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 38, No. 1

February, 202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ISSN 2466-2232 (Print)
ISSN 2466-2100 (Online)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www.e-jwj.org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8, No. 1
February, 2020

Inauguration Address ···············································································································J. D. Kim ···  1

Winners of Society Prize ·································································································································  2

A Review on Welding of Dissimilar Metals in Car Body Manufacturing 

 ······················································································································M. A. Karim and Y. D. Park ···  8

Effect of Post-Weld Heat Treatment Temperature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of Weld Heat-Affected Zone of Low-Alloy Steel for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 

 ·························································Y. J. Kang, S. Y. Park, C. Y. Oh, S. G. Lee and S. S. Kang ··· 24

Effect of Melting Behavior of the Coating Layer on Weldability in the Bolt Projection Resistance 

 Welding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J. H. Kim, H. U. Jun, J. Y. Cheon, Y. D. Kim and C. W. Ji ··· 33

Effect of HIP Process on Fatigue Performance for SS 316L Manufactured by PBF 

 ·······················································D. J. Oh, Y. J. Kang, G. D. Kim, S. Y. Park and S. W. Song ··· 41

Technical Issues in Fusion Welding of Reduced Activation Ferritic/Martensitic Steels for Nuclear 

 Fusion Reactors ···························S. Y. Jun, S. Y. Im, J. O. Moon, C. H. Lee and H. U. Hong ··· 47

Review on Mitigation of Welding-Induced Distortion Based on FEM Analysis  

 ···································································································································C. Wu and J. W. Kim ··· 56

Effects of Electrode Face Thickness on Resistance Spot Weldability of Aluminium Allpy 6061 

 ·····················································D. C. Kim, H. G. Jo, Y. M. Kim, M. J. Kang and I. S. Hwang ··· 67

Effect of Aluminum, Nitrogen and Silicon Content on the Toughness of C-Mn Steel Weld Heat 

 Affected Zone ·······························································································H. C. Jeong and K. T. Han ··· 73

Investigation of Spindle Rotation Rate Effects on the Mechanical Behavior of Friction Stir Welded 

 Ti 4Al 2V Alloy ·································································································································M. Aali ··· 81

Repair Properties of Desulfurization Pump Parts Layers by Direct Energy Deposited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S. W. Kim, S. L. Lim and C. K. Chun ··· 92

Deformation Prediction Algorithm for Smart Manufacturing of Large Welded Structures

 ···································································································W. J. Seong, J. S. Yoo and K. H. Yun ··· 98

Notice 2020-1 : Qualification of Korean Welding Engineer(KWE) and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 

                   (IWE), 2020 ··························································································································105

News of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107

News of the Members ····································································································································119



2020년도 학회 임원

회 장 김 종 도

수석/학술부회장 장 경 호

사업부회장 서   정

기술부회장 김 유 찬

국제부회장 정 재 필

편  집   장 김 명

산학 력부회장 한 명 수

신 상 범

김 교 성

이 문 용

김 도 열

감      사 최  

황 동 수

총 무 이 사 박 환

재 무 이 사 조 태

학 술 이 사 박 도

방 희 선

홍 원 식

이 창 훈

조 원

사 업 이 사 박 기

이 유 철

송 상 우

한 상 배

정 우

기 술 이 사 이 창 우

한 기 형

정 상 훈

장 종 훈

편 집 이 사 강 남

홍 욱

김 성 욱

안 규 백

김 민

조 정 호

박 형 욱

국 제 이 사 최 해 운

이 수 진

특 임 이 사 박 노 근

이 동 경

이 은 경

유 태

장 복 수

이 지 욱

박 태 원

서 성 호

이 목

권 석 진

조 홍 석

박 성

홍 승 갑

남 성 길

김 용 덕

박 규

이 진 희

신 양 재

김 형 태

 한 용 ․  합 학 회 지 

제38권 제1호

학회장 인사 ······················································································································· 1

학회상 수상자 소개 ·········································································································· 2

A Review on Welding of Dissimilar Metals in Car Body Manufacturing 

···············································································M. A. Karim and Y. D. Park ···  8

원자로 압력용기용 합 강 용  열 향부의 기계  특성과 미세조직에 미치는 용 후

 열처리 온도의 향 ···································강용 ․박소 ․오창 ․이승건․강성식 ··· 24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 볼트 로젝션 용  시 도 층 용융 거동이 용 성에 미치는 

 향 ···························································김재훈․ 욱․천주용․김양도․지창욱 ··· 33

HIP 공정이 PBF 기반 스테인리스강 316L 층 소재의 피로 성능에 미치는 향      

 ··································································오동진․강용 ․김기동․박소 ․송상우 ··· 41

Technical Issues in Fusion Welding of Reduced Activation Ferritic/Martensitic 

 Steels for Nuclear Fusion Reactors 

 ··················S. Y. Jun, S. Y. Im, J. O. Moon, C. H. Lee and H. U. Hong ··· 47

Review on Mitigation of Welding-Induced Distortion Based on FEM Analysis  

 ··························································································C. Wu and J. W. Kim ··· 56

알루미늄 합  6061에 한 항 용 성에 미치는 극 페이스 두께의 향 

 ··································································김동철․조형근․김 민․강문진․황인성 ··· 67

Effect of Aluminum, Nitrogen and Silicon Content on the Toughness of C-Mn 

 Steel Weld Heat Affected Zone ························H. C. Jeong and K. T. Han ··· 73

Investigation of Spindle Rotation Rate Effects on the Mechanical Behavior of 

 Friction Stir Welded Ti 4Al 2V Alloy ·················································M. Aali ··· 81

직 분사 층제조 공정을 이용한 탈황 내마모 펌 부품의 보수재생 연구

 ·····························································································김성욱․임성록․천창근 ··· 92

형 용 구조물의 스마트제조를 한 변형 측 알고리즘의 활용

 ·····························································································성우제․유재석․윤 희 ··· 98

 

공고 2020-1 : 2020년도 용 문기술자(Korean Welding Engineer)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 검정 실시 ·································105

학회 소식 ························································································································107

회원사 동정 ····················································································································119



              11

신  년  사

사단법인 한용 · 합학회

회 장 김  종  도

  존경하는 한용 · 합학회 회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큰 바 에서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경자년 흰

쥐의 해에서 의미하듯 그 기운을 받으시어 회원 여러분의 만사형통하심을 진심으

로 기원합니다. 

  국내 용 기술을 확 , 발 시켜 국가경쟁력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창립된 

38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용 · 합학회의 제22  회장으로서 새해 인사를 

올리게 되어 무한한 으로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변하는 4차 산업 명은 우리 학회의 기반인 통 인 국내 제조업에도 

많은 변화와 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는 Smart Welding and Joining Community (SWJC)를 

통해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학회로 거듭나서 신산업 명 시 의 지능정보화 물결을 리드하고 용 · 합 

기술에 한 사회  인식 개선과 용 · 합인으로서의 자 심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문 학술단체로서 용 · 합 기술 련 사건, 사고 등 사회  이슈에도 극 처하여 책임감 있는 학

회로서 그 존재감과 요성을 내외 으로 리 홍보하고, 학회가 소통의 창구로서 회원과 회원사와의 

유  강화와 애로 사항을 해결해 가는 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선진 기술과 정보 교류

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심의 운 을 고집함으로써 학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춘·추계 학술발표 회와 연구 원회의 연

구발표회  지회활동을 극 리드할 것입니다. 이를 해 용 생산기술의 고도화와 융복합화, 용 안 , 

난제해결  신기술 등 세계  트 드로 자리잡은 특별세션 심의 학술강연과 문가의 청강연을 분

야별 활성화함으로써 참여 회원  학술논문 발표수의 획기 인 증 로 명실 공히 용 · 합인의 한마당 

축제가 될 것이며, 용 · 합 련 단체의 구심 이 되어 상호 력하는 통합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JWJ 논문집의 투고율 증   인용지수의 체계  리를 통해 국제지 등재에 필요한 업무를 

최우선 으로 지원하겠으며, 련 국제기구의 참여확 와 국제 력강화를 통해 우리 학회의 내외 인 

역할을 더욱 확 해 나가겠습니다. 한 용 · 합 안 교육과 리자 양성 시스템의 제도  기반구축으

로 자격훈련  자격증 수여기구로의 장기  발 계획안을 수립해 나감으로써 표 화  교육검정 업

무를 활성화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안 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객은 학회의 근간입니다.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사의 배가운동을 극 확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하

여 내실있는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회의 재정 건 성 개선사

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회 사무국의 역량 강화를 꾀하여 효율 인 운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 각처에서 묵묵히 자기소임을 다하고 있는 약 18만 용   합인과 소통하며, “내실있는 학회, 

회원이 행복한 학회, 산․학․연은 물론 기술사  기능인이 모두가 함께 하는 통합의 학회”가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변함없은 애정과 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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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학술상 
 강  봉  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강 용 수석연구원은 2001년에 인하 학교 속공학과에서 “ 탄소 용착 속의 기계 성

질  미세조직에 한 연구”을 통해 박사학 를 취득하 다. 1989년 공업 산업기술연

구소에서 용 부 피로강도 연구를 시작으로 1982년부터 지 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용 기자재  공정에 한 연구 수행을 통하여 국내 용 산업 발 에 기여하여왔다. 2003

년부터 1년간 호주 QUT에서 Research Fellow로서 근무하면서부터 시작한 지구온난화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자동차 산업분야에서의 경량소재 확 에 따른 난용 성 문제 응을 

한 연구의 일환으로 냉간 합의 일종인 자기력을 이용한 경량 동종  이종소재 합 연구에 매진하여 왔

다. 그 결과 자기력을 이용한 합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통한 성공 인 사업화  련 공정 기술을 정립하

고 이를 산업계에 목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연구실 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60여편의 논문투

고, 121회의 학술발표  23건의 특허실 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용 합학회에서 감사, 이사  용 공정

연구 원회 원장직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학회의 운 과 발 에도 기여하 다.

201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공로상 

 김  숙  환
경북테크노파크 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장

  김숙환 센터장은 1981년 충북 학교 공과 학 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학교 속공

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알루미늄 7075합 의 자빔 용 부 자연시효 거동”연구로 1984

년 석사학 를 취득하 다. 석사학  취득후, 포스코 기술연구소에서 포스코 강재의 용 야

과 고상 합, 특수용 등의 수요가 용 합기술을 지원하 으며 1992년 부산 학교 속

공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9%Ni강의 자빔 용 성에 한 연구”로 1997년 8월 박사학

를 취득하 다. 1989년 4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용 기술 반에 걸쳐 독일 

용 문가들이 교육하는 SFI Welding Engineer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용 반의 문가로서 제조업에 필요

한 용 기술 개발과 다양한 산업분야의 용 기술 용확 에 크게 기여하 다. 2006년 이종재료 합기술 국

산화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용 기술상을 수상하 고, 2007년 용 산업계의 과학기술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 에 기여한 실 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 다. 

  2009년에는 선진 용 기술교류와 이종소재 용 기술 개발을 하여 University of Waterloo에서 연구원으

로 근무하면서 연구한 논문인 “이종소재 이  이징 기술연구”가 2012년 미국용 학회 최우수논문으로 선

정되어 국제 으로 용 기술개발 능력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인정받는 등 자동차 용 산업계의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하 다.    

  최근에는 경북테크노 크에서 미래자동차 제조에 핵심 인 기술인 기계  체결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한 경량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공유형 랫폼 구

축을 통한 경량화 융복합 부품의 기술개발과 기업 애로기술 지원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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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논문상
     논문명 : Sn-3.0Ag-0.5Cu 솔더 접합부의 계면반응과 취성파괴율에 미치는 Thin ENEPIG 

도금두께의 영향

백종훈, 유세훈, 한덕곤, 정승부, 윤정원

  최근 반도체/ 자패키징 기술은 모바일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에 한 폭발 인 수요 증가로 인해 경박

단소화(輕薄短 化)에 한 요구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고온, 진동 등의 가혹한 환경에서 보다 장

기간 사용이 가능한 고신뢰성 제품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표 인 무연솔더 합 인 

Sn-3.0Ag-0.5Cu (SAC305) 솔더와 무 해 니 -무 해 팔라듐-침지  (electroless nickel-electroless 

palladium-immersion gold, ENEPIG) 도  층에 있어서, 미세피치 응 한계와 Ni 도  층에 따른 기

항 증가를 억제하기 해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된 thin ENEPIG 도  층의 특성을 평가하 다. 먼 , 

SAC305 솔더합 에 한 다양한 두께를 가지는 thin ENEPIG 도  층의 계면반응  합부 계면에 형성된 

IMC 상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한, 솔더 볼 합 후 고속 단 시험의 수행을 통한 합부 기계  신뢰성이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 국내 기업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thin ENEPIG 도  층에 있어서, Ni  Pd의 두께

가 증가함에 따라 합부 계면 화합물 층의 두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합부 기계  강도 값은 높아

짐을 확인하 다. 한, Pd 기 이 Pd-P 기 에 비해 보다 느린 계면반응으로 인해 계면 화합물 층의 두께가 

얇게 형성되었으며, 우수한 기계  강도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 다. 향후, 범 한 용 확 가 상되는 

thin ENEPIG 표면처리 PCB 기 에 한 기  연구로서, 그동안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입에 의존해 

오던 도 액  표면처리 PCB기  국산화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201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논문상
     논문명 :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한 GMA 용접에서 이면비드 생성 유무 판단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김민석, 신승민, 김동현, 이세헌

  최근 생산과 제조의 과정에서 높은 품질의 요구와 공장 자동화의 양상들이 지속 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용

부의 구조  결함의 검출을 해 시간 , 경제 인 손실을 일 수 있는 보다 효율 인 실시간 진단 시스템

에 한 연구의 요성이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공작기계의 결함 검출  기계 상태의 

진단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평가  검사가 가능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용한 결함 검출 방

법에 해 최근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인공 신경 회로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과 결정트리(decision tree),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V), 은닉 

마르코  모델(hidden markov model, HMM), 딥러닝(deep learning)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용 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계측된 류와 압 신호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이면 비드의 생성

유무를 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실제 용 에 입해 실험 으로 검증하 다. 시스템의 기계학습 

기법으로 최근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기법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사용하 으며, 입력 변수들은 해당 류  압신호의 특징을 추출하여 구성하 다. 한 딥러닝

의 성능을 기존 인공신경망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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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기술상
 남  성  길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 생산기술연구센터 센터장

 
  남성길 회원은 부산 학교에서 속공학을 공한 후 조선선재 기술연구소와 삼성 공업 

조선해양연구소에서 26년간 생산 장에서 요구되는 용  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용  

시공, 용  공법, 용 재료  용  자동화 련 범 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한용 합

학회와 국내외 학술지  학술 회에서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 고, 이 연구 성과를 

장에 성공 으로 용해 용 생산성, 원가 감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 다. 특히 

“Mark III type LNG 선의 1차 방벽인 스테인리스강 멤 인 용 공법 빛 자동화 장비 개발”, “컨테이 선 

형화에 따른 극후  용 시 1 패스 용 공법 개발”  드릴쉽/FPSO/Semi-submergible/Fixed platform/ 

CPF 등 해양공사의 Welding coordinator 수행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에서 한민국이 세계 1 를 유지하

는데 기여하 다. 

  한 삼성 공업 공과 학 용 공학 강의, IWE 해양 분야 강의, 고용노동부 후원 기능 경진 회 해양 부문 

심사장  마이스터고 교재 편찬 연구 원  검토 원 활동을 통해 후배 양성 활동도 지원하 으며, 한용

합학회 이사  KR 속 문 원회 원 활동을 통해 용 산업 발 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재는 삼성 공업 생산기술연구센터 센터장으로서 생산기술(용 , 자동화, 재료, 도장, 설비) 분야의 기술 고도

화  스마트 팩토리 구  련 연구를 진행 이다.

201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기술상
 정  상  훈 

조선선재(주) 기술연구소장

 
  정상훈 회원은 부경 학교에서 속공학을 공하고 동 학원에서 속공학 석/박사 학

를 취득하 다. 2004년 조선선재(주)에 입사하여 자동  반자동 용 재료 개발에 한 연

구를 수행하 고, 이후 한진 공업과 한국선 을 거쳐 재 조선선재(주) 기술연구소장으로 

재직 이다.

  정상훈 회원은 조선용 2Y/3Y Grade 통합 Flux Cored Wire 개발  항복강도 460MPa~ 

690MPa   고장력강용 용 재료 개발 등 조선·해양산업과 련된 다양한 용 재료 개발

과 시공 기술 확보, 용 성능 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하 고, 이 과정에서 한용 · 합학회지를 포함한 각종 

학회지  학술 회에서 다수의 연구논문을 투고/발표하 다. 한, “재난 안  인 라용 고성능 내화·내진 강

재 개발” 국책과제에 총  연구책임자로 내화·내진강용 용 재료 개발을 주도하여 자연재해 는 인  재난 

등에 비한 건축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강도강 용 부의 온 괴인성 향

상을 한 연구와 극 온용 용 재료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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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KISWEL AWARD
 장  웅  성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주력산업MD

 

  장웅성 부단장은 부산 학교에서 속공학 공으로 학사(‘82)와 석사(’84)학 를 취득

하고 POSCO 기술연구소와 RIST 용 센터에서 근무  호주 모나쉬 학교 재료공학과

에 유학하여 “Multiphase Intermetallic Al-Ti-V Alloys”으로 공학박사학 (’95)를 취

득하 으며 이 논문은 그 해 최우수 공학박사 논문상으로 선정되어 K.H. Hunt Award를 

수상하 다. 공학박사학  취득 후 RIST 용 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Megastructure 

구조화기술, Lifeline용 고강도강  이용기술 개발, 용 · 합기술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등 형국책사업 책임자로서 철강의 신수요 창출과 국내 용 합기술 고도화에 기여하 다. 

  2012년부터는 산업부 R&D 민간 문가(PD/MD)로서 국내 제조업의 기를 진단하고 진화 발 을 

한 제조 신 랫폼을 산업분야별 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 사업 연계를 통해 스페셜티 화학소재 랫폼, 

I-Ceramic 랫폼,  항공소재 랫폼, 차세  디스 이 랫폼 등을 추진, R&D 생태계 진화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략기획단 부단장으로서 일본 수출규제 응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한 략 수

립과 사업 발굴을 통해 일본, 국 응 정책 수립을 주도 이다.이러한 업 을 바탕으로 우수과학기

술논문상(‘05),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 과제 선정(’08), 통령 표창(‘15) 등의 수상을 한 바 있다.

  1984년 학회 가입 이후 극 인 활동으로 학술이사, 기술부회장, 수석부회장을 거쳐 2018년 20  학

회장을 역임하 고 ‘미래 략포럼’을 창설하여 메가트랜드의 변화를 읽고 학회의 지향 을 토론하는 장을 마

련하 으며, 4차산업 명 시 에 우리 학회가 수요와 공 산업을 연결하고 산학연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

는 업의 장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랫폼으로 진화하는 활동을 개하여 우리나라의 용

합 분야의 변을 넓히고 지속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 

201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모니텍 학술상 
 한  명  수

대우조선해양(주) 산업기술연구소장

  한명수 박사는 1987년 한국해양 학교 선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동 학원 선박기계

공학과에서 석사학 를 취득하 다. 학  취득 후 우조선공업(주)( , 우조선해양(주)) 기술

연구소에 입사하여 조선용 소재 개발과 용 부 피로  괴 방지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하 으며, 

1998년 미국 Ohio State University의 용 공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Fundamental Studies 

on Welding-induced Distortion in Thin Plates’로 2002년 박사학 를 취득하 다. 박사

학  취득 후 복직하여 재까지 동 산업체 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용 역학 분야 기술 개발, 철

강 소재 냉간 성형 자동화 기술 개발, 선박 부품 소재 생산 기술 개발  고분자 재료 개발 등 약 30년간 조선해양

산업 생산기술 개발에 종사하 고, 2018년 5월부터는 우조선해양(주) 산업기술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5년~2006년 한용 합학회 용 강도연구 회 원장, 2015년부터 재까지 한용 합학회 기술, 

특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한용 합학회로부터 기술상을 수상하 다. 재까지 총 70여건의 조선

해양 련 발명특허를 출원하 으며, 한용 합학회 학술 회를 포함하여 총 60여건의 국내  국제 학술 회 

발표와 주 자 는 공동 자로 SCI 포함 총 28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하 다.

  최근 주 심분야는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첨단 용 기술  생산 자동화 기술 개발, 안 하고 

환경 친화 인 소재  생산기술 개발과 생산설비, IoT, 정보,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조선해양 스마트팩토리 

련 기술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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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Young Fellow Award
박  철  호

한국원자력연구원 고급전문인력

 
  박철호 회원은 부산 학교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동 학 재료공학과 에서 철강의 수소

취성  수소 확산 모델링에 한 연구로 석사  박사학 를 취득하 다. 학 과정  고온

균열  온균열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균열발생기구 원인 규명에 주력하 다. 박사

학  취득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고  문 인력으로 재직 이며, 재 성자원을 이

용한 수소취성 연구를 수행 에 있다.

  본 학회활동은 2010년부터 꾸 히 활동하고 있으며, 재까지 SCI  논문을 포함한 12

편의 게재논문과 국내외 35편의 학술논문발표를 하 다.

2019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Young Fellow Award
김  병  훈
전, 한솔신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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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present environmental issues,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is a major concern for the automotive industries1). 
Automotive manufacturers are trying to reduce vehicle 
weight in order to minimize fuel consumption and 
emissions. Generally, a typical car body contributes ap-
proximately 30% of the total weight of a car2), and 
about 10% weight reduction of a car results in 5.5% im-
provement in fuel economy3,4). Consequently, the appli-
cation of lightweight materials for car body manufactur-
ing has been highly promising to reduce vehicle weight. 
Car body manufacturing needs lightweight materials 
which also can ensure high mechanical performance and sat-
isfactory protection from corrosion5). Since no single 
available material can satisfy all these requirements, a 
variety of dissimilar materials combination is applied. 
In 2005, the project named as SuperLIGHT- CAR 
(SLC) was initiated by 38 leading European organ-

izations for weight reduction of a compact class pas-
senger car body. The project aimed to reduce the weight 
of body-in-white (BIW) by at least 30% through the ap-
plication of multi-material structures6). Fig. 1 presents the 
weight and material distribution of the final concept of 
the SLC project. It seems that automotive industries 
have been very keen to replace conventional steels with 
lightweight materials, such as aluminum alloys, magne-
sium alloys,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and composites.
  Though multi-materials integration has great importance 
in car body manufacturing, but the joining of different 
materials is very challenging because of their inherent 
disparate properties. Furthermore, the technological, 
economic, and ecological factors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for the joining processes8). In dissimilar met-
al welding, the mutual solid solubility and the formation 
of the intermetallic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welding process9). The formation of a weak and brittle 
intermetallic zone is the main drawback. The inter-
metallic zone formed in dissimilar metal weld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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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susceptible to cracks and corrosion10). The ther-
mal cycle of the welding process changes the properties 
of the weld zone and adjacent base metals. The differ-
ence in thermal properties of dissimilar metals induces 
the thermal stresses and forms cavities and cracks. 
Moreover, dissimilar metal welds form galvanic couples and 
may initiate galvanic corrosion in aggressive environments. 
The formation of thick intermetallic compounds (IMCs) 
layer in dissimilar metal welds can increase the possi-
bility of cracks formation and the corrosion rate. Therefore, 
the thickness of the intermetallics layer can be consid-
ered as one of the important quality indexes for me-
chanical and corrosion performance of dissimilar metal 
welds. The controlling or reducing of intermetallics for-
mation is the key factor to achieve a good weld quality. 
This paper aims to focus on the metallurgical challenges 
in dissimilar metal welding and systematically presents 
the key aspects of various approaches attempted by 
many researchers to reduce the brittle intermetallics in 
the welds. It also describes the important factors of dis-
similar metal welding that needs to be considered for 
automotive applications, and investigates the most fea-
sible approaches to overcome the present challenges.

2. Materials in Car Body

  Material sel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ges 
of the vehicle design. Several important factors includ-
ing lightweight, safety, durability, manufacturability, re-
cyclability, environmental effects, and economic issues 
must be considered for proper material selection. Steels, 
aluminum alloys, magnesium alloys, and fiber-reinforced 
composites are the mostly applied materials in car body 
production.
  Steel is widely used in the car body because of its in-
herent capability to absorb shock energy in a crash situation. 
In the past several decades, there were many develop-
ments that made the steel stronger, stiffer and lightweight. 
Particularly, low strength steels (interstitial free and 
mild steels), high strength steels (carbon-manganese, 
bake hardenable and high strength low alloy steels) and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dual-phase, complex 
phase,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and twinning 
induced plasticity) are very common for automotive ap-

plications11). Presently, aluminum alloys are broadly 
used for car body production. The high strength and 
stiffness to weight ratio, formability and corrosion re-
sistance make aluminum as a good candidate to replace 
heavier materials. The application of aluminum alloys is 
highly promising for car body parts such as roof, doors, 
and hood12). Presently, the highly formable 5XXX ser-
ies alloys for inner panels and the heat-treatable 6XXX 
series alloys for outer panels are extensively used. 
Magnesium is another promising lightweight metal for 
automotive industries. Magnesium alloys are used for a 
variety of automotive applications including body, chas-
sis, instrument panels, seat frames, steering structures, 
air-bag housings, and transmission system casings13-15). 
Though magnesium is the lightest engineering metals 
being 35% lighter than aluminum, its application is lim-
ited due to higher cost, low strength, low heat resist-
ance, and poor wear and corrosion resistance16). Table 1 
presents the various properties of pure iron, aluminum, 
and magnesium17). The incompatibility in their various 
properties makes it very difficult to produce sound welds. 
Polymer-based composites such as carbon fiber reinfor- 
ced polymers (CFRP) and glass fiber reinforced poly-
mer (GFRP)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the weight of 
automotive structures because of their low density, and 
high strength and stiffness18). But the higher manu-
facturing cost and complexity in joining restrict their 
wide applications.

3. Dissimilar Materials Welding Processes

  A variety of welding processes for steel-Al alloy, Al 
alloy-Mg alloy and steel-Mg alloy dissimilar combina-
tions can be broadly classified as fusion welding and 
solid-state welding. In the fusion welding, faying surfa-
ces of base metals along with filler metal or without fill-

Materials

Aluminium sheet
Aluminium die-casting
Aluminium extrusion
Steel
Hot-formed steel
Magnesium sheet
Magnesium die-casting
Fiberglass themoplastic

Weight distribution
Aluminium 96kg (53%) 
Steel 66kg (36%)
Magnesium 11kg (7%)
Plastic 7kg (4%)

Weight SLC BIW : 180kg

Fig. 1 Weight and material distribution in car body by 
SLC project7) 

Properties Melting 
point (℃)

Boiling 
point (℃)

Specific 
heat 

(J/kg.K)

Heat 
capacity 
(J/m3.K)

Thermal 
expansion rate 

(10-6/K)

Thermal 
conductivity 

(W/m.K)

Density at 
melting point 

(kg/m3)

Fe 1538 2735 444 3494 12.2 73.3 7015

Al 660 2056 900 2430 23.9 238 2385

Mg 650 1107 1022 1778 26.1 167 1590

Table 1 Properties of Fe, Al and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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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metal are melted to form the weld. On the other hand, 
when base metals are heated to an elevated temperature 
less than the melting point and pressure is applied to 
form the weld, it is termed as solid-state welding. Low 
dilution welding is also one kind of fusion welding. It 
can be classified as the relatively less melting of base 
metals during welding19). The widely studied dissimilar 
metal welding processes are resistance spot welding20), 
friction welding21), friction stir welding22), friction stir spot 
welding23,24), laser brazing25), diffusion welding26), explosive 
welding27-29), impact welding30), ultrasonic welding31-33) 
and magnetic pressure seam welding34). Fig. 2. shows 
the various welding processes for dissimilar metals.
  The fusion welding, solid-state welding, and mechan-
ical joining processes are being extensively investigated 
for dissimilar metal joining. But, there are some key 
factors including the present infrastructures of automo-
tive industries, joint performance, speed of the joining 
process, and manufacturing cost need to be considered 
for the selection of the joining process. The require-
ments of costly investment for complex equipment and 
the new layout of the plant, and longer processing time 
can intervene in the wide application of the solid-state 
welding and mechanical joining processes. In the pres-
ent infrastructures of the industries, the application of 
fusion welding processes can be most convenient and 
economic. Resistance spot welding (RSW) is the most 
used welding process in automotive sectors35,36). RSW 
is cheap and high-speed joining process that also pro-
vides dimensional accuracy10). Electric arc welding is 
also very popular. Shielded metal arc welding (SMAW), 
gas metal arc welding (GMAW) and gas tungsten arc 
welding (GTAW) are the three common types of elec-
tric arc welding processes. Formation of the large heat- 
affected zone (HAZ) and brittle IMCs are the main 
challenges of electric arc welding37). Friction welding is 
one broadly investigated solid-state welding process in 
multi-material structures. Friction welding can reduce 
thermal and metallurgical mismatch and brittle IMC 
phases. But the longer processing time of friction weld-
ing makes it costly and difficult to adapt in the manu-

facturing process. Research on laser welding has been 
grown gradually in the past years. Laser welding sets 
low heat input by localized fusion that reduces HAZ and 
IMC layer thickness38). But, laser welding also needs 
huge investment for a change or modification of the 
present infrastructures. Recently, hybrid welding has also 
drawn great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manufacturers. 
Hybrid welding is a joining method that combines two 
different welding processes simultaneously to form the 
same weld pool39). Furthermore, the hybridization of 
welding and mechanical joining is being investigated. 
Resistance element welding and friction element weld-
ing are the combinations of fusion welding and me-
chanical joining technologies which produce a fusion 
bond between an auxiliary element and the bottom 
sheet, and a mechanical locking between the element 
and the top sheet. From industrial point of view, the fur-
ther development of resistance spot welding and electric 
arc welding for dissimilar metal joining can be the most 
convenient to avoid extra investment and higher manu-
facturing cost.
  Achieving a good weld quality of dissimilar metal 
welding is not easy due to the formation of cracks and 
corrosion sensitive intermetallics. Various approaches 
were attempted by the many researchers to achieve 
good weld quality. The notable approaches are the ap-
plication of interlayer, cover plate, low heat input, com-
bination of welding and mechanical joining, and appro-
priate alloying of filler metals. Table 2 presents some of 
the attempts taken by different researcher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dissimilar metal welds of steel-alu-
minum40-62), aluminum-magnesium63-69), and steel-mag-
nesium70-79). In terms of present infrastructures in auto-
motive industries, manufacturing cost, and weld quality 
the application of the least amount of heat input and ap-
propriate filler metal alloys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approaches. Though the application of cover 
plate, and interlayer or transition material can reduce 
the IMC layer thickness, but the addition of extra weight 
and cost can limit their applications. The resistance ele-
ment welding facilitates welding between the element 
and the bottom sheet of similar materials, and can be a 
promising joining process in future automotive industries 
with the least modification of present infrastructures.

4. Steel-Aluminum Welding

  Steels and aluminum alloys are the extensively used 
metals for automotive body manufacturing. Because of 
the unique combination of high strength and toughness 
of steels, and lightweight and formability of aluminum 
alloys, they are the most investigated dissimilar combi-

Resistance spot welding
Shielded metal arc welding
Gas metal arc welding
Gas tungsten arc welding
Cold metal transfer

Solid state welding
Diffusion welding
Explosive welding
Impact welding
Friction welding
Magnetic pulse welding
Ultrasonic welding

Low dilution welding
Laser welding
Electron beam welding
Laser pulse welding
Pulsed arc welding 

Welding+mechanical joining
Resistance element welding
Friction element welding

Dissimilar metals
welding

Fusion welding

Fig. 2 Various processes for dissimilar metals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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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38). But the welding between steel and aluminum 
offers several metallurgical challenges due to their in-
herent incompatibility in mechanical, thermal and elec-
trical properties80,81). There are large differences in their 
melting temperatures, thermal and electrical conductivities, 
expansion coefficients, heat capacities, specific heats, 
and lattice transformation. Consequently, the weld qual-
ity is extremely influenced by this properties82). Aluminum 
has nearly six times the thermal conductivity, three 
times the modulus of elasticity, twice the specific heat 
and thermal expansion than those of steel. Steel-alumi-
num alloy forms a weld-brazing joint as the welding 
temperature is more than the melting point of aluminum 
(660℃, welding joint), but less than the melting point 
of steel (1538℃, brazing joint)38). Furthermore, the 
nearly zero solid solubility of Fe in Al forms a range of 
martensitic IMCs including FeAl3 and Fe2Al5 which are 
highly susceptible to low-strength, brittleness, cracks, 
and corrosion11,52,83-85). As the steel-aluminum welding 
does not create homogenous microstructures, at least three 
different microstructural zones can be distinguished: a) 
fusion zone (FZ) or nugget formed by melting and 
re-solidifying of the metals, b) heat-affected zone 
(HAZ) which does not melt but changes microstructure 
and c) base metal (BM) does not show any significant 
metallurgical changes. Mismatching of strength amongst 
these three zones results in strain concentration at the 
weakest microstructure. In the atomic scale, the atoms 
of steel and aluminum can be interchanged during the 
welding process as diffusion of micro-solutes, move-
ment of the grain boundaries and number of vacancies. 
The formation of intermetallic compounds basically de-

pends on three thermodynamic factors including the 
chemical potential of the elements, mobility of the ele-
ments and nucleation of the phases at the starting of dif-
fusion82,86). 
  A wide range of IMCs is possible to be formed in the 
Fe-Al system. The Fe-Al phase diagram (Fig. 3) is char-
acterized by an iron-based solid solution and five inter-
metallic compounds of FeAl, FeAl2, FeAl3, Fe2Al5, and 
Fe3Al. In several studies, the higher amount of Fe2Al5 
and less amount of FeAl3 phases were most importantly 
reported for fusion and solid-state welding88), even for 
the application of Al/Fe clad materials89). Furthermore, 
the minor amount of FeAl2 was also found in some 
studies45). The formation of FeAl and Fe3Al phases are 
difficult and not very common for their higher free en-
ergy90). The formation and growth of FeAl3 and Fe2Al5 
IMCs can be discussed in several steps with respect to 
time. Fig. 4 shows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four 

Welding Steel - 
Aluminum 

Aluminum - 
Magnesium 

Steel - 
Magnesium Approaches

Minimizing 
heat input

Alloying of 
Filler metal

Applying 
cover plate
Applying 
interlayer
Resistance 

element 
welding

Friction 
element 
welding

Not 
investigated

Metal inert gas (MIG) 
welding

Nguyen et al.40) Shah et al.41) Zhang et al.63) Wang et 
al.70)

Liu et 
al.71)

Tungsten inert gas 
(TIG) welding

Borrisutthekul et 
al.42)

Song et al.43) Liu et al.64) Wang et al.72)

Resistance spot 
welding (RSW)

Pouranvari 
et al.44)

Qui et 
al.45)

Satonaka 
et al.46)

Winnicki et al.47)

Baskoro et al.48)

Su et al.49)

Ibrahim et al.50)

Oikawa et al.51)

Sun et al.52)

Zhang et al.65)

Sun et al.66)
Min et 
al.73)

Feng et 
al.74)

Laser welding Torkamany et al.53) Dharmendra et al.54) Chang et 
al.67)

Liu et 
al.64)

Li et al.75)

Cold metal transfer 
(CMT)

Jácome et al.55)

Kang et al.56)
Shang et al.68) Ren et al.76)

Friction stir welding 
(FSW)

Watanabe et al.57) Morishige 
et al.69)

Chang et 
al.67)

Czerwinski et al.77)

Element welding Meschut et al.58)

Qui et al.59)

Ling et al.60)

Ling et al.61)

Meschut et al.58)

Absar et al.62)
Manladan et al.78)

Manladan et al.79)

Table 2 Various research approache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dissimilar metal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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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Al phase diagra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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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s for formation and growth sequences of FeAl3 and 
Fe2Al5 IMC layer. As soon as welding begins the tem-
perature reaches the liquidus line of Al while the steel 
remains in solid-state. At first, Al atoms start to diffuse 
to the steel and plate-like Fe2Al5 IMCs start to nucleate 
in the interface between steel and Al. It forms an IMC 
layer sandwich between steel and Al which creates two 
new interfaces, one interface between Fe2Al5 IMC layer 
and steel, and another interface between Fe2Al5 IMC 
layer and Al. The growth of the Fe2Al5 IMCs is aniso-
tropic, and preferably along the c-axis of the Fe2Al5 unit 
cell as Fe2Al5 crystalline lattice has 30% vacancies along 
the c-axis91). Then, Fe and Al atoms migrate through the 
IMC layer associated with solid-state diffusion. The 
higher diffusivity of Al atoms in the Fe2Al5 IMC layer 
along this c-axis direction makes faster growth rates of 
Fe2Al5. The growth of the Fe2Al5 IMC layer functions 
as a barrier in the middle of solid steel and liquid Al. 
Gradually Fe2Al5 IMC layer becomes enough thicker 
that it almost entirely stops the coalescence between 
solid steel and liquid Al. As the Fe atoms are bigger 
than Al atoms, the diffusion of Fe atoms decreases 
through the Fe2Al5 IMC layer. It forms needle-like 
FeAl3 IMCs in the interface between Al and Fe2Al5 
IMC layer. Fig. 5 shows the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analysis of the steel-Al IMC layer. 
Here, the atomic ratio of Al and Fe explicates the pres-
ence of FeAl3 and Fe2Al5 in accordance with the for-

mation mechanism of the IMC layer. The faster cooling 
of molten Al forms FeAl3 which interrupts the diffusion 
of Al atom to steel and changes the morphology and 
crystal orientation of Fe2Al5. When the temperature is 
below 450℃,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DFe-Al (Fe in 
Al) and DAl-Fe (Al in Fe) are negligible, and when the 
temperature reaches at 450℃,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DFe-Al (8.95*10-11 cm2/s) is 106 times higher than 
DAl-Fe (1.21*10-16 cm2/s)92).
  The intermetallic compound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s. It is evident 
from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 fractures mainly 
occurred through the IMC layers during the tensile test. 
The micro-cracks in the Fe2Al5 and FeAl3 layer domi-
nated the location of the fractures. Internal micro-cracks 
may form in the IMC layers due to the mismatch of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between the materials89). 
Furthermore, the hardness of the interfacial region in-
creases because of the work hardening effect during the 
recrystallization of deformed plasticized zone93). Table 
3 presents the hardness values of Fe-Al intermetallic 
phases at room temperature94), and it was found that the 
hardness of Fe-Al intermetallics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base metals. Fig. 6 shows a schematic diagram 
of a typical hardness profile for steel-Al welding. The 
hardness decreases from the fusion zone (FZ) to base 
metal (BM). The FZ exhibits the maximum hardness, 
and in the heat-affected zone (HAZ), there is a gradual 
decrease in hardness from FZ to BM. In a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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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ardness of Fe-Al intermetallic phases94) 

Phases Vickers Hardness (9.8 N)

Fe (Steel) 180 - 480 

FeAl 491 - 667

FeAl2 1058 - 1070 

FeAl3 772 - 1017 

Fe2Al5 1000 - 1158 

Fe3Al 344 - 368 

Al(5xxx, 6xxx) 35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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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ypical hardness profile schematic of steel-Al 
fusion wel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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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ensile strength can 
be obtained by reducing the amount of IMCs53), and 
particularly Al-rich IMCs. The Al-rich intermetallics 
are more brittle in nature. When the amount of Al-rich 
IMCs increases, the IMC layer becomes thicker and the 
weld zone becomes more brittle52). As a result, the strength 
of the weld reduces significantly. Therefore, the IMC 
layer thickness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de-
termine the bond strength of weld91). A thinner IMC 
layer can improve the strength of the weld38). Table 4 
shows filler metal, intermetallic compounds, IMC layer 
thickness and fracture location of different steel and 
aluminum welding81,85,95-102). The brittle intermetallics 
are formed in the weld zone. The weld zone becomes 
weaker than the base metals and leads to fracture 
through the interfacial layer of the fusion zone or the 
heat-affected zone. The IMC layer thickness varies for 
different material grades, sheet thickness, and surface 
coatings, alloying elements of filler metal, and welding 
processes. Moreover, IMC layer thickness also varies 
with different welding conditions. The IMC is thick at 
the center and gradually decreases in its thickness from 
the center to the periphery because of high temperature 
at the central region and low temperature at the periph-
eral region. He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put pa-
rameters of welding, and the thickness of the IMC layer 
significantly increases with increasing heat input20,45). 
Heat input increases with an increase of welding 
current. Therefore, the thickness of the IMC layer con-

siderably depends on the welding current. Fig. 7 dis-
plays the relation between the welding current and IMC 
layer thickness. The IMC layer thickness gradually in-
creases with the rising of welding current. The micro-
structure in HAZ of Al alloy becomes coarser when 
heat input increase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lower 
heat input obtains finer grain in HAZ of Al alloys. Fig. 
8 presents the change of microstructure in HAZ of Al 
alloy when welding current rises from 100 A to 130 A. 
It is found that the microstructure in HAZ of Al alloy is 
coarser for 130 A welding current. Heat input also increases 
with an increase in welding time or cycle. Therefore, the 
welding time can also influence IMC layer thickness. A 

Welding 
process

Materials (aluminum 
alloy/steel) & Thickness

Filler metal IMC layer 
thickness(µm)

IMC Fracture zone/type Ref.

