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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년  사

사단법인 한용 · 합학회

회 장 장  경  호

  존경하는 한용 · 합학회 회원 여러분!

  2021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묵묵히 

이겨내는 우직한 황소의 모습처럼 2021년에는 지난 한 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찬 한 해를 걸어가는 신축년이 되길 바랍니다.

  한용 · 합학회의 제23  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게 되어 무

한한 으로 생각하며 한 막 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한용 · 합학회는 창립된 지 39년의 통을 지닌 학술단체로써 국내 건설, 조선, 자동차, 항공, 반도체, 

랜트, 에 지, 철강 산업  련 산업의 제작 생산 분야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인 용  합기술과 학문 

발 을 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용 · 합학회는 학술단체의 역할인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문 랫폼을 갖고 우리 

사회에 기여와 국가 발 의 주역의 역할은 물론 국가 경쟁력 확보를 한 시스템으로 우리의 산업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결과가 우리의 선진화된 용  합기술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한용 · 합학회는 우리 사회  이슈  문제 해결에 해 극  참여로 응해 나가겠습니다. 용  

장 사고와 방  품질 보장을 한 기술을 극 으로 지원할 것이며 련 단체들과의 력을 강화

해나갈 것입니다. 한, 용  합표 의 개정, 검정사업  도서 발간 사업을 강화하여 지식 창출에 힘

쓰겠습니다.

  한용 · 합학회 회원들이 편하게 참여하여 소통·화합하며 즐거운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우리의 미래인 후속 용  인들을 극 으로 지원하여 최고 문기술인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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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학술상 
 서   정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연구위원

  
  서정 연구 원은 1992년 포스텍 기계공학과에서 “알루미나 세라믹의 괴거동에 한 연구”를 통

해 박사학 를 취득하 다. 1993년, 한국기계연구원 용 연구부 이 용 실 근무를 시작

으로 국내 이 용 , 자빔용 기술 발 에 기여하여 왔다. 1998년 산업자원부의 에 지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테일러드 블랭크 이 용 시스템”을 국내 최 로 국산화하여 “장 실

상”을 수상하 으며, ㈜성우하이텍에 설치하여 국내 최고수 의 이 용 기술을 보유한 자

동차부품기업으로 발 하는데 기여하 다. 2000년에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동체용 을 한 

“60kW  형 자빔용 시스템”을 국산화하여 ㈜한라이비텍에 성공 으로 설치하 고, 2004년애는 “120kW  

자빔용 시스템”을 두산 공업(주)에 설치하여 터빈다이어 램용 에 사용해 왔다.     

  한편 연구실 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100여편의 논문투고, 70여회의 학술발표  20여건의 특허실 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한용 합학회에서 편집 원, 고에 지연구 원회 문 원, 특임이사  사업부회장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학회의 운 과 발 에도 기여하 다. 

  최근에는 산업부 “ 이 가공기술산업화지원센터구축” 사업책임자를 맡아 2013년에 한국기계연구원 지역조직

으로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센터장)하여 동남권 이 용 기술 지원을 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공로상 

 김  유  찬
베스트에프에이(주) 대표이사

  김유찬 표이사는 2019년부터 재까지 본 학회의 기술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용

  용 자동화와 련한 최고의 기술을 고객에게 가장 쉽고, 단순하게 제공하겠다는 기업

이념과 비 으로, 자동차, 조선, 공업 등에 가장 기본 이면서 핵심 인 소형피복아크 용

기부터 고성능 디지털용 기를 비롯한 다양한 특수 고기능 용 장비  용 기술을 제공하

고 있는 용 자동화 문기업을 경 하고 있으며, 용 기술의 선진화  자동화에 기여하고, 

련 기술의 발 과 용  품질향상 등을 통한 뿌리기술 문기업으로 용 산업의 발 에 이

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오직 한길을 걸어 오고 있으며, 지속 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용 련 다수의 특

허를 획득하고,  산학연 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학에서 용 산업의 기술인재양성을 하여 우수한 

연구  교육환경과 연구 장비를 가지고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과 일학습병행제

와 병역특례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화고 재학생을 상으로 뿌리(용 )산업의 기술인재로 양성하는 지원사업

에 기여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장 으로부터 제39차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2015년 

고용노동부의 우수경 인 표창과 2018년 소기업최고경 자부문 기술경 인상과 모범납세자표창을 비롯하여, 

소기업 발  유공부문에서 한민국 산업포장을 수훈한 바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나아가 용 산업의 성장, 발 할 수 있도록 지속 인 노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  책임을 다하는 사회공헌활동과 건 한 나눔의 경 활동을 확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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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공로상
 안  영  호

POSCO 기술연구원 접합연구그룹 수석연구원
 

  안 호 수석연구원은 1983년 부산 학교 생산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한국해양

학교 선박해양공학과에서 석사를, 1998년 8월에 부산 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GMA용

의 스패터 발생  아크 상에 미치는 와이어 성분의 향”에 한 연구로 공학박사를 취득

하 다. 1985년부터 2020년까지 POSCO기술연구원 합연구그룹에 재직하 으며, 주로 

철강의 용 기술 분야에서 후  고장력강 용 부 성능 향상, GMA용 상의 모니터링  

용 재료 성능 향상, 국내 철강사와 용 재료사로 이루어진 용 재료 의체를 결성하여 국

산 강재의 용 재료 국산화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 다. 특히 국내 조선산업의 주력 선종인 형 컨테이  

선박의 건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입열 용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입열 강재 개발  용 재료의 국산화는 

물론 고능률 입열 용  시스템  설계 솔루션을 개발하 으며, 최근에는 형 컨테이  선박의 극후물 강

재 용 부에서 보고되고 있는 취성균열 에 의한 선박 괴 사고의 험성을 극복하고 입열 용 을 용

하여도 취성균열 를 방지할 수 있는 고능률 용  솔루션 개발에 역 을 두고 총력 매진하고 하 다. 

  GMA용  상에 미치는 미량원소 향에 한 연구로 철암논문상  논문상을, 입열 용 기술 개발로 기

술상을 수상하 고, 2013년에는 산업의 용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

년간 용 학회 편집 원  이사, 용 · 합 편람  용 · 합 용어사 의 편찬 원으로 활동하 으며, 다수

의 기술 논문을 게재 함은 물론 연구 수행을 통한 연구 결과를 학술 발표 회에 극 으로 발표함으로써 학

회가 용 기술의 토론의 장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 다.

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공로상 
 최  명  기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 회장

  최명기 회장은 1986년 북 학교 공과 학 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성균 학교 속공학

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A Study on the Tensile Characteristics in Welds of 5083-O 

Al Alloy” 연구로 1989년 석사학 를 취득하 다. 석사학  취득후, 성균 학교 속공학

과에서 “A Study on the Properties of 63Sn-37Pb Solder Joints by Non- Cleaning 

Soldering Process“ 연구로 박사학 를 취득하 다. 

  1988년 12월부터 (주)퍼시픽콘트롤즈 기술연구소에서 온도조 용 센서부 기능성 합재료개

발 연구  반도체 자사업부 재료개발 업무를 총 하 으며, 이징  솔더링 반도체 패키징용 미세 합재료 

개발 연구수행을 통하여 국내외 정 합과 자패키징분야의 발 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2000년 1월부터 한국산업

기술 회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신인재육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연수  산학연 인력양성사업, 국가직무능력표

(NCS)개발  활용사업, NCS기반 일학습병행(일학습 듀얼시스템)사업 등을 수행하여왔고, 2014년 1월부터는 

NCS 개선사업, 국가인 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기업수요맞춤형 공동훈련센타운 ,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공동훈련

사업, NCS기업활용컨설  사업으로 국내 산업 장의 용  합산업 발 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한국마이크로 자패키징연구조합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동차 장패키징모듈연구개발, 무연

솔더 용 친환경 자동차용 장품제조공정 가이드라인 제공, 마이크로 LED 기술개발등에 산학연 력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패키징 기술의 발 에 응 가능한 “센서기술”, 

“고 력모듈화 기술”, “자동차 자제어기술” 특성평가에 한 국제표 화, 자패키징 분야의 국제 의기구 참여 

등 국내외 용 미세 합분야산업계의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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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논문상
     논문명 : 9 wt.% 니켈강 소재를 활용한 선박용 LNG Fuel Tank 초기 설계 및 용접부 

성능 평가

김보언, 박정열, 이정수, 김명현

  환경오염  기후변화에 한  세계 인 심과 심각성에 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선박의 운항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에 한 국제 규약의 제정을 지속 으로 추진

해왔다. 2020년부터는  세계 일반해역에서 선박 연료유 의 유황성분 함량을 0.5%로 엄격히 제한하는 

Global Sulphur Cap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약 70,000척 이상의 선박이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된다. 차 강화되고 있는 선박의 배출규제 규정을 수하기 해 친환경 에 지원인 LNG 연료 추진 선박

과 련된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LNG 연료를 용하기 해서는 LNG 연료 추진 시스템과 함께 -163℃의 

극 온 조건에서 안 하게 연료를 보 할 수 있는 LNG Fuel Tank가 선박에 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LNG Fuel Tank의 기 설계를 해 용 가능한 부재치수 계산법  FE Analysis

를 용하여 구조 안 성 평가 방법을 검토하 으며, LNG Fuel Tank 제작을 해 9 wt.% 니 강 소재에 

용 가능한 다양한 용  공법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SMAW(Shielded Metal Arc Welding), SAW 

(Submerged Arc Welding), FCAW(Flux Cored Arc Welding) 시편에 한 극 온 환경에서의 Impact 

Test를 수행하고 온인성에 한 결과를 검토하 으며, 지 까지 SMAW, SAW 용  공법이 주로 용되어

왔으나 향후 상 으로 생산성이 더 높은 FCAW 용  공법도 9 wt.% 니 강을 소재로 하는 LNG Fuel 

Tank 제작에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논문상
논문명 : 1 GPa 급 고강도강 용접금속에서의 침상형 페라이트 핵생성 거동

강용준, 이창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높은 강도와 온인성을 갖는 구조용 강재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근에는 압연  열처리 기술을 통해 높은 온인성을 갖는 1 GPa  고강도 강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에 맞춰 용 부의 고강도  고인성화를 한 용 재료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온변태 조직의 발달

이 우세한 1 GPa  고강도강 용 속의 온인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침상형 페라이트의 분율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 일반 으로 침상형 페라이트는 결정립 내부에 있는 비 속개재물(non-metallic inclusion)로

부터 핵생성 되기 때문에 용 재료의 합 설계를 통해 개재물의 핵생성 능력을 극 화시키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 GPa  고강도강 용 속에서 침상형 페라이트의 핵생성기구 분석을 통해 개재물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 페라이트와의 격자 정합성이 높은 동시에 주  기지(matrix)에 Mn-

결핍층(Mn-depleted zone)을 형성하는 개재물이 침상형 페라이트의 핵생성 능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단되

며, 따라서 향후 이러한 개재물을 형성시킬 수 있는 용 재료의 합 성분계를 도출하기 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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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논문상
     논문명 : 아크열원을 이용한 Inconel 718의 금속적층에서 SS 275 모재로의 대체 

가능성 평가

이태현, 오제훈, 감동혁

  속 3D 린 은 Substrate(모재)에 소재를 층한 후 제품의 형상을 제외한 부분을 가공하고 substrate 

제거를 통하여 제품을 완성한다. 층 후 제거된 substrate는 폐기되거나 재사용된다. 하지만 재사용된 

substrate는 열 향으로 인하여 열변형이 발생되어 층 경로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층 구조

물의 응력 집 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재사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공정마다 새로운 substrate의 사용

이 필요하나 생산비용이 증가한다. 특히, 티타늄 합 과 니 계 합 과 같이 고비용의 소재를 층한 경우 동

일 소재의 substrate의 사용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의 문제가 증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가의 

substrate로 체가 필요하지만 이에 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GMAW를 이용한 Inconel 718합

의 속 층에서 구조용 강인 SS 275 소재를 substrate로의 체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Inconel 

718 소재를 이종 소재인 SS 275 substrate에 층하고 Inconel 718 소재를 동종의 Inconel 718 substrate

에 층한 시편과 비교하 다. Inconel 718 와이어로 층된 층 구조물임을 고려하여 Inconel 718의 성분

의 함량기 을 확보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기술상
 이  광  원 

엠디티(주) 대표이사

 
  이 원 회원은 부경 학교에서 용 공학을 공하고 동 학원에서 용 공학 석사 학 를 

취득하 다. 1998년 모니텍코리아를 설립하여 용  모니터링 시스템 련 개발  연구를 

수행하 고, 이후 엠디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표이사로 재직 이다.

  이 원 회원은 국내 최 로 지능형 항 용  설비를 자동차 제네시스 라인에 용하 고 

고장력강  용 과 련한 기술 개발을 통해 자동차 차체 품질 수 을 높 고, 각종 알루미

늄 합  이종 합과 련된 신기술 련된 장 기술 확보, 용 성능 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  장에 극 으로 도입하 다, 이 과정에서 한용 · 합학회지를 포함한 각종 학회지  학술 회

에서 다수의 연구논문을 투고/발표하 다. 한, 독일의 운호퍼와의 기술 력 MOU를 체결하여 이  용  

 층, 마찰용 , CFRP와 련된 다양한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독 국제 력과제를 통해 와

이어 타입의 이  층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의 속 3D 린  개발과 련해서도 연구개발 책임자로 기술

개발을 진행 이다. 재 자동차 분야  조선 분야에 다양한 제품에 해 이 용  기술에 해서도 특허 

출원  공정 기술 개발을 극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 차체에 확  용할 알루미늄 용 , 합 

 다양한 이종소재 신기술 목  국산화 합 공법 개발을 통해 자동차  조선 산업의 기술 발 에 기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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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기술상
 정  우  영 

한국자동차연구원 친환경소재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정우  회원은 건국 학교에서 공업화학 학사, 동 학원에서 신소재공학 석사, 서울 학교

에서 재료공학 박사수료 하 다. 2002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입사하여 기아차, 제

철, 성우하이텍, 서진산업, 동희산업 등이 포함된 국내 완성차  련 업계가 컨소시엄 되어 

‘자동차 생산 이  가공 기술 기반구축’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 용

을 시작하는 이  가공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보 , 교육  변 확 에 기여 하 다. 

  이후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요에 맞춰  고장력강  이종 소재 차체 합 기술, 마찰교

반용 기 개발, 자기성형용 , 항 용 , 엔진부품 이  텍스처링, 용  자동화, 다이아몬드 합 삭공

구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의 용  합 가공 용 기술에 하여 연구하 다.  

  최근에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인 기자동차, 수소 기차 모터  워모듈의 이  용, 자동차 램 용 

폴리머 이  합  인포테인먼트용 LED 합, 알루미늄 항 용 기 개발, 스마트 용  무인 자동화 등의 

과제를 수행 이다. 

  향후, 스마트 팩토리와 인공지능이 융합된 통합 무인 용  공정 솔루션, 자율주행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센

서류에 한 합 기술  국내 용  합 기술의 해외 의존을 탈피하기 한 원천 기술 개발에 매진할 계획

이다.

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기술상
 최  두  열 

POSCO 기술연구원 철강솔루션연구소 수석연구원

 

  최두열 회원은 경북 학교에서 속공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POSCO 기술연구원

에서 26년간 철강소재의 용 솔루션 개발 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근무  서울시립 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아연도  TRIP강의 용 부 LME 균열 특성 연구”로 공학박사학 를 취

득하 다. 스테인리스강  자동차용 강재 용 성 평가  용  공법 련 범 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한용 합학회와 국내외 학술지  학술 회에서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

다. 

  최두열 회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고강도강  아연도 강 이 안정 으로 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용  

솔루션 개발을 통해 해당 산업의 발 에 크게 기여하 다. 한, 동 기간동안 한용 합학회의 자동차용 강

재의 용 기술 분야에서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여 해당 분야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 다. 특히, 아연도  

고강도강의 항 용 에서의 고질 인 문제인 액상 속취화(LME, Liquid Metal Embrittlement) 의 발

생 상을 규명하고, 이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한 소재  용  솔루션 개발을 개발하여 LME 문제를 획기 으

로 감시켰다. 재는 국내외 자동차사와 함께 아연도  고강도강의 LME 균열 평가방법  스펙제정 련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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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KISWEL AWARD
 백  응  율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백응율 교수는 남 학교에서 속공학 공으로 학사(‘82), 한양 학교에서 재료공학(분

말야 ) 공으로 석사(’85)학 를 취득하고, ‘85년에 POSCO 기술연구소에 입사하여 ’98년

까지 RIST 신소재연구본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 으며, 근무  포항공과 학교 재료

속공학과에서 “고크롬철계 육성합 의 힘마모  괴 상”으로 공학박사학 (’97)를 취

득하 다. 공학박사학  취득 후 ‘98년부터 재까지 남 학교 신소재공학부의 교수로 재

직하면서 용 /주조/분말야  기술분야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해왔다.

  용 기술 연구 분야에서는 그간 량 수입에 의존하여 국내에선 용 시공만 하여온 Wear Plate용 고크롬 탄화

물계 Self Shield Flux Cored Wire와 Bulk Welding용 Powder, 등 8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국산화 개발하여 

기술이 을 통한 상업화에 기여하 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강도 철도 일 이음용 테르  반응재 개발 연구와 

항공기 부품의 Inconel재 용 부의 보수용  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3-D Printing용 Ti-6Al-4V합

 이져용착부에서 발견된 Massive Phase Transformation 상에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산업 장과 긴 히 연계된 연구주제의 100여개의 국가과제  기업과제를 수행하면서 130편 이상의 연

구논문 게제  발표와 40건 이상의 특허등록을 함으로서 이 분야 기술  학술 발 에 크게 기여하 다.

   2006년부터는 한용 합학회의 야 원회 간사, 편집이사, 사업이사, 한용 합학회지 편집장, 편집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거쳐 2019년 21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의 국제화와 내실화를 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한  등이 높이 평가된다. 특히 야 원회 발족과 한일야 원회 국제공동심포지업(간사)을 추

진하 고, IIW2014( 시 원장), IWJC-Korea 2017( 로그램 원장), 제8차 EAST-WJ( 회장), 제32차 

AWF Meeting in KOREA 등을 성공리에 개최, 한용 합학회지의 e-Book 발간, 용 인들의 화합을 

한 용 기술사 포럼 개최, 신화된 학회로서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자 용 랫폼 원회 설립 등을 통해서 그

간 우리나라의 용 합 분야의 지속성장에 기여하 다. 

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모니텍 학술상 
 박  기  영

고등기술연구원 지능기계시스템센터 연구위원

  박기  박사는 한양 학교 정 기계공학과에서 아크 상에 한 연구로 석, 박사 학 를 

취득하 다. 1998년 고등기술연구원에서 TWB 이  용 공정 개발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철도차량의 부품 경량화를 한 아크 용 , 아크- 이  하이 리드 용   이종소재 합 

공정기술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조선해양 분야에 로 을 이용한 용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에 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 용 산업 발 에 기여하여 왔다.

  한편 연구실 으로 자동차, 조선  철도차량 등의 부품 경량화 연구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투고  학술발표를 하 으며, 학회 활동으로는 수년간 고에 지연구 원회  학회 이사직을 수행

하며 2017년 국가표 기술력향상사업 수주와 함께 2014년부터 매년 국가기술표 원의 COSD 사업 수주  

수행을 통하여 학회의 운 과 발 에도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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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철암논문상

   정  성  훈
POSCO 철강솔루션연구소 접합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정성훈 연구원은 한양 학교(ERICA) 재료공학부 학사 연세 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졸

업하 으며, 2018년도부터 포스코 기술연구원 합연구그룹에서 근무 이다. 이후 주로 고

기능성 용 재료  STS용  솔루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재는 고기능성 강재를 

다양한 산업군에 목시키기 한 용  재료  용 솔루션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융된 럭스의 수소용해도에 한 럭스 조성의 향을 주제로 연세 학교에서 박사 학

를 수료하 다. 

  국내 학술지는 한용 합학회지, 국외 학술지는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s B 등과 같은 수소  속 재료 문 학술지를 포함하여 총 7편의 연구결과를 

게재하 다. TMS, IURMS, MS&T, EUROMAT등 속재료  용 련 학회에 극 으로 참여하여 국내

외 학회에서 10회 이상의 연구결과 발표하 고 제1회 철강기술 솔루션  아이디어 공모 에서 “철강 제조공정

의 신 에 지 회수  CO2 감 기술 개발”의 주제로 솔루션 우수상을 수상 받았다. 

  철암논문상은 학회지 37권 1호에 개재된 “용 부의 수소 취성 감을 한 용  럭스 개발”에 한 연구성

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하 다. 

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Young Fellow Award
오  동  진

한국재료연구원 원자력공인검사단 선임연구원

 
  오동진 연구원은 부산 학교 조선ㆍ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2017년 동 학 조선ㆍ해양공

학과에서 ‘국부응력기법을 이용한 LNG 장탱크 용 부 피로설계 선도 개발’이라는 주제로 

박사학 를 취득하 다. 학 과정  극 온용 강재 용 부 피로강도  LNG 장탱크 2차 

방벽 피로특성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기존 IIW 피로설계 선도와의 비교  노치응력

기법을 용한 단일 피로설계 선도 개발에 주력하 다.

  박사학  취득 후, 2017년 부산 학교 연구교수, 2018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박사 후 연구요

원으로 근무하며 층소재 공정변수에 따른 피로강도 특성변화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2018년부터 재까

지 재료연구소 원자력공인검사단에 근무하고 있으며, 층소재 공정변수에 따른 강도변화에 한 연구, 원  

구경 배  보수기술 개발  상용화 연구, 캐니스터 소재 CISCC 균열성장 특성 연구 등 소재  용 부 피

로 괴와 련된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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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Young Fellow Award
유 동 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접접합기술센터 연구원

 
  유동열 연구원은 서울과학기술 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2014년 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UST) 자패키징공학과 석사학 를 취득했으며. 학 과정  한국생산기

술연구원 마이크로조이닝센터에서 반도체패키징 공정/소재, 무연솔더링 공정/표면실장기

술 공정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석사학  취득 후, 재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품기능연구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반도체 합 공정  소재 개발, 력변환모듈 용 고온 합 소재  공정 개발 등 차량용 반

도체 합 소재 개발  실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학회활동은 2012년부터 꾸 히 활동하고 있으며, 재까지 SCI  논문을 포함한 13편의 게재논문과 국

내외 30편의 학술논문발표를 하 다.

 

2020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Young Fellow Award
박  정  현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책임연구원

 
  박정  회원은 부경 학교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동 학 신소재시스템공과 조상명교수 

연구실에서 2015년  2019년 석사  박사학 를 취득했다. 학   이차 지, 건설기계, 

조선 랜트 련 산학과제 로젝트를 20건 완료하 고, 박사학  주제로 TIG 용 에서 입

열량비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고효율 TIG용 에서 입엽량비에 한 기존 지식의 수

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하 다. 박사학  취득 후, LG화학 지사업본부에서 이차 지 

Cell의 용 기술개발과 이 용 , 이 노칭 기술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 에 있다.

  박정  박사는 한용 합학회지를 포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9편의 논문을 게재하 으며, Journal of 

Manufacturing Process, Science and Technology of Welding and Joining등과 같은 유명 문 학술지

에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한 국내외학술발표 22건, 아크용 련 특허 19건, 이차 지 련 특허 9건 등을 

발표하여 이차 지  용 산업의 연구발 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미래창조

과학부 기술사업화 상 연구자 부문 우수상 1건, 2015년 우수논문상과 2018년 우수 논문발표상 1건을 수상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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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eep learning is one of the machine learning techni-
ques, a kin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th increas-
ing applications to a wide range of sectors. Machine 
learning is not based on explicit rules, it learns rules us-
ing datasets, and is categorized into supervised learn-
ing, unsupervised learning, and reinforcement learning 
according to the types of training datasets. Supervised 
learning uses inputs and correct outputs as training da-
tasets and it is applied to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problems1).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 type of machine 
learning, was developed by mimicking human neural 
networks and consists of an input layer, hidden layers, 
and an output layer. ANN is further categorized into a 

shallow neural network (SNN) where there is one hid-
den layer and a deep neural network (DNN) where there 
are two or more hidden layers. When machine learning 
is performed using DNN, it is called deep learning.
  As for research that applies ANN to welding, since the 
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2) was introduced in the 
mid-1980s, ANN has been actively applied to a number 
of welding processes. The examples of application includes 
prediction of weld quality from control parameters3,4), 
suggestion of appropriate control welding parameters 
from the welding of the desired weld attributes5), profile 
extraction from laser vision sensing image6), and quality 
and seam tracking using vision sensors7). However, 
there were some problems in expanded application of 
neural network models at the time. First, the sigmoid 
function or RBF (Radial Basis Function) function was 
mainly used as an activation function of neural networks, 

  

Review on the Recent Welding Research with Application of 
CNN-Based Deep Learning
Part I: Models and Applications

합성곱 신경망기반 딥러닝의 용접연구 적용 
Part I: 모델과 활용사례

Kidong Lee*,**, Sung Yi*, Soongkeun Hyun** and Cheolhee Kim*,***,†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Materials Engineering, Portland State University, OR 97229, USA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22212, Korea

***Joining R&D Group, KITECH, Incheon, 21999,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kim@kitech.re.kr, cheol@pdx.edu

(Received September 16,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Abstract

  Dur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deep learning refers to a neural network containing multiple hidden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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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ts CNN model were described, and also its application in welding was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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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arning of weights far from the output layers was 
difficult in training of DNN through the back-propagation 
algorithm. In addition, when images or time series signals 
were used, learning was performed through feature ex-
traction rather than raw signals without feature ex-
traction, and models that predict outputs from scalar 
variables such as control parameters were mainly de-
veloped, and thus application of the trained model to 
another production system was intrinsically difficult. 
When only the control parameters are used as the input 
parameters of the model, several environmental disturbances 
(e.g. humidity, temperature, electric power instability) 
cannot be considered, and it was difficult to set the 
same system inputs even by setting the same control 
parameters in other systems.
  In recent years, ReLu (Rectified Linear unit) has been 
proposed as an activation function to enable training of 
DNN. With the introduction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8), also known as convnets, which are 
mainly used for image recognition, and Recurrent 
Neural Network (RNN)9,10) for use in models using 
time-series variables, innovative development in deep 
learning technologies has been achieved including end- 
to-end learning.
  Machine learning has been applied to various welding 
processes and the examples include the use of deep 
learning and reinforcement learning in the laser welding 
control11), quality prediction through deep learning in 
arc welding12), and quality classification through SVM 
(Supported Vector Machine), a machine learning algo-
rithim 13,14).
  In this paper, 18 recently published papers on CNN- 
based welding research are reviewed. As shown in Fig. 
1, these papers were divided into 5 groups based on su-
pervised/unsupervised learning, use of transfer learning, 
and application of data augmentation in data preprocessing.

2. CNN Structure and Learning Methods

  CNN is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that uses con-
volution operations, and CNN models has shown ex-
cellent performance in image recognition because the 
feature patterns of the images can be extracted by train-
ing through convolutional filters. In addition, manual ex-
traction of features is not necessary since features are 

automatically learned, and models can be constructed 
based on pre-trained networks. With these advantages, 
research of applying CNNs for deep learning using im-
ages has shown a rapid increase in recent years.

2.1 Basic structure

  CNN is composed of convolutional layers, pooling 
layers, and fully connected layers. In the convolutional 
layer, inputs within a kernel are connected by specific 
weights, and a feature map is constructed by information 
representing each kernel area and passed to the next 
layer. The convolution operation is performed by slid-
ing the kernel window over the input data at a fixed 
stride. The output of the convolutional layer can be 
passed to the next layer as it is, but in most cases, pool-
ing is performed, one of the down sampling operation, 
to prevent over-fitting and create features that are high-
ly noise-resistant. Typical pooling methods are max 
pooling and mean pooling, in which the maximum and 
mean values are output within the specified kernel win-
dow, respectively. The fully connected layer is a layer 
in which nodes of the previous layer and those of the 
next layer are all connected in the same way as a tradi-
tional ANN. In the CNN model, the successive repeti-
tion of the convolutional layer and the pooling layer en-
ables inclusion of local features in the image and also 
represents the global features and these are passed as 
the input of the fully connected layer, and the fully con-
nected layer produces the final output.

2.2 Key techniques used in the reviewed papers

  The techniques adopted for modeling and training are 
briefly introduced as follows, and more details can be 
found in References15).

  2.2.1 Activation function
  The activation function converts the input signal of a 
node in an ANN to an output signal, and the identity 
function, sigmoid, Tanh, ReLu, and softmax function 
are used as the activation function. In general, ANN 
performs learning of complex nonlinear phenomena by 
adopting a nonlinear function as an activation function. 
Among them, the sigmoid function is useful for con-
verting all values into probabilities, and generates out-
put values between 0 or 1, which can be used for binary 
classification. The Tanh function has a smooth shape 
like the sigmoid function, and has the advantage of be-
ing able to generate negative values because the output 
values range between -1 and 1 depending on the input 
value. The sigmoid function and the tanh function are 
disadvantageous for use in the learning of DNN be-Fig. 1  Classification of paper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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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it is possible that the gradient of the function van-
ishes by saturation. However, the ReLU function out-
puts 0 when the input value is negative, and outputs the 
input value as it is when the input is 0 or positive. The 
softmax function used in the classification problem 
converts the input values between 0 and 1 and the sum 
of the output values is always 1. The softmax function 
increases the differences in the portions of the input 
values, making the portion of the largest value even 
larger and the portions of other values even smaller, 
and is used as the activation function of the last node 
for the classification neural network.

  2.2.2 Transfer learning 
  Transfer learning performs learning by using models 
that has been pre-trained with large-scale data such as 
VGG, GoogLeNet, and MobileNet, rather than learning 
a complex CNN structure from scratch in the design of 
an image classification model using CNN and it allows 
a accurate model in a relatively time-efficient manner. 
Transfer learning adopts model optimization through 
fine-tuning. The fine-tuning strategies can be divided 
into three methods: retraining the entire model, fine- 
turning only the parameters of the fully connected (FC) 
layers, and fine-tuning some convolutional layers and 
all fully connected layers.

  2.2.3 Data augmentation
  In deep learning, the more number of training datasets 
are available, improved accuracy can be achieved. 

Insufficient number of training datasets leads to over- 
fitting and ensuring a large number of training datasets 
is important in the performance. When CNN uses im-
ages as input data and the number of training datasets is 
insufficient, data augmentation can be used to address 
the problem of insufficient input. Data augmentation is a 
method of adding artificially processed images to the 
given training datasets through effects such as flipping, 
rotation, and changing brightness to the input images. 
In this paper, for convenience of presentation, the meth-
od of using original data without data augmentation is 
indicated as learning using the original data.

3. Supervised learning with training from scratch

3.1 Original data utilization

  Z. Guo et al.16) proposed a model for classifying normal 
and defective welds by applying CNN to electric resist-
ance welding in the line pipe manufacturing process, 
and achieved an accuracy of 99.01%. The cross-section 
images of the welds were used as input and the sigmoid 
function was used in the output layer to classify normal 
and defective welds. The number of hidden layers of 
the CNN was 5, 7, and 13, and the difference in accu-
racy according to the network depth was examined. 
With increasing network depth, the average time per 
epoch was 261.68 s, 266.24 s, and 267.26 s in case of 5, 
7, and 13 layers, respectively, indicat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but the error rates were 7.89%, 4.93%, and 

Process Input Output Network No. of dataset Ref. No

Electric 
Resistance 
Welding 

256×256 (px) image 
from cross-sections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Good/Defect)

CNN-FCN
13 HL***

11026 (TR*)
304 (TE**)

16

Arc Welding
320×240 (px) image 
from weld surfaces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Good, Porosity, Undercut, 
Spatter)

CNN-FCN
5 HL

120 17

Laser Welding

351 features of
in-situ signals
from photo diodes, im-
age sensor, and spec-
trometer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Good, Blowout, 
Humping, Undercut)

CNN-FCN
7 HL

7500 (TR)
5000 (TE)
from 25 
welding runs

18

Gas Tungsten 
Arc Welding

400×487 (px) in-situ 
weld pool image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2, 4, 6 classes)

12 models 
(6 CNNs &
6 FCNs)

26666 (TR)
6588 (TE)

20

Resistance Spot 
Welding

128×128 (px) image 
from weld surfaces

Regression
- Strength
- Nugget diameter
Classification
- Fracture mode, Expulsion

CNN-FCN
11 HL

90 21

Laser Welding
121×121 (px) in-situ 
image of weld pool in-
cluding keyhole

Classification
- Penetration
(2, 3, 4 classes)

10 Models (6 CNNs,
{HOG, LBP, BOF, or 
SAE} + SVM)

10,000 (TR)
1000 (TE)

22

* TR: For training; ** TE: For test; *** HL: Hidden Layer 

Table 1 Summary of research using original data and training from 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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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showing improved accuracy. It was reported 
that superior accuracy results were obtained compared 
to the error rate of 2.3% at human inspection.
  A. Kjumaidi et al.17) proposed a CNN-based defect de-
tection model using photo images of arc welding bead 
surface as input, and using only 3 hidden CNN layers 
and 2 hidden FC layer, test accuracy of 95.83% was 
achieved for 4-class classification of defects (good, po-
rosity, undercut, and spatter).
  Y. Zhang et al.18) performed in-situ measurement of 
welding signals using multi-sensor technology, and a 
CNN-based defect detection model was proposed based 
on the input signals. The multi-sensor system comprised 
a photodiode, a spectrometer, and two high-speed 
cameras. The collected photodiode signals were decomposed 
for each frequency by the Wavelet Packet Decomposition 
(WPD) method to obtain 320 feature signals. In addition, 
the spectrometer signals were collected by dividing the 
wavelength range between 400 nm and 900 nm into 25 
bands. The information on the size and location of the 
keyholes was collected with No. 1 camera with 976 nm 
laser light and the bandpass filter applied, and the spat-
ter and plume related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No. 2 camera with a wavelength range of 320 nm-750 nm. 
After collecting a total of 351 signals from various sen-
sors at a frequency of 500 Hz, the rest were filled with 
value 1 to form 400 input nodes. For verification on the 
accuracy of the CNN model,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fully connected network (FCN) model19) result 
with same input nodes. In the comparison, the mean er-
ror of the FCN model was 9.65% and the mean error of 
the CNN model was 4.7%, indicating that the CNN 
model accuracy was superior to that of FCN model. For 
generalization of the proposed CNN model, the ver-
ification of the model was performed by experimenting 
under four welding conditions. As a result of CNN 
model classification, error rates of 1.73%, 8.0%, 11.2%, 
and 8.75% were obtained in each defect class (good, 
blowout, humping, undercut). When the cases of classi-
fication error were analyzed, there were cases where 
the blowout defect and the undercut defect were con-
fused in detection, or the humping defect and good 
welds were confused.
  D. Bacioiu et al.20) constructed various DNN models 
for welding defects classification in GTA welding of 
aluminum 5083 alloy and compared the model per- 
formances. In a total of 60 welding experiments, the 
in-situ molten pool images were used as input data, and 
the 6 CNN models and 6 FCN models were developed 
with defect classifications of 2-class (good, defective), 
4-class (good, melt-through, contamination, lack of fu-
sion) and 6-class (good, melt-through, contamination, 

lack of fusion, misalignment, lack of penetration). Then, 
the performance was compared according to input im-
age resolution, model depth, and learning rate. In the 
evaluation of the input image resolution, the comparison 
of original data images of 800x974 pixels with sampled 
images at 400x487 and 25x30 pixels confirmed that in 
the 6-class classification the CNN model showed high-
er sensitivity to the final classification accuracy than 
the FCN model. In all models, the accuracy improved 
with increasing model depth, and learning did not con-
verge at a learning rate of 10-3 or below. In all evalua-
tions, CNN models showed higher accuracy than FCN 
models. S. Choi et al.21) presented a CNN model that 
predicts weld quality (tensile shear strength, nugget di-
ameter, fracture mode of welds, expulsion occurrence) 
through the surface images of resistance spot welds for 
automobile steel sheets with a tensile strength of 980 
MPa. The surface indentation and heat trace correlate 
with the weld quality, and thus the tensile shear strength, 
nugget diameter, fracture mode of welds, and expulsion 
occurrence were predicted with the accuracy of 98.6%, 
98.8%, 100%, and 100%, respectively, through the CNN 
model. The generality of the model was verified through 
a test using data not included in the training, and the 
verification result confirmed that the prediction accu-
racy of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nugget diameter 
was 97.8% and 97.4%, respectively
  Z. Zhang et al.22) used a CNN model to determine the 
penetration state of tailor-rolled blank (TRB) in-situ la-
ser welding. The applied penetration state classification 
was 2-class (incomplete penetration, complete penetration), 
3-class (incomplete penetration, desirable-complete 
penetration, overpenetration), and 4-class (incomplete 
penetration, desirable penetration, complete penetration, 
overpenetration). Six CNN models with different number 
of kernels and convolutional layers were trained and 
evaluated in comparison. It was confirmed that the in-
creased complexity of the model did not necessarily 
lead to improved accuracy, and the optimal CNN model 
was determined considering the model complexity in 
addition to accuracy. Moreover, apart from the model 
complexity, the image sampling frequency (100 fps, 
300 fps, 3000 fps) of the input images that can affect 
the latency of model was varied to conduct experiments 
in comparison. Sinc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uracy among models with difference sampling 
frequencies, 100 fps was selected with the lowest 
latency.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CNN model, 
it was compared with other methods [(HOG, LBP, Bag 
of features (BOF), or SAE)+SVM].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the CNN model in 2-class classification 
showed the highest prediction accuracy, and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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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3-class classification,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CNN model was 99%, 93.8%, and 96.5%, respectively, 
indicating higher performance than other models. 
  When the penetration state was classified into 4 classes, 
the accuracy of each model was relatively low, but the 
stability in the accuracy of the CNN model was high.

3.2 Data augmentation

  W. Hou et al.23) investigated a defect classification model 
(good, incomplete penetration, pore, slag inclusion, 
crack) from X-ray images of various welds in an open 
database GDXray. First, 3503 of 32×32-pixel images 
were extracted from 88 X-ray images by subsampling. 
Since the distribution of each type of defect is unbalanced, 
resampling was performed using ROS (Random Over 
Sampling), RUS (Random UnderSampling), and SMOTE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methods. 
The RUS method is the simplest approach that ran-
domly deletes samples from the majority class to bal-
ance the class distribution and the ROS method dupli-
cates samples selected from the minority class and adds 
to the original dataset to balance the class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SMOTE method is a resampling meth-
od in which Euclidean distance is calculated to ran-
domly find k-nearest neighbors to create new artificial 
samples. For classification models, traditional methods 
of Haralick texture features and HOG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were used as well as the deep learn-
ing method SSAE (Stacked Sparse Auto-Encoders), and 
two CNN models with different depths were used. For 
visual comparison on the results of extracted features 
through each model, each part was visualized into a 2D 
map using the t-SNE method to compare the accuracy. 

From the comparison, it was confirmed that the t-SNE 
map of the original images was disorderly, and the 
t-SNE map of the models with Haralick technique and 
HOG method also showed poor data classification 
performance. Both SSAE and CNN models showed 
better performance of classification in the t-SNE map. 
Between the two CNN models, the one with larger depth 
showed a better classification performance. Among them, 
the classification of samples without defects and sam-
ples with pores showed the best performance, and crack 
defects were the most difficult for classification. In the 
case of the ROS datasets, the mean accuracy of the de-
fect classification for Haralick, HOG, SSAE, CNN1, 
and CNN2 was 60.9%, 81.6%, 91.4%, 94.7%, and 
96.3%,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RUS datasets, 
the accuracy values were 60.7%, 67.5%, and 87.3. %, 
76.6%, 79.9%, and for SMOTE datasets, the values 
were 63.1%, 82.2%, 90.5%, 94.4%, and 97.2%,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ey reported that the deep 
learning method showed better feature extraction per-
formance than the traditional model, and that with 
SMOTE method, the problem of accuracy reduction 
from data imbalance can be resolved.
  J. Park et al.24) proposed two-step CNN models for de-
fect detection in engine transmission welds. In the first 
CNN model, the representation of collected images of 
the circular welding area of the engine transmission 
was converted from Polar coordinates to Cartesian co-
ordinates and the center point was predicted. Assuming 
that the weld width was fixed, the background except 
the welds was removed, thereby optimizing the input 
data to the second defect detection CNN model. 
Compared with Hough circle, a traditional method, the 
two-step models have showed superior performance 

Process Input Output Network Data augmentation Ref. No

X-ray 
Inspection

32×32 (px) X-ray 
images from 
GDXray-Weld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2, 5 classes)

5 Models
(Haralick, 

HOG, SSAE,
2 CNNs)

Subsampling 
ROS**, RUS***

SMOTE*4 
23

Transmission 
Welds

80×256 (px) for
center detection
32x352 (px) for 
defect inspection
from weld surfaces

Regression
- Center point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Good, NG)

6 Models
(HOG+SVM,
LBP+SVM,

4 CNNs)

Rotation Translation 
Scaling Brightness 
Adj. Contrast Adj.

24

Flux Cored
Arc Welding

150×125 (px) in-situ 
image of weld pool

Regression
- 8 molten
pool features

CNN-FCN
10 HL*

Horizontal flip
Translation

Scaling
25

Gas Tungsten 
Arc Weldng

100×100 (px) in-situ 
images of weld pool 
in three-way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Under-penetration, Full 
penetration, Burn through)

CNN-FCN
10 HL

Noise addition
Rotation

26

* HL: Hidden Layer; ** ROS: Random Over-Sampling; *** RUS: Random Under-Sampling;
*4 SMOTE: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Table 2  Summary of research using data augmentation and training from 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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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dark lighting environments and with blurred 
images. Since there are not many defect data images in 
the training datasets, image transformation (rotation, 
translation, scaling) and image distortion (brightness 
and contrast adjustment) were performed to improve 
performance. In the second defect detection CNN mod-
el, the mini-batch gradient descent method can lead to 
biased learning due to data imbalance, class-specific 
batch sampling method with a set ratio of OK and NG 
images of each batch was used. For the defect detection 
model, the performance was comparatively evaluated 
between HOG+SVM, LBP (Local Binary Pattern)+SVM 
and four CNN models, and all CNN based models 
showed outstanding performances.
  For automation of Flux Cored Arc (FCA) Welding, T. 
Ashida et al.25) used a CNN model to extract features of 
molten pool and calculated the distance between the 
leading of the molten pool and arc center and the width 
of the pool to investigate a feedback control system to 
form back bead. Data augmentation was performed us-
ing horizontal flip, translation, and scal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datasets from 2,400 to 12,000. When 
comparing between the proposed CNN model and the 
conventional feature-extraction image processing algo-
rithms, the mean prediction error of the leading end po-
sition of the molten pool was reduced by 0.3 mm. The 
seam tracking and back bead formation was verified by 
implementing the developed feedback control algo-
rithm to the butt weld joint with a joint gap from 3 mm 
to 10 mm along the weld seam which is also deviated 
by 10 mm from the pre-taught path.
  Z. Zhang et al.26) developed a CNN model for in-situ 
weld defects prediction in pulsed gas tungsten arc 
(GTA) welding of aluminum alloys. In order to increase 
the training speed and accuracy of the CNN model, a 
system was devised to collect 3-way information simul-

taneously from the top front, top back, and back seam. 
Welding was performed on rectangular, dumbbell-shaped, 
and ladder-shaped specimens to generate welding defects. 
Downsampling was performed on the original images 
of 1392x1040 pixels with the arithmetic mean and thus 
input images of 100x100 pixels were used. For data 
augmentation, the number of datasets was increased by 
adding noise (salt and pepper noise) and randomly ap-
plying 15 and 30 degrees rotation to the input images. 
After the data augmentation, the accuracy improved by 
3.88% from 92.3% to 96.18%, verifying the effective-
ness of data augmentation. In addition, for optimization 
of CNN model, the accuracy and the final training 
speed were compared by varying 4 convolutional layer 
structures and the number of kernels. The training time 
and efficiency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kernels, 
and the accurac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eature images excluding 2D images with 
only 0 in the pooling layer.

4. Supervised learning with transfer learning

4.1 Research using original data

  H. Zhu et al.27) applied a CNN model for defects (normal, 
overlap, spatter, porosity) classification on weld surfaces 
of Gas Metal Arc Welding (GMAW). Transfer learning 
was performed using LeNet-5, and since the softmax 
function,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last layer of 
the final fully connected layer of the CNN model, has a 
disadvantage of performance degradation when the 
number of training datasets is insufficient, Random Forest 
and SVM classifier were used for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Preprocessing was performed such as median 
filtering, image enhancement by gradation processing, 
and OTSU image thresholding for all collected images 

Process Input Output Base network No. of dataset Ref. No

Gas Metal Arc 
Welding

80×120 (px) image 
from weld surfaces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Normal, Overlap, Spatter, 
Porosity)

LeNet-5 + 
Classification 

(Softmax, Random 
Forest, SVM)

320 (TR*)
80 (TE**)

27

Laser Welding
150×150 (px) image 
from weld surfaces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Normal, Porosity, Level 
misalignment)

AlexNet, VGG-16, 
Resnet-50, 

Densenet-121,
MobileNetV3-Large

7217 (TR)
814(TE)

28

Gas Tungsten 
Arc Spot 
Weldng

640×480 (px) in-situ 
image of weld pool

Classification
- Weld penetration 
(Under, Desirable, Excessive 
penetration)

ResNet 
18-layers model

25643 (TR)
2851 (TE)

29

Laser Welding
224×224 (px) in-situ 
image from a coaxial 
camera

Classification
- Pore or No pore

AlexNet
1971 (TR)
1276 (TE)

30

* TR: For training; ** TE: For Test

Table 3  Summary of research using original data and transfe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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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fects on weld surfaces. From the results obtained 
from softmax, SVM and Random Forest classifiers, the 
accuracy obtained using the softmax classifier was the 
lowest and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Random 
Forest Classifier showed the best performance.
  Y. Yang et. al28) used photographs of laser welding area 
taken by CMOS digital camera and transfer learning of 
a CNN model was performed for classification of weld 
quality into 3 classes (normal, porosity, level misalignment) 
and 2 classes (qualified, defect). In the basic VGG-16 
model, the weight of the convolutional layer was fixed 
and training was performed only on the weight of the 
FC layer. The result of this model was compared with 
the other eight models (pre-optimization AlexNet, Resnet- 
50, VGG-16, Densenet-121, MobileNetV3-Large and 
post-optimization pre-AlexNet, pre-Resnet-50, and pre- 
Densenet-121). The 2-class binary classification achieved 
accuracy of 90% or higher in all cases. For multiclass 
classification of 3-class, Resnet-50 and MobileNetV3- 
Large were the most advanced deep learning algorithm 
and showed good performance, but 3 GPUs were need-
ed for the training. The optimized VGG-16 model in the 
study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with training time 
of 1 hour without having to use GPU.
  W. Jiao et al.29) developed a weld penetration prediction 
model using CNN in the GTA spot welding process. 
Images were collected using the camera positioned on 
the top-side of the specimen, and the penetration state 
(partial, full and excessive penetration) was predicted 
through correlation with the area of the bright parts 
from the camera on the back side. For transfer learning, 
ResNet model with 18 layers was used and compared 
with a 9-layer CNN model. The accuracy of the ResNet 
model with transfer learning was 96.35%, and the test 
accuracy of the compared CNN model was 92.7%, con-
firming the superiority in the results obtained with 
transfer learning.
  B. Zhang et al.30) constructed a model for prediction of 
the in-situ internal porosity status of aluminum 6061 al-
loy in laser welding. Consisting of 532 nm light and 
high-speed camera, in-situ weld-pool images were col-
lected, and the training was performed using porosity oc-

currence information confirmed through image processing 
of the longitudinal cross-section. AlexNet-based transfer 
learning was performed, and most of the pores were 
successfully detected, but during the verification process, 
the pores with size of 100 μm or less, and some deep 
pores were not detected.

4.2 Data augmentation

  N. Yang et al.31) proposed a LeNet-5-based transfer 
learning CNN model for defect classification using 
X-ray weld images. From the images acquired through 
the experiment, images around the weld area were ex-
tracted and the contrast in the images was improved by 
adjusting the gray level. Since there were not enough 
samples in the dataset, the images were rotated, shifted 
and blurred and noise was also added to increase the 
size of the dataset.
  For optimization of the CNN model, each size of con-
volution kernels was varied for evaluation. The larger the 
kernel size, there was a slight increase in accuracy and 
the convergence became slower. A function that synthe-
sized LReLU and Softplus with reference to 0 was used 
for classification to prevent saturation and it was con-
firmed that this function had superior performance than 
sigmoid function. When compared with the accuracy 
values of LeNet-5, ANN and SVM (0.758, 0.897, 
0.982), the developed model showed a superior accu-
racy at 0.993. 
  C. V. Dung et al.32) developed a CNN model for detection 
of fatigue cracks from photographic images of welded 
joints in a structure. From the images collected from 
the structure, sub-images of 64x64-pixel were extracted 
and datasets were constructed by classification accord-
ing to the crack occurrence.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imbalanced training dataset due to smaller 
number of images with cracks than images without 
cracks, data augmentation was performed through rota-
tion, shift, shear, zoom, and flip of the crack images. 
CNNs of three different structures which are shallow 
CNN, VGG-16-based BN(Bottle Neck) training, and 
VGG-16-based fine-turning training were evaluated. In 
all cases, the results with data augmentation showed 

Process Input Output Base network Data augmentation Ref. No

X-ray 
Inspection

60×60 (px)
X-ray images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2, 5 classes)

LeNet-5
Rotation, Translation

 Blurr, Noise
31

Transmission 
Welds

64×64 (px)
image from surfaces

Classification
- Crack, No Crack

VGG-16 
Rotation, Shift

Shear, Zoom, Flip
32

Table 4  Summary of research using data augmentation and transfe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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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accuracy improved by 2% or higher. 

5. Unsupervised learning with autoencoder

  CNN models are applied to predict or classify specific 
values in welding process but there are also cases when 
CNN models are used for feature extraction from ac-
quired images. Autoencoder is unsupervised learning 
using CNN and reconstructs the original images through 
encoding and decoding processes. In the process, con-
straints such as noise are applied so that key features can 
be applied when the original images are reconstructed. 
Autoencoder is used when extracting features of the 
original images in high dimension or when reduced im-
ages are needed with the features retained.
  J. Guenther et al.11) applied autoencoder method with 
CNN for feature extraction in laser welding and ex-
tracted 16 features from the input image. The extracted 
16 features were used for reinforcement learning, and 
the weld quality was achieved by controlling the output 
in laser welding.
  A. Muniategui et al.33) developed a quality determi-
nation model of resistance spot welding using a fuzzy 
algorithm. However, the fuzzy algorithm that uses the 
original images with high resolution of 1000x800-pixel 
as input is not efficient in terms of computation time 
for application in real-time process and the data storage 
space problem may arise due to the high storage ca-
pacity requir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 au-
toencoder was used to reduce the image resolution to 
15x15 pixels while retaining the features of the image 
and the reduced images were applied to the fuzzy 
algorithm. Finally, quality prediction was achieved at an 
accuracy of 88% or higher in resistance spot welding.

6. Summary and Outlook

  As can be seen from the review in this study, among 
various types of deep learning techniques, CNN models 
with images have been actively applied in welding 
research. The field of Welding is typically dominated 
by tacit knowledge rather than rule-based explicit 
knowledge, indicating high applicability of data-based 
deep learning, and the applications of CNN in welding 
research are expected to increase even further. The 
in-situ measurement of waveform-based time series 
signals have been actively used in determination of 
weld quality in previous studies, and in the future, there 
will be increased investigation and adoption of mul-
ti-sensor-based deep learning techniques where con-
tinuous waveform sensors and image sensors are ap-
plied simultaneously. Furthermore, at present, the im-
ages at the time of measurement are used for quality 

classification or regression, but in the future, hybrid 
models of combining RNN and CNN will be applied, 
leading to more intelligent models in which the in-
formation extracted from images in the past will be 
transferred to the current state prediction.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Korea, under the 
Fostering Global Talents for Innovative Growth Program 
(P0008750) supervis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IAT)
 
ORCID: Kidong Lee: http://orcid.org/0000-0001-7565-1965 
ORCID: Soong Keun Hyun: http://orcid.org/0000-0002-3434-8465 
ORCID: Cheolhee Kim: http://orcid.org/0000-0003-4127-3171 

References

1. P. Kim, MATLAB Deep Learning, Apress, Seoul, Korea 
(2017).
https://doi.org/10.1007/978-1-4842-2845-6_5

2. D. E. Rumelhart, G. E. Hinton and R. J. Williams, Learning 
Representations by Back-Propagating Errors, Nature, 
323(6088) (1986) 533-536.
https://doi.org/10.1038/323533a0

3. K. andersen, G. E. Cook, G. Karsai and K. Ramaswamy, 
Artificial Neural Networks Applied to Arc Welding 
Process Modeling and Control, IEEE Trans. Ind. Appl. 
26(5) (1990) 824-830.
https://doi.org/10.1109/28.60056

4. G. E. Cook, R. J. Barnett, K. Andersen and A. M. Strauss, 
Weld Modeling and Control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IEEE Trans. Ind. Appl. 31(6) (1995) 1484- 
1491.
https://doi.org/10.1109/28.475745

5. H. S. Moon and S. J. Na, A Neuro-Fuzzy Approach to 
Select Welding Conditions for Welding Quality Impro- 
vement in Horizontal Fillet Welding, J. Manuf. Syst. 
15(6) (1996) 392-403.
https://doi.org/10.1016/S0278-6125(97)83053-1

6. K. Bae and S. J. Na, A Study of Vision-Based Measure- 
ment of Weld Joint Shape Incorporating the Neural Network, 
Proc. Inst. Mech. Eng., Part B: J. Eng. Manuf. 208(1) 
(1994) 61-69.
https://doi.org/10.1243/PIME_PROC_1994_208_060_02

7. S. Lee, W. Chang, W. Yoo and S. J. Na, A Study on a 
Vision Sensor Based Laser Welding System for Bellows, 
J. Manuf. Syst. 19(4) (2000) 249-255.
https://doi.org/10.1016/S0278-6125(01)80004-2

8. A. Krizhevsky, I. Sutskever and G. E. Hinton,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12), Lake Taho, Navada, USA, 1097-1105.



