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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리는 이산화규소 (SiO2)를 주성분으로 갖는 비결

정질 고체로서 재질의 우수한 학  특성으로 인해 

통 으로 학, 통신  디스 이 기기의 요 소재

로 사용되고 있다. 

  여러 응용분야에 유리가 히 사용되기 해서는 

유리를 다양한 형상으로 정 하게 가공하는 것이 필요

하나, 물리  을 이용하는 기계  가공 방법1,2)으

로는 취성이 높은 유리소재를 정 하게 가공하데 어려

움이 있다. 높은 도의  에 지를 열원으로 사용하

는 비  방식의 이  공정3,4)은 취성이 높은 재료 

가공 시 발생하는 균열  재료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 이 있어 이 를 이용한 다양한 유리 가공 

기술이 개발  연구되고 있다5-7). 특히, 원 외선 

장의 CO₂ 이  빔은 유리 소재에 한 흡수율이 높

아8) 유리소재에 투명한 특성을 가지는 가시 선 역의 

이  빔 비 유리 가공 시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 

  Brusberg9)등은 CO₂ 이 를 이용한 500 ㎛ 두께 

유리 (Schott D263 Teco)의 드릴링 가공에 한 연

구를 수행하 다. 연구에 따르면, CO2 이 를 이용

하여 100 ㎛ 직경을 갖는 곧은 원통모양의 홀을 량

으로 가공하 으며, 공정 에 발생한 균열 문제는 , 

후 열처리를 통해서 개선하 다. CO2 이 에 의한 다

양한 종류의 유리 (합성 석 유리, pyrex 유리, 소다라

임 유리) 드릴링 가공 연구도 보고되었다10). 3가지 유

리 종류  석  유리의 가공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

러났으며, 멀티  펄스 모드 사용 시 석  유리에 가공

된 홀의 테이퍼  홀 주변 열 향부도 감소시키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Chung11) 등은 CO2 이 를 이용

한 유리의 홀 가공에서 유리를 물에 잠기게 하는 방법

을 이용하여 가공부와 주변의 온도차를 감소시킴으로써 

균열이 없는 홀을 가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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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ports CO2 laser drilling of the cover glass using the Taguchi method. In this study, the 
Taguchi method containing L16 (4 factors and 4 levels) orthogonal array design was employ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cess parameters on hole qu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experiments, holes with a high total
hole quality index (THQI) show less cracking and heat affected zone (HAZ), and in this case the circular 
morphology of a hole is relatively well kept. From the Taguchi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THQI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laser power, however the effect of the focal position on the THQI is very small. The optimal 
process parameters to maximize the THQI are the laser power of 20 W, the scan speed of 20 mm/s, the scan
of 1 pass and the focal position of 0 mm. The regression model to predict the THQI is obtained using the 
surface response method. It is confirmed that the regression model predicts the THQI with 5.717 % error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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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교 배열표를 이용하는 다구  실험계획법12) 은 실

험에 향을 주는 모든 인자들의 조합을 고려하여 실험

을 진행하는 신 실험횟수를 최소화 하면서도 통계  

분석을 통해 공정에 큰 향을 주는 인자  타당한 최

의 공정조건을 악하는 것이 용이하여 다양한 공정 

설계  평가에 이용된다. Song13) 등은 Nd:YAG 

이  립 칩 합 연구에서 합인자들에 한 향도 

분석  최  합조건을 악하기 해 다구  실험을 

사용하 다. 실험 결과, 솔더 범  형상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자는 스캔 속도로 분석되었으며, 낮은 

이  출력  빠른 스캔 속도가 좋은 합특성을 보

여주는 것을 확인하 다. 순수 Ti 소재의 디스크 이  

용  공정에서 다구  방법을 이용하여 용  변수를 최

화 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14). 연구에 따르면, 

이  출력, 보호가스  스캔 속도 순으로 용  부 인

장강도에 미치는 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CO₂ 이 를 이용한 커버 유리의 드

릴링 가공 연구 내용을 다룬다. 실험설계를 해 다구

 방법을 이용하 으며, 이  출력, 스캔속도, 빔 

치  스캔 횟수가 가공된 홀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한, 표면 반응법을 이용하여 홀 품

질을 측할 수 있는 회귀식도 제안하 으며, 제안된 

식에 의한 측값을 실험값과 비교해 으로써 제안된 

회귀식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장치  재료

  80 W  연속  (CW)　CO2 이  (10.6 ㎛ 장) 

소스를 포함하는 이  장치가 (INNOSTA, IS 960) 

유리 드릴링 실험을 해 사용되었다. 이 에서 발진

된 빔은 거울로 구성된 빔 달 학계를 거쳐 이  

노즐로 송되며, 노즐에 포함된 즈 (50 mm 의 

 거리) 를 통해 이 맞춰진 빔은 최종 으로 유

리 기  표면에 입사된다. 이  노즐과 연결된 갠트

리 (gantry) 시스템은 x-y축 방향의 움직임을 제공함

으로써 유리 기 에서 이  빔의 치를 제어한다. 

실험에 사용된 유리는 0.175 mm (± 0.015 mm) 두께의 

붕규산 (보로실리 이트) 커버 유리 기 　(DURAN)　이

다. 붕규산 유리의 열  학  물성치는 Table 1에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기 에 직경 1 mm의 홀을 

뚫기 해 트  (trepanning) 방법을 사용하 다. 

트  방법에서는 이  빔이 면에서 일정한 직

경의 원을 그리며 드릴링이 진행된다. 본 실험에서는 

이  빔이 1 mm 직경의 원형 트랙을 따라 스캔하도

록 설정되었으며, 실험 조건에 따라 1-4회의 스캔 횟수

를 사용하 다 (1회의 스캔에서 이  빔이 한 번의 

완 한 원을 그림). 

  드릴링 실험 후 홀의 품질을 평가하기 해 학 미

경 (OLYMPUS, BH2-UMA)  주사 미경 (Tescan, 

Vega3)을 이용한 홀 형상 분석 (홀 크기  열 향부 

면 ) 을 진행하 다. Fig. 1 은 드릴링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 구성  드릴링 방법 개략도를 보여 다.

2.2 다구  방법을 이용한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총 16번의 실험횟수를 가지는 4인자 

4 수 계의 다구  직교배열표 (L164
4) 이용하여 실험

을 진행하 다. 실험에 향을 주는 인자로는 이  

출력, 스캔속도,  치  스캔 횟수가 고려되었으며 

각 인자에 한 수 은 Table 2에 보여 진다. Table 

3은 다구  방법에 의해 설계된 총 16번의 실험 배치

Density 2.23 g/cm3

Specific heat 0.83 J/g·K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3.3⨯10-6/K

Thermal conductivity 1.14 W/m·k

Index of refraction 1.486 (at 2.5 ㎛)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borosilicate glass

Mirror Beam delivery  path

Mirror
Mirror

Gantry system

CO₂ laser

Trepanning
drilling

LensLaser 
head

Support plate

Glass

Work table

Fig. 1 Schematic diagram of drilling experimental setup 
and trepanning drilling technique

Factor
Level

1 2 3 4

Laser power 
(W)

5 10 15 20

Scan speed 
(mm/s)

10 20 30 40

No. of passes 1 2 3 4
Focal position 

(mm)
0 -0.175 1 -1.175

Table 2 Factors of drilling experiments and thei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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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다. 

  다구  실험에서 각 실험 인자별 공정에 미치는 향

을 악하기 해 SNR (signal to noise ratio)을 사

용한다. SNR은 신호 비 잡음의 비를 의미하며 SNR

로부터 공정 결과에 한 잡음인자의 향성을 단할 

수 있다. 품질 특성으로 나타나는 공정 결과물로부터 

SNR을 구할 수 있으며, SNR이 큰 값을 가질수록 잡

음 인자에 강건한 공정이 된다. 

  SNR은 공정의 결과물인 품질 특성치에 따라 망목

(nominal-the-better), 망소(smaller-the-better), 망

(larger-the-better) 특성으로 구분된다. 본 실험에

서는 공정의 결과물인 홀의 품질이 높을수록 좋은 망  

특성을 가지므로 이에 하여 SNR을 계산하 다. 망

특성인 경우의 SNR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log  






         (1)

  
  식 (1)에서 n은 측정 횟수 (이 연구에서는 n은 1임) 

를 나타내며, yi는 측정한 특성 값 (홀의 품질) 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홀의 품질을 평가하기 한 항목으

로 입구 홀 (inlet hole) 직경, 출구 (exit hole) 홀 직경, 

홀 테이퍼  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HAZ) 면

이 사용 되었다. 홀 테이퍼를 구하기 해 사용되는 

식은 아래에 나타내었다. 

  deg   tan   × 
  (2)

  식 (2) 에서 는 도로 표 되는 각도이며, di는 입구 

홀 직경, do는 출구 홀 직경, l은 홀의 깊이를 나타낸다. 

열 향부의 경우, 학 미경으로 측된 홀의 이미

지로부터 이미지 로세싱을 통해 열 향부의 면 을 

계산하 다. 

   항목들에 한 품질을 지수화 시키기 해 실험에

서 얻은 실제 값을 표 화 시켰다. 표 화시 가장 좋은 

품질은 10, 가장 나쁜 품질은 1로 정의하고 나머지 경

우들은 1-10 사이에서 표 화 되었다. 입구  출구 

홀은 목표 값 (1 mm)에 가장 가까운 경우, 홀 테이퍼와 

열 향부 값은 가장 작은 경우 10으로 정의하 다. 본 

실험에서는 에서 언 된 개별 홀 품질 지수 (individual 

hole quality index, IHQI) 외에 모든 항목을 고려하는 

종합 홀 품질 지수 (total hole quality index, THQI) 

도 각 실험 조건에 해 분석 되었다. 본 연구에서 THQI

는 개별 홀 품질 지수의 체 합으로 정의하 다. 

3. 실험 고찰

3.1 홀 형상 분석

  Fig. 2 는 다양한 조건에서 가공된 홀의 형상을 보여

다. 그림 왼편은 상 으로 종합 홀 품질 지수가 높

Exp. No.
Factor

Laser power (W) Scan speed (mm/s) No. of passes Focal position (mm)

L1 5 10 1 0

L2 5 20 2 -0.175

L3 5 30 3 1

L4 5 40 4 -1.175

L5 10 10 2 1

L6 10 20 1 -1.175

L7 10 30 4 0

L8 10 40 3 -0.175

L9 15 10 3 -1.175

L10 15 20 4 1

L11 15 30 1 -0.175

L12 15 40 2 0

L13 20 10 4 -0.175

L14 20 20 3 0

L15 20 30 2 -1.175

L16 20 40 1 1

Table 3 Experimental layout based on an L16 (4 factors and 4 levels) Taguchi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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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룹 (THQI > 25)을 보여주며, 오른편은 상 으로 

종합 홀 품질 지수가 낮은 그룹 (THQI < 20)들의 홀 

형상을 보여 다. 얇은 유리 두께로 인하여, 반 으

로 입구 홀과 출구 홀은 크기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Fig. 2에서 보이듯이, THQI가 높은 그룹은 THQI가 

낮은 그룹 비 균열 발생 정도  열 향부가 작으며 

상 으로 원형의 홀 모양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균열의 경우 정량화 지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

어 홀 품질 지수에 고려가 되지는 않았지만, Fig. 2에

서 보이듯이 홀 품질 지수가 낮은 그룹에서 균열의 크

기  수가 증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품질 지수가 

높은 그룹의 경우 열 향부는 원주를 따르는 규칙 인 

띠 모양을 하고 있으나 품질 지수가 낮은 그룹의 경우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다. Fig. 2에서 보이는 홀 주변의 

어두운 부분들은 불규칙한 형태의 열 향부를 나타내

며, 이러한 역은 Fig. 3(c) 와 3(d) 에서 보이듯이 

큰 열 향  심한 균열로 인하여 유리 기 이 상부 

쪽으로 약간 들리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3.2 홀 품질에 한 다구  분석

  3.2.1 IHQI에 한 SNR 분석

  Fig. 4 는 IHQI에 한 SNR 분석 결과를 나타낸

다. 입구 홀의 경우 이  출력이 홀 품질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는 스캔 횟수, 첨 치, 

스캔 속도 순으로 입구 홀 품질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출구 홀의 경우, 홀 품질에 한 공

정 변수들이 미치는 향이 큰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구 홀이 치하는 유리 상부 표면은 

이  빔과 먼  반응을 하는 곳으로 출구 홀 비 공정 

변수에 따른 향을 더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단된

다. 홀 테이퍼의 경우 입구 홀과 마찬가지로 이  출

력  스캔 횟수에 의해 가장 큰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홀 테이퍼는 

입구 홀과 출구 홀의 직경 차에 의해 결정이 된다. 앞

서 공정 변수들에 한 출구 홀의 향이 큰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홀 테이퍼 품질 특성

은 입구 홀의 품질 특성에 상 으로 더 향을 받았

을 것으로 악된다. 

  Fig. 4(d)는 열 향부 품질에 한 SNR 특성을 보

Holes of a relatively high THQI (> 25) Holes of a relatively low THQI (< 20)

Experimental No. Inlet hole Exit hole Experimental No. Inlet hole Exit hole

L10

1 mm1 mm 1 mm1 mm

L2

1 mm1 mm

cracks

1 mm1 mm

cracks

L11

1 mm1 mm 1 mm1 mm

HAZ

L5

1 mm1 mm 1 mm1 mm

HAZ (irregular)

L14

1 mm1 mm 1 mm1 mm

L7

1 mm1 mm 1 mm1 mm

Fig. 2 Optical image of holes drilled at different conditions

500 m500 m

1 mm 1 mm

(a) (b)

(c) (d)

Fig. 3 SEM image of drilled holes. (a) inlet hole for L11, 
(b) exit hole for L11, (c) inlet hole for L5 and (d) 
exit hole for 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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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 결과에 따르면, 이  출력, 스캔 횟수, 스캔 

속도,  치순으로 열 향 부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출력, 스캔 횟수  스캔 속

도 모두 유리 기 에 가해진 총 이  에 지와 련

된 것으로 ( 를 들어, 이  출력과 스캔 횟수가 증

가 할수록, 스캔 속도가 감소할수록 재료에 가해지는 

이  에 지가 증가함) 세 인자 모두 재료의 열  

변형에 큰 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된다.

  3.2.2 THQI에 한 SNR 응답 테이블 분석 

  Table 4는 THQI에 한 SNR 분석 표를 보여 다. 

결과에 따르면, 이  출력이 THOI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며 (델타가 가장 큰 인자), 

 치는 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험에 사

용된 유리의 두께가 (0.175 mm)  치 변화량 

(2.175 mm) 비 매우 얇기 때문에  치에 따

른 홀 품질 향이 작았을 것으로 단된다. Table 4

에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THQI를 개선하는 (가장 큰 

SNR을 유도하는) 인자별 최 의 공정 조건  THQI에 

한 향을 Table 5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3 THQI에 한 반응표면 회귀식

  Table 4와 5에 보여 지는 분석은 단지 THQI에 

한 주요 인자들의 향을 보여주며, 인자들 사이의 교

호작용에 한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주요 인자들 외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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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gnal-to-noise ratio analysis for IHQI. (a) inlet 
hole diameter, (b) exit hole diameter, (c) hole 
taper and (d) HAZ area 

Level Laser power Scan speed No. of passes Focal position

1 26.89 26.40 28.27 27.65

2 25.81 28.35 26.08 27.30

3 27.04 26.95 27.40 27.42

4 29.11 27.15 27.11 26.48

Detaa 3.29 1.96 2.19 1.17

Rankb 1 3 2 4
a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signal-to-noise ratio. 
bRank is determined based on delta

Table 5 Optical drilling conditions and their main effect on the THQI

Factor Optimum level Main effect on the THQI

Laser power 4 (20 W) Increase of SNR for inlet hole, hole taper and HAZ area

Scan speed 2 (20 mm/s) Increase of SNR for inlet hole and HAZ area

No. of passes 1 (1) Increase of SNR for inlet hole and HAZ area

Focal position 1 (0 mm) Increase of SNR for hole taper 

Table 4  Signal-to-noise ratios for THQI and rank of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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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인자들 (주요 인자들의 제곱 항  인자들 

사이의 교호작용) 이 THQI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다구  실험결과에 기 하여 반응표면 회귀 모델

식을 하기와 같이 얻었다 (MINITAB 소 트웨워 이용). 

      
      
×   × × 
× ×

 

                                           (3)

  식 (3) 에서 A는 이  출력, B는 스캔 속도, C는 스

캔 횟수, D는  치를 의미한다. 식 (3)에 보여 

지는 회귀식은 높은 신뢰도 수 을 보이는 91.4 %의 

결정계수 (R2) 값을 가진다. 모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유의성이 작은 주요인자의 제곱 항  교호작용 

항들은 제거하 다. THQI에 한 실험치와 식 (3)으

로부터 얻은 측치는 Table 6에 정리되어 보여 진다. 

실험치와 측치 사이의 평균 오차는 5.717 % 으로 

제안된 회귀식이 높은 신뢰수 에서 THQI를 측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구  실험 계획법을 이용한 CO2 

이 의 커버유리 드릴링을 다루었다. 홀 형상 분석 결

과, THQI가 높은 홀들은 균열 발생  열 향부가 

작으며 상 으로 원형의 홀 모양을 잘 유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한, THQI가 높은 경우 열 향부는 

원주를 따르는 규칙 인 띠 모양을 하고 있으나 THQI

가 낮은 그룹의 경우 불규칙한 형태를 보 다. 

  THQI에 한 SNR 분석 결과, 이  출력, 스캔 횟

수, 스캔 속도   치순으로 THOI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이 악되었다. 다구  분석에 의해 얻어진 최

 조건은 20 W 의 이  출력, 20 mm/s 의 스캔 속

도, 1회의 스캔 횟수  0 mm 의  치이다. 

  반응 표면 법을 이용하여 THQI에 한 회귀식을 구하

다. 실험에서 얻은 THQI 값과 회귀식에서 얻은 THQI 

값을 비교한 결과 평균 오차가 5.717 % 으로 제안된 

회귀식이 높은 신뢰 수 에서 실험결과를 측할 수 있

는 것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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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No.

Factor THQI

A
Laser power (W)

B
Scan speed (mm/s)

C
No. of passes

D
Focal position (mm)

Actual Predicting % Error

L1 5 10 1 0 26.563 25.179 4.852 

L2 5 20 2 -0.175 18.631 19.110 2.570 

L3 5 30 3 1 22.332 21.936 1.775 

L4 5 40 4 -1.175 21.708 20.842 3.991 

L5 10 10 2 1 17.392 19.259 10.735 

L6 10 20 1 -1.175 22.998 25.050 8.923 

L7 10 30 4 0 16.403 19.511 18.946 

L8 10 40 3 -0.175 22.161 22.127 0.152 

L9 15 10 3 -1.175 16.031 14.304 10.776 

L10 15 20 4 1 28.742 25.641 10.788 

L11 15 30 1 -0.175 27.094 25.120 7.287 

L12 15 40 2 0 20.501 20.634 0.649 

L13 20 10 4 -0.175 25.774 27.379 6.226 

L14 20 20 3 0 38.068 38.326 0.676 

L15 20 30 2 -1.175 24.725 24.610 0.463 

L16 20 40 1 1 27.299 28.024 2.657 

Average 5.717

Table 6 Actual and predicting value for THQI



다구 방법을 이용한 커버유리의 이산화탄소 이  드릴링 가공 

한용 ․ 합학회지 제37권 제3호, 2019년 6월     205

References

1. V. I. Kondrashov, L. A. Shitova, V. A. Litvinov and V. V. 
Surkov, Characteristics of cutting parameters and their ef-
fect on the glass edge quality, Glass Cream., 58 (2001), 
303-305
https://doi.org/10.1023/A:1013926908241

2. C. T. Pan, C. C. Hsieh, C. Y. Su and Z. S. Liu, Study of 
cutting quality for TFT-LCD glass substrate, Int. J. Adv. 
Manuf. Technol., 39 (2008), 1071-1079
https://doi.org/10.1007/s00170-007-1293-4

3. S. W. Yoon, D. C. Kang and J. H. Kim, Laser Surface 
Treatment of Magnesium Alloy using ZrO2 for Corrosion 
Resista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15 (4) (2016), 93-100
https://doi.org/10.14775/ksmpe.2016.15.4.093 

4. K. Sugioka and Y. Cheng, Ultrafast lasers-reliable tools 
for advanced materials processing, Light: Sci. & Appl., 
3 (2014), 1-12
https://doi.org/10.1038/lsa.2014.30

5. T. Delgado and D. Nieto, Fabrication of microlens ar-
rays on soda-lime glass using a laser direct-write techni-
que and a thermal treatment assisted by a CO2 laser, 
Opt. Lasers Eng.,73 (2015), 1-6
https://doi.org/10.1016/j.optlaseng.2015.03.026  

6. Salman Nisar, Lin Li and M. A. Sheikh, Laser glass cut-
ting techniques-A review, J. Laser Appl., 25 (2013), 
0420101-04201011
https://doi.org/10.2351/1.4807895  

7. S. Nikumb, Q. Chen, C. Li, H. Reshef, H.Y. Zheng, H. 
Qiu and D. Low, Precision glass machining, drilling and 
profile cutting by short pulse lasers, Thin Solid Films, 
477 (2005), 216-221
https://doi.org/10.1016/j.tsf.2004.08.136

8. Pascal Deprez, C. F. Melian, Florin Breaban and J. F. 
Coutouly, Glass Marking with CO2 Laser: Experimental 
Study of the Interaction Laser-Material, Journal of Surface 
Engineered Materials and Advanced Technology, 2 (2012), 
32-39
http://dx.doi.org/10.4236/jsemat.2012.21006

9. L. Brusberg, M. Queisser, C. Gentsch, H. Schröder and 
K.D. Lang, Advances in CO2-Laser Drilling of Glass 
Substrates, Physics Procedia, 39 (2012), 548-555 
https://doi.org/10.1016/j.phpro.2012.10.072

10. H. Ogura and Y. Yoshida, Hole Driling of Glass Sub- 
strates with a CO2 Laser, Jpn. J. Appl. Phys., 42 (2003), 
2881-2886
https://doi.org/10.1143/jjap.42.2881

11. C. K. Chung and S. L. Lin, CO2 laser micromachined 
crackless through holes of Pyrex 7740 glass, Int. J. 
Machine Tools and Manufacture, 50 (2010), 961-968
https://doi.org/10.1016/j.ijmachtools.2010.08.002

12. J. H. Shin and Jyotirmoy Mazumder, Shallow Angle 
Drilling of Inconel 718 Using a Helical Laser Drilling 
Technique, Journal of Manufacturing Science and En- 
gineering, 139 (2017), 0310041-03100410
https://doi.org/10.1115/1.4034718

13. C. S. Song, H. S. Ji, J. H. Kim, J. H. Kim and H. S. Ahn,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IR Laser Flip-chip Bonding 
Process Using Taguchi Method, Journal of KWJS, 26 
(2008), 30-36
https://doi.org/10.5781/KWJS.2008.26.3.030

14. B. J. Jin, M. H. Park, T. J. Yun, I. S. Kim, K. Y. Park, 
Y. Kim, and H. J. Yang, Optimization of Disk Laser 
Welding Parameters in Pure Ti Using Taguchi Method,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36 (2018), 34-40
https://doi.org/10.5781/JWJ.2018.36.1.4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7 No.3(2019) pp206-211
https://doi.org/10.5781/JWJ.2019.37.3.2

1. 서    론

  기술의 발달과 첨단 산업화에 따라 여러 가지 부품과 

그에 따른 다양한 가공 기술이 있고 고도의 정 도를 

요구하는 가공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정  구성 부품

을 량 가공  단하는데 있어 기계 인 단 가공

이 사용되었다. 부품의 소형화로 크기가 Micro scale

로 작아지면서 기계식 단 가공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BeCu는 높은 고강도, 내피로성,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이다. 한, Au 과 Ni 이 코 됨

으로써 열 도율  기  성능이 향상되어 첨단 산업

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주로 스탬핑(stamping) 공정을 

통해 가공된다. 하지만 기계 인 응력이 작용하면서 생

산된 제품이 과도하게 손상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삭 공구가 마모되어 제품의 품질을 하시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해 laser 가공을 도입하 다1-4). 

laser 가공의 장 은 직 인 이 없고 유연성을 지

니고 높은 에 지 집 이 가능하며 가공과정(Processing 

speed)이 빠르고 부분의 모든 재료에 용 가능 하

다는 것이다. 한 높은 안정성  출력이 가능하고 빔 

직경이 작아서 미세 가공하기에 합한 장  있어 기존

의 기계  가공방법의 한계를 보완한다. 선행된 연구에

서는 재료 제거  각 laser 조사 후 발생하는 특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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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high-tech industrialization, various processing technologies re-
quiring precision are developed and the high degree of precision is further required. Therefore, laser-aided 
manufacturing has been applied in many engineering fields due to many advantages. However, without un-
derstanding fundamental interaction characteristics, its advantages cannot be fully utilized. In this study, the 
interaction between laser and material is investigated by laser process applied with the different repetition. 
The wavelength of IR laser used in this experiment is 1064nm. the parameters of IR laser are laser power 
(20 W), repetition rate (105 kHz, 200 kHz), pulse duration (20 ns) and these parameters are constant dur-
ing the laser drilling. In addition, the experiment is performed by increasing the laser total energy. For the 
component analysis of specimen and result of experiment, we us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energy dispersive X-ray (EDX). And then the result of the Heat affected zone, Material removal zone and 
Burr is measured. Through this study, it seems that the interaction characteristic is controlled by repeti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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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향에 해 언 되고 집  되어있다5-13). 하지만, 

첨단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Au 과 Ni이 코 된 BeCu

의 시편에 IR laser를 사용한 상호 작용  반응특성

을 직 으로 비교 분석한 선행된 연구의 정보는 부족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R laser (1064nm)를 

조사한 후, Au 과 Ni이 코  되어있는 BeCu에서 la-

ser와 시편의 기본 인 상호 작용  반응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2. 실험  분석 방법

2.1 샘  비

  정확한 실험을 해 시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사 자 미경(SEM)을 통해 시편의 두께를 찰한 

후 EDX 성분 분석을 진행하 다. Fig. 1 (a)는 시편

을 SEM으로 촬 한 사진이고 Fig. 1 (b)는 SEM을 

통해 두께를 측정하 다 한, EDX 성분 분석기를 통

해 Fig. 1 (c)의 성분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c)의 성분 분포도에서 부분의 Ni성분과 소량의 

Au 성분이 찰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

의 총 두께는 95㎛ 이고 시편의 앞, 뒤로 1㎛ 정도의 

코 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 다.

2.2 Experimental set up

  IR laser(IPG-YLPM, IPG-Photonics, Southbridge, 

USA)의 장비특징으로써 Wavelength는 1064nm에 

평균 최  출력(Average power)은 20W이다. 한 

Pulse duration은 4ns에서 200ns까지 조  가능하며 

본 실험에서는 20ns을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laser 

빔은 가공물 쪽 표면 부에 이 맞춰지는데 이때의 

Working distance(WD)는 184mm 이며, Focal point의 

Spot size는 30㎛으로 용하 다. laser 빔은 Gaussain 

형상을 띄며 본 연구에 사용되는 IR lasers는 2D galvo- 

scanner에 연결되어 있어 laser를 원하는 패턴으로 고

속 사할 수 있게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다. 

2.3 이  매개변수

  Table 1은 실험에 용한 Laser Parameter이다. 

각각의 장비에 용되는 Repetition rate는 105 kHz, 

200 kHz이며 동일한 Average power (20W)를 용

하 다. Pulse duration (Δt) 한, 20ns로 고정시키

고 Total laser Energy (Etotal)는 같은 값을 유지하도

록 Number of Pulses를 변경하 다. 펄스 에 지는 

다음 (1) 식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는 1펄스당 발

생하는 펄스 에 지이고, Pavg는 Laser Average Power, 

Δt는 Pulse duration, Ppeak는 피크 워, f는 Repetition 

rate이다. 기본 으로 펄스 에 지는 Repetition rate

와 반비례한다. 총 방사된 Total laser energy (Etotal)

는 (2)식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N 은 Number 

of Pulse이고, 총 에 지를 같게 설정하기 해 Number 

of Pulse 값을 조정해야 한다.
(a)

(b)

(c)

Fe

Cr
Ni

Au

Cu

topbottom middle

(a)

(b)

(c)

Fe

Cr
Ni

Au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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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lysis of the specimen used in the experiment 
(a) The specimen used in experiment (b) SEM 
image of the specimen (c) EDX component anal-
ysis of the specimen

Pavg

[W]
Δt

[ns]
f

[kHz]
Pulse E

[μJ]

Total energy [mJ]

50 20 10 8 5 2 1

Number of pulses [#]

20 20 105 190.5 263 105 53 42 26 11 5

20 20 200 100 500 200 100 80 50 20 10

Table 1 Laser parameter

Fig. 2 Schematic of the IR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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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total = E＊N [mJ (2) 

2.4 Analysis method

  Fig. 3는 laser 방사 후 HAZ와 MRZ, Burr를 나타

낸 것이고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해 주사 자 미경

(SEM)을 이용하여 촬  후 시편에서 찰된 Heat 

affect zone(HAZ)와 Material removal zone(MRZ)

의 크기를 측정하 다. 열 향 부(HAZ)는 laser 조

사에 의해 발생하는 열로 향을 받아 생기는 흔 이

다. 재료 제거 부(MRZ)는 laser 조사 시, laser-재료

의 상호작용으로 용융과 증발이 발생함과 동시에 재료

가 제거되어 생기는 구멍을 나타낸다. Burr는 laser와 

재료 간의 상호작용 시, 용융과 증발 과정  반발 압력 

(Recoil Pressure)에 의해 용융 지(Melting zone)가 

MRZ 주 로 려난 뒤 재 응고된 분화구 형태의 층이다. 

