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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한 기의식이 고조

됨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환경오염 감을 

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1). 이에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환

경오염을 야기하는 기존의 도장 처리 방법을 체하

기 하여 고효율, 고품질, 고정 의 이  클리닝 기

술을 이용한 환경 친화 인 표면 처리 기술에 심을 가

지고 있다2-5). 이  클리닝은 오염물질의 증발(vapori- 

  

저출력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도장면의 클리닝시 

빔의 중첩에 따른 클리닝 특성에 관한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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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hipbuilding and marine fields, the pre-treatment of painted surfaces for cleaning creates environ-
mental pollution problems. Laser cleaning is an eco-friendly surface pre-treatment process which selectively 
removing contaminants on a surface by vaporizing them with a laser beam. In this study, a pulse laser was
employed to laser clean shop primer and epoxy painted steel plates. The evapo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two paints and the laser cleaning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laser scans. It 
was determined that the removal of epoxy paint, which has a relatively low evaporation point,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hop primer paint. In addition, to remove the coating surface and oxide layer while mini-
mizing damage to the base metal,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laser cleaning parameters including the number of 
laser scans.

Key Words : Laser cleaning, Pulse laser, Shop primer, Epoxy, The number of laser s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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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tion)에 의한 제거의 메커니즘을 가지며 이  어블

이션(laser ablation)에 기반한다. 이  어블 이션

을 통한 오염물질의 제거는 크게 양자 가공(quantum 

process)과 열  가공(thermal process)으로 분류되

는데, 속재료의 이  클리닝은 양자 가공과 열  

가공의 성질을 모두 포함하는 로세스이다. 이  클

리닝시 양자 가공은 이  자의 높은 에 지가 오염

물질의 화학결합을 괴하여 오염 입자를 제거하는 가

공이며, 열  가공은 상 물질에 조사되는 이  빔

의 에 지양이 증가할수록 재료의 일부가 선택  증발

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다6,7). 따라서 오염물질  모재의 

증발 (boiling point), 열 도율(thermal conducti- 

vity)과 같은 기계  물성은 이  클리닝의 결과에 

큰 향을 미친다. 한 이  클리닝 가공에는 연속 

이 와 펄스(pulse) 이 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오

염물질을 선택 으로 제거하고 모재에 열  향을 최

소화시키기 해서는 짧은 이  조사 시간에 순간

으로 높은 에 지를 낼 수 있는 펄스 이 를 사용해

야한다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스 칭 발진하는 펄스 이

를 사용하여 주된 매개변수인 이  스캔 횟수를 변화

시키면서 라이머(shop primer)  에폭시(epoxy) 

도장 강 에 이  클리닝을 실시하고 이  클리닝 

특성을 비교  검토하 다.

  

2. 실험 재료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라이머  에폭시 페

인트로 도장된 일반 구조용 강재(SS400)이며 도장면

과 강재 사이에는 약 11㎛ 두께의 얇은 산화층이 존재

한다. Fig. 1에 이  클리닝 처리 되지 않은 도장 강

의 단면을 나타낸다. 라이머와 에폭시 도장면의 

두께는 각각 15㎛, 200㎛로, 선박에서 범용 으로 용

되는 것과 가장 유사한 시험편으로 제작하 다. Table 

1에 도장 강  표면의 XRF(X-Ray Fluorescence)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라이머는 주요 성분으로 Si, 

Mg, Zn 등이 검출되었으며, 에폭시의 경우 Si, Mg, 

Al의 원소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도료를 구성하고 있

는 Si, Mg, Al, Zn 등과 같은 원소들은 희생양극으로

서 작용하게 되어 도장 피막 아래 속의 부식을 방지 

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험에 사용된 이  클리닝 장비는 평균출력(Pave) 

100W의 펄스 이버 이 이다. 이 는 100ns의 

매우 짧은 펄스 조사 시간과 6kW의 높은 피크 출력

(Pp)으로 발진한다.

  Fig. 2의 이  클리닝 실험 모식도와 같이 이버

를 통해 송된 직경 98㎛의 이  빔은 고정된 시험

편의 1.5 cm×1.5 cm의 범 를 스캔한다. 이  에

지 도는 7.9J/cm2으로 고정하 으며, 주된 매개 

변수인 스캔 횟수(Ns)를 일정한 간격으로 변화시켰다. 

본 논문의 1보에서는 도장면만의 제거특성을 악하기 

하여 이  빔의 첩률을 이  조사 방향에 하

여 빔 직경의 20%로 하 다.

  이  클리닝 ·후 시험편의 단면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미지를 통해서 스캔 횟수에 

따른 도장면의 두께 변화를 찰하 다. 한 이  클

(a) shop primer (b) epoxy

Fig. 1 SEM images on the cross section of un-cleaned 
surface

Element(wt%)

 Material
Si Mg Al Ca Zn P Mn Ba S Cl Fe

Shop primer 12.9 7.6 0.6 0.7 13.6 3.5 0.3 - - - 60.4

Epoxy 23.1 19.1 11.3 0.9 - - - 11.1 1.3 0.7 32.0

Table 1 XRF analysis result of painted steel

Laser beam overlap ratio
20%

98um

20%

1.5cm

1.5cm

Scanning direction

Fig. 2 Schematic of the laser clean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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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닝부의 표면 조도 변화를 3D 미경과 표면 조도 측

정기로 분석하 다. 추가 으로 클리닝부 표면에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분석을 실시

하여 도장면과 산화층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도료의 증발 특성 비교

  15㎛ 두께의 라이머  200㎛ 두께의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된 시험편에 하여 육안상으로 도장면이 

완 히 제거되는 시 까지 스캔 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이  클리닝을 진행하 다. 라이머의 경우 스캔 

횟수를 1회  9회~18회까지 3회 간격으로 변화시켰

으며, 에폭시 시험편의 경우는 12회~24회까지 3회 

간격으로 스캔 횟수를 변화시켰다. Fig. 3은 스캔 횟수

에 따른 이  클리닝부의 표면  단면 SEM 이미지

를 나타낸다.

  라이머로 도장된 시험편을 살펴보면, 스캔 횟수

가 1회일 때 표면과 단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회

색의 라이머 도장면이 부분 잔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스캔 횟수 9회  12회의 조건에서는 

라이머 도장면이 육안상으로 잔류된 것처럼 보이지만 

단면을 살펴본 결과 도장면은 모두 제거되고 산화층만

이 찰되었다. 스캔 횟수가 15회 이상이 되면 표면의 

청결도가 더욱 증가하 지만, 표면의 산화층은 여 히 

존재하 다. 

  이러한 경향은 에폭시로 도장된 시험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폭시 도장면은 스캔 횟수 12회  15회의 

조건에서 잔류하 으며, 스캔 횟수 18회 이상의 조건에

서 에폭시 도장면이 완 히 제거되었지만, 산화층은 스

캔 횟수가 증가하여도 여 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료별 이  1회 스캔시의 제거량을 계산해본 결과, 

라이머는 1회당 1.7㎛, 그리고 에폭시는 11.1㎛

가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의 도료별 주

성분과 물성을 통해 라이머 도료의 주성분인 아연 

분말(zinc dust)의 증발 이 에폭시 도료의 주성분인 

에폭시 수지(bisphenol epoxy A)의 증발 에 비해서 

약 4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열  가공을 수

반하는 이  클리닝 메커니즘에 의해서 동일한 이

 에 지가 조사되었을 때 증발 이 보다 낮은 에폭시 

도장면의 제거량이 라이머 도장면의 제거량 보다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3.2 표면 조도의 변화

  스캔 횟수에 따른 이  클리닝부의 거칠기 변화를 

찰하기 하여 3D 미경과 표면 조도 측정기로 클

리닝부 표면을 분석하 다. Fig. 4와 Fig. 5에 라

 Pave : 100 W, De : 7.9 J/cm2

Ns (No.) un-cleaned 1 9 12 15 18

Shop
primer

Surface

Cross 
section

Ns (No.) un-cleaned 12 15 18 21 24

Epoxy

Surface

5mm5mm

Cross 
section

25㎛25㎛

Fig. 3 Surface and cross section of laser cleaned surfaces

Property

Material
Main 

component
Melting 

point(℃)
Boiling 

point(℃)

Shop primer zinc dust 149.5 907

Epoxy bisphenol epoxy A 158 220

Table 2 Main components and properties of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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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  에폭시 도장 강 의 표면 3D 형상  조도측

정 결과를 나타낸다.

  Fig. 4 (a)의 이  클리닝  라이머 도장면의 

3D 형상을 살펴보면, 도장면의 표면이 불균일한 것을 

찰할 수 있으며 이  1회 스캔시 불균일한 도장면

이 일부 제거되면서 표면의 거칠기가 다소 완만해졌다. 

이  클리닝부 표면에는 펄스 이 의 조사에 의해

서 이  빔에 따른 굴곡이 형성되며, 이러한 표면의 

굴곡은 스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 심화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Fig. 4 (b)와 같이 이  

스캔 횟수가 증가할수록 표면의 조도 값이 증가하 다. 

이  클리닝이 진행되기 의 시험편 표면은 조도 값

이 32.3㎛ 다. 이  클리닝을 1회 실시하면 표면의 

불균일한 도장면이 제거됨에 따라서 조도 값이 22.4㎛

로 낮아졌지만, 스캔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표면 조도

값이 차 으로 증가하여 스캔 횟수 18회의 조건에서 

조도 값이 가장 높은 36.8㎛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에폭시의 이  클리닝된 표면은 라이머 

도장면과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5 (a)의 

에폭시 도장 강 의 표면 3D 형상을 살펴보면, 이  

클리닝  에폭시 도장면이 평평한 것을 찰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에폭시 도장면에 이 가 조사되면 이  

어블 이션에 의한 도료의 증발이 발생하여 도장면 표

면의 불균일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  클리닝 과 

비교하여 도장면이 잔류하는 조건인 스캔 횟수 12회에

서 표면이 거칠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캔 횟수 

18회의 조건에서는 도장면이 완 히 제거됨에 따라서 

모재의 평평한 표면이 드러나 표면이 완만해지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하지만 스캔 횟수가 24회 까지 증가하

면 이 에 의해 표면에 굴곡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표면 굴곡의 변화는 Fig. 5 (b)의 스캔 횟

수에 따른 표면 조도 값을 통해 확연히 구분할 수 있

(a) un-cleaned (b) Ns = 1

(c) Ns = 12 (d) Ns = 18

(a) 3D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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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oughness variation

Fig. 4 Roughness analysis result of laser cleaned shop 
primer surface

(a) un-cleaned (b) Ns = 12

(c) Ns = 18 (d) Ns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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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oughness variation

Fig. 5 Roughness analysis result of laser cleaned epoxy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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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 의 변화를 살펴보면, 3.8㎛의 이  클리닝 

 표면 조도 값이 스캔 횟수 12회 에서는 26.2㎛로 

상승하 다. 도장면이 완 히 제거되는 조건인 스캔 횟

수 18회 에서는 6.4㎛로 조도 값이 다시 낮아 졌지만, 

그 이상의 스캔 횟수에서는 표면 조도 값이 차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결과 으로, 모재의 조도 값과 이  클리닝  표면

의 조도 값이 높은 라이머 도장면은 이  클리닝

에 의해 표면 조도가 낮아진 후 스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장면이 제거되어 모재 자체의 조도 값까지 상

승하 으며, 이 가 더 조사되면 모재의 손상으로 인

해서 조도 값이 더욱 상승하 다. 반면 모재  이  

클리닝  표면의 조도 값이 낮은 에폭시의 경우에는 

이  조사에 의해 조도 값이 상승한 후 스캔 횟수의 

증가에 따라서 도장면이 제거되면서 표면 조도가 완만

해졌다. 하지만 이  클리닝이 계속 진행되면 라

이머 도장면과 같이 모재의 손상에 의해 표면 조도 값

이 증가하 다. 따라서 도장면의 이  클리닝시 과도

한 이  조사는 모재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에 한 스캔 횟수의 선정이 요하다.

3.3 이  클리닝 ·후의 성분 분석

  이  클리닝시 스캔 횟수에 따른 도장면과 산화층

의 잔류 여부를 악하기 하여 이  클리닝부의 표

면에 EDS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Fig. 6

과 Fig. 7에 각각 나타낸다.

  Fig. 6의 라이머 시험편에 한 ED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  클리닝 과 스캔 횟수 1회에

서는 도료의 구성 원소인 Mg, Si, Zn  O가 검출되

었으며 그 성분량은 유사하 다. 하지만 스캔 횟수 9회

와 18회에서는 O와 Fe의 성분만이 검출되었다. 이 조

건에서는 라이머 도료의 성분은 완 히 제거되었으

나 표면에 산화층이 잔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에 나타낸 에폭시 시험편의 EDS  분석 결과 

이  클리닝 과 스캔 횟수 12회에서는 도료의 성

분인 Mg, Al, Si이 검출되었으며, 18회 이상의 스캔 횟

수에서는 도료의 성분이 완 히 제거된 후 도장면 아래

의 산화층 성분인 O와 Fe의 성분량이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실험에서 도장면만을 제거하기 해 선정한 

조건에서는 스캔 횟수가 증가하여도 매우 치 한 결합

을 가지는 산화층의 제거는 불가능하 다. 하지만 과도

한 스캔 횟수의 경우에는 도장면 제거 후 모재의 손상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조사 조건

(a) un-cleaned (b) Ns = 1

(c) Ns = 9 (d) Ns = 18

No.
Elements content(At%)

O Mg Si Zn Fe

a 46.8 14.1 29.5 8.0 1.2

b 48.7 13.4 30.8 5.6 1.1

c 37.4 0.3 0.3 0.6 60.9

d 36.7 0.2 0.5 0.7 61.7

(e) Result of EDS analysis

Fig. 6 EDS spot analysis results on laser cleaned shop 
primer surface

(a) un-cleaned (b) Ns = 12

(c) Ns = 18 (d) Ns = 24

No.
Elements content(At%)

O Mg Al Si Fe

a 17.4 4.9 66.8 8.2 1.8

b 19.0 2.4 66.0 10.4 1.1

c 32.9 0.0 0.3 0.2 65.8

d 23.9 0.6 0.8 1.0 71.2

(e) Result of EDS analysis

Fig. 7 EDS spot analysis results on laser cleaned epoxy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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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해야한다. 한 산화층까지 제거하기 해서는 

스캔 횟수 이외의 다른 매개변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

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본 논문 2보와 3보에 나타낸다.

4. 결    론

  출력 펄스 이 를 이용한 라이머  에폭시 

도장 강 의 이  클리닝시 이  스캔 횟수에 따른 

클리닝부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도료의 증발 특성을 비교한 결과, 증발 이 상

으로 낮은 에폭시 도장면의 제거량이 라이머 도

장면의 제거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열 가공

을 수반하는 이  클리닝 공정에서 재료의 증발 은 

이  클리닝 결과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2) 클리닝부 표면의 조도 측정 결과, 스캔 횟수가 증

가함에 따라서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하 다. 따라서 이  클리닝시 과도한 이  조사는 

모재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한 스캔 횟수의 

선정이 요함을 확인하 다.

  3) 이  클리닝부의 EDS  분석 결과, 이  클

리닝을 통하여 라이머  에폭시 도장면을 완 하

게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조선해양 분야에서 

도장면 처리에 이  클리닝의 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ORCID: Ji-Eon Kim: http://orcid.org/0000-0003-0445-5638
ORCID: Moo-Keun Song: http://orcid.org/0000-0001-6799-1302
ORCID: Jong-Myoung Lee: http://orcid.org/0000-0001-8638-5826
ORCID: Jeong-Hun Hyun: http://orcid.org/0000-0002-2643-8284
ORCID: Jong-Do Kim: http://orcid.org/0000-0002-2125-0426

References

1. J. D. Kim, S. Y. Choi, S. J. Lee and J. Suh, The Study on 
Weldability of Boron Steel and Hot-stamped Steel by 
Using Laser Heat Source(Ⅰ), Trnas. Korea Soc. Mech. 
Eng. A. 38 (12) (2014) 1367-1372.
https://doi.org/10.3795/KSME-A.2014.38.12.1367

2. I.C. Park, M.S. Han, and S.J Kim, Optimization of 
Painting Process to Improve Durability of Mega Yacht 
and Cavitation Erosion Characteristics, J. Weld. Join. 
37 (3) (2019) 254-261.
https://doi.org/10.5781/JWJ.2019.37.3.9

3. J. D. Kim, J. E. Kim, M. K. Song, M. S. Han and J. M. 
Lee, Fundamental Study on Opimimum condition for 
Laser Cleaning of Paint Surface, Proceedings of the KSME 
Autumn Annual Meeting, Busan, Korea (2018) 134.

4. J. D. Kim, J. E. Kim, M. K. Song, M. S. Han, J. H. Hyun 
and J. M. Lee, A Foundamental Study on the Charac- 
teristics of the Cleaned Surface by Scan Speed during 
Removal of Epoxy Painting by Laser, Proceedings of the 
KOSME Spring Conference, Mokpo, Korea, (2019) 158.

5. J. D. Kim, J. E. Kim, M. K. Song, M. S. Han, J. H. Hyun 
and J. M. Lee, Fundamental Study on the effect of Pulse 
Overlap Rate in Laser Cleaning for Removing Epoxy 
Coating,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Yeosu, Korea, (2019) 160.

6. J. Y. Oh and B. S. Shin, Photothermal and Photochemical 
Investigation on Laser Ablation of the Polymide by 
355nm UV Laser Processing, J. Koran Soc. Precis. Engi. 
24 (4) (2007) 147-152.

7. J. Y. Oh and B. S. Shin, A Study on Laser Ablation of 
Copper Thin Foil by 355nm UV Laser Processing, J. 
Koran Soc. Precis. Eng. 24 (2) (2007) 134-139.

8. S. H. Jeong and S. H. Lee, Effects of Process Parameters 
on Laser Ablation Based Machining and Measurements, 
J. Koran Soc. Precis. Engi. 28 (12) (2011) 1359-1365.

9. I. Y. Chung, K. H. Kang and J. D Kim, The Femto 
Second Laser Induced Ablation on the Titanium Alloy for 
Various Beam Overlap Ratio, J. Korean Soc. Precis. Eng. 
27 (11) (2010) 17-23.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7 No.5(2019) pp441-447
https://doi.org/10.5781/JWJ.2019.37.5.2

1. 서    론
 

  재 조선해양 산업 장에서 도장 처리 작업은 동

력공구  연마재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동력 

공구에 의한 작업자의 험성  연마재의 분진 비산에 

의해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 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한 연마재의 재사용율이 낮아 유지 보수를 

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1-2).

  이  클리닝은 이러한 도장 처리 공정에서 환경오

  

저출력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도장면의 클리닝시 

빔의 중첩에 따른 클리닝 특성에 관한 연구(Ⅱ)

- 펄스 중첩률에 따른 클리닝부의 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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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 cleaning technologies have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pre-treatment processes, but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the removal of paint using laser 
cleaning. In this study, laser cleaning was performed on steel painted with shop primer and epoxy paint using 
a Q-switching fiber las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ser cleaned surfaces was compared in relation to 
the pulse overlap rate, as a main paramete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scans to re-
move the paint decreased as the pulse overlap rate increased. At pulse overlap rates of 20 % and 50 %, the oxide
layer was not removed from the surface. However, when the pulse overlap rate was increased to 70%, the 
oxide layer was completely removed. In addition, damage of the base material was reduced when the pulse 
overlap rate was increased, more precise laser cleaning w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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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3-5). 이  

클리닝 기술은 집속된 이  빔을 상물질에 조사하

여 모재의 손상 없이 오염물질을 선택 으로 제거하는 

기술로써, 기존의 클리닝 기술과 비교하여 환경 친화

이고 우수한 제어성을 가진다. 따라서 국부 인 표면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도장면 제거 는 처리 작업 

시간이 보다 단축된다. 

  Pandora Psyllaki 등은 이  클리닝 기술을 통하

여 스테인리스강 표면의 산화층 제거를 한 연구를 진

행하 으며6), Kearns 등은 구리표면의 산화층을 이

를 이용하여 성공 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7). Tang 

등은 컴 셔 임펠러 블 이드에 형성된 황화층의 

이  클리닝에 하여 연구하 다8). 이와 같이 다양한 

속 재료 표면의 산화층  황화층의 제거를 한 

이  클리닝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으

나, 도장면 제거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클리닝을 통하여 

라이머(shop primer)  에폭시(epoxy) 도장면과 산

화층을 제거하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 본 논문의 1

보에서는 산화층의 제거를 하여 스캔 횟수 이외의 

이  클리닝 매개변수의 제어가 필요함을 확인하 다. 

본 논문의 2보에서는 여러 이  클리닝 매개변수  

펄스 첩률에 따른 도장면과 산화층의 제거 특성을 분

석하 다.

  

2. 실험 재료  방법

  실험 재료로는 선박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는 라

이머와 에폭시 도료로 도장된 일반 구조용 강재(SS400)

를 사용하 다. 강재의 표면에는 두께 약 11㎛의 산화

층이 존재하며, 도장면의 두께는 라이머의 경우 15㎛, 

에폭시의 경우 200㎛이다.

  실험에 사용된 이  장치는 출력 이  클리닝 

장비로 평균 출력(Pave) 100W의 Q-스 칭 이버 

이 이다.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이  빔은 2D 스

캐 와 F-theta 즈를 거쳐 시험편의 1.5cm×1.5cm

의 역에 조사되며 이때, F-theta 즈에 의해서 

이 가 조사되는 치별로  거리가 일정하게 제어

된다. Fig. 1에 이  클리닝 장비의 구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Fig. 2와 같이 이  빔의 한 펄스와 

다음 펄스 간 겹치는 비율을 펄스 첩률 (Rpo)로 정의

하 다. 이  클리닝 실험에서 사용된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낸다. 클리닝은 에 지 도(De) 7.9J/cm2의 

조건에서 주된 매개 변수인 펄스 첩률을 20%, 50

%, 70%로 변화시켰으며, 각각의 조건에서 스캔 횟수

(Ns)를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진행하 다. 이

때 펄스 첩률만의 향을 악하기 하여 이  빔

의 한 패스와 다음 패스 간에는 첩이 없도록 하 다. 

  펄스 첩률에 따른 이  클리닝을 실시한 후 각 

조건별로 클리닝부의 표면과 단면을 찰하여 펄스 

첩률에 따른 클리닝부의 특성을 분석하 다. 한 도장

면과 산화층의 제거 조건을 악하기 하여 클리닝부

의 표면에 XRD 성분 분석을 실시하 다. 

Specimen

2D scanner

F-theta
lens

Laser beam

1.5cm1.5cm

Fig. 1 The schematic of the laser cleaning experimental 
set up

Rpo : 20%

98um

Rpo : 50%

98um

Rpo : 70%

98um

(a) 20 % (b) 50 % (c) 70 %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method by laser beam 
pulse overlap rate(Rpo)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Laser type
Q-switching 
fiber laser

Average power(Pa) 100 W

Energy density(De) 7.9 J/cm2

Pulse duration(Dp) 100 ns

Peak power(Pp) 6 kW

Pulse energy(Ep) 0.6 mJ

Pulse frequency(fp) 166.7 kHz

Scan speed

Rpo : 20 % 13.1 m/s

Rpo : 50 % 8.2 m/s

Rpo : 70 % 4.9 m/s

Pass overlap rate(Rpao) 0 %



출력 펄스 이 를 이용한 도장면의 클리닝시 빔의 첩에 따른 클리닝 특성에 한 연구(Ⅱ)

한용 ․ 합학회지 제37권 제5호, 2019년 10월     443

3. 실험 결과  고찰

3.1 이  클리닝부의 표면  단면 분석

  3.1.1 라이머 도장면 클리닝 특성

  Fig. 3은 라미어 도장면에 하여 펄스 첩률과 

스캔 횟수에 따른 이  클리닝부 표면 확  사진, 단

면 SEM 이미지  조도 측정 값을 나타낸다. 

  이  클리닝된 표면을 살펴보면, 은 스캔 횟수에

서는 모든 시험편의 표면에 이  조사 흔 을 거의 

볼 수 없지만, 스캔 횟수가 증가할수록 도장면이 제거

되면서 이  에 지와 모재가 반응하여 이  펄스

간의 흔 이 뚜렷해지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한 펄

스 첩률이 (a) 20%, (b) 50%  (c) 70%로 증가

할수록 빔의 첩이 확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앙의 에 지 도가 높은 가우시안 분포의 이 빔

에 의해서 빔의 가장자리는 도가 낮기 때문에 20%

의 펄스 첩률에서는 클리닝 가공시 거의 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로 인해 가우시안 분포

를 가지는 이  빔을 사용하여 클리닝을 진행할 경우 

20% 이상의 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클리닝된 시험편의 단면을 찰하면, 20%와 

50%의 펄스 첩률에서는 스캔 횟수가 증가할수록 표

면에 존재하는 도장면  산화층의 두께가 감소하다가 

산화층으로 추정되는 표면층이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펄스 첩률 20%일 때 스캔 횟수 14회 그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20 %

Ns un-cleaned 1 8 11 14 17

Micro
graphy

Cross-
section

(a) Rpo : 20 %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50 %

Ns un-cleaned 1 3 6 9 12

Micro
graphy

Cross-
section

(b) Rpo : 50 %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70 %

Ns un-cleaned 1 3 6 9 12

Micro
graphy

Cross-
section

(c) Rpo : 70 %

Fig. 3 Micrography, cross-section and roughness of laser cleaned shop prim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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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펄스 첩률 50%일 때 스캔 횟수 9회에서는 표

면층이 다시 두꺼워지면서 표면 조도 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펄스 첩률이 70%일 경우에는 스캔 횟수가 

증가할수록 표면의 도장면  산화층의 두께가 감소하

여 스캔 횟수 9회 이상에서 표면 조도는 다소 증가하

지만 표면층이 거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2 에폭시 도장면 클리닝 특성

  Fig. 4는 에폭시 도장면의 펄스 첩률과 스캔 횟수

에 따른 이  클리닝부 표면 확  사진, 단면 SEM 

이미지  조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에폭시 도장면의 이  클리닝된 표면  단면을 살

펴보면 앞선 라이머 도장면의 클리닝 특성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에폭시 도장 시험

편은 도장면과 산화층의 경계가 뚜렷하여 도장면 제거 

조건이 단면에서 확인 가능하 다. 펄스 첩률 (a)20%

에서는 스캔 횟수 25회, 펄스 첩률 (b) 50%에서는 

11회 그리고 펄스 첩률 (c) 70%에서 스캔 횟수 7회

에 에폭시 도장면이 거의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다. 한 

이 조건에서 표면 조도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펄스 첩률 20%와 50%의 조건에서는 도

장면 제거 조건 이상의 스캔 횟수에서 산화층이 제거되

지 않았으며, 표면 조도 값도 증가하 다. 70%의 펄

스 첩률에서만 13회의 스캔 횟수 이상에서 산화층까

지 제거되는 조건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라이머  에폭시 도장면의 표면  단면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20 %

Ns un-cleaned 15 25 35 45

Micro
graphy

Cross-
section

(a) Rpo : 20 %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50 %

Ns un-cleaned 11 14 17 20 23

Micro
graphy

Cross-
section

(b) Rpo : 50 %

Pave : 100 W, De : 7.9 J/cm2, Rpo : 70 %

Ns un-cleaned 4 7 10 13 16

Micro
graphy

Cross-
section

(c) Rpo : 70 %

Fig. 4  Micrography, cross-section and roughness of laser cleaned epoxy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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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토 로, 7.9J/cm2의 이  에 지 도

에서는 펄스 첩률이 20%  50%에서는 스캔 횟수

가 증가하여도 산화층과 같은 표면층이 잔류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 펄스 첩률이 증가할수록 표면

층이 제거되는 스캔 횟수가 감소하고 표면의 조도가 완

만해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3.2 이  클리닝부의 XRD 성분분석

  앞선 이  클리닝부의 단면 사진에서 표면에 잔류

하는 성분이 도장면인지 아니면 도장면이 제거된 후의 

산화층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하여 표면 XRD 성분

분석을 실시하 다.