Metal Inert 
Gas (MIG) 
Welding

Al 2B50 1.0mm/ 
1Cr18Ni9Ti 1.0 mm 
(aluminized with 50µm 
coating)

4043 Al-Si 10 (with 
micro-cracks)

Al86Fe14
Al0.7Fe3Si0.3

Between fusion 
zone and steel
base metal

95) 

Al 1060 1.0 mm/ Hot-dip 
galvanized steel 1.0 mm

Al-Si 10 (sample A) 
40-50 (sample B)

Fe2Al5
FeAl2, FeAl3 

HAZ of Al 96) 

6K21 Al 1.6 mm/ 
SPRC440 1.4 mm

4043 
Al-Si

3.2 (maximum) FeAl3
Fe2Al5

HAZ of Al 97) 

Tungsten Inert 
Gas (TIG) 
Welding

Al 5A06 3.0 mm/ 
SUS321 austenite stainless 
3.0 mm

4047 Al-Si 20-35(top) 
12(corner)
<5(middle)

Al7.2Fe2Si
Fe2Al5
FeSi2

Welded
seam and steel 
interface

85) 

Resistance 
Spot Welding 
(RSW)

A5052 1.5 mm/
DP 600 1.2 mm -

3.3 (Fe2Al5)
0.67-15.8 (Fe4Al13) 

Fe4Al13 
Fe2Al5 

Elongated dimple 
and cleavage

98) 

EN AW 6008-T66 Al 1.5 mm/ 
Galvanized HSS 1.0 mm -

5 (lathlike)
2.5-8 (needle-like)

Fe2Al5 
Fe4Al13

Interfacial layer 99) 

Laser Welding Al 6016 T4 1.2 mm/ low 
carbon DP600 steel 0.77 mm

Zn-15%Al 3-23 48% Al, 31% 
Fe 21% Zn

Welded seam and 
steel interface

100) 

Cold Metal 
Transfer 
(CMT)

Al 6061-T6 2.0mm/ zinc 
coated low-carbon steel 
1.2mm

ER 4043
- -

HAZ close to 
weld

81) 

AA6061T6 1.0mm/ 
galvanized mild steel 
1.0mm

Al 4043
-

Fe3Al, FeAl2
FeAl3, Fe2Al5 -

101) 

Friction Stir 
Welding

Al 6016 1.2mm/
IF-steel 2 mm -

8 FeAl3
Fe2Al5
FeAl2

-

102) 

Table 4 Filler metal, IMCs, IMC layer thickness and fracture location of steel and aluminum welding

50㎛

Fig. 7 IMC layer thickness at different welding current 
(a) 90 A (b) 110 A (c) 130 A and (d) 150 A42) 



Md. Abdul Karim and Yeong-Do Park  

14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8, No. 1, 2020

study reported the effect of different dwell time of 
welding on IMC layer thickness. IMC layer thickness 
increases with dwell time. Fig. 9 presents the growth of 
the IMC layer with an increase in dwell time. During 
lower heat input the IMC layer entirely consists of 
Fe2Al5. But when heat input increases, the IMC layer 
consists of FeAl2 and FeAl3. FeAl2 and FeAl3 are 
formed near the steel side and towards to weld zone, re-
spectively96). In another study, the microhardness of FeAl3 
was found higher than that of Fe2Al5. Consequently, more 
cracks were formed in FeAl3 due to stresses generated 
during intermetallic reaction and cooling to room tem-
perature87). Another study also reported that the crack 
formation tendency was higher during higher heat in-
put40). Fig. 10 exhibits the formation of the cracks in the 
IMC layer during a higher amount of heat input. Therefore, 
controlling heat input is essential to reduce the number 
of intermetallic compounds, IMC layer thickness, and 
susceptibility of crack formation in the IMC layer.
  The alloying elements of filler material is another im-
portant input parameter to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dissimilar metal weld. In previous work, the weld 
strengths were evaluated using two different Al-12Si 
and Al-6Cu filler metals. Table 5 shows that the Al-6Cu 
filler metal can reduce the IMC layer thickness and sub-
sequently improve the weld strength than that of Al- 
12Si filler metal43). The IMC layers formed by Al-12Si 
filler metal shows high brittleness, while the IMC layer 
formed by Al-6Cu filler metal presents high crack 
resistance. The Cu atoms replaced Fe in IMC which 
may have reduced its hardness. Hence, the brittleness of 
IMC reduced and it resulted in the higher strength of 
weld with Al-6Cu filler metal. Therefore, the appro-
priate alloying elements in filler material effectively re-
duce the formation of brittle intermetallic compounds.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zinc coating as a sacrifi-
cial layer improves the weldability and fracture strength 
of steel-Al welds103).

5. Aluminum-Magnesium Welding

  Aluminum and Magnesium is two of the lightest struc-
tural metals. The application of aluminum alloys and 
magnesium alloys are increasing in automotive in-
dustries because of their high strength to weight ratio. 
From several studies, it is found that the formation of 
brittle IMCs is inevitable in Al-Mg welding under all 
conditions. Therefore, Al-Mg welding is also very chal-
lenging because of the formation of hard and brittle 
IMCs such as Al3Mg2 and Al12Mg17. The higher hard-
ness value of these IMCs results in a low strength of the 
weld. Fig. 11 shows the binary phase diagram of Al-Mg 
which consists of Al3Mg2 and Al12Mg17 IMCs and mi-
crohardness distribution of Al-Mg weld. The hardness 
is higher in the weld zone, and particularly, maximum 
at close to welding zone and magnesium interface.
  In a study, the friction stir welding between Al alloy 
1050 and Mg alloy AZ31 formed the IMC layer of 
Al12Mg17, and the hardness value of the IMC layer was 
measured between 150 HV and 250 HV104). The hard-
ness of Al12Mg17 was mentioned higher than those of 
base metals Al (27 HV) and Mg (55 HV). In another 
study, the brittleness of both Al3Mg2 and Al12Mg17 in-
termetallic compounds was reported as the main reason 
for weld cracks for friction stir welding of Al 5083 and 

200 ㎛ (b)(a)

Fig. 8 HAZ in Al alloy side at different welding current 
(a) 100 A and (b) 130 A42) 

30s 60s

90s 120s

1 ㎛

Fig. 9 Growth of IMC layer thickness in different dwell 
time57) 

(a) (b) 100㎛
(c)

Fig. 10 Macro and micro cracks in thick IMC layer dur-
ing a higher amount of heat input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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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AZ31. Fig. 12 shows the scanning electron micro-
scopic (SEM) observation of Al-Mg interfaces with 
brittle intermetallic compounds105). The weld joint of 
A5052H Al alloy and AZ31B Mg alloy by friction stir 
welding was investigated in a previous study. The for-
mation of Al12Mg17 intermetallic compounds was evi-
dent which led to a brittle fracture in the stir zone (SZ). 
The hardness of the Al12Mg17 was measured 200-300 
HV which was higher than those of base metals.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the formation of Al12Mg17 
IMCs and the value of microhardness of the Al12Mg17

 

IMC can be decreased by reducing heat input69).
  Elements of filler metal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hardness value of the intermetallic compounds. A study 
investigated the welding between Al 6061 and Mg 
AZ31B by cold metal transfer (CMT) process. Pure 
copper (HS201) was used as filler metal. A variety of 
Al-Cu IMCs (AlCu, Al2Cu, and Al4Cu9) formed in the 
fusion zone of the Al side, while Cu2Mg and Al-Cu-Mg 
ternary eutectic structure formed in the fusion zone and 

Mg side. The microhardness value of the Al side and 
Mg side were measured as 260 HV and 362 HV, 
respectively. The hardness value of IMCs was measured 
much higher than those of Al substrate (35-40 HV) and 
Mg substrate (50-55 HV). During the tensile strength 
test, fracture occurred in the fusion zone of the Mg side. 
The fracture mode was found as a brittle fracture. A 
large amount of Cu2Mg IMCs with maximum hardness 
value in the fusion zone was reported as the reason for 
the brittle fracture68). In other work, an appreciable in-
crease of tensile strength was found by the application 
of Ni foil filler metal for hybrid laser-friction stir weld-
ing between AA6061-T6 Al alloy and AZ31 Mg alloy. 
The presence of NiAl and Ni2Mg was reported as the 
reason for less amount of Al12Mg17 formation. The strength 
was enhanced because of the formation of less-brittle Ni- 
based IMCs instead of the entire amount of Al12Mg17 
brittle IMC67).

6. Steel-Magnesium Welding

  Welding of magnesium to steel is a challenging task 
because of the large differences in their melting points, 
thermal and electrical conductivities, and thermal ex-
pansion coefficients106). The melting point of Mg and Fe 
are 650℃ and 1538℃, respectively. Moreover, a low 
boiling point (1090℃) of Mg causes severe vapor-
ization of Mg alloy when both the steel and Mg are 
heated to melt simultaneously. In these circumstances, 
the metallurgical bonding of Mg and steel is possible if 
an intermediate reaction layer is formed107). Fig. 13 shows a 
phase diagram of Mg-Fe system. From the Mg-Fe bina-
ry phase diagram, it is evident that the less reactivity 
between these two metals makes it difficult to weld 
them directly. Moreover, the presence of oxide film on 
the Mg surface makes the welding more difficult108). 
Therefore, two different approaches may be executed to 
weld Mg to steel. First, the alloying elements of Mg and 
steel can assist to form the intermetallic compounds in 
order to create the bond. Second, the addition of an in-
terlayer between the base metals of Mg and steel can 
improve the mutual diffusion of alloying elements. But 
the same as the steel-Al and the Al-Mg welding, the 

Materials 
(aluminum alloy/ 

steel) & Thickness

Filler 
metal

IMC layer 
thickness

(µm)
IMC Microhardness

Fracture 
zone/type

Tensile 
Strength
(MPa)

Al 5A06 3.0 mm / 
SUS321 stainless 

steel 3.0 mm

4047 
Al-Si

6-8
τ5-Al8Fe2Si

h-(Al,Si)13Fe4

1025 HV [τ5-Al8Fe2Si layer]
835 HV [h-(Al,Si)13Fe4 layer]

In h-(Al,Si)13 
Fe4 layer

100-120

2319 
Al-Cu

2-4 h-Al13(Fe,Cu)4 645 HV [h-Al13 (Fe,Cu)4 layer]
In h-Al13 
(Fe,Cu)4

155-175

Table 5 IMC and mechanical property of steel-Al welds using Al-12Si and Al-6Cu filler metal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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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
em

pe
ra

ti
re

 ℃

M
ic

ro
ha

rd
ne

ss
, H

V
.M

P
a

(a)

Fig. 11 (a) Al-Mg phase diagram17), and (b) microhard-
ness distribution of Al-Mg weld68) 

Fig. 12 SEM micrograph of Al-Mg welded specimen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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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of brittle IMCs can be detrimental for the 
weld quality of steel-Mg.
  The alloying elements, particularly Al in Mg alloy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weldability of Mg to steel. 
The Fe-Al system can form several intermetallic 
compounds. Consequently, the joint strength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Al content in the Mg alloy. It hap-
pens due to the depletion of Al at the Mg side of the 
IMC layer. The joint strength also increases with the de-
creasing of IMC layer thickness109). Therefore, magne-
sium welding needs low and controlled heat input. The 
lower heat input can restrain the growth of the IMC 
layer.
  The application of thin interlayers has been attempted 
to bond Mg to steel in some previous studies. HSLA 
steel and AZ31B-H24 Mg alloy were welded using an 
interlayer of Sn by ultrasonic spot welding110). Fig. 14 
(a) shows the weld without application of any interlayer 
where only some hydroxides are present. After the ap-
plication of the Sn interlayer, the interlayer forms the 
Sn-Mg2Sn eutectic structure. Fig. 14 (b) exhibits the eu-
tectic Sn-Mg2Sn layer between steel and Mg base 
metals. Fe was not observed in the IMC layer because 
of higher solubility of Sn in Mg than Sn in Fe. The lap 
shear strength of the Mg-steel joint with Sn interlayer 
was found higher than that of a similar joint without 
any interlayer.

7. Corrosion of Dissimilar Metal Weld

  A dissimilar metal weld experiences physical, chem-
ical and metallurgical changes. Accordingly, the corro-
sion properties of the weld and the heat-affected zone 
vary considerably. The thermal cycle of the welding 
process affects the microstructure and surface composi-
tion of welds and the adjacent base metals. The dissim-
ilar metal welds of steel-Al, Al-Mg, and steel-Mg in car 
bodies often experience humid environments which 
may lead to corrosion damages. The dissimilar metal 
welds are vulnerable to galvanic corrosion, pitting cor-
rosion, intergranular corrosion, hydrogen cracking and 
stress corrosion. In particular, the welds are highly 
prone to galvanic corrosion in several corrosive envi-
ronments such as seawater, CO2 or moist air. The im-
pact of galvanic corrosion is higher in a salt environ-
ment111). Galvanic corrosion happens when two or more 
dissimilar materials are electrically connected in the 
same electrolyte112). Several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the corrosion commenced from the weld zone be-
cause of its higher negative corrosion potential value 
over the base metals. There are several factors greatly 
affect the corrosion resistance of dissimilar metal welds. 
The number of intermetallic compounds and filler met-
als are the key factors of corrosion resistance for dis-
similar metal weld.
  A study investigated the corrosion properties of steel- 
Al weld-brazing (pulsed double-electrode gas metal arc 
welding) lap joint with Al-5%Mg filler metal112). The 
IMCs formed at the interface of the weld led to the dis-
solution of the adjacent weld seam metals and accel-
erated the galvanic corrosi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weld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IMC layer 
thickness. The heat input increased with the decrease of 
bypass current and resulted in a higher corrosion current 
density. Fig. 15 shows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under various bypass current with the same total 

ATOMIC percent iron

T
em

pe
ra

tu
re

(℃
)

Weight percent iron

L L+(γFe)

FeMg

0 0.1 0.2
1000

900

800

700

600

500

0

L+(α Fe) 
649℃650℃

0.008
0.00043

(Mg)

(Mg)+ +(α Fe) 

0.02 0.04 0.06 0.08 0.1

400

Fig. 13 Mg-Fe binary phase diagram108) 

(a) (b)

Fig. 14 Mg-steel weld (a) without Sn interlayer, and (b) 
with Sn interlayer110)

P
ot

en
tia

l(
V

 v
s,

SC
E

)

Log(current density/A·cm-2)

Bypass 40A
Bypass 30A
Bypass 24A

0.0

-0.2

-0.4

-0.6

-0.8

-1.0

-1.2

-8 -7 -6 -5 -4 -3 -2 -1

Fig. 15 Polarization curves of steel-Al weld under differ-
ent bypass current112) 



A Review on Welding of Dissimilar Metals in Car Body Manufacturing 

한용 ․ 합학회지 제38권 제1호, 2020년 2월     17

current of 64 A. Fig. 15 indicates an increase in current 
density with increasing heat input (or decreasing bypass 
current). Furthermore, the corrosion products of the 
steel side and the weld seam side increased with the in-
crease of heat input. Fig. 16 presents the scanning elec-
tron microscopic images of the welds after 48 hours of 
immersion test at different bypass current of 40 A, 30 A 
and 24 A, with same total current of 64 A. The result 
disclosed that the amount of corrosion products reduced 
in both steel and weld seam side when the heat input 
was lower (or bypass current is higher).
  Alloying elements of filler metals play an important 
role to determine the corrosion resistance of dissimilar 
metal welds. In a study, the corrosion resistance of hot- 
dip galvanized steel-aluminum laser beam welds with 
AlMg6Mn and ZnAl2 filler metals were investigated113). 
Fig. 17 shows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before and after the 192 hours of salt spray test for 
AlMg6Mn and ZnAl2 filler metals. In both cases, the 
Zn-Al has the most negative corrosion potential. Thus, 

the forming Zn-enriched runout corrodes first in the salt 
spray test of the weld joint with AlMg6Mn filler metal 
and the Zn-Al microstructure forming in the runout of 
the brazed seam dissolve first in the salt spray test of 
the weld joint with ZnAl2 filler metal. The ZnAl2 filler 
metal weld displays higher corrosion resistance than 
that of AlMg6Mn filler metal weld. Another study eval-
uated the corrosion performance of steel-Al weld-braz-
ing (gas metal arc welding) lap joints with Al-5%Mg 
and Al-5%Si filler metals112). The polarization curves of 
welds are presented in Fig. 18. The corrosion current 
density of Al-5%Si weld (4.863x10-5 A/cm2) is higher 
than that of Al-5%Mg weld (4.540x10-5 A/cm2). As a 
result, compared to the Al-5%Si filler metal, Al-5%Mg 
filler metal enhanced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steel-Al weld-brazing joints. Moreover, alloying and 
coating elements of metals also can remarkably change 
the corrosion resistance of welds. A study observed that 
the Zn-Al-Mg coatings on steel improved the corrosion 
resistance compared with conventional hot-dip and 
electro-galvanized coatings114).

8. Conclusion

  Recent developments of various lightweight materials 
have rejuvenated the automotive industry. But the join-
ing of these dissimilar materials is still challenging for 
the manufacturers. The most promising steel-Al alloy, 
Al alloy-Mg alloy, and steel-Mg alloy dissimilar combi-
nations and their metallurgical challenges to welding 
have been discussed throughout the paper. In the in-
dustrial point of view, the improvement of resistance 
spot welding and electric arc welding for multi-materi-
als integration was realized as the most convenient and 
economical because of their established infrastructures. 
Minimizing intermetallic compounds were identifi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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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rrosion products of weld seam side at bypass 
current (a) 40 A, (b) 30 A, (c) 24 A, and corro-
sion products of steel side at bypass current (d) 
40 A, (e) 30 A and (f) 24 A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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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ificant factor to enhance the weld quality of dis-
similar metal welds. The control of heat input and the 
selection of alloying elements for filler metal can effec-
tively reduce the amount of intermetallic compounds as 
well as the growth of IMC layer thickness. As a con-
sequence, the brittle IMCs formation and the corrosion 
susceptibility of the weld zone can be considerably mi-
tigated that can enhance the weld quality. The opti-
mization of the welding process parameters for the least 
amount of heat input, selection of alloying elements for 
filler metals, base metals, and base metal coatings re-
main as leading issues for onward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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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로 압력용기는 원 의 수명과 안 성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원  핵심기기로써 사용 재료의 높은 강

도와 인성이 요구된다. 이에 합 원소의 첨가1,2), 열처

리 조건의 최 화3,4) 등을 통해 원자로 압력용기용 재

료인 합  단조강의 기계  특성을 향상시키기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한 원자로 압력용기는 

가동 에 높은 에 지의 성자 조사를 받아 재료의 

인성이 하되는 취화 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평가와 항성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도 지속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용접 열영향부의 기계적 특성과 미세조직에 

미치는 용접후열처리 온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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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ost-weld heat treatment (PWHT) temperature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heat-af-
fected zone (HAZ) of P-No. 3 low-alloy steel was investigat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nges in 
microstructure. SA-508 Gr. 3 Cl. 1 forged steel was employed, and the specimens taken from the steel were
thermally cycled using a Gleeble simulator to simulate coarse-grained HAZ (CGHAZ), fine-grained HAZ 
(FGHAZ), intercritical HAZ (ICHAZ), and subcritical HAZ (SCHAZ). The respective base metal and simu-
lated HAZ specimens were heat treated in a furnace at 610, 650, 690, and 730℃ for 8 hours. Before the heat 
treatment, the ICHAZ, FGHAZ and CGHAZ exhibited high hardness and poor impact toughness. However, 
when the PWHT was applied, the hardness decreased and the impact toughness improved; the impact tough-
ness was highly dependent on the PWHT temperature. The impact toughness of the ICHAZ and FGHAZ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the PWHT temperature was 650℃ or below, while that of CGHAZ improved sig-
nificantly when the PWHT temperature was 650℃ or higher. The microstructural changes due to the PWHT
were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correlated with the mechanical properties.r composed 
of iron-based composition system had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material to be repaired.

Key Words : Low-alloy steel, Heat-affected zone, Post-weld heat treatment, Impact toughness

ISSN 2466-2232 (Print)
ISSN 2466-2100 (Online)



원자로 압력용기용 합 강 용  열 향부의 기계  특성과 미세조직에 미치는 용 후열처리 온도의 향

한용 ․ 합학회지 제38권 제1호, 2020년 2월     25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7).

  원자로 압력용기 제작 시 용  공정이 필수 이며, 

이로 인해 용융선 (fusion line) 주변에는 용  열 향

부(heat-affected zone, HAZ)가 형성된다. HAZ에서

는 용  열에 의해 미세조직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  특성이 열 향을 받지 않은 모재(base metal)

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 HAZ 안에서도 용융선

으로부터의 거리, 즉 열사이클의 최고온도(peak tem-

perature, Tp)에 따라 세부 역으로 구분되어 미세조

직과 기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 으로 탄소

강  합 강의 HAZ는 열사이클의 최고온도(peak 

temperature, Tp)가 오스테나이트 역, 즉 Ac3 이상

으로 가열된 coarse-grained HAZ (CGHAZ)와 fine- 

grained HAZ (FGHAZ),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이상 역, 즉 Ac1과 Ac3 사이로 가열된 intercritical 

HAZ (ICHAZ), 페라이트 역, 즉 Ac1 이하로 가열

된 subcritical HAZ (SCHAZ)로 분류된다8-11). 용  

HAZ 안에서 인성이 가장 낮은 역을 국부취화 역

(local brittle zone, LBZ)이라고 하는데, 일반 으로 

CGHAZ와 다층(multi-pass)용  시에 CGHAZ가 후

속 패스에 의해 Ac1과 Ac3 사이로 재가열되어 형성되는 

intercritically reheated CGHAZ (ICCGHAZ)를 말

한다. LBZ는 용 구조물의 안 성에 심각한 문제를 

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명하고 최소화하기 한 연

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9-11).

  용  HAZ의 기계  특성은 용 후열처리(post-weld 

heat treatment, PWHT)를 실시함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 많은 연구를 통해 PWHT 후에 LBZ의 인성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9,11). 그러나 HAZ의 

특정 역에서는 PWHT 후에 인성이 크게 하되는 

경우도 확인된 바 있다9). 한편 용  HAZ의 기계  특

성 변화는 PWHT 온도에 의해서도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3). 따라서 용 구조물의 건 성

을 확보하기 해서는 PWHT에 따른 HAZ의 세부 역

별 기계  특성 변화에 한 면 한 검토와 최 화된 

PWHT 온도 선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용기용 합 강 용  HAZ의 기

계  특성에 미치는 PWHT 온도의 향을 평가하 다. 

재 국내에 가동 인 원자로 압력용기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Mn-Mo-Ni계 합 강인 SA-508 Gr. 3 Cl. 1을 

사용하 으며, HAZ의 세부 역별 평가를 해 Gleeble

을 이용하여 용  열사이클을 모사하 다. CGHAZ, 

FGHAZ, ICHAZ, SCHAZ를 재 하 으며, 재  용

 HAZ에 하여 610℃, 650℃, 690℃, 730℃의 온

도에서 8시간동안 열처리를 실시한 후 열처리 온도에 

따른 기계  특성  미세조직 변화를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재 국내에 가동 인 원자

로 압력용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Mn-Mo-Ni계 합

 단조강인 SA-508 Gr. 3 Cl. 1이다. ASME 기술기

에 따라 P-No. 3 재료로 분류되며, 880℃에서 오스테

나이트화  퀜칭 후 655℃에서 템퍼링(tempering)된 

상태로 제조되었다. 학발 분석기(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를 이용한 화학조성 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 다. 

2.2 용  열 향부 재

  용  HAZ는 열사이클의 Tp가 Ac3 이상인 CGHAZ

와 FGHAZ, Ac1과 Ac3 사이인 ICHAZ, Ac1 이하인 

Element C Mn P S Si Ni Cr Mo V

Measured
(OES)

0.23 1.40 0.006 0.001 0.18 0.89 0.22 0.50 0.003

Requirement
(ASME SA-508 Gr. 3)

≤0.25 1.20~1.50 ≤0.025 ≤0.025 0.15~0.40 0.4~1.0 ≤0.25 0.45~0.60 ≤0.0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teel used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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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in diameter of the steel specime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t heating rate of 100℃/sec



강용 ․박소 ․오창 ․이승건․강성식

26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8, No. 1, 2020

SCHAZ의 세부 역으로 구분하 다8-11). 용  열사이

클의 빠른 승온속도로 인해 오스테나이트로의 변태가 

시작되는 온도(Ac1)와 변태가 끝나는 온도(Ac3)가 평

형 상태에 비해 상승하게 된다. 용  열사이클 동안 재

료의 Ac1과 Ac3를 구하기 해 10mm의 직경을 갖는 

시편을 상으로 Gleeble을 이용하여 빠른 가열조건

(100℃/sec)에서 온도에 따른 직경의 변화를 측정하

으며,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시편은 팽창하지만, 원자 충진율이 높은 

오스테나이트로의 변태가 시작되는 Ac1과 변태가 끝나

는 Ac3 사이에서는 시편의 부피 수축이 발생하게 된다. 

재료의 Ac1과 Ac3는 각각 약 746℃와 794℃로 확인되

어, CGHAZ, FGHAZ, ICHAZ, SCHAZ를 재 하기 

한 열사이클의 Tp를 각각 1350℃, 900℃, 770℃, 

650℃로 선정하 다. 한, 장의 용 조건을 반 하

여 200℃의 열 온도와 30kJ/cm의 입열 조건을 선

정한 후, Eq. 1의 3차원 열 달을 고려한 Rosenthal 

식을 이용하여 용  열사이클을 계산하 으며11,14), 결

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
4

exp(
2

/
=

2

0 at

r

tπλ

vq
TT -- (1)

Eq. 1에서 T와 t는 열사이클의 온도  시간, T0는 

열온도, q/v는 입열량, λ는 재료의 열 도도, a는 재료

의 열확산도, r은 용  열원으로부터의 거리를 각각 나

타낸다. 실험재료로부터 11mm×11mm×55mm 치수의 

시편을 채취한 후 Gleeble을 이용하여 Fig. 2에 나타

낸 용  열사이클을 모사하 다.

2.3 용 후열처리

  PWHT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ASME 기술

기 에 따라 수행하 다11,15). 모재  재  HAZ 시편

을 열처리로에 장입한 후 610℃, 650℃, 690℃, 730℃

의 온도에서 8시간동안 유지하 다. 여기서 610℃와 

650℃는 ASME 기술기 에 따라 P-No. 3 재료에 

용하는 PWHT 온도 범 (595~675℃)에 있으며, 

690℃와 730℃는 P-No. 5A 재료와의 이종용 부에 

실시하는 PWHT 온도 범 (675~760℃)에 해당된다. 

Fig. 3은 시편 표면에 부착한 열 를 통해 열처리 동안 

시편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가열  냉각 속도는 각

각 약 0.035℃/sec와 0.01℃/sec로 확인되어 ASME 

Section III NX-4623에서 규정하고 있는 PWHT의 

가열  냉각 속도 요건을 만족하 다. 열처리  상변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해 직경 3mm, 길이 10mm의 시

편을 상으로 Dilatometer를 이용하여 0.035℃/sec의 

승온속도일 때 온도에 따른 시편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

다. Fig. 4에서 보듯이 승온  오스테나이트로의 변

태가 시작되는 온도는 약 700℃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열처리 온도가 730℃인 경우에는 상변태가 발생할 것

으로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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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계  특성 평가  미세조직 분석

  용  HAZ의 기계  특성 변화를 평가하기 해 선

행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도와 충격인성을 평가하

다11). 경도는 비커스경도계를 이용하여 1.96N의 하

으로 상온에서 10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 으며, 충격

인성은 ASME SA-370에 따라 Charpy 충격시험기를 

이용하여 3℃에서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 다. 충

격시험편은 열처리 시편을 삭가공하여 10mm×10mm× 

55mm 치수로 제작하 다. 한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분석하 으며, 미세조직 찰을 한 시편은 기계  연마 

후 3% nital 용액으로 에칭(etching)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PWHT 과 후 모재  재  용  HAZ의 기계  

특성을 Fig. 5에 제시하 다. 최근 연구11)에 따르면 

ASME 기술기 에 따라 P-No. 1 재료로 분류되는 탄

소강의 경우 PWHT 에 CGHAZ가 가장 높은 경도

와 낮은 충격인성을 보이는 LBZ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PWHT 에 CGHAZ뿐만 

아니라 ICHAZ와 FGHAZ도 매우 높은 경도와 낮은 

충격인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P-No. 3 

합 강의 경우 P-No. 1 탄소강에 비해 용  시 HAZ 

안에 형성되는 취화 역의 면 이 상 으로 크게 형성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PWHT 후 ICHAZ, FGHAZ, 

CGHAZ의 경도는 큰 폭으로 감소하 으며, 충격인성

은 PWHT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찰되

었다. ICHAZ와 FGHAZ는 PWHT 온도가 650℃이하

일 때 충격인성이 크게 향상된 반면, CGHAZ의 경우 

PWHT 온도가 650℃이상일 때 충격인성이 향상되는 

정도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재  SCHAZ

의 경우 PWHT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충격인성이 감

소하 으며, 특히 PWHT 온도가 730℃일 때 큰 폭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

용된 P-No. 3 재료의 경우 595~675℃의 범 , 즉 

P-No. 3 재료의 PWHT 온도 범 에서는 PWHT 온

도가 높을수록, 675~760℃의 범 , 즉 P-No. 5A 재

료와 이종용  시 실시하는 PWHT 온도 범 에서는 

PWHT 온도가 낮을수록 HAZ의 기계  특성이 우수할 

것으로 상된다.

  PWHT  모재  재  용  HAZ의 미세조직을 

Fig. 6과 7에 나타내었다. 모재는 반 으로 베이나

이트 조직을 보 으며, 결정립계와 결정립 내부에 석출

물이 존재하 다. 선행 연구2)에서 결정구조  화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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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base metal and si-
mulated HAZ as a function of the PWHT temper-
ature: (a) hardness and (b) impact energy

(a) (b)

(c) (d)

(e)

Fig. 6 Low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of the base 
metal and simulated HAZ before the PWHT: (a) 
base metal, (b) SCHAZ, (c) ICHAZ, (d) FGHAZ, 
and (e) CG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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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석을 통해 결정립계를 따라 형성된 조 한 석출물

과 결정립 내부에 분포하는 미세한 석출물은 각각 M3C- 

type 탄화물과 M2C-type 탄화물임을 확인한 바 있다. 