와 같은 상들은 Δt, Etotal Rep.rate, Number of 

Pulse등 변수들의 상 계에 의해 향을 받는다. 

3. 결과  토의

3.1 열 향 부

  Fig. 4는 시편에 IR laser를 조사하여 반응 특성으

로 나타난 HAZ 측정한 그래 이다. 실험결과는 repe-

tition rate에 따라 분류했으며, 측정 값은 Total la-

ser energy (Etotal) 변화에 따른 결과 값으로 설정하

여 작성하 다. 105 kHz를 용한 IR laser를 조사한 

HAZ는 Total laser energy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Etotal=10mJ 이후로는 HAZ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0 kHz의 IR laser를 조사한 

시편의 경우 105 kHz 와 비슷한 그래  경향을 찰

할 수 있지만 HAZ의 크기는 105 kHz에 비해 작은 

크기가 찰되었다. 이는 laser에 용하는 repetition 

rate에 따라 HAZ의 조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다. 

일반 으로 repetition rate이 감소하면 laser pulse

의 주기가 길어지고 laser가 조사될 때, pulse energy 

와 Peak power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105 kHz

를 용한 laser를 시편에 조사하면, 높은 pulse en-

ergy 와 Peak power로 인해 열 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HAZ가 커진다. 따라서, 본실험의 결과를 통해 

repetition rate를 조 하여 HAZ를 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3.2 재료 제거 상단 부 

  Fig. 5은 repetition rate를 다르게 용하여 조사

한 시편의 MRZtop이다. 105 kHz를 용한 실험은 시편

이 Etotal=2mJ 에서 제거되기 시작하 고, Etotal=10mJ

까지 MRZtop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 Etotal= 

20mJ에서 MRZtop의 크기가 최 이고 이후 Etotal=50mJ 

까지 작아지는 것을 찰하 다. 200 kHz를 용한 

laser로 시편을 조사했을 때는 105 kHz와 반 으로 

Material removal zone Material removal zone 
(MRZ)(MRZ)

Heat affect zoneHeat affect zone
(HAZ)(HAZ)

BurrBurr

Material removal zone Material removal zone 
(MRZ)(MRZ)

Heat affect zoneHeat affect zone
(HAZ)(HAZ)

Heat affect zoneHeat affect zone
(HAZ)(HAZ)

BurrBurrBurrBurrBurrBurr

Fig. 3 Measurement of results in heat affected zone, material removal zone, bu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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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HAZ with different repeti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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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그래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MRZtop의 크

기는 105kHz 보다는 비교  작은 크기로 찰되었다. 

이는 HAZ의 그래  경향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며, 

repetition rate를 다르게 용함으로써 시편의 MRZtop

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 다. 앞서 언 한 laser의 

repetition rate의 향에서 repetition rate가 낮을

수록 laser에 용되는 pulse energy  Peak pow-

er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증가한 pulse 

energy 와 Peak power가 시편에 조사되면 시편은 더 

많은 열축 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고체상태의 시편

이 액화  기화의 상변형으로 인해 재료제거가 200 

kHz 보다 활발히 일어난다. 따라서, 200kHz를 용

한 laser를 조사했을 때 보다 105 kHz를 용한 실험

의 MRZtop 크기가 더 크고 repetition rate에 따라 

MRZtop를 조 할 수 있다.

3.3 재료 제거 하단 부

  Fig. 6은 repetition rate 다르게 용한 laser를 

시편에 조사한 후 시편 바닥에 생기는 MRZbottom의 크

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한, laser 조사 후 시편이 

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 하여 생략하

다. 105 kHz를 용한 laser를 시편에 조사했을 때 

Etotal= 20mJ에서 첫 통되었으며 이후 Etotal=50mJ

까지 일정한 크기의 MRZbottom가 나타났다. 하지만, 

200 kHz를 용한 경우에는 105 kHz를 용한 실험 

보다 낮은 Etotal=10mJ에서 첫 통되었으며 이후 

Etotal=50mJ 까지 일정한 크기의 MRZbottom가 찰되

었다.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repetition rate를 조

하면 pulse energy와 Peak power를 조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시편과 laser의 직 인 상호작용이 조  

가능하다. 한, 높은 pulse energy 와 Peak power

로 인해 시편 내부에 온도가 격히 증가하여 기존의 

고체의 시편이 용융과 기화의 상태변화로 인해 재료의 

제거가 더 활발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105 kHz를 용한 

MRZbottom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하 다. 하지만, 200 kHz 에서는 더 낮은 에 지에서 

시편이 제거가 되는데, 이는 repetition rate이 증가하

면서 시편에 laser가 조사되는 laser pulse 횟수가 증

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 kHz를 용한 laser로 

조사한 시편은 105 kHz를 용한 laser 보다 많은 횟

수의 laser pulse를 조사하기 때문에 시편이 먼  

통되어 MRZbottom이 나타난다.

  Fig. 7은 서로 다른 repetition rate를 용한 la-

ser를 시편에 조사한 후 시편을 SEM으로 촬 한 사진

이다. 각각의 repetition rate이 용된 laser와 시편

의 상호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편이 제거된 정도와 

Burr의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MRZ와 같이 repetition rate가 어들면 pulse en-

ergy 와 Peak power가 증가한다. 한, 시편 내부의 

반발압력이 더 증가하면서 용융된 재료가 드릴링 된 시

편의 상단 주 로 재결정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repe-

tition rate가 작아지면 더 많은 Burr가 생성되었다. 

따라서, 105kHz를 용하면 증가한 pulse energy 와 

Peak power로 인해 200kHz를 용할 때보다 많은 

양의 Burr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재 제품의 소형화  정 함이 요구되는 첨단산업

에서 기계  가공방법에 한계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해 laser 가공이 도입되고 있다. 기본 인 laser와 재

Total energy[mJ]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80

70

60

50

40

30

20

10

0

H
R

Z
[u

m
]

1R 105khz

1R 200khz

Total energy[mJ]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80

70

60

50

40

30

20

10

0

H
R

Z
[u

m
]

1R 105khz

1R 200khz

Fig. 5 Comparison of MRZ with different repeti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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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상호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laser 드릴링 가공의 

장 을 최 한 활용하고 그 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

는 IR laser의 기본 인 특징을 이해하기 해 본실험

을 진행하 다. 한, 실험에 사용된 laser 와 시편 간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난 HAZ, MRZtop, MRZbottom, 그리고, 

Burr를 비교 분석한 결과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하 다.

  1) Repetition rate 변화 따른 HAZ 결과 분석으로 

105 kHz를 용함으로써 pulse energy와 Peak power

가 증가되고, 한, 증가한 pulse energy와 Peak pow-

er로 인해 재료가 받는 열 축 이 증가하여 Etotal 이 

증가할수록 HAZ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Repetition rate 변화에 따른 MRZtop 결과를 요

약하면 105 kHz를 용하면 200 kHz 보다 pulse 

energy 와 Peak power가 증가하여 열 축 과 반발압

력에 의해 시편의 더 많은 재료가 제거됨을 확인하 다. 

MRZbottom의 경우 200 kHz를 용한 laser가 105 kHz

를 용했을 때에 비해 더 많은 laser pulse로 인하여 

105 kHz보다 낮은 에 지에서 시편이 통되었음을 

확인하 다. 

  3) 105 kHz를 용한 실험에서는 200 kHz를 용

한 실험보다 시편내부에 높은 반발압력이 생성되어 용

융된 재료가 시편 상단부로 올라와 재고형과 되어 많은 

Burr가 나타나는 것을 SEM 사진을 통해 확인하 다.

  4) IR laser에 서로 다른 repetition rate를 용함

으로써 실험을 진행한 결과로써 repetition rate를 조

하여 laser와 재료 간의 상호작용(HAZ, MRZ, Burr)

을 조 할 수 있으며 laser 가공 시 repetition rate를 

조 함에 따라 효율 인 laser 드릴링 가공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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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시장은 연비향상과 배기가스 규제에 응하기 

하여 차량 경량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차

량 경량화를 하여 알루미늄, 고강도강, 복합소재 

등의 경량소재 용이 증가하고 있다2,3). 특히, 알루미

늄은 기존 강재 심의 차체 경량화를 해 재 가장 

경제 이고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소재이다. 하지만 

알루미늄과 스틸의 이종 속 합은 아크용 과 같은 

기존 용융용 을 사용할 경우 취성이 강한 IMC 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CMT(Cold Metal Transfer)와 같

이 특수한 아크용 법4,5)을 용하거나 입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 를 이용6)하여 IMC층을 제어하는 연

구결과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마찰교반 용 7), 음  

용 8)과 같은 고상용 을 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IMC 층의 두께를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블라인드 리벳, FDS (Flow Drill Screw), SPR 

(Self-Piercing Rivet) 등의 기계  체결이 제안되었

다. 특히 SPR 합은 홀가공이 불필요하고 공정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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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며 다른 용융용  공정에 비해 유해부산물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SPR 합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알루미늄 SPR 합9), 스틸 

SPR 합에서 리벳의 Flaring에 한 연구10), 마그네

슘 SPR 합11) 등 난 합성 동종소재의 SPR 합에 

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 이종소재의 SPR 

합에 한 연구는 리벳길이와 다이형상에 따른 SPR 

합성 평가12), 모재스틸 코 층에 따른 SPR 합하  

비교13,14),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이종소재의 SPR 

합특성 연구15,16)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알루미늄과 

강재의 이종소재 SPR 합에서 모재의 강도와 두께에 

따른 합성에 한 연구는 부족하 기 때문에 본 연구

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의 상하  치에 따른 알루

미늄 모재강도  알루미늄 두께에 한 SPR 합성을 

평가하 다. 사용된 소재는 알루미늄 합  4종류와 

590 MPa  강 을 사용하 다. 단면 품질 측정인자인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의 상 계를 분석하

으며 SPR 합 인장하   단모드를 평가하 다.

2. 실험방법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는 Table 1과 같이 4종류의 알루미늄 합

(Al5754 H18, Al5083 H32, Al6061 T6, Al5052 

H32) 모재로 사용되었다. 스틸 모재는 두께 1.0 mm의 

SPFC590DP를 사용하 다.

  모재 인장평가는 ASTM E8M 규격 (Fig. 1)에 따

라 진행하 고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SPR 합 실험에서 사용된 장비는 Bollhoff 사의 유

압식 RIVSET® GEN 2 (Fig. 2)를 사용하 으며, 

Setting force는 최 78 kN까지 사용 가능하다.

  SPR 리벳은 480±30 Hv의 경도값을 가지며 표면에 

Almac 코 처리 된 보론강 (Boron steel) 재질을 사용

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리벳과 다이는 Bollhoff사 

제품을 사용하 다. Fig. 3 과 같이 리벳 다리 끝부분이 

뾰족한 C-type 리벳을 사용하 으며, 다이는 바닥면이 

평평한 형태인 FM-type 다이를 사용17)하 다.

  알루미늄과 스틸의 SPR 합 인장시험편은 Fig. 4

와 같이 KS B ISO 14273 시험편 규격으로 제작18)하

다.

  Fig. 5는 SPR 합부 단면의 주요 측정인자를 표기

하 다. 상부 재로부터 리벳이 돌출된 길이인 Head 

Fig. 2 Configuration of self-piercing rivet equipment 

(a) (b) (Unit:mm)(Unit:mm)
Ø9 Ø7.8  

5 1.
8 

Fig. 3 Geometries of C-type SPR rivet (a) and FM-type 
SPR die (b)

100 mm
Rivet

30 mm

30 mm

Top sheet
Bottom sheet

170 mm

Fig. 4 Tensile shear specimen geometry of SPR joints 

Material Thickness [mm) UTS [MPa) YS (MPa)

Al5052H32 1.2, 1.5, 2.0, 2.5 228 193

Al5754H18 2.0 305 280

Al5083H32 2.0 320 250

Al6061T6 2.0 326 287

SPFC590DP 1.0 609 374

(Unit:mm)

200

R
12.512

.550

20

Fig. 1 Femtosecond laser microfabrication system with a 
galvanometer scan head and a porous chuck 

Table 1 Tensile strength of base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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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는 다이얼 게이지를 통해 측정하 으며, 본 연구

의 모든 실험에서 Head height는 0±0.05 mm로 유

지하 다. 하 에서 리벳이 벌어진 길이인 Interlock과 

리벳이 삽입된 후 하 의 최소길이인 Bottom thick-

ness는 학 미경을 통해 측정하 다.

  단인장시험편은 각 조건당 3개의 시편을 제작하

다. Shimadzu AG-300kNX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

하 으며, 인장속도는 3 mm/min로 설정하여 인장시

험을 진행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알루미늄 합  모재강도 변화

  3.1.1 SPR 합부 단면  측정인자

  알루미늄과 스틸 이종소재의 SPR 합에서 Fig. 4

와 같이 알루미늄 재의 치와 알루미늄 모재강도에 

따른 SPR 합성을 비교하 다. 알루미늄 합  소재의 

치는 알루미늄이 상 , 스틸이 하 에 치하는 알루미

늄-스틸 조합과 스틸이 상 ,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하

는 스틸-알루미늄 조합 2가지로 구분하 다. 알루미늄 소

재의 모재강도는 228 (Al5052-H32), 305 (Al5754- 

H18), 320 (Al5083-H32), 326 (Al6061-T6) MPa

이며 모두 두께 2.0 mm 재를 사용하 다. 스틸은 두

께 1.0 mm의 SPFC590DP 재를 사용하 다. 본 실

험에서 C-type SPR 리벳 길이는 5.0 mm 그리고 FM- 

type SPR 다이는 직경 9.0 mm로 동일하게 용하 다. 

  알루미늄이 상 , 스틸이 하 에 치한 알루미늄-스

틸 SPR 합부의 단면은 Fig. 6과 같다. 상  알루미

늄 모재강도 228, 305 MPa에서 리벳 Cavity가 생성되

지 않았지만, 320, 326MPa에서 리벳 Cavity가 생성되

었다. 한 알루미늄 모재강도 320MPa에서 326MPa로 

증가할 때 리벳 Cavity의 수직거리는 0.65 mm에서 

0.81 mm로 증가하 다. 이는 상  모재강도로 인해 

리벳이 받는 항력이 증가하여 상  통에 향을 받

았다고 단된다. 한 Fig. 6 (d)와 같이 알루미늄이 

소성변형되며 알루미늄 소재에 Crack이 발생하 다. 

스틸 상  알루미늄 하 에 치한 스틸-알루미늄의 단

면은 Fig. 7과 같이 나타내었다.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가장 큰 Fig. 7 (d)에서는 Fig. 6 (d)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에서 Crack이 발생하 다. 알루미늄 모재강도

가 326 MPa인 Al6061-T6는 다른 5xxx계 알루미늄 

소재보다 인장강도와 항복강도가 높고 성형성이 낮기 

때문에 알루미늄 소재에서 Crack이 발생되었다. 이러

한 Crack은 부식에 한 취약부  품질불량문제를 야

기 시킬 수 있다. 한 Fig. 7에서는 하  알루미늄의 

강도와 상 없이 단면에서 Cavity를 형성하 다. 그 

이유는 리벳으로 인해 상  스틸은 단성형이 이루어

Head height

Top sheet
Bottom sheet

Interlock

Bottom
thickness

Fig. 5 SPR Measurements by cross-section 

(a) (b) 

(c) (d) 

Fig. 6 Cross-sections of the Aluminum (Top) - Steel 
(Bottom) SPR joints with 4 different aluminum 
alloy base metal strength: (a) 228 MPa (Al5052- 
H32), (b) 305 MPa (Al5754-H18), (c) 320 MPa 
(Al5083-H32) and (d) 326 MPa (Al6061-T6)

(a)  (b) 

(c) (d) 

Fig. 7 Cross-sections of the Steel (Top) - Aluminum 
(Bottom) SPR joints with 4 different aluminum 
alloy base metal strength: (a) 228 MPa (Al5052- 
H32), (b) 305 MPa (Al5754-H18), (c) 320 MPa 
(Al5083-H32) and (d) 326 MPa (Al6061-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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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리벳 안쪽에 스틸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잔여 

스틸은 강도가 높고 연성이 낮기 때문에 소성변형의 어

려움이 존재하므로 Cavity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18). 

  SPR 합부의 단면의 품질측정인자는 학 미경을 

통해 수치화하 으며, 이를 Fig. 8과 같이 그래 로 나

타내었다. 알루미늄이 상 에 치한 알루미늄-스틸의 경

우, Fig. 8 (a)와 같이 Interlock은 상  알루미늄 모

재강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Fig. 8 (b)와 같이 Bottom 

thickness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

향은 상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증가할수록 리벳이 통

하며 받는 항력이 증가하여 리벳이 재로 덜 삽입되

었다고 추정된다.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한 스틸-알루

미늄의 경우, 하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320 MPa까지 

증가할수록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만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326 MPa 

(Al6061-T6)에서는 하  알루미늄 소재에서 Crack으

로 인한 합불량이 발생하 다.

  3.1.2 SPR 합부 인장하   단모드

  알루미늄과 스틸의 SPR 합에서 알루미늄 치와 

알루미늄 강도에 따른 단인장시험을 진행하 다. 

SPR 합부의 인장하 은 Fig. 9와 같이 그래 로 나

타내었다. 알루미늄이 상 에 치할 경우, 알루미늄 모

재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Fig. 9와 같이 인장하 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인장시험 후 Fig. 10 (a)

와 같이 리벳 합부 주변에서 굽힘으로 인해 재가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  알루미늄의 모재강

도가 클수록 굽힘에 항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상  

알루미늄 모재강도에 따라 인장하 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하  스틸의 두께가 1.0 mm로 얇고, Fig. 

8에서 보여진 것처럼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

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Fig. 10 (a)와 같이 하  스

틸에서 Rivet pull-out 단이 발생하 다. 하 에 알

루미늄이 치한 스틸-알루미늄 조합의 경우, 상  스

틸의 두께가 1.0 mm로 얇아 합부 단에 취약하기 

때문에 하  알루미늄의 모재강도에 계없이 Fig. 9와 

같이 인장하 이 유사하 다. 단모드는 공통 으로 Fig. 

10 (b)와 같이 상  스틸에서 굽힘변형과 손이 일어

났으며, 하  알루미늄에서 Rivet pull-out이 함께 발생한 

복합모드이다. 한 알루미늄 강도 326 MPa (Al6061- 

T6) 조건에서는 SPR 합 후 발생한 하  Crack이 발

생하 지만, Interlock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장하

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3.2 알루미늄 합  두께 변화

  3.2.1 SPR 합부 단면  측정인자

  알루미늄과 스틸의 SPR 합에서 알루미늄의 치와 

두께에 따른 SPR 합성을 비교하 다. 알루미늄 소재

는 두께 1.2, 1.5, 2.0, 2.5 mm인 Al5052-H3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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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며, 스틸은 두께 1.0 mm인 SPFC590DP

를 사용하 다. SPR 리벳의 길이는 상하  두께합 + 

2.0 mm로 설정하 으며 C-type SPR 리벳을 사용하

다. SPR 다이는 직경 9.0 mm의 FM-type 다이를 

사용하 다.

  SPR 합에서 알루미늄이 상  스틸이 하 에 치

한 알루미늄-스틸의 단면은 Fig. 11과 같다. Fig. 11 (a), 

(b)와 같이 상  알루미늄의 두께가 1.2, 1.5 mm인 

경우, 리벳 주 에 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틈은 SPR 다이의 형상 치수와 련이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직경 9.0 mm, 깊이 1.8 mm인 다이를 

고정으로 사용하 다. 상  알루미늄 두께가 Fig. (c), 

(d)와 같이 증가하면, SPR 다이 깊이까지 알루미늄 소

재가 충분히 충진 되었기 때문에 리벳 주  틈이 사라

진 것으로 추정된다.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하는 스틸

-알루미늄의 단면은 Fig. 12와 같다. Fig. 12 (a), (b)

와 같이 하  알루미늄 두께 1.2, 1.5 mm에서 틈이 

존재하 다. SPR 다이의 깊이가 1.8 mm이며, 하  

알루미늄의 두께가 SPR 다이깊이 보다 작기 때문에 하

 알루미늄이 충진되지 못하 다. 그 결과, 상  스틸

과 하  알루미늄 사이에 틈이 생긴 것으로 단된다. 

Fig. 12 (c), (d)와 같이 하  알루미늄의 두께가 2.0, 

2.5 mm로 증가하면, SPR 다이에서 하  알루미늄이 

충분히 충진 되었기 때문에 틈이 사라졌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소재두께를 변화시킨다면, 하  SPR 다이의 깊

이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단된다.

  SPR 합부 단면 Fig. 11, 12에서 측정한 품질측

정인자는 Fig. 13 과 같이 그래 로 나타내었다. 상 에 

알루미늄이 치한 알루미늄-스틸의 경우, 상  알루미늄

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Fig. 13 (a)와 같이 Interlock 

길이는 감소하 다. 상  알루미늄의 두께가 증가할수

록 SPR 리벳의 길이는 증가하 지만, SPR 다이의 직

경은 9.0 mm로 고정하 다. 그로 인해 하 에서 성형

될 때 리벳의 Flaring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Interlock이 짧아졌다고 추정된다. Fig. 11에서 확인

했듯이, 스틸의 두께가 1.0 mm로 얇기 때문에, Fig. 

13 (b)와 같이 Bottom thickness의 변화는 큰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한 스틸-알

루미늄의 경우, 하  알루미늄 두께가 증가하면 Fig. 

12와 같이 체결 가능 길이가 증가하여 Interlock은 증

가하 다. 한 하  알루미늄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Fig. 

13 (b)와 같이 Bottom thickness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

Aluminum-Steel: Bottom sheet rivet pull-out

(b)

Steel-Aluminum: Mixed fracture 
(Top sheet fracture and bottom sheet rivet pull-out)

Fig. 10 Fracture modes for SPR joints samples: (a) Steel 
(Top) - Aluminum (Bottom) and (b) Aluminum 
(Top) - Steel (Bottom)

(a)  (b) 

(c) (d) 

Fig. 11 Cross-sections of the Aluminum (Top) - Steel 
(Bottom) SPR joints with 4 different aluminum 
alloys thickness: (a) 1.2 mm, (b) 1.5 mm, (c) 2.0 
mm and (d) 2.5 mm

(a)  (b) 

(c) (d) 

Fig. 12 Cross-sections of the Steel (Top) - Aluminum 
(Bottom) SPR joints with 4 different aluminum 
alloys thickness: (a) 1.2 mm, (b) 1.5 mm, (c) 
2.0 mm and (d)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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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SPR 합부 인장하   단모드

  알루미늄과 스틸의 SPR 합부에서 알루미늄의 치

와 두께에 따른 단인장시험을 진행하 다. 알루미늄

이 상 에 치한 알루미늄-스틸의 경우, 상  알루미

늄 소재는 인장시험  Fig. 10 (a)와 같이 굽힘변형

이 일어났다. 상  알루미늄 두께가 증가할수록 굽힘에 

한 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장하 은 상  알루

미늄 두께 2.0 mm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

만 알루미늄 두께 2.5 mm에서는 Fig. 13 (a)와 같이 

Interlock이 감소하 기 때문에 인장하 이 감소하 다

고 단된다. 한 Fig. 14와 같이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인장하 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단모드가 모

두 동일하게 Fig. 10 (a)와 같이 하  스틸에서 Rivet 

pull-out이었다. 와 같은 Rivet pull-out 단모드

는 SPR 다이와 리벳을 변화시킨 공정최 화를 진행하

거나, 하  스틸의 두께를 증가시키면 더 높은 인장하

 값을 얻을 것이라고 단된다.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한 스틸-알루미늄의 경우, Fig. 13에서 확인 할 수 있

듯이, 하  알루미늄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는 선형 으로 증가하 다. 그 결

과, Fig. 14와 같이 인장하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하지만 하  알루미늄 두께 1.5 mm 이하에서

는 재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Fig. 15 (a), (b)와 같

이 상  스틸에서 굽힘변형이 일어난 후 하  알루미늄

에서 Rivet pull-out 단이 일어났다. 반면에 하  

알루미늄의 두께 2.0 mm에서는 Fig. 10 (b) 처럼 상

 스틸이 손과 하  알루미늄에서 Rivet pull-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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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PR Measurements of SPR joints with 4 differ-
ent Al5052-H32 sheet thickness: (a) Inter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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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b)(b)

Steel-Aluminum: Bottom sheet rivet pull-out

(c)(c)

Steel-Aluminum: Top sheet fracture

Fig. 15 Fracture modes for SPR joints samples: (a) 
Al5052-H32 1.2 mm, (b) Al5052-H32 1.5 mm 
and (c) Al5052-H32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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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 다. 하  알루미늄 두께 2.5 mm에서는 

Fig. 15 (c)처럼 리벳이 하  알루미늄에 존재하 고, 

상  스틸이 손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과 스틸의 SPR 합에서 알

루미늄 합 의 모재강도  소재두께에 따른 SPR 합

성 평가를 수행하 다. 단면을 통해 품질측정인자를 측

정하 고, 단인장시험을 통해 인장하 을 확인하 다. 

인장시험 후 단모드를 비교 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알루미늄이 상 에 치한 알루미늄-스틸의 경우, 

SPR 합 후 상  알루미늄의 모재강도가 증가할수록 

리벳의 Cavity가 커지는 것을 단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상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클수록 굽힘

항력이 크기 때문에 인장하 이 모재강도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2)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한 스틸-알루미늄의 경우, 

하  알루미늄의 강도 326 MPa (Al6061-T6)에서 성

형성이 낮기 때문에 Crack이 발생하 다. 하지만 Crack

으로 인한 인장하 의 변화는 없었으며, 하  알루미늄 

모재강도에 따른 인장하 의 변화도 미미하 다.

  3) 알루미늄이 상 에 치한 알루미늄-스틸의 경우, 

상  알루미늄의 두께 1.2, 1.5 mm에서 알루미늄과 

리벳 사이 틈이 존재하 다. 상  알루미늄 두께 2.5 mm

에서는 SPR 합에 사용한 다이의 직경이 9.0 mm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리벳의 Flaring이 원활하지 않았다. 

한 상  알루미늄의 두께가 증가하여도 하  스틸의 

두께가 얇고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가 작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서 하  Rivet pull-out 단이 발

생하 다. 

  4)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한 스틸-알루미늄의 경우, 

하  알루미늄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가 선형 으로 증가하 다. 인장 후 단모드

는 하  알루미늄 두께 1.2, 1.5 mm에서 하  Rivet 

pull-out, 2.0 mm에서는 상  스틸이 손과 하  

Rivet pull-out가 복합 으로 발생하 다. 마지막으로 

하  알루미늄 두께 2.5 mm에서는 리벳이 하 에 존

재하고 상  스틸이 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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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반도체와 태양 지 산업의 속한 발 으로 실

리콘 기반 소재의 이  가공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공은 Deep Reactive Ion Etching과 같은 

기존의 공정 기술과는 달리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 가공기술로 분류된다1). 특히 펨토  이 는 

높은 출력 도와 매우 짧은 작용시간으로 인하여 미세 

구조물을 정교하고 열  향 없이 가공하는 것이 가능

하기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의 가공에 유리하다2). 

  실리콘 소재의 다양한 이  가공 기술 에서도 미

세 드릴링은 핵심 기술이다. 이  드릴링 방법에는 per- 

cussion 드릴링, trepanning 드릴링, 그리고 helical 드

릴링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Percussion 드릴

링은 고속으로 큰 aspect ratio를 가진 홀을 가공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trepanning 드릴링은 이  빔 크

기에 비하여 미세 홀의 직경이 큰 경우에 사용된다3,4). 