  3.2.1 라이머 도장면 분석 결과

  Fig. 5에 펄스 첩률  스캔 횟수에 따른 라미

어 시험편의 이  클리닝부 XRD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이  클리닝  라이머 도료의 성분으

로 이로필라이트(pyrophyllite), 아연(zinc)  자철

석(magnetite)이 검출되었다. 펄스 첩률이 (a) 20

%일 때, 스캔 횟수 1회에서 도료의 성분인 아연이 검

출되었으며 8회 이상의 스캔 횟수에서 도료의 성분이 완

히 제거되어 도장면 아래의 산화층 성분인 사삼산화철

(Fe3O4)이 검출되었다. 펄스 첩률 (b) 50% 조건에

서는 스캔 횟수 3회에 라미어 도장면이 완 히 제

거되었으나 산화층은 스캔 횟수의 증가에도 제거되지 

않았다. (c) 70%의 펄스 첩률에서는 스캔 횟수 1회

만에 도료의 성분이 완 히 제거되었으며 산화층은 스

캔 횟수 9회에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라이머 도장면의 경우에는 15㎛의 얇은 도

장면으로 인해 펄스 첩률 20%  50% 조건에서는 

각각 8회  3회 이상의 스캔 횟수에서 도장면이 완

히 제거되어 산화층만 존재하며, 단면에서 확인되는 표

면층은 산화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70%의 

펄스 첩률 조건에서는 단 1회만에 도장면이 제거되고 

9회에서 산화층도 제거되었다.

  3.2.2 에폭시 도장면 분석 결과

  Fig. 6에 펄스 첩률에 따른 에폭시 시험편의 이

 클리닝부 XRD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에폭시 

도료의 성분으로는 이로필라이트(pyrophyllite), 정

석(barite)  마그네사이트(magnesite)가 검출되었

다. 에폭시 도장면은 각 펄스 첩률 (a)20%, (b)50%, 

(c)70%에서 스캔 횟수 25회, 14회, 7회에서 제거된 것

을 알 수 있다. 라이머 시험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에폭시 시험편 역시 펄스 첩률 20%, 50% 조건에

서는 산화층이 제거되지 않았으나 펄스 첩률 70%, 스

캔 횟수 13회의 조건에서 산화층이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펄스 첩률에 따른 도장면  산화층의 제거 조건을 

살펴본 결과, 펄스 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장면 

제거를 한 스캔 횟수가 감소하 다. 한 펄스 첩

률 70% 조건에서는 산화층의 제거가 가능하 으나 상

으로 낮은 펄스 첩률 조건에서는 산화층이 완 히 

10 20 30 40 50 60 70 80
2theta [deg]

In
te

ns
it

y 
[a

.u
.]

Ns = 17 

Ns = 14

Ns = 11

Ns = 18 

Ns = 1 

uncleaned 

Ns = 17 

Ns = 14

Ns = 11

Ns = 18 

Ns = 1 

uncleaned 

(a) Rpo : 20 %

In
te

ns
it

y 
[a

.u
.]

10 20 30 40 50 60 70 80
2theta [deg]

Ns = 12 

Ns = 9 

Ns = 6 

Ns = 3  

Ns = 1 

uncleaned 

Ns = 12 

Ns = 9 

Ns = 6 

Ns = 3  

Ns = 1 

uncleaned 

(b) Rpo : 50 %

10 20 30 40 50 60 70 80
2theta [deg]

In
te

ns
it

y 
[a

.u
.]

Ns = 12 

Ns = 9 

Ns = 6 

Ns = 3  

Ns = 1 

uncleaned 

Ns = 12 

Ns = 9 

Ns = 6 

Ns = 3  

Ns = 1 

uncleaned 

(c) Rpo : 70 %

Fig. 5  XRD result of laser cleaned shop-prim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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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은 열  가공(thermal 

process)의 메커니즘을 가지는 이  클리닝시 낮은 

펄스 첩률 조건에서는 산화층이 제거되기 한 임계

값 이상의 이  에 지가 시험편에 조사되지 않은 것

으로 단된다.

  펄스 첩률에 따라 단  면 당 시험편에 조사되는 

이  에 지 양은 NOP(Number Of Pulses in a 

spot)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 이는 식(1)을 통해서 

계산된다.

    

                            (1)

  는 스캔속도(mm/s), 는 빔 직경(mm), 는 펄

스 주 수(Hz)이다. NOP는 동일한 단 면  즉, 이

 빔의 한 스폿에 조사되는 펄스의 수로 정의된다. 각 

첩률에 하여 NOP를 계산한 결과 펄스 첩률이 20

%일 경우 한 스폿에 조사되는 펄스의 수는 1회이며, 50

%일 경우 2회, 70%에서는 3회가 된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이  에 지 도의 조건에서 펄스 첩률의 

변화에 의해 시험편에 조사되는 이  에 지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펄스 첩률이 증

가할수록 동일한 단면 에 조사되는 이  에 지의 

양이 증가하여 도장면과 산화층의 제거가 더욱 용이해

진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라이머  에폭시 도장면과 산화층의 이  클

리닝시 펄스 첩률에 따른 이  클리닝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펄스 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장면과 산화층

의 제거를 한 스캔 횟수가 감소하 으며 클리닝부 표

면조도 한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하 다.

  2) 펄스 첩률이 20%와 50%의 조건에서는 스캔 

횟수가 증가하면 도장면은 제거되었지만 산화층은 잔류

하 다. 하지만 70%의 펄스 첩률 조건에서는 재료

로의 입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장면과 산화층 모두 

제거되었다.

  3) 표면 XRD 분석을 통해 도장면과 산화층의 제거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며, 펄스 첩률의 

증가는 동일한 단면 에 조사되는 이  에 지의 양

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펄스 첩률 70% 조건에서 도

장면과 산화층의 제거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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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어용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CM440강의 내

구성 향상을 해 다양한 열처리가 용되고 있다. 탄

소강  합 강의 경우 불림 는 퀜칭, 템퍼링 후 

표면 담 질을 통해 표면 경도를 향상시킨다. 특히 

온 템퍼링은 탄소량이 0.4% 이상인 구조용 특수강에서 

치면의 내마모성과 피로강도를 향상시키기 해 용되

고, 고온 템퍼링은 터빈과 같은 고속회 체에 주로 

용된다. 그 외에 고주  담 질이나 0.02 ~ 0.25%의 

탄소강에 용되는 침탄 등도 리 용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열처리 방법은 900℃ 이상의 고온에서 진

행되기 때문에 제품의 비틀림이나 변형이 발생하기 쉽고, 

열처리 후에는 반드시 후가공이 필요하여 추가 인 비

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용된 라즈마 이온질화도 기어재료의 

기계  특성과 부식 항성 향상을 해 리 사용되고 

있는 열화학  표면개질 방법이다. 라즈마 이온질화

는 염욕이나 가스 질화법에 비해 공정시간이 짧으며, 

폐수  독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이다. 

한 온에서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면처리 후 제

품 변형이 거의 없다. 따라서 라즈마 이온질화 용 

시 후가공이 필요 없어 공정 간소화에 따른 경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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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 후 질화 층의 구조를 살펴보

면 표면 최외각에는 높은 경도를 나타내는 질화물의 화

합물 층(compound layer)이 형성되며, 그 하부에는 

질소의 확산으로 인해 모재에 비해 높은 경도를 나타내

는 확산 층(diffusion layer)이 형성된다1). 이는 라

즈마 이온질화 특성 상 질화 층 상부에 γ'-Fe4N 상이 

먼  생성되고 질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ε-Fe2-3N 등이 

생성되기 때문이다2). 따라서 질화 층의 상부는 γ'- 

Fe4N 상과 ε-Fe2-3N이 얇게 형성되어 높은 경도를 나

타내지만 높은 내부 응력으로 취성을 일으키기 쉽다3). 

한편 라즈마 이온질화는 질소와 탄소 양을 조 함으

로써 ε-Fe2-3N 단상을 생성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

고 주로 탄소강에서는 γ'-Fe4N상이 생성되기 쉬우

며, 공정조건에 따라 γ'-Fe4N 단상 는 ε-Fe2-3N상과 

함께 생성되기도 한다4). 일반 으로 공정시간이 길고 

온도가 높을수록 질소의 확산계수가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여 높은 경도와 두꺼운 질화 층이 형성된다5). 그러

나 화합물 층은 특히 기어 배열이 어 난 상태(misa- 

lignment)에서 운  시 기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질화 특성에 따른 한 질화 층 깊이를 용

하는 것이 요하다6). 따라서 라즈마 이온질화 공정

시간, 공정온도, 혼합 가스비, 펄스비 등에 따라 표면에 

생성되는 화합물의 상(phase)에 기인하여 기계  특징

이 달라지므로 용분야와 목 에 따른 한 라즈

마 이온질화 처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어용 재료인 SCM440강에 하여 

다양한 라즈마 이온질화 공정 온도와 SCM440강의 

표면 거칠기 조건에서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 후 질화 

층 깊이, 상 변화  표면과 단면의 마이크로 경도 값

을 계측하여 기계  특성을 규명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어용 재료인 SCM440강의 화학 

조성비는 Table 1에 제시하 다. 시편은 지름 20mm의 

원형 (rod)을 6mm 두께로 일정하게 단 후 다양한 

표면 거칠기를 형성시키기 해 에머리 페이퍼 #100, 

#220, #600, #1000으로 각각 연마하 다. 그리고 증

류수와 아세톤으로 세척하고 열풍 건조 후 라즈마 이

온질화를 실시하 다. Fig. 1은 DC 로우 방  라

즈마 이온질화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며, 라즈마 이온

질화 공정조건은 Table 2와 같다. 라즈마 이온질화 처

리 후 시편의 표면 거칠기는 surface roughness mea- 

suring tester(KOSAKA, SE-600)를 이용하여 JIS'94 

규격에 따라 3회 계측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 다.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 후 학 미경으로 횡단면을 

찰하여 질화 층을 조사하 다. 질화 층의 상(phase) 구조는 

Cu Kα( 장: 0.154Å) 조건에서 400kV, 30mA로 인가

하여 X-선 회 (Rigaku Corporation, Smartlab)을 통해 

분석하 다. 그리고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측정은 마이

크로-비커스 경도계(Indentec, ZHμ-A)를 이용하여 계

측 시 인가하 을 표면 거칠기 조건은 100 gf으로, 세

한 질화 깊이 분석을 한 횡단면은 10 gf으로 달리 설

정하여 10  동안 유지 후 계측하 다. 횡단면의 미세

조직 찰을 한 시편은 경면연마 후 에칭(94.5% 에

탄올 100ml + 63% 질산 100ml 용액)하여 학 미

경으로 분석하 다. 

3. 실험 결과

3.1 표면 거칠기 분석

  Table 3은 라즈마 이온질화 후 시편 표면의 평

균 거칠기(Ra)와 최  높이 거칠기(Ry)를 계측한 것

이다. 라즈마 이온질화 후 표면의 평균 거칠기(Ra)는 

Element C Si Mn P S Cu Ni Cr Mo Fe

(wt.%) 0.4 0.21 0.68 0.12 0.15 0.17 0.09 0.95 0.16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CM440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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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plasma ion nitriding treat- 
ment

Table 2  Plasma ion nitriding parameters

Parameters Unit Value

Treatment time h 30

Treatment temperature ℃ 500, 530, 580

Gas ratio % 70 N2 + 30 H2

Chamber pressure Pa 450 ~ 470

Discharge voltage V 440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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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배 정도 증가하 고, 최  높이 거칠기(Ry)는 

약 3-5배 정도 증가하여 표면 거칠기가 반 으로 증

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라즈마 이온질화 처

리  재료 표면에 질소 흡착이 증가하면서 표면 거칠

기 역시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7). 일반 으로 라즈

마 이온질화가 가스 질화보다 표면 거칠기 변화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회주철이나 구상흑연

주철의 경우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 후 약 10배까지 

증가하기도 한다8). 본 연구 결과에서 평균 거칠기에 비

해 최  높이 거칠기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 을 

고려해보면 라즈마 이온질화 공정  질소이온이 상

으로 뾰족한 요철부분에 더 집 으로 흡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라즈마 이온질

화 처리 후 평균 거칠기(Ra)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

타난 에머리 페이퍼 #100번(공정온도 580℃)의 경우

에도 그 차이가 약 0.5㎛ 이내로 매우 작기 때문에 실

질 으로 후가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하 다. 

3.2 XRD 분석

  Fig. 2는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된 시편 표면에 

하여 X-ray diffraction(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 후 ε-Fe2-3N상과 γ'- 

Fe4N상이 주로 생성되었으며, 거칠기 증가에 따라 두 

상의 2θ Intensity 값의 차이를 보이지만 거칠기 증감

에 따른 뚜렷한 상 변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

으로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 시 γ'-Fe4N상이 먼  

생성되며 이후 질소가스 양, 공정온도  공정시간이 

증가하면서 ε-Fe2-3N상이 생성된다9). 그리고 질소가스 

양이 증가할수록 표면에 질소 흡착이 용이하여 ε-Fe2-3N

상이 주상으로 존재하지만10), 공정시간이 길어질수록 ε- 

Fe2-3N상이 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라즈마 이온질화 공정온도가 500℃에는 ε-Fe2-3N상

과 γ'-Fe4N상이 생성되었으나 반 으로 ε-Fe2-3N상

의 2θ Intensity 값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530℃에

서는 γ'-Fe4N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580℃

에서는 ε-Fe2-3N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γ'-Fe4N상

이 주상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으로 라즈마 이온질

Emery paper No. #100 #220 #600 #1000

Roughness (㎛) Ra Ry Ra Ry Ra Ry Ra Ry

Untreated 0.37 2.0 0.2 1.1 0.1 0.4 0.1 0.7

Process 
temperature 

(℃)

500 0.7 5.4 0.4 4.2 0.2 2.3 0.3 3.9

0.3 2.8 0.2 2.3 0.2 2.4530 0.6 4.9

0.38 3.7 0.3 2.7 0.3 3.7580 0.9 6.4

Table 3  Measurement of surfac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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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XRD patterns of plasma ion nitrided SCM440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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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처리에 따른 표면의 상 변화는 표면 거칠기의 향

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공정온도 증가에 따라 γ'-Fe4N

과 ε-Fe2-3N의 복합상이 γ'-Fe4N 단상으로 환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3.3 횡단면 미세조직 분석

  Fig. 3은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된 시편의 횡단면 미

세조직을 찰한 것이다. 질화 층은 에칭 시 부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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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Cross-sectional micrographs of plasma ion nitrided SCM440 specimens; epoxy resin (a), nitriding layer (b), and 
substrat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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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검게 나타나 모재와 구분되었다. 표면 거칠

기에 따른 질화 층(Fig. 3 (b))의 깊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질화 층 깊이

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 

기에 질화 층은 재료 표면에 질소의 확산이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여 질화 층이 격히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스퍼터링(sputtering)이 표면에 형성된 질화물 

제거, 탈질  자유 Fe 원자의 방해물로 작용하여 질화 

층의 확산속도가 감소하게 된다13). 앞선 Fig. 2의 XRD 

분석 결과를 통해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 시 최외각 

상부 층에는 ε-Fe2-3N와 γ'-Fe4N의 화합물 층이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하 고, 그 하부에는 질소가 내부로 침투

하여 확산되는 확산 층이 형성된다. 여기에서 재료 상부

에 형성된 화합물 층과 확산 층까지의 총 깊이가 질화 층

이 된다. 한 이 질화 층은 모재(Fig. 3(c))에 비해 높

은 경도를 나타내어 기계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총 

경화 층 는 간략히 경화 층이라고도 한다14)
.  

3.4 마이크로-비커스 경도 분석

  3.4.1 표면 마이크로 경도 분석

  Fig. 4는 모재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된 시편 표

면의 마이크로-비커스 경도 값을 계측하여 나타낸 것이

다. 모든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된 시편은 모재에 비

해 히 높은 경도 값을 나타냈으며, 표면 거칠기 보

다는 공정온도 변화에 따라 경도 값의 차이를 보 다. 

공정온도 500℃에서 가장 높은 표면 경도 값을 나타냈

으며, 이후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표면 경도 값이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표면 거칠기가 증가할수

록 상 으로 표면 경도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경향은 악하기 어렵다. 일반 으로 표면 경도

는 라즈마 이온질화 기에 격히 증가하다가 공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상승률이 어들며, 공정온도가 

무 높거나 공정시간이 무 길어지면 질화 층의 깊이

는 증가하지만 표면 경도는 오히려 감소한다15). 이는 

공정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석출물 입자의 크기가 더 커

지고 거칠어지기 쉽고 석출물 도가 더 낮아져 경도가 

하하기 때문이다16). 특히 ε-Fe2-3N상은 γ'-Fe4N상

에 비해 마찰계수가 낮고 높은 경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좋지만 상 으로 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결과 으로 앞선 XRD 분석결과에서 ε-Fe2-3N상의 2θ 

Intensity 상 으로 높았던 500℃에서 가장 높은 경

도 값을 나타냈으며, γ'-Fe4N상의 2θ Intensity 값이 

높은 530℃에서는 경도 값이 다소 감소하 다. 반면 

580℃에서는 γ'-Fe4N상이 주상으로 생성되면서 경도 

값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4.2 횡단면 마이크로 경도 분석

  Fig. 5는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 후 시편의 횡단면

에 하여 마이크로-비커스 경도를 계측한 결과이다. 

반 으로 모든 공정온도 조건에서 거칠기 변화에 따

른 경도 변화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 으

로 질화 층 상부에서 높은 경도를 나타내는 부분을 화

합물 층으로 간주하며, 이후 경도가 감소되는 구간을 

확산 층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공정온도 500℃와 

530℃에서는 각각 약 240 ㎛와 300 ㎛부터 격한 

경도 감소가 나타난 반면, 580℃에서는 비교  반

으로 완만한 경도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재에 

비해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내는 질화 층은 횡단면의 미

세조직 찰(Fig. 3)과 마이크로 경도 계측을 통해 분

석할 수 있다. Fig. 6은 Fig. 3에서 횡단면의 미세조

직 찰 시 계측된 질화 층의 깊이를 나타낸 것으로 질

화 층의 깊이가 공정온도 500℃는 260~320 ㎛, 530℃

는 340~420 ㎛ 그리고 580℃는 770~920 ㎛ 사이

에 형성되었다. 반면, Fig. 5에서 마이크로 경도 분석

에 따른 질화 층의 깊이는 공정온도 500℃와 530℃의 

경우 600~900 ㎛, 580℃는 900~1200 ㎛ 사이에 

형성되어 횡단면의 미세조직 분석 시 계측된 질화 층의 

깊이보다 상 으로 크게 확인되었다. 이는 횡단면의 

미세조직 찰 시 질화 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확산된 

질소의 양이 감소하여 확산 층과 모재의 경계가 명확하

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화 층의 깊이는 

마이크로 경도 분석에 의해 계측된 값이 더 합한 것

으로 단된다.

  Fig. 5와 6에서 질화 층의 깊이는 반 으로 공정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앞선 XRD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ε-Fe2-3N상과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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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4N상의 향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정온도가 증가

할수록 확산 층에서의 경도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580℃에서는 다른 공정온도 

조건에 비해 확산 층 경도가 높고 질화 층의 깊이가 크

게 나타나 피로강도가 높을 것으로 단된다. 이는 ε- 

Fe2-3N 는 γ'-Fe4N상이 단상으로 존재하면 연성  

피로강도가 우수하지만 두 상이 공존하면 내부응력 증

가로 취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16).  

4. 결    론

  기어용 SCM440강 재료에 하여 다양한 공정온도

와 표면 거칠기에 따른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 후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XRD 분석 결과, 500℃에서는 ε-Fe2-3N상의 2θ 

Intensity 값이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530℃에서는 

γ'-Fe4N상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580℃에서는 

γ'-Fe4N 상이 주로 찰되어 공정온도에 따른 상 변화

가 확인되었다.

  2) 표면의 마이크로-비커스 경도 분석 결과, 공정온

도가 높을수록 ε-Fe2-3N상과 γ'-Fe4N상의 변화에 기

인하여 표면 경도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 질화 층 깊이는 횡단면의 마이크로 경도 계측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정온도 500℃와 530℃는 600~ 

900 ㎛, 580℃는 900~1200 ㎛ 사이에 형성되었다.

  4) SCM440강의 라즈마 이온질화 처리 시 질화 

층의 깊이, 상 변화  경도 값에 하여 표면 거칠기

에 비해 공정온도가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공정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γ'-Fe4N상의 단상

으로 환되고 질화 층 깊이는 증가되었기 때문에 공정

온도 580℃가 기어용 재료에 가장 합한 공정조건으

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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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캐비테이션(Cavitation) 상은 액체를 작동유체로 

하는 펌 , 터빈과 같은 유체기계 내에서 액체가 빠른 

속도로 가속될 때 액체의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감

소하면서 액체 내 기포를 발생시키는 상이다. 캐비테이

션에 의해 발생한 기포 붕괴 시 발생하는 온도와 압력은 

순간 으로 수천도1)와 수천기압2)에 이르며, 그로 인한 

충격  에 지가 표면에 달되어 침식 손상을 일으킴으

로써 수동력기계장치에서 작동 상의 장해를 일으킨다. 

  캐비테이션 상은 어떠한 유체기계장치에서도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박의 경우 로펠러 인근과 타

(rudder) 주변부에서 캐비테이션 침식 험에 상시 노

출되어 있다. 캐비테이션에 기인한 선체의 손상 방지를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캐비테이션 방지를 

한 직 인 방법으로 기하학  형상 개선을 통해 표

면을 따라 발생하는 압력강하를 최소화하여 기포 형성 

자체를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는 폐형 유체 계

통에서는 효과 이나 선체와 같은 개방형 수력구조물에

는 용이 용이하지 않다. 

  선체의 캐비테이션 침식 방지를 한  다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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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cavitation performance and damage characteristics of polyurethane coatings containing carbon nano-
fibers (CNF) as reinforcement were investigated using the ultrasonic vibratory method in seawater (ASTM 
G32-10). Two commercial anti-cavitation coatings, glass flake-reinforced vinyl esther and urethane-modified ep-
oxy, were used for comparison. During the cavitation tests, the cumulative mean depth of erosion (CMDE) 
was determined, and damage development against exposure time was evaluated for each coating using optical 
microscopy.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performance of the four polyurethane coatings. The pol-
yurethane coating without CNF provided the least protection against cavitation attack, suggesting the added 
CNF improved and reinforced the resilience of the coating against impact pressure produced by cavitation 
bubble collapse. Excellent cavitation resistance was also exhibited by the polyurethane coating composition 
when fluorine was added, an improvement that may be attributed to the synergistic effect of CNF and fluorine
on the polyurethan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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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캐비테이션 침식 항성을 갖는 피복재를 로펠러

와 타 주변부에 시공하는 방법이 있다. 피복법으로는 용

사, 도장, 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표면처리조건, 

시공 상의 경제성, 용이성 측면에서 도장에 의한 캐비

테이션 침식 방지법이 가장 효과 이다3). 

  선체의 캐비테이션 침식 방지 도료는 방식성능과 캐

비테이션에 의한 내침식성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 부착 

방지를 한 방오 성능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한 도료 선정에 있어서

는 강도, 경도, 탄성 등의 기계  성질 뿐만 아니라 시

공의 용이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선박용 도료는 사용되는 수지의 종류에 따라 에폭시, 

폴리우 탄, 알키드 계열 도료 등으로 구분된다. 이  

폴리우 탄은 기계  강도와 내후성이 우수한 폴리머로 

연질부(soft segment)를 이루는 폴리올(polyol)과 경질

부(hard segment)를 이루는 이소시아네이트(isosyanate)

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이들 함량 조 에 의해 탄

성 등의 물성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박용 도료로 

각 을 받고 있다4). 폴리우 탄 계열 도료가 캐비테이

션 기포 붕괴에 따른 충격에 지를 견딜 수 있도록 하

기 해서는 추가 인 강화기구가 필요하며, 폴리머 기

지에 강화제(필러)를 도입함으로써 내구성을 확보 할 

수 있다5). 최근에는 무기 필러(inorganic filler)를 첨가

하여 내캐비테이션 특성이 개선된 도료가 개발되었으며6), 

그래핀, 탄소나노튜 와 같은 나노 사이즈의 필러를 첨가

하여 물성 개선을 시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폴리우 탄계 도료의 내캐비테이션 성

능 개선을 해 탄소나노섬유(Carbon nanofibers, 

CNF)를 필러로 첨가한 개발제품에 하여 해수환경에

서의 내캐비테이션 특성 평가  손상 특성 분석을 실

시하 으며, 외산의 상용 내캐비테이션 도료와 비교 분

석하 다. 본 연구 결과는 일부 기술 선진국의 도료 제

조사에 의해 독 화된 선박용 내캐비테이션 도료 시장

에서 국산화된 내캐비테이션 도료의 성능을 확보하고 

외산 상용 도료제품의 성능 수 을 악함과 동시에 이

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내캐비테이션 도료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실험방법

  캐비테이션 침식 성능 평가 상 시험편은 20 mm 

× 20 mm 크기의 스테인리스강(STS 304) 재 에 

한 면을 도료로 도장한 것을 시험에 사용하 다. 연구

에 사용된 도료는 내캐비테이션용 상용도료 2종과 개발품 

4종으로 총 6종이며, 시험편에 한 상세 정보를 Table 

1에 나타냈다. 

  본 시험에 사용된 캐비테이션 시험장비는 ASTM-G32 

규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이며 압 효과를 이용하여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60 Hz, 220 V의 력을 

자회로를 거쳐 20 kHz의 정격 출력을 발생시키며 

진동자에 공 하는 역할을 하며 진폭은 정진폭 자동제

어 방식으로 50 ㎛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압 소자에 

의한 진동발생은 원추혼에 기 인 교류를 인가함으로

써 축 방향으로 진동을 일으키는 상을 이용하 다. 

사용 용액은 천연해수용액으로 자동 온도 제어기에 의

해 시험 규격에서 규정한 시험온도인 22±1 ℃로 일정

하게 유지하 으며, 진동자(혼 )가 용액에 잠기는 깊이

는 12 mm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시편은 진동자의 혼에 

향하도록 거치 에 고정하여 혼으로부터 발생한 캐비

티(cavity)가 시편에 향을 받도록 하는 Stationary 

Specimen Method를 이용하 다. 그리고 시험편은 혼

으로부터 0.5 mm만큼 이격하여 설치하 다. 

