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 38, No. 2

A p r i l ,  2 0 2 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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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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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 with fluxing underfill ]

[ LAB with hybrid underfill ]

Conventional Reflow Laser-Assisted Bonding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8, No. 2
April, 2020

A Study on Joint Properties of Sn-Cu-(X)Al-(Y)Si/Cu Solder by Multiple Reflow 

 ····································D. Y. Yu, J. H. Son, Y. H. Ko, C. W. Lee, D. J. Byun and J. H. Bang ···131

Laser-Assisted Bonding (LAB), Its Bonding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K.S. Choi, J.H. Joo, K.S. Jang, G.M. Choi, H.G. Yun, S.H. Moon and Y.S. Eom ···138

Effect of Underfill and Cornerfill on the 3-Point Bending Reliability of BGA Package Under Thermal 

 Shock Test ······························K. Y. Kim, H. S. Jeong, S. W. Kim, J. O. Bang and S. B. Jung ···145

Influence of Carbon Nanotube Concentration on the Interconnection Properties of Solderable Isotropic 

 and An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B. S. Yim, H. J. Youn, J. I. Lee and J. M. Kim ···152

Strategies to Reduce Transient Liquid Phase Bonding Time for the Die Attach of Power Semiconductors

 ········································································S. H. Sohn, D. W. Kim, H. P. Kim and N. H. Kang ···158

Microstructure and Phase Analysis of Pure Ti and Ti-6Al-4V GTAW Cladding Material

 ·······················································B. H. Choe, S. W. Lee, T. W. Lim, C. I. Kim and J. H. Kim ···166

A Study on the Selection of Arc Sensing Signal for Seam Tracking in Pulsed GMAW

 ··································································································B. W. Seo, Y. C. Jeong and Y. T. Cho ···173

The Effect of EP/EN Cycle Ratio on the Deposition Characteristics of Al 5183 Aluminum Alloys 

 Fabricated by Variable Polarity WAAM

 ····················································H. Hwang, T. H. Lee, C. H. Kim, S. K. Hyun and M. J. Kang ···180

Numerical Model for Powder Consumption, HAZ Width and Toughness in Tandem Submerged Arc 

 Welding ·······················································································M. H. Kakaei-Lafdani and M. Valehi ···187

Effect of Laser Power Feedback Control on Mechanical Properties of Stainless Steel Part Built by 

 Direct Energy Deposition 

 ····C.Y. Kim, J.S. Kim, H. Lee, M.K. Park, S.W. Kim, S.S. Shin, J.H. Hwang and H.D. Kim ···197

The Effect of Pre-Welding on Nugget Growth Behavior and Weldability for the Resistance Spot 

 Welding of A6014-T4 Alloy

 ·································H. U. Jun, J. H. Kim, J. Y. Cheon, Y. G. Kim, Y. D. Kim and C. W. Ji ···203

  

News of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211

News of the Members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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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제 이 사 최 해 운

이 수 진

기획홍보이사 서 성 호

박 형 욱

이 동 경

특 임 이 사 박 노 근

이 은 경

유 태

장 복 수

이 지 욱

박 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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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다  리 로우에 따른 Sn-Cu-(X)Al-(Y)Si/Cu 합부 특성 연구

 ················································유동열․손 ․고용호․이창우․변동진․방정환 ···131

Laser-Assisted Bonding (LAB), Its Bonding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K.S. Choi, J.H. Joo, K.S. Jang, G.M. Choi, H.G. Yun, S.H. Moon and Y.S. Eom

 ·······································································································································138

열충격시험과 3 굽힘시험을 통한 BGA 패키지 신뢰성에 미치는 언더필과 코 필의 향

 ······························································김경열․정학산․김상우․방제오․정승부 ···145

탄소 나노튜  함유량이 Solderable 등방성  이방성 도 성 착제의 합 특성 변화에 

 미치는 향 ·························································임병승․윤희 ․이정일․김종민 ···152

Strategies to Reduce Transient Liquid Phase Bonding Time for the Die Attach 

of Power Semiconductors

································S. H. Sohn, D. W. Kim, H. P. Kim and N. H. Kang ···158

Ti  Ti-6Al-4V GTAW 클래딩의 미세조직 구성  상분석 

 ······························································최병학․이상우․임태운․김청인․김재휘 ···166

Pulse GMAW에서 용 선 추 용 아크 센싱 신호 선정에 한 연구

 ··························································································서보욱․정 철․조 태 ···173

가변극성을 이용한 알루미늄 5183 와이어의 아크 층 공정에서 EP/EN 비율의 향

 평가 ·······················································황승연․이태 ․김철희․ 승균․강민정 ···180

Numerical Model for Powder Consumption, HAZ Width and Toughness in  

 Tandem Submerged Arc Welding

 ···························································M. H. Kakaei-Lafdani and M. Valehi ···187

DED 속 3차원 린 의 이  워 피드백 제어에 따른 층 물성 연구  

 ·····················김지언․김지성․이  호․박민규․김성욱․신성선․황 호․김 덕 ···197

알루미늄 6014-T4 합 의 항  용 에서 비 통 이 겟 성장  용 성에 미치는 

 향 ········································ 욱․김재훈․천주용․김 곤․김양도․지창욱 ···203

학회 소식 ························································································································211

회원사 동정 ··················································································································· 223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8 No.2(2020) pp131-137
https://doi.org/10.5781/JWJ.2020.38.2.1

1. 서    론
 

  End of Life Vehicle (ELV)와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와 같은 국제  환경

규제로 인해 그 동안 사용되어 왔던 Pb-bearing 솔더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1). 상 으로 사용 환경이 가혹하

지 않은 자제품에서는 Sn-Ag-Cu 솔더를 사용하여 

Pb-bearing 솔더를 체하고 있다. 하지만 구동온도가 

최  150 ℃까지 상승하고, 주행 시 3G, 최  20G의 

진동을 수반하는 자동차 엔진 룸이나 트랜스미션에서는 

보다 고 신뢰성을 요하는 합소재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2). 따라서, 고온 신뢰성  고진동 특성을 동시에 개

선함으로써 자동차 장 솔더 합부에 용할 수 있는 

합  개발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재 자동차에 

용할 수 있는 솔더 후보 군으로 Sn-Ag-Cu, Sn-Cu, 

Sn-Zn, Sn-Sb, Sn-Au 솔더가 고려되고 있3). 하지만 

Sn-Ag-Cu, Sn-Ag 솔더는 열 충격과 진동 수명에 향

을 미치는 Ag3Sn IMC 로 인해 신뢰성이 하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4). 한 Sn-Zn 솔더는 산화 문제로 인

해 보이드와 젖음성이 하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5,6). Sn-Sb 솔더는 상 으로 높은 융 을 가지고 있

어 고온 역에서 사용에 장 이 있으나, Sb의 유해성 

검증으로 지속  사용이 불투명하며, Sn-Au는 Au의 원

자재 가격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7). Sn-Cu 솔

더는 가격이 싸고 높은 융 과 당한 기계  강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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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지만, 젖음 불량과 합부의 열 신뢰성이 하되

는 단 으로 용이 어렵다. 한편 Hibrid electric ve-

hicle (HEV), Electic vehicle (EV) 등의 차세  스

마트 자동차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더불어 

장 모듈의 사용 증가는 필연 으로 상되며, 이를 구

하기 한 고 신뢰성 합소재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상 으로 융 이 높은 Sn-Cu 솔더에 

Ni, Ag, Al, Co, Cr 등 미량의 속과 Al2O3, ZrO2, 

CeO2, TiO2와 같은 미량의 세라믹을 첨가하여 미세구

조, 기계  특성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고 신뢰성 합소재를 한 융

 230 ℃ 이상의 친환경 Sn-0.5Cu-(0.01, 0.03 wt%) 

Al-0.005Si 솔더를 개발하여 Al 함량  다  리 로우

에 따른 합부의 특성  신뢰성을 연구하 다. 한 솔

더 내부분석  합부 계면 반응을 찰하여 자동차 

장부품용 고온 합 소재로서의 용가능 여부를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다  리 로우  Al 함량에 따른 합부 신뢰성을 

찰하기 해 gas atomizing 법을 사용하여 Fig. 1과 

같이 직경 450 um 의 솔더볼을 제조하 다. 

  Al 함량에 따른 솔더볼의 융 을 측정하기 하여 di- 

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분석을 진

행하 다. 10 mg 솔더볼을 이용하여 각 조성의 융 을 

측정하 다. 이때의 DSC는 기 조건에서 50 ℃에서 

안정화 시킨 후 10 ℃/min으로 250 ℃까지 상승시킨 

후 10 ℃/ min 속도로 냉각시켜 융 을 측정하 다. 다

 리 로우에 따른 신뢰성의 비교를 해 Sn-0.7Cu, 

Sn-0.5Cu-(0.01, 0.03)Al-0.005Si 솔더볼을 organic 

solderbility preservative (OSP) 처리된 Cu 표면처

리 PCB 에 합하 다. 그 후, 자부품 모듈의 제조 

공정 특성상 다  리 로우에 노출되므로 총10 회까지 

reflow 를 진행하여 합부 특성을 평가하 다. Fig. 2

에 Sn-0.5Cu-0.01Al-0.005Si 솔더와 Sn-0.5Cu- 

0.03Al-0.005Si 솔더의 온도 로 일을 나타내었다.

  다  리 로우 후 Al 함량에 따른 계면 미세조직, IMC

의 성장거동, Al의 유·무를 찰하기 해서 시편을 기계  

연마 후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electron-probe microanalysis (EPM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를 사용하여 찰하 다. 

  Al과 Si가 첨가된 두 조성의 솔더와 Sn-0.7Cu 솔더

에 한 합부 기계  특성 비교·평가를 하여 볼 

단시험 방법을 이용하여 강도를 측정하 다. 5kg 로드셀

(load cell)을 장착한 합강도 시험기 (DAGE-BT4000) 

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Shear height는 50 um

고, shear speed는 0.01 m/sec 으며,, 22개 솔더볼

의 단강도를 측정하 다. Fig. 3에 단강도 측정 모

식도  측정 조건을 나타내었다.

3. 실험결과  고찰

  세 조성 솔더의 DSC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Sn-0.7Cu 솔더의 융 은 약 227.5 ℃, Sn-0.5Cu- 

0.01Al-0.005Si 솔더의 융 은 230.2 ℃, Sn-0.5Cu- 

0.03Al-0.005Si 솔더의 융 은 231.4 ℃로 측정되었

다. Sn-0.7Cu합 의 공정온도가 227.5 ℃인 것을 감

(a) (b)

Fig. 1 Images of solder ball for (a) Sn-Cu-0.01Al-0.005Si
and (b)Sn-Cu-0.03Al-0.005Si

260.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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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03:00 06:00

Time (minutes)

T
em

pe
ra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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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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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flow profile for Sn-0.5Cu-0.01 Al-0.005Si and 
Sn-0.5Cu-0.03Al-0.005Si solder

Stylus 0.01㎛/s 

50 ㎛

Shear
direction

Fig. 3 Test conditions for the ball 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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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Sn-0.5Cu-0.01Al-0.005Si의 융 은 약 3 ℃, 

Sn-0.5Cu-0.01Al-0.005Si의 융 은 약 4 ℃ 의 융

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문헌에 따

르면 소량의 Al 원소가 솔더 모재에 미량 첨가되면 솔

더의 융 이 소폭 증가한다는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9).

  Fig. 5는 다  리 로우 후 각 솔더의 합부를 찰

한 결과 이미지이다. 1회 리 로우에서 Sn-0.7Cu 솔

더의 IMC는 Sn-0.5Cu-(0.01, 0.03)Al-0.005Si 솔더

에 비해 많이 성장하 고, Cu3Sn IMC 는 세 솔더 모두

에서 성장하지 않았다. Sn-0.7Cu 조성에서는 elon-

gated scallop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Al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계면 IMC의 facet이 발달하 다. 10 

reflow 후에 단면 결과에서도 Sn-0.7Cu 솔더의 IMC 

가 가장 많이 성장하 다. Cu3Sn IMC 는 세 솔더 모

두에서 찰되었고 두께 편차는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

다. IMC의 성장은 솔더링 과정에서 Sn과 Cu pad는 

완 히 합하게 되고, Sn과 Cu가 열확산되어 일정한 

몰비율로 결합하여 IMC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결정립계 

혹은 계면 근처에 존재하는 Al2Cu, Cu3(Al0.75Sn0.25) 화

합물이 Sn, Cu 원자의 확산을 막아 계면 IMC 의 형

성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9,10).

  Fig. 6은 다  리 로우에 따른 세 솔더의 IMC 두

께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Sn-0.7Cu 의 총 IMC 

기두께는 2.8 µm 이고, Sn-0.5Cu-0.01Al-0.005Si

는 약 1.79 um, Sn-0.5Cu-0.03Al-0.005Si는 약 

1.52 µm 로 측정되었다. Sn-0.5Cu-0.03Al-0.005Si

의 총 IMC 두께는 Sn-0.7Cu 합 에서 성장한 IMC 

의 약 63 % 에 해당하는 두께로, Al 함량이 증가할수

록 IMC의 두께가 작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 reflow 후 Sn-0.7Cu 솔더의 총 IMC 는 4.7 um, 

Sn-0.5Cu-0.01Al-0.005Si는 약 4.02 um, Sn-0.5Cu- 

0.03Al-0.005Si는 약 3.25 µm 로 측정되었다. 한 

Cu3Sn IMC는 reflow 횟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지

만 Al 첨가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찰되었다.

  Fig. 7 은 다  리 로우에 따른 Sn-0.7Cu, Sn- 

0.5Cu-(0.01, 0.03)Al-0.005Si 솔더 조인트 내부 

미세조직을 찰한 이미지이다. 세 솔더 모두에서 내부

의 β-Sn에는 Cu6Sn5 IMC 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

다. Al과 Si 가 첨가된 두 솔더의 미세조직은 Sn- 

0.7Cu 솔더의 미세조직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나 Al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솔더 내 IMC 가 미세하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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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10 reflow 후에 솔더 내부 

미세조직은 기 시편과 유사하게 찰되었다. 하지만 Al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솔더 내부의 Cu6Sn5 IMC 가 

미세하게 분포되었으며, 솔더 내부 조직의 조 화를 막

는 것으로 찰된다. 기존의 문헌에 따르면 소량의 Al 

원소가 솔더에 첨가되면 솔더 모재의 IMC 가 미세하게 

분포된다는 보고와 일치 하고 있다11).

  Fig. 8은 EPMA를 사용하여 솔더 내부를 찰한 이

미지이다. Sn-0.5Cu-(0.01, 0.03)Al-0.005Si Cu6Sn5 

IMC 가 상 으로 Sn-0.7Cu 솔더에 비해 미세하게 

분포된 것이 찰되었다. 한 첨가된 Al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Al 이 다량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솔더 내부의 Al 가 솔더 내부에 미세하게 분

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는 10 리 로우 후에 Sn-0.5Cu-0.03Al- 

0.005Si 솔더의 내부를 TEM을 사용하여 분석한 

SAED 패턴 이미지이다. TEM 분석 결과 Al-Cu 화합

물과 Cu-Al-Sn 화합물이 찰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Al2Cu  Cu3(Al0.75Sn0.25) IMC로 분석되었다12). 

  Fig. 10는 리 로우 횟수에 따른 단강도 데이터를 

나타낸 그래 이다. 1 reflow에서 Sn-0.5Cu-0.01Al- 

0.005Si, Sn-0.5Cu-0.03Al-0.005Si 솔더는 유사한 

단강도가 측정되었고, Sn-0.7Cu 솔더가 상 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reflow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Sn-0.5Cu-0.03Al-0.005Si 솔더의 강도 값이 가장 

높게 측정되며, Sn-0.5Cu-0.01Al-0.005Si 솔더의 

합강도가 소폭 낮게 측정되었다. Sn-0.7Cu 솔더의 

합강도는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리 로우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합강도 감소폭이 증가되었다. 

  Fig. 11은 단강도 후 단면을 분석한 이미지이다. 

단면 분석 결과 세 솔더 모두에서 솔더 내부 단이 

발생한 연성 괴가 발견되었다. Fig. 6 과 Fig. 7 의 결

과와 단면 분석 결과를 통해 Al의 첨가가 내부를 미

세화하여 솔더 강도가 증가했다고 사료된다. 기존의 문

헌에 따르면 소량의 원자가 솔더에 미량 첨가되면 솔더 

내부 미세화로 인하여 합강도가 증가한다는 보고와 

잘 일치 하고 있다13,14).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  리 로우 조건에 따른 Sn-0.7Cu, 

Sn-0.5Cu-(0.01, 0.03)Al-0.005Si 솔더의 IMC 성

장과 기계  성질에 해서 연구하 다. 그 결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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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icrostuctures of Sn-0.7Cu, Sn-0.5Cu-0.01Al-0.005Si, and Sn-0.5Cu-0.03Al-0.005Si solde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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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PMA mapping images of Sn-0.7Cu, Sn-0.5Cu-0.01Al-0.005Si and Sn-0.5Cu-0.03Al-0.005Si solde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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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DSC 분석결과, Sn-0.7Cu솔더의 융 이 약 

227.5 ℃, Sn-0.5Cu-0.01Al-0.005Si의 융 은 약 3 ℃ 

증가한 약 230.2 ℃, Sn-0.5Cu-0.01Al-0.005Si 의 

융 은 약 4 ℃ 증가한 231.4 ℃ 로 측정되었다.

  2) 단면분석결과, 모든 리 로우 조건에서 Sn-0.5Cu- 

0.03Al-0.005Si 솔더의 합부가 게 성장하 다. 

Cu3Sn IMC 는 기에는 찰되지 않지만, 10 reflow 

후에는 모두 성장하 으며 세 솔더 모두에서 유사하게 

찰되었다. 이는 Al이 솔더 내부에 분포되어 Sn 과 

Cu 의 확산을 막아 IMC 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솔더 내부분석 결과, Sn-0.5Cu-0.03Al-0.005Si 

솔더 내부가 가장 미세하게 분산된 것으로 찰되었으

며, 10 reflow 후에도 Sn-0.5Cu-0.03Al-0.005Si 의 

솔더 내부가 가장 미세하게 찰되었다.

  4) EPMA, TEM 분석결과, Al, Si가 첨가된 솔더 내

부에서 Cu-Al 화합물이 성장하 으며 Al 함량이 증가

됨에 따라 다량 찰되었다. 

  5) 단강도 평가 결과, Sn-0.5Cu-0.03Al-0.005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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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SAED patterns of the Sn-0.5Cu-0.03Al-0.005Si 
joint after re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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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더의 단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면 분석결

과, 세 솔더 모두에서 연성 괴가 찰하 다. 이는 Al 

첨가에 따라 솔더 내부가 미세하게 분포되어 솔더의 강

도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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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key device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s are 
modu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ugmented reality, in-
ternet of things, cloud computing, autonomous vehicles, 
system integration, and so on. From a packaging tech-
nology standpoint, are the packaging technologies re-
quired for the above modules that contain these devices 
ready? The technologies required by these advanced de-
vices are the same ones that have been thrown at us 

over the last few decades. In other words, these are high 
density, high speed, high heat dissipation, high reli-
ability, and heterogeneous integrations. However, un-
like conventional devices, the materials, sizes, and com-
plexity of the devices mentioned above are so diverse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package them with conven-
tional packaging technologies. 
  The reflow technology, as shown in Fig. 1, that has 
traditionally been used, has the disadvantages of multi-
ple steps, difficulty in coping with fine pitch, and severe 
warpage of fabricated modules. The TCB (The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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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on Bonding)-NCP (Non-Conductive Paste) 
technology, as shown in Fig. 2, which has recently be-
gun to be partly in production, has the disadvantage of 
low productivity, still with warpage of fabricated mod-
ules, and unsuitable for large devices. The TCB-NCF 
(Non-Conductive Film) technology, as shown in Fig. 3, 
which is applied to TSV-based three-dimensional mem-
ory production, still has the warpage problem of the 
fabricated modules, and the productivity is much low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reflow process. Table 1 
compares the features of each bonding technology.
  This paper introduces laser-assisted bonding (LAB) 
and its bonding materials as one of technical alter-
natives to solving these problems. The LAB features 
vertical thermal gradients between the device and the 
substrate during the bonding process, effectively re-
ducing the warpage generated by conventional bonding 
process1). Its short process time provides a good sol-
ution to ultra-fine pitch joining as well as ensuring mass 
production. LAB materials that do not require cleaning, 
maximize the benefits of LAB. We will use some spe-
cific examples to demonstrate the benefits of LAB as a 
next-generation bonding technology.

2. Laser-Assisted Bonding (LAB) and its bonding 
materials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conventional laser sol-
dering are pinpoint heat and direct contact of laser with 
the soldering area.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apply 
the laser soldering to the bonding of BGA packages on 
substrates because the laser cannot strike the balls be-
neath the packages. The laser scans a low of package 
leads, and its productivity is not so good compared with 
the reflow process.
  One the other hand, Laser Assisted Bonding (LAB) 
features indirect contact between the laser, and solder-
ing area and homogenized beam, that is, the two-dimen-
sional beam, not a point beam. Laser is irradiated on de-
vices or packages, a portion of laser is absorbed, and 
their temperatures are increased because of the ab-
sorbed laser. Once the devices or packages are heated 
up, the temperature of the joining areas located beneath 
the components, also, rises because of the thermal con-
ductivity of the components. The increased temperature 
of the joining area leads to the bonding process. The 
temperature of a substrate is maintained close to that of 
the stage at a bonding equipment. Therefore, the tem-
perature of devices or packages is high compared with 
that of a substrate. That is, we can obtain the vertical 
temperature distributions during the LAB bonding proc-
ess1). 
  Ordinarily,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s (CTE) 
of devices or packages are larger than that of substrates. 
We have severe warpage problems during the conven-
tional reflow process because of the CTE differences 

(a) NCP dispense

NCF

Substrate Substrate Substrate

Chip
Chip

Bonding tool
Bonding tool

(b) Alignment (c) Thermo-compression

Fig. 2 TCB-NCP process

(c) Thermo-compression(b) Alignment(a) Substrate

Substrate Substrate Substrate

NCF

Chip

Bonding tool

Chip

Bonding tool

Fig. 3 TCB-NCF process

Items Reflow Process TCB-NCP TCB-NCF

Productivity O X X

Warpage X Δ Δ

Fine-pitch X Δ O

Table 1 Feature summary of typical bond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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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components and substrates. However, LAB 
process can assist reducing the warpage during the 
bonding process because of the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s as mentioned above. Additionally, the irradi-
ation time of laser during the LAB bonding process is 
very short, from less than 1sec. to 10 sec.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area. It means the productivity of the 
LAB bonding process is much higher than the conven-
tional reflow process which takes more than 3 min. Fig. 4 
shows the LAB process adopted in the current industry. 
The materials, used in the conventional reflow process, 
are also applied: flux and underfill. Since the increase 
rate of the temperature of joining area during the LAB 
bonding process is so high, compared with the con-
vention reflow process, a suitable material, especially 
flux, should be developed.
  We developed bonding materials suitable for the LAB 
bonding process2-20). All components, used in the mate-
rials are based on polymers. That is, base materials, re-
ducing agents, curing agents, and additives in these ma-

terials are based on polymers. Any solvents or conven-
tional flux components are not included. This is im-
portant because it 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roc-
ess that does not generate gas during the bonding proc-
ess and does not require a cleaning process after the 
process. This is crucial for the devices or packages with 
the high density and fine-pitch interconnection, since 
the underfill process using capillary phenomena for 
such components is often not possible.
  We developed two types of bonding materials for the 
LAB process; fluxing underfill (FU) and hybrid under-
fill (HU) as shown in Fig. 5 and Fig. 6., respectively. 
Fluxing underfill is a kind of NCP (non-conductive 
paste) and composed of polymer materials. It is designed 
for the devices or packages with solder balls or bumps. 
Hybrid underfill includes solder powder which is avail-
able commercially. It is designed for the devices or 
packages without solder balls or bumps, such as passive 
devices like MLCC, mini LED, and so on. Table 2 sum-
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fluxing and hybrid underfills.

Substrate

Chip

(a) Flux dispense (b) Alignment (c) LAB

Flux

Substrate Substrate

Solder

Lasser

Substrate

Solvent spray Underfill

Substrate Substrate

Heat

ChipChip Chip

(d) Flux residue cleaning (e) Capillary underfill (f) Underfill curing

Fig. 4 LAB process used in the industry

(a) Flux underfill dispense (b) Alignment (c) Laser irradiation

Substrate Substrate Substrate

LasserFluxing underfill
Chip or packages

Fig. 5 LAB-FU (fluxing underfill) process

Hybrid Underfill

Substrate Substrate Substrate

Lasser

Chip or packages

(a) Hybrid underfill dispense (b) Alignment (c) Laser irradiation

Fig. 6 LAB-HU (hybrid underfil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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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a) and (b) show the printed HU on a PCB sub-
strate with Cu finish, and the top and cross-sectional op-
tical images of HU after the LAB process, respectively. 
The irradiation time of laser during the LAB was only 3 
seconds. During the process time, solder powder ag-
gregates to form a solid solder bump. Polymers between 
solder power are squeezed out and surround the solder 
bump. Such resin surrounding the solder interconnections 
enhances the adhesion strength which is important for 
miniaturized devices. More importantly, this resin pre-
vents solder bumps from bridging each other when 
bonding devices with very fine-pitch.

3. Applications of LAB-FU and LAB-HU processes

  Fig. 8 shows the application of the LAB with FU for 
the development of bonding process of the daisy chain 
chip with fine-pitch interconnections. Table 3 shows the 
specifications of the daisy chain chips. Fig. 8 shows the 
SEM image of an array Cu pillar/solder cap on a top 
chip, and a Cu pillar/solder cap, respectively. There was 
2㎛-thick Ni layer to obtain long-term reliability under 

the environment reliability test. The bump pitch of each 
bump was designed from about 70㎛ to 30㎛. The di-
ameter of the bump was designed 18㎛. We applied FU 
on a silicon substrate with UBMs (Under Bump Metal- 
lization), and performed a pick and place process using 
the top daisy chain as shown in Fig. 8. Then, laser was 
irradiated on the top daisy chain chip. The irradiation 
time was 2 sec. There was no cleaning process, as men-
tioned before. Only post curing process was applied to 
cure the FU between two chips. After finishing the 
bonding process, we observed the microstructure of the 
solder joint using the cross-sectional SEM, as shown in 
Fig. 9. We measured the thickness of the intermetallic 
compound (IMC) between Ni and solder in the Cu 
pillar. The thickness of the IMC was only 432nm, which 
was quite small compared the IMC thickness formed 
using the conventional reflow process. These phenom-
ena were caused by that the time above the liquidus 
temperature of solder was maintained very short under 
the LAB bonding process. In fact, the dwelling time 
above the liquidus temperature of solder in the conven-
tional reflow process is ordinarily longer than 10 sec., 
so that there is much time for the diffusion process to 
form IMC between solder, Cu and Ni.

Material Compositions Applications Commons

Fluxing 
underfill

Polyner Resin
Components w/ 
solder bumps

No fume,
No cleaning 

process,
Post-cure 
necessary

Hybrid 
underfill

Polymer Resin, 
solder powder

Components w/o 
solder bumps

Table 2 Summary of fluxing and hybrid underfills 

             

                                        (a)                                                                                         (b)

Fig. 7  (a) Printed HU on Cu substrate (b) top and cross-sectional optical images of HU after LAB process

         

      (a)                                                                                     (b)

Fig. 8 (a) Printed HU on Cu substrate (b) top and cross-sectional optical images of HU after LAB process

Type Dimensions Surface finish of pads # of pads

Top 11×7×0.78mm3 Cu pillar/Ni/SnAg
27,000

Bottom 13×8.5×0.78mm3 Ni/Au

Table 3 Specifications of daisy chain test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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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shows the application of the LAB with HU for 
the development of back-contacted Si solar cell array 
on a PCB substrate. Fig.10 (a) and (b) show photo-
graphs of a PCB substrate and printed HU on a PCB, 
respectively.  To establish the process conditions of the 
LAB bonding, a thermocouple was positioned between 
a solder cell and a PCB substrate, as shown in Fig. 10 
(c). With adjusting laser power, a suitable condition was 
obtained as shown in Fig. 10 (d). The irradiation time 
was 3 sec. Fig.10 (e) shows a mounted Si solar cell ar-
ray on a PCB substrate. Using LAB and HU, there was 
no open defect as shown in Fig. 10. (g), which was ob-
served when the conventional reflow process was 
applied. All joints exhibited good interconnections, as 
shown in Fig. 10. (f). The comparison of Si solar mod-

ules fabricated using the reflow and LAB, respectively, 
was shown in Fig. 10. (h). The amount of warpage was 
greatly reduced using the LAB process, compared with 
that using the conventional reflow, which was a major 
reason why the open fault disappeared with the LAB 
process.

4. Conclusions

  Laser-Assisted Bonding (LAB), fluxing and hybrid 
underfill materials were introduced. All components in-
cluded in the two materials are based on polymers so 
that there are no underfill and cleaning process when 
the materials are used, which makes the LAB process 
more attractive. We showed two applications using the 

  

Fig. 9 Cross-sectional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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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ntional reflow                      Laser-assisted bonding

        (f)                                          (g) (h)

Fig. 10  (a) PCB substrate for solar module, (b) printed HU on PCB substrate, (c) thermocouple between solar cell and 
substrate, (d) meausred temperature profile during laser irradiation, (e) mounted Si solar cell on PCB substrate, 
(f) good interconnection when LAB process is applied, (g) open faults observed when reflow process is applied, 
and (h) warpage comparion of modulle faricated using conventional reflow and LAB with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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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with the two materials: Bonding of daisy chain 
chip with fine-pitch interconnection and back-contacted 
Si solar cells on a PCB substrate. The IMC thickness of 
the microstructures in the solder joints in the daisy 
chain was very small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reflow process because its very short dwelling time 
above the liquidus of the solder material. The LAB with 
HU made the amount of the warpage of the solder mod-
ule decreased becaue of its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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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n-Pb계 유연 솔더는 우수한 기계  특성  낮은 

가격 등의 장 으로 자 패키징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

어왔다. 그러나, Pb의 유해성 문제로 regulation of cer- 

tain hazardous substances (RoHS), waste elec-

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등의 환

경 규제로 Pb의 사용을 규제함에 따라 Pb가 들어가지 

않는 무연솔더의 필요성이 두되어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어왔다1-4). Pb가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무연솔더 

에서 Sn-3.0Ag-0.5Cu 솔더 (SAC305)는 우수한 

내열피로 특성과 솔더링성으로 인하여 유연솔더합 을 

신하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한, 자제품의 경,

박,단,소화로 chip scale package (CSP), ball grid 

array (BGA) 패키징기술과 같은 고 도 면실장 패키지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5-8). 많은 I/O (input/output) 

핀 (pin) 수를 갖는 CSP와 BGA가 자동차의 장부

  

열충격시험과 3점굽힘시험을 통한 BGA 패키지 신뢰성에 미치는 

언더필과 코너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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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iability of a BGA component packaged with underfill and cornerfill was evaluated by 3-point 
bend test under two thermal shock conditions. The BGA component packaged with cornerfill failed before 
500 cycles at a temperature range of -40 ~ 125 ℃. Crack propagation occurred between the Sn3.0-Ag0.5Cu 
solder and (Cu, Ni)6Sn5 intermetallic compound of the BGA component side. Both the BGA components 
packaged with soldering and underfill passed the thermal shock test under two conditions. However, the 
SAC305 BGA component assembled with cornerfill only passed a thermal shock in the range of –40 ~ 85 ℃.
After 2,000 thermal shock cycles under two temperature conditions, bending reliability was evaluated by 
3-point bend test. The SAC305 BGA component packaged with underfill showed superior bending reliability 
of over 3,000 bend cycles. The early failure (before 500 thermal cycles) of the SAC305 BGA component 
assembled by cornerfill wa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 and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of the cornerfill material.