Helical 드릴링의 경우에는 dove 리즘을 이용하여 

이  펄스를 나선으로 시편 아래 방향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에 지를 은 손실로 시

편 아래까지 달할 수 있어 가공의 정 도가 크게 향

상된다5,6). 

  미세 홀의 품질을 개선하기 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

어져 왔는데, 일례로 순환되는 물 안에서 이  드릴

링 공정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spatter의 재증착을 방지

하고 열 인 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보고되었다7). 

한 가공된 홀 주변에 달라 붙은 spatter의 제거를 

하여 PVA 물질을 소재 에 도포함으로써 소재에 증

착된 spatter를 쉽게 제거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8).

  본 연구에서는 1028 nm 장의 펨토  이 를 사

용하여 300 ㎛ 두께의 실리콘 웨이퍼에 200 ㎛ 직경

의 홀을 trepanning 방법을 사용하여 가공하 다. 최

 가공 조건을 얻기 하여 이  펄스 에 지, 펄스 

반복율, 가공 속도, 편  조건, 이   치 등을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가공된 홀의 윗면과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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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리고 단면은 자주사 미경 (SEM)으로 측정하

고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한 실리콘 웨이퍼는 p-타입의 300 ㎛ 두

께를 가지며, 항은 1-10 Ω·cm, <100>의 방향성을 

가진다. 본 실험에서는 시편을 5 x 5 mm 크기로 단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본 실험에서는 최  출력 15 

W, 1028 nm 장, 200 kHz의 펄스 반복율을 가지

는 펨토  이  (Pharos 15-200-PP)를 사용하

다. 220 fs의 펄스폭을 사용하 으며, 갈바노미터 스캔

헤드 (hurrySCANⅡ10)를 사용하여 가공을 수행하

다. 거리 160 mm를 가진 f-theta 즈를 사용하

으며, 빔은 에서 48 ㎛ 직경의 가우시안 에 지 

분포를 갖는다. 의 치는 시편 윗면에 맞추고 진

행 다. 사용된 갈바노미터 스캔 헤드는 모터에 연결된 

2 개의 거울에 의하여 최  속도 3 m/s로 고속 가공

이 가능하다. 진공을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시편을 

1.5 mm 높이에 띄워 고정함으로써 가공 시에 발생한 

잔해물들이 시편에 재 증착되는 것을 방지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이  드릴링 방법은 trepan-

ning 방법이다. 이  가공 직경은 가공하고자 하는 

미세 홀의 직경에서 이  빔 직경을 제외한 152 ㎛

로 설정하 다. 고효율 미세 홀 드릴링을 하여 사용 

가능한 최  펄스 에 지를 찾아서 가공을 수행하 다. 

가공에 사용한 펄스 에 지는 168 μJ로 고정하 으며, 

가공속도  펄스 반복율을 변경하며 최  조건을 선정

하 다 (Table 1). 갈바노미터 스캔 헤드의 최  가공 

속도가 3 m/s이지만 미세 홀을 정확히 가공하기 하

여 150 mm/s를 가능한 최  속도로 설정하 다.

  두께 300 ㎛ 실리콘 웨이퍼에 직경 200 ㎛ 미세 홀 

가공의 최  조건을 구 하기 하여 펄스 겹침 정도, 

반복 횟수, 빔의 편  방향, 펄스 반복율, 가공 속도, 

이   치를 변화시키며 가공된 홀의 형상을 분

석하 다. 가공된 시편은 각각 증류수와 아세톤에 넣고 

음 분산기로 클리닝을 진행하 다. 홀의 상단과 하

단의 표면은 주사 자 미경(SEM)으로 찰하 으며, 

단면 측정을 하여 기  단장치(AR06DM)를 이용

하여 단하고 SEM으로 측정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이  펄스 겹침 정도와 가공 횟수에 따른 
홀 형상 변화

  먼  이  펄스의 겹침 정도 (pulse overlap ra-

tio)  가공 횟수의 변화에 따라 가공되는 홀의 형상 

변화를 분석하 다. 여기서 가공 횟수는 trepanning 

드릴링에서의 이  빔의 회  횟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펄스 겹침 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9).

    ∙

∙  (1)

  여기서 는 가공 속도, 는 에서의 빔의 직경이

고 는 펄스 반복율이다. 본 실험에서는 가공 속도를 

150 mm/s를 고정하고 진행하 다. 에서의 빔 직

경이 48 ㎛이기 때문에, 펄스 반복율을 조 함으로 펄

스 겹침 정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펄스 겹침 정

도를 10 ~ 90%까지 20% 간격으로 변화시켰고, 가공 횟

수는 100, 1000, 10000, 30000, 100000 회로 바꿔

가며 드릴링 실험을 진행하 다. 빔은 선형으로 편 된 

빔을 사용하 다.

  가공된 홀의 형상이 원이 아닌 약간 타원 형태를 보

는데, 이는 선형 편 된 빔의 사용으로 기인한 것으

로 단된다. 가공된 홀의 윗면과 아랫면 직경은 각각 

타원의 장축과 단축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하 으

며, 홀의 윗면 직경 비 아랫면 직경의 비율을 계산하

여 Fig. 2에 제시하 다. 두께 방향으로 홀의 직경이 

균일해야 하므로, 직경의 비율이 1에 가까워야 가공된 

홀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Galvanometer 
scan head

Porous 
chuck

Fig. 1 Femtosecond laser microfabrication system with a 
galvanometer scan head and a porous chuck 

Scanning speed 
(mm/s)

Repetition rate 
(kHz)

Time interval between 
pulses (ms)

50 1.18 0.83

100 2.35 0.43

150 3.48 0.29

Table 1 Time interval between pulses according to scan-
ning speed and repeti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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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 횟수가 100 회인 경

우에는 모든 겹침 정도에서 통 구멍 (Through hole)

이 발생하지 않았고, 1000 회인 경우, 10%의 펄스 겹

침 정도에서 통 구멍이 발생하지 않았다. 10000회 

이상 가공 시에는 모든 펄스 겹침 정도에서 통 구멍

이 발생하 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10000 회보

다 반복횟수가 큰 경우에는 오히려 이 비율이 더 감소

한다. 즉, 가공 횟수를 계속 증가하여도 홀의 정 도가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2를 보면 가공 횟수가 10,000회가 넘어서면서 

부터는 30% 겹침 정도를 사용한 결과가 50%, 70% 

겹침 정도를 사용한 결과보다 오히려 홀의 직경 균일도

가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를 확인하기 

해서 Fig. 3에 윗면과 아랫면에서의 홀의 직경이 가

공 횟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랫면에

서의 홀의 직경은 모든 겹침 정도에 하여 가공 횟수

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윗면 직

경은 30%와 50%의 겹침 정도인 경우에만 가공 횟수

의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랫

면 홀 직경이 유지되면서 윗면 직경이 증가하게 되면 

아랫면 직경이 상 으로 더 작아지게 되므로 직경 균

일도는 더 나빠지게 된다. 이는 높은 겹침 정도에서 상

으로 열의  효과가 커서 생기는 상으로 단

이 된다.   

  따라서 이 에 의한 에 지 투입이 최소가 되는 10% 

펄스 겹침 정도에서 윗면과 아랫면에서의 홀의 직경 차

이가 최소가 됨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trepanning 

방식의 미세 홀 드릴링에는 은 에 지를 투입하고, 

최 가 아닌 최 의 반복 횟수로 가공할 때 홀의 형상 

정 도를 최 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펄스 간 시간 간격이 가공 품질에 미치는 
향

  펨토  이  미세가공에서도 하지 못한 공정 

조건을 선택하면 열 인 향이 크게 나타나 가공 품질

이 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되는 펄스 사이

의 시간 간격(time interval)을 변경해 가며, 펄스 사

이의 시간 간격이 공정 결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악하 다. 시간 간격이 커지면 펄스 에 지가 재료 

내에서 충분이 확산될 수 있어서, 열의 에 의한 가

공품질의 하를 일 수 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 속도와 펄스 반복율

을 변화시킴으로써 펄스 사이의 시간 간격을 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선택한 최  펄스 겹침 

정도와 가공 횟수 조건을 유지하면서 가공 속도와 펄스 

반복율을 조 하 다. 동일 펄스 겹침 정도에서 가공 

속도를 감소시키면 펄스 반복율이 감소하고, 펄스 반복

율이 감소하면 펄스 사이의 시간 간격이 증가한다. 

  이  실험에서 얻은 최  조건인 10%의 펄스 겹침 정

도를 유지하면서 펄스 사이의 시간 간격을 증가시키기 

하여, 가공 속도와 펄스 반복율을 조 하며 진행하 다.

  Fig. 4(a), (b), (c)는 선형 편 된 빔을 사용하여 

가공하는 경우, 가공속도를 50, 100, 150 mm/s로 증

가시키며 가공했을 때 얻은 홀의 윗면 사진을 비교한 결

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 속도가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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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images of the top surface holes fabricated 
with a pulse overlap ratio of 10% and a scanning 
speed of (a) 50, (b) 100, (c) 150 mm/s using a 
linearly polarized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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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펄스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감소할수록, 홀 주변에 열

의 향으로 생성된 부산물이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펄스 간의 시간 간격이 시편에 주입된 열이 빠

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길어지면 열에 의한 향

이 제거되어 미세 홀 표면의 품질이 향상된다. Fig. 5

는 Fig. 4의 (a), (b), (c)에 해당하는 홀의 단면 사

진을 보여 다. 속도가 감소할수록 열  향이 감소하

여 미세한 크랙의 발생이 어 들어 깨끗한 홀 벽면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3.3 이  빔의 편  방향에 따른 홀 형상 변화 

  앞에서 언 했던 것처럼 선형 편 된 빔을 trepan-

ning 방법을 사용하여 가공하 을 때 타원형의 홀이 

얻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 편 기(circular polar-

izer)를 사용하여 실험을 반복하여, 선형 편 으로 인한 

가공된 홀의 비 칭형이 제거되는지 확인하 다. Fig. 

6은 Fig. 4에 해당하는 조건을 사용하여 가공하되, 원

형 편 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얻은 결과이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비 칭성이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치 인 비교를 해 홀의 장축, 단축의 

길이  두 값의 평균 값을 계산하여 Fig. 7에 제시하

다. 여기서 데이터의 범 가 좁은 것은 장축과 단축

의 길이 차이가 작은 것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원형 편 된 빔의 사용으로 상단 홀의 장축과 

단축의 길이 차이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3.4 이  빔  치에 따른 홀의 형상 변화

  이  드릴링 방법  trepanning 드릴링과 heli-

cal 드릴링 방법의 차이는 이  의 이동 여부이

다. Trepanning 드릴링의 경우, 이  이 고정

되어 있고 helical 드릴링의 경우, 이  이 빔 

경로에 따라서 시편 표면에서 바닥으로 이동한다. 즉, 

helical drilling을 사용하면 시편 표면부터 바닥까지 

효율 으로 가공이 가능하다5). 하지만 helical drill-

ing을 진행하기 해서는 dove 리즘과 갈바노미터 

스캔 헤드의 연동이 필요하다6). 

  본 연구에서는 trepanning 드릴링에서 의 치

가 홀의 형상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의 치를 시편의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맞추고 실험을 

진행하 다. 

  Fig. 8은 원형 편 된 빔을 사용하여 드릴링 공정을 

진행 하 을 때, 의 치에 따른 홀의 윗면과 아랫

(a) (b) (c)

Fig. 5 Hole cross-section images corresponding to Fig. 
4(a), (b), and (c). (from left t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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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SEM images of the top surface holes fabricated 
with a pulse overlap ratio of 10% and a scanning 
speed of (a) 50, (b) 100, (c) 150 mm/s using a 
circularly-polarized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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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fference between major and minor axes of top 
hole apertures obtained with and without a circu-
lar polarizer

(a) (b)

(c) (d)

Fig. 8 Comparison of the top (a, c) and bottom (b, d) 
hole apertures obtained with the focal position 
located at the top (a,b) and bottom (c,d) surfaces.



김 형 원․기 형 선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7, No. 3, 2019224

면 형상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을 아랫면에 맞춘 경우에 홀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장

축과 단축의 차이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정량 인 비교를 하여 원형 편 된 빔으로 50, 

100, 150 mm/s의 세 가지 속도로 홀을 가공하 을 때, 

의 치에 따라 시편 윗면과 아랫면에서의 홀의 장

축과 단축의 길이를 측정하여 Fig. 9에 제시하 다. 여

기서 색이 윗면에 을 맞추었을 때 얻은 결과이

며, 청색이 아랫면에 을 맞추었을 때 얻은 결과이

다. 간의 선을 기 으로 쪽은 윗면 홀의 측정 결

과이고 아래쪽은 아랫면 측정 결과이다. Fig. 9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아랫면에 을 맞춘 경우에는 가공

속도에 계없이 원형에 가까운 홀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속도 조건에서 평균 으로 상단 

홀의 장, 단축 차이는 2.5 ㎛이고 하단 홀의 경우는 

1.5 ㎛로 거의 원에 가까운 형상을 가진다.

  Fig. 10은 편  형태와 의 치 변화에 따라 가

공된 홀의 장축과 단축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홀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선

형 편 된 빔을 시편 윗면에 집속하는 경우에는 장축과 

단축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나, 원형 편 된 빔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어듦을 알 수 있다. 원형 

편 된 빔을 시편 아랫면에 집속하는 경우에는 , 아

랫면에서 모두 원에 근 한 홀 형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4. 결    론

  펨토  이 에 연동된 스캐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에 trepanning 방식의 드릴링 공정 최

화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원형 편 된 

빔의 을 시편 하단에 치시킨 후 속으로 가공할 

경우 최 의 홀 형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속 가공이 열  향을 감소시키고, 낮은 겹침 정

도와 정한 횟수의 반복 가공이 우수한 홀 형상을 얻

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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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멘트 복합체는 건축, 도로, 교량  원자력 발 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1,2). 하지만, 최근 

기 의 탄산가스 농도의 증가, 펌  보 에 의한 물/시

멘트 비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열화

상이 발생된다. 이와 같이, 콘크리트의 훼손된 부분에 

한 제거 수요는 꾸 히 증가하고 있지만 다이아몬드 

커 (Diamond blade cutting, Diamond saw cut-

ting)과 워터젯(water jet)과 같은 기존의 단 방법

이 여 히 사용되고 있다3,4). 이러한 방법은 많은 소음 

 먼지 방출을 발생시키고 시간 소모 이며, 식 

가공 방법일 경우 공구 마모로 인해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한다. 한, 악화된 콘크리트와 부식성 염화물의 

완 한 제거에 한 불확실성을 보이며 진동으로 인해 

건 한 콘크리트에 미세 균열을 일으켜 불필요한 콘크

리트 제거를 래한다. 

  이와 반 로 이  가공은 비 식 가공, 빠른 가

공처리 속도, 먼지  소음이 극소량인 생산이 가능하

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특히, 이 에 의해 발

생되는 열 향부는 매우 작으므로 가공 후의 재료 변형

의 가능성이 히 낮아진다. 따라서, 이 는 매우 

높은 효율을 가지며 정 한 작업으로 정확한 사본들을 

제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는 높은 에 지 

도를 매우 작은 지 으로 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에 암석, 목재, 복합재료, 고무  특정 속 등 

범 한 재료에 용할 수 있다5.6). 시멘트 복합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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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 블링(scabbling)  이  드릴링을 용

한 연구 사례는 많았으나, 시멘트 복합체에 이  커

을 용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7-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복합체에 

이  커 을 용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고출력 이 를 이용하여 시멘트 복합체를 

단한 후에 시멘트 복합체의 물리   화학  변화에 

해 논의하는 것이다. 실험에서 사용된 유일한 매개변

수를 이  단속도로 설정하 고 시멘트 복합체와 

이 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멘트 복합체에 한 이

 단 용가능성을 평가하 다.

2. 실험재료  실험방법

  실험재료는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 시멘

트 모르타르(cement mortar), 강도 콘크리트(Ultra- 

High-Performance Concrete, UHPC)로 세가지 유

형의 시멘트 혼합물을 제작하 다. 실험재료 제작할 때 

사용된 시멘트 혼합물의 량비율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시멘트 페이스트는 물과 시멘트,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 

시멘트와 규사, UHPC는 물, 시멘트, 규사, 실리카 우

더와 실리카 퓸(fume)이 실험실 콘크리트 믹서를 통해 

혼합되었다. 특히, 시멘트 모르타르와 UHPC는 고인화

제(superplasticizer)를 사용하여 하게 혼합하

다. 혼합한 시편이 한 도를 보이면 50 × 50 × 

50 mm3 몰드에 부어서 시편을 제작하 다. 건조한 상

태로 28일 경화된 후, 실온에서 24시간동안 보  후에 

탈형하 다.

  이  용 실험은 Multi-mode fiber laser를 이용

하여 수행되었다. Multi-mode CW fiber laser (IPG- 

YLS-10000 MM)는 이  빔 직경이 150 um이고 

최  출력은 10 kW이며 이  장은 1070nm이다. 

본 실험에서 설정된 이  출력은 9 kW이며 N2 보조 

가스는 7 bar로 수행하 다. 한, 이  단속도는 

4 m/min에서 1 m/min까지 1 m/min간격으로 감소

시키면서 진행하 고 추가 으로 0.5 m/min을 수행하

다. 실험 변수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해 이  

단속도를 유일하게 제어가능한 매개변수로 지정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Visual observation

  시편의 표면과 단면 을 통해 이  단 속도에 따른 

시멘트 복합체의 kerf width와 Penetration depth를 

Fig. 1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1 (a)를 보면, 시멘

트 페이스트의 kerf width는 이  단 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 다. 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평균 

kerf width는 2.61 mm로 다른 시편에 비해 가장 낮

은 kerf width를 나타내었다 (Fig. 2, a). 다른 시편

과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가장 양호한 단 품질

로 찰되었지만 kerf width 주변에서 크고 작은 균열

들이 찰되었다. 한편, kerf width와 같이, 이  

단 속도가 증가할수록 시멘트 페이스트의 penetration 

depth가 감소하 다. 시멘트 페이스트의 평균 penetra- 

tion depth가 21.5 mm로 시편  가장 깊은 깊이를 

나타내었다 (Fig. 2, b). 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pe- 

netration depth에서 단 속도가 감소할수록 차

으로 타원형상으로 재료가 제거되는 것이 찰되었다.

  시멘트 페이스트에 추가 으로 규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 한, 이  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kerf 

width가 감소하 다 (Fig. 1, b). 평균 kerf width는 

3.47 mm로 찰되었으며 kerf width 주변에서 이

에 의해 그을린 역과 균열이 찰되었다 (Fig. 2, 

a). 시멘트 페이스트와 같이, 이  단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의 penetration depth가 감

소하 다. 평균 penetration depth는 19.1 mm로 

찰되었으며 시멘트 페이스트와는 달리, 직선 형상으로 

재료가 제거되었다 (Fig. 2, b). 이러한 찰들을 통해 

규사가 시멘트 복합체에 미치는 향이 명확히 찰되

었다.  

  Fig. 1 (c)를 보면, 규산염 계 재료가 혼합된 UHPC

는 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kerf width가 감소하

으며 평균 kerf width가 4.2 mm로 가장 큰 폭이 

찰되었다 (Fig. 2, a). kerf width에서 표면 로 하

얀 불순물들이 부풀어 오른 상이 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규칙한 kerf width를 나타내었다. 다른 시편과 

Series Cement Water Silica Fume Silica Powder Silica Sand Ⅰ Silica Sand Ⅱ Super plasticizer

Cement paste 1 0.25 - - - - -

Cement mortar 1 0.25 - - - 1.0 0.009 

UHPC 1 0.25 0.25 0.25 0.30 0.70 0.009 

Table 1  Mix design of the cement composites (Proportions b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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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UHPC의 pen-

etration depth가 감소하 으며, 평균 penetration 

depth는 16.8 mm로 시편  가장 얕은 깊이를 나타

내었다 (Fig. 2, b). 한, 시멘트 모르타르과 같이, 직

선 형상으로 재료가 제거되었으며 단 속도에 따른 

penetration depth가 가장 낮게 찰되었다. 

  결과 으로, SiO2가 주 성분인 규산염 계 재료의 양

이 증가할수록 시멘트 복합체의 kerf width는 증가하

지만 penetration depth는 감소하 다. 한, 시멘트 

복합체에 혼합되는 재료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시편의 

particle packing이 더욱 집하게 구성되므로 pene-

tration depth가 감소하 다.

3.2 Chemical analysis (EDX)

  시멘트 페이스트에 해 기계식 단과 이  단을 

각각 진행한 후, 단면(cut surface)에서 성분변화를 

비교하 다. 기계식 단이 이  단에 비해 상

으로 단면에 한 품질은 좋지만 큰 열 향부와 진동

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콘크리트 제거가 

발생된다. 한, 이  단은 에 지를 작은 역에 

집 시킬 수 있으므로 두꺼운 콘크리트에 한 효율

인 가공이 가능하다. Fig. 3 (c)를 통해 기계식 단과 

이  단 후의 단면에 해 EDX 성분분석 결과

를 나타내었다. 시멘트 페이스트인 경우, 단 방법에 

따른 EDX 성분분석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찰되었다.

  Fig. 4와 같이, 시멘트 모르타르의 횡단면에서 EDX 

성분분석을 진행하 다. 추가 으로, 다이아몬드 커  

후의 시멘트 복합체에 한 EDX 성분분석을 수행하

다. Penetration depth에서 세가지 역을 나 어 point 

분석으로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멘트 페이스

트와 달리, 시멘트 모르타르와 UHPC는 세 가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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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되었다. 이 에 의해 간 으로 열 향을 받

은 Heat-affected zone, 시편이 직 으로 이  

향을 받아 용융풀(molten pool)로 상변화가 진행된 후 

재응고된 Re-solidified zone, 재료가 제거된 역에서 

시편의 표면에 다량의 SiO2 성분인 Glassy layer로 구

성된다. 

  이  조사로 인해 이 가 콘크리트와 상호 작용

할 때, 이 의 의해 시멘트 복합체의 표면과 내부 온

도가 증가하여 시멘트와 규사가 용융되고 이로 인해 재

료가 제거된 역에 SiO2 성분으로 구성된 용융풀이 

발생한다. 한, 시멘트 복합체의 표면과 내부에서 수

산화칼슘의 탈수  탄산칼슘의 분해로 CO2와 H2O가 

방출된다. 시멘트 복합체의 표면온도가 기화 온도에 도

달하면 용융풀은 이 에 의해 증발되고, 동시에 반동 

압력이 생성된다. 이로 인해, Fig. 1 (c)의 kerf width

와 같이, 시멘트 복합체 표면에서 재응고된 용융풀이 

찰되었다. 추가 으로 이  조사가 끝난 후 재응고

가 진행되면서 기체들이 방출되는 흔 들이 찰되었다

(Fig. 4, c). 재료가 제거된 역의 표면에서 Fig. 4 (d)

와 같이 SiO2성분으로 구성된 층상구조의 Glass layer

가 찰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Multi-mode fiber laser를 이용하여 시

멘트 복합체를 이  단함으로써, 용가능성에 

해 논의하 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험에 설정된 매개변수 범 에서 시멘트 페이스

트의 kerf width가 가장 양호한 단 품질을 나타내었

다. 한, UHPC의 평균 kerf width는 4.2 mm로 시

편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지만 평균 penetration 

depth는 16.8 mm로 가장 낮은 값이 찰되었다.

(a) (b)

(c)

Fig. 3 SEM images of cut surface after (a)mechanical 
cutting, and (b)laser cutting, on the cement paste. 
(c)EDX analysis of mechanical cutting and laser 
cutting on cement paste

(a)

(b)

(c)

(d)

Fig. 4 SEM images of (a)cross-sectional view of cement mortar, and EDX analysis of (b) Heat-affected zone, (c) Re-sol-
idified zone, and (d) Glass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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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단속도가 증가할수록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편의 kerf width와 penetration depth는 감소하 다.

  3) 시멘트 모르타르와 UHPC를 통해 규산염 계 물질

의 양이 증가할수록 penetration depth가 감소함을 확

인하 다.

  4) EDX 성분분석 결과, 성분 량에 따라 세가지 특

성으로 분류되었다. 한, 콘크리트에 해 효과 으로 

이  단하기 해서는 규산염 계 물질이 용융되면

서 생성된 SiO2 성분의 용융풀이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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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자동차 연비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됨

에 따라 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차량이 도입되고 있으

며, 장부품의 증가로 인해 무거워진 차체 경량화를 

해 알루미늄 합 의 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국내에서도 완성차 업체에서 극 으로 추진 인 알루

미늄 재 확  용을 해 련 용  기술 개발이 필

요한 시 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

기술은 1877년 Elihu Thomson에 의해 발명된 

항 용 이다2,3). 항 용  즉, 스폿용 은 작업의 자

동화 용이 뛰어나며 용 속도가 빨라 량생산에 

합하다3-5).

  하지만 일반 인 항 발열을 이용한 스폿용 을 알

루미늄 합 과 고강도강에 용 하는 경우 용융 , 열

  

델타스폿용접을 이용한 이종소재의 웰드본딩 공정 조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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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automobile industry, studies have been made on spot welds of non-ferrous metals such as aluminum, 
which has lightweight, high-strength, and excellent impact properties, in order to improve fuel efficiency 
through lightening of vehicle body weight. However, these dissimilar welds cause intermetallic compound 
formation and the galvanic corrosion in corrosion environments at the weld interface. On the other hand, it 
is known that the weld bonding process has the property of improving strength of spot welds by applying 
a structural adhesive between two metals and increasing the surface adhesive force.
  In this study, Al 6061-T6 with a thickness of 1mm and galvanized steel sheet (GA) with a grade of 
440 MPa were used as target materials. As a process method, delta spot welding equipment was used for 
reducing the heat input using a special process tape and the weld bonding process by the D type structural 
adhesive was done. As a result, tensile shear strength after salt spray test for 1920 hours was more than 
twice that of spot welding condi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rosion amount of the welds was 
lowered.

Key Words : GA440, Al6061-T6, Shearing stress, Weld nugget, Resistance spot welding, Delta-spo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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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기 항의 차이로 용 성이 나쁘고, 취성이 큰 

속간 화합물 생성, 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이 발

생 한다6,7). 알루미늄 합 은 고강도강에 비해 탄소와 

같은 합  성분의 첨가량이 어 낮은 고유 항을 갖

고, 기 도도가 높아 단시간 류를 필요로 하며, 

스폿 용 시 표면 산화물이 극에 융착되는 상 때문

에 입열량 제어가 필요하다7-9). 따라서, 최근에는 류, 

가압력, 통 시간에 의해 입열량 제어가 가능하고, 

극과 모재 사이에 로세스 테이 를 삽입하는 델타스

폿 용 과 같은 방법들이 용되고 있다10,11).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형 알루미늄 소재인 Al6061- 

T6과 합 화 아연도 강 인 GA440소재를 상으로 

장시간의 부식환경 속에서도 용 부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웰드본딩 공정을 용하 고, 염수분무 시험시

간에 따른 내식 단강도를 공정 조건별로 조사하 다. 

한, 내식 단강도에 미치는 공정 인자의 향 검토  

시험편 부식상태 찰도 진행하 다.

2. 실험 방법

2.1 델타스폿용   웰드본딩 원리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스폿용 시 극과 모재 사

이에 로세스 테이 를 삽입하여 항의 증가로 

인해 용  입열량과 깃 크기를 제어하고, 극 오염 

방지, 스패터 감의 효과, 기존 인버터 방식의 스폿용

 보다 류 범 에서도 정 용 부를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Fronius사의 델타스폿 용 기를 사용

하 다. 장비와 그 원리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리

고, 용 부 강도 향상과 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을 

억제하기 해 Fig. 2와 같이 시험편 표면에 C를 주로 

함유하고 있는 D type의 구조용 착제를 얇게 도포한 

후 스폿용 을 하는 웰드본딩 공정을 실시하 다.

2.2 소재  용  조건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내식성, 가공성, 강도, 용 성을 

갖는 Al6061-T6과 440MPa 의 합 화 아연도 강

(GA)을 사용하 다. ISO 14273 규격과 같이 시험편

을 제작하 으며 Fig. 3에 나타내었다. 시험편은 두께 1mm

의 Al6061-T6과 GA440이 사용되었다. Table 1는 

상 소재의 화학  조성을 나타내었다.