Kidong Lee, Sung Yi, Soongkeun Hyun and Cheolhee Kim  

18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1, 2021

https://doi.org/10.1145/3065386
9. K. Cho, B. Van Merrieboer, C. Gulcehre, D. Bahdanau, 

F. Bougares, H. Schwenk and Y. Bengio, Learning Phrase 
Representations Using RNN Encoder-Eecoder for Sta- 
tistical Machine Translation, arXiv preprint arXiv: 
1406.1078 (2014).
https://doi.org/10.3115/v1/d14-1179 

10. J. Weston, S. Chopra and A. Bordes, Memory Networks, 
arXiv preprint arXiv:1410.3916 (2014).

11. J. Guenther, P. M. Pilarski, G. Helfrich, H. Shen and K. 
Diepold, Intelligent Laser Welding Through Representa- 
tion, Prediction, and Control Learning: an Architecture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Reinforcement Learning, 
Mechatron. 34 (2016) 1-11.
https://doi.org/10.1016/j.mechatronics.2015.09.004

12. M. S. Kim, S. M. Shin, D. H. Kim and S. Rhee, A Study 
on the Algorithm for Determining Back Bead Gene- 
ration in GMA Welding Using Deep Learning, J.  
Weld. Join. 36(2) (2018), 74-81.
https://doi.org/10.5781/JWJ.2018.36.2.11

13. D. Petkovic, Prediction of Laser Welding Quality by Com- 
putational Intelligence Approaches, Optik, 140 (2017) 
597-600.
https://doi.org/10.1016/j.ijleo.2017.04.088

14. J. Chen, T. Wang, X. Gao and L. Wei, Real-Time Mo- 
nitoring of High-Power Disk Laser Welding Based on 
Support Vector Machine, Comput. Ind. 94 (2018) 75- 
81.
https://doi.org/10.1016/j.compind.2017.10.003

15. F. Chollet, Deep Learning With Python, Manning Pu- 
blications Co., New York, NY, USA (2018).

16. Z. Guo, S. Ye, Y. Wang and C. Lin, Resistance Wel- 
ding Spot Defect Detection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Systems (2017) Shenzhen, China, 169-174.
https://doi.org/10.1007/978-3-319-68345-4_15

17. A. Khumaidi, E. M. Yuniarno and M. H. Purnomo, 
Welding Defect Classification Based on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and Gaussian Kernel, Inter- 
national Seminar on Intelligent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2017) Surabaya, Indonesia, 261-265.
https://doi.org/10.1109/ISITIA.2017.8124091

18. Y. Zhang, D. You, X. Gao, N. Zhang and P. P. Gao, 
Welding Defects Detection Based on Deep Learning 
with Multiple Optical Sensors During Disk Laser 
Welding of Thick Plates, J. Manuf. Syst. 51 (2019) 
87-94.
https://doi.org/10.1016/j.jmsy.2019.02.004

19. Y. Zhang, D. You, X. Gao and S. Katayama, online 
Monitoring of Welding Status Based on a DBN Model 
During Laser Welding, Eng. 5(4) (2019), 671-678.
https://doi.org/10.1016/j.eng.2019.01.016

20. D. Bacioiu, G. Melton, M. Papaelias and R. Shaw, 
Automated Defect Classification of Aluminium 5083 
TIG Welding Using HDR Camera and Neural Networks, 

J. Manuf. Process. 45 (2019) 603-613.
https://doi.org/10.1016/j.jmapro.2019.07.020

21. S. Choi, I. Hwang, Y. Kim, B. Kang and M. Kang, 
Prediction of the Weld Qualities Using Surface App- 
earance Image in Resistance Spot Welding, Met. 9(8) 
(2019) 831.
https://doi.org/10.3390/met9080831

22. Z. Zhang, B. Li, W. Zhang, R. Lu, S. Wada and Y. 
Zhang, Real-Time Penetration State Monitoring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Laser Welding of 
Tailor Rolled Blanks, J. Manuf. Syst. 54 (2020) 348- 
360.
https://doi.org/10.1016/j.jmsy.2020.01.006

23. W. Hou, Y. Wei, Y. Jin and C. Zhu, Deep Features Based 
on a DCNN Model for Classifying Imbalanced Weld 
Flaw Types, Measurement, 131 (2019), 482-489.
https://doi.org/10.1016/j.measurement.2018.09.011

24. J. K. Park, W. H. An and D.J. Ka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Based Surface Inspection System for 
Non-Patterned Welding Defects, Int. J. Precis. Eng. 
Manuf. 20(3) (2019) 363-374.
https://doi.org/10.1007/s12541-019-00074-4

25. T. Ashida, A. Okamoto, K. Ozaki, M. Hida and T. Yama- 
shita, Development of Image Sensing Technology for 
Automatic Welding (Image Recognition by Deep 
Learning), Kobelco Technol. Rev. 37(April) (2019), 
77-81.

26. Z. Zhang, G. Wen and S. Chen, Weld Image Deep 
Learning-Based On-Line Defects Detec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Al Alloy in Robotic 
Arc Welding, J. Manuf. Process. 45 (2019) 208-216.
https://doi.org/10.1016/j.jmapro.2019.06.023 

27. H. Zhu, W. Ge and Z. Liu, Deep Learning-Based 
Classification of Weld Surface Defects, Appl. Sci. 
9(16) (2019) 3312.
https://doi.org/10.3390/app9163312 

28. Y. Yang, L. Pan, J. Ma, R. Yang, Y. Zhu, Y. Yang and 
L. Zhang, A High-Performance Deep Learning Algo- 
rithm for the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of Laser 
Welding, Appl. Sci. 10(3) (2020) 933.
https://doi.org/10.3390/app10030933 

29. W. Jiao, Q. Wang, Y. Cheng and Y. Zhang, End-To- 
End Prediction of Weld Penetration: A Deep Learning 
and Transfer Learning Based Method, J. Manuf. Process. 
(2020). 
https://doi.org/10.1016/J.Jmapro.2020.01.044  

30. B. Zhang, K. M. Hong and Y. C. Shin, Deep-Learning- 
Based Porosity Monitoring of Laser Welding Process, 
Manuf. Lett. 23 (2020) 62-66.
https://doi.org/10.1016/j.mfglet.2020.01.001 

31. N. Yang, H. Niu, L. Chen and G. Mi, X-Ray Weld Image 
Classification Using Improv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IP Conference Proceedings, 1995 (2018), 
P. 020035.
https://doi.org/10.1063/1.5048766 



Review on the Recent Welding Research with Application of CNN-Based Deep Learning Part I: Models and Applications 

한용 ․ 합학회지 제39권 제1호, 2021년 2월  19

32. C. V. Dung, H. Sekiya, S. Hirano, T. Okatani and C. 
Miki, A Vision-Based Method for Crack Detection in 
Gusset Plate Welded Joints of Steel Bridges Using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utom. Constr. 
102 (2019) 217-229.
https://doi.org/10.1016/j.autcon.2019.02.013 

33. A. Muniategui, B. Heriz, L. Eciolaza, M. Ayuso, A. 
Iturrioz, I. Quintana and P. Lvarez, Spot Welding 
Monitoring System Based on Fuzzy Classification and 
Deep Learning,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zzy Systems, Naples, Italy, (2017) 1-6.
https://doi.org/10.1109/fuzz-ieee.2017.8015618 



본 논문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본 논문으로 연구업적과 같은 실적에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는 딥러닝 (Deep 

learning)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일종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하나이다. 기

계학습은 명시  규칙에 기반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

하여 규칙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데이터의 종류에 따

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눠진다. 지

도학습은 학습데이터로 입력과 정답을 넣어주는데 분류

와 회귀 문제에 용되고 있다1). 

  기계학습의 일종인 인공신경회로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은 인간의 신경망을 모사하여 개발되

었으며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성된다. 이때 은닉층이 

하나인 경우를 얕은 신경망 (Shallow Neural Network, 

SNN)으로, 2개 이상인 경우를 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으로 구분되며, 심층신경망

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할 경우를 딥러닝이라 불

린다.

  ANN을 용 에 용하려는 연구는 1980년 반 오

차의 역  알고리즘2) 이 소개된 이후 다양한 공정에 

활발하게 용되었다. 제어변수부터 용 품질의 측3,4), 

원하는 용 품용 부터 한 제어변수의 역도출5), 

이  비젼센싱 이미지에서 형상 추출6), 이미지센서를 

이용한 품질  용 선 추 7) 등에 활용되었다. 그러

나 당시에는 신경망 모델을 확장하여 용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먼  신경망의 활성화함수로 시그모이드

(Sigmoid) 함수나 RBF (Radial Basis Function) 함

수가 주로 사용되었고, 역  알고리즘을 통한 심층 

신경망의 학습에서 출력층에서 먼 가 치(weight)의 

학습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 이미지나 시계열신

호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특징(feature)을 추출하지 

않는 일반화된 신호 보다는 특징 추출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졌고, 주로는 제어변수와 같은 스칼라 변수에서 

결과를 측하는 모델이 개발되어 학습된 모델을 다른 

생산시스템에서 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모델에서 제

어변수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환경 인 외란(습도, 온

도, 력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수 없으며, 동일한 

제어변수를 설정하더라도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는 동일

한 시스템 입력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활성화함수로 ReLu (Rectified Linear 

unit)가 제안되어 심층 신경망의 학습이 가능하게 되

었으며, 이미지 인식에 주로 사용하는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8)과 시계열 

변수의 모델에 많이 사용하는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9,10)이 제안되면서 종단간 (end- 

to-end) 학습을 포함한 딥러닝기술이 신 으로 발

하고 있다.

  용 분야에서도 기계학습을 이용한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용 제어에서 딥러닝과 강화

학습11), 아크용 에서 딥러닝을 통한 품질 측12), 비

신경망 기계학습방법인 SVM (Supported Vector 

Machine)13,14)을 용한 용  품질 분류 등이 용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18개의 CNN

기반한 용 연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Fig. 1과 같

이 지도학습, 이학습(transfer learning)의 용여

부  데이터 처리에서 데이터증식(data aug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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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ion) 여부를 기 으로 5개 그룹으로 논문을 구분하

다.

 

2. CNN 구조  학습기법

  CNN은 합성곱 연산을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의 한 종

류로 이미지 인식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딥러닝 

모델이다. 합성곱 필터를 통한 학습으로 이미지가 가진 

특징 패턴을 추출할 수 있다. 한 특징을 직  학습하

기때문에 특징을 수동으로 추출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이미지를 사용하는 딥러닝에 CNN을 사용하는 사

례가 증하고 있다.

2.1 기본 구조

  CNN은 합성곱층(convolutional layer)와 풀링층

(pooling layer), 완 연결층(fully connected lay-

er)로 구성되어있다. 합성곱층에서는 입력값이 커

(kernel)안의 가 치로 연결되어 이미지의 역을 강

조하는 특성맵을 출력하여 다음 층으로 달한다. 합성

곱의 계산은 일정한 간격(stride)으로 커 도를 입력 

데이터 로 움직이며 수행된다. 합성곱층의 결과를 그

로 다음 층에 달할 수 있지만, 부분의 경우 다운

샘 링(down sampling)의 한 종류인 풀링층을 거치

면서 과학습(over-fitting)을 막고 노이즈에 강한 피처

를 생성한다. 풀링은 최댓값 풀링(max pooling), 평

균값 풀링(mean pooling) 등이 있으며 지정된 커

도 크기에서 각각 최댓값, 평균값을 출력한다. 완 연

결층은 일반 인 신경망과 같은 방식으로 이  층의 노

드와 다음 층의 노드가 모두 연결되는 층이다. CNN 

모델에서 합성곱층과 풀링층의 반복은 이미지내의 국부

인 특징을 포함하면서 역 인 특징도 표 하여 완

연결층의 입력으로 달하고 완 연결층은 최종 결과

를 출력하게 된다.

2.2 리뷰논문들에 사용된 기법들

  아래에서 모델링과 학습에 사용된 기법들을 간단히 

소개하 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15).

  2.2.1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의 노드에서 입력값을 변환하는 

함수로 항등함수, 시그모이드, Tanh, ReLu, 소 트맥

스(softmax) 함수 등이 사용된다. ANN은 일반 으로 

비선형 함수를 활성화함수로 채택하여 복잡한 비선형

상을 학습한다. 그  시그모이드함수는 모든 값을 확

률로 변환하는 데 유용하며 0 는 1사이의 출력값이 

발생해 이진 분류에 사용할 수 있다. Tanh함수는 시그

모이드함수와 같이 매끈한 형태를 가졌으며 입력값에 

따라 -1에서 1사이의 출력값이 발생하므로 음의 값이 

Process Input Output Network No. of dataset Ref. No

Electric 
Resistance 
Welding 

256×256 (px) image 
from cross-sections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Good/Defect)

CNN-FCN
13 HL***

11026 (TR*)
304 (TE**)

16

Arc Welding
320×240 (px) image 
from weld surfaces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Good, Porosity, Undercut, 
Spatter)

CNN-FCN
5 HL

120 17

Laser Welding

351 features of
in-situ signals
from photo diodes, im-
age sensor, and spec-
trometer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Good, Blowout, 
Humping, Undercut)

CNN-FCN
7 HL

7500 (TR)
5000 (TE)
from 25 
welding runs

18

Gas Tungsten 
Arc Welding

400×487 (px) in-situ 
weld pool image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2, 4, 6 classes)

12 models 
(6 CNNs &
6 FCNs)

26666 (TR)
6588 (TE)

20

Resistance Spot 
Welding

128×128 (px) image 
from weld surfaces

Regression
- Strength
- Nugget diameter
Classification
- Fracture mode, Expulsion

CNN-FCN
11 HL

90 21

Laser Welding
121×121 (px) in-situ 
image of weld pool in-
cluding keyhole

Classification
- Penetration
(2, 3, 4 classes)

10 Models (6 CNNs,
{HOG, LBP, BOF, or 
SAE} + SVM)

10,000 (TR)
1000 (TE)

22

* TR: For training; ** TE: For test; *** HL: Hidden Layer 

Table 1 Summary of research using original data and training from 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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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장 이 있다. 시그모이드함수와 tanh 함수는 

포화되어 기울기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어 심층 신경망

의 학습에서 불리하다. 그러나 ReLU 함수는 입력이 0 

이하면 0을 출력하고, 0 이상이면 입력값 그 로 출력

하는 함수로 계산 비용이 고 포화되지 않는 강 이 

있다. 분류문제에 사용하는 소 트맥스 함수는 입력값

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며 출력값들의 총합

은 항상 1이 되는 특성을 가진 함수인데, 각각의 입력

값의 편차를 확 시켜 큰 값은 상 으로 더 크게, 작

은 값은 상 으로 더 작게 만들어 분류를 한 신경

망의 마지막 층에 사용된다.

  2.2.2 이 학습

  CNN을 사용하는 이미지 분류 모델 설계에서 복잡한 

CNN구조를 처음부터 학습하지 않고 기존의 VGG나 

GoogLeNet, MobileNet 등 규모의 데이터로 학습

되어 있는 모델을 불러와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높은 정

확도를 비교  짧은 시간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다. 

이학습은 미세 조정(fine-tuning)을 통해 모델을 최

화를 수행한다. 미세 조정 략은 체 모델을 재학

습하는 방법과 합성곱층 일부와 완 연결 층의 라미

터를 조정한 뒤 학습, 합성곱층은 유지하고 완 연결층

의 라미터만 조정한 뒤 학습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 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이학습을 하지 않

고 기단계부터 훈련(training from scratch)을 하

는 경우를 기훈련을 용한 학습이라고 표기하 다.

  2.2.3 데이터증식(Data augmentation)

  딥러닝에서는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에 유리

하고 부족한 학습 데이터는 과학습을 유발하므로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CNN은 입력 데이터로 이

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부족할 때 데이

터 증식을 통해 부족한 입력을 보충해  수 있다. 데이

터 증식은 입력 이미지에 반 , 회 , 밝기 조정 등의 

효과를 주어 다양한 환경의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에 추

가하는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데이터증식을 

하지 않고 원래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원본 데이

터 활용 학습이라고 표시하 다.

3. 기훈련 (training from scratch)을 용한 
지도학습

3.1 원본 데이터 활용

  Z. Guo et al.16)은 라인 이  제조공정의 기

항용 에 CNN을 용하여 정상 용 과 비정상 용 을 

분류하는 모델을 제안하 고 정확도 99.01%를 달성하

다. 용 부의 단면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했으며 출

력층에 시그모이드함수를 사용하여 정상 용 과 비정상 

용 을 분류하 다. CNN의 은닉층의 수를 5, 7, 13

개로 구성하여 네트워크가 깊어짐에 따른 정확도의 차

이를 확인하 다. 네트워크 깊이가 깊어짐에도 불구하

고 에포크(epoch)당 평균 시간은 5, 7, 13층 각각 

261.68 s, 266.24 s, 267.26 s로 차이가 크지 않았

으나 오차는 7.89%, 4.93%, 0.99%로 정확도가 매

우 상승하 다. 사람이 분류작업 시 오차인 2.3%와 비

교하여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A. Kjumaidi et al.17)은 아크 용 비드 표면을 촬

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CNN 결함 분류 모

델을 제안하 고, 3층의 CNN 은닉층과 2층의 완 연

결층의 은닉층만을 이용해서도 네 가지 분류(양호, 기

공, 언더컷, 스패터)에 해 테스트 정확도 95.83%를 

달성하 다. 

  Y. Zhang et al.18)은 실시간 이  용   다

센서 기술을 사용하여 용  신호를 계측하고 이를 입력

으로 하는 CNN 결함 감지 모델을 제안하 다. 이  

용  공정  포토다이오드와 스펙트로미터, 카메라를 

사용하여 다 센서 시스템을 구축하 다. 수집된 포토 

다이오드 신호를 WPD 방법(Wavelet Packet Decom- 

position method)으로 주 수별로 분해하여 320개의 

특징신호를 얻었다. 한 스펙트로미터 신호의 400 nm

에서 900 nm 장 사이를 25개의 밴드로 나 어 수

집하 다. 976 nm의 이  조명과 밴드패스필터를 

용한 1번 카메라로 키홀의 크기와 치를 수집하고, 

320 nm-750 nm의 장 역의 2번 카메라에서는 

스패터와 룸 련 정보를 수집했다. 다양한 센서로부

터 총 351개를 500 Hz 주 수로 수집한 후 나머지는 

1로 채워 400개의 입력 노드를 구성했다. 자는 CNN

의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해 같은 입력노드로 구

성된 완 연결망(FCN) 모델19)과 비교 실험하 고 

FCN 모델의 평균 오차는 9.65%, CNN 모델의 평균 

오차는 4.7%로 CNN 모델이 FCN 모델보다 우수하

다. 제안된 CNN 모델의 일반화를 해 4가지 용  

조건에서 실험하여 검증하 다. CNN 모델 분류 결과 

각 분류(양호, 블로우아웃, 험핑, 언더컷)에서 1.73 

%, 8.0 %, 11.2 %  8.75 % 오차를 나타냈다. 분

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하 을 때, 블로우아웃 

결함과 언더컷결함이 혼동되거나 험핑결함과 양호이 혼

동되는 경우가 발생하 다.

  D. Bacioiu et al.20)는 알루미늄 5083합 의 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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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에서 용  결함을 분류하는 다양한 DNN 모델을 

구성하고 비교하 다. 총 60번의 용  실험에서 용  

 실시간 용융풀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6가지 

CNN 모델과 6가지 FCN모델로 2 분류(양호, 불량), 

4 분류(양호, 용락, 오염, 융합불량), 6 분류(양호, 용

락, 오염, 융합불량, 오정렬, 용입부족) 모델을 구성하

고, 입력 이미지 해상도, 모델의 깊이, 학습률(learning 

rate)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 다. 입력의 해상도 평가에

서 800×974 픽셀의 원본데이터를 400×487, 25×30 

픽셀로 샘 링한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6클래스 분류

에서는 400×487 픽셀 샘 링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

으며, CNN 모델이 FCN 모델보다 최종 분류 정확

도에 민감한 것을 확인했다. 모든 모델에서 모델이 깊

어질수록 정확도가 증가하 고, 10-3이하의 학습률에서

는 학습이 수렴하지 않았다. 모든 평가에서 CNN 모델

들이 FCN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S. Choi et al.21)은 980 MPa 인장강도를 갖는 자

동차용 강 의 항 부의 용 표면의 이미지를 통해 

용  품질(인장 단강도, 겟크기, 단모드, 날림발

생 유무)를 측하는 CNN모델을 연구하 다. 일반

으로 표면의 압흔과 열 자취는 용 품질과 상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CNN모델을 통해 인장 단강도, 겟 

크기, 단모드, 날림발생 유무를 각각 98.6%, 98.8%, 

100%, 100%의 정확도로 측하 다. 학습에 포함되

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평가를 통해 모델의 일반

성을 확인하 고, 검증결과 인장 단강도, 겟 크기

에 해 각각 97.8%, 97.4%의 정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

  Z. Zhang et al.22)은 TRB(tailor-rolled blank) 

공정  이  용 의 용입상태를 진단하기 해 CNN 

모델을 사용했다. 용입은 2개(부분용입, 완 용입), 3개

(부분용입, 정-완 용입, 과용입), 4개(부분용입, 

정용입, 완 용입, 과용입)로 분류하고 커  개수와 합

성곱층의 형상이 서로 다른 6개의 CNN 모델을 학습

하고 비교평가하 다. 학습결과 복잡성의 증가가 정확

도의 향상을 반드시 가져오지 않음을 확인했고, 정확도

와 지연시간을 고려할 때 CNN 모델  하나가 최 이

라고 단하 다. 한 CNN 모델의 복잡성을 제외하

고 지연시간에 향을  수 있는 입력 이미지의 촬  속

도(100 fps, 300 fps, 3000 fps)를 비교 실험하 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가장 지연시간이 낮은 100 fps

를 선택했다. CNN 모델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해 다

른 방법들[(HOG, LBP, Bag of features (BOF),or 

SAE)+SVM]과 비교하 다. 검증 결과 2 분류에서의 

CNN 모델이 측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3 분류에서

도 CNN 모델의 측 정확도가 각각 99%, 93.8%, 

96.5%로 다른 모델에 비해 높았다. 침투 상태가 4 분

류일 때는 각 모델의 정확도가 비교  낮았으나 CNN 

모델의 정확도가 가장 안정 이었다.

3.2 데이터 증식

  W. Hou et al.23)은 GDXray의 데이터베이스에 공

개된 다양한 용 의 엑스 이 이미지로부터 결함 (양

호, 용입부족, 기공, 슬래그 혼입, 균열) 분류모델을 연

구하 다. 먼  88개의 엑스 이 이미지로부터 3503개

의 32×32픽셀의 이미지를 서 샘 링(subsampling)

하여 추출하 다. 각 결함의 분포가 불균형하므로 ROS 

(Random OverSampling), RUS(Random UnderSamp- 

ling), SMOTE(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Process Input Output Network Data augmentation Ref. No

X-ray 
Inspection

32×32 (px) X-ray 
images from 
GDXray-Weld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2, 5 classes)

5 Models
(Haralick, 

HOG, SSAE,
2 CNNs)

Subsampling 
ROS**, RUS***

SMOTE*4 
23

Transmission 
Welds

80×256 (px) for
center detection
32x352 (px) for 
defect inspection
from weld surfaces

Regression
- Center point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Good, NG)

6 Models
(HOG+SVM,
LBP+SVM,

4 CNNs)

Rotation Translation 
Scaling Brightness 
Adj. Contrast Adj.

24

Flux Cored
Arc Welding

150×125 (px) in-situ 
image of weld pool

Regression
- 8 molten
pool features

CNN-FCN
10 HL*

Horizontal flip
Translation

Scaling
25

Gas Tungsten 
Arc Weldng

100×100 (px) in-situ 
images of weld pool 
in three-way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Under-penetration, Full 
penetration, Burn through)

CNN-FCN
10 HL

Noise addition
Rotation

26

* HL: Hidden Layer; ** ROS: Random Over-Sampling; *** RUS: Random Under-Sampling;
*4 SMOTE: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Table 2  Summary of research using data augmentation and training from scr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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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방법을 통해 재샘 링(resampling)하

다. RUS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다수의 클래

스에서 샘 을 무작 로 제거하여 클래스 분포를 유지

하는 방법이고, ROS 방법은 소수 샘 에서 선택한 샘

을 복제하여 원래 세트에 추가하여 클래스의 분포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SMOTE 방법은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여 k-근  이웃(k-nearest neighbors)

를 무작 로 찾아 새로운 인공샘 을 생성하는 재샘 링 

방법이다. 분류를 한 모델로는 통  방법인 Haralick

방법, HOG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방법과 딥러닝 방법인 SSAE(Stacked Sparse Auto- 

Encoders) 방법과 깊이가 다른 CNN모델 두 개를 사

용하 다. 각 모델을 통해 추출된 특징 결과를 시각

으로 비교하기 해 t-SNE 방법을 사용해 각 부분을 

2D맵으로 시각화 하 으며 정확도를 비교하 다. 원본 

이미지의 t-SNE 맵은 무질서하며 Haralick과 HOG

모델의 t-SNE 맵 한 데이터 분류 가능성이 약한 모

습을 확인하 다. SSAE와 CNN 모델 두 개 모두 t- 

SNE 맵에서 좀 더 명확한 분류 가능성을 보 다. CNN 

모델 에서는 더 깊은 모델에서 더 명확하게 분류되었

다. 이  결함이 없는 샘 과 기공 샘 의 분류가 가장 명

확했고 균열 결함이 가장 식별하기 어려웠다. ROS 데이

터셋의 경우 Hararick, HOG, SSAE, CNN1, CNN2 

각각 결함에 한 평균 정확도는 60.9%, 81.6%, 

91.4%, 94.7%, 96.3%로 나타났고 RUS 데이터셋

의 경우 60.7%, 67.5%, 87.3%, 76.6%, 79.9%, 

SMOTE 데이터셋의 경우 63.1%, 82.2%, 90.5%, 

94.4%, 97.2%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심층 모델이 

통 인 모델보다 특징 추출 기능이 우수하며, SMOTE 

방법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한 정확도 감

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J. Park et al.24)은 엔진 트랜스미션 용 부의 결함

을 검출하기 해 2 단계의 CNN 모델을 제안하 다. 

첫번째 CNN 모델에서는 수집된 엔진 트랜스미션의 원

형 용 부의 이미지를 극좌표에서 직교좌표로 변환하고 

심 을 측하 으며, 용 부 폭이 고정되었다는 가

정하에 용 부를 제외한 배경을 제거하여 두번째 결함

검출 CNN모델로의 입력을 최 화하 다. 통 인 방

법인 휴 원(Hough circle)과 비교하여 어두운 조명 

환경과 흐린 이미지에서 강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학습데이터에서 불량데이터가 많지 않아 이미지 변

환(회 , 평행이동, 확 /축소)과 이미지 왜곡(밝기  

비 조정)를 하여 성능을 향상하 다. 두번째의 결함

검출 CNN 모델에서는 미니배치 경사하강법이 데이터 

불균형에 의해 편향될 수 있어 각 배치의 OK, NG 이

미지의 비율을 일정하게 구성하는 샘 링(class-spe-

cific batch sampling)을 사용하 다. 결함검출 모델

로는 HOG+SVM, LBP(Local Binary Pattern)+ 

SVM과 4가지 CNN을 구성하여 성능을 비교하 다.

  T. Ashida et al.25)은 FCA 맞 기 용 의 자동화

를 해 CNN 모델을 사용하여 용융풀의 특징  추출

하고 용융풀의 선단과 아크 심의 거리, 용융풀의 폭을 

계산하여 백비드형상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연구했다. 

수평 칭, 평행이동, 확 /축소를 이용하여 2,400개 데

이터를 12,000개 데이터로 증식하 다. 제안한 CNN 

모델과 기존의 이미지 처리기술을 이용한 방법과 비교 

평가했을 때 용융풀의 선단 치에 한 평균 오차를 

0.3 mm 만큼 일 수 있었다. 3 mm에서 10 mm로 

용 선을 따라 갭이 증가하고, 용 선에서 10 mm 벗

어난 맞 기 용 부에 해당기술을 용하여 용융풀을 

인식하고 용 속도, 심 치를 제어하여 용 선 추

Process Input Output Base network No. of dataset Ref. No

Gas Metal Arc 
Welding

80×120 (px) image 
from weld surfaces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Normal, Overlap, Spatter, 
Porosity)

LeNet-5 + 
Classification 

(Softmax, Random 
Forest, SVM)

320 (TR*)
80 (TE**)

27

Laser Welding
150×150 (px) image 
from weld surfaces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Normal, Porosity, Level 
misalignment)

AlexNet, VGG-16, 
Resnet-50, 

Densenet-121,
MobileNetV3-Large

7217 (TR)
814(TE)

28

Gas Tungsten 
Arc Spot 
Weldng

640×480 (px) in-situ 
image of weld pool

Classification
- Weld penetration 
(Under, Desirable, Excessive 
penetration)

ResNet 
18-layers model

25643 (TR)
2851 (TE)

29

Laser Welding
224×224 (px) in-situ 
image from a coaxial 
camera

Classification
- Pore or No pore

AlexNet
1971 (TR)
1276 (TE)

30

* TR: For training; ** TE: For Test

Table 3  Summary of research using original data and transfe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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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과 백비드 형성 능력을 검증하 다.

  Z. Zhang et al.26)은 알루미늄 합 의 펄스 GTA 

용  공정  용  결함 측을 해 CNN 모델을 제

안했다. CNN 모델의 학습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해 용융풀의 상부 심, 용융풀의 방  용 심의 뒷

부분 3방향으로부터 동시에 정보 수집하기 한 시스

템을 개발하여 용했다. 용  결함을 만들기 해 직

사각형, 아령형, 사다리형 시편에 해 용 을 수행하

다. 1392×1040 픽셀의 원본 이미지를 산술 평균으

로 다운샘 링하여 100×100 픽셀의 입력 이미지로 사

용했다. 데이터 증식을 해 노이즈(salt and pepper 

noise)추가와 15도, 30도 회 을 입력 이미지에 무작

로 용하여 데이터 증식을 하 다. 데이터 증식 후 

92.3%에서 96.18%로 정확도가 3.88% 증가하여 데

이터 증식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한 CNN 모델을 

최 화하기 해 4개의 합성곱층과 커  개수를 변수

로 두고 정확도와 최종 학습 속도를 비교하 다. 학습 

시간과 효율성은 커 수에 따라 증가했으며, 풀링층에

서 2D 이미지가 0으로만 이루어진 이미지를 제외한 

특징 이미지 개수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았다. 

4. 이학습을 이용한 지도학습

4.1 원본 데이터 활용

  H. Zhu et al.27)는 GMAW 용 부 표면 결함(양

호, 오버랩, 스패터, 기공)을 분류하기 해 CNN 모

델을 활용하 다. LeNet-5을 이용하여 이학습을 하

으며, CNN 모델의 마지막 완 연결층의 마지막 층

에 많이 사용되는 소 트맥스 함수가 훈련 데이터 수가 

부족한 경우 성능이 감소하는 단 을 가지고 있어 랜덤

포 스트(Random Forest)와 SVM 분류기를 사용하

여 성능을 비교하 다. 수집된 모든 용  표면 결함 이

미지는 간값 필터링, 계조 강화, OTSU 임계처리 등

의 처리과정을 거쳤다. 소 트맥스, SVM, 램덤포

스트 분류기  소 트맥스 분류기의 정확도가 가장 낮

게 나왔으며, 제안한 랜덤포 스트 분류기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Y. Yang et. al28)은 CMOS 카메라로 촬 한 이

용 부의 표면을 이용하여 용 품질을 3클래스(정상, 

기공, 높이단차)와 2클래스(정상, 불량)으로 분류하기 

해 CNN 모델의 이학습을 수행하 다. 기본 VGG- 

16모델에서 합성곱층의 가 치는 고정하고 완 연결층

의 가 치만 학습하 다. 그 외 다른 8개의 모델(최 화 

 AlexNet, Resnet-50, VGG-16, Densenet-121, 

MobileNetV3-Large와 최 화 후 pre-AlexNet, pre- 

Resnet-50, pre-Densenet-121)과 비교되었다. 2클래

스 이진분류는 모두 90%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했다. 3클

래스 다범주 분류에서는 Resnet-50  MobileNetV3- 

Large가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성능은 우수하나 3

개의 GPU를 이용하여 학습이 필요했다. 연구에서 최

화된 VGG-16모델은 GPU없이 1시간에 학습이 가

능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W. Jiao et al.29)은 GTA 용  공정에서 CNN을 

활용한 용입상태 측모델을 수립하 다. 시편의 상부

에 치한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수집하고 용입상태(과

소, 정, 과도 용입)는 이면의 카메라에서의 밝은 부

분의 면 과 상 계를 통해 추정되었다. 이학습을 

해 18-layer로 구성된 ResNet 모델을 사용하 으

며, 9-layer의 CNN 모델과 비교하 다. 환경에서 

이학습된 ResNet 모델의 정확도는 96.35 %이고 비

교 CNN 모델의 테스트 정확도는 92.7 %로 이학습

의 장 을 확인하 다. 

  B. Zhang et al.30)은 알루미늄 6061합 의 이  

용   내부기공 여부를 측하는 모델을 수립하 다. 

532 nm 조명과 고속카메라로 구성되어 용   용

풀 이미지를 수집하고, 종단면의 상처리를 통해 확인

한 기공 여부를 이용하여 학습하 다. AlexNet을 기반

으로 이학습을 하 으며, 부분의 기공을 감지했지

만 검증 과정  기공의 크기가 100 μm 이하이고, 용

입방향으로 깊은 곳에 분포한 일부 기공을 감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

4.2 데이터 증식

  N. Yang et al.31)은 용 부 X-ray를 사용한 결함 

Process Input Output Base network Data augmentation Ref. No

X-ray 
Inspection

60×60 (px)
X-ray images 

Classification
- Weld quality
(2, 5 classes)

LeNet-5
Rotation, Translation

 Blurr, Noise
31

Transmission 
Welds

64×64 (px)
image from surfaces

Classification
- Crack, No Crack

VGG-16 
Rotation, Shift

Shear, Zoom, Flip
32

Table 4  Summary of research using data augmentation and transfe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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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해 LeNet-5를 기반한 이학습 CNN 모델

을 제안하 다. 실험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로부터 용

부 근처를 추출하고 계조 조정을 통해 이미지 내 조

를 강화하 다. 데이터 개수가 충분하지 못해 회 , 병

진, 블러, 노이즈 추가를 통해 데이터를 증식하 다. 

CNN 모델의 최 화를 해 각 합성곱층의 커 크기를 

변화하며 평가하 다. 커  크기가 커질수록 정확도가 

매우 약간 증가하고, 수렴속도가 늦어졌다. 분류 함수

로 약한 ReLU와 소 트 러스(softplus)를 0을 기

으로 합성한 함수를 사용하여 포화를 방지하 으며, 기

존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 다. 개

발 모델은 LeNet-5, ANN, SVM의 정확도(0.758, 

0.897, 0.982)와 비교하여 높은 정확도 0.993를 가

졌다.

  C. V. Dung et al.32)은 구조물 용 부의 촬  이

미지로부터 피로 균열여부를 별하기 한 CNN 모델

을 개발하 다. 구조물에서 수집된 이미지에서 64×64 

픽셀의 서 이미지로 추출하고 균열여부를 기 으로 분

류하여 데이터를 구축하 다. 균열 이미지가 비균열 이

미지에 비해 부족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균열 이미지를 회 , 이동, 뒤틀림, 확 , 뒤집기

를 통해 증식하 다. 얕은 CNN, VGG-16 기반 BN 

(Bottle Neck) 학습, VGG-16 기반 미세조정 학습 

세 가지 구조의 CNN을 평가하 다. 모든 경우에서 데

이터증식한 경우가 2% 이상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

하 다.

5. 오토엔코더를 이용한 비지도학습

  용  공정에서 특정한 값을 측하거나 분류하기 

해서 CNN 모델을 용하는 한편, 얻은 이미지에서 특

징을 추출하기 한 방법으로 CNN 모델을 사용한 경우

도 있다. 오토엔코더는 CNN을 활용한 비지도 학습으로 

원본 이미지를 엔코딩(encoding)과 디코딩(decoding) 

과정을 거쳐 재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노이즈 등의 제

약을 주어 원본 이미지를 재구성할 때 핵심 특징들이 추

출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고차원으로 원본이미지의 특

징을 추출하거나, 특징을 유지한 압축 이미지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

  J. Guenther et al.11)은 이  용 의 특징추출에 

CNN을 이용한 오토엔코더기법을 용하여 입력이미지

에서 16개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16개의 

특징들은 강화학습에 사용되었으며 이 용 에서 출

력을 제어하여 용 품질을 확보하 다.

  A. Muniategui et al.33)는 퍼지 알고리즘을 활용

한 항 용 의 품질 단모델을 개발하 다. 그러나 

1000×800 픽셀의 높은 해상도의 원본 이미지를 입력

으로 사용하는 퍼지알고리즘은 실시간 공정에 용하기

에 연산시간에 무 길고 높은 용량으로 인해 장공간

의 부족을 래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 오토엔

코더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유지한 채로 이미지

의 해상도를 15×15 픽셀로 여 퍼지 알고리즘에 

용하 다. 최종 으로 항 용 에서 88% 이상의 정

확도로 품질 측을 달성하 다.

6. 시사 과 망

  본 연구에서 리뷰한 것과 같이 딥러닝 기술  이미

지를 이용한 CNN의 용이 용 분야 연구에 활발하게 

용되고 있다. 용 분야는 표 으로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역이 넓은 분야로 규칙기반의 형식지 

보다는 데이터기반의 딥러닝의 용가능성이 높은 분야

이므로 향후 CNN의 용이 활발할 것으로 상된다. 

용 공정  측정한 형 기반의 연속신호는 기존에도 

많이 용 품질 단에 이용되어 왔으며, 향후에는 연속

형센서와 이미지센서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센서에 

기반한 딥러닝 기술이 보다 활발하게 도입될 것으로 

상된다. 한 재는 측정 시 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품질 단이나 회귀에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RNN- 

CNN 하이 리드 모델을 용하여 과거의 이미지로부

터 추출한 정보를 재의 모델에 반 하는 기술의 용

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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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re has been recent increase in the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to a wide range of industrial sector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one of the machine learn-
ing techniques, have drawn much interest. Research 
with adoption of neural networks in welding was first 
introduced in the 1990s1-4), and a number of studies 
have recently been published applying deep learning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to welding. 
CNNs triggered a breakthrough in image recognition, 
and compared to the previous approaches of extracting 
features and lea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
tracted features and results, CNNs facilitate more gen-
eralized learning, and its application to welding re-
search has drastically increased.
  Part I5) of this review introduces the basic structure 
and learning methods of CNN, and the previous stud-
ies6-22) that applied CNNs in welding research have 

been categorized into 5 group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supervised/unsupervised learning, application of 
transfer learning, adoption of feature extraction or data 
augmentation in data preprocessing, and the charac-
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the models used were 
introduced.
  In the case of CNN, due to its complexity in dimension, 
it is not easy to perform evaluation and visualization of 
the results compared to more traditional and intuitive 
models such as linear regression. In this review, we 
classify the applicable publications according to evalu-
ation indices, evaluation method and visualization 
method used in the research as can be seen in Table 1, 
and the cases of applications are introduced

2. Evaluation Metric

  For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models developed through neural net-
work modeling, evaluation indices such as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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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research papers reviewed in this study

Classification / 
Regression

Evaluation 
index

Comparison with

Visualization
1stAuthor

(Publication
Year)

Ref. 
No.Conventional 

method
Neural Networks

Classification Accuracy
A. Khumaidi

(2017)
6)

Regression/ 
Classification

Accuracy
S. Choi
(2019)

7)

Classification
Accuracy, 
Confusion 

matrix

B. Zhang
(2020)

8)

Regression MAPE* Edge detection
T. Ashida

(2019)
9)

Classification
Accuracy,

Recall, 
F1 score

SCNN*8/CNN
(pretrained and tuned 

models)

C. V. Dung
(2019)

10)

Classification
Mean error 

rate
FCN*9 Y. Zhang

(2019)
11)

Classification
Accuracy, 

Training time
FCN, 

CNN(No. of Class)
D. Bacioiu

(2019)
12)

Classification Accuracy
CNN

(Classification module)
H. Zhu
(2019)

13) 

Classification Accuracy
CNN

(with and without 
transfer learning)

W. Jiao
(2020)

14)

Classification
Accuracy,

Training Time
CNN

(reference)
Intermediate 
activations

Z. Zhang
(2019)

15)

Classification
Accuracy, 

Recall, 
Training time

AlexNet, VGG-16, 
Resnet-50, 

Densenet-121, Mobile 
NetV3-Large

(pretrained and tunned 
models)

Intermediate
activations

Y. Yang
(2020)

16)

Classification
Training time, 

Mean error 
rate

Visual inspection 
of expert

CNN
(No. of layers)

Z. Guo
(2017)

17)

Classification Accuracy SVM*4
CNN

(Proposed model, 
Transfer learning), FCN

N. Yang
(2018)

18)

Regression/ 
Classification

TPR**, 
TNR*3

Hough Circle/
HOG*5+SVM, 
LBP*6+SVM

CNN
J.-K. Park

(2019)
19)

Classification Accuracy
Haralick
feature, 

HOG feature
SSAE*10, CNN t-SNE*12 W. Hou

(2019)
20)

Classification
Accuracy, 

Recall

HOG, LBP, 
HOG+LBP, 

BOF*7

SAE*11, 
CNN(No. of layers)

t-SNE
Z. Zhang

(2020)
21)

Classification
(Auto-encoder)

Accuracy
A. Muniategui

(2017)
22)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True Positive Rate; *3True Negative Rate; *4Support Vector Machine; 
*5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6Local Binary Pattern; *7Back Of Features; *8Shallow ConvNet;
*9Fully Connected Net; *10Stacked Sparse Autoencoder; *11Sparse autoencoder; 
*12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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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arning rate are used. In most cases, in addition to 
the use of evaluation indices, comparative analysis is 
performed through comparisons with other models.

2.1 Classification model

  The field with most active utilization of image-based 
CNN is classification by supervised learning. In a clas-
sification model, each result can be represented using a 
confusion matrix according to the prediction result23), 
and the confusion matrix of binary classification, which 
has the simplest form, is shown in Fig. 1.
  The prediction results of the binary classification 
model are classified into True Positive (TP), False 
Positive (FP), True Negative (TN), and False Negative 
(FN). Of these, true positives and true negatives repre-
sent the cases of good prediction performance, and 
false positives and false negatives represent errors. A 
false positive is an error that incorrectly classifies a 
negative as positive, and a false negative is an error that 
classifies a positive as negative.
  In some studies, a true positive rate (TPR), a false 
positive rate (FPR), a true negative rate (TNR), and a 
false negative rate, which represent the percentage of 
the each classification result, have been adopted.
  When the classification datasets are balanced datasets, 
accuracy, which is the ratio of correct classification out 
of the total datasets, is sometimes used as an evaluation 
index. Conversely, in some cases, the mean error rate, 
which is the case of using incorrect classification ratio 
out of the total datasets, is employed.

   


(1)

    


(2)

  However, if the datasets are imbalanced, the indices 
may be biased, so complementary indices such as pre-
cision and recall are needed. Among the data classified 
as true by the model, the ratio of real true cases is 
called precision, and the ratio of classification as true 
when the real value is true is called recall.

   


(3)

   


(4)

  The precision and recall are complementary indices, 
and the model shows good classification performance 
when the values of both indices are high. In addition, 
the F1 index (F1 score), which is the harmonic mean of 
precision and recall, can be us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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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When CNN was applied to the classification model, 
mean accuracy was used as an evaluation index in most 
cases6-8,10,13-16,18,20,21). Y. Yang et al.16) and Z. Zhang et 
al.21) used recall as well as mean accuracy as an evalua-
tion index. In particular, C. V. Dung et al.10) used all of 
the mean accuracy, recall, and F1 score for evaluation. 
Z. Zhang et al.21) presented a confusion matrix with 
mean accuracy for evaluation. Y. Zhang et al.11) and Z. 
Guo et al.17) used mean error instead of mean accuracy. 
J.-K. Park et al.19)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denti-
fying defective product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parts for which safety is a primary concern, such as 
engine transmissions, and used the TP ratio as well as 
the TN ratio, which is the accuracy of defect detection, 
as evaluation indices.

2.2 Evaluation indices of the regression model

  In the regression model, the mean square error (MSE)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and pre-
dicted values is used as a loss function, and the mean 
absolute error (MAE) is most frequently used as an 
evalu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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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n represents the total number of data, i is the in-
dex number of data, y(i) is the measured value of the 
i-th data, and y'(i) is the predicted value of the i-th data 
by the regression model. The closer the mean absolute 
error is to 0, the higher the fit of the regression model. 
In addition, th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which represents the percentage of the mean absolute 
error is defined as in Eq. 8, and mean accuracy, the op-
posite concept, is defined as in Eq. 9.

    
 
 



’
∣’ ∣

(8)

      (9)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is also used to 
indicate how well the predicted value obtained through 
the regression model explains the correct value.

    


 



’ ’

 



’ 
(10)

  ’  represents the mean of the predicted value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s in the range of 0≤R2≤

1, and the closer the value is to 1, the higher the accu-
racy of the regression model. S. Choi et al.7) and T. 
Ashida et al.9), who applied the CNN model to the re-
gression model, used mean accuracy and mean error as 
evaluation indices, respectively.

3. Comparative evaluation with other models

  Various regression and classification models have 
been developed for image-based prediction of welding 
phenomena. CNN models proposed in a number of pa-
pers are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classifier or oth-
er neural network models and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was verified.

3.1 Comparison with traditional feature extraction 
method and classifiers

  In addition to neural networks, there are a variety of 
methods used for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he 
conventional models presented in this section describe 
methods that have been employed before the in-
troduction of neural networks, and include image proc-
essing algorithms such as Hough transform and contour 
extraction algorithm, traditional classifiers, and visual 
inspection of skilled personnel that has been tradition-
ally used in manufacturing process.
  T. Ashida et al. compared the proposed CNN re-

gression model with the traditional contour extraction 
image processing technique and confirmed that errors 
in the prediction of molten pool width and leading end 
width can be reduced9). Z. Guo et al. evaluated the per-
formance of a CNN model with comparison against the 
visual inspection of the skilled worker17).
  Traditional image classification models other than 
neural networks can be described by categorizing into 
feature extraction and classifier. Feature extraction meth-
ods include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LBP (Local Binary Pattern), Haralick feature24), and for 
classifiers, SVM (Support Vector Machine) is often 
used.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raditional 
feature extraction methods, image processing such as 
binarization or contour measurement to highlight fea-
tures is conducted first. HOG is an algorithm that seg-
ments an image into a certain size and normalizes local 
cells through a gradient direction distribution to extract 
features, and LBP is an algorithm that binarizes 3x3 
areas around all pixels in an image to 0 or 1 with rela-
tive brightness. LBP was originally developed to classi-
fy texture, but it is mainly used for image analysis such 
as face recognition. Also, Haralick feature is a feature 
extraction algorithm based on the gray level gradient of 
adjacent pixels. SVM is a classification algorithm using 
machine learning and consists of a set of hyper-planes. 
It is a classifier that performs classification using a 
maximum-margin hyper-plane that maximizes the dis-
tance between data classes in high dimensions.
  W. Hou et al.20), N. Yang et al.18), Z. Zhang et al.21), 
and J.-K. Park et al.19) compared traditional classifiers 
with the proposed CNN model. In the comparis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W. Hou et al. used HOG fea-
ture and Haralick feature extraction method20), and N. 
Yang et al. used SVM as a classifier18). Z. Zhang et al. 
compared various traditional classifiers such as HOG, 
LBP, HOG+LBP, and BOF with the proposed CNN 
model21). J.-K. Park et al. compared the Hough circle 
contour extraction algorithm with the CNN regression 
model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racking the cen-
ter point of the engine transmission weld, and also 
compared the CNN classification model with HOG+ 
SVM and LBP+SVM to evaluate performance19).

3.2 Comparison with other neural network models

  For image recognition, SAE(Sparse Auto-Encoder) 
image feature extraction method, one of unsupervised 
learning neural networks, and CNNs are mainly used. 
SAE is a type of auto-encoder, which is unsupervised 
learning frequently used for image feature extraction. 
Through data flattening, a fully connected neural net-
work (FCN) can also be used for image featur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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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Yang et al.18), Y. Zhang et al.11), and D. Bacioiu et 
al.12) compared the proposed CNN classification model 
with the FCN model for performance evaluation. In ad-
dition, W. Hou et al.20) and Z. Zhang et al.21) conducted 
performance evaluation using SAE and stacked SAEs, 
respectively.
  CNN models vary widely depending on their structure 
and the adoption of transfer learning, so the perform-
ance of the CNN model can be improved through struc-
ture optimization, and modeling techniques. Thus, 
modeling performance can be evaluated using various 
CNN model structures and modeling techniques and in 
more than half of the papers reviewed, performance 
was evaluat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CNN mod-
els10,12,13,15-21).
  D. Bacioiu et al. compared the difference in the accu-
racy of the proposed CNN model as the classification 
classes became more complex from 2, 4, to 612). C. V. 
Dung et al. used mean accuracy, recall, and F1 score 
for as evaluation indices comparison of three CNN 
models, which are SCNN (Shallow CNN), BN (Bottle 
Neck)-CNN, and FT (Fine Tuning) CNN. The compar-
ison between SCNN and CNN model with application 
of VGG-16-based transfer learning showed that superi-
or performance was obtained in the model with applica-
tion of transfer learning. In addition, by comparing the 
BN-CNN model and the FT-CNN model, it was con-
firmed that through fine-tuning, the accuracy can be 
improved through optimization even in the same trans-
fer learning model10)

.

  W. Jiao et al. compared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9 
layer CNN model and the transfer learning CNN 
model. Through the comparison, it was confirmed that 
the application of transfer learning is effective for 
learning with a small amount of training data13).
  H. Zhu et al. compared the accuracy of each classifier 
in the CNN model. The feature map was extracted 
through the CNN model, and when compared with soft-
max and SVM techniques, which are commonly used 
classification methods, the proposed random forest 
method showed superior performance13).
  Y. Zhang et al. conducted performance evaluation by 
comparing the accuracy of the FCN and the proposed 
CNN model. In addition, the cause of the error was in-
vestigated through analysis of misclassified samples11).

4. Visualization

  In the reviewed papers, evaluation of the model 
through visualization methods is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a method of feature extraction of the classi-
fication model through the intermediate activations and 
a method of visualizing the classification through a 2D 

graph by using t-SNE.

4.1 Intermediate activations

  A feature map that has been filtered by a convolu-
tional filter in the CNN learning process can be repre-
sented as an image, and the highlighted features can be 
identified to some extent in lower layers. Intermediate 
activations are used as an evaluation method by 1) ex-
tracting feature map of lower layers and determining if 
the highlighted features are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model, or 2) identifying the number of images with 
significant features at higher layers.
  Y. Yang et al. showed that by visualizing the image of 
the first layer of the optimized CNN model through in-
termediate activations, the features of the images suit-
able for the purpose of the model were properly high-
lighted16).
  Z. Zhang et al. visualized and output a feature map at 
each CNN layer. Using the number of images with sig-
nificant pixels (images in which values of all pixels are 
non-zero) in the feature map of each layer, it was con-
firmed that the proposed model shows effective per-
formance in feature extraction15).