Key Words : SAC305, Underfill, Cornerfill, 3-point bend test, Thermal shoc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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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리 용되고 있으며, 열, 진동, 충격과 같은 복

합스트 스 환경에서의 고내구, 고신뢰성이 요해졌다
9-12). 일반 인 차량용 장부품은 사용되는 치에 따

라 다양한 온도환경에 노출되는데, 실내 장부품은 주로 

-40 ~ 85 ℃ 온도조건, 엔진룸용 장부품은 -40 ~ 

125 ℃의 온도조건으로 사용 치에 따라서 다양한 온

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높은 신

뢰성이 요구되고 있다13-15). 따라서 높은 내구성  신

뢰성을 만족시키기 하여 언더필 (underfill), 사이드

필 (sidefill), 코 필 (cornerfill) 등 다양한 기능의 

충진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고 신뢰성 장부품의 구

을 한 고 신뢰성 부품의 설계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를 들어 가장 리 사용되는 에폭시 언더필은 에폭

시 수지와 경화제, 다양한 사이즈의 필러 등으로 제작

하여 Si chip과 printed circuit board (PCB) 기  

사이에 충진되어, 칩과 PCB 기  사이의 열팽창계수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차이로 발생되

는 응력과 변형을 부품내부에서 재분배하고, 외부응력

을 최소화하여 열 , 기계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

을 한다16). 그러나, 언더필은 충진  경화시키는 공정

에서 서로 다른 이종계면에 void trap이 발생, 최 의 

충진조건 부족으로 인하여 부품의 신뢰성을 더욱 나쁘

게 할 수도 있으므로 최 의 공정조건으로 사용하는 것

이 매우 요하다17).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응력집 부에만 충진재를 충진하는 코 필이 용되고 

있으며, 코 필은 빠른 충진시간과 언더필 비 void 

발생이 으며 충진 면 이 어져 재료 감  공정시

간단축을 하여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GA component를 FR-4 

substrate에 솔더 합부를 형성하여 BGA 패키지 (BGA 

package)를 제작하여 언더필과 코 필을 충진한 뒤 열

충격시험 (thermal shock test)  3  굽힘시험 (3- 

point bend test)을 통해 열 , 기계  신뢰성을 비

교,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2.1 BGA 패키지부품 시편제작

  Fig. 1은 SAC305 BGA 패키지의 제작공정  언

더필과 코 필 경화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SAC305 솔

더 페이스트 (TLF-204-151, TAMURA Co., Japan)

를 무 해니 / 도  (ENIG, electoless nickel im-

ersion gold) 표면처리된 FR-4 PCB 기 에 스크린

린  (screen printing) 공정으로 인쇄한 뒤 리 로우 

(reflow) 공정으로 BGA 패키지를 제작하 다. 이때, 

최  peak온도는 260 ℃로 5분 동안 리 로우 공정을 

진행하 다. BGA component의 규격은 23 × 23 × 

1.6 mm3, I/O 핀 수는 288개, Cu pad opening은 

400 ㎛, pitch는 800 ㎛이며, PCB 기 의 구리 (copper, 

Cu) 극은 ENIG로 표면처리되었다. BGA 패키지 제

작에 사용된 PCB 기 과 BGA component는 1.6 mm

의 FR-4로 BGA component의 극은 solder mask 

defined (SMD), PCB 기 은 non solder mask defined 

(NSMD)로 제작되었다. 리 로우 공정 후 pass 혹은 

fail 여부를 기 인 항측정으로 확인한 뒤 pass가 

확인된 시편들을 사용하 다. , 언더필과 코 필을 

충진한 후 150 ℃ 온도에서 10분간 기 에서 경화공

정을 진행하여 시편제작을 하 으며, 실험의 오차를 

이기 해 각 조건당 5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평가하

다. 이때, 언더필은 면에 충진되어, BGA 패키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코 필은 응력집 부

에 충진되어 BGA 패키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하 다. 한, pass가 확인된 시편들은 X-ray를 통

해 솔더내 void의 유무를 확인하 고, 상부의 compo-

nent를 폴리싱하여 제거한 뒤, 학 미경 (OM, opti-

cal microscope)을 통해 기 의 top view를 찰하여 

언더필과 코 필의 충진부를 확인하 다. 본 실험에서

는 언더필과 코 필이 BGA 패키지의 열 , 기계 인 

Reflow

BGA fabrication
SAC305 BGA component

(1.6 mm thickness)

23 mm

50 mm

FR-4 substrate
(1.6 mm thickness)

Solder paste printing

SAC 305 
solder paste

Squeeze

Reflow
: peak temp. 260 ℃ for 5 min)

Curing process  : 150 ℃ for 10 min

BGA package Underfill

CornerfillBGA package

Curing process :150 ℃ for 10 min)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the BGA component packaged with underfill and corner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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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솔더링만 되어

있는 BGA 패키지와 언더필과 코 필이 용된 BGA 

패키지 등 3종류의 자패키지의 신뢰성을 상호 비교, 

평가하 다

2.2 열충격시험  3 굽힘시험

  Fig. 2는 a) 언더필과 코 필의 충진 치, b) 기

 신뢰성 평가를 한 daisy-chain 구조, 그리고 c) 

3  굽힘시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언더필과 코 필 

충진 후 경화과정이 완료되면 Fig. 2 a)와 같이 언더

필은 면에 충진되어 경화가 되고, 코 필은 응력집

부에만 충진되어 경화된다. 한, Fig. 2 b)와 같이 총 

10개의 daisy-chain 구조 (E1~E10)를 만들어, 열충

격시험 후 3  굽힘시험을 진행할 때, 응력에 취약하여 

fail이 주로 발생하는 합부를 분석하여 신뢰성을 검토하

다. 열충격시험은 열충격시험장비 (TSA-70L-W, ESPEC, 

Japan)를 이용하여 JESD22-A104D 규격의 -40 ~ 

85 ℃의 온도조건 (N condition)과 -40 ~ 125 ℃의 

온도조건 (G condition)에서 각각 10분간 유지하 으

며, 온도변화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총 2,000회까지 

진행하 다. 열충격시험 평가는 기 500회부터 250회 

간격으로 총 7번 측정을 진행하 다. 2,000회의 열충

격시험에서 fail이 발생하지 않은 시편은 3  굽힘시험을 

진행하여 신뢰성을 분석하 다. 3  굽힘시험은 150 N

으로 당 1회 (1Hz)의 조건으로 실시하 다. 한, 열

충격시험과 3  굽힘시험시 BGA 패키지의 failure 평

가는 JESD22-B111 규격과 같이 기 항이 기

항 비 20 % 증가한 시 을 failure로 평가하 다.

  열충격시험과 3  굽힘시험에서 단이 발생한 시편의 

합부 단면과 미세조직은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SEM, Hitachi, S-3000H, Japan)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3. 실험 결과

  Fig. 3은 X-ray와 학 미경을 이용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솔더, 언더필  코 필이 충진된 BGA 패키지

의 void  충진부의 top view를 나타낸다. X-ray 이

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종류의 BGA 패키지 모두 

솔더내부에 void가 없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세 종

류의 BGA 패키지를 폴리싱하여 합부의 top view를 

찰한 결과, 언더필이 충진된 BGA 패키지는 언더필 

충진부에서 일부 작은 void가 있는 것을 확인하 으며, 

코 필이 충진된 BGA 패키지에서는 코 필 충진부에

서 void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Fig. 2 a)와 같이 응력

집 부에 코 필이 충진된 것을 확인하 다. 

  Table 1은 -40 ~ 85 ℃의 온도조건과 -40 ~ 125 ℃

의 온도조건으로 진행된 열충격시험의 결과를 나타낸

다. 솔더링, 언더필 그리고 코 필이 충진된 BGA 패키

지는 -40 ~ 85 ℃ 조건에서는 2,000회까지 단이 

없이 우수한 열충격신뢰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솔더링

과 언더필이 충진된 BGA 패키지는 -40 ~ 125 ℃ 온

도조건에서 열충격시험을 2,000회까지 실시해도 단

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코 필이 충진된 BGA 패키지

는 500회 이 에 단이 발생하 다. 따라서, 솔더링과 

언더필은 두 온도조건 모두에서 열충격 신뢰성이 우수

한 것으로 사료되고, 코 필의 경우 -40 ~ 85 ℃ 온도

조건에서는 열충격 신뢰성이 우수하나, -40 ~ 125 ℃ 온

도조건에서는 열충격 신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

된다.

  Fig. 4는 -40 ~ 125 ℃ 온도조건에서 Fig. 2 b)

에 표기된 daisy-chain E1 ~ E10에서 단이 발생

(a) (b) (c)

      Fig. 2 The schematics of a) BGA component packaged with various adhesion materials, b) location of daisy chain 
structure, and c) 3-point be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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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편의 수를 나타낸다. 총 5개의 시편을 분석한 결

과, 모든 시편에서 E1, E3 그리고 E7에서 부 fail-

ure가 발생하 고, E5는 4개의 시편, E2는 3개의 시

편, E8는 2개의 시편 그리고 E4와 E6는 1개의 시편

에서 failure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 다. 한, 내부에 

치한 E9와 E10에서는 failure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코 필 BGA 패키지의 열충격시험시 코 부분

에 치한 극 E1, E3, E5, E7에서 단이 가장 많

이 발생하 으며, 열충격시험시 코 부분에 가장 큰 응

력이 발생하여 단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5는 -40 ~ 125 ℃ 온도조건 열충격시험에서 500

회 이 에 failure가 발생한 코 필 BGA 패키지의 

단면 SEM이다. 상부에 치한 BGA component의 

Cu pad 표면에 Ni(P) layer와 Ni3P layer가 형성되

어있고, (Cu.Ni)6Sn5 속간화합물이 Ni3P layer 로 

찰되었다. 다른 논문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Au layer

는 솔더 조직내로 고용되었으며, Kirkendall void가 (Cu. 

Ni)6Sn5 속간화합물과 Ni3P에서 찰되었다18,19). 

코 필이 충진된 BGA 패키지는 열충격시험 500회 이

에 단이 발생하 는데, Kirkendall void가 존재하는 

Ni3P layer 혹은 (Cu,Ni)6Sn5 속간화합물 층에서 발

생하지 않고 속간화합물과 솔더의 계면을 따라 단

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 다20,21). 

  Fig. 6는 두가지 온도조건의 열충격시험 2,000회를 

실시한 후에도 failure가 발생하지 않은 솔더링, 언더

필, 코 필이 충진된 BGA 패키지를 3  굽힘시험을 통

해 기계  신뢰성을 평가한 그래 이다. -40 ~ 85 ℃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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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X-ray images and optical micrographs of soldering, underfill and cornerfill BGA packages

Type of BGA 
package

The conditions of thermal shock test

-40 ℃ ∼ 85 ℃ -40 ℃ ∼ 125 ℃
Soldering Pass Pass

Underfill Pass Pass

Cornerfill Pass Failure before 500 cycles

5

4

3

2

1

0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The position of electrodes

T
he

 n
um

be
r 

of
 p

as
se

d 
el

ec
tr

od
e Cornerfill   

Fig. 4 Failed electrodes of the BGA component packaged 
with cornerfill after thermal shock of 500 cycles 
in temperature ranges of -40 ~ 125 ℃

Table 1 Thermal reliability after thermal shock test for 
2000 cycles

Ni3P

(Cu,Ni)6Sn5

100 μm

Cu pad Ni(P) layer

10 μm

Ni3P

(Cu,Ni)6Sn5

100 μm100 μm

Cu pad Ni(P) layer

10 μm10 μm

Fig. 5 The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s of BGA 
component packaged with cornerfill after -40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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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건과 -40 ~ 125 ℃ 온도조건에서 열충격시험을 

2,000회 실시한 솔더링 BGA 패키지는 3  굽힘시험 

횟수가 각각 176회, 8회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가혹한 

온도조건 (-40 ~ 125 ℃)에서 열충격시험이 진행된 

솔더링 BGA 패키지의 기계  특성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 다. 한, -40 ~ 125 ℃ 온도조건에서 열충격

시험 500회 이 에 단이 발생한 코 필을 충진한 BGA 

패키지를 제외한 언더필, 코 필 BGA 패키지는 모두 

3,000회가 넘는 3  굽힘시험 결과를 나타내 우수한 

기계  특성을 보 다. 열충격시험과 3  굽힘시험 결

과, 언더필을 충진한 BGA 패키지는 -40 ~ 85 ℃ 온

도조건과 -40 ~ 125 ℃ 온도조건 모두에서 우수한 열

충격 신뢰성  기계  신뢰성을 나타냈다. 반면, 코

필을 충진한 BGA 패키지는 -40 ~ 85 ℃ 온도조건에

서는 열충격 신뢰성과 기계  신뢰성이 우수하 으나, 

-40 ~ 125 ℃ 온도조건에서는 열충격 신뢰성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

  Fig. 7은 3  굽힘시험 후 단이 발생한 BGA 패

키지의 단면을 SEM으로 찰한 결과이다. 3  굽힘

시험 3,000회 까지 단이 발생하지 않은 언더필과 코

필을 충진한 BGA 패키지는 응력집 부를 분석하기

한 단 치 찰 해 단이 발생할 때까지 추가

으로 3  굽힘시험을 진행하 다. 단은 모든 시편에

서 BGA component 쪽의 솔더내부 단으로 찰되었

다. 한, BGA component의 경우 SMD 타입으로 제

작이 되어, Fig. 7과 같이 solder mask가 Cu pad를 

덮는(overlap) 구조로 되어있는데, 모든 시편에서 단

의 시작 이 BGA component의 solder mask와 솔더

의 계면에서 발생하 다. McCormick22)의 보고에 따

르면 solder mask가 Cu pad에 overlap되는 부분이 

솔더 합부의 형상에 변화를 유발하여 solder mask와 

솔더의 계면에 응력집 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원인

으로 solder mask와 솔더 계면에서의 응력집 으로 

인해 크랙이 성장하여 단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는 본 실험에 사용된 언더필과 코 필의 열

팽창계수값과 유리 이온도를 나타낸다. 언더필과 코

필의 열팽창계수값와 유리 이 온도 값의 차이에서 -40 

~ 125 ℃ 온도조건의 열충격신뢰성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언더필은 유리 이온도 (Tg)가 120 ℃

이며, 열팽창계수값은 유리 이온도 이하에서는 49 ppm, 

유리 이온도 이상에서는 144 ppm을 갖는다. 따라서, 

-40 ~ 125 ℃ 온도조건에서 열충격시험시 120~125 ℃

의 온도에서만 큰 열팽창을 발생한다. 반면 코 필은 

Fig. 7 The cross-sectional SEM micrographs of BGA packages after 3-point be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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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shoc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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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이온도가 105 ℃, 열팽창계수값은 유리 이온도 

이하에서는 56 ppm, 유리 이온도 이상에서는 190 ppm

을 갖는다. 이때, -40 ~ 85 ℃ 온도조건에서는 56 ppm

의 낮은 열팽창계수로 열팽창이 어 열충격신뢰성이 

우수하지만, -40 ~ 125 ℃ 온도조건에서는 105 ℃ 

이상에서 190 ppm의 높은 열팽창계수로 인한 큰 열팽

창으로 코 필이 충진된 BGA 패키지에 응력을 발생시

켜 열충격시험 500회 이 에 단이 발생한 것으로 사

료된다. 한, -40 ~ 85 ℃ 온도조건에서는 코 필이 

언더필과 동일한 정도의 3  굽힘신뢰성을 나타내었는

데, 유리 이온도  열팽창계수는 다르지만 경도값이 

두 물질이 비슷하여 기계  신뢰성이 동일하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코 필의 유리 이온도 이상에서의 높은 열

팽창계수값과 낮은 유리 이온도가 열충격시험의 온도

조건 혹은 실제 사용조건에서 열충격신뢰성에 미치는 

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한 구체 인 연구

는 향후 보완연구를 통하여 밝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언더필과 코 필을 SAC305 BGA 패

키지에 충진하여 열충격시험을 실시한 뒤 3  굽힘시험

으로 기계  신뢰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40 ~ 85 ℃ 온도조건의 열충격시험에서 언더필

과 코 필이 충 된 BGA 패키지는 솔더링 BGA 패키

지보다 모두 기계  신뢰성이 향상되어 언더필과 코

필 모두 -40 ~ 85 ℃ 온도조건에서 우수한 신뢰성을 

나타냈다.

  2) -40 ~ 125 ℃ 온도조건의 열충격시험에서 코

필이 충진된 BGA 패키지는 500회 이 에 모든 시편

에서 단이 발생해 -40 ~125 ℃ 온도조건에서 사용

시 낮은 열충격신뢰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으며, 반면 언더필이 충진된 BGA 패키지는 -40 ~ 

125 ℃ 온도조건에서도 우수한 열충격신뢰성과 기계

신뢰성을 나타냈다.

  3) 코 필이 충진된 BGA 패키지를 분석한 결과, 낮

은 유리 이온도와 높은 열팽창계수 값이 열충격신뢰성

에 미치는 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보완연구

에서 상 계를 분석해 유리 이온도와 열팽창계수값

의 최 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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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융  합  입자 (Low melting point alloy: 

LMPA)와 고분자로 구성되는 solderable 도 성 착

제 (Solderable 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 

SECA)는 미세 피치 응력, 공정 간소화  낮은 공

정 온도, 환경 친화성과 폭넓은 재료에 한 용 가능

성 등의 장 으로 인해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용 ECA의 기계 /물리  에 의한 도  경로 형

성 방식에서 나타나는 낮은 기 , 열  도도와 높

고 불안정한  항, 낮은 합 강도 등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개발된 합 재료로,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환원특성으로 기능화 된 고분자 내부에 등

분산된 용융 LMPA의 유동  융합 거동과 극 단자

에 한 젖음 거동에 의해 속학  도  경로를 형성

하여 매우 우수한 기 /기계  합 특성을 확보한다
1). 이와 같은 SECA는 자 디바이스에 한 용 방

  

탄소 나노튜브 함유량이 Solderable 등방성 및 이방성 도전성 접착제의 

접합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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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wo types of 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filled solderable 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 (SECA) systems were formulated, a solderable 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SICA) containing 40 
vol% of low melting point alloy (LMPA), and a solderable an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SACA) with 20 
vol% of LMPA, with different MWCNT contents (0, 0.03, 0.5 and 2 wt%). A quad flat package (QFP) in-
terconnection test was conducted for each SECA system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MWCNT concen-
tration on the interconnection properties of the SICA and SACA system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ter-
connection properties (i.e.,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ach SECA were enhanced at low 
MWCNT concentration, due to the reinforcing effects of the MWCNT. However, the interconnection properties 
of each SECA joint deteriorated with increasing MWCNT concentration over 0.5 wt% because of defects in 
the conduction path, such as entrapped MWCNT-filled polymer (SICA), or reduction of the conduction path 
area (SACA) due to increased polymer viscosity and diminished molten LMPA mobility. 

Key Words : An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Defect, Interconnection properties, 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Low melting point alloy, Multi-walled carbon nan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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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 solderable 등방성 도 성 착제 (Solderable 

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SICA)와 solder-

able 이방성 도 성 착제 (Solderable an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SACA)로 나 어진다. 일반

으로 SICA 합 방식은 패키지의 주변으로 복수개의 

극 단자가 평행하게 나열된 SOP, SOJ, QFP 등의 

주변형 자 디바이스의 극 단자 상에 국부 으로 공

되며, 국부  공 에 상응하는 넓고 안정 인 도  

경로의 형성을 하여 높은 체 율 (40~50 vol%)의 

LMPA를 혼합하여 균일 분산시킨다. 이에 반하여, 

SACA 합 방식은 ACA가 갖는 선택  도  경로 형

성 특성으로 인하여 BGA, CSP, WLP 등의 면 정렬

형 자 디바이스에 한 용에 합하며, 극 단자 

간의 미세 선폭으로 인해 페이스트 인쇄가 어려운 경우

에서도 효과 으로 합부를 형성할 수 있다. SACA를 

이용한 합 공정에서는 극 단자를 포함하는 합부

의 체 역에 SACA를 일  도포하고, 리 로우하여 

용융 LMPA의 유동, 융합  극 단자에 한 선택  

젖음 거동에 의해 도  경로를 형성한다. 따라서 SACA 

합 공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인  단자 간의 단락의 

험을 방지하기 하여 합성된 고분자 내부에 포함되

는 LMPA의 체 율은 SICA 방식에서의 체 율보다 

상 으로 낮은 비율 (20~30 vol%)로 합성된다. 이

에 추가 으로 본 연구진은 앞선 연구에서 SECA의 

합 특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다 벽 탄소 나노튜  

(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를 나

노 강화기구로 용한 MWCNT-filled SECA를 개발하

으며, MWCNT의 뛰어난 물리  특성으로 인하여 

SECA 합부의 합 특성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2,3). 

  본 연구에서는 SECA 내부에 용된 MWCNT의 함

유량이 SICA  SACA 방식으로 합이 수행된 합

부의 합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서로 

다른 함유량의 MWCNT를 포함하는 SICA  SACA

를 합성하고, QFP (Quad flat package) 시편에 

한 합 테스트를 수행하여 MWCNT의 함유량에 따른 

두 합 시스템 간의 합 특성 변화 경형을 비교 분석

하 다.

     

2. 실험 재료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MWCNT-filled SECA의 합성을 하여 에폭시계 열

경화성 수지인 비스페놀 A가 기반재료인 바인더로 사

용되었으며, BF3MEA와 DDM이 매와 경화제로 각

각 사용되었다. 한, 고분자에 한 럭싱 기능을 부

여하기 하여 카르복실산이 환원제로 사용되었다. 고

분자 내부에 분산된 MWCNT는 15~40nm의 직경과 

30~50㎛의 길이를 갖으며, 고분자 내부에서의 균일한 

분산을 해 황산 (H2SO4)/질산 (HNO3) 혼합 용액

을 이용한 산처리를 통하여 화학  표면 개질을 시행하

다4). 평가에 용된 SECA는 MWCNT의 함유량을 

0, 0.03, 0.5, 2 wt%로 용하 다. SECA 합성에 

용된 LMPA는 지름 45㎛의 Sn-58Bi 공정솔더가 사용

되었으며, SICA  SACA에 하여 각각 40 vol%와 

20 vol%로 용하 다. SECA 합 테스트를 하여 

사용된 QFP는 14 × 14 × 2.7mm 크기로 44개의 

Sn이 도 된 Cu 리드가 1.0mm 리드피치로 형성되어

있다. SECA 합부의 기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QFP와 PCB (Printed circuit board)에는 각각 데이

지체인을 형성하 다.     

2.2 SECA 합 테스트

  MWCNT 함유량이 SICA  SACA 방식 합 시스

템의 합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QFP

를 이용한 합 테스트를 수행하 다. SICA 방식의 

합 공정에서는 PCB 상에 형성된 극 단자의 형상과 

동일하게 가공된 메탈 마스크를 세정이 완료된 PCB 상에 

정렬하고 스퀴지 방식에 의해 SICA (LMPA: 40 vol%)

를 극 단자 상에 선택 으로 공 하 다. SICA의 공

이 완료된 후 QFP를 실장하고 합 장비를 사용하

Lead

Polymer 
composite LMPA

filler

Electrode

Conduction path C
onnection 

Reflow

Fig. 1 Schematic of interconnection mechanism of sol-
derable 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 (S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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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온도 로 일에 따라 리 로우를 시행하 다. 한, 

SACA 방식의 합 공정에서는 극 단자를 포함하는 

합부의 체 역에 SACA를 일  도포하고 QFP를 

실장한 후 리 로우를 시행하 다. 합에 용된 리 로

우 로 일은 상온에서부터 LMPA의 융 보다 약 20℃ 

높은 160℃ 까지 가열한 후 20 간 유지하여 LMPA

의 용융, 유동과 인  LMPA 간의 에 의한 융합 

그리고 극 단자에 한 젖음 거동에 의해 속학  

도  경로를 형성하고, 180℃ 까지 가열한 후 80 간 

유지하여 고분자의 경화가 완료되도록 설정하 다.

  합이 완료된 후, 합부의 기 항을 측정하고, 

QFP 리드에 한 45° 인장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계  

합 강도를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MWCNT 함유량에 따른 SICA/SACA의 합 
특성 평가 

  MWCNT의 함유량이 SICA  SACA 합부의 

합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기 항 

측정  45° 인장 테스트를 수행하 다. SECA 합 

시편에 한 기 항 측정결과인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SICA  SACA 모두에서 낮은 함

량의 MWCNT를 포함 (0.03 wt%)하는 합 시편에

서 MWCNT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미소하

게 향상된 기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기

 특성의 향상은 합부 내부에 존재하는 MWCNT의 

기 도도에 기인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MWCNT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 항은 SICA  SACA 방

식 모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SECA 합 시편에 한 45° 인장 테스트 결

과인 Fig.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SICA  SACA 

방식 모두에서 MWCNT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

하여 낮은 함량의 MWCNT를 포함하는 합 시편에서 

향상된 기계  합 강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강

도 향상 효과는 도  경로의 외부를 감싸는 경화가 완

료된 고분자 내부에 분포하는 MWCNT 고유의 뛰어난 

기계  특성  MWCNT의 가교역할에 의한 응력 분

산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5). 본 연구에서는 고

분자 내부에서의 MWCNT의 양호한 분산을 해 산처

리를 통하여 MWCNT에 한 화학  표면 개질을 시

행하 다. 산처리에 의해 MWCNT의 표면에 형성되는 

카르복실기 (-COOH)의 극성 반발력에 의해 MWCNT

는 고분자 내부에서 균일한 분산 상태를 확보하게 된다6). 

한, MWCNT 표면에 형성된 카르복실기 그룹은 고

분자 체인과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5) 고분자의 기계  특

성 (강도, 강성, 인성 등)을 향상시키며, 고분자 내부에

서의 균열  시에 고분자와 공유 결합한 MWCNT는 

균열 에 항하여 가교에 의한 분기 (Bifurcation)

에 의해 응력을 주변의 고분자 역으로 분산 시킨다7).

  그러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MWCNT

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SICA  SACA 방식 모두

에서 기계  합 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2 MWCNT 함유량에 따른 SICA/SACA의 도  
경로 형상 평가

  MWCNT의 함유량 증가에 따른 SICA  SACA 

합 시편의 합 특성 감소의 원인을 규명하기 하여 

단면 가공을 통한 합 시편의 도  경로 형상  면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SICA의 합부는 

모든 MWCNT 함유량 조건에서 용융 LMPA의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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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젖음 거동에 의해 향하는 단자 간을 속학

으로 연결하는 넓고 안정 인 도  경로를 형성하

으며, MWCNT의 함유량 변화에 따른 도  경로 면 의 

변화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45° 인장 테스트 

후의 면 분석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MWCNT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  경로 내부에 검정색의 결

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함은 

도  경로 형성 시에 도  경로 외부로 빠져나오지 못

한 MWCNT 함유 고분자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하여, 

SACA의 합부는 MWCNT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합부를 구성하는 도  경로의 면 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MWCNT의 함유량 증가에 따른 합 시편의 

도  경로 형상 변화는 MWCNT 함유량 증가에 따른 

고분자의 도 증가8)  이에 따른 고분자 내부에서의 

용융 LMPA의 유동성, 융합  젖음 거동 특성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나, SICA  SACA 

합 방식 각각에서 확연히 다른 형상의 도  경로 악

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MWCNT의 함유량 

증가에 따른 SICA  SACA 합 방식에서의 도  경

로의 형상 차이는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합부에 

한 SECA의 공  방식  각각의 SECA 내부에 포

MWCNT(wt%) 0 0.03 0.5 2

SICA

SACA

Fig. 4 Morphology of the conduction path between QFP lead and conduction path of substrate and the fracture surface on 
the substrate for MWCNT-filled SICA and SACA with different MWCNT contents

(a)

(b)

LMPA Polymer

ElectrodePCB

Fig. 5 Comparison of pad coverage and distance be-
tween the LMPA fillers within the polymer for 
the (a) SICA and (b) SACA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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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LMPA 함유량에 따른 도  경로 형성 방식 차이

에 있는 것으로 단된다. SICA 합 방식의 도  경

로 형성은 합 기 극 단자 상에 국부 으로 공

된 좁은 공  역 내에서의 높은 체 율을 갖는 용융 

LMPA의 융합  젖음 거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고분

자 내부에서의 용융 LMPA의 유동은 도  경로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좁은 공  역 내에 존재하는 많은 양의 집된 용융 

LMPA에 기인한 용융 LMPA 간의  기회 증가  

이로 인한 융합, 젖음 거동의 증가로 인하여 넓고 안정

인 도  경로를 형성하 으며, MWCNT의 함유량 

증가에 따른 도 증가에 의한 외부 도  경로 면 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MWCNT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른 SICA 공  역 내에서의 국부  도 

증가에 의한 고분자의 유동성 감소로 인하여 도  경로 

외부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도  경로 내부에 갇힌 

MWCNT 함유 고분자 형태의 결함이 증가되었다. 이

에 반하여, SACA 합 방식의 도  경로 형성은 극 

단자  기  역을 포함하는 넓은 공  역 내에 존

재하는 낮은 체 율의 용융 LMPA에 의한 유동  융

합, 젖음 거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넓은 역에 존재하

는 은 양의 LMPA 간의 에 의한 융합의 기회는 

LMPA 입자 간의 먼 거리로 인해 어들게 된다. 그러

므로 고분자 내부에서의 용융 LMPA의 유동 특성은 도

 경로의 형성을 한 인 한 용융 LMPA 간의  

기회 확보를 하여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분자의 도는 SACA 방식에서의 도  경로

의 형성에 큰 향을 미치게 되며, MWCNT의 함유량 

증가에 따른 고분자 내부의 LMPA의 유동성 감소와 이

에 따른 용융 LMPA 간의  기회 감소로 인한 융합 

거동의 감소로 인하여 SACA 합부의 외부 도  경로 

면 은 MWCNT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MWCNT 함유량 증가에 

따른 실효한 도  경로 면 의 감소로 인하여 SICA 

(내부 결함 증가)  SACA (도  경로 면  감소) 

합 방식 모두에서 기 /기계  합 특성이 감소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ECA 내부에 용된 MWCNT의 함

유량이 SICA  SACA 방식으로 합이 수행된 합

부의 합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서로 

다른 함유량의 MWCNT를 포함하는 SICA  SACA

를 합성하고, QFP 시편에 한 합 테스트를 수행하

여 MWCNT의 함유량에 따른 두 합 시스템 간의 

합 특성 변화 경형을 비교 분석하 다. 평가 결과를 통

하여, 낮은 함유량의 MWCNT가 용된 경우에서는 

SICA  SACA 합 방식 모두에서 MWCNT의 물리

 특성에 기인한 기 /기계  합 특성의 향상이 

나타나지만, MWCNT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른 고분

자의 도 증가로 인한 도  경로의 실효한 합 면  

감소로 인하여 합 특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이때에 합부에 한 SECA의 공  방식  LMPA 

함유량에 따른 도  경로 형성 메커니즘의 차이로 인하

여 SICA  SACA 합에서의 MWCNT의 함유량 증

가에 따른 도  경로 형상 악화는 서로 다른 경향을 나

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보강제의 첨가나 다른 

원인에 의한 고분자의 도변화에 따른 SICA  SACA

의 도  경로 형성 경향에 한 결과들은 향후 련 연

구들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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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ower semiconductors are used to control and convert 
electric energy in various fields such as electric power, 
automotives, home appliances, aerospace, geothermal 
power plants, weapons systems, etc.1,2). However, with 
increasing demand for high power, efficiency, and 
switching frequency, Si-based power semiconductors 
are faced with their limitations3). For example, the U.S. 
Navy anticipates that an 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 would require to increase the peak power up to 
200 MW for a few seconds and the navy would need 
high-power systems for propulsion, sonar, and auxiliary 
equipment for naval weapon systems4). The wide band 
gap (WBG) power semiconductor is a substitute for the 
power semiconductor used currently because of its 
many technical advantages such as high efficiency and 
miniaturization of electronic products as well as reduc-
tion of global warming gas emission5). Fig. 1 shows the 

summary of characteristics for current and future WBG 
semiconductors. The WBG power semiconductor can 
be used at high voltage due to its wide band gap and 
stablibility at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with its 
high thermal conductivity6,7). Furthermore, high mobility 
and concentration of the charge carriers in WBG se- mi-

High voltage
operation

High T°
applications

High frequency
switching

Electron velocity
(x107 cm/s)

Melting point
(x1000 ℃)

Thermal
conductivity
(W/cm, ℃)

Energy gap(eV)

Electric field
(Mv/cm)

Si

SiC

GaN

Fig. 1  Summary of characteristics for Si, SiC and Ga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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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ors allow high speed switching3,6). Representative 
WBG power semiconductors are SiC and GaN. The high 
temperature stability makes them operate approximately 
at 350 ℃. Additionally, they can reduce the size of mo- 
dules because they do not require an additional cooling 
system8). The possibility of miniaturization increases 
the power density of the device, which increases the 
working temperature, so that the WBG power semicon- 
ductors are used in a high temperature environment5). 
  Die attach is one of the important packaging steps in 
high-power electronics systems. The purpose of die at-
tach is to provide structural base for electrical inter-
connections as well as to serve as a heat dissipation 
path8). In order to ensure the functionality and reliability 
of WBG power semiconductors, a die attach suitable for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should be attained9,10). 
The solders used for die attach and their melting point 
are shown in Fig. 211). Pb-rich solders usually have a 
melting point above 260 ℃ and can be used as a die-at-
tach material for WBG power semiconductors. However, 
the use of Pb is prohibited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hazard12). Therefore, solders containing Pb should be 
replaced for the die-attach material of WBG semicon- 
ductors. The Sn-based solders have a slightly lower melt-
ing temperature than the Pb-rich solders. Considering 
that the advancing technology requires the high oper-
ation temperature, the WBG semiconductors require a 
solder having a melting point above 300 ℃. In partic-
ular, military products operate in harsher environments 
than commercial products, therefore requiring a die at-
tach with a higher melting point than the normal Sn- 
based solders13). As shown in Fig. 2, the solders includ-
ing Au are the possible candidates. Due to the charac-
teristics of the soldering process, a process temperature 
higher than the melting point of the solders is required 
to perform die attach. Therefore, the solders having a 

melting point above 300 ℃ cause a damage to the WBG 
semiconductors during a die attach14). That is why there 
is a continuous need to develop the interconnects com-
posed with the elements of high melting temperature 
and the processes with a reduced-operation temperature 
as compared with the normal soldering. As a solution, 
the die attach for the WBG semiconductor replaces the 
conventional solders with Ag soldering or transient liq-
uid phase bonding (TLPB)15,16).
  Ag sintering and TLPB produce interconnects with a 
higher re-melting temperature than the process tem- 
peratu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Ag sintering and 
TLPB are emerging with a die-attach technology of 
WBG power semiconductors. Ag sintering uses the paste 
consisting of Ag micro- or nanoparticles to form inter-
connects17). Paste contains organic additives so that the 
Ag particles do not interact with each other before the 
bonding process. Since the driving force of sintering be-
comes different with respect to the particle size, the 
process temperature and time are applied with various 
levels18). Moreover, the bonding time needs to be opti-
mized depending on the sintering process that is con-
ducted with or without a pressure15). Ag sintering has 
the advantage as follows: Ag has excellent electrical 
and thermal properties and the melting point of the joint 
after sintering is 961 ℃, which is the melting point of 
bulk Ag. Moreover, the normal operation temperature 
for Ag sintering is 200-300 ℃,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melting temperature of the sintered joint. 
However, there is the disadvantage that the reliability of 
the joint is reduced when residual organic additives ex-
ist in the joint19). There are attempts to use Cu particles 
to reduce the cost of expensive Ag particles, but they 
still have the unavoidable problem of Cu oxidation19). 
  TLPB is also conducted at low temperature and pro-
duces the melting point of the joint higher than the 
process temperature5). TLPB is a process in which a 
metal with low melting point, called interlayer such as 
Sn, is inserted between metals having high melting 
point, which is called metallization. And then, it pro-
ceeds at a temperature slightly higher than the melting 
point of the interlayer. Metallization is maintained at the 
process temperature so that the metallization dissolves 
into the liquid interlayer20). Dissolved metallization forms 
an intermetallic compound (IMC) interacting with the 
interlayer. While the liquid interlayer is consumed, IMC 
is produced over time. When the TLPB is completed, it 
forms an IMC joint with a higher melting point than the 
process temperature. TLPB is more competitive than 
Ag sintering, due to its similarity to existing soldering 
processes and compatibility with the current facility in 
industry. Since metallization is dissolved and diffused 
into the joint, the mechanical, electrical and thermal 

200℃ 250℃ 300℃ 350℃ 400℃ and above
Melting temperature

Automotive AutomotiveAutomotive

Space
Server and computing

Avionics

Manufacturing industry Exploration

Sensor and electronics

Various applications across industries

Fig. 2 Die-attach materials and the application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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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f the joint are similar to metallization8). 
However, TLPB has a disadvantage that it takes long 
time to complete the reaction since TLPB is a joining 
method requiring diffusion of metallization as described 
above21). For example, it takes approximately 90 minutes 
for the joint to be filled with IMC when TLPB is per-
formed with pure Sn interlayer with a thickness of 25 
㎛ and Cu metallization at 250 ℃. Bonding time de-
layed reduces the reliability of the device during the 
process and causes a thermal stress induced by differ-
ence in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 of the 
components, which can affect performance14). Therefore, 
reducing the bonding time of TLPB is the ultimate goal 
for this process. Kirkendall void formation due to the 
difference in diffusion rate and volume shrinkage gen-
erated in TLPB is also an issue to be solved22)

.