열사이클의 Tp(650℃)가 Ac1 이하인 SCHAZ의 경우 

상변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모재와 미세조직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열사이클의 Tp가 Ac1을 과하

는 ICHAZ, FGHAZ, CGHAZ의 경우 상변태가 발생

하기 때문에 미세조직이 모재  SCHAZ와 매우 상이

하게 나타났다. ICHAZ는 열사이클의 Tp(770℃)가 오

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이상 역인 Ac1과 Ac3 사이이

므로 가열  기존 미세조직 일부에서 오스테나이트 변

태가 발생하게 되는데16,17), 이 게 부분 으로 형성된 

오스테나이트가 냉각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으로 마르

텐사이트로 변태하는 것으로 단된다. ICHAZ에서 열

사이클에 의해 상변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기존 베

이나이트 조직을 유지하 으나 템퍼링 효과에 의해 탄

화물의 성장이 다소 발생하 다. FGHAZ는 열사이클

의 Tp(900℃)가 Ac3를 과하므로 가열  완  오스

테나이트화되고 이후 냉각을 통해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높은 분율로 형성되었지만, Tp(900℃)가 낮고 고온 역

에서의 유지 시간도 짧기 때문에 기존 M3C-type 탄화물

은 충분히 용해되지 않은 것으로 찰되었다. CGHAZ는 

열사이클의 Tp(1350℃)가 매우 높으므로 가열  완  

오스테나이트화될 뿐만 아니라 결정립의 성장으로 인해 

핵생성 장소로 작용하는 결정립계의 면 이 감소하게 되므

로 경화능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18). 이로 인해 CGHAZ에

는 반 으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발달하 으며, 높

은 Tp(1350℃)로 인해 기존의 조 한 M3C-type 탄화물

은 완 히 용해되었다. PWHT 에 ICHAZ, FGHAZ, 

CGHAZ에서 매우 높은 경도와 낮은 충격인성을 보이

는 것은 상변태로 인해 형성된 마르텐사이트가 주된 원

인인 것으로 보인다.

  Fig. 8과 9는 PWHT에 따른 모재의 미세조직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PWHT 온도가 690℃이하일 때 미

세조직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PWHT 온도가 730℃일 

때는 등가직경(equivalent diameter)이 체로 1μm 

이상인 섬(island)모양의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었다. 

PWHT 온도가 730℃일 때는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오스테나이트 변태 온도를 과하므로 기존의 미

세조직에서 부분 으로 오스테나이트 변태가 발생하게 

(a) (b)

(c) (d)

(e)

Fig. 7 High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taken from
the rectangular areas in Fig. 6) of the base metal 
and simulated HAZ before the PWHT: (a) base 
metal, (b) SCHAZ, (c) ICHAZ, (d) FGHAZ, and 
(e) CGHAZ (PAGB: prior austenite grain boun-
dary)

(a) (b)

(c) (d)

Fig. 8 Low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of the base 
metal with PWHT at: (a) 610 ℃, (b) 650 ℃, (c) 
690 ℃, and (d) 730 ℃

(a) (b)

(c) (d)

Fig. 9  High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taken 
from the rectangular areas in Fig. 8) of the base 
metal with PWHT at: (a) 610 ℃, (b) 650 ℃, (c) 
690 ℃, and (d) 730 ℃



원자로 압력용기용 합 강 용  열 향부의 기계  특성과 미세조직에 미치는 용 후열처리 온도의 향

한용 ․ 합학회지 제38권 제1호, 2020년 2월     29

되며16,17)
, 이 게 형성된 오스테나이트는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냉각을 통해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한 것으

로 보인다. 마르텐사이트는 취성 괴의 기 으로 작용

하여 인성을 크게 하시킬 수 있으므로19,20), PWHT 

온도가 730℃일 때 모재의 충격인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Fig. 10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PWHT에 따른 

SCHAZ의 미세조직 변화 양상은 모재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PWHT 온도가 690℃이하일 때 미세조직의 큰 변

화는 없었으나, PWHT 온도가 730℃일 때는 섬(island)

모양의 조 한 마르텐사이트 상이 형성되었다.

  Fig. 12와 13은 PWHT에 따른 ICHAZ의 미세조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WHT를 실시함에 따라 탄소

가 과포화 상태로 고용되어 있는 마르텐사이트가 분해

되면서 탄화물들이 집한 형태로 석출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경도가 높고 취성이 큰 마르텐사이트가 분해

됨에 따라 PWHT를 수행한 시편의 경도가 감소하고 충

격인성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PWHT 

온도가 690℃일 때도 마찬가지로 마르텐사이트가 분해되

면서 탄화물들이 석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결정

립계에서 조 한 탄화물이 형성되어 이로 인해 PWHT 

온도가 650℃이하일 때에 비해 충격인성이 격히 

하된 것으로 상된다. 동일한 PWHT 온도(690℃)임

에도 불구하고 모재  SCHAZ에서 찰되지 않는 조

한 탄화물이 ICHAZ에서 찰되는 것은 마르텐사이

트가 분해된 지역에서 증가하게 되는 탄소 함량과 미세

한 결정립 크기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탄소 함량이 높고, 삼  (triple junction) 등 탄화

물이 석출하고 성장하기 쉬운 장소가 많기 때문에 조

한 탄화물이 형성된 것으로 상된다. PWHT 온도가 

730℃일 때는 모재  SCHAZ와 마찬가지로 섬(island)

(a) (b)

(c) (d)

Fig. 10 Low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of the 
SCHAZ with PWHT at: (a) 610 ℃, (b) 650 ℃, 
(c) 690 ℃, and (d) 730 ℃

(a) (b)

(c) (d)

Fig. 11 High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taken from
the rectangular areas in Fig. 10) of the SCHAZ 
with PWHT at: (a) 610 ℃, (b) 650 ℃, (c) 690 ℃, 
and (d) 730 ℃

(a) (b)

(c) (d)

Fig. 12 Low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of the 
ICHAZ with PWHT at: (a) 610 ℃, (b) 650 ℃, 
(c) 690 ℃, and (d) 730 ℃

(a) (b)

(c) (d)

Fig. 13 High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taken from
the rectangular areas in Fig. 12) of the ICHAZ 
with PWHT at: (a) 610 ℃, (b) 650 ℃, (c) 690 ℃, 
and (d)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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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조 한 마르텐사이트 상이 발달하 으며, 이로 

인해 낮은 충격인성을 갖는 것으로 단된다.

  Fig. 14와 15에서 볼 수 있듯이 PWHT에 따른 FGHAZ

의 미세조직 변화 양상은 ICHAZ와 유사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PWHT 시 마르텐사이트가 분해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고 충격인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

지만, PWHT 온도가 690℃일 때는 조 한 탄화물이, 

730℃일 때는 섬(island)모양의 마르텐사이트 상이 형

성됨에 따라 충격인성의 개선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단된다.

  Fig. 16과 17은 PWHT에 따른 CGHAZ의 미세조

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WHT 시 템퍼드 마르텐사

이트 조직이 발달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고 충격인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PWHT 온도가 650℃이상일 

때 템퍼링 효과가 큰 것으로 단된다. 한편 CGHAZ는 

모재  다른 HAZ와는 다르게 PWHT 온도가 730℃

일 때도 충격인성의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섬(island)모양의 마르텐사이트 상이 낮은 분율로 형성

되는 신 상 으로 인성이 높은 베이나이트가 제2상

(second phase)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 래스(lath)경계가 잘 발달된 미세조직을 갖는 

CGHAZ의 경우 오스테나이트 변태 시 핵생성 장소가 

분산될 것으로 상되며, 이로 인해 각 오스테나이트의 

탄소 함량은 상 으로 낮게 되어 베이나이트가 형성

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압력용기용 합 강 용  HAZ의 기

(a) (b)

(c) (d)

Fig. 14 Low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of the 
FGHAZ with PWHT at: (a) 610 ℃, (b) 650 ℃, 
(c) 690 ℃, and (d) 730 ℃

(a) (b)

(c) (d)

Fig. 15 High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taken 
from the rectangular areas in Fig. 14) of the 
FGHAZ with PWHT at: (a) 610 ℃, (b) 650 ℃, 
(c) 690 ℃, and (d) 730 ℃

(a) (b)

(c) (d)

Fig. 16 Low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of the 
CGHAZ with PWHT at: (a) 610 ℃, (b) 650 ℃, 
(c) 690 ℃, and (d) 730 ℃

(a) (b)

(c) (d)

Fig. 17 High 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taken 
from the rectangular areas in Fig. 16) of the 
CGHAZ with PWHT at: (a) 610 ℃, (b) 650 ℃, 
(c) 690 ℃, and (d)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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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특성에 미치는 PWHT 온도의 향을 평가하 다. 

ASME 기술기 에서 P-No. 3 재료로 분류되는 Mn- 

Mo-Ni계 합  단조강인 SA-508 Gr. 3 Cl. 1을 사

용하 으며, Gleeble을 이용하여 용  HAZ를 재 한 

후 610℃, 650℃, 690℃, 730℃의 온도에서 8시간동

안 열처리를 실시하 다. PWHT에 따른 모재  재  

용  HAZ의 기계  특성  미세조직 변화를 분석하

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PWHT  ICHAZ, FGHAZ, CGHAZ는 매우 

높은 경도와 낮은 충격인성을 보 다. PWHT를 실시

함에 따라 ICHAZ, FGHAZ, CGHAZ의 경도는 큰 폭

으로 감소하 으며, 충격인성의 변화는 HAZ의 세부

역별로 PWHT 온도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ICHAZ와 FGHAZ는 PWHT 온도가 650℃이하일 때, 

CGHAZ의 경우 PWHT 온도가 650℃이상일 때 충격

인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모재  SCHAZ의 경우 

PWHT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충격인성이 감소하 으

며, 특히 PWHT 온도가 730℃일 때 큰 폭으로 감소하

다.

  2) 모재  SCHAZ의 경우, PWHT 온도가 730℃

일 때 섬(island)모양의 조 한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됨

에 따라 충격인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3) ICHAZ  FGHAZ의 경우, PWHT 시 마르텐

사이트가 분해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고 충격인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PWHT 온도가 690℃일 

때는 조 한 탄화물이, 730℃일 때는 섬(island)모양

의 마르텐사이트 상이 형성됨에 따라 충격인성의 개선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단된다.

  4) CGHAZ의 경우, PWHT 시 템퍼드 마르텐사이

트 조직이 발달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고 충격인성이 

향상되었다. 한 모재  다른 HAZ와는 다르게 

PWHT 온도가 730℃일 때도 충격인성의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섬(island)모양의 마르텐사이트 

상이 낮은 분율로 형성되는 신 상 으로 인성이 높

은 베이나이트가 제2상(second phase)으로 형성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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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CO2 감  연비 규제를 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를 응하기 해 국내외 

자동차사는 차체 경량화, 연비 증 , 친환경 동력원 

용 등과 같은 기술 개발을 진행 에 있다. 기  친

환경 연료 자동차의 경우 연비 향상  주행거리 연장

을 한 차체 경량화 기술 개발은 필수 이며, 그  

두께 감소  강성 확보를 한 고장력 강 을 이용

하여 경량화와 차체 안 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이 

실 인 안으로 각 받고 있다. 고장력 강 은 스

링백 상  냉간 성형이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해 핫스탬핑 공법(가열된 강 을 형으로 속 냉각시

켜 고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차체 부품의 A 필러, B 필러, 사이드 아우터, 범퍼 등 

충격 특성을 요구하는 주요 부품에 용되어지고 있다
1). 핫스탬핑 보론강의 경우 900~950 ℃ 고온 환경에

서 제조되기 때문에 강  표면의 산화 스 일  표면 

탈탄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 표면에 

Al-Si 도  처리를 하고 있고, 열처리 과정에서 모재의 

  

Al-Si 도금된 핫스탬핑 보론강 볼트 프로젝션 용접 시 도금층

용융 거동이 용접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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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Al-Si coating melting behavior and weldability during the resistance spot 
welding of hot stamped boron steels was investigated. In the case of the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high heat was generated on the surface and the oxide layer by the intermetallic coating, and the molten
coating layer pushed toward the outer edge of the weld like a film of liquid. The liquid coating layer accu-
mulated at the periphery, preventing current flow and extension of the contact area, and this influenced the 
height of the nugget growth. As a result of the limited nugget growth, weld strength decreased. However, in 
the case of bare hot stamped boron steel, relatively low heat was generated due to the large contact area, and the
nugget grew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Compared to the nugget diameter of Al-Si coated hot-stamped 
boron steel, this can result in superior weldability.

Key Words : Bolt projection welding, Al-Si coated hot stamping steel, Melting behavior, Weldability, Hea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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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가 Al-Si 도 층에 확산되어 Fe-Al-Si 간화합물

층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표면은 외각의 Fe- 

Al-Si 복잡한 합 화층  산화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재의 높은 강성으로 인하여 항용  시 비산 상, 

표면균열, 용 부 계면 단, 인장강도/ 단강도 하 

등의 공정  품질 문제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강(Mild steel)에 비해 좁은 가용 류구간으로 용

성이 좋지 않다고 보고되어 있다3-5). Ji6)등은 항  

용 에서의 핫스탬핑 강 의 합 층의 향을 비교․고

찰하고, 문제시되고 있는 용 성에 한 부분을  해결

하기 해 펄스 형의 용 류를 기반으로 최 의 용

조건을 도출하 으며, Lim7) 등 은 핫스탬핑 강 의 

트 로젝션 용  시 트의 재질에 따른 용 성 비

교  단 모드의 향을 고찰하 으며, Chun8) 등 

은 핫스탬핑 강 의 트 돌기 형상을 최 화하여 용

부 인장강도 등 기계  물성과 실제 Al-Si 합 화층의 

거동에 해 비교․분석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Al-Si 핫스탬핑 보론강의 

항 용 에 한 일부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지만, 볼

트 로젝션 용 에 한 도 층 유무에 따른 용  

상과 용  시 도 층의 거동에 한 구체 인 연구 사

례  동 항(Dynamic Resistance)과 연  지어 용

성에 해 고찰된 연구는 제한 이다. 특히, 볼트 

로젝션 용 은 항  용   트 로젝션 용 과 

유사한 원리이나 돌기 형상 차이 등으로 인한 용융 형

태  메커니즘, 용  특성이 다르고, 다수의 돌기를 

이용해 용 하기 때문에 모든 돌기 용 부에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하나의 돌기 용 부에서 불량이 발생하

면 체 합 강도가 격하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볼트 로젝션 항 용  시 

Al-Si 도 층의 유무에 따른 동 항의 차이를 분석하고 

Al-Si 도 층의 기 용융 거동  겟 성장 거동을 

비교하여 Al-Si 핫스탬핑 보론강 볼트 로젝션 용  

시 Al-Si 도 층의 용융 거동이 용 성에 미치는 향

을 고찰해보았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1.0 mm 두께의 Al-Si 도 된 핫스탬

핑 보론강을 사용하 으며, Table. 1에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합  조성  도 층의 성분을 나타

내었다. 핫스탬핑 처리는 900 ℃에서 약 5분간 유지 

후 냉각 다이에서 냉 하 고 도 층을 제거한 핫스탬

핑 보론강(이하 Bare 핫스탬핑 보론강)은 Silicon Carbide 

Paper를 사용하여 물리 으로 표면을 연마한 후, 화학

 에칭 처리를 하 다. 볼트는 KS B 1057 규격에 

합한 머리부 지름 14 mm, 머리부 높이 2 mm, 용  

돌기부 지름 2.5 mm, 용  돌기부 높이 0.8 mm, 나사길

이 14 mm의 M6 3  돌기 용  볼트를 사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용 기의 사양은 격 용량 100 kVA, 제

어주 수 1000 Hz의 Inverter DC 정치식 공압 스폿

용 기이고 냉각수 25 ℃, 6.0 L/min의 냉각속도를 

유지하 다. 고속 카메라 상은 Fig. 1에서와 같이 구

성하여 촬 하 다.

  가용 류구간을 비교하기 한 용 조건은 작업 장 

조건을 반 한 가압력 570 kgf, 용  시간 16 Cycle

으로 고정하 으며, 압축 단 실험을 하 을 때 3 의 

돌기가 모두 단 되며 압축강도 420 kgf이상을 만족

하는 류 조건을 기 으로 간날림(Expulsion) 발생 

류 조건을 상한 류, 기  류 이하를 하한 류로 

설정하 다. Al-Si 도 층의 향은 용  류와 압

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얻은 동 항 곡선 결과를 바탕

으로 분석하 으며 용  시뮬 이션 로그램인 Sorpas@

( 항용  해석 시뮬 이션)를 이용하여 용  공정  

온도 분포  용융 상을 찰하 고, OM  EPMA 

(Eectron Probe Micro Analysis)의 성분 매핑(Mapping)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wt%)

C Si Mn P S Ceq

0.23 0.26 1.24 0.0015 0.002 0.45

Chemical composition of coating(wt%)

Al Si
-

90 10

Fig. 1 Experimental machine of bolt projection welding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coating properties of 
used hot stamped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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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통해 기 도 층의 용융 거동 상을 고찰하

다. 실제 용  시 발생하는 도 층  용융부의 거동 

찰을 해 고속카메라(FastCAM Mini UX50 Model 

160K C2 with F-mount Sigma MACRO 105MM 

lens)를 사용하 다. 

3. 결과  고찰

3.1 도 층 유무에 따른 가용 류 구간 비교

  핫스탬핑 보론강의 도 층의 항을 비교해보기 해 

항 용  용 성의 요한 인자 의 하나인 가용 류

구간을 핫스탬핑 보론강의 도 층 유무에 따라 도출해

보았다. Fig. 2는 핫스탬핑 보론강의 도 층 유무에 따

른 (가압력과 용  시간을 고정) 가용 류 구간을 비

교한 그림이다. 용  류가 증가함에 따라 용 부 압

축강도가 증가하 으며 간날림이 발생되는 17 kA 용

 류에서 압축강도가 격하게 감소하 다.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경우 류 조건 15 kA에서만 

436 kgf으로 나타났고, Bare 핫스탬핑 보론강의 경우 

류 조건 13~15 kA의 용 조건에서 최  압축강도 

604 kgf로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 보다 Bare 

핫스탬핑 보론강이 더 넓은 가용 류구간을 확보 다. 

이는 핫스탬핑 보론강의 도 층의 존재 유무가 용  특

성에 큰 향을 미치고, 한 도 층이 존재함으로 인

하여 발열 상이 가속화되어, 간날림발생 류가 낮았

다고 단되며, 용융  발열 상에 해서는 다음 장

에서 자세히 고찰해보았다.

3.2 동 항 곡선  해석시뮬 이션 비교

  용  시간 동안 핫스탬핑 보론강의 도 층 유무에 따

른 용융 거동  발열 온도를 비교하기 해 항 용  

시뮬 이션(Sorpas@Simulator)을 이용해 Fig. 3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Fig. 3(a)의 Bare 핫스탬핑 보론

강의 경우 용  기에 용  돌기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통 면 이 확 됨에 따라 비교  큰 겟의 용융이 발

생하 으나, Fig. 3(b)의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

강은 용  기의 발열이 용 부 계면에서만 국부 으

로 발생, 용  돌기가 붕괴되지 않아 충분한 통 면

을 확보하지 못해 겟크기가 상 으로 작았다. 이때 

용 부 최  온도는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 

1580 ℃, Bare 핫스탬핑 보론강 1523 ℃로 Al-Si 도

층  산화층의 존재로 용 부 계면에서 입열이 집

으로 발열이 발생하 다고 단된다8).

  항용 의 용  상 즉, 의 붕괴, 거친 표면 연

화, 온도 상승, 기 용융, 깃 성장, 날림 등의 상

을 모니터링된 류  압의 산출 값으로 나타낸 것

이 동 항 신호이다. 이는 용융부 형성 과정에서부터 

용  종료까지의 다양한 정보를 직·간 으로 갖고 있

으며, 이를 이용하여 용 품질의 측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9-11). 앞서 설명한 용 성에 차이가 발

생하는 원인에 해 동 항 값을 통하여 비교·고찰해보

았다. Fig. 4는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과 Bare 

핫스탬핑 보론강을 동일 용 조건으로 용  시 동 항 

곡선을 비교한 결과이다. 먼  표면조도가 붕괴되고 표

면 거칠기가 연화되어 동 항이 격하게 하락하는 α- 

9 11 13 15 17
0

100

200

300

400

500

600

W
el

d 
st

re
ng

th
(k

gf
)

Current(kA)

420 kgf

- Expulsion

Bare Hot stamped boron steel

Al-Si coated hot stamped boron steel

Fig. 2 Comparison of weldable current range of Al-Si 
coated and Bare hot stamped boron steel(elec-
trode force : 570 kgf, weld time : 16 cycle)

5 ms 15 ms 25 ms 35 ms 85 ms 125 ms 185 ms

(a)

(b)

Fig. 3 Melting behavior by SORPAS simulation during projection welding, (a) bare Hot stamped boron steel (b) Al-Si 
coated hot stamped bor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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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의 경우 Bare 핫스탬핑 보론강 보다 Al-Si 핫스

탬핑 보론강이 더 높았으며 이는 Al-Si 합 화층  산

화층 존재로 인한 표면 항값이 높았고, 합 화층 내 

Fe에 Al, Si가 일부 고용된 형태로 존재하는 합 화 

층의 향에 기인한 것이라 단된다12-13).

  용  류 조건에 따른 Al-Si 도 층의 향에 한 

동 항을 분석하기 해 Fig. 5에 용  류 조건에 따

른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과 Bare 핫스탬핑 보

론강의 기 동 항  동 항 곡선의 면 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용  류가 증가됨에 따라 Al-Si 도 된 핫

스탬핑 보론강의 동 항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 

높은 용  류가 통 됨에 따라 표면 항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용  류가 증가함에 따른 그래 의 분값, 

즉, 체 항값은 감소하게 되고 용  류의 증가함

에 따라 통 면  확 로 인한 항값의 감소했다고 

단된다. 동 항에 한 신호를 통하여 실제 용융 상

에 한 명확한 측은 쉽지 않다. 따라서 Al-Si 도

층의 기 용융 거동을 분석하여 표면발열  용  강

도 하의 원인을 규명하기 해서는 볼트와 재의 계

면 찰을 통하여 기 용융 상을 분석하고 Al-Si 도

층이 용 성에 미치는 향에 해 고찰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용융 상에 해 고찰해 보았다. 

3.3 Al-Si 도 층 기용융 거동 분석

  항 용  공정  용  기에 용 부 계면 사이의 

면 붕괴, 합계면의 연화등으로 항이 감소

함에 따른 류 통  면 이 확보되며 이러한 기 용

융 상은 용 성에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14). 

용 성에 한 비교를 상학 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용  기 합부의 융융 상에 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Fig. 6는 간날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

인 용  류 조건으로 짧은 시간 용 (2 cycle) 후 

기 용융 상을 찰하기 해 합부 계면을 학 미

경으로 찰한 결과이다. Fig. 6(a)의 경우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기  경은 약 2.19 mm, 

Bare 핫스탬핑 보론강 기  경은 지름 약 2.46 mm

로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면 이 상

으로 작게 찰되었다. 한 Al-Si 도 된 핫스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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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용 부 계면에서 다수의 균열과 볼트 돌기 부

를 심으로 도넛 형태의 형상이 찰되었다. 도 층의 

용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잔존하는 도 층이라

고 추정했지만 본 상에 한 명확한 성분 규명을 

해 Fig. 7과 같이 EPMA 성분 Mapping 분석을 이용

하여 용 부 표면의 성분을 분석·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Al-Si 도 된 핫스탬핑강의 용 부 계면 

심에서 도 층의 주성분인 Al, Si 의 성분이 Bare 

핫스탬핑 보론강 보다 훨씬 높은 피크를 보 으며 Fig. 

6에서 찰된 용 부 심으로 형성된 외각의 도넛 형

상에서는 Al, Si 성분이 높게 찰되었다. 이는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 항  용  시 용융 기에 

용 부 계면에서 용융된 액상 상태의 도 층이 용 부 

외각으로 빠져나가 합 계면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핫스탬핑 보론강 항  용 에서도 

이와 같은 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Al-Si 

도 된 핫스탬핑강 용 부 계면에서 찰된 균열 부

에서 Al, Si 의 성분이 미비하게 나타났고 이는 용 부 

외각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도 층이라고 단되며, 잔

존한 도 층의 Brittle 한 특성에 의한 것으로 단된

다15). 한 Bare 핫스탬핑 보론강에 비해 Fe 성분은 

낮게 O 성분은 상 으로 높게 검출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외각 쪽으로 용융되지 못한 도 층에 의해 충분

한 면 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볼트 로젝션 용  

시 외각 쪽으로 용융된 도 층의 거동을 분석하기 해 

용 부 단면을 EPMA를 이용하여 성분 Mapping 하

다(Fig. 8). 분석 결과 용 부 외각에 Al-Si 도 층

으로 단되는 이물질을 찰하 으며, 이를 성분 분석

한 결과 Al, Si의 성분이 높게 검출되어 Fig. 6와 Fig. 

7에서 찰된 용 부 외각의 도넛 형상은 도 층이 용

융되면서 외각으로 려난 Al-Si 도 층으로 단된다. 

용 부 외각에서 찰된 도 층은 원래의 도 층보다 

4~5 배 두꺼운 용융물로 찰되었으며, 본 도 층은 두

꺼운 두께로 인한 높은 항값으로 인하여, 외각 쪽의 

류 통 을 방해하여 용 부 성장  확장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다음 장에는 핫스탬핑 

보론강의 Al-Si 도 층이 실제 용융부의 성장 거동에 

미치는 향을 실시간으로 찰하기 해 고속 카메

라를 이용해 비교· 찰해보았다.

3.4 용융부 성장거동 메커니즘

  앞장에서 고찰된 용융 거동에 한 직·간 인 용융 

성장 거동을 실시간으로 용 부 단면의 상 촬 을 이

용해 찰해보았다. Fig. 9는 용  시 간날림 상이 

발생하지 않는 용 조건에서 실시간 고속 카메라를 이

용해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과 Bare 핫스탬핑 

보론강의 용융부 성장 거동을 비교한 결과이다. 도 층 

유무에 따라 합계면에서 발열 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a) (b)

Fig. 8 Obsevation of cross-sectional image of periphery 
in bolt projection welds for the Al-Si coated hot 
stamped boron steel, (a) OM image (b) EPMA 
mapping of elements distribution (electrode force 
570 kgf and weld current 13 kA and weld time 2 
cycle)

SEM image
EPMA image

Fe Al Si O

bolt

Base metal 

(a)

(b)

Fig. 7 EPMA mapping of the elemental distribution in the coating layer at the faying surface at 11 kA-2 cycle, (a) 
Al- Si coated hot stamped boron steel, (b) None Al-Si coated hot stamped bor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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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 고, 볼트보다는 상 으로 높은 표면  

모재 항 특성을 지닌 핫스탬핑 강  쪽에서 용융 상 

 열 향부의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났다. Fig. 9(a)의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경우 용  기 시간

(3 cycle)에서 도 층의 용융이 발생하 다. 그리고 Al- 

Si 도 된 핫스탬핑강 에서의 상 으로 넓은 열 향

부  작은 겟경이 형성된 것을 미루어볼 때, Al-Si 

도 층이 발열 상  통 면 을 확장함에 있어 큰 

향을 미쳤다고 단된다. Fig. 9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Fig. 10은 용  시간에 따른 용 부의 길이 방향

( 겟경)과 높이 방향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래 로 나

타낸 결과이다. 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겟경이 높

이, 길이 방향으로 성장하다 약 7 cycle이상에서 성장이 

멈췄고, 볼트 돌기의 직경으로 인한 계속 인 겟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Fig. 10(a)의 경우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겟이 Bare 핫스탬핑 보론강

의 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 고 높이 방향으로 더 크

게 성장하 다. Fig. 10(b)의 경우, 겟 직경의 성장 

속도는 유사하 지만 Bare 핫스탬핑 보론강의 겟경

이 훨씬 크게 성장하 다.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

강의 도 층의 높은 항에 기인한 발열 부에

서의 발열 상이 기 용 부 높이 방향 성장 속도  

겟의 높이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한 용  기 Al-Si 도 층이 외각으로 려나가면

서 축척된 도 층으로 인해 충분한  면 이 확보되

지 못하고, 겟경이 확장하기 한 통 을 방해하여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겟경이 성장이 제한

되었다고 사료된다.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과 Bare 핫스탬핑 보론강의 용융부 성장 거동을 

모식도로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a)의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 용  시 도 층  산화층으로 

인한 표면의 높은 발열이 발생하며 용융된 도 층은 액

체의 필름 형태로 용 부 외각으로 려나게 된다. 이

때 외각에 모여 축 된 액상의 도 층은 면  형성 

 원활한 류 통 을 방해하고, 겟을 높이 방향으

로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제한 인 겟

(a) (b)

3 cycle

4 cycle

8 cycle

16 cycle

Fig. 9 High speed camera image of nugget growth ob-
servation ; (a) Al-Si coated hot stamped boron 
steel (b) Non Al-Si coated hot stamped boron 
steel (electrode force 570 kgf, weld current 12 kA 
and weld time 16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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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hematic diagram of nugget growth behavior ; 
(a)Al-Si Coated hot stamped boron steel (b)Bare 
hot stamped bor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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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성장으로 용착 강도 하  계면 단 등 용  

불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Fig. 11(b)

와 같이 Bare 핫스탬핑 보론강의 경우는 기에 넓은 

면 을 확보하여 상 으로 낮은 발열이 발생하

고, 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면 을 확

보하면서 겟이 길이 방향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용 부 겟경에 비해 큰 

겟경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 층 유무에 따른 가용 류구간  

동 항 곡선을 통해 용 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용 성

의 차이를 규명하기 해 Al-Si 도 층의 기 용융 거

동  그에 따른 실제 용 부 성장 거동을 분석하여 

Al-Si 도 층이 용 성에 미치는 향에 해 고찰해보

았다.

  1)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은 Bare 핫스탬핑 

보론강에 비해 용 부 최  강도가 낮고 가용 류구간

이 소하 다. 이는 Al-Si 도 층의 존재 여부에 따른 

발열 상의 차이가 용  특성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2) Al-Si 도 층 유무에 따른 용  해석 시뮬 이션

과 동 항 비교 결과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 용

 시 용융 기 볼트 돌기의 붕괴가 늦게 발생하고, 

면 이 확보되지 못하 으며 용융 면  한 작은 

것으로 찰되었으며, α-peak, 기 동 항, 동 항 면

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합 화층 내 Fe에 Al-Si 가 

일부 고용된 형태로 존재하는 합 화층의 향에 기인

한 것으로 단된다.

  3) Al-Si 도 된 핫스탬핑 보론강의 도 층은 용융 

기 용 부 계면에서 용융된 액상 상태로 용 부 외각

에 빠져나가 합 계면에 고체 상태로 축 되어 존재하

는 것으로 찰되었으며, 이때 용 부 외각으로 빠져나

가지 못한 일부 도 층에 의해 충분한 면 을 확보

하지 못하 고, 외각에 모여 축 된 도 층의 높은 

항으로 인해 용 부 외각의 류 통 을 방해하여 용

부 성장  확장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Al-Si 도 층이 존재하는 경우 상 으로 넓은 

열 향부  작은 겟경이 형성되었으며, 용  기 Al- 

Si 도 층의 높은 항으로 인해 용 부 높이 방향 

성장을 진시키고, 외각으로 려나가 축 된 Al-Si 도

층이 겟경 확장을 한 통 을 방해하여 길이 방향

으로 성장하지 못해 겟경 성장이 제한되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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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명 시 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  하나인 

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AM) 기술은 기

존의 제조공법과 달리 다양한 층방법을 통해 기계 부

품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자동차, 우주/항공, 조선 등 

 산업분야에 걸쳐 큰 향을 끼치고 있다1,2). 특히, 

속 층 제조 기술은 원소재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

함으로써 하나의 부품을 제작, 생산하는 삭가공 기술

과 달리 3차원 형상의 린 을 통해 부품을 설계, 제

작하므로 원가 감이 가능하다. 속 층에는 기  

에 도포되어 있는 분말에 이 나 자빔을 조사하

여 부품을 제작하는 powder bed fusion(PBF) 방식

과 열원과 분말 는 와이어를 함께 분사하여 층하는 

direct energy deposition(DED) 방식이 주로 사용되

  

HIP 공정이 PBF 기반 스테인리스강 316L 적층 소재의 

피로 성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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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ditive manufacturing (AM) is an interesting technology with the potential to replace general fabrication 
techniques such as machining, forming and casting. AM provides two main benefits:　greater freedom of  part
design and lower material consumption. To improve quality, many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AM products and additive parameters. In the present study, tensile and fatigue tests were 
conducted on stainless steel (SS) 316L manufactured using powder bed fusion (PBF) technology. These tests 
were carried out using two different building directions, along the Z and X ax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ditive direction. In addition, the effects of hot isostatic pressing (HIP) related to fatigue properties, which 
can influence the volume density and porosity of the specimen, was studied. Based on the test results, changes 
in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 and fatigue strength due to the HIP treatment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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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3,4). 산업계에서는 층되는 부품의 용도와 목

에 맞게 상기 층 공정  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공정 최 화를 통해 기계  강도가 높은 층 

소재를 만들기 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5,6).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PBF 기반 층 공정

은 정 성이 우수한 장 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고 있으며, 층공정 후에 층소재 내부에 존재하

는 기공을 제어하기 해 열간 등압 성형(hot isostatic 

pressing, HIP)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PBF 공정을 

용한 층 소재들의 신뢰성 확보  실용화를 해서

는 층 방향과 HIP 공정 용에 의해 변화하는 기계

 물성들의 평가는 필수 이다. 이에 국내외 연구기

에서는 층 소재의 경도, 인장 강도, 연신율 등의 일

반 인 기계  강도뿐만 아니라 구조물 설계에 있어 필

수  요소인 피로, 괴 특성을 분석하기 한 연구들

을 진행하고 있다5-8). 특히, 층 속도, 해치 간격, 

이  워 등 층 소재의 특성과 내부 기공에 향을 

미치는 공정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기계  특성을 평가

하는 연구가 최근까지 수행되었다9,10). 한, 실제 구조

물에 Ti alloy, stainless steel, Ni alloy 분말로 제

작한 층 부품을 용하기 해 소재의 장기물성 평가

를 수행하고 있다6).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장기 물성 평

가 구축과 련하여 아직 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층 부품들의 용성 확보를 해 장기물성 평가에 

한 연구가 시 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층 소재 장기물성 평가 련 기  

연구를 해 이  PBF 공정으로 제작한 stainless 

steel(SS) 316L 소재의 피로 강도를 평가하 다. 

한, 층 방향에 따른 기계  물성  피로 강도 변화

와 후처리 공정 용에 피로 특성을 분석하 다.

2. 사용 재료

2.1 분말 조성  미세조직

  본 연구에서는 층 소재 제작을 해 SS 316L 상

용 분말인 concept laser사의 CL 20ES 분말과 M1 

장비를 사용하 으며, 분말의 화학  조성은 Table 1

에 정리하 다. 층 소재의 기계  물성에 향을 미

치는 이  워, 층 속도  두께와 같은 층 조

건들은 Table 2에 정리하 으며, 층 방법은 Fig. 1

과 같이 각 layer가 직교하게 층되는 방법을 용하

다. 소재 내부의 기공 제어를 해 용하는 후처리 

공정인 HIP을 용하여 시편을 제작하 으며, HIP 조

건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이때, 유지시간  온도

는 ASTM F318411)에서 제시하고 있는 HIP 공정 요

건을 만족하 다.

3. 실험 방법  결과

3.1 실험 방법

  층방향에 따른 기계  물성 변화를 평가하기 해 

Fig. 2와 같이 Z 방향(vertical direction)과 Y 방향

(horizontal direction)으로 상 층 시편을 제작하

다. 이때, 시험편은 기존 상 층 시편을 기계 가

공하여 ASTM E812)과 E46613)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

 형상 표 시험편으로 제작하 으며, 상세 크기는 Fig.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한, HIP에 따른 경도 변

화를 분석하기 해 시험편 하단부에서 시편을 채취하

여 경도를 측정하 다. 피로시험은 하 제어로 수행하

으며, 형은 정 , 응력비 0.1, 주 수 범  10 ~ 

15Hz에서 시험을 수행하 다. 피로 한도는 2,000,000 

cycle로 시험편이 상기 cycle까지 단이 되지 않을 경

우 시험을 단하 다.

Cr Ni Mo Mn Si P C S Fe

16.5-18.5 10.0-13.0 2.0-2.5 <2.0 <1.0 <0.045 <0.03 <0.03 Balance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S 316L powder (unit : %)

Power 
(W)

Scan 
speed

(mm/s)

Layer 
thickness

(mm)

Hatch 
spacing
(mm)

Energy 
density

(J/mm3)

180 600 25 0.15 111.1

Table 3 Condition of HIP process

Holding time
(hr)

Temperature
(℃)

Heating rate
(℃/min)

4 1,125 10

Layer n-1
Layer n

Layer n-2

Fig. 1  Scanning strategy of test specimens

Table 2 Additive manufacturing parameters of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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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층 소재 기계  물성 평가에 앞서, 층방향에 따

른 조직 특성을 분석하기 해 optical microscopy 

(OM)를 통해 미세조직을 찰하 다. Fig. 4와 5에 

나타난바와 같이, Z 방향으로 층된 시험편의 수직한 

면(① 방향)을 찰한 결과 층 제조 시험편에서 형

으로 나타나는 바둑  무늬가 확인되었다. 한, 

층 방향에 수평한 면(② 방향)에서는 용융풀 경계가 선

명하게 찰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Y 방향으로 층

한 시편의 수직, 수평한 면 모두(①, ②방향)에서 용융

풀 경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HIP 공정 용 

후에는 방향성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온, 고압인 HIP 공정에 의해 미세조직 재결정

이 일어났으며, 층방향에 의한 이방성이 사라짐으로

써 소재의 균질화가 이 졌음을 알 수 있다.