4.2 t-SNE

  t-SNE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is a nonlinear dimensionality reduction technique suit-
able for visualization of high dimensional datasets. It 
represents the similarity of data as a distance in two or 
three dimensions. This method calculates neighboring 
probability in high-dimensional space and low-dimen-
sional space assuming normal distribution by Kullback- 
Leibler divergence method and minimizes the proba-
bilities and this process of calculation and minimization 
is learned and visualized. 
  W. Hou et al. extracted features using the Haralick 
feature, HOG and SSAE, and two CNN methods with 
different depths, and visualized these extracted features 
with a 2D map through t-SNE. In addition, the per-
formance of the proposed model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mean accuracy of classification results 
obtained from each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CNN model showed clear classification in the 
t-SNE 2D map compared to other methods, and the 
clearer the classification in the visualized 2D map, the 
higher the mean accuracy20).
  Z. Zhang et al. extracted features from the optimized 
CNN model and visualized the features with a 2D map 
through t-SNE. The classification between each group 
was visually confirmed on the map, and the cause of 
the error was presented by analyzing the section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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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ssification was not clear21).

5. Visualization

  There are various types of auto encoders, which are 
unsupervised neural networks described above, and 
among them, a convolutional auto-encoder is advanta-
geous for image compression. The autoencoder com-
pares the original images and the restored images which 
encoded (compressed) and decoded (decompressed) 
through the autoencoder, and performs unsupervised 
learning. Whether the classification model retains the 
features required for classification after image com-
pression can be evaluated through the performance of 
the final classification model. 
  Muniategui et al. used a deep convolutional auto-encoder 
for image compression and used the compressed im-
ages as inputs to the fuzzy model22). 225 ve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compressed 15x15-pixel image and 
grouped by prediction class of Very Good, Good, 
Regular, Bad, and Very Bad. For evaluation of the com-
pressed image, the mean of the grouped vectors was 
compared with each pattern. The patterns of Very 
Good, Good, and Regular groups of the proposed four 
fuzzy classification models were similar, and in the 
case of Bad and Very Bad groups, the patterns showed 
specificity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model. In 
this case, in the compressed images, the similarity of 
the compressed image vectors from the similarity of the 
production parts was confirmed, and it was also identi-
fied that there were specific patterns related to the dif-
ference between each classification model. Finally, the 
performance of the fuzzy classification model when 
images were compressed using a deep convolutional 
auto-encoder was evaluated using accuracy.

6. Summary and Outlook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ol-
ogy, it is actively applied in welding research. 
Developing a model for application of deep learning 
technology is an important part of research, but evalua-
tion of the model by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deep learning technology also plays a key 
role in research. The excellence of the model can be 
verified through visualization and performance indices 
in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models. If an error oc-
curs in prediction through the developed model, it may 
be due to various causes such as lack of reproducibility 
and nonlinearity of physical phenomena, errors in the 
measurement proc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mod-
el itself.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err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visualization method. 

Although the deep learning model is oriented for 
end-to-end learning,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
es of the err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adequate 
evaluation indices and visualiz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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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 기계학습의 도입이 활발하

며, 그  하나인 신경망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

다. 용 분야에서 신경망을 활용한 연구는 1990년 부

터 소개되었으며1-4),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과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을 용 에 용하려는 연구가 다수 출 되고 있

다.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 이미지 인식에 강력한 성능

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특징 (feature) 

추출 후 특징과 결과를 학습하는 방식에 비해서 일반화

된 학습이 가능하여 용 용이 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I편5)에서는 CNN의 기본 구조  학습법

을 소개하고, 용 분야에 CNN을 용한 논문들6-22)을 

지도학습, 이학습(transfer learning)의 용여부 

 데이터 처리에서 특징 추출이나 데이터증식 여부

를 기 으로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사용된 모델의 특

성  응용분야를 소개하 다.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 차원이 복잡하여 기존의 선형

회귀 등 통 이고 직 인 모델에 비해 결과의 평가

와 시각화가 용이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발표 연구

에서 사용한 평가 지표, 평가 방법  시각화 방법으로 

해당논문들을 Table 1과 같이 분류하여 용사례를 소

개하고자 한다.

2. 평가지표

  신경회로망 모델링을 통해 개발된 분류  회귀 모델

의 합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정확도와 학습 속도와 

같은 평가 지표를 이용한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 지표 

외 다른 모델과의 비교 등을 통해 상  비교를 수행을 

병행하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평가 

지표만으로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도 한다.

2.1 분류 모델 (classification model)

  이미지 기반 CNN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지

도학습을 통해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분류 모

델에서는 측 결과에 따라 각 결과를 오차 행렬(con- 

fusion matrix)로 나타낼 수 있으며23), 가장 간단한 

형태인 이진 분류에서의 오차 행렬을 Fig. 1에 나타내

었다.

  이진 분류모델의 측 결과는 참 양성(True Positive, 

TP), 거짓 양성(False Positive, FP), 참 음성(True 

Negative, TN), 거짓 음성(False Negative, FN)로 

구분된다. 이  참 양성과 참 음성은 측을 잘 해낸 

경우이며, 거짓 양성과 거짓 음성이 오차(error)에 해

당된다. 거짓 양성은 음성을 양성이라 잘 못 분류한 오

차이고, 거짓 음성은 양성을 음성으로 분류한 오차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각 구분 결과의 비율을 나타낸 참 

양성 비율(True Positive Rate, TPR), 거짓 양성 비

율(False Positive Rate, FPR), 참 음성 비율(True 

Negative Rate, TNR), 거짓 음성 비율(False Negative 

Rate, FNR)을 채택하기도 한다.

  분류 데이터셋이 균형 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체 

데이터셋  옳게 분류한 비율인 정확도(accuracy)가 

평가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며, 반 로 체 데이터셋 

 잘 못 분류된 경우를 이용한 평균 오차율(mean 

Error Rate)을 사용하기도 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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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research papers reviewed in this study

Classification / 
Regression

Evaluation 
index

Comparison with

Visualization
1stAuthor

(Publication
Year)

Ref. 
No.Conventional 

method
Neural Networks

Classification Accuracy
A. Khumaidi

(2017)
6)

Regression/ 
Classification

Accuracy
S. Choi
(2019)

7)

Classification
Accuracy, 
Confusion 

matrix

B. Zhang
(2020)

8)

Regression MAPE* Edge detection
T. Ashida

(2019)
9)

Classification
Accuracy,

Recall, 
F1 score

SCNN*8/CNN
(pretrained and tunned 

models)

C. V. Dung
(2019)

10)

Classification
Mean error 

rate
FCN*9 Y. Zhang

(2019)
11)

Classification
Accuracy, 

Training time
FCN, 

CNN(No. of Class)
D. Bacioiu

(2019)
12)

Classification Accuracy
CNN

(Classification module)
H. Zhu
(2019)

13) 

Classification Accuracy
CNN

(with and without 
transfer learning)

W. Jiao
(2020)

14)

Classification
Accuracy,

Training Time
CNN

(reference)
Intermediate 
activations

Z. Zhang
(2019)

15)

Classification
Accuracy, 

Recall, 
Training time

AlexNet, VGG-16, 
Resnet-50, 

Densenet-121, Mobile 
NetV3-Large

(pretrained and tunned 
models)

Intermediate
activations

Y. Yang
(2020)

16)

Classification
Training time, 

Mean error 
rate

Visual inspection 
of expert

CNN
(No. of layers)

Z. Guo
(2017)

17)

Classification Accuracy SVM*4
CNN

(Proposed model, 
Transfer learning), FCN

N. Yang
(2018)

18)

Regression/ 
Classification

TPR**, 
TNR*3

Hough Circle/
HOG*5+SVM, 
LBP*6+SVM

CNN
J.-K. Park

(2019)
19)

Classification Accuracy
Haralick
feature, 

HOG feature
SSAE*10, CNN t-SNE*12 W. Hou

(2019)
20)

Classification
Accuracy, 

Recall

HOG, LBP, 
HOG+LBP, 

BOF*7

SAE*11, 
CNN(No. of layers)

t-SNE
Z. Zhang

(2020)
21)

Classification  
(Auto-encoder)

Accuracy
A. Muniategui

(2017)
22)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True Positive Rate; *3True Negative Rate; *4Support Vector Machine; 
*5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6Local Binary Pattern; *7Back Of Features; *8Shallow ConvNet;
*9Fully Connected Net; *10Stacked Sparse Autoencoder; *11Sparse autoencoder; 
*12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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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usion matrix for binary classification
  

하지만 데이터셋이 불균형할 경우, 지표가 편 될 수 

있기 때문에 정 도(precision), 재 율(recall)과 같

이 보완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모델이 참이라고 분류한 

데이터  실제 참인 경우의 비율을 정 도, 실제 참인 

경우  참으로 분류한 경우의 비율을 재 율이라 한다.

   


(3)

   


(4)

  정 도와 재 율은 상호 보완 인 지표이며 두 값이 

모두 높을수록 좋은 분류 모델이다. 한, 정 도와 재

율의 조화 평균인 F1 지표(F1 score)를 사용할 수 

있다.

      ×








 × 
× 

(5)

  분류 모델에 CNN을 용한 경우 부분의 경우 평

가 지표로 평균 정확도를 사용하 다6-8,10,13-16,18,20,21). 

Y. Yang et al.16)과 Z. Zhang et al.21)은 평균 정

확도와 더불어 재 율도 평가 지표로 사용하 다. 특히 

C. V. Dung et al.10)은 평균 정확도, 재 율, F1 지

표 한 사용하 다. Z. Zhang et al.21)은 평균 정확

도와 함께 오차 행렬을 제시하 다. Y. Zhang et 

al.11)와 Z. Guo et al.17)은 평균 정확도 신 평균 

오차율을 사용하 다. J.-K. Park et al.19)은 엔진 

트랜스미션과 같이 안 을 요시하는 부품 제작 공정

에서 불량품 별의 요성을 강조하며, 최종 으로 참 

양성 비율과 함께 불량품 별 정확도인 참 음성 비율

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 다.

2.2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

  회귀 모델에서는 실제값과 측값의 오차에 기반한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 MSE)를 손실 

함수로 사용하며 평균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를 평가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  (6)

    
 
 

 ∣’ ∣ (7)

여기에서 n은 총 데이터의 개수, i는 데이터의 순서이

며, y(i)는 i번째 데이터의 측정값, y'(i)은 회귀모델을 

통한 i번째 데이터의 측값을 나타낸다. 평균  오

차가 0에 가까울수록 회귀 모델의 합도가 높다. 한 

평균  오차를 비율로 나타낸 평균  오차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는 식 8과 같

이 정의되며, 반  개념인 평균 정확도 (mean accu-

racy)는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
∣’ ∣

(8)

      (9)

  회귀 모델을 통해 얻은 측값이 측정값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결정 계수(Coefficient of Deter- 

mination, R2)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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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측값의 평균을 나타낸다. 결정 계수는 0

≤R2≤1 범 이며 1에 가까울수록 회귀 모델의 정확도

가 높다. 회귀 모델에 CNN 모델을 용한 S. Choi 

et al.7) 와 T. Ashida et al.9)는 각각 평가 지표로 

평균 정확도와 평균 오차를 사용하 다.

3. 다른 모델과 비교평가

  이미지에 기반하여 용  상을 측하기 한 다양

한 회귀  분류 모델이 존재한다. 여러 논문에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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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 CNN 모델을 통  분류기 는 다른 신경망 모

델과 비교하고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 다.

3.1 통  특징 추출 방법  분류기와 
비교

  분류  회귀를 해 신경망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통 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기존 

모델은 신경망 이 에 사용하던 방법들을 구분하여 설

명하며, 이미지의 직선 추출을 한 윤곽 측정 알고리

즘, 허  변환(Hough transform)과 같은 이미지 처

리 방법, 기존에 공정에 용해왔던 숙련자의 육안 검

사와 통  분류기 방법들을 포함한다. 

  T. Ashida et al.은 제안된 CNN 회귀 모델을 

통  방법인 윤곽 측정 이미지 처리 방법과 비교하여 

용융풀 폭과 선단 길이의 측 시 오차를 일 수 있음

을 확인했다9). Z. Guo et al.은 숙련자의 육안 검사

와 비교하여 CNN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 다17).

  신경망이 아닌 통  이미지 분류모델은 특징 추출

과 분류기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특징 추출 방법으

로는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LBP 

(Local Binary Pattern), 하랄릭 특성(Haralick 

feature)24) 등이 있고 분류기로는 SVM (Support 

Vector Machine)이 자주 사용된다. 통  특징 추

출 방법들의 성능을 높이기 해서는 특징을 강조시키

는 이진화 는 윤곽 측정과 같은 이미지 처리가 선행

된다. HOG는 이미지를 일정 크기로 분할하고, 기울기

방향 분포를 통해 국부 인 셀을 정규화하여 특징을 추

출하는 알고리즘이며, LBP는 이미지 모든 픽셀 주변 

3x3 역을 상 인 밝기로 0 는 1로 이진화하는 

알고리즘이다. LBP는 원래 텍스쳐(texture)를 분류하

기 해 개발되었으나 얼굴인식과 같은 이미지 분석에 

사용된다. 한, Haralick feature는 인  픽셀의 그

이 벨 변화도에 기반한 특징 추출 알고리즘이다. 

SVM은 기계학습을 이용한 분류 알고리즘으로 평면

(hyper-plane)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차원

에서 데이터 클래스 간의 거리를 최 로 하는 평면(최

-마진 평면, Maximum-margin hyper-plane)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분류기이다. 

  W. Hou et al.20), N. Yang et al.18), Z. Zhang et 

al.21), J.-K. Park et al.19)은 통  분류기와 제안

된 CNN 모델을 비교하 다. 성능 평가를 한 비교에 

W. Hou et al.는 HOG 특성, 하랄릭 특성 추출 방법

을 사용하 고20), N. Yang et al.은 SVM을 분류기

로 사용하 다18). Z. Zhang et al.은 HOG, LBP, 

HOG+LBP, BOF 와 같이 다양한 통  분류기와 

제안된 CNN 모델을 비교하 다21). J.-K. Park et 

al.은 엔진 트랜스미션 용 부의 심  치 추 의 

성능을 평가를 해 허  원(Hough circle) 윤곽 추

출 알고리즘과 CNN 회귀모델을 비교하 으며, CNN 

분류모델과 HOG+SVM, LBP+SVM을 비교하여 성

능을 평가하 다19).

3.2 타 신경회로망 모델과 비교

  이미지의 인식에는 신경망  비지도 학습 신경망인 

SAE(Sparse Auto-Encoder) 이미지 특징 추출 방법

과 합성곱 신경망(이 주로 사용된다. SAE는 오토엔코

더의 한 종류로 이미지 특징 추출을 해 자주 사용되

는 비지도 학습이다. 데이터 평탄화를 통해 완  연결 

신경망(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FCN) 

한 이미지 특징 추출에 사용될 수 있다.

  N. Yang et al.18), Y. Zhang et al.11), D. Bacioiu 

et al.12)은 제안된 CNN 분류 모델과 FCN 모델을 비

교하여 성능 평가를 하 다. 한, W. Hou et al.20)

과 Z. Zhang et al.21)은 각각 SAE 두 개 층을 사용

하는 SSAE와 SAE를 사용하여 성능 평가를 하 다. 

  CNN 모델은 목 에 따른 구조 설계나 이 학습 

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 화가 가능하여 다른 구조 

최 화를 통해 CNN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

므로 다양한 CNN 모델구조와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모델링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 리뷰한 논문의 과반 이

상의 논문에서 CNN 모델 간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평

가하 다10,12,13,15-21). 

  D. Bacioiu et al.은 분류 클래스가 2개, 4개, 6개로 

복잡해짐에 따라 제안한 CNN 모델 정확도의 차이를 비

교하 다12). C. V. Dung et al.은 SCNN ( Shallow 

CNN)과 BN(Bottle Neck)-CNN, 미세조정(FT, 

Fine Tuning) CNN 등 세 가지 CNN 모델을 평균 

정확도, 재 율, F1 지수를 평가 지표로 비교하 다. 

SCNN과 VGG-16 기반 이 학습을 용한 CNN 모

델을 비교하여 이 학습에서 성능이 우수함을 보여 주

었다. 한 BN-CNN 모델과 FT-CNN 모델을 비교

하여 미세조정을 통해 같은 이 학습 모델에서도 최

화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0).

  W. Jiao et al.은 일반 인 CNN 모델 구조와 이 

학습 CNN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하 다. 이를 통해 

이 학습의 용이 은 양의 훈련 데이터를 이용한 학

습에 효과 임을 확인하 다13).

  H. Zhu et al.은 CNN 모델에서 분류기별 정확도

를 비교하 다. CNN 모델을 통해 특성 맵을 추출하고, 

주로 사용되는 분류 방법인 소 트맥스, SVM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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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안한 랜덤 포 스트(random forest) 방법이 

우수함을 주장하 다13).

  Y. Zhang et al.은 FCN과 제안된 CNN 모델의 

정확도 비교를 통해 성능 평가를 하 다. 추가로 오분류 

샘 에 한 분석을 통해 오차의 원인을 악하 다11).

4. 시각화

  리뷰한 논문에서 시각화 방법을 통해 모델을 평가하

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진다. 간층 출력을 통

해 분류 모델의 특징 추출을 확인하는 방법과 t-SNE

를 통해 분류를 2D 그래 를 통해 보여주는 방법이 제

시되었다.

 

4.1 간층 출력

  CNN 학습 과정 합성곱 필터를 거친 특성 맵(fea- 

ture map)은 이미지로 표 할 수 있으며 낮은 층에서

는 강조된 특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간층 

출력은 이러한 낮은 층의 특성 맵을 추출하여 강조된 

특성이 모델의 목 을 한 특성인지 확인하거나 높은 

층에서 유의미한 특성의 개수를 확인하여 평가 방법으

로 사용한다.

  Y. Yang et al.은 최 화된 CNN 모델의 첫 번째 

층 이미지를 간층(intermediate activations)으로 

가시화하여 보여주면서 목표로 하는 이미지의 특징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16). 

  Z. Zhang et al.은 각 CNN 이어에서 특성맵을 

이미지화하여 출력하 다. 각 이어의 특성맵에서 유

의미한 픽셀을 가진 이미지(모든 픽셀의 값이 0이 아

닌 이미지)의 개수를 이용하여 제안된 모델이 효과 으

로 특성을 추출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15).

4.2 t-SNE

  t-SNE(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 

ding)는 고차원 데이터 세트를 시각화에 합한 비선

형 차원 축소 기술이다. 데이터의 유사성을 2차원 는 

3차원에서의 거리로 표 하는 기술이다. 정규 분포를 

제로 한 고차원 공간의 이웃할 확률과 차원 공간의 

이웃할 확률을 쿨백-라이블러 발산(Kullback-Leibler 

divergence)으로 계산하여 최소화하는 방법을 학습하

고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W. Hou et al.은 하랄릭 특성, HOG와 SSAE, 그

리고 깊이가 다른 두 가지 CNN 각각의 방법으로 특성

을 추출하고 이 특성들을 t-SNE를 통해 2D 맵으로 

시각화하 다. 한 각 방법을 이용한 분류 결과의 평

균 정확도를 비교하여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

다. 논문에서 제안된 CNN 모델이 다른 방법에 비해 

t-SNE 2D맵에서 더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시각화

된 2D 맵에서 명확히 분류될수록 평균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 다20).

  Z. Zhang et al.은 최 화된 CNN 모델에서 특성

을 추출하고 이를 t-SNE를 통해 2D 맵으로 시각화하

다. 각 그룹 간의 분리는 맵에서 확인되었으며, 분리

가 명확하지 않은 구간을 분석하여 오차의 원인을 제시

하 다21).

5. 시각화

  앞서 설명한 비지도 신경망인 오토 엔코더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합성곱 연산을 사용한 합성곱 오

토 엔코더(Convolutional Auto-Encoder)는 이미지 

압축에 유리하다는 장 이 있다. 오토 엔코더는 인코딩

(encoding)으로 압축된 이미지와 디코딩(decoding)으

로 복원된 이미지와 MSE를 비교하여 자동으로 학습된

다. 분류 모델에서 이미지가 압축되면서 분류에 필요한 

특징들을 유지하고 있는가는 최종 인 분류 모델의 성

능의 정확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A. Muniategui et al.은 심층 합성곱 오토 엔코더

(deep convolutional auto-encoder)를 사용하여 이

미지를 압축하여 퍼지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고자 하

다22). 압축된 15×15픽셀의 이미지에서 225개 벡터

를 추출하 고 매우 양호(Very Good), 양호(Good), 

보통(Regular), 불량(Bad), 매우 불량(Very Bad)의 

측 클래스별로 그룹화하 다. 압축된 이미지를 평가

하기 하여 그룹화시킨 벡터의 평균을 각 패턴과 비교

하 다. 제안한 네 가지 퍼지 분류 모델의 매우 양호, 

양호, 보통의 패턴은 유사하 으며, 나쁨  매우 나쁨

의 경우에는 패턴은 분류 모델에 따라 특이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 다. 여기서 압축된 이미지에서도 생산 부

품의 유사성으로 인한 압축 이미지 벡터의 유사성을 확

인하 고, 각 분류 모델의 차이 에 련한 특정 패턴

도 존재함을 확인하 다. 최종 으로 정확도를 확인하

여 심층 합성곱 오토엔코더를 사용하여 이미지 압축을 

하 을 때의 퍼지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 다.

6. 시사 과 망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용  분야에서도 딥러닝 기술

이 활발히 용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의 용을 해

서 모델을 구성하는 것도 요한 부분이지만 제안된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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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여 모델을 평가하는 것 한 

요한 부분이다. 분류  회귀모델에서 성능을 보여주

는 각 지표와 가시화를 통해 모델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다. 모델을 통한 측에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 물

리  상의 재 성 부족과 비선형성, 측정단계에서의 

오차, 모델 자체의 성능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딥러닝 모델이 종단간 학습을 지향하지만 충

분한 평가지표  시각화 방안의 개발을 통해 오차의 

원인을 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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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크 용 이나 이 용 과 같이 외부열원을 이용하

는 용융용 에서의 용 품질을 측하기 해 온도분포

에 한 다양한 모델링을 용하고 있다. 열 도 지배

방정식을 풀기 해 로젠탈 식을 표 으로 하는 해석 

모델(analytic model)과 유한요소나 유한체 /차분을 

이용한 수치 모델(numerical model) 등을 채용하여 

용 부의 온도분포를 구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용

부의 크기, 용 비드의 폭이나 깊이를 측할 수 있다
1). 항용 의 주요 열원이 소재내부의 항  

항임에 비해 아크용 이나 이 용 에서는 외부열

원이 용융을 일으키므로 외부열원과 용 부의 상호작용

의 모델링이 온도분포해석의 가장 요한 부분이다. 기

존에는 Goldak 모델2)과 같은 이 열원 모델이 많이 

채택되었는데, 아크 압력에 의한 용융풀 표면의 형성3), 

용융풀 표면에서의 아크/ 라즈마에 의한 에 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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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n sheets of Al/Cu dissimilar materials are overlap welded for the electrical connection of secondary battery 
electrodes by laser welding. The weld penetration depth is an important joint quality to ensure strength and electrical 
conductance.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penetration depth using analytical methods because of the high laser re-
flection and small thickness of the base materials. Several machine learning algorithms were investigated to develop 
regression models for the penetration depth. The models included linear regression, decision tree, supported vector 
regression, Gaussian process regression, and decision tree ensemble model groups. The regression models with high 
degrees of freedom showed excellent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s (MAPE) and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R2). In particular, the Gaussian process regression model with exponential kernels had an MAPE of 0.2% and an R2

of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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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용융풀 안쪽에서의 용 의 침투로 인한 에 지 흡수
4-6), 키홀 내부에서는 다 반사로 인한 에 지 흡수7-9) 

등이 고려되었다.

  종횡비가 큰 이  용 에서 키홀과 용입의 깊이는 

용 부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이고, 이  출

력, 용 속도, 이  빔의 크기, 빔 품질 등이 용입을 

결정하는 변수로 실험 으로 규명되었다10-12). 이론 , 

실험  근거하에 지배방정식을 풀지 않고 이  용  

공정변수로부터 용입을 측하기 해 다양한 인덱스 

개발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 용 에서 

이 와 소재사이의 상호작용인자는 소재 표면에서의 

이  에 지 도(q)와 상호작용시간(t)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여기에서 이  에 지 도는 이  에 지

(P)를 소재 표면에서 빔의 면 (A)으로 나  인덱스이

며(q=P/A), 상호작용 시간은 이  빔의 직경(d)을 

용 속도(V)로 나  인덱스이다(t=d/V). Dausinger 

et al.은 알루미늄과 철강의 이 용 에서 이  출

력(P)과 에서의 빔직경(d)의 비(P/d)가 깊은 용

입을 만드는 기 이라고 실험 으로 규명하 다13). Suder 

et al.의 연구에서도 출력과 빔직경의 비(P/d)를 워

팩터(power factor)로 정의하고 상호작용시간과 워

팩터가 용입을 결정하는 것을 확인하 다14). Suder et 

al.의 다른 연구15)에서는  다른 이 와 소재사이의 

상호작용 인자로 용 선 의 한 에서 받는 총 에 지

를 특정포인트 에 지(specific point energy)를 정의

하 고, 이는 이 출력과 상호작용시간의 곱으로 정

의하 다. Coroado et al.과 Zavala-Arredondo et 

al.16)의 연구에서도 워팩터, 상호작용시간, 특정포인

트 에 지를 인덱스로 하여 이  용융 상을 설명하

고자 하 다. Kim and Ki는 이 용 에서 이

에 지 도, 상호작용 시간, 키홀내 다 반사강도를 

조합하여 인덱스를 개발하고 도모드와 키홀모드의 

이  용 에서 용입 측에 이용하 다17). Fabbro et 

al.은 이  에 지(P), 빔 직경(d), 용 속도(V)에 기

반한 인덱스를 이용하여 키홀의 종횡비를 측하 다18). 

Fabbro는 다른 논문 19)에서 이 3개의 공정변수와 열

도도, 도, 비열을 소재 변수로 이용하여 이 용

과 SLM(Selective Laser Melting)공정에서 일반화

된 스 일링 법칙을 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지배방정식이나 물리  인덱스를 기반한 근과 달리 

최근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기계학습(Machine learn-

ing)을 용 문제에 용하려는 연구도 활발하다. 기계

학습의 경우 물리  법칙에 기반하지 않고 주어진 데이

터에 기반하여 법칙을 스스로 도출하는 학습방법으로 

딥러닝으로 많이 알려진 신경회로망이 가장 표 인 

알고리즘이며, 비신경회로망으로 서포트 벡터머신(SVM, 

Supported Vector Machine), 랜덤포 스트(Random 

Forrest), GBT(Gradient Boosted Trees) 등의 고

 근방법도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자

들은 선행논문20,21)에서 상에 기반한 딥러닝을 용

부문에 용한 사례에 해 소개하 으며, 본 연구에서

는 Al/Cu 이종재료 이 용 부의 용입 측에 기계학

습을 용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데이터 수집  모델링방법

2.1 데이터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Leitz의 논문22)에 공개된 Al/Cu 이

종재료 용 부에 한 데이터를 이용하 다. 실험에 사

용된 재료는 탈산동(Cu-PHC)과 Al 1050합 으로 탈

산동의 경우 두께 0.3 mm, 1 mm의 박 을 사용하

고, Al 합 의 경우 두께 0.5 mm, 1 mm의 박 을 사

용하 다. 겹치기 용 부에서 0.3 mm 탈산동/ 0.5 mm 

Al 1080 두께 조합과 각 소재 1 mm 두께 조합이 사

용되었으며, 상하배치를 바꾸어서 총 4개의 조합을 만

들었다.

  실험에 사용한 이 는 싱 모드 이버 이

(1070 nm 장)와 멀티모드 디스크 이 (1034 nm 

장)가 이용되었는데 이버 이 의 경우 14 µm, 

50 µm 직경의 이버로 송하여 용 부에서 20 µm, 

83 µm 직경의 이  빔 직경을 형성하 다. 디스크

이  100 µm, 200 µm 직경의 이버로 송하여 용

부에 170 µm, 200 µm, 340 µm 직경의 이  빔 

직경을 형성하 다.

  각 소재 조합별로 다른 이  출력이 용되었으며, 

용된 이  출력의 범 는 700 W에서 5 kW이다. 

용 속도는 1 m/min에서 40 m/Min 범 에서 조정

되었다. 

  조건별로 최소 2개 이상의 단면 시편을 촬 하여 용

입깊이를 측정하 으며, 논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250개의 조건에 한 용입데이터를 수집하

다.

2.2 머신러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MATLAB® R2019a 

버젼의 통계/기계학습 툴박스(Statistics and Machine 

Learning ToolboxTM)의 회귀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

계학습하 다23). 사용한 회귀 학습 모델은 크게 선형회

귀(linear regression),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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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 가우스 로세스 회귀(GPR, Gauss Process Re- 

gression), 회귀트리 앙상블 (Decision tree ensem-

ble) 모델로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2.2.1 선형회귀모델

  먼  선형회귀 모델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 

계임을 가정하고 종속변수의 값을 측하는 회귀 모

델이다. 일반 인 n개 변수에 한 다변량 선형회귀 모

델은 식(1)과 같다.

      
 



   (1)

여기에서 Y는 종속변수, βk는 k번째 계수(β0는 상수

항), X는 독립변수, ε은 오차항이다. 

  이를 확장하여 일반화된 선형회귀모델을 만들면 식 

(2)와 같다.

      
 



⋯    (2)

여기에서 fi는 독립변수들을 인자로 하는 스칼라 함수

로 비선형  다항식을 포함한다. 선형회귀 함수는 비

교  단순한 형태이며, 선형이 아닌 시스템에서는 성능

이 낮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회귀 모델을 총 

네 가지 방법(선형, 상호 작용 선형, 강건 선형  단

계  선형)으로 학습하 다. 선형과 상호작용 선형 회

귀의 경우 최소자승오차를 이용하여 회귀모델을 도출하

는 방법이다. 강건(robust) 선형회귀는 선형회귀에서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극단치(outlier)의 효과를 이기 

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 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단계  선형회귀의 경우 모든 항을 넣지 않고 성능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을 때까지만 단계 으로 항을 추가

하여 최 화를 하는 방식이다.

  2.2.2 의사결정트리

  의사결정 트리는 다단계(multistage) 의사결정 알고

리즘의 하나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한 여러 개

의 의사결정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최종 인 종속변수 

측이 가능한 알고리즘으로24), 회귀  분류에 모두 

사용되는 비모수(non-parametric) 모델의 일종이다.  

 데이터 세트를 특정한 기 을 가지고 분기 을 만들어 

나가며 결과를 매칭하는 방법으로 분기 에 의해 나뉘

어진 체 인 모델의 형상이 나무와 같아 의사결정 트

리라 한다. 이러한 분기   분기 에 의해 나눠진 새

로운 끝단을 모두 노드(node)라 부르고, 최종 결정 노

드를 잎(leaf) 노드라 한다. 분류 문제에서 결정트리의 

합성은 노드내에 속한 데이터들의 불순도(impurity)

로 평가하며, 이를 정량화하기 해 식 (3)과 같은 엔

트로피(entropy) 함수, H가 사용된다24). 

   


log (3)

  pi는 노드 내에 i번째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 개수의 

비율이다. 를 들어 해당 노드에 클래스 1이 2개, 클

래스 2가 8개 존재할 경우 p1=0.2, p2=0.8이다. 각 

노드의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순도가 높고,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불순도가 높아 의사결정 트리는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용

한 회귀문제에서는 평균 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23). 분기 이 많을수

록, 즉, 가지가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나 과

합이 일어날 수 있다. 학습에는 세 가지 종류(성긴 트

리, 간 트리  조  트리)의 의사결정 트리모델을 

사용하 는데 각각의 트리는 분기된 잎노드에 연결된 

데이터의 개수가 각각 36, 12, 4개 이하일 때까지 학

습을 한다. 

  2.2.3 SVM

  SVM은 이진분류 문제를 풀기 해 고안된 알고리즘

으로 데이터를 최  마진으로 분류할 수 있는 평면을 

찾는 알고리즘이다25). SVM은 일반화 특성이 우수하여 

회귀 문제에도 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용한 

알고리즘은 ε-여유 혹은 ε-튜  (epsilon-insensitive) 

SVM으로 오차가 ±ε내에 있을 경우에는 손실함수가 0

이 되도록 손실함수를 정의한다. 비선형함수의 경우에

는 고차원 공간으로 데이터를 매핑한 후 평면을 찾을 

수 있으며, 이 때 비선형성을 가진 커  함수(kernel 

function)을 채택한다. 학습에는 여섯 종류(선형, 2 차, 

3 차, 성긴 가우스, 간 가우스  조  가우스 SVM)의 

커 을 채택된 SVM모델을 사용하 으며, 사용된 커  

함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xj, xk는 독립변

수의 이며, 가우시안 커 에서 데이터를 나 는 단

를 커 스 일(kernel scale)이라고 하는데 독립변수

의 개수가 P인 경우 성긴, 간, 조  가우스 SVM에

서는 커  스 일이 각각 4 ,  ,  /4이다23).

Kernel name Kernel function

Linear    ′
Gaussian    exp∥′∥ 
Polynomial

   ′  , where q is in 
the set {2,3,...}.

Table 1 Kernel functions for supported vecto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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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회귀트리 앙상블

  회귀트리 앙상블은 강력한 모델을 만들기 해 여러 

의사결정 트리를 연결하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깅

(Bagging, Bootstrap Aggregating)과 부스 (Boosting)

이 사용되었다23,26). 배깅에서는 입력데이터로부터 복

원추출한 여러 개의 샘 세트를 이용하여 회귀트리를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의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최

종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배깅기법  각 모델별로 

랜덤한 종속변수 세트가 정해질 경우 램덤 포 스트라 

부른다. 부스 은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해 학습한 결과

에서 틀린 결과에 해 높은 가 치를 두고 다시 학습

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회귀트리 앙상블은 두 종류(배

깅 트리, 부스  트리)를 사용하 다.

  2.2.5 가우스 로세스 회귀 (GPR)

  GPR은 가우스 로세스를 이용하여 회귀를 모델링

하는 기법으로 제곱지수(squared exponential), 메이

턴 5/2(Matern 5/2), 지수(exponential) GPR, 유

리 2차(rational quadratic) GPR이 이용되었다. 가

우스 로세스에서는 평균함수와 공분산(covariance)

함수를 이용해서 회귀함수에 한 분포를 정의하는데 

공분산 함수는 커 함수라고도 불리면 Table 2와 같이 

다양한 함수가 사용된다. 커  라미터에는 표  편차 

σf가 포함되어 있고, σl은 입력값의 거리를 나타내는 특

징 길이이다. r은    으로 독립변수간의 

유클리드 거리이다. 유리 2차 커 의 α는 양수 값의 스

일 혼합 매개변수 라미터이다23).

3. 결과  토론

3.1 회귀결과

  이  용  용입 깊이를 측하기 해 6개의 변수

(배열, 상  두께, 하  두께, 용  속도, 이  출력 

 지름)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실험에

는 앞 에서 서술한 총 19 가지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하 다.

  본 논문에서 회귀 모델의 평가는  평균 오차율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와 결

정 계수(R2)를 통해 나타냈다.  평균 오차율은 각

각의 측값과 값 오차의 비의 평균을 나타내며 식

(4)와 같다.

    
 
 



′
′  

×  (4)

여기에서 n은 총 데이터의 개수, y(i)와 y’(i)는 각각 i

번째 데이터의 실제값과 측값이다.

  각 모델의  평균 오차율과 결정계수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평균 오차율과 결정 계수에 함께  

평균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모델의 확장성이 높은 GPR의 경우 가장 작은 오차

율과 높은 결정계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의 완벽하게 

측이 가능하다. 모델 에서는 성긴 트리에서 가장 

높은 오차율과 낮은 결정계수가 확인되었다. 성긴 트리

에서는 마지막 잎노드에 포함된 데이터의 개수가 36개 

이하이면 모델 최 화를 단하는데 체 데이터 개수

가 250개이므로 무 단순화된 모델이기 때문으로 

단된다. 

  각 모델링 기법에서는 모델의 차원이 높을수록 작은 

오차율과 높은 결정계수를 가진다. 즉, 의사결정트리 

모델에서는 분기가 많아 잎노트의 개수가 작은 조 트

리가 오차가 작은 모델이었으며, 가우시안 SVM에서도 

조  가우시안 SVM이 가장 오차가 작은 모델이었다.

Kernel name Kernel function

Rational 
Quadratic

 


 
 

Exponential  
exp

 
Squared 
Exponential

 
exp

 





 
   




Matern 5/2  







 exp




 




Table 2 Kernel functions for gausssian proces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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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E and R-squared for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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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잔차 분석

  각 회귀 모델의 유의성  잔차 경향을 검정하기 

한 잔차분석을 실시하 다. 이상 인 경우 모델은 낮은 

오차율과 무작  분포  등분산의 잔차를 가진다.

  3.2.1 선형회귀 모델

  선형회귀 모델의 잔차 그래 를 Fig. 2에 나타내었

다. 그래 에서 잔차는 측정값 900 µm를 기 으로 두 

그룹으로 나 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분리는 소

재 두께 조합에 따라 나타난다. Fig. 2의 ①그룹은 Al 

0.5 mm/Cu 0.3 mm의 조합이며, 0.8 mm에서 완  용

입을 가진다. Fig. 2의 ②그룹은 Al 1 mm/Cu 1 mm

의 조합이며 2 mm에서 완  용입을 가진다.

  선형회귀 모델은 다른 회귀 모델에 비교하여 비교  

높은  평균 오차율과 낮은 결정 계수를 보 는데 

(Table 3), 잔차분석 결과 잔차가 무작 로 분포하지 않

고 우상향으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선형모델로는 용입 깊이 측 회귀가 어려우

며 잔차가 아치형의 분포도 아니므로 2차 회귀모델보다 

높은 차수의 회귀 모델의 용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3.2.2 의사결정트리 회귀모델

  의사 결정 트리 모델의 잔차 분석 결과를 Fig. 3에 나타

내었다. 잔차분석 결과 최소잎노드의 크기가 작은 조  

모델의 경우 정확도가 높이지고 잔차의 경향성이 어드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형회귀와 마찬가지로 

우상향으로 향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3.2.3 SVM 회귀 모델

  SVM 회귀 모델에서는 선형, 2차  3차 회귀 모델

(Fig. 4)과 가우시안 커 (Fig. 5)을 용한 회귀 모

델을 사용하 다. 

  다항식 커 을 이용한 SVM 회귀 모델의 경우 커

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잔차의 경향성이 어지며 차 

무작 로 분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에서 

3차함수로 커 의 차수가 커지는 경우에는 상외로 

 표  오차율과 결정계수가 동시에 커지는 높아지

는 상이 있었는데(Table 3), 3차함수를 커 로 사용

할 경우 잔차의 경향이 무작 로 변하지만 표 편가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Fig. 4).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커 을 용한 SVM은 커 스

일이 작을수록 잔차의 경향성이 어들었으며 잔차의 

크기도 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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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idual plots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Model
MAE
[µm]

MAPE
[%]

R2

Linear

Linear 112.0 12.0 0.88
Interactions 79.0 8.5 0.92

Robust 109.0 10.9 0.87
Stepwise 84.8 9.0 0.91

Tree
Fine 71.9 7.9 0.94

Medium 112.0 12.8 0.89
Coarse 152.7 16.2 0.80

SVM

Linear 108.8 11.0 0.87
Quadratic 73.7 7.7 0.93

Cubic 89.6 10.7 0.95
Fine Gaussian 50.5 5.6 0.98

Medium Gaussian 74.1 7.8 0.93
Coarse Gaussian 113.8 11.9 0.87

Ensemble
Boosted Tree 92.3 9.6 0.92

Bagged Tree 112.3 12.6 0.88

GPR

Squared Exponential 23.6 2.5 0.99
Matern 5/2 18.0 2.0 1.00
Exponential 1.8 0.2 1.00

Rational Quadratic 4.2 0.4 1.00

Table 3 Accuracy of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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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idual plots for decision tree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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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시안 커 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셋을 무한  차원

으로 매핑할 수 있어 커  스 일을 작게할 경우 충분한 

비선형 회귀를 구 할 수 있다. 한, 가우시안 SVM을 

용했음에도 낮은 커  스 일에서는 잔차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변수들과 용입 깊이 사이에 강한 비선

형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4 회귀트리 앙상블 회귀모델

  회귀트리 앙상블의 경우 일반 인 의사결정 트리와 비

교하여 부스  트리와, 배깅 트리 모두에서 뚜렷한 성

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Fig. 6). 잔차 분석에

서도 경향성과 분산의 감소가 에 띄지 않았다.

  3.2.5 GPR 회귀모델

  GPR의 경우 다른 종류의 모델과 비교하여  평

균 오차율이 가장 낮았다(Table 3). 잔차 한 경향성

이 없는 무작  분포와 낮은 분산을 갖고 있는 것을 확

인하 다(Fig. 7). 그  지수 GPR의 성능이 오차율 

0.2%, 결정계수 1.0으로 가장 우수하 다. GPR의 경

우 가우스 커 을 사용한 SVM 회귀 모델과 같이 가우

스 커 을 사용하여 무한  차원으로 데이터셋을 매핑

하여 비선형 회귀 모델을 해결하는데 유리하다.

3.3 오차 분석

  경향성을 일부 벗어난 3차 함수 SVM 회귀모델과 

결정계수가 높은 GPR 회귀모델에 해 잔차가 높은 

데이터를 심으로 오차의 원인을 분석하 다.

  3.3.1 SVM 회귀 모델

  SVM 회귀 모델은 커 함수의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잔차의 무작 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4). 그러나 다항 함수 커   가장 차수가 

높았던 3차 함수 SVM에서 오히려 MAPE가 2차함수

에 비해 증가하는 상이 확인되었다(Table 3). 이를 

확인하기 해 잔차가 400 µm 이상으로 발생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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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idual plots for polynomial kernel SVM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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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idual plots for gaussian kernel SVM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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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해 분석을 진행하 다. 

  Cu 상  (1 mm)/Al 하  (1 mm) 배열이고, 용  

속도 10 m/min, 이  빔 직경 83 µm와 340 µm

의 조건에서 용  후 측정된 이  출력별 용입 깊이

와 잔차를 각각 Fig. 8(a), (b)에 나타내었다. 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 용  속도 5 m/min, 이  

빔 직경 170 µm 조건에서의 용  후 측정된 이  

출력별 용입 깊이와 잔차는 Fig. 8(c)에 나타내었다. 

Fig. 8(a)와 같이 유사 용 조건에 해 데이터의 개

수가 충분할 때 잔차의 분포는 안정되게 나타났으나, 

Fig. 8(b), (c)와 같이 근 한 조건에서 데이터의 개

수가 1개 는 2개로 작고 유사한 용 조건 그룹과의 

용입차이가 클 때 잔차가 크게 나타난다.

  Al 상 (1 mm)/Cu 하 (1 mm)배열이고, 용  속도 

10 m/min, 이  빔 직경 340 µm의 조건에서 용  

후 측정된 이  출력별 용입 깊이와 잔차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이  출력이 증가하며 용입 깊이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용입 

깊이 2000 µm일 때 완  용입이 일어나 더이상 용입 

깊이가 증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  출력인 이

 출력 4590 W에서의 잔차가 크게 나타났다.

  3.3.2 GPR 회귀 모델

  회귀 모델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던 지수 GPR

회귀모델에 해서 잔차가 높은 데이터를 정  분석하

다. Al 상 (0.5 mm)/Cu 하 (0.3 mm) 배열이

고, 이  빔 직경 83 µm, 용  속도 30 m/min 조건

에서 용  후 측정된 이  출력별 용입 깊이와 잔차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잔차는 이  출력 1300 W의 

조건에서 40 µm 정도의 특징 인 값을 보 고, 용입

깊이 측정값을 확인한 결과 동일 조건에서 측정된 서로 

다른 각각의 데이터간 실제 측정값의 차이가 75 µm로 

큰 차이를 보여, 이와 같은 측정오차가 잔차의 원인이다. 

  Cu 상 (0.3 mm)/Al 하 (0.5 mm) 배열이고, 

이  빔 직경 20 µm와 83 µm, 용  속도 30 m/min 

조건에서 용  후 측정된 이  출력별 용입 깊이와 

회귀모델의 잔차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의 

오른쪽에 삼각형으로 표시된 지름 83 µm의 이 로 

용 한 용입 깊이는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는 경향성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잔차도 

비교  0 근처에서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ig. 11의 왼쪽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이  빔 직경

이 20 µm 일 때 800 W-900 W 구간에서 측정된 용

입 깊이의 값에서 격한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용입 깊이의 측정 오차가 잔차에 향을 주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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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은 Al/Cu 박  이종재료 겹치기 이 용

부의 제시된 변수(배열, 상  두께, 하  두께, 용  

속도, 이  출력  빔직경)에 한 용입 측에 기

계학습을 용하여 가장 우수한 지수 GPR 모델에서는 

최소 오차율 0.2%, 결정계수 1의 회귀 모델을 얻었으

며, 자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선형회귀 모델, 의사결정 트리, SVM 회귀 모델, 

회귀 트리 앙상블, GPR 회귀 모델에 기반한 총 19개

의 기계학습 회귀 모델을 이종재료 이 용 부의 다

변수 용입 측에 용하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 다. 

  2) 각 분류별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의  평균 오

차율과 결정계수는 각각 상호작용 선형회귀모델 8.48%, 

0.9, 조  의사결정트리모델 7.85%, 0.94, 조  가우

시안 SVM 5.57%, 0.98, 부스  트리 9.63%, 0.92, 

지수 GPR 0.2%, 1.0이다.

  3) 차수가 낮은 회귀 모델인 선형회귀 모델, 의사결정 

트리, 회귀트리 앙상블의 경우 잔차의 경향성이 나타나

며 비교   평균 오차율과 결정계수가 낮았다.

  4) 차수가 무한 로 확장 가능한 가우시안 커 을 사

용한 SVM회귀 모델과 GPR에서 비교  좋은 성능을 

보 고, 이를 통해 이종재료 이 용 부의 용입 측

에 충분히 높은 차수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 다.

  5) 3차 SVM 회귀 모델과 GPR의 진단결과 잔차의 

분포를 벗어난 특징 인 오차는 각각 데이터의 부족과 

측정 오차문제에서 야기됨을 확인하 다.

  따라서, Al/Cu 박  이종재료 이  용 부의 용입

깊이는 충분히 높은 차수의 기계학습 측모델을 이용

할 경우 정 한 모델링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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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자동차 경량화 추세에 따라 자동차 차체에는 고강

도강과 경량 비철 속의 용이 확 되고 있다. 이  고

강도강의 경우 성형성이 우수한 TRIP (Transformation 

Induced Transformation)강과 마르텐사이트를 이용하

여 강도를 향상시키는 DP (Dual Phase), CP (Complex 

Phase), MART (MARTensitic)강 등이 채택되어 자

동차에 용되고 있으며, 비교  최근에는 HPF (Hot 

Press Forming)강이 용되면서 열간성형을 통해 부

품 성형이 가능하게 되어 2.0 GPa  강  소재의 

용이 검토되고 있다1-3). 자동차용 차체에 사용되는 박

의 경우 하 을 지지하기 한 주된 겹치기 용 기법

으로 항 용 이 용되고 있는데4), 편면 용 이 가

능하고 좁은 랜지 길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용

이 항 용 을 체할 수 있어 다양한 소재에 한 

이 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5-9).

  

머신러닝을 이용한 레이저 용접부의 모델링
Part Ⅱ: 고강도강 겹치기 레이저용접부의 형상 및 기계적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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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lightweight automobiles, the application of high-strength steel sheets to car 
bodi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strength of the laser overlap welds is determined by the strength distribution 
of weldments and the bead width at the faying surface. In the case of high-strength steel sheets, it is difficult to pre-
dict the fracture load and fracture mode during the tensile shear test of the weldment owing to the high strength of 
the base material, softening of the heat affected zone (HAZ), and small bead width.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includ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to develop a fracture mode classification model 
and regression models for joint strength and bead width. Machine learning algorithms have shown excellent per-
formance in predicting mechanical behaviors during tensile shear tests. Among the machine learning regression al-
gorithms, Gaussian process regression showed the best regression ability. The R2 values for the bead width and frac-
ture load models were 0.98 and 0.99, respectively. Several machine learning models, including shallow neural net-
works, have shown perfect estimates for fracture locations.

Key Words: Machine learning, Laser welding, High strength steel, Overlap welding, Joint strength, Fract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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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을 이용한 이  용 부의 모델링 Part Ⅱ: 고강도강 겹치기 이 용 부의 형상  기계  거동 

한용 ․ 합학회지 제39권 제1호, 2021년 2월  37

  자동차용 박 의 겹치기 용 시험편에 인장 단 하

이 걸릴 경우 용 부가 단되지 않고 모재나 열 향부

가 단되는 것이 용 부에 요구되는 특성이므로 항

용 의 경우 소재 두께의 제곱근의 4~5배의 용  깃

을 만들어서 충분한 강도를 지지하도록 용 공정을 설

계하고 있다. 이  용 의 경우 모재와 용 부의 강

도가 균일할 경우 폰 미세스(von Mises)나 트 스카 기

에 따라 소재 두께의 1.7~2배의 용 계면길이를 확

보하도록 설계된다.  Nd:YAG 이 나 CO2 이

를 연강의 겹치기 용 부에 용할 경우 용 부가 소

재에 비해 3배 가량의 강도를 가지고, 상 으로 큰 

이  빔의 크기로 인해 좁은 비드 형성이 되지 않았

으므로 부분의 경우 계면 단을 피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최근에는 아래 이유로 계면 단이 발생하는 경우

가 찰되고 있다. 먼  디스크 이 , 이버 이  

등 고휘도 이 가 용되어 수십 마이크로미터 단

의 이  빔을 강  용 에 용할 수 있고 종횡비가 

아주 큰 용 부의 형성이 가능하다. 한 모재의 조직

이 완 마르텐사이트일 경우 용 부가 가지는 최  강

도가 모재와 동일한 수 이므로 연강에 비해 더 넓은 

계면에서의 용 비드폭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

여 780 MPa 이상의 소재에서는 용 할 경우 열 향

부의 연화가 발생하므로 단 양상에 한 측이 복잡

해지고 있다5). 고강도강의 이 겹치기 용 부에서의 

단 치  단 강도는 인장- 단시험에서의 하 의 

어 남에 따른 시험편의 변형10-13), 이  입열에 따

른 계면에서의 용 비드폭  용 부의 경도분포14) 등

에 의해 결정된다. 이  용 부의 경도 분포는 모재의 

화학  조성과 냉각 곡선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상

으로 복잡한 모델들14-18)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으나 아

직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  모델은 계속 연

구 에 있다.

  이와 상 으로 다양한 머신러닝 기술의 발 에 따

라 이론  모델에 따른 용 상의 모델링이 아닌 데이

터에 기반한 용 부의 모델링 기술은 차 용이 확

되고 있다. 1990년 부터 신경회로망19-21), 유 알고리

즘22)  표면반응모델23) 등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연

구가 용 분야에 소개되었으며 최근의 딥러닝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최근 연구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24,25). 한 이  용 의 강도  비드폭을 측하기 

해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 가우스 로

세스 (Gaussian Process),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논

문이 최근 소개되었으나 단 하나의 소재에 실시한 제한

된 실험데이터로 각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용가능하다

고 소개하는 수 에 불과하 다26). 본 연구의 1편27)에

서는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Cu/Al의 이종재료의 조합에

서 이 용 상의 모델링이 가능한지 검토하 으며, 

본 논문에는 590 MPa에서 1500 MPa  강도 소재에 

해 다양한 동종  이종소재의 겹치기 용 부에 다양

한 용 조건으로 이 용 을 수행한 데이터14)를 이

용하여, 단 치의 분류, 계면 비드폭과 단 강도의 

회귀에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용하여 수학  

모델 없이 데이터에 기반한 모델로 고강도강 용 상

의 측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 다.

2. 데이터 수집  모델링방법

2.1 데이터의 수집

  본 연구에서 기계학습 모델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는 

Kang의 논문14)에 공개된 다양한 고강도강의 동종·이

종 강  겹치기용 부에 한 데이터를 이용하 다. 실

험에 사용된 재료는 590 MPa부터 1500 MPa까지의 

인장강도를 갖는 고강도강으로, 상 강종의 화학 조성

은 Table 1과 같다. 1500 HPF 강은 두께 1.1 mm

를, 그 외에 다른 강은 모두 두께가 1.2 mm인 것을 사

용하 다. 코 층의 화학 인 향을 제거하고자 HPF 

1500 강은 표면의 코 을 가공하여 제거했으며, 실험

에 사용된 강은 모두 코 되지 않은 강 을 사용했다. 

이종 합의 경우 강도 강 을 에 놓고 용 을 수

행하 다. 1180 CP강을 제외한 다른 강은 모두 탄소 

함량을 높여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다양한 탄소 당량 

조건을 얻기 해 총 15개의 조합을 만들었다.