  평가 상 도료 시험편에 하여 캐비테이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시작 후 50분, 100분, 200분, 300분, 

400분, 600분, 800분  1000분이 경과된 시 에서 

무게를 측정하여 1000분에 걸친  무게 감소량의 변

화를 측정하 다. 그리고 무게 감소량 측정 후 ASTM 

G-32에서 규정한 식에 의해 평균 침식깊이(Cumulative 

Mean Depth of Erosion, CMDE)를 산출하 다. 여

기서 캐비테이션 침식에 한 항성은 평균 침식깊

이가 50 ㎛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하 t50)을 측

정하여 비교함으로서 단할 수 있다. 즉, t50 값이 클수록 

우수한 캐비테이션 항성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시험에서는 동일 종류의 시험편에 하여 3회 시

험을 실시하 고, 시험 도 이라도 CMDE 값이 50 ㎛

에 도달하면 시험을 단하 다. 시험 후 시편은 25℃의 

증류수에서 음  세척 후 60℃의 건조기에서 1120분 

동안 건조시켰다. 무게 측정은 정 도 0.1 mg의 정

자 울을 이용하 으며, 시편을 건조기에서 꺼내어 

Sample Composition
Density
(g/cm3)

Application 
method

A Glass reinforced vinyl ester 1.324 Brush

B
2-packaged urethane modified 

epoxy
1.129 Brush

T1

Polyur
ethane

Resin: MDI 
prepolymer

Hardener: polyol
Filler : CNF

1.084 Airless spray

T2 T1 + Silica 1.072 Brush

T3 T1 excluding CNF 1.129 Airless spray

T4 T1 + Fluorine additive 1.066 Airless spray

Table 1  Compositions of anti-cavitation p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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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동안 데시게이터 내에 보  후 상온에서 무게를 

측정하 다. 무게 측정을 마친 시험편은 3D 미경을 

이용하여 손상부 에 한 최 손상깊이를 측정하 다. 

3. 결과  토의

3.1 외  찰 결과

  Fig. 1은 시험 상 도료 시험편 6종에 한 캐비테

이션 시험 시간 600분까지의 시험편 외 을 종합 비교

한 사진이다. 외산품 A는 시험 시간 50분 이내에 캐비

테이션의 향을 받은 부 를 심으로 도장이 박리되

었으며, T3 한 시험 기에 도막 내부로부터 용출되

어 시험을 조기에 종료하 다. 계속된 시험에서 외산 B

제품, T1, T2, T4 시험편은 각기 상이한 손상 형상을 

나타냈다. B제품은 캐비테이션 시간 경과에 따라 캐비

테이션 향부의 택이 사라지고 침식이 발생하 으

며, 이 침식부 는 계속된 캐비테이션 충격에 의해 덩

어리 형태로 탈락 후 비교  큰 크 이터 형 손상흔이 

식별되었다. T1 시험편은 시험시간 200분부터 원형의 

캐비테이션 혼  형상이 찰되기 시작하여 시간 경과

에 따라 균열과 미세한 침식이 찰되었다. T2 시험편

은 앙 부 에서 큰 균열이 발생하 으며 균열 부  

하부에서 들뜸 상이 일어났다. T4 시험편은 외  

찰 결과 7종의 도료  가장 건 한 표면을 나타낸 시

험편이며, 시험 후반부에 캐비테이션 향부의 일부 부

에서 침식이 확인되었다.

3.2 무게감소량  평균 침식 깊이 측정 결과

  Fig. 2는 외산 B제품, T1, T2  T4 시험편에 

하여 해수용액에서 실시한 캐비테이션 시험 시간에 따

른 무게감소량과 CMDE 측정치의 평균을 종합 비

교한 것이다. 그래  상의 은 측정치의 평균값을 나

타내며, 시험 단으로 측정치가 없는 경우 평균값 계

산에서 제외하 다. 도료 시험편의 경우 속 시험편에

서 나타나는 잠복구간(incubation period)은 확인되지 

않았다. 합성수지의 경우에도 캐비테이션 시험에서 잠

복구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시험 도

료의 경우 잠복 구간은 50분 내에 존재할 것으로 단

된다. 시간 경과에 따른 무게감소량은 T2 시험편이 가

장 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반해 T4가 

가장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T1과 B제품의 그래

는 T2와 T4의 그래  간에 분포하고 있다. T1 시험

편의 경우 시험 종료 시까지 B제품에 비해 낮은 무게 

Time 
Sample Before test 50min 100min 200min 300min 400min 600min

A

B

T1

T2

T3

T4

Fig. 1  Photographs of paint samples with cavitation time.



이정형․김재학․김용표․김성종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7, No. 5, 2019458

감소량을 유지하 다. 무게감소량에 응한 CMDE 값

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은 무게감소량과 동일하 다. 

Table 2는 시험 상 모든 시험편의 t50 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t50 값은 T2 시험편이 가장 짧은 값(평

균 155.6분)을 나타냈으며, T4 시험편이 가장 긴 값

(평균 1000분 이상)을 나타냈다. B제품과 T1 모두 시

험편별 t50 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T1의 No.3 시험편

의 t50 측정치가 1000분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 

두 도료의 평균치의 직  비교는 어려웠다. 도막이 조

기에 손상된 외산품 A  T3 도료를 제외하고 무게감

소량과 CMDE 측정값을 바탕으로 캐비테이션 항성

을 비교하면 T4, T1, B제품, T2 순으로 우수한 성능

을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3.3 미경 찰에 의한 기 손상 특성 비교

  Fig. 4는 B제품, T1, T2  T4 시험편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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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eightloss of paint samples with cavitation ex-
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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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MDE of paint samples with cavitation exposure 
time

Sample
Time B T1 T2 T4

Before test

50 min

100 min

200 min

400 ㎛ 

Fig. 4 Optical micrographs showing damage development in the early stage for paint samples

No
Sample No. 1 No. 2 No. 3

A ＜ 50 ＜ 50 ＜ 50

B 900 445 760

T1 579 654 ＞ 1000

T2 147 200 120

T3 ＜ 5 ＜ 5 ＜ 5
T4 ＞ 1000 ＞ 1000 ＞ 1000

Table 2 Comparison of time-to-reach CMDE 50㎛(t50)
(unit: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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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용액에서 실시한 캐비테이션 시험에서 캐비테이션 

손상 기의 표면 손상부 를 미경으로 찰하여 비

교한 것이다. T4를 제외한 모든 도막에서 캐비테이션 

충격에 지에 의한 피  손상과 균열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핏트와 균열 부 는 반복되는 충격압에 의해 확장 

연결되어 손상량이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B

제품의 경우 손상량이 상 으로 많으며, T4의 경우 

200분에서 일부 부 에서 핏트가 확인되었다.

3.4 3D 미경 분석 결과

  Fig. 5는 외산 B제품  개발품 T1, T4에 한 캐

비테이션 시간에 따른 손상 표면을 3D 미경으로 촬

한 3D 표면 모폴로지를 나타내었다. 반 으로 시

험시간 증가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핏트의 수 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험편 

모두 시험시간 증가에 따라 핏트의 직경이 증가하는 경

Sample
Time B T1 T4

Before test

50 min

100 min

200 min

400 min

600 min

800 min

Fig. 5 3D surface morphology of paint samples with cavitation ex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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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확인되었으며, B제품의 경우 직경이 1000㎛에 달

하는 큰 크 이터 형 손상이 확인되었다. 

  Fig. 6은 T1, T2, T4  B 도료 시험편의 캐비테

이션 시험 시간에 따른 손상깊이 추이를 종합 비교한 

것이다. 시험편 별 손상깊이의 변화 추이는 무게감소량 

 CMDE 측정 변화 경향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험구간 별 손상깊이를 비교하면 100분까지는 T2 시

험편이 가장 큰 손상깊이를 나타내었으며, 200분 이후

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가장 큰 손상깊이를 나타낸 시

험편은 B제품이었다. 한,  시험시간에 걸쳐 가장 

낮은 손상깊이를 나타낸 시험편은 T4로 확인되었다. 

시험 종료 시 손상깊이 값은 B제품, T2, T1, T4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3D 미경을 이용하여 손상부 에 해 측정한 최

손상깊이를 시험구간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시험 기 

100분까지의 손상깊이는 T2 시험편이 가장 큰 손상깊이

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20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가장 큰 손상깊이를 나타낸 시험편은 B제품이었

다. 시험종료 시의 손상깊이 값은 B제품(708 ㎛) > T2 

(500 ㎛) > T1(217.1 ㎛) > T4(122.4 ㎛)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시험시간에 걸쳐 가장 낮은 손상깊이

를 나타낸 시험편 T4 다.

3.5 고찰

  캐비테이션 침식은 속과 비 속을 막론하고 재료 

내의 결함부로의 충격압 달로부터 시작되어 국부  

탈리(detachment)를 일으키며, 이로 인한 공식 형성

과 균열 발생에 따라 물질 제거가 가속화된다8,9). 따라

서 캐비테이션 방지 도료는 기포 붕괴 시 발생하는 충

격에 지를 흡수 는 반발하는 이른바 cushioning 효

과에 의해 캐비테이션에 의한 핏트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외산제품  A 도료는 비닐 에스터(Vinyl ester) 

기지에 glass flake가 강화제로 사용된 것으로서 실제 

선박 환경에서는 우수한 내캐비테이션 성능이 입증된 

제품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시험 50분 

만에 도막이 박리되어 소지가 노출되어 가장 열악한 성

능을 나타냈다. 이러한 손상은 수지와 glass flake 간 

계면에서 단으로부터 시작되어 반복되는 충격압력에 

의해 가속화 된 것으로 보인다10). 

  B제품의 경우 우 탄 변성 에폭시를 수지로 한 도료

로서 강도, 내구성, 착성 등이 우수하여 내캐비테이

션 도료로서 업에서 가장 리 용되고 있는 제품이

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CNF 필러를 첨가한 폴

리우 탄 기지의 개발품은 조건에 따라 B제품에 필

하거나 상회하는 캐비테이션 항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미경 찰 결과를 보면, 개발품과 B제품 모

두 캐비테이션 공격에 의한 핏트와 균열 형성이 물질 

제거의 직  원인이지만 B제품의 경우 덩어리 형태로 

제거됨에 따라 크 이터형 손상을 남기며 무게 손실량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개발품의 경우 폴

리머 사슬과 CNF 간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도료의 

강도가 증가하여7,11), 이로 인해 캐비테이션 항 성능

이 향상된 것으로 단된다. 

  한편 개발제품은 첨가제 조건에 따라 캐비테이션 성

능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개발도료 조성

에서 CNF를 제외한 경우(시험편 T3) 캐비테이션 시

험 시간 50분 만에 도막이 괴됨을 알 수 있다. 손상 

형상으로 볼 때 캐비티 충격압에 의해 된 피로 

괴라기보다는 도막의 내부의 온도 증가에 따른 용융

(melting)으로 보는 것이 합리 으로 단된다12). 이

는 폴리머의 낮은 열 도율 는 캐비테이션 붕괴에 따

른 충격에 지가 열의 형태로 변환되어 일어난 상으

로 볼 수 있다. 탄소나노섬유는 강도뿐만 아니라 기

도도  열 도도가 우수하다. 따라서 CNF를 첨가

하는 경우 폴리머의 열 도도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

여 캐비테이션에 의해 발생한 열이 속 소지로 달되

어 열 방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된다. 

  CNF 첨가 폴리우 탄 수지에 Silica를 첨가한 경우

(T3)는 200분까지 시험이 진행되어 상용품인 A제품보

다는 우수한 내캐비테이션 성능을 나타냈지만, 상만

큼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폴리우 탄-실리카 

복합재에서 실리카 함량 증가에 따라 도는 증가하며 

실리카 입자의 응집(aggregation)을 래하게 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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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amage depth of paint samples with cavitation 
ex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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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는 개발도료의 도 향상을 목 으로 도입하여 

작업성 개선 등의 소기의 목 을 이룰 수 있었으나, 캐

비테이션 성능은 오히려 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작업성과 내캐비테이션 

성능을 충할 수 있는 실리카 함량 최 화가 요구된다. 

  개발제품에서 가장 우수한 캐비테이션 항 성능을 

보인 조건은 불소첨가제를 도입한 경우(T4)이며 외산 

B제품의 성능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반 으로 폴리우 탄에 존재하는 CH2OH기의 친수성

으로 인해 수분 흡수가 용이하여 폴리우 탄 수지의 내

수성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내캐비테이션 성능을 악화시

키는 요인이 된다13). 따라서 폴리우 탄의 내수성 향상

을 해 소수성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는 불소 는 실리콘 첨가를 통해 가능하다. 실리콘 첨

가의 경우 폴리우 탄 도료와 속 소지간의 착력을 

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3), 상 으로 고가

인 불소를 최소량으로 사용하여 내캐비테이션 성능을 

제어한 도료 개발이 요하다. 결론 으로 개발품 T4

의 경우 CNF 첨가에 의한 강도 증가와 불소첨가제 도

입에 의한 소수성 향상에 따른 상승효과로 인해 우수한 

캐비테이션 항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내캐비테이션 도료인 상용제품 2종과 개발품 4종에 

하여 ASTM G-32 규정에 의거한 캐비테이션 침식 

시험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glass flake로 강화된 에폭시 수지 도료인 외산 

A제품은 시험 도료  가장 열악한 내캐비테이션 성능

을 나타냈다. 

  2) 외산 B제품은 CMDE 측정결과 비교  우수한 

성능을 나타지만 무게 손실량이 개발제품에 비해 크고 

크 이터 형 손상 특성이 확인되었다. 

  3) 탄소나노섬유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의 개발제품은 

가장 열악한 내캐비테이션 성능을 나타냈다. 따라서 탄

소나노섬유 도입은 폴리우 탄계 도료의 내캐비테이션 

성능 향상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4) 불소첨가제를 함유한 개발제품이 가장 우수한 내

캐비테이션 성능을 나타냈다. 이는 CNF 첨가에 의한 

강도 향상과 불소첨가제 도입에 의한 내수성 향상에 의

한 상승효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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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용 시공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한 노력

은 새로운 용 공정  용 기법의 개발을 이끌어 왔다. 

  GMAW 공정에서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해서는 용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큰 향인자이지만, 동

일 용 류에서는 용 속도가 증가할수록 용착량은 감

소하고 상 으로 높은 아크력에 의한 언더컷 는 험

핑비드 등의 불량이 발생하거나, 는 아크 불안정에 

의한 비드 말림, 사행 비드 등의 한계도 있다.

  특히 Ar, He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보호가스로 사용

하는 MIG 기법의 경우, Table 1과 같이 이온화 퍼텐

셜이 높아 CO2나 O2를 섞은 활성가스를 사용하는 것

에 비해 Fig. 1과 같이, 아크 안정성이 하되어 고속 

용 이 불가능한 형태이다.

  모재 체를 비싼 특수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

면만 육성용 하여 원가 감하는 STS, Ni-alloy, Cu- 

alloy등의 오버 이 용 은 불활성가스 사용으로 아크 

안정성이 하되어 용 속도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문제

가 있다.

  

GMAW-MIG 고속 용접성 향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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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or arc stability of stainless steel GMAW-MIG welding makes high speed welding impossible. In 
this study, TiO2 powder with low ionization potential was applied in advance to carbon steel and STS based
materials, and as welding progressed, good arc stability and excellent bead appearance was observed, even 
for 120cpm high speed welding. Analysis of the welding waveform showed that as the output welding cur-
rent increased, the output welding voltage did not change, and the welding resistance decreased. Analysis 
of the cross section of the weld showed that the height of the bead decreased, and the bead width and 
penetration depth increased. Photographs of the arc indicated the length of the arc increased and the stabil-
ity of the arc improved. Chemical component analysis of the weld metal determined that the Ti content in-
creased by 0.004% and the other components were similar to conventional levels. The tensile strength and 
impact toughness of the weld metal remained at the same level as before.

Key Words : GMAW-MIG, 100%Ar, High-speed welding, Active flux, TiO2,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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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ing
speed

Bead appearance of STS ER316L 
- 200A/ 30V/ 100%Ar

60cpm

120cpm

Fig. 1 Bead appearance of stainless steel (ER3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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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서는 STS-MIG의 고속 용 성 향상을 해 

용 토치 뒤쪽에 후행 가스컵을 설치하여 용융풀에 직

으로 분사하여 비드외 을 개선한 사례도 있다2).

  본 연구에서는 GMAW-MIG의 용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하여 활성화 Flux(TiO2)를 GMAW - MIG용

에 용하여 기존 A-TIG 공법의 기 효과와는  

다른 와이어의 용융성  비드 퍼짐성을 향상시켜 동일

한 입력 류에서 고속 용 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AWS ER316L 1.2mm Spool Type

의 STS-Solid wire를 사용하여 두께 10mm인 일반 탄

소강(AH36) 모재, 스테인리스강(STS304)모재에 BOP 

용 을 실시하 다. 

  모재에 용한 TiO2 도포재의 경우 TiO2를 에탄올에 

탁하여 도포한 후 건조시켜 사용하 다. 자세한 용

조건은 Table 2에 표기하 다.

  입력 류는 200A, 입력 압은 30V로 일정하게 설정

하 으며, 보호가스는 100%Ar, 용 속도는 120cpm

으로 하여 용  형 계측 장치를 설치하여 출력 류, 

압, 송 속도 형을 계측하 다. 용 항은 계측 장

치의 로그램에서 출력된 류와 압을 기반으로 계

산된 값을 사용하 다. 

  용  후 시편은 단  부식하여 용 부 형상을 측

정하여 형상 변화를 찰하 다.

3. 실험 결과

3.1 TiO2 용에 따른 비드형상

  Fig. 2는 각 조건에서 용  직 후의 비드외 을 보여

다. 

  TiO2를 모재에 용하지 않고 용 을 실시하 을 때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 모재 모두 120cpm의 빠른 용

속도에 의해 비드폭이 매우 좁고 불균일한 형상이 나

타났다. 

  TiO2를 모재에 용한 후 동일한 입력값으로 용  진

행하 을 때 비드폭이 상 으로 균일하고 증가한 형

상이 나타났다.

  Table 3는 출력 류, 압, 송 속도, 용 항을 측

정한 값이다.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 모재 모두 TiO2를 용하

을 때 출력 류가 상승하고 출력 압은 소폭 감소, 송

속도는 유사, 용 항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는 Table 3의 형을 부분 확 한 것으로 0.1sec 

동안의 세부 형이다.

  TiO2 미 용시 용 압의 경우 아크 단락이 나타났

고 용 류 형에 아크 재 호를 한 Peak 류 형

이 나타난다. 

  반면에 TiO2 용시 용 압에서 단락 형이 나타

나지 않고, 용 류 한 Peak 류 형도 없는 

형 인 스 이 이행의 형이 나타났다.

Ionization potentials of
gases

Ionization potentials of
metal vapors

Element
Electron bolts

(eV)
Element

Electron bolts
(eV)

Argon 15.76 Carbon 11.260

Hydrogen 15.43 Silicon 8.151

Helium 24.59 Iron 7.870

Nitrogen 15.58 Nickel 7.635

Oxygen 12.07 Copper 7.726

Carbon dioxide 13.77 Titanium 6.820

Carbon monoxide 14.10 Tungsten 7.980

Table 1 Ionization potentials of gases & metal vapors1)

Power source Fronius TPS4000

Welding mode CV-mode (Continues voltage)

Welding consumable ER316L 1.2mm spool type

Welding current 200A

Welding voltage 30V

Travelding speed 120cpm

CTWD 15mm

Shielding gas 100%Ar

Welding position 1G (BOP)

Base metal
AH36(C/S)

10mmt
STS304
10mmt

Table 2 Welding conditions

Base metal AH36 (C/S) STS304

Without
TiO2

With
TiO2

Fig. 2 Bead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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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에서 압 측정값의 0.7~1.0V의 감소는 단

락 후 아크 재 호때 압이 상승하는 형이 나타나지 

않아 압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iO2의 용모재에서 출력 류 값은 TiO2 미 용 모

재의 단락 후 재 호시 Peak 류와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TiO2의 용이 출력 용 류를 증가시

켜 스 이이행을 진한 것으로 단된다.

  Fig. 4는 하나의 STS 모재에 반만 TiO2를 용하여 

동일한 입력 용 조건으로 60, 120cpm의 용 속도로 

연속 용 하여 비드외  변화  용 형 변화를 비교

하 다.

  시험결과 60, 120cpm 모두 TiO2를 용한 경계에

서부터 비드폭의 증가가 나타났고 용 형을 계측하

을 때 출력 류 상승  용 항 감소가 일어났다. 

With TiO2 

Without TiO2 

With TiO2 

Without TiO2 

Without TiO2 

With TiO2 

Fig. 3 Welding waveform(0.1sec)

Parameter
AH36 (C/S) STS304

Without TiO2 With TiO2 Without TiO2 With TiO2

I-E curve

Output
current (A)

Avg. 201.9 226.8 174.9 220.7

Std. 11.31 4.84 18.54 4.93
Output

voltage (V)
Avg. 30.2 29.5 30.8 29.5

Wire feeding rate (cpm) 862.98 861.35 860.2 859.1

Welding resistance (mΩ) 150.27 130.11 177.8 133.5

Table 3 Analysis of welding waveforms

120cpm

With TiO2

Current

Voltage

Wire feed rate

Welding resistance

Without TiO2 With TiO2

<60cpm> <120cpm>

Without TiO2

Without TiO2 With TiO2

Without TiO2 With TiO2
Without TiO2 With TiO2

Current

Voltage

Wire feed rate

Welding resistance

60cpm

Fig. 4 Bead appearance and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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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속용 시 아크 상을 촬 해 보았을 때 Fig. 5와 

같이 아크 길이와 비드폭의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

  입력 용 조건의 변화 없이 출력 류가 상승하고 용

항이 감소하 다는 것은 아크 자체의 항이 감소

하 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아크 분 기내에 Table 

1의 이온화 퍼텐셜이 낮은 Ti 증기의 첨가가 원인으로 

단된다.

  한 출력 류의 증가는 아크력의 증가로 이어진다3,4).

  Table 4는 용  후 용 부의 단면형상을 나타낸 사

진이다. Table 5에 비드높이, 비드폭, 용입깊이를 측정

하여 그래 로 비교해 보았다.

  TiO2를 용한 경우 용 속도에 상 없이 비드높이

는 감소하 고, 비드폭과 용입깊이는 증가하 다.

  이는 TiO2를 용하 을 때 아크력이 증가하여 STS 

MIG용 에서 고속 용 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뒷받

침 한다.

  일반 으로 아크력이 증가하면 과도한 아크력에 의해 

용융풀이 려나 고속용 시 험핑비드나 언더컷이 발생

하기 쉽다4).

  아크력이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언더컷이나 험핑

비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비드외 이 향상된 원인

은 Fig. 6의 용융풀에 작동하는 Arc Shear Stress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출력 류 증가에 의한 아크력의 증가는 용융풀에 작용

하는 Arc Shear Stress를 증가시켜 용융풀내 Outward 

flow를 형성하고 비드폭을 증가시킨다5).

 비드폭을 증가시키는 Outward flow로 인해 험핑비드

와 언더컷을 방지한 것으로 상된다.

  한 TiO2 미 용시 모재의 아크 이 계속 변경

되면서 불안정한 아크쏠림이 발생하는데 비해 TiO2 

용의 경우 이온화 퍼텐셜이 낮은 TiO2의 향으로 아

크가 안정 으로 형성되면서 비드외 이 향상 된 것을 

Without TiO2 With TiO2

Fig. 5 Arc shape change during continuous welding

Traveling 
speed

Without TiO2 With TiO2

×1 ×2 ×3 ×1 ×2 ×3

60cpm

120cpm

Table 5  Result of measuring bead height, bead width, penetration depth

Height [mm] Width [mm] Penetration [mm]

2.5

2.0

1.5

1.0

0.5

0.0

120cpm 

60cpm 

×1 ×2 ×3 ×1 ×2 ×3

Without TiO2 With TiO2

14

12

10

8

6

4

2

0
×1 ×2 ×3 ×1 ×2 ×3

Without TiO2 With TiO2

120cpm 

60cpm 

×1 ×2 ×3 ×1 ×2 ×3

Without TiO2 With TiO2

120cpm  

60cpm    

.3.5

3.0

2.5

2.0

1.5

1.0

0.5

0.0

Table 4 Cross section of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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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3.2 TiO2 용에 따른 용착 속 성능

  TiO2 용에 따른 용착 속의 화학성분  기계  성

능 변화를 찰하기 해 Fig. 7의 모식도와 같이 TiO2

를 용하여 다층 용  후 용착 속의 화학성분  용

착 속의 물성을 분석하 다.

  평가결과 용착 속의 화학성분  부분의 화학성분 

 특이사항은 없었고 Ti함량이 0.004%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용한 TiO2가 용착 속에 이행되지 않고 

부분 기화한 것으로 단된다.

  용착 속의 인장강도  -60, -196℃ 온인성 한 

모두 AWS규격을 만족하 고 두 시편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GMAW-MIG 공정에서 고속 용 성을 향상하기 

해 모재에 TiO2를 용하여 STS용 을 실시한 결과 

결론을 얻었다.

  1) TiO2를 용하여 고속용 시 일반 탄소강 모재와 

STS 모재에서 아크 안정성과 비드외 의 향상이 나타

났다.

  2) TiO2를 용하여 용 형을 계측하 을 때 출력

류 증가,　출력 압 변화 없음, 용 항 감소가 나타

났고 용 부의 단면형상을 확인하 을 때 비드높이 감

소, 비드폭과 용입깊이 증가가 나타났다. 아크 형상을 

촬 하 을 때 아크 길이의 증가와 아크안정성 향상이 

나타났다.

  이는 이온화 퍼텐셜이 낮은 TiO2가 용 에 기화되

어 아크의 출력 류를 증가시키고, 아크력 증가로 인한 

Arc Shear Stress는 비드폭을 증가시켜 고속용 시 

아크안정성  비드외 이 개선된 것으로 단된다.

  3) TiO2를 용 유무에 따른 용 속의 화학성분  

물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TiO2 용하 을 때 용착

20mm

5mm 

Groove angle = 45°

Diameter (mm) :  1.2mm

Shielding gas :  100% Ar

Flow rate(l/min.) :  15~20

Current / Voltage :  230/27

CTWD (mm) :  20

Pre-Heat temp.(℃) :  R.T

Interpass temp.(℃) :  150±15

Polarity :  DCEP

12 mm    

Fig. 7 Joint preparation and welding conditions

Test item C Si Mn P S Ni Cr Mo Cu Nb Ti

Without TiO2 0.016 0.39 1.82 0.021 0.009 12.5 18.4 2.44 0.09 0.004 0.005

With TiO2 0.017 0.39 1.80 0.022 0.009 12.5 18.3 2.50 0.09 0.012 0.009

Table 7 Mechanical properties of all weld metal

Test item
TS

(Mpa)
EL.
(%)

Impact test (Joule)

-60℃ -196℃
x1 x2 x3 Avg. x1 x2 x3 Avg.

Without TiO2 609 37.2 108 116 118 114 61 63 63 62

With TiO2 609 36.2 115 117 125 119 73 75 83 77

AWS A5.9 ER316L ≥490 ≥30 Not-Specified

Table 6 Chemical composition of all weld metal (wt%)

※ Increase output current + Increase arc length = Increase arc force

Arc blow by unstable arc Outward flow by arc shear stress 

Arc shear 
stress

TiO2

Increase arc 
length

Fig. 6 Schematics of weld pool conv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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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내 Ti 성분 증가는 0.004%이었고 그 외 성분은 유

사하 다.