  HIP 처리에 따른 강도 변화를 분석하기 해 층 

시편의 경도를 측정하 다. 경도는 층방향과 수직한 

면에 500g의 하 을 부하하여 측정하 다. 한, 층

면에 6개의 임의의 치에서 경도를 측정하 으며, 측

정값  최 , 최소, 평균 경도를 Table 4에 정리하

다. 비교 결과, Z, Y 층 방향에 따른 경도 차이는 미

미하 으며, HIP 공정에 의해 층 소재의 경도가 기존 

비 약 60~70Hv 정도 감소하 다. 이는, HIP 공정

에 의해 조직의 재결정이 발생함에 따라 도가 감

소하 기 때문으로 단할 수 있다14,15). 한, HIP 공

정을 용한 경우 층방향에 상 없이 유사한 경도값

을 가짐을 확인하 다.

  층 소재의 HIP , 후 강도 변화를 분석하기 해 

ASTM E8에 따라 인장시험을 수행하 으며, 층방향

과 후처리 공정 조건에 따라 각각 3개의 시험편을 시험

에 사용하 다. 이때, Fig. 6과 같이 수직방향 층 시

험편은 층면과 하  작용 방향이 수직이며, 수평방향 

Z

Y

Vertical

Building
direction

Scan direction

Horizontal

Fig. 2  Building direction of test specimens

R
 1

0 Gage length : 50mm
중앙평행부:  56mm

220

Ø18 

60 16

R64

Ø8 Ø16

Ø16

Ø8

12
.5

Ø12.5

Fig. 3 Dimension of tensile and fatigue test specimen

Building
direction

Scanning direction

Fig. 4  Microstructure of Z direction specimen

Building
direction

Scanning direction

Fig. 5  Microstructure of Y direction specimen

Table 4 Measurement results of hardness (unit : Hv)

Building 
direction

Max. value Min. value Avg. value

Y 255.7 240 241.6

Y_H 169.9 164.9 167.9

Z 251.5 244.3 245.4

Z_H 187.5 173.3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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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시험편은 층면과 하  작용 방향은 수평을 이룬

다. 인장 시험을 통해 얻어진 층 방향  후처리 

용 시편들에 한 응력-변형률 선도를 Fig. 7에 나타내

었다. 이때, 다른 시험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해 참

고 문헌 [1]에서 시험한 결과를 함께 정리하 다.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Y 방향 에 한 응력-변형률 

선도가 Z 방향 선도보다 높으며, 최종 단까지 변형률

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다른 SS 316L의 

인장시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인장, 항복강도는 유사

하나 연신율은 하게 낮으며, 이는 층공정의 차이

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HIP 공정 용에 따

른 차이의 경우, Z, Y 방향의 응력-변형률 선도들이 비

슷하고 wrought 소재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 다. 

한, 인장시험을 통해 얻어진 항복, 인장, 연신율의 평

균값을 Fig. 8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시

험을 통해 얻어진 항복, 인장, 연신율 모두 ASTM F3184

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요건들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 특히, Y 방향의 항복과 인장값들이 Z 방향보다 약

간 높았으나 연신율은 반 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 다. HIP 공정 용에 따른 결과를 보면, 공정 

용  결과들보다 항복, 인장은 낮으나 연신율은 크게 증

가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Fig. 6과 같이 하  작용 

방향과 층면이 수직(Y 방향) 혹은 평행(Z 방향)하는

지에 따라 나타났으며, 일반 으로 논의되는 층방향에 

의한 인장시험 결과들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5,6).

 층방향과 후처리 유무에 따른 피로 시험 결과를 

Fig. 9에 정리하 다. 층방향에 따른 피로 강도의 경우, 

Z, Y 방향의 피로 강도가 wrought 소재의 피로 강도

보다 높고 각 방향의 피로 강도들은 비슷함을 알 수 있

다. 한, HIP 공정을 용한 층 소재의 피로 강도

는 기존 층 소재의 피로 강도보다 낮으며, 이는 인장 

시험을 통해 얻어진 강도 특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 실험 고찰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장비를 활용

한 면 찰을 통해 층 소재의 피로 면을 분석, 

고찰하 다. Fig. 10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Z, Y 

방향 층 시험편들의 피로 균열은 부분 시편 표면부

에서 시작하여 시편 앙부로 진  후 최종 단이 발

생하 다. 한, wrought 소재의 피로 괴 특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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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oading direction with build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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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성 괴 역에서는 딤 (dimple) 구조가 확연히 

나타났으며 피로 균열 진  역에서는 striation이 확

인되었다. 이때, 연성 괴 역에서는 일반 인 크기

의 딤 이 아닌 1 μm 정도의 작은 딤 들이 찰되었다. 

  각 방향의 피로 면을 비교해보면, Fig. 12와 같이 

연성 괴 역에서 일정 간격의 층들이 선명하게 나타

났으며 벌집(honeycomb)형상 면이 공통 으로 찰되

었다. 한, Y 방향 층 소재의 개재물(inclusion)들

의 간격과 공극(void)의 크기가 Z 방향 층 소재의 

간격과 공극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HIP 공정 용 

시험편의 경우, 연성 면의 딤 은 기존 시험편의 딤  

크기보다 증가하는데, 이는 강도 하  연신율의 증

가와 계가 있다. 이를 통해, 면 분석의 결과가 

층 소재 인장 시험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9의 S-N curve들을 살펴보면 Y 방향 층 소

재의 S-N curve 기울기가 고하  역에서의 짧은 수

명에 의해 Z 방향의 S-N curve 기울기보다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해 고하  역에서 

단된 시편의 면을 분석하 다. Fig. 13과 같이, 시편 

면에서 분말이 녹지 않고 고착되어 있는 un-melted 

zone이 찰되었으며, 이때 un-melted zone 분말의 

사이즈는 수십 μm으로 다양한 크기의 사이즈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즉, 이러한 녹지 않는 다양한 크기의 

분말이 만든 un-melted zone이 내부 노치 역할을 하

여 피로 수명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단되며, 이를 고

려하여 S-N curve를 보정한다면 Y 방향의 피로 강도

가 Z 방향의 피로 강도보다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  PBF로 제작된 SS 316L 

Fig. 10 SEM fractography of Y direction specimen

Fig. 11 SEM fractography of Z direction specimen

Fig. 12 SEM fractography of ductile fracture surface

Fig. 13 Un-melted zone of test specimen at high loa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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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소재의 기계  강도와 피로 특성을 평가하 다. 

층방향과 후처리 공정 용에 따른 강도 변화를 분석하

으며, 주요 결론을 아래에 정리하 다.

  1) Z 방향으로 층한 소재의 항복, 인장 강도가 Y 

방향 층 소재의 강도들보다 낮음을 확인하 다. 이는, 

층방향에 따라 강도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층 

부품의 건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층 방향에 따른 

평가가 필수 일 것으로 단된다.

  2) HIP 공정 용에 의해 SS 316L 층 소재의 항

복, 인장강도와 연신율의 한 변화가 발생하 다. 

따라서, 후처리 공정이 용된 층 소재의 신뢰성 확

보를 해서는 기계  강도와 미세조직 변화에 한 추

가 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3) 소재의 층방향에 따라 피로 강도의 미미한 차이

가 발생하 으며, 이는 층소재의 인장 특성과 유사함

을 확인하 다. HIP 공정이 용된 층 소재의 피로 

강도는 기존 층소재의 강도보다 낮으며, 층방향에 

의한 피로 강도 차이가 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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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Reduced activation ferritic/martensitic steels (RAFMs) 
have been considered as the candidate structural materi-
als for blanket module of nuclear fusion reactors1-3). The 
RAFM steel was derived from variants of modified 
9Cr-1Mo heat resisting steel. The RAFM steel involved 
the replacement of Mo in the modified 9Cr-1Mo steel 
by W (1-2 wt.%) and/or V (0.2 wt.%)3,4). Nb was sub-
stituted by Ta (0.02-0.18 wt.%). Since the blanket is ex-
posed to high flux of neutron and complex periods of 
fluctuating mechanical and thermal stresses, the RAFM 
steels are expected to experience stress/irradiation-in-
duced non-equilibrium phases formation as well as coars-
ening of precipitates because of its high contents of Cr, 
W, V, Ta, which can affect high-temperature properties. 
Accordingly, the chemical composition optimization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to assure the excellent 
properties of RAFM steels based on the research pro-
grams in European Union, USA, Japan, China, India 
and Korea2-9).
  The blanket is an important device trapping the core 
plasma under extremely high heat load and neutron irra-
diation environment. This blanket provides multi-
ple-functions to convert kinetic energy of neutrons gen-
erated in the fusion reaction into heat energy (heat ex-
change), to shield neutrons, and to multiply tritium 
from lithium in the coolant1-3). The blanket is composed 
of about 400 to 500 boxes to form an outer wall which 
is in primary contact with the plasma. The blankets 
should be fabricated as final parts by assembling mate-
rials that perform different functions. Therefore, weld-
ing and joining techniques of homogeneous or dissim-
ilar materials are considered as core technologies for 
blanket manufacturing. The first wall in contac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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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sma is fabricated by joining protective materials 
such as beryllium (Be) or tungsten (W). Other parts of 
the blanket is fabricated by using fusion welding of 
RAFM steel. Fig. 1 shows the “Water-Cooled Solid- 
Breeding  (WCSB)” blanket system considered as the 
Test Blanket Module (TBM) for ITER in Japan and the 
welding methods actually applied. In order to welding 
the RAFM steel, TIG (Tungsten Inert gas)10-17), EB 
(Electron Beam) welding14-18) and HIP (Hot Isostatic 
Pressing) bonding are most frequently performed19-23).
  In this review paper, the microstructure evolution dur-
ing welding of RAFM steels is addressed. Their high- 
temperature properties and irradiation resistances of 
RAFM weld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micro-
structure degradation. In particular, it is intended to pro-
vide an insight how to develop the welding technology 
for improving the welds performance. This review pa-
per consists of most of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previous column24).    

2.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of RAFM Steel 
Weld and Type IV Issue

   RAFM steels are subjected to normalizing and tem-
pering treatment to achieve the stable tempered marten-
sitic microstructure. The microstructure shows the sev-
eral elements such as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ies 
(PAGBs), blocks, laths, subgrains, packets, carbide pre-

cipitates, and other precipitates. The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ies (PAGBs) and lath boundaries are dec-
orated with fine M23C6 in different morphologies25). 
Coarse M23C6 precipitates are formed along the PAGBs, 
and lath boundaries while fine M23C6 are inside the in-
tra-lath region. Fine nano-sized MX precipitates are dis-
tributed uniformly inside the intra-lath structure. Fig. 2 
shows typical microstructures of RAFM steels. The 
boundaries of the tempered martensitic microstructure 
can be delineated by EBSD enabling to determine the 
different boundary misorientation angles. The fraction 
of block boundaries and block width, which are de-
lineated by red and green lines, can be quantified. TEM 
micrograph reveals a lath structure with a high density 
of dislocations, and decorated by small precipitates.
  As shown in Fig. 3, Pandey et al.25) illustrated the ef-
fect of welding process on metallurgy of HAZ in P91 
weldments, which are almost same as those of RAFM 
welds. The different microstructure of HAZ is obtained 
for different welding process. The microstructure evolu-
tion in HAZ is mainly influenced by the heating and 
cooling rate during weld thermal cycle, peak temper-
ature experienced (Tp), dwell time, number of welding 
passes and finally subsequent post weld heating (PWH) 
and post weld heat treatment (PWHT). High heating 
rate during the weld thermal cycle resulted the shifting 
of transformation temperature, recrystallizing te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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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Japanese WCSB blanket system for ITER and applied welding and joining process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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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ical microstructures of RAFM steel: (a) SEM micrograph and corresponding boundary angle map by EBSD, (c) 
TEM micrograph showing lath structu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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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re and solution temperature on higher side. One sin-
gle pass produces HAZ which can be divided based on 
peak temperature experienced (Tp): Coarse Grained HAZ 
(CGHAZ, Tm >Tp ≫Ac3), Fine Grained HAZ (FGHAZ, 
Tγδ >Tp >Ac3), InterCritical HAZ (ICHAZ or partially 
transformed HAZ, Ac3 >Tp >Ac1), Over-Tempered HAZ 
(OTHAZ, Tp <Ac1).      
  In the welds of RAFM steels, FGHAZ and ICHAZ are 
highly susceptible to Type IV cracking. In the case of 
FGHAZ, the low peak temperature (just above Ac3) 
may lead transformation of tempered martensite into 
austenite with partial dissolution of the precipitates. The 
undissolved precipitates can be coarsened and limit the 
growth of austenite by pinning the austenite grain 
boundaries. Fig. 4 shows the microstructure of FGHAZ 
in P92 welds produced by shielded metal arc welding 
(SMAW) process. Shin et al.26) reported that PAG size 
within the FGHAZ was much smaller (∼10 μm), com-
pared to the base metal (∼25 μm). In their work, few 
precipitates were observed at the fine PAG boundary, 
while a lot of large carbides were distributed at the 
ghost PAG boundary (Fig. 4(a)). This is caused by seg-

regation of M23C6 forming elements (Cr, W, and C 
atoms) during welding at the ghost PAG and block 
boundaries, which were former boundaries in the base 
metal. As a result, M23C6 precipitated at the ghost PAG 
and block boundaries instead of newly formed fine PAG 
boundaries during PWHT. Pandey et al.25) illustrated 
microstructure evolution occurred in FGHAZ during 
welding followed by PWHT (Fig. 4(c)). 
  Additionally, tendency of sub-grain formation was rec-
ognized in the FGHAZ (Fig. 4(b)). Reduced dislocation 
density may be also an indicative of recovery occurred 
in the FGHAZ during PWHT. The FGHAZ is charac-
terized with low hardness and moderate toughness be-
cause of weak solid solution strengthening compared to 
CGHAZ27). Tsukamoto et al.28) addressed this observation. 
They investigated systematically the cause of type IV 
failure, and claimed that lack of precipitation strength-
ening at PAG and block boundaries of FGHAZ is the 
most dominant factor to cause type IV failure26,28,29). 
  In the case of ICHAZ, partial dissolution of precip-
itates and coarsening of precipitates both are observed 
simultaneously. After the cooling, ICHAZ show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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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the sub-zones of the HAZ of 9Cr steel weldments and corresponding transformation reactio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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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structure of untempered lath martensite, re-
tained over-tempered martensite, newly-formed PAGs, 
coarse tempered PAGs with newly formed fine precip-
itates and existing coarse precipitates along the new 
PAGs. Among them, the local area containing the re-
tained over-tempered martensite within ICHAZ, should 
be subjected to one more tempering during PWHT. 
Hence, polygonal subgrains with lower density of dis-
locations are well-developed due to recovery, and more 

coarsened precipitates resulted from double tempering 
are present in ICHAZ. This microstructure evolution 
makes ICHAZ have the lowest hardness. Hong et al.30) 
investigated microstructure and hardness of RAFM 
steel weld produced by TIG. PWHT was conducted at 
760 ℃ for 2hr. Fig. 5 shows HAZ microstructures of 
RAFM steel weld. It is clear that ICHAZ showed larger 
size of precipitates, wider lath width and smaller lath 
fraction, compared to CGHAZ or FGHAZ. These met-

(a)

5 ㎛

(b)

500 nm

(c) As-received P91 As-welded condition PWHT

FGHAZ

During welding      After cooling

Fig. 4 Microstructure of FGHAZ in P92 welds produced by SMAW process26): (a) SEM micrograph and (b) TEM 
micrograph. Schematic of microstructure evolution in FGHAZ is shown in (c)25)

CGHAZ SEM micrograph

CGHAZ EBSD micrograph 

FGHAZ SEM micrograph

FGHAZ EBSD micrograph

ICHAZ SEM micrograph

ICHAZ EBSD micrograph

Fig. 5 Microstructures of various HAZ in RAFM steel weld produced by TIG proces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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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urgical factors lead to the softest hardness in ICHAZ 
(Fig. 6).
  RAFM steels (including 9-12Cr heat-resisting steels) 
is susceptible to Type IV premature failure during long- 
term creep. This is a challenging issue which is be-
lieved to be difficult to overcome. Cracks are defined 
on the basis of their location in weldments. Localized 
creep cavitations in soft zone lead to intergranular frac-
ture during the long-term creep exposure at low stress. 
This is termed as Type IV cracking occurred near HAZ 
boundary (Fig. 7). The carbide coarsening and partial 
dissolution of precipitates in FGHAZ and ICHAZ make 
it relatively soft compared to CGHAZ and weld zone.
  Compared to creep failure (or rupture) in weld metal 
(Type I rupture) or base metal, when Type IV failure oc-
curs, the actual creep life is much shorter than expected 
(see significant life difference in Fig. 8). It is disadvanta-
geous in terms of stabl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fusion reactor. Many studies have been made to elu-
cidate the cause of type IV failure: grain refinement of 
FGHAZ32), HAZ softening and coarsening of M23C6

33,34), 

the formation of Laves phase31) and distribution of pre-
cipitates28,29) were proposed. Recently, Tsukamoto et 
al.28), Abe,29) and Shin et al.26) claimed that lack of pre-
cipitation strengthening at PAG and block boundaries of 
FGHAZ could be the most dominant factor to cause 
type IV failure. As shown in Figs. 4(a) and (b), few pre-
cipitates were observed at the fine PAG boundaries of 
FGHAZ before creep. During creep at higher temper-
atures/lower stresses, creep damage would be accumu-
lated more by diffusion process rather than by dis-
location glide. Under this condition, most of strains 
could be localized at the grain boundaries by either 
strain concentration at the weak (or softest) grain boun-
daries or diffusion-mediated sliding of grain boundaries. 
This damage accumulation to grain boundaries could be 
the most significant at the FGHAZ which has the larg-
est area of grain boundaries. Furthermore, this damage 
accumulation to the FGHAZ could be accelerated when 
the strengthening of grain boundaries by carbides is not 
facilitated26).
Therefore, in order to suppress the Type IV fracture of 
RAFM steels (including 9-12Cr heat-resisting steels), it 
is understood that a welding technology should b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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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ed to reinforce carbide precipitation strengthening at 
grain boundaries (especially FGHAZ/ICHAZ). Several 
studies demonstrated that the Type IV fracture can be 
effectively suppressed, when PWHT includes normaliz-
ing followed by tempering28,29,35). This full PWHT makes 
HAZ microstructures be similar to that of base metal.  

3. Microstructure Degradation and Welding Tech- 
nology Development 

  Tanigawa et al.36) conducted room-temperature tensile 
tests of Japanese RAFM steel F82H. The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irradiation effect (300℃, 5 dpa @ High 
Flux Isotope Reactor)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base 
metal and TIG welded joints. When irradiated, the 
welded part and the base metal were hardened so that 
the tensile strength greatly increased and the elongat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Even in the case of HAZ, the 
degree of hardening was low, indicating relatively low 
strength (Fig. 9).
  As already mentioned, ICHAZ (indicated by zone 1 in 
Fig. 9(a)) shows the softest hardness since it contains 
larger size of precipitates, wider lath width and smaller 
lath fraction. It is normal that the ICHAZ is the ten-
sile-fractured position since most strains are localized at 
the softest zone during deformation. Hence, we have to 
minimize the width of ICHAZ as much as possible to 
induce homogeneous deformation.
  Fig. 11 shows the comparison of creep lives between 
base metal and TIG welded joint of F82H. In the creep 
temperature range of 500-600 ℃, the welds show a creep 
life that is not significantly inferior to the base metal. 
This is because the TIG welded joints in this range were 
all ruptured at the base metal, and thus exhibits a creep 
life close to base metal. However, when the stress is 
lower than 100 MPa at 650 ℃, it can be seen that the 
Type IV fracture is clear, there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creep life.
  The weld HAZ of RAFM steels has a detrimental ef-
fect on the blanket stability because of the uneven dis-
tribution of hardness, the lowest hardness and the pres-

ence of FGHAZ which can cause Type IV failure dur-
ing creep deformation.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to 
develop welding techniques to minimize the width of 
HAZ (especially FGHAZ) as much as possible. In the 
case of TIG wel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un-
derway to control the heat input to avoid the generation 
of δ-ferrite in CGHAZ and to realize the optimum mi-
crostructure10).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filler 
metals for TIG welding is actively in progress11). The 
RAFM steels with tempered martensite have high hard-
enability so that fresh martensite is inevitably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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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elds immediately after welding. Thus, PWHT treat-
ment must be performed. For this reason, PWHT opti-
mization has been investigated to remove hardness 
non-uniformity in the HAZ12,28,29,35).
  Research into applying a high density of energy heat 
source, such as laser or electron beam welding, has been 
actively conducted. As shown in Fig. 13, it can be seen 
that the ductile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 
curve of the EB weld is much better than the TIG weld. 
  Sawai et al.15),  who is affiliated with the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AERI), conducted a PWHT 
(720 ˚C/ 1hr/ air cooling) for TIG and EB beam welds 
using F82H. When optimizing the EB weld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weld width was very narrow and the 
sharp hardness decrease in ICHAZ/OTHAZ was hardly 
found, as seen in Fig. 14.
  For this reason, in Europe, in addition to TIG welding, 
laser welding, laser-MIG hybrid welding, and EB weld-
ing are actively being applied to fabricate TBM by us-
ing European RAFM steel Eurofer97 (note Fig. 15).

4. Summary

  The R&D status of welding processes suitable for 
RAFM steels was reviewed in terms of microstructure/ 
mechanical degrad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key 
technical issues, and finally to provide an insight how 
to develop the welding technology for improving the 
welds performance. Major conclusions derived are as 
follows:
  1) Since the blanket is exposed to high flux of neutron 
and complex periods of fluctuating mechanical and 
thermal stresses, understanding of degradation behav-
iors of RAFM welds are needed to provide feedbac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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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development of welding processes. 
  2) The degradation of the RAFM steel welds origi-
nates from matrix recovery associated with lath widen-
ing and reduction of dislocation density, coarsening of 
precipitates and formation of Laves and Z phases. 
  3) In the welds of RAFM steels, FGHAZ and ICHAZ 
are highly susceptible to Type IV cracking. Localized 
creep cavitations in soft zone lead to intergranular frac-
ture during the long-term creep exposure at low stress. 
  4)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to develop welding 
techniques to minimize the width of HAZ (especially 
FGHAZ) as much as possible. A high density of energy 
heat source, such as laser or EB welding, has been ac-
tively conducted, and will be more applied to guarantee 
a higher safety of blanket modules.
  5) PWHT optimization has been investigated to re-
move hardness non-uniformity in the HAZ. Enhanced 
HAZ strengthening approach will be designed to obtain 
excellent microstructures, which is a highly resistant to 
Type IV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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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elding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de-
pendable and economical means of fabrication to join 
metals permanently1). It is widely used in various en-
gineering application such as automotive, shipbuilding, 
aerospace, construction, gas and oil trucks, nuclear and 
thermal power plants, pressure vessels, heavy and earth- 
moving equipment2). However, welding-induced dis-
tortions are usually formed in the whole welded struc-
tures, which is attributed to the localized expansion and 
contraction during the heating and cooling cycle of the 
welding process. Welding deformation plays a negative 
role in the fabrication process, which can have a sig-
nificant impact on several ways, such as the accuracy of 
assembly, external appearance, additional quality cost 
and various strength of the welded structure2,3).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accurately predict and mitigate 
welding-induced distortion both in design and manu-

facturing procedure.
  In order to predict welding distortion, thermal elas-
tic-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TEP-FEM) has been 
become a useful tool since first proposed by Ueda et el. 
in 19714). Over the last two decades, a large amount of 
TEP-FEM models have developed to accurately predict 
welding deformation in various kinds of welded struc-
tures with experiment verification5-9). D. Deng et al.5) 
presented a numerical model based on thermal elastic 
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to investigate welding dis-
tortion in low carbon steel thin-plate bead-on joints. C. 
Wang et al.6) developed a more accurate model to pre-
dict angular distortion and longitudinal bending of the 
T-joint weld. A three-dimensional TEP-FEM numerical 
model has been established to simulate welding process 
during single-pass welding of pipes proposed by C. Wu 
et al.8). Experiments were also carried out to verify all 
of the FE numerical model. Although conventional 
TEP-FEM analysis is effective tool to obtain high pre-
cision results, it is difficult to apply to large wel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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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because of the excessive computational time 
and costs10). 
  In order to reduce the computation time, elastic FEM 
analysis based on inherent strain has been frequently 
used to predict welding deformation in large welded 
structure. The two commonly used methods are inherent 
deformation method11-13) and strain as direct boundary 
(SDB) method14-16), respectively. D. Deng et al.11) pro-
posed an elastic finite element method, based on in-
herent deformation theory, to precisely predict welding 
distortion during the assembly process of large structure 
considering both local shrinkage and root gap. Y. Ha et 
al.14) developed a new approach, based on equivalent 
thermal strain like strain as direct boundary (SDM 
method), to predict the welding distortion of large hull 
block. Compared with experiments results, the accuracy 
of elastic FEM analysis models based on inherent strain 
is verified. 
  Generally speaking, the welding-induced distortion 
can be classified into out-of-plate and in-plate deforma-
tion mode. Out-of-plane welding distortion includes 
bending distortion and buckling distortion. And in-plane 
welding deformation results from longitudinal and 
transverse shrinkage. Various types of weld distortion in 
a welded structure are shown in Fig. 117).
  Mitigation of weld distortion to meet product require-
ments is a challenging task, because welding shrinkage 
can’t be prevented, but just can be controlled. So far, 
many researchers have proposed various effective meth-
ods to minimize weld deformation. In general, there are 
three main patterns to solve the weld distortion prob-
lems during structure and fabrication design stage, manu-
facturing stage and final distortion correction, respectively. 
Detailed classifications are shown in Fig. 2.
  In this paper,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various techniques to reduce and optimize the distortion 
induced by welding based on finite element method was 

presented. FEM numerical analysis can accurately pre-
dict welding distortion, which can spend less cost than 
actual experiments. In order to select the reasonable 
structure or fabrication design and welding process pa-
rameters for minimizing welding distortion, many ef-
forts have been made in recent publications. Various al-
gorithms for welding sequence optimization such as ge-
netic algorithm (GA)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re attempted to reduce deformation. Meanwhile, me-
chanical and thermal balance techniques during welding 
process are developed to control the welding distortion 
by reducing welding thermal gradients and generating a 
tensile stress field near the welded region. The review 
of these approaches would be useful to fully understand 
the main mechanism of mitigation of welding-induced 
distortion and to choose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minimizing deformation according to the realistic fab-
rication demand.
  

2. Distortion control in the design stage

  At the design stage, welding distortion can often be 

                               Angular deformation Buckling distortion     Longitudinal bending

          Transverse shrinkage                Longitudinal shrinkage                              Rotational distortion

Fig. 1  Various types of weld distort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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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ous approaches to mitigate welding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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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ed at the source of formation in welded structures. 
In general, important design-related variables and prac-
tices include type of weld joint, stiffener spacing, using 
balanced welding, selection of appropriate thickness, 
using construction technique properly and so on18). Next, 
several common design are introduced for limiting weld-
ing distortion.
  Groove welding is a common type of weld joint de-
sign, which can make a full penetration to achieve a strong 
connection in a thicker butt-welded joint. A groove be-
tween two pieces of metal should be machined prior to 
welding. There are various types of groove, such as, 
signle V-groove, double V-groove and U-groove etc. Y. 
Ye et al.19) developed a 3-D TEP-FEM model to inves-
tigate the influence of groove type on welding-induced 
residual stress and deformation in a SUS304 steel butt 
welded joint. Three different groove types (i.e. V-groove, 
K-groove and X-groove) were design. Meanwhile, ex-
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validate proposes simulation 
model. The numerical results suggest that X-groove is 
superior to K-groove and V-groove for limiting welding 
distortion, as shown in Fig. 3.
  V, K and X types are commonly used grooves of butt 
welded joints in heavy industry and shipbuilding.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J-type and double 
J-type grooves. It is convenient to investigate their in-
fluence on welding deformation using 3D TEP-FEM 
analysis.
  Not only groove types, but also groove designs have a 
great impact on welding distortion, such as the groove 
angle and groove size (weld deposition). It is possible 
to search the optimum value of groove designs to re-
duce the welding distortion. It’s an economic approach 
to make an optimal groove designs before welding us-
ing 3D TEP-FEM analysis.
  Next, application of tack welding is a highly effective 
approach to reduce distortion in the welded structures 

because of change of the stiffness of the component. D. 
Camilleri et al.20) numericall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different tack welding fabrication procedures on the 
final deformations of seam welded plate structures. 
They proposed a fabrication procedure which leads to a 
minimal out-of-plane distortion depending on their ex-
perimental mock-up. M. Abid et al.21) analyzed the ef-
fect of tack weld positions and root gap on welding dis-
tortions and residual stresses in a pipe-flange joint. 
They concluded that the axial displacement and the tilt 
of the flange face strongly depend on the tack weld 
orientation. C. Heinzea et al.22) analysed the influence of 
tack welds on welding-induced distortion of flat steel 
plates using the numerical simulation.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application tack welding in 
realistic fabrication conditions can reduce final dis-
tiortion 23% than the case neglecting tack welding. 
Therefore, it was recommended to use tack welding in 
welding process.
  In addition, pre-heating or post-heating can also re-
duce welding distortion due to reducing the sharp tem-
perature gradient during welding process. Pre-shaping 
method is another effective means of controlling an-
gular distortion, which can be applied prior to welding. 
It includes pre-setting and pre-bending methods. The 
design of a structure is altered in such a way that after 
welding distortion, the preferred final shape will be 
achieved. Fig. 4 shows the results of this method used 
in design modification23).
  However,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pre-setting or pre-bending considering the welding in-
herent shrinkage. In general, a number of trial welding 
tests will be required. Fortunately, instead of trial weld-
ing experiments, it is possible to obtain an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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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through TEP-FEM analysis.
  Either groove design, tack welding or pre-setting and 
pre-bending method can select the optimal state to re-
duce welding distortion by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before welding.

3. Welding process parameters control

  It is believed that choosing the optimum welding proc-
ess parameters is a better approach to control the weld-
ing distortion. However, it isn’t a simple task because 
this is a multiple input process of which a linear model 
cannot be established to solve such problem. 
  There are a lot of controllable process related parame-
ters which could affect weld distortion during the weld-
ing process, as shown in Fig. 5. Among of these, the 
rather important process parameters include heat input 
(i.e. welding voltage, current and speed), weld sequence, 
weld procedure and control of thermal distribution.
  Up to now, various techniques for the optimization of 
welding process parameters have been developed to 
predict the inter-relation between multi-input and output 
parameters. The conventional techniques, such as re-
gression analysis, Taguchi experimental design and re-
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are usually used to 
deal with the welding process control problems. For ex-
ample, M.T. Hayajneh et al.24) employed methods of de-
sign of experiments (DOE)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to optimize the welding parameters for mini-
mizing the bending distortion of I-beams fabricated 
from steel sheets using submerged arc welding, as show 
in Fig. 6. In this experiment, Welding arc voltage, wire 
feed speed, and welding travel speed are examined by 
performing three-level full factorial design in three 
blocks. A total of 81 experimental runs are carried out. 
The result shows that arc voltage and wire feed speed 

a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while travel speed shows 
less significance. Several sets of suitable input parame-
ters can be chosen to minimize distortion and maximize 
productivity.
  In addition, the mass number of parameters in the 
model increases the run time of the algorit 28hms so 
that evolutionary computational techniques are used for 
practical solution. For example, Genetic algorithm (GA)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re two repre-
sentative and effective approache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to control the welding process.
  M. Islam et al.25) proposed an effective numerical ap-
proach for welding process parameter optimization to 
minimize weld-induced distortion in structures based on 
genetic algorithm. The proposed numerical design opti-
mization system is illustrated in Fig. 7. In order to save 
cost and time of experiments, the weld distortion was 
predicted by using thermo-elastic-plastic FE analysis. 
The target of this study is an automotive suspension 
part (lower arm). The lower arm FE model is shown in 
Fig. 8.
  The respond of welding distortion is controlled by four 
input parameters: welding speed (X1), arc voltage (X2), 
welding current (X3) and welding direction (X4), 
respectively. Total number of combination for four con-
trollable parameters was 11520 (6×10×4×23×3!). This 
problem with such many possible combinations can’t 
handle with traditional methods. But we can achieve 
optimum results with a restriction of maximum 100 FE 
simulations using GA. The best optimization results is 
about 20~40% less than the maximum total distortion of 
found by simulation.
  In summary, both conventional methods and AI tech-
niques can solve the optimum welding process parame-
ters problems. There is no better or worse in terms of 
the two mea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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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actical problems, a suitable parameter optimization 
method is selected to reduce welding distortion. 

4. Optimization of welding sequence

  For welded structures with many weld seams, welding 
sequence and direction are an important part of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 The welding deposition se-
quences have a strong influences on the magnitude and 
deformation mode of the deflections26). Therefore, se-
lection of the optimal welding sequence is a simple and 
more efficient approach for reduction of welding distortion. 
The conventional approach is to select the relatively 
good sequence schemes with reasonable weld arrange-
ment using TEP-FEM analysis, which often does not 

offer an optimal sequence27,28).
  In order to obtain the optimal welding sequence, the 
experiment is designed, based on a full factorial design. 
The corresponding independent controllable parameters 
are the number of weld beads and welding direction, 
respectively.
   So the total numbers of welding configurations can be 
calculated by Eq. (1).

     ×      (1)

where n is the number of welding directions; r is the 
number of weld beads；N is the total numbers of weld-
ing configurations.
  The possible amount of experiments grows exponentially 
with the number of welding beads. For example,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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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we have used eight weld seams and two weld-
ing directions, hence the number of welding config-
urations for exhaustive search is 10,321,920.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achieve the optimal welding sequence 
using experiments or finite element method, due to so 
many cas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researchers have 
made various attempts. Recently, many research works 
have implemented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
ques to determine an optimal welding sequence, which 
includes genetic algorithm (GA)29,30),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31) and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32) 
and other effective methods33,34). Among these techni-
ques, genetic algorithm is the most commonly used one.
  Genetic algorithm is a stochastic optimization search 
method that is inspired by Darwin’s theory of natural 
evolution. It can search for a best solution by the evolu-
tion of initial population based on the mechanism of 
natural selection and natural genetics35). In the whole 
process, the fitness function is very important to eval-
uate the individual's quality. Chapple et al.36) proposed a 
fitness function in terms of total distortion in a critical 
region as shown in Eq. (2).

        if Si 〉T    (2)

  i =1,2,3….N   I ∈ Rc  

Where   is the total deformation for all nodes i in the 
critical region ,  is the stiffness of the structure and 
T is the minimum stiffness defined value. Total de-
formation is computed by the following equation:

                  (3)

Where ,  , and  are the deformations of node i 
along x, y and z axis respectively. Other feasible sol-
utions about fitness function have been proposed in rel-
evant published papers37,38). The optimization process of 
genetic algorithm is shown in Fig. 9. 
  Recent researches in this area indicate that genetic al-
gorithm (GA) can successfully optimize welding se-
quence in welded structure to reduce distortion. For ex-
ample, J. Romero-Hdz et al.37) reported the develop-
ment and implementation of a genetic algorithm (GA) 
based on welding sequence optimization in which a 
structural deformation is computed as a fitne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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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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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N

End

Selection-reproduction

Crossover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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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low diagram of genetic algorithm

Fig. 10 GA based welding sequence optimization approach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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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a thermo-mechanical finite element analysis 
(FEA) was used to predict deformation. Fig. 10 presents 
a flowchart where the description at detail about genetic 
algorithm based welding sequence optimization approach. 
In their research, the selected subject of study was a 
welded mounting bracket, as shown in Fig. 11, which is 
typically used in telescopic jib, automotive industries, 
and cars. Its welding distortion is greatly affected by 
welding sequence. The final results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re is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 best 
and worst welding sequence in welding distortion, as 
shown in Fig. 12. Meanwhile, a real experiment has 
been carried out to validate the results of GA and FE 
simulation. The result demonstrates a good agreement 
between the structural deformation found in real and 
simulation experiment.
  M.B. Mohammed et al.29) presented the optimization 
procedure of welding sequence to minimize distortion 
by up to 55%, based on the principles of genetic algo-
rithm and finite element analysis. In addition, the genet-
ic algorithm methods has been utilized with a ther-
mo-mechanical finite element analysis to determine an 
optimum welding sequence, which was proposed by 
M.H. Kadivar et al.30). These results of published papers 
have proven that genetic algorithm (GA) can success-
fully optimize welding sequence in welded structure to 
reduce distortion.
  However, for welding optimization based on AI tech-

nology with thermo-elastic-plastic FEM analysis to re-
duce distortion, excessive computation time and costs 
for thousands of welding cases will become a huge trouble. 
In the next stage, rapid and accurate prediction of weld-
ing distortion using FEM analysis becomes a critical 
point. Recently, several methods for decreasing the 
welding analysis time have been proposed. First, it is 
the equivalent force and moment method based on in-
herent strain, which assigns equivalent load to elastic 
FEM model. The second is the SDB (strain as direct 
boundary) method based on thermal strain using elastic 
FEM analysis. These elastic FEM analysis based on in-
herent strain can dramatically reduce the computation 
time. Therefore, this approach could be recommended 
to employ for prediction of welding distortion in the 
future.

