딩 로 일에 따라 수

행하 다. 스테이지 온도 80 ℃, 본딩 툴온도 280 ℃, 

본딩 가압력 5 N의 조건에서 8  동안 본딩한 후 160 ℃ 

오 에서 1시간 동안 후경화를 수행하 다. 립칩 본

딩 합부의 보이드 분율은 직경 100 ㎛ 이상인 보이

드의 면 을 합산하여 계산하 다.

3. 결과  고찰

3.1 도  칙소비

  미세 실리카 필러의 입도  첨가량에 따른 NCP의 

도  칙소비 변화를 각각 Fig. 3과 4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NCP의 도는 필러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 는데, 보다 미세한 100 nm 실리카 필러의 경우 

도증가 효과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 증가

가 실리카 표면  증가에 따른 진과의 마찰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3에서 NCP의 도는 실리카 첨가량 증가에 따

라 서서히 증가하다가 특정 시 부터 격히 증가하는 

(a) (b)

Fig. 1 SEM images of fine silica filler particles; (a) 1 ㎛ 
and (b) 100 nm

N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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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flip-chip bonding process using post cure type N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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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을 보이는데, 이는 실리카 첨가량이 과도해짐에 따

라 필러 간 응집  충돌이 발생하면서 도가 격히 

증가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8-10). 이러한 필러 입자

와 입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격한 도 증가로 인해 

100 nm 실리카의 경우 최  30 wt.%까지, 1 ㎛ 실

리카의 경우 최  60 wt.%까지 제조가 가능하 다.

  Fig. 4에 나타낸 실리카 첨가에 따른 칙소비를 보면, 

미세 실리카의 입도와 첨가량은 NCP의 칙소비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필러

간 상호작용  필러와 진간 계면의 상태가 착제의 

칙소거동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일반 으로 수 nm 입도의 흄드 실리카는 진의 

흐름을 물리 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여 착제의 칙

소성 조 제(thixotropic agent)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100nm 입도의 구형 실

리카는 비교  조 하기 때문에 칙소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단된다.

3.2 열팽창계수

  미세 실리카의 입도  필러 함량에 따른 에폭시 경화

물의 열팽창계수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100 nm

와 1 ㎛ 두 입도 모두 실리카 필러 함량이 증가할수록 

경화물의 열팽창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0 nm 실리카의 경우 최  첨가량인 30 wt.%에서 

44.18 ppm/℃의 열팽창계수를 얻을 수 있었으며, 1 ㎛ 실

리카의 경우 최  첨가량인 60 wt.%에서 27.7 ppm/℃

의 열팽창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 으로 기지상에 필러 첨가에 따른 열팽창계수 

감소는 필러 첨가량과 함께 기지상과 필러간 합계면

의 성질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2). Fig. 5에서 실리카 입도에 따른 열팽창계수 감

소효과를 비교해보면, 첨가량은 동일하지만 100 nm 

실리카를 첨가한 NCP가 1 ㎛ 실리카 첨가 NCP에 비

해 열팽창계수 감소효과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리카 필러의 입도가 미세해질수록 열팽창계수 측모

델의 상값이 실제 측정값과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Muler 등의 연구결과11)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피분률

은 동일하지만 100 nm와 1 ㎛ 실리카 첨가의 차이

인 진과 하는 표면 의 차이에 의한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NCP에서 실리카 표면과 에폭시 진 사이의 결합이 

이상 으로 견고하다면 경화물의 CTE 감소폭은 실리

카 입도  면 과 계없이 실리카 첨가량에만 비

례하는 거동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미세한 입도

에서 CTE 감소폭이 작았다는 실험결과는 실리카 표면

과 에폭시 진의 결합이 이상 으로 견고하지 못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실리카 분말의 표면에는 수분 등이 흡착되어 있기 때

문에 에폭시 진 내에 하게 분산이 되었더라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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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체가 진에 의해 완 히 웨 되기는 실 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와 같이 웨 되지 못한 계면은 경화 

후 보이드 는 크랙과 같은 미결합 계면을 형성하게 

된다. Hatta 등의 연구에 의하면13) 진 내부에 형성

된 마이크로보이드는 온도에 따른 진의 팽창을 완충

하는 역할을 하여 CTE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실리카와 에폭시의 계면에 치한 보이드의 경

우에는 진 팽창에 한 무기필러의 구속력을 발휘하

지 못하게 함으로써 CTE 감소효과를 하시키는 것으

로 생각된다.

3.3 립칩 합부 보이드 거동

  미세 실리카 첨가에 따른 보이드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립칩 본딩공정 후 래스 칩 상단 학이미지를 

Fig. 6에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측정된 미세 실리카 

함량에 따른 보이드 분율의 변화를 Fig. 7 나타내었다. 

Fig. 7에서 보이드 분율은 필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거동을 보이는데, 100 nm 실리카를 첨가한 

NCP의 경우 1 ㎛ 실리카 첨가 NCP에 비해 보이드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NCP 립칩 본딩 후 찰되는 보이드의 원인으로는 

NCP가 칩과 기 의 표면을 웨 (wetting)하지 못하

여 기포가 트랩되어 형성된 보이드, 칩과 기 의 표면에 

흡착되어 있던 수분에 의한 보이드, NCP 자체 내에 

함유된 수분, 가스 등에 의한 보이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NCP의 도는 본딩 시 착제의 유동  웨  거동에 

향을 미쳐 보이드 트랩에 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Fig. 3에서 100 nm 실리카 20 wt.%와 30 wt.%는 

각각 1 ㎛ 실리카의 40 wt.%와 50 wt.%와 동일한 

수 의 도를 갖는데, Fig. 7에서 보이드 발생량은 1 ㎛ 

실리카의 경우가 동일 도의 100 nm 실리카에 비해 

보이드 발생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NCP의 

도 이외에 보이드 발생에 미치는 인자가 있음을 의미

한다.

  Fig. 6에서 실리카 입도  첨가량에 따른 보이드의 

발생 치와 형상을 비교하여 보면, 첨가량이 은 경우

에는 PSR 스페이서 부근에서 주로 보이드가 발생한 반

면에 첨가량이 많은 경우에는 합부 앙부에서도 보

이드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앙부 발생 

보이드는 non-wetting에 의한 보이드는 아니며 칩  

기  표면에 흡착된 수분 는 NCP 자체에 함유된 수

분  가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칩  

기 의 상태는 일정하게 유지하 으므로 실리카 입도 

 첨가량에 따른 보이드 발생의 차이는 실리카 필러 

첨가로 인해 NCP 자체에 함유되게 된 수분  가스에 

의한 향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미세피치 CoB 립칩 본딩을 한 NCP에 있어서 

미세 실리카 필러의 입도  첨가량 변화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된 NCP의 도는 실리카 첨가량 증가에 따

라 서서히 증가하다가 필러 간 응집  충돌이 심화되는 

특정 시 에 이르러 격히 증가하는 거동을 보 으며, 이

로 인해 1 ㎛ 실리카의 경우 최  60 wt.%까지, 100 nm

의 경우에는 최  30 wt.%까지 제조가 가능하 다.

  2) 100 nm 실리카 첨가는 1 ㎛ 실리카에 비해 CTE 

감소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도가 미세

Silica
1㎛

Silica
100nm

N.A. N.A.

Fig. 6 Void formation of NCP flip-chip joints with the 
addition of fine silica fi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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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oid fraction of NCP flip-chip joints with the ad-
dition of fine silica fi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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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실리카와 진 계면에서의 보이드 는 크랙이 

증가하여 진 팽창에 한 실리카의 구속력을 발휘하

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3) 립칩 본딩 합부에서 100 nm 실리카 첨가는 

1 ㎛ 실리카에 비해 보이드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리카 입도가 미세할수록 표면 이 

증가하여 실리카 표면에 잔류하는 수분, 흡착가스 등 오

염물질의 향이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ORCID: Jun-Ki Kim: https://orcid.org/0000-0001-8543-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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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년 7월 15일(일) - 7월 20일(금)

 장    소 : 인도네시아 발리  

 참가자 : 총 33명 

  1) Annual Assembly(25명) 

강남현, 강민정, 김희진, 김명현, 김태훈, 박영도, 박영환, 박정웅, 박철규, 박철호, 백응률, 

안규백, 윤상희, 장경호, 장희석, 조대원, 조정호, 지춘호, 이보영, 이세창, 이윤상, 이용기, 

이창곤,  한규태, 황희용

  2) IIW장학생(4명) : 박정열, 박한지, 정훈철, Siva Prasad

  3) International Conference(1명) : 누그로호 자누

  4) 동반자 : 3명

1. 개  요

 제71차 IIW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는 세계적인 휴양섬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저녁이면 24℃ 내외의 선선한 날씨 

속에서 개최되었다. 개최 이주일전 발리 아궁화산의 폭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7개국에서 730여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에서는 백응률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총 33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는 독일, 중국, 일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었다.  

IIW총회에서는 총 18개의 Technical Commission과 5개의 Special Commission, 2개의 Study Group, IAB 등으

로 나뉘어 새로운 기술 및 해당 분야의 산업동향 등이 매년 보고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18개의 Technical 

Commission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C-IX(Behavior of Metals Subjected to Welding)의 Commission chair로 김희

진 박사가 선출되었으며, 장희석 전임회장이 Technical Management Board 위원과 C-III의 co-chair로, 장경호 부

회장이 C-XV-WGA의 chair로, 박정웅 이사가 C-X-WG의 chair로, 백응률 수석부회장이 국제학술대회 Advisory 

Board와 Advanced Welding 

Process의 session chair로,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에서 참가한 회원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 표 

1과 같이 관심분야의 Com mis-

sion에서 Delegate 및 Expert

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72차 IIW 총회 및 국제학술

대회는 2019년 7월 7~14일 슬

로바키아의 브라티스라바(Bra- 

tislava)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보다 많은 국내 용접인 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발리누사두아컨벤션센터에 모인 우리학회 참가자>

IIW참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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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W 위원회별 담당현황

   IIW 연차총회는 Working Group이 Commission, Selected Committee, 그리고 Study Group으로 나뉘어 진행되

는데 각 그룹에 참석한 우리 학회 대표단 명단은 아래 표에 나와 있다.

Comm.　 Commission delegate Expert

Technical 
Commission

C-I, Additive Manufacturing, Surfacing and Thermal Cutting 조대원

C-II, Arc welding and Filler Metals 강남현 이용기

C-III, Resistance welding, solid state welding and allied joining         
processes 장희석 박영도, Siva Prasad

C-IV, Power Beam Processes 강민정

C-V, Non-destructive Testing and Quality Assurance of Welded        
Products -

C-VI, Terminology -

C-VIII,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

C-IX, Behaviour of metals subjected to welding 김희진
강남현, 한규태, 박한지, 

박철호

C-X, Structural performances of welded joints - Fracture                
avoidance 박정웅 안규백

C-XI, Pressure vessels, boilers and pipelines 박철규

C-XII, Arc welding processes and production systems 조정호

C-XIII, Fatigue of Welded components and Structures 김명현

C-XIV, Education and training -

C-XV, Design, Analysis and fabrication of welded structures 장경호

C-XVI, Polymer joining and adhesive technology -

C-XVII, Brazing, soldering, and diffusion bonding -

Study Group
SG-212, The physics of welding 조대원 조정호, 정훈철

SG-RES, Welding research strategy and collaboration -

Select 
Committee

SC-AIR, Permanent joints in new materials and coatings for                
aircraft engineering -

SC-AUTO, Select Committee Automotive and Road transport -

SC-MICRO, Research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in micro- and 
nano-joining technologies -

SC-QUAL, Quality Management in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SC-SHIP, Shipbuilding -

IAB-group

IAB-Assessors, Lead and Peer Assessors 이보영

IAB-Board, Board of IAB -

IAB-GroupA, Education, Training and Qualification 박영환

IAB-GroupB, Implementation, Authorisation and Certification 박영환

IAB-MM, Members Meeting of IAB -

IAB IAB,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이보영 박영환, 조정호

TMB 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 장희석

Working 
Group

JWG-VIII-XIV,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OHS and     
environmental welding coordinators -

JWG-XIII-XV, Fatigue design rules -

WG-COM,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

WG-RA, Regional Activities -

WG-STAND, Standard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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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king Group별 회의진행 내용 

 Commission I : Additive Manufacturing, Thermal Cutting and Thermal spray

   - Delegate : 조대원 선임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dwcho@kimm.re.kr)

  Commission I은 최근에 각광받는 적층공정(AM, Additive manufacturing)을 비롯한, 열적절단(Thermal cutting), 

용사(Thermal spray)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분과이다. 총 23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에서 commission 4, 

7, 12, SG-212과의 연합 발표가 14건, commission 5, 10, 13과의 연합발표가 8건으로 대부분 타 commission의 

내용과 융합이 중요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Commission 1에서 주로 WAAM(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및 

Laser를 이용한 적층공정을 다루었으며 Laser 적층과 관련해서는 PBF(powder bed fusion)공정이 2건, DED(direct 

energy deposition)를 활용한 공정이 3건으로 금속뿐만 아니라 비금속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또한 

적층 공정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으며 적층 구조물의 파괴 현상, 비파괴 검사, 초

음파 검사, 피로 시험 등 적층 구조물의 현장적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한계점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적층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방성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슈였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결함에 대한 평가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열적 절단공정은 원전해체 및 대형 금속구조물의 절단공정에 상당히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이지만, 아쉽게도 해당 commission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IIW 발표에서는 국내 원전해체가 큰 이슈인 만큼 관련 연구에 대한 논의 및 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발표논문 list는 다음과 같다. 

[주요 발표논문]

1) Functional Particles in L-PBF Processing, S. Szemkus (Germany)

2) Fracture mechanics in additive manufacturing parts, P. Dong (USA)

3) Nondestructive Testing approaches in Additive Manufacturing, M. Kruetzbruck (Germany)

4) AM and ultrasonic testing, P. Calmon (France)

5) Wire based additive manufacturing of wear resistant hybrid structures with gas metal arc welding, P. 