  용  조건은 입열량에 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변수

인 류, 가압력, 용 시간의 변경에 따른 실험을 진행

하 다. 먼  로세스테입(PT)의 종류에 따른 열 특

성이 다르므로 정 용 조건 확보를 한 실험으로 

PT-3000(Al측), PT-2000(Steel측)과 PT-3000(Al

측), PT-1407(Steel측)의 가압력(1.9kN), 용 시간

(240ms)은 고정하고, 류값(9kA, 10kA, 11kA)의 

변경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 다. 한, 웰드본딩 공정

은 Fig. 3의 겹침여유 L부분에 D type의 구조용 착

제만 도포한 것과 알루미늄 시험편을 수동 연마후 구조

용 착제를 도포한 것을 각각 비교하 다. 이와 같이 

웰드본딩을 용한 시험편에 해서는 열처리(170℃, 

Steel
(GA 440)

Aluminum
(6061-T6)

Process tape
(PT3000)

Process tape
(PT1407)

Fig. 1  Delta spot welding principle and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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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thod of weld-bonding process

Fig. 3 Tensile shear test specimen (ISO14273)

Chemical composition(at%) Mechanical property

Material Fe C Mn Si Mg Al TS(MPa) YS(MPa) El(%)

Al6061-T6 0.4 - 1.0 0.3 2.8 Bal. 328 281 14

GA440 Bal. 0.08 1.30 0.12 - 0.04 475 368 29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6061-T6 and GA440 alloys



델타스폿용 을 이용한 이종소재의 웰드본딩 공정 조건 최 화

한용 ․ 합학회지 제37권 제3호, 2019년 6월     233

30분)를 하여 경화시켰다. Table 2에 상기 용  조건

을 나타내었다.

2.3 용 부 특성평가 

  알루미늄과 강 의 스폿용 부에 해서 용 부 조직

찰, 깃경 비교와 함께 부식환경에서의 단강도특성

을 조사하기 해 염수분무 시험시간(0h, 640h, 1280h, 

1920h) 에 따른 용  조건별 시험편(No.1~No.4)을 

각 3개씩 비하여 시험하 다. 내식 단강도시험은 KS 

D9502 ( 성염수분무시험)  KS B0802(인장시험)

에 따라 평가하 다. Table 3은 상기 염수분무시험 조

건을 나타내었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델타스폿용  용 결과

  이종소재의 델타스폿용 시 로세스 테이 의 선정

을 해서 PT3000(Al측)&PT2000(Steel측)계조합

과 PT3000(Al측)&PT1407(Steel측)계 조합에 해

서 각각 조사하 다. 주요 공정 변수에 따른 단강도 

비교 결과와 로세스 테이 의 SEM 성분분석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를 보면 체 으로 

자의 조합인 PT3000(Al측)&PT2000(Steel측)에 비

해 후자의 PT3000(Al측)&PT1407(Steel측)계에서 높

은 단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를 들어, 일정한 가압력과 

통 시간을 갖는 동일 용  조건 류 9kA, 10kA, 11kA

에서 단강도가 각각 0.3kN, 0.5kN, 0.4kN으로 약 

10~14%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PT3000(Al

측)&PT1407(Steel측)계 조합이 이종 소재 용 부의 

단강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 

로세스테이 에 물성  조성 조사결과 Cu보다 Fe, 

Ni이 함유된 PT1407에서 외부입열량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것은 델타스폿용 시 형성되는 깃경의 크

기에 향을 미치며 이로인해 PT2000계보다 PT1407

에서 높은 단인장강도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3.2 웰드본딩 공정조건 최 화

  Al6061-T6과 GA440의 Table 2 용 조건(No.1~ 

No.3)에 해 표 인 단면 깃경 측정 결과와 염수

분무시험 시간에 따른 단강도 결과를 Fig. 5에 나타

내었다. 일반 으로 깃경이 커짐에 따라 용 부의 

단강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No.1, No.2의 깃경을 서로 비교해 보면 착제도

포 유무에 따라 가압력, 류, 통 시간을 다르게 설정

했지만 두 조건의 거깃경 측정 결과는 약 8mm로 거의 

같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깃경은 유사 했지만, 염수

분무시험후 No.1에 비해 No.2는 1920h에서 내식 단

강도가 약 6배 증가되어 한 차이가 발생했다. 따라

서 스폿용 과 달리 깃경의 크기와 상 없이 착제

의 도포에 의해 동시에 면 착효과가 존재해 내식 단강

No. Welding condition
Heat treatment
(170˚C, 30min) 

1 1.9kN-9.5kA-240ms X

2
4.5kN-13kA-180ms+structural 

adhesive
O

3
4.5kN-13kA-240ms+structural 

adhesive
O

4
4.5kN-13kA-240ms

+polishing +structural adhesive
O

Table 3 Salt spray test conditions

KS D 9502 Condition

NaCl concentration(g/L) 50±10 50

Density 1.029~1.036 1.031

pH 6.5~7.2 6.59

Spray pressure(kPa) 98±10 100

Temperature(℃) 35±2 35.1

Air saturation 
temperature(℃)

47±2 47.2

Sprayed capacity (mL/h) 1.5±0.5 1.8

Table 2 Weld-bonding welding condition 

9 10 11
2800

3000

3200

3400

3600

3800

4000

4200

4400

4600

4800

T
en

si
le

 s
he

ar
 s

tr
en

gt
h(

N
)

Current(kA)

PT3000(Al)&PT2000(Steel)

PT3000(Al)&PT1407(Steel)

9 10 11
2800

3000

3200

3400

3600

3800

4000

4200

4400

4600

4800

T
en

si
le

 s
he

ar
 s

tr
en

gt
h(

N
)

Current(kA)

PT3000(Al)&PT2000(Steel)

PT3000(Al)&PT1407(Steel)

(a) Tensile strength test result

Cu

Cu

Fe

Fe Cr

Ni

Ni

Fe

  (b) PT2000                  (c) PT3000                 (d) PT1407

Fig. 4 Result of tensile shear strength at different current 
and process tape component analysis



김 ․김 곤․김동철․주성민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7, No. 3, 2019234

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No.2, No.3

를 비교해 보면 1280h, 1920h에서 내식 단강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웰드 본딩조건에서 입열량(통 시

간의 변화)에 따른 내식 단강도의 향상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추정된다. 한, 체 으로 공정조건에 상

없이 염수분무시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내식 단강도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편 Fig. 6은 웰드본딩조건 No.2, No.3의 비커스 

경도 측정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경도측정은 용

부를 심으로 각선 방향으로 ±6mm까지 측정 하

다. 그 결과 상 으로 통 시간이 더 많은 No.3조

건에서 용  앙부의 경도값이 더 높게 측정 되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내식 단강도와 경도 측정 결

과에서 보듯이 통 시간 변화에 따른 입열량에 비해 구

조용 착제의 사용 유무에 따른 향이 더 큰 것으로 

단된다.

3.3 내식 단강도 특성 향상

  구조용 착제의 도포가 내식 단강도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단되어 착제의 표면 착력을 증가시키

기 해 Al6061-T6 표면에 수동 연마를 실시하 다. 

Fig. 7은 두 개의 Al6061-T6 시편  연마를 하지 않

은 비연마조건과 거칠기 #60의 사포(SiC연마지)로 100

회 연마한 조건의 표면조도를 측정한 값을 나타낸다. 표

면조도는 각 시편에 해 길이방향 양끝부분에서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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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앙부에서 측정하여, 산술평균 거칠기(Ra)값을 표

시하 다. 두 시편의 표면 조도를 비교 했을 때 100회 

연마를 실시한 경우가 약 3배정도 높은 표면 조도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기존 No.3조건과 가압력, 용  류, 통 시간이 동

일하지만 수동 연마를 통해 표면 착력을 크게 한 No.4 

조건의 염수분무시험 후 내식 단강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에서와 같이 수동 연마를 실시한 No.4조건이 

640h 이후 내식 단강도가 히 증가하 으며, 특히 

No.3조건의 내식 단강도(3.25kN)에 비해 5.88kN을 

나타내 약 81%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표

면조도에 따른 착량의 차이가 내식 단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 변화에 따른 부식 시험편 외 을 Fig. 9에 나타

내었다. 찰 결과 No.1조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 부와 용 부 주변에서 부식이 진행된 청 상이 

많이 발생하 고, 웰드본딩조건을 용한 시험편에서는 

용 부 주변에서 약간의 청 상을 찰 할 수 있었다. 

정확한 부식량을 측정하기 해, 부식량(%)=(부식 면

/웰드 본딩 면 )×100으로 계산하여 각 조건에 따른 

평균 부식량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웰드본딩조건을 용한 시험편이 델타스폿용

만 실시한 시험편 보다 매우 낮게 부식량이 측정되었

고, 수동 연마까지 실시한 시험편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동 연마와 같이 표면 착력의 효과가 클

수록 강도 증가와 동시에 용 부에 부식액의 침투가 방

지되어 갈바닉 부식이 억제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6061-T6과 GA440의 이종소재 용

시 내식 단강도 향상을 한 웰드본딩공정 조건을 

최 화 하 고, 염수분무시험을 통한 용 부 기계 특

성 평가를 조사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염수분무 시험 결과 D type의 구조용 착제를 사용

한 웰드본딩조건이 기존 델타 스폿용 조건에 비해 높

은 내식 단강도를 나타냈지만, 통 시간에 변화에 따른 

강도 증가 효과는 미비하 다. 하지만, 동일 용 조건에

서 비연마조건인 No.3의 내식 단강도 3.25kN에 비해 

표면 연마를 부여한 No.4의 내식 단강도는 5.88kN으

로 약 2.63kN의 내식 단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면 조도값이 높을수록 항의 크기와 착제 

면 의 증가가 내식 단강도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단시편 찰결과 No.1 조건은 장시간 염수분무시

험으로 청이 발생하여 부식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하

지만, 구조용 착제를 도포한 시편은 상 으로 부식

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EDAX 분석결과 착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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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인 C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 으며 매우 낮은 부식량

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착제의 도포로 인해 용 부 

틈새부식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웰드본딩 

공정과 함께 표면 연마의 용이 내식 단강도  부식

의 억제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되며 추후 이종 소

재 용 부의 내식 단강도 향상을 한 표면 가공 방법

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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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루미늄은 단  질량당 강도가 높고 내식성이 우수

하여 운송기기 등의 경량화를 한 소재로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합 은 열확산율이 상 으로 

높아 용 을 해서는 높은 입열량을 요구하고 있다. 6

천  7천 계열의 알루미늄은 가공성, 강도, 내식성이 

우수하고 용 성이 나쁘지 않으나, 용 열에 의한 연화

와 용 균열 감수성이 높다1,2). 이에 상 으로 입열

량이 낮은 고 도에 지를 이용하는 이 빔 용 에 

한 연구3,4)가 진행 된바 있으며, 알루미늄의 높은 

합효율을 구가하는 용 기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개발된 마찰교반용 은 모재가 가지는 용융

 이하에서 용 을 수행하는 고상용 의 한 방법으로 

용융부가 발생하는 기존의 용 기법의 가능성 있는 

안5)으로 주목 받고 있다. 두 기법은 아크용  등 통

인 용  기법에 비해 낮은 단 입열량을 통해 용 을 

한다는 공통 이 있으나, 용융부가 발생하지 않는 마찰

교반용 이 좀더 우수한 합효율을 가질 것을 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형 알루미늄 6천  7천

계열에 해서 이 빔 용 과 마찰교반용 을 통해 

합부를 취득하여 각각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모재와 비

교하여 합효율을 확인하고, 강종별, 용 기법별 특성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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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재료

  열처리형 알루미늄  6천계열 2종과 7천계열 3종을 

선택하여 실험  평가를 진행하 다. 상 강종과 화

학조성은 Table 1과 같다. Al7021-T7과 Al7H01- 

T7 은 주문제작품으로 화학조성비는 측정치를 표기 하

으며, 나머지는 상용재6)를 활용하 다. Al7075-T6 

는 2 mm의 두께를 가지며, 나머지는 모두 3.3 mm의 

두께를 가진다. 용 부 인장강도에 한 평가의 기 으

로 활용하기 하여 사용재료의 압연방향 인장 강도를 

ASTM E87)을 수하여 측정하 다. 측정횟수는 3회

이며 평균값을 표 값으로 하 다. 측정 결과는 Fig. 

1과 같다.

3. 실험 방법  측정 방법

3.1 이 빔 용

  비드 온 이트(Bead On Plate, 이하 BOP) 이

빔 용 (Laser Beam Welding, 이하 LBW) 에서 

사용한 이 는 최  출력 3 kW의 Yb:YAG 이버

이 (YLS-3000, IPG)이며, 이버의 직경은 200 ㎛, 

거리는 200 mm, 의 직경은 245 ㎛ 이다. 빔

은 진각 3˚가 되도록 설정하 으며, 모재의 표면에 

빔이 조사되도록 치를 조정하 다. N2 보호가스를 용

부 상면과 배면에 15 l/min으로 공 하 다. 실험환

경은 Fig. 2(a)에 도시하 다.

  단 입열량은 이 빔 출력을 용 속도로 나  값으

로 단 길이당 입열량을 의미하며, 동일한 용  공정간

의 모재에 투입된 에 지의 상 비교를 해 사용하

다. 단 입열량에 따른 인장강도의 비교를 하여, 출

력을 2.5 kW로 고정하고 용 속도를 변수로 하여 용

락 없는 완 용입 공정 역을 확보하 다. 제작된 시험

편을 상으로 3회 반복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 다. 

3.2 마찰교반용

  마찰교반용 (Friction Stir Welding, 이하 FSW) 

에 사용한 마찰교반용 기(F1300, 화천)는 최  스핀

들 속도 6000 rpm, 모터출력 25 kW의 성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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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 Cu Fe Mg Mn Si Ti Zn Zr Al

Al6060-T6* ≤0.05 ≤0.10 0.10-0.30 0.35-0.60 ≤0.10 0.30-0.60 ≤0.10 ≤0.15 - Bal.

Al6082-T6* ≤0.25 ≤0.10 ≤0.50 0.60-1.2 0.40-1.0 ≤0.70-1.3 ≤0.10 ≤0.20 - Bal.

Al7021-T7** 0.10 0.15 0.13 1.26 0.11 0.07 0.03 5.43 - Bal.

Al7H01-T7** 0.01 0.46 0.13 12.49 0.17 0.06 0.03 4.77
0.0
9

Bal.

Al7075-T6* 0.18-0.28 1.2-20 ≤0.50 2.1-2.9 ≤0.30 ≤0.40 ≤0.20 5.1-6.1 - Bal.

*As received , **Measured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pplied aluminium alloys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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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2(b)). FSW용 툴은 SKD61 공구강으로 제

작되었으며 14 mm의 더 직경을 가지는 concave 형

상으로, 마찰력증 를 해 더에는 나사산형상을 가

진다(Fig. 2(c)).

  완 용입된 LBW 용 시편과의 상 인 비교를 

하여 FSW의 목표공정조건은 BOP에서 스터드 역

(Stirred Zone, 이하 SZ)이 모재의 배면까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만족하기 하여 툴 삽입 

깊이를 치제어를 통해 결정하 다. 툴 회 축의 각은 

3˚를 유지하 다. 고정된 출력에서 용 속도의 조 로 

유의미한 단 입열량을 결정할 수 있는 LBW 와 달리 

FSW는 결함 없는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이송속도 역

이 좁고, 단 입열량의 부분이 툴의 회 속도에 의해 결

정된다8). 따라서 이송속도를 1.0 m/min 와 0.8 m/min

으로 고정하고,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3수 의 툴의 회

속도로 용 한 시편을 평가 하 다.

3.3 측정방법

  인장강도 측정을 한 LBW 와 FSW 시편은 모재의 

측정기 인 ASTM E8을 수하 다. 각 강종별, 공정 

조건당 3회의 반복측정을 하 으며 평균값을 표 값으

로 선택하 다. 용 부 단면경도는 미소 비커스 경도 

시험기를 통해 측정하 으며 0.05 kgf 의 가압을 10

간 유지하 다. 단면경도 측정은 용 부 두께 방향 

심을 폭 방향으로 통하는 분포를 취하 다.

4. 결과  고찰

4.1 공정가능 역  비교공정조건

  LBW의 강종별 공정가능 역을 Fig. 3(a) 에 열확

산율6,9,10) 과 함께 도시하 다. 열확산율은 열 도계수

를 도와 비열로 나  값으로 재료가 겪는 온도구배에 

해 얼마나 열을 빨리 손실 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만

약, 재료별 용융열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열확산율이 

높은 재료는 완 용입을 해서 많은 단 입열량을 요

구하게 될 것이다.

  Al7H01-T7의 경우 열확산율을 확인할 수 없어 별

도로 표기 하 다. 실험에 사용한 강종의 체 당 융해

열의 범 는 1.06~1.11 J/mm3으로 유의차가 크지 

않은 반면, 열확산율은 넓은 범 를 가지며, 공정이 가

능한 단 입열량의 범 는 열확산율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알루미늄에 한 LBW 공정에서 유의미

한 양의 에 지가 열 도를 통해 소모되며, 강종이 가

지는 열확산율에 비례하여 필요 단 입열량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공정가능 단 입열량과 열확산율의 비례 계

를 볼 때, Al7H01-T7의 열확산율은 Al7021-T7과 

Al6082-T6사이의 값(59~66 mm2/s)을 가지는 것으

로 추정된다. 

  Al7075-T6 의 경우 2.5kW 출력에서 다량의 스패터

가 발생하면서 표면에서의 언더필이 심하게 형성되어, 

2 kW 출력조건으로 목표 공정조건을 달성하 다. 이와 

유사한 경향은 FSW 공정에서도 발생하 다. Al7075- 

T6을 제외한 모든 강종에서 2000 rpm 회 속도에서 

목표공정이 가능하 으나, Fig. 3(b)와 같이 Al7075- 

T6는 1500 RPM 이상에서 모재용융이 발생하 다. 이

는 Al7075-T6이 가지는 낮은 열확산율로 인한 열의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공정가능 역을 기반으로 LBW와 FSW의 시

편 인장강도를 비교하기 한 3수  공정조건은 Table 

2와 같이 설정하고 해당 조건의 결과를 평가 하 다. 

일부 강종에 한 용 시편의 단면을 Fig. 4에 도시하

다.

 

4.2 용 시편의 인장강도

  알루미늄합 의 O재는 재를 제조한 상태를 어닐링

하고 재 결정시킨 것을 의미한다. 기계  강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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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목 으로 열처리를 진행하는데, 6천계열  7천계

열의 T6재는 고용화처리후 인공시효한 것을 의미하며, 

T7재는 고용화 처리후 과시효를 통해 안정화 처리 한 

것을 의미한다. 열처리를 통해 상승한 기계  강성의 상

승분의 일부 혹은 부는 용 공정을 통해 소실되기 때

문에, 용 시편의 인장강도는 O재의 인장강도와 비교의 

상이 된다.

  6천계열에 한 용 기법  조건별 인장강도의 결과

는 Fig. 5에 도시하 다. Al6060-T6 의 경우 단은 

LBW에서 용융부 (Fusion Zone, 이하 FZ), FSW에서 

SZ  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이하 HAZ)

에서 발생하 다. LBW와 FSW 모두 모재의 60% 수

의 인장 강도를 달성하 으며 이는 Al6060-O재 수

의 인장강도6)와 동일하다. 

  아울러 최  단 입열량 조건이 최소 단 입열량 

비 40%가 많으나, 단 입열량 수 에 따른 인장강도의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선택한 공정 조건에서 

열처리로 향상시킨 인장강도의 향상 량이 용 공정을 통

해 모두 제거되었으며, 선택한 공정 조건의 최소 단 입

열량으로도 열처리의 효과가 모두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아울러, FZ을 가지는 LBW와 그 지 않은 FSW

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은 FZ의 연화 량이 FSW 공정

에서 발생하는 연화 정도와 상응하는 수 임을 의미 한다.

  Al6082-T6에 한 LBW 용 시편은 FZ  HAZ 에

서 단이 발생하 으며, 단 입열량이 높은 1.5 m/min 

에서는 HAZ에서만 단이 되었다. 체 인 인장강도

는 FSW보다 LBW가 높은 값을 기록하 으나 차이는 

15 MPa 수 으로 역시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Al6060-T6 와 동일하게 단 입열량에 의한 인장강도

의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O재 수 으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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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nsile test results of (a) Al6060-T6 and (b) Al6082-
T6 by welding process an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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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도 하강은 발생하지 않았다. 

  7천계열에 한 측정결과는 Fig. 6에 도시하 다. 7

천계열은 모두 단이 LBW는 FZ에서, FSW는 SZ  

HAZ 에서 발생하 다. 세 강종 모두 LBW는 모재

비 48~58% 수 의 인장강도를 달성하 으나, Al7H01- 

T7을 제외하고는 O재 보다 높은 인장강도가 확보되었

다. 반면, FSW는 모재 비 82~89% 수 의 인장강

도를 달성하 다. 7천계열 역시도 단 입열량 수 에 따른 

인장강도의 경향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치별 연화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LBW는 2수 (Lv. 

2) 시편의 단면경도를, FSW는 이송속도 0.8 m/min 에서 

2수 (Lv. 2) 시편의 단면경도를 측정하여 Fig. 7(a)

와 (b) 에 각각 도시하 다. 

  Al6060-T6는 연화 역(FZ, SZ, HAZ)에서 두 용

기법 모두 유사한 경도 의 하락이 찰되었으며, LBW

의 FZ에서, 그리고 FSW의 HAZ에서 조  더 낮은 경

도가 측정되었다. Al6082-T6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도 

하락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LBW의 경우 HAZ에서 

가장 낮은 경도를 기록하 으며, 이것이 HAZ에서의 

단이 원인으로 단된다. 반 으로 Al6060-T6의 경

도하락보다, Al6082-T6의 경도하락폭이 낮은 편인데, 

Al6082 소재에 포함되어 있는 Mg, Si와 같은 강화상 

형성 원소의 양이 상 으로 높기 때문으로 단된다.

  반면 7천계열의 경우 LBW의 FZ에서 상 으로 큰 

경도하락을 기록하 다. FSW의 SZ와 HAZ 에서는 

LBW의 HAZ 의 경도 값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 다. 

FZ에서의 경도가 하락이 가장 큰 Al7075-T6 가 동일

시편(4.50 m/min)에서 가장 낮은 47%의 합효율을 

보 으며, 상 으로 낮은 경도하락을 기록한 Al7021- 

T7의 시편(3.50 m/min)에서 가장 높은 55%의 합

효율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용한 두 용 기법과 강

종에서의 합효율은 경도하락 수 과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형 6천계열 알루미늄 2종과, 7

천계열 알루미늄 3종에 해서 각각 이 빔 용 과 

마찰교반용 을 수행하고 각 용 시편이 가지는 인장강

도를 측정하여 비교하고 평가 하 다. 실험에 사용한 

소재에 해 아래와 같이 결과를 정리 할 수 있다.

  1) 열처리형 6천  7천계열 알루미늄의 완 용입을 

한 이 빔 용 에서 필요한 단 입열량은 해당 강

종이 가지는 열확산율에 비례한다.

  2) 모든 실험에서 단 입열량과 인장강도에 한 경

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실험에 사용한 가장 낮

은 단 입열량에서도 충분한 재료의 열화가 발생하 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3) 6천계열의 알루미늄은 이 빔 용 과 마찰교반

용 을 이용하여 얻은 용 시편의 인장강도는 유사한 

수 으로 측정되었다. 두 기법 모두 Al6060-T6는 모

재 비 60%, Al6082-T6는 모재 비 87% 수 을 달

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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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nsile test results of (a) Al7021-T7, (b) Al7H01- 
T7 and (c) Al7075-T6 by welding process an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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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천계열의 알루미늄은 이 용 을 수행하여 얻

은 용 시편의 합효율은 48~58% 수 이며, 마찰교

반용 의 경우 82~89% 수 을 달성하 다.

  5) 모재의 용융을 거치지 않는 고상용 인 마찰교반

용 의 합부는 이 빔 용  비 7천계열 알루미늄

에서만 상 으로 우수한 인장강도를 보인다.

  열처리로 기계  강성이 강화된 6천  7천계열 알

루미늄 재에 해서 모재가 용융  고화를 거치는 

이 빔 용 에 의한 합효율 보다 고상 합의 한 방

법인 마찰교반용 이 체 으로 우수한 합효율을 보

일 것으로 기 하 으나, 7천계열 알루미늄에서만 마찰

교반용 이 우수한 합효율을 보이는 반면, 6천계열 

알루미늄에서는 동등한 수 의 합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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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ardness distributions on the (a)LBW weldment of 2nd level experiment condition (Lv. 2) and (b)FSW 0.8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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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FSW = Friction Stir Welding
TWI = The Welding Institute 
FSVW = Friction Stir Vibration Welding
S-FSVW = Simulation of Friction Stir Welding 
ALE = Arbitrary Lagrangian-Eulerian
JCP = Johnson-Cook Plasticity
TRS = Tool rotation speed 
SD = Shoulder diameter 
WS = Welding speed.
 = Static yield stress
 = Equivalent plastic strain         

p  = Plastic strain rate for 
1

0 1s   
A, B, C, m, n, α = Material constants
T = Absolute temperature for *0 1T 

roomT  = Ambient temperature

meltT  = Melting temperature
Ω = Heat energy
  = Material density
HV = Vickers hardness test 
γ = Acceleration
∂Ω = Boundary of the domain Ω

C  = Boundary of the contact surface
vtool = Displacement of the tool

( . ).n n n  = Contact pressure
m = Mas of a given volume
g = Gravity acceleration
n = Normal out warding the surface
HAZ = Heat-affected zone   
TMAZ = Thermo-mechanical affected zone
WNZ = Weld nugget zone
Z = Zener-Hollomon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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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urrent research, friction stir vibration welding (FSVW) process was introduced for welding of 
Al5083 alloy as a new method to improve mechanical and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of joining zone. 
Vibration through a motor was added regularly to weld line during the friction stir welding process. Finite 
element method (FEM) to verify experimental results in different vibration frequencie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grain size in the weld region reduces as vibration frequency increases. The increasing in straining
results in the improvement of dislocation density, and leads to more development of high angle grain 
boundaries because of dynamic recrystallization. The grain size of base metal is 64 µm, while it is about 
17 and 9 µm during FSW and FSVW respectively. Besides, strength, hardness and formability index of FSV
welded samples were tremendous than that of FS welded ones.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increases 
from 180 MPa for FSW to 225 MPa as 48 Hz frequency vibration was used. The thrust force curve 
indicated that the time required to reach the highest thrust level as well as the peak thrust value reduce as 
the vibration frequency increases. This novel way can enhance the application of FSW, and it has suggested for 
utilization in variou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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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Gas constant
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1. Introduction

  Welding various metals have been challengeable 
among industries and engineers. Friction stir welding 
(FSW) process has been well recognized and has been 
many high reviews on the intricacies involved. Friction 
stir welding (FSW) is a solid-state welding process pa-
tented by The Welding Institute (TWI) in 19911). In this 
way, the heat produced from the friction between the 
welding tool (namely the shoulder and the pin) and the 
work-piece material with lower temperature degree than 
that of its melting point. Schmidt et al.2) and Zhang et 
al.3)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ool probe in friction 
stir welding. Mechanical properties of A356 Al during 
friction stir welding examined by Lee et al.4). They re-
ported that microstructure of stir zone developed con-
cerning pattern metal and also some mechanical proper-
ties such as hardness and tensile strength are elevated. 
The impact of the welding parameter on the sub-
structure of the FSW joint for Al alloy studied by Kim 
et al.5). They found that the stir zone structure shows 
fine grain sizes free of dendritic structure, and also the 
Si particle size with increasing welding velocity reduces.  
  The thermal distribution during the FSW process of 
Al’s joint has investigated by Hwang et al.6).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weld zone with high quality as a re-
sult of controlling the maximum temperature would 
achieve. A three-dimensional model of the finite ele-
ment method used to study thermal history and thermo-
mechanical properties of 6061-T6 Al joint with FSW 
process by Chen and Kovacevic7). Li et al.8) examined 
the residual distribution of the Al alloy stiffened plate 
after the friction stir welding process by the finite ele-
ment method. They resulted in the same residual dis-
tortion trends for the structure before and after FSW, 
while its deformation value was low. The numerical 
simula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material flow 
in FSW of aluminum alloys introduced by Padmanabhan 
et al.9). They reported that the peak temperature in the 
work-pieces grows up with the increasing of tool rota-
tion speed (TRS), shoulder diameter (SD), and also 
welding speed (WS). Huang and Reynolds10) studied the 
influence of the friction stir welding parameters upon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aluminum alloy. Recently, 
the friction stir welding process has emerged dramati-
cally as the preferred process in joining various Al al-
loys11-15).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2024-T3 alumi-
num friction stir joining investigated by Sutton et al.16). 
The influence of pin angle and preheating upon temper-

ature distribution during FSW for copper alloy in-
troduced by Keivani et al.17). They found that temper-
ature around the weld line improves by increasing pin 
angle. Abbasi et al.18) applied the thermal analysis of 
FSW by simulation for Al alloy with different tool 
shapes. The results showed that straight cylindrical pins 
provide lower heat and corresponding temperature com-
pared to other ones in the FSW process. The micro-
structure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steel-copper 
joints by friction stir welding studied by Jafari et al.19). 
Sato and Kokawa20)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 
FSW process on the hardness of AA1080 and AA5083- 
O non-heat-treatable aluminum alloys. Weld region for 
AA1080 showed higher strength compared to base met-
al because of finer grain size. Chao et al.21) studied the 
variation of heat energy and temperature generated by 
FSW in both work-piece and the pin tool. Zhang et al. 
22) applied numerical simulation and experimental in-
vestiga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during FSW of 
AA 6061-T6. They found that there is a good agreement 
between each measured points by numerical simulation 
and experimental one. In this investigation, the strong 
material flow mainly happens in the area of near the 
tool.  
  In the present study, the influence of vibration on join-
ing Al 5083 plates during FSW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including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
ties studied by experimental and simulation. Four vari-
ous vibration frequencies to study of grain size, strength, 
formability, hardness, and the fracture were applied. 
The results indicated the improvement of appearanc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 
zone by the implement of vibration during the FSW 
process. 
   