5. Mechanical and thermal balance

  In fact, in-process control methods have advantages 
over conventional post weld correction techniques, i.e. 
the elimination of distortion takes place prior to and 
during welding process hence avoiding costly rework-
ing operation after welding39). For this purposes, me-
chanical and thermal balance control methods which 
employ additional force or heating and cooling source 
was used. 
  By G. Fu et al.40) a sequentially coupled thermal and 
mechanical 3D finite element (FE) model is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oundary conditions on re-
sidual stress and distortion in T-joint welds. The results 
show that the transverse residual stress, vertical dis-
placement, angular distortion and transverse shrinkage 
depend significantly on the mechanical boundary con- 
ditions. J.U. Park et al.41) studied the effects of the mag-
nitude, the direction, and the release time of pre-ten-
sioning stress caused by external load on welding dis-
tortion and residual stress in fillet welding using the 
thermo-elastic-plastic analysis. And then, the effective-
ness of reduction of distortion by pre-tensioning method 
gotten via the analysis is verified by experiment. Although 
mechanical balance control technique is an effective 

                         4 weld seams                12 weld seams              12 weld seams 8 weld seams 

Fig. 11 Different mounting brackets available in the market as an example of welded part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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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it also has a large disadvantage that high weld-
ing residual stresses could be caused by strong external 
constrains. Residual stresses and distortion are strongly 
linked as shown in Fig. 1342). However, high residual 
stress can have bad effect on fatigue performance of 
welded structure. To order to remove this hidden dan-
ger, thermal balance control methods have been developed.
  In fact, thermal balance in-process control methods 
which employ additional heating with and without cool-
ing sources during welding process are more desirable 
than those based on mechanical techniques43). This is 
because thermal stretching generated by differential 
heating is more efficient compared to mechanical stretch-
ing which requires complex setup and large forces for 
large structures.
  The application of thermal effect for mitigating weld 
distortion and residual stress prior to and during weld-
ing was first reported by Burak et al.44,45) who devel-
oped thermal tensioning method, often known as static 
thermal tensioning (STT). The STT treatments were 
carried out by locating a cooling system underneath the 
weld zone and simultaneously, both regions away from 
the weld zone were heated using resistive heating bands 
at various temperatures of 100℃, 200℃ and 300 ℃ to 
generate thermal gradient, as shown in Fig. 1443). The 
results show that the use of cooling or quenching at the 
weld region and additional heating sources away from 
the weld region modifies the weld thermal cycles and 
temperature fields. The peak temperature around the 
weld zone under cooling system only is lower than the 
as welded condition. As a result of this, the use of 
quenching only during welding reduces the out of plane 
distortion.
  An in-process method for controlling welding dis-
tortion in fillet welds is developed by M. Mochizuki et 
al.39).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proposed method is 
shown in Fig. 15. It particularly reduces angular dis-
tortion by performing reverse-side tungsten inert gas 
(TIG) heating of the weld line at a fixed distance ahead 

of metal inert gas (MIG) welding during the weld 
process. Various heating conditions are examined by 
experiment and by the finite-element 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appropriate conditions and to study the 
mechanism by which welding distortion is reduced. It is 
consequently found that this mechanism is a result of 
two main effects: TIG heating effect on the reverse side, 
which produces the opposite angular distortion, and 
preheating effect.
  S.M. Joo et al.46) investigated the effect of trailing heat 
sink on welding residual stress and out-of-plane dis-
placement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FEA), 
shown as Fig. 16. This numerical simulation indicated 
that compared to conventional welding, trailing heat 
sink welding showed, first, smaller deformation and re-
sidual stress, second, a significantly reduced out-of-plane 
displacement under optimal heat sink welding con-
ditions, and third, a reduced overall residual stress de-
veloped al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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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aximum values of welding residual stress. 
Reasons for reducing weld deformation is that the effect 
of heat sink could prevent the development of the plas-
tic strain near weld zone during welding process.

6. Conclusion 

  In this paper, various methods for mitigation of weld-
ing-induced distortion based on finite element analysis 
in design stage and manufacturing stage are studied and 
review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works, we can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f possible, at the design stage, adopting reasonable 
structural planning or other means can have obvious 
cost benefits for limiting welding distortion. It is be-
cause it can prevent the distortion at the source of for-
mation in welded structures. Common approaches in-
clude groove welding, tack welding, pre-heating or 
post-heating and pre-shaping methods.
  2) It is believed that choosing the optimum welding 
process parameters is more effective approach for re-
ducing welding distortion during manufacturing process. 
The summary of research works performed shows that 
both conventional methods and AI techniques can solve 
the parametric optimization problem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rameters in practical problems, a suitable 
parameter optimization method is selected to reduce 
welding distortion.
  3) For welded structures with a number of weld seams, 
welding sequence and direction have a strong influen-
ces on weld deformation. Genetic algorithm can suc-
cessfully optimize welding sequence to minimize the 
welding distortion.
  4) In order to reduce exorbitant computation time and 
cost for TEP-FEM analysis, inherent strain method 
based on elastic FEM could be adopted to predict weld-
ing distortion during welding optimization with AI 
technology in the next stage.
  5) Mechanical balance control methods was also com-
monly used to reduce welding distortion during welding 
process, which employ large force. However, it can 

generate large welding residual stress because of strong 
external constrains, which has bad effect on fatigue per-
formance of welded structure
  6) In order to get rid of the disadvantages of mechan-
ical balancing, thermal balance in-process control meth-
ods have been developed, which employ additional 
heating with and without cooling sources during weld-
ing process. It is more desirable than mechanical techni-
ques, because mechanical stretching requires complex 
setup and large force for large structures.
  7)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mitigate welding dis-
tortion if we can adopt multiple approaches simulta-
neously, such as groove design, welding sequence opti-
mization and reheating. It is valuable to search the best 
plan and design using FEM analysis before welding.
  8) A review on various techniques to mitigate the weld-
ing distortion based on FEM analysis was presented. It 
is useful to fully understand the main mechanism of 
mitigation of welding distortion and to choose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minimizing distortion according to 
the realistic fabricatio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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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동차 업계는 연비 향

상을 목표로 자동차 부품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다1). 자

동차 부품 경량화를 해 고강도 소재를 용하거나 

알루미늄, 마그네슘, 복합소재 같은 경량 소재를 용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2). 국내의 자동차 부품 경

량화 방향은 주로 고강도강  고강도강 용을 확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련된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이런 결과로 국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

라 부품 업체는 해외 자동차 업체에 비교하여 고강도강 

 고강도강 련 합기술은 해외 선진사와 동등한 

수 을 보유하고 있다. 

  수년 까지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알루미늄 합 과 같

은 경량소재는 주로 용 이 필요없는 주조재 주로 

용하 으나 최근에는 알루미늄 재 용을 확 하고 

있다. 알루미늄 재의 용 부품은 주로 고 차 부품, 

하이 리드(hybrid) 자동차  기자동차 부품이고 

표 인 부품은 후드, 트 크, 테일 게이트 등이다3).

  알루미늄 재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표 은 자동차 메이커인 아우디는 셀 피어싱리벳(SPR)

이라는 기계 인 체결법을 용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있다. 강 을 이용한 자동차 차체 부품 제작에 가장 많

이 용되어온 항 용 은 알루미늄 재 도입 당시

의 기술 인 한계 인 극의 모재 부착 등의 문제로 

생산 장 용이 불가하 다. 

  재도 알루미늄 재 항 용 은 극의 모재 부

착 등의 기술 인 문제 을 완 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장에 용되고 있다. 알루

  

알루미늄 합금 6061에 대한 저항 점용접성에 미치는 

전극 페이스 두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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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uminium alloy sheets are being utilized in automotive parts such as hood, trunk, and tailgate. 
However, the spot welding of aluminium alloy has many problems, such as electrode sticking and ex-
pulsion, and therefore research on the resistance spot welding of aluminium alloy sheets is necessary.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s of electrode face thickness on the resistance spot weldability of alumi-
nium alloy 6061. The two electrode face thickness conditions were compared, and the electrode face thick-
ness was determined to be an important process variable that affected the spot weldability of aluminium 
alloy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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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늄 재의 국내 생산 장 용은 강 에 비해 상

으로 고, 알루미늄 재 용 은 강 에 용되는 

기존 용 시스템으로 용 하기 불가능하며 상 으로 

고가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학연 연구기

의 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재 국내 생산 장에 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재

용 항 용  시스템을 구성하는 용 용 로 , 용  

타이머, 용  변압기, 용  건, 극 드 서 등 거의 모

든 장비가 해외 선진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M.Kondo 등은 알루미늄 5022, 두께 1.0mm, 극 

가압력 2.95kN, 극 선단 직경과 반경은 각각 6mm

와 40mm인 돔형 극 조건에서 2500타 까지 극 

수명 평가를 수행하 다4). 재의 국내 생산 장의 

극 연속타  수명을 20~30타 , 해외 선진사의 80타

을 고려했을 때  연구는 획기 인 연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극의 모재 부착 문제, 모재의 외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로 생산 장에 용하기 어려

운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 재의 기 으로 볼 때 이 

연구의 문제 은 극 가압력이 알루미늄 용 에 

용되기에는 작고, 특히 극을 강 용 에 용되는 돔

형 극을 사용하여 용 을 수행한 것으로 알루미늄 용

에 합하지 않는 극으로 용 을 수행한 것이다. 

극 선단 직경이 작은 돔형 극인 경우 알루미늄 

용  시 류 통  경로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용 품질

에 향을 주기 때문에 AWS C1.15)에 따르면 알루미

늄 합  두께 1.0mm일 경우 항 용 용 극은 래

디우스(radius)형으로 극 선단 반경은 76mm, 극 

가압력은 2.67kN을 추천하고 있다. AWS에서 추천하

는 극 가압력도 장에서 사용하는 4.5~8.0kN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 이다. 

  Jo 등은 알루미늄 합  6061 재에 하여 래디우

스(radius)형 극으로 선단 반경과 극 가압력에 따

른 용 성을 평가하여 극 가압력이 600kgf 조건에서 

정 용 류범  확   날림이 발생하지 않는 높은 

역 용 류 용으로 인한 깃 증가  이에 따른 

용 부 강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 다6).

  알루미눔 재는 기 도성이 우수한 특징과 재 

표면에 수십 나노미터로 존재하는 비도 체인 알루미늄

산화물의 존재는 극과 모재사이의 통  측면에서 상

호 반 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알루미늄 재

와 극사이에서 통 시 상 으로 높은 항이 

형성되고 이는 극의 열화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알

루미늄 재 항 용 에서 극의 형상은 강 에 비

하여 훨씬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재까지 극 페이스 형상에 한 비교  다양한 연

구는 진행되었지만7) 극 페이스 두께와 련된 연구는 

진행된 사례가 없다. 극 페이스 두께는 극을 교체

하고 용 의 타 이 증가할수록, 간에 극 드 싱

을 수행할수록 그 두께가 지속 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고 이는 궁극 으로 극의 냉각효과에 향을 주는 

인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 페이스 두께 변화(2 수 )에 따

른 항 용  특성과 각 조건에 따라 연속 타  용

을 수행하여 알루미늄 재 항 용  특성에 하여 

고찰하 다. 한 장 상황을 반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해 100타 까지의 용  품질 평가에 을 맞추

어 연구룰 수행하 다.

2. 사용 소재  장비 

2.1 사용 소재 

  본 연구에 사용한 용  소재는 알루미늄 재 6061- 

T6, 두께 1.5mm 재 다. Table 1, 2에 알루미늄 

재의 화학 성분과 기계  물성을 나타내었다. 

2.2 용  장비 

  알루미늄 합 은 강 에 비하여 기 도성이 우수

하고 열 달이 잘 되므로 짧은 시간 내에 류를 인

가하여 용 해야 하므로 이에 합한 Harms wende사

의 MFDC (Medium frequency direct current) 인

버터 항 용 기를 사용하 다. 그리고 알루미늄 합

의 항 용 은 강  용 과 비교하여 1.5~2배

의 높은 가압력을 인가하여 용 을 수행해야 양호한 용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극 가압력은 Fig. 1과 같

은 나우테크사의 서보가압제어형 용 건을 사용하 다.

  항 용 용 극 소재는 일반 으로 강 의 용

에 용하고 있는 RWMA Class 2 크롬동(Cu-0.8Cr) 

극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강 에는 극 페이스 

직경이 6mm인 돔형 극을 사용하지만 알루미늄 재

Si Fe Cu Mn Mg Cr Zn Ti Al

0.595 0.392 0.237 0.035 1.061 0.188 0.002 0.035 Rem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AA6061-T6

Y.S. (MPa) T.S. (MPa) EL. (%)

303 342 11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A6061-T6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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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래디우스(radius)형이 사용된다5). 본 연구에서는 

극 직경이 20mm이고 선단 반경이 50mm(R50)이

고 극 페이스 두께(electrode face thickness)가 

12mm(EFT12)와 8mm(EFT8) 인 극에 하여 용

성 평가를 수행하 다. Fig. 2는 두 가지 극에 

하여 단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극은 용  발

열을 방지하기 해 극 내부를 수냉시키고 있다. 따

라서 극 페이스 두께가 큰 경우가 작은 경우보다 

극 냉각 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실험 방법

  2.2 에서 선정한 EFT12, EFT8 크롬동 극을 사

용하여 알루미늄 합  6061-T6에 하여 항 용 을 

수행하 다. 항 용 에 사용된 시험편은 KS B0851

에 따라 40×125mm의 사이즈를 사용하 다. 용   

소재는 장 조건과 유사하게 특별한 처리 없이 용

을 수행하 다. 용  실험은 크게 두 종류를 수행하

다. 첫 번째는 두 극 조건에 하여 용 시간에 변

화에 따른 용 성을 평가하 다. 선행연구6)를 통하여 확

보된 정 용 조건인 극 가압력은 600kgf, 용

류는 34kA로 고정하고 용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용

시간에 따른 용 부 깃사이즈  용 부 강도를 비교 

평가하 다. 항 용 은 각 조건에 해 5회 수행하

고 2개 시험편에 하여 매크로시험을 수행하여 용

부 깃 직경 데이터를 확보하 으며, 나머지 3개 시험편

에 하여 용 부 인장 단시험을 수행하 다. 

  두 번째는 두 극 조건에 하여 100타 까지 연속

타  용 을 수행하 다. 극 가압력은 600kgf, 용

류는 34kA, 용 시간은 67ms로 고정하고 1타 부터 

5타 마다 용 부 강도를 평가하 고, 2타 부터 5타

마다 깃사이를 평가하 고 매 타 마다 날림 발생 

유무, sticking 발생 유무를 조사하 다. 

  항 용 에서 깃 사이즈 최소 요구조건은 일반

으로   는 로 결정되고 본 연구에서는 보

다 엄격한 로 하 다.

4. 결과  분석 

4.1 극 페이스 두께에 따른 용  특성 
  

  알루미늄 재 항 용 은 강 의 용 과 비교

하여 높은 류와 큰 극 가압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극의 직경이 크다. 특히 극과 모재간의 합 화로 

인해 모재 표면 손상  극 페이스 면의 마모 등은 

용 품질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필요이상의 용 시간은 

Fig. 1 Resistance spot welding gun

25 21  
12 13 8 13 

φ
20

  

φ
20

  

     (a) EFT: 12mm                               (b) EFT: 8mm

Fig. 2 Radius type electrode

EFT12
Macro
section

EFT8
Macro
section

Type
Weld

time
17ms 33ms 50ms 67ms 83ms 100ms

Fig. 3 Weld nugget cross-section with increasing wel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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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열화를 가 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용 시

간 리가 매우 요하다. 

  두 극 EFT12와 EFT8에 하여 Table 3과 같이 

용 류를 34kA로 고정시키고 용 시간을 17ms, 33ms, 

50ms, 67ms, 83ms, 100ms 로 변화시키면서 용

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3은 용 류를 34kA로 고정하고 용 시간이 

증가할 경우  용 부 깃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용 부 단면에서 하부 알루미늄 은 극의 (+)극과 

한 부분이고 상부 알루미늄 은 극의 (-)극과 

한 부분이다. 두 극 조건 모두 용 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깃 사이즈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깃 사이즈 최소 요구조건인 6.1mm은 두 극 

조건 모두에서 용 시간 50ms부터 만족시키고 있다. 

깃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50ms~100ms)에서 

두 극의 용  깃 형상으로부터 가장 큰 차이 은 

EFT8이 EFT12보다 두께 방향의 깃 두께가 상

으로 작다는 것이다. EFT12인 경우는 융융 역이 거

의 표면까지 이르 다는 것이고 EFT8은 모재 표면까

지 확장된 조건은 없었다. 알루미늄 항 용 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극과 모재사이의 부착 상의 

주요 원인인 극의 합 화는 극과 모재사이의 높은 

발열이고 이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고 냉각수에 의해 

발열을 감시키고 있다. Fig. 3에서처럼 EFT8이 상

으로 깃 사이즈가 두께방향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EFT12보다 우수한 극냉각효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4는 용 류 34kA, 극 가압력 600kgf일 경

우 용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두 극 EFT12와 EFT8

을 이용한 항 용  용 부에 하여 인장 단시험

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조건에서 시험편 

3개에 한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용 부 강도는 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ms에서 83ms까지 증가하다가 100ms에서는 

약간 감소하 다. 용 시간 100ms에서 용 부 강도 

감소 원인은 긴 용 시간으로 인해 일부 시험편에서 용

 날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용 부 강도의 평균값을 

하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용 부 단강도는 EFT12 

용 부가 EFT8 용 부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4.2 연속 타  항 용  특성 
  

  알루미늄 합 의 항 용 은 높은 류에서 용

을 수행하기 때문에 극과 소재 사이의 융착을 방지하

기 해서는 가능한 용 류는 낮고 용 시간이 짧은 

용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Fig. 2의 두 극에 

한 연속 타  항 용  실험에서는 4.1 의 용  결

과로부터 용 시간을 67ms로하고 극 가압력 600kgf, 

용  류 34kA로 고정하고 100타 까지의 용 을 수

행하면서 용  특성을 찰하 다.

  100 타  동안 EFT12 극은 날림(expulsion)과 

sticking이 각각 21%, 14% 발생하 고, EFT8 극은 

날림(expulsion)과 sticking이 각각 9%, 4% 발생하

다. EFT12 경우 날림과 sticking이 어떤 특정한 패

턴없이 불규칙 으로 발생하 고, EFT8 경우 날림과 

sticking이 24타 이후 어떤 특정한 패턴없이 발생하

다. EFT8 극이 EFT12 비 날림과 sticking 발

생 비율이 상 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Fig. 5는 100타 까지 2타 부터 5타  간격으로 

확보된 시험편을 이용하여 단면 매크로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Fig. 6은 타 별 깃 사이즈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00타  20%에 한 

용 부 단면 매크로 분석 결과 용  타 이 진행될수

록 깃 형상의 불규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FT12 극의 경우 깃 사이즈 요구조건 

6.1mm를 만족시키지 못한 타 이 30%에 해당하 고 

EFT8 극인 경우는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EFT12 극에서 날림이 발생한 제 12 타 과 

제 22타 의 경우는 깃 사이즈가 과도하게 작아 용

부 강도 하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

다. 제 47 타 과 57 타 인 경우 날림이 발생한 경우

라도 깃 사이즈가 과도하게 작아지지 않는 이유는 날

림이 상 으로 약하게 발생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7은 100타 까지 1타 부터 5타  간격으로 확

Electrode force (kgf) 600

Welding current (kA) 34

Welding time (ms) 17, 33, 50, 67, 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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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eld strength with increasing weld time

Table 3 Experimental wel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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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된 시험편을 이용하여 용 부 인장 단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FT12 극은 3.5~4.7kN의 

용 부 강도를 나타내었고 제 76타 에서 최소인 3.5kN

를 나타낸 이유는 날림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EFT8 

극은 3.8~4.5kN의 용 부 강도를 나타내었고 비교

 하게 강도 하를 나타내는 타 은 없었다.

  Fig. 8은 100타 까지 10타  간격으로 극의 마

모 정도를 악하기 해 상하 극에 하여 carbon 

imprint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FT12 

극은 20타 부터 극의 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EFT8 극은 40타 부터 극의 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극 모두 (+)

극 측에서 더 많은 극 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장에서 주로 

20타  내외에서 극 드 싱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지 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극 페이스 두께 차이를 둔 두 극 EFT12와 EFT8

에 한 실험 결과 EFT8이 EFT12에 비하여 날림, 

sticking, 연속타  수명 등에서 우수한 용  특성을 

나타내었다.

5. 결    론 

  알루미늄 합  6061-T6 1.5t에 하여 극 페이스 

두께에 한 두 종류의 극에 하여 시간에 따른 용

특성  연속타  용 성을 비교 평가한 결과,

  1) 두 가지 극 페이스 두께 12mm과 8mm를 이

용한 항 용  결과, 극 가압력 600kgf, 용 류 

34kA에서 용 시간 17~100ms 범 에서 극 페이

스 두께가 8mm인 극이 sticking 방지 측면에서 우

수한 깃 형상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두 가지 극 페이스 두께 12mm과 8mm를 이

EFT12
Macro
section

Nugget size 6.1mm 7.0mm 5.2mm 6.7mm 4.4mm 7.1mm 6.6mm 5.5mm 5.7mm 6.5mm

EFT8

Macro
section

Nugget size 6.1mm 7.0mm 6.9mm 6.9mm 6.7mm 7.0mm 7.1mm 6.8mm 6.9mm 6.3mm

Type Weld
Number 2 7 12 17 22 27 32 37 42 47

EFT12
Macro
section

Nugget size 6.3mm 7.6mm 6.2mm 6.3mm 6.4mm 6.4mm 6.7mm 5.9mm 5.9mm 6.4mm

EFT8
Macro
section

Nugget size 6.4mm 7.4mm 7.1mm 6.2mm 6.4mm 7.2mm 6.7mm 6.8mm 6.3mm 6.4mm

Type Weld
Number 54 57 62 67 72 77 82 87 92 97

Fig. 5 Weld cross-section and nugget size vs. wel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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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eld nugget size vs. wel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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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eld strength vs. wel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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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극 가압력 600kgf, 용 류 34kA에서 용

시간 67ms 용 조건에서 100타 까지 연속타  항 

용  결과, 극범 에서 극 페이스 두께가 8mm

인 극이 12mm 극보다 날림과 sticking이 게 

발생하고 극 마모도 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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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principal shipbuilding and construction market re-
quirements for steel plate have been higher strength, 
and wider applicability of high heat input welding for 
lower operating and fabrication cost, respectively. As a 
strength of steel and welding heat input increases, the 
toughness of weld heat affected zone (HAZ) of C-Mn 
micro alloyed steel, which determines the structural 
safety significantly, can be deteriorated by undesirable 
HAZ microstructure, and that of coarse grained heat af-
fected zone (CGHAZ), in particular. Generally, CGHAZ 
microstructures of tensile strength, 400-500MPa grade 
steels consist of (upper) bainite, Widmanstätten ferrite, 
grain boundary ferrite, and undesirable martensite-aus-
tenite (M-A) constituents. The fraction of each phase 
which determines the toughness is directly affected by a 
chemical composition, a cooling rate, and a prior aus-
tenite grain size. 
  Effect of Al addition on the base metal and HAZ 
toughness has been reported several researchers in the 
viewpoint of a carbide precipitation1,2), a M-A con-
stituent formation1,3), and a rejection of free nitrogen4-6) 

as a function of Al content and welding heat input. 
Fukuda1) investigated the effect of 0.015wt%Al-addi-
tion to 0.1C-0.2Si-1.4Mn-0.01Ti steel which showed 
lower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CTOD) compare 
to ultra-low Al (<0.001w%) steel in the submerged arc 
welded multi-pass heat affected zone due to the promo-
tion of bainite and M-A constituent, rather than ferrite 
and cementite. Meanwhile, Xue2) et al. studied the ef-
fect of 0.04~0.2wt%Al addition on the cementite pre-
cipitation of 0.1C-0.5Si-1.5Mn-0.15Mo-0.5Ni-0.05V steel. 
The authors pointed out that the mean size and number 
of cementite, and the prior austenite grain size decrease 
as Al content increases due to the retardation of ce-
mentite coarsening by decrease of Fe diffusion as a re-
sult of the Al segregation at grain boundaries. Yu3) re-
ported that effect of 0.04~0.07wt%Al addition on the 
weld HAZ of 0.05C-0.2Si-1.6Mn-0.01Ti steel and the 
toughness of the CGHAZ was improved remarkably 
with increasing aluminum content even at high heat in-
put of 200kJ/cm due to the reduction of size and volume 
fraction of M-A constituent. Nishio4) and Watanabe5) re-
ported that toughness of the weld HAZ increases as Al 
content increases up to 0.06wt% due to the reduction of 
solid solution nitrogen as a result of AlN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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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cooling process. Mintz6) reported that effect of 
Al content on the strength and toughness of (0.02, 
0.1%C)-(10,40ppm N) steel, and concluded that HAZ 
toughness was increased with 0.2%Al as a result of ce-
mentite refinement and rejection of free nitrogen with 
no significant change of the strength. As described 
above, all of the test reports about weld HAZ have lim-
ited to the steels containing Al less than 0.07wt%1,3-5) 

while the steels that contain Al higher than 0.1wt% 
show quite good toughness2,6) due to the various benefi-
cial effect of Al addition. 
  In the present study, effect of Al content in the range 
of 0.02 to 0.8wt% on the microstructure and toughness 
of the simulated weld HAZ of tensile strength, 400- 
500MPa grade steels concerning various welding heat 
input were investigated. Additionally, the effect of the 
change of Si, and N content on the toughness was also 
studied. The change of phase fraction, M-A constituent, 
precipitate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peak temper-
ature and cooling time were analyzed for clarifying the 
effect of each alloying element on the microstructural 
changes and toughness of the weld HAZ.    
   

2. Experimental Procedure

2.1 Test Materials

  Table 1 shows the chemical composition, yield and 
tensile strength, elongation of the test materials. 0.02 ~ 
0.81 wt% of Al were added to the same base composi-
tion of C, Si, Mn -alloyed steel (Numbers of materials 
from 1 thorough 8). The numbers of 9, 10, and 11, 12 
materials were added to study the effect of nitrogen, and 
silicon content on the 0.3% Al added steel (No.5 mate-
rial), respectively. 15mm thick test coupons were manu-

factured by hot rolling process using vacuum melted 
ingot. The ingots were austenized for 2 hours and hot- 
rolled with 10% thickness reduction ratio above 900℃ 

and cooled in the air. The yield and tensile strength of 
test materials were in the range of 290~420MPa, and 
420~530MPa, respectively.

2.2 Experimental

  Heat affected zone silmulation was carried out using 
Gleeble 3500 simulator for microstructural observation 
and Charpy V-notch impact test. Two kinds of thermal 
cycle simulation were carried out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peak temperature, and cooling time. The 
former is the test for simulation of CGHAZ micro-
structure as a function of a distance from the fusion 
line. Test materials were heated to various peak temper-
ature of 1200 to 1400℃ and hold for 5 seconds. The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was fixed to 40seconds. 
The latter is the test for the effect of heat input on the 
CGHAZ microstructure. The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was changed from 30 to 250 seconds after heated 
to the peak temperature of 1350℃ and hold for 5 
seconds. 
  The microstructures and precipitates of simulated speci-
mens were observed using an optical microscope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respectively. 
Two kinds of etchants were used for optical micro-
scope, i.e., 4% nital solution and Le Pera’s. The latter 
one allowed that M-A constituents were distinguished 
from other phases. TEM micrograph was taken using 
carbon extraction replicas and thin foiled sample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precipitates and carbides. 
Charpy V-notch samples were machined and tests were 
carried out at -20℃ in accordance with EN 10045.

Al
(wt%)

Si 
(wt%)

Ti
(wt%)

N
(wt%)

YS
(MPa)

TS
(MPa)

EL.
(%)

1 0.02 0.14 0.015 0.0038 330 442 41.6

2 0.06 0.15 0.016 0.0038 327 440 36.2

3 0.1 0.15 0.016 0.0038 325 444 42.0

4 0.2 0.15 0.016 0.0043 334 448 41.5

5 0.3 0.14 0.017 0.0041 331 447 43.5

6 0.45 0.13 0.017 0.0047 325 444 40.7

7 0.62 0.16 0.016 0.0032 335 453 33.9

8 0.81 0.16 0.016 0.0035 334 446 34.9

9 0.32 0.19 0.018 0.0005 333 453 38.0

10 0.3 0.16 0.017 0.0100 292 425 40.8

11 0.3 0.1 0.017 0.0052 411 512 33.8

12 0.3 0.3 0.017 0.0062 378 524 35.4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tensile properties of tes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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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shows the effect of aluminum contents on the 
impact toughness at -20℃ of the simulated CGHAZ as 
a function of (a) peak temperatures and (b) cooling 
time. As shown in Fig. 1a, the impact toughness was 
gradually increased as aluminum contents increase from 
0.02 to 0.3wt%. The drastic decrease of impact tough-
ness with increase of the peak temperature above 1350℃ 
was not observed with the aluminum contents above 
0.3wt%. The impact toughness was slightly decreased 
with higher aluminum content of 0.45wt%. When alu-
minum content was increased above 0.6wt%, impact 
toughness was dramatically decreased at overall peak 
temperature. In the same manner, when the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was changed from 80 to 250 seconds 
with the fixed peak temperature of 1350℃ (Fig. 1b), the 
impact toughness was highly maintained with the alu-
minum content of 0.1 to 0.45wt%. The toughness of 
0.02 and 0.06wt% aluminum added material was gradu-
ally decreased with increase of cooling time while 0.6 
and 0.8wt% aluminum added materials show the ex-
tremely low impact toughness throughout the entire 

range of cooling time. As a result of the charpy impact 
tests, it could be concluded that impact toughness of si-
mulated CGHAZ was increased with the appropriate 
aluminum contents in the range of 0.1 to 0.45wt%. 
  Fig. 2 shows the CGHAZ microstructures simulated 
with the peak temperature of 1400℃ and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of 40 seconds. The simulated micro-
structures with the different aluminum content were pri-
marily consist of bainite and ferrite. The fraction of pro 
eutectoid grain boundary ferrite was increased while the 
fraction of bainite was decreased as aluminum content 
increases from 0.02wt% up to 0.45wt%, as shown in 
Fig. 2a through 2f.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ferrite 
transformation is promoted by the accelerated ferrite 
nucleation as a result of the addition of ferrite stabilizer, 
aluminum7,8). The increase of the start temperature of 
ferrite transformation with higher aluminum content 
was also observed by a series of additional dilatation 
test. However, the ferrite fractions in microstructures 
with higher aluminum content of 0.6 and 0.8wt% were 
remarkably decreased while the fraction of bainite was 
increased as shown in Figs. 2g and 2h. 
  The CGHAZs simulated with the peak tempera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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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pact toughness of simulated HAZ of various Al added steels as a function of (a) peak temperature, (b) Δt 8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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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structures of simulated heat affected zone (peak temp:1400℃, Δt 800-500=40sec) with different Al con-
tents(wt%), (a) 0.02, (b) 0.06, (c) 0.1, (d) 0.2, (e) 0.3, (f) 0.45, (g) 0.6, (h)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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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and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of 100 sec-
onds (Fig. 3) show the similar manner in microstructural 
changes as aluminum contents increase compare to the 
case of shorter cooling time, 40 seconds (Fig. 2). The 
ferrite fraction increases and bainite fraction decreases 
as Al content increases up to 0.45wt% (Fig. 3a through 
3f). The size and fraction of ferrite in Fig. 3 was bigger 
than Fig. 2 due to the extended cooling time that allows 
the increase of transformation start temperature, nuclea-
tion, and growth of the ferrite. When the Al content were 
increased over 0.6wt% (Figs. 3g, 3f), the ferrite fraction 
was decreased and bainite fraction was increased re-
markably, similar to Figs. 2g and 2h.    
  Palizdar7) reported the effect of Al addition on the mi-
crostructure of 0.02C-0.3Si-1.4Mn-0.001N-(0.02~0.9) 
Al steels and observed the grain size refinement when 
the Al content was increased above 0.48wt%. He point-
ed out that there are two reasons for grain refinement 
with the Al contents above 0.48wt% as follows. The 
first is the pinning effect and austenite grain growth re-

tardation by AlN precipitates that allow the ferrite grain 
refinement. However, this cannot be completely appli-
cable in the present study due to the different kind of 
primary precipitates involved in the Ti-added steels 
used in this study. Fig. 4 shows the typical TEM micro-
graph from a carbon extraction replica and an energy 
probe x-ray micro analysis (EPMA) for a precipitate in 
the CGHAZ of 0.6Al added steel that was simulated 
with the peak temperature of 1400℃ and 40seconds of 
the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It has been re-
vealed that the primary precipitates were TiN, and the 
secondary AlN and CuS were attached to the primary 
precipitate. The precipitation temperatures of TiN and 
AlN were above 1420℃, and near at 1100℃,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rmodynamic calculation. Therefore, the 
formation mechanism of the precipitates in Fig. 4 could 
be explained as an agglomeration of each precipitate 
which has different temperature of precipitation. In 
short, TiN is the primary precipitate which affects the 
refinement of austenite grain rather than Al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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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g) (h)

Fig. 3 Microstructures of simulated heat affected zone (peak temp:1350℃, Δt 800-500=100sec) with different Al con-
tents(wt%), (a) 0.02, (b) 0.06, (c) 0.1, (d) 0.2, (e) 0.3, (f) 0.45, (g) 0.6, (h) 0.8