Henckell (Germany)

 Commission II : Metallurgy of weld metals  

   - Delegate : 강남현 교수(부산대학교, nhkang@pnu.edu)

  Commission II (C-II)는 용접야금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위원회이고, 의장은 오스트리아의 Gerhard 

Posch 박사가 맡고 있다. 세부적으로 3개의 subcommis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Subcommission II-A는 독일의 

Thomas Kannengiesser 박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metallurgy of weld metals이고, subcommission II-C는 영국의 

Shuyao Zhang 박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testing and measurement of weld metal, 그리고 subcommission II-E는 

Comm.　 Commission delegate Expert

Task Group

G8, Transversal IIW-IAB-EWF group -

TG-FEE, Task force on new calculation method of IIW 
Membership fees -

TG-GOV, Task Group on Governance -

TG-HIST, History of the IIW -

TG-YL, Task Group Young Leaders -

WhiP, White Paper -

WiW-EdBoard, Editorial Board for Welding in the World -

Board of 
Directors

BOARD, IIW Board of Directors -

GA, IIW General Assembly -

I.C. International Conference 백응률 누그로호 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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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David Fink가 위원장으로 있는 standardization 으로 운영된다. 7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총 17편의 논

문 발표와 7건의 ISO 규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곧 출판될 예정인 hot extraction에 의한 확산성수소 측정 방

법(ISO 3690)에 대해서 열띤 논쟁이 있었다. 용접야금에서 학문적 측면을 다루는 C-IX에서와 달리 C-II에서는 한국 

발표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표자가 C-IX와 C-II를 동시에 참여하고 있고 고려용접봉과 

POSCO 등 한국 산업계에서도 지속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C-II에서도 활발한 발표 참여가 있기를 기

원한다. 2019년 intermediate meeting은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3월 12-14일 열릴 계획이며, Weld cracking 

workshop V도 동시에 개최될 계획이다.

[위원회 발표논문]

 Commission II-A : Non-ferrous materials

1) Hydrogen in weld metal 

 - II-2096-18 (II-A-348-18), Influence of heat control on hydrogen distribution in high-strength multi-layer 

welds with narrow groove, Th. Schaupp, M. Rhode, H. Yahyaoui, Th. Kannengiesser 

 - II-2097-18 (II-A-349-18), Investigation of diffusible hydrogen content in drawn arc stud weld metal, 

O. Braetz, K.-M. Henkel 

2) The constitution of weld 

 - II-2098-18 (II-A-343-18), Influence of multiple reheating on the microstructure and impact toughness 

of C-Mn-Ti steel weld metals, J.C.F. Jorge, L.F.G. Souza, G.M. Evans 

3) Metallurgy of Additive Manufactured Components 

 - II-2099-18 (II-A-345-18), Wire-based additive manufacturing of duplex stainless steels: thermal cy-

cles, microstructures and properties, V. Hosseini, M. Hӧgstrӧm, K. Hurting, M. Asuncion Valiente Bermejo, 

L.-E. Stridh, L.Karlsson 

 - II-2104-18 (II-A-355-18), Fabrication of Functionally Graded Ni-Cu Alloy Components by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M. Ram Kishore and M. Amirthalingam 

 - II- 2105-18 (II-A-356-18), Development of NiTi shape memory alloy structures by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S. Shiva, M. Ram Kishore, N. Divya, M. Kamaraj, M. Amirthalingam

4) Weld metal cracking 

 - II-2101-18 (II-A-344-18), Welding Stress Control in High-strength Steel Components Using Adapted 

Heat Control Concepts, D. Schroepfer, A. Kromm, Th. Kannengiesser 

5) Development and behaviour of filler metals for HSS 

 - II-2103-18 (II-A-351-18), A New Constitution Diagram for Dissimilar Metal Welds of High Manganese 

Steels, B. Wittig, M. Zinke, S. Jüttner, D. Keil

 Commission II-C: Testing and measurement of weld metal

1) Ferrite in high alloyed weld metal 

 - II-2074-18 (II-C-548r1-18), Effect of ferrite content on mechanical properties and stress corrosion 

cracking resistance in 22 Cr 5 Ni duplex stainless steels welded joints, P K Nanavati, Damian J Kotecki, 

Sanjay N Soman 

2) Testing of weld metal for hot cracking and micro fissuring 

 - II-2073-18 (II-C-547r1-18), H-ESC: an innovation in high speed electro slag stripcladding, Vincent 

van der Mee, Pallav Chattopadhyay, Zhuyao Zhang 

3) Corrosion testing of weld metal 

 - II-2078-18 (II-C-552r1-18),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properties of superduplex stainless steel weld 

metals and influencing factors, Vincent van der Mee, Zhuyao Zhang, Mark Golding, Jordi Donate, Alex 

Malioglou 

4) Testing of high-strength weld metals 

 - II-2075-18 (II-C-549-18), Systematic role of Ti & Mn in microstructure and toughness of re-heated 

weld metal, Honghong Wang, Z Tong, Glyn M Ev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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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2079-18, Novel method for application of various alloying elements on solid filler wires, K. Treutler 

 - II-2076-18 (II-C-550-18), Influence of inhomogeneity on several length scales on the local mechan-

ical properties in V-alloyed all-weld metal, Phillip Haslberger, Wolfgang Ernst, Christian Schneider, 

Sylvia Holly, Ronald Schnitzer 

 - II-2072-18 (II-C-546-18), A Predictive Reassessment of the Charpy-V Toughness of the Manganese- 

Nickel Weld Metal Combination, Glyn M Evans 

5) Testing of Creep- and heat resistant weld metal 

 - II-2077-18 (II-C-551-18), Simulative accelerated creep test for steels and welds, Stan T. Mandziej 

6) Testing of non-ferrous weld metal 

 - II-2106-18 (II-C-553-18), Cold repair of Inconel 625 clad layer on medium carbon high strength steel, 

K. J. Kruger, F. Laurent, PGH Pistorius 

 Commission II-E: Standardization

1) Update standards for welding consumables in review 

 - II-2090-18 (II-E-773-18), 2018 Update on Standards for Welding Consumables under Review by D. 

Fink 

 - Route 2 Standards currently in publication stage 

 ㅇ ISO 3690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Determination of hydrogen content in arc weld metal 

 ㅇ ISO 8249:2000 Welding - Determination of Ferrite Number (FN) in austenitic and duplex ferritic-austenitic 

Cr-Ni stainless steel weld metals 

 - Standards for Systematic Review (Route 1) for 2018 

 ㅇ II-2049-17 (II-E-747-17), Systematic Review of ISO 14175:2008 Welding consumables - Gases and 

gas mixtures for fusion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Standards for Systematic Review (Route 2) for 2018 

 ㅇ II-2050-17 (II-E-748-17), Systematic Review of ISO 6847:2013 Welding consumables - Deposition of 

a weld metal pad for chemical analysis 

 ㅇ II-2091-18 (II-E-774-18), Comments submitted to SC II-E 

2) Matrix filler metal classification standards 

 - II-2092-18 (II-E-775-18), Matrix of filler Metal Classifications by D. Kotecki 

3) Diffusible Hydrogen testing 

 - II-2107-18 (II-E-764-18), On how to influence your results - A review on carrier gas hot extraction 

parameters for hydrogen determination in welded specimens, M. Rhode, T. Schaupp, C. Muenster, T. 

Mente, T. Boellinghaus, T. Kannengiesser 

 Commission III : Resistance Welding, Solid State Welding and Allied Joining Processes

   - Delegate : 장희석 교수(명지대학교, hschang@mju.ac.kr)

  Commission III 는 2017년 WITW에 출판된 논문편수가 모든 Commission 가운데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한 활

동을 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자동차 차체용접공정의 99%를 차지하는 저항점용접

(resistance welding)과 고상접합 및 그 응용공정(solid state welding and allied joining process)을 폭 넓게 다루고 

있고 최근 FSW공정관련 기술도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

  KWJS에서 장희석 교수가 2편, 박영도 교수가 1편을 저항용접분야에서 발표했으나 FSW분야에서는 논문발표자가 

없었다. FSW 연구나 산업이 활발한 국내에서도 누군가 참석하여 전 세계적 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진행되고 있는 FSW관련 규격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직접 참여하여 나중에 우리 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필자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자동차 관련 sub-commission인 SC-Auto는 활동이 미약하다고 IIW TMB에서 없애기로 결정을 내려서 자동차 용

접관련 논문도 Commission-III에서 발표되었는데 사실상 C-III에서 발표되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차체용접공정 개발

을 위한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428

94

  Commission III에서 대부분의 논문을 독일에서 발표한 사실만 봐도 독일은 역시 제조업 강국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발표논문(III-1871-18)에서는 battery tab을 초음파 용접하는 특이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고속 

이미지 캡쳐장치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하는데 1)cleaning stage 2)slip-stick stage 3)slip stage 4)softening stage 

5)bonding stage 6)overwelding stage로 구분하여 실험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현재 전기차 battery tab 용접이 아직

도 난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 발표한 다른 논문(III-1875-18)에서는 전류 pre-pulse로 너깃을 형성시

키고 main pulse로 너깃을 성장시키는 연구가 소개되었다. 또 다른 독일 발표논문(III-1850-18)에서는 접시스프링을 

3층~12층까지 쌓아서 가압력을 조절한 콘덴서충전식 저항용접기에 관한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다. 

  전통적인 일정 가압력을 가하는 저항용접방식에서 탈피하여 용접도중 가압력을 가변할 수 있는 profile force로 수

정에 대한 연구가 독일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III-1865-18에서 force profile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profile force는 좋은 품질을 보장하는 용접변수의 영역을 넓혀주며 tensile shear test강도를 높여 

준다는 것이다. 

  역시 독일논문(III-1866-18)에서는 코팅된 강재의 점용접공정을 안정화시키는 연구인데 contact resistance 측정을 

위해 1 μV(±1% resolution)까지 측정하는 장비가 사용된 점이 특이하다. KWJS의  박영도교수는 III-1876-18논문

에서 dome type 전극팁이 LME cracking 을 유발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외의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전극팁 

형상을 어떻게 해야 전극마모가 줄어드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소개되었다. 

  FSW에 대해서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불행하게도 KWJS에서 FSW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발표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요약도 불가능하여 여기서 기술할 수 없는 점 독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Commission-III의 Chairman은 독일 Helmholtz-Zentrum그룹의 재료연구소에 가장 많은 연구팀을 지휘하고 있는 

고상접합그룹 리더인 Dr. Jorge F. dos Santos이다. 전임회장인 명지대학교 장희석 교수가 Co-Chair를 맡고 있다.  

  C-III 에는 2개의 sub-commission과 ISO규격 제정을 위한 working group (WGS)이 활동하고 있는데, 각 분야와 

Chairman은 다음과 같다. 

Comm. Scope Chair/ Vice Chair

SC-III Resistance Welding, Solid State Welding
and Allied Joining Processes

Dr. Jorge F.dos Santos (Germany)

Prof. Hee Seok Chang (Korea)

SC-III-A Resistance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Dr. Menachem Kimchi(Ohio State University, USA) 

M. Tumuluru (USS, USA)

SC-III-B Friction based processes, 
Chair: Dr. P. Vilaca (Finland)

W.Y. Li (China) 

 WG III-S Standardization Dr. Kin-ichi MATSUYAMA (Japan) 

[위원회 발표논문]

 Commission III : Special seminar on “Application of Resistance and Friction based Processes on eMobility”

1) III-1889-18, Discussion of Body Joining Technologies of New Energy Vehicle, Zhang Xiaoyun, Cheng 

Xuanting (China)

2) III-1871-18, Analysis of thermo-mechanical mechanism during ultrasonic welding of battery tabs using  

high-speed image capturing, U.Reisgen, I. Balz, A. Schiebahn, G. Natour, E. Rosenthal (Germany) 

3) III-1891-18, The influence of Friction Stir Welding parameters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

ties evolution of dissimilar Al-Cu joints, E. Rylkov, F. Isupov, A. Naumov, P. Vilaca, O. Panchenko (Russia)

4) III-1854-18, Joining of high strength aluminium alloys by friction spot welding, Gerson Meschut, Christopher 

Schmal (Germany)

5) III-1875-18, Resistance Spot Welding . Influences of Pre-Pulse Process on Multilayer Structures with 

Usage of Adhesives, V. Wesling, H. Wiche, S. Brechelt (Germany)

6) III-1877-18, Application of Friction Spot Welding on thin Al foils, Denis Gera, Uceu Suhuddin, Jorge F. 

dos Santos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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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ion III-A : Resistance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1) III-1850-18, The technology of capacitor discharge welding, MaxMartin Ketzel, Hans-Jürgen Rusch, Nicolas 

Stocks, Uwe Füssel (Germany)

2) III-1856-18, Hydrogen diffusion simulation model considering thermal and stress changes in resistance 

spot welds, Nao Kawabe, Hiroshi Matsuda, Yasuaki Okita, Rinsei Ikeda, Yoshiki Mikami, Masahito Mochizuki 

(Japan) 

3) III-1860-18, Intelligent servogun for weld schedule generation through automatic coupon thickness de-

tection, Dong Jun Kim, Han Jun Lin, Munkchimeg Raash, Hee Seok Chang (Korea) 

4) III-1865-18, Force Profiles for 22MnB5 – design and impact, Niels Mitzschke, Maximilian Wohner, Sven 

Jüttner (Germany)

5) III-1866-18, Process stability of resistance spot welding of partially hardened steel 22MnB5 with alumi-

nium-silicon and zink coatings, Oleksii Sherepenko, Niels Mitzschke, Sven Jüttner (Germany) 

6) III-1868-18, Improving the joint properties of resistance spot welded 6082 alloy, dm Dobosy, Marcell  

Gspӧr, Imre Tӧrӧk (Hungary) 

7) III-1885-18, Intelligent Servogun Inspection and Diagnosis System, Dong Jun Kim and Hee Seok Chang 

(Korea) 

8) III-1888-18, Investigation of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in a resistance spot welded 3rd generation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P. Eftekharimilani, R.M. Huizenga, E.M. van der A, M. Amirthalingham, 

M.J.M. Hermans, I.M. Richardson (Netherlands) 

9) III-1876-18, The influence of electrode geometry on the liquid metal embrittlement cracking in resistance 

spot welding of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Siva Prasad Murugan, Kaisar Mahmud, Yeong-Do Park 

(Korea) 

10) III-1870-18, Wear of conventional and dispersion hardened copper electrode tips when welding high 

strength martensitic steel with Aluminium-silicon coating, O. Sherepenko, C. Mathiszik, D. Kӧberlin, J. 