2.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investigation, the butt joining of Al 5083 by a 
thickness of 3 mm utilized. Samples prepared with a 
size of 130 mm (high) and 50 mm (width) with ma-
chined edges. To make sure that no contaminations 
present on the sample surface, the samples were cleaned 
with sandpaper and acetone.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base metals was studied and the results summar-
ized in Table 1. Table 2 shows the mechanical and ther-
mal properties of Al 5083.

Fe Si Mn Cr Cu Mg

0.4 0.5 0.4 0.25 0.1 4.8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5083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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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SW Process

  Friction stir welding (FSW) and friction stir vibration 
welding (FSVW) introduced by using a milling machine. 
Schematic design of the method utilized to vibrate the 
fixture illustrated in Fig. 1. In this design, the rotation 
speed of the motor shaft transformed into linear move-
ment of the fixture via the camshaft. The motor was 
prepared by a driver to make the possibility of the mo-
tor rotation speed change. The camshaft created in a 
way that it impacted on the vibration of the fixture with 
an amplitude of 0.5 mm. In this study, the pin and 
shoulder of the tool were manufactured from carbide 
tungsten and M2 steel, respectively. Fig. 2 shows the 
schematics for the utilized tool for the FSW process in 
the current research.
  In this research, various welding situations (Table 3) 
for the welding process, namely friction stir welding 
(FSW) and also friction stir vibration welding (FSVW) 
to obtain the best sub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
ties introduced. The suitable processing states occurred 
for the rotation speed of 1180 rpm and traverse speed of 

95 mm/min. Metallography samples from the cross sections 
of the welded samples prepared and then subjected to 
grounding, polishing, and etching. By optical microscopy, 
furnished through the conventional linear intercept 
method, the grain size was studied. (ASTM E-11223)). 
  ASTM-E8 standard test to analyze the tensile testing 
was used24). The view of the tensile test sample shown 
in Fig. 3. From the tensile test, the strain studied by ex-
tensometer and the crosshead speed was five mmmin-1. 
Three tensile tests applied for each processing situation. 
Vickers hardness test (HV) technology was investigated 
for investigation of the hardness. In this method, the 
load was 1 N and the dwell time was 10 s. The average val-
ue of 5 evaluations collected for every welding situation.

2.2 Finite Element Method             

  The simulation of material flow during FSW requires 
robust treatment of large deformations. Thus Abaqus/ 

Ys 
(MPa)

UTS 
(MPa)

Elongation 
%

E 
(GPa)

Hardness 
(V)

Thermal 
Conductivit
y (W/m.K)

Thermal 
Expansion 

(/K)

184 307 15 71 94 121 25×10-6

Table 2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Al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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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earing
Cam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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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s

Processed zone

Rails

Tool

Motor

Refractory sheet

Sliding plate

Fig. 1 Schematic design of fixture and the set used for vi-
bration a) designed machine and b) experimental 
machine

Shoulder

Pin

Fig. 2 View of the tools used (units are in mm)

Table 3 FSW process parameters.

Rotational 
speed 
(rpm)

Welding 
speed

(mm/min)

The depth 
of pin (mm)

Tilt angle 
(degree)

Vibration 
frequency 

(Hz)

1180 95 2.8 1.3 18

1180 95 2.8 1.3 28

1180 95 2.8 1.3 38

1180 95 2.8 1.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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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icit software and utilizes an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ALE) formulation can be easily implemented 
to FSW process: the material, regarded as a viscous flu-
id, flows across the Eulerian grid and interacts with the 
rotating tool. The inlet material velocity prescribed at 
the boundary of the domain corresponds to the traverse 
speed of the tool. Fig. 4 shows the finite element model 
of materials utilized in the FSW process. The remeshing 
algorithm makes be possible the Eulerian-character to 
allow the free surface motion to model. 
  The elasticity of the material modeled by an elastic 
plastic Johnson-Cook (JCP) constitutive equation. According 
to this law, the yield stress taken as a function of tem-
perature and strain rate25): 

     
0

1 1
plnpl

A B CLn


  


   
           

 

     (1)

Where , ,
plpl    are the equivalent plastic strain rate, 

the equivalent plastic strain, and yield stress respectively. 
In this equation, A, B, C, m, n, and 0  are constants and 




is a dimensionless parameter used to include the in-
fluence of temperature, as indicated by: 
     

0

1

transition

transition
transition melt

melt transition

melt

 

 
   

 

 

 
 

 
         
 
 
  


         (2)

  

In Eq. (2), θ, θmelt and θtransition are the instantaneous 
temperature, melting point, and the transfer temper-
ature, respectively. The Johnson-Cook factors for Al 
508326) given in Table 4. 

2.3 Theoretical Formulations

  In FSW process, heat sources result from two different 
phenomena including the production of heat from fric-
tion at the tool/work-piece interface, and also by energy 
dissipation from plastic deformation of the material un-
der the tool; therefore thermo-mechanical coupling is strong-
ly significant to finite element analyzing27). Mechanical 
equations based on a set of two physical equations in-
cluding continuity and movement equations. According 
to the continuity equation, mass cannot be lost or 
gained in time: 

  0
dm

dt
        (3)

Where "m" is the mass of a given volume Ω. It can be 
express by: 

  
( , ) 0

dm d
x t dV

dt dt




 
  

 
       (4)

Where "ρ" is the density. The differentiation of equation 
(4) leads to the continuity equation: 

  
( ) 0div v

t

 
 

                (5)

  For rigid plastic materials, (neglecting elasticity ef-

100
32

6 10

30R6
Weld

All dimensions are in mm.

Fig. 3  View of hardness and the tensile test sample in a 
welded product

Fig. 4 Meshed work-pice and tool used in this study.

A
 (MPa)

B 
(MPa)

n  m
Melting 
Temp 
(0C)

Transition
Temp 
(0C)

C 0

167 596 0.551 1 630 25 0.001 1

Table 4 The Johnson-Cook equations parameters for the 
material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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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ts) the time derivative can consider as null, and in-
compressibility condition then write for as:

  ( ) 0div v                (6)

Otherwise one has: 

  ( ) 0pldiv               (7)

  The movement equation defines as a force balance, 
namely dynamic forces (inertia), static forces and grav-
ity: 

  . ( ) .div g                 (8)

Where γ is the acceleration, g is the gravity acceleration 
and σ the stress tensor of Cauchy. 

2.4 Boundary Conditions

  Based on Fig. 5, the mechanical area Ω is called ∂Ω. 
It can divide into various distinct boundary conditions: 

  c L v T             (9)

  On L the free surface conditions impose that the 
normal stress is null:

  . 0n               (10)

Where n is the normal out warding the surface. On T , 
an imposed loading situation define as:

  .n T                (11)

On V  the velocity is imposed following as: 

  0v v               (12)

On C  due to contact, two kinds of states imposed: 
  1) A non-penetration state in the normal direction, giv-
en by the Signorini equations: 

          (13)

Where vtool is the dislocation of the tool and n 
( . ).n n is the contact pressure. 
  2) A friction situation in the tangential direction, im-
posing the boundary shear stress:

  . .f nn n                 (14)

  Which shear stress is dependent on the friction laws 
(such as viscoelastic, Coulomb, Teresca, etc.) 

3. Results and Discussion

3.1 Appearance

  Fig. 6 shows the macrostructure of welded samples 
with the optimum measures for processing variables. 
According to Fig. 6, the range of welding areas of FSV 
welded samples, due to the vibrating movement of a 
specimen in FSVW process, are noted with an increas-
ing frequency value.
  The appearance of a welded product for FSW and 
FSVW in both experimental and FEM condition shown 
in Fig. 7. Improving appearance quality from FSW to 
FSVW is evident. Also,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FSV welded specimen is larger and smoother.    

3.2 Microstructure

  Fig. 8 indicates the microstructure of the base metal, 
FS and FSV welded specimens. It is clear that grains for 
FSV welded samples are smaller than that of FS welded 
ones, and both are finer than those for the base material. 
The principal mechanisms for grain refinement in FSW 
are related to dynamic recovery and recrystallization 
28,29). Heat production in FSW process supplies the pos-

V0 : Imposed velocity

T: Imposed load

Fig. 5 View of the mechanical boundary condition of the 
FSW process27)

(a)

(b)

(c)

(d)

Fig. 6 Macrostructure of FSV welded specimens (a) 18 Hz,
(b) 28 Hz, (c) 38 Hz and d) 48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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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ility for dynamic recovery, so dislocations arrange 
themselves at low angle grain boundaries (LABs) in the 
dynamic recovery process; consequently, dynamic re-
crystallization occurs, and miss-orientation between the 
boundaries rises and finally LABs conversion to high 
angle grain boundaries (HABs)30)

. Being the vibration 
enhances the straining of material in FSVW and due to 
the movement of the tool and also the movement of 
work-piece; the softened material surrounded pin is de-
formed larger. Because of dislocation density increases 
as strain grows up31); therefore, more dislocation den-
sity in FSV welded sample concerning FS welded sam-

ple enhanced the recrystallization and smaller grains. 
  The microstructure of processed samples using various 
vibration frequencies presented in Fig. 9. It is evident 
that grain size reduces as frequency applies. On the oth-
er hand, according to Zener-Hollomon relation32): 

  
exp

Q
Z

RT
    

              (15)

Where ε is strain rate, R is gas constant, and T is 
temperature. Eq. (16) indicates the relation between 
Zener-Hollomon parameter (Z) and grain size (D)33):

  1 lnD a Z b               (16)

With increasing Z parameter, grain size reduces. 
  The values of grain size for different samples were 
presented in Table 5.

3.3 Fracture surfaces

  Good quality welds were those that were free of dis-
tinct and rough defects such as cracks and voids. 
Fracture surfaces of FS and FSV welded tensile test 
samples from stir region shown in Fig. 10. According to 
some researches, ductile metals indicate the wealth 
amounts of plastic deformation before to fracture in 
comparison to brittle metals34). Although particles and 
precipitations are the main areas for void growing, FSW 

(a)

(b)

(a)

(b)

Fig. 7 The appearance of a welded product (a) FSW, and 
(b) FSVW (Units are ℃)

(a) (b)

(c)

Fig. 8 Microstructure of (a) base metal (b) FS welded 
specimen, and (b) FSV welded specimen

(a) (b)

(c) (d)

Fig. 9 Microstructure of joints developed using various 
FSVW vibration frequency: (a) 18 Hz, (b) 28 Hz, 
(c) 38 Hz, and (d) 48 Hz

Specimen Grain size (μm)

Base Metal 64 ± 2

FSW 17 ± 2

FSVW 9 ± 2

Table 5 Grains size values of BM and stir zone of weld-
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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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s the micro-structure of parent metal and causes 
the breakdown of large particles and inclusions in mi-
crostructure35-38). Based on Fig 10, the voids for FSV- 
welded sample, because of having strained more before 
fracture, are more than that of another one. 

3.4 Stress-strain curves

  Fig. 11 shows the stress-strain curves of FS and FSV 
welded samples. It is clear that the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and stress quantity of FSV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FSW. It investigated that grain boun-
daries hinder the movement of dislocations and enhance 
the strength as the volume fraction of grain boundaries 
levels improve34). According to Hall-Petch correlation 
(17), the strength increases as grain size reduces36): 

  
1/ 2

0
kD                (17)

  Besides, the FEM result shows higher values which 
may be related to some simulation conditions such as 
boundary conditions, mesh sizes, friction law, ambient 

temperature, etc. Finally, it should indicate that increasing 
the stress value in FSVW from FSW process is slightly 
higher compared to FSW from base metal, which the 
reason may relate to vibration and consequently the im-
pact of vibration on grain size.
  Fig. 12 compares the stress-strain graph of FSV weld-
ed samples in both experimental and simulation con-
ditions using different vibration frequencies. Based on 
data in Fig. 12, the UTS and stress values increase as 
vibration frequency increases. The lower grain size of 
FSV welded sample causes a higher volume fraction of 
grain boundaries; therefore, higher strength will be 
obtained.

3.5 Thrust force

  The thrust force variation during plunge testing at var-
ious vibration frequencies as shown in Fig. 13. The time 

(a) (b)

(c) (d)

(a) (b)

(c) (d)

Fig. 10 SEM fracture surface of (a), (b) FS-welded sample
and (c), (d) FSV-weld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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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o reach the highest thrust level and the peak 
thrust value reduces as the vibration frequency increase 
from 18 to 48 Hz and is consistent with the lower viscosity 
values in plunge tests produced using high frequency.  
  When the vibration frequency changed, the variation 
of the tool force along the axial direction of the tool 
changed, too (Fig. 14). It can see that the forces reduce 
with the increase in vibration frequency. The tool force 
in the axial direction is increased in the plunge period 
and reaches its maximum at the initial time of the trans-
lational stage. When the tool keeps moving along the 
welding line, the axial force reduces. It has known that 
dislocation density increment with strain increase as 
strain rate and temperature increase. The authors be-
lieve that increasing the vibration is accompanied by 
tool transverse and rotation movements. Consequently, 
the maximum value of the tool force due to more de-
formation and strain will be decreased.

3.6 Hardness

  Fig. 15 shows profiles of micro hardness along a line 
at the mid-thick position on the transverse cross-section 
of joints welded at different vibration frequencies in 
both experimental and FEM conditions. It is evident 
that at about 15 mm from the weld centerline, hardness 
starts to reduce and reach a minimum value at 9 mm 
from the weld center line. The minimum points were lo-
cated on both sides of the HAZ. As coming to the weld 
centerline through SZ beyond that minimum point, 
hardness increases and reach equal value again to that 
of BM. It can be related to grain size impact. It has 
known that grains in the stir zone are excessively small 
and they are co-axial due to severe plastic deformation 
which happens in the stirring area39). The grains in 
TMAZ deform less than those in stir area, and the 
grains within the HAZ almost did not change. The pres-
ence of vibration also decreases the size of grains. An 

impediment to dislocations’ motion increases as grain 
size reduces and correspondingly, hardness increases.
  Maximum hardness values of stir zone center for 
specimens FSV welded using different frequencies have 
presented in Table 6. It is tremendous that hardness of 
stir zone from 49±2 increases to 57±4 as vibration fre-
quency increases from 18 to 48 Hz. 

3.7 Formability index analysis

  Fig. 16 shows the formability index of FSV welded 
samples in different vibration frequencies. Formability 
has defined by UTS×EL where UTS and EL indicate ul-
timat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respectively which 
provided the ability of the material to absorb energy be-

Vibration frequency 
(Hz)

Stir zone hardness (Hz) 
(exprimental)

Stir zone hardness 
(Hz) (FEM)

18 49±2 44±2

28 53±2 47±2

38 57±2 49±2

48 57±4 51±2

Table 6 Hardness changing in stir area of FS and FSV 
welded samples using various vibration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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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Hardness section at mid-thickness transver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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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 failure40). This result endorses the results from Fig. 
15 and Table 5. The formability index of FSV welded 
samples increases as vibration frequency increases. 
  One meaningful point in this study is that an oscil-
lation frequency of 38 cycles/s, the highest strength, 
and hardness qualities achieved and they don’t experi-
ence remarkable change as vibration frequency enhances. 
It may because of the relation between strain and dis-
location generation in work hardening process is not 
linear, and it is a power law41). At low values of strain, 
there is rapidly increasing in dislocation production 
while this trend reduces at high values. 

4. Conclusion 

  In the current research, a new way introduced to en-
hance the characteristics of sub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5083 Al alloy using FSW. This process 
was entitled friction stir vibration welding (FSVW). 
The work-piece is vibrated normal to processing line in 
FSW.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to verify ex-
perimental results utilized, too. It has concluded that: 
  ∙ Presence of vibration during the FSW process caused 
in more straining of material in the welded area and im-
proved the dynamic recovery and recrystallization and 
correspondingly grew up the grain refinement. Grain 
size increases from 64 µm to around 9 µm for base met-
al and friction stir vibration welded sample, respectively. 
  ∙ A good agreement between experimental and FEM 
data observed. Some discrepancy between them relates 
to simulation conditions such as boundary, load, and mesh 
conditions.   
  ∙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hardness, strength and- 
formability index increase as vibration frequency increases. 
The hardness of stir zone increases from 42 Hv to 51 Hv 

for FSW and FSVW respectively.
  ∙ The vibration leads to increase in material flow ve-
locity and strain rate and enlargement of the flow region 
and deformation region in FSVW process. Also, it has 
noted that changing and improving mechanical and mi-
crostructure characteristics in certain vibration frequen-
cies happened because of the pow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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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형요트의 고품질 도장작업은 도장 처리부터 시작

하며, 이 처리 작업이 도장 품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장작업의 리도 처리의 리부터 시

작되며, 이것은 도장 리에서 가장 요한 요소  하

나이다. 한 최근 도료의 빠른 진보에 따라 그 성상도 

복잡해져 자연환경 하에서 도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도료의 성능을 발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도

장작업은 해당 도료에 합한 종합 인 계획과 합한 

환경 하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불어 도장작

업이 완료된 최종 도막은 요트 운항기간 동안 그 상태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내구성 역시 필요하다. 특

히, 로펠러와 근 한 선미부나 빠른 유속변화가 발생

하는 선 부의 경우, 고속 유체의 흐름과 격한 압력

변동에 의한 캐비테이션 침식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 으로 유체가 고속으로 흐르고 있는 기기 표

면에서는 유체 압력이 하하게 되고 그 압력이 포화수

증기압 보다 더 낮아지면 캐비테이션 기포(cavity)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생성된 기포는 붕괴 시 충격

(shock wave)와 마이크로 제트(micro-jet)를 발생

시켜 선체 표면의 도막을 공격하기 때문에 형요트 선

체 표면에 캐비테이션 침식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게

다가 형요트의 경우 빠른 선속으로 인해 캐비테이션 

침식 상과 함께 해수 속에 포함된 염소이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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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선체 손상은 보다 가속화

될 수 있다. 따라서 형요트 선체 도장의 내구성과 

하게 련되는 각 도장작업 단계별 표면 거칠기  

부착력의 최 화 연구가 필요하며, 최종 도막에 한 

캐비테이션 침식 특성 연구도 필요하다. 먼 , 도장작

업 공정의 최 화를 한 련 기존 문헌을 분석해 보

면, Yoon 등1)은 알루미늄 재에 하여 다양한 샌딩 

조건에 따른 표면조도와 도장 특성을 조사하기 해 도

료 종류와 작업조건에 따른 도막 두께  표면조도를 

분석하고, 스크래치 시험을 통한 도장성과 부착력을 조

사하 다. 그 결과, 알루미늄 재에 하여 샌드페이

퍼 값이 커져 표면 거칠기가 작아질수록 임계 스크래치 

하  값도 높아져 박리가 잘 발생하지 않았으며, 샌드

페이퍼를 순차 으로 사용하고 최종 으로 #400으로 

마무리할 때 가장 우수한 도장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한편 Bhalamurugan과 Prabhu2)은 Taguchi 

실험계획법과 GRA(Gray Relational Analysis)를 활

용하여 도장의 두께, 표면 조도 그리고 부착력을 모두 

고려한 최 의 도장작업 조건을 규명한 바 있다. 다음

으로 도장의 내침식성에 한 연구사례의 경우 Correa 

등3)은 에폭시계 복합 도장에 하여 캐비테이션 침식실

험을 실시한 결과 도막의 기공(pores), 도막과 도막에 포

함된 보강재의 경계면(matrix-reinforcement interfaces) 

그리고 크랙(cracks) 결함에서 캐비테이션 기포 핵(nu- 

cleation)이 발생하는 역으로 보고하 다. 한편 Chi 

등4)은 선박에 주로 용되고 있는 5 종류의 도료(epoxy 

clear coat, commercial epoxy coating, glass-flake- 

reinforced epoxy coating, polyurethane coating 그리

고 silicone coating)에 하여 캐비테이션 침식 항성을 

상호 비교하 다. 그 결과, urethane과 silicone coating

이 유리 이 온도가 상 으로 낮고 온도에 한 기

계  안정이 우수하여 캐비테이션 침식 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 으로 형요트의 고내구성 도장

작업 리를 해 각 도장작업 단계별로 샌드페이퍼 작

업에 따른 표면 거칠기와 도장 부착력을 상호 비교하여 

도장작업 최 화 연구를 실시하 다. 더불어 도막의 내

구성을 평가하기 해 우 탄 도장 횟수에 따른 캐비테

이션 침식 실험을 실시하여 그 표면 손상 특성을 악 

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시험편은 형요트 선체재료인 5083- 

H321 알루미늄 합 을 사용하 으며, 그 화학성분 조

성(wt%)은 Mg 4.48, Si 0.0005, Fe 0.358, Mn 

0.542, Cr 0.0652, Cu 0.2086 그리고 나머지는 Al 

이다. 알루미늄 합  모재를 포함한 각 도장 공정 사이

마다 한 표면 조도를 형성하기 해 단계 으로 샌

드페이퍼를 이용하여 연마작업 실시 후 표면 거칠기를 

계측하 다. 그리고 각 도장 공정마다 dolly test를 실

시함으로써 표면 거칠기에 따른 부착력을 정량화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하 다. 도장작업의 각 단계별 최 화 

연구 진행방법을 Table 1에 제시하 으며, 도료는 wash 

primer(R70001 워시 라이머, 강남 제시스코), primer 

(슈퍼폭시 130(HS), 삼화페인트), 퍼티(MPR-2000, 

세풍 폴리머), 서페이서(스피 라서페 5400, 삼화페인

트) 그리고 우 탄(Awlcraft 2000, AWLGRIP)을 사

용하여 각 도료 사양서에 따라 도장작업을 실시하 다. 

표면 거칠기 측정기는 KOSAKA사의 SE-600 모델을 

활용하여 JIS94 국제규정에 따라 6개소 계측 후 그 평균

값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부착력은 ELCOMETER사

의 F506-20D 모델을 활용하여 10회 계측하고 그 평

균값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도막 두께 측정은 EL- 

COMETER사의 ELCOMETER A456C 모델의 도막 

두께 측정기를 활용하여 도장 표면 반에 걸쳐 10개

소를 계측하여 그 평균값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캐

비테이션 침식실험은 우 탄 도장 횟수에 따라 비된 시

험편에 하여 천연해수 환경 하에서 modified ASTM 

G32 규정에 하여 실시하 다5). 캐비테이션 침식실험

은 압 (piezo electric) 효과를 이용한 진동발생 장치

를 사용하 으며, 향형 진동법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60 Hz, 220 V의 력을 자회로를 거쳐 20 kHz

의 정격진동 출력을 발생시켜 진동자에 공 하는 역할

을 하며, 정진폭 자동제어 방식으로 진폭은 50 ㎛로 일

정하게 유지하 다. 압 소자에 의한 진동발생은 원추 

혼(horn)에 기 인 교류를 인가함으로써 축 방향으

Step Process Method

1
Sandpaper work for Al 

alloy

#40 → primer

#80 → primer

#120 → primer

#220 → primer

2
Application of wash 

primer
#80 → wash primer → primer

3
Sandpaper work for 

primer

primer → 1st putty

primer → #120 → 1st putty

primer → #180 → 1st putty

primer → #220 → 1st putty

4 Sandpaper work for putty
1st putty → 2nd putty

1st putty → #80 → 2nd putty

Table 1 Experimental method according to painting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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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동을 발생시켜 캐비티(cavity)를 생성시킨다. 시험편

은 진동자의 혼에 향하도록 거치 에 고정하고 1 mm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 다. 온도에 따른 부식

손상 향을 최소화하기 해 캐비테이션 실험  1L 

용량의 천연해수의 온도를 25℃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무게 감소량 분석은 시험편을 실험시작 과 종료 

후 음  세척기로 세척하여 건조기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킨 뒤 무게를 측정하여 분석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도장작업 공정의 최 화

  알루미늄 합  표면에 부식이 진행될 수 있는 이물질

이 부착된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면 부피가 큰 부

식 생성물이 형성되어 부풀음, 균열, 벗겨짐 등의 도장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 알루미늄 합  모재의 

표면이 무 매끈하면 도막의 부착성이 하하기 때문

에 이물질의 제거와 한 표면 조도 형성을 한 목

으로 샌드페이퍼나 샌드 블라스트 처리가 일반 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알루미늄 합  표면을 화학 으로 

처리해 부식 생성물을 제거하고 방식효과가 있는 피막

을 만들어 부착성을 좋게 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서와 같이 샌드페이퍼와 화학

처리(wash primer) 순으로 2단계에 걸쳐 알루미늄 합

 표면에 한 최 의 처리 조건을 결정하고자 하

다. Fig. 1 (a)는 샌드페이퍼 작업에 따른 표면 거칠기

를 계측하여 그 평균값과 표 편차를 상호 비교한 막

그래 이다. 샌드페이퍼 번호가 #40, #80, #120, 

#220으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 표면 거칠기는 2.45 ㎛, 

1.93 ㎛, 1.3 ㎛, 1.1 ㎛로 진 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특히, 샌드페이퍼 #40의 경우 2.45 ㎛의 

가장 큰 표면 거칠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표 편

차가 약 0.2 ㎛로 가장 크게 나타나 표면이 상 으로 

불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게 비된 시험편에 

하여 primer 도장 후 dolly test를 실시하여 알루미

늄 합  표면 거칠기에 따른 부착력을 Fig. 1 (b)에 

상호 비교하 다. 부착력은 샌드페이퍼 #220 < #40 < 

#120 < #80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그 평균값은 각

각 8.5 MPa, 9.8 MPa, 10.4 MPa, 11.0 MPa로 

계측되었다. Fig. 1 (a)의 표면 거칠기와 비교해볼 때 

샌드페이퍼 #40을 제외하고는 표면 거칠기가 클수록 

부착력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샌드

페이퍼 #40과 같이 일정 이상의 불균일한 표면 거칠기

는 오히려 부착력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래서 Fig. 1 (b)의 각 막 그래  상단

에 나타낸 dolly test 후 dolly의 착 표면을 찰해 

보면 샌드페이퍼 #40의 경우 시험편에서 탈리된 primer

가 dolly에 부착되어 어두운 색으로 나타났으며, primer

가 부착되지 않은 dolly 본래의 밝은 회색 부분은 다른 

시험편들에 비해 그 면 이 상 으로 크게 확인되었

다. 이는 무 큰 표면 조도(스크래치)는 primer의 완

한 침투를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착 면 이 감소

하여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래한 것으로 여겨

진다. 한편 샌드페이퍼 #80의 경우에는 비록 평균 부

착력이 가장 크게 계측되었다고는 하나 그 표 편차가 

약 2.16 MPa로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최  

조건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  표면에 하여 샌드페이퍼 #80의 우수한 부착력

을 유지하면서 그 표 편차를 이기 해 샌드페이퍼 

#80 후 wash primer(WP)를 용하고 primer 도장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표면 거칠기는 페이퍼 #80 작업 

후 WP 용 시 에칭효과에 의해 표면 거칠기는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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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urface roughness             (b) Adhesion test after primer painting

Fig. 1 The results of adhesion test with surface roughness of Al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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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샌드페이퍼 #80(1.9 ㎛)에 비해 약 75% 정도로 

크게 증가하 다(Fig. 1 (a)). 이 계측 값은 샌드페이

퍼 #40의 표면 거칠기보다도 크기 때문에 본 실험 변

수 에서 가장 큰 표면 거칠기 값을 나타낸 동시에 그 

표 편차는 상 으로 작게 계측되어 부착력 성능에 

정 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부착

력은 샌드페이퍼 #80 작업 후 WP를 용한 경우 샌드

페이퍼 #80만 실시한 시험편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

으나 그 표 편차는 WP 용 시 1/4배 정도로 감소

(2.2 ㎛ → 0.5 ㎛)하 기 때문에 부착력이 크게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 1 (b)). 결과 으로 알루미

늄 합  모재에 한 샌드페이퍼 작업은 샌드페이퍼 

#80 + WP + primer로 최 화할 수 있었다. 