  This study will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re-
ducing the TLPB time. It also investigates the methods 
to suppress defects such as kirkendall voids produced 
during the TLPB. Recently, the TLPB study is con-
ducted for the process of TLPB and design of an 
interlay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summarize and review the various aspects of process 
and interlayer design for the TLPB, and finally to sug-
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LPB development.

2. Process development to reduce TLPB time

2.1 Application of temperature gradient during TLPB

  The conventional TLPB is performed in isothermal 
condition. New approach to reduce TLPB time was 
conducted with applying temperature gradient. Zhao et 
al.23) applied TLPB consisting of Cu/Sn/Cu structure 
under isothermal and temperature-gradient conditions. 
Fig. 3 shows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the Cu/Sn/ 
Cu solder joints after reflowed at 250 ℃ for various 
durations. The isothermal condition showed symmetric 

IMC growth, while the temperature-gradient condition 
showed asymmetric IMC growth that was prominent at 
the cold end. This is because Cu dissolved in Sn under 
the temperature-gradient condition continuously mi-
grated from the hot end to the cold one. In the hot end, 
the Cu is insufficiently supplied and dissolution of Cu 
occurs continuously. In the cold end, however, the IMC 
grew rapidly due to the addition of Cu flux by the tem-
perature gradient. Therefore, the hot end produces only 
dissolution and the cold one produces only IMC growth. 
Isothermal condition caused dissolution and IMC growth 
at the both ends of Cu interface at the same time. Due to 
the elimination of wet grain boundary by IMC growth, 
the dissolution rate of Cu and the IMC growth decrease 
simultaneously. Thus, the IMC growth in the temper-
ature gradient was faster than that in the isothermal 
condition. When TLPB was performed at 250 ℃ for 2 
hours, the IMC thickness became to be 16 ㎛ in iso-
thermal aging and the IMC thickness of 50 ㎛ in tem-
perature-gradient condition. The authors also confirmed 
that the larger temperature gradient produced the more 
Cu flux and the faster IMC growth during TLPB24,25). 
Kinetic analysis of the IMC growth during TLPB re-
vealed that IMC grew by volume diffusion-controlled 
mechanism in isothermal TLPB and by reaction-con-
trolled mechanism in temperature-gradient TLPB.

2.2 Application of electric current during TLPB

  Feng et al.26) applied an electric current to the Cu/Sn/ 
Cu structure in a vacuum furnace and produced TLPB. 
With no current applied, the IMC grew preferentially at 
the interface between Cu and Sn. However, the applica-
tion of an electric current made the IMC grow faster as 
compared to the condition with no current applied. Fig. 
4 shows the IMC morphology growing in Cu-Sn inter-
metallic joints under a current density of 1.0 × 102 
A/cm2 at 260 ℃. Dissolution of Cu occurred and IMC 
was hardly formed at the cathode. However, Cu dis-
solution did not occur and only IMC grew at the anode. 
This is because the dissolved Cu moved from the cath-

(a) (c)

(b) (d)

Fig. 3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the Cu/Sn/Cu solder 
joints after reflowed at 250 ℃ for various dura-
tions: (a,c) cold end for 15 and 120 min; (b,d) 
hot end for 15 and 120 min23) 

(a) (b)

(c) (d)

Fig. 4 Morphology evolution in Cu-Sn intermetallic 
joints under a current density of 1.0 × 102 A/cm2

at 260 ℃ for various times: (a) 15 min, (b) 60 
min, (c) 120 min, (d) 240 mi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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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 to the anode by elctromigration, i.e., the Cu flux 
generated. As in the case of the temperature-gradient 
condition, IMC was not nearly formed and only Cu dis-
solved in the cathod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bonding time in which the dissolution rate attribut-
ing to the IMC growth remained nearly constant during 
the process. Furthermore, the IMC growth in the elec-
tric current was much faster than that in the temper-
ature-gradient condition (Fig. 3). 
  They also studied the effect of the magnitude of the 
applied current on the growth rate of IMC. The growth 
rate of IMC was 0.107 ㎛/min when the applied current 
was 1.0 × 102 A/cm2 at 260 ℃26). For the applied cur-
rent of 2.0 × 102 A/cm2, the growth rate of IMC was 
0.212 ㎛/min. The TLPB bonding time with applying 
current was reduced by keeping the growth rate of IMC 
nearly constant. This phenomena occurred due to the 
selective Cu dissolution by electromigration. However, 
the applied current might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chip reliability and this issue needs to be solved in fu-
ture study14).

2.3 Application of induction heating during TLPB

  Yin et al.27) used TLPB for Cu/Sn/Cu structure with 
induction heating. Induction heating is a heating proc-
ess using an electromagnetic field. TLPB using in-
duction heating increases the bonding temperature over 
time. The bonding temperature gradually increased to 
350 ℃ for 55 seconds and reached 535 ℃ for 220 seconds. 
Fig. 5 shows the scallop type Cu6Sn5 transforming to 
dendritic morphology. This is due to the undercooling 
effect with the bonding temperature increasing gradu-
ally during TLPB. Furthermore, a planar type Cu3Sn 
transforms to columnar type. Total bonding time of 270 
seconds was consumed using a Sn interlayer with a 
thickness of 10 ㎛21). The conventional TLPB also com-
pleted the process in less than a few minutes at high 
temperature approximately 350 ℃. Therefore, TLPB 

using induction heating did not show a great effect on 
reducing the bonding time. Unlike conventional TLPB, 
induction heating is applied to the component indirectly 
during TLPB, therefore reducing the heat attack to the 
component. For the reas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is 
process further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magnetic 
field induced by induction heating affects the reliability 
of the device.

2.4 Application of ultrasonic wave during TLPB

  Ultrasonic-assisted TLPB is a recent process that has 
been actively studied. Ultrasonic wave is applied to 
TLPB to produce microbubble in the joint28,29). Forming 
microbubbles in the liquid interlayer,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reached locally 5000 K and 0.1 GPa, re-
spectively, due to the of bubble implosion29). In such an 
environment, micropits are generated at metallization, 
and strong metallization dissolution occurs. In addition, 
the repetition of the formation, growth and implosion of 
the microbubble allows the liquid interlayer to be super-
saturated with dissolved metallization element. The su-
persaturation state of the liquid disappears with remov-
ing ultrasound, therefore producing IMC nuclei and 
growing simultaneously in the middle of the liquid 
interlayer. Severe dissolution of metallization and su-
persaturation of the liquid with the dissolved metal-
lization reduces significantly the TLPB time. 
  Li et al.29) applied the conventional TLPB to Ni/Sn/Ni 
structure with a Sn interlayer with a thickness of 20 ㎛ 
at 250 ℃ and the TLPB was completed in 120 minutes. 
Fig. 6 shows the TLPB joint with no defects and the 
IMC having a columnar structure in conventional TLPB. 
In contrast, when the same structure was subjected to 
ultrasonic-assisted TLPB at 250 ℃, the TLPB was com-
pleted in 8 seconds and no defects were observed. Fig. 
7 indicates that Ni-supersaturated liquid Sn was cooled 
in air and IMC was formed and grew at the metal-
lization interface as well as in the middle of liquid Sn 
due to constitutional cooling, which led to equiaxed 
grains. Despite the short bonding time of the ultra-
sonic-assisted TLPB, the local-high pressure and tem-
perature environments due to ultrasound cause the con-

(a) (b)

(c) (d)

Fig. 5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the deep-etched 
Cu/Sn/Cu sandwich structure for various dura-
tions: (a) 20 s, (b) 55 s, (c) 220 s, and (d) 270 s27)

(a) (b)

10 ㎛

Fig. 6 Cross-sectional images of the joint formed by the 
reflow TLPB process for120 min at 250 ℃: (a) 
SEM and (b) EBSD showing Ni3Sn4 grain map-
ping imag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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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n to degrade device reliability. Therefore, it needs a 
further improvement for the commercial use.

3. Interlayer design to reduce TLPB time

3.1 Alloy design of paste

  Many studies on the TLPB interlayer have used the 
powder paste consisting of Ag, Sn, Cu, Ni, and other 
minor elements. Bao et al.30) studied the TLPB of 
Cu/Sn-Ag/Cu structure using the Sn-Ag paste that has 
excellent thermal and electrical properties as an interlayer. 
Interlayers were fabricated with the various Ag content 
and Sn particle size. The Ag contents were in the range 
of 60-80 wt%, and the Sn particles had a diameter of 
1-20 ㎛. The joining conditions were nearly constant 
for the Ag-based interlayers at 300 ℃ for 60 min. For 
the Ag content of 70 wt%, the TLPB joint produced the 
lowest pores and the highest shear strength. This is con-
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y31). For the Ag content 
below 70 wt%, the Sn powder was remained without re-
action, which caused volume shrinkage and voids dur-
ing air cooling after bonding. Ag3Sn could not be 
merged by insufficient Sn when the Ag contents ex-
ceeded 70 wt%. Fig. 8 shows void formation when 
Ag3Sn does not merge or coalesce with each other. 
Since Ag3Sn is a skeleton type, the void formation was 
inevitable in the process. The Sn particles of a large size 
had excellent joint characteristics considering oxidation. 
The Sn-Ag paste played the role of reducing the bond-
ing time compared to the Sn foil used in conventional 
TLPB. This was because the interface area between the 
Ag and Sn of the powder increased and the diffusion 

distance decreased as compared to the foil interlayer. 
However, the void using the interlayer paste is a dis-
advantage a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TLPB us-
ing a Sn foil.

3.2 Design of Sn-coated particle

  Yu et al.32) used a preform consisting of micro-sized 
Sn-coated Ag particles for the interlayer to reduce the 
TLPB time. The Ag/interlayer/Ag structure was used 
for the interlayer that had the thickness of 150 ㎛. The 
bonding temperature and time were 250 ℃ and 10 min, 
respectively. Fig. 9 shows the joints produced with 
Ag3Sn and the joining was completed in 10 min. The 
distance for Ag metallization to diffuse was extremely 
reduced during the TLPB as compared to the conven-
tional TLPB. For the conventional TLPB having a same 
interlayer thickness of 150 ㎛, the distance for the met-
allization to diffuse was 75 ㎛ to produce IMC com-
pletely in the joint. However, Sn-coated Ag particles re-
duced the diffusion distance to coated Sn layer thick-
ness of 0.4 ㎛. Since the Sn-coated Ag particles has the 
large total surface area, the area diffused during the 
same period of TLPB process is larger than that during 
the conventional TLPB. Therefore, the bonding process 
was completed in a few minutes despite the thick 
interlayer. The use of the thick interlayer was also able 

(a) (b)

10 ㎛

Fig. 7 Cross-sectional images of the joint formed by the 
ultrasound-induced TLPB process for 8 s at 250 
℃: (a) SEM and (b) EBSD showing Ni3Sn4 grain 
mapping image29)

Fig. 8 Illustration of void formation in Cu/Sn-Ag/Cu joint: (a) before bonding; (b) melting of Sn particles; (c, d) reaction 
of liquid Sn and Ag particles/Cu substrates30)

(a) (b)

Fig. 9 Cross-sectional SEM of the reflowed bondline: 
(a) high-magnification image of the bondline and 
the EDS line scan profiles acquired across the 
bondline; (b) elemental mapping near the bond-
line in (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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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duce the residual stress resulting from differences 
in CTE of components. 
  A multilayer particle was also applied in TLPB33). The 
preform was prepared by coating the Cu particles with 
Ag and Sn. This approach solved the high cost of Ag in 
Sn-coated Ag particles. In addition, the low diffusion 
rate of Cu was also improved with a thin coating of Ag. 
The joining time was greatly reduced by decreasing the 
diffusion distance and increasing the surface area. How- 
ever, in order to commercialize Sn-coated particle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fabrication of the preform. 

3.3 Design of particle-introduced interlayer

  Introducing particles into the interlayer was studied on 
the void formation in TLPB. Xiong et al.34) applied 
TLPB to Cu/Sn58Bi/Cu structure, in which the CuZnAl 
particles were introduced into the Sn58Bi interlayer. 
Fig. 10 shows that CuZnAl particles suppressed the 
void formation during TLPB compared to the conven-
tional Sn58Bi interlayer. The void formation was due to 
the unbalanced diffusion rate between Cu and Sn. The 
Bi particles suppressed the diffusion of dissolved Cu el-
ements and the volume shrinkage produced in trans-
formation from Cu3Sn to Cu6Sn5. The addition of CuZnAl 
particles increased the activation energy for diffusion 
and caused the adsorption of CuZnAl to Cu6Sn5, there-
by suppressing diffusion and segregation of Bi. The 
CuZnAl particles introduced in the interlayer reduced 
the unbalanced diffusion between Cu and Sn, which led 
to suppressing IMC growth. Therefore, the bonding 
time using the CuZnAl particle-introduced interlayer 

was long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TLPB. This 
new process needs to be performed in combination with 
a process that increases the growth rate of IMC.

3.4 Design of metallization-added interlayer

  Sohn et al.35) used pure-Sn, Sn-3Cu, and Sn-10Cu al-
loys for the TLPB interlayer in Cu/interlayer/Cu 
structure. If Cu was added more than 0.7 wt% in Sn-Cu 
binary system, primary Cu6Sn5 was formed. In the range 
of 2-10 wt% of Cu, primary Cu6Sn5 was not dissolved 
during TLPB at 250 ℃. Therefore, the primary IMC in 
the interlayer was introduced in advance before the 
TLPB. Since the IMC was pre-existed in the interlayer, 
the diffusion distance and bonding time were reduced 
significantly. Fig. 11 shows the primary IMC that is not 
dissolved in the TLPB and coalesced with new IMC 
produced during the TLPB. Analyzing the kinetics of 
IMC growth during TLPB, addition of Cu did not de-
crease IMC growth kinetics. This TLPB process has the 
advantage that the interlayer fabrication is simpler than 
the Sn-coated particles. This process using a metal-
lization-added interlayer reduced the TLPB time a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TLPB. However, an in-
terlayer design for the commercialized use is required to 
reduce the bonding time to a few minutes. For this rea-
s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increase the Cu composi-
tion and control the microstructure of the interlayer by 
optimizing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primary 
Cu6Sn5.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the metal-
lization elements other than Cu into the interlayer to 
control the void formation.

4. Conclusions

  WBG power semiconductors increase the demand rap-
idly in recent years and various fields. The WBG power 
semiconductors are necessarily required to operate in 
higher temperature than the conventional Si semiconductors. 

Fig. 10 SEM micrographs of interfaces using various 
particle-introduced interlayers: (a, c) Cu/Sn58Bi/
Cu; (b, d) Cu/Sn58Bi-0.5CuZnAl/Cu. The 
bonding process was conducted at 250 ℃ for 
(a, b) 1 h and (c, d) 72 h34)

(a)

(b)

1h 2h 4h

Increasing time

Fig. 11 Microstructure of TLPB for 1, 2, and 4 h using 
various interlayers: (a) Sn; (b) Sn-10Cu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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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the military applications, the WBG semi-
conductors are needed to operate in extreme environ-
ment and to establish a robust interconnect. The TLPB 
is one of the method to produce the WBG power 
semiconductor. The TLPB produces an IMC having a 
melting point higher than the process temperature. In 
order to produce the entire IMC in the joint, it is neces-
sary for metallization with the high melting point to 
diffuse. Therefore, the TLPB has a disadvantage of long 
process time. For the commercialized use of TLPB, the 
IMC formation needs to be completed less than a few 
minutes. For that purpose, many researchers are devel-
oping the new process and design of an interlayer. New 
TLPB process maintained the constant dissolution rate 
due to the selective metallization dissolution, which sig-
nificantly reduced the bonding time. The interlayer de-
sign significantly reduced the diffusion distance of met-
allization for IMC formation and growth, therefore re-
ducing the bonding time. Methods for suppressing 
voids during the TLPB were also investigated. In spite 
of various advantages, process development poses prob-
lems in terms of compatibility with the packaging in-
dustry and lowering the reliability of devices. Interlayer 
design, which is well matched to the packaging in-
dustry, also requires simplification of the interlayer fab-
rication and more reduced time for join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process development and 
interlayer design of TLPB, followed by optimizing the 
TLPB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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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i  Ti 합 의 GTAW (gas tungsten arc weld)

를 이용한 클래딩은 용 의 미세조직 구성에 따라 기계

 특성이 달라진다. 일반 으로 용 의 미세조직은 FZ 

(fusion zone), HAZ (heat affected zone)  BM 

(base metal)로 구분되는데, 클래딩의 공정 조건은 용

 FZ  HAZ 조직 구성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기계

 특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일례로 순수 Ti (grade 2) 

클래딩 조건에서 입력 류와 산소 함량은 클래딩 용  

조직인 α-cell의 α-lath 간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된다1,2). 보고에 따르면 입력 류가 높거나 산소 함량이 

크면 래쓰 간격이 커지고 이에 따라 경도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 Ti-6Al-4V (grade 5) 클래딩 

조건에서도 높은 입력 류는 α-Widmanstatten 조직

에 이르는 조 한 α-lath를 구성할 수 있고, 높은 가스 

유체 속도는 입도를 작게 하여 기계  특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이러한 Ti  Ti-6Al-4V의 GTAW 클래딩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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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미세조직 구성은 입력 류나 쉴딩 가스에 의한 

가열  냉각 속도가 재질 용융과 응고 과정 에 냉각

에 따른 합  구성 상의 변태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Ti 합 이 가질 수 있는 구성 상으로써 기본 인 α상과 

β상 외에 냉 상인 α´마르텐사이트가 있을 수 있다. α상

은 클래딩 용  조건에 의해 α-cell (platelet or basket 

weave) 는 α´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할 수 있으며, α

-cell은 α-lath 는 α-Widmanstatten 형태로 α/β/α

/β/… 라멜라 구조를 이룬다. 이외에도 상은 조 한 입

상 입자로 입계 는 입내에 존재할 수 있다5,6). 그리

고 이러한 Ti 합  클래딩 미세조직이 경도나 인장과 

같은 재질 기계  특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7,8).이외에도 순수 Ti 클래딩 조건 에서 산소 

함량은 미세조직에 요한 향을 미치는데, 산소 함량

이 높을수록 α-lath 경계에 β상 잔존량이 커지며 조직 구

성 형태  기계  특성을 결정짓는 것으로 보고된다9,10).

  본 연구에서는 순수 Ti  Ti-6Al-4V 합 의 GTAW 

클래딩 용 의 미세조직 구성과 상변태 양상을 고찰하

고자 하 다. 두 재질의 클래딩 조건은 주로 입도 (prior 

β grain), α-lath 간격에 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른 

경도값의 변화가 측정되었다. Ti 합  클래딩 특성 개

선을 통해 추후 건 한 Ti 클래딩 제품 생산 공정에 기

여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순수 Ti와 Ti-6Al-4V GTAW 클래딩 재질 시제품 

용 은 2.4mm 와이어의 ERTi-2 재질이며 1 layer 

당 3mm 이하로 층 클래딩 하도록 WPS에 명시된

다. 이러한 Ti 소재는 300℃부터 산화되므로 200℃ 

이상에서 아르곤 쉴딩 가스로 산화 억제를 수행해야 한

다. 클래딩 제품은 Fig. 1과 같이 지름(60)×높이(20)× 

두께(4)이다. 클래딩은 1kW 출력으로 공정 변수는 피

드 공  속도의 2m/min  5m/min 조건으로 설정하

고 시편을 제작하 다.

  한 Ti64 GTAW 클래딩 재질 시제품은 2.4mm 

와이어 ERTi-5 (Ti-6Al-4V 합 ) 용 을 사용하

는데, 클래딩 제품은 Fig. 2와 같이 W(50) × L(70) 

× T(7)이며, 이를 통해 Ti-6Al-4V 기  에 GTAW 

클래딩 재질 시편을 제작하 다.

  Ti-6Al-4V 클래딩 재질 시편 미세조직 찰과 경도

값 측정을 하여 3등분 하 는데, FZ와 HAZ 분석을 

하여 Fig. 3과 같이 클래딩 양  부 에서 1번과 2

번 시료를 채취하 고, BM은 간의 3번 시료를 채취

하 다.

  순수 Ti와 Ti-6Al-4V 클래딩 재질의 미세조직은 

학 (OLYMPUS BX51M)  주사 자 미경 (JEOL 

JP/JSM-7500F)을 이용하여 찰하 고 성분은 EDS 

(AMETEK EDAX ELITE)로 분석하 다. 한 시편 

각 미세조직 부 에 한 비커스 경도 (Future Tech 

JP-FM-7)를 측정하 다. 한 각 클래딩 재질에서 sub- 

size 시험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을 변형속도 10-3/sec 

조건에서 시행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순수 Ti (Grade 2)  Ti-6Al-4V (Grade 5)  
인장특성 비교

  순수 Ti와 Ti-6Al-4V GTAW 클래딩 시편에 한 

인장특성은 Table 1,2와 같이 측정되었다. Table 1에

서 Ti 시편의 경우 Ti 클래딩 재질에 요구되는 항복/인

장강도 580MPa/600MPa를 과하는 값이며, 연신률

9시 3시
12 o’clock Welding direction 

Inner & outer diameter welding 
(1Layer)a 

b c 

3 o′clock 9 o′clock 

6 o′clock 

Perpendicular welding

9 o′clock 

12 o’clock Welding direction 

Fig. 1 Prototype of pure Ti GTAW claddin1g 

a 

b 

Fig. 2 Prototype of Ti-6Al-4V GTAW cladding 

a b 

Fig. 3 Specimens taken from prototype of Ti-6Al-4V 
GTAW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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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이상 값으로 측정되어 우수한 재질인 것을 알 

수 있다. 한 Table 2에서 Ti-6Al-4V 시편의 경우 

Ti-6Al-4V 클래딩 재질에 요구되는 항복/인장강도 

900MPa/970MPa를 과하는 값이며, 연신률도 25% 

이상 값으로 측정되어 우수한 재질인 것을 알 수 있다.

3.2 순수 Ti (Grade 2) 기  모재 미세조직

  순수 Ti  Ti-6Al-4V GTAW 클래딩 (공  속도 

2/min  5m/min)을 해 기 은 두 재질 모두 순수 

Ti 재질을 사용하 는데, 기  모재의 미세조직은 Fig. 

4와 같다. Fig. 4에서 미세조직은 α상으로 구성되었는

데 입계의 불순물 지역에 에칭에 의한 흑색 모습이 

찰되며, 입자 크기는 약 25㎛ 정도로 측정된다.

3.3 순수 Ti (Grade 2) 클래딩 미세조직  경도

  순수 Ti GTAW 클래딩의 와이어 피드 공  속도 변

수 (2/min & 5m/min)에 한 치별경도 측정 결과

는 Fig. 5와 같다. 피드 공  속도 2m/min의 Fig. 5 

(a)에서 FZ ①과 ②의 경도값은 243HV  264HV로 

측정되었고, 피드 공  속도 5m/min의 Fig. 5 (b)에

서 FZ (fusion zone) ①과 ②의 경도값은 265HV  

241HV로 측정되어 공 속도나 용 부 치별 경도값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악된다. 한 두 시편의 HAZ 

경도값은 각각 268HV  273HV로 측정되어 FZ와 

HAZ 경도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클래딩 

기 이 되는 모재의 경도는 순수 Ti에 해당하는 152HV

로 측정된다.

  피드 공  속도 2m/min로 제조된 순수 Ti GTAW 

클래딩 시편의 FZ  HAZ 미세조직은 Fig. 6와 같

다. Fig. 6 (a)에서 FZ 평균 입도는 350㎛인 것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FZ의 ①과 ②의 미세조직은 Fig. 6 

(b)  (c)에서와 같이 α-lath 형태의 α/β/α/β… 라멜

라 구조로 구성되는데, Fig. 6에서 흰색의 각형은 α상

이며 α-lath 경계에 형성된 흑색 부 는 β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순수 Ti 용 에서 산소 함량이 많

아지면 조직에 β상이 잔존하고 이것이 응고 냉각 에 

α-lath 경계에 집 하며 Fig. 6와 같은 라멜라의 층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다9,10). FZ 부 인 ①과 ②의 α

-lath 간격은 평균 8㎛와 10㎛로 측정된다. 그리고 

HAZ 부 는 Fig. 6 (d)와 같이 FZ에 비하여 α-lath 

형태가 길고 간격이 작게 찰된다. 즉 HAZ α-lath 

간격은 평균 4㎛로써 FZ에 비하여 반 정도로 간격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pecimen Yield Stress Tensile Stress Elongation

2m/min
625MPa 

(580/670)
655MPa 

(610/700)
22% (22/22)

5m/min
645MPa 

(620/670)
665MPa 

(650/680)
17.5 (22/13)

Table 2 Tensile test properties of Ti-6Al-4V GTAW ma-
terial cladding specimens 

Specimen Yield Stress Tensile Stress Elongation

1 1000MPa 1080MPa 38% 

2 980MPa 1000MPa 25% 

Table 1 Tensile test properties of pure Ti GTAW cladding 
material specimens

a b 

Fig. 4 Microstructures of prototype substrate for pure Ti 
and Ti-6Al-4V GTAW cladding : (a) OM, (b) SEM

a b 

243HV

264HV

268HV

152HV

265HV

241HV

273HV

152HV

Fig. 5 Hardness values of pure Ti GTAW cladding : (a) 
2m/min and (b) 5m/min

a 

FZ FZ

FZ HAZ

b 

c d 

Fig. 6 Microstructures of pure Ti GTAW cladding for 
2m/ min : (a),(b),(c) FZ and (d)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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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비하여 피드 공  속도 5m/min로 제조된 순

수 Ti GTAW 클래딩 시편의 FZ  HAZ 미세조직은 

Fig. 7과 같다. Fig. 7 (a)에서 FZ 평균 입도는 피드 

공  속도 2m/min과 마찬가지로 350㎛인 것으로 측

정된다. 그리고 FZ의 ①과 ②의 미세조직도 피드 공  

속도 2m/min과 유사하게 Fig. 7 (b)  (c)에서와 

같이 라멜라 구조로 구성된다. Fig. 7에서 흰색의 각형

은 α상이며 α-lath 경계에 형성된 흑색 부 는 β상인 

것을 알 수 있다9,10). FZ 부 인 ①과 ②의 α-lath 간격

은 부분 평균 5㎛/9㎛와 5㎛/10㎛이며 체 평균 7㎛

로 측정된다. 그리고 HAZ 부 의 미세조직도 피드 공

 속도 2m/mim과 유사하게 Fig. 7 (d)와 같이 FZ

에 비하여 α-lath 형태가 길고 간격이 작게 찰된다. 

HAZ α-lath 간격은 평균 5㎛로써 평균 7㎛의 FZ에 

비하여 간격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찰로부터 순수 Ti GTAW 클래딩 미세조직

은 피드 공  속도에 크게 향을 받지 않고 α-lath 형

태의 라멜라 층 구조인 것으로 확인된다. α-lath 간

격이 FZ보다 HAZ가 미세한 것은 클래딩 공정 에 

HAZ 부 로부터 모재 방향으로 열 달이 빨랐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세조직 차이가 

경도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3.4 Ti-6Al-4V (Grade 5) 클래딩 마크로 조직 
 경도

  Fig. 3 (b)의 왼쪽 1번과 오른쪽 2번의 마크로 조직 

 경도 값은 Fig. 8과 같다. Fig. 8에서 두 시편의 

클래딩 용  부 는 클래딩 시 열 달 방향인 하부에서 

상부 방향에 한 방향성 응고 조직 구성이 찰된다. 

방향성 조직의 입도는 거의 용 부 FZ 부 를 통하

는 평균 길이(10mm)와 폭(2mm) 정도이며, 형상은 

직사각형 형태를 이룬다. 한 FZ 하부의 HAZ 부 는 

입도 1mm 이하의 등축정 입자로 구성된다.

  클래딩 용  부  별 경도값은 FZ이 396HV/ 421HV

로 측정되며, HAZ는 FZ 쪽과 모재 쪽이 440HV/444HV

와 194HV로 완 하게 구분되어 측정된다. 즉 HAZ 

부  별 경도는 Fig. 8 (b)의 2번 시편에서와 같이 

FZ 쪽 부 의 ②는 444HV이고 모재 쪽 부 의 ③은 

225HV로 모재의 194HV와 유사하게 측정되어 FZ  

BM의 HAZ 부 가 극명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여기에서 FZ 쪽 HAZ 경도값 444HV가 BM 쪽 

HAZ 경도값 225HV보다 높은 것은 FZ의 Ti-6Al-4V 

합  성분이 기 인 BM의 순수 Ti에 비하여 HAZ 쪽

으로 확산되고 고용경화유발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3.5 Ti-6Al-4V (Grade 5) 클래딩 미세조직

  Fig. 3 (b)의 왼쪽 1번 미세조직은 Fig. 9와 같다. 

Fig. 9에서 FZ 부 인 ①과 ②의 경우 α-lath 조직으

로 찰된다. 그런데 FZ 상부인 ① 치는 ② 치보

1 2 

396HV

440HV

196HV

444HV

421HV

225HV

194HV

194HV

a b 

Fig. 8 Macrostructures and hardness values of Ti-6Al-4V 
GTAW cladding : (a) 2m/min and (b) 5m/min

a 

FZ FZ

FZ HAZ

b 

c d 

Fig. 9 Microstructures of Ti-6Al-4V GTAW cladding for 
2m/ min : (a),(b),(c) FZ and (d) HAZ

a 

FZ FZ

FZ HAZ

b 

c d 

Fig. 7 Microstructures of  pure Ti GTAW cladding for 
5m/ min : (a),(b),(c) FZ and (d)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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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ath 간격이 작은데, ② 치의 α-lath 간격은 평균 

1.5㎛인 것으로 측정된다. 한 이 부 의 lath 경계에 

흑색의 β상 형성이 찰된다. FZ line 직상의 ③ 치

에서는 ① 치와 유사한 간격의 α-lath 조직이 찰되

며, 모재에 인 한 HAZ의 ④ 치에서는 α상 기지조

직 입계에 흑색의 β상이 석출한 형태로 찰된다.

  Fig. 3 (b)의 오른쪽 2번 미세조직은 Fig. 10과 같

다. Fig. 10에서 FZ 부 인 ①의 경우 α-lath 조직으

로 찰되는데, lath 간격은 평균 1.6㎛인 것으로 측정

되어 앞의 Fig. 3 (b)의 왼쪽 1번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FZ line 직상의 ② 치에서는 

① 치와 유사한 α-lath 조직이 찰된다. 그런데 FZ 

line 직하인 HAZ의 ③ 치에서는 Fig. 10 (c)와 같

이 α-lath 유사 조직과 상의 석출조직이 공통으로 찰

된다. 이것은 FZ 부근의 HAZ 상부에 용 열이 용융과 

응고 향이 가해진 것으로 보여 진다. 한 모재에 인

한 HAZ의 ④ 치에서는 Fig. 10 (d)와 같이 α상 

기지조직 입계에 흑색의 β상이 석출한 형태로 찰된

다. 이것은 Fig. 3 (b)의 왼쪽 1번 시편과 유사한 미

세조직 구성이다.

 

3.6 순수 Ti 클래딩의 SEM 미세조직  성분 
분석

  순수 Ti GTAW 클래딩 미세조직에 하여 α-lath와 

lath 경계 β상의 형성을 SEM/EDS로 분석하 다. 

Fig. 11에서 미세조직은 α-lath와 lath 경계의 β상 형

성 지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찰되는데, 이러한 α- 

lath와 β상 형성 지역에서 측정되는 성분의 차이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EM/EDS로 측정되는 α- 

lath 화학성분은 Ti-6.64O-0.34Fe이며 β상 형성 지

역 화학성분은 Ti-9.98O-3.25Fe인데, 이것으로부터 

lath 경계의 β상 형성 지역의 불순물인 O  Fe 성분

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SEM/EDS 분석 한

계를 고려하면 산소량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것

으로 보이지만, α상과 β상의 산소 함량은 상 으로 

“α상 < β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Fe는 α상보

다 β상 형성 지역에서 훨씬 많은 양이 검출되어 산소나 

Fe 같은 불순물들이 β상 형성 지역에 집 된 것이 확

인된다. 