Zschetzsche, S. Jüttner, U. Füssel (Germany) 

11) III-1895-18, Effects of Nugget Hardness on Joint Strength of Resistance Spot Welded High-strength 

Steel Sheets, Muneyoshi Iyota, Yuta Matoba and Keisuke Maeno (Japan) 

12) III-1869-18, Comparing the effect of electrode geometry on resistance spot welding of Aluminium alloys 

between experimental results and numerical simulation, Markus Tuchtfeld, Stefan Heilmann, Uwe Füssel, 

Sven Jüttner (Germany) 

13) III-1851-18, haracteristics of Resistance Projection welded Aluminum Copper Interconnects, U. Reisgen, 

Gregor Gintrowski, A. Schiebahn, M. Schmachtenberg, V. Hibert (Germany) 

14) III-1897-18, Numerical investigations of the Influence force application on capacitor discharge welding, 

Johannes Vinz, Max-Martin Ketzel, Jӧrg Zschetzsche, Uwe Füssel (Germany) 

 Commission III-B : Friction based processes 

1) III-1883-18, Liquation Cracking susceptibility of Al Alloys during Refilled Friction Stir Spot Welding, Tao 

Yuan, Wentao Gong and Shujun Chen (China) 

2) III-1859-18, Characterization of FSW of Aluminium to Copper for Electrical Busbars, Dagur Ólafsson, 

Pedro Vilaça, Jussi Vesanko (Finland) 

3) III-1879-18, Effect of Pre- and Post-weld Heat Treatments on Linear Friction Welded Ti-6.5Al-3.5Mo- 

1.5Zr-0.3Si, Xinyu Wang, Wenya Li, Xiawei Yang, Tiejun Ma, A. Vairis (China) 

4) III-1853-18, Liquid interlayer formation during torsional ultrasonic welding of EN CW004A and EN AW1050, 

Anna Regensburg, T. Kӧhler, Mathias Raab, Jean Pierre Bergmann (Germany) 

5) III-1881-18, Microstructural evolution and Material flow in probeless friction stir spot welding of AA2198 

Al-Li alloy, Qiang Chu, Wenya Li, Xiawei Yang, Weibing Wang (China) 

6) III-1855-18, Application of self-piercing nuts during hot forming of 22MnB5, Gerson Meschut, Sebastian 

Meyer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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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II-1896-18, Dissimilar friction stir butt welding of aluminum and copper with cross-section adjustment 

for current-carrying components, N. Eslami, A. Harms, J. Deringer, A. Fricke, S. Bӧhm (Germany) 

8) III-1887-18,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alloy 926 and 2205 duplex stainless steels coating layers 

deposited over high strength steel by friction surfacing, Arju Shekh, Jaime C. Soeiro Jr., Gustavo J. S. 

de Souza, Pedro Vilaça, Sérgio D. Brandi (Brazil) 

9) III-1890-18, Feasibility study of a hybrid“Friction Stir Welding – Adhesive Bonding”process for the realiza-

tion of aluminum to steel lap joint, M. Pedemonte, M. Palombo, G. Luciano, S. Maggiore, C. Ferrando 

(Italy) 

10) III-1894-18, JOIN’EM – Demonstration of the feasibility of Electromagnetic Welding applied to dissim-

ilar materials, A. Cereja, E. AssunçÓo, L. Coutinho, V. Psyk, K. Faes (Portugal) 

11) III-1884-18, Hybrid Joints of die-casted Aluminum/Magnesium by Ultrasound Enhanced Friction Stir 

Welding (USE-FSW), Andreas Gester, M. Thomä, G. Wagner, Benjamin Strass, Bernd Wolter, S. Benfer 

and W. Fuerbeth (Germany) 

12) III-1886-18, Modeling of rotary friction welding process based on maximum entropy production princi-

ple, Feng Jin, Xujing Nan, Jiangtao Xiong, Xun Li, Z. Liao, J. Li (China)

13) III-1893-18, Friction stir lap welded composite structures of dissimilar metals with ultrastrong interface, 

Yongxian Huang, Long Wan, Xiangchen Meng (China) 

14) III-1880-18, Improving Porous TC4/UHMWPE Friction Spot Welding Joint through Control of Welding 

Force and Temperature, Muyang JIANG, Ke CHEN, Binxi CHEN, Min WANG, Lanting ZHANG, Aidang 

SHAN (China)

 Commission III-S : Standardization

1) III-1892-18, III-1896-18, III-1898-18

  1. Opening of the WG-S session 

  2. Adoption of this agenda III-WGS-01-2018 

  3. IS work reports

    3.1 General information (including ISO/TC44/SC 6 and IEC works) III-WGS-02-2018 

    3.2 ISO works related to IIW/C-III 2017-20183.1 Further information on resistance welding and related 

matters No SR until 2020. 

    3.3 Further information on friction based processes 

ISO/DIS 18785 series on FSSW - 40.99  

(Final stage after DIS ballots) 

PL: Jorge dos Santos (See WG-B4) 

ISO/CD 25239 series on FSW - 30.99  

(Waiting for moving to DIS stage) 

PL: Alex Meyer (See WG-B1) 

  4. WG-STAND news 

    - IIW observer to ISO/TC44 and ISO/TC44 observer to IIW 

    - ISO’s OBP(Online Browsing Platform) https://iso.org/obp/ui/

    - Follow-up report on the creation of standards Delegates 

  5. Any other business and news 

    - ISO 14732 on Welding personnel - Qualification testing of welding operators and weld setters for 

mechanized and automatic welding of metallic materials was confirmed after the SR. Therefore the 

version remains current. 

    - SR of ISO 6520-2 on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Classification of geometric imperfections in 

metallic materials – Part 2: Welding with pressure was finished in this May. 

  6. Next meeting 

  7. Closure of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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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I-1881-18

Final Plenary Session Commission III Chairman: Dr. Jorge F. dos Santos   

  1. Resolutions 

  2. Intermediate Meeting 2019 

  3. Planning for the coming IIW Annual Assembly 2019

 Commission IV : Power beam processes

   - Delegate : 강민정 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kmj1415@kitech.re.kr)

  C-IV는 고밀도 에너지열원을 사용하는 레이저 및 전자빔에 대한 여러 이슈를 다루는 그룹이다. 이번 발리에서는 월

요일부터 수요일까지 Annual assembly 기간 전체에서 진행되어 C-IV의 영향력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연차총회에서는 Commission I-IV-VII-XII-SC212의 공동개최가 이루어졌다. 해당 일에는 최근 issue

가 되고 있는 3D 적층에 대한 연구 및 적용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다. 특히, Netherlands에서 WAAM 방식으

로 실제크기의 프로펠러를 제작하였으며 (1.5 kg/hour, 0.5 m/min welding speed, 6m/min wire feeding speed), 

제작을 위하여 여러 개의 도크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발표가 인상적이었다. C-IV의 연구동향은 레이저의 개발보

다는 활용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고출력 레이저뿐만 아니라 femto 및 nano-second 레이저를 활용한 결과 또한 

발표되었다. 국내 연구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용접야금, 공정, 자동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요 발표논문 list는 다음과 같다.

[주요 발표논문]

1) IV-1367-18, Developments and Industrial exploitation of Local Vacuum Electron Beam Welding, C. 

Punshon, R. Nicolson, M. Nunn (UK)

2) IV-1380-18, Remanufacturing of die casting dies made of hot-work steels by using the wire-based 

electron beam welding with an in situ heat treatment, T. Schuchardt, S. Müller, H. Pries, K. Dilger (Germany) 

3) IV-1381-18, Joining of large scale components for the nuclear industry by electron beam welding, B. 

Baufeld, T. Dutilleul (UK)  

4) IV-1388-18, Micro Electron Beam Welding of Nitinol and stainless steel without filler material, Sebastian 

HELLBERG, Sebastian WAGNER, Dagmar MARTIN and Stefan BӦHM (Germany)

5) IV-1382-18, ModuLase - Development and Pilot Line Validation of a Modular re-configurable Laser 

Process Head, R. Bola, E. AssunçÓo, L. Coutinho, (Portugal) 

6) IV-1390-18, Deep penetration laser welding with high seam surface quality due to buttonhole welding, 

Schultz, V.; Merkel, A.; Cho, W.-I.; Woizeschke, P., (Germany) 

7) IV-2004-18, Research on Weld Shape and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2A97 Al-Li Alloy 

Fiber Laser Welding Joint, CHEN L., HE E. (China)  

8) IV-1389-18, Reduction of hot cracking susceptibility during laser welding of aluminum by vibrations, 

Radel, T., Woizeschke, P. (Germany) 

9) IV-1387-18, Microstructure and Solidification Crack Susceptibility of Al 6014 Molten Alloy Subjected to a 

Spatially Oscillated Laser Beam, Minjung Kang, Heung Nam Han and Cheolhee Kim (Korea) 

10) IV-1384-18, Laser Surface Pre-treatment of Metal for Joints of Metal and Dissimilar Materials, T. Uno, 

M. Itakura, N. Okuyama, M. Kutsuna (Japan) 

11) IV-1385-18, Influence of the surface properties of the connector material on the reliable and reprodu-

cible contacting of battery cells with a laser beam welding process, J. Helm, D. Beyer, Olowinsky, 

Gillner (Germany) 

12) IV-1386-18, Formation of surfaces for osseointegration produced by a QW-switched laser, J. Frostevarg, 

R, Olsson, J. Powell, A. Palmqvist, R. Brånemark, A. Kaplan (Sweden) 

13) IV-1383-18, Microstructure-Mechanical Property Correlation in 3-dimensional SS316L blocks manufac-

tured by Laser Metal Deposition, M. Mukherjee, T. Ray, M. Shome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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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ion IX : Behavior of metals subjected to welding  

   - Delegate : 김희진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mhj@kitech.re.kr)

  Commission IX (C-IX)은 용접야금 분야에서도 주요 금속 및 합금을 선별하여 논문 발표를 수행한다. 올해는 한국

에서도 3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commission이 되었다. 더구나 금년에는 김희진 박사가 회

장으로 선출되어 한국용접접합학회의 위상을 높인 commission 이 되었다. 이는 김희진 박사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

적으로 참석하면서 매년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한 결과이다. 올해는 발표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배려

하기 위하여 4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첫날인 7월 15일(토)에는 오후시간이 배정되어 IX-NF (Non-ferrous mate-

rials, chair: Dr. Santos (독일)) 회의가 진행되었고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시간은 총회가 개최되는 시간과 겹

치는 관계로 참석인원이 11명으로 매우 적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수요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다. 7월 16일

(월) 오전에는 IX-L (Low alloy steel welds, chair: Prof. Enzinger (오스트리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모두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9편 중에서 3편이 한국 참가자가 발표한 것이다. 7월 17일(화) 오전시간 전반부에는 IX-C 

(Creep and heat resistant welds, chair: Prof. Mayr (독일)) 회의에서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분야는 발표 논

문 참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additive manufacturing의 재료분야로 영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오전시

간 후반부부터는 IX-H (Welding of stainless steels and Ni-base alloys, chair: Dr. Elin (오스트리아))의 회의가 

시작되어 수요일 오전까지 진행되어 총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숫자이다. 주중에 개최

된 회의에는 평균 40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IIW에는 총 16개 commission이 있는데 용접야금 분야를 다루는 com-

mission은 C-II와 C-IX 뿐이다. 이들 간에 차이가 있다면 C-II는 산업적인 색채가 강하고 C-IX은 학문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재료공학 전공 석박사 학생 회원들이 IIW에서 발표를 하려면 C-IX을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위원회 발표논문]

 Commission IX-NF: Non-ferrous materials

1) IX-2654-18, Coupled thermal-mechanical analysis of hot cracking in pulsed laser beam welding of AA 

6082, Martin Bielenin, Jean Pierre Bergmann

2) IX-2655-18, Towards solutions for laser welding of aluminum F. Sikstrӧm, Kjell-Arne Persson, Isabelle 

Choquet, M.A. Valiente, J. Andersson

3) IX-2656-18, Effect of laser welding parameters on porosity of welds in cast magnesium alloy AM50, Karl 

Fahlstrӧm, Jon Blackburn, Leif Karlsson, Lars-Erik Svensson

4) IX-2657-18,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the processed zones of Al-Al and Cu-Al plate systems 

manufactured by hybrid friction stir channeling, Pedro Vilaça, Daniel Nordal, Heikki Karvinen

5) IX-2658-18, Fundamental study on additive manufacturing by friction surfacing using aluminum alloys, J. 

Shen, A. Roos, Stefanie Hanke, Viktoria, Fitseva, Jorge F. dos Santos

 Commission IX-L: Low alloy steel welds

1) IX-2633-18, Low heat input gas metal arc welding for dissimilar metal weld overlays: Part III: hydrogen 

assisted cracking susceptibility, Julian Frei, Boian T. Alexandrov, Michael Rethmeier

2) IX-2648-18, Effect of dislocation density on reversible hydrogen trapping and lattice diffusion of EH36 

steel, C. Park, N. Kang, S. Liu

3) IX-2649-18, Microstructural aspects of hydrogen embrittlement for low carbon FCA steel welds, H. Park, 

D-G. Nam, M.H. Kim, N. Kang

4) IX-2634-18, Improvement of welding seam properties by inline hot forming, T.-E. Adams, S. Härtel, A. 

Hälsig, B. Awiszus, P. Mayr

5) IX-2635-18, Targeted influence on the weld strength of high-strength fine-grain structural steels in the 

GMA welding process through functionalized weld material surfaces, V. Wesling, K. Treutler,T. Gehling

6) IX-2636-18, Effect of S and Si on formation of intragranular ferrite and inclusions in electron beam weld 

metal of low carbon steel, R. Homma, Y. Shinohara, H. Inoue, K. Kadoi, S. Tokita

7) IX-2637-18, Metallurgical characterization of penetration shape change for twin-wire MAG welds using 

workpiece-vibration, K. Ito, H. Yamamoto, P. K. Parchuri, A. Sharma, H. H. Zargari



433

99

8) IX-2638-18, Microstructural factors controlling the toughness of electro-gas weld metals, K.-H. Kim, 

H.J.Kim,H.Ryoo,K.-Y. Choi, C.-G. Park, J.-G. Yoon, Y. Choa

9) IX-2639-18, Additive manufacturing by MMA welding process characteristics and microstructural me-

chanical properties: Propose to modify the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M. M. Hosseinioun, G. 