Fig. 4 Typical precipitates in simulated heat affected zone of 0.6Al added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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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HAZ of the steels used in this study. The second po-
tential explanation for grain refinement with Al addition 
is segregation of Al at ferrite/austenite interfaces that 
could allow the retardation of ferrite growth, resulting 
in fine grain size. As shown in Figs. 2g, 2h, 3g, and 3h, 
the ferrite fraction of the CGHAZ was dramatically de-
creased above the Al content of 0.45wt% similar to 
Palizdar’s results of grain refinement when the Al con-
tent was increased over 0.48wt% while the quantity of 
AlN was almost fixed.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drastic decrease of toughness of the CGHAZ with high 
Al content of 0.6 and 0.8wt% was due to the decrease 
of ferrite and increase of brittle bainite caused by Al 
partitioning at ferrite/austenite interface.
  Mintz6) reported that the quantity and size of carbide 
could be diminished by 0.2~0.9wt% Al addition due to 
lower diffusivity of carbon in (0.02, 0.1%C)-(10,40ppm 
N) steel resulting in increase of HAZ toughness. Fig. 5 
shows the TEM micrograph and carbon profile in the 
CGHAZ of 0.03 and 0.3wt% Al added steels simulated 
with the peak temperature of 1400℃ and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of 40 seconds. The finer and less 
quantity of cementite were observed in the 0.3wt% Al 
added steel (1.3% of the volume fraction in Fig. 5c) 
compare to the 0.03wt% Al added steel (0.3% of the 
volume fraction in Fig. 5a). Table 2 shows the results of 
extracted residue analysis of 0.03 and 03wt% Al added 
CGHAZ in Fig. 5. The extraction ratio was decreased 
remarkably from 37 to 6.2% when the Al content was 
increased from 0.03 to 0.3wt%, while Al was almost re-
mained as solid solution in matrix. The quantity of Fe in 
residue was decreased from 2.95 to 2.23% as Al was in-
creased from 0.03 to 0.3wt%. If the Fe contained pre-
cipitate is assumed to one hundred percent of cementite, 
the carbon content in cementite can be decreased from 
0.21 to 0.16%.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Al 
suppress the carbon diffusivity resulting in decrease of 
cementite precipitation. 
  Meanwhile, high free or solid solutioned aluminum in 
steel has been found to enhance the formation of M-A 
constituent9). In the viewpoint of cementite precip-
itation, the effect of Al on preventing diffusion of car-

bon is advantage, but it could encourage the formation 
of M-A constituent, one of the most harmful element to 
toughness. M-A constituent is formed from carbon en-
riched austenite by the retardation of the transformation 
from austenite to ferrite and cementite during cooling10) 
due to an excess of Al partition in proeutectoid ferrite 
and bainite. Figs. 6a, 6b, 6c show the M-A constituent 
distribution in the CGHAZ simulated with the peak 
temperature of 1400℃ and 40seconds of the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The volume fractions of M-A 
constituents were 0.63, 0.70, and 1.03% for 0.02wt% 
(Fig. 6a), 0.1wt% (Fig. 6b), and 0.3wt% (Fg.6c) of Al, 

(a) (b) (c)

Fig. 6 M-A constituents distribution of simulated heat affected zone (peak temp:1400℃, Δt 800-500=40sec) with different 
Al contents(wt%), (a) 0.02, (b) 0.1, (c)  0.3

(a) (b)

(c) (d)

Fig. 5 Carbide distribution in simulated heat affected 
zone. (a) and (b)TEM micrograph and carbon 
profile in 0.03%Al containing steel, respectively. 
(c) and (d) TEM micrograph and carbon profile 
in 0.3%Al containing steel, respectively

Table 2 Results of extraction residue analysis of simu-
lated heat affected zone 

Al(%)
in matrix

Al(%)
in residue

Extraction 
ratio(%)

Fe(%)
in residue

C(%)
in Fe3C

0.03Al 0.026 0.01 37 2.95 0.21

0.3Al 0.3 0.002 6.2 2.23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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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The more Al contents, the higher area 
fraction of M-A constituent was observed, but it is im-
portant to note that the area fraction of M-A constituent 
was not too high below 2.0% and no massive type con-
stituent was observed throughout all of the specimens in 
the condition of same CGHAZ simulation schedule.  
  Figs. 7a and 7b show the effect of nitrogen content on 
the impact toughness at -20℃ of the simulated CGHAZ 
as a function of (a) peak temperatures and (b)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5, 41, and 100 ppm of nitrogen 
were added to 0.3wt% Al steels (No. 9, 5, 10 specimens 
in Table 1). The impact toughness of the 5 ppm N add-
ed steel was gradually decreased as a peak temperature 
was increased while the toughness of 41 and 100ppm 
nitrogen added steel was maintained above 250J (Fig. 
7a). In the same manner, the impact toughness of the 5 
ppm N added steel was gradually decreased as a cooling 

time was increased as shown in Fig. 7b. The 41 ppm of 
nitrogen added steel shows the highest impact value 
throughout all over the test condition while 5 ppm of ni-
trogen added steel shows the lowest. Impact toughness 
of 100 ppm of nitrogen added steel was lower than that 
of the 41 ppm of nitrogen added steel, and the gap of 
value was about 100J. The difference of the impact 
toughness value as a function of the N content could be 
explained by the stability of TiN at high temperature 
and following austenite grain size near to the fusion 
line. The Ti to N ratio of 5, 41, 100ppm of nitrogen add-
ed steels are 36, 4.14, and 1.7, respectively. Therefore,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TiN 
is in following order, 100, 41, and 5 ppm of nitrogen 
added steels in the condition of almost same Ti content11). 
As shown in Fig. 8, the more N content, the more pro-
eutectoid ferrite was formed while bainite frac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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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mpact toughness of simulated HAZ with the different nitrogen contents, 5, 41, 100ppm as a function of (a) peak 
temperature, (b) Δt 8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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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crostructures of simulated heat affected zone, (a), (b), (c) peak temp:1400℃, Δt 800-500=40sec, (d), (e), (f) peak 
temp:1350℃, Δt 800-500=100sec with the different nitrogen contents, 5ppm for (a), (d), 41ppm for (b), (e), 100ppm 
for (c)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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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The more ferrite was formed as cooling time 
increased from 40 to 100 seconds in the temperature 
range of 800 to 500℃ in comparison with Figs. 8a 
through 8c and 8d through 8f. In case of the lowest, 
5ppm of nitrogen added specimen, bainite fraction was 
highest due to the largest prior austenite grain size as 
shown in Figs. 8a, 8d. In addit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lower toughness of 100 ppm nitrogen added steel 
than 41 ppm added steel was due to the excessive ferrite 
fraction and free N. 
  Figs. 9a and 9b show the effect of 0.1 and 0.3wt% of 
silicon contents on the impact toughness of the simu-
lated CGHAZ of 0.3wt%Al added steels as a function 
of (a) peak temperatures and (b)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No. 11, 12 specimens in Table 1). As shown 
in the Figs, the impact toughness of 0.3wt% Si added 
steels were lower than 0.1wt% Si added steels in the en-
tire range of peak temperature and cooling time. Fig. 10 
shows the microstructure of simulated HAZ as a func-
tion of Si content and the peak temperature with the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of 40seconds for (a) 
0.1wt%, 1350℃, (b) 0.3wt%, 1350℃, (c) 0.1wt%,1400℃, 
(d) 0.3wt%, 1400℃ of Si content and the peak temper-
ature, respectively. The less ferrite and more bainite 
were observed in 0.3wt% compare to 0.1wt% of Si add-
ed steel due to higher carbon equivalent. Besides the 
higher bainite fraction, the fraction of M-A constituent 
was another important factor which could determine the 
lower impact toughness of 0.3wt% of Si added steel 
CGHAZ. M-A constituent is promoted by Si addition 
due to the retardation effect of cementite precipitation 
resulting in carbon enrichment in austenite9,12)

. As 
shown in Fig. 11, more and bigger M-A constituent was 
observed in 0.3wt% of Si added steel (1.98% of the vol-
ume fraction in Fig. 11a) compare to 0.1wt% of Si add-
ed steel (0.54% of the volume fraction in Fig. 11b). In 
summar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i 

content concerning strength and toughness of the Al 
added steels.    

4. Conclusion

  The effect of Al, N, and Si content on the tough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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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mpact toughness of simulated HAZ with 0.1 and 0.3wt%Si as a function of (a) peak temperature, (b) Δt 8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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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icrostructures of simulated heat affected zone 
as a function of Si content and the peak temper-
ature with the cooling time from 800 to 500℃ of 
40seconds for (a) 0.1wt%Si, peak temp.:1350℃, 
(b):0.3wt%Si, peak temp.:1350℃, (c) 0.1wt%Si, 
peak temp.:1400℃, (d) 0.3wt%Si, peak temp.: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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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 constituent in the simulated heat affected 
zone with the peak temperature of 1350℃ and 
the cooling time of 40seconds from 800 to 500℃: 
(a) 0.3Al-0.3Si, (b) 0.3Al-0.1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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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mulated CGHAZ of tensile strength, 400-500MPa 
grade C-Mn steel was investigated. Main results ob-
tained are as follows.
  The impact toughness of simulated CGHAZ was in-
creased with aluminum content in the range of 0.1 to 
0.45wt% due to the appropriate phase fraction of ferrite 
and bainite, less cementite with no massive and little 
quantity of M-A constituent.
  In the viewpoint of TiN precipitation, nitrogen content 
should be maintained at the value near to the stoichio-
metric ratio of Ti/N to avoid undesirable austenite grain 
growth with small N content, and an excessive ferrite 
fraction, a free nitrogen with too much N content.
  Si content should be maintained concerning strength 
and toughness of the Al added steels, especially for 
avoiding additional formation of M-A constituent.

ORCID: Hongchul Jeong: https://orcid.org/0000-0002-2051-9438
ORCID: Kyutae Han: https://orcid.org/0000-0002-956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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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or several decades titanium applications are widely 
us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aerospace, petrochem-
ical, medical, and automotive industries; that is essen-
tially because of high corrosion resistance, high-temper-
ature resistance, and wear resistance of titanium1-3). 
According to this issue, the joining process of titanium 
and its alloys has great importance and plays a crucial 
role in the different industries1). On the other hand, 
welding of titanium and its alloys with traditional meth-
ods creates several problems such as brittle structure, 
the resistance of high residual stresses and undesirable 
deformation in welded specimens that are undesirable1,3). 
Indeed, titanium welding using fusion welding methods 
is somehow impossible. Therefore, using other welding 
methods such as solid-state welding, as an alternative 
approach is necessary, in order to able to utilizing tita-
nium and its alloys as desire shape with optimum prop-
erties, and it helps to prevent such problems2-4). 
  The Ti 4Al 2V alloy is one of the newest titanium al-

loys, which have been suggested for decades in applica-
tions requiring high strength and low to moderate 
temperatures. In order to control the strength and im-
prove the service conditions of this type of alloy joints 
in various fields, such as marine and nuclear industries 
and building steam turbine components the need to rec-
ognize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 processes of join-
ing and producing structures of the same materials is 
more evident than before. The high reactivity of tita-
nium alloys has caused many problems against its weld-
ing which has reduced their weldability. In other words, 
the rapid dissolution of oxygen, hydrogen, and nitrogen 
at temperatures above 500℃ cause brittleness and loss 
of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alloy. The solid-state 
methods such as friction stir welding (FSW)5) are used 
to improve the weldability of these types of alloys. In 
this way, the rotational movement of the tool causes 
heat generation which will result in localized deforma-
tion of the cross-section of the joint section3). The ther-
mo-mechanical nature of this type of joint prevents the 
formation of the defects caused by the thawing-free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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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in fusion welding. In recent years, a lot of re-
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joining these alloys with 
the FSW method to improv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joints. The thermomechanical change performed 
at the joint causes the microstructural changes3) such as 
microstructure developments such as recovery or re-
crystallization that can affect the microstructure in 
terms of grain size and density of displacements3); 
therefor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joint will be 
altered under microstructure changes which are subject 
to the FSW process parameters3).
  FSW is a solid-state joining process in which a non- 
consumable tool is used to connect two workpieces 
without the need to reach the melting point. The heat re-
quired for the material flow is generated by friction be-
tween the rotating tool and the workpiece, which causes 
the material to soften around the tool. While the tool is 
moving forward on the track, the workpieces are inter-
mixed using the mechanical force that the tool inserts 
into the workpiece, the soft material around the tool is 
forged and stuck onto the workpieces6,7). In the butt 
welding, the shoulder to the point of contact with the 
surface of the workpiece plunges into the joint zone of 		
the two pieces and after passing the stop time, it starts 
to move and leads to join. 
  By a linear movement of the tool on the joining line, 
the deformed material is transferred from the advancing 
side (AS) to the retreating side (RS) of the pin, and is 
forged by the shoulder, resulting in a solid-state joining 
between two workpieces8). This severe plastic deforma-
tion in the weld zone leads to a general change in mi-
crostructural and, subsequently, in mechanical properties. 
Fig. 1 shows the advancing side, retreating side and the 

different areas of the friction stir welding.

1.1 Friction Stir Welding of Titanium and Its Alloy

  Rapp et al.9) was one of the first groups to report on 
the FSW process of titanium with a thickness of 12 
[mm] with 17-Ti and Ti 6A1 V4 material. Their re-
search included parameter development, metallurgical 
experiments, mechanical properties, evaluation of post- 
welding thermal behavior, and assessment of tool mate-
rials and heat management of the process. Leinert10) re-
cently presented a review for the FSW process in which 
tool material and design, welding parameters, micro-
structure, hardness and mechanical properties for pure 
commercial titanium, Beta 21 S, Ti 15V 3Cr 3Al 3Sn, 
Ti 6Al 4V, and CP Ti is provided. The first experience 
of Linert et al.11) was the welding of Ti 6A1 4V alloy in 
which the tool geometry and material and welding pa-
rameters were specified12). The tool material was pure 
tungsten with a cylindrical pin of 1.6 [mm] in length, a 
diameter of 7.9 [mm] and a shoulder diameter of 19 
[mm], and the rotation rate parameters of 275 [rpm] and 
the transverse speed of 100 [mm/min] were used for 
welding and the temperature of the tool, the micro-
structure of the weld zone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he tool temperature of 1115℃ in-
dicated extremely large heat transfer. The microhard-
ness of the weld zone is the same as the base material, 
but the hardness is increased in the area under the influ-
ence of heat. The tensile test indicates a high yield point 
and tensile strength of the weld zone relative to the base 
material. Leinert10,11) also refered to the difficulty of 
choosing a tool for Ti 6Al 4V alloy welding due to high 
temperatures. For titanium welding, tools with pure 
tungsten and W-25% Re tungsten-rhenium with HTC 
have been used successfully. Management methods of 
thermal activities such as cooling systems are also rec-
ommended4,12). 
  Lee et al.4) studied the FSW microstructure and texture 
in a 5.6-[mm] thick titanium plate using the FSW 
process. They showed that the main deformation mech-
anism in pure titanium happens during the welding 
process at the same time. In late 2007, the microstructure 
and hardness of the various zones formed by the FSW 
process in pure titanium were studied by Lee et al.4). At 
present, numer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obtain 
tools with suitable geometry, dimensions, material, tool 
tilt relative to the spindle axis, transverse speed and ro-
tation rate for joining and forming with higher mechan-
ical properties. 

1.2 Investigating the Effect of Different Parameters 
on the Friction Stir Welding Mechanism

  Zhang et al.13,14)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tilt an-

Fig. 1 Micrograph of different signs of substructure zones,
Advancing Side (AS), Retreating Side (RS), Stir 
Zone (SZ), Thermo-Mechanically Affected Zone 
(TMAZ), Heat-Affected Zone (HAZ), Base Material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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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 tool geometry, tool material, rotation rate and tra-
verse speed in joint titanium workpieces welded by 
FSW. Titanium pieces with dimensions of 3 × 55 × 140 
[mm] were prepared for welding and four tools with a 
pin height of 2.85 [mm], a pin diameter of 5 [mm] and a 
shoulder diameter of 18 [mm] was used. Based on the 
design of the tools and test conditions, the experimental 
test was carried out in four modes13,14). They conclude 
that the following parameters highly affect to how to 
connect and perform the process in a better manner, 
namely: (i) rotation rate and transverse speed, (ii) tool 
geometry. With an excessive increase in the rotation 
speed or excessive decrease in transverse speed the 
weld zone temperature is increased and causes defects 
in welding. The rotation rate of 750 to 1500 [rpm] and 
transverse speed of 35 to 100 [mm/min] are the opti-
mum speeds14,15). In the FSW the tool consisting of a 
pin and shoulder is preferably non-consumable. Three 
main tasks of the tool include the creation of local heat, 
the material flow and the control of the fluidized mate-
rial during the process. Thus, the FSW tool is un-
doubtedly a major factor in improving this process be-
cause it improves the mechanical performance of the 
joint and obtaining maximum speed of the process14).  
  The mechanical deformation and frictional heating of 
the workpiece which are required for the friction stir 
force are affected by the design of the tool16). The 
shoulder is the main cause of heat generation by friction 
during the process which compresses the flowing material 
by introducing the pressure on the workpiece surface 
and prevents it from escaping from the connecting line. 
When performing the process, the shoulder moves on 
the separation line of the two materials and leads to 
plastic deformation of the material in the area, and this 
action allows the material to be joined without the need 
for casting process14). 
  In recent years, new geometric featur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design of the FSW tools6,17). Under the 
influence of many features of the tools, the movement 
of matter around the shoulder can be different from one 
tool to another depending on the tool features18). 
  The shape, tilt, length, and diameter of the tool are 
very important parameters in providing the speed and 
quality of the FSW process19). The tool material is also 
an important parameter14). Given that the FSW process 
does not have many problems compare to fusion welding, 
this process is used for welding aluminum and other 
soft alloys. The FSW tools create high temperatures and 
severe stress during the process of hard alloys such as 
steels and titanium. This has made the use of FSW tools 
for hard alloys expensive with low lifetime3,20).

2. Materials and Methods

  This section is about the applied equipment and the 
test method. First, the material and size of the specimens 
are provided and then the device used for welding is 
discussed. Initially, descriptions are provided on the material 
type (the sample is near to the α-series alloy of titanium), 
the weight percent of the elements is discussed and the 
size of the samples, the method of cutting the samples, 
the geometry of the tool, as well as the specifications of 
the device are described.
  To carry out tests, Ti 4Al 2V sheets are cut into 50 × 
16 × 4 [mm] pieces by wire-cut machine and then using 
the flat grinding machine, all the parts of the pieces are 
ground; a view of the raw material is presented in Fig. 2 
and its chemical composition is provided in Table 1. 
  First, due to lack of implementing the FSW process on 
the Ti 4A1 2V alloy, the tool material, and geometry 
was selected by the trial and error as high-speed steel 
(HSS) and hot work steel (H13) and square and 
cylindrical cross-section were chosen for the pin but 
due to the high heat generated by friction the tools were 
failed with the entry of the tools into the piece and 
temperature increased by friction. Then, using the papers 
on Ti 6A1 4V alloy FSW the tungsten carbide was used 
for tool construction. Using the spark machining, a 
cone- shaped pin has been created. In various papers, the 
shape and angle of the shoulder for different materials, 
such as austenitic stainless steels and various titanium 
alloys are used as concave shapes and at angles of 1 to 
6 degrees. In this study using the trial and error test, it 
was found that the best shape of the shoulder for FSW 
of Ti 4Al 2V alloy is the concave shoulder and the best 

Fig. 2  Scheme of the raw sample was prepared for welding.
It was made by two rectangular specimens with 50 
× 16 × 4 [mm] dimension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amples the Ti 4A1 2V

Alloy 
element

Al V Fe Si O N H C Ti

Weight 
percent

4.05 1.89 0.25 0.12 0.15 0.04 0.01 0.01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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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er angle is 1 degree. The drawing of used tools 
during the process and made one is shown in Fig. 3 (all 
the di- mension’s units are [mm]).

2.1 Welding Process

  The universal milling machine is used to join the pieces 
by FSW that the tool is mounted on it different fonts. 
After conducting several studies on the transverse speed 
of the tool in FSW of titanium; it was found that the 
transverse speed of 50-100 [mm/min] is within the 
recommended range for this process. Then, three transverse 
speeds of 50, 80 and 100 [mm/min] were tested at the 
same rotational speed and a transverse speed of 100 
[mm/min] that the best type of connection was formed 
at this speed, and it was considered as the constant 
transverse speed during the process for all samples. The 
rotation rate of FSW is shown in Table 2. First, a pilot 

hole with a diameter of 9.8 [mm] has been created to 
prevent excessive heat rise due to friction and to 
achieve a pseudo-steady state. The pilot hole diameter 
is selected completely empirically and based on the pin 
diameter. The tool tilt compared to the surface of the 
pieces is one degree. The tool moves to the right. During 
the welding process, argon gas with a volumetric flow 
rate of 20 [mL/min] is used to prevent the oxidation of 
the mixing chamber by reducing the input oxygen 
pressure and cooling of the tool. Fig. 4 shows a view of 
the processing condition.Tensile test samples due to the 
constraints on the dimensions of the pieces are considered 
as sub-size for the tensile test using a wire cut according 
to the terms of JIS Z 2241 standard. The prepared 
sample drawing is presented in Fig. 5 (all the dimension’s 
units are [mm]). The tensile test is carried out transversely 
with a GOTECH 2-ton traction device.
  The metallographic samples are based on the ASTM 
E3-11 standard, the micro etching of ASTM E 407- 
2015 and optical microscopy images Leitz (Metallux 3), 
according to ISO TEC17025 standard. Kroll solution is 
used for etching the surfaces of the sample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Kroll etch soluble consists 
of 2 [cc] of hydrogen sulfide, 3 [cc] of nitric acid and 
500 [cc] of water. Microhardness test is conducted with 
a force of 300 grams of Vickers and based on the 
ASTM E384-2016 standard using a Buhler microscope 
manufactured by the United States on the SZ with a 
pause of 10 to 15 seconds per hardness testing in a 
laboratory. The distance between the hardness testing 
points from each other is three times greater than the 
diameter of the effect point created by the devise gauge 
on the material. Moreover, the scanning electron micro- 

75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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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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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16

 

(a)

(b)

Fig. 3 Geometry of used tool during the process, (a) draw-
ing of the tool, (b) shape of the real tool 

Sample No Rotation rate (rpm)

Sample 1 450

Sample 2 560

Sample 3 710

Sample 4 900

Sample 5 1120

Table 2 Rotation rate of each sample

Fig. 4 A perspective view of the FSW during the processing

5.5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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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nsile test samples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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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is VEGA\\TESCAN-LMU.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s used for fractography of the 
fracture surfaces of the weld zones in the tensile test. 

3. Results and discussion 

  As explained, the heat generated by the friction force 
between the tool and the pieces and deformation 
resulting from it causes the base metal to flow without 
reaching the melting point and allows the tool to move 
at the intersection and create the required connection by 
FSW. Due to the counterclockwise rotation of the tool, 
the material flow is from the right of the sample (AS) to 
the left of the sample (RS) which is clearly visible in 
Fig. 6, and the forging of the flowing materials in the 
back of the tool is done by the shoulder and created a 
solid-state junction between the pieces. Due to the plastic 
deformation in the weld zon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are changed after welding.

3.1 Examining the Appearance of Weld

  As discussed earlier, the samples were joined by FSW 
using five different rotation rates. In general, the surface 
of the samples that have been rotated with high speed is 
much more uniform than those that are connected at a 
low rotation rate which suggests that increasing the 
rotation rate improves the quality of the surface of the 
weld which is visible in Figs. 6 (a) and 6 (b).
  Fig. 6 depicts that samples that are connected at the 
highest rate have the least flash and the appearance of 
the welding also indicates the proper connection of the 
two sides of the metal with each other. As the rate 
increases, the arches appearing on the welding surface 
are also close to each other which not only affect the 
appearance of the weld but also the quality of the weld. 
The best appearance of the weld can be seen at the 
beginning and the middle (from the tool entry point), 
but the final points of the welds do not have the desired 

quality and smoothness. This applies to all welding 
cases so that the exit point of the tool (or the electrode 
in other welds) is always the weakest part because the 
lack of material at the final point and the heat transfer 
causes the microstructure to change and sometimes 
burning the weld zone.
  Fig. 7 (a) and 7 (b) show the macroscopic image of the 
welded cross-section of samples 1 and 2, respectively. 
In sample 1, due to the rotation rate and transverse 
spee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lack of complete 
connection due to inadequate heat input has occurred, 
which is due to the lack of fit between the rotation rate 
and transverse speed. This defect can be seen with 
increasing the rotation rate in sample 2 as a pitting;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in later sampl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otation rate of 450 [rpm] and 
the transverse speed of 100 [mm/min] is high. In 
specimens 3 and 4, due to the suitability of the rotation 
rate and transverse speed, no defect is caused (Fig. 7 (c) 
and Fig. 7 (d)). In Fig. 7 (e), which is related to the 
sample 5, a fine pitting is observed which indicates that 
the rotation rate is much higher than the transverse 
speed.

3.2 Metallography

  Fig. 8 shows the microstructure of the base material. 
The microstructure of the base material is coarse- grained 
and serrated α-phase (bright) and the grain border is 
dark. Fig. 9 shows the microstructure of the heat-affected 
zone of the specimens 1 to 5 which is coarse-grained 
and serrated, and no plastic deformation has taken place 
in this zone. The main micro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the heat-affected zone and the base material is that the 
grain boundary in the heat-affected zone is not as clear 
as the base material. That is because the material in the 
heat-affected zone does not experience any plastic 
deformation but the input heat from the welding causes 
the boundaries to begin to move toward each other and 

        

(a) (b)

Fig. 6 Welding appearance, (a) welding appearance of the sample joint with 450 [rpm] (minimum rotation rate), (b) weld-
ing appearance of the sample joint with 1120 [rpm] (maximum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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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 to grow21), and there isn't any β-phase neither in 
grains nor in boundaries. In Fig. 10, the microstructure 
of the SZ of samples 1 to 5 is observed where the 
simultaneous effect of the severe plastic deformation 
and heat generated by the frictional force resulting from 
the increase of rotation rate during the friction welding 

process creates serrated coarse-grain microstructure in 
this zone.

3.3 Microhardness Test

  Fig. 11 shows a schematic view of the welded cross- 

                  

(a) (b)

(c) (d)

(d) 

Fig. 7 Macroscopic image of the welded cross-sections,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d) sample 4, (e) sample 5

100 ㎛ 100 ㎛

(a) (b)

Fig. 8 Microstructure of the base material, (a) 100x magnification; (b) 200x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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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According to the microhardness test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with increasing the rotation rate 
and fixed transverse speed the hardness of the weld 
zone is increased; however, from the rotation rate of 
710 [rpm] (sample 3) on this increase in hardness 
versus the hardness of the raw material is increased. 
Due to the lack of observation of the β-phase in the 
microstructure of the samples after the FSW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eak welding temperature during the 
process has not exceeded 882℃ which is the titanium 
deformation point and according to the metallographic 
results, which indicate a change in the size from the 
coarse-grain serrated needle shape to the fine-grain 
serrated needle shape in the SZ, it can be concluded that 
with increasing rotation rate which increases the friction 
and temperature in the weld zone’ a considerable amount 
of displacement is created by mechanical retention and 
recrystallization of the grains in the SZ and the dis- 
placements can easily move. On the other hand, in the 

weld zone, after the FSW a large part of the grains have 
the same orientation and merely a small part of the has 
a dissimilar orientation.
  Due to changes in the microstructure and high increase 
in density of displacements, the hardness of the SZ is 
increased after the FSW.

3.4 Tensile Test

  One of the most important welding purposes in metals 
is to create a higher strength or at least equal to the base 
metal which can withstand the forces applied to the 
sample. In all the welds, an attempt is made to increase 
the strength of the weld above the base metal and 
prevent fracture in the interface of the base metal. One 
of the most important tests for measuring weld quality 
is the tensile tes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tensile test of the five 
samples are shown in Table 3. The tensile strength of 

(a) (b)

(c) (d)

100 ㎛

(e) 

Fig. 9  The substructure of the heat-affected zone: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d) sample 4, (e) samp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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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e material before welding is 700 [MPa]. According 
to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welded samples, it can 
be concluded that with increasing rotation rate during 
welding, the final tensile strength is decreasing. The set 
of the tensile test samples are shown in Fig. 12. As 
depicted in Fig. 12 (c), due to the ultimate tensile 
strength increment in sample 3, the specimen fracture 
occurred in the raw material zone, and the same has 
occurred in sample 4 (Fig. 12 (d)). Friction stir welding 
induces residual stresses to the samples attached by this 
method which is understandable butt-welded samples 

100 ㎛ 100 ㎛

(a) (b)

100 ㎛ 100 ㎛

(c) (d)

100 ㎛

(e) 

Fig. 10  Microstructure of the stirred zone at the joining line,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d) sample 4, (e) samp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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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hematic view of the cross-section of the wel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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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1 Microhardness test results

Rotation rate 
(rpm)

450 560 710 900 1120

1st test
Unit (MPa) 589 621 802 560 450

2nd test
Unit (MPa) 564 652 787 599 414

Table 3 Tensile test results at the 100 [rpm] transvers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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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joining where the sides partially move upward. 
Enhancement of the rotation rate causes to increase in 
the temperature in the stir zone. This issue causes a 
reduction of the residual stress remains in this region. 
Consequently, the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the sample 
is reduced22,23).

3.5 Analysis of the Fracture Cross-section

  Fig. 13 is the magnified image of the fracture cross- 
section of samples 1-5 obta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n sample 1, according to the fracture 
cross-section, which is a dimple rapture, it can be 

(a) (b)    (c)    (d)    (e)    

Fig. 12  Set of tensile test samples,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d) sample 4, (e) sample 5

50 ㎛ 50 ㎛

(a) (b)

50 ㎛ 50 ㎛

(c) (d)

50 ㎛

(e) 

Fig. 13 SEM images of the fracture cross-section of samples,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d) sample 4, (e) 
samp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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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ded that the type of fracture occurred in this 
sample is soft. In sample 2, the depth of the dumbbell 
caused by the limited micro-plastic deformation is 
reduced and on the other hand, with the continuation of 
the dumbbell shape in the lower part of the image, it 
shows that the micro-mechanism of failure is inclined 
toward a pseudo cleavage.
  In Figs. 13 (c), 13 (d) and 13 (e) of samples 3, 4 and 5, 
it is seen that the micro-mechanism of dumbbell 
formation is not a working mechanism, in other words, 
the microplastic deformation is completely stopped, and 
on the other hand, the appearance of the mechanism of 
toroidal plates at the fracture section in micro dimensions 
indicates the onset and dominance of the cleavage 
micro-mechanism and the function of the twins is the 
plastic deformation in titanium alloy which causes a 
relative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cleavage in the 
cross-section. In other words, with the relative increase 
in hardness, the situation has progressed to cleavage.

4. Summary 

  1)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the rotation rate 
and transverse speed of the tool causes defects such as 
pitting in the weld zone which is caused by insufficient 
input heat. 
  2) With increasing rotation rate the hardness of the 
weld zone increases compared to the base material.
  3) According to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tensile, 
microhardness and metallography tests, it can be concluded 
for a transverse speed of 100 [mm/min] the best rotation 
rate is 710 [rpm]. 
  4) In order to achieve optimal properties at higher 
rotation rates, the transverse speed should increase pro- 
portionally to the rotation rate.

ORCID: Mohammadreza Aali: http://orcid.org/0000-0003-2075-73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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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 소를 비롯한 산업계에는 다양한 펌 계통이 용

되고 있으며, 그 에서 탈황 이송용 펌 는 슬러리에 

의한 에로존(erosion)이 심하게 발생되어 내부 임펠러

(impeller)  내마모 (wear plate) 부품의 주기

인 교체가 요구되고 있다1). 펌  부품의 경우 표면에서 

주로 마모  탈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 의 

보수  재생을 통하여 부품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부품의 보수  재생을 한 공정으로 주로 용 / 합 

 클래딩이 시도되었으나2-4), 최근 층제조, 3D 린

 기술의 개발로 정 부품의 국부 인 재생도 가능하

게 되었다5).

  속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층제조(AM)공정은 크

게 분말베드용융(PBF, Powder Bed Fusion) 방식과 

직 분사 층(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

방식이 있으며, 사용  부품의 보수  재생 분야에는 

직 분사 층 공정이 주로 용된다6). 특히, 직 분사

층 공정 이용시 부품의 체  일부분 층이 가능

하며, 부품단종  재고부품이 없는 경우 부품의 공

기간 단축 등의 장 이 있어 향후 많은 활용이 될 것으

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 용 펌 부품의 보수를 한 직

분사 층형 속 3D 린  공정의 용 가능성을 악

하고자 탈황 이송용 내마모 펌  부품의 보수 층시험 

  

직접분사 적층제조 공정을 이용한 탈황 내마모 펌프부품의 보수재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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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ous pump systems are applied to industries including power plants; among these, desulfurization 
transfer pumps are severely eroded by slurry, and require periodic replacement of internal impeller and 
wear plate parts. When directed energy deposition(DED) in the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is used to re-
pair parts, it is possible to repair entire parts or sections of them. If there is no discontinuity or inventory of parts, 
this process is expected to be utilized often in the future.
  In this study, a deposition test and physical property evaluation were carried out using the DED process to 
repair wear resistance pump parts for desulfurization transfer. Althoug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lloys 
with excellent deposition conditions and compositions similar to those of the base material, this study con-
ducted experiments on commercially available alloy materials. As a result of evaluating various materials, it 
was found that a powder composed of an iron-based system had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the ma-
terial to be repaired.

Key Words : Additive manufacturing, DED(Directed Energy Deposition, Abrasive pump parts, High-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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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성평가를 진행하 고, 모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

는 소재를 선정하고자 하 다. 모재와 유사한 조성계를 

가지면서 층이 우수한 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되나,  시 에서는 시 에서 확보가능한 상용 합

소재를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으며, 향후 추가 인 

조성계의 시험평가를 통하여 층부의 물성향상을 개선

해 나가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보수 상 부품  소재 

  발 용 펌 부품의 보수를 해 Fig. 1의 웨어 이

트(wear plate)에 동종  이종 조성계의 분말소재를 

층하고, 보수재생부의 특성을 평가하 다. 층시험

을 한 기 은 폐기된 웨어 이트를 가공하여 사용

하 다. 내마모성을 높이기 한 기 의 주요성분은 

28%Cr-3%C-Fe이며, Fig. 2와 같이 미세조직은 철

계 기지에 25vol% 크롬 탄화물, (Fe,Cr)7C3 로 구성

되어 있다. 

  층용 소재는 내마모 부품과 동종  이종소재를 

용하 으며, 동종소재는 Fig. 3은 웨어 이트 스크랩

을 이용하여 가스아토마이징 후 분말로 제조하 다. 그

림 은 제조분말의 형상이며, 입도분포는 51~105㎛

(D50 73㎛)이다. 

  이종소재는 내마모용 상용분말을 용하 으며, 철계

(M789®, CORRAX®-Voestapline제조)  코발트계

(Stellite6®-Kennametal제조)를 용하 다. Table 

1과 2는 각각 층용 분말의 화학조성과 ASTM B964 

기 으로 유동도를 평가한 결과이며, 각 분말의 유동도

는 비슷한 수 인 것으로 악되었다.

2.2 직 분사 층제조 장치  공정변수

  Fig. 3은 내마모 펌 부품 웨어 이트의 층시험을 

해 용한 직 분사 층(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방식의 3D 린  장치이며, 병렬 5축(Parallel 

Kinematic Machine, PKM) 층방식이 용되었다. 

  주요 공정변수는 이  출력  분말 송 량이며, 

사  비실험을 진행하여 최  공정조건으로 400W, 

3g/min 으로 설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펌 내 이송유체 분석

  탈황 슬러리 이송펌  내 마모  부식환경 악을 

Fig. 1 Damaged wear plate of pump parts

Fig. 2 Microstructure of wear plate material

Fig. 3 28%Cr-Fe Powder from wear plate scrap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wt.%)

CORRAX
C Si Mn Cr Ni Mo Ai O Fe

0.03 0.3 0.3 12.0 9.2 1.4 1.6 0.02 Bal.

M789
C Cr Ni Mo Ai Ti Fe

0.02 12.2 10.0 1.0 0.6 1.0 Bal.

Stellite6
C Si Mn Cr Ni Mo W Fe Co

1.0 1.1 0.5 28.2 1.9 0.9 5.1 2.8 Bal.

Table 2 Flow rate of applied powders

1 2 3 평균값
유동도

(sec/50g)
28Cr-Fe 20.708 20.056 20.839 20.56 13.63

Stellite6 21.124 21.022 21.067 21.06 13.08

CORRAX 21.668 21.682 21.604 21.66 13.45

M789 21.131 21.158 21.172 2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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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 소에서 유체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유체 내에는 탈황반응을 한 슬러리 물질들이 혼합되

어 있으며, 입도 분포를 통한 슬러리는 Fig. 5와 같이 

16~101㎛(D50 50.6㎛)수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슬러리 물질에 한 XRD분석결과는 Fig. 6과 같으며, 

주로 SiC  Al2O3로 이루어져 있으다. 이들의 입자들

이 펌  내에서 유동하면서 침식(erosion)반응을 통하

여 앞서 Fig. 1에서와 같은 손을 발생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3.2 펌 부품 동종소재 층결과

  웨어 이트 스크랩(28%Cr-Fe)으로 제조된 분말

을 이용하여 보수 층을 진행한 결과는 Fig. 7과 같으

며, 총 5패스 높이로 층 후 응고수축하면서 기 과의 

계면분리  층부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계면 분리가 발생한 층부에 하여 SEM 분석을 

진행한 결과, Fig. 8과 같이 벽개 면을 찰할 수 있

으며, 이는 층부와 모재 간 희석(dilution)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보수 상재는 탄소함량이 3%정도로 매우 높고, 이

 층에 의한 랭 조건이므로 용융 층에 의한 동종

소재의 보수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단되었다. 