  용 속의 인장강도  충격인성은 유사수 이었다. 

(AWS 규격 만족)

ORCID: Ji-Seok Seo: https://orcid.org/0000-0001-737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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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박  스테인리스스틸은 주로 GTAW  GMAW 공정, 

이  용 을 통해 랩조인트 필릿용 을 하고 있다. 하지

만 제품의 가공 공차로 인해 갭이 발생하고, 용   제품

의 용 선이 일정하지 않아 용락  비드 어 남 등과 같

은 용 불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GMAW를 통한 랩

조인트 필릿용  시 갭 릿징을 보다 안정 으로 하기 

해서는 용착단면 을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용착단면

을 증가시키기 해서 용 속도를 낮추면 생산성이 감소하

게 되고, 용가재 송 속도를 증가시키면 용가재 송 속도

와 류가 동기화되어 있는 GMAW의 특성상 입열량이 

증가하여 용락 발생의 험이 높아진다1). 따라서 용 선이 

일정하지 않고, 갭이 존재해도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강건한 공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GTAW 공정

에 C형 용가재를 사용하여 랩조인트 필릿용 을 하는 경

우에는 폭 넓은 C형 용가재로 인해 일반 GTAW 공정 

비 갭 릿징 능력이 향상되며, 비드폭을 넓게 하기가 용

이하기 때문에 용 선이 일정하지 않아도 용 불량을 방지

할 수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진각과 경사하진을 변경

하여 실험을 진행한 후, 토우 각도가 가장 큰 조건을 선정

하여 공정의 강건성 확인 실험을 진행하 으며, 공정의 강

건성 확인 실험은 갭을 0 mm에서 2.5 mm까지, y축 티

칭 은 상  모서리에서 하 쪽으로 2.0 mm의 치를 기

으로 하여, ± 1.0 mm로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C형 용가재를 사용한 GTAW 공정에서 랩조인트 필릿 용접의

공정 강건성 검토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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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n plate stainless steel is mainly used for lap joint fillet welding in GTAW and GMAW pro- cesses. 

However, due to the machining tolerance of the product, gaps are generated, and the weld line of the prod-

uct before welding is not consistent. As a result, welding defects such as burn through and discontinuous 

bead frequently occur. If C-Filler is used for lap joint fillet welding with GTAW, the gap bridging ability 

is improved compared to rod-type filler due to the wide C-Filler,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

ble to prevent weld defect even if the weld line is not consisten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olten 

pool flow ahead of the arc by changing the push angle, inclined downward angle and deposition area in 

lap joint fillet welding. We also increased the gap and moved the weld line to test the process robus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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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120 mm × 40 mm × 2 mm

의 STS 304 재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Fig. 2은 

GTAW에서 사용한 단면  5.5 mm2의 STS 316L C형 

용가재의 횡단면이다. Table 1은 모재인 STS 304의 조

성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2는 STS 316L 용가재의 조

성을 나타낸 것이다.

2.2 티칭 포인트의 정의

  Fig. 3은 티칭 포인트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본 연

구에서는 상 의 가장자리를 기 으로 (y, z)로 치를 지

정하여 용 을 실시하 으며, 이 때 상 의 가장자리를 기

으로 (y, z)만큼 이동한 거리를 티칭 포인트라 정의하 다.

2.3 실험 조건

  반복하 을 받는 부재에서 용 비드의 토우 각도가 작을 

경우에는 피로 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4), 본 실험에서는 

토우 각도 100° - 110°를 양호한 비드, 토우 각도 110° 

이상을 우수한 비드라고 정의하 다. 본 실험에서는 진

각과 경사하진을 변경하며 실험한 후 토우 각도가 가장 넓

은 용 비드를 형성하는 조건을 찾아보았다. Table 3은 

진각을 사용한 실험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4는 

경사하진을 사용한 실험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40.00

2.
00

12
0.

00

Fig. 1  Schematic of base metal(dimensions in mm)

Fig. 2 Cross section of filler met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wt%)

Classification C Si Mn P S Cr Ni

STS 304 0.08 0.75 2.00 0.045 0.03 19.00 10.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filler metal(wt%)

Classification C Si Mn Cr Ni Mo P N

STC 316L 0.001 0.38 1.90 12.1 19.1 2.3 0.021 0.021

z  

y 

Fig. 3  Schematic of teaching point

Fixed

Base metal STS304, thickness: 2.0 mm

Filler metal
STS 316L C-Type

Filler (cross section area: 
5.5 mm2)

Shield gas 93% Ar + 7% H2 (25 L/min) 

Welding speed(cm/min) 100

Teaching point(y, z) 2.0, 3.5

Current(A) 300

Work angle(°) 20

Varied
Push angle(°) 10, 20, 30

Deposition area(mm2) 7, 8, 9, 10 11

Table 4 Welding condition of inclined downward angle 
experiment

Fixed

Base metal STS304, thickness: 2.0 mm

Filler metal
STS 316L C-Type

Filler (cross section area: 
5.5 mm2)

Shield gas 93% Ar + 7% H2 (25 L/min)

Welding speed(cm/min) 100

Teaching point(y, z) 2.0, 3.5

Current(A) 300

Work angle(°) 20

Varied
Inclined downward angle(°) 10, 20, 30

Deposition area(mm2) 7, 8, 9, 10 11

Table 3 Welding condition of push angl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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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는 공정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한 실험의 용  

조건이다. 진각과 경사하진 변경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

로 용  비드의 토우 각도가 가장 큰 경사하진 30°로 선

정하 으며, 한 용착단면 이 큰 경우에는 토우 각도가 

작게 형성되며, 용착단면 이 작은 경우에는 갭 릿징 능

력이 감소되므로 간 값인 9 mm2으로 선정하 다. 한 

용  시에는 용 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용 압을 

계측을 하 다5).  

3. 토치 진각과 시편 경사각 변경 실험

3.1 실험 결과
 

  Fig. 4는 진각을 10°, 20°, 30°로 변경하여 각 진

각 별로 용착단면 을 7 mm2에서 11 mm2으로 증가시켜

가며 실험한 비드의 횡단면을 나타내었다. Fig. 4는 Fig. 

3의 각 비드 횡단면의 토우 각도를 측정하여 진각에 따

른 토우 각도를 나타내었다. 용착단면 이 증가할수록 토

우 각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진각이 10°에서 

20°로 증가한 경우 토우 각도가 증가하 으나, 20°에서 

30°로 더 증가한 경우에는 토우 각도가 반 로 감소하 다. 

  Fig. 6는 경사하진 각도를 10°, 20°, 30°로 변경하여 

각 경사하진 각도별로 용착단면 을 7 mm2에서 11 mm2

으로 증가시켜가며 실험한 횡단면을 나타내었다. Fig. 7는 

Fig. 6의 각 비드 횡단면의 토우 각도를 측정하여 경사하

진 각도에 따른 토우 각도를 나타내었다. 용착단면 이 증

가할수록 토우 각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경사

하진 각도가 10°에서 30°로 증가할수록 토우 각도가 증가

하 다.

3.2 실험 고찰

  Fig. 8은 진각에 따라 용융풀이 선행되는 것을 나타

낸 것이다. 진각 사용 용  시, 용융풀을 선행시키는 힘

Fixed

Base metal STS304, thickness: 2.0 mm

Filler metal
STS 316L C-Type

Filler (cross section area: 
5.5 mm2)

Shield gas 93% Ar + 7% H2 (25 L/min)

Welding speed(cm/min) 100

Deposition area(mm2) 9

Current(A) 300

Work angle(°) 20
Inclined downward 

angle(°) 30

Varied

Gap(mm) 0, 1.0, 2.0, 2.5

Teaching point(y, z)
(1.0, 3.5), (1.5, 3.5)

(2.0, 3.5)
(2.5, 3.5), (3.0, 3.5)

Table 5 Welding condition of process robustness experi-
ment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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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ion area: 7 mm2

Deposition area: 8 mm2

Deposition area: 9 mm2

Deposition area: 10 mm2

Deposition area: 11 mm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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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ush angle(º)

Fig. 5 Toe angle according to push angle

Inclined 
downward 

angle
Deposition 
area  

10º 20º 30º

7 mm2

8 mm2

9 mm2

10 mm2

11 mm2

Fig. 6 Bead appearances with variable inclined down-
ward angle and deposition area 

Push 
angle

Deposition 
area  

10º 20º 30º

7 mm2 - -

8 mm2

9 mm2

10 mm2

11 mm2

Fig. 4 Bead appearances with variable push angle and 
deposi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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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크력이다. 따라서 진각이 10°에서 20°로 증가하

을 때 용융풀의 선행량이 증가하여 토우 각도가 증가한 것

으로 단된다. 하지만 진각이 20°에서 30°로 증가하

을 때는 지나치게 큰 진각으로 인해 아크압력이 모재보

다 용가재로 집 된다. 따라서 모재 입열량이 감소하고 용

가재 입열량이 증가하여6,7), 용융풀의 젖음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토우 각도가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Fig. 9는 경사하진에 따라 용융풀이 선행되는 것을 나타

낸 것이다. 경사하진 사용 용  시, 용융풀을 선행시키는 

힘은 력이다. 따라서 경사하진이 10°에서 30°로 증가하

을 때 용융풀의 선행량이 증가하여 토우 각도가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진각, 경사하진에 따른 용  비드의 

토우 각도 측정 결과 경사하진 30°에서 토우 각도가 가장 

큰 값을 가졌으므로, 공정의 강건성 확인 실험을 한 용

 조건은 경사하진 30°로 선정하 다. 한 용착단면 이 

큰 경우는 토우 각도가 작게 형성되고, 용착단면 이 작은 

경우는 갭 릿징 능력이 감소되므로8) 용착단면 은 간

값인 9 mm2으로 선정하 다.

4. 공정 강건성 확인 실험

4.1 실험 결과 

  Fig. 10은 각각의 조건에 한 비드 횡단면이며, Fig. 

11은 Fig. 10의 각 횡단면에서 측정한 토우 각도를 나타

낸 것이다. 갭 2.5 mm에서는 큰 갭으로 인해 갭 릿징

을 하지 못하 으나 갭 2.0 mm 까지는 건 한 비드를 형

성하 다. y축 티칭 이 증가함에 따라 토우 각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으며 갭 2.0 mm, y축 티칭  

1.0 mm에서는 토우 각도가 100° 이상 110° 이하로 양

호한 수 의 비드를 형성하 다.

4.2 실험 고찰 

  Fig. 12에서 Fig. 14는 y축 티칭  2.0 mm에서의 공

정의 강건성 확인 실험  촬 한 동 상의 스냅샷이다.  

Gap
Y-axis 
teaching 
point

0 mm 1.0 mm 2.0 mm 2.5 mm

1.0 mm

1.5 mm

2.0 mm

2.5 mm

3.0 mm

Fig. 10 Bead appearances with variable gap and y-axis 
teach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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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y축 티칭  2.0 mm, 갭 0 mm에서 C형 용가

재가 상 과 하  2곳에서 이행되는 것을 보여 다. Fig. 

13은 y축 티칭  2.0 mm, 갭 1.0 mm에서 C형 용가재

가 상 에서는 연속교락이행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 에서

는 용 이 성장하여 력과 아크압력에 의해 상  쪽으로 

이동 에 용융풀에 교락되는 것을 보여 다. Fig. 14는 y

축 티칭  2.0 mm, 갭 2.0 mm에서 C형 용가재가 상

에서는 연속 교락이행이 일어나고 하 에서는 용 이 성장

하여 력과 아크압력에 의해 상 쪽에서 이행하는 것을 

보여 다.

  Fig. 15에서 Fig. 18은 각각의 갭에서 y축 티칭 에 따

른 아크 압을 계측한 형이다. 한 y축 티칭  3.0 mm

에서는 앞서 찰한 로 용 이 성장하는 분리단계와 용

이 이행하는 교락단계가 나뉘어져 나타난다. Fig. 19는 y

축 티칭  3.0 mm일 때의 압 형을 확 하여 나타낸 

것이다. 용 이 분리되었을 때는 높은 분리 압이, 용 이 

교락되었을 때는 낮은 교락 압이 측정되었으며 갭이 증가

함에 따라 교락과 분리의 주기가 증가하는 것이 찰되었

다. Fig. 20은 y축 티칭 이 증가할수록 아크 압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Fig. 21에서 Fig. 24는 GTAW의 랩조인트 필릿 용

에서 C형 용가재를 사용하 을 때 나타나는 이행 상을 

찰하여 모델링한 것이다. C형 용가재를 사용하는 GTAW 

용 은 Fig. 21에서 모식화한 바와 같이 하 과 상  2곳

에서 교락이행을 하며 비드가 형성된다. 하지만 갭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하  쪽 용 이 곧바로 교락되어 이행되지 

Fig. 12 Snap shot of y-axis teaching point 2.0 mm at 
gap 0 mm

 

          (a) Grow of droplet      (b) Moving and bridging of droplet

Fig. 13 Snap shot of y-axis teaching point 2.0 mm at gap 
1.0 mm

         (a) Grow of droplet      (b) Moving of droplet

   (c) Bridging of droplet

Fig. 14 Snap shot of y-axis teaching point 2.0 mm at gap 
2.0 mm

21.1V21.1V

(a) y-axis teaching point 1.0 mm

22.5V

(b) y-axis teaching point 2.0 mm

22.7V

(c) y-axis teaching point 3.0 mm

Fig. 15 Wave forms in 5 second range at gap 0 mm

21.4V

(a) y-axis teaching point 1.0 mm

23.3V23.3V

(b) y-axis teaching point 2.0 mm

23.9V

(c) y-axis teaching point 3.0 mm

Fig. 16 Wave forms in 5 second range at gap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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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이동하는 상이 나타난다. Fig. 22은 갭 1.0 mm

로, 하  쪽 용 이 력에 의해 C형 용가재의 심으로 

이동하고, 갭이 비교  작기 때문에 이동하던 용 이 용융

풀에 교락되어 이행되는 상을 나타냈다. 한편, Fig. 23

은 이행되지 못한 하 의 용 이 력에 의해 C형 용가재

의 심으로 이동하고, 아크압력에 의해 상 쪽에서 이행

되는 상을 나타냈다. Fig. 24는 갭이 지나치게 큰 경우

에 갭 사이로 용융풀의 쳐짐량이 증가하여 갭 릿징에 실

패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Fig. 25는 GTAW 공정에 C형 용가재를 사용하는 랩조

21.9V

(a) y-axis teaching point 1.0 mm

23.0V

(b) y-axis teaching point 2.0 mm

24.5V

(c) y-axis teaching point 3.0 mm

Fig. 17 Wave forms in 5 second range at gap 2.0 mm

21.7V

(a) y-axis teaching point 1.0 mm

22.7V

(b) y-axis teaching point 2.0 mm

24.1V

(c) y-axis teaching point 3.0 mm

Fig. 18 Wave forms in 5 second range at gap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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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Wave forms in 1 second range at y-axis teaching 
point 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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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Arc voltage according to y-axis teaching point

Fig. 21 Transfer mode of lap joint fillet welding by 
C-Filler at gap 0 mm

    (a) Growth of droplet       (b) Moving and bridging of droplet

Fig. 22 Transfer mode of lap joint fillet welding by 
C-Filler at gap 1.0 mm

(a) Growth of droplet (b) Moving of droplet (c) Bridging of droplet

Fig. 23 Transfer mode of lap joint fillet welding by 
C-Filler at gap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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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 필릿용 에서 용  가능 역을 나타낸 것이다. 공정

의 강건성 확인 실험 결과 갭 2.0 mm까지 갭 릿징이 

가능하 고, y축 티칭 은 ± 1.0 mm까지 용  가능하

다. 갭 2.0 mm의 y축 티칭  1.0 mm는 토우 각도가 

100° - 110°, y축 티칭  3.0 mm는 용가재의 교락과 

분리  스패터가 발생하 으므로 normal한 용 비드로 

표기하 다. 랩조인트 필릿용  시 보다 강건한 공정을 

해 CMT, AC GMAW, 이  용 , GMAW와 이 의 

하이 리드 용  등을 통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GMAW 

공정을 통해 갭 릿징 시 갭 2.0 mm에서 용 은 가능하

지만 양호하지 못한 비드 횡단면을 확보하 으며8,9), 이  

용 은 용착 속이 없으므로 갭 릿징이 최  0.7 mm

까지 용  가능하 다10,11). 따라서 Fig. 30은 GTAW 공

정에 C형 용가재를 사용하는 랩조인트 필릿용 에서 공정 

강건성에 한 범 를 나타낸 것이며 CMT, GMAW, 

이  용  비 공정의 강건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폭 넓은C형 용가재를 사용하는 GTAW에 의한 류 300A, 

속도 100 cm/min의 고속용 으로, 두께 2.0 mm인 STS 

304 모재의 랩조인트 필릿용  공정의 갭 변동과 심이탈

에 한 강건성 확인을 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갭 0 mm에서 갭 2.0 mm 까지는 모두 건 한 비

드를 형성하여 갭변동에 한 강건성이 확인되었다. 

  2) 상  모서리에서 하 쪽으로 2.0 mm의 치를 기

으로 하 을 때 좌우 ± 1.0 mm까지 건 한 비드를 형

성하여 용 선 이탈에 한 강건성이 확인되었다.

  3) C형 용가재를 사용하여 랩조인트 필릿용  시 갭 0 mm

의 y좌표 기 치에서는 C형 용가재가 하  쪽과 상  

쪽 2곳에서 이행되며, 갭이 존재하면 하  쪽 용 이 곧바

로 교락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상  쪽으로 이동하는 상

을 찰하여 모델링하 다.

  4) 랩조인트 필릿용  시 C형 용가재를 사용하는 GTAW 

공정은 GMAW공정  이  용  비 공정 강건성이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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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 패키지 실장 기술의 발   자 기기의 경량

화, 고집 화, 고기능화에 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하여 BGA (Ball grid array), CSP (Chip 

scale package), WLP (Wafer lever package) 등

과 같은 면 정렬형 패키지 (Area array package)는 

휴 폰이나 PDA (Portable digital assistant)와 같

은 휴 용 자 기기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1,2). 이와 

같은 면 정렬형 패키지가 용된 휴 용 자 기기는 

큰 하 에 의한 주기 인 진동이나 충격과 같은 동  

하 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신뢰성 문제에 수시로 직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 정렬형 패키지 합부의 신

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면 정렬형 패키지 

합부에 한 언더필의 충진이 해법으로 용되고 있

다. 언더필은 기  상에 합된 패키지와 기  사이의 

틈에 충진된 후 경화되어 솔더 합부를 수분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기계  강도를 확보하며, 패키

지와 기  사이의 열팽창계수 (Coefficient of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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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wo types of underfill with different additive contents were formula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underfill properties on the mechanical reliability of electronic packages in portable electronic 
devices. Dynamic mechanical analyses (DMA), tensile tests and shear tes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underfill, such as the storage modulus (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me-
chanical strength, stiffness and modulus of toughness. In the DMA and tensile test results for cured underfill 
specimens, Underfill 1 without a flexible additive showed a low modulus of toughness, and Underfill 2 with 
a small amount of flexible additive exhibited a high modulus of toughness. For underfills with a similar Tg value, 
the underfill with the higher modulus of toughness exhibited better mechanical reliability than the underfills 
with high strength, stiffness and low modulus of toughness, due to their fracture resistance to crack pro- 
pagation. Therefore, the modulus of toughness of the underfill should be predominantly considered, when 
developing or selecting an underfill to enhance the mechanical reliability of electronic devices, ra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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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CTE) 불일치를 보완하여 솔더 합부의 

열 피로 괴 (Thermal fatigue failure)를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합부에 공 된 언더필은 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작용하는 진동이나 충격에 한 

합부의 기계  보호를 제공하여 합부의 합 특성  

단 수명을 월등하게 향상 시킨다3,4). 언더필이 패키지 

합부에서 양호한 기계  보강제 역할을 수행하기 해

서는 기본 으로 높은 장탄성계수 (Storage modulus, 

E′), 유리 이온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높은 강도, 인성 (Toughness)  착력을 필요

로 한다. 면 정렬형 패키지의 신뢰성 특성은 언더필의 

재료 특성에 많은 향을 받기 때문에 자 디바이스가 

사용될 환경 조건에서의 신뢰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언더필의 물성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휴 용 자기기에 용되는 면 정렬

형 패키지의 기계  신뢰성 향상에 요하게 작용하는 

언더필의 물성 변수를 선정하기 하여 언더필의 합성

에 사용되는 첨가제를 변수로 한 두 종류의 언더필을 

합성하고, 동 기계분석 (Dynamic mechanical anal-

ysis: DMA), 인장  단 테스트를 수행하여 언더필

의 물성 변수를 평가하 다.

     

2. 실험 재료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언더필의 재료 특성이 자 디바이스의 기계  합 

신뢰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두 종류의 언

더필인 Underfill 1과 Underfill 2를 합성하 다. 언

더필의 합성을 해 열경화성 에폭시인 비스페놀 F와 

아민계 경화제가 바인더와 경화제로 각각 사용되었으

며, 언더필의 물성 변화를 해 Underfill 2에는 유연

화제를 소량 첨가하 다. 합성된 두 종류의 언더필은 

150 ℃ 온도 하에서 10 분간 유지를 통해 경화가 완료

된다.   

2.2 실험 방법

  2.2.1 동 기계분석 

  합성된 언더필의 동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DMA를 수행하 다. DMA를 하여 30 × 10 × 2 mm 

크기를 갖는 사각 바 형상의 언더필 경화시편을 제작하

다. DMA는 외팔보 모드 (Single cantilever mode) 로 

수행하 으며 경화가 완료된 언더필 경화시편을 DMA

의 고정부에 삽입하고, 온도 범  25~180 ℃, 가열속

도 3 ℃/min, 주 수 1 Hz의 조건 하에서 온도의 변

화에 따른 정  응력 (Sinusoidal stress)에 한 언

더필 경화시편의 기계  응답을 산출하여 물성 변화를 

측정하 다.  

  2.2.2 인장 테스트

  합성된 언더필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언

더필 경화시편에 한 인장 테스트를 수행하 다. 인장 

테스트를 하여 폭 15 mm, 체 길이 70 mm, 두께 

3 mm, 게이지부의 폭 6 mm, 게이지부의 길이 25 mm

의 규격을 갖는 인장 경화시편을 제작하 다. 경화가 완

료된 언더필 인장 시편을 만능인장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의 그립부에 고정하고 상온 

환경에서 2 mm/min의 인장속도로 축 방향 인장하

을 가하며 인장 시편의 변형율 (Strain, ε)  인장 응

력 (Tensile stress, σ)을 측정하 다.   

 

  2.2.3 단 테스트

  인쇄회로기  (Printed circuit board: PCB)  패

키지에 한 언더필의 착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PCB 상에 언더필에 의해 착된 패키지에 한 단 

테스트를 수행하 다. 단 테스트를 하여 Fig. 1(a)

에 나타낸 3.0 × 3.0 × 0.93 mm 크기의 더미 패키

지의 하부에 언더필을 도포하고 세정이 완료된 PCB 

상에 실장한 후 온도 조건 150 ℃로 10분간 가열하여 

Package

PCB

Jig

Shear direction

(a)

(b)

Fig. 1 (a) Configuration of the shear test specimen and 
(b) schematic of the 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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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를 착하 다. Fig.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PCB 상에 패키지의 착이 완료된 후 단 테스트 장

비의 고정 지그에 PCB를 고정하고 착된 패키지의 

수평 방향으로 단 속도 10 mm/min의 단 하 을 

인가하여 언더필의 착특성을 평가하 다. 단 테스

트가 완료된 후 주사 자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단계면에 한 단 

모드 분석을 수행하 다.

    

3. 결과  고찰

3.1 언더필 재료의 동  기계  특성

  동  기계  특성은 주기 인 힘을 받는 상 재료의 

동  응답에 의해 측정되며, 재료의 강성과 탄성계수를 

결정하는 E′와 변형에 해 소산되는 에 지를 나타

내는 손실탄성계수 (Loss modulus, E″)로 구성되는 

복소 탄성계수 (Complex modulus)로 나타난다. 한, 

E′와 E″의 비인 손실 계수 (Loss factor, tanδ = 

E″/E′)의 피크 온도 값은 상 재료의 Tg를 나타낸

다5,6). 합성된 두 종류의 언더필에 한 DMA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underfill 1은 underfill 2 보다 높은 E′을 나타

내어 상 으로 높은 강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b)에서 나타낸 온도 변화에 따른 언더필

의 tanδ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종류의 언

더필은 비슷한 Tg (Underfill 1: 69.8 ℃, Underfill 2: 

67.9 ℃)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동일한 온도조건 하에서 Underfill 1은 열경화

성 에폭시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소량의 유연화제가 첨

가된 Underfill 2와 비교하여 상 으로 높은 기계  

강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인장 하 에서의 언더필 재료의 기계  
특성

  언더필의 탄성계수와 강성, 강도와 같은 기계  특성

은 솔더 합부에 작용하는 응력의 효과 인 분산  

기계  지지를 하여 매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각각의 특성들은 충분히 높은 값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장 테스트를 통하여 얻은 언더필 경화시편의 σ-ε 곡

선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Underfill 1은 높은 인장강도 (50.86 ± 

2.015 MPa)와 매우 낮은 단 변형률을 나타내었으

며, σ-ε 곡선은 소성 유동이 포함되지 않은 취성 단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하여, Underfill 2는 선형 

탄성 역과 소성 유동 역으로 구성되는 -연성 

단거동을 나타내었으며, Underfill 1과 비교하여 상

으로 낮은 인장강도 (26.41 ± 0.502 MPa)와 큰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앞선 DMA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σ-ε 곡선에서의 선형 탄성 역의 기울기를 

통하여 Underfill 1은 Underfill 2 보다 높은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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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ness)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

하여, 재료가 완 히 괴될 때까지 흡수하는 에 지인 

인성을 의미하는 σ-ε 곡선의 면 은 Underfill 2가 

유연화제 첨가에 의한 연성 증가로 인해 Underfill 1 

보다 넓은 면 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Underfill 

1은 Underfill 2와 비교하여 높은 인장강도와 강성을 

나타내며, 열경화성 에폭시 재료 고유의 취성과 낮은 

인성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3.3 언더필 재료의 단 특성

  자 패키지를 한 언더필 재료의 선택에 있어, 언

더필의 착력은 기계  혹은 열  하  조건 하에서 

패키지/언더필, 언더필/PCB 사이의 계면 박리 (Dela- 

mination)의 방지를 통하여 자 패키지의 기계  신

뢰성을 확보하기 해 매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합성된 두 종류의 언더필의 PCB  패키지에 한 

착력을 평가하기 하여 단 테스트를 수행하 다. 

합성된 언더필에 의해 PCB 상에 착된 패키지의 

단강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Underfill 1은 Underfill 2와 비교하여 

상 으로 낮은 단강도 (Underfill 1: 26.75 ± 

2.102 MPa, Underfill 2: 34.05 ± 2.331 MPa)를 

나타내었다. 