Moeini, C. Kӧnke

 Commission IX-C: Creep and Heat resistant welds 

1) IX-2640-18, Initial weldability study on Al0.5CoCrCu0.1FeNi high entropy alloy, A. C. Martin, C. Fink

2) IX-2641-18, Influence of the focus wobbling technique on the integrity and the properties of electron 

beam welded MarBN steel, A. Rabl, F. Pixner, D. Blatesic, C. Béal, N. Enzinger

3) IX-2659-18, Improving the integrity and the properties of electron beam welds of MarBN steel by local 

(de-)alloying, A. Rabl, F. Pixner, B. Duarte, D. Blatesic, C. Béal, N. Enzinger

4) IX-2642-18, Thermodynamic simulation of ferritic to ferritic dissimilar metal welds, F. Dittrich, J.A. Siefert, 

P. Mayr

5) IX-2660-18, Formation of Fe2(W,Mo) Laves phase in T92/Super304H dissimilar welds, E. Nandha Kumar, 

G.D. Janaki Ram, R. S. Kottada, K. Devakumaran

 Commission IX-H: Welding of stainless Steels and Nickel-base Alloys

1) IX-2643-18, Ferrite content measurement in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welds, V. A. Hosseini, K.l Hurtig, D. 

Eyzop, A. Östberg, P. Janiak, L. Karlsson

2) IX-2644-18, Optimized method for measurement of ferrite content in multi-pass-welded duplex stainless 

steel, A. Putz, M. Althuber, E. M. Westin, T. Willidal, N. Enzinger 

3) IX-2645-18, Microstructural evolution during the thermomechanical process for grain boundary engineer-

ing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S. Tokita, H. Kokawa, Y.S. Sato, H.T. Fujii 

4) IX-2646-18, Computational thermodynamics in ferrite content predictio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weldments, M. A. Valiente Bermejo, S. Wessman 

5) IX-2647-18, Grain refinement in weld metal of type 310S stainless Steel by hot-wire GTAW Process, S. 

Yamashita, K. Shinozaki, M. Yamamoto, Kota Kadoi 

6) IX-2650-18, Utilizing the Varestraint weldability test to study compositional effects on eutectic backfilling 

in Ni-30Cr Alloys, R. A. Wheeling, J. C. Lippold 

7) IX-2651-18, Simulation of residual liquid distribution during laser welding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 by 

multi-phase field modelling and the solidification cracking susceptibility, K. Kadoi, D. Wang, K. Shinozaki 

8) IX-2652-18, Effect of secondly phase formations on weld solidification cracking susceptibility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S. Ueda, K. Kadoi, S. Tokita, H. Inoue 

9) IX-2653-18, Quantitative evaluation of reheat cracking susceptibility in weld metal of heat-resistant al-

loys, T. Ogura, K. Kubota, Y. Asahara, S. Yamashita, K. Saida 

 Commission X (Structural performance of welded joints - Fracture avoidance) 

   - Delegate : 박정웅 교수(조선대학교, jupark@Chosun.ac.kr)

  
  Commission X은 용접부 파괴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 정립 및 구조 적합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이고, 의장은 오사

카대학의 Minami Fumiyoshi교수 이다. 의장의 임기가 2018년도 까지 였지만, 2019년~2021년 까지 연임하게 되었

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Commission X-XIII-XV 및 I-V-X-XII 의 2회의 공동개최가 이루어 졌다. 각 Joint 

Section에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여 Commission X에서는 총 2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논문에서 9편의 논문

이 Welding in the World 저널에 추천 되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용접잔류응력의 측정 및 분포

에 관한 연구결과와 파괴인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주로 발표 되었다. 잔류응력분포에 대해서는 주로 FEM을 이용한 해

석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 발표가 많았으며, 실구조물에서의 파괴인성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 및 평가 하기 위한 소

형시험편을 활용한 방법들의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다. 또한, C-X의 WG이 지난 2014년부터“welding residu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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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for fracture assessment of thick steel structures”의 제목으로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시 2차응력으로 사용되는 

잔류응력의 분포를 기존 규격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WG에서 실험과 해석을 통해 표준화하는 것을 목

표로 5년간 진행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본 WG에서는 구속도의 영향에 따른 용접부의 잔류응력분포를 예측 

할 수 있는 수식을 제안하였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WG을 마무리하고 내년 연차총회때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

이다. 본 WG은 조선대학교의 박정웅교수가 의장으로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등의 잔류응력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활

발하게 활동 하였다. 

  이번 Commission X에는 세계 각국에서 80여명이 참석하여 3일간 무척 흥미롭고 지진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

한 Commission X의 중간회의는 2019년 1월 또는 3월에 독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되었다. Commission X 활동을 

통하여 용접구조물의 잔류응력의 평가/계측법 및 파괴인성을 평가하는 파라메타의 규격 또는 룰을 결정하는 근거를 마

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과 독일,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한국의 관련 연구자들도 좀더 활발

한 활동을 통하여 한국산업 여건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 하게 된다면 한국의 산업발전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

대한다.

[위원회 발표논문] 

1) X-1923-18, FFS Assessment of a Laser Welded Thick-Walled Pipe Connection, I. Varfolomeev, (GERMANY)

2) X-1912-18, Development of a New Evaluation Method for Brittle Fractur, T. Ozawa, (JAPAN)

3) X-1929-18, Application of Local Approach to Fracture for Integrity Assessment of Cracked Components 

in Presence of Preloads and Residual Stresses, I. Sattarifar (IRAN)

4) X-1927-18, Analyses of Creep Interaction Effect for Twin Semi-Elliptical Surface Cracks under Bending  

Load, L. Zhao (CHINA)

5) X-1924-18, A Residual Stress Profile Description for Fitness-for-Service Assessment of Narrow Gap 

Girth Welds, S. Song (USA)

6) X-1925-18, XIII-2759-18, XV-1578-18, A 2nd Order Analytical SCF Solution for Modeling Angular and 

Buckling Distortions in Thin plate and Its Effectiveness in Fatigue Test Data Interpretation, W. Zhou 

(USA)

7) X-1919-18, XIII-2745-18, XV-1576-18, A Practical Analysis of Residual Stresses Induced by High- 

Frequency Mechanical Impact Post-Weld Treatment, H. Ruiz (JAPAN)

8) X-1922-18, XIII-2760-18, Crack Initiation in Multi-Pass Welds: Interplay of Microstructure and Local 

Strength Properties, S. Moroz (GERMANY)

9) X-1901r-18, XIII-2744-18, XV-1575-18, Numerical Study of Crack Growth in Welded Structures Using 

Characteristic Tensor Method-Influences of Stress Concentration and Residual Stress, H. Murakawa 

(JAPAN)

10) X-1913-18, Hybrid Method and Hybrid Modeling for Fast Computation of Welding Thermal Conduction, 

N. Ma (JAPAN)

11) X-1915-18, Simplified Residual Stress and Distortion Calculations of Multi-pass Welds and Their 

Possible Influence on Result Quality, J. Klassen (GERMANY)

12) X-1920-18, Numerical Simulation of Microscopic Residual Stress Evolution in Polycrystalline Aggregate 

Subjected to Weld Thermal Cycle, Y. Mikami (JAPAN)

13) X-1910-18, A Short Introduction on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B. Chapuis (FRANCE)

14) X-1905r-18, Status of WG-A on Welding Residual Stresses in Thick Steel Structures, J.-U. Park  

(KOREA)

15) X-1931-18, Constraint Degree Effect on Residual Stress in Butt Joint, J.-U. Park (KOREA)

16) X-1933-18, Numerical Study on Influences of Residual Stress upon Crack Growth, H. Murakawa 

(JAPAN)

17) X-1911-18, Fracture Toughness Assessment with Cryogenic Steel Weld Joints, G. An(KOREA)

18) X-1918-18, Fracture Toughness Evaluation for Dissimilar Steel Joints by Charpy Impact Test, Y. Takashim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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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X-1928-18, Numerical investigation on crack propagation behavior along interfaces in dissimilar steels weld-

ed joint, L. Zhao (CHINA)

20) X-1921-18, Effect of Structures on the Strength, Fracture Toughness, Crack Resistance of Welded Joints 

of High-Strength Steels and Composite Coatings, O. Berdnikova (KRAINE)

21) X-1930-18, Application of new constraint based Master Curve in fracture assessment of pressure ves-

sels, I. Sattarifar (IRAN)

22) X-1917-18, Study on Plastic Constraint Based Assessment of Ductile Failure, M. Ohata (JAPAN)

 Commission XI : Pressure vessels, boilers and pipelines

   - Delegate : 박철규 상무(KISWEL, pchulg@kiswel.com)

  
  Commission XI은 압력 용기, 보일러, 파이프라인 수명 향상을 위해 재료 및 용접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Chairman은 미국 Lincoln Electric의 Dr. Teresa Melfi이다. 2일간에 걸친 이번 총회에서는 압력 용

기 및 파이프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 방법과 잔류응력 모델링 분석, 용접 인력 양성 방법, 용접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용접법 (Hybrid-ESC, SST 아크 제어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작년 

상하이 때와 다르게 Commission의 주제가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작년 상하이 때는 보일러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9%Cr 내열강 Creep 특성 연구, 파이프 라인 파괴에 대한 분석 및 잔류 응력 해석 방법, SAW 용

접 특성 등과 같은 보일러 소재 및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발표가 주를 이루었었음.)  

  Commission XI은 총 3개의 Sub-commission(C-XI-A Correlation of Toughness data, C-XI-E Transmission 

pipelines, C-XI-H Performance of Welds for hydrogen Servic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명 내외 인원이 참석

하여 Annual Report 및 작년 상하이에서 협의 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위원회 발표논문] 

1) XI-1077-18, Introduction to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Bastien Chapuis (France)

2) XI-1078-18, Review of residual stress measurement techniques - application to pressure vessels and 

pipelines, Anna Paradowska (Australia)

3) XI-1079-18, Fillet Welds Around Hollow Circular Sections, Kyle Tousignant (Canada)

4) XI-1081-18, US Welding Education :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of Welding Professionals, Richard 

Polanin (USA)

5) XI-1082-18, Skills : The New Global Currency, Carl Peters (USA)

6) XI-1083-18, H-ESC : an innovation in high speed electroslag stripcladding, Vincent van der Mee (Netherland)

7) XI-1084-18, AWS/ASME standard for SAW and ESW stainless and nickel welding consumables, Teresa 

Melfi (USA)  

8) XI-1085-18, Effect of squeeze out and sizing ratio to the residual circumferential stress of HFW pipe, 

Siens HARIANTO (Indonesia)

9) XI-1087-18, Engineering Expressions for Thermal Characteristics of Isotherms Based on Rosental 3D 

Model, Patricio Mendez (Canada) 

10) XI-1088-18, Weld metal alloy systems for pipe, John Procario (USA)

11) XI-1089-18, Heavy gauge line pipe ste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research at ArcelorMittal, Christoph 

Gerritsen (Belgium)

12) XI-1090-18, High Productivity Welding Techniques for Piping Systems, Scott Starwn (Singapore) 

[내용 요약]

 H-ESC : an innovation in high speed electroslag stripcladding 

  XI-1083-18, Vincent van der Mee (Netherland)

  Oil&Gas 산업은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며 그 중 중요한 장비(압력용기, 열교환기 등)는 사용 용도에 따라 내, 외부 

특성을 달리하여 사용되어진다. 외부 모재는 주로 강도, 기계적 특성 (저온인성, 크립특성)을 중시하며 내부는 부식, 

마모성, 내고온 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로 STS, Ni Alloy를 이용한 Cladding 공법이 주로 이용되며 Cladding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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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여러 공법들이 적용 가능하지만 생산성을 목적으로 SAW, ESW공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모재와의 희

석율이 낮은 ESW 공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LINCOLN에서는 ESW 공법에 Hot MCW(Metal 

Cored Wire)를 함께 적용한 Hybrid Electro Slag Cladding (H-ESC)공법을 개발하였으며 평가 결과 모든 기계적 특

성을 만족하고 생산성을 훨씬 더 높힐 수 있었다.

 AWS/ASME standard for SAW and ESW stainless and nickel welding consumables

  XI-1084-18, Teresa Melfi (USA) 

  SAW 용접재료 관련 규격은 A5.17(연강에 대한 규격), A5.23(저합금강에 대한 규격)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SAW와 

ESW에 대한 Overlay 용접법 및 STS, Ni Alloy에 대한 규격은 없는 실정이다. Wire에 대한 규격은 AWS A5.9와 

A5.14에 해당되지만 오직 Wire의 화학성분 분석만 시험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때문에 관련 용접 산업의 증가되는 수요

에 대응하기 위하여 AWS/ASME 규격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AWS A5.39 신규 규격을 제정하여 2018/2019년에 규

격 등재하여 발행될 예정임)

1) AWS A5.39 Classification for joining

   F○○◇□ - E◎ / △                  ex.) F75A15 - ER316L / 316

   F : Submerged arc flux를 의미함

   ○○ : 용착금속의 최소 인장강도(ksi)를 의미함     

   ◇ : 용착금속의 후열처리 유,무를 의미함 - A(As-Welded), P(PWHT)

   □ : 용착금속의 최소 저온인성 27J 보증온도를 의미함 - 0 (0℉), 5(-50℉), 15 (-150℉)

   E◎ : 사용되는 Wire의 규격

   △ : 용착금속의 화학성분 구성

2) AWS A5.39 Classification for cladding

   ○○CLAD◇ - E◎ / △                 ex.) SACLAD1 - EQ309LD / 308L

   ○○ : 프로세서를 의미함 - SA (Submerged arc), ES (Eelctroslag)     

   CLAD : Cladding 규격을 의미함

   ◇ : 용접 TEST에 사용된 Layer 수를 의미함 - 1 또는 2

   E◎ : 사용되는 Wire 또는 Strip의 규격

   △ : 용착금속 표면의 화학성분 구성

3) AWS A5.39 Classification test

   Joining 관련 규격은 25mm groove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 화학성분, 인장시험, 충격시험, 굽힘시험으로 구성 

예정이며 Cladding 관련 규격은 Cladding부에 대한 비파괴시험, 화학성분, 굽힘 시험으로 구성 예정임. 단, Layer에 

따라 굽힘 시험편의 가공 위치가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신규 코드가 등재 된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Commission XIII : Fatigue of Welded components and Structures 

   - Delegate : 김명현 교수(부산대학교, kimm@pusan.ac.kr)

  Commission XIII은 용접부의 피로 특성에 관련된 위원회이며 총 6개의 Working Group (WG)으로 구성되어 있었

지만, 올 해 WG5가 WG2로 합쳐져 총 5개의 WG로 구성되었다. 각 WG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표 1과 같으며 인도

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연차 총회에서는 Commission XIII의 새로운 Vice-chair 선정을 통해 총 2명의 Vice-chair를 

정하였으며 Chair revoting을 진행하였고 WG1의 새로운 Chair 및 WG5와 WG2의 Co-work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연차 총회의 대표적인 주제로는 용접 후 발생하는 잔류 응력 및 변형에 대한 예측 기법과 현재 제시되어 있는 High 

Frequency Mechanical Impact (HFMI) Standard에 대한 revision 필요성, weld quality에 따른 피로 선도 평가 등이 주

로 발표되었다. 또한, Commission X 및 XV 과 Joint meeting을 개최하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Commission I 

(Additive Manufacturing, Surfacing, and Thermal Cutting), V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of 

Welded Products), X (Structural Performances of Welded Joints – Fracture Avoidance)과의 Joint meeting은 

XIII에서의 새로운 이슈를 제시해 주었다. 아래에는 본 Commission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 중 몇 개 list를 첨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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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ion XIII에는 총 5개의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올 해에는 용접 후 발생하

는 잔류 응력 및 변형에 대한 예측 기법과 현재 제시되어 있는 High Frequency Mechanical Impact (HFMI) 

Standard에 대한 revision 필요성, weld quality에 따른 피로 선도 평가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올해 발표된 

WG 활동 내용을 요약하면 WG1에서는 S. Maddox가 XIII-2138-06에 설명 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 시트를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로 통계 분석에 대한 우수 사례 가이드 적용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WG2에서는 기존

에 제시되어 있는 HFMI Standard에 대해 모재의 항복강도 증가, 응력비 증가 및 두께 효과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된 

새로운 데이터와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보수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WG3에서는 여러 접근법들 사이에

서 다축 응력 상태의 평가에 대해 일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구조 응력 접근법에 대한 응력 상태는 구분되

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WG4에서는 현재 표준 규격에서 용접 품질에 따른 피로 수명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므로 

몇몇 개정이 필요함을 발표하였으며, 박판에 대한 FE 해석 시 curved distortion shape와 geometrical nonlinearity를 

고려한 경우, 구조 응력 접근법이 적용된 실험 결과

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WG6에서는 X-ray 

diffraction (XRD)를 통해 측정되는 잔류 응력의 정

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 Round robin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발리 연차 총회에서는 Commission I, 

V, X과의 Joint meeting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발

표들을 바탕으로 3D Printing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D Printing으로 

제작된 구조물에 대해 기하학적 불연속부의 피로 수

명은 필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슈로 사료된다.