  이  용 을 용하여 동종 합과 이종 합을 수

행했으며, 계면에서의 비드폭과 인장- 단 시험을 통해 

Base materials
(thickness)

C Si Mn P S Cr B

590 DP (1.2 mm) 0.078 0.363 1.808 0.011 0.001 - -

780 DP (1.2 mm) 0.070 0.977 2.264 0.010 0.015 - -

980 DP (1.2 mm) 0.170 1.340 2.000 0.016 0.001 - -

1180 CP (1.2 mm) 0.110 0.110 2.790 0.019 0.004 1.040 -

1500 HPF (1.1 mm) 0.216 0.240 1.255 0.002 0.002 0.001 0.003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base materials (w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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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강도와 단 치를 측정했다. 계면 비드폭은 

이  출력, 용  속도   치와 같은 매개 변수

의 향을 받기 때문에 이  출력은 3.5 kW로 고정

시키고,  치는 5 mm 간격으로 0~-25 mm까지 

설정되었다. 이 빔은 시험편의 겹침면의 심에 수

직으로 조사되었다. 용  속도는 주어진  치에서 

용  시 완 히 용입된 비드를 얻을 수 있는 16~72 mm/s 

범  내에서 지정되었다. 동일 조건에서 5개의 시편에 

해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의 평균값을 데이터로 

활용하 다.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하기 해 입력 데이터는 Table 

2와 같이 상 의 화학 조성, 하 의 화학 조성, 용  

속도   치로 총 16개의 라미터로 구성하

다. 그에 따른 출력 데이터는 계면에서의 비드폭, 단 

강도  단 치로, 논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90개의 조건에 한 출력 데이터를 수집하 다.

2.2 머신러닝 모델

  비된 데이터 세트를 MATLAB® R2020a 버 을 활

용하여 기계학습 모델을 구 하고 성능을 검증하 다. 

  계면에서의 비드폭과 단 강도를 측하기 해 사용한 

회귀 학습 모델은 선형 회귀 (Linear Regression),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가우스 로세스 회귀(Gaussian 

Process Regression, GPR) 모델을 사용했다. 선형 회

귀는 상호 작용 항을 사용한 모델을 용했으며, 의사

결정 트리는 과 합이 일어나기 쉬운 단 을 보완하기 

해 여러 개의 독립 인 회귀 트리를 이용해 순차 으

로 학습한 후 결과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고, 다음 모

델의 결과 측에 향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 다. 서

포트 벡터 머신은 커  함수가 3차로 이루어진 비선형 

SVM 모델을 용했으며, 가우스 로세스 회귀모델은 

지수 커  함수를 사용하 다. 

  단 치를 측하기 해 사용한 분류 학습 모델은 의사

결정 트리(Decision tree), 나이  베이즈(Naive bayes), 

서포트 벡터 머신(SVM), 최근  이웃 분류(K-Nearest 

neighbors, KNN) 모델을 사용했다. 의사결정 트리는 

분기된 잎노드에 연결된 데이터의 개수가 36개 이하인 

분류 트리 모델을 용했으며, 나이  베이즈 모델은 연

속 인 값을 지닌 데이터 처리를 해 가우스 분포를 

통해 고차원 데이터 세트에 이용되는 모델을 사용했다. 

서포터 벡터 머신은 가우스 커  함수를 사용하여 비선

형 분류기를 생성하여 사용했으며, 최근  이웃 분류모

델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K 번째까지의 거리

에 있는 기존에 분류한 데이터들과 유사도를 측정하고 

가장 비슷한 카테고리로 입력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

을 사용하 다. 자세한 알고리즘에 한 설명은 본 연

구의 1편에 소개하 다27).

  마지막으로, 모든 출력값에 해 각각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기계학습 모델을 구성하 다. 인공신경망 모델

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다수의 노드로 구성되며, 

입력값과 출력값을 미리 알고 있는 지도학습을 통해 수

행되었다. 1개의 은닉층을 가진 얕은 신경망(Shallow 

Neural Network, SNN)을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하

고, SNN의 입력층과 출력층의 노드 수는 입력 노드

수는 입력 라미터 수와 같은 16이며, 은닉층의 노드 

수는 30개로 선정하 다. 출력 노드는 출력 라미터 수

와 같이 회귀모델의 경우 2개, 분류모델의 경우는 1개이다. 

학습(Training), 검증(Validation), 테스트(Testing) 

데이터는 각각 62, 14, 14개로 나 어 데이터 정확도

를 분석하 다.

3. 결과  토론

3.1 회귀모델 분석 결과

  이  용  비드폭과 인장- 단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 강도를 측하기 해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총 16개의 라미터를 사용하여 각각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해 

오차와 결정계수를 나타내었다. 오차는 박스 롯(box 

plot)을 이용하여 나타냈으며, 박스 롯 에서부터 

최 값, 3사분 수, 앙값, 1사분 수, 최소값으로 이

루어져 있다. 한 회귀모델의 합성을 단하기 해

서 잔차분석을 실시하 다. 잔차분석은 실제 측정치와 

그에 따른 잔차의 산 도를 그려서 나오는 패턴을 통해 

설명변수의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다.

No. 1~7 8~14 15 16

Input parameter
Chemical composition of the 

upper sheet
Chemical composition of the 

lower sheet
Welding speed

Focal 
position

Regression model Classification model

Output
parameter

Bead width 
at the faying surface

Fracture load Fracture location

Table 2 Input and output parameters to construct machine learning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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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비드폭 회귀모델 분석 결과

  Fig. 1은 계면에서 실제 측정된 비드폭과 회귀모델

을 통해 측한 비드폭에 한 오차를 박스 롯으로 

나타내었다. 모든 회귀모델의 오차는 –0.3~0.3 mm 

내에 치하며, 편향되지 않고 비교  고르게 분포한

다. 평균 오차는 선형 회귀가 0.08 mm, 회귀 트리가 

0.09 mm, SVM이 0.06 mm, GPR이 0.04 mm로 

GPR이 가장 작은 평균 오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 으로 표  편차는 0.09~0.10 mm으로 

비슷하고, GPR은 0.06 mm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진다. 

  Table 3은 회귀모델로 측한 비드폭의 결정계수를 

보여 다. 모든 모델은 0.9 이상의 결정계수를 가지며, 

GPR의 경우 0.98로 가장 높은 결정계수 값을 가진다. 

GPR이 다른 회귀모델에 비해 작은 오차와 높은 결정

계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PR이 모델의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0.98의 우수한 결정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Fig. 2는 비드폭에 한 회귀모델의 잔차분석 그래

를 나타내었다. 선형 회귀모델과 회귀 트리 모델은 다

른 모델에 비해 잔차가 무작 로 분포하지 않고 측정된 

비드폭이 1.6 mm 이상인 부분에서 우상향으로 경향성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VM 회귀모델과 

GPR 모델은 잔차가 무작 로 분포되어 있으며, 잔차

의 경향성과 크기가 감소하 다. GPR의 경우 앞서 분

석한 우수한 결정계수 값과 잔차분석 그래 를 통해 모

델 측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잔차분석 그래 에서 다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특

히 큰 잔차를 갖는 데이터의 원인을 분석하기 해 가

장 우수한 성능으로 측한 GPR 회귀모델을 측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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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idual plots for regression models for bead width: (a) Linear regression; (b) Regression tree; (c) SVM; (d) G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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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x plot of regression models for bead width pre-
diction error

Table 3 R-squared of regression models for bead width

Linear 
regression

Regression 
tree

SVM GPR

R2 0.91 0.92 0.93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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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분석하 다. 잔차가 큰 조건을 선정한 다음  

치와 용  속도가 동일한 소재 조합에서 측정된 비드

폭과 GPR 회귀모델의 잔차를 Fig. 3과 4에 나타내었

다. 각 소재 조합에서 유사한 비드폭을 가지고 있지만 

Fig. 3의 DP780/DP980, CP1180/HPF1500과 Fig. 

4의 DP780/DP980의 경우 다른 소재 조합에서의 비

드폭과 상 으로 큰 차이가 가지고 있어 잔차에서도 

다른 데이터셋 보다 큰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소재 조합에서 다른 공정변수 조합에서는 이러

한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아 시편 제작 과정 혹은 단면 

측정에서 악되지 않은 오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3.1.2 단 강도 회귀모델 분석 결과

  Fig. 5는 인장- 단 시험을 통해 실제 측정된 단 

강도와 회귀모델을 통해 측한 단 강도에 한 오차

를 박스 롯으로 나타내었다. 모든 회귀모델의 오차 

분포는 –3~3 kN 내에 치하며, 박스 롯의 형태를 

통해 체 으로 데이터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고

르게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오차는 선형 회귀

가 0.74 kN, 회귀 트리가 1.09 kN, SVM이 0.52 kN, 

GPR이 0.21 kN으로 GPR이 가장 작은 평균 오차를 

가진다. 표  편차는 선형 회귀가 0.66 kN, 회귀 트리

가 0.79 kN, SVM이 0.39 kN, GPR이 0.26 kN으

로 GPR이 가장 작은 오차 범 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는 회귀모델로 측한 단 강도의 

결정계수를 보여 다. 모든 모델은 0.94 이상의 결정

계수를 가지며, GPR의 경우 0.99로 가장 높은 결정계

수 값을 가진다. 즉, GPR이 다른 회귀모델에 비해 작

은 평균 오차과 높은 결정계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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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d bead width and residual plots for GPR model (-20 mm focal position and 24 mm/s welding speed): (a) 
bead width; (b)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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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bead width and residual plots for GPR model (-15 mm focal position and 32 mm/s welding speed): (a) 
bead width; (b) residual

Linear 
regression

Regression 
tree

SVM GPR

R2 0.94 0.94 0.97 0.99

Table 4 R-squared of regression models for fractur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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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GPR이 모델의 확장성이 높기 때문으로 

결정계수 0.99로 거의 완벽한 측이 가능하 다.

  Fig. 6는 단 강도에 한 회귀모델의 잔차분석 그

래 를 나타내었다. 선형 회귀모델과 회귀 트리 모델은 

다른 모델과 달리 잔차가 무작 로 분포하지 않고 측정

된 단 강도가 20 kN 이상인 부분에서 우상향으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VM 회귀모

델과 GPR 모델은 잔차가 무작 로 분포되어 있으며, 

잔차의 경향성과 크기가 감소하 다. GPR의 경우 앞

서 분석한 우수한 결정계수 값과 잔차분석 그래 를 통

해 모델 측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분류모델 분석 결과

  Fig. 7은 실제 단 치와 분류모델을 통해 측

된 단 치에 한 오차율과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모

델의 정확도는 100% 에서 평균 오차율을 제외한 값으

로 계산되었다. 분류 트리는 98.89%, 나이  베이즈

는 94.44%, SVM은 91.11%, KNN은 100%의 정확

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분류모델에서 90% 

이상의 우수한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KNN이 

100%로 완벽하게 측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3.3 얕은 신경망 분석 결과

  Fig. 8은 실제 측정된 값과 SNN을 통해 측된 값

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 로 비드폭과 단 강도에 

해 분석하 다. 앞서 분석한 회귀모델에서 가장 높은 

결정계수를 가진 GPR 모델은 비드폭과 단 강도 측

에서 각각 0.98, 0.99 값을 가지는 반면, SNN 모델

의 경우 0.96과 0.95의 상 으로 낮은 결정계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계수 값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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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idual plots for regression models for fracture load: (a) Linear regression; (b) Regression tree; (c) SVM; (d) 
GPR 



유 정ㆍ강민정ㆍ이 성ㆍ 승균ㆍ김철희  

42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1, 2021

는 SNN 모델을 분석할 경우, 90개의 데이터를 학습, 

검증, 테스트로 나눠서 분석하기 때문에 기계학습 회귀

모델에 비해 낮은 결정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3.1 에서 사용한 기계학습 회귀모델의 경우 일반 인 

선형 회귀에서처럼 90개의 데이터셋을 모두 이용하여 

학습을 사용하고 별도의 테스트를 수행하지는 않은 경

우이다. 재 SNN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가 상당

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계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Fig. 9는 단 치 분류모델에 해 분석한 결과로,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 모두 측 정확도 100%를 

나타낸다. 앞서 분석한 분류모델  가장 우수한 정확

도를 가진 KNN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 SNN을 통한 단 치 분석을 한 모델이 

잘 구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고강도강 동종·이종재료 겹치기 이 용

부의 제시된 변수(상 의 화학조성, 하 의 화학조

성, 용  속도,  치)에 한 비드폭, 단 강도 

 단 치를 측하기 해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하

으며 자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비드폭과 단 강도 측을 해 머신러닝 회귀

모델을 사용했으며, 그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가

우스 로세스 회귀의 결정계수는 비드폭이 0.98, 

단 강도가 0.99의 높은 결정계수로 측이 가능하 다.

  2) 회귀모델에 해 잔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차수가 

낮은 선형 회귀, 의사결정 트리에 비해 차수가 무한

로 확장 가능한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가우스 로세스 

회귀는 무작  분포와 낮은 분산을 가졌다.

  3) 단 치 측을 해 분류모델을 사용했으며, 

최근  이웃 분류모델이 정확도 100%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4) 얕은 신경망을 통해 각 출력 데이터에 해 모델

을 학습시킨 결과 비드폭과 단 강도는 각각 0.9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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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의 결정계수를, 단 치는 100%의 우수한 정

확도를 갖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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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료를 한 층씩 쌓아 올려 3차원 형태의 입체물을 

제조하는 층제조 (additive manufacturing) 기술

은 설계 자유도가 높고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에 유리

하여 항공, 에 지, 국방 등 다양한 산업분야 반에 

걸쳐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층제조를 한 속분말 소재 개발과 층 공정 최 화

에 을 두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 한

편, 층제조품에 존재하는 높은 잔류응력의 문제가 있

을 뿐만 아니라 층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챔버

(chamber)의 크기가 제한 이기 때문에 형 부품이

나 기기를 제작하기 해서는 용  공정이 필수 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한 층제조품의 보수, 장 용

을 한 설치 혹은 기존 제품과의 결합 시에도 용  공

정의 수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층제조품

의 용  연구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으며, 련 

연구들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4-9). Matilainen 

등5)은 층제조된 316L 스테인리스강의 이  용  

시 용융 속의 형상, 이  출력 변화에 따른 용  결

함 발생 경향을 상용 단련재와 비교한 결과, 상 으

로 완 용입이 쉽고 입열량 변화에 따라 용 결함의 발

생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다. Raza 등7,10)

은 층제조된 Inconel 718의 고온균열 감수성이 

층 그 로 상태에서는 상용 단련재와 유사한 수 이나 

열간등압성형(hot isostatic pressing, HIP) 처리를 실

시함에 따라 결정립 조 화에 의해 증가한다고 하 다.

  

적층제조된 316L 스테인리스강 용접금속의 응고균열 감수성

박소 *,**ㆍ강용 **ㆍ오동진**ㆍ송상우**,†ㆍ홍 욱*,††

*창원 학교 신소재공학부
**한국재료연구원 합기술연구실

Solidification Cracking Susceptibility of the Weld Metal 

of Additively Manufactured 316L Stainless Steel

So-Young Park*,**, Yongjoon Kang**, Dongjin Oh**, Sangwoo Song**,†and Hyun-Uk Hong*,††

*Department of Materials Convergence and System Engineer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51140, Korea

**Joining Technology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Changwon, 51508, Korea

†Corresponding author: †swsong@kims.re.kr, ††huhong@changwon.ac.kr

(Received December 16, 2020; Revised December 23, 2020; Accepted January 11, 2021)

Abstract

  In this study, the solidification cracking susceptibility of the weld metal of additively manufactured 316L stai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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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laser powder bed fusion (L-PBF) 

방식으로 층제조된 316L 스테인리스강의 용 성을 

평가하 다. 316L 스테인리스강은 층제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  하나이며, 용 성을 해하는 요인으

로는 표 으로 용 속에서의 응고균열을 들 수 있

다. Trans-Varestraint 시험을 통해 응고균열 감수성

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상용 압연재와 비교하 으며, 

응고균열 특성과 미세조직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층제조 시편은 316L 스테인

리스강 상용 분말인 3D Systems 사의 LaserForm® 

316L을 사용하여 3D Systems 사의 DMP 320 장비

를 통해 PBF 방식으로 제작하 으며, 치수는 Fig. 1

과 같다. 층제조 시 주요 공정변수는 Table 1과 같

으며,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교 방식의 층 

략(scanning strategy)을 용하 다. 층제조된 

시편  일부는 ASTM F3184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1125 ℃에서 100 MPa의 압력으로 4시간 동안 

HIP을 수행하 다. 층 그 로 (As-built) 상태와 

HIP 처리 시편의 인장 특성을 확인하기 해 ASTM 

E8에 따라 게이지 길이(gauge length)가 25 mm인 

상 시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을 실시하 으며, 2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여 Fig. 3에 제시하 다. 층제

조 시편의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이 모두 ASTM 

F3184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

교를 해 3 mm의 두께를 갖는 ASTM A240 규격의 

316L 스테인리스강 압연재로부터 25 mm × 125 mm 

치수의 시편을 단하여 비하 다. 학발 분석기

(QSN 750-II, OBLF)  N/O 분석기(ONH836, 

LECO)를 이용하여 분석한 층제조 시편과 압연재의 

화학조성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 다.

Microstructure 
observation plane

125mm

Building direction 

4mm

25mm

(a)

Bending 
direction

Welding 
direction

(b)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additively manufac-
tured specimen with (a) microstructure observation
plane and (b) bending force direction for Trans- 
Varestraint test

Table 1 Process parameters of the additive manufacturing 

Layer thickness (mm) 0.03 

Scan speed (mm/s) 900 

Power (W) 300 

Hatch spacing (mm) 0.1 

Energy density (J/mm3) 111.1 

Layer-n+2

Layer-n+1

Layer-n

Building 
direction

Fig. 2 Scanning strategy of the additive manufacturing 
with build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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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nsile test results of the additively manufactured 
specimens

Cr Ni Mo Mn Si P C S N O Fe

Wrought plate
(ASTM A240)

17.32 12.35 2.066 0.968 0.717 0.034 0.028 0.003 0.014 0.003 Bal.

Additively manufactured
(ASTM F3184)

17.45 12.87 2.426 0.363 0.466 0.013 0.028 0.005 0.049 0.035 Bal.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pecimens employed in this study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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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 속의 응고균열 감수성 평가

  실험재료의 용  시 용 속에서 발생하는 응고균열 

감수성을 평가하기 해 Trans-Varestraint 시험을 

실시하 다. Trans-Varestraint 시험은 Fig. 1과 같

이 제살용 (autogenous welding)을 수행 인 시편

에 굽힘 변형을 가하는 방법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사용되어 왔다7,9). 제살용 의 공정조건은 Table 3

과 같으며 시편에 가해지는 변형량은 Eq. 1의 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 다.

  ε 


(1)

Eq. 1에서 ε는 변형량, t는 시편의 두께, R은 굽힘 블

록의 곡률반경을 나타낸다. 시험 후 실체 미경을 이용

하여 용 속에서 발생한 균열들의 길이를 측정하 으

며, 응고균열 감수성을 정량 으로 비교하기 해 최  

균열길이(maximum crack length, MCL)를 지수로 

이용하 다.

2.3 미세조직 분석

  실험재료 모재  용 속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기 

해 학 미경(optical microscopy, OM; Eclipse 

MA100, Nikon)을 이용하 다. 미세조직 찰을 한 

시편은 기계  연마 후 10 % 옥살산(oxalic acid)에

서 4 V로 수 간 해에칭을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모재의 미세조직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압연재의 

경우 등축정의 오스테나이트 기지(matrix)에 소량의 

페라이트가 존재하는 반면, 층제조 시편은 HIP 처리 

유무와 계없이 이차상(secondary phase)이 없는 

오스테나이트 단상 조직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층 그 로 상태의 시편은 응고 조직의 특성을 보

다. 용융 풀(molten pool)의 경계가 선명하게 찰되며, 

직선 형태의 이동결정립계(migrated grain boundary)

가 층 방향을 따라 발달된 것을 볼 수 있다. 한 

속 응고로 인해 매우 미세한 셀 (cell) 구조가 형성되

었으며, HIP 처리 후에는 재결정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응고조직이 사라지고 새로운 결정립계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Trans-Varestraint 시험 결과 용 부에서 

발생한 응고균열을 실체 미경으로 촬 하여 나타낸 것

이다. 압연재에 비해 층제조 시편에서 폭이 넓고 길

이가 긴 균열이 형성되었으며, HIP을 수행함에 따라 

층 그 로 상태일 때보다 응고균열의 길이가 짧아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Trans-Varestraint 시험 결과 시편에 가해지는 변

형량에 따른 MCL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각 

시편에 가해지는 변형량에 차이가 있지만, 2.5%의 변

Welding process Gas tungsten arc welding

Shielding gas Ar

Current 100 A

Voltage 12 V

Travel speed 4 mm/s

Table 3 Welding parameters used in the Trans-Varestraint
test

(a) (b) Building
direction

Building
direction

(c)
100 um 50 um 

50 um 

Fig. 4 OM micrographs of the base metals: (a) wrought 
plate, (b)as-built additively manufactured, and (d) 
additively manufactured and HIPed

(a)

(c)

(b)

1 mm 1 mm 

1 mm 

Fig. 5 Representative stereoscopic images of Trans- 
Varestraint tested specimens: (a) wrought plate 
at 4% strain, (b) as-built additively manufac-
tured at 2.5% strain, and (c) additively manufac-
tured and HIPed at 2.5%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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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갖는 층제조 시편이 4%의 변형량을 갖는 압

연재 시편보다 MCL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즉, 용 부의 응고균열 감수성은 층제조 시편이 

압연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층제조 시편 

에서도 HIP을 실시하 을 때보다 층 그 로 상태

일 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 부의 미세조직을 Fig. 7에 나타내었다. 모재와 

달리 모든 시편에서 다량의 페라이트가 생성되어 오스

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이상조직이 나타났다. 페라이트 

함량 측정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Table 4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압연재의 용 부보다 층제조 시편의 용 부

에서 페라이트 함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페

라이트의 형상이 압연재  층제조 시편 각각의 용

부에서 크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압연재의 용

부에서는 vermicular  lathy 페라이트가 혼재하는 

반면, 층제조 시편의 용 부에서는 interdendritic 

페라이트가 찰되었다. 이와 같이 페라이트의 함량과 

형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용 부가 서로 다른 

응고모드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상할 수 있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 시 

응고의 최종 단계에 interdendritic 페라이트가 생성

되는 반면, 정 페라이트 응고 시 페라이트의 최종 형

상이 vermicular 혹은 lathy 형태를 보이게 된다11-13). 

즉, 층제조  압연재 시편의 용 부는 각각 정 오

스테나이트  정 페라이트 응고모드를 가지는 것으

로 단할 수 있다. 응고모드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리스강 용 부의 응고균열 감수성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데, 일반 으로 정 페라이트 응고 시 응고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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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ans-Varestraint test results

(a) (b)

(c)

50 um 50 um 

50 um 

Fig. 7 OM micrographs of the weld metals: (a) wrought 
plate, (b) as-built additively manufactured, and (c) 
additively manufactured and HIPed

Table 4  Ferrite content of the base and weld metals (%)

Wrought 
plate

As-built 
additively 

manufactured 

Additively 
manufactured 
and HIPed 

Base 
metal 0.16 0 0

Weld 
metal 6 2.9 2.9

Primary austenite 
solidification

Primary ferrite 
solidification

liquid liquid liquid

interdendritic
ferrite

Vermicular
ferrite

lathy 
ferrite

(a) (c)(b)

or

liquid, L

T
em

pe
ra

tu
re

Increasing Ni 
Increasing Cr

(d)

L+γ L+δ

L +γ +δL +γ +δ

austenite, L δ + γ ferrite,δ

Fig. 8 Schematic illustrations showing microstructure 
development in Fe-Cr-Ni welds: (a) interden-
dritic ferrite, (b) vermicular ferrite, (c) lathy fer-
rite, and (d) vertical section of ternary-phase dia-
gram at approximately 70% F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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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이 억제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4-15). 따라

서, Fig. 6에서 보듯이 층제조 시편의 용 부가 매

우 높은 응고균열 감수성을 보이게 되는 주된 원인은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

다. 정 페라이트 응고 시 응고균열의 감수성이 낮아

지는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표 으로, 

페라이트는 S, P와 같은 융  원소에 한 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응고온도범 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6-17). 한, 정 페라이트 응고를 할 때 이

종, 즉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간의 수지상 (dendrite) 

경계의 면 이 넓게 되는데 이러한 경계는 응고 최종단

계에 남아있는 액상과의 젖음성(wettability)이 낮으

므로 응고균열의 직 인 원인이 되는 액상필름이 생

기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한다11,13). 용 부의 응고모드

는 화학조성과 용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9,11,14,16), 

여기에서 용 조건은 동일하므로 화학조성의 차이가 결

정인자라고 할 수 있다. Ni 당량(equivalent)이 높을

수록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를 하기 쉽다. Table 2에

서 보듯이 층제조 시편의 질소 함량은 압연재에 비해 

0.035%만큼 높은데, 질소는 Ni 당량을 크게 증가시

키는 원소로 WRC-1992 Diagram에 따르면 Ni 당량

은 0.7%만큼 증가하게 된다. WRC-1992 Diagram

에 따른 Ni 당량식은 Eq. 2와 같다. 

       
(2)

  층제조 시편의 질소 함량이 상 으로 높은 것은 

가스분무법(gas atomization)을 통해 층제조에 사

용되는 분말 소재 제조 시 질소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Fig. 6에서 보듯이 층제

조 시편 에서도 HIP을 실시하 을 때보다 층 그

로 상태일 때 용 부의 응고균열 감수성이 높다. 이는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모재의 기계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층 그 로 상태일 때 존재하는 잔류응력

이 고온에서 수행하는 HIP 공정에 의해 완화되는 효과

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9은 용 부에서 발생한 응고균열을 찰한 것

이다. 정 페라이트 응고를 하는 압연재 용 부에서는 

균열의 길이가 짧고  경로가 자주 바 는 반면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를 하는 층제조 시편의 용 부

에서는 균열이 직선 형태로 길게 형성되었다. 정 페

라이트 응고 시, 응고균열의  경로가 되는 수지상 

경계가 매우 구불구불한 형태가 되므로 균열이 생성되

더라도 가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 시에는 상 으로 굴곡이 

은 동종의 수지상 입계가 주를 이루게 되면서 균열에 

한  항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BF 방식으로 층제조된 316L 스

테인리스강 용 속의 응고균열 감수성을 평가하 다. 

응고균열 감수성을 평가하기 해 Trans-Varestraint 

시험을 실시 으며 시험 후 용 속에서 발생한 최  

균열길이를 측정하 다. 비교를 해 316L 스테인리스

강 압연재를 상으로도 동일한 시험을 수행하 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용 부의 응고균열 감수성은 

층제조 시편이 압연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층제조 시편 에서도 HIP을 실시하 을 때보다 

층 그 로 상태일 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층

제조 시편의 용 부가 매우 높은 응고균열 감수성을 보

이는 주된 원인은 정 페라이트 응고를 하는 압연재 

용 부와 달리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이와 같은 응고모드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층제조 시편의 질소 함량이 압연재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층제조된 316L 스

테인리스강 부품의 용 성을 높이기 해서는 층제조

에 사용되는 분말의 질소 함량에 한 정 한 제어와 

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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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M micrographs showing the formation of solid-
ification cracks in weld metals: (a) wrought plate, 
(b) as-built additively manufactured, and (c) addi-
tively manufactured and HI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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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technical demand for weight reduction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in the automotive in-
dustry due to the regulations on CO2 reduction and fuel 
economy1). In the automotive industry, the vehicle weight 
reduction for fuel economy improvement and the appli-
cation of eco-friendly power sources, such as electricity 
and hydrogen energy, have attracted attention as im-
portant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vehicle weight reduction technology is essential for the 
fuel economy improvement, mileage extension, and 
CO2 emission reduction of eco-friendly fuel vehicles. 
To this end, there is growing demand for vehicle parts 
that use lightweight aluminum and magnesium materi-
als2). Currently, the application of heterojunction be-
tween aluminum and steel that has been used is increas-
ing in consideration of technical and economic aspects 

rather than the use of only aluminum that is specialized 
for weight reduction. It is difficult, however, to secure 
weld properties between the two different materials 
with resistance spot welding, a conventional fusion 
bonding process, due to the surface oxide layer of alu-
minum caused by its high oxidation properties as well 
as different melting points and thermal expansion co-
efficients between aluminum and steel3). Therefore, the 
weld properties of heterojunction between aluminum 
and steel performed using resistance welding and arc 
welding, which are representative welding technologies 
in the automobile assembly process, cannot meet me-
chanical properties for the stiffness and structural char-
acteristics of the vehicle body4). For this reason, various 
technologies for welding between dissimilar 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of late. The applicability of weld-
ing and bonding between dissimilar materials, includ-
ing the investment cost and production time, however, 
needs to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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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 the effect of weld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 failure mode on the distance of misalign-
ment that occurs during resistance element welding (REW) when the base sheet (steel plate) overlaps the cover sheet 
(aluminum plate). Differences exist in the tensile shear strength, cross tension strength, ductility ratio, and failure 
mode based on the distance of misalignment. The length of the nugget diameter is a major factor that influences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failure mode in the RE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symmetrical nugget 
shape derived from the abnormal current path which itself results from an increase in the misalignment distance, as well 
as the stress concentration generating mechanism resulting from the gap between the cover sheet and bas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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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overcome these problems, mechanical fastening 
technologies, such as self-piercing rivets (SPR) and 
clinching, have been applied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ir application, however, is limited due to the prob-
lems with equipment and processing time as well as the 
difficulty in responding to the diversification the bond-
ing material thickness5). Resistance element welding 
(REW) is one of the welding methods that can over-
com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he REW proc-
ess is a form of resistance spot welding developed for 
bonding different materials using a weld rivet. The rivet 
that has been mechanically fixed in the cover sheet 
(aluminum plate) through the pre-hole punching meth-
od before the welding process is subjected to resistance 
welding with the base sheet (steel plate). This makes it 
possible to secure the material properties of steel and to 
continuously apply the resistance welding process by 
blocking the formation of complex intermediate com-
pounds between aluminum and steel.
  Despite such benefits of the REW process, research 
on the optimization of related methods and experiment 
results is not sufficient. Ling et al.6) reported bonding 
between the A6061 and 22MnMoB plates through the 
REW process. The REW process secured tensile strength 
approximately seven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con-
ventional resistance spot welding. In additio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overcome the limited mechan-
ical properties of the conventional resistance spot weld-
ing by designing new rivets in the REW process. 
Manladan et al.7) reported bonding between magnesium 
and steel using a rivet head that has a thickness similar 
to that of the plate material. Sine a large rivet head was 
used to secure bonding characteristics, it acted as a neg-
ative element for painting and post-processing. Y. H. 
Oh et al.8) used a newly designed rivet for bonding be-
tween the A365 and SGACC plates, and secured me-
chanical performance by minimizing the head that pro-
trudes from the aluminum plate. It was difficult, how-
ever, to maintain mechanical properties for the mis-
alignment between the rivet and electrodes with a 6mm 
electrode diameter for the rivet.
  Although various studies on the REW method have 
been conducted, accurate standards or specifications for 
the process and quality have not been established. 
Electrodes with a diameter of 6 mm or 8 mm have been 
directly applied to the REW method to reuse the resist-
ance spot welding equipment installed in the existing 

production line. It is difficult, however, to perform 
welding by aligning the weld rivet and the center posi-
tions of the electrodes on the same line in the process 
because the diameter of the rivet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the electrodes. There is no study on the allow-
able range of the misalignment between the rivet and 
electrodes by increasing the electrode tip diameter to 
improve this situation.
  In this study, changes in mechanical properties de-
pending on the various thicknesses of the cover sheet 
with rivet and the misalignment between the rivet and 
electrodes were compared, and the tensile shear test 
(TST) and cross tension strength test (CTT) of the weld 
zone were conducted for the material and thickness 
combinations of the high-strength DP 980 steel and alu-
minum plates. In addition, an attempt was made to in-
vestigate the causes of deterioration in properties through 
cross-sectional analysis and failure modes. Mechanical 
performance was maintained using the newly designed 
rivet that minimizes the head that protrudes from the 
aluminum sheet. The cross section of the weld zone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an optical microscope 
and an electron microscope.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misalignment distance between the rivet and elec-
trode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 zone was 
evaluated by inducing the incremental offset tolerance. 

2. Experimental Method

  Fig. 1 shows the schematic of the REW process used 
in this study. As shown in the figure, the cover sheet 
that has been pre-assembled with a rivet before the 
welding process and the base sheet are welded to each 
other. The DP 980 steel with a thickness of 1 mm was 
used as the base sheet, and a weld rivet from WELTAC
Ⓡ was applied. To compare REW characteristics ac-
cording to the material and thickness combinations, 
four types of cover sheets were selected. Table 1 shows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 (wt%)

Mn Al Mo Cr C Si B Fe

DP 980

2.1 0.45 0.35 0.15 0.135 0.05 0.007 bal.

Yield Strength(MPa) Ultimate Strength(MPa) Elongation(Pct)

666 ± 36 1005 ± 7 12.5 ± 0.7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DP 980 steel sheet

Rivet

Cover 
sheet

Stamp

Die

Electrodes

Base sheet Melting 
zone

Fig. 1 The principle of welding by REW pre-assembled 
technolog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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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conditions for each cover sheet in accordance 
with ISO 18278-2:2004(E)9).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process, the squeeze time and hold time were equally 
set to 6 cycles. As for the welding electrodes, Cu-Cr 
(3wt%) flat type electrodes with a diameter of 16 mm 
and a tip radius (R) of 100 mm were used. 
  As for the welding equipment, an MFDC resistance 
spot welder with a frequency of 1,200 Hz and a C-type 
servo welding gun were used. To stabilize the electrode 
surface, welding was performed approximately ten times 
under appropriate welding conditions before perform-
ing the main welding. Specimens for TST were fab-
ricated for the weld zone to be overlapped by 35 mm in 
accordance with ISO 14273:2016(E)10). In addition, 
specimens for CTT were prepared in a size of 50 X 150 
mm and the weld zone was overlapped by 50 mm so 
that it could be located at the center in accordance with 
ISO 14272:2016(E)11). The welded specimens were 
subjected to the tensile tests three times under each 
welding condition at 5 mm/min, and the average values 
for the measurements were applied. Fig. 3 shows the 
method for analyzing weld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misalignment between the center positions of the 
electrode and rivet. As shown in the figure, the centers 
of the rivet and electrode were aligned at the beginning 

by combining the two jigs with attached rulers (Fig. 
3(a)), and the center positions of the rivet and electrode 
were adjusted by moving the jigs. In this instance, the 
misalignment between the center positions of the elec-
trode and rivet ranged from 0 to 4 mm at 1mm intervals 
for the analysis of the tensile specimens and cross 
sections.

3. Results and Discussion

3.1 Analysis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failure 
modes according to the material and thickness 
combination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eld zone 
failure mode and tensile strength, failure modes that oc-
cur in the REW process were analyzed and defined. 
Fig. 4(a) shows the representative failure modes of the 
REW process and the schematic of the cross section for 
each fracture type. The weld zone failure modes are 
mainly divided into the button fracture (BF) and inter-

Cover sheet
Thickness

(mm)

Welding condition
Electrode force

(kN)
Welding current

(kA)
Welding cycle

(cycle)

1 EN AW-6082-T6 1.2 3 6 14

2 EN AW 7075-T4 2 3.5 7 16

3 Al 380 die cast 2.8 4 5 18

4 EN AW-6082-T6 3 4 6 18

Table 2 Weld conditions selected for materials and thicknesses

(a) (b) 

2mm 2mm 

 EN AW-6082-T6; 1.2mm EN AW-7075-T4; 2mm

(c) (d) 

2mm 2mm 

       Al 380 die cast; 2.8mm     EN AW-6082-T6; 3mm

Fig. 2 Weld rivet selected for materials and thicknesses; 
(a)~(d)

(a) (b) 

Fig. 3 The method for adjusting the alignment position 
of electrodes and rivets; (a) no misalignment : 0 mm,
(b) misalignment : x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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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fracture (IF) depending on the fracture type. The 
fracture in the D and E paths of Fig. 4(a) means that a 
fracture occurred in the form of maintaining or preserv-
ing the rivet geometry and cover sheet and it is propa-
gated to the base sheet or heat affected zone (HAZ) of 
the base sheet located at the bottom. In the case of the 
base sheet fracture, a fracture type as shown in the C 
path, the fracture propagates along the fusion line or 
propagates in the rivet thickness direction after passing 
through some of the weld zone. These two fracture 
types belong to BF. In the case of IF and partial IF, i.e. 
fractures in the A and B paths, the fracture propagates 
along the interface between the base sheet and cover 
sheet or it propagates along the upper part of the base 
sheet12). 
  For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welding character-
istics according to the misalignment of the rivet head 
and electrodes, TST and CTT were conducted for dif-
ferent cover sheet types. In addition, the ductility ratio 
was compared in section 3.2 through the measured ten-
sile shear strengths and cross tension strengths. Fig. 5 
show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echanical proper-
ties of the cover sheet according to the material and 
thickness combinations presented in Table 1 and the 
misalignment between the rivet and electrodes. Overall, 

the specimens under the same welding conditions ex-
hibited different maximum values for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cross tension strength. This appears to be 
because two-dimensional effects that affect tensile 
strengths, such as material characteristics (e.g. alloy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welding con-
ditions, geometric characteristics, and load condition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13). In addition, as the 
misalignment distance from the center position (misa- 
gnment=0mm) increased,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cross tension strength sharply decreased. At a misalign-
ment distance of 3 mm or 4 mm or higher, mechanical 
strength could hardly be secured. This is because suffi-
cient nuggets were not created as melting progressed in 
a limited contact area due to the misalignment between 
the electrodes and rivet.
  In the case of the combination with a cover sheet 
thickness of 1.2 mm in Fig. 5(a), the tensile shear 
strength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as the misalign-
ment distance increased. As for the failure mode, BF   
(-■-) occurred at the center position and IF (-□-) oc-
curred when the misalignment distance was 1 mm or 
higher. The cross tension strength also decreased as the 
alignment distance increased in a similar manner to the 
tensile shear strength. As for the failure mode, IF (- -) 
occurred for all misalignment distances except for BF 
(-▲-) at 0 mm. Due to the thin plate thickness and the 
insufficient nugget diameter for stable BF in the experi-
ment, the maximum tensile shear strength and cross 
tension strength at which BF occurred were not high, 
and IF and BF were mixed even at an alignment dis-
tance of 1 mm.
  In the case of the combination with a cover sheet 
thickness of 2.0 mm in Fig. 5(b), BF occurred at mis-
alignment distances between 0 and 2 mm for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the minimum critical load for the 
occurrence of BF was found to be approximately 10.5 
kN. IF occurred when the misalignment distance ex-
ceeded 2 mm, and the maximum load also sharply de-
creased to less than 7 kN. The CTT results showed that 
the failure mode changed from BF to IF from a mis-
alignment distance of 1 mm, and the critical load for 
the occurrence of BF appears to be 6 kN. For the com-
bination with a plate thickness of 2 mm, the maximum 
allowable misalignment distance for the occurrence of 
BF appears to be 2 mm in TST and 1 mm in CTT. In 
the case of the tensile shear strength in Fig. 5(c), IF oc-
curred regardless of the misalignment distance. For the 
cross tension strength, the failure mode changed from 
BF to IF from a misalignment distance of 1 mm. In ad-
dition, when the misalignment distance was 4 mm, the 
physical property value was 0 for both TST and CTT 

HAZ Base sheet

A: interfacial fracture (IF)
B: partial interfacial fracture (PIF)
C: base metal fracture (BMF)
D, E : pull-out fracture (PF)

Cover sheet

(a)

Failure
mode

Type
Button fracture 

(BF)
Interfacial fracture 

(IF)
Classifi
cation

PF BMF PIF IF

Base
sheet

Cover
sheet

(b)

Fig. 4 Classification of failure modes after mechanical 
failure test: (a) schematic, (b) the two type of fail-
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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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a cold weld in which only the surface was 
slightly melted was observed. In the case of the combi-
nation with a cover sheet thickness of 3 mm (Fig. 5(d)), 
the failure mode changed at a misalignment distance of 
2 mm for the results of both strength tests. The mini-
mum critical loads for BF appears to be 10 and 5 kN, 
respectively. Regardless of the combination, IF oc-
curred as the failure mode for both tests when the mis-
alignment distance was 3 mm or higher. Based on these 
tensile test results and failure modes, the ductility ratio 
and the cross-sectional images of the weld zone were 
additionally investigated in sections 3.2 and 3.3.

3.2 Comparison of the ductility ratio according to 
the material and thickness combinations

  When a tensile or compressive load is applied to a part 
welded through resistance welding, the welding design 
is reflected so that a shear load can be applied to the 
weld zone. Since tensile shear loads are simultaneously 
applied to the weld zone in many cas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mechanical properties under such 
conditions14). To evaluate these properties, CTT or the 
fatigue test of the weld zone is conducted in addition to 

TST as requested by standards. To evaluate the ductility 
of the weld zone in resistance welding,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cross tension strength are obtained and 
then the ratio between them is calculated. This ratio is 
defined as the ductility ratio. The ductility ratio is used 
as an index for judg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d 
zone of high-strength thin-plate steel15). It was reported 
that when the ductility ratio of a resistance weld is less 
than approximately 0.4, the insufficient response of the 
weld to tensile stress and the high stress concentration 
factor cause the fast fracture of the weld16).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weld zone under high heat input con-
ditions or abnormal welding conditions, the generation 
of microstructures, welding defects, ductility, and em-
brittlement accelerates the occurrence of stress concen-
tration due to the morphologically non-cracking and 
discontinuous fusion zone. Fig. 6 shows the ductility ratio 
according to the material and thickness combinations. 
The ductility ratio was less than 0.4 when the misalign-
ment distance was 2 mm or higher for all the material 
combinations except for the combination with a thick-
ness of 2.8 mm. As the misalignment distance in-
creased, the ductility ratio continuously decrease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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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l 380 die cast; 2.8mm                (d) EN AW-6082-T6; 3mm

Fig. 5 Weld strength change according to different cover sheet with misalignment distanc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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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s that the stress concentration factor increased 
from a misalignment distance of 2 mm due to the in-
crease in the mechanism of tensile shear stress concen- 
tration. As the misalignment distance increased, the 
nugget diameter of the weld zone decreased and the 
shape of the nugget became asymmetrical. In addition, 
when the misalignment distance was 2 mm or higher, it 
was difficult to secure reliability for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 zone under the simultaneous ap-
plication of tensile shear loads to the weld zone. The 
combination with a cover sheet thickness of 2.8 mm 
and the aforementioned correlation between the weld 
zone failure mode and tensile strength were addition-
ally investigated in section 3.3 based on the comparison 

results for the weld zone heat input pattern and nugget 
diameter.

3.3 Analysis of the weld zone heat input pattern 
and nugget geometry according to the material 
and thickness combinations

  To compare the mechanical properties, failure mode, 
and ductility ratio of the weld zone with the cross-sec-
tional images of the zone according to the misalign-
ment between the rivet and electrodes, the weld zone 
heat input pattern and nugget diameter according to the 
material and thickness combinations in Table 1 were 
shown in Fig. 7 and 8. Fig. 7 shows the weld zone heat 
input pattern and nugget geometry according to the 
cover sheet combination and misalignment distance. 
The weld zone heat input pattern represents the trace of 
the current flow path, and the heating behavior can be 
indirectly predicted through the heat input pattern shown 
in Fig. 717). For all of the four combinations, the nugget 
formation position moved from the center of the rivet 
to the right side (misalignment direction) as the mis-
alignment distance increased. In addition, the nugget 
diameter at the center position decreased, and the nug-
get geometry became more asymmetrical. In this in-
stance, as the collapse geometry of the rivet was in-
clined to the right side due to the misalignment be-
tween the rivet and electrodes, the gap between the 
base sheet and cover sheet on the left side of the rivet 
increased as the misalignment distance increased. In 
addition, the geometry inclined to the right side was in-
tensified from a misalignment distance of 2 mm. When 

D
uc

til
it

y 
ra

ti
o

Misalignment (mm)

0 1 2 3 4

EN AW-6082-T6; 1.2mm

EN AW-7075-T4; 2.0mm

Al 380 die cast; 2.8mm

EN AW-6082-T6; 3.0mm 

1.0

0.8

0.6

0.4

0.2

0.0

Fig. 6 Analysis of ductility ratio change according to dif-
ferent cover sheet with misalignment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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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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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AW-7075-T4; 
2.0mm

Al 380 die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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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AW-6082-T6;
3.0mm

Fig. 7 Analysis of heat input pattern & nugget formation change according to different cover sheet with misalignment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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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salignment distance was 4 mm, bonding between 
the rivet and base sheet did not occur and bonding was 
observed at some positions close to the cover sheet. 
This is because the load transmission area under elec-
trode pressurization changed by the misalignment dis-
tance due to the misalignment between the rivet and 
electrodes. In addition, the cover sheet was affected by 
heat (1.2 and 2.0 mm) in the parts where inclination oc-
curred (right side). This appears to be due to the occur-
rence of heating behavior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under the alignment condition. The inclination of 
the heat input pattern geometry to the right side due to 
the change in heating behavior by the misalignment 
distance indicated that the asymmetrical pattern oc-
curred due to the abnormal current flow caused by the 
limited current flow area18). In the case of the Al 380 
die cast cover sheet with a thickness of 2.8 mm in Fig. 
7, it appears that the ductility ratio was higher than 0.4 
because stress concentration was dispersed and the 
stress concentration generation mechanism was small 
due to the gap between the base sheet and cover sheet 
that occurred from the rivet selection. Fig. 8 shows the 
nugget diameter for each plate combination according 
to the misalignment distance. When the rivet and the 
base sheet were aligned, the nugget diameter of the 
weld zone ranged from 2.5 to 3.2 mm. As the misalign-
ment distance increased, the nugget diameter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and some increasing sections 
were observed. This is because it was difficult to clear-
ly distinguish the junction between the base sheet and 
cover sheet due to the asymmetry of the nugget during 
nugget diameter measurement and because the conora 
bond area occurred around the junction. The nugget di-
ameter reduction and asymmetrical nugget geometry 
are expected to affect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 
failure mode. In other words, the tensile shear strength, 

cross tension strength, and ductility ratio of the REW 
weld zone vary depending on the misalignment dis-
tance because the stress concentration generation mech-
anism changes as the misalignment distance increases 
due to the asymmetrical nugget geometry and the oc-
currence of a gap between the cover sheet and base 
sheet caused by the abnormal current flow path even 
though the nugget diameter acts as a main factor.

4.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rivet-at-
tached cover sheets with different thicknesses were in-
vestigated according to the misalignment between the 
rivet head and welding electrodes.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cross tension strength of the weld zone ac-
cording to the misalignment distan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the material and thickness combina-
tions of high-strength DP 980 steel and aluminum 
plates. In addition, the causes of deterioration in prop-
erties were investigated through cross-sectional analy-
sis and failure modes.
  1) As the misalignment distance increased,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cross tension strength sharply de- 
eased. When the misalignment distance was higher than 
3 or 4 mm, mechanical strength was hardly secured. 
This is because it was difficult to secure sufficient nug-
gets as fusion progressed in a limited contact area due 
to the misalignment distance.
  2) For most of the material combinations, the ductility 
ratio was less than 0.4 from a misalignment distance of 
2 mm, and the ductility ratio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misalignment distance. This is because the stress 
concentration factor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tensile shear stress concentration mechanism from a 
misalignment distance of 2 mm. In the case of the Al 
380 die cast cover sheet with a thickness of 2.8 mm, it 
appears that the ductility ratio was higher than 0.4 be-
cause stress concentration was dispersed and the stress 
concentration generation mechanism was small due to 
the gap between the base sheet and cover sheet that oc-
curred from the rivet selection.
  3)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ductility ratio of the 
resistance element welding (REW) weld zone vary de-
pending on the misalignment distance because the 
stress concentration generation mechanism changes as 
the misalignment distance increases due to the asym-
metrical nugget geometry and the occurrence of a gap 
between the cover sheet and base sheet caused by the 
abnormal current flow path even though the nugget di-
ameter acts as a mai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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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CO2 감  연비 규제로 인하여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에 한 기술 인 수요가 차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자동차 산업의 경우 연비증

를 한 차체 경량화  기 는 수소 에 지 등과 

같은 친환경 동력원 용 기술 개발이 요한 기술로 

각 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 연료 자동차의 연비향상 

 주행가능 연장, CO2 배출량 감소를 해서는 차체 

경량화 기술개발은 필수 이며, 이를 해 경량소재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소재를 활용한 차체 부품의 수요

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2). 따라서 재는 경량화에 

특화된 알루미늄 소재만을 사용하기보다는 기술과 경제

 측면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소재와 기존에 사용하던 

강재(steel)의 이종 합에 한 용기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알루미늄 소재가 가진 높은 산화

특성으로 인한 표면 산화층과 알루미늄 소재와 강재간의 

서로 다른 용융 과 열팽창계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기존의 용융 합 공정인 항  용 (Resistance Spot 

Welding; RSW)으로는 이종소재간의 용 부 물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3). 따라서 자동차 조립공정의 표

인 항용   아크용 기술을 활용한 알루미늄과 

강재의 이종소재 조합 용 물성의 경우 차체의 강성  

구조 특성에 한 기계  물성을 충족하지 못한다4).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근 다양한 이종소재 용 합

에 한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종소재 

용   합 공법에 한 투자비  생산시간 등 장

용이 실제로 가능한 여부에 하여 검토가 필요한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해서 셀  피어싱 리벳

(Self-piercing rivets; SPR) 는 클린칭(clinching)

과 같은 기계  체결기술이 생산 공정에서 용되어지

고 있다. 그러나 설비  공정시간의 문제, 합 소재 

두께의 다변화에 한 응의 어려움 등으로 용이 제

한 이다5). 항 엘리먼트 용 (Resistance element 

welding; REW)은 앞서 언 한 문제 들을 극복 할 

수 있는 용 공법 의 하나이다. REW 공법은 용 용 

리벳(weld rivet)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재료 조합을 

결합하기 해 개발된 항  용 의 한 형태이다. 특

히 용  공정 에 cover sheet(알루미늄 재)에 리벳

을 기계 인 방법으로 체결하는 기술(pre-assembled 

technology)을 통해 기계 으로 고정된 리벳을 base 

sheet(강 )와 항용 을 함으로써, 알루미늄과 강재

의 복잡한 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 

형성을 차단하여, 강재 고유의 물성 확보가 가능하고 

연속 인 항 용 공정에 그 로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1). 

  앞선 REW 공법의 이 에도 불구하고, 련공법에 

한 최 화  실험 결과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Ling6) 등은 REW 공법을 통해 A6061과 22MnMoB 

재의 합을 보고하 으며, REW 합의 인장 강도

는 기존 항  용 의 약 7배 수 을 확보하 다. 

한 REW 공법에서 새로운 리벳을 설계하여 기존 항 

 용 이 가진 기계  특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Manladan7) 등은 재 재료와 유사한 

두께를 가진 리벳 헤드를 이용하여 마그네슘과 강재의 

합을 보고하 다. 합특성을 확보하기 해 형 리

벳 헤드를 사용하게 되므로 도색  후 가공에서 부정

인 요소로 작용하 다. 그리고 Y. H. Oh8) 등은 

A365와 SGACC 재의 합에서 새롭게 설계된 리벳

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재 로 튀어나오는 헤드 부분 

최소화를 통해 기계  성능을 확보하 다. 하지만, 리

알루미늄/스틸 이종소재 REW(Resistance Element Welding)의 
리벳과 전극의 오정렬에 따른 용접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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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um/Steel Resistance Elemen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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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에 한 6 mm 극 직경으로는 리벳과 극의 오정

렬(misalignment)에 한 기계  특성을 유지하기 어

려웠다.

  REW 공법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정 는 품질에 한 정확한 표 이나 규격이 확보되

지 있지 않다. 재 생산라인에 설치된 항  용  

장치를 다시 활용하기 하여 기존의 6 mm 는 8 

mm 직경의 극을 REW 공법에 그 로 용해왔다. 