  요트의 고품질 표면처리 단계는 알루미늄 합  선체

의 primer 작업 후 페어링 작업을 한 퍼티작업으로 

진행된다. 페어링은 단순히 결함 부 를 충진하는 목

뿐만 아니라 표면에 새로운 선과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고내구성 표면처리를 해서는 primer

와 퍼티 사이의 부착력 역시 요한 요소이므로 primer

의 표면 거칠기에 따른 부착력 역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규명된 알루미늄 합  모재의 샌드페이퍼 

작업 최 화 조건에 따라 primer 도장까지 시공된 시

험편에 하여 샌드페이퍼 #120, #180, #220 작업 

후 표면 거칠기를 계측하여 그 평균값과 표 편차를 Fig. 

2 (a)에 나타내었다. 표면 거칠기는 None < #220 < 

#180 < #120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그 평균값은 

각각 0.56 ㎛, 1.45 ㎛, 1.58 ㎛, 2.48 ㎛로 계측되었

다. 샌드페이퍼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연마 (None)

은 샌드페이퍼 작업을 시행한 시험편 비 작은 표면 

거칠기를 나타냈다. 특히, 표면 거칠기가 가장 큰 샌드

페이퍼 #120에 비하여 무려 약 5배 정도 작게 나타났

으며, 상 으로 작은 샌드페이퍼 #180과 #220에 비

해서도 약 3배 정도 작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일반

으로 표면 거칠기가 클수록 부착력이 증가하기 때문

에 None에 비해 샌드페이퍼 작업을 시행한 시험편들의 

부착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상할 수 있다. Fig. 2 

(b)는 primer 도막에 하여 샌드페이퍼 작업을 실시

하고 퍼티 1회 도장 후 dolly test로 부착력을 계측하

여 상호 비교한 막 그래 이다. 앞선 표면 거칠기 분

석 결과와 달리 None과 샌드페이퍼 작업한 시험편들과

의 부착력 차이는 거의 없었다. 특히, 표면 거칠기가 

상 으로 크게 작았던 None의 경우 부착력이 오히려 

샌드페이퍼 #180 작업보다 더 크게 계측되었다. 그리

고 None을 포함한 모든 시험편의 부착력 크기는 8.3- 

9.9 MPa의 범  내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primer 도막과 퍼티 사이의 부착력은 primer 도

막의 표면 거칠기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한 각 막 그래  상단부에 나타낸 dolly 

test 후 dolly의 착 표면을 찰한 결과, primer 도

막과 퍼티 사이에서 박리되어 모든 dolly의 착 표면

이 퍼티의 밝은 회색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dolly test

도 합하게 실시되었다. 결과 으로 도장작업에 있어

서 작업 효율성과 경제 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primer 

도막의 샌드페이퍼 작업은 None을 최  조건으로 결정

하 다.

  퍼티는 안료분을 60-70% 함유하고 있어 다공질 도

료가 되기 쉽다. 다공질 도막은 물의 투과율이 높아 상

도도막의 핀홀(pinhole)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

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퍼티작업을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충분한 건조시간을 

확보하 다. 따라서 고내구성 표면처리를 해 1차와 2

차 퍼티 사이의 부착력 검증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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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urface roughness             (b) Adhesion test after 1st putty work

Fig. 2 The results of adhesion test with surface roughness of primer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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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퍼티에 하여 샌드페이퍼 #80 작업 여부에 따른 

부착력 비교 결과, 그 평균값이 각각 9.5±0.8 MPa과 

9.9±0.6 MPa로 표 편차까지 고려한다면 차이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1차와 2차 퍼티작업

은 표면 거칠기의 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1차와 2차 퍼티가 동일한 성분조성을 가

지기 때문에 부착력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여

겨진다. 결국 작업 효율성과 경제 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퍼티작업 역시 샌드페이퍼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

이 최  조건으로 선정되었다.

  지 까지 규명된 최  조건으로 알루미늄 합  모재

에서부터 퍼티작업(알루미늄 합  모재의 샌드페이퍼 

#80 → wash primer → primer → 1차 퍼티 → 2차 

퍼티)까지 마친 시험편에 하여 페어링 작업과 서페이

싱 작업을 통해 최 한 평활한 표면을 조성한 후 최종

으로 상도인 우 탄 도장작업을 실시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서페이싱 작업은 최종 으로 작

은 요철부분을 조정하여 상도 끝맺음을 돕고, 소지를 

평활하게 하여 상도도료의 흡수방지, 착성 등을 양호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Fig. 4는 우 탄 도장 횟수에 따른 도막 두께와 부착

력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막 두께의 경우 우

탄 상도 도장작업  primer와 퍼티의 두께는 약 

453 ㎛로 계측되었다. 우 탄 상도 도장작업의 횟수가 

1회, 2회, 3회로 증가함에 따라 도막의 두께가 진

으로 증가하여 그 두께는 각각 약 554 ㎛, 683 ㎛, 

810 ㎛로 계측되었다. 우 탄 도장작업 횟수가 증가할 

때 마다 도막의 두께는 평균 으로 약 119±12.8 ㎛ 

정도씩 증가하 으며, 비교  균일한 두께 변화로 도장

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한편 부착력은 우 탄 도장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악할 수 있다. 

도장 횟수 1회, 2회, 3회에 따른 부착력은 각각 9.2± 

0.2 MPa, 10.3±0.7 MPa, 11.3±0.6 MPa로 계측

되었다. 그리고 dolly test 후 dolly의 착 표면을 

찰해보면 dolly test에 의해 상도인 우 탄은 dolly의 

착 표면의 해당 면 만큼 모두 탈리되었으며, 1회 도

장의 경우 상도 우 탄 이외에 퍼티가 primer 도막과 

분리되어 dolly 착 표면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

다. 도장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dolly 착 표면을 차

지하는 퍼티의 유율은 진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로써 상도인 우 탄 도막의 두께가 증가함

에 따라 우 탄과 퍼티 사이의 결합력 보다는 우 탄 

자체 결합력이 부착력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우 탄 도장 횟수가 증가함

에 따라 상도 도막의 내구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2 캐비테이션 침식 특성

  우 탄 상도 도장작업에 있어 장기간 고품질의 표면 

상태를 유지하기 한 참고자료로서 우 탄 도장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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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inting specimens manufactured under opt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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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ating thickness                           (b) Adhesion test

Fig. 4 The results of coating thickness and adhesion test with the number of urethane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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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캐비테이션 침식 실험을 통해 그 내구성을 평

가하 다. Fig. 5는 최 화된 작업 차에 따라 표면처

리 후 우 탄 도장 횟수에 따라 최종 표면처리된 도막

에 하여 캐비테이션 침식실험 시간 경과에 따른 표면

형상과 무게 감소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a)

에서 표면 찰 시 반 으로 캐비테이션 침식실험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면 손상 면 이 진 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우 탄 도막의 표면 손상은 주

로 캐비테이션 침식 실험의 심부에서 개시되고 성장

하여 차 그 주변부로 손상이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

다. 이러한 표면 손상 경향은 캐비테이션 침식실험 특

성 상 캐비테이션 기포군(cavity cluster)이 혼(horn) 

표면으로 부터 나팔모양 기둥의 분무형상을 가지며, 혼

의 가장자리는 유체의 흐름이 거의 없고, 혼의 앙부 

쪽으로 갈수록 유속과 캐비테이션 침식 손상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6,7). 따라서 캐비테이션 침식실험이 지속될

수록 시험편 앙부의 침식 손상이 증가하여 우 탄 도

막과 퍼티 순으로 박리되고 primer가 표면에 노출되었

다. 그러나 primer의 경우 캐비테이션 실험시간 120 sec 

이후에는 침식손상이 크게 진 되지 않아 박리와 같은 

육안 손상은 찰되지 않았다. 이는 상 으로 두꺼운 

우 탄 도막과 퍼티가 손상되어 박리됨에 따라 캐비테

이션 기포가 발생하는 혼 과 시험편 사이의 거리가 

차 멀어져 캐비테이션 침식 향이 작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 반 으로 우 탄 도장 횟수가 증가함

에 따라 상 으로 캐비테이션 침식 손상 면 이 감소

하는 경향이 악되었다. 이는 앞선 Fig. 4 (b)에서와 

같이 우 탄 도장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막 부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캐비테이션 항성 역시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Fig. 5 (b)에서 무게 감소량 변화는 캐

비테이션 침식실험 시간 90 sec 경과 시 에서 도장 

횟수에 계없이 모두 실험시간 경과에 따라 무게 감소

량 증가하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실험종료 시 인 

180 sec에서의 무게 감소량은 1회 > 2회 > 3회 도장 

순으로 작게 계측되어 앞선 Fig. 5 (a)의 표면 손상 

경향과 잘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캐비테이션 침식 손상이 우 탄 도장 횟수에 무 하게 

거의 유사한 시기에 개시되어 진 되었으나 이후 지속

인 캐비테이션 침식실험 진행 시 도장 횟수가 증가함

에 따라 우 탄 도막의 부착력 역시 증가하여 캐비테이

션 침식 손상 속도가 상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단

된다. 

3.3 캐비테이션 침식 메카니즘

  앞선 Fig. 5 (a)에서 우 탄 도장 횟수 1회 시험편

의 경우 캐비테이션 침식실험 경과 시간 90 sec 이

까지는 육안으로 표면 손상이 확인되지 않다가 실험시

간 90 sec 경과 시 갑작스럽게 우 탄 도막 일부가 탈

리되는 표면 손상이 발생하 다. 우 탄 도장 횟수 2회

와 3회도 유사한 표면 손상 경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 탄 도막의 캐비테이션 침식 손상 경향을 더욱 상세

하게 악하기 해 주사 자 미경을 활용하여 캐비테

이션 침식실험 경과에 따른 그 미세구조를 찰하 다.

Fig. 6은 캐비테이션 침식 손상 경향을 악하기 해 

Fig. 5 (a)에서 도장 횟수 1회 시험편에 하여 캐비

테이션 침식실험 90 sec 경과된 시험편 표면을 분석한 

것이다. 시험편 앙부에 치한 손상 역을 심으로 

그 주변부(Fig. 6 (a))를 찰한 결과 배율 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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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urface morphologies and weight loss of urethane 
coating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inting after 
cavitation ero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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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캐비테이션 침식 공격에 의해 국부 인 피트(pit) 

손상들이 발생하여 하얀 과 같이 찰되었으며, 고배

율 사진에서는 피트 손상은 지속 인 캐비테이션 침식 

공격 시 크랙 손상이 동반되어 진 으로 성장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이 게 성장한 피트 손상들은 이웃한 

피트들과 결합하여 도막의 표면 손상은 격히 진 되

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우 탄 도막 일부가 박리되

어 Fig. 5 (a)와 같이 시험편 앙부에 손상 역이 발

생하게 된다. 한편 Fig. 6 (b)에서와 같이 손상 역 내

부를 찰한 결과 노출된 퍼티가 무수히 많은 구상입자

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율 사진에

서와 같이 상 으로 어두운 부분은 국부 으로 침식

되어 깊이방향으로 손상이 진 되는 양상을 보 다. 그

리고 고배율 사진에서와 같이 국부 손상부의 퍼티 입자

들이 구상의 원형 형상을 그 로 보존하고 있다는 을 

고려해보면 캐비테이션 침식 공격 시 퍼티 입자의 자체 

손상 보다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결합이 단되면서 탈

리되어 손상이 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일단 퍼티가 노출될 정도로 우 탄 도막의 탈리손상이 

발생하면 이후에는 Fig. 7 (a)에서와 같이 우 탄 도

막의 크랙 손상이 더욱 빠르게 진 되어 큰 덩어리 형

태의 우 탄 도막 탈리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면 

손상 속도가 격히 진 되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

게 크랙 손상에 따른 도막의 빠른 캐비테이션 침식 손

상 진 은 에폭시 도막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확인된

바 있다8-10). 그리고 동시에 시험편 앙부에서는 퍼티

가 지속 으로 깊이방향으로 손상이 진 되어 Fig. 7 

(b)와 같이 primer까지 노출되는 손상이 찰되었다. 

종합 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면처리의 캐비테이션 

침식 손상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캐비테이션 침식 공격 → 우 탄 상도 표면의 피트 손

상 개시 → 서로 이웃한 피트 손상의 결합 → 피트 손

상 성장 → 우 탄 도막의 국부 인 탈리 손상 → 우

탄 도막의 크랙 진 에 따른 넓이방향의 표면 손상 가

속화 → 퍼티의 국부 인 침식 손상 진 에 따른 깊이

방향의 표면 손상 가속화 → primer의 국부 인 노출이 

진행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형요트의 선체 표면에 하여 최

의 고내구성 도장작업 리를 해 각 도장작업 단계별

로 샌드페이퍼 작업에 따른 표면 거칠기와 도장 부착력

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도장작업 최 화 연구를 실시하

다. 한 최종 마감인 우 탄 상도 도장작업에 있어 

장기간 양호한 도장 상태를 유지하기 한 참고자료로

서 우 탄 도장 횟수에 따른 캐비테이션 침식 실험을 

통해 그 내구성을 평가하 다. 

  먼 , 표면 거칠기에 따른 부착력에 한 상 계를 

crack

crack

(a) Area around damaged area

pitting

500㎛ 100㎛

(b) Inside damage area

Fig. 6 Surface observation after cavitation erosion test 
for 90 seconds of 1 time urethane coated speci-
men

crack crack

(a) Crack damaged area of urethane

putty

primer

500㎛

(b) primer exposed area

Fig. 7 Surface observation after cavitation erosion test 
for 120 seconds of 1 time urethane coated speci-
men



형요트의 내구성 향상을 한 도장작업의 최 화  캐비테이션 침식 특성 

한용 ․ 합학회지 제37권 제3호, 2019년 6월     261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 합  모재의 경우 한 샌드페

이퍼 작업 후 wash primer를 용했을 때 부착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반면 primer와 퍼티 작업의 

경우에는 샌드페이퍼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충분한 

부착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과 경제 인 

측면을 고려하여 샌드페이퍼 작업 없이 도장작업을 진

행하는 것이 최  조건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도장 

횟수에 따른 캐비테이션 침식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도장 

횟수에 상 없이 캐비테이션 침식 손상은 거의 유사한 

시기에 개시되었으나 도장 횟수 증가에 따라 우 탄 도

막 자체의 결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캐비테이션 침식 

손상 속도는 상 으로 감소하 다. 따라서 실제 형

요트의 선체 도장작업 시 도장의 유지보수 작업 시 을 

고려하여 우 탄 도장 횟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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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공정(hypereutectic) Al-Si 합 은 정출된 실리콘 

입자에 의한 내마모성과 윤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경량과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산업분야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1). 그러나 Al-Si 합 은 실리콘 함량이 증가할수

록 내마모성은 증가하나 인성은 감소하는 단 이 있다

2). 따라서 인성이 큰 알루미늄 합  표면에 내마모성이 

우수한 과공정 Al-Si 합 을 클래딩(cladding)하여 사

용하면 내마모성과 인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특히 

과공정 Al-Si 합 에서 정 Si 입자들의 분포와 크기

는 내마모성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실리콘(Si) 분말을 유기용제와 

혼합하여 페이스트(paste)로 만든 후, 알루미늄 합  

모재 표면에 얇게 도포하고, 이 를 조사하여 모재와 

  

과공정 Al-Si 합금 레이저 클래딩 층의 열처리 온도가 

마모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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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t was tried to analyze the effects of heat treatment temperature on the microstructure and wear
characteristics of the hyper-eutectic Al-Si clad layer. The clad layer was produced by scanning pulsed 
Nd:YAG laser beam over the Si powder layer printed on the Al050 Al alloy base metal.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clad layer was analyzed to be Al-20.8%Si. Despite the hyper-eutectic Al-Si composition, 
the clad layer mainly consisted of the very fine Al-Si eutectic microstructure without primary Si particles. 
The clad layers were heat-treated at 300 ℃, 400 ℃ and 500 ℃ for 5 hours. The specimen heat-treated at 
300 ℃ retained the very fine Al-Si eutectic microstructure, but the continuity of Si particles in the Si net-
work was broken. In the specimen heat-treated at 400 ℃, the Al-Si eutectic microstructure disappeared and 
fine Si particles were dispersed over the entire area. In the specimen heat-treated at 500 ℃, the melt-solid-
ification traces disappeared and Si particles were grown considerably. The wear weight loss was the lowest 
in the as-cladded specimen and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heat-treatment temperature. Adhesive wear 
did not occur in the specimens as-cladded and heat-treated at 300 ℃, but occurred in the specimens heat- 
treated at 400 ℃ and 500 ℃. The very fine Si networks in the Al-Si eutectic microstructure seemed to 
prevent adhesion of Al substrate to SKD 11 roll surface. Therefore, it was considered that there was no 
adhesive wear in the specimens which were as-cladded and heat-treated at 300 ℃.

Key Words : Laser cladding, Hyper-eutectic Al-Si alloy, Heat treatment, Block-on-roll wear test, Friction 

coefficient, Adhesive and abrasive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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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화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이  클래딩 

방법의 특징과 장․단 들에 해서는 이 의 연구에서 

기술하 다3). 이 게 얻어진 과공정 Al-Si 합  클래

드 층은 일반 으로는 얻기 어려운 매우 미세한 결정립

을 얻을 수 있었다4). 한 단면 미세조직에는 연속 인 

이  펄스 동안에 속히 용융․응고한 흔 들이 불

균질하게 존재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과공정 Ai-Si 합  클래딩 층을 열처

리에 의해 미세조직의 불균일성을 제거하고 Si 입자들

을 석출시키고자 하 다. 한 열처리 온도가 클래드 

층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한 열처

리 온도에 따른 Si 입자들의 분포와 크기가 마모 특성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재료와 Si 분말 층의 비

  이  클래딩을 한 모재로는 두께 5 mm의 상업

으로 순수한 A1050 Al 합 을 사용하 다. 모재의 

표면은 #220 사포로 연마한 후 음  세척하 다. 클

래딩 분말로는 Aldrich 사에서 제조한 순도 99.0% 이

상, 분말입도 325 mesh 이하(90% 이상이 44㎛ 이

하)의 순수한 Si 분말을 사용하 다. 클래드 층은 단순

히 Al-Si 조성을 가지기 때문에 해석이 비교  간단하다.

  Si 분말은 유기용제와 혼합하여 Si 페이스트로 제작

하 다. 페이스트를 린 (printing)하는 방법은 Fig. 

1에서 보여 다. 180 ㎛ 두께의 단단한 plastic tape를 

모재의 양쪽 끝에 부착하 다. Blade를 사용하여 페이

스트를 모재 표면에 고르게 린트하 다. Si 페이스트 층

의 두께는 tape의 두께를 달리하여 쉽게 조 할 수 있다.

  페이스트 층의 유기용제는 150 ℃ 정도로 가열하여 증

발시켰다. 남겨진 Si 분말 도포면에 펄스형 Nd:YAG 

이 를 조사하여 Si 분말과 A1050 모재를 합 화시

켜 Al-Si 합 층을 형성시켰다.

2.2 이  클래드 층의 제작과 열처리

  이 로는 장 1064 nm를 가지는 펄스형 Nd:YAG 

이 를 사용하 다. 이  빔은 거리 203 mm

의 집속 즈로 집속하 다. 에서 측정한 용융 spot

의 직경은 약 1.2 mm를 가졌다. Si 분말층 표면에 이

 을 치시키고, 넓은 면 을 주사(scanning)하

다. 주사선 간격은 0.5 mm로, 주사속도는 10 mm/s를 

사용하 다. 이때 주사선 사이의 겹침(overlap)은 약 

58%에 해당한다. 시험편 표면의 산화방지를 하여 Ar 

보호가스를 흘렸다. 이  출력은 펌핑 압은 260 V, 

펄스주 수는 60 Hz, 펄스폭은 1.8ms를 사용하 다. 

Ophir사의 BA500 power meter로 측정한 평균출력

은 281.5 W이다.

  이  클래드된 시험편은 항가열로 내에서 열처리

하 다. 열처리는 300 ℃, 400 ℃, 500 ℃에서 각각 

5 시간 동안 하 다. 각 시험편들은 단면 미세조직 찰

을 한 시험편과 마모시험을 한 시험편으로 단하

다. 단면 미세조직은 학 미경과 자 미경(SEM)에 

의해 분석을 하 다. 각 시험편의 단면 클래드 층에 

하여 EDS 성분분석을 하 다.

2.3 마모시험 방법

 마모시험은 block-on-roll type의 마모시험기를 사용

하 다. Fig. 2에서는 마모시험기의 개략도를 보여주

며, Table 1에서는 마모시험 조건을 보여 다. 클래드 

층은 #2000의 사포로 조심스럽게 연마하여 표면요철을 

제거하 다. 상  마모재로는 직경 50 mm, 폭 7 mm의 

annealing된 상태의 SKD11 강으로 제작된 롤(roll)

을 사용하 다. Roll의 마찰면은 마모시험 에 선반에

서 얇은 두께를 연삭가공하 다. 윤활재로는 물을 사용

A1050 Al alloy
substrate

Squeezing blade 

Tape spacer 
Thickness
; 180 ㎛

Squeezing 
blade    

Si paste 

A1050 Al alloy
substrate

Fig. 1 A method of printing the Si powder paste on the 
substrate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wear tester

Table 1 Block-on-Roll wear test conditions

Parameter Condition

Roll material SKD 11, Hardness: HV226

Rotating Speed 805 rpm

Test time 180 s (Test distance: 379 m)

Test load 0.81 kg on the specimen

Lubricant pu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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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마모시험 동안 시험편의 표면에 0.81 kg의 수

직하 을 가하 으며, 805 rpm의 roll 회 속도를 사

용하 다. 이때  표면에서 마찰속도는 2.1 m/s에 

해당한다. 180 (379 m) 동안 마모시킨 후 마모손실

량을 측정하 다. 마모손실량은 마모시험 ·후의 무게

차이로 측정하 다. 수직하 은 마모시험 에 load cell

을 사용하여 미리 측정하 으며, 수평하 은 load cell

과 data acquisition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측

정하 다. 마찰계수는 수평하 /수직하 으로 환산하

다. 한 마모시험 동안 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roll의 

표면을 실시간으로 촬 하 다.

3. 실험 결과  검토

3.1 클래드 층의 단면 미세조직 분석

  Fig. 3에서는 시험편들의 단면에 한 학 미경 사

진들을 보여 다. 배율에서는 자 미경보다 학

미경 사진에서 클래드 층의 용융·응고 상태를 더 명확

하게 보여 다. 클래드 층의 평균 두께는 약 170 ㎛가 

얻어졌다. Fig. 3(a)에서는 클래딩된 그 로의 상태에

서 단면 미세조직을 보여 다. 각 이  펄스에 의한 

용융·응고의 경계선들이 명확하게 찰된다. 단면조직

은 매우 미세하며 정 Si 입자들은 거의 찰되지 않

는다. Fig. 3(b)는 3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단

면 미세조직을 보여 다. 역시 용융․응고의 경계선들이 

구분되며, 정 Si 입자들은 거의 찰되지 않는다. Fig. 

3(c)는 4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단면 미세조직

을 보여 다. 명암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여 히 

용융․응고의 경계선들이 구분된다. Fig. 3(d)는 5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단면 미세조직을 보여 다. 

용융·응고의 경계선들이 완 히 없어졌으며, 비교  큰 

Si 입자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Fig. 4은 5000 배에서 은 자 미경 사진들을 보

여 다. 반 인 미세조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넓은 면 에 한 EDX에 의한 성분분석을 수행하 다. 

치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 으나, 클래드 층의 평균조

성은 Al-20.8%Si으로 과공정 Al-Si 조성을 가졌다. 

Fig. 4(a)의 클래딩한 그 로의 상태와 Fig. 4(b)의 

300 ℃에서 열처리한 상태에서의 미세조직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Al 기지에 미세한 Si 그물망(network)이 

고르게 분포한 형 인 Al-Si 공정조직을 보여 다. 

Si cell들의 치수가 부분 2 ㎛ 이하의 매우 미세한 Al- 

Si 공정조직을 보여 다. 평균조성이 Al-20.8%Si으로

서 공정조성(Al-12.6%Si)에 비해 Si 함량이 상당히 

과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 인 과공정 Al-Si 합

의 주조과정에서 나타나는 정 Si 입자들은 거의 

찰되지 않았다. Al-Si 합 은 응고속도가 빠르면 Al 내

에 Si의 용해도가 증가하며, 공정조성이 Si이 많은 방

향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3,5,6). Fig. 4(c)는 4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단면 미세조직을 보여 다. 

학 미경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으나, Al-Si 공정조직

이 완 히 사라졌다. 반면 Al 기지에 1 ㎛ 이하의 미세한 

Si 입자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Fig. 4(d)의 5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에서는 비교  큰 그러나 부

분 5 ㎛ 이하인 Si 입자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Fig. 5에서는 클래딩한 그 로의 시험편과 300 ℃에

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고배율(x20000) 단면 미세조직

을 보여 다. Fig. 5(a)는 클래딩된 그 로의 상태에서 

단면 미세조직을 보여 다. Al-Si 공정조직에서 Si 그

물망을 이루는 Si 입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Fig. 5(b)는 3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단면 미

세조직을 보여 다. Fig. 4(b)에서는 공정조직의 Si 

 

              (a) As-cladded                   (b) Heat treated at 300 ℃
for 5 hrs

(c)  Heat treated at 400 ℃ for 
5 hrs 

   (d) Heat treated at 500 ℃ for 
5 hrs

Fig. 4 SEM microstructure for the clad layers (×5000)

            (a) As-cladded                (b) Heat treated at 300 ℃ for 5 hrs

(c)  Heat treated at 400 ℃ 

for 5 hrs
      (d)  Heat treated at 500 ℃ 

for 5 hrs

Fig. 3 Optical microstructure for the clad layers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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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 다. 그러나 고배율에서 

보면 미세한 Al-Si 공정조직은 유지되고 있으나, Si 그

물망을 이루는 미세한 Si 입자(0.1 ㎛ 이하)들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3.2 마모시험 결과

  Table 2에는 마모시험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마모 

특성을 비교를 하여 A1050 모재에 한 마모시험을 

실시하 다. 역시 마모손실은 클래딩한 시험편들에 비해

서 컸다. 반면 열처리하지 않은 클래딩한 그 로의 상태

에서 마모손실이 가장 었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

록 마모손실은 증가하 다. 즉 열처리에 의해 Al-Si 공

정조직이 사라지고, Si 입자들이 성장하면 내마모성은 

감소하 다.

  Fig. 6은 A1050 모재의 마모시험동안 측정한 마찰

계수의 변화를 보여 다. 기에는 평균 마찰계수가 0.8 

정도로 높았으며, 마찰계수의 변동이 약간 존재하 다. 

일정거리(①)에 이르면 마찰계수의 변동 폭이 크게 증

가하기 시작하 다. 어느 거리(②)가 지나면 평균 마찰

계수가 0.5 ∼ 0.6으로 낮아졌으며, 마찰계수의 변동 폭

도 크게 어들었다.