3.7 Ti-6Al-4V 클래딩의 SEM 미세조직  성분 
분석

  Ti-6Al-4V GTAW 클래딩 재질 미세조직에 하여 

α-lath와 lath 경계의 β상 형성을 SEM/ EDS로 분석

하 다. Fig. 12에서 미세조직은 순수 Ti와 마찬가지로 

α-lath와 lath 경계의 β상 형성 지역으로 구성된다. α

상 화학성분은 [Ti-5.08Al-3.02V/Ti-5.35Al-3.78V]

a

α-lath 

β area 

O K 

TiK 

FeK

6.29

93.32

0.39

O K 

TiK 

FeK

6.64

93.02

0.34

O K 

TiK 

FeK 

10.74

85.95

3.30

O K  

TiK  

FeK  

9.98

86.77

3.25

Fig. 11 SEM/EDS analysis of pure Ti GTAW cladding

a 

FZ FZ

FZ HAZ

b 

c d 

Fig. 10 Microstructures of  Ti-6Al-4V GTAW cladding 
for 5m/ min : (a),(b),(c) FZ and (d)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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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β상 화학성분은 [Ti-4.49Al-5.18V/Ti-5.0 5Al- 

5.11V]으로 두 상은 V 함량에 차이를 보인다. 이것으

로부터 α-lath 경계에는 β상 형성 원소인 V이 집 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SEM/EDS 분석 결과로부터 클래딩 소재인 

Ti  Ti-6Al-4V 와이어에 포함된 산소와 Fe 같은 불

순물이나 V 같은 용질 원자는 α-lath 경계의 β상 형성 

지역에 집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래딩 소재인 Ti 와이

어 성분 에 Fe는 불순물 수 으로 포함되며 (0.01% 

미만), 산소는 클래딩 용  과정  용융 속에 용해

되어 불순물로 포함된다9,10). 한 Ti-6Al-4V 와이어 

재질의 V은 조성 원소로 포함되는데, 이들 불순물들과 

용질 원소 V은 용융 후 냉각 과정 동안 α상 덴드라이

트의 경계인 인터 덴드라이트에 집 된다. 이것이 α- 

lath 구조이며 α-lath 경계가 불술물 집  지역인 인터 

덴드라이트에 해당한다. 이 때 α상은 순수 Ti 는 

Ti-Al 성분으로 구성되고 β상은 O, Fe 불순물 는 V 

용질 원자 집  성분으로 구성된다.

 

4. 결    론

  1) 순수 Ti GTAW 클래딩에서 FZ (fusion zone) 

 HAZ (heat affected zone) 미세조직은 Pure Ti 

성분의 α상과 불순물인 Fe-rich 성분 β상의 라멜라 

층 조직으로 구성된다.

  2) 순수 Ti GTAW 클래딩에서 라멜라 간격은 5-10㎛ 

폭의 FZ 보다 4-5㎛ 폭의 HAZ 지역이 미세하게 찰

되었는데, 이것은 HAZ 냉각속도가 FZ 보다 빠른 것에 

기인한다.

  3) Ti-6Al-4V GTAW 클래딩에서 FZ의 미세조직은 

V-rich α상과 V-lean β상의 라멜라 조직으로 구성된

다. 라멜라 간격은 1.5㎛ 폭으로 측정된다.

  4) Ti-6Al-4V GTAW 클래딩에서 HAZ미세조직은 

α상 기지조직에 길이 10㎛ 이하 정도의 긴 β상 석출 

조직으로 찰된다.

  5) Ti-6Al-4V GTAW 클래딩에서 FZ/HAZ1/ HAZ2/ 

BM 경도는 421/444/225/194HV 로써 FZ 방향의 

HAZ 경도는 FZ에 비교하여 크지만, 모재 (BM, base 

metal) 경도는 BM에 하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HAZ 경도가 Ti-6Al-4V 성분의 FZ와 

순수 Ti 성분의 BM 확산에 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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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GMAW(Gas Metal Arc Welding) 공정에 펄

스 형태의 류를 인가하여 용  이행을 제어함으로써 

스패터를 이고 용 부의 결함을 최소화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펄스 GMAW 공정은 로

을 이용하여 자동화함으로써 많은 산업 장에 용되고 

있는데 이를 해 필수 인 기술이 용 선을 자동으로 

추 하는 장치이다. 특히 용  시 발생하는 열변형이나 

모재의 치수 오차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용 선을 추

하는 기술이 매우 요하게 된다1-3). 흔히 알려져 있는 

용 선을 추 하는 방법에는 용 부의 형상을 비 으로 

측정하여 보정을 하는 방법과 류  압 신호를 분

석하여 추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에서 류, 압 신

호를 이용하는 아크 센싱 방식은 추가 인 장치가 필요

가 없어 용이 용이하며 특히 빙을 하는 경우에 있

어서 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류, 압신호가 펄스 형태인 경우 형의 형태에 

따라 용 선 추 을 한 신호의 특징이 달라진다. 따

라서 아크 센싱을 해 다양한 형태의 펄스 신호를 측

정하고 데이터 처리를 통해 센서로 사용하기 합한 신

호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GMAW 용 기를 사용하여 펄스용 을 실

시할 경우 용 선 추 을 해 아크 센서로 사용할 수 

있는 합한 신호를 찾아내는데 목 이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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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s Metal Arc Welding (GMAW)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industrial welding methods because it can 
be easily automated. However, during automatic welding it is necessary to trace the weld seam line, because 
the weld line can be improperly formed due to thermal deformation of the weld. In addition, most welding 
machines currently provide complicated pulse current and voltage synergic signals. This makes it essential to 
construct an arc characteristic database for arc seam tracking. In this study, the arc sensing characteristics of 
various pulse modes of the Fronius TPS-320i welding machine were analyzed, and seam tracking performance 
was evaluated. To measure the welding current and voltage, Hall sensor and decompression circuits were con-
structed and data was collected using a PC-based DAQ board. A Labview algorithm was developed to classify 
the measured data into peak, average and base pulse currents and voltag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variation in the width of the current and voltage signals with changes in the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CTWD) was confirmed by regression analysis. The standard deviation was obtained and the SN ratio of each 
peak, average and base data was confirmed. Finally, the average current was determined as the arc seam track-
ing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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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펄스 신호의 피크, 평균, 베이스 값에 한 특징을 

악하고 센서로서 사용하기 해 가장 민감도가 높은 

신호를 선정하고자 한다.

  

2. 펄스 형에 따른 용  이행의 변화
 

  아크 센싱의 기본 원리는 아크의 길이에 따라 용  

류  압이 변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4-6). 아크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아크 압은 낮아지고 용  류

는 상승하게 되며 반 로 아크길이가 길어지면 압이 

커지거나 용  류가 낮아지게 된다. V형 그루 를 가

진 소재에서 빙을 하게 될 경우 모재와 용 와이어 

사이의 거리가 연속 으로 변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아크길이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는 류 값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빙 시 좌측 부분과 우측 부분

의 류/ 압 신호의 면 차를 비교하게 되면 용 선과 

빙의 심이 일치하는지 단할 수 있다7). 이러한 방

식으로 용 선을 추 하는 것을 아크 센싱이라고 한다.

  Fig. 1에 펄스 MIG/MAG 용 에서의 시 직 모드

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에 따른 류 신호 형을 보면 

베이스 류 구간에서 아크를 낮은 력으로 유지하며 

와이어의 끝이 액화되면서 용 이 형성된다. 형성된 용

은 피크 류 구간에서 자기력에 의한 핀치효과에 의

해 분리되어 모재로 이행되게 된다. 이러한 펄스 시

직 모드의 특징으로는 베이스 류의 시간이 길고 피크 

류에서 베이스 류로 향할 때 스패터를 감소시키기 

해 2단계에 걸쳐서 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펄

스 MIG/MAG 용 에서는 아크길이를 일정하게 유지

시켜 용 의 형성과 이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다른 방식의 펄스 형태로는 Fig. 2와 같은 용  

이행 제어 모드를 들 수 있다. 이 방식은 류와 압

을 조 하여 용 이 안정되게 용융풀로 이행될 수 있도

록 아크길이를 감소시킨다. 와이어의 이송속도는 일정

하게 유지하고 류/ 압을 감소시켜 단락되기 시작할 

때까지 아크길이를 감소시킨다. 아크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입열량 한 어든다. 따라서 박  용 에 유리

하며 류/ 압을 제어를 함으로써 스패터를 최소화 시

킬 수 있다.

  세 번째 펄스의 형태로 Fig. 3과 같은 단락 이행 제

어 모드가 있다. 단락이행 모드에서는 단락이 될 때 용

류가 격하게 상승하게 되는데 단락 이행 제어 모

드에서는 단락 이행이 될 때 류의 크기를 속하게 

떨어뜨림으로써 스패터 발생을 최소화 한다. 이러한 방

식은 류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8).

3. 실험 방법
 

  앞서 설명한 세 종류의 펄스 형태에 해 용 선 추

을 한 가장 합한 아크센싱 신호를 선정하는 실험

을 진행하 다. 실험에는 로니우스사의 TPS-320i 용

기와 Yaskwa사의 MH6 용 로 을 사용하 으며 펄

스 모드의 용  류  압을 측정하기 해 샤빈 아

녹스(Chauvin Arnoux)의 홀센서 PAC-22와 감압회

로를 구성하 다9-11). National Instrument사의 DAQ 

보드인 PCI-6221을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받아들

고 이를 분석하기 해 Labview를 이용하여 알고리

즘을 구성하 다.  

[t]

Current

Voltage
[l]

Fig. 1  Pulse MIG/MAG synergic mode

[t]

Current

Voltage
[l]

Fig. 2 Metal transfer control mode

[t]

[l]

Fig. 3 Short circuit contro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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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용 을 할 때 홀센서와 감

압회로에서 용  압과 류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

터는 DAQ 보드를 통해 PC에 입력된다. 그 후 구성된 

Labview 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피크, 평균, 베이

스 류와 압으로 분리한다. 분리된 류, 압 신호

는 회귀분석, 편차비교  SN비 분석을 하게 된다. 

 구성된 Labview 알고리즘에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

정은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a)는 

류, 압을 100 kHz의 샘 링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

하여 그  2000개의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Fig. 

5(b)는 차단 주 수가 1.5 kHz인 디지털 역 통과 

필터(LPF: Low Pass Filter)를 사용한 그래 로 신

호의 노이즈를 최소화 하 다. 필터를 거친 데이터는 구

성한 분류 알고리즘에 따라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피크, 평균, 베이스의 신호로 분류 하게 된다. Labview

의 진폭과 벨 측정 함수를 이용하여 피크와 베이스로 

값을 분리하 다. 그리고 평균 함수를 이용하여 평균값

을 분리하 다. 피크값은 Fig. 5(b)의 2000개 데이터 

 가장 높은 값을 추출하여 Fig. 6의 한 으로 나타

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이스는 가장 낮은 값, 평균

의 경우 모든 값들을 평균한 값을 한 으로 나타내었

다. 그 후 각 데이터들의 편차를 이기 해 10개의 

데이터를 평균하는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Fig. 6(b)

와 같이 나타내었다5).

  의 신호 처리 방법을 바탕으로 용 선 추  신호를 

선정하기 한 실험을 수행 하 으며 용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용  류를 3수 으로 선정하 고 CTWD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변화에 따른 류, 

압 신호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각 류에서 CTWD

를 2mm씩 변화시키며 실험을 진행하 다. CTWD에 

DAQ
board

LabVIEW
algorithm

Signal
analysis

Signal
select

Power
Source

Hall sensor

Fig. 4 Schematic diagram of signal processing with arc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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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Welding current(A) 150, 200, 250

Welding speed(mm/s) 10

CTWD(mm) 10, 12, 14, 16, 18

Ar gas flow rate( /min) 17

Arc length correction 5

Table 1 Welding conditions(Pulse MIG/MAG synergic 
mode)

따라 변하는 류, 압신호의 민감성을 확인하기 하

여 회귀분석을 수행 하 다. 그리고 각 데이터들의 편차

를 확인하고,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SN비 

분석을 진행하 다. 

  SN비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CTWD의 변화에 따라 수집된 피크, 평균, 

베이스 신호 데이터를 선형 회귀분석 했을 때 직선의 

기울기이며 신호 민감도의 척도이다. 는 피크, 평균, 

베이스 데이터의 편차평균이다. 민감도가 크고 편차가 

작은 값이 가장 한 신호로 즉, SN비를 구했을 때 

가장 큰 값이 센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호라

고 단할 수 있다12). 이와 같이 펄스 형의 분류와 

SN비 분석을 통하여 최종 용 선 추  신호를 선정하

다.

  

4. 실험 결과
 

  Fig. 7은 표 으로 펄스 MIG/MAG 시 직 모드

에서 250A의 용  류를 인가하 을 때 CTWD의 변

화에 따른 류, 압신호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회귀

분석 결과 압신호보다는 류신호가 더 CTWD 변화

에 따라 민감하고 신뢰성 높은 신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 후 Fig. 8과 같이 각 데이터들의 편차

를 확인하 다. 가장 표 인 평균 류와 평균 압

에 해서만 나타내었다. Fig. 8 (a)의 류신호를 보

았을 때 민감도에 비해 편차가 굉장히 작은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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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Fig. 8 (b)의 압신호를 보았을 때에는 

민감도에 비해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의 회귀분석 결과와 편차를 바탕으로 

SN비 분석을 진행하 으며 분석 결과를 Fig. 9에 나

타내었다. 펄스 MIG/MAG 시 직 모드에서 200A이

상인 경우에 해서는 평균 류 신호가 가장 SN비 값

이 높게 나타났고 200A이하일 때는 피크 류가 조  

더 높은 SN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 같은 방법으로 용  이행 제어 모드와 단락 이

행 제어 모드의 SN비 분석을 진행하 다. 용  이행 

제어 모드에서 역시 평균 류가 가장 높은 SN비를 나

타냈다. 단락 이행 제어 모드 한 평균 류가 가장 높

은 SN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펄

스 MIG/MAG 시 직 모드, 용  이행 제어 모드, 단

락 이행 제어 모드의 용 선 추  신호로는 평균 류를 

사용하는 것이 합하다고 단된다.

  선정된 평균 류 신호를 바탕으로 빙 용 에서의 

용 선 추  로그램을 제작 하 다. Fig. 10에 보여

 개략도와 같이 빙 심과 모재의 V 심 사이 거리

를 변화시키며 실험을 진행하 다. 시험의 용이성을 

해 V 그루 는 각도 90도를 가지도록 하 으며 빙 

주 수 1Hz, 빙폭 6mm로 설정하여 평균 류 데이

터를 수집하 다. Fig. 11의 그림과 같이 빙 심과 

모재 심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평균 류 A

역의 면 과 B 역의 면 에 차이가  커지게 된

다. 빙 심사이의 거리가 1mm, 2mm일 때 A 역과 

B 역의 면 차를 계산한 결과 면 의 차이가 두 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바탕으로 류면 차를 

구하는 Labview 알고리즘을 Fig. 12와 같이 제작하

다. Fig. 13은 의도 으로 3mm 만큼 용 선 오차를 

주었을 때 류신호의  면 차 그래 를 보여주는 

것으로 (a)는 실제 용 부 사진이고 (b)에서는 A에서 

B를 거쳐 C까지 용 이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좌우면

차이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용

선 오차와 류신호의  면 차이가 선형 으로 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류면 의 차이만큼

을 보정하면 빙용  시 용 선 추 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크길이에 따라 용  류  압이 

변하는 아크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펄스 형태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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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용 선 추 을 한 신호선정에 해 연구하 다. 

신호를 측정하기 해 홀센서  감압회로를 구성하

다. 측정된 신호를 수집  분석하기 해 LabVIEW 

알고리즘을 제작하 다. 측정된 신호는 피크, 베이스, 

평균 3가지로 구분하여 신호를 수집하 다. 

  용  조건은 150A, 200A, 250A로 설정하 고 각 

류 별 CTWD를 2mm씩 변화시키며 비드 용 (BOP)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수 별 회귀분석 결과 펄스 MIG/ 

MAG 시 직 모드, 용  이행 제어 모드, 용 이행 제

어 모드 모두 류 신호가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SN비 

분석을 한 결과 펄스 MIG/MAG 시 직 모드일 때 

200A이하의 구간에서는 피크 류의 SN비가 더 크게 

나타났고 그 이상의 류 구간에서는 평균 류를 사용

할 때 신호의 민감도가 높고 표 편차가 음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SN비 분석을 통해 용  이행 제어 

모드, 단락 이행 제어 모드에서도 평균 류를 용 선 

추  신호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선정된 류신호를 이용하여 빙용 에서의 용 선 

추  알고리즘을 구성하 고 제작된 알고리즘은 용  

심선에서 벗어난 경우에 류 신호의 면 차를 계산

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평균 류신호를 사용하는 경

우 용 선 오차와 류신호의 면 차가 선형 인 계를 

가짐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펄스 MIG/MAG 

시 직 모드, 용  이행 제어 모드, 단락 이행 제어 모드

의 용 선 추  장치 개발에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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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와이어 아크 층 공정 (Wire+Arc additive man-

ufacturing, WAAM) 은 분말 속을 활용하는 공정에 

비해 빠른 층 속도와 렴한 가격으로 주목되어 왔

다. 그러나 상 으로 낮은 형상 정 도, 표면 마감 

불량, 고입열로 인한 잔류 응력  변형 같은 문제 으

로 인해1) 생산 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 다. 그러나, 

CMT (Cold metal transfer) 용  원의 개발과 

GMAW의 원 형에 한 연구가 진행되며 본격 으

로 이를 층에 활용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Kumar 등과2) Park 등은3) AC pulsed GMAW 용

  극성의 방향에 따른 아크의 집 을 분석하고 입

열량과의 계에 해 고찰하 으며, 역극성에서 입열

량이 고 경도 값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일반 인 용 에서는 정극성 아크의 입열 효율이 

역극성인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

근의 몇몇 가변 극성 아크 알루미늄 용  연구에서는 

역극성 비율이 증가할수록 입열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4,5).

  Horgar 등은6) DC GMAW 를 이용하여 와이어 아

크 층을 실시하 으며, 층시편에서 조직의 분석을 

하여 고상계면과 가까운 곳에서 주상정 (Columnar grain) 

이 생성되고, 고상계면에서 멀어질수록 등축정 (Equiaxed 

grain) 이 생성된다고 보고하 다. Zhang 등은7)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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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늄 5183 와이어를 사용하여 층하고, 층 치에 

따른 결정립의 크기와 그에 따른 경도 값을 분석하

다. CMT 로세스를 활용하여 WAAM 공정을 수행하

고, 공정변수에 따른 조직  기계  물성을 비교하는 

연구결과 한 다수 발표되었다8-10). Zhang 등은10) CMT, 

CMT-pulsed 공정을 용하여 시험편을 제작하고, 형

성된 미세 조직을 비교하 다. CMT-pulsed 공정을 

용한 경우에는 주상정 조직과 등축정 조직의 혼합조

직이 확인된 반면, 가변극성 사용이 가능한 CMT-A 

dvanced (Adv.)을 사용한 경우에는 등축정의 비율이 

상 으로 높고 층 방향에 따른 인장응력의 이방성

이 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가변극성을 활용

한 입열량 조 로 최종 층물의 물성을 제어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

과들은 공정 변화에 치 하여 CMT-Adv.의 입열량이 

GMAW 등에 비해 다는 사실을 증명하 을 뿐, 가변

극성 형을 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EP/EN 형의 

비율이 용 특성에 미치는 향은 확인하지 않았다. 해

당연구에서는 가변극성 CMT-Adv. 공정을 용하여 

층을 진행하고 EP/EN의 비율의 변화가 비드형성  

미세조직 구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16 mm 두께의 Al 5083과 1.2 mm 

직경의 Al 5183 와이어를 사용하여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드용 (Bead on plate, BOP)  층 

실험을 실시하 다. 사용한 모재와 와이어의 화학 조성

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가변극성을 부여하기 해 오

스트리아 Fronius 社의 CMT-Adv. 용 기를 사용하

으며, Fig. 1과 같이 작업각이 0°가 되도록 설치하

다. 용 길이는 100 mm으로 고정하 다. Table 2에 

BOP  WAAM을 한 용 조건을 나타내었다. EP/ 

EN 형의 비율(nWEP/EN)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용

을 실시하 으며, 보호가스 (Ar 20 l/min), CTWD 

(15 mm)  AlMg5 (C1515 Adv.) 형을 사용하

여 진행하 다.

  실험에 용한 형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

극과 음극이 교차하는 형을 반복하는데, 한번의 주기 

반복을 1 cycle로 정의하 다. 한 극성에 무 하게 

하나의 형을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1 pulse로 

정의하 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펄스 형의 극

성에 따른 최  류  기  류에는 차이가 존재한

다. 조건에 따라 양극 는 음극의 형을 반복할 수 

있는데, Fig. 3의 시로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cycle

를 구성하는 각 극성의 형 비율을 nWEP/EN으로 정의

Welding  direction

Substrate

Torch

L.D.

N.D.

100 mm

T.D.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CTWD):  15 mm

Work angle: 0˚

Arc

Fig. 1 Experimental setup

Contents
Al 5083, 16 mm

(substrate) 
Al 5183, 1.2mm

(filler wire)

Si 0.40 0.40

Mn 0.4-1.0 0.50-1.0

Cr 0.05-0.25 0.05-0.25

Cu 0.1 0.02

Zn 0.25 0.25

Mg 4.0-4.9 4.3-5.2

Fe 0.4 0.4

Table 2 Welding conditions applied in the BOP welding 
and WAAM

Variables BOP welding Additive manufacturing

Wire feed rate
(m/min)

9 9

Welding speed
(m/min)

0.3, 0.5, 0.7 0.5

EP/EN cycle ratio
(EP:EN)

1:1, 5:5, 10:10, 15:15
25:1, 17:3, 3:17, 1:25

Layer (path) - 5

Interlayer wait 
time (s)

- 2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substrate and filler 
wire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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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
0

(1)

(2)

(3)

(4)

(5)

(6)

(1) Short circuit current [A] 80.0
(2) Peak current [A] 244.0
(3) Droplet detachment current [A] 80.0
(4) EN*_short circuit current [A] 70.0
(5) EN_peak current [A] 176.0
(6) EN_droplet detachment current [A] 70.0

Fig. 2 Schematic diagram of CMT-advanced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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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BOP  층으로 제작된 시험편은 폴리싱 후 에칭

하여 조직  젖음각을 분석하 다. 비드 표면의 거칠

기는 용 방향과 평행하게 시험편을 취한 후, 학

미경으로 분석하여 평균높이를 제시하 다. 비드의 평

균 높이는 용 시작 과 끝 으로부터 10 mm를 제외

하고 임의의 5 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 다. 

경도는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계를 사용하여, 제작된 

층물을 상으로 0.2 mm 간격으로 300 gf의 힘으로 

10 s 유지시간을 설정하여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EP/EN cycle ratio 별 CMT-Adv. BOP 시
편의 단면  거칠기 특성

  EP와 EN의 비율변화에 따른 향을 분석하기 해 

1:25, 3:17, 17:3, 25:1 4가지 조건을 선정하 으

며, 주기 내 형 개수에 따른 향을 보기 해 1:1, 

5:5, 10:10, 15:15 의 조건을 추가로 선정하 다. 

  nWEP/EN 변수에 따른 비드 외   단면 사진을 Fig. 

4와 5에 나타내었다. EN의 비율이 높아지고, 주기 내 

형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비드 외 에 리 이 뚜렷이 

나타났다 (Fig. 4(a), (h)). EP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젖음각의 평균값 한 132.2° 에서 87.7° 까지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확인하 다 (Fig.5 (a) - (d)). 

그러나 주기 내 형개수에 따른 젖음각의 변화는 경향

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Fig. 5 (e) - (h)). EN의 비

율이 증가하면 역극성 구간에서 보다 낮은 입열이 부여

되기 때문에 용 의 온도가 낮아 젖음각이 증가한 반면
6), EP/EN 의 비율을 고정시키고 cycle의 수를 증가

시킨 경우에는 조건간의 입열량이 유사하기 때문에 젖

음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단

된다.

  

t (s)
0

1 Cycle
1 Pulse

Electrode positive

Electrode negative

C
ur

re
nt

 (
A

)

Example

Number of electrode positive pulse in 1 cycle = 3

Number of electrode negative pulse in 1 cycle = 2

EP/EN cycle ratio in 1 pulse (nWEP/EN) 
= positive cycle : negative cycle = 3 : 2

Fig. 3 Definition of EP/EN cycle ratio (nWEP/EN)

  

(a)

(b)

(c)

(d)

(e)

(f)

(g)

(h)

Fig. 4 Bead appearances of BOP specimen according to 
EP/EN cycle ratios (a) 1:25 (b) 3:17 (c) 17:3 (d) 
25:1 (e) 1:1 (f) 5:5 (g) 10:10 and (h) 15:15. The 
wire feed rate and welding speed were 9 m/min 
and 0.5 m/min, respectively

(a) (e)

(b) (f)

(c) (g)

(d)

Fig. 5 Macro sectional images of BOP specimen accord-
ing to the EP/EN cycle ratio; (a) 3:17, (b) 17:3, 
(c) 25:1, (d) 1:1, (e) 5:5, (f) 10:10 and (g) 15:15. 
The wire feed rate and welding speed were 9 
m/min and 0.5 m/min, respectively. The red let-
ters indicate wetting angle between the substrate 
and the depositio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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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별 표면 거칠기를 비교하기 하여 nWEP/EN에 

따른 BOP 시험편의 평균 높이를 측정하여 Fig. 6 (a), 

(b)에 나타내었다. 용 속도가 증가하거나 EP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서 층 높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

되었다. nWEP/EN가 3:17 일 때 평균 높이는 5.0 mm

으로 측정되었으나, 25:1 조건에서는 3.5 mm로 감소

하 다. 표  편차 한 0.24에서 0.03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 다. 반면, nWEP/EN가 1:1 일 때와 15:15 일 

때의 평균 높이가 3.7 mm과 3.9 mm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2 EP/EN cycle ratio 별 CMT-Adv. 층시편의 
단면  거칠기 특성

  층용 을 시행하여 nWEP/EN에 따른 비드외   단

면을 Fig. 7 과 같이 비교하 다. BOP 실험과 마찬가

지로 동일한 8조건의 EP/EN 비율을 사용하 다. 총 

5층을 쌓았으며, 수직 방향에서 바라본 비드 외   

단면형상은 Fig. 7, 8과 같다. EP 의 비율이 증가할수

록 BOP 실험과 마찬가지로 층 높이가 감소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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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verage deposition height for the BOP specimens 
depending on the welding speeds and the EP/EN 
cycle ratios

(a)

(b)

(c)

(d)

(e)

(f)

(g)

Fig. 7 Bead appearances in normal direction for the 
WAAM specimen under the variable EP/EN cy-
cle ratio (a) 3:17, (b) 17:3, (c) 25:1, (d) 1:1, (e) 
5:5, (f) 10:10 and (g) 15:15. The wire feed rate 
and welding speed were 9 m/min and 0.5 m/min, 
respectively

(a) (e)

(b) (f)

(c) (g)

(d)

Fig. 8 Macro sectional images of WAAM specimens ac-
cording to the EP/EN cycle ratio(a) 3:17, (b) 
17:3, (c) 25:1, (d) 1:1, (e) 5:5, (f) 10:10 and (g) 
15:15. The wire feed rate and welding speed were 
9 m/min and 0.5 m/m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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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나타났다. nWEP/EN이 3:17 일 때 19.7 mm, 10:10 

일 때 15.7 mm, 17:3 일 때 13.3 mm, 25:1 일 때 

12.0 mm으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EN 비율의 증가로 

인한 용 의 온도 감소에 의한 효과로 추정된다2,3). 

EP/EN 비율을 고정시키고 주기 내 nWEP/EN을 변화시

키는 경우, 1:1 일 때 16.2 mm, 5:5 일 때 15.3 mm, 

10:10 일 때 15.7 mm, 15:15일 때 15.0mm으로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nWEP/EN가 15:15 인 경

우, 비드 표면의 거칠기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층형상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층시편 측면의 거칠기를 수치화하기 하여 시편 

앙에서부터 1 mm 간격으로 층시편의 비를 측정

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 (a) 에 나타나듯, 

EN 비율이 증가 할수록 평균 비 값은 어들고 층

시편 측벽의 편차 (Δw)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앞선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nWEP/EN가 평균 비와 Δw 

에 미치는 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3.3 EP/EN cycle ratio 별 CMT-Adv. 층 단면 
조직 특성 

  Fang 등에9) 의하여 류 형에 기인한 조직  물

성이 보고된 바 있으나, EP/EN 비율이 미세조직에 미

치는 향은 보고된 바 없다. 층시편의 조직을 확

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nWEP/EN이 3:17 과 25: 

1인 경우, Fig. 10 (a) 와 (b) 와 같이 입열량 차이에 

의해 구성 조직의 차이가 나타났다.

  nWEP/EN이 3:17인 조건에서는 등축 결정립이 층과 

층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Fig. 10 

(a)), 25:1인 조건에서는 주상정의 성장이 확인되었다

(Fig. 10 (b)). 역극성에서는 아크 집 이 와이어로 

이루어져 용융풀 열원 심에서 고액계면까지의 온도구

배가 작고3), 가변극성의 사용으로 인해 용융풀이 교반

되기 때문에 핵생성이 많이 일어나 등축정의 생성이 유리

하기 때문으로 측된다10). nWEP/EN이 1:1 과 15:15인 

경우에도 구성 조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

다. 1:1 조건에서는 주상정이 층과 층사이에 분포하

으나 (Fig. 10 (c)), nWEP/EN이 15:15인 조건에서는 

등축정의 분포가 우세한 것이 찰되었다 (Fig. 10 

(d)). 이를 통해 가변극성으로 인한 용융풀 교반으로 

인한 효과보다, 고액계면에서의 온도구배가 조직형성에 

보다 큰 향을 미침을 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Fig. 11에 제시한 용 방향으로 단

한 시편에서 보다 뚜렷이 찰된다. nWEP/EN이 1:1인 

조건에서는 Fig. 11 (a) 와 같이 결정립의 성장이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지만, 15:15 인 조건에서는 결정

립의 성장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Fig. 11 (b)).

(a) (b)

(c) (d)

Fig. 10 Microstructural images where highlighted in 
Fig. 8. The EP/EN cycle ratio were (a) 3:17 (b) 
25:1, (c) 1:1 (d)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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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verage deposition height for the WAAM speci-
mens with the variable EP/EN cycle ratio The 
wire feed rate of 9 m/min and welding speed of 
0.5 m/min were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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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시편의 경도를 측정하여, Fig. 12에 제시하 다. 

EN 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경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입열량이 감소함에 따라 결정립이 

성장이 억제되기 때문에 미세 경도 값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단된다6). 경도 값의 편차는 주상정 결정립의 

비율이 높은 조건으로 제작한 시험편에서 보다 크게 측정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 을 때, CMT-Advanced 

의 변수  EP/EN Cycle Ratio를 통하여 입열량을 

조 하게 되면 결정립 크기  기계  물성 제어가 가

능할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변극성 아크용 기를 이용하여 알루

미늄 5183의 층에 해 연구하 다. EP/EN 형의 

비율에 따른 비드 외 과 층시편의 표면 거칠기를 

BOP 실험과 층실험을 통해 찰하고자 하 다. 한 

EP/EN 형의 비율이 미세조직과 경도에 미치는 향

에 고찰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EP/EN 비율의 변화가 층시편의 최종 형상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N 의 비율이 증

가할수록 층물의 평균 비 값은 어들고 높이는 증

가하 다. EP/EN 비율에 따라 비드외 의 형상이 다

르게 나타났으나, 비드외 의 높이 편차가 층 시 미

치는 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EN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층 비의 편차 (Δw)가 커져서 

후가공 손실량 이기 해서는 최 화된 형의 설계

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 EP/EN 비율의 변화가 미세조직에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 다. EN 비율이 증가 할수록 등축정의 

비율이 증가하 으며, EP 비율이 증가할수록 층간에 

주상정 결정립의 비율이 증가하 다. 주상정 결정립의 

비율이 증가하면 경도 값의 편차가 커지는 경향이 찰

되어, 균일한 물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등축정의 비율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극성을 강화시킨 조건이 정극성

이 주도 인 조건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기본

연구 (과제번호: 2019R1F1A1057315)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ORCID: Tae-Hyun Lee: http://orcid.org/0000-0003-0010-972X
ORCID: Cheolhee Kim: http://orcid.org/0000-0003-4127-3171
ORCID: Soong Keun Hyun: http://orcid.org/0000-0002-3434-8465
ORCID: Minjung Kang: http://orcid.org/0000-0003-1894-4301

References

1. D. Ding, Z. Pan, D. Cuiuri and H. Li, Wire-feed additive 

(a)

(b)

Fig. 11 Longitudinal macro sectional images of BOP 
specimen using differential EP/EN cycle ratio 
(a) 1:1 and (b) 15:15

3:17 25:1
40

50

60

70

80

H
ar

dn
es

s 
(H

V
)

EP/EN cycle ratio

          (a)

1:1 15:15
40

50

60

70

80

H
ar

dn
es

s 
(H

V
)

EP/EN cycle ratio

          (b)

Fig. 12 Measured average hardness of WAAM samples 
depending on EP/EN cycle ratio. The specimens 
were fabricated under 9 m/min of wire feed rate 
and 0.5 m/min of welding speed condition



황승연․이태 ․김철희․ 승균․강민정

186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8, No. 2, 2020

manufacturing of metal components: technologies, de-
velopments and future interests. Int. J. Adv. Manuf. 
Technol., 81(1-4) (2015) 465-481.
https://doi.org/10.1007/s00170-015-7077-3

2. R. Kumar, U. Dilthey, D. K. Dwivedi and P. K. Ghosh,  
Thin sheet welding of Al 6082 alloy by AC pulse-GMA 
and AC wave pulse-GMA welding. Mater. Des. 30(2) 
(2009) 306-313.
https://doi.org/10.1016/j.matdes.2008.04.073

3. H. J. Park, D. C. Kim, M. J. Kang and S. Rhee, The arc 
phenomenon by the characteristic of EN ratio in AC 
pulse GMAW. Int. J. Adv. Manuf. Technol. 66(5-8) (2012) 
867-875.
https://doi.org/10.1007/s00170-012-4371-1

4. J. Cho, Weldability increase of aluminum by variable po-
larity arc.  J. Weld. Join. 32(1) (2014) 108-111.
https://doi.org/10.5781/JWJ.2014.32.1.108

5. M. A. R. Yarmuch and B. M. Patchett, Variable AC po-
larity GTAW fusion behavior in 5083 aluminum. Weld. 
J. 86(7) (2007) 196.