3.3 상용소재 층결과

  상용소재는 철계 M789®, CORRAX®  코발트계

Stellite6® 분말을 이용하여 Table 3과 같은 공정조건

으로 층하 으며, Fig. 9와 같이 35X35, 1t높이로 

층하 다. 

  Fig. 10은 각 소재별 층부의 단면 미세조직을 나

타낸 것으로 층 간 패스에 의한 경계면을 찰할 수 

있으며, 빠른 냉각에 의한 셀형 수지상을 형성하고 있

Fig. 4 DED type 3D printing system(maxrotec, korea) 
power: 4kW(IPG fiber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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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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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0.0428
Span 1.681
Uniformity 0.509
Specific surface area 362.2 ㎡/kg
D(3.2) 16.6 ㎛
D(4.3) 55.6 ㎛
Dv(10) 15.9 ㎛
Dv(50) 50.6 ㎛
Dv(90) 101 ㎛

교반후

Fig. 5 Size distribution of slurry particles

Moissanite - SIC
Corundum - AI203

Graphite - C

Fig. 6 XRD result of slurry in the pump

Fig. 7  Deposited layers by 28%Cr-Fe powder

Fig. 8  Fractured surface of 28%Cr-Fe deposited layer

Laser 
powder
(Watt)

Powder 
feeding 

rate(g/min)

PKM 
feeding rate
(mm/min)

Carrier 
gas rate
(L/min)

Shielding 
gas 

rate(L/min)

400 3 700 3 6

Table 3  Process parameters of applied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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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789 층부에서는 일부 역에서 10㎛이하의 미

세한 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찰이 되었다. 이

러한 미세 기공이 기계  물성에 큰 향은 미치지 않

을 것으로 단되나, 피로물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HIP처리와 같은 후처리를 통해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한편, 후열처리에 의한 물성변화를 악하기 해 

층소재의 응력제거 열처리 온도인 570℃, 4시간 열처

리 후 물성을 비교하 다. 

3.4 상용소재 층부의 마모도 평가결과

  내마모 부품으로의 보수 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 

층부의 마모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장비는 Neo-Tribo 

MPW110을 이용하여 BOD(Ball on disk)방식으로 평

가하 으며, 마모조건은 SiC ball 12.7mm, 하  30N, 

회 속도 1,000rpm, 유지시간 5분으로 진행하 다. 

  시험결과 Fig. 11(a)와 같이 마모량은 보수 상재인 

28Cr-Fe 비 M789, CORRAX가 높게 나타났으며, 열

처리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한편, Stellite6

는 28Cr-Fe 비 우수한 내마모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열처리시 마모 성능이 향상되었다. Fig. 11(b)와 같이 

마찰계수를 비교시 28Cr-Fe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나

타내었으며, 열처리 후에도 비슷한 경향인 것으로 악

되었다. 이는 마모시험방법에서 동일한 조건을 용하

고, 정상패턴의 마모에서는 소재물성보다 지 의 

형상 인 요소가 더 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층부의 경도를 로크웰 C스 일로 측정한 

결과는 Fig. 11(c)와 같으며, 모든 층부의 경도가 

상소재 28Cr-Fe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열처리 

후에는 Fe계 소재인 M789, CORRAX 층부의 경도

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높은 경도는 

마모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7), 마모경

향은 시험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열처리

에 의한 경도증가가 곧 마모향상의 결과로 연계된 것이 

아니라고 단된다.

  Fig. 12는 내마모 시험  마모량/마찰하  비를 도

시화 한 것으로 28Cr-Fe 비 CORRAX 소재가 유사

한 마모성능을 나타내었다. M789소재는 열처리  타

소재들과 동떨어진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열처리 후 

CORRAX와 비슷한 경향으로 변화하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용하고자 하는 웨

어 이트의 내마모 특성은 보수 상재와 동등한 물

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이보다 우수한 내마모 특

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웨어 이트의 역할을 상실하

           Stellite6    CORRAX M789

Fig. 9 Deposited layers by DED system

           Stellite6    CORRAX M789

Fig. 10 Microstructure of deposited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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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호하고자 하는 이싱이 오히려 마모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3.5 상용소재 층부의 내식성 평가결과

  유체의 산성도가 부식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

어 ASTM G31에 따른 침지 부식시험을 진행하 다. 

시험에는 발 소에서 채취한 펌 매질 용액을 사용하

고, pH 측정결과 7.58수 으로 분석되어 내식성에 큰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악되었다. 시험은 Fig. 13

에서와 같이 앞서 마모시험을 진행한 디스크 시험편을 

이용하여 48시간동안 반응 후 시험 과의 질량차이를 

측정하 다. 부식속도(ASTM G31)를 다음 식으로 산

출한 결과,

    × ××

  K=상수, T=반응시간, A=반응면  W=질량차, D= 도

  Fig. 14와 같이 나타났다. Stellite6를 제외하고, 보

수 상재와 유사 는 약간 빠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보수 측면에서 웨어 이트에 용된다면 Stellite6

는 상재보다 우수한 특성으로 이싱이 침식당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악되므로, 상재와 유사하거나 약

간 열 한 M789 는 CORRAX 소재를 용하는 것

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발 용 펌 부품의 보수를 해 직 분

사 층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내마모 소재를 층한 후 

층부의 물성을 평가한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동종의 조성계를 분말소재로 이용한 층시험에서

는 높은 탄소함량으로 인하여 층부의 탈락이 발생하

으며, 보수공정에 합하지 않다.

  2) 상용 내마모용 분말소재를 이용한 경우 28Cr-Fe 

보수 상재의 층이 가능하나, 층부 내 일부 역에

서 미세 기공이 찰되므로 공정조건의 조 이 필요하다.

  3) 내마모 분말소재  코발트계의 Stellite6를 용

한 층부는 우수한 내마모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보수 

상재와의 마모특성 차이로 인하여 용이 곤란하다.

  4) 철계 소재인 M789  CORRAX 분말을 이용한 

층부는 보수 상재와 마모특성이 유사하여 보수용 

소재로 용이 가능하며, 응력제거  물성제어를 한 

후열처리가 필요하다.

0.05

0.04

0.03

0.02

0.01

0.00
0 50 100 150 200 250 300

28Cr-Fe
CORRAX
M789
Stellite6

W
ei

gh
t l

os
s(

g)
/f

ri
ct

io
n 

fo
rc

e(
㎜

/N
)

Time [sec)
(a)

0.05

0.04

0.03

0.02

0.01

0.00

W
ei

gh
t l

os
s(

g)
/f

ri
ct

io
n 

fo
rc

e(
㎜

/N
)

0 50 100 150 200 250 300

Time [sec)

28Cr-Fe
CORRAX
M789
Stellite6

(b)

Fig. 12 Weight loss-friction force ratio of deposited layers
during abrasive test (a) before heat treatment (b) 
After heat treatment

28Cr-Fe Stellite6 M789 CORRAX

Before
test

After
test

Fig. 13  Before and after surface shape by corrosion test 

Stellite628Cr-Fe M789 CORRAX

0.096

0.065

0.105

0.1200.140

0.120

0.100

0.080

0.060

0.040

0.020C
or

ro
si

on
 r

at
e(

m
py

)

0.000

Fig. 14 Corrosion rate of deposited layers



직 분사 층제조 공정을 이용한 탈황 내마모 펌 부품의 보수재생 연구 

한용 ․ 합학회지 제38권 제1호, 2020년 2월     97

감사의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표면정 도 7㎛  형

부품 직 제작용 속 3D 린터 개발(No.1005378)’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ORCID: Sungwook Kim: https://orcid.org/0000-0002-9682-4674
ORCID: Chang-Keun Chun: https://orcid.org/0000-0001-7945-0749

References

1. N. Ojala, K. Valtonen, A. Antikainen, A. Kemppainen, 
J. Minkkinen, O. Oja and V. Kuokkala, Wear perform-
ance of quenched wear resistant steels in abrasive slurry 
erosion, Wear, 354-355 (2016) 21-31.
https://doi.org/10.1016/j.wear.2016.02.019

2. J. D. Kim, E. J. Lee and C. G. Kim, The Study on Laser 
Cladding of Heat Resisting Steel Using EuTroLoy 
16006 Powder, Trans. Korean Soc. Mech. Eng. A. 41-4 
(2017) 299-305.
https://doi.org/10.3795/KSME-A.2017.41.4.299

3. S. J. Hong and S. H. Hong, The Status of Repair Welding 
for Power Plant, J. Korean Weld. Join. Soc. 23-1 (2005) 
26-29.

4. H. M. Lee, U. B. Baek and K. B. Yoon, Evaluation of 
Weldability for Steam Turbine Casing Weld Repair, J. 
Korean Weld. Join. Soc. 16-4(1998) 9-18.

5. S. Kaierle, L. Overmeyer, I. Alfreda, B. Rottwinkela, J. 
Hermsdorfa, V. Weslinga and N. Weidlichch, Single- crys-
tal turbine blade tip repair by laser cladding and remelt-
ing, CIRP J. of Maf. Sci. and Tech., 19(2017) 196-199.
https://doi.org/10.1016/j.cirpj.2017.04.001

6. A. Saboori, A. Aversa, G. Marchese, S. Biamino, M. Lo- 
mbardi and P. Fino, Application of Directed Energy De- 
position-Based Additive Manufacturing in Repair, Appl. 
Sci. 9(2019) 3316-3342.
https://doi.org/10.3390/app9163316 

7. G. Y. Baek, G. Y. Shin, K. Y. Lee and D. S. Shim, A 
Study on Micro-Structure and Wear Behavior of AISI 
M4 and CPM15V Deposited by Laser Melting, Korean 
J. Met. Mater., 56-6(2018) 30-439.
https://doi.org/10.3365/KJMM.2018.56.6.43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8 No.1(2020) pp98-104
https://doi.org/10.5781/JWJ.2020.38.1.11

1. 서    론
 

  세계 으로 4차 산업 명과 더불어 스마트공장 는 

스마트제조(Smart factory or manufacturing)에 많

은 심이 집 되고 있다. 통용 으로 스마트라함은 

상물이 사람다워지는 경우로 감지(sensor), 단(control), 

수행(actuator) 등의 세 가지 특징  요소를 수반함을 

의미한다1). 스마트공장이란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 으

로 연계되어 변화에 유연 처하여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한 공장이라 불릴 수 있겠으나 명확히 합의

된 정의보다는 국제 으로 미래 제조업의 비 을 제시

하는 목표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핵심 실  기술로 정보통신기술(IT)을 들고 있

으며 구체 으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

이버물리시스템, 클라우딩 컴퓨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2-4). 하지만 스마트공장에 한 근 방향이 작업 

는 작업자 에서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신

기술 주의 기술 인 목이 시도되고 있어 원치 않는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1,3).

  스마트공장의 성공여부는 정보기술의 활용도 요하

지만, 제품과 재료  생산에 한 깊이 있는 공학  이

해가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를 들어 제품 제조 시 

생산성이나 품질 등에 향을 미치는 인자와 수 을 규

정할 수 있으면 많은 데이터  가치 있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효율 이고 유연한 스마트제조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의 생태계  제품의 제작을 

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 으로 조선소에서 생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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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algorithm for predicting welding deformation in the fabrication of large structures was 
proposed.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structural deformation were identifi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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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구조물의 스마트제조화를 해 용  공정  수집

되어야 할 필수 인자들을 규명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변

형 제어 에서 유연한 처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이러한 인자들과 방법론은 향후 정보기술과의 

목을 통해 스마트공장으로의 확장을 한 단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형 구조물은 용 장(weld length)이 일

정하고 작업  재질이나 형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거의 

같은 용  조건으로 반복  용 이 수행된다. 반면 두

께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 패스 이상이 층되므로 유한

요소해석이나 실험으로 변형량을 측하기에는 매우 많

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를 심으로 수치  근방법5)이나 간이해석 방법
6)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  근방법을 

활용하 다.

2. 알고리즘

2.1 용  공정과 열 분포의 이론  배경

  아크 용 은 기에 지가 열에 지로 변환되는 과정

을 겪으며 역극성(DCEP) 와이어는 양극열과 항열에 

의해 용융된다고 알려져 있다. 항열은 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용융속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자이

다. 용  와이어의 재료와 사이즈가 동일하고 돌출길이

와 아크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항열은 기에

지에 의한 발열이므로 류와 압의 곱과 등가 이게 

된다. 와이어의 용융속도를 와이어 도와 용  속도로 

나 면 다음의 식 (1)과 같이 비드의 단면 을 산출할 

수 있다7). 여기서 용 속도는 용 장을 아크의 지속시

간으로 나  값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

    ρ
  ρ

  

         ρ

 ρ

≅


  (1)



  sec    
ρ     
     

    
    

   ≤  

  arc  
   

   

  와이어는 액체상태로 모재에 투하되므로 모재의 에

지는 양극열과 항열, 음극열을 모두 포함한다. 즉 용

 과정  소실된 일부 에 지를 제외한 부분의 

기에 지가 열에 지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다.

  식 (2)는  열원이 달되면서 재 내부의 한 에

서 겪을 수 있는 최고 온도 분포에 한 식8)이다. 등온 

분포의 면 (열원으로부터의 반경의 제곱) 역시 기에

지로 표 된 입열량에 한 함수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입열량은 단  길이당 투입된 

에 지(kJ/mm)로 류와 압의 곱을 속도로 나  값

으로 정의된다. 본 식으로부터 최고도달 온도(Tmax)를 

열 향부(HAZ)의 경계 온도로 가정하면 열 향부의 

면 을 유도할 수 있다.

   πρmax
η

(2)



      max
η   
    

    

     

    ℃

ρ    
max max 
한편 Satoh and Terasaki9)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

의 결과에 따르면 비드 용 (Bead-on-plate weld-

ing) 시 횡방향 각변형은 입열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다

가 임계치 이후 감소함을 보인다. 재료와 용  공정이 

동일할 경우 임계치 이하에서는 아래 식 (3)과 같이 각

변형은 입열에 비례하고 두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θ∝



(3)

    

    

     

  

식 (1)과 (2)로부터 비드 사이즈나 열 향부의 면 은 

기에 지에서 비롯한 입열량에 한 함수이며 식 (3)

으로부터 변형량은 입열량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비드 사이즈나 열 향부 면 으로부터 변형량을 추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와 련된 연구가 

Okano10)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그는 가열 시 재료가 

강도와 강성을 격하게 잃는 온도를 도입하여 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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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를 경험한 부 를 기계  용융부(Mechanical 

melting region)로 정의하 으며, 그 면 과 변형량과

의 계를 조사하 다. 그들의 결과에 의하면 용  공

정이 달라져도 이 면 에 따른 변형량의 추세는 동일하

게 나타났다. 한 기계  용융부는 주변구속과 잔류응

력, 소성경화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언 하

다. 하지만 이 분포 역시 온도의 향이 가장 지배 이

므로 식 (3)에서 최고  온도를 기계  용융 온도로 

체하면 면 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 용  데이터로부터 비드 면  산출

  앞선 내용을 종합하면 용  변형과 계되는 인자들

은 입열량(입열효율, 류, 압, 속도), 비드 면 , 열

향부 면 , 기계  용융면 , 두께 등으로 나열할 수 

있다. 공정 에서 입열량의 경우는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나 용  공정  작업 조건 마다 입열 효율의 차

이로 인해 변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층 

용  시 재 비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직 인 정

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열 향부나 기계  용융부 면

 한 용  공정  단 단면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형에 향을 주는 인자  공

정과 직  연계가 가능한 비드의 면  정보를 채택하

여 활용하 다. 각변형량 측에 있어 요한  하나

의 변수인 비드에 의해 층되는 두께를 개선형상과의 

기하학  원리를 통해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용  공정  비드가 얼만큼 쌓이고 있는지 직 인 

측정이 가능하다. 

  비드 면 의 산출은 식 (1)과 같이 와이어의 용융속

도와 도, 용  속도에 한 정보를 알면 구할 수 있

다. 용  속도의 경우 용 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  아크의 지속시간과 설계상의 용 장(weld 

length)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취부 용 이나 작업자

의 사  작업에 의해 발생된 아크 시간 등의 노이즈는 

용 시공기 서(WPS)에서 제시하는 최  가능한 용  

속도와 설계상의 용 장으로부터 아크 시간의 하한치를 

구하여 제거할 수 있다. 덧살, 가우징  그라인딩 후 

재용 , 탭피스에서의 용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되는 

와이어의 양이 설계상 상되는 용착량보다 항상 과

하게 되는 데 이는 기존의 축 된 데이터로부터 얻은 

효율을 용하게 된다.

  Fig. 1은 실제 스마트 용 기로부터 실시간 달된 

데이터의 한 부분을 보여 다. 노이즈를 제거한 후 유

효 아크 시간과 와이어의 용융속도를 곱한 값, 즉 그래

의 면 이 용착량에 해당된다. 이를 용 된 길이로 

나 면 비드 단면 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근 방

법은 용 장이 일정하고 용  공정이나 재료가 변경되

지 않는 다층 용 이 필요한 구조물에 용될 수 있다.

2.3 임의의 구속도를 반 한 변형 측 알고리즘

  비드 면 과 변형량과의 계를 규명하고자 입열을 

달리하여 비드용 (Bead-on-plate welding)을 수행

하 다. 실험 조건과 방법은 자의 이  연구11)와 동

일하게 용하 다. 매 패스마다 각변형을 측정한 후 

Fig. 2와 같이 단 후 해당 입열에서 비드 단면 을 

픽셀 계산을 통해 산출하 다. 

  Fig. 3은 이들과의 계를 보여 다. 각변형은 비드 

면 과 두께 제곱의 역수에 선형 으로 증가하다가 임

계치(약 0.37)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특성을 보

다. 임계치 이하에서 명확한 선형 구간이 존재하므로 

2.1 에서 각변형이 비드 면 과 비례한다는 가정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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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ta of wire melting rate transmitted in real time 
from welding machine

Fig. 2  Bead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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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results: angular distortion with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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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함을 알 수 있다. 단 용  공정이나 재료, 와이어 사

양의 변경 시에는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층 용 에서는 비드가 층됨에 따라 두께 증

가(굽힘 강성 상승)로 인해 변형량의 크기가 감소하므

로 비드의 높이로부터 두께를 추정해야 한다. 비드 면

과 개선형상의 기하학  계는 Fig. 4를 바탕으로 

식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드의 면 (A)과 베

벨각도(θ1,θ2), 면 길이(d), 재 층에서의 상되는 

총 패스수(j)를 통해 비드의 두께(∆h)를 산출한다. 

재 층에서의 비드 두께는 다음 층에서 총 두께(h+∆

h)에 합산된다.

  ∆  tan  tan
∙∙tan  tan (4)



∆   
    

   

θ θ   ∠
  total number of pass atcurrent layer

  입열량으로부터 비드면 을, 식 (4)로부터 두께를 구

하면 Fig. 3의 데이터를 통해 최종 으로 변형각도를 

추출할 수 있다. 이는 구속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이상

인 상태에서의 산출 방법이나 실제 구조물은 부분 

가 , 취부, 임시 보강재가 설치 되어 있고 조립 시 주

변 구조물과 연결  구속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량  변형량을 측할 필요가 있다.

  구속도와 소성변형량과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여

러 연구 시도가 있었으나 변수가 다양하고 상이 복잡

하여 아직까지 일반화된 이론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체계 인 실험 사례도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원리 으로 잘 설명되어온 고유변형도법12)으로부

터 유도된 가정, 즉 고유변형률은 구속도에 반비례한다

는 원리를 알고리즘에 용하 다. 구속도가 클수록 수

축  각변형은 감소한다13). 용 부를 바(bar), 용 부 

외의 구조를 스 링(spring)으로 가정한 바-스 링 모

델에 의하면, 구속도는 구조물과 용 부까지 포함한 총 

강성에 한 구조물의 강성의 비(ratio)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구속도가 0인 경우는 외부 구속이 없음

을, 1인 경우는 최  구속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 고유변형률에서의 구속도 범 와 일치시키고 그 원

리를 활용하고자 구속도라는 무차원수를 도입하 으며, 

이를 정량 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참조 문헌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한편 다층 맞 기 용  시 일반 으로 두 번째 층(layer)

까지는 두께가 얇아 온도 구배가 고 굽힘력에 비해 

모재의 강성이 매우 커 변형량이 작게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구속, 기 변형, 열 달 환경에 따

라 변형 양상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온도 구배의 변화나 

구속 조건에 따라 역변형이 발생하는 등 일 된 측이 

어려워진다11). 이는 Fig. 3의 실험결과에서 임계치 이

상의 범 에 해당하며 비드 면 이 클수록 오히려 변형

량이 작아지는 상과 동일하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은 

측 가능한 세 번째 층 이상만을 다루었다.

  추가 으로 셋업에 의한 기 변형과 두 번째 층까지 

발생한 변형량을 보상하기 해 오 셋을 도입하 다. 

식 (5)는 구속도와 오 셋을 용한 각변형 측함수를 

나타내며, 임의의 N번 째 패스에서 측정된 각변형량

(이 측된 각변형량과 일치되도록 알고리즘은 구속도

와 오 셋을 조정하게 된다. 구속도와 오 셋은 미지수

이므로 최소한 두 개의 샘 링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θ   β∙ θ  (5)



     

    

  deg   ≤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Fig. 5의 알고리즘 흐름

도로 나타내었다. 요약하면 용 기로부터 수집된 용착량 

정보를 비드 면 으로 환산(Fig. 1)하고 기하학  원리

를 통해 해당 두께(Fig. 4)를 계산하여 용  변형량

(Fig. 3)을 측한다. 다층 용  시 최소 두 지 에서 

측정된 변형량 정보로부터 알고리즘은 식(5)의 구속도

와 오 셋을 조 하여 각변형 측함수를 도출하게 된

Fig. 4 Thickness calculation using bead area and groove 
geometry



성 우 제․유 재 석․윤  희

102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8, No. 1, 2020

다. 작업  구속조건이나 변형량이 변할 경우에도 이

후 두 지  이상의 측정값이 입력되면 새로운 측함수

가 출력된다. 

3. 결과  용

3.1 알고리즘의 검증

  제안한 방법과 가정들을 검증하기 해 맞 기 V개

선 용  실험을 수행하 다. Fig. 6은 시편 치수와 개선 

형상을 보여 다. AH32의 모재에 직경이 1.2mm인 와

이어로 Flux-Cored-Arc welding (FCAW)을 수행하

다. 용  류는 285A, 압은 29V, 토치 속도는 

30cm/min이 용되었다. 모든 패스마다 각변형량을 

측정하 다. 

  Fig. 7은 실험과 측 결과를 보여 다. ‘채워진 마

름모 형상’의 표식은 실험결과이며 그 외 ‘선’으로 표기

한 결과는 구속도와 오 셋을 조 한 측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실험 결과에서 ‘0’패스에서 변형량이 -0.3도

로 표기된 것은 용   스트롱백  탭피스 설치와 개

선부 가  후 측정된 기 셋 에 의한 변형량이다. 부

호가 마이 스(–)인 경우는 역변형을 의미한다.

  알고리즘에 의해 구속도를 0.91, 오 셋은 0.56을 

용한 경우 각변형량은 이후 모든 패스에서 실험 결과

와 일치함을 보 다. 이는 미지의 구속 조건에서 최소 

두 지  이상에서의 측정 결과가 주어지면 구속도와 오

셋을 역추정할 수 있고 다시 이를 활용하여 이후 변

형량까지 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2 변형 측 진단을 활용한 스마트 생산

  본 에서는 형 후  구조물에 용 가능한지에 

한 평가를 해 두께가 145 mm인 X개선에 해 유한

요소법으로 용  변형 해석을 수행하 다. 개선각은 윗

면 40˚, 아랫면 60˚이며 개선 높이 비율은 2:1 이다. 

용 시공기 서(WPS)에서의 용  조건  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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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perimental and estimat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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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일정한 입열을 부가하 다. 따라서 용착되는 비

드 면  역시 동일하게 용되었다. 하면에서 스트롱백

을 부착한 후 상면에서 12번째 패스까지 용 한 후 스

트롱백을 제거하고 31패스까지 하면을 용 한 후 다시 

최종 패스까지 상면 용 하는 순서로 해석하 다. 

  Fig. 8은 29번째 패스까지 진행된 계산 결과로 17번

째 패스에서 각도는 0˚, 29번째 패스에서의 각도는 -0.3˚

를 보 으며 이 두 지 에서의 변형량 정보를 추출하여 

알고리즘에 용하 다. 12번째 패스를 기 으로 스트

롱백이 제거되고 이후 구속도는 일정하므로 12번째 이

후의 변형량을 추출하 다.

  Fig. 9은 알고리즘에서 계산된 여러 측함수이며, 

구속도와 오 셋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

다. 구속도와 오 셋을 조 하여 Fig. 8에서 추출된 두 

에서의 데이터와 완 히 일치할 경우의 측함수가 

최종 으로 채택된다. 구속도가 0.87, 오 셋은 0.49

일 경우일 때 최  측 함수가 도출되었다. 

  Fig. 10은 구속도와 오 셋 결정 (29번째 패스) 이

후 최종 패스까지 알고리즘으로 측한 결과와 유한요

소해석에 의한 측치를 비교하여 보여 다. 용  패스

수에 따라 변형량이 거의 일치함을 보 다. 유한요소법

에 의한 측치는 실 구조물에서의 실험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해석상에서는 본 알고리즘의 타당성이 검증되

었다. 향후 실험을 통한 알고리즘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Fig. 8과 같이 재 29패스까지 용 되어 있다

면 알고리즘은 Fig. 9과 같이 최종 변형량을 -0.11˚로 

측하게 된다. 정도 기 을 0.05˚로 설정할 경우 이 

값은 이상 징후로 진단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와 

동시에 최종 변형량 0˚를 목표로 기존의 용  순서를 

변경하도록 제안한다. 즉 Fig. 11와 같이 31번째 패스

에서 이면 부 용 을 시작하도록 새로운 용  순서를 

사용자에게 달하게 된다.

  본 알고리즘은 최소 두 에서 측정된 변형량을 필요

로 하지만 더 많은 수의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정확성

은 높아질 것으로 단된다. 용  과정  용  조건이

나 구속 조건이 변할 경우도 이후 최소 두 지 에서의 

변형량 데이터가 주어지면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구속도

와 오 셋 값을 조정하여 향후 변형량을 측하고 진단

하여 새로운 용  순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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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형 구조물의 제작 용  시 변형 

측과 이를 통한 진단을 통해 스마트제조를 한 방법과 

주요 변수를 제시하 다.

  1) 용 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와이어 용융속도와 아크 

지속 시간을 획득하고 이를 변형 거동와 연계하면 고품

질 형구조물의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비드의 단면 은 와이어 용융속도와 아크 지속 시

간의 곱을 설계 상의 용 장으로 나 어 구할 수 있다.

  3) 비드 면 과 개선형상으로부터 기하학 으로 해당 

두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변형 측 알고

리즘을 개발하 다. 

  4) 각변형은 임계 이 존재하며 그 이하에서는 비드

의 면 에 비례하고 두께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계를 

보인다.

  5) 실제 구조물을 반 하기 해 측 함수에 구속도

와 오 셋 개념을 도입하 으며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일치함을 보 다. 

  6) 제작 에 측정된 최소 두 지 에서의 변형량 정

보로부터, 향후 모든 패스에서의 변형량이 측 가능하

며, 최종 변형을 최소화하기 한 새로운 용  순서를 

도출할 수 있다.

  7) 작업  구속도나 변형량이 변경될 경우, 알고리

즘은 구속도와 오 셋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측치를 

제공하므로 변화에 유연한 처가 가능하다.

  8) 본 방법은 용 장이 일정하고 조건이 반복으로 발

생하는 형 구조물의 다층 용 에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ORCID: Woo-Jae Seong: https://orcid.org/0000-0002-6421-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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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20-1 / Notice 2020-1]

 2020년도 용접전문기술자 (Korean Welding Engineer) 및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 검정 실시

Qualification of Korean Welding Engineer(KWE) and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IWE), 2020

  한용 합학회 교육  검정 규정에 따른 용 문기술자 (Korean Welding Engineer, KWE) 교육훈련 과

정은 IIW의 IAB-252r5-19의 교육  검정 규정에 따른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 (IWE) 교육 훈련 

과정과 동등 수 의 용 기술인력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 훈련 과정을 규정에 따라 이수한 후 검정을 통과하면 

Korean Welding Engineer (KWE)와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 (IWE) Diploma를 취득할 수 있습니

다. 한용 합학회 용 문기술자 (Korean Welding  Engineer, KWE) 교육 규정  IIW의 IAB-252r5-19

의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 (IWE) 교육규정에 따른 교육 훈련을 규정 로 이수한 자를 상으로 다음

과 같이 검정을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검정주관기관 : Board of Examiners, 한용 합학회 

 검정 방법 : 필기시험, 구두시험 

 검정 등급 : 용 문기술자 (Korean Welding Engineer)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

 검정 일시 : 2021년 2월 22일(월) - 25일(목),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검정 장소 : 한밭 학교 용 공학센터

 교육과정 입학 조건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학 가능

   1) IIW IAB에 의해 국내 ANB가 받은 승인 조건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입학  정규 4년제 학의 공학계열 

졸업자(공학사) 는 정규 4년제 공학계열졸업 정자. (용 련 공 학과가 아닌 공과계열 학과; Ex 건

축학, 도시공학, 생명공학, 식품공학, 의공학 계열 학과 등은 입학허가를 받을 수 없음)

   2) 교육 개시 시 에 졸업 정자 신분으로 교육에 참가한 경우, 최종 구두시험 응시 에 공학사 학 를 소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2020년 8월 졸업 정이며, 최종 구두시험  졸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3)  1), 2)항 해당 지원자가 한용 합학회에 학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2020년 11월 10일 까지 도착 

하도록 제출하여 ANB Korea의 해당 원회가 4년제 공학 공을 참작하여 승인한 입학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검정 응시 조건

   1) 상기 교육과정 입학 조건을 충족하고  

   2) 한밭 학교 용 공학센터가 주 하는 KWE/IWE 과정 교육 훈련을 규정시간 이수하고 

   3) 검정응시원서 (학회의 소정양식, KF01), 학력(졸업)증명서를 당 학회에 제출하고 

   4) 검정료를 당 학회의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5) 검정응시허용은 당 학회 Board of Examiners의 정에 의한다.

   6) 기 이론시험  본이론 시험 탈락자가 재시험에 응시할 경우 재시험 검정료를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 KWE/IWE의 교육 입학  검정에 한 요건 충족에 한 내용은 한용 합학회로 문의

 검정 합격자 

   1) 한용 합학회가 발 하는 KWE Diploma 취득

   2) IIW가 발 하는 IWE Diploma 취득

   3) 희망자에 한하여 Rubber Stamp 발 (10만원 추가비용)

 검정료 : 아래표 참고(우리은행 1005-401-415699 한용 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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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소속기관이

학회 특별회원 여부

교육생의

학회 회원여부
검정료

당해 연도 연회비 100만원 

이상 납입한 학회 특별회원(기업)

당해 연도 연회비 납입한 학회 정회원(개인) 70만원

기타 비회원 100만원

기타
당해 연도 연회비 납입한 학회 정회원(개인) 100만원

기타 비회원 130만원

 문  의 : 한용 합학회(TEL:070-4726-6703, FAX:02-538-6510), 

            서울 등포구 국회 로66길 23 산정빌딩 304호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kwjs.or.kr)

[교육훈련기관]

- 교육기  : 한밭 학교 산학 력단 용 공학센터 

- 교육기간 : 2020. 11. 25(수) - 2021. 02. 26( )/3개월(65일)

- 신청마감 : 2020. 11. 18(수) 

- 교육 정인원 : 30명

- 교육참가문의 : 한밭 학교 산학 력단 용 공학센터 (042-821-1618)

- 검정  교육 신청마감 후 제출된 서류를 이용하여 교육 과정 입학 조건과 검정 응시 조건에 한 자격 요건을 

한민국 ANB인 한용 합학회에서 심사하며, 심사에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 검정 응시가 가능함. 

  (심사통과여부는 교육 시작  통보 정)  

사단법인 한용 ․ 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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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0년 5월 14일(목) - 15일(금), 2일간

2. 장    소 : 벡스코 (부산), http://www.bexco.co.kr/ 

3. 세부 일정 :

   가. 발표논문 신청서 마감 : 2020년 3월 16일(월)

   나. 발표초록 제출 마감 : 2020년 4월 14일(화) 

   다. 기기전시회 신청 마감 : 2020년 4월 24일(금) 

   라. 용접사진전 신청 마감 : 2020년 5월 4일(월) 

   마. 참가자 사전등록 마감 : 2020년 4월 30일(목)

4. 학술대회 특별세션 신청 :

   가. 특별세션 신청 마감 : 2020년 3월 16일까지 (행사 8주전)

   나. 특별세션 세부일정, 발표초록 제출 마감 : 2020년 3월 31일(화)까지 (행사 6주전)

5. 강연 원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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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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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각 섹션에서 첫 발표에 배정되며 발표시간은 질문포함 30분

6.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 제공 (공동저자 포함)

   가. 5편 이상 발표자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나. 7편 이상 발표자 : 10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7. 논문 발표는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가. 구두발표는 질문포함 20분

   나. 포스터발표는 학생회원에 해당되지만,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한해 구두발표 가능 

   다. 포스터발표논문 : 5. 14(목) 13:00까지 부착 완료

8. 발표신청서 제출 : http://kwjs.or.kr/ → 학술대회 → 발표논문신청/수정

9. 발표초록 제출(구두, 포스터발표자 모두 해당) : 템플릿파일에 1면으로 작성

10. 발표논문 학회지 게재 :

   - 6면 이상으로 작성하여 JWJ에서 발표초록과 별도로 투고 (http://submit.e-jwj.org/)

   - 편집위원의 빠른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우선하여 게재함

11. 학술대회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4월 30일까지) 당일등록(5월 1일부터)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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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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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용접 접합사진 전시회 작품 모집 

    가. 마감일 : 5월 4일(월)까지

    나. 작품전시 : 5월 14일(목) 13:00까지 학술대회장에 전시

    다. 출품작 : 학문분야의 조직 사진과 용접 접합관련 현장 사진 

13. 학술대회 기기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 4월 24일(목) 까지

14. 문의 : 학회 사무국 : 02-538-6511, 6512, koweld@kwjs.or.kr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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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회 2020년도 춘계 학술발표대회 특별세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특별세션을 희망 하시는 
회원 및 위원회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세션 신청 범위 
   1. 국책사업평가발표회, 연구과제 수행 워킹그룹 활동 내용
   2. 기술보고 관련 업무
   3. 용접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적용 관련 보고, 토론, 정보 수집
   4. 연구위원회, 지회 연구발표회, 기타 회원의 학술활동 발표회 등

특별세션 개설 결정 : 학술대회 학술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

특별세션 개최일 
   1. 2020. 5. 14(목) : 학술대회 첫째 날 오전, 10:00-12:00
   2. 2020. 5. 14(목) : 학술대회 첫째 날 오후, 13:00-17:00
   ※ 개최 희망일은 선착순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위원회에서 전체 일정을 참조하여 

배정하므로 신청하신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별세션 날짜 조정이 필요하시면 특별세션 신청 시 함께 알려주십시오. 

초청연사와 발표자는 학술대회 참가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함
    (참가비 면제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 협의가 필요함)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 신청서 
   1. 특별세션 신청서 마감 : 2020년 3월 16일(월)까지 (행사 8주전)
   2. 특별세션 세부일정 제출 마감 : 2020년 3월 31(화)까지 (행사 6주전)
   3. 특별세션 발표초록 제출 마감 : 2020년 4월 14일(화) 

 우리 학회에서는 2020년도 춘계 학술발표대회에 많은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학술발표대

회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을 실시합니다.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은 발표자 뿐만 아니라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도 모두 해당되니 학술대회에

서 논문도 발표하시고 바우처 포상의 혜택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춘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안내
  1.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 15(금)

  2. 장소 : 부산 벡스코

  3. 발표논문 신청서 접수마감 : 2020년 3월 16일(월)

  4. 발표초록 제출 마감 : 2020년 4월 14일(화)

구  분 포상 내용 참  고

5-6편 이상 발표자 5만원 상당의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 증정 발표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모두 해당7편 이상 발표자 10만원 상당의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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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학회-조합 신년인사회 개최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한 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와 용접조합의 신년인사회가 김종도 회장과 최기갑 

이사장 등 임직원과 용접관련 산학연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4일 용접조합 인근의 중식당 동보성

에서 개최됐다.