  언더필의 기계  강성은 솔더 합부에 한 보강 효

과를 제공하며, 강성이 큰 언더필은 응력 완화를 통해 

합부의 단을 방지한다4). 앞선 DMA와 인장 테스트

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Underfill 1이 Underfill 

2 보다 높은 기계  강성을 나타내었으나, Underfill 

1의 단강도는 Underfill 2 보다 상 으로 낮게 나

타났다. 이와 같은 단강도 결과의 원인을 확인하기 

하여 언더필 단면에 한 단모드 분석을 수행하

다. 고분자 착제의 단모드는 착제와 피 착제

의 계면을 따라 단이 되는 착 (Adhesive) 

단모드, 착제의 내부 역을 따라 단이 되는 응

집 (Cohesive) 단모드, 착  응집 단모드가 혼

재하며 되는 혼합 (Mixed) 단모드로 분류되며, 

착제가 우수한 착력을 확보할수록 응집 단모드의 

경향을 나타낸다7). 

  Fig. 5(a)에 나타낸 Underfill 1의 단모드에서 확

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Underfill 1에서의 단은 

착 단모드와 응집 단모드가 혼재된 혼합 단모드

를 나타내었으며, 응집 단이 발생한 단면은 은 

수의 완만한 단층 (Shear step)을 포함하 다. 취성 

고분자 착제에서의 단은 재료 고유의 특성 (높은 

강성  낮은 인성)으로 인해 취성 재료를 열시키는 응

집 단모드보다는 계면을 따라 되는 계면 (혹은 

착) 단의 경향을 나타낸다8). 이에 반하여, Underfill 

2의 단은 부분의 면에서 응집 단모드를 나타내

었으며 소량의 착 단을 포함하 다. 한, 응집 

단이 발생한 단면은 Underfill 1과 비교하여 상

으로 거칠고 조 한 형상을 갖는 많은 수의 단층을 

포함하 다. 앞선 인장 테스트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Underfill 2는 유연화제 첨가에 의한 연성 증가

로 인해 Underfill 1 보다 큰 괴인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응집 단모드가 주를 이루는 단면

의 형성으로 인해 Underfill 1 보다 더 높은 단강도

를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반하여, Underfill 1

은 비록 높은 기계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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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취성 괴 특성으로 인한 착 단 역의 증

가와 낮은 인성으로 인한 단 변형 항의 감소로 인해 

취약한 기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휴 용 자기기에 용되는 면 정렬

형 패키지의 기계  신뢰성 향상에 요하게 작용하는 

언더필의 물성 변수를 선정하기 하여 언더필의 합성에 

사용되는 첨가제를 변수로 한 두 종류의 언더필을 합성

하고, DMA, 인장  단 테스트를 수행하여 언더필

의 물성 변수를 평가하 다. 평가 결과를 통하여, 언더

필 재료의 강도와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반되는 취성 

괴 특성으로 인한 착 단 역의 증가와 낮은 인

성으로 인한 단 변형 항의 감소로 인해 패키지 합

부의 기계  신뢰성이 악화되며, 높은 인성을 갖는 언

더필 재료는 크  에 한 항으로 인해 높은 강

도와 강성  낮은 인성을 갖는 언더필 재료보다 뛰어

난 기계  신뢰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

와 같은 결과들을 통하여 자 디바이스의 기계  신뢰

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언더필의 높은 기계  강도 

 강성이 요구되나, 지나치게 높은 강성은 언더필의 

착력  단 변형 항을 감소시켜 기계  신뢰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높

은 강성보다는 인성을 요하게 고려한 물성 설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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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속가능한 발 을 해 에 지의 생산 뿐만이 아니

라 에 지의 효율 인 사용도 차 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이에 기 자동차, 철도, 재생 에 지 등의 산

업에서 향상된 효율의 력 반도체 소자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즉, 기존 Si 소재 기반의 소자 신 SiC나 GaN

와 같은 화합물반도체(wide band-gap, WBG) 소재

를 력반도체 소자로 용하여 력의 변환  분배 

등 력반도체 구동 과정에서의 에 지 손실을 획기

으로 이고자 하는 연구가  세계 으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1,2). 특히 WBG 소자에서의 효율 향상은 구

동 온도의 향상과 직 으로 연계되므로 300 ℃에 이

르는 구동 온도의 구 까지도 궁극 인 목표로 설정된 

상황이다2). 이 경우 소자의 합부 소재로 사용되는 기

존 고 Pb 함유 솔더(solder) 합 은 그 융 이 300 ℃ 

남짓한 상황이므로 향후 더 이상 용이 불가능하기에 

이를 체하는 소재의 개발  용 공정의 개발 연구

가 매우 시 한 상황이다. 즉, 소자의 안정 인 고온 

구동을 보장하기 해서는 높은 융 을 가지는 내열성

의 속 소재를 용하여야 하는데, 이 소재가 제조공

정 상 우수한 생산성을 나타내기 해서는 제한된 합 

공정온도(보통 350 ℃ 이하) 내에서 빠른 합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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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야 한다. 아울러 합부는 소자의 구동  지속

인 물리 , 기계  신뢰성을 보유해야 한다3,4).

  이러한 고온 동작  고발열 소자의 다이 어태치(die- 

attach)와 련하여 기존의 솔더링(soldering) 공정은 

수분 이내에 합이 완료되는 빠른 공정 속도와 무가압 

공정 특성으로 가장 보편 으로 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온의 융 을 가지면서 가격  고신뢰성 특성을 나

타내는 솔더 합 으로는 납(Pb)을 고함량으로 포함하

는 Pb-5Sn  Pb-10Sn 조성이 유일하다. 이에 반해 

Pb의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은 자제품에서부터 궁

극 으로 자동차 산업에까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아울러 합온도와 내열온도가 유사한 솔더 소재의 

특성상 고 Pb 함유 솔더 합 을 사용한 솔더링 공정은 

향후 고온 동작  고발열 소자를 한 궁극 인 합

법이 아니다. 이에 최근 400 ℃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

인 합부 특성이 보고5-7)된 바 있는 무연(Pb-free) 

솔더 조성을 사용한 천이액상확산(transient liquid 

phase, TLP) 합기술 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일반 인 솔더링 공정에 비해 무나 긴 합시간은 그 

상용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합부를 

구성하는 속간 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 

IMC)은 진동  충격에 매우 취약한 취성 특성을 나타

내므로 기차 장모듈의 합법으로는 큰 신뢰성 이

슈를 야기시키게 된다. TLP 합 공정의 가장 우수한 

으로 고려될 수 있는 무가압 합법 역시 합기구 으

로 볼 때 여 히 불완 한 합법으로 단된다. 즉, TLP 

합부의 IMC 상 형성 과정에서는 부피 수축(volume 

shrinkage) 상이 필연 으로 발생하게 되는데5), 부

피 수축에 의한 보이드(void)의 생성을 억제 는 제거

하기 해서는 가압 공정이 반드시 필요함이 보고되고 

있다7). 합부에 잔존하는 보이드는 취성의 IMC 층에

서 크랙(crack)의 개시  빠른  경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온 동작  고발열 소자의 다이 어

태치 기술은 소결 합법으로 속히 환되고 있으며, 

재까지 좋은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은(Ag) 

입자 기반 페이스트를 사용한 소결 합 기술이 가장 먼

 시도되어 일부 제품화가 완료되었고, 지 까지도 

합시간의 단축  합부 신뢰성 평가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합부는 열 도도  

기 도도가 가장 우수한 속인 Ag로 이루어지므로 

우수한 방열 합부를 형성할 수 있으며, Ag의 융

(961 ℃) 부근까지도 내열성을 나타내므로 솔더 합

부로는 구 될 수 없는 많은 장 을 얻을 수 있다8,9). 

그러나 소결 합 공정은 보통 고상 상태로 진행되므로 

공정시간이 길고 가압이 요구된다는 이 기존 솔더링 

비 큰 단 으로 고려되는 바 이에 한 개선법들이 

최근 주요 연구 내용으로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Ag 페이스트를 용한 재까지의 다양한 소

결 합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각 결과들로부터 알 

수 있는 Ag 소결 합 페이스트의 특성에 해 논의하

고자 한다. 각 연구에서의 핵심 공정변수들로는 공정 시 

가압 여부와 합온도  합시간, 페이스트를 구성하

는 Ag 입자의 크기  모양, 그리고 페이스트 포물 이

션(formulation)의 조성 등이 있다.

  

2. 가압 조건에서의 소결 합

  Suganuma 등은 형상과 크기가 다른 Ag 입자들(8 ㎛

의 Ag 이크(flake)  0.3 ㎛의 구형 Ag 입자)과 

에틸 리콜(ethylene glycol, EG)을 용매로 하여 

bimodal 입도의 페이스트를 제조한 후, Au 피니쉬

(finish)의 SiC 칩(chip)  AlN 기 을 사용하여 가

압 소결 합 특성을 분석하 다10). 이크에 50%의 

0.3 ㎛ 구형 입자를 혼합한 페이스트를 제조한 후, 

0.07 MPa의 매우 낮은 압력하에서 기  200 ℃와 

300 ℃에서 30분간 합을 실시한 결과 합부의 단

강도는 각각 24 MPa과 41 MPa을 나타내어 우수한 

합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소결 합부의 미세조직은 

Fig. 1과 같았는데, 연결된 보이드들이 여 히 분포하

으나, 0.3 ㎛의 구형 Ag 입자들은 모두 주변 입자들

Fig. 1 Backscattered electron images showing the inter-
face microstructures of a SiC chip and an AlN 
substrate after the sinter-bonding at 330 ℃ for 30 
min under the external pressure of 0.07 MPa in 
air using bimodal (50 wt% of 0.3 μm spherical 
particles) Ag past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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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결되어 큰 입자의 소결 조직과 같이 이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사용된 Ag 입자들은 Au 피니쉬

와 균일하게 소결 합된 상하부 합계면 조직들을 형

성하 다. 그 결과 보통의 Ag 소결 합 페이스트 비 

우수한 41 MPa의 단강도값이 얻어졌는데, 이는 서

마이크론(submicron)  Ag 입자의 충분한 첨가와 

EG 용매의 사용 효과로 분석되었다. 즉, EG 용매는 

서 마이크론  Ag 입자 표면에 코 된 유기 모노머

(monomer)의 제거에 효과 이어서 서 마이크론  

Ag 입자가 낮은 온도에서부터 소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필러(filler) 입자가 포함된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소결

합 공정에서 합특성에 큰 향을 미치는 유기물에 

해 그 사용  제거에 주의를 기울어야 함을 암시한다. 

  Takata 등은 Ag2O 입자와 환원 특성을 가지는 폴

리올(polyol) 용매를 혼합하여 소결 합을 한 가열 

도  in situ 환원반응에 의한 Ag의 생성  소결거동

으로 합을 구 하고자 Ag2O 필러 기반 페이스트들을 

제안하 다11). 그들은 Cu 피니쉬 기  상에 인쇄된 페

이스트들을 기 에서 특정 온도까지 천천히 승온시

키며 폴리올 용매들의 증발을 유도하 다. 이후 페이스

트 인쇄 패턴에 Cu 피니쉬 더미(dummy) 칩을 정렬하

여 얹은 다음, 칩에 5 MPa을 가해주며 300 ℃까지 

가열(60 ℃/min의 승온속도) 후 5분간 유지하며 소결

합을 완료하 다. 디에틸 리콜(diethylene glycol, 

DEG), 트리에틸 리콜(triethylene glycol, TEG) 

 폴리에틸 리콜(polyethylene glycol, PEG) 용

매를 각각 용한 결과 PEG를 용 페이스트가 다

소 불균일한 합부 미세조직  큰 보이드 형성 결과

를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수한 단강도값

(11.6 MPa)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Cu 피니쉬 상에 

두꺼운 산화층이 형성되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Fig. 2). 즉, DEG와 TEG 사용 시에는 기  가

열에 따른 Cu 피니쉬 상에서의 Cu2O 산화층 생성이 

명백히 찰되었으나(Fig. 2(a)  2(b)), PEG 사용 

시에는 이러한 산화층이 찰되지 않았다(Fig. 2(c)). 

이는 PEG의 높은 기화온도 등에 따라 PEG가 잔존하

면서 Cu 피니쉬의 추가 산화를 막고, 표면 산화층의 

환원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기

부 Cu 피니쉬 상에 산화층이 생성될 경우 단시험 

시 산화층/Cu 피니쉬 계면부에서 쉽게 단이 발생하

면서 낮은 단강도값이 측정되었다. 이후 온에서부

터 소결 합 개시온도 직 까지 서서히 용매들을 증발

시켜 페이스트의 환원특성을 길게 가져가기 한 목

으로 7:3 비율로 DEG와 PEG를 혼합한 용매를 용

하여 페이스트의 소결 합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PEG만 사용한 경우에서보다 더욱 균일한 

합부 미세구조가 찰되었으며(Fig. 2(d)), 합계면

에서의 Cu 산화층 형성도 찰되지 않아 29 MPa에 

근 하는 우수한 단강도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소결 합 페이스트에 사용되는 용매의 증발 

 환원거동 한 소결 합성에 큰 향을 미치는 인자

임을 나타내며, Cu 피니쉬 상에 합 시 PEG와 같은 

내열성  고온 환원특성을 가지는 용매의 사용이 필요

함을 보여 다.  

  Ogura 등은 Ag 페이스트의 이온 마이그 이션(ion 

migration) 특성을 억제시키기 하여 나노  CuO를 

첨가한 Ag2O 기반 소결 합 페이스트의 합특성을 보

고하 다12). 즉, 이 페이스트 역시 PEG400의 환원성 

용매  기타 성 용매와 함께 서 마이크론∼수 마이

크론의 넓은 입도분포를 가지는 다면체형 Ag2O 입자가 

주요 필러로 사용되었는데, 기  가열 소결 합 과

정에서 Ag2O는 Ag로 환원되며 합부를 형성하게 된

다. PEG400 용매에 Ag2O와 CuO를 무게분율 9:1로 

장입한 뒤 균일 혼합하여 복합 페이스트를 제조하 으

며, 5 MPa의 가압력 하에서 300 ℃에서 5분간 소결

합 시 약 31 MPa의 우수한 단강도값을 얻을 수 있었

다. 면부 이미지는 Fig. 3과 같았는데, 계면부 소결

이 상 으로 약해서 찰되는 계면 괴(interface 

failure)가 주로 찰되었다. 사용 페이스트의 열 량-

시차열분석(thermogravimetry-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TG-DTA) 분석 결과, 150 ℃ 부근에서 

부분의 PEG가 증발, 제거되는 동시에 Ag2O가 환원되

는 상이 찰되었으며, 300 ℃ 부근에서는 잔존 

(a) (c)

(b) (d)

Oxide   
layer

Oxide   
layer

1 ㎛

1 ㎛ 1 ㎛

1 ㎛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s of 
Cu finish interfaces after the sinter-bonding at 
300 ℃ for 5 min under the external pressure of 
0.07 MPa in air using silver oxide paste mixed 
with (a) DEG, (b) TEG, or (c) PEG (d) Micro-
structure of Cu finish interface using DEG/PEG 
mixed silver oxide past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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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용매가 CuO를 환원시켜 Cu 나노입자들을 생성시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50 ℃의 합온도에서 

찰된 미미한 합특성이 300℃에서 극 으로 향상되

는 원인으로 고온 역에서 환원반응으로 생성된 Cu 나

노입자들의 소결 참가를 지 할 수 있었다. 5분간의 짧

은 소결시간 조건에서 환원된 Cu 나노입자들에 의한 

본격 인 소결 합 거동은 보다 높은 온도에서 찰되

므로 소결온도를 350 ℃  400 ℃로 증가시키는 경

우 이에 비례하는 합강도의 상승 결과를 얻을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고속 소결

합을 한 방안으로 Ag2O를 필러로 사용하는 아이디어

와 300 ℃ 이상의 고온 소결 합용 페이스트에서 소결

조제로 CuO의 극 인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간 으로 제시한다. 

  Soichi 등은 Ag 페이스트를 구성하는 Ag 필러의 형

상  크기와 소자  기 의 속 피니쉬를 변화시키

며 이들이 온 다이 어태치 공정에 미치는 향을 연

구하 다13). 사용된 필러의 크기와 형상은 마이크로  

다면체 입자, 나노  다면체 입자, 마이크로  이크 

입자  나노  두께를 가지는 보다 큰 마이크로  

이크 입자로 총 네 가지 다. 소결 합은 0.4 MPa의 

외압을 가하며 기  220 ℃까지의 온도에서 60분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소결 합 온도를 상승시킴에 따라 

모든 페이스트가 체 으로 합강도가 향상되는 결과

가 찰되었으나, 속 피니쉬로 Cu나 Au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어떤 페이스트도 20 MPa에 도달하는 합

강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Ag 피니쉬를 사용할 

경우 마이크로  이크 Ag 입자로 제조된 페이스트

가 유일하게 200 ℃의 소결 합 온도에서부터 36 MPa

에 이르는 높은 합강도를 나타내었다. 소결 합 후 

합부의 단면을 주사 자 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유독 

마이크로  이크 입자 페이스트에서만 소결이 활발

히 진행되어 가장 극 인 미세조직 변화가 찰되었다

(Fig. 4(c)). 즉, Fig. 4(c)조직에서 Ag 피니쉬/Ag 

페이스트 계면의 상당 부분이 합되어 있고, 이크 

입자간 보이드의 분율은 상 으로 가장 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소결특성은 다면체 입자에 비해 비표면

이 큰 이크 형상과 마이크로  입도로 인해 입자 

표면에 존재하는 분산제의 양이 정한 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된다. 즉, 이크 형상에서 측면부는 나노

에 가까운 서 마이크론  크기로 높은 표면에 지에 

기인한 매우 우수한 소결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이크의 측면부가 주변 이크 입자들

의 넓은 상, 하부 표면부와 쉽게 하게 되면 빠른 

소결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Fig. 4(b)와 4(d)에서 

찰할 수 있듯이 나노  다면체 입자나 나노  두께의 

이크 입자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상과 달리 보다 

높은 기공율의 조직이 찰되면서 낮은 합강도값이 

측정되었는데, 이는 지나치게 높은 비표면 으로 그 표

면에 보다 많은 양의 분산제가 존재함으로서 소결 합

을 한 가열동안 분산제가 기화되며 기공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만약 분산제가 함유되지 않

은 페이스트를 제조하여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 을 경

우에는 상기와는 다른 필러 종류별 합강도 결과가 

상된다.

  상기 연구결과와 같이 마이크론  Ag 입자들만 사용

하 을 경우에서도 상과는 달리 빠른 소결특성이 얻어

지는 것은 마이크론  Ag 입자의 기  가열 시 결정

립계를 심으로 Ag-O 액상이 생성되고, 이 액상이 외부

로 뿜어지며 나노  Ag나 Ag2O 입자를 생성하는 nano- 

(a)

(c)

(b)

(d)

(a)

(c)

(b)

(d)

2 ㎛ 2 ㎛

2 ㎛ 2 ㎛

Fig. 4 Microstructures of the cross-sections of bondlines 
in which dummy dies are attached onto Ag-coated
Cu substrates at 200 ℃ for 60 min under the ex-
ternal pressure of 0.4 MPa: (a) Ag micrometer- 
particle paste, (b) Ag nanoparticle paste, (c) Ag 
micrometer-flake paste, and (d) Ag nano-thick- 
flake paste13)

Fig. 3 Optical and SEM micrographs of fractured sur-
face of the joint sinter-bonded at 300 ℃ for 5 min
under the external pressure of 5 MPa in air using 
the Ag2O/CuO mixed paste12)



이 나 연․이 종 ․  창 용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7, No. 5, 2019486

volcanic eruption 기구의 도움으로 해석될 수 있다

(Ag2O 입자도 온도 상승에 의해 결국 Ag로 환원됨)14). 

이에 따라 유사한 마이크로  크기의 Ag 입자라도 단

 면 당 외부에 노출된 결정립계의 수가 더 많을 수 

있는 Ag 이크가 다면체형 Ag 입자보다 소결 합에 

더 유리한 소재임을 추측할 수 있다.  

  Jiu 등은 마이크로  Ag 이크(8 ㎛의 평균 지

름과 260 nm의 평균 두께)와 0.3 ㎛ Ag 입자를 4-(tert- 

butyl) cyclohexyl acetate에 HPMDA(1,2,4,5-cy-

clohexanetetracarboxylic dianhydride)계 혼합 조

성 증제(thickener)를 용해시킨 포물 이션과 혼합

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고, 그 공정성  소결 합 특

성을 평가하 다15). 기  0.4 MPa로 가압 하에서 

30분동안 Ag 피니쉬 부품들과 소결 합을 실시한 경우 

250  280 ℃의 조건에서 각각 약 22.5  80.0 

MPa의 높은 합강도를 나타내었고, 그 합부 미세조

직은 Fig. 5와 같았다. EG 용제를 사용한 동일한 필러 

첨가 페이스트와의 비교 실험을 통해 개발된 용제 포물

이션은 shear thinning 특성의 향상을 통한 인쇄성

의 개선과 인쇄 패턴의 슬럼 (slump)가 억제되는 장

을 제공하 고, 다소 향상된 소결 합 특성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  소결과정에서 과도한 산

화가 일어나지 않는 Ag 입자 기반 페이스트를 사용하

여 가압 합하는 공정이라도 용되는 용제의 포물

이션이 소결 합 특성에 직 인 향을 미침을 암시

한다.

  Nishikawa 등은 Fig. 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밤송

이 형상의 은 입자(평균 직경: 3 ㎛)들을 리콜에테르

(glycol ether) 기반의 용매와 SiO2 입자들과 혼합하

여 페이스트를 제조하고, 10 MPa의 가압 조건에서 

300 ℃로 10분간 소결 합하여 그 합특성을 분석하

다16). 소결 합 과정에서는 130 ℃에서 5분간 무가

압 열(pre-heating) 단계를 삽입하 다. 그 결과 

기  Cu 피니쉬 부품 사용 조건에서는 15 MPa에 근

하는 합강도가, 무 해 니 /침지 (electroless 

nickel immersion gold, ENIG) 피니쉬 부품 사용 

조건에서는 30 MPa에 근 하는 합강도가 각각 측정

되었다. 분 기를 질소로 바꾼 경우에서는 Cu 피니쉬 

부품 사용 시 20 MPa을 상회하는 합강도가, ENIG 

피니쉬 부품 사용 시에서는 30 MPa의 상회하는 합

강도가 각각 측정되어 기  상황보다 더욱 우수한 

합부가 형성됨을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Ag계 소결 합 페이스트의 기  소결 합 시 Cu 피

니쉬의 산화 억제에 한 확실한 방안이 없다면 Au와 

같은 내산화 피니쉬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을 알려 다. 아울러 밤송이 형상과 같이 표면 이 매

우 발달하여 소결에 유리한 형태를 마이크로  입자로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 고속의 소결 합이 가능함이 제

시되었는데, 실제 소결 합 시간이 수분 수 으로 향상될 

경우 컨베이어 라인을 사용한 연속 소결 합 공정이 가

능할 것으로 상되어 기존 소결 합 공정의 도 변화

가 가능하다. 

3. 무가압 조건에서의 소결 합

  칩의 소결 합을 무가압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합공정은 매우 단순해지며, 가압을 한 부가 인 장

치 투자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컨베이어 라

인 용 시 공정을 멈추지 않고 연속 소결 합을 진행

(a) (b) (c)

Fig. 5 Cross-sectional SEM images in the bondlines at different temperatures for 60 min under the external pressure of 0.4 MPa
in air using the bimodal Ag paste based on a novel solvent: (a) 200 ℃, (b) 250 ℃, and (c) 280 ℃15)

Fig. 6 SEM micrograph of chestnut-burr-like micro-sized 
Ag particles used by Nishikawa et a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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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제조라인의 안정  구동과 함께 생산성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다(물론 무가압으로 인해 소결시간이 

크게 길어질 경우 오히려 생산성이 악화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이 들로 인해 무가압 소결 합은 궁

극 인 소결 합 기술로 연구되고 있다17).

  Zhang 등은 평균 직경 6 ㎛ 의 Ag 이크와 서

마이크론 (300 nm) Ag 입자를 1:1로 배합하여 페

이스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CELTOL-IA라는 에테르 

타입(ether-type) 용매를 사용하 다18). Ag 피니쉬 칩 

 기 을 사용하여 기  250 ℃에서 10분간의 무

가압 소결 합을 실시한 결과 Fig. 7의 합부 미세조

직과 함께 35 MPa에 이르는 우수한 단강도값을 얻

을 수 있었다. 이후 250 ℃에서의 기  시효(aging) 

시 약 100시간까지는 단강도값이 약 30 MPa 수

으로 감소하나, 1000시간의 시효 후에는 37.5 MPa 

수 까지 오히려 단강도값이 증가하는 결과가 찰되

었다. 시효 후 이러한 단강도값의 증가 상은 솔더 

합  합부에서는 좀처럼 찰되지 않는 소결 합부의 

장 으로 단된다. 무가압 소결 합 조건임에도 불구

하고 10분만에 35 MPa의 우수한 합강도가 얻어진 

외 인 결과에 해 그 원인들이  제시되지 않았

으나, 특수한 용매를 사용한 페이스트 포물 이션의 최

화가 그 원인으로 악된다.

  Wang 등은 수백 나노  Ag 나노입자를 사용한 물 

기반의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기  200 ℃의 온도에

서 60분간 소결 합을 진행하 다19). 직  제조한 Ag 

나노입자는 Fig. 8(a)의 형태로 citrate의 유기물 껍

질(shell)로 감싸지게 되는데, 이 유기물은 약 200∼

230 ℃에 걸쳐 분해되는 특성을 보 다. Ag 피니쉬 부

품들과의 합 후 단면 조직은 Fig. 8(b)  8(c)와 

같은데, 측정된 합강도는 25(±5) MPa 수 으로 우

수했으며, 소결 합부의 열 도도는 74 W/K·m로 측

정되었다. 자들은 나노 Ag 입자들에 흡착되어 있는 

유기물들이 완 히 분해되는 온도(230 ℃)보다 낮은 

합온도(200 ℃)에서 합이 완료된 사실로부터 입자 

표면에 유기물 성분이 잔존하고 있더라도 입자와 유기 

리간드간의 화학  결합만 깨뜨린다면 성공 인 무가압 

소결 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해당 페이스트에 

의한 무가압 소결 합은 입자 표면에 평균 20 nm 크

기의 미세 돌기가 형성된 옥수수 형상의 수백 나노  

Ag 입자의 사용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입자 자체의 크기는 서 마이크론 (페

이스트 제조를 한 혼합공정이 나노  입자들보다 수

(a)

(b)

(a)

(b)

Fig. 7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at the interfaces 
of (a) substrate/bondline and (b) chip/bondline 
after the pressureless sinter-bonding at 250 ℃ for 
10 min in air using the bimodal Ag paste fab-
ricated with CELTOL-IA solven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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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a) Magnifie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image of Ag nanoparticles prepared by flocculation. (b) 
SEM micrograph of bondline pressureless sinter-bonded at 200 ℃ for 60 min in air. (c) High-angle annular 
dark-field image of Ag nanoparticles at 2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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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함)이나 그 표면이 나노  입자와 같은 형상을 나타

내는 필러 소재가 무가압 소결 합을 한 필러 소재로 

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칩과 기 의 속 피니쉬로 

Cu를 그 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  소결 합동안 Cu 

표면의 산화에 의한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Cu 

층의 산화는 페이스트 내 Ag 입자들과의 소결을 방해

하여 계면 괴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Zheng 

등은 표면에 유기물 리간드를 가지는 Ag 나노입자(입

도:〈50 nm), 유기용매, 바인더(binder), 표면활성제

(surfactant)  시 (thinner) 등이 배합된 페이스트 

제품을 사용하여 다양한 소결 합 분 기에 따른 Cu 

피니쉬 Si 칩과 DBC(direct-bond copper) 기 간의 

합 특성을 분석하 다20). 합온도까지의 가열시간은 80

분에 이르 고, 합온도에서의 유지시간은 10분이었다. 