6. A. Horgar, H. Fostervoll, B. Nyhus, X. Ren, M. Eriksson 
and O. M. Akselsen, Additive manufacturing using 
WAAM with AA5183 wire. J. Mater. Process. Technol. 
259 (2018) 68-74.
https://doi.org/10.1016/j.jmatprotec.2018.04.014

7. B. Zhang, C. Wang, Z. Wang, L. Zhang and Q. Gao,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 Al alloy ER5183 de-
posited by variable polarity cold metal transfer. J. 
Mater. Process. Technol. 267 (2019) 167-176.
https://doi.org/10.1016/j.jmatprotec.2018.12.011

8. B. Cong, R. Ouyang, B. Qi and J. Ding, Influence of 
cold metal transfer process and its heat input on weld 
bead geometry and porosity of aluminum-copper alloy 
welds. Rare Met. Mater. Eng. 45(3) (2016) 606-611.
https://doi.org/10.1016/S1875-5372(16)30080-7

9. X. Fang, L. Zhang, G. Chen, X. Dang, K. Huang, L. 
Wang and B. Lu, Correlations between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5183 alu-
minium alloy fabricated by wire-arc additive manu-
facturing with different arc modes. Materials 11(11) 
(2018) 2075. 
https://doi.org/10.3390/ma11112075

10. C. Zhang, Y. Li, M. Gao and X. Zeng, Wire arc addi-
tive manufacturing of Al-6Mg alloy using variable po-
larity cold metal transfer arc as power source. Mater. 
Sci. Eng. A, 711 (2018) 415-423.
https://doi.org/10.1016/j.msea.2017.11.084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8 No.2(2020) pp187-196
https://doi.org/10.5781/JWJ.2020.38.2.9

1. Introduction

   Submerged arc welding (SAW)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various industries, where thick sheets with long 
welds are involved, e.g. pipe fabrication, ship building 
and pressure vessels. Compared with other welding 
methods, higher rate of deposition is obtained by SAW 
process. It encounters as the main distinguishing feature 
of SAW method1-3). Compared to conventional SAW 
process, using the second (trailing) wire in this process 
(Tandem submerged arc welding) leads to higher pro-
ductivity as a result of more deposition rates4). However, 
the complexity of arc behavior leads the setting of am-
perage and voltage as well as the assembly of nozzles to 
be more sensitive than the ones for conventional single 
wire submerged arc welding (SAW) process. Due to 
strong nonlinearity, numerical simulation promotes the 

adjustment of main parameters in order to optimize the 
resulting HAZ length and the powder consumption.

1.1 Heat affected zone (HAZ)

  Submerged arc welding is one of the main techno-
logical operations in the manufacture process of pipes. 
However, this method has a significant drawback be-
cause of large heat input extends heat affected zone 
(HAZ) and decreases mechanical properties5).
  In fact, the width of HAZ represents the length of a re-
gion in which metallurgical changes as well as micro-
structural evolutions occur. Therefore, controlling the 
length of this region in order to minimize the metal-
lurgical evolutions leads to improve considerably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weld6). Heat affected zone af-
fect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 material as 
the HAZ microstructure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weld joint propertie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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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 certain extent the HAZ size reflects on the grain 
coarsening and toughness; a larger/wider HAZ indicates 
larger grains in the HAZ and thus poor toughness. On 
the other hand, a narrower HAZ indicates a steeper 
thermal gradient and thus a faster cooling rate and 
shorter soaking time and thus finer grain size and better 
toughness8). Few numerical investigations have been 
carried out on modeling of HAZ length in SAW meth-
od, focused only to address the conventional single wire 
submerged arc welding8,9). To the best of the author’s 
knowledge, no attempts have been made until now to 
analyze the effect of main parameters (amperage and 
voltage) of AC current, in conjunction with DC current, 
on the resulting HAZ.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the emphasis is placed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amperage and voltage of DC and AC currents in tandem 
submerged arc welding (TSAW) on the width of HAZ 
and its impact toughness. The results show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width of HAZ and its impact 
toughness. Also, among all parameters, I (DC) plays 
pivotal role regarding both the width of HAZ and its 
impact toughness.

1.2 powder consumption

  In SAW process, the arc is protected by using granular 
powders (flux) consisting of silica, manganese oxide, 
calcium fluoride and other compounds. The thick layer 
of flux covers entirely the molten metal and thus sup-
presses spark, fumes and ultraviolet radiation that are 
typical of Shield metal arc welding (SMAW) process10). 
  Up to now, a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been de-
voted, emphasizing in characterization and optimization 
of parameters affecting SAW process11-13).
  It should be emphasized, however, that few inves-
tigations have been carried out to demonstrate the role 
of parameters influencing the powder consumption in 
SAW process. Moreover, the mentioned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optimization of parameters in sin-
gle-wire SAW process which has limited industrial 
significance. Krishankant et al14) have studied the effect 
of parameters such as amperage, voltage, welding speed 
and wire stick out on the powder consumption in sin-
gle-wire SAW process. The results reveal the voltag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owder consumption. In the 
present paper, Taguchi method has been carried out to 
analyze, for the first time, the influence of the assembly 
(heights, distances and angles) of nozzles on powder 
consumption in TSAW process. Results reveal that noz-
zles' distance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s powder 
consumption is concerned. 

2. Research method

2.1 HAZ

  Fabrication of large-diameter pipes is commonly per-
formed by spiral method. In this process, deformed 
steel coils are spirally welded (as two-side form: in-
ternally and externally). Fig. 1 represents the schematic 
of the external tandem welding for a pipe. In this meth-
od, two feed wires, lead wire and trail wire, are utilized 
independently, operating with DC and AC, respectively. 
However, the deposition of both wires occurs simulta-
neously in one weld pool. The specimens prepared by 
the spiral machine, made by HOESCH Co. (Germany). 
The pipe mill machine capable of producing pipes with 
diameters of 16 to 81 inch and the material grades of 
St37 to X60. Furthermore, a direct current (DC) power 
supply with constant current and also an alternating cur-
rent (AC) power supply made by Lincoln Electric Co. 
were used. The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and 
the specification of the wire and flux are given in Table 
1 and Table 2, respectively. 
  In this study, direct current (DC) and alternating cur-
rent are assumed as the selected variables. Respond sur-
face method (RSM) was used in order to analyze the in-
fluence of input parameters on the width and toughness 
of HAZ. Design of experiment is a structured and or-
ganized method us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
tween the different factors affecting a process and out-
put of that process15).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SAW of a pipe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eel

Fe C Si Mn Al S P

98.9 0.142 0.124 0.610 0.035 0.0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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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Model development
  Design of experiments (DOE) and regression analysis 
helps in retrieving a response for independent input 
parameters. In RSM, the independent input parameters 
can be shown quantitatively by:

  1 2 3( , , ,..., ) ,ny f x x x x     (1)

where ε denotes the error seen in response y and surface 
expressed by f(x1,x2,x3,…,xn) is known as response 
surface. The response can also be shown by graphical 
method in the contours plots or three-dimensional space 
that will help to anticipate shape of response surface.
  RSM suitability is determined with the approximation 
of f.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variables and sur-
face curvature, lack of fit is formed in first order model 
so to improve the optimization process in second-order 
model. An ordinary second order model is given by 

  

2
0 1 1

,
n n n

i i ii i ij i ji i i j
f a a x a x a x x 

  
      

                                 (2)

where, aii denotes the quadratic effect of xi, ai denotes 
the linear effect of xi and aij denotes line to line inter-
action between xi and xj where xi and xj are the design 
variables. This quadratic model allows to locate the re-
gion of optimality besides investigating the entire factor 
space16). Experimental design was performed with 
RSM, utilizing the software of Design Expert. Table 3 
represents various levels of welding variables.
  After the welding process, metallographic and charpy 
V-notch impact specimens were prepared for each trial 

and tested at 0 ℃. The ASTM E23 standard was used to 
prepare the toughness test specimen. The dimensions of 
toughness specimens were 55 × 10 × 10 mm with 2 mm 
deep V-notch. 
  Thorough examination of weld sections was carried 
out using stereoscopy and then the width of HAZ was 
measured by quantitative techniques, performed by 
Image Analyzer. The results are given in Table 4, as 
responses. 
  The travel speed is considered to remain constant at 
1.75 m/min. For all the test samples, other parameters 
such as electrodes angles (0̊ for lead wire and 20̊ for 
trail one) and distances (25 mm) were fixed during 
welding. 
  To ensure proximate fitting by a quadratic model, the 
effectiveness of regression, testing of model coefficients 
and evaluation of lack of fit (LOF), analysis of variance 
(ANOVA) method was used. The principles of this 
method are constructed on the independence and uni-
form distribution of errors.
When the LOF statistics in ANOVA table becomes in-
significant, it means that the related model is trying to 
fit data completely. The model of HAZ length is ex-
pressed by equation (3). 

  HAZ = - 10.53341 + 3.53333 × 10-3 I(DC) + 0.21389
× V(DC) + 1.25 × 10-3 × I(AC) + 0.23056
× V(AC) + 0.97222 × 10-3 × V(DC) × V(AC) (3)

Where I(DC), V(DC), I(AC) and V(AC) denote ampere 
of direct current for lead electrode, voltage of direct 
current for lead electrode, ampere of alternate current 
for trail electrode and voltage of alternate current for 
trail electrode, respectively. This relation is obtained af-
ter the elimination of insignificant terms from the 
analysis. 
  The ability of a model for covering all considered pa-
rameters is defined by mean R2 and R2 adj which is nec-
essary for both of them to be close to each other and 
equal to 100% ideally. Also, predictability of a model to 
forecast new points in experimentation limits is de-

Welding wire Welding Flux

Inside and outside welding Inside and outside welding

Specification No. (SFA) 5.17 Specification No. (SFA) 5.17

AWS No. EM12
AWS No. F7A4

F.No. 6

A.No. 1 Trade name Kavosh joosh co.

Size of welding wire (mm) 3-4
Drying tem. (˚C) NA

Trade name Kavosh joosh co.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wire and flux

Parameters Symbol
Levels

-2 -1 0 1 2

Direct Amp I(DC) 1000 1050 1100 1150 1200

Direct Volt V(DC) 28 31 34 37 40

Alternate Amp I(AC) 400 430 460 490 520

Alternate Volt V(AC) 28 31 34 37 40

Table 3 Various levels of amperage and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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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bed via R2 pre that could be raised up to 100% 
theoretically. PRESS is a quantity that reveals the devi-
ation between the fitted values via model and real 
observations. This deviation should be at minimum. 
Table 6 has summarized the adequacy statistics of the 

Run DC (I) DC (V) AC (I) AC (V) HAZ (mm) Toughness (J)

1 1100.00 28.00 460.00 34.00 2.08 154

2 1100.00 34.00 460.00 34.00 2.06 155

3 1100.00 34.00 460.00 40.00 2.4 127

4 1100.00 34.00 460.00 34.00 1.99 159

5 1050.00 31.00 490.00 37.00 1.97 164

6 1100.00 34.00 460.00 34.00 2.1 145

7 1100.00 34.00 460.00 34.00 2.1 149

8 1150.00 37.00 490.00 31.00 2.36 130

9 1100.00 40.00 460.00 34.00 2.19 142

10 1150.00 37.00 430.00 31.00 2.28 132

11 1150.00 31.00 490.00 31.00 2.1 147

12 1050.00 37.00 490.00 31.00 1.99 162

13 1200.00 34.00 460.00 34.00 2.61 118

14 1050.00 31.00 490.00 31.00 1.88 165

15 1050.00 37.00 430.00 31.00 1.94 164

16 1150.00 31.00 490.00 37.00 2.6 126

17 1100.00 34.00 460.00 34.00 2.26 141

18 1050.00 37.00 490.00 37.00 2.11 145

19 1100.00 34.00 460.00 34.00 2.06 155

20 1100.00 34.00 460.00 28.00 2.02 158

21 1050.00 37.00 430.00 37.00 1.98 164

22 1100.00 34.00 460.00 34.00 2.13 143

23 1150.00 37.00 430.00 37.00 2.29 130

24 1100.00 34.00 400.00 34.00 2.09 151

25 1000.00 34.00 460.00 34.00 1.83 166

26 1050.00 31.00 430.00 31.00 1.78 178

27 1050.00 31.00 430.00 37.00 2.05 157

28 1150.00 31.00 430.00 37.00 2.28 132

29 1100.00 34.00 520.00 34.00 2.2 141

30 1150.00 37.00 490.00 37.00 2.37 129

31 1150.00 31.00 430.00 31.00 2.1 147

Table 5 ANOVA results for HAZ width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Value p-value PCR

Model 1.02 5 0.2 34.66 < 0.0001 -

A-DC (I) 0.75 1 0.75 127.54 < 0.0001 64

B-DC (V) 0.025 1 0.025 4.32 0.0482 2.15

C-AC (I) 0.034 1 0.034 5.75 0.0243 2.9

D-AC (V) 0.16 1 0.16 27.81 < 0.0001 13.7

BD 0.046 1 0.046 7.87 0.0096 3.9

Residual 0.15 25 5.87E-03 - - 12.9

Lack of Fit 0.11 19 5.53E-03 0.79 0.6788 -

Table 4 HAZ design matrix 

R-Squared
Adj. 

R-Squared
Pred. 

R-Squared
Adeq. 

Precision
PRESS

0.87 0.85 0.81 21.84 0.22

Table 6 Model adequacy statistics 



Numerical Model for Powder Consumption, HAZ Width and Toughness in Tandem Submerged Arc Welding 

한용 ․ 합학회지 제38권 제2호, 2020년 4월     191

suggested models. These evidences imply that the pre-
sented models are acceptable reasonably. 

  2.1.2 Data Analyzing 
  According to the percent of contribution (PCR) in ta-
ble 5, calculating by dividing the Sum of Square of each 
term by total Sum of Squares and shows the amount of 
each factor contribution in the response, the largest por-
tion in HAZ length is related to I(DC) which might be 
due to this fact that I(DC) constitutes the largest portion 
of weld volume. Also the effect of V(AC) on the HAZ 
length is more than that of V(DC) and there is an inter-
action between them in Fig. 2.

  Obviously, at low levels of V(AC), V(DC) has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width of HAZ than V(AC). 
The effects of the parameters are shown in Fig. 3.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mperage has a great im-
pact on the width of HAZ, and hence, it seems that de-
creasing of amperage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
duce the mentioned width. However, the main issue 
which arises from the high impact of amperage on the 
characteristics of weld such as weld profile and deposi-
tion rate, is how to decrease the amperage to make min-
imum effect on these aforementioned properties. This 
issue can be satisfied by considering Eq. (4) as a rela-
tion between the deposition rate (kg/h), amperage (A), 
electrode extension (mm) and electrode diameter (mm):

  

2

2
,

I L
MR AI B C

d
  

(4)

where A, B and C are constants. Decreasing the diame-
ter of wire from 4 to 3mm in such a way that the other 
parameters are maintained in Eq. (3) remain constant, 
permits nearly about 25% reduction in amperage value 
while the deposition rate is maintained at a constant 
value. Thus, using a wire with smaller diameter can be 
encountered as a practical way in order to reduce the 
width of HAZ in the tandem method. Fig. 4 displays the 
effect of the parameters on the impact toughness of 
HAZ. 
  As can be expected, all input parameters hav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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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ffect of inputs on HAZ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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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interaction effect of V(DC) × V(AC) on the 
HAZ width; High level of AC (V) and low level 
of AC (V) indicate with red lines and black li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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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toughness which is well consistent with HAZ 
width results. Similar to HAZ width, I (DC) is the most in-
fluential factor regarding HAZ toughness. Consequently, 
as mentioned before,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
tween HAZ expanding and impact toughness where I 
(DC) has a critical role in this arena. 
  The model of impact toughness is expressed by equa-
tion (5). This relation is obtained after the elimination 
of insignificant terms from the analyses.

  Toughness = 584.33513 - 0.26833 × I(DC) - 1.16667 
× V(DC) - 0.077778 × I(AC) - 1.94444
× V(AC) (5)

Where I(DC), V(DC), I(AC) and V(AC) denote ampere 
of direct current for lead electrode, voltage of direct 
current for lead electrode, ampere of alternate current 
for trail electrode and voltage of alternate current for 
trail electrode, respectively

  2.1.3 Optimization
  The final attractive achievement is the suggestion of 

the best parameter setting in order to achieve minimum 
length of HAZ and maximum impact toughness. 
  Desirability function is an efficient method in solving 
RSM multi-characteristics. It uses a transform function 
D(x) that converts values of real observations to a 
non-dimension scalar di. The values of di generally alter 
from 0 to 1 where 0 denotes unacceptable case and 1 
represents the ideal state. Composite desirability is the 
weighted geometrical mean of single desirability for 
each response in multi-response problems. When the 
total desirability is maximized, optimal conditions are 
reached17). Fig. 5 describes the conditional statements 
that have been adjusted to minimize HAZ length. 
  Accordingly, the value of composite desirability is taken 
as 0.944418 which clearly indicates satisfied condition of 
optimization. After optimization, the optimal parameter 
solution for the response is provided as follows

  I (DC) = 1050, V(DC) = 31, I(AC) = 430, V(AC) = 31

  Validation tests based on the results that are previously 
obtained from optimization were performed. The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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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 of inputs on HAZ t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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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age error is the difference between retested values 
and the predicted values by the regression model. It 
means when the errors were diminished, the process 
and its relative response surfaces were reliable to imple-
ment a good reproducibility. The error is shown in 
Table 7 for the responses. The cross section of the weld 
bead obtained by optimal welding parameters is illus-
trated in Fig. 6. 

2.2 Powder consumption

  The assembly of nozzles is another main factor, influ-
encing the weld appearance, weld quality and powder 
consumption in TSAW process. The variation in assem-
bly of nozzles not only affects the amount of powder 
consumption, but also alters the weld profile and quality. 

Thus, it is significant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ad-
justment of distances on various welding parameters. 
  The TSAW process, two wires with DC and AC cur-
rents are utilized in close to each other, to prevent the 
arc blow phenomenon. The former with DC current has 
a major role in determining the penetration depth, while 
the latter with AC current controls the weld appearance. 
It is noteworthy to mention that high welding speeds up 
to 2m/min can be provided by using multi-wire system 
in SAW process. The nozzles in DC welding is usually 
assembled in a vertical form to provide the maximum 
penetration. Thus, in the present study, the vertical con-
stant angle is also considered for DC welding. Moreover, 
the parameters have been considered such that the 
qualified weld achieves in practical TSAW process. 

  2.2.1 Model Development
  The parameters affecting the nozzle assembly and the 
corresponding levels are given in Table 8. 
  Taguchi method was carried out to perform the experi-
ment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orthogonal) array L9, 
the selection of which was introduced by 4 input param-
eters and 3 levels for each parameter. 
  Taguchi method as a robust design process was pro-
posed and developed by Genichi Taguchi, widely used 
to improve engineering productivity. Basically Taguchi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duct, soon 
after its application was extended to other fields. A Full 
Factorial Design requires a large number of experi-
ments and it becomes complex, if the number of factors 
increase. To overcome this problem Taguchi uses a spe-
cial design of orthogonal array to study the entire proc-
ess parameter space with a small number of experi-
ments10). In order to analyze the outcomes, the Taguchi 
method uses a statistical measure of performance called 
signal-to-noise (S/N) ratio. S/N ratio measure the devia-
tion of quality characteristics from desired values, in-
cluding the higher-the-better (HTB), the nominal-the-better 
(NTB) and the lower-the-better (LTB)19,20). The product 
quality can be improved by maximizing the signal to 
noise ratio for the respective product21). The S/N ration 
in Taguchi’s method is obtained by giving formula

  S/N= -10 × log (  ) (6)

  S/N= -10 × log (  ) (7)

1

1

1

1

0.978414

0.911604

0.944418

0.000 0.250 0.500 0.7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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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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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AC)

HAZ

TOUGHNESS

Combined

Fig. 5 Desirability

Table 7 Comparison between actual and optimized re-
sults

Inputs Responses

I(DC) V(DC) I(AC) V(AC) HAZ Toughness

Predicted
1050 31 430 31

1.79 173

Retested 1.82 178

Error 1.7% 2.9%

Fig. 6 The details of the cross section for the optimal 
welding

Parameters Level 1 Level 2 Level 3

Nozzles distance 20 23 26

AC stick out 18 22 26

DC stick out 18 22 26

AC angle 20 25 30

Table 8 Input parameters and thei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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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Yi and n are the ith observed value of response 
and average value of observed response. “Smaller the 
better approach” (equation (6)) is followed for the re-
sponse parameter which we desire to be minimum and 
“larger the better approach” (equation (7)) is followed 
for response parameter which we need to be max-
imum18). 
  Based on the type of solution, which is the amount of 
the welding powder consumption, the aim is defined as 
minimizing this consumption, where S/N ratio is ob-
tained via Eq. (6). The powder consumption in experi-
ments is given in Table 9. 
  To illustrate the effect of each adjusted parameters on 
powder consumption, variance analysis was performed 
(Table 10).
  As depicted in Table 10, the variables of nozzle dis-
tance and angle of AC wire are the most effective pa-
rameters to determine the powder consumption. Indeed, 
the influence of input parameters on the amount of con-
sumption is depicted in Table 11.

  Two coefficient of R-sq = 97.93% and R-sq(adj) = 
91.72% confirm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model in 
experimental space. 

  2.2.2 Data Analyzing
  One of the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is research, 
can be encountered as preparing the samples in shop 
(practical) conditions such that the specimens were pre-
pared from the pipes with diameter of 1622 mm and the 
thickness of 14.27 mm. The welding Characteristics is 
shown in Table 12.   
  As shown in Table 11, three input parameters includ-
ing nozzle distances, AC angle and AC height have the 
greatest effect on powder consumption, respectively. 
Fig. 7 represents the effect of input parameters on S/N 
ratio. The S/N ratio is a combination of both average 
and variance of response and we need those levels of 
inputs whose S/N ratios are maximum in order to mini-
mize powder consumption. Consequently, according to 
Fig. 7, minimum amount of powder consumption can 
be obtained by adjustment of nozzles as follows

  Distance = 20 (mm),  AC Stick out = 26 (mm),  
AC Angle = 20̊ 

  Regarding the nozzles setting in the TSAW, there are 
some pragmatic points which should be addressed 
accordingly. Increasing the nozzle distance, extends the 
bead width, accompanied by consumption of more 
powder to protect the weld. As far as the adjustment of 
nozzle distance in the TSAW is concerned, it is neces-
sary to mention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nozzle dis-
tance on profile and quality of the final weld, such that 

Distance AC 
Stick out

DC 
Stick out

AC 
Angle

Flux 
consumption (gr)

20 18 18 20 70.35

20 22 22 25 77.4

20 26 26 30 75.7

23 18 22 30 91.5

23 22 26 20 77.9

23 26 18 25 85.9

26 18 26 25 94.35

26 22 18 30 100.6

26 26 22 20 65.79

Table 10 ANOVA results for powder consumption for S/N 

Source DF Sum of 
squares

Adj. Sum 
of squares

Adj. Mean 
Square F P

Distance 2 4.7694 4.7694 2.38469 41.7 0.023

AC stick out 2 0.4217 0.4217 0.21086 3.69 0.213

AC angle 2 3.0287 3.0287 1.51437 26.48 0.036

Residual error 2 0.1144 0.1144 0.05718 - -

Total 8 8.3342 - - - -

Table 11 Rank of inputs on the response

Level Distance AC stick out AC angle

1 -37.43 -38.56 -37.6

2 -38.58 -38.55 -38.65

3 -39.19 -38.1 -38.95

Delta 1.76 0.46 1.35

Rank 1 3 2

Table 9 The values of experim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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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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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1.1Amp. Vol. Amp.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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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ffect of inputs on S/N ratio

Table 12 Weld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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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this distance leads to extend the bead width 
and also decrease the weld height. However, it is essen-
tial to adjust the mentioned distance to prevent the for-
mation of distinct two weld pools which in turn results 
an irregular weld line and probable weld defects such as 
porosity. On the other hand, the decrease in the distance 
of nozzles leads to decrease the weld width, whereas 
the height of weld reinforcement increases. 

3. Conclusion

  TSAW is encountered as a complex process when 
compared with conventional SAW, emphasizing the 
sensitivity of the adjustment of main parameters. In this 
research impact toughness and the width of heat af-
fected zone as well as powder consumption in tandem 
submerged arc welding (TSAW) process has been ex-
perimentally scrutinized. The direct voltage V(DC), al-
ternating voltage V(AC), direct amp I(DC), alternating 
amp I(AC), nozzles distance, stick out as well as noz-
zles angles were considered as input parameters during 
the external welding of a spiral steel pipe. In order to 
discern the effect of the aforementioned input parame-
ters and finding those settings causing impact toughness 
become maximized and HAZ width and powder con-
sumption to be minimized, respond surface modeling 
and Taguchi method have been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ccordingly:
  • I(DC) is the most influential parameter as far as im-

pact toughness and HAZ width are concerned; by in-
creasing I(DC), HAZ width considerably increases 
while impact toughness tend to decrease. 

  • There is a clear connection between HAZ width and 
impact toughness of HAZ; by increasing HAZ width, 
impact toughness decrease.  

  •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I(DC) and con-
sequently HAZ width would be using SAW wires 
with smaller diameters. 

  • As can be seen, there is an interaction between V(DC) 
and V(AC) so that the effect of V(DC) on increasing 
the width of the HAZ is apparently higher at low lev-
el of V(AC). 

  • Regarding the width of the HAZ, the influence of 
I(DC) is undoubtedly greater than I(AC). Conversely, 
V(AC) seems to be more influential in comparison 
with V(DC). 

  • As can be expected, similar to single wire, current 
has no effect on the consumption of powder in the 
tandem method. 

     With regard to the nozzles setting, nozzles distance 
in addition to AC nozzle angle play pivotal role in 
the powder consumption, such that it rises with in-
creasing both mentioned parameters.

  • AC wire stick out has a greater effect on the powder 
consumption than that of DC one. By increasing the 
wires stick out, the powder consumption decreases 
gradually. 

  • Generally, all the changes increasing the weld width, 
will increase the powde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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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GE Aviation의 Fuel Nozzle을 3D 린  기술 

양산 체제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속 3D 린 에 

한 산업계 용이 실화 되며 새로운 공법에 한 

불안, 불신이 조 씩 사라지고 있다1-3). 하지만 제조불

량이 생산 단가와 기업 수익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제조 산업계에서는 3D 린터 제조사에 린  공정 

신뢰성에 해 명확한 보장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DED 금속 3차원 프린팅의 레이저 파워 피드백 제어에 따른 

적층 물성 연구  

김지언*․김지성**․이  호**․박민규***․김성욱****․신성선*****․황 호*****,†․김 덕*****,******,†

*한국폴리텍 학 청주캠퍼스 메카트로닉스과
**경북 학교 공과 학 기계공학부

*** 남이공 학교 기계계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산업소재연구그룹
*****경북 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경북 학교 공과 학 자공학부

Effect of Laser Power Feedback Control on Mechanical Properties of Stainless Steel Part 

Built by Direct Energy Deposition 

ChiYen Kim*, JiSung Kim**, Ho Lee**, MinKyu Park***, SungWook Kim****,

SeongSeon Shin*****, JunHo Hwang*****,† and HyunDeok Kim*****,******,† 

*Department of Mechatronics, Korea Polytechnics, Cheongju, 28590, Korea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yungpook Nat. Univ., Daegu, 41566, Korea

***Division of Mechanical Engineering, Yeungnam Univ. Col., Daegu, 42415, Korea
****Materials Solution Research Group,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 Technology, Pohang, 37673, Korea

*****Institute for Nanophotonics Application, Kyungpook Nat’l Univ., Daegu, 41566, Korea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Kyungpook Nat. Univ., Daegu, 41566, Korea

†Corresponding author : hdkim@knu.ac.kr, hjh@iact.or.kr

(Received January 3, 2020 ; Revised February 3, 2020 ; Accepted February 24, 2020)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laser power feedback control by measuring the melting 
pool size and temperature in the 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of SUS316L, to identify the effect of a
conventional melting pool monitoring system on 3D metal printing performance. In the study, a CLAMIR 
was used on a developing 3D metal printer to control the laser beam power by measuring the size and 
temperature of the melting pool using an IR camera. Test parts were built from same CAD model but un-
der different conditions, specifically, with CLAMIR on and off. The parts were investigated three ways: by 
3D scanning to measure geometric errors, CT scanning to look into pore creation and distribution, and ten-
sile tests to analyze mechanic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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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는 PBF(Powder Bed Fusion)방식의 속 3D

린터 제조사를 심으로 용 린  공정 모니터링 시

스템 개발로 이어져, EOS사의 EOSTATE, Concept 

Laser사의 QM 시리즈 시스템 그리고 SLM Solutions

의 Melting pool monitoring system 외 여러 시스

템들을 제품화 하여 공 하고 있다. 한 이러한 산업

계의 모니터링 제품 출시 이 부터 학계를 심으로 다

양한 3D 린  방식 각각에 특징 인 공정 모니터링 

기법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다4,5). 본 연구는 재 DED 

방식의 속 3D 린  시스템을 개발 에 있으며 공

정 신뢰성을 해 용한 모니터링 기법을 계속 연구 

에 있지만, DED 방식 속 3D 린 의 모니터링 

기법은 아직까지 멜 풀에 한정되어 있고, DED 속 

3D 린 에 한 체 인 연구도 부분 DED 방식 

출력물의 용 사례나 소재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6-9). 우선 본 연구는 모니터링 기법의 용에 한 

기  연구로 이  출력의 실시간 모니터링  출력제

어 시스템의 용 유무에 따른 공정 성능의 기본 인 

개선을 비교 연구하 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종

에 용 이나 클래딩에서 사용하는 일반 인 모니터링 제

어 장치로서, 멜 풀의 치  크기 출력을 IR 이미지 

센서로 측정하고 임계치를 기 으로 일정 크기나 온도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출력단에 되먹임 신호(Feedback)

로 사용하여 헤더 이송 속도 제어를 통해 모재부에 

달되는 출력에 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이러한 

에 지 출력 제어가 DED 공정에서 얼마나 출력 품질

의 개선으로 나타나는지를 본 논문에서 규명하고자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멜 풀 모니터링 센서 에 하나

인 ClamIR의 용 유무에 따라 내부 결함과 기계  

물성  CAD 모델과의 일치도 등 종합 인 비교 평가

를 통해 DED 장비에서 기존 클래딩용 센서의 용에 

따른 공정 개선을 실험 으로 분석하 다. 본 논문 2장

에서는 재 개발 인 DED 속 린  시스템과 공

정 제어 모니터링 ClamIR 시스템을 소개하고, 3장에

서는 비교 평가 연구를 한 실험 방법을 설명하 으

며, 4장에서는 실험 결과와 분석을 기술하 고, 5장에

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 다.  

  

2. DED Metal 3D printing

2.1 DED 속 3D 린  시스템

  DED 타입의 3D 속 린  공정은 다른 방식들 

보다 층 속도가 빠르고, 사용 소재의 제약이 덜하며, 

공정  소재 치환이 쉽고, 층 공간이나 자세가 자유

로워 형 제품 제작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

히 이  기반의 경우 쉴딩 가스를 통해 툴 헤더 안에

서 산소차폐가 되어 툴 단 로 제작이 되어 기존 공작 기

계에 툴 옵션으로 장착이 가능한 장 이 있다. 하지만, 

PBF(Powder Bed Fusion)나 BJ(Binder Jetting) 

방식에 비해 정 성이 떨어져 후가공이 필요하고, 외기 

온도와 층물의 형태  치에 따라 열응력 분포가 

불규칙하며, 변형 등의 단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

존 공작 부품이나 손 부 에 직  층제조가 가능하

고, 공작기계에 툴 체인  형태의 용이 쉬워 산업 제

조툴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재 치환

이 쉬워 이종소재 층을 통한 제조물의 기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 자동차, 항공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 제조 툴로써

의 가치가 높아 본 연구에서는 재 Fig. 2와 같이 DED 

3D 린  시스템을 개발 에 있다. (DED System 

: DE&T사 제작, 이  : 4kW  nLight 장비, 장 : 

1068㎚, 코어 사이즈 : 50㎛)

2.2 Melting Pool Monitoring System

  속 3D 린 의 DED 방식도 클래딩 방식 에 

하나이다. 로세서를 자세히 보면, 이 , 혹은 자

빔을 통한 열에 지가 모재에 멜 풀을 생성하고 공

Fig. 1 Additively manufacured fuel nozzle tip (GE avia-
tion, auburn, alabama, USA)3) Fig. 2 DE&T DED 3D metal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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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멜 풀에 혼합됨과 동시에 냉각을 거쳐 융합되

는 일련의 상변환 사이클을 CAD 모델을 기반으로 결

정된 툴 경로를 따라 연속 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 따라 층 상태 측이나 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고, 모델들이나 센싱 기

술이 연구되고 있다10,11). 본 연구에서는 클래딩용 출력 

제어 시스템인 ClamIR을 개발 인 DED 속 린

 공정에 용하여 에 지 출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

여 허용 바운더리 안에서 출력을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ClamIR 시스템은 스페인 New Infrared Technolo- 

gies, S.L.사의 제품으로 Fig. 3과 같이 고속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1,000 frame/sec의 속도로 픽셀당 

열에 지 값을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이  워를 측

정한다.12) 측정된 데이터를 신호화한 후 이  출력단

에 피드벡 시켜 이  출력을 조 하거나 린  속도

를 제어함으로써 Melt pool의 폭과 온도를 공정 라미

터 조건 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원리이다. 