하지만 용 용 리벳의 직경과 극직경이 거의 동일하

여 공정상에서 동일 선상의 리벳과 극의 심 치를 

맞추어 용 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

선하기 한 극의 선단경을 증가시켜 리벳과 극의 

오정렬의 허용범 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 은 리벳이 부착된 cover sheet의 다

양한 두께에 따라 리벳과 극의 오정렬에 따른 기계  

물성 변화를 비교하여 고장력강인 DP 980 강재와 알

루미늄 재의 소재  두께조합에 한 용 부의 단

인장강도  십자인장강도 시험을 진행하여 비교분석하

고, 물성 하의 원인을 용 부 단면  단 모드

(failure mode)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 다. 한 새롭

게 설계된 리벳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시트 로 튀어 

나오는 헤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기계  성능을 유지

하 다. 합부 단면은 학  자 미경을 사용하

여 비교분석하 다. 한 증분 오 셋 공차를 유도하여 

리벳과 극의 오정렬 거리가 용 부의 기계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REW 공법에 한 모식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과 같이 용  공정 에 

리벳이 조립된 알루미늄 재(cover sheet)와 단일 강

(base sheet)이 서로 용 되는 형태이다. base sheet는 

두께가 1 mm인 DP 980 강재를 사용하 고, WEL- 

TACⓇ사의 용 용 리벳을 용하 다. Table 1에는 

base sheet인 DP 980 강재의 화학조성  기계  특

성을 나타내었다. 소재와 두께의 조합에 한 REW 공

법의 특성을 비교하기 해 4종류의 cover sheet를 

선정하 다. 각각의 cover sheet에 따른 용  조건에 

한 변수는 ISO 18278-2:2004(E)9)에 하여 Table 2

에 나타내었다. 공정상의 안정화를 해 기가압시간

(squeeze time)과 유지시간(hold time)은 6 cycle로 

동일하게 설정하 다. 용  극은 직경 16 mm, 선단 

반경(R) 100 mm인 Cu-Cr (3wt%) 평  극을 사

용하 다. 

 용  장비는 주 수 1200 Hz MFDC 항  용

기에 서보모터 방식의 C type 건을 사용하 다. 극 

표면을 안정화하기 해 정 용  조건에서 약 10회 

용  후에 본 용 을 실시하 다. 단 인장 시험을 

한 용  시편은 ISO 14273:2016(E)10)에 하여 용

부가 35 mm 겹쳐지도록 제작하 다. 한, 십자 인

장 시험을 해 ISO 14272:2016(E)11)에 하여 50 × 

150 mm 크기로 시편을 비하여 용 부가 심에 오도록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 (wt%)

Mn Al Mo Cr C Si B Fe

DP 980

2.1 0.45 0.35 0.15 0.135 0.05 0.007 bal.

Yield Strength(MPa) Ultimate Strength(MPa) Elongation(Pct)

666 ± 36 1005 ± 7 12.5 ± 0.7

Table 2 Weld conditions selected for materials and thicknesses

Cover sheet
Thickness

(mm)

Welding condition
Electrode force

(kN)
Welding current

(kA)
Welding cycle

(cycle)

1 EN AW-6082-T6 1.2 3 6 14

2 EN AW 7075-T4 2 3.5 7 16

3 Al 380 die cast 2.8 4 5 18

4 EN AW-6082-T6 3 4 6 18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DP 980 steel sheet

Rivet

Cover 
sheet

Stamp

Die

Electrodes

Base sheet Melting 
zone

Fig. 1 The principle of welding by REW pre-assembled 
technolog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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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m 겹쳐 제작하 다. 용 된 시편을 5 mm/min에

서 각각의 용  조건에 한 인장 시험을 3 회씩 실시 

후 각각의 측정된 값에 한 평균값을 용하 다. 

극과 리벳 심 치의 오정렬에 따른 용 특성을 분석

하기 한 방법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과 같이 

자가 부착된 2 개의 지그를 결합하여 기에 리벳

과 극의 심을 일치시켰으며(Fig. 3(a)), 상부의 

지그가 움직이도록 제작하여 리벳과 극의 심 치

를 조정하 다. 이때 극과 리벳 심 치의 오정렬

은 0-4 mm까지 1 mm 단 로 설정하여 인장 시험편 

 단면 분석을 진행하 다.

3. 결과  고찰

3.1 소재  두께 조합에 따른 기계  물성 
 단 모드 분석

  용 부 단 모드(failure modes)와 인장 강도의 

상 계를 고찰하기 하여 REW 공법상에서 발생하

는 단 모드를 분석하고, 정의해 보았다. REW 공법

상에서 발생하는 표 인 단 모드 종류  단형태

에 따른 단면 모식도를 Fig. 4(a)에 나타내었다. 용

부 단 모드는 단 형태에 따라 버튼 단(button 

fracture) 는 계면 단(interfacial fracture)으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Fig. 4(a)의 D, E 경

로로의 단은 리벳의 형상과 cover sheet가 유지 

는 보존되는 형태로 단이 발생하여 하부에 치한 

base sheet의 모재 혹은 열 향부로 단이 진 된 것

을 의미한다. 한, C 경로와 같은 단 형태인 모재 

단(base metal fracture)의 경우, 단이 용 선

(fusion line)을 따라 진 되거나 일부 용 부를 통과

한 후 리벳 두께방향으로 진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2가지 형태의 단은 버튼 단의 형태이다. 그리

고 A, B 경로로의 단은 계면 단  부분 계면 

단(partial interfacial fracture)의 경우 base sheet

(a) (b) 

2mm 2mm 

 EN AW-6082-T6; 1.2mm EN AW-7075-T4; 2mm

(c) (d) 

2mm 2mm 

       Al 380 die cast; 2.8mm     EN AW-6082-T6; 3mm

Fig. 2 Weld rivet selected for materials and thicknesses; 
(a)~(d)

(a) (b) 

Fig. 3 The method for adjusting the alignment position 
of electrodes and rivets; (a) no misalignment : 0 mm,
(b) misalignment : x mm

HAZ Base sheet

A: interfacial fracture (IF)
B: partial interfacial fracture (PIF)
C: base metal fracture (BMF)
D, E : pull-out fracture (PF)

Cover sheet

(a)

Failure
mode

Type
Button fracture 

(BF)
Interfacial fracture 

(IF)
Classifi
cation

PF BMF PIF IF

Base
sheet

Cover
sheet

(b)

Fig. 4 Classification of failure modes after mechanical 
failure test: (a) schematic, (b) the two type of fail-
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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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over sheet의 계면으로 단이 진 되어 발생하거

나, 모재부의 쪽을 따라 단이 진 되어 나타나는 

형태를 의미한다6,12). 

  리벳헤드와 극의 오정렬에 따른 합부 특성에 

한 정량  비교를 하여 cover sheet의 종류에 한 

단 인장시험(tensile shear test)  십자형 인장시

험(cross tension test)을 진행하 다. Fig. 5는 앞선 

Table 1에서 제시하 던 cover sheet의 소재와 두께 

조합에 따라 리벳과 극의 오정렬에 따른 기계  물성

을 분석한 결과이다. 체 으로 동일 용  조건의 시

편에서 단  십자인장강도 값의 최댓값에 차이가 발

생하 다. 이는 인장강도에 향을 미치는 소재특성(합

조성, 물성 등), 용  조건, 기하학  특성, 하  조

건 등의 2차원 인 향들의 복합 인 작용으로 서로 

하게 연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장모드에 따른 결과

값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2,13). 한 오정렬 

거리가 정합 조건(misalignment=0mm)인 심

치로부터 벗어날수록 단  십자인장강도 값이 격

하게 감소하 고, 3 mm 는 4 mm 이상의 오정렬 

거리에서 기계  강도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극  리벳의 치 오정렬에 따른 제한된 면 으

로 용융이 진행되면서 충분한 겟경이 생성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Fig. 5(a)의 cover sheet 두께가 1.2 mm 인 조합

인 경우, 리벳과 극의 오정렬이 심 치에서 틀어질

수록 단인장강도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때 

단 모드의 경우, 심 치에서는 버튼 단(-■-)이 

발생하 고 오정렬 거리가 1 mm 이상인 조건부터 모

두 계면 단(-□-)이 발생하 다. 한, 십자인장강도 

값도 마찬가지로 단인장강도와 유사하게 리벳과 극

의 오정렬 거리가 증가할수록 강도 값이 감소하 으며, 

단 모드도 0 mm는 버튼 단(-▲-)을 제외하고는 모

두 계면 단(-△-)이 발생하 다. 버튼 단이 발생하는 

최  단인장강도  십자인장강도가 높지 않고, 정합 

조건에서도 계면 단 는 부분계면 단이 혼용해서 발

생하는 이유는 얇은 재 두께와 실험상에서 안정 인 버튼

단을 한 겟경의 크기가 불충분하 기 때문이다.

 Cover sheet 두께가 2.0 mm인 조합 Fig. 5(b)의 

경우, 단인장강도 값의 경우 오정렬 거리가 0~2 mm

에서는 버튼 단이 발생하 으며, 버튼 단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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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eld strength change according to different cover sheet with misalignment distanc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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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소 임계 하 은 약 10.5 kN인 것으로 확인하

다. 2 mm를 과하는 조건에서는 계면 단이 발생하

고 최  하 도 7 kN 이하로 격히 감소하 다. 십

자인장강도 실험 결과, 오정렬 거리가 1 mm 이상부터 

단 모드가 버튼 단에서 계면 단으로 변화하 으며 

버튼 단 발생을 한 임계 하 은 6 kN으로 단된

다. 재 두께가 2 mm인 조합에서 시험에서 단 모

드가 버튼 단이 발생하기 해서는 허용 가능한 오정

렬 거리가 최  2 mm 이며, 십자인장강도 값의 경우

는 허용 가능한 오정렬 거리가 최  1 mm까지는 허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5(c)에 나타난 단인

장강도 값의 경우 오정렬 거리에 계없이 모두 계면

단이 발생하 으며, 십자인장강도 값은 오정렬 거리가 

1 mm 이후로 단 모드가 버튼 단에서 계면 단이 

발생하 다. 한 오정렬 거리가 4 mm에서는 모두 표

면만 약간 용융된 형태의 냉 이 찰되었으며, 기계  

강도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cover sheet의 두께가 

3 mm인 조합(Fig. 5(d))에서는 두 강도 시험 결과값

은 오정렬 거리가 2 mm에서 단 모드가 변화한 것을 

찰하 으며, 버튼 단을 한 최소 임계 하 은 각

각 10 kN, 5 kN인 것으로 단된다. 조합에 계없

이 오정렬 거리가 3 mm 이상부터 단 모드는 모든 

강도시험에서 계면 단의 형태로 발생하 다. 이러한 

인장시험결과  단 모드를 바탕으로 다음 인 3.2

과 3.3 에서 연성비  용용부의 단면사진에 한 

추가 인 고찰을 진행해보았다.

3.2 소재  두께 조합에 따른 연성비 비교

  항 용 으로 용 된 부품에 인장 는 압축 하 이 

작용할 때, 용 부에 단 하 이 작용할 수 있도록 용

 설계가 반 되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 부에 인

장 단 하 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한 기계  물성에 한 검토가 필요하

다5,14). 이러한 특성을 평가하기 해, 규격에서 요구

하는 단인장강도시험을 포함하여 십자인장강도시험, 

는 용 부 피로 시험을 실시한다. 특히 항 용 에

서 용 부의 연성을 평가하기 한 방법은 인장 단강

도 값과 십자인장강도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비를 계산

하는 것으로, 이때의 값을 연성비(ductility ratio)라

고 정의한다. 연성비는 고장력 박  강재의 용 부 특

성을 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15). 항 용 부의 연성

비가 약 0.4 미만인 경우 인장응력에 한 용 부의 

반응이 충분하지 않고, 응력 집  계수가 많아 용 부

의 빠른 단을 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8,16). 한 

높은 입열조건 는 비정상 인 용  조건의 용 부의 

경우 미세구조  용 결함, 연성  취화 상을 발생

시켜 형상학  비균열성  불연속 인 용융부로 인한 

응력집 에 한 발생을 진시킨다. Fig. 6은 각 소

재  두께 조합에 따른 연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두께

가 2.8 mm인 소재 조합을 제외하고 모든 소재 조합에

서 리벳과 극의 오정렬 거리가 2 mm에서부터 연성

비가 0.4 이하인 것을 확인하 으며, 오정렬 거리가 증

가함에 따라 지속 으로 연성비가 감소하 다. 이는 오

정렬 거리가 2 mm 이후부터 인장 단 응력의 집  

기구가 증가함에 따른 응력집  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벳과 극의 심 치가 틀어질수록 용

부 겟경의 크기가 감소하고, 겟의 형태가 비 칭

으로 나타났다. 한, 오정렬 거리가 2 mm 이상부터는 

용 부의 인장 단 하 이 동시에 작용하면 용 부 기

계  물성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cover 

sheet 두께가 2.8 mm인 조합  앞에서 언 한 용

부 단 모드  인장강도의 상 계에 하여 3.3

에서 용 부 입열 패턴  겟경 크기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고찰을 진행하 다.

3.3 소재  두께 도합에 따른 용 부 입열 
패턴  겟형상 분석

  리벳과 극의 오정렬에 따른 합부 기계  물성  

단 모드, 연성비를 용 부 단면사진과 비교하기 하

여 Table 1에 나타난 소재  두께 조합에 하여 용

부 입열 패턴  겟경 크기를 Fig. 7, 8에 나타내

었다. Fig. 7은 cover sheet 조합  오정렬 거리에 

따른 용 부 입열 패턴  겟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용 부 입열 패턴은 류 통  경로에 한 흔 을 의

미하며, Fig. 7에 나타낸 입열 패턴을 통한 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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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거동의 측이 가능하다17). 조합에 계없이 4가

지 조합 모두에서 오정렬 거리가 증가할수록 겟의 생

성 치가 리벳 심부에서 우측(오정렬 방향)으로 이

동하 으며, 심 치의 겟경의 크기는 감소하며 형

상은 칭에서 비 칭 으로 변화하 다. 이때 리벳과 

극의 오정렬에 의한 리벳의 붕괴형상이 우측부로의 

쏠림으로 인해 리벳 왼쪽편의 base sheet와 cover 

sheet 사이의 갭은 오정렬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

는 것을 찰하 다. 한 오정렬 거리 2 mm 이상부

터 오른쪽 쏠림 형상이 심화되고 오정렬 거리가 4 mm

인 경우는 리벳과 base sheet간의 합이 발생하지 않

는 조건이 발생하 으며, 일부 cover sheet에 근 한 

치에서 합이 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극의 

치 이동에 따른 리벳의 심 치와의 오정렬로 인해 

극 가압에 의한 하  달 역이 발생한 오정렬 거

리만큼 변화하 기 때문이다. 한, 쏠림이 발생한 부

분(오른쪽)에서 cover sheet의 열 향이 발생한 것

(1.2mm, 2.0 mm)으로 미루어 볼 때, 정합 조건과는 

 다른 발열거동을 보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오정렬 거리에 의한 발열 거동 변화로 인하여 입열 패

턴 형상의 우측부로의 쏠림을 통해 비 칭  패턴은 통

면 의 제약으로 인한 비정상 인 류통 이 이루어

졌다고 단하 다18). Fig. 7에서 Al 380 Die Cast; 

2.8mm인 cover sheet의 경우, 리벳 선정부터 발생한 

base sheet과 cover sheet 사이의 갭으로 인해 응력 

집 이 분산되어 응력 집  발생 기구가 어 연성비가 

0.4 이상인 것으로 단된다. Fig. 8은 리벳과 극의 

오정렬 거리에 따른 재조합별 겟의 크기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리벳과 base sheet 사이의 정합 조건에

서는 용 부 겟경이 2.5 mm ~ 3.2 mm로 형성되

었으며, 오정렬 거리가 증가할수록 겟의 크기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일부 다시 증가하는 구간이 

찰되었다. 겟경 측정 시 겟의 비 칭화로 인한 base 

sheet과 cover sheet 경계의 합부를 명확하게 구분

하는 것이 어렵고 합부 주 에 고상 합(conora bond)

된 역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겟경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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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 칭 형상의 겟은 기계  물성  단 모드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즉, 오정렬 거리에 따른 

REW 용 부의 단인장  십자인장강도, 연성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겟경 크기가 주요 인자로 작

용하지만, 오정렬 거리증가에 따른 비정상  통 경로

로 인한 비 칭 형태의 겟형상, cover sheet와 모재

와의 갭 발생에 따른 응력집  발생 기구의 차이 때문

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장력강인 DP 980 강재와 리벳이 

부착된 알루미늄 재의 다양한 소재  두께조합에 

한 리벳과 극의 오정렬 치에 따라 용 부의 기계  

물성에 비교분석하 고, 오정렬 거리 증가에 따른 물성

하의 원인을 단면  단 모드에 따라 고찰해보았다.

  1) 리벳과 극의 오정렬 치가 정합 조건으로부터 

벗어날수록 단  십자인장강도 값은 격하게 감소

하 고, 오정렬 거리가 3mm 는 4mm 이상인 지

에서는 기계  강도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오

정렬 거리에 따른 제한된 면 으로 용융이 진행되

면서 충분한 겟경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2) 부분의 소재 조합에서 오정렬 거리가 2 mm부

터 연성비가 0.4 이하 으며, 연성비와 오정렬 거리는 

반비례 계를 가졌다. 이는 오정렬 거리가 2 mm 이

후부터 인장 단 응력의 집  기구가 증가함에 따른 

응력집  계수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cover 

sheet가 두께 2.8 mm의 Al380 Die Cast 소재의 경

우에는 리벳 선정부터 발생한 base sheet과 cover 

sheet 사이의 갭으로 인해 응력 집 이 분산되어 응력 

집  발생 기구가 어 연성비가 0.4 이상인 것으로 

단된다.

  3) 오정렬 거리에 따른 용 부의 기계  물성  연

성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겟경 크기가 주요 인

자로 작용하 으나, 정합 조건을 기 으로 리벳과 극

의 심 치가 틀어질수록 비정상  통 경로로 인한 

비 칭 형태의 겟형상, cover sheet와 base sheet

와의 갭 발생에 따른 응력집  발생 기구에 따른 차이

가 발생하 다.

  4) 직경 16 mm인 평  극을 사용하게 되면, 오

정렬 거리 2 mm까지는 정합 조건 비 기계  물성에 

한 감소폭이 낮아 기존 돔타입 극에 비하여 공정상

에서 안정성이 확보되고, 설계나 품질확보측면에서 유

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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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르코니아는 요한 비 속 무기 소재  하나로서, 

높은 기계  강도, 우수한 생체 합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1). 특히 심미성의 장 으로 인해 최근 지르코니아

의 임상  이용이 많이 늘고 있다2). 이러한 장 으로 

인해 Fig. 1과 같이 덴탈 분야에서 세라믹 소재를 

용하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 맞춤형 생산이 

필수 인 요소로 인해 형상 자유도가 높은 세라믹 3D 

린  연구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세라믹 3D 린 의 경우 성형체의 정 도, 표면조

도와 복잡한 형상 제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으

로 액상 타입의 슬러리 기반 3D 린  기술을 사용한

다4). 액상 타입의 세라믹 3D 린  출력물의 제작과

정의 경우 일반 으로 세라믹-고분자 혼합체의 슬러리

가 공  원료로 사용되어 잉크 는 페이스트 형태로 

투입되고, 이를 합 층방식인 입체 석  인쇄술

(SLA : Stereo Lithography Apparatus)과 디지털 

처리 기술(DLP : Digital Light Processing), 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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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characteristics of post-treatment process of zirconia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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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age characteristics and surface precision analysis were performed. In the debinding process, When the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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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ntering process, when the peak temperature was high, the warpage characteristics improved. The process time 
and output quality can be improved if the optimized temperature conditions are used in the post-trea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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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방식인 잉크젯 인쇄 기술(IJP : Inkjet Printing), 

그리고 소재 압출 방식인 직  잉크 기록 기술(DIW : 

Direct Ink Writing)  인쇄방법을 설정하여 3D 출

력물을 제작한 뒤 열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이 완

성된다5). 이러한 세라믹 3D 린  기술은 고유의 단

으로 긴 공정시간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이 실제 

산업  제조 용을 어렵게 만들고 용분야를 한정시

키는 결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탈지

(Debinding)  소결(Sintering) 과정이 공정시간 증

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이를 극복하려

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3).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의 

시간 단축  출력물 품질 향상을 최종 목 으로 하

으며, 후처리 공정인 탈지  소결 공정과 련하여, 

두 공정 각각의 목 에 맞는 온도 최 화를 해 공정

을 분리하여 평가하 다. 한 탈지 공정에서의 온도 

변화에 따른 잔존 폴리머 제거량, 수축률, 휨 특성에 

해 분석을 진행하여 최 화된 온도를 설정하 다. 이

후 소결 공정에서도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률, 휨 특

성, 출력물 표면 특성 분석을 통해 최 화된 온도를 설

정하 다. 온도 변화에 따른 공정 시간 변화를 찰하

여 공정 측면에서 가장 최 화된 조건을 확립하 다. 2

장에서는 후처리 공정인 탈지  소결 공정 소개, 3장

에서는 비교 평가 연구를 한 실험 방법 설명, 4장에

서는 실험 결과  분석 내용 기술, 5장에서는 본 연구

의 결론을 논의하 다.  

2. 후처리 공정

2.1 탈지(Debinding) 공정

  세라믹 3D 린  출력물은 형상 구 을 해서 세

라믹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렵기에, 분말간의 결합을 

해 일반 으로 폴리머 결합체(Binder)를 활용한다. 이

러한 결합체는 세라믹 간 결합  형상 구 이라는 목

을 달성한 이후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때 결합체

를 잘 제거하지 못하면, 추후 제작품의 결함(Defect)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결합체의 완 한 제거를 

해 온에서 서서히 고온으로 가열하여 결합체의 융  

이상에서 장시간 가열하여야 한다. 탈지공정 상세 개념

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탈지 공정 과정은 약 

3일에서 길게는 1주일의 공정시간을 필요로 하여 세라

믹 소재 최종 성형 제품을 얻기까지의 시간을 증가시키

고, 제품 생산  측면에서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린다6). 

탈지 공정에서의 최 화된 조건을 확보하여 공정 효율

을 높이기 해 세라믹 후처리 공정  탈지 공정 용 

장비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탈지 장비 : 랑

스 CERADEL사 CLL 15 사용 / Tmax : 1300℃)

2.2 소결(Sintering) 공정

  탈지 공정이 완료된 이후 세라믹 출력물의 경우 형상

은 가지고 있으나 내부는 기공(Void)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세라믹 강도를 

가지지 않아 외부 충격에 매우 약한 상태이다. 이때 열

 활성화 과정을 거쳐 입자간의 결집을 일으키고, 치

화된 미세 입자조직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는 것을 

소결 공정이라 한다. 소결의 원리는 열역학 인 에

서 시스템 체의 표면에 지를 이는 것이다. 벌크

(Bulk)한 상태에 비해 계면(interface)에는 잉여에

지(excess energy)가 존재하여 소결 공정의 열  에

지와 함께 표면에 지들이 입자들의 치 화  조

화되는 과정에서 에 지 감소를 일으켜 평형을 이루려 

한다8). 소결 공정의 상세 개념도는 Fig. 3과 같다.

  소결 공정에서는 입자간 결집이 일어나며 격한 수

축이 진행된다. 이때 휨에 의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데, 최종 제품에서 큰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최소

한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 변화에 따른 

결함  요인 최소화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소결 온도 조건별 실험을 진행하 다.(소결 

장비 : 독일 THERMCONCEPT사 HTL 20 사용 / Tmax 

: 1800℃)

Fig. 1 Incisal output of zirconia 3D printing (ref : Dentis 
co. Ltd) Fig. 2 Debinding proces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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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르코니아 세라믹 블록은 경

화성 소재가 포함된 치과용 지르코니아 복합물을 Fig. 

4와 같은 DLP 학엔진을 이용하여 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3). 지르코니아 세라믹 블록을 활용하여 탈

지  소결공정 온도 조건별 변화를 분석하 다. 탈지 

공정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진 제거율, 수축률, 소

결 이후 휨 특성에 해 분석하 다. 이후 최 의 탈지 

조건으로 샘 을 제작한 뒤 온도 조건별 소결 공정을 

진행하여 최종 제품의 수축률, 휨 특성, 표면 입자 변

화에 해 분석하 다. 

3.2 실험 용

  3.2.1 탈지  소결 공정 온도 조건

  본 연구에서는 메커니즘이 다른 탈지와 소결 두 공정

을 분리하여 온도별로 각 공정 이후 변화 분석을 진행

하 다. 이때 승온 온도가 무 높을 경우 결합체의 부

피 팽창에 따른 내부 압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기 구간에서 매우 낮은 승온 속도를 용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9). 탈지공정에서는 최고온도 

기  1000℃, 1150℃, 1300℃의 구간을 설정하여 온

도별로 탈지를 진행하 다. 이때 간 계류(Dwell) 시

간이 없는 가열 조건의 1150℃ 공정을 추가로 진행

하 다. 소결공정에서는 탈지공정에서 간 온도 조건

으로 제작된 시편을 이용하여 최고온도 기 으로 1300℃, 

1450℃, 1550℃, 1600℃의 구간을 설정하여 온도별

로 소결을 진행하 다. 이때 1600℃의 경우 간 계류 

시간이 없는 가열 조건으로 진행하 다. 상세 내용은 

Fig. 5  Table 1에 정리하 다.

  3.2.2 시험평가

  후처리 공정 후 조건별 비교 평가를 해 먼  탈지

공정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률과 무게감소율을 

측정하 다. 수축률은 탈지  소결 이후 시편 크기 변

화를 측정하여 산출하 고, 무게감소율은 결합체 제거

량을 산출하기 해 ․후 무게를 측정한 뒤 차이값을 

후처리 공정  출력물의 무게로 나 어 산출하 다.

  후처리 공정 후 휨 특성 측정을 해 소결이 완료된 

시편을 모자(Cap)형태로 평형 지그안에 배치하여 Fig. 

6과 같이 아래 바닥으로부터 떠 있는 시편의 최고 을 

확인하여 휨 정도를 확인하 다. 소결이 완료된 시편의 

표면 정  분석을 해 FE-SEM(SU8220, Hitachi, 

일본)을 활용하여 측정을 진행하 다.

Fig. 3 Sintering process7)

Z-axis drive

Material tray

Throwing rays

Build platform

Photocurable
material
Shutter

DLP optical 
engine

Fig. 4 3D printing of DLP metho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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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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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고찰 

4.1 수축률  무게감소율 변화

  Fig 7에는 탈지  소결 후 시편의 수축률을 나타내

었다. 탈지 공정 이후 X, Y, Z 방향 체의 평균값으

로 나타내었고, 모두 온도 증가에 따라 수축률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300℃의 온도부터는 격한 

수축률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의도한 탈지 

외의 일부 소결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

은 1150℃ 조건에서도 간 계류 시간이 없이 가열

할 경우 수축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소결 공

정의 경우 탈지 공정 1150℃의 조건으로 먼  샘 을 

제작한 뒤 온도별로 소결을 진행하 다. 1300℃에서 소

결이 완료되지 않아 수축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1450℃

부터 소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온도 증가시 수축률

이 감소하다가 1550℃부터 비슷한 수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탈지가 완료된 시편 외 의 경우 Fig. 8

과 같이 1150℃ 가열 조건에서 표면에 결함(Crack)

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결합체가 팽창하여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

다. 무게감소율의 경우 Fig. 9와 같이 탈지 온도에 따

Segment No. Temperature (℃) Ramp (℃/min) Stage (min) Time (hour)

1000℃

1 20-100 0.2 120

52
2 100-200 0.1 120
3 200-400 0.2 120
4 400-1000 2 60
5 1000-50 3 -

1150℃

1 20-200 0.2 120

68
2 200-300 0.1 120
3 300-550 0.2 120
4 550-1150 2 60
5 1150-50 3 -

1300℃

1 20-300 0.2 120

83
2 300-450 0.1 120
3 450-700 0.2 120
4 700-1300 2 60
5 1300-50 3 -

1150℃
(fast heating)

1 20-600 0.2 120
622 600-1150 2 60

3 1150-50 3 -

(a) Process conditions of debinding

Segment No. Temperature (℃) Ramp (℃/min) Stage (min) Time (hour)

1300℃
1 20-1100 3 -

172 1100-1300 2 120
3 1300-20 3 -

1450℃
1 20-1150 3 -

192 1150-1450 2 120
3 1450-20 3 -

1550℃
1 20-1250 3 -

202 1250-1550 2 120
3 1550-20 3 -

1600℃
(fast heating)

1 20-1600 3 120
20

2 1600-20 3 -

(b) Process conditions of sintering

Table 1 Process conditions of debinding and sintering.

Jig  

Sintering sample

지그 Bowtmin

tmax

Jig  

Fig. 6 Measuring of warpage after sing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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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온 탈지 는 가열

시 소폭 무게감소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

한 상은 승온에 따라 차 시편 수축이 발생하는데, 

온에서는 수축이 상 으로 느리게 발생하여 지르코

니아 입자 사이에 갇히지 않은 미량의 결합체가 제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단된다. 가열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수축  결합체 제거로 무게감소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4.2 휨 특성 평가

  후처리 공정의 온도 조건에 따른 휨 특성 분석을 

해 탈지  소결 공정별 시편 제작 후 휨 특성을 측정

하 다. 이때 탈지 공정 온도의 경우, 탈지 이후 시편

은 강도를 가지지 않아 소결 설정 온도  1450℃를 

용하여 일  소결하 다. 탈지 공정 온도 조건별 휨 

특성 측정 결과는 Fig. 10, 11와 같다. 온도 증가에 

따라 휨 높이가 커졌으며, 가열의 경우 오히려 휨 정

도가 가장 낮았다. 상기 수축률 연구 결과에서 고온으

로 올라갈수록 수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때 수축 정도 차이에 따른 휨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

는데, 수축률의 경향성과 유사하게 휨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 공정 조건별 휨 특성 측정의 경우 

1300℃에서는 소결이 완 히 완료되지 않아 측정이 불

가하 다. 소결의 경우 탈지와 반 로 온도 증가에 따

라 휨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지와 

소결 공정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휨 특성이 상반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는데, 이는 두 공정의 목   

특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탈지 공정은 지르

코니아를 연결하는 유기 결합체를 제거하는 공정으로, 

폴리머의 분해온도 이상에서 결합체가 제거됨과 동시에 

제거된 빈 공간에 수축이 발생한다. 이때, 결합체를 제

거한 열에 지는 일부 잔류응력(Residual stres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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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hrinkage of specimen after debinding and sinter-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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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eight reduction rate after de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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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지르코니아 내부에 잔존하게 된다. 이러한 잔류

응력은 소결 공정에서 형상 뒤틀림을 발생시켜 Fig. 

12a와 같이 휨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탈지 공정

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큰 잔류응력이 발생하여, 온도 

상승에 따른 휨 특성 증가 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단된다. 반 로 소결 공정에서는 탈지 공정에서 발생한 

기공이 닫히고 입자가 집되는 공정이다. Fig. 12b와 

같이 높은 온도의 소결 공정은 입자의 집도를 증가시

키고, 이는  방향 인 수축을 발생시켜 휨 특성이 개

선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4.3 표면 정  분석

  소결 온도 조건별 표면 특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Fig. 13와 같다. 소결이 완료되지 않은 1300℃의 경

우 지르코니아 입자 사이에 기공이 여 히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출력물이 강도를 가지지 못한다. 

1450℃부터는 입자 사이의 기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온도 증가에 따른 외부에 지 증가

로 입자간의 집속  응집이 향상되어 입자의 크기가 

차 커지는 것으로 단된다. 1450℃이상에서 완  

치 화가 이루어졌으며, 이후로 입성장이 일어나며 지

속 으로 입자가 성장하는데, 1550℃도 부터 잔류기공

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소결 공정에서는 

온도 증가에 따라 휨 특성이 개선됨을 확인하 는데, 

온도 증가에 따른 입자 크기 증가  입자간 집속 향상

으로 인해  방향으로 내부의 미세 기공이 닫히게 되

고, 이러한 수축 상으로 휨 정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세라믹 3D 린 용 후처리 공정 온도 최

화를 한 탈지, 소결 각 공정에서의 온도 조건별 특

성 변화를 찰하 다. 일반 으로 탈지와 소결은 같은

장비 내에서 승온 가열식의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공정

에서 용되는 메커니즘은 다르므로, 이 공정을 분리하

여 온도별 특성 평가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후처

리 공정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률, 무게감소율, 휨 특

성, 표면 정  분석을 진행하여 공정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상을 확인하 다.  

Fig. 10 Warpag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cale bar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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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지 공정에서는 온도 조건 변화에 따른 무게감

소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수축률의 경우 상

으로 덜 발생하는 온 조건에서 소폭 개선됨을 확인

하 다. 온도 증가에 따라 수축률이 증가하 고, 1300℃

부터 소결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 다. 휨 특성의 경

우 온도가 낮아질수록 잔류응력이 덜 발생하여 휨 정도

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열의 경우 결합체

인 폴리머의 격한 팽창으로 인해 출력물에 크랙을 발

생시켰다.

  2) 소결 공정에서는 온도 향상에 따라 휨 특성이 개

선되어 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 외

 정  분석 결과 온도 향상에 따라 입자간의 기공이 

제거되면서 차 입자 형상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 고, 

이러한 입자의 집속 도 향상   방향 인 수축 발

생으로 인해 입자간 공극이 채워져서 휨 특성이 개선된 

것으로 단된다.

  3) 공정 사이클 측면에서는 오랜 공정시간이 요구되

는 탈지 공정에서 약 1000℃의 온 탈지 조건으로 진

행하 을 때 소요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기 된다. 소결 

공정에서는 고온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증감 시간이 

탈지 공정 비 크지 않아 체 인 후처리 공정 시간

은 감소하여 공정효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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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 자동차에 한 시장의 요구에 응하기 해서 

기차  경량화에 한 꾸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특히, 기자동차의 격한 시장 확 로 인해서 필

요부품에 한 신뢰도 높은 생산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 배터리  동력계통에는 Al-6061  C1020P 

등의 이종소재 용 에 한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으며, 

차량경량화와 높은 강도를 해서는 Al-6061과 Mg 

등의 이종소재의 용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1).

  차량 경량화는 연비와 동력성능, 조향 능력, 가속 성

능에 직 인 향을 미친다. 한, 제동거리 감소  

충돌에 지가 감소 등으로 인한 안 성도 증 되게 된

다. 차체경량화에는 주로 Al-Mg 계 합 인 5000계열

과 Al-Mg-Si계 합 인 6000계열이 많이 사용 되는

데, 이는 합 의 높은 성형성과 내식성 때문이다2). 

  기차와 하이 리드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 

팩으로서 배터리 셀 간의 합부 신뢰도가 체 성능과 

품질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종소재에 한 다양한 

용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3). 

  

그린레이저를 이용한 Al-Cu 이종소재 레이저 용접 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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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ports on Al-6061 and oxygen-free copper C1020P joining results and analysis using cross-sectional 
metallography and a weld bead deep learning algorithm. The state-of-the-art green laser in the visible region (λ = 
515 nm) was used as a welding heat source, and the reliability of the bonding interface was analyzed. Remarkable 
spatter reduction was achieved in the full scan-speed range of 180 - 220 mm/s and output of 800–1200 W. Using a 
green laser with 40% absorption, we achieved high-quality joining without employing any additional mechanical 
processes such as weaving, wobble, or oscillation. In the case of an IR laser, we determined that it was sensitive to 
the state of the surface (e.g., scratched or rough). By contrast, in the case of the green laser, it was relatively in-
sensitive, and a homogeneous bead was formed. Over 98% accuracy was found for the welded parts, and 66% accu-
racy was observed for the failed welding parts. The welding quality was derived as a deterministic rather than sto-
chastic result, and it was confirmed that image-based deep learning technology was effectively applied and could be 
used for non-destructive welding quality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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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은 고 도 집속, 주변부 손상 최소화 그리

고 높은 자동화의 장 으로 인해서 고정   고신뢰도 

부품 제작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Al-6061과 C1020P

를 합하기 해서 이러한 이 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왔으며, 이 의 허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기술

성의 이유로 IR(Infra Red, 외선) 역의 디스크 

이   이버 이 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4-5). 다

만 이 발진 효율  안정성의 이유로 인해서 주로 

IR 역 장의 이 가 산업 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알루미늄이나 구리 등의 소재에서는 흡수도가 

높지 않아서 이  공정기술( 빙, 와블링 등)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왔다.

  Al-6061과 C1020P는 소재의 특성상 이  용

시 다양한 물리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난제가 높은 반사율이다. 통상 으로 IR 역의 이

 빔을 사용하여 용 을 할 때 C1020P의 이  빔 

흡수율이 약 4%로 이하로서, 에 지 낭비가 많고 균일

한 용 품질을 얻는데에 한계가 있었다. 

  일반 으로 IR 역의 장으로 구리 소재를 용 할 

시, 5% 미만의 낮은 흡수도로 인해서 스퍼터 형성, 표면

상태에 따른 흡수도 변화 등은 생산공정에서 균질한 제품

생산에 치명 인 약 으로 인식되어왔다. VIS(Visible, 

가시 ) 역 장의 이 는 IR 역보다는 5배 이

상의 흡수도로 물체에 조사되기 때문에 에 지 효율도 

높지만, 안정된 공정환경이 큰 장 이다. Fig. 1과 같

이 그린 이 의 C1020P 소재 흡수율은 약 40%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기 가 된다6).

  그린 이 의 높은 장 으로 인해서 IR 장을 SHG 

(Second-harmonic generation)을 통한 주 수 변조

로 그린 이 를 Pulsed 방식으로 시도되기도 하 으

나, Pulsed 방식이 가지는 한계성으로 인해서 그 응용

의 범 가 제한 이 다. 최근 VIS 역의 이  특

히 515nm 장의 연속 그린 이 가 상용화되면서 

이러한 기술  난제가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특히 

기차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부품이지만 구리  알루미

늄 등의 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생산에서 

그 역할이 기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시 역(λ=515nm)에 있는 그린

이 를 사용하여 Al-6061과 무산소동 C1020P 이종

소재의 합을 수행하고 합계면의 신뢰성을 분석한 연

구결과를 수록하 다. 한 비 괴검사를 통한 용 품

질을 해서 딥러닝을 사용하여 용 비드를 외 을 통

한 연구방법도 소개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실험조건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Al-6061과 무산소동 C1020P

이며, 두 소재의 물성치는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리와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하 다. 시편으로 사용된 소재의 크기는 Al-6061, 

C1020P 모두 두께 0.4mm, 폭 50mm 그리고 길이 

100 mm의 박 이며 정  단기를 사용하여 비하

다.

  실험에 사용한 이 는 독일 Trumpf 사의 그린 

이 (TruDisk 2021)를 사용하 고, 발진되는 이  

장 λ=1030 nm이 SHG을 통해서 λ=515nm 

장으로 변조되었으며, 최  출력은 2,000W 이다. 발

진된 이 는 그린 이 용 스캐 를 통해서 샘 에 

조사되도록 실험장치를 구성 하 다. 

  선행 실험의 결과에서 략 인 이  출력범 를 

600W에서 1,200W로 설정하고, 보정 2차원 스

캐 (PFO)를 사용하여서 이  빔을 소재에 스캔하

다. 이때 스캐 와 소재간의 거리는 330mm 내외이고, 

첨크기는 200㎛이다. 스캔 속도 한 180~220mm/s 

범 에서 설정 하 으며, 보호가스는 질소가스를 사용

하 다.

2.2 실험 장치 구성

  이종소재의 용 성 검토를 해서 0.4mm 두께의 

Al-6061과 C1020P 소재를 겹치기 용 (Lap joint) 

하 다 (Fig. 2b). 이때 Fig. 2a과 같이 가압 지그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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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ser absorption on C1020P7)

Al6061
(wt%)

Si Fe Cu Mn Mg Cr Zn Ti Al

0.8 0.7 0.4 0.15 1.2 0.35 0.25 0.15 Bal.

C1020P
Cu O2

>99.56 <10 ppm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



그린 이 를 이용한 Al-Cu 이종소재 이  용  연구  딥러닝에 의한 품질 정 

한용 ․ 합학회지 제39권 제1호, 2021년 2월  69

용하 으며, 사용한 토클 클램 의 가압력은 각 90kgf 

내외이며, 보호가스는  용 구간에 걸쳐서 분사되도

록 실험 장치를 구성하 다. 겹침의 구간은 용 결과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되지만, 균질한 

시편제작을 해서 겹침량을 충분히 (45mm) 하 다. 

한 박 용 의 특성상 단-인장력 시험시 발생할 수 

있는 뒤틀림의 가능성이 어서, 추가  겹침은 수행하

지 않았다.

 

3. 실험 결과

3.1 이  용  결과

  Al-6061과 C1020P 시편을 지그에 장착 하 는데, 

이때 Al-6061 소재를 상부에 치시키고 C1020P 소

재는 아래쪽에 치시켜서 겹치기 용 을 진행 하 다. 

용 조건으로 이 빔 스캔 속도를 200mm/s로 고정

하고, 출력을 변수로 설정하 다. 출력에 따른 비드폭 

변화를 찰하는 정량 인 분석과 용 속도에 따른 용

 품질분석을 해 기 실험 후 동일조건에서 총 2

회의 용 을 진행하 다.

  Fig. 3은 스캔 속도 200mm/s, 출력을 600W 부

터 1,200W 까지 용 을 진행한 결과를 단면과 비드상

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600

W 를 제외한  출력에서 용 됨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600W 에서는 Al-6061 소재도 녹지 않았으

며 상부에 입열로 인한 표면 용융(Skin melting)흔

만 찰 되었다. 800W 부터는 Al-6061이 용융  

통되고 C1020P에까지 이  빔이 도달하여 C1020P

가 용해되어 합이 이루어 졌다. 800W에서 1,100W

의  범 에서 양호한 용 이 이루어 졌으며, 스패터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 입열 조건인 1,200W

에서는 스패터가 일부 발생하 다.

  Fig. 3에서 요약 정리된 바와 같이 합부 단면을 

분석한 결과, 900W 이상에서 하부 C1020P가 완

용융 되어 상부 알루미늄 역으로 침투되어 융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출력이 증가 됨에 따라 Al- 

6061과 C1020P가 융착 역은 더 활발히 찰되었

으며, 최고출력 1,200W 조건에서의 단면을 분석한 

결과 표면층부터 계면층 역에 걸쳐서 C1020P와 

Al-6061이 완  혼합융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Fig. 4는 1,200W 조건에서의 용 부 단면을 확

하여 분석한 것으로, 구리와 알루미늄이 난류 형태로 

섞이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찰 되었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고 입열이 이루어진 1,200W에서는 외

상 스패터가 일부 발견되었으며, 이는 내부 으로 난류

형태의 용융풀 류가 일어나면서 격렬한 교반 상

(Stirling)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교반

상은 비철 속 용 에서 이상 으로 찰되는 것으로서 

Gas nozzle

Sample Clamp

Green laser

(a) Jig setup

Al (0.4t) Cu (0.4t)

100mm

50mm

45mm

(b) Dimension of weld specimen

Fig. 2 Experimental setup

(a) 600 W (b) 800 W (c) 900 W

(d) 1,000 W (e) 1,100 W (f) 1,200 W

 Fig. 3 Cross sectional view of weld joints



김 태 원ㆍ최 해 운 

7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1, 2021

용 부 신뢰성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다만, 과도한 난류교반은 내부기공이나 결함으

로 잔류 할 수 있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용  외  비드면을 찰한 결과 1,100W와 1,200

W에서 계면의 비와 용 부의 형상은 큰 차이는 없지

만 1,200W에서 스패터가 일부 발생 하 다. 하지만, 

1,100W에서 스패터 없이 비드면이 균일하고 Al-6061

과 C1020P가 용융이 잘 되어 가장 합한 출력으로 

결정 되었다.

  용  외  비드면의 정량  분석을 해서, 선행실험

과 동일조건으로 스캔속도를 200mm/s으로 고정하고 

출력을 600~1,200W의 범 에서 변화 시켰다. Fig. 

5에서 나타난 경향과 같이, 출력이 증가 될수록 평균 

비드의 폭은 증가하며 일정출력(1,000W)이상에서는 

비드폭의 증가 경향이 둔화 됨이 찰 되었다.

  용 속도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해서 1,100 W로 

출력을 고정시킨 후 용  속도를 180 ~ 220 mm/s

로 증가시키며,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Al-6061이 

C1020P를 겹치기 용  하 다. 각 소재를 45 mm 

겹쳤고 보호가스는 질소가스를 사용하 으며, 용 부 

상부를 학 미경으로 비드의 외 을 찰하 다. 앞

서 실험한 200 mm/s 기 으로 입열량이 상 으로 

많은 용 속도 s=180 mm/s 와 s=190 mm/s 에서

는 스패터가 일부 발생하는 것이 찰 되었는데, 이는 

과도한 입열에 기인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반 인 비드면의 상태는 연속 장 이 의 특성이 

나타나면서 균질하 으며, 보호가스가 충분치 용되지 

못한 구간에서는 일부 산화가 발생하기도 하 지만, 

반 으로 균일한 형태의 외 이 찰되었다. 입열량이 

상 으로 은 용 속도 200 ~ 220 mm/s 의  

역에서는 스패터 발생이 거의 없었다. 

  용 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해서 단-인장시편을 동

일 조건에서 제작하 고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Fig. 

7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용 구간  역에서 최소 

3kgf/mm 이상의 용  강도가 확인이 되었다. 유사 

조건의 그린 이 를 이용한 용 강도 사례를 찾기 어

려워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IR 이 의 사례와 

200 ㎛

Fig. 4 Dissimilar material mixture at P=1,200 W, s= 
200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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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 을 때, 유사강도가 나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용 부의 강도는 비드의 폭과 이  빔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짐이 보고되었으며, 다양한 용 조건 실험

을 통해서 최 의 용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기 가 

된다. 

3.2 딥러닝을 사용한 용  품질 별

  비 괴검사를 통한 용 품질을 간 으로 별하기 

해서 용 비드면을 빅데이터화 하여 딥러닝 기법을 사

용하 다. 선행실험의 결과물인 P=1,100W, s=180~ 

220mm/s의 용 비드를 CCD 카메라로 촬 하 다. 

딥러닝을 해 MATLAB과 AlexNet 알고리즘을 사용

하 으며, 비드면 촬 은 648×494의 해상도와 90fps

의 성능을 가진 CCD카메라(Sentech Inc., STC-SC- 

33POE)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이미지 데이터를 얻기 해 소형 CNC Machine에 

CCD 카메라를 장착하여 용  비드를 촬 하 다. 용  

비드의 길이는 80mm로 비하 고, 촬 속도는 20ms

당 최  한 장의 이미지를 촬 하며 샘 은 0.8mm/s

의 속도로 움직이며 이미지를 취득 하 다 (Fig. 8).

  각 조건당 이미지 데이터는 약 12,000개를 얻었으며, 

데이터를 조건별 Good과 Fail로 분류하여, 구축된 로

그램을 통해서 딥러닝을 진행하 다. Deep Learning 

Toolbox는 MATLAB에서 딥러닝 알고리즘  사  훈

련된 모델을 사용하여 이학습을 할 수 있는 툴박스이

며, Parallel Computing Toolbox를 이용하여 GPU를 

사용하여 병렬 구조로 처리 하 다. 

  연산가속을 해서 NVIDIA의 GPU와 CUDA Toolkit

을 사용하여 연산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RTX 2070을 

Single-GPU로 사용하 으며 CUDA Toolkit은 10.2 

Version을 사용하 으며, 신뢰도 향상을 해서 동일

한 조명  카메라 이미지 취득 각도를 유지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Pre-trained 된 데이터를 반복 업데이

트하여서, 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 으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이미지를 반복하여 학습하여서 Big data를 

구축하 다. 

  딥러닝을 알고리즘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AlexNet을 사용하며, Fig. 9과 같이 5개

의 컨볼루션 층(Convolution Layer) 3개의 완  연

결 층(Fully-connected Layer)으로 설계가 되어 있

다. 이미지 데이터로 취득된 11,786개의 샘   80% 

(9,428개)는 학습 데이터로 분류하고 20%(2357개)

는 검증데이터로 분류하 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증 를 하여 0°~360°의 범 에

서 무작 로 회 을 시켜 학습과 테스트를 진행하 다. 

이 게 함으로서 임의의 각도로 촬 된 용  결과물도 

별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검증을 통해서 별의 신

뢰성을 확인하 다. 

  Fig. 10과 같이 Epoch는 30회, Mini-batch는 128, 

활성함수는 SGDM, 기학습률은 0.003으로 설정하

으며,  조건의 샘 을 상으로 딥러닝을 수행하 다. 

  구축된 Deep learning 학습을 기반으로 무작  샘

을 테스트한 결과, 스패터가 발생한 이미지가 입력이 

되었을 때 98% 이상의 정확도로 Fail이 정이 되었

다. 스패터가 발생한 이미지의 경우 높은 확률로 결과

CCD camera
CNC machine

Sample

(a) Experimental setup for deep learning

(b) Image acqusition for deep learning

Fig. 8 Deep learning system setup

Feature learning Classification 

Fig. 9 Structure of deep learning by Alexnet for Al-Cu 
weld quality monitoring

Epoch Iteration
Time since 

start
Training
accuracy

Base learn
rate

1 1 0 60.94% 0.003

6 200 0 : 31 96.88% 0.003

11 400 01 : 00 99.22% 0.003

16 150 01 : 21 99.44% 0.003

21 800 01 : 58 96.88% 0.003

26 1000 02 : 27 98.44% 0.003

30 1150 02 : 50 10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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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하지만, 양질의 이미지를 보여  결과는 정확도

가 상 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 주어서 추가 인 학습

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의 한 요인으

로 용  비드면을 촬 할 때 조명 각도에 의한 그림자

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용 조건별 (P=600~1,200W  s=180~220mm/s) 

시편을 샘 로 하여 좀더 세부 인 정을 하는 Deep 

learning 학습도 시행을 하 으나, 비드면으로만 세부 

용 조건을 역으로 별 성공률은 아직 66% 정도로 높

지 못하 다. 이는 용  비드면의 외형이 유사하여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학습 되어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단된다. 

  다만, 이러한 별 성공률은 용 구간 즉  입열구

간,  입열구간, 고 입열구간에서 조 씩 다르게 나타

났으며,  입열구간 보다는 상 으로 입열량이 많은 

고 입열구간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재 진행 이며, 90% 이상의 신뢰를 

가지기 한 조명  카메라 설정연구가 진행 이다. 

4. 결    론

  515nm 그린 이 를 이용하여 Al-6061과 무산소

동 C1020P를 이용하여 용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실험조건으로 설정된 스캔속도 180~220mm/s 와 

출력 800~1,200W  범 에서 한 스패터 감

이 이루어졌다. 단, 600W에서는 상부 알루미늄 일부

에서 입열흔 만 남았지만, 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흡수도가 높은 그린 이 를 이용함으로서 별도의 

기계 공  를들면, 빙(weaving) 이나 와블(Wobble 

or oscillation) 없이도 합이 이루어 졌다.

  3) IR 이 의 경우 표면의 상태 (스크래치나 표면

거칠기)에 민감하고 이  흡수율 한 5%인 반면, 

그린 이 의 경우 약 40% 이상의 높은 흡수율과 표

면상태에 상 으로 덜 민감하여 균질한 형태의 비드

가 형성 되었다.

  4) 딥러닝을 사용하여 용 의 품질을 별한 결과 Fail

일 경우 98%의 정확성을 보 지만 Good인 경우 66%

로 낮은 정확도를 보여서 추가 인 학습  데이터 확

보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5) 용 품질이 통계 (stochastic)이기 보다는 결정

(deterministic) 결과로 도출이 되었으며, 이미지 

기반 딥러닝 기술이 효과 으로 용이 되어 비 괴 용

품질 검사에 이용이 될 수 있음도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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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efects in flux cored arc welding (FCAW) using CO2 
gas causes the increase in the overall quality cost 
(Q-cost). Destructive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 
methods can be employed for detecting defects, but 
these methods are not the most effective approach in 
terms of time and cost. As a more advanced technique, 
the defects can be detected by welding waveforms1,2).
  However, when unprocessed welding waveforms are 
examine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normal 
and abnormal waveforms according to the metal transfer 
mode. This is because waveforms are considerably di- 
fferent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hort 
circuit in FACW.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n algorithm 
that can detect defects from waveforms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a short circuit.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efect detection algorithm by using the interval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 in which information on 
welding condition shown in the welding current and 
voltage waveforms is represented in time series.
  In the experiment, for bead on plate welding with 
FCAW, under a constant current condition, the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CTWD) and voltage were adjusted 
to create an unstable welding condition and in this way, 
the detection algorithm was test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defects for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algorithm.

2. Methods

2.1 Materials

  The base metal used in this study was SS400 with a 
length at 150 mm, a width at 125 mm and a thickness at 
9 mm, and for the filler metal, ø1.2 mm flux c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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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AWS A5. 20) was used. Bead on plate welding 
was performed using Hyosung PFC 600 A DC inverter 
type welding machine shown in Fig. 1. For the 
measurement of welding waveforms, Welteq welding 
monitoring system shown in Fig. 2 was used. Signal 
filtering was performed for proper representation of the 
welding phenomenon, and the measurement frequency 
was set to 10 kHz

2.2 Experimental method

  The length of the welding line on the base metal plate 
was 130 mm, and the welding speed was 30 cm/min. 
Table 1 shows the experimental conditions in which 
different values of CTWD were set according to the 
voltage.