그 결과 280 ℃에서 포  가스(forming gas, 4 vol% 

H2가 함유된 N2), 순수 N2  1%의 O2 함유된 N2 분

기를 용하여 합할 경우 칩의 단강도값은 각각 

약 45, 34, 25 MPa을 나타내어 환원성 분 기가 가

장 우수한 소결 합 성능을 부여하는 반면 산화성 분

기는 Cu 피니쉬 부품의 소결 합에 가장 악 향을 미

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60 ℃에서 소결 합 시 단

강도값들은 체 으로 감소했으나, 분 기 종류에 따

른 순 는 동일하 다. 아울러 소결 합 페이스트의 색

찰을 통해 순수 질소에 비해 H2의 첨가는 페이스트 

내 바인더 성분의 제거에 보다 효과 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연소에 의한 바인더 성분의 제거는 사실 산소

가 개재된 분 기의 사용 시 가장 활발히 일어난다. 그 

결과로 순수 N2  1%의 O2 함유된 N2 분 기의 

용 시 바인더 성분의 효과 인 제거로 Ag 입자간의 소

결이 가장 향상된 결과(Fig. 9(c))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아울러 순수 질소를 사용할 경우에서는 바인더 성

분의 제거가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결이 거의 진

행되지 않은 결과(Fig. 9(b))가 찰되었다. 그러나 그 

면을 찰해보면 다른 분 기 용 시편들과는 달리 

1%의 O2 함유된 N2 분 기 용 시편만이 합 계면

에서 Cu 산화물이 형성되었고, 면 형성 후 Cu 산화

물부가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9(f)). 

이는 계면 괴가 단강도값의 감소에 큰 향을 미치

고 있음을 내포하는데, 즉 Ag 입자들간의 소결정도에 

상 없이 Cu 피니쉬의 산화가 소결 합부의 합강도 특

성에 큰 향을 미침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결과이다. 

  Zhang 등은 Ag 이크(평균 직경: 6 ㎛)에 Ag2O 

(직경: 2-3 ㎛)를 5∼20 wt% 비율로 혼합하고, CELTOL- 

IA 용매를 사용하여 제조한 페이스트의 기  온 무

가압 소결 합 특성을 분석하 다21). 이러한 조성의 페

이스트는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소결 합을 한 가열 

도  Ag2O의 환원반응으로 생성되는 극미세 Ag 입자

들의 월등한 소결특성을 이용하므로 170 ℃의 온 조

건에서도 무가압 소결 합이 가능하다. 그 결과 180 ℃

에서 45분간 소결 합 시 5% Ag2O 첨가 페이스트에서 

25 MPa을 상회하는 단강도값이 측정되었고, Ag2O 

첨가량을 10%로 증가시킬 경우 42.3 MPa에 이르는 

매우 우수한 단강도값이 찰되었다. Ag2O 10% 페

이스트의 경우 합시간을 30분으로 이는 경우에도 

약 30 MPa의 우수한 단강도값이 찰되었다. 첨가

된 Ag2O는 가열 도  CELTOL-IA에 의해 미세한 나

노 Ag 입자로 환원되며, Fig. 10(b)에서 찰할 수 있

(a)

1 ㎛ 1 ㎛ 1 ㎛

1 mm 1 mm 1 mm

Cu  oxide   

(b) (c)

(d) (e) (f)

Fig. 9  (a-c) SEM micrographs of nanosilver paste sintered at 280 ℃ under pressure-less condition in different atmos-
pheres and (d-f) fracture surfaces observed after die-shear tests: (a, d) 4% H2-N2, (b, e) pure N2, and (c, f) 1% 
O2-N2

20)



은 기반 페이스트를 이용한 력 반도체 소자의 칩 소결 합 

한용 ․ 합학회지 제37권 제5호, 2019년 10월     489

듯이 마이크로  Ag 이크 표면에 형성된다. 이러한 

나노입자는 큰 비표면 값과 높은 표면에 지로 인하여 

주변 입자들과의 소결에 매우 유용한 성분으로 작용하

여 낮은 온도에서도 우수한 소결특성을 나타내며, 궁극

으로 이웃한 마이크로  이크들간을 서로 연결하

는 확산 경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Ag2O의 첨가가 온 소결 합  무가압 소결 합에 

매우 효과 인 방법임을 잘 보여 다.

  Li 등은 순수 Ag계 bimodal 입도 페이스트의 소결

합 거동을 자세히 찰하 다22). 마이크로  다면체

형 Ag 입자(1-5 ㎛, 평균 직경: 2.8 ㎛)와 유기물 껍

질을 가지는 Ag 나노입자(20-100 nm, 평균 직경: 

52 nm)를 각종 유기물 성분과 혼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한 후, Cu 피니쉬 칩과 DBC 기 간을 무가압 소

결 합시켰다. 합을 한 온도 로 일(profile)은 

기 에서 5 ℃/min의 승온속도로 가열한 후 200∼

300 ℃에서 20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기 

 합 시 200 ℃에서도 약 20 MPa을 상회하는 

단강도값이 측정되었으며, 230 ℃에는 약 36.5 MPa

의 단강도값이 찰되었다. 합온도에 따른 합부의 

미세조직 변화는 Fig. 11과 같았다. 소결 반에 주변 

Ag 마이크로입자들  나노입자들과 물리 인 을 

하던 Ag 나노입자들은 표면 확산을 통해 상 으로 

약한 소결결합(Fig. 11(a))을 이룬다. 이후 온도가 보

다 상승하면서 페이스트 속의 유기물 성분은 차 분

해, 제거되나, 열  활성화된 잔존 유기물 성분의 도움

을 받는 마이크로 입자의 표면  나노입자의 표면 

는 상당부는 순간 으로 용융되면서 격한 소결이 진

행되며, 이를 통해 모든 입자들이 체 으로 소결된 완

히 다른 미세조직(Fig. 11(b))이 형성된다. 이후부터

는 결정립계(grain boundary) 확산  체확산(lattice 

diffusion)이 지배 으로 이루어지면서 소결조직은 더

욱 견고해지며, 합부 내 기공률은 지속 으로 감소(Fig. 

11(c)  11(d))한다. 칩과 기 의 속 피니쉬들은 

Cu이므로 합온도의 상승에 따라 계면부에서 차 많

은 Cu 산화물이 찰되었으나, 다른 실험 결과들과는 

조 으로 생성되는 Cu 산화물층은 합부의 합강도

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유

기물 기반의 효과 인 Ag 페이스트 포물 이션이 Cu 피

니쉬의 산화와 같은 문제 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소결 합 후 단시험 시 면의 상당수가 합부 내

부 괴(coherent failure)가 아닌 계면 괴임을 고

려할 때 기   칩의 속 피니쉬에서의 표면 요철정

도는 합강도에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인자이다. 

이에 Wang 등은 서로 다른 표면 거칠기를 가지는 Cu 

피니쉬 기 을 사용한 무가압 소결 합 후 합강도  

면과의 연 성을 연구하 다(Si 칩은 Ag 피니쉬 으

며, 매끄러운 표면이었음)23). 사용된 Ag 필러의 평균 입

경은 0.6 ㎛ 고, 소결 합은 기  250 ℃에서 10분

간 진행되었다. Fig. 12는 Cu 피니쉬부의 표면 거칠기

에 따른 합강도값 결과이다. 표면 거칠기를 산술 평

균값(Ra 값)과 최  요철깊이값(Rz 값)으로 고찰한 경

우 소결 합 후 칩의 단강도는 특정 거칠기 수 에서 최

값을 나타내었다(Ra 값은 0.65 ㎛, Rz 값은 5.66 ㎛). 

즉, 표면이 매끄러운 상태에서부터 차 거칠어질수록 

(a) (b) (c) 

Fig. 10 Microstructures of Ag/10% Ag2O pastes pressureless sinterd at 180 ℃ in air for different times: (a) before sinter-
ing, (b) 15 min, and (c) 30 min21)

(a)

(c)

(b)

(d)

(a)

(c)

(b)

(d)

Fig. 11 SEM images of the microstructures of the bimo-
dal Ag paste layers pressureless sintered for 
20 min in air at (a) 200 ℃, (b) 230 ℃, (c) 265 ℃, 
and (d) 30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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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트/메탈 피니쉬 계면에서의 실제 면 의 증

가  기계  interlocking 효과로 단강도값이 향상

되면서 50 MPa에 이르는 매우 우수한 단강도값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표면 요철의 정도가 임계 수 을 

넘어설 경우 페이스트가 요철의 계곡 부분들에 되

지 않는 인쇄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소결과

정에서 피할 수 없는 Ag 입자들간의 부피 수축(volume 

shrinkage) 상이 요철의 계곡 부분들에서는 피니쉬

와의 미소결부 형성 결과로 이어지므로 단강도값이 

차 감소하는 결과가 찰되었다. 일례이기는 하나 Cu 

피니쉬의 표면 거칠기 증가에 따른 소결 합 계면의 미

세조직 구조 변화는 Fig. 13과 같았는데, 표면 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트/메탈 피니쉬 계면에서 요철의 

계곧 부분들 심으로 미 합(debonding) 역이 존재

함을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결 합에 

사용되는 페이스트 내 필러 입자 크기와 합될 메탈 

피니쉬의 표면 요철간의 합성이 합강도값을 2배 이

상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필러 입자 크기보다 

다소 큰 Ra 값 수 으로 속 피니쉬의 요철을 리하

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암시한다. 

  Zhang 등은 최근 마이크로  Ag 이크와 서 마

이크론  구형 Ag 입자를 CELTOL-IA 용매와 혼합하

여 제조한 bimodal 입도 Ag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Cu 

기 와 더미 Cu 칩간의 60분간 기  무가압 소결

합을 실시하 다24). 그 결과 250 ℃에서의 소결 합 

시 30 MPa에 이르는 단강도값이 측정되었다. Fig. 

14의 합부 미세구조로부터 측할 수 있듯이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소결(특히 계면부에서)

로 단시험 후 계면 괴가 찰되었고,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Cu 피니쉬의 과도한 산화로 단시험 시 

Cu 산화층과 Cu 피니쉬부 계면이 단되는 상이 발

생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Ag 소결체와 Cu 피니쉬

와의 합 원리를 투과 자 미경 찰 이미지 등의 증

거를 가지고 제시하 는데, 마이크로  Ag 이크와 

서 마이크론  구형 Ag 입자로부터 생성되는 Ag 나노

입자들이 소결 합을 한 가열  Cu 피니쉬 표면에 

생성되는 Cu2O 나노입자와 결합되면서 기  Cu 피

니쉬와의 소결 합 후에도 우수한 단강도값이 얻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 다. 마이크로  Ag  서 마이크론

 Ag 입자로부터 Ag 나노입자들의 생성은 앞서 언

된 nano-volcanic eruption 상에 기인한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온의 작동온도에서도 안정 인 기계

 특성을 유지하고, 우수한 방열특성을 나타내는 다이 

어태치 합부 형성 소재로 소결 합용 Ag 페이스트들

을 고찰하 고, 이를 사용한 소결 합 공정들의 특성들

에 해 논의하 다. Ag 페이스트를 사용한 소결 합 

연구 동향은 과거 가압소결 공정 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최근 공정의 복잡성  비용 증가를 제거시

키기 해 무가압 소결 합 연구로 차 발 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CELTOL-IA와 같은 효과 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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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lationship between die-shear strength and sur-
face roughness after the pressureless sinter-bon- 
ding at 250 ℃ for 10 min in air using Ag paste: 
(a) arithmetical surface roughness (Ra) and (b) 
maximum roughness depth (Rz)

23)

(a) (b)

(c) (d)

Fig. 13 SEM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of Ag bondlines pressureless sintered as a function of surface roughness (Ra 
value): (a) 0.15, (b) 0.65, (c) 3.97, and (d) 8.4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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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 용매의 개발  용은 무가압 소결 합 조건에서

도 우수한 합특성을 얻을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고려

된다. 그러나 실제 산업 장에서의 무가압 소결 합 

결과들에서는 20 MPa보다 낮은 단강도값이 측정되

고, 그 편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는 페이스트의 인쇄 패턴 표면에 칩 후면 속 피니쉬

를 최 한 착시키는 공정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따라

서 다이 어태치 공정의 안정 인 수율 확보를 해서는 

페이스트 인쇄 패턴 상에 칩을 올려놓는 수 이 아닌, 

약한더라도 가압력을 동반한 칩의 사법이 필요하며, 

결국 짧은 시간동안 가압하면서 칩을 사하고 무가압 

열처리가 이어지는 소결 합 공정으로 발 할 가능성이 

높음을 상할 수 있다. 아울러 Ag 입자 기반 페이스트 

소재는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상용화  변 확 에 큰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Ag 이외의 속 소재, 

즉 Cu 입자 기반의 소결 합 소재의 개발  용에 

한 활발한 연구도  큰 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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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강 맞 기 용 에서 안정 인 이면비드 형성  

용 부의 변형 감소는 요하다. 부분의 산업 장에서

는 안정 인 이면비드 형성을 해 루트갭을 띄우고 루

트면이 없는 V-그루 에서 세라믹 백킹을 고 FCAW, 

SAW로 용 을 한다. 이 경우 루트패스의 용착단면

과 입열량 과 로 냉각하는 과정에서 각변형과 수축 변

형이 일어나는 문제 이 있다1-4). 한 수동 GTAW로 

루트패스 용 을 하여 이면비드를 형성시키는 경우는 

생산성이 낮고 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y방향(비드폭 

방향)의 열 도가 증가하여 각변형과 수축변형이 커지

기 쉽다. 한편 루트패스 용 에서 백킹을 사용하는 자동 

GTAW는 수동 GTAW 보다 용 속도가 빨라 y방향의 

열 도가 감소하여 각변형과 수축변형이 고, 안정

인 이면비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

서 자동 GTAW 루트패스 용 에서 안정 인 이면비드

를 가지고 변형을 감소하기 한 용 공정의 지속 인 

개발이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에서는 ER70S-6 C형 

용가재를 사용하는 GTAW 공정으로 용 속도 10, 12, 

14, 16, 18 cm/min에 따른 류변경실험을 하여 

정 조건을 선정하 다. 한 선정된 조건으로 세라믹, 

구리 백킹을 부착하여 z방향의 변형량을 측정해서 각도

로 환산한 후 각변형으로 나타내었고, FCAW의 각변형

과 비교하여 고찰하 다.

  

GTAW 맞대기 용접의 루트패스에서 용접속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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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arbon steel butt joint welding, uniform back bead formation and reduction of weld deformation are 

important. In most industrial sites, Ceramic backing is used for V-grooves for uniform back bead formation 

in FCAW and SAW. In this case, because the root pass has a large deposition area and a high heat input, 

a problem can occur where angular distortion occurs during cooling. In this study, to reduce weld deformation

and form uniform back beads that angular distortion was measured using ceramic backing and Cu backing 

using GTAW with ER70S-60 C-filler.

  Angular distortion was measured according to welding speed for the same deposition area for each kind of

backing. And we also examined the angular distortion phenomenon in relation to the type of b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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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466-2232 (Print)
ISSN 2466-2100 (Online)



유창민․김상열․박정 ․서기정․조상명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7, No. 5, 2019494

2. 실험 재료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의 모재는 200 mm × 150 mm × 5 mm의 

AH36 모재를 사용하 으며, 용가재는 단면 이 5 mm2 

인 ER70S-6의 C형 용가재를 사용하 다5-6). Fig. 1

은 본 실험에 사용된 모재의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고 

Table 1은 모재의 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2는 본 

실험에 사용된 C형 용가재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고 

Table 2는 C형 용가재의 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3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백킹의 횡단면을 나타내고 있

으며 (a)는 세라믹 백킹, (b)는 구리 백킹을 나타내었다.

3. 실험 방법

3.1 실험 조건

  Fig. 4는 본 연구에서의 실험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

다. Table 3은 실험 1의 용 조건을 나타내었다. 실험 

1은 균일한 이면비드를 형성하기 한 AH36 맞 기 

용  실험이다. 루트패스 용 속도는 10-18 cm/min

이며 균일한 이면비드를 형성하기 해 류변경실험을 

진행하 다. Table 4는 실험 2의 실험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2는 실험 1에서 건 한 이면비드를 형성

150.0

200.0

5.
0

Fig. 1 Schematic of base metal(dimensions in mm)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wt%) 

Classification C Si Mn P S Mo Cr Ni

AH36 0.15 0.39 1.5 0.02 0.003 0.08 0.03 0.01

1mm 

Fig. 2  Cross section of C-Filler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filler metal (wt%)  

Classification C Si Mn P S Mo Cr Ni

ER70S-6 0.06 0.8 1.4 0.025 0.035 0.15 0.15 0.15

5mm 5mm

(a) (b)

Fig. 3 Cross sections of backing. (a) Ceramic backing, 
(b) Cu backing

30.0

5.
0

3.
0

5.0
Ceramic backing

Fig. 4 Schematic of experiment

Table 3 Welding condition of experiment 1

Fixed

Base metal AH36, thickness 5 mm

Filler metal ER70S-6, C-Filler (5 mm2)

Shield gas Ar 100%

Bead height (mm) 3

Deposition area(mm2) 26

Varied

Welding speed(cm/min) 10, 12, 14, 16, 18

Feeding rate(cm/min) 52, 63, 73, 84, 94

Deposition rate(kg/h) 1.2, 1.5, 1.7, 1.9, 2.2

Current(A) 150 ~ 270

Table 4 Welding condition of experiment 2

Fixed

Base metal AH36, thickness 5 mm

Filler metal ER70S-6, C-Filler (5 mm2)

Shield gas Ar100%

Progressive angle(⁰) 15

Bead height (mm) 3

Backing Ceramic, Cu

Varied

Pass 1 2

Deposition area(mm2) 26 30.3

Specimen A B C D E A-E

Welding speed(cm/min) 10 12 14 16 18 30

Feeding rate(cm/min) 52 63 73 84 94 215

Deposition rate(kg/h) 1.2 1.5 1.7 1.9 2.2 5.0

Current(A) 170 190 210 230 25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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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에 세라믹 백킹과 구리 백킹을 부착하여 변형량을 

측정한 실험이다. 루트패스에서 용착단면 은 26 mm2로 

동일하고, 용 속도는 시험편 A의 경우 10 cm/min, 

B는 12 cm/min, C는 14 cm/min, D는 16 cm/min, 

E는 18 cm/min으로 용  하 으며 캡핑패스는 용착

단면  30.3 mm2, 용 속도 30 cm/min으로 동일하

게 용 하 다. 

3.2 측정 방법

  Fig. 5는 루트패스 용  후 시험편의 횡단면의 이면

비드 폭과 높이 측정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6

은 각변형 측정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 모재끝에 8

인치C형 클램 로 80-98 Nㆍm 토크로 구속시켜 고정

시킨 후 구속시키지 않은 오른쪽 모재에 그림처럼 다이

얼게이지 2개를 설치하여 변형량을 측정하 다. 다이얼

게이지의 치 PR1은 시험편의 끝으로부터 75 mm지

, PR2는 1 mm지 에 치하며 각각의 치에서 z방

향의 변형량을 측정하여 아래와 같이 각도로 산출하 다. 

  여기서 x는 오른쪽 모재의 횡방향 길이이며, h는 z방

향의 변형량이다. 기하학 으로 PR1, PR2, PR2-PR1 각각

에 의한 각변형은 동일하지만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3가

지의 측정 각변형을 평균내어 사용하 다.

4. 실험 결과  고찰

4.1 맞 기 용  실험 결과

  Fig. 7-11은 Table 3의 조건으로 용 속도 10- 

18 cm/min에서 류변경실험 했을 때 비드 외  결과

를 나타낸 사진이다. 류가 부족할 때는 부족 이면비

Back bead width

Back bead height

5mm     

Fig. 5 Schematic of cross section measurement

Edge

74

PR1 PR2

(a)

149

PR1

PR2

75 74

(b) 

Fig. 6 Measurement method of angular distortion. (a) 
Schematic of experiment, (b) Schematic of an-
gular distortion measurement method

Current Bead appearance Cross
section

150A
Front

Back

170A
Front

Back

190A
Front

Back

Fig. 7  Bead appearances of welding speed 10 cm/min

Current Bead appearance Cross
section

170A
Front

Back

190A
Front

Back

210A
Front

Back

Fig. 8 Bead appearances of welding speed 12 cm/min

Current Bead appearance Cross
section

190A
Front

Back

210A
Front

Back

230A
Front

Back

Fig. 9 Bead appearances of welding speed 14 c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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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찰되었고, 정 류에서는 정 이면비드, 과

 류일 때는 과도 이면비드와 험핑비드과 찰되었다.

  Table 5는 용 속도에 따른 이면비드 폭과 높이를 

측정한 결과를 표에 나타내었다. 류가 증가할수록 이

면비드의 비드폭과 비드높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고 16 cm/min 250A, 18 cm/min 270A에서 강한 

아크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는 험핑비드가 생겼다
7). Fig. 12는 Table 3의 실험에서 루트패스 용 속도에 

따라 이면비드가 형성되는 범 를 나타낸 것이다. 란

색 원형기호로 표시한 조건을 정 이면비드 구간이라 

단하 으며, 상기 구간의 기 은 백킹재의 폭 8 mm ± 

0.5 mm와 깊이 1.1 mm ± 0.2 mm만큼 이면비드가 

형성되었을 때로 정의했다. 

4.2 변형량 측정 실험 결과

  변형량 측정 실험은 세라믹 백킹 부착 후 정 이면

비드 구간에서 진행하 으며 루트패스 용 에서 용 속

도는 시험편 A의 경우 10 cm/min, B는 12 cm/min, 

C는 14 cm/min, D는 16 cm/min, E는 18 cm/min

이며, Pass2는 30 cm/min으로 동일하게 용 하 다. 

  Fig. 13은 Table 4의 조건으로 루트패스 용 했을 

때 z방향의 변형량을 측정한 그래 이고, Table 6에 

PR1, PR2, PR2-R1의 z방향의 변형량과 각변형θR을 산출

하여 나타내었다. 용 속도가 빠를 때 z방향의 변형량

과 각변형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4는 

Table 4의 조건으로 캡핑패스 용 했을 때 z방향의 변

형량을 측정한 그래 이고, Table 7은 PR1, PR2, PR2- 

PR1의 z방향 변형량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각변형θR을 

산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15는 루트패스 용 속

도에 따른 각변형을 나타낸 것으로 용 속도가 증가할

수록 각변형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3 구리 백킹 부착 맞 기 용  변형량 측정 
실험 결과

  구리 백킹 부착 변형량 측정실험은 루트패스 용 속

Current Bead appearance Cross
section

210A
Front

Back

230A
Front

Back

250A
Front

-
Back

Fig. 10 Bead appearances of welding speed 16 cm/min

Current Bead appearance Cross
section

230A
Front

Back

250A
Front

Back

270A
Front

-
Back

Fig. 11 Bead appearances of welding speed 18 cm/min

Welding 
speed Current Back bead

width(mm)
Back bead
width(mm) Back bead

10
cm/min

150A 7.4 0.9 Insufficient

170A 8.0 1.1 Adequate

190A 9.4 1.2 Excessive

12
cm/min

170A 7.1 0.9 Insufficient

190A 8.0 1.1 Adequate

210A 8.7 1.1 Excessive

14
cm/min

190A 7.0 0.9 Insufficient

210A 8.0 1.1 Adequate

230A 9.9 1.1 Excessive

16
cm/min

210A 6.7 1.0 Insufficient

230A 8.0 1.1 Adequate

250A x x Humping

18
cm/min

230A 7.8 0.8 Insufficient

250A 8.0 1.1 Adequate

270A x x Humping

Table 5 Measurement results of back bead width and 
height according to weld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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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cm/min, 16 cm/min, 18 cm/min으로 실험하

다. 시험편 C의 경우 14 cm/min, D는 16 cm/min, 

E는 18 cm/min이 으며, Pass2는 30 cm/min의 속

도로 동일하게 용 하 다. Fig. 16은 Table 4의 조

건으로 루트패스 용 했을 때 z방향의 변형량 측정 값

을 나타낸 것이다. 시험편 모두 z방향의 변형량이 증가

하다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시험편 D와 

시험편 E에서는 변형량이 감소하면서 PR2와 PR1이 역

되는 구간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8

은 루트패스 후의 PR1, PR2, PR2-PR1의 z방향의 변형량 측

정결과를 이용하여 각변형θR을 산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17은 Table 4의 조건으로 캡핑패스를 용 했을 

때 z방향의 변형량을 나타낸 것이고, Table 9는 PR1, 

PR2, PR2-R1의 z방향의 변형량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각

변형θR을 산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18은 루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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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z-direction deformation of root pass in experiment 2

Table 6 Angular distortion θR of root pass in experiment 2 

Speci-
men

Welding
speed

PR1

(mm)
PR2

(mm)
PR2-PR1

(mm)
Ave.
θR

A 10 cm/min 0.42 0.84 0.42 0.32

B 12 cm/min 0.38 0.76 0.38 0.29

C 14 cm/min 0.30 0.63 0.32 0.24

D 16 cm/min 0.27 0.53 0.26 0.20

E 18 cm/min 0.24 0.25 0.25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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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z-direction deformation of capping pass in ex-
periment 2

Table 7 Angular distortion θR of capping pass in experi-
ment 2

Speci-
men

Welding 
speed

PR1

(mm)
PR2

(mm)
PR2-PR1

(mm)
Ave.
θR

A 30 cm/min 1.16 2.38 1.22 0.92°

B 30 cm/min 1.20 2.27 1.07 0.87°

C 30 cm/min 1.24 2.30 1.06 0.88°

D 30 cm/min 1.32 2.64 1.32 1.02°

E 30 cm/min 1.25 2.48 1.23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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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angular distortion according to root pass 
weld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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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용 속도에 따른 각변형을 나타낸 것이다. 용 속도

가 증가할수록 각변형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앞에서 Fig 15와 비교 했을 때 세라믹 백킹을 부착

하고 있을 때보다 각변형이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4 변형량 측정 결과에 한 고찰

  Fig. 15와 Fig. 18에서 용 속도가 빠를수록 각변형

이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8-9). 이는 입열량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용 속도가 빠를수록 입열량이 감소하

여 각변형이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10). Fig. 19는 용

속도에 따른 류와 입열량 계를 나타낸 것으로 용

속도가 빠를수록 입열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용 속도가 커져도 용착단면 은 일정해야 하므로 

용착속도는 용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되지만 류는 그

만큼 증가되지 않아도 용착이 가능하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열량은 용 속도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이러한 특징이 C형 용가재를 쓰는 TIG

용 의 강 이라고 할 수 있다.