  한, 제어메커니즘 측면에서 에 지 벨과 멜 풀

의 사이징은 이미지 로세싱으로 획득할 수 있는 데이

터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  에 지를 코스트 함수화

한 실시값 정보를 기반으로 이  출력  이동 속도

를 가감하는 방식의 구동을 용하고 있다

3. 실험방법

3.1 실험 방법

  출력하고자 하는 상 물체의 CAD 모델이 항상 변

하고, 한 층 공정 동안 치와 이  층으로 인한 

남아있는 잠열  오 된 외부 온도, 공  소재와 쉴딩 

가스의 냉각 효과 등 치와 시간, 툴링 방향에 따라 

생성하고자 하는 멜 풀의 기 조건이 다 다르고 불규

칙하다. 따라서 동일한 이  출력 공 은 결국 멜

풀의 생성의 불규칙성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개발 시스템에서는 멜 풀의 크기와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ClamIR 시스템을 용하고 있다. 하지

만 표면 인 동작에서는 이러한 멜 풀 모니터링  출

력 제어 동작이 쉽게 에 띄지 않으며 출력 완료 시

에는 DED 방식의 문제 인 낮은 resolution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경우 외형상 개선 이나 특징 을 찾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멜 풀의 제어가 층 출력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동일 크기의 시편을 ClamIR 

작동 유무에 따라 각기 제작하고 형상 오차뿐만 아니

라, CT 촬 을 통한 내부 공극 분포, 인장에 따른 기

계  물성 변화 등을 비교 평가 하 다. 

3.2 실험 용

3.2.1 ClamIR on/off에 따른 출력

  본 연구에서는 멜 풀 기반 이  출력 제어시스템

인 ClamIR의 유무에 따른 비교 평가를 수행하기 해 

Fig. 4와 같이 ASTM E8/E8M에 규정된 3차원 린

 인장 표  시편 모델로 디자인하고 출력 크기를 

100㎜ 길이에 15㎜ 높이로 출력하 다13). SUS316L 

우더를 린  소재로 사용하 으며, 순수 출력 소요시

간은 약 100분이었다. Fig. 5는 시편 출력 모습이며, 

Fig. 6은 출력된 두 비교시편을 보여 다.

  3.2.2 출력물 시험평가

  Fig. 6은 출력 결과물을 분석 이 에 Raw상태로 보

여주기 한 제시이며, 정량 인 부분은 4장 Fig. 8과 

같이 3차원 스캐닝부터 정성  정량 으로 상세히 설명

을 하고 있다. 먼 , 3D 스캐 (ATOS ScanBox 6130, 

GOM, 독일)로 촬 하여 형상 정  오차를 측정하

고, 바닥 베이스 이트를 와이어 컷 으로 분리한 

후, 마이크로 CT 장비(SKYSCAN 1173, Bruker, 미

국)로 각각의 시편을 촬 하여 Fig. 7과 같은 단면 촬

 

Fig. 4 Experimetal test coupon CAD model

Melt-pool width 
(control parameter)

Real-time laser control 
(analog output)

Real-time 
infrared 

image

Fig. 3 Operation feature of CLAMIR(NI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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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치별로 수집하 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심부를 기 으로 두께 2.6㎜로 flat dog bone shape 

시편을 잘라 인장 시험기(ST1001, SALT, 한국)에서 

인장 실험을 수행하 다.

4. 실험 결과고찰 

4.1 Geometric Analysis

  Fig. 8은 출력된 린  시편을 Fig. 6의 상태로 3

차원 스캐 를 사용하여 촬 한 결과에 Fig. 4에 제시

한 시편 캐드 모델을 덮어 각각의 형상 오차를 가시

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든 결과 그림이다. 100㎜의 길

이 방향  27개의 지 에 한 높이값을 기 으로 평

균값을 보면, ClamIR을 동작 시켰을 때 15.80㎜로 원

래 높이 15㎜와 0.8㎜오차로 약간 높게 층되었고, 반

로 작동 없이 했을 경우 13.779㎜로 상 으로 많

은 오차가 발생하며 으로 흘러 퍼지는 붕괴 상이 나

타났다. 이  출력 과다와 내부 기공층의 발생 등으

로 나타난 상으로 상된다.

4.2 CT Analysis

  내부의 기공(pore)에 한 분석을 해 시편을 CT 

촬 을 하 고, Fig. 7과 같이 시편을 100㎜ 길이 방

향으로 1㎜ 간격으로 100개의 CT 단층 촬  상을 

추출하 다. 각 이미지에서 이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공을 찾아 Fig. 7에서 표시된 바닥면 에서 pore 

가 있는 지 까지의 높이와 체 기공의 크기를 픽셀단

로 측정하여 두 가지의 결과 그래 를 도출하 다. 

Fig. 9는 각 단층 상에서 기공까지의 높이를 체크한 

것으로 ClamIR on/off 상태를 보여 다. Fig. 10은 

Fig. 5  Building feature of experimetal test coupon w/o 
laser power control using CLAMIR 

(a) CLAMIR on

(b) CLAMIR off

Fig. 6  Printed parts

Fig. 7 CT image of test part(built with CLAMIR OFF)

(a) CLAMIR on 

(b) CLAMIR off

Fig. 8 3D scan image of test parts with original CA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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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 에서의 기공의 면 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결과를 보면, ClamIR on 상태에서도 기공이 

발생하는 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출력 조 의 유무에 

따라 내부 기공의 발생 빈도와 발생양의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특히 출력에 한 제어가 없을 시,  이어 

 역에 고르게 기공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 시작 지 에서 바닥면 베이스 이트가 상온인 

시 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지 에서의 속한 

열변형에 기인한 것으로 기공층의 발생이 두 경우 모두 

발생은 하 는데, 층이 높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직  

층에 의해 기 부의 온도가 올라 출력 제어가 될 경

우는 안정 인 층으로 기공 발생빈도가 확연히 어

들고, 층이 올라갈수록 기공 발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력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

면에서의 불완 한 층으로 많은 기공이 발생하 고, 

불안정한 층에 의한 형상오차, 즉 측면으로의 퍼짐에 

의해 층 높이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툴과 기

부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거리간격이 불규칙하게 

되었고, ClamIR 센서를 꺼놓은 상태이기에 멜 풀의 

온도 상태를 측정할 수 없지만 과열되거나 혹은 목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났

을 것으로 단된다. 특히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기공

의 분포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쪽 면에서는 많은 기공의 분포로 물성치가 약

해질 것으로 상이 된다. 

4.3 Tensile Test Analysis

  CT 촬 을 마친 시편을 바닥면에서 약 4㎜ 지 에서 

두께 2.6㎜로 평면 시험 쿠폰으로 추출하 다. ClamIR

을 통한 출력 제어 유무 모든 이스에서 4㎜ 지 에서

는 Fig. 9와 같이 기공층이 발생하 고 시편 표면에 이

러한 기공이 편상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Fig. 11에서 보여주는 인장 시험 결

과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그래 가 제어가 되지 않은 

이스로 800Kgf도 미치지 못하고 단되었으며, 인장 

변 가 크게 나온 것으로 볼 때 멜 풀이 과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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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ore distribution measurements of test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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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ore area measurements of test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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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ractured feature of tensile test coupons: test 
coupon 1(top) and test coupon 2(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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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속 3D 린 용 DED 시스템을 개발 

이며 본 연구논문에서는 ClamIR 장치의 용에 따

른 층 성능과 물성 거동을 규명하고자 시스템 용 

여부에 따라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이  기반 

DED 린  시스템이 속 3D 린 을 할 때 생성

되는 멜 풀의 크기와 온도를 ClamIR을 사용하여 일

정하게 유지시켜 이  출력을 제어하는 경우와 단순

히 정해진 고정 출력과 층 가공 경로를 따라 개루  

제어를 한 것이 육안으로 뚜렷한 구분이 되지는 못했지

만, 본 연구에서 형상 측정과 CT 촬 을 통한 내부 분

석  인장실험을 통한 기계 물성 평가 등 3가지 실험 

평가를 통해 뚜렷한 출력 품질 성능의 차이를 악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상을 확인하 다.  

  1) 멜 풀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형상 오차를 일 

수 있었고, 출력 제어가 없을 경우 높이에 따른 오차가 

크게 발생하 다. 

  2) 멜 풀 상태 모니터링 없이 일정한 이  출력과 

궤  제어는 많은 기공이 발생하 고 특히 이어 사이

에서 불규칙하게 기공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 다. 

  3) 인장실험 결과 이  출력 피드백 기능 용 시 

기공 발생량이 감소하 으며 이로 인해 층품질, 특히 

인장강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감사의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DED  PBF 방식

의 속 3D 린  공정품질 향상을 한 모니터링 기

법  소 트웨어 개발」과제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

문인력역량강화사업(P0002007)」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ORCID: ChiYen Kim: https://orcid.org/0000-0003-4765-6851
ORCID: JiSung Kim: https://orcid.org/0000-0001-8413-8610
ORCID: Ho Lee: https://orcid.org/0000-0001-6228-7105
ORCID: MinKyu Park: https://orcid.org/0000-0001-6855-1966
ORCID: SungWook Kim: https://orcid.org/0000-0002-9682-4674
ORCID: SeongSeon Shin: http://orcid.org/0000-0001-5692-9183
ORCID: JunHo Hwang: https://orcid.org/0000-0002-6406-4770
ORCID: HyunDeok Kim: https://orcid.org/0000-0002-3195-5438

References

1. P. Michael, 3D Printed Jet Engine certified for use, GE 
CONCEPT Laser Deal Update, 3D Printing Industry 
new, Aerospace, December 23, 2016, [Online], Available.
https://3dprintingindustry.com/news/3d-printed-jet-en-
gine-certified-use-ge-concept-laser-deal-update- 

101792/ 
2. GE Additive, New manufacturing milestone: 30,000 ad-

ditive fuel nozzles, GE Addtive Stories, October 04, 
2018, [Online],Available.
https://www.ge.com/additive/stories/new-manufactur-
ing-milestone-30000-additive-fuel-nozzles 

3. J.H. Hwang, S.S. Shin, G.I. Jung, S.W. Kim and H.D. 
Kim,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ser Deposition 
Surface and Cross-section, J. Weld. Join. 34(4) (2016) 
17-22.
https://doi.org/10.5781/JWJ.2016.34.4.17 

4. Z. Y. Chua, I. H. Ahn and S. K. Moon, Process monitor-
ing and inspection systems in metal additive manu-
facturing: Status and applications, Int. J. Precis. Eng.nd 
Manuf. -Green Technol. 4(2) (2017) 235-245.
https://doi.org/10.1007/s40684-017-0029-7 

5. Q. Y. Lu and C. H. Wong, Additive manufacturing proc-
ess monitoring and control by non-destructive testing 
techniques: challenges and in-process monitoring, Virtual 
and Phys. Prototyp. 13(2) (2018) 39-48. 
https://doi.org/10.1080/17452759.2017.1351201

6. W. Kim, M. Hong, Y. Kim, C. H. Suh, J. Lee, S. Lee and J. 
H. Sung, Effects and Application Cases of Injection Molds 
by using DED type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J. 
Weld. Join. 32(4) (2014) 10-14.
https://doi.org/10.5781/JWJ.2014.32.4.10 

7. D. S. Shim, G. Y. Baek, J. S. Seo, G. Y. Shin, K. P. Kim, 
K. Y. Lee, Effect of layer thickness setting on deposition 
characteristics in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proc-
ess, Opt & Laser Technol. 86 (2016) 69-78.
https://doi.org/10.1016/j.optlastec.2016.07.001

8. J.H. Hwang, S.S. Shin, J.H. Lee, G.I. Jung, S.W. Kim 
and H.D. Kim, A Study on Surface and Cross-section 
Properties Depending on the Process Parameters of 
Laser Deposition with Metal Powder(SUS316L and 
IN718), J. Weld. Join. 35(3) (2017) 28-34.

9. D. S. Shim, G.Y. Baek, and E. M. Lee, Effect of sub-
strate preheating by induction heater on direct energy 
deposition of AISI M4 powder, Mater Sci. Eng. A. 682 
(2017) 550-562.
https://doi.org/10.1016/j.msea.2016.11.029

10. D. Y. You, X. D. Gao and S. Katayama, Review of la-
ser welding monitoring, Sci Ttechnol Weld Join. 19(3) 
(2014) 181-201.
https://doi.org/10.1179/1362171813y.0000000180

11. J. H. Yoon, Y. M. Lee, S. C. Shin and H. W. Choi, A 
Study on Welding Process Algorithm through Real-time 
Current Waveform Analysis, J. Weld. Join. 33(4) (2015) 
824-829.
http://dx.doi.org/10.5781/JWJ.2015.33.4.24

12. CLAMIR, datasheet, [online] Available.
https://www.clamir.com/wp-content/uploads/2017/ 
07/CLAMIR-datasheet.pdf

13. ASTM E8/E 8M-08, Standard Test methods for Tension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2018).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8 No.2(2020) pp203-210
https://doi.org/10.5781/JWJ.2020.38.2.11

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CO2 배출,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

경 규제로 인하여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연비 개선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1). CO2 배출 감  연비 

향상을 해서는 차체 경량화 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차체 경량화를 해서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섬유 강

화 복합재료 등의 다양한 경량 소재의 용이 필수 이

다2). 특히 알루미늄 합 은 주철이나 강철에 비해 체 

량의 40-60 % 감소 효과가 있고 경제 , 생산 인 

측면에서의 용 가능성이 높은 소재이다. 이로 인해, 

차체 용  다양한 차체부품의 양산 에 알루미늄 합

 용에 한 검토가 증가하고 있다3). 실제로 유럽 

선진사의 경우, Audi A8, A6  A2 모델, Jaguar 

XK  XJ 등의 차종에 하여 차체부품에 알루미늄 

합 을 용하고 있는 추세이다4).

  알루미늄 합 은 강(Steel)에 비하여 열 도성과 

  

알루미늄 6014 - T4 합금의 저항 점 용접에서

예비 통전이 너겟 성장 및 용접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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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growth behavior of nugget and button diameter according to pre-welding conditions 
was investigated using dynamic resistance behavior in resistance spot welding. In the single welding con-
dition, the nugget was generated when the welding current was stronger than 15 kA. When the current 
was increased to more than 35 kA, the shape of the nugget was unbalanced because the Peltier effect in 
resistance welding was too strong. With multi-welding using the pre-welding condition, the nugget diameter 
was reduced and melting was concentrated in the center, compared to the single-welding condition. This oc-
curs because it plays a role in the lowering of surface resistance and the extension of the conduction area at 
the faying surface by breaking-down the oxid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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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성이 3 배 이상 높고, 용  시 집 된 응력 발

생으로 인해 열 변형에 취약하다. 이로 인해, 강재의 

항  용  공정에 비해 높은 류와 가압력, 짧은 

통 시간의 용 조건이 요구되며, 용  시에 열량균형

(Heat balance)을 고려하여 평 극(Flat type 

electrode)이 사용되어야 한다5). 한 높은 산화 특성

(약 -1.667 V의 표  환원 )으로 인해 수  내에 

기 의 산소와 즉시 결합하여 수 nm 두께의 표면 

산화층(Oxide layer)을 형성한다6). 알루미늄 합 이 

가진 표면 산화층의 존재로 인해 우수한 내부식․내마

모성을 가지고 있으나, 항  용 에서는 연체

(Insulator)로써 높은 항 특성을 가지므로 용

성에 좋지 않은 향을 다. 그리고 알루미늄 합 은 

낮은 용융   벌크 항으로 인하여 용  시 고 류 

용 조건이 필수 이다. 이 같은 가혹한 용 조건으로 

인하여 극 열화, 비산 상, 표면 균열, 극 수명

하 등의 공정  품질에 한 문제가 장에서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속 인 항 용

 공정에서 극 표면 오염이 발생하여 극과 재 

간의 융착 상(Sticking)이 지속되면 용  품질에 문

제가 발생한다. 극과 시편간의 융착 상은 높은 

류  가압력에 따른 고입열량 조건에서 극과 시편 

사이에 형성되는 합 화층의 성장으로 인하여 더욱 가

속화된다. 따라서 공정상의 짧은 드 싱 주기에 따른 

생산성 감소  공정 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존 강재에 비해 리 항목이 증가할 수밖

에 없는 실정이다7). 

  알루미늄 합 의 항  용 의 문제 들을 개선하

기 해 L. Deng 등8)은 극 표면에 Ring 형태의 

Patterning을 통하여 알루미늄 표면 산화층을 효과

으로 제거하고 극 열화 상을 감소시켜 극의 수명 

 용 성 향상에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한 Zhen 

Luo 등9)은 공정  측면에서 비 통 (Pre-welding)

을 용하면 표면 산화층의 발열 문제를 개선할 수 있

음을 동 항 분석을 통해 분석하 고, 이를 통하여 

항 용 의 반복성  일 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

하 다. 하지만 비 통 의 효과에 한 명확한 메커

니즘 규명을 한 연구보고 사례가 제한 이며, 이에 

한 공정 표 이나 규격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합 의 항  용 에서 

비 통 의 입열량 변화에 따른 산화층 거동 변화  본 

통 (Main-welding) 구간에서의 겟 성장 거동에 

해 고찰하 다.

2. 실험 재료  방법

  본 연구에서 소재는 T4 처리가 된 A6014 알루미늄 

합 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피용 재의 두께는 1.1mm

로 합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용 조건에 한 

변수는 ISO 18595:2007(E)10)를 바탕으로 3.5 kN, 

80 ms로 설정하 고, Fig. 1에 용 조건을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Fig. 1 (a)의 경우 단일 통 (Single- 

welding), Fig. 1 (b)는 다단 통 (Multi-welding)

에 한 용 조건이다. 공정상의 안정화를 해 기가

압(Squeezing)시간과 유지(Holding)시간은 100 ms

로 설정하 고, 용 극은 항  용 에서 가장 보

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Cu-Cr(3wt%) 극을 사용하

다. 용  극의 치수는 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직

경은 16 mm, 선단 반경(R)은 75 mm로 선정하 다. 

  용 장비의 경우, 제어 주 수 1200 Hz MFDC 

항  용 기에 서보모터 방식의 C type 건을 사용하

Alloy Chemical composition (wt%)

A6014-T4
Si Mn Cr Ni

0.150 0.012 0.160 0.003

Chemical composition (wt%)

Cu Mg Fe Ti Al

0.004 2.400 0.240 0.010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6014 - T4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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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welding, (b) multi-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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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 극 표면을 안정화하기 해 정 용 조건

에서 약 10회 용  후에 Fig. 1 조건에 한 용 을 

실시하 다. 한, 용 조건이 바뀔 때마다 공정에 따

라 발생한 극 열화  합 화층에 한 향을 제거

하기 해 새 극으로 교체한 후 실험을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실행된 항  용 의 용 조건을 Table 

2에 나타냈으며, 각 조건에 한 용 은 3 회씩 실시 

후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하여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 다. 용  류(Welding current)  

용  시간(Welding time)에 따른  면 과 버튼의 

직경을 비교․분석하기 해, ISO 1427011)의 표  규

격에 따라 시편 선단으로부터 용  지 까지의 최소 거

리가 약 23 mm 이상 되도록 하여 용 조건에 따라 시

편을 제작하 다. 한 학 미경을 통하여 제작된 시

편의 용 부 버튼 직경과 단형상을 찰하 다.

3. 결과  고찰

3.1 단일 통  용 조건에 따른 용융거동  
버튼경 비교

  서론 부분에서 언 하 던 비 통  용 조건에 

한 향을 비교하기 해, 비 통 이 용되지 않은 

단일 통 에서의 용 부에 형성되는 겟의 성장 거동

을 찰해 보았다(Fig. 2). Table 2의 본 통  조건만

을 용하여 단일 통  실험을 진행하 다. 용  류 

10 kA에서는 재와 재 사이의 합계면(Faying 

surface)에서 용융의 흔 이 찰되지 않았으나, 15 kA 

이상부터 겟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용  류가 증가

함에 따라 겟이 계속 으로 성장하는 것이 찰되었

다12). 한편, 용  류조건 35 kA 이상에서부터 (+) 

극 쪽으로 겟이 불균형 으로 형성되는 상이 

찰되었다. 이는 서로 다른 종류의 도체( 속 는 반도

체)를 합하여 류를 흐르게 할 때 합부에 열

(Joule’s heat) 외에 발열 는 흡열이 일어나는 상

인 Peltier 효과로 항 용  시 (-) 극 비 (+) 극

에서 발열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13). 특히 

45 kA 용  류에서는 용 부를 종 방향으로 통하

는 균열(Crack)이 찰되었다. 이는 단 시간 내 고입

열이 용 부에 집 되어 용융  응고, 수축에 의한 수

축응력의 불균일 등으로 에 의한 응력제거가 발생

하게 되어 용 부가 주변 속에 향으로 구속되어 형

성되는 인장응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

다14,15). 

  Fig. 3은 용  류가 증가함에 따른 단 형태  버튼

경의 크기를 찰한 결과이다. 용  류가 15 kA 일 때

의 단 실험을 한 결과, 계면 단(Interfacial failure)

이 발생하 다. 이는 합계면에서 용융지가 형성되었

으나, 용 부를 충분히 융착시킬 정도의 열량의 수 에 

미치지 못하여 계면 단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합계면의 용융 거동과 동일한 양상으로 용  류가 증

가함에 따라 버튼경의 크기는  증가하 다. 특히, 

45 kA 용  류에서는 표면의 미세균열이 찰되었

다. 이는 고 류 조건에 한 높은 발열량으로 인하여 

겟이 하부 알루미늄 재의 최하단부까지 성장하

고, 극 열화로 인해 하부 극과 재가 달라붙는 융

착(Sticking) 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Fig. 2에서 

찰된 용 부를 통하는 균열로 단된다16). 

Pre-welding Main-
welding

Welding
current(kA)
- Welding

time
(ms)

5kA -
20ms

5kA -
 40ms

5kA - 
60ms

10∼45 kA -

80ms

10kA - 
20ms

10kA - 
40ms

10kA - 
60ms

15kA - 
20ms

15kA - 
40ms

15kA - 
60ms

20kA - 
20ms

20kA - 
40ms

20kA - 
60ms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pre-welding & 
main-welding

Welding
current

10 kA 15 kA

Cross
Section

2 mm

- pole

+ pole

2.85 mm

2 mm2 mm

Welding
current

20 kA 25 kA

Cross
Section

2.48 mm

2 mm2 mm

3.54 mm

2 mm2 mm

Welding
current

30 kA 35 kA

Cross
Section

4.9 mm

2 mm2 mm

5.24 mm

2 mm2 mm

Welding
current

40 kA 45 kA

Cross
Section

6.74 mm

2 mm2 mm

8 mm

2 mm2 mm

Fig. 2 Cross-section with respect to the main-welding 
condition; welding current: 10 - 45 kA (interval 
at 5 kA), welding time: 8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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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 통  용 조건에 따른 합계면 용융 
거동 비교

  비 통 을 포함하고 있는 다단 통  용 조건에서

의 용  특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비 통  용 조건

에 따른(입열량 차이에 따른) 용 부 합계면의 용융 

거동을 비교해보았다. Fig. 4는 비 통  용 조건에

서의 용  류  시간 변화에 따른 단면 형상을 나타

낸 것이다. 용  류 5kA, 용  시간 20, 40, 60 ms 

조건의 입열 용 조건에서는 용융 겟은 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용  류 10 kA 이상, 용  시간 20 ms

에서 용융된 겟을 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용  

류 10 kA, 용  시간 40 ms와 용  류 15 kA, 용

 시간 20 ms의 용 조건에서는 용융된 겟은 찰

되지 않았다. 이는 알루미늄 합 의 소재 특성상 산화

층으로 인한 통  역 확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센터

부(용융지의 앙부)에서 용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17,18). 용  류와 시간에 따른 합계면에서의 융

융 상을 찰  비교하기 해 Fig. 5에 나타내었

다. 용  류와 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즉,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합계면의 용융 면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용  류 20 kA, 용  시간 60 ms 용

조건의 비 통 에서는 약 직경 2 mm 수  버튼경이 

센터부에 집 되어 형성되었다. 각 조건에 따라서 용융

이 센터부 외곽 쪽에서부터 국부 으로 발생하 으며, 

이때 용융지는 무작 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으로 

인해 Fig. 5 에서와 같이 용융되기 충분한 용 조건임

에도 불구하고 Fig. 4의 단면 분석에서는 용융된 흔

이 찰되지 않았다고 단된다. 비 통  구간의 용

융 거동에 기 하여 본 통  구간에서의 용  류가 

증가함에 따른 겟  버튼경의 성장 거동에 해서 

다음 에서 고찰해보았다.

 

3.3 비 통  용 조건에 따른 본 통  구간
에서 버튼경 크기 비교

  알루미늄의 고유 특성인 표면 산화층과 높은 열 도

도에 의해 단시간에 높은 열량을 한 고입열 용 조건

이 필요하지만, 연속 타 에 한 문제 으로 인하여 

비 통 과 본 통 이 연속 으로 이루어지는 다단 통

10 kA 15 kA

20 kA 25 kA 30 kA

35 kA 40 kA 45 kA

10 kA 15 kA

20 kA 25 kA 30 kA

35 kA 40 kA 45 kA

2.9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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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currentWelding current

Button Diameter

Fracture surface
observation image

*IF = Interfacial failure

Fig. 3 Button figuration and diameter with respect to the 
main-welding condition; welding current: 10-45 kA
(interval at 5 kA), welding time: 80 ms

welding time

welding current
20ms 40ms 60ms

5 kA

1 mm1 mm 1 mm1 mm 1 mm1 mm

10 kA

1 mm1 mm 1 mm1 mm 1 mm1 mm

15 kA

1 mm1 mm 1 mm1 mm 1 mm1 mm

20 kA

1 mm1 mm 1 mm1 mm 1 mm1 mm

Fig. 4 Cross section with respect to the pre-welding con-
dition; welding current: 5-20 kA (interval at 5 kA), 
welding time: 20-60 ms (interval at 20 ms)

welding time

welding current
20ms 40ms 60ms

5 kA

2 mm2 mm 2 mm2 mm 2 mm2 mm

10 kA

2 mm2 mm 2 mm2 mm 2 mm2 mm

15 kA

2 mm2 mm 2 mm2 mm 2 mm2 mm

20 kA

2 mm2 mm 2 mm2 mm 2 mm2 mm

Fig. 5 Comparison of molten behaviour with respect to 
change the pre-welding condition at the faying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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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하여 열량균형을 통한 용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9,18). 하지만 재조합  

소재의 종류에 따른 비 통 에 한 기 이 불분명하

기 때문에 비 통 의 용 조건 차이에 따른 본 통  

구간에서의 용융 상에 한 면 한 고찰이 필요하다. 

Fig. 6은 Table 2의 용 조건을 토 로 비 통  용

조건 용 시에 본 통  용 조건의 용  류에 따

른 버튼경 크기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3.1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 통  용 조건이 용되지 않

은 단일 통 의 경우에 본 통  용 조건의 용  류

가 20 kA 수 에서부터 용융 겟이 형성되었고, 25 kA 

지 에서는 약 4√t(t= 재 두께) 크기의 정 겟이 

형성되었다. Fig. 6 (a)와 같이 용  류 5 - 20 kA, 

용  시간 20 ms 의 비 통  용 조건이 용된 경

우에는 본 통  용 조건의 용  류가 25 kA 수 에

서부터 용융 겟이 형성되었다. 특히 본 통  용 조

건의 용  류가 25 kA 이상부터는 비 통 의 류 

조건과 계없이 버튼경이 유사한 경향성을 갖고 성장

하 다. Fig. 6 (b)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 지만, 

비 통  용 조건이 용  류 10 kA, 15 kA, 용  

시간 40 ms인 경우(Fig. 6 (b)), 본 통  용 조건의 

용  류가 30 kA 이상인 조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

다. Fig. 6 (c)의 경우도 용  류 5 - 15 kA, 용

 시간 60 ms의 비 통  용 조건의 용 시에는 

Fig. 6 (a)의 성장경향과 동일하게 본 통  용 조건

의 용  류가 25 kA 수 에서부터 용융 겟이 형성

되었다. 한편 용  류 20 kA, 용  시간 60 ms의 

비 통 을 용한 경우에는 본 통  용 조건의 용  

류가 10 kA에서도 약 4 mm 직경의 겟이 형성되

었다. 앞서 Fig. 5의 비 통  용 조건에 따른 버튼

경 크기 비교․결과를 확인하 다. 이와 연계하여 볼 

때, 비 통  조건이 일정 크기 이상의 겟을 형성시

킬 정도의 입열량일 경우, 본 통  조건이 비 통  

조건보다 높은 입열량에서 겟의 성장거동이 크다고 

단된다9,14).

  Fig. 6의 결과를 바탕으로 Fig. 7에서는 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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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ion of button diameter by various pre- 
welding conditions for the main-welding con-
dition; set pre-welding conditions (a): (5 - 20 kA, 
20 ms), (b): (5 - 20 kA, 40 ms), (c): (5 - 20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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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diagram of nugget growth behavior by 
welding conditions; (a): without pre-welding, (c): 
with pre-welding (20 kA - 60 ms), (b): with pre- 
welding (All other wel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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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버튼경의 성장 거동을 (a), (b), (c) 유형으로 

분류해보았다. Fig. 7의 (b)처럼 비 통  구간에서 

입열량이 상 으로 낮은 경우를 Fig. 7 (a)의 단일 

통  용 조건( 비 통 이 없는 용 조건)과 비교해볼 

때, 기 버튼경의 형성은 느리지만, 용  류가 증가

함에 따른 버튼경 성장 거동이 빠르고 25 kA 이상에서

부터, 버튼경의 성장 거동은 유사하 다. 마찬가지로 

Fig. 7 (c)의 경우에서도 30 kA 이상에서 유사한 성

장 거동을 보인다. 하지만 Fig. 7 (c)와 같이 높은 입

열량의 비 통  용 조건으로 인해 이미 겟이 형성

된 경우, 상 으로 버튼경의 성장 속도는 느리다. 

3.4 비 통  용 조건에 따른 본 통  구간
에서 동 항 거동 분석

  앞서 3.3 에서 보았던 비 통  용 조건에 따른 

본 통  구간에서의 버튼경 성장 거동의 경향에 한 

추가 분석을 해, 비 통  용 조건의 입열량에 따

른 본 통  용 조건에서의 동 항(Dynamic resist-

ance) 거동을 Fig. 8에 나타내었다. 특히, 비 통  조

건 후의 본 통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동 항 거동

을 집 으로 분석하 다. 기존 알루미늄 합 의 항 

 용  선행 연구에서는 용 이 진행되면 동 항이 

격하게 감소하며(약 20 ms 정도까지), 벌크 항 값은 

일정 수 을 유지한다. 한 강의 항  용 의 동

항 거동19)과 달리 항과 연 성이 높은 α-peak와 

벌크 항의 련이 있는 β-peak는 찰되지 않았다. 

이는 알루미늄 합 의 고유 특성인 낮은 용융 (660 ℃), 

높은 기 도도(Cu의 약 62.7%)  낮은 고유 벌크

항  기 도도에 의한 원인으로 사료된다. 동 항 

거동 분석에 용한 비 통  용 조건들은 Fig. 7의 

(a), (b), (c) 유형에 따른 표 인 용 조건을 선정

하여 용하 다. Fig. 8 (b)의 용  류 5 kA, 용  

시간 20 ms의 비 통  용 조건이 용된 경우, 

기 동 항은 약 0.99 mΩ에서 0.55 mΩ으로 약 1/2 가

량 감소하 다. 이는 비 통  용 조건 용 시에 알

루미늄 합 의 산화층을 붕괴(break- down)와 동시에 

표면조도를 낮추어 항이 낮아진 것으로 단된다
9). 따라서 겟이 형성되지 않은 비 통  용 조건을 

용한다면, 본 통  용 조건 구간에서 류의 통  

면 이 증가하여 단일 통  용 조건에 비해 류 도

가 감소하게 된다. 즉, Fig. 6의 결과와 같이 비 통

이 용된 다단 통  용 조건 사용 시에는 본 통  

구간에서 단일 통  용 조건에 비해 더 높은 류가 

인가되어야 겟이 형성된다. 한 Fig. 8 (c)와 같이 

용  류 20 kA, 용  시간 60 ms의 용 조건이 

용된 경우, 0.14 mΩ으로 약 1/6 가량 감소하 으며, 

본 통  용 조건인 용  류 30 kA, 용  시간 80 

ms에 해 동 항 거동의 변화폭이 약 0.1 mΩ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미 비 

통  용 조건에서 겟이 형성되어 항이 매우 

낮아진 상태인 것으로 단된다. Fig. 9는 비 통  

조건에 따른 겟 형태의 단면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

다. Fig. 9 (a)와 같이 비 통  용 조건이 결여된 

단일 통 에서는 가장 큰 직경의 겟이 찰되었다. 

반면에 Fig. 9 의 (b), (c)처럼 비 통  용 조건을 

용한 다단 통 의 경우에는 Fig. 9 (a)의 겟보다 

직경은 작았으나, 높이는 크게 나타났으며 합계면에 

겟의 용융이 집 된 것을 찰하 다. 즉, 비 통  

조건에 해 겟의 형상과 집 도에 명백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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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Fig. 9의 각 용 조건에 해당하는 버튼

경은 Fig. 6에서와 같이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겟의 직경과 함께 겟의 높이와 집 도도 용 부의 

단모드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20). 