3. Result and Discussion

3.1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welding 
waveforms and defects

  In this study using FCAW for welding, with reference 
to the short circuit time of 10ms, if the time was shorter 
than 10ms, the case was defined as normal short circuit, 
and if the time was longer, it was defined as prolonged 
short circuit3).
  Fig. 3 shows the welding waveforms and radiographic 
test (RT) film results when the welding was performed 
under conditions of 29.0 V in voltage with the reference 
CTWD 15 (hereinafter condition A). The figure shows 
the case of a free flight without short circuit, and no 
defects were identified.
  Fig. 4 shows the welding waveforms and RT film 
results when the welding was performed under conditions 
of 19.0 V in voltage with CTWD value of 15 (hereinafter 
condition B). In this figure, multiple cases of short 
circuit occurred but no defects were identified
  Fig. 5 shows the welding waveforms and RT film results 
when the welding was performed under conditions of 
19.0 V in voltage with CTWD at 20 (hereinafter condition 
C). In this study, the C level defined in the ISO 5817 

Fig. 1 Hyosung PFC 600A DC Inverter power source

Fig. 2 Welteq arc welding monitoring system

Filler metal AWS A5.20 E71T-1C 1.2 mm

Base metal SS400 150 x 125 x 9 mm

Shield gas 100% CO2 (15 L/min)

Current 200 A

Welding speed 30 cm/min

Voltage [V] 19, 21.5, 24, 26.5, 29

CTWD [mm] 10, 15, 20, 25, 30

Table 1 Bead on plate experiment condition

Current
(A)

Voltage
(V)

Resistance
(mΩ)

Time(s)

(a) Waveform of condition A

(b) RT film of condition A

Fig. 3 Waveform and RT film of condition A

Current
(A)

Voltage
(V)

Resistance
(mΩ)

Time(s)

(a) Waveform of condition B

(b) RT film of condition B

Fig. 4 Waveform and RT film of condi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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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was used as a reference, and defects that 
are larger than this level are represented in red in Fig. 
5(b) for visualization. In this case, it can be seen that 
defects occurred in case of prolonged short circuit and at 
locations of arc-extinguish.

3.2 Defect occurrence modeling through waveform 
analysis

  Fig. 6 shows the enlarged waveform for 0.5 seconds 
under condition C in which the short circuits were 
shown. The interval (b1-b2) is a place where the short 
circuit lasted for 17 ms and is classified as prolonged 
short circuit.
  Fig. 7 illustrates the melting phenomenon of the wire 

in case of prolonged short circuit. Due to the prolonged 
short circuit, overheating occurred from the resistance 
heating of the wire, which led to buckling in the middle 
location, and the wire is separated as in (b2)

4,5), 
resulting in arc strike and in this case, the arc length is 
longer than case of the normal welding. As a result, the 
voltage increased and the current decreased, resulting 
in a large resistance value. However, in reality, it was 
thought that the large resistance was obtained due to the 
long arc length, and as a result, the current decreased 
sharply and the voltage increased slightly. In this case, 
with long arc length under low current, the current 
density becomes too small, which makes melting of the 
base metal difficult, and this leads to the risk of lack of 
fusion or generation of weld pores.
  Fig. 8 shows the enlarged waveform for 0.5 seconds 
under condition C in which arc-extinguish occurred. 
Fig. 9 illustrates the melting phenomenon of the wire in 
case of art-extinguish occurrence. In (a), after prolonged 
short circuit, sticking of the wire overheated due to the 
resistance heating occurred, leading to the buckling of 
wire at the contact tup end, leading to the separation of 
wire as shown in (b1)

4,5). At this time, arc is extinguished 
(b1), leading to lack of fusion or generation of weld 
pores. Subsequently, the wire is slowed down for arc 
restrike (b2), contacting the base metal and resulting in 
the arc restrike (c). During the wire slow-down, the 
current is 0, no-load voltage occurs, and the resistance 
is infinite.

Current
(A)

Voltage
(V)

Resistance
(mΩ)

Time(s)

(a) Waveform of condition C

(b) RT film of condition C

Fig. 5 Waveform and RT film of condition C

Current
(A)

Voltage
(V)

Resistance
(mΩ)

Time(s)

Time(s)

Time(s)

a b1 b2 c

Fig. 6 Waveform of long term short circuit transfer 
(Condition C for 0.5 s)

a b1 b2 c

Fig. 7 Schematics of prolonged short circuit

Current
(A)

Voltage
(V)

Resistance
(mΩ)

a b1 b2 c

Time(s)

Time(s)

Time(s)

Fig. 8 Waveform of arc extinguish(Condition C for 0.5 s)

a b1 b2 c

Fig. 9 Schematics of extinguished arc by wire st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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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nalysis of welding waveforms by interval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

  3.3.1 Overview of interval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
  The interval statistical processing is a method pro- 
posed in this study, and it was defined that in this 
method, time series is divided into multiple intervals of 
a short time and statistical processing is performed 
separately for each interval to evaluate the welding 
stability for each interval of short time, enabling defect 
detection.
  In the welding waveforms of FCAW, the current, 
voltage, and resistance vary rapidly with the metal transfer 
phenomenon occurring for a short duration7,8). Therefore, 
welding data needs to be processed for analysis to detect 
defects using waveforms.
  In the interval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 the optimal 
interval length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welding. If the interval 
is set to be too short, the normal short circuit and the 
prolonged short circuit cannot be distinguished, and if 
the interval is set to be too long, the defect detection 
accuracy is lowered. Therefore, this interval has the 
Nominal-the-best (NTB) characteristic.
  In this sect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optimal 
interval for defect detection using the waveforms of the 
welding resistance that increases 1) immediately after 
the prolonged short circuit and 2) at arc-extinguish, 
interval statistical processing was performed with the 
5-sec data of conditions A, B, and C compared in Chapter 

3 and compared after the processing. Fig. 10 shows the 
welding resistance waveforms and RT film results of 
conditions A, B, and C used for interval statistical 
processing. Using the welding monitoring system, 50,000 
of 5-sec resistance data were analyzed acquired at a 
sampling rate of 10 kHz per second, and a total of 5 
sizes interval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which are 
1 second, 0.5 seconds, 0.1 seconds, 0.05 seconds, and 
0.01 seconds for analysis of the optimal time series 
interval.

  3.3.2 Result of interval statistical processing
  For 5-sec duration data of defects in Fig. 10, in Fig. 
11, further division of intervals into 1.0, 0.5, 0.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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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aveforms and RT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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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terval statistic results of resistanc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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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0.01 sec was performed and the average welding 
resistance Ravg was represented for each small time 
series interval. In (a), and (b), the distinction between 
the defect part and non-defective part was not clear, 
and in (e), for 5-sec duration, stable data was obtained 
around 3 sec interval but in case of 1-2 sec intervals 
and 4-5 sec intervals, data with values twice higher than 
the stable average value was obtained, indicating that 
the data in these intervals were unstable. In this study, it 
was thought that defects may occur in the intervals 
where these high-value data are obtained. On the other 
hand, (d) did not show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high value data.
  Figs. 12-14 show the standard deviation, maximum, 
and minimum of welding resistance, respectively, for 
each size of interval.
  Table 2 shows the results of the interval statistical 
processing of resistance waveforms by comparing for 
each time series interval. As a result of analyzing resis- 
tance_avg, the defect detection result showed a high 
level of agreement at time series intervals of 0.05 sec 
and 0.01 sec. As a result of analyzing resistance_st dev, 
the defect detection result showed a high level of 
agreement at time series interval of 0.05 sec. As a result 
of analyzing resistance_max, the defect detection result 
showed a high level of agreement at time series 
intervals of 0.1 sec, 0.05 sec and 0.01 sec. As a result 
of analyzing resistance_min, the defect detection result 

showed a high level of agreement at time series interval 
of 0.01 sec.
  When resistance_max was analyzed, defect detection 
was possible in all intervals at 0.01 sec, 0.05 sec and 
0.1 sec, but in terms of data processing efficiency, 0.1 
sec interval was determined to be most optimum. 
  Therefore, for defect detection, the analysis parameter 
showing the highest performance of detection when 
compared to the actual locations of defects is resistance_max 
and in this case, the optimal time series interval is 
thought to be 0.1 sec.
  Hong6) proposed a welding defect analysis method 
with application of moving average filter to welding 
data for quality analysis of welded parts. At sampling 
frequency of 10 kHz, 2000 data were selected and 
processed to remove signal irregularities. In this case, it 
is considered that it may be difficult to evaluate the 
instability of a specific interval because the welding 
signal values generated in the interval are averaged.
  However, in this study, a basic algorithm to determine 
the presence/absence and location of defects was developed 
using the maximum arc resistance (arc length) obtained 
with 0.1 sec interval.

4. Conclusion

  In this study, for FCAW of carbon steel, a defect 
detection algorithm was developed by the interval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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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ime series interval : 0.05 s        (e) Time series interval : 0.01 s

Fig. 12 Interval statistic results of resistance st.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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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method of the arc welding waveforms and 
the detection result was compared with the RT result of 
the sample with defec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1)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ed that after the 
occurrence of prolonged short circuit, at arc restrike, 
the arc length was longer, leading to considerably low 
current and large resistance, and this resulted in lac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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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ime series interval : 0.05 s        (e) Time series interval : 0.01 s

Fig. 13 Interval statistic results of resistance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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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Interval statistic results of resistanc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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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or generation of weld pores.
  2) When the arc is extinguished by wire sticking, the 
current is 0, a no-load voltage occurs, and the resistance 
becomes infinite. Therefore, the detection of the arc- 
extinguish can be easily performed through resistance 
waveforms, and the arc-extinguish resulted in lack of 
fusion or generation of weld pores.
  3) When using resistance_max for each interval in the 
welding waveforms, defect detection was achieved in 
all intervals at 0.01 sec, 0.05 sec, and 0.1 sec and in 
consideration of data processing efficiency, 0.1 sec interval 
was determined to be the optimal duration of th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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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es interval (s)

1 0.5 0.1 0.05 0.01

Ravg Low Low Middle High High

Rst.dev Low Low Low High Low

Rmax Low Low High High High

Rmin Low Low Low Low High

Table 2 Comparison of the correspondence for defect de-
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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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O2가스를 사용하는 flux cored arc welding(FCAW)

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종합 인 quality cost(Q-cost)

가 증가하게 된다.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은 괴검사, 

비 괴검사가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비용과 시간을 소

모하게 된다. 한 보다 발 된 기술로서 용 형을 

통해 결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1,2).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용 형을 확인하게 되면 용

이행모드에 따라 정상, 비정상 형의 구분이 어렵

다. FCAW에서 단락의 발생 유무에 따라 형이 

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락유무와 상

없이 형으로부터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용  류, 압 형에 나타난 용 상

태 정보를 시계열로 나타낸 구간통계처리법에 의해 결함

을 검출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 이다.

  실험에서 FCAW로 bead on plate 용 하 을 때 

일정한 용 류에서,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CTWD)와 압을 조 하여 불안정한 용 상태를 만

들었다. 이에 따른 결함발생 유무와 검출알고리즘에 

한 검증을 거쳤다.

2. 실험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모재는 길이 150 mm 폭 125 mm 

두께 9 mm의 SS400을 사용하 으며 용가재는 ø1.2 mm 

flux cored wire(AWS A5. 20)을 사용하 다. 용

원으로 Fig. 1에 나타낸 Hyosung PFC 600 A DC 

inverter 용 기를 사용하여 bead on plate 용 하

다. 용 형의 계측에는 Fig. 2에 나타낸 Welteq 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 으며, 용 상의 한 표

을 해 신호 필터링을 하 고 계측 주 수는 10kHz

로 하 다.

2.2 실험방법

  모재 재 에 용 선 길이를 130 mm로 하 고, 

용 속도는 30 cm/min 이었다. Table 1에 압 별로 

CTWD를 달리 설정한 실험 조건을 나타내었다.

아크용접파형의 구간통계처리법에 의한 결함검출 알고리즘 연구

A Study on the Defect Detection Algorithm by Interval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 of Arc Welding Waveform

주우 *․류형창*ㆍ임경섭*ㆍ이종 *ㆍ박 환*ㆍ조상명**

*부경 학교 기계공학과
**부경 학교 융복합부품소재 용 기술센터

Fig. 1 Hyosung PFC 600A DC Inverter power source

Fig. 2 Welteq arc welding monitoring system참
 조

 용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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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고찰

3.1 용 형과 결함 간의 계 검토
 

  FCAW를 사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단락 유지 시간을 

10ms 기 으로, 그 이하는 정상단락으로 정의하고, 그 

이상은 장기단락으로 정의하 다3).

  Fig. 3는 압 29.0 V, 표 CTWD 15 mm 조건 

(이하 조건A) 으로 용 하 을 때의 용 형, radio-

graphic test(RT) 필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단락

이 없는 자유비행(Free flight)으로 나타났으며 결함

도 발생하지 않았다. 

  Fig. 4는 압 21.5V, CTWD 10 mm 조건 (이하 조

건B) 으로 용 하 을 때의 용 형, RT필름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단락이 다수 발생하 으나 결함은 발생하

지 않았다.

  Fig. 5는 압 19.0 V, CTWD 20 mm 조건 (이하 

조건C) 으로 용 하 을 때의 용 형과 RT필름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SO 5817 규격의 

C등 을 기 으로 하 고, 그 기 을 과하는 크기의 

결함을 Fig. 5 (b)에 알기 쉽게 붉은색으로 표기하

다. 이때 장기단락과 아크꺼짐 치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2 형분석을 통한 결함 발생 모델링

  Fig. 6은 단락이 발생한 조건C의 0.5 간 확 형

을 나타낸 것이다. (b1~b2) 구간은 17 ms동안 단락

이 발생하여 장기단락으로 분류된 곳이다.  

  Fig. 7은 장기단락이 발생하 을 때 와이어의 용융

상을 모델링 한 것이다. 장기단락으로 와이어의 항발

열로 인해 과열되어 간지 에서 좌굴이 발생하여 (b2)

와 같이 와이어가 탈락하면서4,5) 아크 재 호가 일어났

Filler metal AWS A5.20 E71T-1C 1.2 mm

Base metal SS400 150 x 125 x 9 mm

Shield gas 100% CO2 (15 L/min)

Current 200 A

Welding speed 30 cm/min

Voltage [V] 19, 21.5, 24, 26.5, 29

CTWD [mm] 10, 15, 20, 25, 30

Table 1 Bead on plate experiment condition

Current
(A)

Voltage
(V)

Resistance
(mΩ)

Time(s)

(a) Waveform of condition A

(b) RT film of condition A

Fig. 3 Waveform and RT film of condition A

Current
(A)

Voltage
(V)

Resistance
(mΩ)

Time(s)

(a) Waveform of condition B

(b) RT film of condition B

Fig. 4 Waveform and RT film of condition B

Current
(A)

Voltage
(V)

Resistance
(mΩ)

Time(s)

(a) Waveform of condition C

(b) RT film of condition C

Fig. 5 Waveform and RT film of condition C

Current
(A)

Voltage
(V)

Resistance
(mΩ)

Time(s)

Time(s)

Time(s)

a b1 b2 c

Fig. 6 Waveform of long term short circuit transfer 
(Condition C for 0.5 s)

참
 조

 용
  논

 문



아크용 형의 구간통계처리법에 의한 결함검출 알고리즘 연구 

본 논문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본 논문으로 연구업적과 같은 실적에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으며 정상용 에 비해 아크길이가 커졌다. 그 결과 

압이 증가하고 류가 감소하여 큰 항이 얻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긴 아크길이로 인해 큰 항이 생기고 

그로 인해 류는 크게 감소하고 압은 약간 증가하

다고 단되었다. 이때 류의 긴 아크길이의 순간에

는 류 도가 지나치게 낮아져 모재의 용융이 어려워

짐으로 융합불량 는 기공 발생의 험이 있다.

  Fig. 8은 아크꺼짐이 발생한 조건 C의 0.5 간 확

형을 나타낸 것이다. Fig. 9는 아크꺼짐이 발생할 

때 와이어 용융 상을 모델링한 것을 나타내었다. (a)

에서 장기단락 후 항발열로 인해 과열된 와이어가 stick-

ing에 의해 contact tip 선단에서 와이어가 좌굴을 일

으켜 (b1)과 같이 탈락하 다4,5). 그 순간 아크가 소멸

하여(b1) 융합불량 는 기공이 발생한다. 그 후 아크재

호를 하기 해 와이어가 slow down되어(b2), 모재

에 하여 아크재 호가 이루어진다(c). 와이어 slow 

down이 일어나는 동안 류는 0, 무부하 압이 발생

하며 항은 무한 가 된다.

3.3 구간통계처리법에 의한 용 형 검토

  3.3.1 구간통계처리법의 개요

  구간통계처리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시계

열을 짧은 시간의 여러 구간으로 나 어 그 구간 내에

서 통계처리를 별도로 하여 짧은 시간단 의 구간별 용

 안정성 평가함으로써 결함을 검출하고자 하는 기법

으로 정의하 다.

  FCAW의 용 형에서 류, 압, 항은 짧은 시

간 동안 발생하는 용 이행 상에 따라 격하게 변동

한다7,8). 그러므로 형을 이용하여 결함을 검출하기 

해 용 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해야 한다. 

  구간통계처리에서 한 구간의 길이는 용 상의 

주 수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된다. 무 짧은 구간

을 설정하면 정상단락과 장기단락을 구분할 수 없게 되

며 무 긴 구간을 설정하면 결함검출 정확도가 낮아지

게 된다. 따라서 이 구간은 망목특성을 가진다.

  여기서는 장기단락 직후와 아크꺼짐 시 증가하는 용

항의 형을 이용하여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한 구간을 악하기 해 3장에서 비교한 조건 A, B, 

C 용 항의 5 간 데이터를 구간별 구간통계처리 하

여 비교하 다. Fig. 10은 구간통계처리에 사용된 조건 

A, B, C의 용 항 형과 RT필름 결과를 나타내었

다. 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당 10 kHz의 

샘 링속도로 획득한 5 간 50,000개의 용 항 데

이터를 분석하 으며 정 시계열구간을 분석하기 해 

1 , 0.5 , 0.1 , 0.05 , 0.01 로 총 5개의 구간

을 비교 분석하 다.

a b1 b2 c

Fig. 7 Schematics of prolonged short circuit

Resistance
(mΩ)

5sec.

Time(s)

(a) Condition A

5sec.Resistance
(mΩ) Time(s)

(b) Condition B

Resistance
(mΩ)

5sec.

Time(s)

(c) Condition C

Fig. 10 Waveforms and RT films

Current
(A)

Voltage
(V)

Resistance
(mΩ)

a b1 b2 c

Time(s)

Time(s)

Time(s)

Fig. 8 Waveform of arc extinguish(Condition C for 0.5 s)

a b1 b2 c

Fig. 9 Schematics of extinguished arc by wire st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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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구간통계처리 결과

  Fig. 11은 Fig. 10의 결함부5 에 하여 미세구간 

1.0, 0.5, 0.1, 0.05, 0.01 로 나 어 용 항의 

평균 Ravg 을 미세구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a), (b)에

서는 결함발생부와 건 한부분의 구분이 되지 않고, (e)

에서는 5 의 기간  3 근방에서는 데이터가 안정된 

특징을 보이지만, 1~2  구간과 4~5 구간에서는 안

정된 평균값의 2배이상 높은 값의 데이터가 나타나 불

안정한 미세구간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높은 값의 데이터가 나타나는 미세구간에 결함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단하 다. 한편 (d)는 높은 값의 데이

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 다.

  Fig. 12-14는 각각 항의 표 편차, 최 , 최소를 

미세구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2 는 항의 구간통계처리 결과를 시계열 구

간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항평균을 분석한 결과 

0.05, 0.01  시계열구간에서 결함일치도가 높게 나타

났다. 항표 편차를 분석한 결과 0.05  구간에서 

결함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항최 를 분석한 결과 

0.1 , 0.05 , 0.01  구간에서 결함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항최소를 분석한 결과 0.01  구간에서 

결함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항최 를 분석하 을 때 0.01  구간, 0.05  구

간, 0.1  구간 모두 결함검출이 가능하 으나 데이터

처리 효율성 면에서 0.1  구간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

로 단되었다.

  따라서 결함을 검출함에 있어 실제 결함 치와 가장 

분별력이 높은 분석 라미터는 항최 이며 이때 

정 미세구간은 0.1 인 것으로 단된다.

  Hong6)은 용 부 품질분석을 해 용 데이터에 이

동평균필터를 용하여 용 결함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

시하 다. 10 kHz의 샘 링 주 수일 때 2000개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신호의 불규칙성이 사라지게 처리하

다. 이 경우 미세구간에서 발생하는 용 신호의 값이 

평균화 되어 그 미세구간 특유의 불안정성을 평가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용 항의 최 치(아크길이)

를 0.1  구간으로 계산하여 결함발생 여부와 치를 

단할 수 있는 기본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4. 결    론

  탄소강의 FCAW에서 아크용 형의 구간통계처리

법에 의한 결함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결함발생시편

의 RT결과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장기단락이 발생한 후 아크 재 호시 아크길이가 

길어지고 류가 히 낮아지고 항이 커져 융합불

량 는 기공이 발생한다는 모델을 제시하 다.

  2) 스티킹에 의해 아크가 소멸하면 류는 0, 압

은 무부하 압이 되어 항은 무한 가 되므로 아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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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ime series interval : 1 s       (b) Time series interval : 0.5 s        (c) Time series interval : 0.1 s

0 1 2 3 4 5
0

100

200

300

400

500

0 1 2 3 4 5
0

100

200

300

400

500
A
B
C

R
es

is
ta

nc
e

A
vg

(m
Ω

)

Time (sec)
0 1 2 3 4 5

0

100

200

300

400

500

0 1 2 3 4 5
0

100

200

300

400

500 A
B
C

R
es

is
ta

nc
e

A
vg

(m
Ω

)

Time (sec)

                 (d) Time series interval : 0.05 s        (e) Time series interval : 0.01 s

Fig. 11  Interval statistic results of resistanc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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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의 검출은 항으로 쉽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융

합불량 는 기공발생의 모델을 제시하 다.

  3) 용 형에서 구간별 항최 를 쓸 때 0.01  

구간, 0.05  구간, 0.1  구간 모두 결함검출이 가능

하 으나 데이터처리 효율성 면에서 0.1  구간이 가

장 바람직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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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ime series interval : 0.05 s        (e) Time series interval : 0.01 s

Fig. 12 Interval statistic results of resistance st.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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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ime series interval : 0.05 s        (e) Time series interval : 0.01 s

Fig. 13 Interval statistic results of resistance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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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Interval statistic results of resistance min

Time series interval (s)

1 0.5 0.1 0.05 0.01

Ravg Low Low Middle High High

Rst.dev Low Low Low High Low

Rmax Low Low High High High

Rmin Low Low Low Low High

Table 2 Comparison of the correspondence for defect de-
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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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Gas tungsten arc (GTA) welding is a favorable weld-
ing process for titanium alloys, especially for thin tita-
nium sheets. GTA welding can successfully avoid/reduce 
the contamination of titanium and potential property 
degradation by providing a proper shielding environment. 
The macro attributes of weldments such as defects, 
bead geometry, penetration, and hardness distribution 
across the weld zone to heat affected zone are essential 
entities in determining the weldability of a material. In 
an arc welding process, these factors are influenced by 
the material properties such as chemical composition, 
thermal conductivity, melting point, reactivity, and welding 
process parameters such as welding current, arc length, 

welding speed, shielding gas. The bead geometry can 
profoundly influenc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s, especially with thin sheets. Earlier, the effect of 
welding parameters on weld geometry was studied with 
GTA welding of stainless steel1) and laser welding of 
Ti-6Al-4V2). Generally, different standards from hand-
books or research articles are used to find out the de-
sired welding process parameter. However, it does not 
always ensure proper bead geometry. The benefits of us-
ing linear regression modeling, 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and neural network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elding process parameters on the weld bead geometry 
have been reported by several studies3,4). 
  Taguchi method was employed to find out the optimal 
parameters for the welding of titanium by several 
authors. However, most of these works terminate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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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suitable welding parameters without evaluating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with the 
optimal welding condi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fo-
cuses on determining the optimal GTA welding param-
eters for two titanium alloys by the Taguchi method and 
the experimental validation. Also,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s with optimal 
process conditions are evaluated, and a comparison is 
made between the two alloys.

2. Design of experiment in taguchi method

  Taguchi method is a powerful tool that helps to im-
prove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 quality, process, 
design, and system with minimum experiments, time, 
and cost. The methodology of Taguchi helps to find out 
the optimal settings of control factors. First, it is neces-
sary to find out the main control parameters which in-
fluence the quality of the product. Secondly, the orthog-
onal array from the design of Taguchi is chosen based 
on the number of factors and their level. The experi-
ments are carried out as the designed orthogonal array. 
Thirdly, orthogonal array and experimental data tables 
are set out for analysis. The best level of control param-
eters for the quality of output is determined after some 
analysis. Finally, the optimized parameters are verified 
through experimentation. 
  The most influencing parameters which might affect 
the bead geometry in TIG welding of titanium are weld 
current, welding speed, arc length, shielding gas flow 
rate, electrode tip, etc. Nevertheless, choosing too many 
parameters or a small number of factors to varying for 
Taguchi analysis might cause a negative effect in weld 
qualities5). In this study, the three most influencing fac-
tors, such as weld current, welding speed, and arc length, 
are considered, with each having three levels. After 
performing some experiments, the maximum and mini-
mum level of each parameter is determined, which is 
shown in Table 1. Level 1 in Table 1 represents the 
minimum value, while level 3 is the maximum. An in-
termediate of level 2 is chosen randomly. The bead ac-
ceptance criterion is chosen based on the back bead 
width. The proper, intensive, and extensive bead cri-
teria are defined according to Table 26)

3. Materials and method

  Ti-6Al-4V and Ti-3Al-2.5V specimens of 1.0 mm 
thickness with a 150 mm × 50 mm dimension were 
used for welding. Autogenous GTA welds (BOP-Bead 
on Plate) were made on sheets with direct current puls-
ing by GTA power source (water-cooled) with polarity 
DCEN (Direct Current Electrode Negative). The ex-
perimental set up is shown in Fig. 1. The electrode for 
welding was 2% thoriated tungsten with a diameter of 
1.6 mm. A gas cup of 19 mm diameter and a gas lens 
were used for the uniform and non-turbulent gas flow 
to the weld pool. The argon gas with a purity of 99.995 
% was used for primary and secondary back shielding 
was also applied to prevent excessive oxidation during 
the welding process. A trailing shielding (secondary 
shielding) was attached to a gas nozzle with shielding 
face dimensions 70 mm  35 mm. Before welding, the 
sheet surface was cleaned by acetone and then pickled 
with a solution of 4 % hydrofluoric acid (concentration: 
52 %) and 35 % nitric acids (concentration: 70 %) in 
distilled water. A thickness gauge was used to measure 
the arc length, and an arc welding wave analyzer meas-
ured the voltage. The average voltage corresponding to 
0.5 mm, 1.0 mm, and 1.5 mm arc length was measured 
as 8.83 V, 9.20 V, and 9.5 V, respectively. The bead 
width measurement was done in a stereomicroscope 
and microstructure observed in Olympus BX 51M. The 
microstructure was revealed by chemical etching with a 
solution of 10 mL HF, and 25 mL HNO3 in 100 mL of 
distilled water for 30 s.

Symbol Welding parameter Leve1 Leve2 Leve3

A Arc length, mm 0.5 1.0 1.5

B Welding current, A 60 70 80

C Welding speed, mm/min 225 300 375

Table 1 Arc length, welding current, and welding speed 
limiting range for experiments

Back bead width Bead conditions

1 mm < B Intensive bead

1 mm < B < 3 mm Proper bead

B >3 mm Extensive bead

Fixture
Arc

Titanium plate

Welding
direction

Fig. 1 GTA welding set up with trailing and back shield-
ing for titanium alloys

Table 2 Bead acceptance criteria for a particular combi-
nation of experimenta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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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and discussion

4.1 Optimal Parameters Determination

  In this study, an L9 orthogonal array is chosen to find 
the effect of each parameter level with quality charac-
teristics chosen by Taguchi nominal is the best signal to 
noise ratio [10 log(Ybar

2/s2)].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welding parameters is not taken into ac-
count in the present study. The experiment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orthogonal array. The weld surface 
bead width and back bead width for Ti-6Al-4V and 
Ti-3Al-2.5V sheets with the signal to noise (S/N) ratio 
from Taguchi analysis are shown in Table 3. In experi-
ment number 5, there is no back bead observed in 
Ti-3Al-2.5V, but proper back bead width (1 mm < B < 
3 mm) is obtained in Ti-6Al-4V. For experiment num-
ber 9, the back bead width for Ti-6Al-4V is extensive, 
while it is the proper bead for Ti-3Al-2.5V. In the case 
of the experiment with high heat input like experiment 
number 6, this difference in back bead width between 
the alloys become more prominent. The back bead 
width obtained for Ti-6Al-4V is wider than that of the 
Ti-3Al-2.5V for most of the experiment, which is 
shown in Fig. 2.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i- 
6Al-4V has a wider back bead width compared to Ti- 
3Al-2.5V for the same welding conditions. The reason 
for this behavior can be explained by the thermal prop-
erties of the two alloys. The thermal properties are 
summarized in Table 4. Ti-3Al-2.5V possesses higher 
thermal conductivity and low heat capacity than the 
counterpart7). Higher thermal conductivity enhances the 
heat dissipation in Ti-3Al-2.5V and thereby less heat 
concentration compared to Ti-6Al-4V during welding. 
These results in the formation of low back bead width 
in Ti-3Al-2.5V compared to Ti-6Al-4V.

  Since the experimental design is orthogonal, the effect 
of each welding parameter at different levels by the 
Taguchi method can separate output results. For exam-
ple, the mean of S/N ratio of the arc gap levels 1, 2, and 
3 can be calculated by averaging the signal to noise ra-
tio of experiments 1 to 9. The mean S/N ratio of each 
level of the welding process parameters is called multi 
repose signal to noise ratio8)

, which is shown in Table 5. 
With a more significant difference (∆) between the 
maximum S/N and the minimum S/N ratio, the effect of 
the parameter on the process will be larger. From Table 

Experiment 
no

Arc 
length

(A)

Welding 
current

(B)

Welding 
speed
(C)

Heat input
(J /mm)

Ti-6Al-4V Ti-3Al-2.5V

Surface 
bead width

(mm)

Back bead 
width
(mm)

S/N ratio
(db)

Surface 
bead width

(mm)

Back bead 
width
(mm)

S/N ratio
(db)

1 1 1 1 141 4.21 2.46 8.61 3.62 1.87 6.92

2 1 2 2 123 4.13 2.25 7.60 4.32 2.78 10.26

3 1 3 3 113 4.38 2.65 9.17 4.05 2.00 6.38

4 2 1 2 110 2.91 0.00 -3.01 3.03 0.00 -3.01

5 2 2 3 103 3.51 1.11 2.68 3.15 0.00 -3.01

6 2 3 1 196 6.89 6.46 26.83 6.42 4.69 13.14

7 3 1 3 91 1.74 0.00 -3.01 2.80 0.00 -3.01

8 3 2 1 177 5.09 3.70 13.00 4.97 3.48 12.06

9 3 3 2 152 4.33 3.36 14.97 4.33 2.44 8.07

Table 3 Surface and back bead width of Ti-6Al-4V and Ti-3Al-2.5V and S/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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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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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

k 
be

ad
 w

id
th

 (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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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6Al-4V

Ti-3Al-2.5V

Fig. 2 Back bead width comparison between two alloys 
at different heat input (solid line for Ti-6Al-4V 
and dot line for Ti-3Al-2.5V)

Materials
Thermal 

conductivity
(W/mㆍK)

Specific heat 
capacity
(J/gㆍC)

Ti-6Al-4V 6.7 0.5263

Ti-3Al-2.5V 8.3 0.5250

Table 4 Thermal properties of titanium alloy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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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t is confirmed that the most influencing parameter 
for the welding of Ti-6Al-4V is welding current (Rank 
1) whereas, for Ti-3Al-2.5V, it is welding speed (Rank 
1). This could be another reason for the wider back 
bead width of Ti-6Al-4V as the bead width increases 
with weld current and decreases with welding speed. 
Though the weld current and welding speed are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ead geometry of these tita-
nium alloys, arc length shows trivial impact as sug-
gested by the maximum and minimum S/N ratio differ-
ence (∆).
  Generally, parameter combination with a larger S/N 
ratio is consistent with better quality characteristics. 
However,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e welding 
process parameters combination must still be known so 
that the optimal combinations of welding process pa-
rameters level can be determined more accurately8). 
Taking a higher S/N ratio into considerations, from 
Table 5 the optimal parameter comes A2B3C1 (1.0 mm 
arc length, weld current 80 A, welding speed 225 
mm/min) for Ti-6Al-4V alloy. However, from Table 3, 
it can be seen that for Ti-6Al-4V alloy at experiment    
6 with A2B3C1 parameters combination (arc length 1.0 mm, 
weld current 80 A and welding speed 225 mm/min) the 
back bead width exceed way above 3 mm range. Taking 
a higher S/N ratio into considerations; for Ti-3Al-2.5V, 
the optimum parameter is A1B3C1 (Table 5). Nevertheless, 
Table 3 suggests, at A2B3C1 (experiment 6) parameter 
combination, the back bead width is above 3 mm. 
Choosing A1B3C1 (only change in arc length, which 
has little effect compared to A2B3C1) might not make 
the back bead below 3mm for Ti-3AL-2.5V. So, neither 
of the alloys could have a proper back bead choosing 
the larger S/N ratio characteristics. So, it is chosen to 
use the parameters which have a medium value of S/N 
ratio. So, from Table 5, the optimal parameters are chos-
en as A3B2C2 (arc length 1.5 mm, weld current 70 A and 
welding speed 300 mm/min) for both alloys. 

4.2 Verification by Experiments

  Proper bead geometry is characterized by intermediate 
back bead width with full penetration. Neither too large 

nor too low bead width is expected as it could affect the 
weld strength. The experiment is carried out for both ti-
tanium alloys at optimum conditions A3B2C2 (arc 
length 1.5mm, weld current 70 A and welding speed 
300 mm/min),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Table 6. The 
back bead width of the alloys obtained is reasonable 
(within 1 mm < B < 3 mm) for both alloys. Therefore, 
the Taguchi method can properly optimize bead geometry. 
Also, it is worthwhile to notice that Ti-6Al-4V shows a 
wider back bead width than Ti-3Al-2.5V at optimum 
welding conditions. 

4.3 Comparison of surface bead width and back 
bead width at a different heat input

  All the possible 27 combinations of parameters is us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surface and back bead 
width between these two alloys. The measurement re-
sults of bead width fo produced BOP on two titanium 
alloys are shown in Fig. 3. In most of the heat input 
(Heat input, Q =A․V․60/S; where A = weld current, V = 
voltage, S = welding speed) Ti-6Al-4V possesses a 
wider surface and back bead width than the Ti-3Al- 
2.5V. It can also be seen that at 0.5 mm arc length, weld 
current of 60 A with different speed (low heat input), 
the difference in surface and back bead width between 
the two alloys is not significant. At 1.0 mm arc length, 
weld current 70 A with different speed (medium heat 
input), the bead width difference is prominent. At high-
er heat input (1.5 mm arc length, weld current 80 A) 
and different speeds, the bead width difference be-
comes wider. Therefore, the Ti-6Al-4V welds have a 
wider surface bead width and back bead width than 
Ti-3Al-2.5V welds in the same welding conditions in 

Materials
Bead width, mm

Surface Back

Ti-6Al-4V 3.87 1.72

Ti-3Al-2.5V 3.79 1.66

Table 6 Bead width of surface and backside with optimal 
welding conditions

Welding parameters Mean multi repose ratio (db)

Ti-6Al-4V Ti-3Al-2.5V

Level 1 Level 2 Level 3 ∆ Rank Level 1 Level 2 Level 3 ∆ Rank

Arc length
(mm) , A 8.46 8.83 8.32 0.51 3 7.86 2.37 5.71 5.48 3

Welding current (A), B 0.86 7.76 16.99 16.12 1 0.29 6.44 9.20 8.90 2

Welding speed (m/s), C 16.15 6.52 2.95 13.20 2 10.71 5.11 0.12 10.59 1

Table 5 Mean multi-response ratio for welding performance of Ti-6Al-4V and Ti-3Al-2.5V



Determination of Optimal Weld Parameter for Joining Titanium Alloys by Gas Tungsten Arc Welding using Taguchi Method  

한용 ․ 합학회지 제39권 제1호, 2021년 2월  85

most of the heat input. When the heat input increases, 
the difference in bead width becomes significant. 

4.4 Microstructure of Titanium Alloys at optimum 
conditions

  The microstructure of base metal microstructure and 
weld zone of two alloys are shown in Fig. 4(a) and 
4(b). Ti-6Al-4V base metal shows alpha (white) grain 
with areas of beta (black) phase at grain boundaries. 
Ti-3Al-2.5V base metal consists of a fine equiaxed al-
pha phase mixed with a transformed beta phase. During 
the welding process, the base metal is subjected to rap-
id heating and transforms into a liquid. On the reverse, 
during solidification, β grain growth takes place. This β 
is decomposed in the solid-state on further cooling. The 
decomposition can take place either diffusion aided 
transformation to α-phase or diffusionless transformation 
to a martensite phase or mixture of both. A mixture of α- 
martensite, and retained β phase may also be observed. 
  In optimal welding conditions (arc length 1.5 mm, 

weld current 70 A and welding speed 300 mm/min), the 
microstructure of WZ (weld zone) of both alloys con-
sists of α΄-martensite (Fig. 4(c), (d)) and α″-martensite 
(Fig. (e) and (f)). The welded zone of Ti-6Al-4V may 
entirely experience diffusionless transformation and 
thereby consisted of a full martensite structure. This 
microstructure occurred when untransformed β sub-
jected to a temperature below the martensite start tem-
perature during cooling9). There could be a presence of 
some alpha, but it is often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a 
microscopic view. The dark point in the fusion zone of 
Ti-3Al-2.5V (Fig. 5), which is presumably retained β, 
is absent in the Ti-6Al-4V weld zone. This might in-
dicate the transformation of Ti-3Al-2.5V weld zone 
start at a temperature above the martensite temperature 
and arrest some beta fraction in the welded zone during 
cooling9).
  The dissimilar welding (Fig. 6.(a)) of these two alloys 
shows that Ti-3Al-2.5V side contains white areas in the 
weld zone and HAZ compared to Ti-6Al-4V. A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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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on of the weld zone confirms that the marten-
site structure is more intense in the Ti-6Al-4V side 
compared to Ti-3Al-2.5V. Needle density in the weld 
zone microstructure of these two alloys indicates the 
occurrence of such phenomena (Fig. 6(b) and 6(c)). 
This reveals that the martensite percentage is higher in 
Ti-6Al-4V weld zone and HAZ but low content of al-
pha compared to Ti-3Al-2.5V. It is reported that there 
could be an increase in martensite due to an increase in 

heat input for titanium alloys10). The high heat capacity 
of Ti-6Al-4V, which causes a high bead width for 
Ti-6Al-4V, could play a role in increasing the marten-
site percentage in the Ti-6Al-4V weld zone compared 
to the Ti-3Al-2.5V.

4.5 Hardness

  Fig. 7 illustrates the microhardness distribution in base 
metal, HAZ, and weld zone for the Ti-6Al-4V and Ti- 
3Al-2.5V in optimal welding conditions. Vickers mi-
crohardness measurement shows a variation in value 
across the section which is measured at a pitch distance 
of 0.5 mm with a load of 500 g. For base metal, HAZ, 
and weld metal, Ti-6Al-4V shows higher hardness than 
Ti-3Al-2.5V. It is reported that the presence of stabilized 
beta decreases the hardness of martensite11). Vanadium 
is considered as a beta stabilizing element. The weight 
percentage of vanadium in Ti-6Al-4V is higher than the 
Ti-3Al-2.5V, which might increase the hardness in all 
zones of Ti-6Al-4V. 
  It is reported that the martensite percentage in the weld 
zone could also increase the hardness in GTA welding 
of titanium alloys10). The high percentage of martensite 
in the weld zone of Ti-6Al-4V could also have an im-
pact on high hardness compared to Ti-3Al-2.5V. The 
crystal structure of α΄- martensite and α″- martensite in 
the welded zone of these two titanium alloys is hex-
agonal and orthorhombic structure. The XRD analysis 
of the welded zone structure showed the Ti-6Al-4V 
contains more hexagonal structure (α΄- martensite) and 
intensity is high compared to Ti-3Al-2.5V (Fig. 8). This 
might suggest Ti-6Al-4V weld zone contains more mar-
tensite than the Ti-3Al-2.5V, which causes the high 
hardness in the welded zone of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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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crostructure of (a) base metal, (c) α′-martensite 
in a welded, (e) α″-martensite in a welded zone 
for Ti-6Al-4V, (b) base metal, (d) α′-martensit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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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l-2.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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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tained β as a mixture of α-martensite in Ti- 
3Al-2.5V weld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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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Macrostructure of dissimilar welding of Ti-6Al-
4V and Ti-3Al-2.5V, (b) Martensite in weld zone 
of Ti-6Al-4V side, and (c) Martensite structure in 
weld zone of Ti-3Al-2.5V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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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Tensile test

  The tensile tests were carried out for the two base 
metals and welded samples (optimal condition) to find 
out the strength and fracture location based on ASTM 
E-8. The fractured specimens are shown in Fig. 9. Ti- 
6Al-4V possesses higher tensile strength and lower 
elongation (Fig. 10(a) and (b)) compared to that of 

Ti-3Al-2.5V. The higher amount of beta phase (base 
metal beta) is responsible for the higher tensile strength 
of Ti-6Al-4V12,13). However, Ti-6Al-4V exhibits low 
elongation compared to Ti-3Al-2.5V (Fig. 10(b)) due to 
the coarser beta phase. Both the welded Ti-6Al-4V and 
Ti-3Al-2.5V samples show lower elongation than base 
metal samples with the same base metal failure. It can 
be understood with the effects of microstructural changes 
in the heat-affected zone during the welds.

5. Conclusions

  1) The bead geometry of titanium alloys is optimized 
by the Taguchi method. At optimal welding conditions, 
the bead width of Ti-6Al-4V is wider than the Ti-3Al- 
2.5V due to the lower thermal conductivity and higher 
heat capacity of Ti-6Al-4V.
  2) Welding current is the most influencing factor for 
Ti-6Al-4V, whereas welding speed is the most influenc-
ing factor for Ti-3Al-2.5V. This is confirmed as another 
reason for the wider bead width in Ti-6Al-4V. With in-
creasing heat input, the difference in bead width be-
tween the two alloys becomes more prominent.
  3) At optimal parameters, the weld zone of both Ti-6Al- 
4V and Ti-3Al-2.5V consisted mainly of martensite 
structure. However, Ti-3Al-2.5V contains a small amount 
of retained β in the weld zone, which is not observed in 
Ti-6Al-4V weld metal.
  4) During the tensile test of the welds, a fracture oc-
curred in the base metal portion. Ti-6Al-4V shows 
higher tensile strength than Ti-3Al-2.5V as the bas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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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of Ti-6Al-4V contains a high amount of beta phase 
compared to Ti-3Al-2.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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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miniaturization and 
high performance of major products such as smart 
phones, 3D TVs and computers recently in the electronics 
industry, and technology for implementing a fine pitch 
for mounting many devices and terminals in a printed 
circuit board (PCB) substrate that connects a chip and a 
main board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in order 
to satisfy this demand1,2).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current density applied to solder bump increased rapidly 
as the solder bump that connects the chip and the 
substrate became finer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fine pitch technology. The formation and growth of 
secondary phases induced by electromigration (EM) 
and thermo-migration (TM) are observed in the solder 
bump due to the increase in current density and temperature 
induced by joule heating, and this phenomenon leads to 
serious problems such as open-circuit failure due to 

rapid increase in electrical short and electrical resistance 
in the package3).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formation 
and growth of Kirkendall voids and intermetallic 
compounds (IMC) formed between the solder and the 
substrate, which are the main causes of the problem, is 
accelerated due to electromigration (EM)4,5). Pb-Sn- 
based alloys are the alloys that were mainly applied to 
solder bumps in electronic devices, which have been 
actively used until 2006. However, studies on Pb-free 
solders were continuously conducted and solders of 
various alloys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emergence 
of lead poisoning problems6-8). Although studies have 
been mainly conducted on intermetallic compounds and 
Kirkendall void growth behavior in Sn-Ag alloy solder 
bumpers9,10), studies on the EM effect in solder bump 
joints of Sn-Cu-based alloys have also been conducted 
recently11,12). 
  There is a trend of increasing and miniaturization of 
components mounted in a package due to microminiature 
fine-pitch technology with the application of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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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Package (PoP) and 3D System in Package (SiP) 
technologies as shown in Fig. 113-15). It is determined 
that the structure of the package needs to be changed 
and the solder bump material needs to be changed for 
an efficient method to inhibit the formation of defects 
since the current density applied to the solder bumps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miniaturization. Therefore, 
the changes of voids and IMC in the joints according to 
EM effect in solder bump joints of various materials are 
summarized, and a study that predicts the change in 
IMC according to EM is introduced in this paper.

2. Experimental and Modeling of Electromigration

  The growth of IMC due to EM is observed when a 
metal atom moves in the movement direction of electron 
due to an exchange of momentum when a moving 
electron collides with a metal atom when a current is 
stressed on the metal interconnect. The driving force of 
the movement of metal atoms due to EM includes an 
electron wind force and an electrostatic force. Electron 
wind force refers to the force that causes electrons that 
are accelerated by an electric field to collide with a 
metal atom and transfer momentum to the metal atom 
to move, and electrostatic force refers to the force that 
acts on an atom that has lost its valence electron and 
remains as an ion. Therefore, the effective driving force 
in EM is given as16),

  (1)

where J is the EM flux, C is the concentration, D is the 
diffusivity, Z* is the effective charge number, k is the 
Boltzmann constant, T is the absolute temperature, e is 
the quantity of electric charge, ρ is the specific resistance, 
and j is the current density. 
  Moreover, the concentration of metal atoms is actually 
changed according to time. The change in concentration 
over time is represented by Fick's second law16).

  (2)

  The thickness of the growing IMC according to the 
current stressing time by calculating the EM flux at the 
formed IMC, the solder, and the metal atom can be 
predicted through Equations (1) and (2). The increase 
in electrical resistance and electrical short due to voids 
are indirectly predicted through the growth prediction 
modeling of IMC since the growth of IMC is related to 
the formation and growth of Kirkendall voids.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is essential in order to verify 
that the predicted IMC thickness shows the same result 
when the current is actually stressed. A schematic 
diagram of current stressing for EM experiments is as 
shown in Fig. 2a and a schematic diagram of applying a 
temperature gradient for TM experiments is as shown 
in Fig. 2b. Sn-0.7Cu is the solder alloy that is used in 
Fig. 2, and DC source meter (IT6153) of ITECH was 
used as a power supply. The IMC is grown by stressing 
a curren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rough a power 
supply after constructing the EM experiment set as 
shown in Fig. 2a. Subsequently, an experimentally verified 
modeling result was produced by comparing the actual 
measured thickness of the IMC with the thickness of 
the IMC that is calculated through modeling.

3. Results & Discussion

3.1 Selection of Pb-free solder alloy

  It is required to apply an eco-friendly Pb-free s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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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with a melting point similar to that of Sn-Pb-based 
solder (~183 ℃) and good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s a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a Pb-free 
solder alloy. Currently, a variety of Sn-based solders 
that can replace Sn-Pb based solders are on the market, 
and Sn-Ag-Cu, Sn-Ag, Sn-Cu, Sn-Zn, and Sn-Bi-based 
solders are the most common Pb-free solders18). Most 
Pb-free solder alloys consist of Sn as the main com- 
ponent and trace amounts of Ag, Cu, Zn, In, and Bi 
components19). 
  The eutectic point of the Sn-Zn-based eutectic com- 
position solder is 199 ℃, which has the advantage that 
the conventional processor can be applied as it is since 
the melting point is similar to that of the conventional 
Sn-Pb solder, and it has high strength, and good creep 
characteristics and thermal fatigue resistance. However, 
the commercialization is limited since it has fast reactivity 
with oxygen and the wettability with the substrate is 
poor20).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oxidation resistance 
can be improved by adding a trace amount of Ag and 
Cu since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the oxidation is 
accelerated although the wettability can be improved 
when a small amount of Bi is added to the Sn-Zn eutectic 
alloy 21). 
  The eutectic composition of Sn-Cu-based solder is 
Sn-0.7Cu and the eutectic point is 227℃. The solder is 
deformed due to fatigue properties since Sn-0.7Cu solder 
has lower creep strength than Sn-Ag alloy, and studies 
and use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since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deformation of the solder resulting 
from the warpage defect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between the chip and 
the substrate has excellent crack resistance in electronic 
packages22). 
  The eutectic composition of Sn-Ag-based solder is 
Sn-3.5Ag and the eutectic point is 221℃. The increase 
in the applied temperature of Sn-Ag solder tends to 
decrease the surface tension and contact angle. Since 
the surface tension of Sn-Ag solder is higher than that 
of Sn-Pb and the contact angle is also high23) it has 
been reported that Sn-Ag solder has lower wettability 
than that of Sn-Pb solder24). For compensation, it has 
been reported that adding a trace amount of Cu to Sn- 
Ag can improve the wettability and fatigue properties, 
and adding a trace amount of Bi improves the 
wettability25,26).
  Currently, Sn-Ag-Cu-based solder is mainly applied in 
soldering and it can be defect generation and propagation 
sites since coarse Ag3Sn phase is formed when the 
content of Ag is increased. Therefore, Sn-3.0Ag-0.5Cu 
solder with a melting point of 217 ℃ has been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solder that can replace 
Sn-Pb based solder27).

3.2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EM phenomenon 
in solder joints

  The metal atoms in the solder generally have a strong 
flow along the movement direction of electrons due to 
temperature rise when a current is stressed to a solder 
joint, and the IMC on the anode side grows rapidly as 
this flow of atoms becomes a driving force and movement 
of atoms in the same direction is activated. On the 
contrary, voids are formed by being accumulated on the 
cathode side, which leads to electrical short due to the 
growth of the voids and generation of cracks, since the 
diffusion rate of atoms around the vacancy is relatively 
reduced. This is a problem caused by the EM phenomenon 
and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EM phenomenon is 
as shown in Fig. 328). In addition, the internal temperature 
rises to 100℃ or above due to the joule heating effect 
in the joint and the degradation phenomenon induced by 
EM is accelerated due to the current crowding phenomenon 
which is generated by structural problems of the solder 
join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reliability 
of the solder joint lifespan, and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improve the joint lifespan. The studies 
that covered the effect of EM phenomenon on each solder 
joint are summarized in Table 1. The IMC formation 
behavior of the joints by solder material according to 
EM is described from the next section.