[위원회 발표논문] 

1) XIII-2748-18, Effects of the Welding Processes and Consumables on the Fatigue and Fracture 

Performances for 3.5 wt. % Nickel Steels, J.Y. Park and M.H. Kim (Korea)

2) XIII-2746-18, Fatigue behaviour of FSW High Yield Strength Steels welds for Shipbuilding application, J. 

Beaudet, G. Ruckert and F. Cortial (French)

3) XIII-2749-18, Effect of Weld Penetration on Low Cycle Fatigue Strength of Load-Carrying Cruciform 

Joint, T. Hanji, K. Tateishi, Y. Ohashi and M. Shimizu (Japan)

4) XIII-2755-18, Experimental Fatigue Assessment of Connections between Plate Type Longitudinal Ribs 

and Non-Slit Transverse Ribs in Orthotropic Steel Decks, K. Yokozeki, T. Tominaga and C. Miki (Japan)

5) XIII-2732-18, Investigation on fatigue strength of cut edges of high strength steels (S355M, S690Q), P. 

Diekhoff, J. Hensel, Th. Nitschke-Pagel and K. Dilger (Germany)

6) XIII-2745-18, A Practical Analysis of Residual Stresses Induced by High Frequency Mechanical Impact 

Post Weld Treatment, H. Ruiz, N. Osawa and S. Rashed (Japan)

7) XIII-2761-18, Developments in considering Residual Stresses in the Fatigue Assessments of Welded 

Structures, I. Lillemae-Avi, S. Liinalampi, E. Lehtimaki, H. Remes. P. Lehto, J. Romanoff, M. J. Attarhas 

and I. Sattari-Far (Iran)

8) XIII-2736-18, Numerical and Experimental Evaluation of Welding Residual Stress Behavior under Multi- 

axial Mechanical Loading, K. Hemmesi and M. Farajian (Germany)

9) XIII-2728-18, Effect of increased yield strength, R-ratio, and plate thickness on the fatigue resistance of 

high frequency mechanical impact (HFMI)-treated steel joints, M. Leitner and Z. Barsoum (Austria and Sweden)

10) XIII-2739-18, Fatigue strength assessment of TIG-dressed welded steel joints by local approaches, J. 

Baumgartnera, H. C. Yıldırımb and Z. Barsoum (Germany and Sweden)

11) XIII-2731-18, Investigations on the fatigue strength of beam welded butt joints taking the weld quality 

into account, A. Hesse, T. Nitschke-Pagel, J. Hensel and K. Dilger (Germany)

12) XIII-2738-18, High-resolution 3D weld toe stress analysis and ACPD method for weld toe fatigue crack 

initiation, S. Chaudhuri, J. Crump, P.A.S. Reed and B.G. Mellor (UK)

13) XIII-2752-18, Retrofitting Engineering for Fatigue Damaged Steel Structures, C. Miki (Japan)

Working Group Title

1 Fatigue Testing and Evaluation of Data for Design

2 Techniques for Improving the Fatigue Strength 
of Welded Components and Structures

3 Stress Analysis

4 Effects of Weld Imperfections on Fatigue Strength

6 Residual Stress Effects in Fatigue

<Working Group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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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ion XV : Design, Analysis and fabrication of welded structures  

   - Delegate : 장경호 교수(중앙대학교, changkor@cau.ac.kr)

  Commission XV (C-XV)는 빌딩, 교량, 해양 구조물과 장비, 구조용 강,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의 제조를 포함한 

용접 구조물의 설계, 해석, 제작에 관련된 여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 15는 해석, 설계, 제작, 판구조(빌딩과 교량), 관 구조(육상과 해상), 그리고 경제 등 6개의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용접구조의 특정기술주제와 응용의 교류를 촉진하기위한 망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용접구조물

에 사용되는 국가표준에 관해 가능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을 한다.

  최근 위원회 활동은 지진, 충격, 폭발 하중을 받는 용접구조에 대한 설계 지침과 용접 설계, 고강도 구조용 강의 용

접, 구조용 강재 제작에서 첨단 용접 공정, 용접 결함, 용접잔류응력을 포함한 제작 품질 요구사항과 용접준비 기준, 

구조물 보수 지침을 포함한 제작 품질 요구사항과 설계와 제작에 있어서 최적화 및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

고 위원회는 정하중과 피로하중을 받는 관 구조 용접 접합부에 대한 설계 지침을 준비하는 산업 단체들과 두 개의 

ISO 표준 책임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동 워킹 그룹과 함께 피로가 용접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원회 XIII과 일하고 있고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주 미팅을 하고 있다. 또한 활동 영역이 용접구조의 

제작 혹은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 다른 워킹그룹들과 협력 하고 있다.

  Commission XV는 위원장은 ITALY의 Stefano Botta이며 6개 Working Group별 위원장은 아래와 같다. 

Comm. Working Group Scope Chair

XV

WG-A Analysis Prof. Kyong Ho Chang(Korea)

WG-B Design Mr. Douglas Hawkes (Australia)

WG-C Fabrication Prof. Dr.-Eng. Masahito Mochizuki (Japan)

WG-D Planar Heavy Equipments Dr. Koji Azuma (Japan)

WG-E Tubular Structure Dr. Thomas Ummenhofer (Germany)

WG-F Economy Prof. Dr. Karoly Jarmai (Hungary)

JWG XIII-XV Fatigue Design Rules Prof. Dr.-Ing. Adolf Hobbacher (Germany)

[위원회 발표논문]

1) XV-1570-18, Influence of Laser-arc Hybrid Welding Conditions on Cold Cracking Generation, HIROHATA 

Mikihito et al (JP)  

2) XV-1571-18, Prediction of Brittle Fracture from Notches at the Toes of Butt Weld and Weld Access Hole 

of the Beam End, Koji Azuma (JP) 

3) XV-1572-18, Structural Helath Monitoring (SHM) and current R&D, CHAPUIS Batien (FR)

4) XV-1573-18, Otimum design of pressure vessels for higher temperture, considering different steel grades, 

Antal ERDOS et al (HU)

5) XV-1577-18, On the digitalized production of welded structures, BJORK Timo (FIN)

 SG-212 : Physics of Welding 

   - Delegate : 조대원 선임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dwcho@kimm.re.kr)

  SG-212는 용접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study group으로 용접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현상

에 대하여 심도있게 접근하는 group이다. 특히 수치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를 주로 다루어 

용접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규명을 한다. 좌장은 일본 오사카대 M. Tanaka 교수가 맡고 있으며, 본 study 

group에서 발표한 list를 보면 아래와 같으며 주로 일본, 독일 등의 나라에서 발표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주 저자

를 기준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작성자가 소속된 한국기계연구원과 충북대학교에서 발표하였다. 

  총 37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Arc physics, GTAW, GMAW, SAW, Brazing, Additive manufacturing, Laser 

Beam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다. 특히 commission 1, 4, 7, 12와 더불어 Joint meeting이 이루어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additive manufacturing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발표는 GMAW, GT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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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AM 순의 분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일본에서 전체 발표의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발표를 수

행하였다. 

 <IIW SG-212 분야별 발표논문 수>

분야
논문수

2017 2018

Gas tungsten arc welding 14 7

Gas metal arc welding 10 8

Laser additive manufacturing 7 6

Plasma arc welding 5 2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5 6

Laser-hybrid 3 0

Laser welding 3 1

Submerged arc welding 3 3

Flux cored arc welding 2 1

Electron beam welding 1 0

Friction stir welding 1 1

Plasma arc additive manufacturing 1 0

Microplasma welding 1 1

<IIW SG-212 국가별 발표논문 수>

국가
개수

2017 2018

독일 18 6

국 15 4

일본 13 14

한국 3 3

국 2 0

호주 1 0

포르투갈 1 0

캐나다 1 1

미국 1 0

인도 0 1

라질 0 2

러시아 0 1

네델란드 0 1

랑스 0 1

  s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국내 연구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용접에서의 물리적인 현상을 기반으로 용접야금, 공정, 자

동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요 발표논문 list는 다음과 같다. 

[주요 발표논문]

1) 2I2-1553-18, Tomographic measurement of the current and heat input densities for the axially asym-

metric TIG arc plasma, K. Nomura, A. Aibe, S. Asia (Japan)

2) 212-1557-18,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Surface Conditions of Tungsten Electrode with Metal Vapor 

from Weld Pool during TIG Welding, K. Tanaka, M. Tanaka (Japan)

3) 212-1543-18, Numerical simulation of slag movement from Marangoni flow for GMAW, D.W. Cho, D.Y. 

Kim, M. Cheepu, Y.D. Park, J.H. Park (Korea)

4) 212-1552-18, Finding Puzzle Pieces of the Voltage Drop in GMAW, G.K. Zhang, G. Gott, P. Lozano, D. 

Uhrlandt (Germany)

5) 212-1544-18, Theret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e on Temperature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Hybrid Arc 

in Microplasma Arc Welding, M. Trautmann, E. Spaniol, F.S ilze, N. Brocke, M. Schinick, M. Hertel, U. 

Fussel (Germany)

6) 212-1548-18, Development of a novel TIG hot-wire process for wire and arc additive manufacturing, E. 

Spaniol, T. Ungethum, M. Trautmann, K. Andrusch, M. Hertel, Ul. Fussel (Germany)

7) 212-1565-18, Exploring Solutions for Mitigation Unidirectional Grain Growth and for Identifying Production 

Parameters in WAAM of Aluminum Alloys, Y.Y ehorov, L. Joao da Silva, A. Scott I (Brazil)

8) 212-1568-18, Towards a multi-sensor monitoring methodology for AM metallic processes, C.M. Rauch, 

J.Y. Hascoet (France)

9) 212-1558-18, Pore free GMAW process development of zinc coated steel sheet welding, J.H. Cho, H.C. 

Jeong, S.J. Baek, G.Y. Bae (Korea)

10) 212-1545-18, Direct observation and numerical simulation of the molten metal and molten slag behav-

ior in electroslag welding process, Y. Ogino, S. Fukumoto, S. Asai, T. Tsuyam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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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B : International Authorization Board  

   - Delegate : 이보영, 박영환 교수(부경대학교, parkyw@pknu.ac.kr)

  IAB는 용접 관련 교육훈련과 자격검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 독립부서로서 개인과 회사 그리고 세계 용

접 단체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는 용접엔지니어(IWE), 용접기술자(IWT), 용접기능자(IWS), 용접검사

자(IWIP), 용접설계자(IWSD) 등등의 디플로마 및 자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회사의 경우는 ISO 3834에 따른 용접 

공장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IAB에는 교육과 훈련 및 자격 부분을 담당하는 IAB Group A와 제도 실행을 위한 규정과 

자격증명을 담당하는 IAB Group B 그리고 IAB MM(Members Meeting), IAB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IAB 이

사회 의장은 C. Ahrens가 맡고 있으며 Group A의 의장직은 H. Bodt, Group B 의장은 S. Morra가 수행하고 있다.