  Fig. 8, 9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합계면에

서의 산화층 용융 거동과 겟의 성장 거동을 모식도로 

나타내었다(Fig. 10). 우선, Fig. 10 (a)처럼 비 통

 용 조건을 용하지 않은 단일 통 의 경우에는 산

화층에 의해 기 통  면 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부터 용  류에 의한 발열에 의해 합계면에

서의 용융이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때 인가되는 용  

류가 증가할수록 발열이 가속화되어 겟 형태는 센

터부로 집 되기보다는 재의 아래쪽과 쪽부의 한쪽

부분에 편향 으로 성장하게 된다. 즉, 본 통  용 조

건에서만 용 부의 발열이 진행되어 겟이 속도로 

불안정하게 성장하 기 때문에 겟이 센터부에 집 하

여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극과의 융착 

상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10 (b)

의 용 조건에서는 Fig. 10 (c)의 비 통  용 조건

에 비해 상 으로 입열량의 비 통  조건이 용

되었다. 이는 Fig. 8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비 통  

시에 합계면의 산화층을 일부 붕괴시키고, 통  역

을 확장시켜 본 통  용 조건에서의 용  류 도를 

감소시켰다고 단하 다. 즉, 단일 통  용 조건에서

보다 겟경이 작고, 용융이 센터부에 집 되었다. 반

면에 Fig. 10 (c)의 용 조건의 경우에는 비 통  

구간에서 이미 겟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Fig. 5). 한 Fig. 6과 종합하여 보면 다른 다단 통

 용 조건에 비해, 본 통  용 조건에서는 겟이 

서서히 성장한 후에 Fig. 10 (b)의 용 조건에서보다 

겟이 센터부에 더욱 집 되었다. 즉, 비 통  용

조건에서 이미 형성된 겟으로 항이 소실되어 

겟의 성장이 느린 과정을 유도하 고, Fig 8의 동

항 결과와 함께 유추하 을 때, 비 통  구간에서 형

성된 겟이 센터부에 발열을 집 시켰다고 사료된다.

  앞선 결과를 종합 으로 미루어볼 때, 비 통  용

조건을 용한다면, 알루미늄 합 의 항  용 에

서 합계면부의 산화층을 붕괴시킴으로써 용융을 센터

부에 집 시키고, 이로 인하여 재와 극 사이에서의 

발열 상을 감하여 공정상에서 균일한 형태의 겟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된다. 추후에 비 통  용 조

건에 따른 연속 타   극 열화 패턴 분석을 통하여 

겟경의 산포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 통  용 조건 용  입열량

에 따른 단면 형상과 버튼경 비교․분석을 통해 용융 

겟의 성장 거동을 비교하고, 동 항 거동을 분석하여 

비 통  용 조건의 향에 해 고찰해보았다.

  1) 단일 통 에서의 용 부에 형성되는 겟의 성장 

거동을 찰한 결과, 용  류 15 kA 에서부터 겟

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35 kA 이상부터는 겟이 불균형

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항용 에서 발생하는 Peltier 

효과로 인하여 (-) 극 비 (+) 극에서 발열이 먼  

발생하여 겟이 형성·성장됨에 따라 열  불균형에 기

인한 상이라고 단된다.

  2) 비 통  용 조건에 따른 본 통  구간에서의 

버튼경 크기를 비교한 결과, 비 통  구간의 입열량

에 따라 합계면의 용융 거동  본 통  구간에서의 

겟 성장 거동이 상이하며, 3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따라서 비 통  구간에서의 용융 형태가 본 통  구

간에서 형성되는 버튼경의 크기에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단된다.

  3) 비 통  용 조건의 겟경 형성 유무에 따라, 

본 통  구간에서의 기 동 항이 약 1/2~1/6 수

으로 감소하 다. 이는 비 통  구간에서 산화층의 

붕괴  표면조도 감소, 는 겟 형성이 발생했기 때

문으로 단된다.

  4) 비 통 을 용한 다단 통  용 조건의 경우, 

비 통  구간에서 합계면부의 발열발생 인자(산화

층, 표면조도) 등의 변화로 표면 항 감소  통  

역 확장이 발생하여 단일 통  용 조건에 비해 겟경

이 작고, 용융이 센터부에 집 된 것으로 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과제(JH190001)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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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diagram of the behavior of oxide layer 
and nugget growth for various welding con-
ditions; (a) without pre-welding, (b) with pre- 
welding: (5 kA - 20 ms), (c) with pre-welding:
(20 kA - 6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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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영문논문게재를 희망하시는 저자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편집장

  우리 학회에서는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의 국제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지 등재에 필수적인 학술지 인용지수 향상을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게재된 JWJ 논문의 인용이 

필요하오니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때 JWJ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지에 인용을 많이 해주신 회원에게는 연말에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도 있으니 JWJ가 국제지에 

등재되어 JWJ의 위상을 국내외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영문웹사이트(http://submit.e-jwj.org/)로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극내외 어디에서도 투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JWJ의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JWJ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비회원 구분없이 간단한 등록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학회가 발

간한 논문전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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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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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로 발행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던 학회지를 온라인으로도 발행하여 회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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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온라인 학회지 게재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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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보내드리지 않으니, 기존과 같이 책자로 발간된 학회지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간 구독료 1만원을 

납부하시면 책자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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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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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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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회원 가입 회비 할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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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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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회비 500 475 450 425 400 375 350 325

나이(만)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이상

종신회비 300 275 250 225 200 17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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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납부 

   우리은행 025-079710-01-001, 대한용접접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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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접합 용어사전 개정증보판 발간 및 판매 안내

  우리 학회가 용접접합 용어사전 3차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3차 개정증보판은 1992년 초판과 2001년 개정증보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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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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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0년 1월 14일(화) 15:00-17:00

• 장  소 :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회의실 702호

• 참석자 : 김종도, 장경호, 서  정, 김유찬, 정재필, 김도열, 박영도, 방희선, 홍원식, 조대원, 박기영, 이유철, 정우영,

이창우, 한기형, 김성욱, 안규백, 김영민, 이수진, 유태준, 장복수, 박태원, 박현성, 신양재, 김형태

• 감  사 : 최  광, 황동수

• 위  임 : 송상우, 한상배, 정상훈, 장종훈, 한명수, 신상범, 김교성, 박노근, 이동경, 이은경, 이지욱, 홍승갑, 남성길,  

박대규

 2020년도 제22대 임원구성 및 임명장 수여 

1. 수석부회장, 부회장(사업, 기술, 국제), 감사, 산학협력부회장, 이사(일반, 특임)에게 임명장을 수여함

2. 일반이사와 특임이사는 대표로 정우영 사업이사, 유태준 특임이사에게 수여함 

3. 2020년도 각 부문별 이사명단

※ 학회 회장단 및 이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공지를 위한 회장단 및 임원 단톡방 개설 및 운용 중

※ 2020년도 임원 선임원칙 : 최근 6년간의 이사회 참석률, 논문투고 수, 춘추계학술대회 발표횟수, 산학연 기관별 

비율, 업무의 연속성, 전임회장님 추천 등  

 2020년도 김종도 회장 학회 운영계획  
 총무부문

1. 제회의 개최 

   -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개최

   - 포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2. 학회 제규정 관리

   - 학회 정관, 정관시행세칙 유지 관리

구  분 이사명 부문이사 이사 수

회  장 김종도 1명

수석/학술부회장 장경호 박영도(학술위원장), 방희선, 홍원식, 이상훈, 조대원 6명

사업부회장 서 정 박기영, 이유철, 송상우, 한상배, 정우영 6명

기술부회장 김유찬 이창우, 한기형, 정상훈, 장종훈 5명

국제부회장 정재필 최해운, 이수진(여성위원장) 3명

편집장 김명현 강남현, 홍현욱, 김성욱, 안규백, 김영민, 조정호, 박형욱 8명

감  사 최 광, 황동수 2명

총무/재무이사 박영환/ 조영태 2명

산학협력부회장 한명수, 신상범, 김교성, 이문용, 김도열 5명

특임이사

- 플랫폼 학술지원 ; 박노근      - 국제협력 ; 박태원 

- 기획홍보위원장 ; 서성호       - 대외협력 ; 이지욱  

- 광융합 학술지원 ; 유태준      - 여성위 학술지원 ; 이은경

- 회원배가 위원장 ; 장복수      - 산학협력 ; 신양재

- 기술사 회원배가 ; 이진희      - 회원배가 ; 이목영

- 회원배가 학술지원 ; 이동경, 권석진

- 산학협력 회원배가 ; 조홍석, 박현성, 홍승갑, 남성길, 김용덕, 박대규

- 마이크로 회원배가 ; 김형태 

19명

계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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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위원회, 포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기타 각종 위원회 규정 관리

3. 학회상 관리

   - 학회상 포상 : 정규학회상, 기금에 기반한 학회상

   - 대외 포상 추천 : 과학의 날 포상, 산학연관련기관 포상

   - 학회장 상장 수여 : 조선대 용접접합공학과, 용접조합 용접기능경기대회 학회장상 

4. 전문가 추천

   - 대외기관 전문가 추천 : 과총, 한림원, 관련기관 포상 추천

5. 관련기관 위원회 관리 

   - 한국재료관련학회협의회, 기계술단체연합회, 뿌리기술학회, 기타 유관기관 위원회

6. 학회 등기 및 상급기관 관리

   - 신규 임원승인 업무

   - 신규임원 법원등기 업무

   - 학회 사업 상급기관 결산보고 : 국립과천과학관, 서울중앙지법 임원등기    

7. 용접조합과 공식적인 협력체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 기술부문과 공동연계

8. 사무국 관리

   - 사무국직원 담당업무 지휘 감독

   - 학회재산 관리 : 대전 홍인오피스텔 임대

   - 사무국직원 근무관리 : 월차, 연차휴가, 출장

   - 회원 유지업무, 시규회원 가입 승인

   - 사무국직원 급여, 복리후생업무

 학회홍보부문

1. 학술행사 대외 홍보 강화  

2. 학회 행사 홍보 매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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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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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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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홍보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재무부문

1. 특별회원사 유지 관리 : 회원사 유지, 신규회원사 발굴

2. 일반회원 가입을 활성화을 통한 학회 성장 동력 확대 

   ⇒ 특별회원사와 일반회원 배가운동 전개 : 학회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관리

   ⇒ “회원배가운동위원장”과 협조

      - 회장단 임원 1인당 5개 회원사, 10명 이상 일반회원 의무 가입

      - 이사임원 1인당 2개 회원사 이상, 5명 이상 일반회원 의무 가입

3. 학회재정 관리 관련

4. 학회 결산 대외기관보고 : 역삼세무소, 강남구청, 국립과천과학관

5. 학회 운영비 지출, 결산 보고

6. 학회 운영비 지출 결재업무

7. 사무국 직원 급여, 복리후생관리 

 학술부문

1.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수 증대 노력

   - 춘계 : 2020. 5. 14(목) - 15(금), 벡스코 (부산)

   - 추계 : 2020. 11. 26(목) - 27(금), 여수

   ⇒ 논문접수 마감시간 연장을 고려하여 15일 정도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사무국 행정업무 집적에 의한 피로 현상 ← 학술위원회 검토

   ⇒ 확정 프로그램의 대외(회원 및 비회원대상) 홍보 체계 구축 ← 기획홍보위원회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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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위원회의 정기회의

2. 특별세션과 초청강연 활성화 ⇒ 학술대회 질과 규모 확대 

   ⇒ 최소 2년간의 특별세션과 일반세션 분야별 주제, 초청자 및 발표자 확보 및 홍보

3. 학술대회 개최 장기 계획 마련 ⇒ 향후 5년간 학술대회 개최지의 사전 확보(별지 검토)

4. 학술대회 구두/포스터우수논문발표자 ⇒ 수상 사진전 포상 강화  

5. 학술대회 다수발표자 바우처포상 홍보 및 확대 ⇒ 발표논문 증대 

6. 학술대회가 참가자 간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7. 학술발표대회 학술위원회 분과 구성

분  과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간사 연계연구위원회

조선해양 현충민 김명현 안규백 용접강도연구위원회

에너지 및 발전설비 이상훈 송상우 정광운 압력용기연구위원회

건설 및 토목 이진형 박정웅, 이종협 이재익 건설플랜트이음연구위원회

마이크로접합및패키징 홍원식 전주선, 김형태 방정환 마이크로접합및패키징위원회

자동차 및 철도차량 박영도 이광원, 권석진 김재성, 정우영 자동차용접접합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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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및 비철재료 홍현욱 이창훈 문준오, 천은준 용접야금연구위원회

8. 학술발표대회 학술연구회 매칭

   1) 임기 : 최소 2년

   2)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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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분과 세션발표자 수 확보

      - 세션 배정 및 정리 확인

      - 좌장 선정

      - 세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사업부문 

1. 용접접합 플랫폼 구축사업 수행 

   - 다년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올래 1/4분기까지 플랫폼 엔진 완성 예정

     ⇒ 플랫폼 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팀 구성과 관리체계 구성

     ⇒ 플랫폼 위원회 주도의 새로운 정부사업 수주

     ⇒ 학회 홈페이지 및 운용엔진 대개조 및 학회 전산인력 채용의 필요성 검토 등

2. COSD(표준개발협력기관) 과제 수행

3.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 수행

4. ISO/TC44 총회 전문가 참석 ← 사업이사 중 책임 줄장 보고

5. 외부기관 기술자문사업 발굴 ← ANB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 운영

6. 용접안전돠 관련한 기획사업 유치 등  

 편집부문  

1. JWJ 학술지 발간(연 6회) 

2. 학술지 정시발간 보고 : 과총, 연구재단

3. JWJ 특집호 논문확보 및 주관이사 선정

4. 투고논문 분야별 담당에디터 관리

5. 2020년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작업

6. 한국연구재단 인용지수 증대방안 마련

7. JWJ의 국제지 등재를 위한 적극적 대응안 마련 및 실행

   ⇒ 2020년부터 SCI와 SCIE가 통합되며, 국내 등재학술지의 대거 축소가 예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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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회마다 긴장하며 편집위원회의 깊은 고뇌에 의한 발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

      ▷유사 규모의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는 올해부터 국문없이 영문학회지만 발행함

   ⇒ 국문 영문논문집 발행 등 인용지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실행방안 마련 ← 올해초부터 시행

       - JWJ 학술지 SCOPUS, SCIE, 등재지 신청 : 2022년 4월

       - JWJ 학술지 SCI 인용 활성화팀 운영 지원

       - JWJ 학술지 게재논문 인용보상 : 1건당 5만원 보상금 지급

       - 연간 최대 인용자 포상 : 1등 20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

8. 인터넷상 용접접합관련 전문용어 검색시 우리학회 용어사전 및 편람 내용이 자동 색인이 될 수 

   있도록 검토  

9. JWJ 학술지 국제지 등재작업 재원 마련

   - 지원기관 : 베스트에프에이(주)

   - 지원내용 : 2019-2022년까지 4년간 2,000만원지원 (매년 500만원씩)

 기술부문  

1. 용접접합 신기술기획 

2. 용접접합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문

3. 기술자문사와 유대 강화를 통한 회원사 가입

4. 각 연구위원회로부터 RFP 제안을 받아 정부사업으로 만들고 세미나 및 심포지엄 주제로 선정

5. 용접조합과의 공식적인 협력체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 총무업무와 공동연계

   - 우리학회 - 조합간의 협력위원회 구성 : 각 기관별 3인으로 구성

   - 분기별 협력위원회 정기회의(년4회)

   - 학회 - 조합간의 협력업무 조율, 발굴 및 공동 주관으로 진행함을 목적으로 함

6. 뉴스레터 발간, 배포

   ⇒ 회원과 비회원 모두가 절실하 내용 중심으로 재편성

   ⇒ “기획홍보위”에서 적극 지원

7. 산업인력공단 용접기사, 기술사, 명장 자격시험 관련 내용정비를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8.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 연계 용접안전기사, 기술사 자격부여 관련 업무 검토 등

9. 이사임원 단합을 위한 춘계골프대회 주최 : 4월 또는 5월

 국제부문  

1. 관련 외국학회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활성화 증대

   -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확대

   - AWF, EAST-WJ 참석과 논문발표

   -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준비위 구성 (차차기 IIW 등)

2. IIW 참여와 KWJS 위상 확보에 노력 

   - IIW Working Group Chair 선임

   - IIW Commission Chair 선임

   - IIW Director, TMB 멤버 참여에 노력 

   - IIW Awards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다수 회원이 수상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참가자의 IIW 참가비 지원을 통한 젊은 과학자의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 

     ⇒ 2020년도 IIW 개최지 및 일정 :2020. 7. 19(일) - 24(금) ← 참여 독려

3. IIW 연회비 확보방안 마련

   - IIW연회비는 해당국가의 철강생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 3천만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음

   - 관련 회원사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학회가 전액 지불하고 있으나 20201년부터는 예산이 고갈됨

   - 지금까지 우리학회 주관의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의한 잉여금으로 감당해 왔음

     ⇒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됨

     ⇒ IIW 회비 대응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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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위원회/지회 부문

1. 위원장/지회장 - 회장단 정기 간담회 개최

   - 정기 간담회 : 전반기 2/12(수), 후반기 8/19(수) 

2. 위원회 정기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3. 위원회 특별세션 연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 의무화

4. 각 위원회는 연말보고서 제출시 2개 이상의 혁신기술 RFP제출

   - 기술부회장 주도로 RFP 제안 위원회와 협력하여 정부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관련 주제와 결과물을 춘추계 학술대회 세션별 주제로, 그리고 발표자와 관련업체 선정에 활용 

     ← 잠재적 회원 및 회원사 증대효과

5. 각 위원회 소속 이사임원 및 회원사는 학회본부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함

6. 호남지회의 복원

 ANB 사업부문

1. 2020년 IIW IAB 중간실사 준비 : 2020. 2. 7(금), 학회

2. IIW diploma 발급 관리

3. ATB관리 :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

4. ANB Governing Board, 검정위원회 개최

5. 용접전문기술자(IWE/KWE) 교육 검정업무

6. 지속가능한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안 마련 ← 사업부문과 공동 연계

 회장 공약수행을 위한 집행위원회 구성 

1. 우리학회의 회장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학회운영의 효율적이면서도 구체적 실행을 목적으로 함

   - 2019년도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각 위원회별 구성완료 또는 진행중임

2. 집행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기타 조정 및 통합 중에 있음

   - 플랫폼기획위원회

   - 혁신기술기획위원회

   - 학술대회 활성화 추진위원회

   - 산업안전관리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홍보기획위원회

   - 회원확대 및 관리위원회

   - 여성연구자관리위원회

 기타 앞으로의 과제  

1. 용접산업 월별, 년도별 동향 조사, 데이터베이스화 등 어느 기관에서 누가 해야 하나?

   - 용접협회 성격의 업무를 협회가 없는 상황에서 학회가 어디까지 담당해야 하나?

   - 우선 대응가능한 방법으로 격간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업그레이드 하여 내실화를 지향하고자 하며 이후 편

집진과 협의후 보완책 마련 예정

2. 학회 장단기 발전로드맵

   - 용접학회 또는 한국용접산업과 용접기술에 대한 중장단기 발전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 등

 사무국 업무추진 

1. 학회업무 규정집(Quality Manual) 작성

   - 학회 업무에 대한 부문별 세부 업무지침서 작성

   -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로 지속 가능한 학회업무 수행

2.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평가작업 준비

   - 평가시기 : 2020년 5월경

   - 평가대상 학술지 2019년도 발간 학술지

   - 평가내용 : 정시발간, 논문확보, 논문심사, 게재율, 논문투고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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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방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3. COSDD 표준화사업 수행 

4.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계속사업 수행

5. 학술대회, 기타 학술행사 개최 업무 관리

6. 재무회계, 회원관리, 대외기관 지원금 신청, 대외 기관 업무보고 수행

 248차 이사회 주요 안건보고 
1. 학회-용접조합 신년인사회를 용접조합 주관으로 개최 

   1) 일시 및 장소 : 2020. 1. 14(화) 12:00, 중식당 동보성

   2) 참석자 : 학회 - 김종도 회장 외 17명, 조합 - 최기갑 이사장외 

2. 2020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 김종도 회장 

3. 2020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 2020. 5. 14(목) 10:00 - 15(금) 13:00, 벡스코

   - 발표논문 마감일 15일 정도 앞당겨 학술대회 원활한 준비와 홍보를 진행하기로 함.

4. 2020년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

   - 특별세션 신청마감 : 2020. 3. 16(월)까지, 행사 8주전

   - 특별세션 활성화로 발표논문 수 증가 효과

   - 특별세션 참가자와 참가회사에게 회원과 회원사 가입을 권유 

4.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2차 성과발표회 참석 : 2020. 1. 10(금), 대구 산기평

5. IIW C-III Winter Meeting 개최 : 2020. 2. 5(수) - 6(목), 인천 송도 포스코 R&D센터

   - 주관 및 문의처 : 장희석 전임회장

6. IAB 중간실사 : 2020. 2. 7(금), 학회 사무국

   - 실사자 : Christian Ahrens(독일, Lead Assessor)

   - 실사대응팀 : 이보영, 윤종원, 박주용, 박영환, 조정호, 정우현, 최  광, 황희용

※ 첨부 249차 이사회 회의자료 참조

 심의 및 토의 안건 의결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 14명 (종신회원 4명, 정회원 8명, 학생회원 2명)

 2020년도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장 : 백응율

   - 위원(5명) : 박영환, 조정호, 박영도, 박정웅, 홍현욱

 정관시행세칙 제4장(임원), 제27조 제1항(특임이사 선임)을 개정하고 특임이사 인원을 확대함

 연구위원회 규정 제3조(연구위원회 등록 수)와 제5조(운영위원 수)를 개정함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연구위원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 회  

원은 2개 이내의 연구위원회에 등록 할 수 있다

제3조 연구위원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인(총무담당, 

재무담당, 사업담당, 기타)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0인(총무담당, 

재무담당, 사업담당, 기타)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고,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특임이사 선임) 

  1) 학회발전을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15인 내외의  

특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특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제27조(특임이사 선임) 

  1) 학회발전을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30인 내외의  

특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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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은 학회 회원에 가입해야 함

2. 연구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가 활용을 위해서 위원회 등록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함

3. 연구위원회가 구성된 후 초기 1년간은 공동위원장 체재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4. 학회 이사는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겸임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250차 이사회 화상회의록

• 일  시 : 2020년 3월 20일(금) 16:00-18:00

• 화상회의 시스템 : WebEX

• 참석자 : 김종도, 장경호, 서  정, 김유찬, 정재필, 김명현, 한명수, 이문용, 김도열, 박영환, 조영태, 박영도, 방희선,

조대원, 송상우, 한상배, 정우영, 한기형, 강남현, 홍원식, 조대원, 박기영, 이유철, 정우영, 이창우, 한기형,  

김성욱, 안규백, 조정호, 최해운, 이수진, 박형욱, 이동경, 유태준, 이목영

• 감  사 : 최  광

• 위  임 : 홍원식, 이창훈, 김영민, 서성호, 장복수, 박현성, 홍승갑, 신양재 

 주요 안건보고 
1) 2020년도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김종도

   - 위원(9명) : 장경호, 서정, 김유찬, 정재필, 김명현, 박영환, 조영태, 박영도, 이창우

2) 국립과천과학관 2020년도 임원취임 및 정관변경 승인 취득 : 2020. 3. 21, 

   - 임원취임 : 32인(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3인, 이사 25인, 감사 2인)

   - 정관변경 : 학회 사무실 소재지 변경

3) 2020년 과총 대의원 등록 

   - 등록대의원(3인) : 김종도 회장, 장경호 수석부회장, 서정 사업부회장

4)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 장경호 수석부회장 

5) 기획홍보담당이사 선임 (학회이사 업무분장 변경)  

   - 선임이사 : 서성호(구 특임이사), 박형욱(구 편집이사), 이동경(구 특임이사) 

6) 춘계학술대회 개최 세부 내용

   - 전임회장 공로패 수여 : 백응율 전임회장, 공로패, 공로메달

   - 후원사 감사패, 신규회원사 회원패 수여 

   - 2020 논문상, 철암논문상 시상 

   - JWJ 게재논문 국제지 최다 인용자 포상 

   - 2019 추계 학술대회 구두/포스터우수논문발표자 시상  

   - 다수발표바 바우처 포상, 전시참가자 경품행사 

   - 학술대회 만찬 및 만찬 공연 

7)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 중단 : 2020. 1. 16(목)

   - 중단내용 : 극저온 고Mn 용접재료 국제표준화 과제 중단(성실실패)

   - 중단사유 : - 최초 목표인 신규제정 3건 이였으나 ISO 미팅에서 개정으로 합의됨

                - 산기평 평가에서 제정 3건을 개정 3건으로 목표변경 불가

                - 남은 기간 2년 안에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단

8) 2020년 COSD 지원사업비 선정  

   - 사업내용 : 43종 표준 정비(제정5, 개정37, 폐지1)

   - 사업비 : 31,720,000원

9) 편집이사 회의 개최 : 2020. 2. 14(금), 11:00-16:00, 부산대

   - 2020년도 리뷰분야 및 특집호 담당자 선정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보완

   - 2020년 KCI 등재준비 및 담당이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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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PUS 등재신청 및 준비

   - JWJ 인용자 포상 방안 

   - 논문상, 철암논문상 수상후보자 선정 준비 

   - JWJ 영문화 방안 (예산/조직/홍보)

10) IIW C-III Winter Meeting 개최 : 2020. 2. 5~6(수목), 인천 송도 포스코 R&D센터 

    - 참가자 : 약 60여명(외국인 6명)

    - 후원 : POSCO, MDT

11) 2019년도 AWF 연회비 납부 : 2020. 2. 11(화), 345,540원 (260달러) 

12) 33rd AWF Meeting 개최 연기

    - 연기일자 및 장소 : 2020. 6. 1(월)~3(수), 일본 도쿄 JWES 본사

    - 참석예정자 : 조정호 편집이사, 80만원 이내에서 참가비 지원

13) ANB 중간실사(Surveillance Audit) : 2020. 2. 7(금), 학회 사무국

    - 실사자 : Christian Ahrens(독일, Lead Assessor)

    - 실사대응팀 : 이보영, 박주용, 박영환, 조정호, 정우현, 최  광, 황희용

    - 실사결과 : 지적사항 5개, 권고사항 6개, 4월 30일 까지 수정자료 제출 

    - ANB실사비 납부 : 6,847,739원 (5,266,84유로) 

14) 2020년도 IIW-IAB 연회비 납부 : 2020. 2. 14, 6,503,877원 (5,000유로)

15) 연구위원회 위원장 교체 

    

연구위원회
 변경 전 변경 후

위원장 총무간사 위원장 총무간사

용접야금연구위원회 정홍철 홍현욱 홍현욱 이창훈

자동차용접접합연구위원회 김동철 조정호 박영도 조정호

16) 연구위원장 - 회장단 1차 정기 간담회 개최 : 2020.2. 12(수) 14:00-16:00, 학회

    - 연구위원회 규정 개정 항목 토의

    - 신설 적층제조연구위원회 설립안 보고

    - 201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2020년도 학술행사 및 특별세션 개최 계획

    - 연구위원회 혁신기술로드맵 논의

    - 연구위원회 RFP 논의

    - 연구위원회 IIW Commission 활동 

※ 첨부 250차 이사회 화상회의 참조

 심의 및 토의 안건 의결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 17명 (종신회원 2명, 정회원 12명, 학생회원 3명)

2. 2020년 논문상, 철암논문상 수상자를 인준함

   1) 재료분야 논문상 

      - 논문명 : 1 GPa급 고강도강 용접금속에서의 침상형 페라이트 핵생성 거동

      - 게재권호 : 37권 1호(2019년 2월호)

      - 저자 : 강용준, 이창희

   2) 기계분야 논문상 

      - 논문명 : 9 wt.% 니켈강 소재를 활용한 선박용 LNG Fuel Tank 초기 설계 및 용접부 성능 평가

      - 게재권호 : 37권 6호(2019년 12월호)

      - 저자 : 김보언, 박정열, 이정수, 김명현

   3) 시공분야 논문상 

      - 논문명 : 아크열원을 이용한 Inconel 718 금속적층에서 SS 275 모재로의 대체 가능성 평가 

      - 게재권호 : 37권1호(2019년 2월호)

      - 저자 : 이태현, 오제훈, 감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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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년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 논문 : 시공분야 수상논문 

   5) 철암논문상 

      - 논문명 : 용접부의 수소 취성 저감을 위한 용접 플럭스 개발

      - 게재권호 : 37권1호 (2019년 2월호)

      - 저자 : 정성훈

      ※ 수상자는 만 39세 미만 주저자 1인에게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 50만원 지급

3. 적층제조연구위위원회 신설을 추인함 

   ※ 2월 회장단전자회의에서 심의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내용이 위원회 운영세칙에 반영됨에 따라 적층제조연구  

위원회 신설을 추인함

   1) 명칭 : 적층제조연구위원회 (Additive Manufacturing Committee)

   2) 목적 : 적층제조 분야 전문가들의 학술 및 기술교류 심포지엄 개최와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활성화 및 산업적용 지원

   3) 위원회 구성

구  분 분  야 분야별 위원

위원장 표준화/인증, 장비/공정 유석현/ 서정

간  사 미세조직/강도 송상우 

총무위원 미세조직/강도 강남현

재무위원 산업응용 김영주

사업위원 미세조직/강도 조일국

감   사 장비/공정 조영태

위  원

산업응용 안종기, 이진우, 한기형, 송영석, 박용하, 최장웅, 조영철, 이희준

장비/공정 조상명, 조정호, 김우종, 정일용, 이동목, 신동식, 방희선

적층재료 유지훈, 김광현, 김영무

미세조직/강도 홍현욱, 박영도, 강용준, 이병수, 김성욱

설계/시뮬레이션 최윤석, 전종배, 안장호, 유병주, 황인혁

표준화/인증 백영민, 손명성, 오창영

후공정/시험/검사 송혜윤, 강민철, 오동진, 문승기, 전호성

4. 호남지회 재설립을 추인함.  

   ※ 2월 회장단전자회의에서 심의하여 지회에 요청한 내용이 호남지회 정관에 반영됨에 따라 호남지회 재설립을  

   추인함

   1) 지회 부활 목적

      호남지회(광주, 전남ㆍ북)의 재설립을 기반으로 호남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학회 회원 및 비회원 학술활동과 

산업활동을 진작하여 우리나라 용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학회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하는데 그 목적

을 둠

   2) 호남지회 구성

   

구  분 위    원

지회장 방희선

부회장 나용근, 손윤철

감  사 노찬승

총무이사 박철호

기술이사 강현욱, 유재선, 명광재, 송종호

편집이사 정광운, 손준식

사업이사 김인준, 김성훈, 안병호

5.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진 예방과 정부시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2020년 춘계학술대회를 연기하고 춘계학술  

대회 개최 연기에 따라 추계학술대회 개최 일자도 2주 연기하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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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기 전 연기 후

춘계학술대회
일시 5. 14(목) - 15(금) 7. 9(목) - 10(금) 

장소 벡스코(부산) 컨벤션센터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회의실

추계학술대회
일시 11. 26(목) - 27(금) 12. 10(목) -11(금)

장소 여수컨벤션센터 

6. 학술대회장 사용료 인상과 물가상승률 인상을 고려하여 추계 학술대회부터 학술대회 참가비를 2만원 인상하  

   기로 함  

구  분

사전등록 당일등록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일반회원 130,000 150,000 190,000 210,000 150,000 170,000 210,000 230,000

학생회원 60,000 80,000 100,000 120,000 80,000 100,000 110,000 130,000

7. 학회가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술대회 참가회원의 연간 업무 일정에 도움을 주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학술대회 개최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술대회 개최지는 추후 학회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개최지를 변경하기로 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일시 장소 일시 장소 일시 장소 일시 장소 일시 장소

춘계 5. 27-28 창원 IWJC 2022 개최 5. 11-12 대전 5. 9-10 대구 5. 8-9 여수

추계 11. 25-26 경주 11. 10-11 여수 11. 9-10 제주 11. 7-8 부산 11. 20-21 창원

8. JWJ 학술지 국제지 등재업무지원을 위해 논문게재료를 인상하고 국문게재논문의 영문번역료 비용을 지원하기

로 함

   1) 학회지 논문게재료의 기본 면수를 5면에서 6면으로 조정하고 기본료를 인상함

      - 영문논문과 외국인 투고논문은 게재료를 무료로 함 

구  분 기본면수 게재료 초과면당 연구비 수혜논문 특급논문

인상 전 5면 120,000원 30,000원 70,000원 100,000원

인상 후 6면 200,000원 30,000원 70,000원 100,000원

   2) JWJ학술지의 영문화와 인용지수 향상을 위해 국문게재논문의 저자가 원할 경우 영문논문 번역료를 한시적

으로 2년간 학회가 100% 지원하여 영문논문으로 게재하기로 함.   

      - 국영문논문게재 비율은 50%씩 발간하고 추후 상황을 보면서 100% 영문논문을 발간할지를 결정하기로 함

      - 영문번역료 예산 확보는 회장단에서 노력하여 확보하기로 함

      - 영문논문확보와 인용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편집에서 마련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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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올해 세계철강 회 기술경진 회 ‘스틸챌린지’ 우승 *

  포스코가 지난 4월 21일 세계철강 회가 실시한 ‘스

틸챌린지(steelChallenge-14 : 제강공정경진 회, 이

하 스틸챌린지)’에서 2년 연속 월드챔피언을 차지했다. 

이로써 동사는 ‘스틸챌린지’에 총 3회 우승을 하여 최다 

우승 기업이 다. ‘스틸챌린지’는 세계 철강엔지니어

들을 상으로 철강 련 지식과 역량을 높이고자 세계

철강 회(worldsteel)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

하고 있다. 회 방식은 참가자들이 주어진 조건과 시

간 안에 최  비용으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시뮬 이션으로 도출해야 한다. 특히 ‘스틸챌린지’는 

륙별 지역 회 우승자를 뽑은 후 월드 챔피언십 회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

에 명실상부 세계 인 철강기술 회다. 이번 세계 회

는 코로나19 확산 향으로 륙별 지역 챔피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을 펼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온라

인 화상 로그램을 통해 치러졌으며, 회 주제는 ‘

기로 제강  2차 정련 조업을 연계한 고탄소강 제조’

다. 이로써 동사는 지난해 월드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회 무 를 석권했다. 아울러 2006년 

우승까지 총 3회 월드챔피언을 따내 로벌 철강 기업

들  최다 우승을 차지함과 동시에 기술을 선도하는 

동사의 입지를 로벌 무 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다.