  Fig. 20은 세라믹 백킹을 부착했을 때 z방향의 변형

량을 측정한 그래 이며 +z방향으로만 변형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1은 세라믹 백킹을 부착했

을 때 상부로 오목한 형상의 각변형이 일어난 모식도이

다. V-그루  맞 기 용 을 할 때 상부의 용착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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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z-direction deformation of root pass in Expe- 
riment 2

Table 8 Angular distortion θR of root pass in experiment 2

Speci-
men

Welding
speed

PR1

(mm)
PR2

(mm)
PR2-PR1

(mm)
Ave.
θR

C 14 cm/min 0.29 0.52 0.23 0.20°

D 16 cm/min 0.16 0.27 0.11 0.10°

E 18 cm/min 0.10 0.19 0.09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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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z-direction deformation of capping pass in ex- 
periment 2

Table 9 Angular distortion θR of capping pass in experi-
ment 2

Speci-
men

Welding
speed

PR1

(mm)
PR2

(mm)
PR2-PR1

(mm)
Ave.
θR

C 30 cm/min 0.86 1.71 0.85 0.66

D 30 cm/min 0.89 1.76 0.87 0.68

E 30 cm/min 0.85 1.74 0.89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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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 angular distortion according to root pass 
weld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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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기 때문에 용  후 응고하면서 상부의 수축력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 경우엔 상부 오목형 각변형

이 일어났다고 단하 다.

  Fig. 22는 구리 백킹을 부착했을 때 z방향의 변형량

을 측정한 그래 이고 Fig. 23은 하부로 오목한 형상

의 각변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Fig. 22를 보면 +z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다가 -z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난 

후 다시 +z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구리 백킹에 닿아 있는 용융풀이 응고하면

서 하부의 수축이 일어나 하부 오목형 각변형이 먼  

일어나고, 다시 상부 오목형 각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구리 백킹을 부착하면 

세라믹 백킹을 부착 했을 때 보다 각변형을 더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5 FCAW와 GTAW의 각변형 비교  고찰

  Table 10은 FCAW로 AH36을 맞 기 용 했을 때

의 각변형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입열량 17kJ/cm 조건

에서의 각변형은 1.43이다. Fig. 24는 FCAW와 GTAW 

각변형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FCAW는 1.43, 세라믹 

백킹을 부착한 GTAW는 1.16, 구리 백킹을 부착한 

GTAW는 0.79 다. 구리 백킹을 부착한 GTAW가 각변형

이 제일 작았으며, 세라믹 백킹 부착 비 24% 감소했고, 

FCAW용  비 38% 감소하 다. GTAW가 FCAW

비 각변형이 작았던 이유는 GTAW는 FCAW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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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he z-direction deformation of root pass in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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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chematic of upper concave angular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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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chematic of bottom concave angular distortion

Table 10 Measurement results of angular distortion in 
FCAW

Welding condition Heat input(kJ/cm) θ

210A-24V-30LPM 1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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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출력에 지에서 아크효율이 낮기 때문에11), 입열량

이 동일하더라도 유효 입열량이 낮아 각변형이 작은 것

으로 단된다12). 따라서 C형 용가재를 쓰는 GTAW용

은 유효 입열량이 작으면서도 용착속도가 높아 당

한 용착 단면 이 형성되고 각변형을 일 수 있는 용

공정으로 단된다.

5. 결    론

  C형 용가재를 쓰는 탄소강GTAW맞 기 용 에서 구

리, 세라믹 백킹을 부착시켜 안정 인 이면비드를 형성

하면서 변형을 이기 해 루트패스 용 속도에 따른 

변형에 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루트패스의 각변형은 세라믹, 구리백킹을 부착했

을 때 용 속도가 증가할수록 각변형은 감소하 다.

  2) 변형량 측정 실험에서 세라믹 백킹을 부착 했을 

때는 상부 오목형 각변형이 일어났으며, 구리백킹 부착 

시에는 하부 오목형 각변형이 일어난 후 상부 오목형 각

변형이 일어나 각변형이 감소하 다.

  3) FCAW와C형 용가재를 쓰는 GTAW용  각변형 

데이터를 비교 했을 때 FCAW는 1.43, C형 용가재를 

쓰는 GTAW용 에서 세라믹 백킹 부착 시에는 1.16, 구

리 백킹 부착 시 0.79로 구리 백킹 부착했을 때 가장 작

았으며 세라믹 백킹 비 32%감소, FCAW 비 45%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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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찰교반용 (Friction Stir Welding, FSW)은 고

상용 의 일종으로 용융용 의 응고과정에 발생하는 기

공  균열, 변형 등을 감할 수 있는 용 방법이다. 

FSW공정은 기에 장비의 강성  소재에 삽입되는 

툴의 한계로 주로 알루미늄 합 에 사용되었으나 차 

다양한 재료로 용이 확 되고 있다1,2).

  고강도재료에 FSW를 용할 경우 시스템의 변형이 

발생하여 삽입깊이의 부족이 발생하므로 삽입공정에서 

모재의 항력을 충분히 이겨내고 지시한 삽입깊이를 

달성 할 수 있는 높은 입력하 을 가진 고강성 시스템

을 용하거나 다양한 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형을 보

상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3,4). 기존의 치제어시스

템에 비하여 하 제어를 이용한 제어시스템이 변형 보

상에 유리하 으며, 온도를 동시에 감안한 제어모델 등

도 개발되었다5). 보다 최근에는 자들은 동축 하 측

정  변형모델개발을 통해 온도에 따른 소재의 강성변

화를 고려한 응제어 모델을 제안하 다6,7). FSW 툴

의 재료로 기에는 가공성이 우수한 공구강을 이용하

으나 고강도 모재에 응하기 해 텅스텐 카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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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3N4, pCBN 등 고경도 재료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툴의 마모를 최소화하려고 있다8,9).

  고강도재료  가장 요한 소재인 강10-14)이나 Al/ 

Fe 이종재료조합15-17)에 FSW를 용하기 하여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강재료는 알루미늄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항복강도가 하되므로18-21), FSW

를 용 시에 시스템의 변형이 크고6), 툴의 마모 혹은 

손이 발생하기 용이하다22). 이에 한 비책의 하나로 

FSW공정  마찰을 통한 모재의 가열을 보조하여 부가

 열원을 사용하는 하이 리드 FSW(Hybrid FSW, 

HFSW)기술이 제안되었다. 기단계에서는 제어가 용

이한 이 를 이용한 방법이 제안되었으나23,24), 기  

에 지25-28), 음 에 지29-31), 아크 에 지32,33) 등이 

계속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용을 검토한 부가열원은 고주 유도가

열로 기존의 시공에서 용   소재 표면을 미리 열

하기 한 용도로 자주 사용되던 기법이다. 고주  

열 공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하여 용 열원과 선행하

여 이동하면서 인라인으로 열하는 기술도 제안된 바 

있다34,35). 한 고주  유도가열의 경우 Al/Fe 이종재

의 HFSW에서 항복강도가 높은 Fe측만 선택  가열이 

가능한 장 도 가지고 있다. 고주  유도가열 HFSW

에 한 선행연구에서 AIvarez et al.은 FSW 헤드에 

선행하는 유도가열 코일에 최  40 kW의 고주  유도

가열장치를 연결하 으며, 소재 연화로 인해 최  35% 

용하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36). Sun et al.은 

마찰교반 합(Friction stir spot welding, FSSW) 

의 철강재를 유도가열을 통해 열하여 합강도가 8 kN

에서 12.4 kN으로 증가함을 제시하 다24).

  본 연구에서는 440 MPa과 980 MPa의 인장강도를 

가지는 철강재료를 상으로 고주  유도가열 HFSW

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고주  유도가열은 인

라인으로 연결되었으며, 부가 열원 용에 따라 용 공

정속도  부가 하  에서의 장 을 확인하고 용

부의 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평가에 사용한 모재는 1 mm 두께의 인장강도 440 MPa 

(이하 440 MPa 강)과 980 MPa (이하 980 MPa 

강) 자동차용 냉연강 으로 화학  성분은 Table 1과 

같다. 

  마찰교반용 기는 3축 직교시스템을 사용하는 용시

스템이고 교반축의 최  교반 회 수 3000 rpm, 최  

가압하  30 kN  장비이다. 실험에서 교반축은 모재

에 용 방향으로 2도 기울여서 설정하 으며, 시스템에 

내장된 Setech사의 정 도 0.15%, 30 kN  로드셀

인 YC54-3T을 통하여 수직방향의 가압하 을 측정하

다. 용 툴은 WC-Co 12%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더 직경은 10 mm이고 더의 면은 오목한 형상으로 가

공되었다. 핀의 길이는 0.85 mm, 모재 부의 핀 직경

은 3 mm이고, 면은 8도의 각도로 테이퍼 가공되어 

더면에 연결된다. 부가열원으로 사용한 고주  유도

가열기는 10 kW  열원으로 주 수는 145 kHZ 고정

이며, 실험에서 1 kW에서 6 kW까지 출력을 사용하 다.

  Fig. 1과 같이 고주  가열코일은 모재에서 2 mm높

이로 설치되었으며, 용 툴의 심과의 코일의 끝단까

지의 거리는 20 mm이다. 코일의 형상은 Fig. 2와 같

으며, 코일 주변을 페라이트로 감싸 고주 가열이 아래

쪽 모재방향으로 집 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코일의 

안쪽은 냉각수를 통해 과열을 방지하 다. 고주  가열

시스템은 용 방향으로 용 툴 보다 선행하도록 설치하

다. 따라서 고주  가열시스템은 용 툴이 이송될 용

440 MPa 
steel

C Si Mn P S Fe

0.072 0.01 1.33 0.024 0.004 Bal.

980 MPa 
steel

C Si Mn P S Fe

0.065 0.076 2.4 0.023 0.004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base materials in 
this study (wt. %) 

Induction coil arrangement

① Distance from tool to heating coil 20 mm

② Distance from material to heating coil 2 mm

ToolTool Heating coil

Material

①

②

Fig. 1 Setup for induction preheating

Coil (60 mm * 8 mm)
Ferrite sheet

         (a) Side view    (b) Bottom view

Fig. 2 Induction heating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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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부분을 열하는 효과를 가진다.

  고주  유도가열 특성을 평가하기 한 실험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 다. 용 부

의 경도측정과 단면 찰을 하여 용 선의 심에서 시

편을 채취 하 다. 경도는 시편 두께 심에서 수평방향

으로 시험하  9.8 N, 하 유지시간 10 , 측정 간격 

0.3 mm로 총 15 mm구간의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 다.

3. 고주  가열 성능평가

  실험에 사용한 고주  가열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먼  이동없이 코일을 고정한 상태에서 출력을 

1.0 kW에서 6.0 kW까지 가변하면서 코일 바로 아래

쪽 모재의 온도를 측정하 다. 이 실험은 FSSW을 

한 열 특성을 평가하거나 FSW 공정에서 툴이 삽입

되는 시기에 모재가 받는 온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실험에서 고주  가열기는 3 간 작동되었

으며, 고주  가열기의 출력에 따라 최  도달 온도는 

Fig. 3과 같이 74도에서 674도까지 변하 다.

  FSW공정에서 인라인 열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고

주  코일을 10 mm/s에서 14 mm/s의 속도로 정속으

로 이송하면서 정상화된 상태의 온도를 기록하 다 (Fig. 

4). 출력 6 kW, 이송속도 10 mm/s일 경우 고주 가

열만으로도 가열온도가 철강재의 항복강도가 하가 시

작되는 400도 이상으로 상승함을 확인하 다18).

4. 용 결과

4.1 용 부 형상  물성 

  440 MPa 강을 상으로 툴 회 속도를 400 rpm

으로 고정하고 용 속도에 따른 비드 형상  인장강도

를 측정하 다(Fig. 5). FSW 단독 실험에서는 용 속

도 6 mm/s ~10 mm/s 범 에서 양호한 용 이 가

능하 고 인장시험에서 모재 단이 발생하 다. 그러

나 12 mm/s의 용 속도에서는 터  결함이 발생하면

서 양호한 용 이 되지 못하 고, 인장 시험에서 용

부 단이 발생하 다. 4 kW의 고주  가열을 부가

으로 용한 하이 리드 FSW 실험에서는 10 mm/s ~ 

14 mm/s의 용  속도에서 양호한 용 비드의 형성이 

가능하 으며, 인장시험에서 모재 단이 발생하 다. 

용 속도 16 mm/s에서는 터  결함이 발생하 고, 인

장시험에서 용 부 단이 발생하 다.

   

 (a) Example of therm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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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d temperature for stationary induction 
coil (base metal: 440 MPa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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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temperature for moving induction coil  
(base metal: 440 MPa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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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가하

  440 MPa 강에 해 툴 회 속도 400 rpm, 용 속

도 6 mm/s에서 마찰교반용 을 단독  4 kW 고주

 가열과 함께 실시하면서 인가되는 하 을 Fig. 6와 

같이 측정하 다. 마찰교반용 을 단독으로 용할 경

우 기 하  15.6 kN에서 서서히 하 이 감소하여 

용  마지막 구간에서는 15.1 kN의 하 이 측정되었

다. 그러나 하이 리드 FSW에서는 기 삽입 후에 

11.6 kN의 하 이 측정되었으나 약 5  이후 서서히 

하 이 감소하여 7.5 kN의 하 에서 안정화되어 용

이 종료되었다. 용 툴 보다 선행하는 고주  가열시스

템은 툴의 삽입  일시정지시간동안 모재를 열함으

로써 열 연화를 통해 체 인 하 감소에 기여한 것

으로 단된다.

4.3 경도분포

  용 공정에서 부가열원을 용할 경우 일반 으로 냉

각속도를 낮춰 균열을 감할 수 있지만 냉각속도 하

가 용 부 연화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

하기 하여 440 MPa 강과 980 MPa 강에 단독 

FSW  하이 리드 FSW를 실시하고 경도 분포를 비

교하 다. 이 때, 툴 회 속도와 고주  가열출력은 각

각 400 rpm과 4 kW이었다. 용 속도는 440 MPa 강

과 980 MPa 강에 해 각각 10 mm/s와 8 mm/s이

다. Fig. 7a과 같이 440 MPa 강은 용 부의 경화가 

발생하 으며, HFSW의 경우 용 부의 경도가 단독 

FSW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모재보다 높은 

경도를 확인하 으며 열 향부에서 연화가 찰되지 않

아 HFSW에 의한 합강도 하가 상되지 않는다. 

Fig. 7b와 같이 980 MPa 강은 용 부에서 경화가 더 

심하게 발생하 으나 소재가 충분한 경화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 FSW와 하이 리드 FSW에서 거의 

동일한 용 부 경도가 확인되었다. 한 단독과 하이

Travel 
speed

(mm/s)
Bead appearance Cross-section 

Tensile 
strength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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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4

(a) FSW

Travel 
speed

(mm/s)
Bead appearance Cross-section 

Tensile 
strength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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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ing side A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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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46

16 119

(b) Hybrid FSW

Fig. 5 Bead shapes and tensile strength of welded spe- 
cimens (base metal: 440 MPa steel, tool rotation 
speed: 400 rpm, induction heating: 4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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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load during FSW (base metal: 440 MPa 
steel, tool rotation speed: 400 rpm, travel speed: 6 
mm/s, induction heating: 4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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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FSW용 부에 해 거의 동일한 열 향부 크기 

 연화도가 확인되어 고주  가열을 하는 경우에는 단

독 FSW에 비해 합강도 하가 상되지 않는다.

5. 결    론

  인라인 고주  유도가열을 마찰교반용  공정에 용

하는 기법에 한 특성평가를 하여 440 MPa 강과 

980 MPa 강을 상으로 HFSW 공정에 한 기  연

구를 수행하 다. 고주  유도가열 장치의 열효과를 

먼  정량화하 으며, 단독 FSW 기법과 하이 리드 FSW 

기법의 실험결과에 하여 유효공정속도, 인장강도, 인

가하 , 용 부 단면 경도분포를 통하여 비교하 으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정지조건에서 고주  유도가열장치는 4 kW 출력에

서 3  이내에, 이송조건에서는 6 kW 출력, 10 mm/s 

이송속도에서 시편 표면온도 400도를 달성하 다. 정

지  이송조건에서의 재료표면온도는 출력에 비례하

으며, 이송조건에서는 이송속도에 반비례 하 다.

  2) 440 MPa 강에 해 동일한 공정 조건에서 단독 

FSW 기법의 최  용 가능속도는 10 mm/s로 확인되

었으며 4 kW 고주  가열을 이용한 HFSW 기법의 경

우 14 mm/s로 확인되었다. 용 부의 인장강도는 유사한 

수 을 기록하 으며, 용 속도  기법에 따른 경향성

은 확인 되지 않았다. 최  용  속도 기 으로 HFSW 

기법은 약 40% 수 의 공정 속도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3) 440 MPa 강에 해 동일한 공정 조건에서 4 kW 

고주  가열을 이용한 HFSW 기법의 최  인가하 은 

단독 FSW 기법 비 약 26% 감소된 최  인가하 을 

기록하 다.

  4) 두 기법에 해서 440 MPa 강의 단면경도분포는 

HFSW 용 부에서 반 으로 약간 낮은 경도를 가지

나 모재 보다 높은 경도를 확인하 다. 980 MPa 강재

에 해서는 두 공정의 단면경도분포에서 유의한 차이

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철강재에 해 고주  유도가열 마찰교반용  기법은 

기존의 마찰교반용  기법 비 동등한 수 의 용 부 

품질을 확보하면서 낮은 인가하  조건에서 용 속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라인 방식의 용을 한 추가 인 공간의 확

보가 필요하며 곡선형태의 용 선에 한 용이 어렵

다. 이러한 단 은 고주  유도가열 장치가 용 툴과 

동축으로 구성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동축 고주  

유도가열 장치는 링 형태의 코어를 코일로 감싸고 용

툴 반경의 외측에 장착된다. 이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확인한 인라인 방식의 고주  유도가열 장

치의 장 을 취함과 동시에 공정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FSW 공정에 한 동축 고주  유도가열 방식에 

한 연구결과는 차기 논문에서 서술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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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3D 린  기술이라 리 알려진 층가공기술

(AM : Additive Manufacturing)이 례 없이 주목

받고 있는데 재료를 자르거나 깎는 방식의 통 인 생산 

방식인 삭가공(SM : Subtractive Manufacturing)

과는 달리 3D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폴리머, 세라믹, 

속 재료를 경화, 소결, 용융 등을 통하여 3차원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층 제조는 복잡한 형상을 쉽게 제

작할 수 있고, 소재를 감할 수 있어 제조 장에서 그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가의 속 소재를 사

용한 층 제조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속 소재를 이용한 층 제조에 활용되는 메탈 3D 린

터는 PBF(Powder Bed Fusion)방식과 DED (Direct 

Energy Deposition) 방식으로 나뉜다. PBF는 비교

 정 하고 제조형상이 복합한 경우에 유리하지만 강

도와 형부품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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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looks into the significant effects of laser beam spot size in the directed energy deposition of 
SUS316L stainless steel, to determine optimal conditions. In the paper, the beam spot size was varied and 
measured by adjusting the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focal point. The experimental test results, specifically 
optical microscope images, showed that the cross-sectional view of the deposited layer was clearly different 
when the focal length was changed. Also, the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other process parameters such 
as laser power output, powder feeding rate and gas feeding rate on the directed energy deposition process. 
An experimental test showed that feeding powder loss was increased when the gas feeding rate and powder 
feeding rate were increased. This paper also includes experimental test results showing that the dilution ratio 
and heat-affected zone rely on the laser power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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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용융하여 층하는 DED 방식은 PBF 공정에 비

해 강도와 형부품 제작이 용이하여 최근 련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속 층 제조 제품의 응용 분야는 크게 형, 의

료, 자동차, 우주항공, 자기기 등으로 나  수 있다. 

특히 재 냉각 채 을 포함한 사출성형용 형 제작에 

리 활용되고 있으며, 의료분야는 개인 맞춤형 의료기

기 제작이 확 되고 있기에 향후 그 활용이 확 될 것

으로 상되고 있다4-6).

  속 분말을 이용하여 층 제조된 부품  모듈이 

보다 범 하게 활용되기 해서는 제조 과정의 신뢰

성과 재 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

지 3D 린터를 이용한 이  층 공정에 한 세부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변수  작

업거리(Working Distance) 변화에 따른 이  스팟 

사이즈를 조 하여 단면 특성을 연구하 으며 이를 통

해 DED 공정에 합한 이  스팟 사이즈를 제시하

고자 한다.

2. 실험 재료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는 가스분사로 제조된 45 ~ 150 ㎛ 크기

의 속분말 (SUS316L)을 사용하 다. SUS316L은 

극 탄소강으로 고온강도  용 한 상태에서 내입계 

내식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소재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  공정변수에 따른 층 단면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

다. 실험에 사용된 기 은 탄소강(S45C) 소재이며, 크

기는 W100 × D50 × H10 (mm)이다.

2.2 실험 방법

  직 용착 층 로  장치(DED Robot System, OR 

Laser, 독일)를 사용하여 이  스팟 사이즈  층 

공정 변수에 따른 실험을 실시하 다. 

  먼 , 이  작업 거리(2~31 mm) 변화에 따른 스

팟 사이즈를 분석하 으며, 스팟 사이즈에 따른 층 

실험은 속분말이 층 가능한 작업 거리(7~24 mm)

로 한정하 다. 그 외 변수는 1070nm 역의 이  

출력, 분말 공  속도, 가스 공  속도로 Table 1, 2에 

나타내었다. 실험 장치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이  헤드부의 학계 조 을 통한 스팟 

사이즈 변화 찰은 극히 제한 이기에 작업거리 조

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 다.(Fig. 2)

  층 가공물은 학 미경 (IX70, OLYMPUS, 일

본)으로 표면  단면 찰을 하 으며, 이를 통해 

이  스팟 사이즈  층 단면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

다8).

Method
Parameter Laser deposition 

Working distance 7 ~ 24 mm

Laser output power 500 W

Powder feeding rate 3 g/min

Gas feeding rate 3  /min

Table 2  Laser deposition according to process parameter

Method
Parameter Laser deposition

Working distance 16 mm

Laser output power 500, 700, 900 W

Powder feeding rate 3, 6, 9 g/min

Gas feeding rate 2, 4, 6, 8  /min

Fig. 1 Direct energy deposition(DED) robot system

Working distance 

Laser head

Substrate

Fig. 2 Working distance of SKM DCAM software7)

Table 1  Laser deposition according to working distance



신성선․이종훈․김성욱․황 호․김 덕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7, No. 5, 2019510

3. 실험 결과  고찰

3.1 작업거리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  

  속분말 이  층 시 이  출력, 가스 공  속

도 등과 같은 공정 변수들은 층물의 높이  폭 변화

에 향을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직 용착 층 로  

장치에서 이  작업 거리 변화가 스팟 사이즈  

층 단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와 같은 실제 자  빔은 평면 나 구면  형

태와는 특성이 매우 다르며, 실제 빔 형태와 유사한 가

우스 빔으로 모형화하여 사용한다9). 가우스 빔의 특징

은 Fig. 3에서 보듯이 W(z):가우스 빔 폭, W0:빔 웨

이스트, b:  심도로 나타낸다10). 여기서, 이  빔 

사이즈는 빔 웨이스트에 2배가 되고,  심도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디포커스 구간으로 간주 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가우시안 빔 특성을 갖는 원을 사

용하 으며, Fig. 4에서 보듯이  구간과 디포커스 

구간에 차이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  작업 거리 변화에 따른 스팟 사이

즈 변화를 Fig. 5에서 나타내었으며, 작업 거리 변화에 

따라 각각의 스팟 사이즈를 형성하는 구간이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속 분말 층 실험에서는 그림 Fig. 6에서 볼 수 있

듯이 분말 공  거리 제한으로 인하여 작업 거리를 7~ 

24mm로 한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다음으로는 이  작업 거리 변화에 따른 속분말 

층 단면  높이 변화를 분석 하 다.

  작업 거리 변화에 따른 속 분말 층 실험에서는 그

림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층 높이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3.2 작업거리 변화에 따른 실험 고찰
  

  이  작업 거리 변화에 따른 스팟 사이즈 크기 그래

를 Fig. 8에서 나타내었으며, 작업 거리가 2~19 mm

까지는  구간이 형성되고, 그 외에 20~24 mm 구

간에서는 디포커스 구간이 형성 되었다.

  다음으로는 속 분말 층은 Fig. 10에서 보듯이 작

업거리 10~22mm일 때 이루어 졌으며, 그 외의 역

에서는 열 향부만 형성 되었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b

W0 W0

W(z)

ZR

Zθ

Fig. 3 Description of gaussian beam

(a)  (b)

Fig. 4 Surface of spot (a) Focus, (b) Defocus

Division Working distance

Spot
surface

2 mm 3 mm 4 mm 5 mm 6 mm

7 mm 8 mm 9 mm 10 mm 11 mm

12 mm 13 mm 14 mm 15 mm 16 mm

17 mm 18 mm 19 mm 20 mm 21 mm

22 mm 23 mm 24 mm 25 mm 26 mm

27 mm 28 mm 29 mm 30 mm 31 mm

Fig. 5 Surface of spot according to working distance

Powder feeding distance 

Fig. 6 Powder feeding distance image of direct energy 
deposition(DED) robo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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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구간이 아닌 디포커스 구간에서도 층이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희석률은 모재와 층된 속분말 사이의 혼합 비율

로 정의되며,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11).

   

    


×  ≈ 


×      (1)

여기서, ac : 기  표면 상부 층 면 , hc : 높이, wc : 폭, 

amix : 기  표면 하부 혼합 면 , hmix : 높이를 나타낸다. 

(Fig. 8)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작업 거리 변화에 따른 

표면  단면 분석 데이터를 식(1)에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희석률이 

낮은 범 는 14~16mm이며(Fig. 10(a), 희석률 높

이가 낮고 층 높이가 높은 16mm가 가장 합한 것

으로 단된다.(Fig. 10(b))

3.3 공정 변수에 따른 실험 결과  

  속분말(SUS316L)에 한 층 공정 변수별로 단

면 특성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에 그림에서 보듯이 공정 변수에 따른 층 실험에 

서는 분말 공  속도가 증가 할수록 층 높이가 높아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이  출력 증가에 

Deposition 
layer

Working distance

Cross-
section

7 mm 8 mm 9 mm

10 mm 11 mm 12 mm

13 mm 14 mm 15 mm

16 mm 17 mm 18 mm

19 mm 20 mm 21 mm

22 mm 23 mm 24 mm

Fig. 7  Deposition layer cross-section according to work-
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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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hematic view of the cross section of a clad 
track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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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열 향부  희석률의 높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4 공정 변수에 따른 실험 고찰  

  속분말(SUS316L)에 한 층 공정 변수에 따른 

희석률을 Fig. 12에 그래 로 나타내었다. 