  Fig. 7에서는 마모시험 동안 연속 으로 촬 한 roll 

표면사진의 일부를 보여 다. Fig. 7(a)는 마모시험 

시작 에 정지된 상태에서 은 사진으로, roll 표면은 

매끈하고 균일하다. Fig. 7(b)는 마모시험 동안 마찰계

수의 진동 폭이 증가한 지 (Fig. 6의 ① 지 ) 바로 후에 

은 roll 표면사진이다. 왼쪽 가장자리에서 A1050 합  

성분이 SKD 11 강의 roll 표면으로 응착(adhesion)

에 의해 이 한 흔 이 보인다. Fig. 7(c)는 마찰계수

의 진동 폭이 어드는 지 (Fig. 6의 ② 지 ) 바로 

에 은 사진이다. A1050 합  성분이 roll 표면의 거

의 체로 이 한 상태를 보여 다. Fig. 7(d)는 마모

시험이 끝난 후 정지된 상태에서 roll 표면의 외 을 보

여 다. 즉 Fig. 6의 ① 지 과 ② 지  사이에 마찰계

수의 진동 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A1050 합 과 

SKD11 강 사이에 응착마모(adhesive wear)가 심하

게 일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Fig. 6의 ② 지  이후에

는 마찰계수가 비교  작으며 진동 폭이 크게 어든 것

은 응착마모가 끝나고 연삭마모(abrasive wear)가 주

도 으로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A1050 모재는 응

착마모가 일어나는 동안에 가장 큰 마모손실이 발생하

는 것으로 보인다. SKD11 roll 표면이 응착마모에 의

해 모두 A1050 합 으로 덮힌 후, 연삭마모가 일어나

는 동안에는 마모손실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

  Fig. 8은 이  클래딩한 시험편들의 마모시험동안 

마찰계수의 변화를 보여 다. Fig. 8(a)는 열처리하지 

않은 시험편의 마모시험 동안 마찰계수의 변화를 보여

다. 마모시험 내내 마찰계수는 거의 0.5로 일정하게 

            (a) As-cladded                 (b) Heat treated at 300 ℃ for 5 hrs

Fig. 5 Magnified SEM microstructure for as-cladded 
layer and heat-treated layer at 300 ℃ (×20000)

A1050
base metal

As-
cladded

Hear treated for 5 hrs at

300 ℃ 400 ℃ 500 ℃

13.92 5.64 6.53 11.82 12.80

Table 2 Wear weight loss(mg) after wear test

 

  (a) before wear test   (b) start of adhesion

 

          (c) finish of adhesion         (d) after wear test

Fig. 7 Appearance of roll surface during wear test of 
A1050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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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iction coefficient during wear test of A1050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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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 으며, 마찰계수의 변동 폭도 작게 유지하 다. 

Fig. 8(b)는 3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마모시험 

결과로서 마찰계수와 마찰계수의 변동 폭은 열처리하지 

않은 시험편과 거의 동일하다. Fig. 8(c)는 400 ℃에

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마모시험 결과이다. 기에는 평

균 마찰계수가 0.6 정도로 일정하며, 마찰계수의 변동 

폭은 작게 유지하 다. 그러나 어느 거리 마모 후에 갑

자기 마찰계수의 변동 폭이 크게 증가하 다. 일정거리 

마모 후에 다시 마찰계수는 거의 0.6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 으며, 마찰계수의 변동 폭도 다시 어들었다. 

Fig. 8(d)에서는 5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마모

시험 동안 마찰계수의 측정 결과이다. 마모의 기에 

마찰계수의 변동이 심하게 일어났다. 이 후 어느 거리 마

모 후에는 마찰계수의 변동 폭이 작아졌으며, 거의 일

정하게 유지되었다. 

  Fig. 9에서는 마모시험이 끝난 후 roll 표면사진들을 

보여 다. Fig. 9(a)는 열처리하지 않은 시험편이며, 

Fig. 9(b)는 3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마모시험 

후 roll의 표면사진이다. Al의 응착 흔 이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이것은 Fig. 8(a)과 Fig. 8(b)에서 마찰

계수의 변동 폭이 작은 것과 잘 일치한다. 즉 마모시험 

동안에 응착마모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주로 연삭

마모가 일어났음을 보여 다. Fig. 9(c)는 4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마모시험 후 roll의 표면사진이다. 

Roll 표면의 오른쪽의 일부분에서 Al의 응착 흔 이 존

재한다. Fig. 9(d)는 5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의 

마모시험 후 roll 표면사진이다. 체 roll 표면에 Al의 

응착 흔 이 존재한다. Fig. 8(c)과 Fig. 8(d)에서 마

찰계수의 변동 폭이 큰 구간과 roll 표면사진에서 응착

의 시작과 종료 지 이 잘 일치하 다. 400 ℃와 500 ℃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들은 기에 응착마모가 상당히 

일어났으며, 후반기에는 주로 연삭마모가 일어났음을 보

여 다. 

  Fig. 4의 미세조직과 연 하여 보면, 매우 미세한 Si

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Al-Si 공정조직으로 존재할 때 

응착마모는 일어나지 않으며, 마모시험 내내 주로 연삭

마모가 일어났다. 반면 열처리에 의해 Si 그물망 조직

이 해체되어, Si 입자들이 분산되어 존재할 때 응착마

모가 일어났다. 즉 Si 입자들이 미세한 Si 그물망으로 

존재할 때는 roll 표면과 Al 기지 사이의 을 차단하

여 응착마모가 일어날 수 없었다. 반면 Si 그물망 구조

가 해체되면, roll 표면과 Al 기지가 할 수 있어 응

착마모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모조건(하 , 

속도, 윤활제, 상  마모재 등)이 달라지면 마모 상은 달

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펄스형 Nd:YAG 이 에 의해 A1050 

합  모재 표면에 과공정 Al-Si 클래드 층을 제작하

Distan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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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iction coefficient during wear test of the laser 
cladded specimens

  

         (a) as-cladded           (b) HT at 300℃ for 5hrs

  

    (c) HT at 400℃ for 5hrs             (d) HT at 500℃ for 5hrs

Fig. 9 Appearance of roll surface after wear test of the 
laser cladd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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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클래드 층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과 내마

모 특성을 조사하 다. 

  1) 클래드 층은 약 Al-20.8%Si의 과공정 Al-Si 조

성을 가졌다. 그러나 클래드 층의 미세조직에는 정 Si 

입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부분 매우 미세한 Al- 

Si 공정조직이 존재한다. Al-Si 공정조직은 Al 기지에 

0.2 ㎛ 이하의 매우 미세한 Si 그물망으로 이루어졌다. 

  2) 클래드 층의 열처리는 300 ℃, 400 ℃, 500 ℃에

서 5 시간 동안 실시하 다. 300 ℃에서 열처리한 시

험편에서는 Al-Si 공정조직의 미세한 Si 그물망은 그

로 유지하 으나, Si 그물망의 Si 입자들은 서로 분리

되었다. 4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에서는 Al-Si 공

정조직이 완 히 없어지고, 미세한 Si 입자들이 고르게 

분산되었다. 5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에서는 용융․

응고의 불균질한 미세조직이 완 히 사라졌으며, Si 입

자들은 비교  크게 성장하 다. 

  3) 마모시험 결과에서 열처리하지 않은 시험편의 마

모손실이 가장 작았으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면 마모

손실이 증가하 다. 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3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에서는 응착마모가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400 ℃와 500 ℃에서 열처리한 시험편에서는 

기에 응착마모가 일어났다. Al-Si 공정조직에서 미세한 

Si 그물망이 유지되는 경우에 응착마모가 방지되었으

며, 주로 연삭마모가 일어났으며, 내마모성도 우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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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순수 타이타늄  타이타늄합 은 높은 비강도, 

우수한 내식성, 인체에 무해한 특성등을 이용하여 항공

우주, 석유화학  에 지, 조선해양, 의료, 일반산업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해양  

일반산업의 경우 용 재료가 타이타늄 수요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1-5). 

  일반 으로 용 재료는 “용 에 사용되는 피복아크용

, 용 와이어, 럭스, 실드가스를 포함한 용 용 소

모재료를 총칭한다.”고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 재

료는 용 시공의 품질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한 요

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한, 용 재료는 피복아크용 , 솔리드와이어, FCW 

(Flux Cored Wire)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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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타늄의 경우 α, α+β, β계 합  등 합 의 종류

가 매우 다양하며 각 합 별 합한 용 재료가 요구된

다9-13). 그러나 타이타늄 합  용 재료의 경우 합 의 

용해로부터 단조, 압연, 신선공정으로 제조되고 있고 

산소와의 고친화성으로 인해 진공용해가 반드시 요구되

고 특유의 난성형성 등으로 인해 제조비용이 크며, 소

량 다품종이 요구되는 용분야의 특성상 용 재료의 

개발이 실 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단 을 보

완하기 하여 기존의 피복아크 용 과 솔리드와이어

의 장 을 가진 FMCW(Flux-Metal Cored Wire)의 

개발이 일부 진행 이다8). Fig. 1은 기존의 타이타늄 

용  제조공정과 FMCW 제조공정을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FMCW는 럭스를 감싸는 스트립 내부에 

충진되는 럭스와 메탈의 혼합 성분을 조 하여 수요

자가 원하는 용 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

한 FMCW 개발은 철계 합 에 국한하여 개발이 진행

되고 있으나 아직 타이타늄합  FMCW 연구개발은 상

당히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인 α+β계 타이타늄합

인 Ti-6Al-4V합  용 에 용하기 한 타이타늄합  

FMCW 용 재료를 제조하고자 하 고, 다품종 FCAW 

(Flux Cored Arc Welding)용 타이타늄합  용 재

료 제조를 하여 인발공정에 미치는 공정변수의 향

을 고찰하 다. 먼 , Al, V분말과 용  Flux 혼합성

분이 충진될 기 순수 Ti소재 튜 는 조 공정을 통해 

제조하고자 하 고,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하여 조 된 

순수 Ti소재 튜 의 기형상에 따라 최종 1.2mm Ti- 

6Al-4V합  FMCW를 제조하기 한 인발공정에 미

치는 향을 고찰하 다. 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선

정된 기형상 즉, 순수 Ti 튜 들은 조 공정에 의해 

제조하고 Al, V분말과 용  Flux 혼합성분을 충진한 

후 혼합성분의 충진율에 따른 인발공정의 향과 최

의 인발공정조건을 조사하 다.

  

2. 사용 재료

2.1 타이타늄 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두께 0.5 mm, 폭 14 mm 의 타이타

늄 재를 타이타늄합  FMCW 제조를 한 기 스

트립으로 활용하고자 하 고, 활용한 타이타늄 재는 

순수 타이타늄 Gr.2로써 화학성분은 Table 1에 나타

내었다. 한, 기 재의 물성을 악하기 하여 미

세조직 분석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타이타늄 재의 미세조직은 계방출형 주사 자 미

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을 통해 찰하 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EBS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분석결과 기 

집합조직은 (0001)면이 TD(Transverse direction)

방향으로 약 30° 틀어진 형 인 압연 재에서 나타나

는 splitted basal texture로써, 약 10 ㎛ 크기의 등

축정 α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찰할 수 있다14).  

Alloy O N C H Fe Ti

- 0.09 0.25 0.043 0.002 0.042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itanium materials [wt%]

Casting Ti-alloys Forging

Rolling Bar

Drawing
Welding

rod & wire

Slab

(a) 

Pure Ti
sheet Forming + flux

(OD 5mm x 0.5t)

Drawing Welding wire

Flux (Al, Mo, Fe, Zr, Si, V…)

(b) 

Fig. 1 Manufacturing processes of Ti-alloys welding 
materials: (a) coated welding rod and solid wire 
(b) flex cored wire

(a) (b)

50 ㎛

Fig. 2 EBSD analysis results of the initial Ti material: 
(a) EBSD inverse pole figure map and (b) (0001) 

and (100) pole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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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인장시험은 만능 재료시험기(Universal test-

ing machine, Instron-4206)를 이용하 고, 10-3/s의 

속도로 실시하여 기계  특성을 평가하 다. 이때 인장

시편은 게이지 길이가 25 mm인 ASTM E8(subsize)

의 규격에 따라 재의 압연방향으로 제작하 다. 인장시

험을 통하여 얻어진 기계  성질은 인장강도 530 MPa, 

항복강도 350 MPa, 연신율은 약 33%를 나타내었다.

3. 실험 방법

3.1 조   인발공정 유한요소해석

  Al, V분말과 용  Flux를 충진할 기 타이타늄 튜

를 제조하기 해서는 먼  타이타늄 재로부터 조

공정( 재를 말아서 튜 로 제조하는 공정)을 통하여 

기형상을 제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B(Roll 

Bending) 조 법을 이용하고자 하 고, 기 소재 튜

의 외경은 5.0 mm, 내경은 4.0 mm로 선정하 으

며 기 튜 를 이용하여 최종 1.2 mm  직경의 타이

타늄 FMCW 용 재료를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인발공정에 앞서 최  기 형상을 선정하기 하여 

유한요소해석 상용 소 트웨어인 DEFORM-3D Ver 

6.1을 이용하여 성형해석을 수행하 으며, Fig. 3에 제시

된 butt tube(Fig. 3(a)), overlap tube(Fig. 3(b)), 

welded tube(Fig. 3(c)) 등 기 세 가지 조  튜

형태에 따른 인발특성을 분석하 다. 이때 유한요소해석

의 경우 기소재의 길이는 해석시간을 고려하여 200 mm

로 가정하 고, 기 유한요소개수는 100,000개이며, 

부가 으로 척(Chuck)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제공정과 비슷한 조건으로 설정하 다. 한, 소재와 

형 사이의 마찰상수는 쿨롱마찰(μ) 0.115)로 설정하

으며, 인발속도는 35 mm/sec로 설정하여 해석하

다. 그리고 첫 번째 패스를 완 히 빠져 나온 소재에 

해 변형이력을 고려하여 두 번째 패스에 한 해석을 

연속 으로 수행하 다.

3.2 풀림열처리  인발공정

  인발공정 에 조 으로 인해 조  튜 에 형성된 잔

류응력 제거와 인발공정  가공경화로 인한 강도상승을 

해소하기 해서 간 풀림 열처리는 상당히 요한 공

정  하나이며, 본 연구에서 최 의 풀림 열처리조건

을 도출하기 한 연구를 하 고, 유한요소해석으로부

터 얻어진 최  기형상에 따른 기 타이타늄 조  

튜 를 제작하 다. 한, 조성에 맞게 배합한 Al, V분

말과 용  Flux 혼합성분을 조 튜 에 충진한 후 직

경 1.2 mm까지 인발시험을 수행하 다. 이때 인발 공

정변수로는 기 타이타늄 조  튜  형상과 혼합성분

의 충진율을 변수로 하여 최  인발조건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인발공정에서 요한 변수인 인발하 16)을 기반

으로 인발다이스를 설계하고 시험인발을 통해 인발속도

는 35 mm/sec을 최 조건으로 설정하 고, 흑연 윤활

제를 기 조 튜 와 형에 히 도포하여 인발공

정을 수행하 다.

4. 결과  고찰

4.1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한 최  기 타이타늄 
조  튜  설계

  튜  내부에 럭스를 삽입하여 제조되는 FMCW의 

경우 내부 형상제어와 함께 튜 의 균열, 터짐 등의 결

함을 방지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 따라 인발공정  

조 공정으로 제조 가능한 기 튜 형상에 따른 인발

공정시 변형  결함 발생 여부 등에 해 공정해석을 

수행하 다. 이때 결함 발생 여부를 해석하기 한 방

법으로 기공생성과 성장에 의한 연성 괴 개념의 손상

값을 계산하는 수정 Cockroft-Latham 모델17)을 활용

하 고, 이 모델은 기공크기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괴

가 발생한다는 이론인 기공성장개념을 기 로 Oh18) 등

에 의해 제안된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max  

여기서 ϵf 는 단변형량, σ는 유효응력, ϵ는 유효변형

률, σmax는 최 인장응력 그리고, C는 임계 손상값을 나

타낸다. 본 수식에서 손상의 축 치가 임계 손상값인 C 

이상인 경우 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온도가 낮을수록 변형속도가 높을수록 임계 손상값

은 낮게 나타난다. 등축정조직을 가지는 Ti합 에 해 

1mm 1mm 1mm

              (a)           (b)                             (c)

Fig. 3 Initial shapes for drawing process with three pre-
form-types (a) butt tube (b) overlap tube (c) 
welded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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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70℃에서 성형 시 약 0.79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으며19,20), 상온에서는 0.79보다 더 

낮은 임계 손상값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 4는 butt tube, overlap tube 그리고 welded 

tube를 최종 1.2 mm의 간단계인 2.4 mm까지 인발

한 상태에 한 각 기 튜 형상별 유한요소해석의 변

형률과 손상 분포와 함께 실제 각 기 튜 형상별 조

공정으로부터 얻어진 인발형상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

이다. 유한요소해석결과와 실제 조 된 형상이 잘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한요소해석 결과 weld-

ed tube의 경우 butt tube  overlap tube보다 내

부  외부의 변형률  손상분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weld tube의 손상분포는 최  1.0 이상인 부

분이 상당부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weld 

tube의 활용시 임계보상값인 0.79이상을 넘어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해석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welded tube의 경우 butt tube  overlap 

tube와는 다르게 튜 가 구속되어 있어 내부  외부의 

변형률  손상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단된다. 결

국, welded tube의 인발공정과정에서 튜 의 균열  

터짐 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내부 삽입된 럭스-메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음을 측하는 결과로, FMCW 제조

에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하 다. 

 

4.2 타이타늄합  FMCW (Flux-Metal Cored Wire) 
제조 공정설계

  인발 효율을 고려했을 때 간 풀림 열처리 없이 

는 횟수를 최소화하여 1.2 mm이하의 FMCW 용  

제조 공정을 설계해야 한다. 기 조  후 외경과 내경

이 각각 5.0 mm  4.0 mm인 을 감안할 때 계획

하고 있는 1.2 mm까지 인발 할 경우 약 85%의 단면

감소율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5.0 mm에서 1.8 mm

까지 인발 후 간 풀림 열처리 없이 인발을 계속 진행

하게 되면 Fig. 5와 같이 단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사용된 튜 소재의 단감소율이 약 70%로 확

인하 으며 이에 따라 안 계수를 15%로 계산하게 

되면 약 60%의 단면감소율을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간풀림열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 으

로 60% 단면감소율을 나타내는 2.4 mm에서 간 풀

림 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튜 의 결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된다.

  한편, 최  풀림 열처리 조건을 찾기 해 타이타늄 소

재에 해 기 어닐링 상태, 60% 압연상태, 60% 압연 

후 아르곤분 기의 튜 로에서 400℃, 500℃, 600℃

의 어닐링을 실시하 다. 어닐링한 상태에 해 인장시

험이 수행되었으며 Fig. 6에 인장곡선을 나타내었다. 

기 어닐링된 소재상태의 인장강도  연신율은 각각 

499 MPa  28.0% 는데 2.4 mm까지 튜  인발

을 했을 때와 같이 약 60%의 단면감소율까지 압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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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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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4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and simu-
lation results of effective strain and damage dis-
tributions for drawing process with three pre-
form-types. (a) butt tube (b) overlap tube (c) 
welded tube

Fig. 5 Micrographs of fracture surface for Ti-sample 
drawed from 5.0 mm to 1.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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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ess-strain curves of Ti samples before and after 
cold working and various heat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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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는 675 MPa 까지 증가하고 연신율이 10.6%

로 격히 하락한 것을 찰할 수 있다. 특히 균일연신

율은 2%가 되지 못해 2.4 mm 까지 튜  인발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인발이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Fig. 

7(a)는 기 어닐링된 소재상태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고, 7(b)는 60% 가공 후 미세조직 찰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기 등축정 조직과 달리 60% 압연 후 

미세조직은 내부에 다수의 변형 정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형 정에 한 분석을 

해서 EBSD를 수행하 으며, 분석한 결과 Fig. 8과 

같이 변형 정의 부분은 기지와 약 85°의 방 계를 

가지는 인장 변형 정  약 64.4°의 방 계를 가지

는 압축 변형 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2 종류

의 변형 정은 생성 에는 성형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생성된 후에는 기지와 정 

는 정 간의 계면에서 미세크랙을 발생시킬 수 있으

므로, 결국 최 의 풀림 열처리 조건을 설계하기 해

서는 변형 정이 없어지면서 표면 산화가 최소화 되고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온도

를 찾아내야 된다고 단하 다. 단면감소율 60%까지 

냉간가공 후 400℃, 500℃, 600℃에서 30분 열처리 

후 인장시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약 60%의 냉간가

공 후 675 MPa인 인장강도가 400℃  500℃ 열처

리 후 601 MPa  560 MPa로 낮아 졌으나, 기 

상태인 499 MPa 보다는 여 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600℃에서 열처리 후 인장강도가 509 MPa

로 기 상태와 유사하게 회복된 것을 찰 할 수 있다. 

Fig. 9는 60% 냉간압연후 400℃와 500℃에서 어닐링

상태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고, Fig. 10은 60% 냉

간압연후 600℃에서 어닐링상태의 EBS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00℃, 500℃에서 열처리된 시편은 기

지 내부에 존재하는 변형 정이 완 히 재결정화 되지 

못하고 여 히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변형 정

계면은 결정립계면과 같이 소재의 강화 효과를 야기하

므로 기 소재보다 여 히 높은 인장강도를 갖는 것으

로 단되었다. 그와 달리 600℃에서 열처리된 시편은 

정  재결정화가 발생하여 내부에 변형 정이 모두 없

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완 한 재결정 등축조직

을 확인 할 수 있으며, 90% 이상이 15° 이상의 고경각

경계를 가지고 있다. 한 개별 결정립 내부 색깔 변화

가 거의 없이 단일 색상으로 이루어 진 것은 내부에 존

재하고 있던 가 완 히 풀림 처리된 것으로 찰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이타늄소재 튜 를 2.4 mm 까

지 인발 후 최  풀림 조건인 600℃에서 30분 간 열처

리 후 공냉하면 기 기계  물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 한 조 튜  형상에 따른 실제 FMCM 용

을 제조하기 한 공정조건을 도출하기 하여 Flux- 

Metal의 충진비율을 달리한 인발시험을 수행하 다. Fi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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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ptical micrographs of Ti materials (a) as-recevied 
(b) rolled t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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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BSD analysis results of 60% rolled sample: (a) 
IQ map and (b) Misorientation angl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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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ptical micrographs of Ti samples (a) rolled to 
60% + annealed (400 ℃) (b) rolled to 60% + an-
nealed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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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BSD analysis results of 60% rolled +annealed 
(600 ℃) sample: (a) IPF map and (b) Misorien- 
tation angl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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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는 butt-type 튜  내부에 럭스를 50%, 70%, 90% 

채운 후 1.2 mm까지 인발 후 단면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50%만 채운 경우 럭스가 한쪽 끝으로 쏠리는 

상을 찰하 고, 이는 내부가 50%만 채워져 있으므로 

빈공간이 많이 발생한 문제라고 단되었다. 럭스의 

분률을 70%, 90%로 증가시켜 인발 후 럭스 분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럭스의 양이 증가할수록 

최종 튜 의 벽두께가 감소하는 한편 럭스도 균일하

게 분포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butt-type 

튜 의 경우 럭스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립의 겹

침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용  제조시 럭스가 외부로 출될 수 있는 문제

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 12는 over-

lap-type 튜  내부에 럭스를 50%, 70%, 90% 충

진 후 1.2 mm까지 인발 후 단면 형상을 찰한 것이

다. Overlap-type 튜 의 경우 내부에 50%의 럭스

를 채웠을 때 럭스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인발 

기 유출된 것을 찰 할 수 있다. 반면 럭스의 분률

을 70%  90%로 변경하여 1.2 mm까지 인발을 실

시한 결과 럭스의 양이 증가할수록 최종 튜 의 벽두

께가 감소하고 럭스의 분포도 균일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Overlap-type 튜 의 경우 스트립의 겹침부가 

완 히 닫 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용

 제조시 럭스가 외부로 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6Al-4V합 의 용 용 럭스-메탈 

코어드 와이어(Flux-metal cored wire, FMCW)를 

제조하기 한 인발공정에 미치는 공정변수의 향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MCW인발의 유한해석결과welded tube의 경우 

butt tube  overlap tube보다 내부  외부의 변형

률  손상값이 상당히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Welded tube를 활용하여 Flux-Metal 충진시 인

발과정에서 균열  터짐 상으로 충진된 Flux-Metal이 

유출될 수 있어 FMCW로 제조 시 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 다.

  3) FMCW 인발과정  간 어닐링공정은 인발시험

편의 단을 방지하는 요한 공정으로 변형에 의해 발

생한 변형 정을 완 히 제거할 수 있는 조건으로 600℃

에서 30분을 최  조건으로 제시하 다.

  4) Flux-Metal 혼합재 분률이 미치는 향을 분석

하기 하여 Flux-Metal을 50%, 70%, 90% 로 충진

하여 인발실험을 실시한 결과, 조 공정으로 제조된 

overlap-type 튜 를 사용하고 럭스-메탈 혼합재를 

70%이상 충진할 경우 혼합재가 인발후에도 균일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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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9. 11. 21(목) 10:00 ⁓ 22(금) 13:00

2. 장소 : 대구 엑스코 (http://www.exco.co.kr/)

3. 세부일정 

   가. 발표논문 신청 마감 : 2019. 10. 4(금) 

   나. 발표초록 제출 마감 : 2019. 10. 21(월)

   다. 기기전시회 신청 마감 : 2019. 11. 7(목)

   라. 용접사진전 신청 마감 : 2019. 11. 7(목) 

   마. 참가자 사전등록 마감 : 2019. 11. 11(월) 

4. 학술대회 특별세션 신청 : 2019. 9. 23(월)까지

5. 강연 원고모집 

   가.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유익한 발표대회가 되도록 분야별 강연을 개최 

   나. 분야별 다양하고 유익한 연구와 전문기술을 갖고 계신 조교수, 선임연구원 이상, 전문기술자  

   다. 각 섹션에서 첫 발표에 배정되며 발표시간은 질문포함 30분

6.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 제공 (공동저자 포함)

   가. 5편 이상 발표자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나. 7편 이상 발표자 : 10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7. 논문 발표 :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

   가. 구두발표는 질문포함 20분

   나. 포스터발표는 학생회원에 해당되지만,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한해 구두발표 가능 

   다. 포스터발표논문 : 11. 21(목) 13:00까지 부착 완료

8. 발표신청서 및 발표논문 초록 제출 (구두 및 포스터발표자 모두 해당)

   가. 발표신청 :  http://kwjs.or.kr/ → 학술대회 → 발표논문신청/수정

   나. 발표초록 : 템플릿파일에 1면으로 작성 

9. 발표논문 학회지 게재 :

   - 6면 이상으로 작성하여 JWJ 홈페이지에서 투고 (http://submit.e-jwj.org/)

   - 편집위원의 빠른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우선하여 게재함

10.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11월 11일까지) 당일등록(11월 12일부터)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일반회원 130,000원 190,000원 150,000원 210,000원

학생회원 60,000원 100,000원 80,000원 110,000원

11. 용접 접합사진 전시회 작품 모집 

    가. 마감일 : 11월 7일(목)까지

    나. 작품전시 : 11월 21일(목) 10:00까지 학술대회장에 전시

    다. 출품작 : 학문분야의 조직 사진과 용접 접합관련 현장 사진 

12. 학술대회 기기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 11월 7일(목) 까지

13. 문의 : 학회 사무국 : 02-538-6511, koweld@kwjs.or.kr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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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회에서는 회원의 연구의욕과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용접 접합기술과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
하여 학회상을 제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및 관련단체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 우
리 학회 회원을 추천하여 수상케 함으로써 용접 접합 기술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회상은 정규 학회상과 관련 기업이 출연한 포상기금을 기반으로 수여하는 학회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으니, 해당 분야의 학회상 수상후보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정규 학회상 
   • 학술상 : 용접 및 접합기술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하여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회원에게 수여
   • 공로상 : 우리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관련자에게 수여
   • 기술상 : 용접 접합 분야에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공헌이 큰 회원에게 수여
   • 학업상 : 공고 및 대학의 용접접합 관련학과 졸업예정자에게 수여

 기금에 기반한 학회상 
   • KISWEL AWARD 
     1) 10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하고 용접 접합 분야에 공헌한 회원으로
     2) 국내 용접 접합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회원
   • 모니텍학술상  
     1) 3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학술 및 기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으로 
     2) 지난 3년간 대한용접‧접합학회지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 한 회원
     ※ 기금에 기반한 학회상 수상자는 JWJ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추천서류 : 추천서(소정의 양식), 이력서, 인증자료(논문발표실적, 기타)
 추천자격

   1) 정회원 5명 이상이 공동 추천
   2) 학술단체 및 연구소의 장, 사업체의 장
   3) 대학의 총, 학장
   4) 학회 이사, 연구위원장, 지회장

 상의 시상일 : 2019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장 (2019. 11. 21(목), 엑스코(대구))
 추천 마감일 : 2019년 8월 31일까지
 접수 및 문의 : 대한용접접합학회 사무국 (02-538-6512, koweld@kwjs.or.kr)

    2019년도 추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특별세션 운영을 희망하시는 회원 및 
위원회에서는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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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2019. 9. 23(월) 
•특별세션 개최일 
   1. 2019. 11. 21(목), 오전 10:00-12:00, 오후 13:00-15:00 : 학술대회 첫째 날 오전, 오후
   2. 2019. 11. 22(금), 09:00-13:00 : 학술대회 둘째 날 오전
   ※ 개최 희망일은 선착순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위원회에서 전체 일정을 참조하여 배정하므로 
      신청하신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초청연사와 발표자는 학술대회 참가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함
   (참가비 면제가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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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춘계 학술대회 개최