 이번 IAB 회의에는 이보영 전임회장, 박영환 K-ANB CEO, 조정호 이사, 사무국의 황희용 과장이 참석하였다. IAB 

Group A/B 회의에서의 특이사항은 용접사 자격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WG 3a 반장으로 남아공의 Herman이 선입되었

으며 WG #3b에서는 용접 검사 훈련을 위한 플라스틱 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WG #5a에

서는 그동안 원격교육으로 불리던 Distance Learning을 Blended Learning으로 바꾸어 명명하기로 하였으며 원격교

육 시간의 최소 요건을 이론교육의 50% 미만에서 최대 80% 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원격교육

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원격교육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4. 맺 음 말 

용접접합기술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독보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IIW 2014 서울 대회 이후 IIW 총회에

서 우리나라의 참여인원 또한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각 Commission에서의 중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

리 대한용접접합학회가 IIW행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IIW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는 물론 

세계 용접접합기술을 선도하는 위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IIW 연차보고서는 IIW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새로운 용접접합기술의 연구경향의 소개와 외국 연구자들의 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되는 만큼 여러 가지 사정으로 IIW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새로운 연구정보 습득 및 용접접

합기술의 세계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리 : 백응률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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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18년 11월 15(목) - 16(금), 2일간

2. 장    소 : HICO(경주) (http://www.crowncity.kr)

3. 세부 일정 :

   - 발표논문 신청서 마감 : 2018년 10월 1일(월)

   - 발표초록 제출 마감 : 2018년 10월 31일(수) 

   - 참가자 사전등록 마감 : 2018년 11월 5일(월)

   - 기기전시회 신청 마감 : 2018년 11월 5일(월) 

   - 용접사진전 신청 마감 : 2018년 11월 5일(월) 

4. 학술대회 특별세션 신청 : 2018. 10. 1(월) 

 • 특별세션 신청범위 

   - 국책사업평가발표회, 연구과제 수행 워킹그룹 활동 내용, 기술보고 관련 업무

   - 용접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적용 관련 보고, 토론, 정보, 수집 등

   - 연구위원회, 지회 연구발표회, 기타 회원 학술활동 발표회 등

 • 특별세션 개최일 

   - 2018. 11. 15(목), 13:00-15:00 : 학술대회 첫째 날 오후

   - 2018. 11. 16(금), 09:00-13:00 : 학술대회 둘째 날 오전

5. 논문 발표는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 구두발표는 질문포함 20분

   - 포스터발표는 학생회원에 해당되지만,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한해 구두발표 가능

   - 포스터발표논문 : 11월 15일(목) 13:00까지 부착 완료

6. 논문 발표는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 구두발표는 질문포함 20분, 포스터발표는 11월 15일(목) 13:00까지 부착 완료

7. 발표논문 작성 및 제출(구두, 포스터발표자 모두 해당)

   - 템플릿파일에 1면으로 작성

   - 홈페이지(www.kwjs.or.kr) 학술대회에서 신청

8. 발표논문 학회지 게재 :

   - 6면 이상으로 작성한 논문을 JWJ 홈피 http://www.e-jwj.org/에 탑재 

   - 편집위원의 빠른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우선하여 게재함

9. 발표논문 학회지 게재 : 6면 이상으로 작성한 논문을 JWJ 홈피 http://www.e-jwj.org/에 탑재 

10.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11월 5일까지) 당일등록(11월 6일부터)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일반회원 190,000원 240,000원 210,000원 260,000원

학생회원 120,000원 160,000원 140,000원 170,000원

 ※ 학술대회 참가등록자에게 개정3판 용접 접합 용어사전을 무료 배포함

10. 용접 접합사진 전시회 작품 모집 : 11월 5일(월)까지 

    - 작품전시 : 11월 15일(목) 13:00까지 학술대회장에 전시

    - 출품작 : 학문분야의 조직 사진과 용접 접합관련 현장 사진 

11. 학술대회 기기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 11월 1일(목) 까지

12. 문의 : 학회 사무국 : 02-538-6512, koweld@kwjs.or.kr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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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회에서는 2018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특별세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특별세션 운영을 희망 

하시는 회원 및 위원회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세션 신청 범위 

   1. 국책사업평가발표회, 연구과제 수행 워킹그룹 활동 내용

   2. 기술보고 관련 업무

   3. 용접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적용 관련 보고, 토론, 정보 수집

   4. 연구위원회, 지회 연구발표회, 기타 회원의 학술활동 발표회 등

• 특별세션 개설 결정 : 학술대회 학술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

• 특별세션 개최일 

   1. 2018. 11. 15(목), 13:00-15:00 : 학술대회 첫째 날 오후

   2. 2018. 11. 16(금), 09:00-13:00 : 학술대회 둘째 날 오전 

• 초청연사와 발표자는 학술대회 참가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함

    (참가비 면제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 협의 요망)  

• 추계 학술대회 특별세션 신청서 제출 : 2018. 10. 1(월)까지 

대한용접접합학회지(JWJ) 책자 구독 안내

  우리 학회가 연 6회 발행하는 대한용접접합학회지(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 JWJ)가 2016년 2월호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책자로 발행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던 학회지를 온라인으로도 발행하여 회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게재논문을 검색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회지 발행 즉시 회원여러분에게 이메일로 검색 창을 안내

하여 온라인 학회지 게재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원 여러분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렸던 학회지(인쇄물 책자)는 2015년 12월호(33권 6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내드리지 않으오니, 기존과 같이 책자로 발간된 학회지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간 구독료 1만원을 납부하시

고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원사와 찬조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회지를 책자로 보내드리고, 게재논문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도록 이메

일 안내해 드립니다. 

 학회지 게재논문 검색, 다운 : http://www.e-jwj.org/, http://www.kwjs.or.kr/⇒ 논문투고

 학회지(책자) 구독료 신청 : 학회 사무국, 02-538-6511, 2, kws@kwjs.or.kr

종신회원 가입 회비 할인제도 안내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제조업의 핵심기술인 용접 접합 산업에 종사하는 관련자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

기를 보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학회에서는 회원 및 관련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학회 활동 지원과 학회 활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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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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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회원 회비 할인제도 안내                                                          (단위 : 천원)

나이(만) 40세 이하 41세 42세 43세 44세 45세 46세 47세

종신회비 500 475 450 425 400 375 350 325

나이(만)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이상

종신회비 300 275 250 225 200 175 150

 ※ 종신회원 가입 후 회비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납부도 가능하오니, 학회로 문의 바랍니다.    

 ※ 회비납부 

    우리은행 025-079710-01-001, 대한용접접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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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접합 용어사전 개정증보판 발간 및 판매 안내

  우리 학회가 용접접합 용어사전 3차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3차 개정증보판은 1992년 초판과 2001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한 

이후 17년 만에 발간하는 사전입니다. 우리 학회는 25년 전 용접용어사전 초판 

발행 이후 용접 접합기술의 진보에 맞추어 꾸준히 새로운 기술용어를 도입 및 발

굴하고 이를 학계와 산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표준화된 우리의 기술용어 사용이 정

착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증보판는 기존의 용어를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게 수정, 보

완하였고 새로운 용어를 확충하였으며 용접 접합기술 분야에서 새로이 각광받고 

있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마이크로 접합 및 패키징 분야에 대한 기술용어를 

새롭게 추가하여 내용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 판매가 : 60,000원, A4/500면, 

  구입 및 문의처 : 학회사무국, 02-538-6511∼2

김희진 회원, IIW Commission-IX 회장 선출

  금년 7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71차 IIW 연차총회에서 본 학회의 김희진 회원이 commission IX (C-IX)

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IIW에는 총 16개 commission이 있는데, C-IX은 가장 기여도가 높은 commission 중의 하

나이다.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3연임이 가능하다. Commission 회장은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technical session을 

총괄 운영하며, IIW에서 수여하는 상 (prize 및 award) 중에서 5 개 분야에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평가하는 권한이 있

으며, IIW 사무국에 대한 업무 평가도 하게 된다. C-IX은 용접야금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4개의 분과: IX-C (Creep 

and heat resistant welds, chair: Prof. Mayr (독일)), IX-L (Low alloy steel welds, chair: Prof. Enzinger (오스트리아)), 

IX-H (Welding of stainless steels and Ni-base alloys, chair: Dr. Elin (오스트리아)), IX-NF (Non-ferrous al-

loys, chair: Dr. Santos (독일)) 로 구성되어 있다. 

  김희진 회원은 금년 총회에서 IIW로부터 10년 참석에 대한 감사패도 수령하였다. 

유덕상 회원, The Halil Kaya Gedik Award 수상

  글로벌 종합 용접기업 (주)세아ESAB 유덕상 전 대표이사가 지난 7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2018 IIW 

총회에서 The Halil Kaya Gedik Award (Category A)를 수상하였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The Halil Kaya Gedik Award는 용접 과학 및 기술 분야에 탁월한 공헌을 한 IIW 회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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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나 엔지니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Category A, B, C 세 가지 분야로 선정되며 그 중 Category A는 용접재료

의 개발에 관련된 공로에 대하여 시상된다. 유덕상 대표이사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세아ESAB 대표이사를 역임하

였으며(현 세운 MPC 대표) CTOD용 용접재료, 고강도 내부식 재료 등의 고효율, 고품질 용접 재료 개발과 공급을 통

한 글로벌 해양프로젝트 활성화에 대한 공헌을 인정 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용접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제238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8년 4월 19일(목) 10:40-12:00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 307호        

• 참석자 : 장웅성, 백응률, 강문진, 장경호, 박영환, 박영도, 김명현, 홍원식, 김동철, 신상범, 강남현, 기형선, 홍현욱, 

안규백, 이목영, 문형순, 최해운, 한기형, 박정웅, 조정호, 남성길, 박현성, 이진희, 최 광, 안종기, 이상훈, 

감사(강봉용, 김숙환)

• 위  임 : 김성욱, 홍승갑, 김용덕, 박철규

 주요 안건보고 

1. 2018년도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함

   - 추천자 : 고진현 교수(한국산업기술교육대),  ※ 2018년도 기계분야 논문상 수상자 

2. 2018 춘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2018. 4. 19(목) - 20(금),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2) 후원 : 모니텍(타올, 패널 기념품), 엠디티, DNV. GL, 고려용접봉(강연자 기념품), 광주컨벤션뷰로

   3) 발표논문 : 153편

     - 강연, 특별세션 : 강연 13편, IIW연구위원회 6편, 김정한 전부회장 정년세션 6편

     - 일반발표 : 구두발표 69편, 포스터발표 59편

   4) 사전등록 : 210명(사전등록 197명, 무료등록 13명)

   5) 기기전시 : 8개사

   6) 초청강연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초청강연자와 강연 내용을 다양화 할 예정임

3. 박사과정학생 IIW 연차총회 학생참가비 지원은 세션 좌장의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발표자의 발표

능력 검증을 위해 영어 발표를 원칙으로 함.

4. 진해∼거제 주배관건설공사(1구간) 해저구간 배관건전성 기술자문 준공계를 제출함  

5. JWJ 학술지 SCOPUS 등재지 심사탈락의 이유인 낮은 인용지수 향상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1) 학회 회원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 투고시 JWJ 게재 논문을 인용하도록 요청  

  2) IWJC, EAST 등 국제 학술대회에서 학회지원을 받는 Plenary, Keynote, invited는 JWJ에 Review 논문투고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6. 제3회 KWJS 미래전략포럼 개최 

  1) 일시 및 장소 : 2018. 4. 19(목) 15:20-17:00,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 (만찬장)

  2) 주제 : 스마트 인더스트리를 위한 용접·접합기술 발전방향; “주력산업의 스마트 인더스트리化“

  3) 목적 : 용접·접합 분야에서 스마트 인더스트리의 조기정착을 견인하여 용접·접합人의 사회적 위상을 높임

  4) 패널 : 신상룡(조선/플랜트), 이창우(3D Printing), 김기수(소재/제조Al), 박현성(자동차), 홍원식(IT)

  5) 패널 감사장, 기념품(만년필) 증정, 포럼영상 녹화 

7. 29th AWF Meeting에 장경호 국제부회장이 참석하여 32nd AWF Meeting 한국 개최를 제안하기로 함

8. IIW Commission IX, Chair 입후보자로 김희진 박사를 추천하기로 함 

9. 2018년도 IIW-IAB 연회비 5,000유로(6,630,360원)를 납부함 

10. 마이크로접합 및 패키징 위원회 (MPC) 

    1) 2018년도 4월호 특집호 5편 게재함  

    2) 2018년도 MPC 위원회 워크샵 개최 계획 : 5. 25-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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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년도 MPC 컨퍼런스 개최 계획 : 10. 24, 코엑스

    4) 2018년도 MPC 전문서적“마이크로 솔더링 및 접합기술”발간 계획 : 7월 예정

※ 첨부 238차 이사회 회의자료 참조

 토의, 심의안건 의결 내용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25명(종신회원 2명, 정회원 12명, 학생회원 11명) 

2. IIW연구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승인함.

  1) 위원장 : IIW 담당이사

  2) 위  원 : 강남현, 강민정, 김명현, 김철희, 박영도, 박정웅, 박철규, 신상범, 안규백, 이용기, 이목영, 이진형, 임한균 

장경호, 전진수, 조대원, 조정호, 최  광, 최준태, 최해운

  ※ 첨부 위원회 운영 규정 참조 

3. 박사과정학생에 대한 IIW 연차총회 참가비 지급 규정 제5조(선정주관), 제6조(선정절차)을 개정 함.

  1) 선정주관을 사업에서 국제로 변경함

  2) 지원자 선정을 위한 별도세션을 운영하고 2인 이내인 경우는 일반 세션에서 발표

  3) 발표능력 검증을 위하여 영문발표를 원칙으로 함 

   ※ 첨부 개정 참가비 지급 규정 참조

4. 2019 추계 학술발표대회와 EAST-WJ, AWF Meeting 국제 행사를 용접전시 기간 중에 공동 개최함 

  1) 2019 용접전시회 : 2019년 10월 셋째주, 송도

  2) 용접조합의 AWF Meeting 후원 내용을 확인하기로 함

  3) 장경호 국제부회장이 29th Tokyo Meeting에서 32nd AWF Meeting의 한국 개최를 제안하기로 함 

  4) 5년 주기의 IWJC Conference를 3년 주기 Asia 중심의 Conference로 추진하기로 함    

  5) 국제행사 위원회 구성은 백응률 수석부회장이 장경호 국제부회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기로 함

5. 239차 차기 이사회는 2일간(6/22-23), 부산지역에서 Workshop으로 개최하기로 함

  1) 학회 플랫폼기능강화와 역할에 대한 방안 수립 

  2) 학회 장기발전 계획과 비전에 대한 로드맵 수립 

회차 236차(1) 237차(2) 238차(3) 239차(4) 240차(5) 241차(6) 242차(7) 

일시 1/19(금) 3/23(금) 4/19(목) 6/22-23 9월 11월 12월

장소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서울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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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제9  포스코 회장 취임 *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동사의 최정우 

신임 회장은 지난 7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포스코그

룹의 제 9  표이사 회장으로 선임 다. 이어 포항으

로 이동한 최정우 회장은 취임식을 갖고 포스코가 100

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해서는 재 

시 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로 재무장해야 한다

면서 ‘With POSCO(더불어 함께 발 하는 기업시민)’

를 새로운 비 으로 제시했다. 한 이 비 을 달성하

기 한 세 가지 개 방향으로 △고객, 공 사, 력사 등

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Business With POSCO,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Society With 

POSCO,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

는 People With POSCO를 정하고 새로운 포스코의 

길 <New POSCO Road>를 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세 가지 개 방향을 완수하기 해 비즈니스 

측면에서 안 하고 경제 인 철강생산체제를 구축해 세

계 최고 수 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면서 국내 철강산업

생태계 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그룹내 사업은 시 지가 높은 유 사업을 발굴해 재배

치하고 경쟁 열 의 사업은 끊임없이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업

* LNG선 4척 7.4억불 수주 *
 

  공업은 그리스 선사인 캐피탈(Capital)사와 7

억4천만 달러 규모의 17만 4천 입방미터(㎥)  형 

LNG운반선 4척에 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이번 계약에는 동형 선박에 한 옵션 3척이 포함

되어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 된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2020년 하반기부터 순차 으로 인도되며, 세계 

최고 효율의 완 재액화설비(SMR)를 탑재하고 있어 

선주사는 연간 100만 달러, 총 2천500만 달러 상당

(통상 선박 수명 25년 기 )의 연료비를 감할 것으

로 기 된다.