  신년인사회 전에 개최된 학회와 용접조합과의 회장단 간담회에서는 용접 관련 기술교육 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및 용접기술 교육기관 설립, 조합과 학회의 연구개발 협력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신년인사회에서 최기갑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합과 학회가 힘을 모아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김종도 회장은 학회와 조합이 

새로운 용접 접합 분야의 신사업 발굴과 협력사업을 구

축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오찬과 함께 양 기관의 참석자 소개와 덕담 시간을 

갖고 기념 촬영을 끝으로 2020년도 신년인사회를 마무

리 했다.

신년인사회 후 우리학회는 249차 신년이사회를 개최하

고 신임 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김종도 회장

의 2020년도 학회운영계획의 발표시간을 가졌다.

장웅성 전임회장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김교성 산학협력부회장(POSCO 전무) "일반회원" 선정  

  우리학회 장웅성 회원(20대 회장)이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정 되었다. 그리고 2020년 산학협력부

회장인 김교성(POSCO 전무)회원이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에 선정 되었다. 

  국내 공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 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은 10개월간의 엄격한 다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확

정된 2020년도 신입회원(정회원 45인, 일반회원 68인) 명단을 발표했다. 공학한림원 회원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공

학한림원 회원 심사는 매년 상반기에 후보자 발굴 및 추천

작업으로 시작하여, 하반기에 4단계의 프로세스로 수행되는 

면밀한 업적 심사를 연말까지 진행된다. 후보자 추천은 현 

정회원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수 회원을 영입하려는 다각적

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공학한림원 회원은 학문적 업적 뿐 아니라 세계 최초 기

술개발 업적, 특허, 인력양성, 산업발전 기여도 등 여러 분야

에 걸친 업적 심사 후, 전체 정회원의 서면 투표까지 거치

는 등 다단계 심사를 통해 선출된다. 공학한림원 회원은 정

회원, 일반회원, 원로회원, 외국회원 등으로 구분 된다. 장웅성 전임회장 

  

김교성 산학협력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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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J 국제지 등재추진 회원 협조 요청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의 SCIE/SCOPUS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등재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 논문 확보를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게재된 JWJ 논문의 인용이 필

요하오니 국내외 SCI/SCIE/SCOPUS 등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때 JWJ 논문을 많이 인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도 영문으로 구축하여 국내외 관련전문가는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JWJ의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논문투고 JWJ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비회원 구분없이 간단한 등록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우리 학회가 발간한 논문전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속에 JWJ가 국제학술지에 등재되어 JWJ의 위상을 국내외에 높일 수 있

는 기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투고 영문홈페이지 등록 방법]

http://www.kwjs.org ➙ e-submission (오른쪽 상단) ➙ LOGIN (Registration) ➙ 신규등록

[문의] 대한용접접합학회 사무국 : 02-538-6512, koweld@kwjs.or.kr

용접접합 용어사전 개정증보판 발간 및 판매 안내

  우리 학회가 용접접합 용어사전 3차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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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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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판 발행 이후 용접 접합기술의 진보에 맞추어 꾸준히 새로운 기술용어를 도

입 및 발굴하고 이를 학계와 산업계에 널리 보급하여 표준화된 우리의 기술용

어 사용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증보판는 기존의 용어를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고 새로운 용어를 확충하였으며 용접 접합기술 분야에서 새로이 각광

받고 있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마이크로 접합 및 패키징 분야에 대한 기술

용어를 새롭게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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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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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재논문을 검색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회지 발행 즉시 회원여러분에게 이메일로 검색 창

을 안내하여 온라인 학회지 게재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과 같이 책자로 발간된 학회지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간 구독료 1만원을 납부하시고 학회사무국으로 연

락주시면 1년간 학회지를 책자로 보내드립니다. 

특별회원사와 찬조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회지를 책자로 보내드리고, 게재논문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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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지(책자) 구독료 신청 : 학회 사무국, 02-538-6511, 2, kws@kwj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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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회원 가입 회비 할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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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학회에서는 회원 및 관련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학회 활동 지원과 학회 

활동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연령별 종신회원 가입 회비 할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신회원 회비 할인제도 안내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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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회비 500 475 450 425 400 375 350 325

나이(만)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이상

종신회비 300 275 250 225 200 17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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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025-079710-01-001, 대한용접접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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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7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9년 11월 21일(금) 09:30-10:00

• 장  소 : 엑스코 (대구컨벤션센터) 3층 320호 회의실

• 참석자 : 백응률, 김종도, 김유찬, 장경호, 조정호, 박노근, 김명현, 홍원식, 남성길, 박정웅, 김성욱, 안규백, 박태원, 

서  정, 한명수, 유회수, 조홍석

• 감  사 : 최  광

• 위  임 : 길  웅, 이정수, 최준태, 정유동, 김용덕, 오동수, 서성호, 정홍철. 김철희, 김성종

 주요 안건보고 

1. 2019 기계의 날 산학연 협력 유공자 수상자 선정 : 김종도 수석부회장, 산업부장관 표창

2. 과총 심사위원 Pool 구성 전문가 추천 : 김숙환, 서정, 한기형 

3. 학회사무실 이전 기념 집들이 행사 : 2019. 10. 17(목) 오후 4시, 학회사무실
4. 학회홍보사이트 학회계정 개설

구분 URL ID PW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s.kw.526 424-212-0723 dmsqls01

유투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Pdpy-3cm

nlBOPXmLQVPyiQ
yunjinsong123@gmail.com dmsqls01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_kwjs/ _kejs_1 dmsqls01

5. 추계 학술대회 개최 인터넷언론 매체 홍보 : 330만원, 12개 인터넷 언론사 게재

   1) 행사개최 홍보(9곳) : 조선비즈,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즈, 뉴스1, 이뉴스투데이, 미래한국, 

공유경제 

   2) 개최결과 홍보(3곳) : 연합뉴스, 전자신문, KNS뉴스통신 

6. 2020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지 선정 : 2020. 11. 26(목) - 27(금), 11월 넷째 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7. 2019 추계 학술대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2019. 11. 21(목) 10:00 - 22(금) 13:00, EXCO (대구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

   2) 후원 : 7개 기관(현대제철, 과총, 대구컨벤션뷰로, BEST F.A, 경북TP, 고려용접봉, DNV G.L) 

     ※ 클래드코리아는 학술대회 홍보 동영상 촬영 및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 탑재 홍보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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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표논문 : 221편 (특별강연, 특별세션 68편, 구두발표 83편, 포스터발표 69편) 

   4) 기기전시전시회 : 10개사

   5) 학술대회 만찬 & EAST-WJ Welcome reception 

   6)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 : 15명 (7편 이상 8명, 5-6편 7명) 

8. 플랫폼위원회 업무 추진 보고   

   1) 플랫폼위원회 전문가 선정 추진 : 100인(위원회 선정 50명, 공모 선정 50명)

   2) 학회 - 플랫폼위원회 - 매칭 전문가 이익 구조(안) 학회사무국 규정으로 추진   

   3) 미래카 플랫폼 기획회의 진행 (주관 : 경북TP, 참여 : 클래드코리아) 

   4) 산업통상자원부 시장밀착형지식서비스기술개발 수요조사 참여 접수 완료  

   5) 스마트용접접합플랫폼 위원회 KOM 진행 : 2019. 10. 1(화), 서울역 클래드코리아 

   6) 스마트용접접합플랫폼 앰블렘 제작 및 앱 구축작업 중

9. 용접교육TFT(가칭) 추진 (담당 : Chief Executive 박영환 교수)

   1) 2019년 말 : TFT 구성 완료

   2) 2020년 상반기 : TFT 회의를 통한 각 분야별 커리큘럼 완성 

   3) 2020년 하반기 : Scheme 개발 및 자격 검정에 대한 규정 완성

   4) 2020년 중 : 학회 혹은 타 기관을 통한 교육 시스템 마련

   5) 2021년 초 : 용접 교육 위원회의 완성 및 관련 규정의 추진 

10. 32nd AWF Meeting 개최 

    1) 일시 및 장소 : 2019. 10. 23(수) - 25(금), 한국산업대전(용접전시회) 기간 중

    2) 주최/후원 : 대한용접접합학회/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3) 참석자 : 9개국, 37명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11. 8th EAST-WJ 개최 

    1) 일시 및 장소 : 2019. 11. 21(목) - 22(금), 대구컨벤션센터(엑스코) 3층 회의실 

    2) Theme : Intelligence Welding and Joining Technology and 4the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3) 후원 : 5개사, 극동건설, 케이씨티이엔씨, 아이컨, 대한건설, 베스트에프에이(외국인 참가자 기념품)

    4) 발표논문 : 49편(한국 21편, 중국 24편, 일본, 인도,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 Plenary 3편, Invite speaker 4편, 일반발표 42편(중국 23편, 한국 18편, 말레이시아 1편)

    5) 외국인 참가 : 5개국, 35명(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인도, 말레이시아)

    6) 등록비 : 외국인 150,000원, 내국인 발표자 (추계대회 등록비+50,000원) 

※ 첨부 247차 이사회 회의자료 참조

 심의 및 토의 안건 의결

○ 신규 회원가입 승인 : 일반회원 70명 (종신회원 9명, 정회원 27명, 학생회원 34명)  

○ 학회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정관 개정을 승인함   

개정 전 개정 후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한국과학기술회관)에 둔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304호)에 둔다.  

○ 2020년도 학회 사업 계획을 승인함

사업부문 사업 내용

총무부문

1. 2020년도 정기총회 개최
2. 학회상 포상
3. 대외기관 포상 추천
4. 한국기계술학회총연합회 
5. 한국재료관련학회협의회
6. 뿌리기술학회연합회
7. 특별회원원배가 운동
8. 용접 접합관련 기관 및 협회와의 상호협력 
9. 회원 및 회원사 간의 소통 및 유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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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사업 내용

학술부문

1. 춘 ·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 춘계 학술발표대회 : 2020. 5. 14(목) ⁓ 15(금), 벡스코(부산)
   - 추계 학술발표대회 : 2020. 11. 26(목) ⁓ 27(금), 여수컨벤션센터
2. 학술대회 초청/특별세션 기획 및 개최
3. 학회기능 활성화 플랫폼작업 
4. 용접 접합 기술교육

사업부문
1.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사업 수행 
2.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 수행
3. 기술자문 연구용역 사업 수행

편집부문
1. 학회지 발간 (6회 ; 2, 4, 6, 8, 10, 12월)
2. 학회지 국제학술지 등재 작업 준비

기술부문
1. 용접 접합관련 신기술기획  
2. 신규 회원사 확보 및 관리 
3. Newsletter 발간 

국제부문

1. 관련 국제학회와 협력관계 활성화
2. 제73차 IIW 2020 연차대회 참가 (2020. 7. 19 - 24, 싱가포르)
3. AWF Meeting 참석 
4. 박사과정 학생 IIW 연차총회 참가비 지원 

위원회/지회

1. 연구위원장, 지회장 - 회장단 정기간담회 개최(연 2회)
2. 연구위원회 춘, 추계 학술발표대회 특별세션 개최 
3. 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심포지엄 개최 
4. 지회 학술세미나, 기술교류회 개최 

ANB
1. IIW 인증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시험 주관
2. 합격자에게 디플로마 발급 및 행정 관리, IAB 행정 업무
3. 2020 IIW IAB의 ANB Korea 중간인증 (2020. 2. 7)

 

○ 2020년도 학회 예산을 승인함

수입항목 지출항목

항목 금액 항목 금액

1. 종신,입회비 7,000,000 1. 학회지 24,000,000

2. 회비수입 93,300,000 2. 학술사업 86,000,000

3. 게재수입 31,400,000 3. 회의비 12,000,000

4. 학술사업 106,000,000 4. 학술용역비 107,000,000

5. 학술용역 107,000,000 5. 국제행사 36,000,000

6. 학회상 26,000,000 6. 포상비 24,000,000

7. 기금전입금 36,000,000 7. 단체회비 2,400,000

8. 도서판매 12,000,000 8. ANB사업 30,000,000

9. ANB사업 30,000,000 9. 전산업무비 5,200,000

10. 보조찬조금 32,000,000 10. 인건비 107,700,000

11. 임대수입 3,600,000 11. 운영비 33,900,000

12. 기타수입 9,000,000      소계 468,200,000

12. 이월금 25,100,000

수입 합계 493,300,000 지출 합계 493,300,000

○ 스마트용접접합제조혁신위원회 구성을 승인함 
   1) 추진배경 : 

      -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용접접합산업의 4차 산업 기술을 접목, 융합, 발전시킴

      - 학회 연구위원회 방식으로 운영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 

      - 2차 제조 산업 중심의 학회 회원에게 4차 산업과 관련된 IoT, 스마트팩토리, MES/PLM/ERP, 

        머신러닝/딥러닝의 AI, 디지털트윈 등과 같은 원천기술전문가나 개발자와 협업 기회 제공  

      - 4차 산업 기술위주의 한국CDE학회와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2) 대한용접접합학회 - 한국CDE학회 공동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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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JS 추진위원장 : 이유철 사업이사 

      - 위원회구성 : 위원장에게 일임

      - 위원회규정 : 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이사회 승인 받음  

   3) 위원회 역할 및 기대 효과 

      - SCI 국제학술지 공동 인용

      - 춘, 추계 학술대회 교차 논문 세션 발표

      - 위원회 상호 회원가입을 통한 회원 확대

      - R&D 및 국책사업 및 공동 기획 

      - 양 학회 회원 간 자율적 교류 확대 

   4) 2019년 연말까지 양 학회 간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함

○ 2020년 플랫폼위원회를 구성함  
   1) 위원장 : 수석부회장(담당부회장)과 이유철 현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

   2) 간사 : 조재훈 박사

   3) 위원 : 김재성, 박노근, 박진형, 오유석, 조정호, 조영태, 강남현, 김명현

      ※ 회장단 및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을 추가하기로 함

   4) 위원회 임기 : 2020. 1. 1 - 2020. 12. 31까지 (1년)

   5) 플랫폼위원회 사업보고 : 2020년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진행 

○ 차기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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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9/20(금) 11/21(목) 12/20(금), 16:00

장소 서울 대구 여수
충주

(폴리텍)

거제

(대우조선해양)
대구

창원

(베스트에프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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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한용접 ․접합학회 운영계획

○ 학술사업

1. 춘계 학술발표대회

   1)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15일(금)

   2) 장소 :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부산)  

   3) 세부일정 :

      - 발표논문 신청서 접수 마감 : 3월 16(월)

      - 발표초록 제출마감 : 4월 14일(화)

      - 참가자 사전등록 마감 : 4월 30일(목)

      - 기기전시회 신청 마감 : 4월 24일(목)

2. 춘계 학술발표대회 특별세션

   1) 특별세션 개최일 : 5월 14일(목) 오전, 오후 세션

   2) 특별세션 신청서 마감 : 3월 16일(월)

   3) 특별세션 세부일정 제출 마감 : 3월 31일(화)

3. 학술발표대회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

   1) 5-6편 발표자 : 5만원 상당의 포상

   2) 7편 이상 발표자 : 10만원 상당의 포상

4. 추계 학술발표대회

   1)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27일(금)

   2) 장소 : 여수컨벤션센터

5. 연구위원회 학술행사

   1) 고에너지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 7월 16일(목)~18일(금), 제주

   2) 마찰교반용접기술상용화개발 : 5월 15일(금), 부산

   3) 용접강도연구위원회 심포지엄 : 8~9월, 거제/부산

   4) 용접공정연구원회 기술세미나 : 8월말

   5) 용접야금연구위원회 심포지엄 : 7월 3일(금)~4일(토), 포항공대

   6) 적층제조연구위원회 창립총회 : 2020년 전반기

○ 학회지발간 사업 

1.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학술지 발간 : 연6회  

2.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작업 : 2020년 5월중

○ 학회홍보사업  

1. 기획홍보위원회 개최 : 연6회 이상 수시 개최 

2. 뉴스레터 발간 : 연 6회(격월간, 2, 3, 5, 7, 9, 11월말)

3. 학회행사 대외 홍보 강화

   - 페이스북 개설 : https://www.facebook.com/js.kw.526 

   - 유투브 개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Pdpy-3cmnlBOPXmLQVPyiQ

   - 인스타그램 개설 : https://www.instagram.com/_kwjs/ 

○ 국가기술표준화 사업  

1. COSD 지원사업 (용접분야 KS표준 관리)

   1) 사업계획서 제출 : 2월 20일

   2) 사업보고서 제출 :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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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SD 관련 회의 개최

   1) 운영위원회 : 3월, 5월, 7월, 9월, 11월

   2) 기술위원회 : 필요시 개최

   3) 전문위원회 : 7~9월중 2~3회

   4) 심의위원회 : 10~12월중 2~3회

○ 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 (IIW)  

1. IIW 연차총회 참가 : 7월 19일(일)~24일(금), 싱가폴

2. IIW C-9, ISO 표준화 작업예정 (예열온도 산정의 Guidance 정립) 

3. IIW 연회비 납부 : 약 3,000만원, 2~3월 중

4. IIW Sharepoint 계정 발급 : 2020년 임원대상

○ Asian Welding Federation (AWF)

1. 33rd AWF Meeting : 4월 8일(수)~10일(금), 일본 오사카, 참석이사 최해운 국제이사

2. 34th AWF Meeting : 9~10월경

○ IIW-ANB (IIW 국제검정자격 사업)
1. 교육일시 : 2020년 11월 25일 ~ 2021년 2월 26일(3개월)

2. 검정료 : 학회 회원 및 회원사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70만원, 100만원, 130만원)

3. 관련 회의 개최 : 

   - Governing Board(12월), Board of Examiners(11월), Executive Committee, Assessment Committee (11월)

4. ANB 중간실사 실시 : 2월 7일(금), 실사자 Christian Ahrens

   
○ 중점사업  

1. 용접조합과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2. 학회 행사 대외 홍보 강화

3. 특별회원사 및 일반회원 배가 운동

4. 학술대회 활성화와 발표논문 증가 

5. 학술대회 장기 개최 계획 마련

6. 용접접합 플랫폼구축사업 수행

7. 용접접합 관련 기술교육 기획

8. 용접안전과 관련한 기획사업 유치

9. JWJ 학술지 국제지 등재작업 추진

10. 뉴스레터 체계 보완, 발간, 배포

11. IIW연회비 확보 방안 마련

12. ANB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교육사업 마련

13. 회장 공약수행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플랫폼기획위원회

    2) 혁신기술기획위원회

    3) 학술대회 활성화 추진위원회

    4) 산업안전관리위원회

    5) 대외협력위원회

    6) 회원확대 및 관리위원회

    7) 여성연구자관리위원회

○ 주요 회의 개최 

1. 정기총회 : 11월 26일(목), 여수컨벤션센터 

2. 이사회(12회) : 매월 세번째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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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차 : 1월 14일(화) 오후 2시         2) 2차 : 2월 21일(금) 오전 11시

   3) 3차 : 3월 20일(금) 오후 4시         4) 4차 : 4월 17일(금) 오후 4시

   5) 5차 : 5월 14일(목) 오전 9시         6) 6차 : 6월 19일(금) 오후 4시

   7) 7차 : 7월 24일(금) 오후 4시         8) 8차 : 8월 21일(금) 오후 4시

   9) 9차 : 9월 18일(금) 오후 4시        10) 10차 : 10월 16일(금) 오후 4시

  11) 11차 : 11월 26일(목) 오전 8시      12) 12차 : 12월 18일(금) 오후 4시

3. 회장단회의 : 매월 세번째주 금요일 오후 3시,  ※ 이사회 개최 1시간 전에 개최

4. 회장단 - 연구위원장, 지회장 간담회,  ※ 2월, 8월 세 번째주 수요일 오후 2시  

   1) 1차 정기간담회 : 2월 12일(수) 오후 2시, 학회사무실

   2) 2차 정기간담회 : 8월 19일(수) 오후 2시, 학회사무실

5. 임원워크숍 및 단합대회

   1) 임원워크숍 : 3월 20일(금) 오전 11시⁓오후 4시, 부산 

   2) 임원단합대회 : 4월 17일(금) 

6. 포상심사위원회 : 연 2회 이상 예상

   1) 논문상, 철암논문상 수상자 선정 : 3월경

   2) 학회상, 기금에 기반한 학회상 수상자 선정 : 9월경  

7. 학술이사회 및 학술위원회  

   1) 춘계 학술이사회의 : 2월 12일(수), 학회

   2) 춘계 학술위원회 회의 : 3월 11일(수), 부산

   3) 추계 학술이사회의 : 9~10월경

   4) 추계 학술위원회 회의 : 10월경 

8. 편집이사회의 및 편집회의 : 연 4회(분기별 개최)

   1) 1차 편집이사회의 : 2월 14일(금), 부산대

   2) 2차 편집이사회의 : 2분기 중

   3) 3차 편집이사회의 : 3분기 중 

   4) 4차 편집이사회의 : 4분기 중

   5) 편집위원회 개최 : 연2회, 춘, 추계 학술발표대회 기간 중

9. 2020·2021 회장 이취임식 : 12월 18일(금)

10. 선거관리위원회 : 필요에 따라 On-line으로 개최

    1) 1차 회의 : 9월 셋번째 주중

    2) 2차 회의 : 10월 네번째 주중

    3) 선거관리위원회 일정 

       - 입후보자 등록 공고(선거일 60일 이전) : 9월 20일(금) 

       - 입후보자 등록 마감(선거일로부터 30일 전) : 10월 26일(월)

       - 입후보자 공고(선거일로부터 20일 이전) : 11월 6일(금)

       - 임원 선출일(정기총회 개최일) : 11월 26일(금)  

11.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 연 3회

12. 한국재료관련학회협의회 :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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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W C-III Winter Meeting 개최 

  IIW Comm. III (Resistance welding, solid state welding and allied joining processes) 의 Winter Meeting 

이 2020년 2월 5일 부터 양일간 인천 송도 포스코 R&D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윈터미팅은 C-III의 부

의장이자 우리학회 회원인 장희석 회원(17대 대한용접접합학회 회장, 명지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많은 노력

과 후원사인 MDT Korea, 서보웰드, 포스코에서 후원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IIW C-III는 저항용접에 관련된 커미션으로 자동차 업계 및 철강업계에 많은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C-III의 

의장은 독일의 Jorge F. dos Santos 이고,  부의장으로 장희석 회원과 최해운 회원(계명대 교수), 박영도 회

원(동의대 교수)등 많은 학회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하여 자동차 업계와 철강업계에게 저항

용접분야의 최신 트랜드와  연구흐름을 알려줄수 있는 좋은 자리였으며,  이번 미팅 기간동안 포스코 R&D

센터와 현대자동차 견학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외국 참가자에게 한국의 

우수한 용접실력과 관심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IIW C-III 미팅은  올해 7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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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2020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한국철강 회(회장 최정우)는 1월 10일( ) 오후 5

시 서울 강남구 치동 소재 포스코센터 서  4층 아

트홀에서 2020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를 철강업계․정

부․학계․연구계․수요업계 등 철강 련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사 최

정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미․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여 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한 가운

데 수요 부진  환경 이슈 등으로 힘겨운 한해를 보냈

다”고 회고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 이 

통상규제에 함께 극 응하면서 수출 3천만톤 수

을 유지했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환경이슈를 해결

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회장은 올해 역시 신흥

국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조치와 1% 의 철강수요 

성장, 강화되는 환경 규제 등으로 내․외 경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망하면서, 철강산업

의 안정  성장을 해, ▲ 내수시장의 육성과 해외 수

입규제에 선제  응을 통한 수출시장의 개척 ▲ 자원

순환경제의 핵심소재인 철의 친환경성에 한 홍보  

극 인 환경개선 노력을 통한 산업의 친환경화 ▲ AI

를 활용한 철강산업의 지능화, ▲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한 ․ 소기업 력모델 구축, ▲ 수요산

업과의 공동 소재개발 등을 철강업계에 당부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 을 비롯해 

한국철강 회 최정우 회장, 제철 안동일 사장, 동

국제강 장세욱 부회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KG 동부

제철 이세철 사장, 고려제강 홍 철 회장, TCC스틸 손

락 회장, 한국철강 회 이민철 부회장 등 철강 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공업

* 차세  함정용 기추진체계 개발 *
 

  공업그룹이 차세  함정의 기추진체계 기술 

개발에 나서며 함정 추진체계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동사는 최근 경남 창원에 치한 한국

기연구원 본원에서 한국 기연구원, 한국선 과 함께 

차세  첨단함정의 ‘ 기추진체계 기술 공동 연구’를 

한 상호 력(MOU)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동

사의 남상훈 특수선사업본부장, 한국조선해양 권병훈 

디지털기술연구소장, 한국 기연구원 최규하 원장, 한

국선  하태범 연구본부장 등 주요 계자들이 참석했

다. 이번 약에 따라 4사는 ▲차세  함정의 기추진

체계 용 연구 ▲수상함정 LBTS(육상기반시험설비) 

구축 ▲함정 기추진체계 국내 연구회 신규 발족을 

한 상호 력 등 기추진 련 다양한 분야에 걸쳐 

력할 계획이다. 기추진체계는 발 기로부터 공 된 

력을 이용해 추진 모터를 구동하는 것으로, 기  구

성이 단순하여 정비성이 우수하고 통합된 력 사용으

로 첨단 무기와 시스템 용에 유리해 미래 첨단 함정

의 추진체계로 각 받고 있다. 한 기추진체계는 기

존 기계식 추진체계․하이 리드 추진체계보다 이산화

탄소 배출량과 연료비용을 일 수 있고, 소음과 진동

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함정 생존성  잠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특히 공업그룹은 공동연구의 결과

를 한국형 이지스구축함(KDDX), 형수송함-II 등 한

국 해군의 차세  투함정의 기추진체계 용 검토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할 정이다.

제철

* ‘H-SOLUTION’홈페이지 오  *
  

  제철이 미래 자동차 소재시장에서의 우  선 과 

회원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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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확보를 해 출시한 고객 맞춤형 자동차 솔루션 

랜드 ‘H-SOLUTION’의 기술과 서비스를 담은 홈페

이지를 선보인다. 동사는 최근 회사 홈페이지 내에 AE서

비스 포털을 오 했다고 밝혔다. AE는 ‘Application 

Engineering’의 약자로 고객사의 경쟁력을 극 화하기 

해 기획․설계 단계부터 생산․ 매에 이르는 모든 

로세스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제공한다는 동사

만의 사업 략을 뜻한다. 이번 홈페이지 구축으로 고

객들은 지난해 4월 동사가 출시한 자동차 솔루션 문 

랜드인 ‘H-SOLUTION’을 심으로 회사가 생산하

는 자동차 강재 제품  부품 용에 필요한 응용 기술 

등을 한 에 돌아 볼 수 있게 다. 동일한 내용을 

용한 모바일 앱도 개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편리함을 더 했다. 고객사 서비스 강화

를 한 사이트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미 , 이메일 교

환 등으로 알 수 있었던 강종 인증 황, 기술지원 요

청 등을 사이트를 통해 상시 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

무 진행에 신속함을 더했다. 동사느 이번 홈페이지 오

으로 제철만의 고품질 자동차 소재에 한 홍보

는 물론, 모빌리티로 이동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응하는 기술력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자동차

* 美 에 지부, 수소와 수소연료 지 ‘기술 신과 
로벌 변확 ’ 공동 력 *

  

  미국 정부와 자동차가 손 잡고 완벽한 수소사회 

구 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수소와 수소연료 지 기

술의 범 한 상용화에 극 인 미국 정부와 세계 

수소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동사의 이해가 일치된 결과

다. 동사는 2월 10일(이하 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 지부 청사에서 미 에 지부 수니타 사티아팔

(Sunita Satyapal) 국장과 동사 연료 지사업부 김세

훈 무가 수소  수소연료 지 기술 신과 로벌 

변확 를 한 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소 기차와 수소충

소 운 을 통해 확보한 실증 분석 데이터를 학계, 정부 

기 , 기업 등과 공유하고 수소 에 지의 경쟁력을 다

양한 산업 군과 일반 에게 확산해 수소와 수소연료

지 기술 신  로벌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이다. 세계 최고 수 의 수소연료 지 기술을 갖춘 

자동차와 지난 2000년  부터 수소  연료 지 

연구개발 로그램을 운 해온 미 에 지부가 손을 맞

잡았다는 에서 로벌 수소경제 사회 구 이 한층 가

속화될 망이다.

삼성 공업

* 세계 최  LNG 이 연료 추진 셔틀탱커 인도 성공 *

  

  삼성 공업이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선박 

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시행되는 2020년 첫 해에 세

계 최 의 LNG 이 연료 추진 셔틀탱커를 인도하며, 

앞선 친환경 기술력을 세계시장에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동사는 1월 20일 거제조선소에서 130,000톤(DWT)

 LNG 이 연료 추진 셔틀탱커의 건조를 성공 으로 

마치고 선주인 노르웨이 Teekay Offshore社에 선박

을 인도했다고 21일 밝혔다. 셔틀탱커는 해양 랜트에

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 해 육상 장기지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선박이다. ‘오로라 스피리트

(Aurora Spirit)’호로 명명된 해당 선박은 세계 최

의 LNG 이 연료 추진 셔틀탱커로서 기존 선박 비 

황산화물 85%, 질소산화물 98%, 미세먼지 98%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의 이산화탄소

(CO2) 배출 규제에도 효율 으로 응이 가능하다. 삼

성 공업 계자는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

박에 한 수요 증가는 필연 ”이라며, “운항 효율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조선해양

* 잠수함 생산설비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 *
    

  우조선해양이 올해 회사의 첫번째 목표인 극한의 

생존 경쟁력 확보를 한 첫걸음으로 잠수함 생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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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충하며 본격 인 생산성 향상에 나섰다. 동사는 

특수선본부 안벽에서 우조선해양 이성근 사장, 방

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 조동진 장, 도산 안

창호함장 김형  령 등 내외 계자 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2020년 특수선사업본부 무재해 달성 결의

회  Ship Lift(잠수함 상․하가 설비) 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동사는 지난해 장보고-III 3,000톤

 형 잠수함 2차 사업 1척과 인도네시아 수출 잠수

함 3척 등 총 4척의 잠수함을 수주해 잠수함 건조량이 

증가함에 따라기존 설비에 한 업그 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공식을 가진 잠수함 상․하가 설

비는 일반 선박의 진수 과정과 같이 육상에서 건조한 

잠수함을 해상에 내려놓거나 각종 검사를 해 해상에

서 육상으로 들어 올릴 때 쓰는 핵심 생산설비다. 잠수

함의 특성상 완벽한 선체 유지가 건인데 이번 상․하

가 설비 증축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잠수함 건조 경

쟁력을 한 단계 올려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두산 공업

* 한국서부발 과 가스터빈 공  계약 체결 *
  

  한민국 최 의 발 용 형 가스터빈 개발 사업이 

순항 이다. 두산 공업은 한국서부발 과 김포열병합

발 소 가스터빈 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도 김포시에 건설되는 김포열병합발 소는 2020년 착

공에 들어가 2022년 공할 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

해 동사는 독자개발에 성공한 발 용 형 가스터빈의 

실증에 나선다. 동사는 오는 2021년 가스터빈을 출하

해 김포열병합발 소에 설치하고, 공 후 약 2년 간 

실증을 진행할 정이다. 동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

국에 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발 용 

형 가스터빈을 국책과제로 개발해왔고, 2017년 12

월엔 270MW  형 가스터빈 실증을 한 약을 서

부발 과 체결했다. 지난해 9월엔 가스터빈 최종 조립

을 마치고, 재 동사의 창원 본사에서 사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동사의 계자는 “이번 계약은 국내 가

스터빈 산업 육성을 한 서부발 의 의지와 가스터빈 

개발을 한 두산 공업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뜻 깊

은 성과”라며 “앞으로 국내 가스터빈 산학연은 세계 최

고 성능의 차세  한국형 복합화력 발  시스템을 개발

해 그 동안 외산에 의지해온 국내 천연가스 발  시장

의 구도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 ‘2019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이 2월 3일 경주 황룡원에서 ‘2019년

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보

고회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사업수행기 인 

한국표 회와 참여기업인 건산업, 아이넴, ㈜동인엔

지니어링 등 11개 소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한 생산성 향상 

성과  참여기업 우수사례 발표 등이 있었다. 스마트공

장 구축지원사업은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해 자

동화장비 구입,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지원

하는 것이다. 동사에서는 소기업의 재정부담 해소를 

해 총 사업비의 40%에 해당하는 소기업 부담분까

지 액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여기업을 확 해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호 공업

* 세계 최  량물 육상이동공법 용 형 
선박 100척 건조 *

  

  삼호 공업이 2008년 선박육상건조장을 완공한 

이래 세계 최  량물 이동 기록을 경신하며 100번째 

선박 육상 건조에 성공했다. 동사는 지난 1월 16일 일

본 NYK사가 발주한 17만 4,000 입방미터  LNG운

반선의 선체를 로 독까지 이동(LOAD-OUT)하는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 선박은 길이 297미

터, 폭 46.4미터, 깊이 26.5미터로 선박에 설치된 족

장 등 각종 설비까지 합해 3만 9천 톤에 이르는 량

물로 분당 평균 1.8 미터씩 3시간 반 동안 350미터 

가량이 이동 다. 이번 선박 이동은 기네스북에 오른 1

만 5천 톤  선박 무게의 두 배 이상을 과하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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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량물 육상 이동 작업에 해당한다. 지 까지 육

상건조장에서 건조된 선박은 유조선이 47척으로 가장 

많고, 가스선이 19척, 살물선이 18척, 컨테이 선이 

16척 등이다. 특히 유조선 에는 최근 각 받고 있는 

LNG DF 시스템을 장착한 선박 6척도 이 곳에서 건

조 다. 육상건조공법은 맨땅에서 선박을 건조한 다음, 

배를 해상 로 도크로 이동시킨 후, 진수시켜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발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

는 LNG선의 건조 능력을 두 배로 확 해, 연간 8척의 

LNG선을 연속 건조할 수 있는 문작업장으로 육상건

조장을 육성하고 있다. 덕분에 LNG선 호황이 이어지

면서 불황 에도 타조선사 비 안정 인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사는 LNG선 연속 건조 덕택에 

올해 육상건조장에서만 1조 8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미포조선

* 미포조선, PC선 4척 수주 *
  

  공업그룹이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Product 

Chemical Tanker)과 형유조선 수주에 성공했다. 

미포조선은 1월 21일(화) 팬오션(Pan Ocean)사

와 5만톤  PC선 4척, 총 1,574억원 규모의 건조계

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PC선은 길이  

183m,폭 32.2m, 높이 19.1m로, -베트남조선(HVS)

에서 건조돼 2021년 6월부터 순차 으로 인도될 계획

이다. PC선은 미포조선의 주력 선종으로, 미

포조선은 지난해에만 총 40척을 수주한 바 있다. 올해 

PC선 발주 망도 밝다. 환경규제인 IMO2020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계 으로 유황유 수요가 크게 증가

하고 있는데다, 미국 엑손모빌 등 주요 석유기업들이 

생산량 증가를 해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그룹 계자는 “올해 환경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

스선과 PC선 등 련 선박들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며, “이 분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선

* 미포조선에 ‘ISO 3834’ 인증서 수여 *

  한국선 (KR, 회장 이형철)은 최근 미포조선에

서 용 품질 리시스템에 한 국제표 인 ISO 3834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업

이 한국선 으로부터 ISO 3834-2를 인증 받은데 이

어 미포조선도 ISO 3834 표  시리즈  가장 높

은 수 인 ISO 3834-2(Comprehensive Quality Re- 

quirements)를 잇따라 인증 받으며 국내 조선업계의 

용 품질에 한 경쟁력이 반 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 를 모으고 있다. ISO 3834는 속 재료의 용  

품질 향상을 해 국제표 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 으로, 유럽 등 다수의 해외 발주사들은 용 작업 

품질보증을 하여 ISO 3834의 용을 요구하고 있

다. 이번 인증서 획득을 계기로 미포조선은 용 품

질 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세계 으로 공인 받게 되

었으며, 용  품질에 한 고객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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