공업

* 자율운항선박 시  앞당긴다 *
 

  공업이 자율운항 핵심기술을 형 선박에 성공

으로 용시키며, 스마트선박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동사는 SK해운의 25만톤  벌크선에 첨단 ‘항해지원

시스템(HiNAS; Hyundai Intelligent Navigation 

Assistant System)’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수

차례 시운 을 통해 하이나스에 한 검증을 마친 바 

있으며, 실제 운항 인 형선박에 이 기술이 용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 이다. 동사가 카이스트(KAIST)

와 공동 개발한 하이나스(HiNAS)는 인공지능(AI)이 

선박 카메라 분석을 통해 주변 선박을 자동으로 인식해 

충돌 험을 단하고, 이를 증강 실(AR) 기반으로 항

해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특히 야간이나 해무(海

霧)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외선 카메라

를 활용해 장애물의 치나 속도 등의 정보를 종합 으

로 분석,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동사는 기존 스마트

선박 기술에 충돌회피를 돕는 ‘하이나스’를 추가하며 자

율운항선박 시장 선 에 속도를 높이게 다. 앞서 지

난 2017년에는 선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에

지를 효율 으로 리하고 최 의 운항 경로를 제공하

는 선박용 IoT 랫폼인 ‘통합스마트십솔루션(ISS)’을 

개발, 지 까지 150여 척분을 수주한 바 있다. 이외에

도 동사는 선박 이‧ 안 시 주변을 한 에 보여주는 

‘이 안지원시스템(HiBAS, Hyundai Intelligence Ber-  

thing Assistance System)’도 최근 개발을 마쳤다.

제철

* ‘HIT’ 신추진 선포 *
  

  제철이 제철소 가동 10주년을맞아 철강산업 본원

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신을 시작한다. 사는 ‘

신의 시작은작은 개선으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신

제도를 ‘HIT(Hyundai steel : Innovation Together)’

로 이름 지었다. 동사가 제시한 사 신 활동의 첫 번

째는 성과 신 활동이다.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낭비요소와 문제 을 찾아내고 이를 과제화하여 개선함

으로써 근원 으로는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시 으

로는 재무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설비 강건화 활동이다. 표 인 장치산업

인 철강업의 경우 설비에 의해 안 ·품질·생산의결과가 

좌우되는 특성상 설비의 성능을 하시키는 인 ·물

불합리 요소를 발굴하는 한편 이에 한 근원  개선을 

통해 설비 성능을 복원하고 정 화, 고도화하겠다는 방

회원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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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다. 세 번째는 솔선 격려 활동이다. 사 신이 

성공하기 해서는 임원과 리자  선임자들의 솔선

수범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임원· 리자를 포

함한 선임자들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신활동에 앞장

서고 직원들의 신활동을 격려함으로써 신바람나는 회

사 분 기를 만들어 가자는 활동이다.

  안동일 사장은 이 같은 신활동의 배경에 해 "지

난 수년간 심화되어 온 철강업계의 침체 기조에 더해 

코로나19라는복병까지 겹치며 례 없는 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  신

활동만이 회사의 미래와 새로운 철강업을 선도할 수 있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밝혔다.

삼성 공업

* 친환경 LNG Fueled VLCC 時代 연다 *
  

  삼성 공업이 버뮤다 지역 선사로부터 LNG 연료추

진 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총 2,536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2022년 4월까지 순

차 으로 인도될 계획이다. LNG 연료추진 VLCC는 

동사가 독자 개발한 LNG 연료공 시스템 ‘에스-퓨가

스(S-Fugas)’가 용돼 기존 디젤유 사용에 비해 배기

가스  황산화물은 99%, 질소산화물 85%, 이산화탄

소 25%를 감소시킬 수 있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IMO 2020 환경규제에 효과 으로 응이 가능하다. 

한, 운항  바닷물의 흐름 제어를 통해 선박의 연비를 

향상시키는 각종 연료 감장치(ESD, Energy Saving 

Device)와 연료 소모를 일 수 있도록 최 의 운항 

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하는 스마트십 솔루션 ‘에스베슬

(SVESSEL)’ 등 삼성 공업의 표  친환경 스마트

십 기술이 모두 용될 정이다.

우조선해양

* 세계 최  컨테이 선 ‘HMM 알헤시라스호’ 
명명식 개최 *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목) 우조선해양 옥포조선

소(경남 거제)에서 세계 최  컨테이  선박 ‘에이치엠

엠 알헤시라스호(이하 알헤시라스호)’의 명명식을 개최

하 다. 명명식에는 문재인 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홍

남기 경제부총리, 문성  해양수산부 장 , 은성수 

융 원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황호선 한국해

양진흥공사 사장, 배재훈 HMM 사장, 이성근 우조

선해양 표이사 등 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 다. 

알헤시라스호는 컨테이 박스 2만 3,964개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세계 최  크기*의 컨테이  선박이다. 

길이 399.9m, 폭 61m, 높이는 33.2m에 달하며, 최

속력은 22.5kts(41.7㎞/h)다. 탑승 인원은 선장을 

포함하여 총 23명이다. HMM은 형 선박 확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 과 원가경쟁력 확보를 하여 

2018년 9월 24,000TEU  선박 12척을 발주하 다. 

척당 1,725억 원(155백만 달러), 총 2조 7백억 원

(1,861백만 달러)에 달하는 건조 비용 조달 과정에는 

민간 융기  외에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

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여하 다. 선박 건조는 세

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들이 맡았다. 알

헤시라스호와 동일한 크기의 23,964TEU 선박 7척은 

우조선해양에서, 23,820TEU 선박 5척은 삼성 공

업에서 각각 건조 이다. 12척의 형선은 오는 9

월까지 순차 으로 HMM에 인도될 정이다.

두산 공업

* 부산신항 크 인 공 계약 체결 *
  

  두산 공업은 부산항만공사와 트랜스퍼 크 인(Trans- 

fer Crane) 12기 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

다. 부산신항 서측 2-5단계 부두에 설치될 정으로 

2022년 3월까지 공 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주한 트

랜스퍼 크 인은 원격 무인 운 을 통해 터미  야드에

서 컨테이 를 재하거나 이송하는 장비다. 2006년 

개장한 부산신항은 재 약 230여기의 트랜스퍼 크

인을 운 하고 있다. 이  두산 공업이 2006년 1-1

단계에 공 한 49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제품

이다. 두산 공업 박홍욱 워서비스BG장은 “이번 수

주로 약 15년 만에 국내에서 제작한 크 인을 부산신

항에 공 하게 다”며 “국내 력사들과 함께 좋은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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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성능의 크 인을 부산신항에 공 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 소기업과 부품·장비 국산화 개발 약 *

  한국수력원자력 부산 강서구 소재 소기업인 ㈜유니

스텍과 ‘격납건물 내부 철골 내진간극* 측정용 장비 국

산화 개발’을 한 약을 체결했다. 이번 약은 지난

해 9월 ‘부품·장비 국산화 T/F’가 발족한 이후 9번째 

약체결이다. ㈜유니스텍 본사에서 진행한 약을 통

해 두 기 은 2021년 3월까지 3억원을 투입, 내진간

극 측정용 장비 개발을 해 력키로 했다. 한수원은 

2.5억원의 연구비 지원, 테스트 베드 제공  인력 등

을 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국산화하는 장비는 

높거나 좁은 구간의 내진간극을 작업자 신 원격 장비

로 측정해 안 사고를 방하고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산화가 완료되면 종사자 보호는 물

론, 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약식에

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력기업에 연구개

발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올해 1월 

력 소기업과 개발한 국산화 노내핵계측기를 루마니

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거둔 것과 같이 한수원의 랜드

(With KHNP)를 활용한 력 소기업의 로개척을 

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KPS

* 진동분야 최고등  훈련기  자격 인정 *
  

  발 설비 정비 문회사인 한 KPS는 국내 최 로 

기계 상태 감시  진단 진동분야 최고등 ( 역Ⅳ, 

ISO 18436 기반) 훈련기 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이

에 따른 인정서 수여식을 지난 2월 19일 나주에 치

한 동사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진동분야 역Ⅳ는 

장 진단 분석을 독자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인 역Ⅲ의 수 을 넘어 기계구조물의 공진 등 이와 

같은 특성 규명  설계 인 에서 진단 책을 수

립할 수 있는 동 분야의 최고 기술자격을 의미한다. 한

KPS 인재개발원은 이번 한국소음진동학회 부설 한

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으로부터 진동분야 최고등  역

Ⅳ 훈련기 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동안 해외기 을 

통해서만 자격취득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제는 국내에

서도 진동분야 최고 등 인 역Ⅳ 자격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다. 

삼호 공업

* 품질 문가 견해 력사와 상생 *
  

  삼호 공업이 최고의 조선 품질 문가(이하 품

도사)를 력사에 견, 업체의 품질 수 을 높이고 생

산 공정의 신을 달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상생경 을 

실천하고 있다. 동사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남 암

지역 력회사를 상으로 품도사 제도를 운 한 결과 

회사와 력회사의 품질비용 감과 공정지연 방지 등

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품도사는 회사에서 

오랜 근무 경력과 높은 기량을 가진 기술자를 력사에 

견해 일정기간 상주하다시피하며 품질 리 노하우와 

기술을 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업체가 납품

하는 최종 제품의 품질을 검사해 왔다면, 품도사 제도

는 제품 제작 과정에 참여해 친환경 신규 장비의 작업

기  확립, 작업과정 지도, 력사와의 작업 업무 조율 

등 근본 인 업무 개선에 을 둔다. 재 의장, 선

체, 정도 3개 분야에서 3명의 품도사가 활동하고 있다. 

동사가 품도사 제도를 운 하게 된 것은 최근 친환경선

박과 LNG선 건조가 증가하면서 력사로서 처음 해보

는 작업이 늘어 품질 문제가 잇따랐고 체 공정 리

에도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매뉴얼과 도

면의 해석 능력 부족, 경험 부족으로 인한 설치 오작과 

락 작업이 반복 으로 발생하면서 력사는 A/S 등 

리비용이 늘어나고, 회사는 력사의 납기 지연으로 

인한 공정지연 문제가 자주 제기 다. 동사는 지난 1월 

이래 선박 엔진 이싱(Engine Casing) 납품 업체에 품

도사를 견해 리자와 작업자를 상으로 도장비 

작동 원리  시스템 운  소개, 장비 설치시 주요 

리  검 항목 교육, 외국인 작업자의 언어장벽 해

소, 설계 개선을 통한 장 생산성 개선 등의 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장비 설치시 작업시간은 30%이

상 어들었고, 문 매뉴얼과 도면 해석 능력 부족으

로 인한 장비 미설치율은 76% 감소했으며, A/S로 인

한 인력 낭비도 반가량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의 한 계자는 “품도사 제도는 력회사는 물론 회

사의 품질 신과 수익성을 제고해나가는 기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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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정확한 납기와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포조선

* 170미터  여객선 진수 *

   미포조선이 국내 연안 여객선사인 ‘씨월드 고속

훼리’로부터 수주해 건조 인 170미터  여객선이 마

침내 진수돼 용을 드러냈다. 동사는 울산 본사 4도크

에서 2만 7천톤(GT)  카페리선인 ‘퀸 제 비아’호를 

진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씨월드 고속훼

리로부터 수주해 건조 인 이 선박은 길이 170m, 

비 26m, 높이 14.5m의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최  

1,284명의 승객과 25톤(t) 트럭 88  는 경형 승용

차 478 를 싣고 최고 21.8노트(knot)의 속도로 운항

할 수 있다. 특히 침수나 화재 등 긴  상황에 비해 

성항법장치를 비롯해, 화재자동경보기, 스 링클러 

등 다양한 안 설비와 함께 해상탈출설비(Marine 

Evacuation System) 2기와 110인승 구명뗏목(Life 

Raft) 12척 등 구명장비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선체 

내부에는 약 116개의 객실과 함께 유럽형 크루즈  인

테리어를 용한 라운지, 극장, 노래방, 바(Bar) 등 여

행객들을 한 다양한 락  편의시설도 갖춰질 정

이다. 진수 후 안벽에 안된 이 선박은 마무리 의장작

업과 해상 시운  등을 거쳐 오는 9월 선주사에 인도

돼 목포-제주 항로에 투입될 정이다. 

한국선

* 重 LNG 연료추진 자동차운반선 기본인증 *

  한국선 은 최근 공업 사옥에서 공업이 

개발한 ‘LNG 이 연료추진 자동차 운반선’의 합성을 

검증하는 기본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 인

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받은 선박은 자

동차 운반선(PCTC, Pure Car and Truck Carriers) 

2척으로, 각각 7천 , 8천1백 의 차량 재 능력을 

갖추었다. 이 선박들은 국제해사기구(IMO) 타입-C 독

립형* LNG 연료탱크 2개가 탑재되어 LNG와 기름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이 연료(DF) 시스템을 채택하

고 있으며, 차량 선  시 차량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료탱크를 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험도 분석 기법을 통해 자동차 배기가스와 

LNG 연료가스를 안 하게 차단․통제할 수 있는 설계

가 용되었다. 



227

한용 · 합학회지 투고 규정 

1983년 2월 3일 제정,  2020년 3월 20일 개정

1.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홈페이지 http://www.e-jwj.org 에서 투고하여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학회에 가입한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집필인 경우 연구논문은 어도 1인 이상이 회원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 투고자와 편집 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외로 한다.

3. 논문 투고는 연구논문과 리뷰논문으로 구분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 학술 회, 연구 원

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하 던 학술행사명을 표기하여 공지한다.

4. 연구논문은 용   합에 한 학문 , 기술  기여와 논증을 주체로 하고, 독창성과 객 성이 있는 결론을 포함하여 

한다. 리뷰논문은 용 에 한 학문 , 기술  기여가 있는 것으로, 문 인 주제와 지 까지 연구흐름과 방향에 한 

데이터를 근거로 과학 인 논증을 주체로 하는 논문으로 한다.

5. 원고 체의 분량은 표, 그림을 포함하여 회지의 인쇄 면수 5면을 기본으로 하며, 10면을 과할 수 없다. 

6. 논문 투고는 연  수시로 수하며, 논문 수일은 학회 수 차가 완료된 시 으로 한다.

7. 논문은 국문과 문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논문 작성 지침 따라 논문 제목(국, 문), 국, 문 자명  소속, 자 주

소,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수일자, 문 록, Key words, 서론, 본론, 결론, 후기(필요한 경우), 참

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의 순으로 한다.  

8. 표, 그림은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표, 그림, 사진 의 문자는 모두 문으로 표기하고, 해당 그림과 표의 설명

이 있는 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배치한다.    

9. 참고문헌은 문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 표기는 일렬번호, 자명(모두), 제목, 명(약어) 권(호) (연도) 게재면. 

DOI(있을 경우) 순서로 표기하고 인용문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나타낼 때는 귀의 오른

쪽 어깨에 인용된 번호를 차례로 표시한다.

   1) Journal : 자, 제목, 약어 권(호) (연도) 면수. DOI

      - S. W. Kim and C. K. Chun, Trend of DED type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itanium, J. Weld. Join. 35(4) (2017) 327-332. https://doi.org/10.5781/JWJ.2017.35.4.4 

   2) Conference : 자, 제목, 학술 회명, 장소 (연도) 면수. 

        - J. H. Lee, C. H. Kim and N. H. Kang, Hydrogen Diffusion and Embrittlement with respect to 

Microstructure of Pipeline Steel Weld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Welding and Joining  

Conference (IWJC 2017), Gyeongju, Korea (2017) 3-4.

    3) 도서(Book) : 자, 책명, 출 사, 지역, 국가 (연도) 면수.

      - S. Kou, Welding Metallurgy, 2nd Edition, Wiley Interscience, New Jersey, USA (2003) 433-440.

   4) 학 논문(Thesis) : 자, 제목, 학, 장소 (연도) 면수.

      - W. J. Seong, Ph. D. thesis, A Study on Flame Forming and Straightening of Welding Distortion 

for Shipbuilding Structure, KAIST, Daejeon, Korea (2012) 151. 

   5) 산업표  : 표 번호, 표 명, 발행기  (약어) (연도).

      - ISO 9455-11, Soft Soldering Fluxes - Test Methods - Part 11; Solubility of Flux Residue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 (2017). 

     6) 용 합 편람 : 발간기 , 도서명, 출 사, 지역, 국가 (연도) 면수.

      -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Welding and Joining Handbook, I: Steel and Non-ferrous 

Materials,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Daejeon, Korea (2008) 100-110. 

      -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Welding and Joining Handbook, II: Mechanics, Fabrication 

and Inspection,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Daejeon, Korea (2008) 100-110. 

      -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Welding and Joining Handbook, III: Welding and Related 

Processes,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Daejeon, Korea (2007) 100-110. 

   7) 한용 합회지 참고문헌 표기 방법

      ① 2014년도 이  발간 학술지 : J. Korean Weld. Join. Soc.

      ② 2014년도부터 발간된 학술지 : J. Weld. Join.



228

10. 논문 심사는 학문 분야에 따라 문심사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며 심사자는 논문원고에 한 평가와 종합의견을 제시하

여야 한다. 

11.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45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45일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으로 

처리한다. 단 집필자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집필자는 반드시 연기 일정을 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기는 1회에 한 한다. 

12. 투고 논문은 심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심사 완료 순서를 기 으로 하되 심사진행에 따라 편집 원회

에서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3. 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원고에 한 작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자는 심사 완료 된 논문에 한 

자권 양도확인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는 자권 양도확인서를 5년간 보 한다. 

14. 학회지 논문 게재료는 6면을 기본으로 계산하고, 별도의 논문 심사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 6면 과 면당 연구비수혜논문 특 논문

200,000 30,000 70,000 100,000

15. 학회지는 연 6회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16. 한용 합학회지는 국제출 윤리(COPE) 기 에 따른다.



229

Instruction for Authors
Aims and Scope (Print Edition ISSN: 2466-2232/ Web Edition ISSN: 2466-210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is an open access, peer reviewed and refereed international journal 
published in electronic form as well as print form. The journal is dedicated to the full rang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ssues associated with welding and joining of materials. The research work published will 
be oriented more toward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manufacturing. The journal covers all 
aspects of materials joining including welding, brazing, soldering, cutting, thermal spraying and hybrid 
joining and fabrication techniques. The detail scopes of JWJ journa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opics:
• Residual Stress/Distortion/Modeling 
• Welding Strength/Integrity Assessment
• Arc Physics/Visual/ Simulation 
• Sensing and Monitoring/Welding Processes/Welding automation
• Laser / Electron Beam Welding & Processing
• Friction Stir Welding/Process
• Electrical Resistance Welding
• Electronic Packaging and Reliability
• Nano/Microjoining Process
• Diffusion Bonding, Brazing, TLP Bonding, Soldering 
• Surface Modification
• Inspection / Evaluation / Education & Qualification
  
About the journal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is founded in 1983 and publishes issues bimonthly starting from February. 
The journal title has been changed three times, Journal of Korean Welding Society, KWS, from 1983 to 
2006, Journal of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KWJS, from 2007 to 2012, and currently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from 2013 to present.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abstracted in Google 
Scholar, KCI (Korea Citation Index) and KSCI (Korea Science Citation Index).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anuscript Submission
New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online at the following URL: http://submit.e-jwj.org/ 
Log in is required for the first time user. If you do not have an account, click "Register" button and make 
your account. ID should be your email address being actively used now. If you have an account but forgot 
your password, click the "Forgot Your Password?" button. Your password will be given to your email 
address on your request. To begin, enter your User ID and password into the boxes provided, and click. 
At the welcome screen, click "Submit a Manuscript" button. After that, click "New Submissions" button to 
submit your new manuscript and follow steps 1-6.
• Step 1. Title, Abstract and Corresponding Author
Choose manuscript type, and enter your title and abstract into the appropriate boxes. If you need to insert 
a special character, click the "Special Characters" button. If you are submitting a manuscript that does not 
require an Abstract, please type N/A in the Abstract box. Please click the check box, if the corresponding 
author is the first author.
• Step 2. Authors 
Enter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first author in the boxes under "Add the First Author." 
• Step 3. File Upload
The manuscript file (main text) should not include authors’ name or affiliation. Upload and select the 
correct file designation for each item. All images should be inserted into a PowerPoint file. Acceptable file 
formats are pdf, hwp, doc and ppt, and each file should not be bigger than 20 MB in size.
• Step 4. PDF conversion
Merger file will be created in pdf format.
• Step 5. Cover Letter



230

Please, submit a separate cover letter with additional notes to Editor-in-Chief. 
• Step 6. Preview
Review the information in the Preview chart for correctness; make changes if needed. If you have not 
completed the required steps, you will not be able to submit your manuscript.
• Step 7. Submit
Once it is submitted, you will be able to monitor the progress of your manuscript through the peer review 
process.

Manuscript preparation
Manuscripts should be typed in double-spaced with adequate margins. All manuscript must use SI (metric) 
units in the text, figures, or tables. Manuscripts should be organized in the following order: title, name(s) 
of author(s) and his/her (their) complete affiliation(s) including zip code(s), Abstract (not exceeding 200 
words), Introduction, Main body of paper, Acknowledgements, References, Appendices, Table & Figure 
Captions, Tables and Figures.
• Title: The title of the paper should be concise and definitive.
• Author names and affiliations: Author name should consist of first name (or initial), middle initial, and   
  last name. The author affiliation should consist of the following, as applicable, in the order noted:
  Company or college (with department name or company division), Postal address, City, state, zip code
  Country name (only for countries other than the U.S.), Telephone, fax, and e-mail
• Abstract: An abstract (200 words maximum) should open the paper or brief. The purposes of the abstract 

are:   
  1. To give a clear indication of the objective, scope, and results so that readers may determine whether 

the full text will be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m.
  2. To provide key words and phrases for indexing, abstracting, and retrieval purposes.
• Equations: All mathematical equations should be clearly printed/typed using well accepted explanation.    
  Superscripts and subscripts should be typed clearly above or below the base line. Equation numbers      
  should be given in Arabic numerals enclosed in parentheses on the right-hand margin. They should be    
  cited in the text as, for example, Eq. (1), or Eqs. (1)-(3).
• Tables: All tabl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have a caption consisting of a table number    
  and a brief title. This number should be used when referring to the table in text. Table references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text in numerical order according to their order of appearance. Tables should be   
  inserted as part of the text as close as possible to its first reference — with the exception of those      
  tables included at the end of the paper as an appendix. A separate list of table numbers and their       
  respective captions should be included at the end of the paper (for production purposes only).
• Figures: All figures (graphs, line drawings, photographs, etc.)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have  
  a caption consisting of the figure number and a brief title or description of the figure. This number      
  should be used when referring to the figure in text. Figure references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text  
  in numerical order according to their order of appearance. Figures should be referenced within the text as  
  "Fig. 1." When the reference to a figure begins a sentence, the abbreviation "Fig." should be spelled out,  
  e.g., "Figure 1." A separate list of figure numbers and their respective captions should be included at the  
  end of the paper (for production purposes only).
• Reference: Within the text, references should be cited in numerical order according to their order of appea- 

rance. The numbered reference citation within text should be indicated with half-parenthesis in superscripts.
  Example: It was shown by Moon1)that the fracture toughness decreases under these conditions.
In the case of two citations, the numbers should be separated by a comma1,2). In the case of more than two 
references, the numbers should be separated by a dash3,4,5-7). All references should be listed at the end of the 
manuscripts, arranged in order. Reference to journal articles and papers in serial publications should include:
• Initials name of each author
• Full title of the cited article, title capitalization 
• Abbreviation name of the journal 
• Volume number (if any) (Do not include the abbreviation, "Vol.") 
• Issue number (if any) in parentheses (Do not include the abbreviation, “No.”)
• Year of publication
• Inclusive page numbers of the cited article (Do not include the abbreviation, “pp.”)



231

• Number of DOI (if any)
The exemplary form of listed references is as follows:  
(1) Journal : Author, Title, Journal, Volume(Number) (Year) Page.

S. W. Kim and C. K. Chun, Trend of DED type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itanium, J.   
Weld. Join. 35(4) (2017) 327-332. https://doi.org/10.5781/JWJ.2017.35.4.4

(2) Conference : Author, Title, Proceeding, Place (Year) Page.
J. H. Lee, C. H. Kim and N. H. Kang, Hydrogen Diffusion and Embrittlement with Respect to Microstructure 
of Pipeline Steel Weld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Welding and Joining Conference (IWJC 2017), Gyeongju, 
Korea (2017) 3-4.

(3) Book : Author, Title, Publisher, Place, Nation (Year) Page.
S. Kou, Welding Metallurgy, 2nd Edition, Wiley Interscience, New Jersey, USA (2003) 433-440.

(4) Thesis : Author, Thesis, Title, University, Place (Year) Page.                                     
W. J. Seong, Ph. D. thesis, A Study on Flame Forming and Straightening of Welding Distortion for 
Shipbuilding Structure, KAIST, Daejeon, Korea (2012) 151. 

(5) Standard : Standard No., Title, Publisher (Year). 
ISO 9455-11, Soft Soldering Fluxes - Test Methods - Part 11; Solubility of Flux Residues, Internationa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 (2017). 

References, including those pending publications in well-known journals or pertaining to private communications, 
not readily available to referees and readers will not be acceptable if the understanding of any part of the 
submitted paper is dependent upon them. In the text the reference should be numbered in bracket in ascending 
order, e.g.1,2), etc. 

Publication type
• Review paper : Review articles undergo full peer review. A Review Article organizes, clarifies, and      
  summarizes existing major works in science and engineering and provides comprehensive citations to a   
  full spectrum of relevant literatures.
• Special issue : Special issue articles undergo full peer review. A special issue article reports results that  
  are of significant and archival value to the engineering community; however, these works are more      
  limited in scope and length than a research paper. A special issue may contain any of the following: 1.  
  preliminary report of a result not yet fully developed or interpreted; and 2. commentary on a technical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readers.
• Research paper : Research papers undergo full peer review. A research paper is a full-length, technically  
  original research document that reports results of major and archival value to the specific community of  
  engineers that comprise the journal audience.
Galley proofs will be provided as a pdf file to the author with reprint order and copyright transfer form. 
The author should return the corrected galley proofs within a week with the signed reprint order and 
copyright transfer form. Attention of the authors is directed to the instructions which accompany the proof, 
especially the requirement that all corrections, revisions, and additions be entered on the proofs and not on 
the manuscripts. Proofs should be carefully checked and returned to the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editorial office by online or e-mail if the changes are minimal. If the changes are extensive, proofs 
should be returned by fax only. Substantial changes in an article at this stage may be made at the author’s 
expense. The reprint request form must be returned with the proof. Neither the editor nor the JWJ office 
keeps any supply of reprints.

Peer review process
Submitted manuscripts will be sent to peer reviewers, unless they are either out of scope or below the 
quality threshold for the journal, or the presentation or written English is of an unacceptably low standard. 
A manuscript that meets this standard is sent to anonymous reviewers for peer review. Once the editorial 
office receives complete reviews, the associate editor and editor makes a decision and the corresponding 
author is informed of the editorial decision by e-mail. The editor selects referees results of the review will 
be classified as follows;
• Accepted: The manuscript will be forwarded to the publisher without further corrections.
• Minor revisions: The author should address the comments from the reviewers, which will be confirmed   
  by the reviewers before being sent to the publisher.



232

• Major revisions: The author should address the comments from the reviewers and make the appropriate   
  corrections for further review by the reviewers.
• Rejection: When majority of the reviewers recommends not to publish, the manuscript will be reject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 Consultation: Review of the manuscript will be forwarded to further consultation to subcommittees and    
  subspecialties.
Manuscripts reviewed that require revision should be revised and uploaded with a response to the reviewers’ 
comment at JWJ editorial manager within two months. Otherwise, the manuscript will be considered as a 
new manuscript when and if it is resubmitted.
And disputes or ethical issues raised during or after the publication should follow the guidelines found at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strictly applie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of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on publishing integrity.  

Page charge or article processing charge
The article processing charge for paper is 200,000 KRW within 6 pages. An excess page charge of 30,000 
KRW per page will be charged within 10 pages. For papers with acknowledgement for financial support, 
there will be additional charge of 70,000 KRW. Be noted that there is no article processing charge for 
papers submitted by foreign authors

Address to submit and Contact information inquiry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304, San-Jeong Building, 23, Gukhoe-daero 66-gil, 
Yeongdeungpo-gu, Seoul, 07237, Korea 
Tel. +82-2-538-6511~6512, Fax. +82-2-538-6510, E-mail. koweld@kwjs.or.kr, http://www.e-jwj.org

Authors’ checklist for manuscript submission
Prospective authors should use the following checklist for manuscript preparation. 

<Title Page>
Include all authors with current affiliations.
Provide full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Abstracts should not exceed 200 words.
Make sure to include a clear indication of the objective, scope, and results so that readers may determine 
whether the full text will be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m.
Use keywords in proper English format.

<Body of Manuscript>
Use 10 pt. font size.
Use a default typeface (e.g. Times, Times New Roman, Courier, Helvetica or Arial).
Is the manuscript written according to the JWJ manuscript preparation guideline including the section on  

   how to write references?
Is your manuscript carefully proofread?

<References>
References should be numbered and listed at the end of the paper in the order of cited.
Properly formatted according to the style set of JWJ template.

<Figures and Tables>
Properly labeled and formatted.
Minimum required resolution for publication (600dpi).



233

COPYRIGHT TRANSFER FORM for PUBLICATION
            

Submission of your paper for publication is understood to imply that the article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nor is it being consider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f parts of the material, e.g., text, figures or 
tables, have already been published elsewhere, permission for their reproduct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copyright owner and full acknowledgment made in the manuscript. The manuscript shall be submitted free 
of copyright charges.
Formal written transfer of copyright on each article from the author(s) to the publisher is required. This 
transfer enables the publisher to provid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the article through activities 
such as distribution of reprints; authorization of reprints, translation, or photocopying by others; production 
of microfilm editions; and authorization of indexing and abstracting services in print and data base formats. 
Without this transfer of copyright, such activities by the publisher and the corresponding spread of 
information are limited.

Author agreement:
Title of article for which copyright is being transferr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nuscript Number:                Authored by:                                                  

to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The copyright is hereby transferred to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KWJS), effective if and 
when the article is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author(s) reserve(s) the followings:
1. All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2. The right to use all or part of this article in future works of their own, such as lectures, press releases,  
   reviews or text books.
3.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limited distribution for own personal use or for company use for 

individual clients, provided that source and copyright are indicated and copies per se are not offered for sale.
In case of republication of the whole article or parts thereof by a third party, written permission should be 
obtained from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KWJS), to be signed by at least one of the 
authors(who agrees to inform the others, if any) or, in the case of a “work made for hire” by the employer.
This form must be completed and signed by the all authors or corresponding author on behalf of the 
others, and received by the editorial office of the KWJS, before the article is published. In the case of an 
article commissioned by another person or organization, or written as part of duties as an employee,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ing organization or employer must sign instead of the author(s). 
After submission of the Copyright Transfer Statement sign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 changes of 
authorship or in the order of the authors listed will not be accepted by KWJS.

Corresponding Author’s

Other Authors’
Signature(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nt Name(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s the form is being sign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 on behalf of the others, the following additional 
statement must be signed by the author signing for the co-authors: “I represent and warrant that I am 
authorized to execute this transfer of copyright on behalf of all the authors of the article named above.”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  Corresponding Author’s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send this form to the editorial office of the KWJS by e-mail at koweld@kwjs.or.kr or fax at 
+82-2-503-6510.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Employer:
(if not signed by author)
                            

Print Name: 

                _____________







제38권  제2호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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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용접·접합학회지

www.kwjs.or.kr

다중 리플로우에 따른 Sn-Cu-(X)Al-(Y)Si/Cu 접합부 특성 연구

 …………………………………………… 유동열·손준혁·고용호·이창우·변동진·방정환 … 131

Laser-Assisted Bonding (LAB), Its Bonding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 K. S. Choi, J. H. Joo, K. S. Jang, G. M. Choi, H. G. Yun, S. H. Moon and Y. S. Eom … 138

열충격시험과 3점굽힘시험을 통한 BGA 패키지 신뢰성에 미치는 언더필과 코너필의 영향

 ……………………………………………………… 김경열·정학산·김상우·방제오·정승부 … 145

탄소 나노튜브 함유량이 Solderable 등방성 및 이방성 도전성 접착제의 접합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임병승·윤희준·이정일·김종민 … 152

Strategies to Reduce Transient Liquid Phase Bonding Time for the Die Attach of Power 

Semiconductors ……………… S. H. Sohn, D. W. Kim, H. P. Kim and N. H. Kang … 158

Ti 및 Ti-6Al-4V GTAW 클래딩의 미세조직 구성 및 상분석

 ……………………………………………………… 최병학·이상우·임태운·김청인·김재휘 … 166

Pulse GMAW에서 용접선 추적용 아크 센싱 신호 선정에 관한 연구

 …………………………………………………………………………… 서보욱·정영철·조영태 … 173

가변극성을 이용한 알루미늄 5183 와이어의 아크 적층 공정에서 EP/EN 비율의 영향 평가

 ……………………………………………………… 황승연·이태현·김철희·현승균·강민정 … 180

Numerical Model for Powder Consumption, HAZ Width and Toughness in Tandem 

Submerged Arc Welding ……………………… M. H. Kakaei-Lafdani and M. Valehi … 187

DED 금속 3차원 프린팅의 레이저 파워 피드백 제어에 따른 적층 물성 연구

 ……………………… 김지언·김지성·이   호·박민규·김성욱·신성선·황준호·김현덕 … 197

알루미늄 6014-T4 합금의 저항 점 용접에서 예비 통전이 너겟 성장 및 용접성에 미치는 영향

 …………………………………………… 전현욱·김재훈·천주용·김영곤·김양도·지창욱 … 203

학회 소식 …………………………………………………………………………………………………… 211

회원사 동정 ………………………………………………………………………………………………… 223


	00-수정-목차2
	01-25(2)-수정_유동열
	02-26(2)-수정 (2)
	03-22- Abstract 수정 완료 (3)
	04-17(2)-수정
	05-20(2)-수정_revised
	06-77(4)-수정
	07-67(3)-수정
	08-84(3)-수정-rev2
	09-45(5)-수정
	10-01(3)-수정-최종본
	11-06(2)-수정
	12-수정-학회소식(1)
	13-수정-회원사동정
	14-수정-국문집필규정(2)
	15-수정-영문집필규정(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