  동사그룹은 지난 2월 LNG이 연료추진선을 국내 최

로 인도하며 이 연료엔진과 LNG연료공 시스템

(Hi-GAS) 패키지에 한 기술력을 확인했으며, 자체 

개발한 LNG운반선 완 재액화설비, LNG재기화시스

템(Hi-ReGAS), LNG벙커링 연료공 시스템, LNG화

물창 등 LNG선 통합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며 선사들

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

* 형트럭 자율주행 국내 최  성공 *
  

  자동차㈜가 화물 운송용 형 트 일러 자율주행

차량으로 의왕-인천간 약 40km 구간 고속도로 자율주

행에 성공하며  다시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입증했다. 트 일러가 결착된 형트럭이 국

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한 것은 이번이 

최 다. 형트럭에 한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물류산

업 신을 견인해 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을 보다 강화

하는 동시에 형 교통 사고 발생을 획기 으로 감시

켜  것으로 기 를 모은다. 이날 형트럭은 자율주행

을 통해 총 1시간여 동안 40km 거리를 완주하는데 성공

했다. 형트럭의 고속도로 상 최고 제한속도 90km/h도 

철 히 수했다. 동사는 그 동안 자율주행 기술과 

련 기술 경쟁력 제고  시장 선 을 해 련 연구개

발 조직을 신하고 첨단 인 라 구축에 한 투자를 

지속 확 해 왔다. 동사는 이번 시연 성공에 그치지 않

고 향후 부산 등 다양한 지역과 도로에서 형트럭 자

율주행 기술을 테스트 하면서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사 인 개발 역량을 집 할 계획이다. 동사는 이번 

형 트 일러 트럭의 자율주행 기술 시연 성공을 시작으

로 군집 주행과 운 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

자율주행 트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 원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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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업

* 세계 최  에지나 FPSO 성공  출항 *
  

  세계 최  규모의 에지나 FPSO가 나이지리아 라고

스(Lagos) 지 생산 거 에서의 모듈 제작  탑재 

작업을 성공 으로 마치고 해상 유 으로 출항했다. 에

지나 FPSO는 해상 시운 을 거쳐 연내 에지나 해상 

유 에 투입해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량의 10% 수 인 

하루 최  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정이다. 동사

는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s, 지 생산 규정)에 

따라 나이지리아 라고스 지역에 생산법인(SHIN)을 설

립했으며, 거제 조선소와 동일한 안 ·품질 기  하에 

지에서의 공사를 완료했다. 에지나 FPSO는 삼성

공업이 2013년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해양 로젝트

이다.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200Km 떨어진 에지나 해상 

유 에 투입되는 이 FPSO는 길이 330m, 폭 61m, 높

이 34m 크기로 장용량이 230만 배럴에 상부 랜트

(Topside) 량만 60,000톤에 달하는 형 해양 

설비다. 동사가 설계와 구매, 제작, 운송, 시운  등을 

총 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한 이 로젝트의 계약 

액은 약 34억 달러로 FPSO 사상 최  수주 액으로 

기록된 바 있다. 동사는 로컬 콘텐츠에 응하기 해 

지업체와 합작으로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지역

에 생산거 을 건설(2016년 10월 완공) 하 습니다. 

지 생산거 은 면  약 120,000㎡ 규모로 조립 공장

과 도장 공장, 500m 길이의 안벽시설 등을 갖춰 아

리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200만 배럴  형 FPSO

의 모듈 제작  탑재가 가능한 야드다. 로컬 콘텐츠 

생산을 해 철 히 비한 결과 나이지리아 지에서

의 건조 작업을 성공 으로 완료했다. 형 FPSO의 

로컬 콘텐츠 수행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서아 리

카 지역에서 발주 정인 해양 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치를 선 하는 성과를 이 냈다..

우조선해양

* 세계 최  압엔진용 완 재액화시스템 용 
LNG운반선 건조 성공 *

  

  우조선해양이 고압엔진 (ME-GI)용 완 재액화시

스템에 이어 압엔진 (X-DF)용 완 재액화시스템 

(MRS-F / Methane Refrigerant and Full Re- 

liquefaction System)도 성공 으로 선박에 용하며 

련기술에 있어서 독보 인 치를 선 했다. 동사는 

최근 LNG운반선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 재

액화하는 완 재액화시스템을 용한 압엔진 추진 

LNG운반선을 세계 최 로 건조해 일본 선사인 MOL

社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재액화장치는 LNG

운반선 운항  화물창에서 자연 으로 기화하는 천연

가스를 재액화해, 다시 화물창에 집어넣는 장치로 LNG

운반선의 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이어서 선주

들로부터 각 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이번에 용된 

재액화장치인 MRS-F는 압엔진 추진 LNG운반선에 

용할 목 으로 개발된 기술로, 기존의 재액화장치에 

메탄 냉매 시스템을 결합함으로써 증발가스의 재액화 

효과를 극 화 했다. 특히 이번에 용된 MRS-F는 

선박 인도  실시한 가스시운 에서 조선소가 건조계약

서 상 보증하는 일일기화율 (BOR / Boil-off Rate) 

기 을 과 달성함으로써 성능이 완벽하게 입증 다. 

일일기화율은 LNG운반선이 LNG를 운송하는 동안에 

자연 기화되는 손실량을 말하며, 선주사가 가장 요하

게 고려하는 부분이다. 선주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연

간 최  100억원 가량의 LNG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로써 동사는 지난 6월 고압엔진용 

완 재액화시스템인 FRS를 용한 LNG운반선을 성

공 으로 인도한데 이어, 이번 압엔진용 완 재액화

시스템인 MRS-F를 용한 LNG운반선을 성공 으로 

인도함에 따라 재액화시스템  분야를 완성했다. 이와

함께 이 설비에 들어가는 컴팬더 (compander / 냉매

를 돌리는 설비)등 주요자재에 해서도 한화 워시스

템을 포함한 국내기자재업체들과 함께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기자재산업 발 에 기여하고 있다.

두산 공업

* 오만 해수담수화 랜트 수주 *
  

  해수담수화 분야 세계 1  두산 공업이 오만 수

력조달청이 발주한 총 사업비 2300억 원 규모 ‘샤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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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Sharqiyah) 해수담수화 랜트 건설 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사는 로벌 랜트 건설

사인 일본 JGC 등과 컨소시엄을 이  이번 로젝트

를 수주했다. 동사는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조달, 시공까

지 일  수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방식을 통해 오는 2021년 4월까지 

이번 담수 랜트를 완공할 계획이다. 역삼투압 방식으

로 건설되는 샤르키아 담수 랜트는 오만의 수도 무스

카트에서 동남쪽 220km 지 에 건설되며, 하루 약 

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8만 톤 규모의 물을 생산하

게 된다. 동사는 특히 샤르키아 담수 랜트 건설을 

해 설립된 특수목 회사(SPC) ‘알 아실라’(Al Asilah)

에 일본 JGC(75%), 오만 UIDC(20%) 등과 함께 지

분 5%를 투자함. 이로써 두산 공업은 담수 랜트 건

설 공사를 맡는 동시에 지분 투자자로도 참여해, ‘해수

담수화 분야 디벨로퍼(developer)’로 사업 역을 확

하고, 향후 20년 간 랜트 운 을 통한 추가 수익도 

기 할 수 있게 다. 

한국수력원자력

* 체코 신규원  수주활동 *

  한국수력원자력이 본격 인 체코 신규원  수주활동

에 나선다. 체코는 지난 7월 신정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정이며, 올해 말

까지 신규원  사업/투자 모델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

기  입찰안내서를 발 할 정이다. 한수원 사장은 

체코 라하를 방문, 체코 원  건설의 주요한 의사결

정기 인 체코 산업부의 얀 슈틀러(Jan Stuller) 원

특사  체코 력공사 경 진을 만나 체코 신규원  사

업을 포함한 한-체코 원 분야 력방안에 해 논의하

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의 체코 신규원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하 다. , 체코 원  산업계와의 력 확

를 해 체코국 원자력연구소(UJV Rez)와 MOU

를 체결할 정이다. 양 기 은 MOU를 통해 원  운

, 정비, 설계, R&D 등 여러 분야에 한 력 계

를 구체화해 나갈 정이다.

군장에 지

* ‘JK군장호’ 군장에 지(주) 용부두 안  
안 운항기원제 개최 *

  

  JK 군장호는 지난 7월 8일 양항에서 유연탄 14,300

톤을 재하여 출발하여 7월 10일 12:30경 당사 용

부두에 안하 다. 이후 화주인 당사를 비롯하여 선사 

JK마리타임, 용부두 시공사인 이테크 건설 계자들

이 모인 가운데 안 운항기원제를 개최하 다. 신동선 

집례 의 주  아래 JK군장호의 무사고를 하여 재배 

 헌주, 음복의 를 갖추어 경건하고 엄숙한 분 기

로 진행되었다. JK마리타임 김지회 사장은 JK마리군

장호의  승조원  회사의 모든 지원부서는 향후 안

수칙을 철 히 수하여 한치의 안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며, 군장에 지 부두에 친환경 

항만하역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

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박  표이사는 4년이 걸린 

로젝트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임직원  

력사들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안 운항기원제를 통해 

앞으로 JK군장호가 안 하게 운항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JK군장호는 양-군산 항로를 통해 연간 약 

100만톤의 유연탄을 하역할 정이다. 

미포조선

* 명품 Ro-Pax선 건조 *

  미포조선에서 건조 인 로팩스(RO-PAX)선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고 속에도 뛰어난 성능과 품

질을 자랑하며 선주 계자들의 호평 속에 해상시운

을 성공리에 마쳤다. 동사는 2016년 한․  합작선사

인 동항운유한공사(사장 기정)로부터 수주해 건조

인 3만 3백톤 (GT, Gross Tonnage) 로팩스선인 

선번 8249호에 한 해상시운 을 지난 2일부터 6일

까지 울릉도 인근 동해상에서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간  향으로 

인해 해상 고가 3〜4m에 달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당  계약된 최고 운항 속력인 23.5노트(knot)를 상

회하는 스피드 테스트 결과를 얻은 것을 비롯해, 선회

(Turning), 지그재그(Zig-Zag), 역추진을 통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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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테스트 등의 운항능력 검증을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해졌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해상인명안

약(SOLAS)의 강화된 규정인 SRTP(Safe Return 

To PORT)에 따라 침수나 화재 등 긴  상황에 비

해 2기씩 설치한 엔진, 발 기 등 주요 장비들과 성

항법장치를 비롯한 화재자동경보기, 스 링클러 등 다

양한 안 설비도 모두 정상 으로 가동돼 합격 을 받

았다. 이밖에 승객들의 쾌 한 여행에 큰 향을 미치

는 소음과 진동 테스트도 당  발주사가 요구한 기 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아 선주․선  계자들로부터 성능

과 품질에 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

라 최근 미포조선에서 건조 인 로팩스선의 우수

한 품질에 해 국내 여객선사는 물론 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선사의 심과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

로 해지고 있다. 해상 시운 을 마친 이 선박은 재 

미포조선 본사 1안벽에 안돼 막바지 내부 마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월 선주사에 인도돼 인

천과 국 청도(靑島)  해( 海) 항로에 투입될 

정이다. 

한국선

* LNG 연료추진 벌크캐리어 표 도면 공동개발 
MOU 체결 *

  한국선 은 지난 7월 18일 부산에 치한 한국선  

본사에서 STX조선해양과 LNG 연료추진 벌크캐리어 

선형  가스공 시스템의 표 도면 개발을 한 공동

개발 로젝트(JDP) 수행 양해각서를 체결하 다고 

밝혔다. 동사와 STX조선해양은 최근 강화되는 로벌 

환경규제에 따라 수요가 증할 것으로 상되는 LNG 

연료추진 벌크캐리어 시장을 선 하기 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양사는 화물 공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상 항로도 고려한 최 의 LNG 탱크 

형식  설치 치, LNG 연료 엔진 형식, 연료 비실 

치  가스공 시스템 등의 설계에 한 연구를 수행

하여 LNG 연료추진 벌크캐리어의 표 도면을 완성할 

정이다. 이 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LNG 연료추

진 벌크캐리어는 다른 후처리 설비 설치 등의 추가 조

치 없이 IMO(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SOx)  질

소산화물(NOx)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국가스공사

* 부산항만공사와 LNG벙커링분야 력 *

  한국가스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7월 5일 부산항만공

사 본사에서 “부산항 LNG벙커링 체계 구축  활성화

를 한 업무 약”을 체결하 다. 이번 약을 통해 양

사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LNG를 선박연료로 공

하는 ‘LNG벙커링 사업 타당성 조사’를 공동으로 실

시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정이다. 양사가 공

동으로 실시할 정인 ‘LNG벙커링 사업 타당성 조사’

는 LNG 벙커링용 해상 부유식 LNG 장설비(Floa- 

ting LNG Bunkering Terminal)를 포함, 부산항에 

합한 LNG 벙커링 체계  사업 방식을 종합 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

가 2020년부터 공해상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0.5%로 규제함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로써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특히, 부산항은 

국내 최  항만이자 세계 6  항만(’17년 물동량 기 )

으로 한국가스공사 통  LNG기지에 가까워 LNG 벙

커링 사업 발 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향후, 

국내 입출항 선박 연료가 단계 으로 LNG로 환될 

경우 2030년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14년 기  약 20% 

수 인 2,500톤 감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동

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와 LNG 벙커링 

력 계를 맺음으로써 부산항의 LNG 벙커링 인 라 

구축  활성화를 한 보다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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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 그림은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표, 그림, 사진 중의 문자는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고, 해당 그림과 표의 설명

있는 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배치한다.    

9.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표기는 일련번호, 저자명(모두), 제목, 저널명 또는 책명(이탤리체), 권(호) 

(년도), 게재면, DOI(있을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단,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주 저자 이름만 표기할 수 있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나타낼 때는 글귀의 오른 쪽 어깨에 인용된 차례의 번호를 표시한다.