  3.2.1 Characteristics of Sn-Zn solder joints
  The microstructure of the Sn-9Zn alloy is as shown in 
Fig. 4. The as-cast solder of Sn-9wt%Zn eutectic 
composition did not form intermetallic compounds 
(Fig. 4a), and the microstructure of this alloy has a 
structure in which needle-like α-Zn is finely dispersed 
in a matrix of β-Sn phase29,30). Moreover, oxidation 
resistance is significantly reduced when the Zn-rich 
phase is increased in Sn-Zn solder since ZnO is formed 
due to high reactivity with oxygen of the Zn element as 
shown in Fig. 4b19). A method to control the formation 
of ZnO is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the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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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Sn-Zn solder.
  Xue31) observed the growth and component behavior 
of IMC through energy-dispersive spectroscopy (EDS) 
line/spot analysis, and Guo32) analyzed the IMC behavior 
of the solder/Cu substrate interface by adding Ag as a 
method to improve the oxidation resistance of Sn-Zn 
solder. The components of the IMC layer between 
Sn-9Zn solder and Cu substrate (Sn-9Zn/Cu), and the 
growth behavior of IMC with increasing Ag content 
and aging time, respectively, are as shown in Figs. 5a 
and 5b. The IMC layer between Sn-9Zn solder and Cu 
substrate is mainly composed of CuZn5and Cu5Zn8 
(Fig. 5a), and the possibility of lowering the reliability 

of the solder joint is increased as the Sn component is 
decreased and the Zn component i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IMC layer through the EDS line 
analysis31). Therefore, the formation of ZnO was 
suppressed by adding Ag which has good reactivity 
with Zn in order to improve the oxidation resistance of 
Sn-9Zn. The IMC layer that is formed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Sn-8.5Zn solder and the Cu substrate is 
composed of AgZn3 and Cu5Zn8 due to the addition of 
Ag as shown in Fig. 5b, and the IMC layer of Cu5Zn8 

tends to be decreased as the addition amount of Ag is 
increased, while the IMC layer tends to be increased as 
the aging time is increased32).
  Zhang33) observed changes in the thickness of the 
anode and cathode sides of the IMC over time (0, 36, 
72 and 166 h) with a current density of 3.87 × 103 A/ cm2 

at 150 ℃, and the results are as shown in Fig. 6. The 
IMC layer tended to be decreased at 166 h of current 
stressing although the IMC layer thickness of Cu5Zn8 

was increased at the anode side until after 72 h of 
current stressing depending on the aging time. The 
tendency to decrease after 166 h shows the opposite 

Solder Surface-finished IMC EM properies

Sn-9Zn Cu OSP Cu5Zn8/Cu6Sn5
Anode : IMC decreased, Cathode : IMC increased (Reverse 
polarity)33,36,37)

Sn-0.7 Cu Cu OSP Cu3Sn/Cu6Sn5 Anode : IMC increased, Cathode : IMC decreased (polarity)17)

Sn-0.7 Cu Cu OSP/ENIG
Cu3Sn/Cu6Sn5

/(Ni,Cu)6Sn5
Anode : IMC increased, Cathode : IMC decreased (polarity)42)

Sn-3.5Ag Cu OSP Cu3Sn/Cu6Sn5
Anode : IMC increased, Cathode : IMC decreased (polarity)47)

Cathode : voids and cracks increased 

Sn-3.0Ag-0.5Cu Cu OSP/ENIG
Cu3Sn/Cu6Sn5

/(Ni,Cu)6Sn5

Anode : IMC increased, Cathode : IMC decreased (polarity)47)

Cu OSP : thick IMC formed, ENIG : thin IMC formed

Table 1 Previous studies on EM for various solder joints

Fig. 4 Microstructure of Sn-9Zn alloy20): (a) the shape 
of each phase, (b) the formation of ZnO

(a) (b) 

Fig. 5  Growth and component behavior of IMC in the interface between Sn-Zn solder and Cu substrate: (a) component 
behavior31), (b) effects of Ag content and aging temperatur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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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from the general thermal effect although the 
increase in the thickness of the IMC layer is induced 
with the aging time. Moreover, the thickness of the 
IMC layer was increased until after 72 h of current 
stressing on the cathode side similar to the anode and 
the IMC thickness was increased sharply to about 5.4 
㎛ after 166 h (Fig. 6h). The thickness of the IMC layer 
on the anode side was reduced to about 3.2 ㎛ (Fig. 
6g). The formation of the thicker IMC layer on the 
cathode side is generally the opposite of the “polarity 
effect”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such a case of 
reverse polarity is often observed34,35). Zn affects IMC 
formation in Sn-Zn system. Sn atoms move to the 
anode due to electron wind force when current is 
stressed. On the contrary, it is determined that reverse 
polarity is observed since the back stress acts and the 
Zn atoms move toward the cathode.
  Fig. 6 SEM images of IMCs at the anode (left 
column) and the cathode (right column) for a current 
density of 3.87 × 103 A/cm2 and 150 ℃: (a,b) 0 h, (c,d) 
36 h, (e,f) 72 h, and (g,h) 166 h33).

  Huang36) observed the change in the thickness of the 
IMC layer due to liquid-solid electromigration (L-S 
EM) according to the current stressing time at 250 ℃ 
with a current density of 1.2 × 104 A/ cm2 through in- 
situ images and the results are as shown in Fig. 7. First, 
air bubbles were slightly formed at the solder interface 
and the solder began to melt before the current is 
stressed (0 min) (Fig. 7a), and continuous IMC layers 
were formed at each interface of anode and cathode 
after 5 min of L-S EM (Fig. 7b). After 8 min, the IMC 
layer of the anode marked with a white dotted line was 
dissolved or Cu was consumed although IMC was 
grown at the cathode-side interface that is marked with 
a yellow circle. In addition, the IMC layer that is 
formed at the anode side interface was extremely thin 
although the IMC layer that is formed on the cathode 
side grew thicker up to the Sn-9Zn solder as the L-S 
EM time increased. These results show that the 
dissolution of Cu on the anode side is accelerated 
although the growth of the IMC layer is induced due to 
the limited consumption of Cu on the cathode side.
  Kuo37) observed the IMC behavior that is form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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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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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SEM images of IMCs at the anode (left column) and the cathode (right column) for a current density of 3.87 × 103

A/cm2 and 150 ℃: (a,b) 0 h, (c,d) 36 h, (e,f) 72 h, and (g,h) 166 h33)

Fig. 7 In situ observation of L-S EM of the Cu/Sn-9Zn/Cu interconnect under a current density of 1.2 × 104A/cm2 at 250 ℃
for (a) 0 min, (b) 5 min, (c) 8 min, (d) 9 min, (e) 10 min, (f) 12 min, (g) 13 min, (h) 15 min, and (i) 20 min, re-
spectively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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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n-9Zn solder and Cu interface on the anode side 
through the TEM image of the specimen that is 
prepared with focused ion beam (FIB) after 100 and 
185 h of stressing current at 130 ℃ with a current 
density of 1.0 × 103 A/cm2 as shown in Fig. 8. Huang36) 
mechanically explained the accelerated dissolution and 
consumption of Cu on the anode side as shown in Fig. 
8. The behavior and mechanism of IMC formation at 
the solder/Cu interface on the anode side with 100 h of 
current stressing are as shown in Figs 8a and 8b. A 
layered Cu5Zn8 IMC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was 
formed at the solder/Cu interface on the anode side and 
the IMC of Cu6Zn5 was observed at the Cu5Zn8 IMC/Cu 
interface (Fig. 8a). The Sn atoms move rapidly through 
the γ- Cu5Zn8 crystal grain boundary due to EM since the 
grain boundary of γ- Cu5Zn8 phase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is almost parallel to the movement direction 
of the electrons when a current is stressed. Therefore, 
IMC of Cu6Sn5 is form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Sn and the interaction of Cu at the Cu5Zn8 IMC/Cu 
interface on the anode side (Fig. 8b). The consumption 
of Cu on the anode side is relatively severe due to the 
growth of the Cu6Sn5 IMC layer after 185 h of current 
stressing (Fig. 8c). Since the diffusion of Cu in Sn is 
more dominant than the diffusion of Sn in Cu, it is 
formed in the Cu layer on the anode side after forming 
Cu6Sn5 IMC at the Cu5Zn8 IMC/Cu interface as Sn 
moves to the Cu layer on the anode side through EM, 
thereby explaining the consumption of Cu (Fig. 8d).

  3.2.2 Characteristics of Sn-Cu solder joints
  The microstructure of Sn-0.7Cu alloy is composed of 
β-Sn and Cu6Sn5/β-Sn eutectic composition, and the 
microstructure of this alloy is as shown in Fig. 938). 
Hung39) observed the microstructure change in Sn-xCu 
according to the Cu content, and the β-Sn phase tended 
to become finer although the IMC of Cu6Sn5 was 
increased as the Cu content was increased. An 
appropriate addition is required since the melting point 
of the solder i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Cu content although a large amount of IMC that 

is evenly dispersed in the matrix serves as a strengthening 
mechanism. In addition, Yang40) and El-Daly41) conducted 
studies to improve the electrical/thermal conductivity 
and solder joint properties of the solder joint by adding 
Al and Ag components to the Sn-0.7Cu alloy, and 
observed that the fraction of various IMCs increased 
and the β-Sn phase became finer.
  Baek17) observed the effects of EM and TM that are 
related to the formation and growth of IMC in the 
solder joint of Sn-0.7Cu. The specimens were prepared 
for accurate implementation of current straightness and 
temperature gradient, and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IMC growth modeling. The change in IMC 
thickness due to EM after 0-300 h of current stressing 
with a constant current of 6 A and a current density of 
10 kA/ cm2 at 120 ℃ is as shown in Fig. 10a. The IMC 
layer that is formed at the Sn-0.7Cu/Cu interface is 
mainly composed of Cu6Sn5 and Cu3Sn, and the IMC 
layer became thicker as the current stressing time is 
increased. In particular, the growth of IMC and void 
showed a close correlation with the electrical short 
since the void fraction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IMC 
layer of Cu6Sn5 and the Sn-0.7Cu solder was increased 
simultaneously after 200 h of current stressing. The 
change in the thickness of the IMC layer due to TM 
after maintaining the temperature for 0-300 h under 
heating and cooling conditions of 55/150 ℃ is as 
shown in Fig. 10b. The IMC formed at the solder/Cu 
interface due to TM is composed of Cu6Sn5 and Cu3Sn 
as shown in Fig. 10a, and the IMC layer tends to be 
slightly increased as the temperature holding time is 

(b) (c) (d) Cu5Zn8 

Cu6Sn5 

Solder  

Sn-Zn  
Cu6Sn5 

Cu5Zn8 

Cu6Sn5 

Cu6Sn5 

Cu5Zn8 

Cu6Sn5 

Cu5Zn8    

Cu6Sn5 

Sn-Zn  
(a) Cu6Sn5 

Fig. 8 TEM images for anode area of Sn-Zn solder/Cu interface after current stressing at 1.0 × 103 A/cm2: (a) 100 h, (b) 
mechanism at 100 h, (c) 185 h, and (d) mechanism at 185 h37)

(a) (b) 

Fig. 9 Microstructure of Sn-0.7Cu alloy38): (a) the shape 
of each phase, (b) magnified image of the inter-
face between β-Sn and eutectic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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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However, it was observed that EM has a 
greater influence than TM on the thickness change in 
the IMC layer that is formed at the solder/Cu interface.
Heo42) observed the IMC growth behavior according to 
the current density and stressing time at the solder joint 
that connects the Cu land of the Si wafer and the 
electroless nickel-immersion gold (ENIG) of the substrate, 
and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solder joint and the 
method of measuring the IMC thickness are as shown 
in Figs 11a and 11b, respectively. The change in IMC 
thickness growing at the interface of the solder joint 
after 0-300 h of current stressing at 150 ℃ with current 
densities of 1.3 × 104 A/cm2 and 1.9 × 104 A/cm2 are as 
shown in Figs. 12a and 12b,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on the change in the thickness of IMC 
according to the current density and stressing time, 
Cu3Sn and Cu6Sn5 IMC were grown as the current 
stressing time was increased and the growth rate of 
Cu6Sn5 IMC was faster than that of Cu3Sn. In addition, 
the growth rate of IMC was observed to be about 2-3 
times, which is higher than the current density increase 
rate of 1.5 times, as the current density was increased 
from 1.3 × 104 A/cm2 to 1.9 × 104 A/cm2.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aging and TM effects due to Joule 
heating effect need to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EM 
in the phenomena related to the growth of IMC when 
the current density is increased42).   

  3.2.3 Characteristics of Sn-Ag solder joints
  Sn-3.5wt%Ag eutectic alloy is composed of almost 
pure β-Sn and ε-Ag3Sn phase microstructure. The needle- 

like Ag3Sn grows along the solidification direction in 
Sn-matrix according to the two-stage (CR1-CR2) cooling, 
and nucleation is promoted if the cooling rate is 
increased during soldering (P1), which hinders the 
growth of Ag3Sn and shows a finely dispersed structure 
as shown in Fig. 1343). It has the greatest mechanical 
strength in the eutectic composition of 3.5wt%Ag with 
the dispersion strengthening effec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ely dispersed ε-Ag3Sn phase25). The IMC layer 
between the Sn-3.5Ag solder and the Cu substrate 
(Sn-3.5Ag/Cu) is mainly composed of Cu3Sn and 
Cu6Sn5, and there is an Ag3Sn phase dispersed in a 
fibrous form. The study results that are related to the 
effect of the Ag content and reflow temperature in the 
solder on the IMC behavior in Sn-Ag solder joints are 
as shown in Fig. 14.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average number of grains of Cu6Sn5 is in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Ag is increased and the grain width is 
decreased as the reflow temperature is decreased44).
  Jung45) investigated the growth behavior of IMC and 
Kirkendall voids on the anode and cathode sides according 
to the current stressing time of the Cu/Sn-3.5Ag/Cu 
junction. The IMC growth behavior of the Sn-3.5Ag/ 
Cu solder interface with time variation of 0-200 h 

(a) (b) 

Fig. 10 SEM image of an IMC grown by (a) EM and (B) TM17)

(a) (b) 

Fig. 11 Schematic diagram of (a) solder joint and (b) IMC
area measurement to calculate IMC thicknes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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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MC thickness for applying the various current 
densities42): (a) 1.3 × 104 A/cm2, (b) 1.9 × 104 A/cm2

Position P1 P2 P3 P4

CR1 (℃/s) 263.6 116 43.9 27.1

CR2 (℃/s) 113.6 42.1 30.8 21.6

Table 2 Primary and secondary cooling rates at meas-
urement position P1-P4 in continuous cooling 
experiment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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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current stressing at 150 ℃ is as shown in Fig. 
15. The main IMCs, Cu3Sn and Cu6Sn5 layers, were 
grown as the aging time was increased, and most of the 
Kirkendall voids were formed at the Cu3Sn/Cu interface 
after 100 h of aging. The increase in aging time causes 
continuous nucleation and growth of voids, and voids 
completely cover the Cu3Sn /Cu interface after 200 h. 
The position of the void formed at the Cu3Sn /Cu 
interface is moved to the Cu3Sn/Cu6Sn5 interface after 
400 h. The reason is that Cu3Sn is converted to Cu6Sn5 
and new Cu3Sn is formed at the Cu6Sn5/Cu interface.
  The IMC growth behavior and Kirkendall void fraction 
of anode/cathode after 40-150 h of current stressing at 

150 ℃ with a current density of 1 × 104 A/cm2 are as 
shown in Fig. 16. It was found that EM had a polarity 
effect not only on the thickness of the IMC but also on 
the fraction of Kirkendall voids. The polarity effect of 
the IMC thickness is mainly caused by Cu6Sn5 sinc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ickness of Cu3Sn 
depending on the current stressing time, and the growth 
rate on the cathode side is reduced although the growth 
of IMC and void is accelerated on the anode side. The 
formation and growth behavior of Kirkendall voids 
according to the current stressing time on the anode 
side were almost similar to the case where there was no 
current stressing. However, the voids were form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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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3D SEM morphologies of Ag3Sn compounds at measurement positions P1-P4 in continuous cooling experiment43): 
(a) P1, (b) P2, (c) P3, and (d) P4 

Fig. 14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air-cooled solder alloys to indicate Cu6Sn5 grains for various magnitudes of 
pre-cooled isothermal reflow temperature and Ag concentration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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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n-3.5Ag/Cu solder joint aged at 150 ℃ without electricity flow for 0-400 h: (a) Cross-sectional SEM images, (b) 
thickening of IMC at the solder joint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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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3Sn /Cu interface on the cathode side, while 
Kirkendall voids accounted for most of the Cu6Sn5/Sn 
interface after 100 h, and the micro cracks were formed 
at 150 h since the Kirkendall void was saturated at the 
Cu6Sn5/Sn interface.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formation and growth of Kirkendall voids affect the 
lifespan of the solder joints3).

  3.2.4 Sn-Ag-Cu solder joint characteristics
  Sn-3.5wt%Ag-0.7wt%Cu eutectic alloy generally has 
a microstructure similar to that of Sn-3.5Ag alloy. 
There is a crystalline phase of η-Cu6Sn5 in the eutectic 
phase of β-Sn and Sn/Ag3Sn, and in the ε-Ag3Sn phase, 
which are constituent structures, due to the addition of 
a trace amount of Cu as shown in Fig. 1746). Therefore, 
Sn-3.0Ag-0.5Cu alloy has been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alloy in order to prevent the formation of 
coarse Ag3Sn phases in a composition with high Ag 
content.
  The IMC layer between the Sn-3.0Ag-0.5Cu solder 
and the Cu substrate (SAC305/Cu) is mainly configured 
of Cu3Sn and Cu6Sn5, and there is a eutectic phase of 
Sn/Ag3Sn as shown in Fig. 18a47). SEM images and 
schematic diagrams of the microstructure changes at 

the boundary of the IMC layer/matrix according to the 
cooling method (cooling rate) are as shown in Figs. 18b 
and 18c. The size and fraction of Ag3Sn and Cu6Sn5 

intermetallic compounds in the matrix are reduced due 
to the fast cooling rate, and the IMC (Cu6Sn5) layer in the 
SAC305/Cu boundary is also reported to be reduced48).  
  Kim49) investigated the effect of heat treatment 
according to the upper/lower part of the SAC305 solder 
joint and the behavior growth of IMC due to current 
stressing. Immediately after soldering, IMCs of (Cu,Ni)6Sn5, 
and Cu6Sn5/Cu3Sn were formed at the joint interface in 
the ENIG surface finish of the upper joint and in the 
organic solderability preservative (OSP) surface finish 
of the lower joint, respectively (Fig. 19a). The IM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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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Sn-3.5Ag/Cu solder joint aged at 150 ℃ under the electric current density of 1 × 
104 A/cm2: (a) the anode side, (b) the cathode side, (c) fraction of Kirkendall void after 40-150 h45)

(a) (b)

Fig. 17 Microstructure of SAC305 joint: (a) microstructure
at solder matrix, (b) EBSD image with inverse 
pole figure (IP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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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Growth behavior of IMC in the interface between SAC305 solder and Cu substrate: (a) configuration of IMC lay-
er47), (b) formation of microstructure by cooling methods48), and (c) schematic diagram of microstructure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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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6Sn5 and Cu6Sn5 in OSP grew thicker than 
(Cu,Ni)6Sn5 in ENIG under the heat treatment con
dition of 130 ℃ for 184 h, (Fig. 19b) due to rapid 
diffusion of Cu in a high-temperature atmosphere and 
rapid growth of the IMC phase of Cu6Sn5. IMC growth 
behavior according to the electron direction after 184 h 
of current stressing at a current density of 5.0 × 103 
A/cm2 at 130℃ is as shown in Figs. 19c and 19d. The 
thickness of the IMC tended to be increased as the 
current was stressed, and thick Cu6Sn5 was observed in 
OSP although thin (Cu,Ni)6Sn5 IMC layer was formed 
in ENIG regardless of the electron direction. In the case 
of downstream electron, the Cu6Sn5 IMC layer was 
formed thicker by about twice that of the case of 
upstream electrons. This is because IMC is generated 
due to diffusion of solder and Cu, and Cu in the solder 
is accumulated at the interface on the OSP side due to 
the electron direction in the case of downstream 
electrons. This IMC growth behavior is caused by the 
polarity effect due to EM50). It also changes the 
difference in the diffusion degree of the type of surface 
finish. In the case of the ENIG surface finish, the plated 
Ni layer acts as a diffusion barrier layer for Cu to 
suppress the diffusion of Cu. Therefore, IMC grew less 
than that of OSP surface finish in the case of ENIG 
surface finish.
  There is a problem in general that the rapid formation 
of IMCs such as Cu6Sn5 and Cu3Sn due to the rapid 
reactivity with the solder reduces the reliability of the 
junction in the junction between the Cu substrate and 
the SAC30549). Ni plating technology, which acts as a 
diffusion barrier layer, is being applied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and Electroless Nickel Immersion 
Gold (ENIG) and Electroless Nickel Electroless Palladium 
Immersion Gold (ENEPIG) plating layer are mainly 

being used51,52). This surface finish affects the reliability 
of the package, and furthermore, it has a substantial 
correlation with the lifespan of the package. Therefore, 
ENIG and ENEPIG surface finishes are used as UBM 
(under bump metallization) materials in the fine pitch 
flip chip process recently due to their good wettability 
and electroless plating characteristics, and outstanding 
diffusion barrier characteristics.

3.3 Future trend of solder joint technology deve- 
lopment

  Since a bonding process such as soldering is performed 
on the PCB surface finish layer in the electronic 
packaging, the weldability and long-term reliability of 
the package itself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urface finish characteristics. The surface finish method 
of the substrate rather than the type of solder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EM since Sn is the main alloying 
element in various solder alloys. Although the repre- 
sentative surface finish methods include Cu OSP, hot 
air solder leveling (HASL), immersion tin, immersion 
silver, and ENIG and ENEPIG, the ENIG and ENEPIG 
surface finishes which are the electroless plating 
technologies, are mainly used rather than the surface 
finish in which the Cu substrate is directly exposed53,54). 
In particular,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ENEPIG 
surface finish layer is better than ENIG in metallurgical 
and mechanical reliability. The reason is that it 
suppresses the formation of IMC and Kirkendall voids 
of Ni3Sn4 and Ni3P due to the Pd layer between the Au 
and Ni layers of the ENEPIG layer55).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gap between solders is decreased 
and the occurrence of defects due to the increased 
electrical resistance is increased in order to satisfy the 
accelerated fine pitch technology since the conventional 

ENIG

(a) As bonded (b) Annealing (c) e-downstream (d) e-upstream

OSP

ENIG

(a) As bonded (b) Annealing (c) e-downstream (d) e-upstream

OSP

Fig. 19 SEM images of ENIG and OSP interfaces of cross-sectioned SAC305 solder49): (a) as-bonded, (b) annealing after 
184 h at 130 ℃, (c) electron downstream and (d) upstream at 5.0 × 103 A/cm2 for 18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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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PIG surface finish is thick with about 3-7 ㎛-thick 
Ni56). A thin surface finish technology with less than 1 
㎛-thick Ni is being developed (Fig. 20) and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order to solve these 
shortcomings56,57). 
  The thin ENEPIG surface finish has good applicability 
to fine pitch technology and can be applied not only to 
soldering but also to various bonding method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expand the scope of app- 
lication for R&D as it has good thermal resistance and 
plating adhesion, and furthermore, reduces the process 
price58). Many research institutes are currently conducting 
studies on the properties of solder joints with ENEPIG 
surface finish of less than 1㎛ applied, and commer- 
cialization is slow due to problems with reliability and 
lack of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field although 
advanced package manufacturers have entered the test 
stage for mass production applications.
  In addition, the EM phenomenon at the Pb-free solder 
junction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nucleation 
and growth rates of IMC and void. The stress-migration 
induced by TM effect and stress, and the warpage 
phenomenon caused by the stacking of packages in 
addition to the EM phenomenon need to be considered 
since the TM effect of increasing the temperature due to 
Joule heating in the solder joint is increased remarkably 
as the current density is increased. It is determined that 
the reliability for the life of the package can be further 
improved by considering the above.

4. Conclusions

  There are challenges that must be overcome technolo- 
gically with the advent of the next-generation packaging 
era beyond the current packaging technology. Although 
the defects due to EM phenomenon among them, which 
have the greatest effect on solder joints, have been 
reported so far, they are recognized as the most practical 
problems due to changes in requirements resulting from 
miniaturization and high density of packages. In summary, 
the following problems and improvements are presented.
  1) The studies on EM phenomena in various solder 
joints are being conducted as solder became Pb-free. It 

is determined that the application of Pb-free solder has 
stronger resistance to EM phenomenon than Sn-Pb 
solder according to the previously reported research 
data61). It is believed that the problem with the EM 
phenomenon can be solved once additional studies such 
as the nucleation and growth rate of IMC and void due 
to EM phenomenon in various Pb-free solder joints, 
EM rate prediction due to variables such as current 
density and stressing time, and the effect of Sn growth 
direction on EM phenomenon are conducted.
  2) Various study equipment have been used to conduct 
these studies, and analyses that applied the latest 
equipment such as analysis of IMC behavior over time 
through in-situ images and identification of mechanisms 
for IMC behavior through TEM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recently, and these analyses can improve the 
reliability of study results on solder joints.
  3)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various joints so far, and although solder/ENEPIG is 
known to have the best bonding characteristics when 
applying ENEPIG surface treatment substrates, research 
to reduce the Ni layer of ENEPIG to less than 1 ㎛ is 
being conducted to satisfy the accelerated micro-pitch 
technology. However, various research and development 
must be conducted since it is currently in the test phase 
for mass production applic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e development for solder joints will be intensively 
researched through the method of reducing the Ni layer 
of ENEPIG in the future.
  4) In accordance with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odeling studies and warpage studies that 
can predict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growth of 
IMC layers and Kirkendall voids due to EM and TM at 
the interface between ENEPIG and solder a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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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산업은 스마트폰, 3D TV  컴퓨터 등과 

같은 주요 제품의 소형화  고성능화에 한 요구가 

증 하고,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하여 칩과 메인

보드를 연결시켜주는 PCB(Printed Circuit Board) 

기  내 많은 소자  단자를 실장하기 한 미세피치 

구 기술이 지속 으로 개발되고 있다1,2). 미세피치 기

술개발과 함께 칩과 기 을 연결시켜주는 솔더범 가 

미세화 되면서 이에 인가되는 류 도가 격히 증가되

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류 도  joule heating

에 의한 온도 증가로 솔더범 에 electromigration (EM) 

 thermo-migration(TM)에 의한 2차상의 생성  

성장이 발생하며, 이 상이 패키지에서 기  단선  

기 항이 격히 증가되어 단 (Open-Circuit Failure)

되는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된다3). 발생된 문제 의 주

원인인 솔더와 기  사이에 형성되는 속간 화합물

(Intermetallic Compound, IMC)과 Kirkendall voids

의 형성  성장은 electromigration (EM)에 의하여 

가속화된다고 알려져 있다4,5).

  Pb-Sn계 합 은 자기기의 솔더범 에 주로 용

되던 합 으로 2006년까지 활발히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납 독 문제가 두되면서 무연(Pb-free) 솔더

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합 의 솔

더가 개발되어 있다6-8). 재까지는 Sn-Ag계 합  솔

더 범퍼에서의 속간 화합물  Kirkendall void 성

장거동과 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9,10), 최

근에는 Sn-Cu계 합 의 솔더범  합부에서의 EM 

효과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1,12). 

  Fig. 1은 Package on Package (PoP)  3D System 

in Package (SiP) 기술 등이 용되면서  소형화된 

미세피치 기술에 의해 패키지 내에 실장되는 부품의 증

가  소형화 추세를 나타낸다13-15). 소형화에 따라 솔

더범 에 인가되는 류 도는 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함 발생의 효율 인 방안을 하여 패키지의 

구조  변화  솔더범  재질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재질

의 솔더범  합부에서 EM 효과에 따른 합부 IMC 

 voids 변화를 정리하고, EM에 따른 IMC의 변화

를 측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2. Electromigration 실험과 모델링 방법

  EM에 의한 IMC의 성장은 속 배선에 류가 인가

되었을 때 이동하는 자가 속 원자와 충돌하면서 생

기는 운동량 교환에 의해서 자의 이동 방향으로 속

원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 때 EM에 

의한 속원자 이동의 구동력으로는 자풍력(electron 

wind force)와 정 기력(electrostatic force)이 있

다. 자풍력은 기장에 의해 가속된 자들이 속원

자와 충돌하여 속원자에 운동량을 달하면서 움직이

게 하는 힘을 말하며, 정 기력은 가 자를 잃고 이온

으로 남아있는 원자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따라서 

Electromigration에 의한 다양한 솔더 접합부에서의 
금속간 화합물 성장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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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에서의 유효 구동력은 아래 식 (1)과 같다16). 

  (1)

  J는 EM flux, C는 농도(concentration), D는 확

산계수(diffusivity), Z*는 유효 하수(effective charge 

number),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 e는 하

량, ρ는 비 항, j는 류 도이다. 

  한 실제로 속원자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

다.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는 Fick’s second law에 의

해 나타내어 진다16).

  (2)

  식 (1)과 (2)를 통해 속 원자, 솔더, 그리고 형성

되는 IMC에서의 EM flux를 계산하여 류 인가 시간

에 따라 성장하는 IMC의 두께를 측할 수 있다. 

IMC의 성장은 Kirkendall voids의 형성  성장과 

연 되어 있으므로, IMC의 성장 측 모델링을 통해 

voids로 인한 기 항 증가와 기  단선을 간

으로 측한다. 측한 IMC의 두께가 실제 류 인가 

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검증을 하기 해서는 실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Fig. 2a는 EM 실험을 

한 류 인가 모식도를 나타내고, Fig. 2b는 TM 실험

을 한 온도 구배 용 모식도를 나타낸다. Fig. 2에

서 사용된 솔더합 은 Sn-0.7Cu이고, 원공 장치로

는 ITECH 사의 DC source meter(IT6153)를 사용

하 다. Fig. 2a와 같이 EM 실험 세트를 구축한 후 

원공 장치를 통해 일정 시간동안 류를 인가하여 

IMC를 성장시킨다. 그 후 실제 측정한 IMC의 두께와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IMC의 두께를 비교하여 실험

으로 검증된 모델링 결과를 내었다.

3. 결과  고찰

3.1 무연 솔더 합 의 선택

  무연솔더 합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Sn-Pb계 솔더

와 유사한 융 (melting point: ~183 ℃)을 가지며, 

양호한 기   기계  특성을 가지는 친환경 무연솔

더 합 의 용이 요구된다. 재 Sn-Pb계를 체할 

수 있는 Sn계 기반의 다양한 솔더가 시  이며, 가

장 일반 인 무연솔더는 Sn-Ag-Cu, Sn-Ag, Sn-Cu, 

Sn-Zn, Sn-Bi계 등이 있다18). 부분의 무연솔더 합

은 Sn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지며, 미량의 Ag, Cu, 

Zn, In 그리고 Bi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다19). 

  Sn-Zn계 공정조성의 솔더의 공정 은 199 ℃로 융

이 종래의 Sn-Pb 솔더와 유사하여 기존의 로세서

를 그 로 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며, 높은 강도

와 크리  특성  내열피로성이 우수하다. 하지만 산

소와의 반응성(reactivity)이 빠르고 기 과의 젖음성

(wettability)이 불량하므로 상용화에 제한 이다20). 

Sn-Zn 공정합 에 Bi를 소량 첨가시키면 젖음성의 향

상은 가능하나 산화가 가속화되는 단 이 발생되므로 

미량의 Ag와 Cu 첨가를 통하여 내산화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다21).

  Sn-Cu계 솔더의 공정 조성은 Sn-0.7Cu이며, 공정

은 227 ℃이다. Sn-0.7Cu 솔더는 Sn-Ag 합 에 

비해 크립 (creep)강도가 낮으므로 피로특성에 의하여 

솔더의 변형이 일어나며, 자패키지에서 칩과 기  간

의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한 평탄도(warpage) 불량에 

따른 솔더의 변형이 크랙(crack) 항성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최근 연구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22). 

  Sn-Ag계 솔더의 공정조성은 Sn-3.5Ag이며, 공정

은 221 ℃이다. Sn-Ag 솔더의 용온도 증가는 표면

장력  각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Sn-Ag 솔

더의 표면장력이 Sn-Pb에 비해 높으며, 각 한 

높은 결과를 보이므로23) Sn-Ag 솔더가 Sn-Pb 솔더에 

비해 젖음 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된다24).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하여 Sn-Ag에 미량의 Cu를 첨가하면 젖

음  피로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미량의 Bi 첨가 

시 젖음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6). 

  재 솔더링에서는 Sn-Ag-Cu계 솔더가 주로 용

(a) 

(b) 

Cu Solder Cu

170㎛ 3mm240㎛

250㎛

Cooling
module

55℃

150℃
Specimen

Hot plate

Fig. 2 Schematics diagram of (a) current stressing meth-
od for the EM experiments and (b) the TM experi-
ment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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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Ag의 함유량이 증가되면 Ag3Sn 상이 조 하

게 생성되어 결함의 생성   사이트가 될 수 있

다. 그러므로 217 ℃ 융 의 Sn-3.0Ag-0.5Cu 솔더

가 Sn-Pb계를 체할 수 있는 표 인 솔더로 자리

잡고 있다27). 

3.2 솔더 합부 내 EM 상의 원인과 
   특성

  일반 으로 솔더 합부에 류를 인가하면, 온도상

승으로 인해 솔더 내의 속원자가 자의 이동방향을 

따라 강한 흐름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원자의 흐름이 

구동력이 되어 동일한 방향으로 원자의 이동이 활성화

되면서, anode 측의 IMC가 속하게 성장된다. 이와 

반 로 공공 주 의 원자는 상 으로 확산속도가 감

소하므로 cathode 측에 집 되어 void가 형성되고, 그 

void의 성장  크랙(cracks) 생성으로 인한 단선 결

함에 이른다. 이는 EM 상으로 발생되는 문제 이며, 

EM 상에 한 개략도를 Fig. 3에 나타낸다28). 

한, 합부 내의 joule heating 효과로 인하여 내부 

온도가 100 ℃ 이상으로 상승되며, 솔더 합부가 가

지는 구조  문제 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류과  

상 때문에 EM에 의한 열화 상이 가속화된다. 그러

므로 솔더 합부의 수명에 한 신뢰성은 측하기 힘

든 실정이며, 합부 수명 향상을 한 많은 연구가 진

행 이다. EM 상이 각 솔더 합부에 미치는 향

을 다룬 연구들은 Table 1에 정리하 다. EM에 따른 

솔더 재질별 합부의 IMC 생성 거동은 다음 부터 

설명한다.

  3.2.1 Sn-Zn계 솔더 합부 특성

  Fig. 4는 Sn-9Zn 합 의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Sn- 

9wt%Zn 공정조성의 as-cast 솔더는 속간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았고(Fig. 4a), 이 합 계의 미세조직은 침

상(needle-like shape) 의 α-Zn이 β-Sn 상의 기지 

내에 미세하게 분산된 구조를 가진다29,30). 한, Fig. 

4b는 Sn-Zn 솔더에서 Zn-rich phase가 증가하면 

Zn 원소가 산소와의 고반응성에 의해 ZnO가 생성되므

로 내산화성을 크게 하됨을 나타낸다19). Sn-Zn 솔

더의 합특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ZnO의 형성을 

조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Xue31)의 연구에서는 energy-dispersive spectro-

scopy (EDS) line/spot 분석을 통하여 IMC의 성장 

 성분 거동을 찰하 고, Guo32)는 Sn-Zn 솔더의 

내산화성 향상을 한 방안으로 Ag를 첨가하여 솔더

/Cu 기  계면의 IMC 거동을 분석하 다. Figs. 5a

와 5b는 Sn-9Zn 솔더와 Cu 기  (Sn-9Zn / Cu) 

간의 IMC 층의 성분과 Ag 함유량  aging 시간 증

가에 따른 IMC의 성장 거동을 각각 나타낸다. Sn- 

9Zn 솔더와 Cu 기  간의 IMC 층은 주로 CuZn5와 

Cu5Zn8으로 구성되며(Fig. 5a), EDS 선분석을 통하

Electron flow

C
at

ho
de

 

A
no

de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elecromigration phenom-
ena28)

Solder Surface-finished IMC EM properies

Sn-9Zn Cu OSP Cu5Zn8/Cu6Sn5
Anode : IMC decreased, Cathode : IMC increased (Reverse 
polarity)33,36,37)

Sn-0.7 Cu Cu OSP Cu3Sn/Cu6Sn5 Anode : IMC increased, Cathode : IMC decreased (polarity)17)

Sn-0.7 Cu Cu OSP/ENIG
Cu3Sn/Cu6Sn5

/(Ni,Cu)6Sn5
Anode : IMC increased, Cathode : IMC decreased (polarity)42)

Sn-3.5Ag Cu OSP Cu3Sn/Cu6Sn5
Anode : IMC increased, Cathode : IMC decreased (polarity)47)

Cathode : voids and cracks increased 

Sn-3.0Ag-0.5Cu Cu OSP/ENIG
Cu3Sn/Cu6Sn5

/(Ni,Cu)6Sn5

Anode : IMC increased, Cathode : IMC decreased (polarity)47)

Cu OSP : thick IMC formed, ENIG : thin IMC formed

Table 1 Previous studies on EM for various solder joints

Fig. 4 Microstructure of Sn-9Zn alloy20): (a) the shape 
of each phase, (b) the formation of ZnO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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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IMC 층에서 Sn 성분은 감소하고 Zn 성분이 크게 

증가하면서, 솔더 합부의 신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31). 그러므로 Sn-9Zn의 내산화성을 향상시키

기 하여 Zn과의 반응성이 우수한 Ag를 첨가하여 

ZnO의 생성을 억제하 다. Fig. 5b에서는 Sn-8.5Zn 

솔더와 Cu 기 의 계면에서 형성되는 IMC 층은 Ag의 

첨가로 인하여 AgZn3와 Cu5Zn8로 구성되고, Ag의 첨

가량이 증가될수록 Cu5Zn8의 IMC 층이 감소하고 ag-

ing 시간이 증가될수록 IMC 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32). 

  Zhang33)는 150 ℃에서 3.87 × 103 A/cm2의 류

도로 시간(0, 36, 72  166 h)에 따른 anode와 

cathode측의 IMC 두께 변화를 찰하 으며, 그 결

과를 Fig. 6에 나타낸다. Aging 시간에 따라 anode 

측에서는 72 h 류인가 후까지 Cu5Zn8의 IMC 층 

두께가 증가되지만 166 h 류 인가에서는 IMC 층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이 게 aging 시간에 따라 

IMC 층의 두께 증가를 유발하지만 166 h 이후 감소

되는 경향은 일반 인 열  효과와는 반 되는 결과를 

보인다. 한, cathode 측에서도 anode와 유사하게 

72 h 류인가 후까지 IMC 층의 두께가 증가되었고, 

166 h 이후에는 IMC 두께가 약 5.4 ㎛ 로 격하게 

증가되었다 (Fig. 6h). 이때, anode측의 IMC 층 두

께는 약 3.2 ㎛로 감소되었다 (Fig. 6g). Cathode 

측에서 발생된 더 두꺼운 IMC 층의 생성은 일반 으

로 “극성 효과”와 반 되는 특성이며, 이러한 역극성 결

과의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4,35). 

Sn-Zn계에서 IMC 형성에 향을 주는 것은 Zn입니다. 

Sn 원자는 류 인가 시 자풍력에 의해서 anode로 이

동합니다. 이와 반 로 back stress가 작용하여 Zn 원

자는 cathode 쪽으로 이동하여 역극성 결과가 나타나

는 것으로 단된다. 

  Huang36)은 in-situ 이미지를 통하여 250 ℃에서 

1.2 × 104 A/cm2의 류 도로 류인가 시간에 따

(a) (b) 

Fig. 5  Growth and component behavior of IMC in the interface between Sn-Zn solder and Cu substrate: (a) component 
behavior31), (b) effects of Ag content and aging temperatur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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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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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SEM images of IMCs at the anode (left column) and the cathode (right column) for a current density of 3.87 × 103

A/cm2 and 150 ℃: (a,b) 0 h, (c,d) 36 h, (e,f) 72 h, and (g,h) 166 h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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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iquid-solid electromigration (L-S EM)에 의

한 IMC 층의 두께변화를 찰하 으며,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낸다. 먼  류인가 (0 min)에는 솔

더 계면에 약간의 기포가 발생되어 솔더가 녹기 시작하

으며 (Fig. 7a), L-S EM이 5 min 진행된 이후, 

anode와 cathode의 각 계면에서 연속 인 IMC 층이 

생성되었다 (Fig. 7b). 그리고 8 min 후에는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cathode 측 계면에서 IMC가 성장되었

으나, 흰색 선으로 표시된 anode의 IMC 층은 용해

되거나 Cu가 소모되는 상을 보인다. 한, L-S EM 

시간이 길어질수록 cathode 측에 생성된 IMC 층이 

Sn-9Zn 솔더까지 두껍게 성장하지만, anode측 계면

에 생성된 IMC 층은 매우 얇은 결과를 보 다. 이러

한 결과는 cathode 측의 Cu의 소모는 제한되어 IMC

층의 성장을 유도하지만, anode측 Cu의 용해는 가속

화되는 것을 보여 다.

  Kuo37)의 연구에서는 130 ℃에서 1.0 × 103 A/cm2

의 류 도로 100  185 h 동안 류를 인가한 후, 

focused ion beam (FIB)로 비된 시편의 TEM 이

미지를 통하여 anode 측 Sn-9Zn솔더와 Cu 계면에 

형성된 IMC 거동을 찰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낸다. 

Fig. 8의 결과는 Huang36) 연구에서 anode 측 Cu의 

가속화된 용해  소모를 메커니즘 으로 설명하 다. 

Figs. 8a  8b은 100 h 동안 류를 인가한 anode 

측 솔더/Cu 계면의 IMC 형성 거동  메커니즘을 나

타낸다. Anode 측 솔더/Cu 계면에서 길이방향의 층상 

Cu5Zn8 IMC가 형성되었으며, Cu5Zn8 IMC/Cu 계면에

서는 Cu6Zn5의 IMC가 찰되었다(Fig. 8a). 류가 

인가되면 길이방향의 γ-Cu5Zn8 상의 결정립계가 자

의 이동 방향에 거의 평행하기 때문에 EM에 의하여 

Sn 원자가 γ-Cu5Zn8의 결정립계를 통하여 빠르게 이

동하게 된다. 따라서 anode 측 Cu5Zn8 IMC/Cu 계

면에서 Sn의 축 과 Cu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Cu6Sn5

의 IMC가 형성된다(Fig. 8b). 류인가 185 h 이후

에는 Cu6Sn5 IMC층의 성장으로 인해 anode 측 Cu

의 상 으로 심각한 소모되는 결과를 보인다(Fig. 

8c). Sn 내 Cu의 확산이 Cu 내 Sn의 확산보다 더 

지배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EM을 통해 anode 측 

Cu 층으로 Sn이 이동하면서 Cu5Zn8 IMC/Cu 계면에

서 Cu6Sn5 IMC를 생성한 후에 anode 측 Cu층에 형

성되어 Cu의 소모를 설명해 다(Fig. 8d).

  3.2.2 Sn-Cu계 솔더 합부 특성

  Sn-0.7Cu 합 의 미세조직은 β-Sn  Cu6Sn5/β- 

Sn 공정조성으로 구성되며, 이 합 계의 미세조직은 

Fig. 9에 나타낸38). Hung39)의 연구는 Cu 함유량에 

따른 Sn-xCu의 미세조직 변화를 찰하 으며, Cu 

함유량의 증가에 따라 Cu6Sn5의 IMC는 증가되나, β

Fig. 7 In situ observation of L-S EM of the Cu/Sn-9Zn/Cu interconnect under a current density of 1.2 × 104A/cm2 at 250 ℃
for (a) 0 min, (b) 5 min, (c) 8 min, (d) 9 min, (e) 10 min, (f) 12 min, (g) 13 min, (h) 15 min, and (i) 20 min, re-
spectively36)

(b) (c) (d) Cu5Zn8 

Cu6Sn5 

Solder  

Sn-Zn  
Cu6Sn5 

Cu5Zn8 

Cu6Sn5 

Cu6Sn5 

Cu5Zn8 

Cu6Sn5 

Cu5Zn8    

Cu6Sn5 

Sn-Zn  
(a) Cu6Sn5 

Fig. 8 TEM images for anode area of Sn-Zn solder/Cu interface after current stressing at 1.0 × 103 A/cm2: (a) 100 h, (b) 
mechanism at 100 h, (c) 185 h, and (d) mechanism at 185 h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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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상은 미세해지는 경향을 보 다. 기지에 고르게 

분산된 다량의 IMC가 강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나, 

Cu 함유량에 따라 솔더의 용융  한 크게 상승되므

로 한 첨가가 필요하다. 한 Yang40)와 El- 

Daly41)는 Sn-0.7Cu 합 에 Al  Ag 성분을 첨가하

여 솔더 합부의 기/열 도성  솔더 합성을 향

상을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다양한 IMC의 분율

이 증가하며, β-Sn 상은 미세해지는 결과를 보 다.  

  Baek17)의 연구에서는 Sn-0.7Cu의 솔더 합부에

서 IMC의 생성  성장과 련 있는 EM과 TM의 

향을 찰하 다. 류의 직진성과 온도구배의 정확한 

구 을 하여 시편을 제작하 고, 이를 통하여 IMC 

성장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 다. Fig. 10a는 120 ℃

에서 6 A의 정 류  10 kA/cm2의 류 도로 0- 

300 h 동안 류를 인가한 후 EM에 의한 IMC 두께 

변화를 나타낸다. Sn-0.7Cu/Cu의 계면에서 생성된 

IMC 층은 주로 Cu6Sn5  Cu3Sn으로 구성되며, 

류인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IMC 층이 두꺼워지는 결과

를 보 다. 특히, 류인가 200 h 이후, Cu6Sn5의 

IMC 층과 Sn-0.7Cu 솔더 간의 계면에 존재하는 

void 분율은 동시에 증가하므로, IMC와 void의 성장

은 단  결함과 한 상 계를 보 다. Fig. 10b

는 55/150 ℃의 가열  냉각조건에서 0-300 h 동안 

온도를 유지한 이후 TM에 의한 IMC 층의 두께 변화

를 나타낸다. Fig. 10a와 동일하게 TM에 의해 솔더

/Cu 계면에 생성된 IMC는 Cu6Sn5  Cu3Sn으로 구

성되며, 온도 유지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IMC 층의 소

폭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솔더/Cu 계면에 

생성된 IMC 층의 두께 변화에 하여 TM 보다는 

EM의 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Heo42)의 연구에서는 Si 웨이퍼의 Cu 랜드와 기 의 

도 층(electroless nickel-immersion gold, ENIG)

을 연결시켜주는 솔더 합부에서 류 도와 인가시간

에 따른 IMC 성장거동을 찰하 으며, 솔더 합부

의 개략도  IMC 두께 측정 방법을 Figs. 11a  

11b에 각각 나타낸다. Figs. 12a와 12b는 150 ℃에

서 각각 1.3 × 104 A/cm2와 1.9 × 104 A/cm2의 류

도로 0-300 h 동안 류를 인가한 후 솔더 합부의 

경계면에서 성장하는 IMC 두께 변화를 나타낸다. 류

도  인가 시간에 따른 IMC의 두께변화에 한 실험

결과, 류인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Cu3Sn과 Cu6Sn5 

IMC 가 성장되었으며, Cu3Sn보다 Cu6Sn5 IMC의 

성장속도가 더 빠른 결과를 보 다. 한 류 도가 

1.3 × 104 A/cm2에서 1.9 × 104 A/cm2으로 증가하

면서, IMC의 성장은 류 도 증가율인 1.5배 보다 

(a) (b) 

Fig. 9 Microstructure of Sn-0.7Cu alloy38): (a) the shape 
of each phase, (b) magnified image of the inter-
face between β-Sn and eutectic mixture

(a) (b) 

Fig. 10 SEM image of an IMC grown by (a) EM and (B) TM17)

(a) (b) 

Fig. 11 Schematic diagram of (a) solder joint and (b) IMC
area measurement to calculate IMC thicknes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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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MC thickness for applying the various current 
densities42): (a) 1.3 × 104 A/cm2, (b) 1.9 × 104 A/cm2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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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2-3 배 정도의 성장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류 도가 증가되면 IMC의 성장과 련된 상에서 

EM 이외에도 Joule 열 효과에 의한 Aging  TM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42).   

  3.2.3 Sn-Ag계 솔더 합부의 특성

  Sn-3.5wt%Ag 공정합 은 거의 순수한 β-Sn과 ε- 

Ag3Sn 상의 미세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3은 

2단(CR1-CR2) 냉각에 따라 Sn 기지에 침상형태의 

Ag3Sn가 응고 방향을 따라 성장하고, 솔더링 에 냉각

속도가 빠르게 되면 (P1) 핵생성이 진되어 Ag3Sn의 

성장이 방해되고 미세하게 분산된 조직을 나타낸다43). 

미세하게 분산된 ε-Ag3Sn 상의 특징으로 인한 분산강

화효과로 기계  강도가 공정조성인 3.5wt%Ag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가진다25). Sn-3.5Ag 솔더와 Cu 기

 (Sn-3.5Ag/Cu) 간의 IMC 층은 주로 Cu3Sn와 

Cu6Sn5으로 구성되며, 섬유상 형태로 분산된 Ag3Sn 

상이 존재한다. Fig. 14는 Sn-Ag계 솔더 합부에서 

솔더  Ag의 함량  리 로 온도가 IMC 성정거동에 

미치는 향과 련된 연구 결과를 나타낸다. Ag의 농

도가 높을수록 Cu6Sn5의 평균 결정립 수가 증가하며, 

리 로 온도가 낮을수록 결정립의 폭이 감소되는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Jung45)의 연구에서는 Cu/Sn-3.5Ag/Cu 합부의 

류인가 시간에 따른 anode와 cathode측의 IMC  

Kirkendall void 성장거동을 조사하 다. Fig. 15는 

150 ℃에서 류인가 없이 0-200 h의 시간변화에 따

른 Sn-3.5Ag/Cu 솔더 계면의 IMC 성장 거동을 나타

낸다. Aging 시간의 증가에 따라 주된 IMC인 Cu3Sn 

 Cu6Sn5 층이 성장되며, aging 100 h 이후부터 

부분의 Kirkendall void가 Cu3Sn/Cu의 계면에 생성

되었다. Aging 시간의 증가는 void의 연속 인 핵생성 

 성장을 유발하며, 200 h 후에는 void가 Cu3Sn/Cu 

계면을 완 히 덮는 결과를 보인다. 400 h 후 Cu3Sn/Cu 

계면에 생성된 void의 치가 Cu3Sn/Cu6Sn5 계면으

로 이동한다. 그 원인은 Cu3Sn이 Cu6Sn5로 변환되

고, Cu6Sn5/Cu 계면에서 새로운 Cu3Sn이 생성되었

기 때문이다.

  Fig. 16은 150 ℃에서 1 × 104 A/cm2 의 류 도

로 40-150 h 동안 류인가 후, anode/cathode의 

IMC 성장거동  Kirkendall void 분율을 나타낸다. 

EM이 IMC의 두께뿐만 아니라 Kirkendall void의 

분율에도 극성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류

인가 시간에 따라 Cu3Sn의 두께는 큰 차이가 없으므

로 IMC 두께의 극성효과는 주로 Cu6Sn5에 의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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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3D SEM morphologies of Ag3Sn compounds at measurement positions P1-P4 in continuous cooling experiment43): 
(a) P1, (b) P2, (c) P3, and (d) P4 

Fig. 14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air-cooled solder alloys to indicate Cu6Sn5 grains for various magnitudes of 
pre-cooled isothermal reflow temperature and Ag concentrations44)

Position P1 P2 P3 P4

CR1 (℃/s) 263.6 116 43.9 27.1

CR2 (℃/s) 113.6 42.1 30.8 21.6

Table 2 Primary and secondary cooling rates at meas-
urement position P1-P4 in continuous cooling 
experiment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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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며, anode 측에서는 IMC  void의 성장이 가속

화되지만, cathode 측의 성장속도는 감소된 결과를 보

다. Anode 측의 류인가 시간에 따른 Kirkendall 

void 생성  성장거동은 류를 인가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유사하 다. 그러나 cathode 측에서는 Cu3Sn/Cu의 

계면에 void가 생성되며, 100 h 이후에는 Kirkendall 

void가 Cu6Sn5/Sn 계면의 부분을 차지하며, 150 

h에서는 Cu6Sn5/Sn 계면에서 Kirkendall void가 포

화되어 미세 균열의 생성이 야기되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Kirkendall void의 생성  성장은 솔더 합

부의 손상거동에 한 수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된다3).

  3.2.4 Sn-Ag-Cu계 솔더 합부 특성

  Sn-3.5wt%Ag-0.7wt%Cu 공정합 은 일반 으로 

Sn-3.5Ag 합 과 거의 유사한 미세조직을 가진다. Fig. 

17 은 미량의 Cu 첨가로 인하여 구성 조직인 β-Sn과 

Sn/Ag3Sn의 공정상 그리고 ε-Ag3Sn상 에 η-Cu6Sn5

의 정출상이 존재하게 된다46). 따라서 Ag 함량이 높은 

조성에서 생성되는 조 한 Ag3Sn상의 형성을 방지하

기 하여 Sn-3.0Ag-0.5Cu 합 이 표 인 합 으

로 자리잡고 있다.  

  Fig. 18a는 Sn-3.0Ag-0.5Cu 솔더와 Cu 기  (SAC- 

305/Cu) 간의 IMC 층은 주로 Cu3Sn와 Cu6Sn5으로 

구성되고, Sn/Ag3Sn의 공정상이 존재함을 나타낸다47). 

Figs. 18b와 18c는 냉각방법(냉각속도)에 따른 IMC 

층/기지 조직 경계의 미세조직 변화를 SEM 이미지  

모식도로 각각 표 한 것이다. 빠른 냉각속도에 의해서 

기지의 Ag3Sn과 Cu6Sn5 속간 화합물의 크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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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n-3.5Ag/Cu solder joint aged at 150 ℃ without electricity flow for 0-400 h: (a) Cross-sectional SEM images, (b) 
thickening of IMC at the solder joint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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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Sn-3.5Ag/Cu solder joint aged at 150 ℃ under the electric current density of 1 × 
104 A/cm2: (a) the anode side, (b) the cathode side, (c) fraction of Kirkendall void after 40-150 h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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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Microstructure of SAC305 joint: (a) microstructure
at solder matrix, (b) EBSD image with inverse 
pole figure (IPF)47)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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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감소되며, SAC305/Cu 경계에 존재하는 IMC 

(Cu6Sn5) 층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Kim49)은 SAC305 솔더 합부의 상/하부에 따른 

열처리의 향  류인가에 의한 IMC 성장 거동을 

조사하 다. 솔더 합 직후에 상부 합부의 ENIG 

표면처리에서는 (Cu,Ni)6Sn5, 하부 합부의 organic 

solderability preservative (OSP) 표면 처리에서는 

Cu6Sn5, Cu3Sn의 IMC가 합계면에 생성되었다(Fig. 