  분말 공  속도 3g/min의 경우 모든 이  출력에

서 용융풀이 형성되는 에 지로 균일하게 층 되었으

며, 단면에서 보듯이 모재와의 희석률은 높으나 층 

높이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500W의 경우 가스 공  

속도가 증가할수록 층 높이가 감소하며 희석률은 증가 

하 다. 700W와 900W 경우 층 높이가 6/min까지

는 감소하다가 8/min에서 증가하 으며, 희석률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이  출력 비 분말 

공 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분말 공  속도 6g/min의 경우 단면에서 보듯이 모

든 이  출력에서 모재와 희석률  층 높이가 균일

하게 층 되었다. 500W 경우 6/min이상의 가스 공  

속도에서 층 높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700W는 

6/min 이상에서는 더 이상 층 높이가 증가 하지 않

고 분말 소모량만 증가하 으며, 900W는 8/min까지 

층 높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즉 900W 경우에

는 분말 공 량이 이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Laser 
output

Deposition 
layer

Gas feeding rate

2 ℓ/min 4 ℓ/min 6 ℓ/min 8 ℓ/min

500 W
Cross-
section

700 W
Cross-
section

900 W
Cross-
section

(a)

Laser 
output

Deposition 
layer

Gas feeding rate
2 ℓ/min 4 ℓ/min 6 ℓ/min 8 ℓ/min

500 W
Cross-
section

700 W
Cross-
section

900 W
Cross-
section

(b)

Laser 
output

Deposition 
layer

Gas feeding rate
2 ℓ/min 4 ℓ/min 6 ℓ/min 8 ℓ/min

500 W
Cross-
section

700 W
Cross-
section

900 W
Cross-
section

(c)

Fig. 11 Cross-section of deposition layer according to 
powder feeding rate (a) 3 g/min, (b) 6 g/min, (c) 
9 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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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ilution of deposition layer according to powder 
feeding rate (a) 3 g/min, (b) 6 g/min, (c) 9 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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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분말 공  속도 9g/min의 경우 단면에서 보듯이 모

든 이  출력에서 모재와 희석률 비 층 높이가 

증가 되었다. 500W와 700W 경우 6/min이상의 가

스 공  속도에서 층 높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분말 소모량 증가와 가스 소모량만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900W는 8/min까지 층 높이가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한, 4/min는 단면에서 보듯이 

층 높이가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4. 결    론

  이  스팟 사이즈  층 공정 변수에 따른 속

분말 층 제조 실험 결과, 공정 변수(작업 거리, 이

 출력, 가스 공  속도, 분말 공  속도) 변화가 모

재와 층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팟 사이즈 변화에 따른 포커스  디포커스 

역에 동일한 공정변수로 층한 결과 열 향부, 희석

률에 큰 차이를 보 으며, 이는 각각에 해 최 화 된 

공정 변수 도출이 요구된다.

  2) 작업거리 변화에 따른 층 샘  단면을 분석한 결

과 층 높이가 높고  희석률이 낮은 작업거리 16mm가 

가장 합하 다.

  3) 이  출력에 따라 층 샘  단면에서 층 높이 

 희석률 차이가 나타났으며, 희석률과 층 높이를 

고려한다면 500 W가 가장 효율 이다.

  4) 분말 공  속도가 증가 할수록 층 높이 증가 하

지만 분말 투입 비 층 효율 측면에서는 분말 소모량

이 은 6g/min가 합하 다.

  5) 가스 공  속도가 증가 할수록 층 높이 감소하

으며, 2~4/min의 층 높이가 비슷하 고, 층 효

율을 감안한다면 2/min가 최 의 조건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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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납부 

   우리은행 025-079710-01-001, 대한용접접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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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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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사무실 이전 집들이 행사 개최

  우리 학회가 9월 25일 사무실을 강남 과총 한국과

학기술회관에서 여의도로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다. 

  여의도 사무실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소유 사무

실로 학회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간 

임대 조건으로 용접조합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맺었다.  

  사무실 이전 집들이 행사는 10월 17일(목) 오후 4시

에 개최되었다.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참석자 사진 촬영과 환담

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에 학회에서는 장웅성 전임회

장, 백응율 회장, 김종도 수석부회장, 김유찬 사업부

회장, 장경호 국제부회장, 최광 감사가 참석하였고 

용접조합에서 최기갑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김영식 전임회장과 최기갑 용접조합이사장, 

김유찬 사업부회장이 화분을 보내주었고 장웅성 전

임회장이 금일봉으로 사무실 이전을 축하해 주었다.

용접접합 용어사전 개정증보판 발간 및 판매 안내

  우리 학회가 용접접합 용어사전 3차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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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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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용접 접합기술의 진보에 맞추어 꾸준히 새로운 기술용어를 도입 및 발굴하고 

이를 학계와 산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표준화된 우리의 기술용어 사용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증보판는 기존의 용어를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

였고 새로운 용어를 확충하였으며 용접 접합기술 분야에서 새로이 각광받고 있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마이크로 접합 및 패키징 분야에 대한 기술용어를 새롭게 추

가하여 내용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 판매가 : 60,000원, A4/500면, 구입 및 문의처 : 학회사무국, 02-538-6511∼2

대한용접접합학회지(JWJ) 학회지 구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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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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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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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온라인 학회지 게재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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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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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23 산정빌딩 304호

이전일자 2019년 9월 25일(수)

연락처 02-538-6511, 2 ※ 변경 없이 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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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원사와 찬조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회지를 책자로 보내드리고, 게재논문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도록 이메

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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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지(책자) 구독료 신청 : 학회 사무국, 02-538-6511, 6512, kws@kwjs.or.kr

제245차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9년 7월 17일(수) 16:00-18:00

•장  소 : 충주폴리텍대학 대학본부 2층 회의실

•참석자 : 백응률, 김종도, 김유찬, 장경호, 정승부, 조정호, 박영도, 박기영, 이유철, 한상배, 박태원, 서  정, 오동수, 

유회수, 이목영

•감  사 : 김숙환, 최  광

•위  임 : 이해우, 박노근, 김명현, 송상우, 문형순, 강남현, 기형선, 김성욱, 홍현욱, 안규백, 김성종, 남성길, 정상훈, 

길  웅, 이정수, 박정웅, 최해운, 한명수, 최준태, 정유동, 김용덕, 계명재, 서성호, 정홍철, 박현성, 박철규 

 주요 안건보고 

1. 회장단 충주폴리텍대학 방문 및 학장 면담 

   1) 일시 : 2019. 7. 17(수) 오후 15:00 

   2) 참석자(6명) : 백응율, 김종도, 김유찬, 장경호, 조정호, 오동수

   3) 방문선물 : 편람 선물용 2세트, 용어사전 2권 기증

2. 학회사무실 용접조합 소유 여의도 사무실 이전 : 2019. 9. 30(월) - 10. 4(금) 중 

3. 2019년도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 선정 : 윤정원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2020년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신입회원 후보자 추천 : 조정호 교수(충북대 기계공학과) 

5. 국제웰즈 I.W.S기술혁신상 포상기금 300만원 출연 중단 

6. 2019년도 학회상 포상기금 출연 

   1) 고려용접봉 : KISWEL AWARD, 1,000만원 (11월 납부)

   2) 모니텍(주) : 모니텍 학술상, 500만원 (9월 납부)

7. 2019 춘계 학술대회개최 홍보 동영상 유투브 게재 : https://youtu.be/R1ifuc_o3ws 

8. 2019 춘계 학술대회 개최 결과 인터넷 언론매체 2개사 2019. 5. 24일자 보도

9. 2019 춘계 학술대회 개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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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원사 : 조선선재, 포항금속소재진흥원, 성우하이텍, 고려용접봉, 여수시,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3) 발표논문 : 203편 학술상/일반강연 5편, 특별세션 44편, 구두발표 85편, 포스터발표 69편)  

   4) 기기전시 참여업체 : 10개사

   5) 등록인원 : 391명 (참가자 등록 355명, 무료등록 16명, 전시참가 20명)

   6) 춘계 발표우수논문상 수상자 선정

      - 구두발표(6명) : 이창익, 이명수, 남현빈, 유동열, Md Abdul Karim, 왕진명

      - 포스터발표(12명) : 오원빈, 천주용, 정광후, 김동엽, 김지성, 김민규, 백성진, 박주헌, 박상현, 임소영, 김진혁, 임다인

   7) 춘계 학술대회 결산 : 수입 79,786,500원, 지출 45,267,990원, 행사잉여금 34,518,510원

   8) 참가자 기념품, 경품제공

      - 기념품 : 여수 돌산갓김치(1kg) 350개, 무선마우스 300개(조선선재 후원)

      - 도서상품권, 해상분수 빅오쇼 입장권 : 전시업체견학, 다수발표자 바우처상 

   9) 만찬공연 : 흥타례(퓨전 국악)

10. 학술대회 발표초록집 ISSN 번호 부여 : Online ISSN 2671-8510 (추계 초록집부터 게재)

11. 2019 COSD 지원사업비 30,990,000원 확정 및 협약 체결 

    1) 사업기간 : 2019. 5. 1 - 11. 30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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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내용 : 41종의 표준 정비(제정 2종, 개정 35종, 확인 4종)

12. 2019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NP Form 및 Working Draft 제출 : 2019. 6. 21(금)

    1) 극저온용 고Mn강 용접재료 KS 3종 New Project Form, Working Draft 제출

13. 2019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ISO TC44 SC3 Meeting 참석 : 2019. 7. 5, 베를린 DIN

    1) 참석자 : 이세창, 황희용, 이봉근(POSCO)

14. 미래 자동차 경량화 이종소재 용접접합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1) 주관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2) 참여기관 : 클래드코리아원주, 대한용접접합학회

15. 2019년도 편집이사회의 회의 : 2019. 6. 26(수) 16:00, 학회사무실

    1)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보완

    2) 2019년도 전공분야 및 특집호 담당 편집이사 보완

    3) JWJ 학술지 SCOPUS 등재신청 보완사항 검토 

    4) JWJ 학술지 투고논문 최대 심사자 포상

16. 2018년도 KCI 학술지 인용지수(KCI IF) : 0.37 

17. 2019 IIW General Assembly & International Conference 참가

    1) 일시 및 장소 : 2019. 7. 7(일) - 12(금), 슬로바카아 브라티슬라바

    2) Assembly Delegate : 백응율, 장경호, 장희석 

    3) 참가자 : 50명 (38명 외 동반자 12명 포함)

    4) 박사과정 학생참가비 지급 : 1명 (C-II, 정영철, 창원대 기계공학과) 

18. 2019 용접전문기술자(KWE/IWE) 검정 업무

    1) Board of Examiners 개최 : 2019. 6. 12(수), 한밭대 용접공학센터

    2) 기초이론시험 실시 : 2019. 6. 28(금), 11명 합격 (1차 4명, 2차 재시험 7명 합격)

19. 연구위원회, 지회 업무

    1) 연구위원장 - 회장단 후반기 정기 모임 : 2019. 8. 21(수) 15:00, 학회사무실

    2) 2019년도 고에너지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개최 : 2019. 7. 18(목) - 19(금), 지리산 한화콘도

    3) 추계 학술대회 연구위원회/지회 특별세션 개최 : 9개 세션 (연구위원회 8개, 지회 1개) 

※ 첨부 245차 이사회 회의자료 참조

 심의 및 토의 안건 의결

•신규 회원가입 승인 : 일반회원 25명 (종신회원 5명, 정회원 18명, 학생회원 2명)  

•박사과정학생 IIW연차총회 학생참가비 지원 규정 개정을 승인함

   

내  용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 박사과정 전일제 학생 - 석박사과정 전일제와 비전일제 학생

연속지원 - 기존에 참가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불가 - 기존에 참가비를 지원받은 사람도 가능

선정방법 - 춘계 IIW특별세션에서 영어 발표자

- 추계 학술대회에서 국/영문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 중에서

- 다음 연도 춘계 IIW특별세션에서 영어 발표자

지원서류 - 지원신청서(추천서 겸용)
- 지원신청서, 추천서, 연구계획서

  (2-3면 국문 또는 영문)

• JWJ 학술지 SCOPUS와 SCIE 등재지 신청 추진 계획을 승인함

1. SCOPUS와 SCIE 등재지 신청 : 2022년 4월

2. SCI/ SCIE 투고 시 최근 5년 이내에 게재된 JWJ 논문 인용에 대한 인용보상금 건당 5만원을 2022년 12월까지 지급

3. 1년간 국제지에 JWJ 게재 논문의 최대 인용자에게 1등 20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을 2022년 12월까지 지급 

4. JWJ 학술지 SCI 인용 활성화팀을 구성하여 운영 

5. 학회상 수상자 영어 Review 논문 의무사항 이행 

   1) 영어논문 투고가 어려운 수상자는 국문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

   2) 기업체 수상자는 국제 규격을 리뷰한 국문논문 1편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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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년도 수상자부터 영어 Review 논문 투고 서약서 제출 의무화

   4) 학회비용으로 초청한 외국인 발표자는 반드시 리뷰논문 투고 의무화 (IWJS, EAST-WJ 등)

6. 영어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에게 논문게재료 무료

7. 영어 초록의 전문가 교정 작업을 학회 부담으로 시행 (교정기관 KAIST 어학센터)

8. 년 2회 추진경과를 이사회에 보고 (2019년 12월부터)

9. 연간 최대 논문심사자 포상 : 1등 10만원 상품권, 2등 5만원 상품권 

10. 12월호 학회지에 2년간 발간된 논문제목을 게재하여 회원에게 안내

11. SCIE와 SCOPUS 등재지 신청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인용보상금, 인용자 수상금)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매년 500만원을 김유찬 사업부회장의 베스트에프에이에서 지원하기로 함

•기타 토의

1. 개방형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추계 학술대회에서 전시 홍보함

2. 대한용접접합학회 “실행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장 위     원

플랫폼기획위원회 이유철 박노근, 조영태, 김재성, 배규열

혁신기술기획위원회 박영도 조정호, 박노근, 정우영

학술대회 활성화 추진위원회 김명현 박영도, 송상우, 천은준, 이수진, 추가 2명 

산업안전관리 위원회 김남규 이희근, 김기혁, 추가 2명

대외협력위원회 지창욱 조정호, 오철민, 이광진

홍보기획위원회 서성호 천은준, 이광원, 김인호, 함충협, 김춘도, 송윤진

회원확대 및 관리위원회 오동수 함효식, 공현상, 박대규, 이정현, 이희덕, 탁정수, 김영주

•차기 이사회 개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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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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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서울 대구 여수
충주

(폴리텍)
거제

(대우조선해양)
대구

창원

(베스트에프에이)

   ※ 2019 추계 학술발표대회/ 8th EAST-WJ Symposium : 2019. 11. 21(목) - 22(금), 대구

   ※ 32nd AWF Meeting : 2019. 10. 23(수) - 25(금), 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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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친환경 선박용 고합  스테인리스강 시장 공략 *

  포스코가  세계 선박에 한 새로운 환경기 의 시

행에 앞서 탈황설비(SOx Scrubber)에 필수 인 고합

 스테인리스강 양산체제를 갖추고 매확 에 본격 

나섰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IMO 

2020’은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박 배출가스 환경 

규제로,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율을 행 ‘3.5% 미

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추거나, 이에 하는 감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IMO 2020을 만족하는 방법

으로는 탈황설비 설치, 유황연료 사용, LNG연료 

체 등이 있다. 이  선박용 탈황설비는 고유황연료유

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을 90%가량 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 고유황연료유(HSFO, High- 

Sulfur Fuel Oil)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이 

있어 올해부터 5년간 1만 2천 척 이상의 선박에 용

될 것으로 망된다. 동사는 지난해부터 본격 으로 

매, 품질, 생산, 연구소 등  분야의 문가들로 구성된 

CFT(Cross Functional Team)를 만들고, 올해  

탈황설비용 고합  스테인리스 강재인 ‘S31254’강 양

산에 성공해 공업 워시스템, 강림 공업, STI 등 

국내 탈황설비 설계  제작사들에게 공 하고 있다. 

탈황설비 강재는 통상 몰리 데넘이 6% 이상 함유된

‘6Mo(6몰리)’강을 사용하는데, 동사가 개발한‘S31254’

강 역시 6Mo강  하나로 동사의 월드톱 리미엄

(World Top Premium) 제품이다. 지난해까지 탈황설

비용 강재는 소수의 해외제철소에서만 생산되어 국내 

고객사들이 수 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동사가 국산화

함으로써 8개월 이상의 긴 납기가 단축되고 가격에 

한 부담이 어 안정 인 소재 수 이 가능해졌다. 

한 동사는 고합  스테인리스 강재 사용 경험이 은 

고객사들을 해 용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용 기술은 원가에 가장 큰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최

종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동사는 ‘S31254’강

에 최 화된 조건의 용  기술, 용  재료 등을 악하

고 고객사를 수시로 찾아 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공업

* 포스코와 손잡고 소재 국산화 나서 *
 

  공업그룹이 포스코와 함께 LNG추진선용 연료

탱크의 소재 국산화에 나선다. 동사그룹은 최근 18만톤

 LNG추진선용 연료탱크(모델명:하이식스『Hi-CIX』)

에 포스코의 9%니 강을 용해 극 온탱크의 핵심 

소재 국산화와 공  안정화를 구축할 수 있게 다고 

밝혔다. 지 까지 동사그룹은 해외 철강사로부터 9%니

강을 공 받았지만,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핵심 소재

의 국산화율을 차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9%니 강

은 극 온(-163도) 환경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충격 인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재이다. 특히 동사그룹은 지난

해 미포조선이 건조한 LNG이 연료 추진선에 포

스코가 자체 개발한 ‘고망가니즈강(High Manganese 

Steel)’ 소재의 연료탱크를 용하는 등 소재 국산화를 

해 력해왔다. 동사그룹은 선종에 따라 최 의 형태

로 탑재될 수 있도록 다양한 LNG연료탱크 모델을 보

유하고 있다. 이번에 탑재되는 하이식스는 원통 모양

(Type-C)으로 주로 벌크선, 유조선 등의 갑  에 

장착된다. 동사 계자는 “LNG탱크의 설계부터 소재 

수 , 제작까지  과정을 국산화하는 사례라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내 업체들과 지속 으로 력하여 

친환경선박 시장에서 함께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회원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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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 친환경 도로포장재 상용화 결실 *
  

  제철이 기로 슬래그를 이용한 친환경 도로포장

재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지난 2016년 기로 슬래그

를 재활용한 아스콘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동사는 국

내 1  아스콘 업체 SG와 ‘슬래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술사용 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은 동사

가 출원한 ‘산화슬래그를 이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특

허등록 제10-1837857호)에 한 용실시권 약으

로 향후 동사와 SG는 슬래그 아스콘 사업을 본격 으

로 확  추진할 계획이다. 기로 슬래그는 기로에서 

고철을 녹일 때 사용되는 석회석의 부산물로 지 까지 

건설토목용으로만 사용되었으나 제철의 기술개발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체제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이

미 미국․EU에서는 슬래그를 도로 포장의 골재로 보

편 으로 사용(미국 51%, 유럽 46%) 하고 있으며, 

슬래그를 활용한 아스콘 제품은 기존 천연골재와 비교

해 고강도․고내구성을 지닌 리미엄 소재로 인정받고 

있다. 동사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열 등

을 원료나 에 지로 재사용하는 사업을 지속 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슬래그 아스콘 상용화는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모

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삼성 공업

* MISC社로부터 LNG선 2척 수주 *
  

  삼성 공업이 말 이시아 선사인 MISC로부터 174,000

㎥  LNG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

은 美 오일 메이  엑슨모빌(ExxonMobil)이 생산하

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운송할 정으로, 가장 최신

의 멤 인(MarkⅢ Flex PLUS) 타입 화물창에 재

액화 장치가 장착돼 가스 증발률이 낮고 질소산화물 

감장치(SCR)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용으

로 친환경 규제에 합하다. 한, 동사가 독자 개발한 

스마트십 솔루션 에스베슬(SVESSEL)이 탑재돼, 연료 

소모를 일 수 있는 최  운항(항로) 계획도 자동으로 

수립하는 등 선박의 경제 이고 안 한 운항이 가능하

다. 동사 계자는 “주력 LNG운반선 사양(MarkⅢ 화

물창, X-DF 이 연료엔진)과 품질에 한 시장의 신

뢰가 높다”면서, “기술  강 을 활용해 LNG운반선 수

주를 확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 다.

우조선해양

* 3,000톤  잠수함․LNG선 등 1조 5,600억원 
규모 수주 *

    

  우조선해양이 한민국 해군의 최신  잠수함과 

LNG운반선 등 1조 5,600억원 상당의 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동사는 방 사업청과 3,000톤  잠수함 장

보고-III 2차사업 선도함의 설계  건조사업을 1조 

1,130억원에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LNG운반선 2척도 수주했다. 

이날 수주한 잠수함 포함 선박 3척의 총 계약 액은 

약 1조 5,600억원에 달한다. 동사는 지난 2012년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장보고-III 1차사업을 수주해 

재 2척의 잠수함을 건조 에 있으며, 2016년에는 이

번에 수주한 잠수함의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해 지난해 

말 성공 으로 완료했다. 이번 2차사업은 다양한 안보

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한 해군 핵심 력인 최

신  3,000톤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

으로, 1차사업보다 수 작 능력과 무장능력이 한 단계 

더 발 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

다. 특히, 1차사업 비 축 지 체계를 개선하여 수

작  지속능력과 고속기동 지속시간이 늘어났다.  

투체계  소나체계가 개선되어 작 운용능력도 큰 폭

으로 향상 다. 이와 함께 주요 장비에 한 국산화 연

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어, 이번 2차사업은 국산화율이 

80% 이상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이번에 수주

한 LNG운반선은 174,000㎥  형 LNG운반선으로 

동사가 자랑하는 천연가스 추진엔진(ME-GI)과 완 재

액화시스템 FRS(Full Re-liquefaction System)가 

탑재돼 기존 LNG운반선 비 연료효율은 30%가량 

높아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30%이상 낮출 수 있는 

친환경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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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공업

* 발 용 형 가스터빈 국산화 ‘ 앞’ *
  

  한민국 최 의 발 용 형 가스터빈 독자모델이 

당당한 용을 드러냈다. 두산 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와 한국에 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국책과제로 개

발 인 ‘발 용 형 가스터빈’ 도품의 최종조립 행

사를 창원 본사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재 제조 공정

율 약 95% 수 으로 연내 사내 성능시험에 돌입할 

정이다. 시험에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이

탈리아와 함께 발 용 형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5

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동사는 지난 2013년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표  가스터빈 모델 개발 국책과

제에 주도 으로 참여했다. 그 동안 해외 제품에 의존

했던 발 용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목 으로 실시한 과

제다. 사업 추진을 해 정부가 약 600억원을 투자했

고 동사도 자체 으로 총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이다. 이번 국책과제에는 동사와 함께 21개의 

국내 학, 4개의 정부 출연연구소, 13개의 소/ 견

기업과 발 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산․학․연 력

을 통한 기술개발의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발

용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최신 가스터빈의 

경우 핵심 기술은 1500℃ 이상의 가혹한 운 조건에서 

지속 으로 견디는 ‘ 내열 합  소재 기술’ 복잡한 형

상의 고온용 부품을 구 하는 ‘정  주조 기술’ 량의 공

기를 24:1(최신 압축기 모델 기 )까지 압축하는 ‘축

류형 압축기 기술’ 배출가스를 최소화하는 ‘연소기 기술’ 

압축기/연소기/터빈의 핵심 구성품을 조합시키는 ‘시스

템 인테그 이션 기술’이 조화된 최고 난이도 기계기술

의 복합체다. 동사가 개발한 DGT6-300H S1 모델은 

출력 270MW, 복합발 효율 60% 이상의 용량, 고

효율 가스터빈이다. 부품 수만 40,000여개에 이른다. 

가스터빈 내부에 450개가 넘는 블 이드(날개)가 있는

데 블 이드 1개 가격이 형차 1  가격과 맞먹는다. 

한 가스발 (LNG)의 미세먼지(PM 2.5) 배출은 

석탄발 의 8분의 1, 직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

화물 등의 기오염물질은 석탄발 의 3분의 1 이하 

수 으로 친환경 운 이 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

* 국내 최  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사업 착수 *

  한국수력원자력이 자동차그룹(이하 차) 본사

에서 차와‘ 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에 지

장장치)사업 공동개발 업무 약(MOU)’을 체결했다. 환

경부에 따르면 국내 기차 보 수는 지난해 말 

기 으로 약 5.7만 이며, 2022년까지 43만  보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기차 보 이 늘면서 배터

리 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기차 폐배터리 성능평가나 재활용 방안에 특별한 기

이 없는 상태다. 이에 기차 폐배터리의 사회·환경  

문제가 두되고 있다. 동사는 국내 최 로 시도하는 

이 사업을 통해 기차에서 사용한 배터리를 회수, 성

능평가를 통해 배터리를 선별해 ESS 용도로 재활용하

는 ‘친환경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차 폐

배터리 성능진단기술을 통해 70~80% 이상의 동일 등

만으로 ESS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미달 배터리는 

니 , 망간 등 경제  가치를 지닌 속을 회수해 재활

용한다는 방침이다. ESS는 력을 장했다가 력이 

필요할 때 공 할 수 있는 장치로, 발 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  등 재생에 지와 연계시 시 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해 동사와 차는 양사가 공동 추진

인 울산 차 태양 사업과 연계, 2020년까지 약 

8.5억원을 투자해 2MWh ESS에 한 실증 분석과 

사업성을 검증할 정이다. 이후 10MWh 상업용모델

로 확 하고 한수원이 추진하는 규모 재생에 지사업

과 연계해 2030년까지 약 3GWh 규모의 폐배터리 재

활용 ESS를 보 한다는 계획이다.

한 KPS

* 국가 산업기술 뿌리인력 1,000명 육성 출범 *
  

  발 설비정비 문회사인 한 KPS가 국가 산업발

의 기반이 될 차세  기술명장 육성에 나선다. 동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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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주 남 신도시( 남 나주시 소재)에 

치한 본사 신홀에서 동사 계자와 마이스터고 계

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 KPS-패러데이 스쿨 공동운 ’

에 한 약을 체결하고 기술명장 육성 로그램을 본

격 가동했다. ‘패러데이 스쿨’은 동사의 보유역량을 활

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상으로 장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로그램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습교

육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장 

응력을 배양함으로써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될 것으로 기 된다.

  이번 출범식에서 체결한 약은 마이스터고 상 △

발 정비분야 장기술교육 시행 △발 정비분야 교사

직무연수과정 운  △불용 발 설비 실습기자재 지원 

△우수·취약계층 학생 학업장려  지원 등을 주요 골자

로 하고 있으며, 차세  기술명장 1,000명 육성을 목

표로 지속 인 사업운 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선

* 이알엔지니어링 LNG 연료 추진 인선에 
기본 인증 부여 *

  한국선 은 9월 6일 ㈜ 이알엔지니어링이 개발에 참

여 인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 인선에 

하여 기본 인증(AIP, Approval in Principle)을 부

여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선박은 2019년도 해양산

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가 주도하

는 ‘친환경 5000마력  LNG 연료 추진 인선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 이다. 이알엔지니어링이 사업의 

주 기 으로 선정되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삼

조선공업(주)와 함께 산학연계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

다. 이 선박은 △석유계 연료 비 질소·황화합물 배출

의 90%이상 감소 △LNG 연료추진선에 최 화된 선

형개발 △선형에 합한 LNG 장 탱크의 맞춤형 배

치 개발 설계 △연료가스 공 시스템의 최  배치설계 

△공법 개선을 통한 건조비용 감을 통해 기존의 LNG 

인선 건조와는 달리 비용, 고효율, 친환경에 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 AIP인증: 선박 기본설계의 합성을 검증받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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