  예) 1) Sungwook Kim, and Chang-Keun Chun, Trend of DED type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itanium,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35(4) (2017), 23-28

https://doi.org/10.5781/JWJ.2017.35.4.4

     2) Y. Miyazaki et al., Journal of JWS, 19(2) (2001), 241-251 

     3) 대한용접접합회지 참고문헌 표기 방법

       ① 2014년도 이전 발간 학술지 : Journal of KWJS

       ② 2014년도부터 발간된 학술지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10. 논문 심사는 학문 분야에 따라 전문심사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며 심사자는 논문원고에 대한 평가와 종합의견을 제시하

여야 한다. 

11.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45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45일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으로 

처리한다. 단 집필자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집필자는 반드시 연기 일정을 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기는 1회에 한 한다. 

12. 투고 논문은 심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심사 완료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서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3.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저자는 심사완료 된 논문에 대한 

저자권 양도확인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는 저자권 양도확인서를 5년간 보관한다. 

14. 학회지 논문게재료는 5면을 기본으로 계산하고, 별도의 논문 심사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 5면 초과 면당 연구비수혜논문 특급논문

120,000 30,000 70,000 100,000

15. 학회지는 연 6회 짝수 달 30일에 발행한다. 단, 2월은 28일에 발행한다.

16. 대한용접접합학회지는 국제출판윤리(COPE)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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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for Authors
 Aims and Scope (Print Edition ISSN: 2466-2232/ Web Edition ISSN: 2466-210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is an open access, peer reviewed and refereed international journal 
published in electronic form as well as print form. The journal is dedicated to the full rang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ssues associated with welding and joining of materials. The research work published will 
be oriented more toward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manufacturing. The journal covers all 
aspects of materials joining including welding, brazing, soldering, cutting, thermal spraying and hybrid 
joining and fabrication techniques. The detail scopes of JWJ journa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opics:
• Residual Stress/Distortion/Modeling 
• Welding Strength/Integrity Assessment
• Arc Physics/Visual/ Simulation 
• Sensing and Monitoring/Welding Processes/Welding automation
• Laser / Electron Beam Welding & Processing
• Friction Stir Welding/Process
• Electrical Resistance Welding
• Electronic Packaging and Reliability
• Nano/Microjoining Process
• Diffusion Bonding, Brazing, TLP Bonding, Soldering 
• Surface Modification
• Inspection / Evaluation / Education & Qualification
  
 About the Journal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is founded in 1983 and publishes issues bimonthly starting from February. 
The journal title has been changed three times, Journal of Korean Welding Society, KWS, from 1983 to 
2006, Journal of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KWJS, from 2007 to 2012, and currently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from 2013 to present.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abstracted in Google 
Scholar, KCI (Korea Citation Index) and KSCI (Korea Science Citation Index).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anuscript Submission
New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online at the following URL: http://submit.e-jwj.org/ 
Log in is required for the first time user. If you do not have an account, click "Register" button and make 
your account. ID should be your email address being actively used now. If you have an account but forgot 
your password, click the "Forgot Your Password?" button. Your password will be given to your email 
address on your request. To begin, enter your User ID and password into the boxes provided, and click. 
At the welcome screen, click "Submit a Manuscript" button. After that, click "New Submissions" button to 
submit your new manuscript and follow steps 1-6.
• Step 1. Title, Abstract and Corresponding Author
Choose manuscript type, and enter your title and abstract into the appropriate boxes. If you need to insert 
a special character, click the "Special Characters" button. If you are submitting a manuscript that does not 
require an Abstract, please type N/A in the Abstract box. Please click the check box, if the corresponding 
author is the first author.
• Step 2. Authors 
Enter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first author in the boxes under "Add the First Author." 
• Step 3. File Upload
The manuscript file (main text) should not include authors’ name or affiliation. Upload and select the 
correct file designation for each item. All images should be inserted into a PowerPoint file. Acceptable file 
formats are pdf, hwp, doc and ppt, and each file should not be bigger than 20 MB in size.
• Step 4. PDF conversion
Merger file will be created in pdf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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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Cover Letter
Please, submit a separate cover letter with additional notes to Editor-in-Chief. 
• Step 6. Preview
Review the information in the Preview chart for correctness; make changes if needed. If you have not 
completed the required steps, you will not be able to submit your manuscript.
• Step 7. Submit
Once it is submitted, you will be able to monitor the progress of your manuscript through the peer review 
process.

Manuscript preparation
Manuscripts should be typed in double-spaced with adequate margins. All manuscript must use SI (metric) 
units in the text, figures, or tables. Manuscripts should be organized in the following order: title, name(s) 
of author(s) and his/her (their) complete affiliation(s) including zip code(s), Abstract (not exceeding 200 words), 
Introduction, Main body of paper, Acknowledgements, References, Appendices, Table & Figure Captions, Tables 
and Figures.
• Title: The title of the paper should be concise and definitive.
• Author names and affiliations: Author name should consist of first name (or initial), middle initial, and 

last name. The author affiliation should consist of the following, as applicable, in the order noted:
  Company or college (with department name or company division), Postal address, City, state, zip code
  Country name (only for countries other than the U.S.), Telephone, fax, and e-mail
• Abstract: An abstract (200 words maximum) should open the paper or brief. The purposes of the abstract are:  
  1. To give a clear indication of the objective, scope, and results so that readers may determine whether 

the full text will be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m.
  2. To provide key words and phrases for indexing, abstracting, and retrieval purposes.
• Body : The original typescript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in A4 size format, with a word count 

of 5000 (excluding figures), following the submission requirements described on the Journal's website. A 
final paper which would exceed of 5000 words or occupy more than 10 pages of the Journal may be 
returned for abridgement.  

• Equations: All mathematical equations should be clearly printed/typed using well accepted explanation. 
Superscripts and subscripts should be typed clearly above or below the base line. Equation numbers 
should be given in Arabic numerals enclosed in parentheses on the right-hand margin. They should be 
cited in the text as, for example, Eq. (1), or Eqs. (1)-(3).

• Tables: All tabl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have a caption consisting of a table number 
and a brief title. This number should be used when referring to the table in text. Table references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text in numerical order according to their order of appearance. Tables should be 
inserted as part of the text as close as possible to its first reference — with the exception of those 
tables included at the end of the paper as an appendix. A separate list of table numbers and their 
respective captions should be included at the end of the paper (for production purposes only).

• Figures: All figures (graphs, line drawings, photographs, etc.)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have  
a caption consisting of the figure number and a brief title or description of the figure. This number 
should be used when referring to the figure in text. Figure references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text 
in numerical order according to their order of appearance. Figures should be referenced within the text as 
"Fig. 1." When the reference to a figure begins a sentence, the abbreviation "Fig." should be sp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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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ance. The numbered reference citation within text should be indicated with half-parenthesis in 
superscripts.

  Example: It was shown by Moon1) that the fracture toughness decreases under these conditions.
In the case of two citations, the numbers should be separated by a comma1,2).In the case of more than two references, 
the numbers should be separated by a dash3,4,5-7). All references should be listed at the end of the 
manuscripts, arranged in order. Reference to journal articles and papers in serial publications should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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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name of each author
• Full title of the cited article, title capitalization 
• Full name of the publication in italics
• Volume number (if any) (Do not include the abbreviation, "Vol.") 
• Issue number (if any) in parentheses (Do not include the abbreviation, “No.”)
• Year of publication
• Inclusive page numbers of the cited article (Do not include the abbreviation, “pp.”)
• DOI number (if any) 
The exemplary form of listed references is as follows:  
(1) A. A. Golden berg and A. Bazerghi, Preview approach to force control of robot manipulators, J. Appl. 

Mech. 20(5) (1985), 449-464 
(2) Je-Hyoung Cho, Myung-Hyun Kimm and Jun-Woong Choi, FSW Properties of Aluminium Alloy 5000/ 

6000 for Small Boat,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32(1) (2014), 34-39
https://doi.org/10.5781/JWJ.2014.32.1.34    

(3) Young Kim and Ki Young Park, Micro TIG Welding Characteristics of Stainless Steel Bellows, Journal 
of KWJS, 31(2) (2012), 115-119  ※ Journals published until 2013 

(4) Y. Miyazaki, S. Furusako and M. Ohara, Porosity Formation in CO2 Laser Welding of Steel Sheets,  
Journal of Japan Welding Society, 19(2) (2001), 241-251

References, including those pending publications in well-known journals or pertaining to private communications, 
not readily available to referees and readers will not be acceptable if the understanding of any part of the 
submitted paper is dependent upon them. In the text the reference should be numbered in bracket in 
ascending order, e.g.1,2), etc. Single or two authors can be referred in the text; three or more authors should 
be shortened to the last name of the first author, like Smith et al.

 Publication type
• Review paper : Review articles undergo full peer review. A Review Article organizes, clarifies, and 

summarizes existing major works in science and engineering and provides comprehensive citations to a 
full spectrum of relevant literatures.

• Special issue : Special issue articles undergo full peer review. A special issue article reports results that are of 
significant and archival value to the engineering community; however, these works are more limited in scope 
and length than a research paper. A special issue may contain any of the following: 1. preliminary report 
of a result not yet fully developed or interpreted; and 2. commentary on a technical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readers.

• Research paper : Research papers undergo full peer review. A research paper is a full-length, technically  
  original research document that reports results of major and archival value to the specific community of  
  engineers that comprise the journal audience.
Galley proofs will be provided as a pdf file to the author with reprint order and copyright transfer form. 
The author should return the corrected galley proofs within a week with the signed reprint order and 
copyright transfer form. Attention of the authors is directed to the instructions which accompany the proof, 
especially the requirement that all corrections, revisions, and additions be entered on the proofs and not on 
the manuscripts. Proofs should be carefully checked and returned to the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editorial office by online or e-mail if the changes are minimal. If the changes are extensive, proofs 
should be returned by fax only. Substantial changes in an article at this stage may be made at the author’s 
expense. The reprint request form must be returned with the proof. Neither the editor nor the JWJ office 
keeps any supply of reprints.

 Peer review process
Submitted manuscripts will be sent to two more peer reviewers, unless they are either out of scope or 
below the quality threshold for the journal, or the presentation or written English is of an unacceptably low 
standard. A manuscript that meets this standard is sent to anonymous reviewers for peer review. Once the 
editorial office receives complete reviews, the associate editor and editor makes a decision and the 
corresponding author is informed of the editorial decision by e-mail. The editor selects referees results of 
the review will be classified as follows;
• Accepted: The manuscript will be forwarded to the publisher without further corrections.



454

120

• Minor revisions: The author should address the comments from the reviewers, which will be confirmed   
by the reviewers before being sent to the publisher.

• Major revisions: The author should address the comments from the reviewers and make the appropriate   
corrections for further review by the reviewers.

• Rejection: When majority of the reviewers recommends not to publish, the manuscript will be reject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 Consultation: Review of the manuscript will be forwarded to further consultation to subcommittees and subspecialties.
Manuscripts reviewed that require revision should be revised and uploaded with a response to the reviewers’ 
comment at JWJ editorial manager within two months. Otherwise, the manuscript will be considered as a 
new manuscript when and if it is re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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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W per page will be charged within 10 pages. For papers with acknowledgement for financial support, 
there will be additional charge of 70,000 KRW. Be noted that there is no article processing charge for 
papers submitted by foreign authors

 Address to submit and Contact information inquiry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The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Building, New B/D, Room 503
Teheran-ro 7-gil, 22(635-4, Yeoksam-Dong), Ganam-gu, Seoul, 135-703, Korea 
Tel. +82-2-538-6511~6512, Fax. +82-2-538-6510, E-mail. koweld@kwjs.or.kr, http://www.e-jwj.org

 Authors’ checklist for manuscript submission
Prospective authors should use the following checklist for manuscript preparation. 

<Title Page>
Include all authors with current affiliations.
Provide full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Abstracts should not exceed 200 words.
Make sure to include a clear indication of the objective, scope, and results so that readers may determine 
whether the full text will be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m.
Use keywords in proper English format.

<Body of Manuscript>
Use 10 pt. font size.
Use a default typeface (e.g. Times, Times New Roman, Courier, Helvetica or Arial).
Is the manuscript written according to the JWJ manuscript preparation guideline including the section on  
how to write references?
Is your manuscript carefully proofread?

<References>
References should be numbered and listed at the end of the paper in the order of cited.
Properly formatted according to the style set of JWJ template.

<Figures and Tables>
Properly labeled and formatted.
Minimum required resolution for publication (600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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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PYRIGHT TRANSFER FORM for PUBLICATION
            

Submission of your paper for publication is understood to imply that the article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nor is it being consider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f parts of the material, e.g., text, figures or 
tables, have already been published elsewhere, permission for their reproduct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copyright owner and full acknowledgment made in the manuscript. The manuscript shall be submitted free 
of copyright charges.
Formal written transfer of copyright on each article from the author(s) to the publisher is required. This transfer 
enables the publisher to provid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the article through activities such as 
distribution of reprints; authorization of reprints, translation, or photocopying by others; production of 
microfilm editions; and authorization of indexing and abstracting services in print and data base formats. 
Without this transfer of copyright, such activities by the publisher and the corresponding spread of infor- 
mation are limited.

Author agreement:
Title of article for which copyright is being transferr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nuscript Number:                Authored by:                                                  
to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The copyright is hereby transferred to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KWJS), effective if and 
when the article is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author(s) reserve(s) the followings:
1. All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2. The right to use all or part of this article in future works of their own, such as lectures, press releases,  
   reviews or text books.
3.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limited distribution for own personal use or for company use for 

individual clients, provided that source and copyright are indicated and copies per se are not offered for sale.
In case of republication of the whole article or parts thereof by a third party, written permission should be 
obtained from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KWJS), to be signed by at least one of the authors 
(who agrees to inform the others, if any) or, in the case of a “work made for hire” by the employer.
This form must be completed and signed by the all authors or corresponding author on behalf of the 
others, and received by the editorial office of the KWJS, before the article is published. In the case of an 
article commissioned by another person or organization, or written as part of duties as an employee,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ing organization or employer must sign instead of the author(s). 
After submission of the Copyright Transfer Statement sign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 changes of 
authorship or in the order of the authors listed will not be accepted by KWJS.

Corresponding Author’s

Other Authors’
Signature(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nt Name(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s the form is being sign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 on behalf of the others, the following additional 
statement must be signed by the author signing for the co-authors: “I represent and warrant that I am 
authorized to execute this transfer of copyright on behalf of all the authors of the article named above.”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  Corresponding Author’s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send this form to the editorial office of the KWJS by e-mail at koweld@kwjs.or.kr or fax at 
+82-2-503-6510.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Employer:
(if not signed by author)
                            

Print Name: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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