  201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가 5월 16, 17일, 양일간에 걸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42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술상 기념강연과 5편의 초청강연을 비롯하여 첨단 건조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LNG 선
박 건조와 품질관리,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자동차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미래형 자동
차의 차체경량화 이종소재 기계적 체결 기술 등 44편의 특별세션 강연을 포함하여 역대 학술대회 중 가장 많은 203편
의 논문이 각 산업분야별로 발표되어 참가자에게 아주 유익한 학술대회가 되었다. 
  우리 학회는 전문학술단체로서 학술세미나, 전문도서발간, 용접전문기술자교육, 학술지발행 등 학술 활동을 통해 학
회 특성에 맞는 플랫폼 기능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여 IIW, 
AWF, ISO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우리 나라의 용접 접합 기술이 세계에서 선
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 가을에 개최하는 32nd AWF Meeting과 
8th EAST-WJ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 역내 국가와도 유대감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학술대회 개회식 인사말에서 백응율 회장은 학회는 단순한 학술 교류의 장을 넘어 소비자인 회원과 회원사를 공급
자에게 연결하고 학술적, 산업적, 사회적 가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부단
히 노력 중이기에 용접접합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격려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학술대회 개회식에서는 제20대 장웅성 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계분야와 재료분야의 논문상을 시상하였
으며 학술대회 후원사에게 감사패와 신규회원사에게 회원패를 각각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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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박사,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 선정
 

 

  우리 학회가 추천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윤정원 박사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제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은 7월 4일 2019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거행된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우리 학회 2019년도 재료분야 논문상 수상논문이다. 과총에서는 1991년부터 창의적인 연구활

동을 통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의 연구의욕과 사기 및 연구 분위기 진작을 목적으로 매년 과학기술우수논

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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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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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3차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9년 3월 15일(목) 16:00-18:00

 장  소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타운 2층 회의실

 참석자 : 백응률, 김종도, 김유찬, 이해우, 조정호, 김명현, 송상우, 박기영, 이유철, 한상배, 김성욱, 한기형, 박태원, 서  정, 

오동수, 서성호, 박철규, 이목영, 김형태, 조홍석(대 정광운)

 감  사 : 최  광

 위  임 : 박노근, 박영도, 홍원식, 문형순, 홍현욱, 안규백, 김성종, 남성길, 정상훈, 길  웅, 이정수, 박정웅, 최해운, 

한명수, 정유동, 정홍철, 박현성, 안종기, 이진희 

 주요 안건보고  
1. 2019년도 신규임원 취임 승인 및 법원등기 완료 

   1) 취임승인 : 국립과천과학관, 2019. 2. 8(금), (이사 30인, 감사 2인)

   2) 법원등기완료 : 2019. 2. 19(화) (이사 30인)

2. 대한용접접합학회 회장상 수여

   1) 수상자 : 김정식 (조선대 용접접합과학공학과 2019년도 졸업생)

   2) 수상내용 : 상장, 상패

3. 2019년도 기단연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선정위원 추천 : 김종도 수석부회장 

4. 한국재료관련학회협의회 연합총회 참석  

   1) 일시 및 장소 : 2019. 2. 14(목) 16:00, 금속재료학회 회의실

   2) 참석자 : 백응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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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기계기술단체연합회 1차 정기회의 및 조찬간담회 참석  

   1) 일시 및 장소 : 2019. 2. 22(금) 07:30,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2) 참석자 : 김종도 수석부회장 

6. 학술이사회의 개최(2회))

   1) 1차 : 2019. 2. 8(금), 동의대 공학관 502호 

   2) 2차 : 2019. 2. 18(월), 동대구역사 신세계백화점 8층 일식당 마이도야

7. 2019 COSD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46종의 표준 정비(제정 2종, 개정 40종, 확인 4종)

8. 2019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2차년도 사업비 1억1,000만원(RCMS 시스템 입금) 입금

9. 한국수력원자력 용접프로세스 적용 관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9. 3. 8(금),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회의실

   2) 참석자 : 학회 이해우 기술부회장, 정상훈 기술이사, 한수원 정원수 팀장 외

   3) 회의내용 : 원자력발전소 용접부보수작업 프로세스 개선 방안  

10. 대형조선사와 용접재료사 부서장 기술간담회 개최 예정 : 2019. 3. 21(목), 삼성중공업

11. 2019 IIW 연회비 28,652,568원(22,404유로) 납부 : 2019. 2. 12(화) 

12. 2019 IIW Awards “Walter Edstrom” 수상자 선정 : 홍민철 (고려용접봉 회장)

13. 31st AWF Meeting 참가 및 32nd 개최 준비

    1) 일시 및 장소 : 2019. 4. 25(목) - 27(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2) 참석자 : 조정호(학회), 강승관(조합)

    3) 32nd AWF Meeting ; 2019. 10. 23(수) - 25(금), 킨텍스, ※ 한국산업기술대전 용접전시회 기간 중 

14. 2019 IAB 연회비 6,440,056원(5,000유로) 납부 : 2019. 2. 12(화) 

15. 회장단-연구위원장/지회장 간담회 개최(2회)

    1) 일시 및 장소 : 2019. 2. 13(수) 15:00(1차)/ 2. 14(목) 12:00(2차), 학회사무실

    2) 참석자 : 백응율, 김종도, 장경호, 김희진(IIW), 김정오(고에너지), 정홍철(야금), 현충민(강도), 이상훈(압력용기)

    3) 주요 회의 내용

       - 위원회/지회 혁신기술개발과제 분야별 발굴 및 제안서(RFP) 제출

       - 위원회/지회 중단기 혁신기술로드맵 작성

       - 위원회/지회 - 회장단, 년2회 정기모임 개최

       - 위원회/지회 특별세션 년1회 개최

       - 학술발표대회 젊은 회원 세션장 준비

       - 연구위원회 IIW Commission 연계 활동 강화

16. 2019년도 연구위원회, 지회 학술활동 계획

연구위원회/지회 위원장
행사명

특별세션
내용 일시 장소

건설플랜트이음연구위원회 이진형 세미나 8/23 중앙대 추계

고에너지연구위원회 김정오 심포지엄 7/18-19 지리산 추계

마이크로접합 및 패키징위원회 김형태 심포지엄 10월 COEX 춘계

마찰교반용접연구위원회 이광진 - - - 춘/추계

용접강도연구위원회 현충민 심포지엄 8월 미정 춘계

용접공정연구위원회 박영환 기술세미나 8월 미정 추계

용접야금연구위원회 정홍철 심포지엄 7/4-5 포항공대 추계

압력용기용접연구위원회 이상훈 - - - 추계

자동차용접접합연구위원회 김동철 기술세미나 상/하반기 - 추계

IIW연구위원회 김희진 - - - 춘계

동남지회 박영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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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및 토의 안건 의결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9명(종신회원 3명, 정회원 5명, 학생회원 1명)  

 2019년도 논문상 수상자 인준  

1. 기계분야 논문상

   - 수상논문 : 딥러링(Deep Learning)을 이용한 GMA 용접에서 이면비드 생성 유무 판단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 게재권호 : 36권 2호(2018년도 4월호)

   - 수상자 : 김민석, 신승민, 김동현, 이세헌

2. 재료분야 논문상

   - 수상논문 : Sn-3.0Ag-0.5Cu 솔더 접합부의 계면반응과 취성파괴율에 미치는 Thin ENEPIG 도금 두께의 영향

   - 게재권호 : 36권 5호(2018년도 10월호)

   - 수상자 : 백종훈, 유세훈, 한덕곤, 정승부, 윤정원

3. 2019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 논문 : 재료분야 논문상 수상자

4. 시공분야 논문상과 철암논문상은 수상에 적합한 논문의 부재로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함 

 2019 춘계학술대회 개최 준비

1. 일시 및 장소 : 2019. 5. 16(목) - 17(금), 여수컨벤션센터 (여수) 

2. 발표논문신청 마감 : 2019. 4. 1(월)

3. 후원사 : 조선선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고려용접봉(특별세션 Invite 기념품), 기타

4. 주요행사 

   1) 학술상강연 (20분)

   2) 논문상시상(기계, 재료, 시공분야), 철암논문상시상

   3) 전임회장 공로패, 메달 수여, 후원사 감사패수여 

   4)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대회

   5) 참가자 기념품 준비

5.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 

No. 특별세션명 편수 희망일 주관자

1 - LNG 선박 건조 및 품질 6 16(목) 이해우

2 - 자동차 전장용 고 신뢰성 소재 및 공정 기술 6 16(목) MPC위원회

3 - 적층 제조(AM, 3D Printing) 송상우

4 - IIW연구위원회 국제부분

5 - 마찰교반위원회 5 이광진

6 - 용접 구조물의 잔류응력과 변형, 그리고 수명평가 현충민

7 - 기계적 체결 6 16(목) 김숙환

8 - 3개 학회 공동 용접안전 조정호

9 - Young Professional Room + 기기전시홍보 세션 구성

6. 발표세션 수가 많아 관심분야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 14개 분야의 세션을 

7개 유사분야로 그룹핑하고 관련 연구위원회와 매칭시킴

                [ 변경 전 ]                            [ 변경 후 ]                    [ 매칭 연구위원회 ]

조선해양

플랜트정유석유화학/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건설토목

마이크로접합 및 패키징/ 전기전자

자동차/ 철도 및 철도차량

용접장비/ 산업기계

철강/ 비철
    

조선해양

에너지 및 발전설비

건설토목

마이크로 접합 및 패키징

자동차 및 철도차량

용접장비

철강 및 비철재료
    

용접강도위원회

압력용기용접연구위원회

건설플랜트이음연구위원회

MPC연구위원회

자동차용접접합연구위원회

용접공정/ 고에너지연구위원회

용접야금연구위원회



281

7. 학술연구회와 관련 연구위원회를 매칭하여 학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분과가 학술대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 학술위원회 임기 : 최소 2년

   2) 학술위원회 업무 :  

      - 중장기 (예: 2년) Invited talk 연사 및 주제 선정

      - 각 분과 세션발표자 수 확보

      - 세션 배정 및 정리 확인

      - 좌장 선정

      - 세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3) 학술위원회 분과 구성 

분    과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간사 연계연구위원회

조선해양 현충민 김명현 용접강도연구위원회

에너지 및 발전설비 이상훈 송상우 정광운 압력용기연구위원회

건설 및 토목 이진형 박정웅 건설플랜트이음연구위원회

마이크로접합및패키징 홍원식 전주선, 김형태 마이크로접합및패키징위원회

자동차 및 철도차량 박영도 이광원, 권석진 김재성 자동차용접접합연구위원회

용접장비(공정) 최해운 방희선 조영태, 박영환 용접공정/고에너지연구위원회

철강 및 비철재료 홍현욱 이창훈 문준오 용접야금연구위원회

8. 5월 17일(금) 학술대회 종료 후 오후에 POSCO 광양제철소 견학을 준비하기로 함

9. 학술대회 초청자 선물을 고려용접봉이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기로 함

 8th EAST-WJ(EAST-Welding & Joining Technology Symposium) 개최 준비

1. 일시 및 장소 : 2019. 11. 21(목) - 22(금), 엑스코(대구)) ※ 추계 학술대회 개최 기간 중

2. 발표논문 : 약 50편(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역내 국가, 기타)

3. 참가국 : 약 7개국 내외(한, 중, 일, 인도네시아, 싱가폴, AWF, 기타)

4. 8th EAST-WJ( 준비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장경호 국제부회장 

   - 사무총장 : 최광, 박태원 

   - 위원 : 조정호, 박노근, 박정웅, 최해운, 김명현, 박영도, 송상우, 홍원식, 방희선, 강남현, 기형선, 김성욱, 김철희, 홍현욱 

안규백, 김성종

차기 이사회 개최 일정 

회  차 242차(1) 243차(2) 244차(3) 245차(4) 246차(5) 247차(6) 248차(7) 

일  시 1/17(목) 3/15(금) 5/16(목) 7/15~17 9/20(금) 11/21(목) 12/20(금)

장  소 서울 대구 여수
충주

(폴리텍)
미정 대구

창원
(베스트에프에이)

 기타 토의 
1. EAST-WJ 준비 

   1) 준비위원회 위원의 한편씩 논문 발표와 아시아 지역의 용접전문가 Keynote 섭외 협조 요청

   2) 8th Asia Pacific IIW International Congress 조직위원과 발표논문을 확인하여 EAST-WJ에 활용하기로 함 

   3) EAST-WJ 개최 홍보물을 작성하여 31th AWF에서 홍보하기로 함

   4) EAST-WJ 아시아지역 확대 계획을 중국에 안내하기로 함.   

2. 연구위원회 위원 중 비회원의 학회회원 가입 독려가 필요함

3. 회원사가입 증대에 특임이사의 역할이 필요함

4.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특별사업위원회 구성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위원회 명칭과 구성, 업무 및 역할을 

보고하기로 함

5. 학술대회 홍보수단으로 학술대회 강연을 유투브에 탑재하는 방안을 오동수 이사가 알아보기로 함

6. 학술대회 홍보방안을 학술위원장과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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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0년 연속 
1  선정 *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10

년 연속 1 로 선정 다. 세계 인 철강 문 분석기

인 WSD(World Steel Dynamics)는 뉴욕 지 시간

으로 6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3일간 제34차 

로벌 철강 략회의(Steel Success Strategies)를 개최

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World-Class 

Steelmaker Rankings)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포

스코를 1 로 선정했다. 1999년 설립된 WSD는 철강

분야의 권  있는 로벌 문 분석기 으로, 매년  

세계 Top 34개 철강사들을 상으로 23개 항목을 평

가하고, 이를 종합한 경쟁력 순 를 발표해 오고 있다. 

로벌 철강사들의 경쟁력을 객 인 수치로 종합하여 

순 를 발표하는 기 은 WSD가 유일하며, 매년 발표

하는 경쟁력 순 는 로벌 Top 철강사들의 경  실

과 향후 발 가능성을 가늠하는 요한 지표가 되고 있

다. 동사는 로벌 경기둔화와 수요산업 침체, 보호무

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매여건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인 세계 최고 수 의 리미엄(WTP, World Top 

Premium) 철강 제품 매를 확 했으며, 특히 지난해 

‘더불어 함께 발 하는 기업시민’경 이념 발표 이후 사

회  가치와 경제  가치가 선순환하는 경 활동을 

극 개하며 투자환경 조성  재무건 성 개선 등에서

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부가가치

제품, 가공비용, 기술 신, 인 역량, 신성장사업 육성, 

투자환경, 국가 험요소 등 7개 항목에서 최고 수를 

획득하며 8.35 (10  만 )으로 종합 1 를 기록했다.

 

공업

* 필리핀 최신  호 함 진수 *

 

  공업이 지난 5월 23일(목) 울산 본사에서 필

리핀의 최신  호 함을 진수했다. 이 함정은 19세기 

스페인 치하에서 민족주의 사상가로서 필리핀 독립운동

에 앞장선 호세 리잘(Jose Rizal, 1861~1896년)을 

기려 ‘호세 리잘함’으로 명명 다. 호세 리잘함은 동사

가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2

척의 동형 호 함 가운데 첫 번째로 길이 107미터, 폭 

14미터 규모의 다목  투함이다. 이 함정은 최  속

력 25노트(약 46㎞/h)이며, 4천500해리(8천300㎞) 

이상의 긴 항속거리를 보유해 장기간 원해 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필리핀 해군 최 로 유도탄  어

뢰를 운용해, 필리핀 해군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이와 함께, 태풍과 열 성 기후 등 필리핀의 

거친 해상 조건에서도 우수한 작  성능과 생존성을 갖

도록 설계 다. 동사는 마무리 의장작업과 해상 시운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9월 호세 리잘함을 필리핀 국

방부에 인도하고, 두 번째 호 함도 오는 12월 진수해 

2021년 인도할 정이다.

제철

* 로벌 車 분야 우  확보 나선다 *
  

  제철이 로벌 자동차 소재 시장의 경쟁력 우  

확보에 나선다. 동사는 4월 30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1

분기 연결 기  매출액 5조 715억원, 업이익 2,124

억원의 경 실   자동차 부문 경쟁력 향상을 한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순천 3CGL 가동률 상승 등 

재류 심의 공  물량 증가  매단가 개선에 따라 

매출액이 년 동기 비 6.0% 증가했으나 원재료 가

격 상승 부담 확 로 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감소했다. 동사는 재 부문의 로벌 자동차

강  매 확   형강 부문의 고부가 강재개발 등

을 바탕으로 손익이 차 개선될 것으로 기 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로벌 자동차 소재 분야의 경쟁력 우  

확보를 한 경 활동도 함께 공개했다. 동사는 로벌 

자동차강  매 역량 강화를 해 냉연강 의 강종별 

용화 공장 운 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  설비의 신

화 투자를 통해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품질 면

에서도 2019년 Tesla社 등 55건의 고객사 인증을 취

득하는 등 로벌 자동차강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올 

1분기 로벌 자동차강  매량이 년 동기 비 

16% 증가한 16만3,000톤의 실 을 기록했다. 한 

자동차 시장에 응한 투자도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

다. 먼  인도의 자동차 수요 증가세에 맞춰 연간 30

만  규모의 완성차 물량에 응한 아난타푸르 신규 

SSC를 가동했다. 지난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간 아난타

푸르 SSC는 기아차의 인도 시장 략 차종인 SP2 등

에 용되는 고품질의 자동차강 을 공 할 정이다. 

회원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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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그룹의 수소 기차 장기 로드맵 ‘FCEV 비  

2030’에 발맞춘 속분리  공  확  투자도 계속된

다. 연간 1만6,000  규모의 1공장이 3월부터 양산을 

개시했으며 2공장 투자 검토도 진행돼 이르면 오는 하

반기 착공에 들어갈 정이다. 

자동차

* 美 신차품질조사 일반 랜드 2  달성 *
  

  자동차가 최고 권 의 신차품질조사에서 3년 연

속 최상 권에 오르며, 세계 최고 수 의 품질 경쟁력

을  한번 입증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제이디 워

(J.D.Power)가 6월 19일(미국 지시간) 발표한 ‘2019 

신차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동

사가 역  조사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일

반 랜드 2 를 차지했다. (※ 리미엄 랜드 포함 

체 랜드 기  3 ) 올해 33회째를 맞는 제이디

워 신차품질조사는 1987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고 권

의 품질조사로 올해는 리미엄 랜드 14개, 일반 

랜드 18개 등 총 32개 랜드, 257개 차종을 상으

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해 2월까지 미국에서 매된 신차의 사용 3개월 간 고

객 경험을 통해 233개 항목에 한 품질불만 사례를 

집계해 100 당 불만 건수를 수로 나타내며, 수가 

낮을수록 품질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동사는 올해 

조사에서 71 (신차 100 당 품질불만 건수가 71건)

을 기록, 지난해 74 을 넘어 이제까지 자동차가 

받은 평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달성했다. 반면, 산

업 평균은 지난해와 동일한 93 을 기록해 상 으로 

더 높은 품질 개선을 이 냈다. 자동차는 2006년, 

2009년, 2014년 일반 랜드 1 에 오른바 있고, 

2017년에는 4 , 지난해에는 2 에 오르는 등 최근 3

년간 연속해서 신차품질조사 최상 권을 달성했다.

한진 공업

* 부천문화 술회  건립공사 수주 *
  

  한진 공업 건설부분은 6월 3일 <부천문화 술회 > 

건립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청 부지 내에 들어서게 될 <부천문화

술회 >은 연면  2만5천658㎡, 지하 2층과 지상 5층

의 규모로 건립될 정이다. 공사 액은 약 456억원이

며, 2022년 공 정이다. 경기 서부권의 클래식 특

성화 복합장르 공연장으로 자리잡을 부천문화 술회

에는 1,458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소극장 300석, 시

실  음악자료실 등 각종 부 시설이 지어질 계획이

다. 동사는 이번 수주로 건설부문에서 년 공공공사 

수주고가 2,500억원 규모로 상승, 건설업계 최상 권

을 유지 이다. 이런 건설부문의 수주 상승세는 최근 

국내외 은행들의 출자 환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호재

와 더불어 회사의 경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 공업

* LNG 연료추진 형유조선 개발 성공 *
  

  삼성 공업이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를 연료로 사용

하는 300,000톤  형 유조선(VLCC, Very Large 

Crude Carrier) 개발에 성공하며 친환경 선박시장 공

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사는 국 선 회인 로

이드社(Lloyd’s Register)로부터 ‘LNG 연료추진 

형 원유운반선’에 한 기본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인증 수여식은 

6일( 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르쉬핑

(Nor-Shipping) 2019’에서 양사 계자가 참석한 가

운데 이루어 졌다. 선 의 기본승인은 선박 기본설계의 

기술  합성을 검증하는 차로, 해당 선박과 기술에 

한 공식 인증을 받음으로써 본격 인 수주 활동이 가

능해졌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LNG 연료추진 

형 원유운반선은 동사의 독자 기술인 LNG 연료공 시

스템 ‘S-Fugas’와 연료 감장치 ‘세이버 에어(SAVER 

Air)’ 등이 용된 고효율·친환경 선박이다. 이번 인증

을 통해 해당 선박이 2020년 시행될 황산화물 배출 규

제(3.5%→0.5%)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 소모량을 감소시켜 운항비용도 일 수 있

음을 공식 으로 검증 받은 것이다. 

우조선해양

* 그리스 지역 선주로부터 LNG운반선 1척 수주 *
  

  우조선해양이 LNG운반선 1척을 수주하며 본격

인 수주활동에 나서고 있다. 동사는 그리스 최  해운

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Maran Gas 

Maritime)社로부터 174,000㎥ 규모의 LNG운반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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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을 수주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22년 상반

기까지 선주측에 인도될 정이다. 마란가스社는 올해 

동사가 수주한 6척의 LNG운반선  5척을 발주한 동

사의 최  고객사  하나이며, 재 LNG운반선 추가발

주에 해서도 논의하고 있어, 추가 수주도 기 되는 상

황이다. 이번에 수주한 형 LNG운반선에는 동사가 개발

한 어드밴스드 부분재액화 시스템 (A-PRS / Advanced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탑재로 기화율이 

어들게 돼 선주사의 선박 운 비가 감될 것으로 기

된다. 이와 함께 동사는 최근 LNG운반선에 용되

는 최첨단 장비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VR 선원교육시

스템까지 선주사측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건조 이후 고

객 서비스 분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산 공업

*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공략 가속화 *
  

 두산 공업이 미국 민간발 사인 MCV (Midland 

Cogen Venture)와 가스터빈 사업 력을 한 MOU

를 체결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기존 MCV가 운 인 가스터빈에 한 기동시

간 향상ㆍ정비 등 서비스 분야 △풍력ㆍESS 등 신재

생에 지와 가스복합발 을 연계한 하이 리드 발  분

야 △두산 공업이 개발 인 가스터빈을 기존 발 소

에 용하는 리 워링(Repowering) 분야 등에서 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동사의 미국 

자회사 DTS(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가 

MCV와 가스터빈 핵심부품에 한 장기 서비스 공  

계약을 체결했다. MCV가 미시간 주에서 운 하고 있

는 미국 최  규모의 가스 열병합발 소(1,633MW)에 

설치된 가스터빈 7기의 핵심 부품에 해 향후 6년간 

보수  신품을 제공하는 계약이다. 동사는 2013년 국

책과제로 발 용 형 가스터빈 개발에 착수한 이후 창

원 본사와 미국 로리다, 스 스 바덴 등의 가스터빈 

R&D 센터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 올해 하반기

에는 가스터빈 도품 제작을 완료하고 성능시험을 통

해 국책과제를 성공 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KPS 컨소시엄, UAE원  정비사업계약 체결 *

  한국수력원자력㈜은 UAE원  운 회사인 Nawah 

Energy Company(이하 Nawah)와 ‘UAE원  정비사

업계약’을 6월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UAE 

아부다비 바라카 지역에 건설 인 한국형 APR1400 원

 4기에 한 유지보수와 고장정비를 수행하는 사업

으로 계약기간은 5년이며, 양사 합의 시 연장이 가능하

다. 동사는 랜트 문 정비업체인 한 KPS와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정비를 수행할 정이며, APR1400 

원 기술과 정비경험을 바탕으로 UAE원  운 의 핵

심 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통령과 정부가 힘써온 UAE-한국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원  기술력  운

 능력을 인정받아 가능했다는 평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Nawah의 원 운 을 지원하기 해 한수원 

고 직을 포함한 우수한 기술 인력을 투입할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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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 지화 략을 통해 UAE가 원  운 역량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KPS

* 알제리 비스크라 복합화력 시운  기술용역 수주 *
  

  발 설비 정비 문회사인 한 KPS는 지난 4월 30

일 알제리 비스크라 1,600MW 용량 복합화력발 소

에 해 약 41억 원 규모의 시운  기술용역 계약을 체

결했다. 동사는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향

후 1년 10개월 동안 알제리 비스크라에 치하고 있는 

설비용량 1,600MW 복합화력발 소의 시운  기술용역

을 제공할 정이다. 특히, 동사는 재 시운  기술용역

을 수행 인 알제리 지젤 복합화력발 소(1,600MW)

와 더불어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알제리 내 동사의 

상을 더욱 공고히 할 망이며, 모로코 사피 화력발

소 등에서의 시운  수행경험을 토 로 향후 동  

아 리카 지역에서 발주 정인 유사공사의 수주에도 유

리한 치를 선 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동사

는 재 인도, 요르단, 필리핀, 우루과이 등 세계 8개국

에서 11개 사업소를 운 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최상

의 운   정비(O&M, Operation & Maintenan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호 공업

* 당사 건조 선박 ‘Nor-Shipping 2019’ 박람회에서 
‘차세 선박상’ 수상 *

  삼호 공업이 러시아 소 콤 로트(Sovcomflot)

사로부터 수주해 인도한 11만 4천톤  원유운반선이 ‘차

세  선박상(Next Generation Ship Award)’을 수

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6월 4일부터 7일사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 인 선박박람회인 ‘노르쉬핑 2019’ 

행사에서 열렸으며, 상은 토르비욘뢰에이삭센 노르웨이 

통상장 이 시상했다. 이 상은 세계 인 선박박람회인 

노르쉬핑 행사의 개막에 맞춰 설계와 기술 측면에서 가

장 신 인 선박을 선정해 기념하기 해 만들어졌으

며, 최종 수상 선박을 선정하기 해 심사 원들은 후

보 선박들에 한 격렬한 토론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차세 선박상을 수상한 선박은 동사가 지난

2018년 7월 인도한 “가가린 로스펙트(Gagarin Prospect)

호로 형유조선 에서 세계 최 로 LNG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해 운항할 수 있는 이 연료엔진시스템(Dual 

Fuel Engine)이 장착 다. 가스로 운항이 가능하도록 

856 CBM  LNG가스탱크 2개가 선박 갑  좌우에 

설치되었으며, 가스공 장치를 통해 엔진과 보일러 등

에 연료를 공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장착 다. LNG로 

운항하지 않을 때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규제에 맞게 응할 수 있는 장비도 설

치되어 있다. 길이 250미터, 폭 44미터, 높이 21미터

의 규모로 북해와 발틱해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내빙설

계가 용된 도 특징이다. 

한국선

* 우조선해양 독자 개발 LNG 화물창 솔리더스 승인 *

  한국선 은 우조선해양이 독자개발한 LNG(액화천

연가스) 화물창 솔리더스(SOLIDUS)에 해 설계 승

인(Design Approval)을 마치고, 지난 5월 28일 우

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선  증서 수여식을 가

졌다고 밝혔다. 우조선해양의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솔리더스는 이  속 방벽을 용해 LNG 

출을 방지하는 등 안 성을 극 화하 다. 한 독일 

화학회사 바스 (BASF)와 력해 개발한 친환경·고성

능의 단열재를 용하여 LNG 자연기화율( 장탱크 내 

LNG 자연 증발률)을 히 낮췄다. LNG 화물창 설

계기술은 LNG 선박 건조의 핵심  기술이지만, 그동안 

173K LNG선 기 으로 척당 약 100억원 이상의 막

한 기술 사용료를 내고 해외 LNG 화물창 설계기술

을 가져와 사용해 오고 있었다. 우조선해양 계자는 

“세계 LNG선박 건조의 선두주자인 우조선해양의 축

된 생산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솔리더스를 개발

하여 생산성이 폭 향상되고 비용 감 효과가 극 화 

될 것으로 기 된다”고 말하며 “조만간 솔리더스를 용

한 연구개발 로젝트에 착수 할 정이며, 솔리더스의 기

술이 용되는 신규 로젝트 역시 논의 에 있다”고 

밝혔다. 동사는 마크 III(MARK III), 마크 III 스

(MARK III Flex), No96, KC-1 등  세계 LNG 

운반선에 용된 주요 화물창설계 기술 련 선 인증, 

국내외 조선사들과 다년간의 공동 연구  LNG 운송

선박의 정기  검사를 통해 세계  수 의 LNG 화물

창 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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