19a). 130 ℃ 에서 184 h 동안의 열처리 조건 하에서는 

OSP에서의 Cu6Sn5, Cu3Sn의 IMC가 ENIG에서의 

(Cu,Ni)6Sn5 보다 더 두껍게 성장하 으며(Fig. 19b), 

그 원인은 고온 분 기에서 Cu의 확산이 속하게 이

루어져 Cu6Sn5의 IMC 상이 빠르게 성장된 결과이다. 

Figs. 19c  19d는 130 ℃ 에서 5.0 × 103 A/cm2

의 류 도로 184 h 동안 류 인가 후, 자 방향에 

따른 IMC 성장거동을 나타내었다. 류가 인가됨에 따

라 IMC의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자방향과 

상 없이 ENIG에서의 (Cu,Ni)6Sn5 IMC 층은 얇게 

형성되었으나, OSP에서의 두꺼운 Cu6Sn5를 찰된

다. 자가 아래로 흐를 경우, 로 흐르는 경우의 보

다 2배 정도 Cu6Sn5 IMC 층이 더 두껍게 형성되었

다. 이는 자가 아래로 흐르는 경우, 솔더와 Cu의 확

산에 의한 IMC 생성  솔더 내부에 존재하는 Cu가 

자방향에 의해서 OSP 쪽 계면에 쌓이게 된다. 이러

한 IMC 성장거동의 원인은 EM 상에 의한 극성효과 

(polarity effect) 때문이다50). 한 표면처리의 종류

가 확산되는 정도의 차이를 변화시킨다. ENIG 표면처

리의 경우 도 된 Ni층이 Cu의 확산 방지층 역할을 

하여 Cu의 확산을 억제시킨다. 따라서, ENIG 표면처

리의 경우 OSP 표면처리에 비해서 IMC가 덜 성장하

다.

  일반 으로 Cu 기 과 SAC305의 합부에서는 솔

더와의 빠른 반응성으로 인한 Cu6Sn5  Cu3Sn과 같

은 IMC의 빠른 생성이 합부 신뢰성을 하시키는 

문제가 있다49). 이 문제를 개선하기 하여 확산방지층 

역할을 하는 Ni 도 기술이 용되고 있으며, 주로 무

해 니 -침지 (electroless nickel immersion 

gold, ENIG)  무 해 니 -무 해 팔라듐-침지

(a) (b) Oven cooling Air cooling

Ice coolingWater cooling

Ag3Sn

Ag3SnCu6Sn5 

Cu6Sn5 Cu6Sn5 

Cu6Sn5 

Cu6Sn5 
Cu6Sn5 

Cu6Sn5 
Ag3Sn

Ag3Sn
(c) Interface Matrix 

Fig. 18 Growth behavior of IMC in the interface between SAC305 solder and Cu substrate: (a) configuration of IMC lay-
er47), (b) formation of microstructure by cooling methods48), and (c) schematic diagram of microstructure48)

ENIG

(a) As bonded (b) Annealing (c) e-downstream (d) e-upstream

OSP

ENIG

(a) As bonded (b) Annealing (c) e-downstream (d) e-upstream

OSP

Fig. 19 SEM images of ENIG and OSP interfaces of cross-sectioned SAC305 solder49): (a) as-bonded, (b) annealing after 
184 h at 130 ℃, (c) electron downstream and (d) upstream at 5.0 × 103 A/cm2 for 18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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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less nickel electroless palladium immer- 

sion gold, ENEPIG) 도 층이 사용되고 있다51,52). 

이러한 표면처리는 패키지의 신뢰성에 향을 미치며, 

나아가 패키지의 수명에도 실질 인 연 성이 있다. 그

러므로 최근 ENIG와 ENEPIG 표면처리가 우수한 젖

음  무 해 도 특성, 그리고 뛰어난 확산방지 특성

으로 인해 미세 피치 립칩 (fine pitch flip chip) 

공정 둥의 UBM (under bump metallization) 재료

로 사용되고 있다. 

3.3 솔더 합부 기술개발의 향후 동향 

  자 패키징 내의 PCB 표면처리 층 에서 솔더링 

등의 합공정이 이루어지므로, 표면처리 특성에 따라 

합성  패키지 자체의 장기  신뢰성이 큰 향을 

받는다. 다양한 솔더합 은 Sn이 주요 합 원소 이므

로 솔더의 종류보다는 기 의 표면처리 방법이 EM에 

요한 향을 미친다. 표 인 표면처리법은 Cu OSP, 

HASL (hot air solder leveling), 침지 주석 (immersion 

tin), 침지 은 (immersion silver), ENIG  ENEPIG

가 있으나, 직 으로 Cu 기 이 드러나는 표면처리 

보다는 무 해 도  기술인 ENIG  ENEPIG 표면

처리가 주로 사용된다53,54). 

  특히, ENIG 보다 ENEPIG 표면처리 층이 야 학

이나 기계  신뢰성이 우수하다고 보고된다. 그 원인

은 ENEPIG 층의 Au  Ni 층 사이에 존재하는 Pd 

층으로 인한 Ni3Sn4와 Ni3P의 IMC  Kirkendall 

void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다55). 하지만 기존에 

사용되던 ENEPIG 표면처리는 Ni의 두께가 약 3-7 

㎛로 두꺼우므로 가속화되는 미세피치 기술을 만족시키

려면 솔더 간의 간격 감소  기 항 증가에 의한 결

함발생이 증가된다는 문제 이 있다56).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하여 Ni 층의 두께를 1 ㎛ 미만으로 얇은 

표면처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Fig. 20), 다양한 

연구가 진행 이다56,57). 

  얇은 ENEPIG 표면처리는 미세피치 기술에 한 

용성이 우수하며, 솔더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방법

에도 용이 가능하다. 한, 양호한 내열성  도

착성, 더 나아가 공정가격을 감 시키는 장 을 가지

므로 연구개발에 한 용범 가 확 될 것으로 망

된다58). 재 많은 연구기 에서 1㎛ 미만의 ENEPIG 

표면 처리를 용한 솔더 합부의 특성에 한 연구가 

진행 이며, 선진 패키지 제조업체에서 양산 용을 

하여 가능성을 테스트 단계로 진입하 지만 신뢰성에 

한 문제와 개발분야의 경험부족의 단 으로 인하여 

상용화가 더딘 실정이다. 

  추가 으로, 무연솔더 합부에서 발생되는 EM 

상은 IMC  void의 핵생성  성장속도와 가장 

한 계를 가진다. 류 도가 높아짐에 따라 솔더 

합부에서 Joule 가열에 의한 온도 증가의 TM 효과가 

하게 증가하므로, EM 상 이외에도 TM 효과  

응력에 기인하는 stress-migration, 그리고 패키지의 

층에 따른 휨(warpage) 상 등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패키지의 수명에 한 신

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재의 패키징 기술을 넘어선 차세 의 패키징 시

가 도래하면서 기술 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존재

한다. 그  솔더 합부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EM 상에 의한 결함은 재까지 보고되어진 문제

이지만, 패키지의 소형화  고 도화에 따른 요구 조

건의 변화로 인하여 가장 실 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

다. 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과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1) 솔더의 무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솔더 

합부에서의 EM 상에 하여 연구되고 있다. 이미 

보고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무연솔더의 용이 Sn-Pb 

솔더 보다 EM 상에 한 항성이 강한 것으로 단

된다61). 다양한 무연솔더 합부에서 발생되는 EM 

상으로 인한 IMC와 void의 핵생성  성장 속도, 

류 도  인가시간 등의 변수에 의한 EM 속도 

측, Sn 성장 방향이 EM 상에 미치는 향 등의 연

구가 추가 으로 이루어져야 EM 상에 한 문제

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 장

비가 활용되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in-situ 이미지를 

통하여 시간에 따른 IMC 거동 분석, TEM 분석을 통

한 IMC 거동에 한 메커니즘 규명 등의 최신 장비를 

용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분석은 솔더 합부

에 한 연구 결과에 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재까지 다양한 합부에 한 연구가 다수 진

행되어 왔으며, ENEPIG 표면처리를 한 기 의 용

한 경우에 솔더/ENEPIG의 합 특성이 가장 우수하

(a) (b)

Fig. 20 Schematics of surface finishes: (a) normal- and 
(b) thin-ENE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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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알려져 있으나, 가속화되는 미세피치 기술을 만족

시키기 하여 ENEPIG의 Ni 층을 1㎛ 이하로 감소

시키는 연구가 진행 에 있다. 하지만 재 양산 용

을 한 시험 단계 이므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솔더 합부에 한 개발 방

향은 ENEPIG의 Ni 층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통하여 

집 으로 연구가 진행 될 것이라 상된다.

  4) 4차산업 명 시 에 맞추어 ENEPIG와 솔더의 

계면에서 EM과 TM에 의한 IMC층과 Kirkendall void

의 성장에 한 실험결과를 측할 수 있는 모델링 연

구와 휨(warpage) 연구가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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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연비 향상 목 으로 차체의 경량

화 요구는 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의 

차체 비 이 확 되고 있으나, 알루미늄의 낮은 아크 

용 성에 한 심도 깊은 연구나 용 부의 피로 성능에 

한 검증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알루미늄은 

철강 재료와 달리, 내구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 덧붙여, 차체 구조용 소재로 사용된 역사가 짧고
2), 아크 용 성이 좋지 못하기에3-5) 아크 용 부에 

한 피로 특성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검색 가능한 문

헌들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재의 항  용 부 피

로 성능6,7)에 한 연구 사례가 일부 있고, 특징 으로 

마찰교반 알루미늄 용 부의 피로에 한 많은 연구 논

문이 있으나8-14) 아크 용 부에 한 피로 련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Ghazvinloo et al15)은 로  알루미

늄 GMAW에서 압, 류, 용 속도가 피로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고, Gori et al16)과 Silva et 

al17)은 GMA 용 과 마찰교반 용 의 피로 성능을 비

교하 다. Zhang et al18)은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부에 해 고주  피로 성능에 해 연구하 고, 

Qiao et al19)은 GTA 용 과 마찰교반 용 의 피로 

성능을 비교하 으며, Kuk et al20)은 아크 용 의 온

도와 보호가스 조성이 피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Livieri et al21)은 아크 용 부의 피로에서 응력 

집 에 해 연구하 고, Han et al22)은 철도용 형 

압출재 아크 용 부의 피로 강동에 해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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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aluminum in auto odies is increasing due to the requirement of mass reduction for gas mileage 
enhancement. However, few ope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fatigue strength of arc welded aluminum butt 
joints. In this study, the fatigue strength of arc welded butt joints of aluminum sheets was investigated. The material 
was 6061-T6 with a thickness of 4 mm. Welding specimens were prepar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top bead 
toe angle, penetration depth, top surface misalignment, and alternative double-butt joint form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top surface misalignment and partial penetration were more critical than the top bead toe angle on fatigue 
strength. Partial and full penetration revealed the lowest and highest fatigue strength, respectively. Because of the 
low viscosity and surface tension, achieving full penetration in butt joint aluminum arc welding without a backing 
component while also controlling penetration depth are impossible.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ap-
ply a double-butt joint design, with experimental results showing for the first time the validity of this solution in 
terms of fatigu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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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에서는 차체용 알루미늄 재의 아크 용

부에서 용입과 비드 형상이 피로 성능에 미치는 향에 

해 궁 해한다. 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연구 사례

는 1971년의 Person et al23) 한 건에 불과하지만, 

해당 연구는 재 맞 기 이음의 비드온, 비드오  용

이 피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에 머물 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차체용 알루미늄 아크 용 부

에서 비드 형상이 피로 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GMAW의 공정 변수를 조 하여, 4mm 두께의 차

체용 6061-T6 맞 기 이음 용 부에서 110°와 150° 

토우각, 부분용입와 완 용입, 그리고 생산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맞 기 이음 상면의 비정렬, 덧붙여 완

 용입 조건을 체하기 한 반턱쪽매(double butt) 

이음이 피로성능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2. 용 시편 제작

  용  시편은 충분한 비의 알루미늄 재를 맞 기 

용 하고, 정상상태인 앙부에서 와이어 커 을 이

용해 표 시편을 채취하 다. 일반 인 펄스 GMA 용

기를 이용하 고, 보호가스는 100% Ar을 사용하

고, 1.2mm 직경의 4043 알루미늄 와이어를 용하

다. 알루미늄 용  시, 용융지의 성과 표면 장력이 

매우 낮아 이면 비드 형성에 일 성이 없어 완  용입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스틸 소재의 백킹을 이

용해 완  용입 시편을 제작하 다. 부분 용입은 3mm 

내외로 조 하 고, 모든 시편의 단면 분석을 통해 부

분 용입 깊이를 기록하여 분석하 으나, 결과 으로 부

분용입의 미세한 편차는 피로성능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피로 성능의 심 인자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상면 비드의 토우각, 상면 비정렬, 반턱쪽매 

이음으로, 각각의 인자는 Fig. 1의 개요도와 같다. 토

우각은 110°와 150° 의 2가지 벨로 제어하 고, 상

면 비정렬은 정렬의 경우와 1mm 비정렬의 경우를 비

교하 다. 생산 장에서는 알루미늄의 맞 기 이음에

서 완  용입 제어가 불가능하여, 설계 변경을 통해 반

턱쪽매 형상으로 용 을 하고 있다. 이 실험에서 반턱

쪽매 이음의 재는 체 두께 6mm로 아래 쪽 턱을 

2mm로 두어, 4mm 두께 재의 완  용입과 마찬가

지로 4mm의 용입을 만들 수 있도록 하 다. 반턱쪽매 

이음 시편은 첫 번째 맞닿는 이음의 루트까지 용입이 

이루어지는 완  용입의 경우만 제작하 다. 각 조건들

의 조합에서 20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피로시험을 진행

하 다. 각 조건의 조합은 Table 1과 같다. 

  기본 인 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용 속도는 30 

cm/min 이고, 류는 160A, 압은 16.5V이며, 보

호가스 공 량 21 L/min이다. 다양한 비드 형상을 만

들어 내기 해 보호 가스를 제외한 가능한 모든 공정 

변수를 조 하 다. 여기에는 류와 용 속도  토치

의 작업각과 진행각도 포함된다. 토우각 제어는 류와 

용 속도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110° 토우각 재 에

서는 토치 각도를 이용해 비 칭의 비드 형상을 만들어 

냈다. 110° 토우각을 만드는 경우 반 쪽 토우각은 이

보다 큰 토우각이 만들어지지만, 토우각이 클수록 피로 

성능이 우수해 110° 토우각 역에서 단이 발생하므

로 비 칭 토우각에 의한 향은 무시한다. 제어 공정 

변수가 많고, 각 조건 별로 변수 조합이 모두 다르며, 

용 부 형상에 따른 피로 시험이 주된 연구 주제이기에 

별도로 공정 변수들을 모두 나열하지는 않는다. 

  피로 시험을 한 시편의 치수는 Fig. 2와 같다. 왼쪽

은 맞 기 이음 시편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은 반

쪽턱매 이음으로 용   V-그루  형상을 보여주고 있

다. 각 조건 별로 만들어진 비드 형상은 Fig. 3과 같

다. (a)는 완 용입 시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b)는 

상면 1mm 비정렬, (c)는 부분용입, (d)는 반턱쪽매 

완 용입의 비드 형상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이

Toe angle 

Toe surface
misalignment

Double butt full penetration

(a)

(b) 

Fig. 1  Schematic of toe angle, top surface misalignment, 
and double butt joint

Condition
Toe angle 

(°)
Misalignment 

(mm) 
Penetration

# of 
specimens

B1

150

0 Full 20

B2 1.0 Full 20

B3 0 Partial 20

B4 0
Double 
butt full

20

B5 110 0 Full 20

100 
in total

Table 1 Welding specimen conditions and number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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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는 와이어 커  이후의 단면이다. (a)와 (b)의 이

면비드는 백킹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3. 피로시험

  Table 1의 B1부터 B5까지 서로 다른 비드 형상을 

가진 5개의 조건 별로 20개의 피로시험편을 제작하여, 

총 100개 시편에 한 피로시험을 진행하 다. 각 조

건 별로 20개의 시편은 4개 하 에 해 5개씩 피로시

험을 수행하고, 평균값을 계산했다. 알루미늄의 소재 

특성 상, 피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최  반복 하  싸이

클은 50만회로 제한하 다. 반복 하  주 수는 20Hz

이고, SR(stress ratio)은 0.1로 설정하 다. 용  조

건 설정  엑스 이 검사를 수행해 기공이 최소화되는 

조건을 설정하 고, 와이어 커 으로 가공  엑스 이 

검사를 하여 기공 여부와 기공의 평균 직경과 최  직

경을 기록하 으며, 채취한 시편  기공이 과다한 시편

은 피로시험에서 배제하 다. 사용된 장비는 국제공인

교정기 인 ㈜가나시험기社의 5톤  피로시험기로 검

교정을 완료하 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MTS社 피

로시험기와 평  표 시편을 상으로 한 추가 비교검

증을 거쳐 본 실험에 용하 다. 단면 비드 사진을 통

해 면 비드와 이면 비드의 토우각을 측정하여 기록하

고, 단 치와 단면 사진을 기록하여 피로 특성

을 분석하 다. 기록된 데이터 베이스는 Fig. 4의 

와 같다. 용 부 단면 비드 형상과 상면, 이면 비드의 

토우각  엑스 이 이미지, 단 외형과 단 단면, 

기공 정보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피로 시험 결과 데이터 베이스의  다른 로, 각 

시험편에 용된 최  최소 하 과 SR, 주 수, 피로 

단 싸이클, 단 시작 치 등을 기록하 다.

4. 결과  고찰

  B1부터 B5까지 서로 다른 비드 형상을 가진 5개의 

조건 별 4개 하 에 한 피로시험 S-N 선도는 Fig. 

6과 같다. 그래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1의 150° 

토우각을 갖는 완 용입 조건이 가장 우수한 피로 성능

을 보인다. B5 완 용입 조건은 B1과 달리 110° 토우

각으로 B1 보다는 낮은 피로성능을 보이나 다른 조건

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B2는 

150° 토우각을 갖고 완 용입 조건이지만, 상면 비정

렬에 의해 피로 성능이 히 하됨을 알 수 있다. 

B4는 반턱쪽매 이음으로 4mm의 용입을 확보했지만, 

합이 이 지지 않은 2mm 턱 부분에 응력이 집 되

고 단이 쉽게 시작되기 때문에 피로성능이 히 

하 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B5의 부분용입 조건

도 루트 갭에 응력이 집 되고 단이 쉽게 시작돼 가

장 낮은 피로성능을 보이고 있다. 

  보다 상세한 고찰을 통해 결과를 다시 보면, Fig. 4

와 Fig. 5의 B1 150° 토우각 맞 기 완 용입 결과에

서, 상과는 달리 이면 비드에서 주로 균열이 시작되

어 상면 비드를 통하며 피로 균열이 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B5 110° 토우각 맞 기 완 용

입 결과에서는 균열 시작 치가 상면 토우부와 이면 

토우부 각각 50% 정도로 발생하 다. 이면 비드 토우

각이 백킹을 통해 150° 내외로 제어된 것을 감안하면, 

상면 비드 토우각과 이면 비드 토우각이 유사할 때 이

면 비드 토우부로 피로 응력이 집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거시 인 에서 비드 형상의 

향을 보고 있으므로, 이에 해서는 추가 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토우각이 피로성능에 미치는 향이 

기타 다른 조건들에 비해 상 으로 다는 것이다. 

용융 알루미늄은 성과 표면 장력이 철강에 비해 낮아 

20
4

20 6

20
0

10
0 93

10
7

20
0

Fig. 2  Fatigue specimen dimension. Left side: butt joint, 
right side: double butt joint

(a) (b) 

(c) (d) 

(a) (b) 

(c) (d) 

Fig. 3 Examples of various bead shapes. (a) full pene-
tration (b) top surface mis-alignment full pene-
tration (c) partial penetration (d) double butt full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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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각 제어가 매우 어려우므로, 생산 장에서는 토우

각보다는 상면 비정렬이나 용입 깊이에 훨씬 더 신경써

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실제 알루미늄 맞 기 이

음 용  시, 백킹 없이는 완  용입의 이면 비드 제어

가 어려운 이 있지만 불규칙한 이면 비드를 만들더라

도 완  용입 조건을 용해야 피로 성능 하를 막을 

B1-12kN-4

Bead
Cross

Section
1

 

Top bead toe angle
155 145
Back bead toe angle
151 152

2

 

Top bead toe angle
154 152

Back bead toe angle
165 158

X-ray

Top

Side

Fractography 1 2
Porosity

Avg. dia. 0.218
Max. dia. 0.307

Fig. 4 Example of welding specimen fatigue test result data base.

condition #
Stress
ratio

Applied Load
Freq-
uency

Life 
Cycle

LC 
AVG

LC 
Min

LC 
Max

Crack 
start

Load
level
(%)

Tensile
strength

[kN]Max. load
(kN)

Min. load
(kN)

Mean. 
load
(kN)

Amp. load
(kN)

16.2

#B2
butt
150°
full

misalign
1mm

1 0.1 10 1 5.5 4.5 20 61101

49934.8 35927 61101

Back toe 61.7
2 0.1 10 1 5.5 4.5 20 46787 Back toe 61.7
3 0.1 10 1 5.5 4.5 20 53874 Back toe 61.7
4 0.1 10 1 5.5 4.5 20 51985 Back toe 61.7
5 0.1 10 1 5.5 4.5 20 35927 Back toe 61.7
6 0.1 8 0.8 4.4 3.6 20 156740

149281 130115 158811

Back toe 49.4
7 0.1 8 0.8 4.4 3.6 20 158811 Back toe 49.4
8 0.1 8 0.8 4.4 3.6 20 157505 Back toe 49.4
9 0.1 8 0.8 4.4 3.6 20 130115 Back toe 49.4
10 0.1 8 0.8 4.4 3.6 20 143234 Back toe 49.4
11 0.1 6 0.6 3.3 2.7 2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37.0
12 0.1 7 0.7 3.85 3.15 20 500000 - 43.2
13 0.1 7.5 0.75 4.125 3.375 20 252372

223567.6 172107 271887

Back toe 46.3
14 0.1 7.5 0.75 4.125 3.375 20 184693 Back toe 46.3
15 0.1 7.5 0.75 4.125 3.375 20 172107 Back toe 46.3
16 0.1 7.5 0.75 4.125 3.375 20 271881 Back toe 46.3
17 0.1 7.5 0.75 4.125 3.375 20 236779 Back toe 46.3
18 0.1 7 0.7 3.85 3.15 20 280917

320159.5 280917 400806

Side edge 43.2
19 0.1 7 0.7 3.85 3.15 20 291279 Back toe 43.2
20 0.1 7 0.7 3.85 3.15 20 400806 Back toe 43.2
21 0.1 7 0.7 3.85 3.15 20 307636 Back toe 43.2
22 0.1 20
23 0.1 20
24 0.1 20
25 0.1 20

Fig. 5 Example of welding specimen fatigue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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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차체의 구조 특성상 백킹을 사용할 

수 없고, 알루미늄 재의 완  용입은 매우 쉽게 용락

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장에서는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반턱쪽매 형

상을 용하고 있으며, 이 실험 결과는 이 안이 부분

용입에 비해 피로성능에 있어서 매우 효율 임을 보여

다. 

5. 결    론

  이 연구는 4mm 두께 차체용 알루미늄 6061-T6 

재의 맞 기 아크 용 에서 용 부 형상이 피로성능에 

미치는 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용 부 형상 

검토 상은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반 하여, 비드의 

토우각, 용입 정도, 상면 비정렬, 맞 기 완 용입 

체용 반턱쪽매로 한정하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토

우각이 150°인 경우, 110° 토우각보다 피로 성능이 우

수하지만, 용입이나 상면 비정렬에 의한 피로성능 하

에 비하면 토우각의 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동일한 

용입이라면 보다 큰 토우각을 만드는 것이 피로성능에 

유리하나, 생산 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큰 토우각 

확보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토우각보다는 용입 리

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평  맞 기의 완 용입 제어

에 어려움이 있어, 안으로 용되고 있는 반턱쪽매 

이음은 평  완 용입과 동일한 4mm 용입에도 불구하

고, 미용  치에 집 되는 응력으로 완 용입 보다 

피로성능이 크게 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턱쪽매 이음의 피로 성능은 부분용입보다 

우수하므로, 백킹 없이는 완 용입형상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알루미늄 용 의 특성 상 실제 생산에 있어서 좋

은 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결론 으로, 알루미늄 재의 맞 기 아크 용  시, 

생산 장에서는 제어가 어려운 토우각에신경 쓰기 보

다는 상  정렬과 용입 깊이에 더 을 두어 공정 변

수 리를 해야 한다. 이상 인 경우는 큰 토우각에 완

용  공정 변수를 용하는 것이지만, 알루미늄 용융

지는 성과 표면장력이 낮아 백킹 없이는 용락이 발생

해 완 용입이 불가능하므로 재와 같이 반턱쪽매 이

음을 용해 일정한 용입을 보장하는 것이 좋은 안이 

될 수 있음을 피로시험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하 다. 

ORCID: Jungho Cho: https://orcid.org/0000-0003-2165-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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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참가자 사전등록 마감 : 2021년 5월 13일(목)
   바. 기업 후원/홍보 마감 : 2021년 5월 10일(월), 프로그램 인쇄 전
4. 학술대회 특별세션 신청 :
   가. 특별세션 신청 마감 : 2021년 4월 15일(목)까지 (행사 6주전)
   나. 특별세션 세부일정, 발표초록 마감 : 2021년 4월 29일(목)까지 (행사 4주전)
5. 강연 원고모집 
   가.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유익한 발표대회가 되도록 분야별 강연을 개최 
   나. 분야별 다양하고 유익한 연구와 전문기술을 갖고 계신 조교수, 선임연구원 이상, 전문기술자  
   다. 각 섹션에서 첫 발표에 배정되며 발표시간은 질문포함 30분
6.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 제공 (공동저자 포함)
   가. 5편 이상 발표자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나. 7편 이상 발표자 : 10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7. 논문 발표는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가. 구두발표는 질문포함 20분
   나. 포스터발표는 학생회원에 해당되지만, 석사과정 대학원생도 구두발표 가능 
   다. 포스터발표논문 : 5. 27(목) 12:00까지 부착 완료
8. 발표신청서 및 발표논문 제출 : http://kwjs.or.kr/ → 학술대회 → 발표논문신청/수정
9. 발표논문 작성 및 제출(구두, 포스터발표자 모두 해당)
   가. 템플릿파일에 1면에 해당되는 발표초록 작성
   나. 홈페이지(www.kwjs.or.kr) 학술대회에서 신청
10. 발표논문 학회지 게재 :
   - 6면 이상으로 작성하여 JWJ 홈페이지에서 투고 (http://submit.e-jwj.org/)
   - 편집위원의 빠른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우선하여 게재함
11.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5월 13일까지) 당일등록(5월 14일부터)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일반회원 150,000원 210,000원 170,000원 230,000원

학생회원 80,000원 110,000원 100,000원 130,000원

12. 용접 접합사진 전시회 작품 모집 
    가. 마감일 : 5월 13일(목)까지
    나. 작품전시 : 5월 27일(목) 12:00까지 학술대회장에 전시
    다. 출품작 : 학문분야의 조직 사진과 용접 접합관련 현장 사진 
13. 학술대회 기기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 5월 6일(목) 까지
14. 문의 : 학회 사무국 : 02-538-6511, 6512,  koweld@kwjs.or.kr 

학회소식



110

  우리 학회 2021년도 춘계 학술발표대회 특별세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특별세션을 희망하사는

회원 및 위원회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세션 신청 범위 

   1. 국책사업평가발표회, 연구과제 수행 워킹그룹 활동 내용

   2. 기술보고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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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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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세션 개설 결정 : 학술대회 학술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

• 특별세션 개최일 

   - 2021. 5. 27(목) : 학술대회 첫째 날, 09:00-12:00, 13:00-17:00

   - 2021. 5. 28(금) : 학술대회 둘째 날, 09:00-12:00, 13:00-15:00

   ※ 개최 희망일은 선착순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위원회에서 전체 일정을 참조하여 배정하므로 

      신청하신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별세션 날짜 조정이 필요하시면 특별세션 신청 시 함께 알려주십시오. 

• 초청연사와 발표자는 학술대회 참가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함

    (참가비 면제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 신청서 

   1. 특별세션 신청서 마감 : 2021년 4월 15일(목)까지 (행사 6주전)

   2. 특별세션 세부일정 제출 마감 : 2021년 4월 29일(목) (행사 4주전) 

   3. 특별세션 발표초록 제출 마감 : 2021년 4월 29일(목) 

  

  우리학회 종신회원 가입비가 2021년도부터 기존의 정회원 10년분 회비에서 정회원 15년 회비로 인상되습

니다. 이와 함께 회원 및 관련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학회활동 지원과 학회활동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

어 드리고자 “연령별 종신회비 할인제도”를 시행하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상된 종신회원 가입비는 1982년 학회창립 당시부터 적용해 온 가입비로 38년만에 처음으로 인

상되는 것이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된 회비는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물결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학회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보다 가까이 그리고 보다 유익한 학회가 되겠습니다.  

      
  ▶연령별 종신회원 회비 할인 금액

연령 만45세 이하 46-50세 미만 51-55세 미만 56세 이상

종신회비 75만원 65만원 55만원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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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회에서는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학술지의 국제화와 논문의 질적향상을 위해 국제

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지 등재에 필수적인 영문논문 투고율 증대와 JWJ 게재논문의 인용 향상을 위한 영문논문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국문논문을 대상으로 저자가 원할 경우 영문 번역료를 전액 학회에서 지원하여 JWJ에 

게재해 드립니다. 심사과정은 국문으로 진행되며 저자는 번역 후 확인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담을 줄이

고 절차를 간소화 였습니다.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영문논문게재를 희망하시는 저자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편집장

▣ JWJ 게재논문 국제지 인용 요청 ▣ 
- 연간 최다인용자 감사장 및 포상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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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 학술발표대회장에서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도 있으니 JWJ

가 국제지에 등재되어 JWJ의 위상을 국내외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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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어디에서도 투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JWJ의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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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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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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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창을 안내하여 온라인 학회지 게재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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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주시면 1년간 학회지를 책자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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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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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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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7차 이사회 회의록 ▣

• 일  시 : 2020년 11월 27일(목) 07:30-08:30

• 장  소 : 여수 베네치아호텔 3층 부라노 

• 참석자 : 김종도, 장경호, 서  정, 김유찬, 정재필, 김명현, 박영환, 조영태, 박영도, 홍원식, 조대원, 한상배,   

강남현, 안규백, 이수진, 유태준, 박태원, 감사(최광, 황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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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 : 한명수, 김교성, 김도열, 방희선, 이창훈, 송상우, 이창우, 박기영, 정상훈, 장종훈, 김성욱, 김영민,  조정호, 

최해운, 서성호, 박형욱, 이동경, 이은경, 장복수, 권석진, 조홍석, 홍승갑, 남성길, 박대규,  신양재, 김형태, 

 주요 안건보고 
1) KWJS-KR(한국선급) 상호 협력 MOU 체결 : 2020. 11. 3(화), 한국선급(부산)

 - 양 기관의 용접기술교육과 검정업무의 원활한 수행

 - 학회 회원 가입과 학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양 기관의 협력관계 도모

2) 2020 춘추계 통합학술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0. 11. 26(목) 10:00 – 27(금) 16:20,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 후원 : 200만원(산업부 광융합분야(레이저ㆍ광학) 전문인력양성사업단)

   - 전시참가 : 6개사

   - 발표논문 접수 : 312편

     학술상강연, 강연 5편, 구두발표 91편, 포스터발표 107편, 특별세션(16개) 108편

   - 특별세션/구두발표 : 현장발표 및 온라인발표 (줌으로 실시간 중계)

   - 포스터발표 : 온라인발표(발표자료, 발표동영상 탑재), 포스터 현장 게시하지 않음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학술대회장 참가자 100인 미만으로 유지

   - 참가자선물 : 여수 갓김치(1kg)

   - 여수지역상품권(학생 15,000원, 일반 20,000원), 온라인 참가자는 행사 종료 후 기프트콘 지급

3)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은 기프트콘으로 대체

4) JWJ게재논문 국제지 최대인용 우수논문상 수상자 포상

    - 2019년 JWJ 논문을 인용한 SCI급 논문의 저자 중 최대 인용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등 2등 3등

수상자   Muralimohan Cheepu 박노근 감동혁

소속 부경대 기계공학과 영남대 신소재공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상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5)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KCI) 학술지 최종평가 점수 접수

   - 최종평가결과 : 등재학술지 유지

   - 평가획득점수 : 92.4점 (체계평가 30점 만점에 25점, 내용평가 70점 만점에 67.4점)

6) IAB Variable Fee 납부(디플로마 발급 수수료) : 88유로(164,924원)

7) 2020 용접전문기술자 KWE/IWE 교육 실시 : 

   - 교육기간 : 2020. 11. 25(수) ~ 2021. 02. 26(금), 약 3개월

   - 교육참가자 : 24명

※ 첨부 257차 이사회 화상회의 참조

 심의 및 토의 안건 의결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 36명 (종신회원 10명, 정회원 18명, 학생회원 8명) 

2. 학회홈페이지 및 회원관리프로그램 개선작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결함 

   1) 홈페이지 작업 내용

      - 메인화면 및 전체 메뉴 개선 

      - 홈페이지에서의 다양한 업무기능 추가 (증명서 발급기능 등)

      -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하여 스마트폰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

      - 기타 필요한 메뉴 작성 

   2) 회원관리프로그램 

      - 기존의 복잡한 메뉴를 단순하게 수정

      - 업무에 필요한 기능 추가(학술대회 참가자 등록, 참가비납부 등) 

3. 기타 토의 

   1) 동남권 ATB교육기관 설치 추진



113

▣ 제258차 이사회 회의록 ▣

• 일  시 : 2020년 12월 23일(수) 16:00-18:00

• 화상회의 시스템 : WebEX

• 참석자 : 김종도, 장경호, 서  정, 김유찬, 정재필, 김명현, 한명수, 박영환, 조영태, 박영도, 홍원식, 조대원

정우영, 강남현, 김성욱, 안규백, 김영민, 이수진, 박형욱, 이목영, 권석진, 박현성, 남성길, 이진희

김형태, 감사(최 광)

• 위  임 : 이문용, 김도열, 송상우, 정상훈, 조정호, 최해운, 서성호, 이동경, 박태원, 조홍석, 홍승갑

 주요 안건보고 
1) 2020 춘추계 통합학술대회 개최 결과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20. 11. 26(목) 10:00-27(금) 16:20,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 후원 : 200만원(산업부 광융합분야(레이저ㆍ광학) 전문인력양성사업단)

   - 전시참가 : 8개사

   - 발표논문 : 280편(특별강연 2편, 특별세션 90편, 구두발표 83편, 포스터발표 105편) 

   - 등록인원 : 339명(사전등록 190명, 현장등록 124명, 무료등록 9명)

   - 참가자선물 : 일반 20,000원, 학생 15,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지급

     • 학술대회 현장 참가자 : 여수지역상품권 

     • 온라인 참가자 : 스타벅스 기프트콘

   - 여수지역 특산물 갓김치(1kg)을 참가자(301명)에게 택배 발송(택배비 포함 12,000원 해당)) 

2) 구두발표 우수발표논문상 수상자 (11명)

    - 박재웅(한양대), 김재득(부산대), 강태영(동의대), 배승기(고등기술연구원), 정성욱(대우조선해양)

      박진형(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형섭(안동대), 최명환(부산대), 백대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정훈 (연세대) 

      이영우(엠케이전자)

3) 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 수상자 : 19명

   - 윤태종(목포대), 김진경(조선대), 김지언(한국해양대), 조동민(순천대), 김동현(한국기계연구원), 김치원(창원대),

     전소연(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손준혁(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병일(공주대), 이태현(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영창(동의대), 박민우(웰메이트), 최해운(계명대), 김창종(창원대), 조영태(창원대), 전선영(창원대), 

     이진종(한국재료연구원), 박병훈(창원대), 김지웅(동의대)  

4)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 : 47명, 335만원, 스타벅스 기프트콘 발급

발표편수 대상자 포상금

7편이상
(20명)

200만원

감동혁(8), 강남현(10), 강승구(9), 김일수(12), 김재원(7), 김종도(10), 박영도(13), 송무근(8), 
신병현(7), 신중한(9), 심지연(8), 오원빈(10), 윤태종(10), 이보람(10), 이충우(10), 정우진(9), 
조상명(7), 지창욱(12), 홍현욱(8)

10만원 

상품권

5-6편
(27명)

135만원

김명현(6), 김민수(5), 김재득(6), 김재훈(6), 김지언(6), 김진영(5), 문준오(6), 박기영(6), 
박동규(6), 박영환(5), 백승은(6), 서영진(6), 서  정(6), 손승익(6), 이광진(6), 이동경(6), 
이창훈(6), 전수빈(6), 전현욱(5), 정재필(6), 정제한(5), 조대원(5), 조영태(6), 주진혁(5), 
진병주(6), 한시은(6), Trinh Ngoc Lanh(6)

5만원 

상품권

계 3,350,000원

5) 춘추계 통합학술대회 결산 :

   - 수입 84,220,500원, 지출 74,959,713원, 행사잉여금 9,260,787원

6) 향후 5년간 학술발표대회 개최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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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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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SD 기계기본심의회 서면회의 개최 : 2020. 12. 15(수), KS표준 28종 심의(개정 25, 확인 2, 폐지 1)

8)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정비 의혹규명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한 제3자 검증 연구자문계약 체결 

   - 자문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자문기간 및 금액 : 2020. 12. 23 – 2021. 6. 30, 14,000,000원

9) 2021 IIW 2021 연차총회 온라인 개최로 변경 : 2021. 6. 20(일)-25(금), 이탈리아 제노바 

10) 33rd AWF online Meeting 조정호 국제이사 참가 : 2020. 12. 12(토)-13(일)

    - 인도네시아의 ATB, ATC(훈련기관) 승인

    - 일본(JWES)는 JIS 기반의 용접사 인증 시스템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장

    - 베트남 자국 내 전시회 협조요청

    - AWF 회장임기 1년 연장(코로나19로 인한)

11) 2021년 뉴스레터 해설기사 주제 및 기고자 선정완료

발간월(호) 주제 기고자

1월호 전체 동향 & 통계 서성호 기획홍보위원장

3월호 전자빔 기반 후처리 기술동향 박형욱 이사님

5월호 차체성능향상을 위한 레이저 클리닝 연구 이동경 이사님

7월호 3D Printing 현황과 전망 연구위원회

9월호 미래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정우영 이사님

11월호 신기술 및 관련업계 동향 이광원 위원님

12) ANB 검정위원회(Board of Examiner) 서면회의 개최 : 2020. 12. 18(금)

※ 첨부 258차 이사회 온라인화상회의 자료 참조

 토의 및 주요 업무보고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 24명 (종신회원 3명, 정회원 16명, 학생회원 5명) 

2. 학회사무실구입 추진위원회 업무 보고 

   1) 1차 회의 : 2020. 12. 14(월) 10:30-12:00, 서정(위원장), 이보영/김종도(고문), 박영도, 조영태

   2) 2차 회의 : 2020. 12. 21(월), 16:00-17:20, 서정, 이보영, 김종도, 이종협, 박영환, 박영도, 강남현, 조영태

   3) 주요토의내용 

      - 사무실 구입은 정기예금과 은행권 대출을 활용

      - 역세권으로 도보로 약 10분 이내의 거리 위치하고 실평수 약 45평 이상의 사무실

      - 5억∼10억원과 10억∼20억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하여 확인

      - 경매절차와 물건 정보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매전문가 조언을 받아 진행

      - 미분양 오피스텔과 일반 사무실 매매건도 관심을 갖고 확인

   4) 매달 1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관심물건을 지속적으로 확인 : 차기회의 2021. 1. 18(월) 

   5) 사무실구입에 대한 이사회 권고사항 

      - 사무실 구입에 대한 학회자금 세부 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사무실 구입 대출금과 대출금 보증범위를 확인하여 진행

3. 동남권역 ATB설치 의견수렴회의 보고  

   1) 일시 : 2020. 12. 14(월) 14:00-16:30, 김종도, 김영식, 이보영, 조상명, 박영환, 박영도

   2) 주요 토의내용

      - 동남권역 ATB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상명 교수를 선임

      - ATB 신청 관련 세부 준비사항에 대해 K-ANB Chief Executive인 박영환 교수 설명

      - 우리나라 산업 규모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다수의 ATB 설치가 필요

      -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코드에 용접책임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장기적으로는 용접전문기술 인력 수요 증

가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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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B 설립에 필요한 3가지 요건인 교육기관(장소), 교육장비, 운영요원 확보가 필요함

      - 교재개발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한밭대 용접공학센터와 독일 DVS 교재 활용 방법에 논의함

      - 주말을 이용한 Part time을 활용하여 3개월 교육과정을 6개월 과정으로 연장에 대한 검토

      - 동남권 ATB가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을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

   3) 2차 위원회 개최 : 2020. 12. 28(월) 오후 2시 

   4) 동남권역 ATB설치에 대한 이사회 권고사항   

      - ATB 설치에 대한 절차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설치된 ATB를 법인으로 등록하여 공적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조합-학회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를 연기하기로 함

5. 신년이사회는 1월 중에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기로 함

▣ 제259차 이사회 회의록 ▣

• 일  시 : 2021년 1월 20일(수) 16:00-18:00

• 화상회의 시스템 : WebEX

• 참석자 : 장경호, 정재필, 서정, 박정웅, 김명현, 이종협, 김정우, 김창민, 김형태, 이창우, 이진희, 김정오, 김대업, 

최  광, 강남현, 조영태, 홍원식, 박영도, 조대원, 이창훈, 김재성, 안종기, 최광성, 최두열,  박기영, 정우영, 

한상배, 현충민, 방희선, 이목영, 장복수, 권석진, 김도형, 신양재, 윤광희, 오동수, 이은경, 한기형, 김상곤, 

문형순, 신규식, 홍현욱, 김성욱, 김영민, 조정호, 강성구, 문준오, 임병승, 최해운, 이수진, 지창욱, 박형욱, 

감사(황동수)

• 위  임 : 김교성, 방정환, 윤정원, 이광진, 김용덕, 정상훈, 길웅, 박현성, 이세환 (총 64명 참석)

 2021년도 제23대 임원구성 및 임명장 수여

구분 이사명 부문이사 이사 수

회   장 장경호 1명

수석/학술
부회장

정재필
박영도(학술위원장), 조대원, 이창훈, 강민정, 김재성, 방정환, 안종기, 

유지영, 윤정원, 이광진, 최광성, 최두열
13명

사업부회장 서 정
박기영, 송상우, 정우영, 한상배, 현충민, 방희선, 이목영, 김용덕, 
장복수, 장종훈, 정상훈, 권석진, 박대규, 길웅, 김도형, 신양재, 

윤광희, 오동수, 이은경, 이정수, 이재익, 전주선
23명

기술부회장 박정웅
한기형, 박현성, 이지욱, 김상곤, 문형순, 신규식, 이세환, 정광운, 

차현록, 최우혁
11명

국제부회장 김명현 최해운, 이수진, 박영환, 지창욱 5명

편집장 안규백 홍현욱, 김성욱, 김영민, 조정호, 강성구, 문준오, 이명수, 임병승 9명

산학협력부회장 김교성, 김성주, 신상범, 이문용, 이종협 5명

기술협력부회장 강성욱, 김정우, 김창민, 김형태, 이창우, 이진희 6명

대외협력부회장 김유찬, 김정오, 김대업, 최광, 신왕섭 5명

감사 황동수, 박태원 2명

총무/재무이사 강남현 / 조영태(일반회계), 홍원식(특별회계) 3명

기획홍보이사 서성호(위원장), 박형욱, 이동경 3명

계 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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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23대 회장단 학회운영 계획 발표
○ 학회 조직 및 기구 개편

○ 부문별 업무분장

 

 부문별 담당부회장 업무계획 발표
○ 정재필 수석/학술부회장 업무계획 

담당위원회 담당이사
학술대회조직위원회 정재필 위원장
법제도개선위원회
 - 학술대회 세션 재정 후원
 - 학술대회 및 학회지 시상

정재필 위원장 (총무이사 등)
김정오 부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회원사관리위원회 이창우 부회장
전국학생위위원회 방희선 위원장, 장복수 부위원장
마이크로접합및패키징위원회(MPC)
차세대접합소부장 위원회
스마트모빌리티 위원회

김형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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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위원장 업무 : 박영도 학술위원장 

항목 일정 내용 목포

춘계학술대회 5. 27(목) – 28(금), 창원 CECO 온라인 개최 가능성 발표 300건

학술이사 조직위원회
        (4차)

- 1. 22 (1차)
- 4. 16 (2차, 초록마감 후)
- 9. 30 (3차)
- 11. 12 (4차)

특별세션 활성화
(목요일 특별세션 
금요일 일반세션 

이분화 추진)

홈페이지 학술대회 
참가 등록 업그레이드

3월 이전

학술위원회 회의 년 3회 추진 학술위원회 활성화

학술대회 플랫폼 8월 까지 추진
온라인 발표자료
플랫폼화 추진

○ 안규백 편집장 업무계획  

항목 일정 내용

편집이사 

업무분장 

1. 13(수)

(온라인회의)

- 편집위원 30명 수준으로 재 편성 진행

  ⦁기존의 편집위원의 최근3년 활동 실적 반영

  ⦁국문편집위원회, 영문편집위원회 공통

- 투고논문 분야별 담당 편집이사 선정 완료

- 2021~2022 특집호 담당이사 선정 완료 (18개월 주기)

- 논문상/철암논문상 추천후보 선정 진행중

  ⦁2월 째주 정기 편집이사회의에서 선정 예정

- SCOPUS/SCI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SCOPUS/SCI 등재 동시 추지 진행 (22년)

  ⦁인용지수 향상을 위한 선정된 특별관리 회원의 밀착 관리

우수논문 선정 

SCOPUS/SCI 

추진위원회

짝수달 셋째주 

(2, 4, 6, 8, 

10, 12월)

- 호별 우수논문 선정

- 편집관련 이슈사항 논의

- 인용지수 향상 대책 및 점검 회의

※ 논문상은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3월 중순~4월 중순) 대상으로 2월까지 선정하여 이사회 인준 예정

※ 과총학술지평가(21.02) 대비, SCOPUS/SCI 등재를 위한 인용지수 향상 활동 등

○ 서정 사업부회장 업무계획

항목/담당자이사 일정 내용 목표

홈페이지플랫폼위원회
현재 진행중이나 

별도 위원 구성
홈페이지와 플랫폼 제작 플랫폼 기능 연계

용접의날행사조직위원회 일시 및 장소 : 협의필요

홍보위원회

(기획홍보이사)
(뉴스레터) 협의필요

절단위원회 1월중 위원 결정 원전해체 원격절단기술 예타사업 참여

COSD위원회

(박기영, 윤광희, 현충민)

- 2021 국가표준기술향상 

사업 신규지원 

- 공시: 21.1.7~21,1,11

친환경 선박의 극저온 연료 

탱크, 배관 등에 사용되는 

소재의 보급 및 인프라 확

대를 위한 표준 기반 조성

- 신규표준화 과제 수주

- 대우조선해양

- 연구소와 연계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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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웅 기술부회장 업무계획

항목/담당이사 일정 내용 목표

기술세미나
(신규식, 최우혁, 한기형)

- 년 2회/ 부산
- 금속, 시공, 강도, 마이크로  
  접합 등

- 용접전분야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개최

- 외국 전문가 활요

- 참가자 200명
- 학교, 업체 참여

기술기준위원회
(김상곤, 이지욱)

년 1회(최고경영자 모임시)
조선사와 용접재료 업체 미팅   

 을 통한 기술교류
명단 작성

미래전략포럼
(박현성, 문형순, 이세환)

- 년 1회: 2021년 추계대회
- 각계 전문가 초청 또는    
  특정분야 전문가 초청발표  
  및 미팅 

2015년 추계발표 실시
https://www.youtube.com/wat

ch?v=8WbtpJBxKv8  

용접기술발간
(정광운, 차현록)

협의 필요(국내자료 부족)

출판도서
필요에 따른 용접편람 보완   

및 수정

검인증
검인증 총괄, ANB는 
국제부(박영환) 담당

○ 김명현 국제부회장 업무계획 

위원회 일정 내용

2022 IWJC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uncil)

2022. 4. 4.(월)-8.(금) 
제주도 ICC 예정

- 위원회 구성
- PCO 선정
- 후원사 발굴
- 주제선정 및 홍보

EAST-WJ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uncil)

2021년 10~11월 중국
개최 예정

- 교류 활성화/성과목표 설정
- Young 사절단 구성
- 참가단 조직/활성화

AWF 활동위원회
(Activity council)

- AWF 자격 인증업무 절차 규정
- 회원국과의 교류 활성화

IIW 연구위원회
(Research council)

년 2회 추진

- Commission Chair 선임절차 확립
- 춘추계 학술대회 연계방안
- 학생참가자 지원방안
- 회비 확보 방안

ISO 활동위원회
(Activity council)

- ISO 대응 전문위원 시스템 구축

○ 용접접합기술연구소 업무계획 : 서정 사업부회장

항목/담당자이사 일정 내용

연구소운영위원회 4회/년 (2월, 5월, 8월, 11월) 연구소 운영에 따른 주요 안건 심의

프로젝트개발위원회 1회/월 회의 정부 및 기업 수탁 공고 검토

R/D팀 협의필요

연구용역팀 협의필요

 주요 안건보고 
1) 과총 대의원 등록 (3인)

   - 장경호 회장, 정재필 수석/학술부회장, 서정 사업부회장

2) 학회 주관 용접조합-학회 신년인사회 개최 보류 

   -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양 기관 친목교류회로 대체

3) 2021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세부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21. 5. 27(목) - 28(금), CECO (창원) 

   - 발표논문 신청마감 : 2021. 4.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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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후원/홍보마감 : 2021. 5. 10(월), 프로그램 인쇄전   

   - 특별세션 신청 마감 : 2021. 4. 15(목), 행사 6주전

4) 학술분과 온라인 신년인사회 개최 : 2021. 1. 18(월) 16:00

   - 2021년도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 일정 확인 

   - 학술분과 관련 전문분과위원회 담당업무 검토

   - 학술분과업무 목표 : 발표 300편 이상, 학술대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학술대회 플랫폼화 추진

   - 학술대회 전문분과세션 유치 및 세션후원 기관 확보

   - 학술대회 특별세션 활성화방안 마련 

5) 편집이사회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 2021. 1. 13(수) 14:00

   - 편집위원회 구성 : 30명 (논문투고, 논문리뷰, 학술대회 참여실적 참고)

   - 전공분야별 편집담당이사 선정

   - 2021, 2022년 특집호 담당이사 선정

   - SCOPUS/SCI 등재 추진 : 2022년 4월 SCOPUS/SCI 동시에 등재 추진

   - 철암논문상/논문상 대상자 선정 작업

6) 논문 분량이 적은 단 논문의 학회지 게재 방법을 편집이사회의에서 논의하여 2월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7) COSD 최종 보고서 제출 : 2021. 1. 13(수) 

   - 2020년 COSD 지원사업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

   - 총 44건(제정 5건, 개정 36건, 확인 2건, 폐지 1건), 목표대비 1건(개정) 추가 달성

8) 용접접합편람 1권 철강 및 비철재료 오류 문의에 대한 검토 및 답변

   - 용접야금연구위원회 홍현욱 위원장, 문준오 위원이 검토   

   - 일부 내용에 대한 오타는 편람 재판 인쇄시 수정하기로 함

9) 2021 EAST-WJ는 대면 개최로 하되 후반기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기하여 2022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중국 측에 제안하기로 함  

   - 개최 일정(예정) : 2021년 10월~11월 중, 중국용접학회(CWS) 주관

10) 2021년 1월호 뉴스레터 발간 : 2021. 1. 29(금)

    - 용접관련 동향, 특집기고(김희진 박사)

    - 뉴스레터에 업체 광고(전면, 배너, 짧은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양질의 뉴스레터 기사 확보를 위한 원고료 지급과 뉴스레터 수익 창출을 위한 광고(전면, 배너, 짧은 

      광고) 게재 방안을 홍보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11) 2020 용접전문기술자 기초이론시험 실시 : 2020. 12. 23일(수)

    - 기초이론시험(공정, 재료, 설계)

    - 24명(6명 재시험 후 합격, 합격자에게는 기초이론합격증 발송)

12) 동남권ATB설립추진위원회 2, 3차 회의 온라인 개최

    - 초기 ATB설립에 ANB 재정 지원 후 반환은 불가

    - IWE보다 IWS부터 시작하는 방법 고려

    - 중소조선연구원의 중소조선기술인력 재취업프로그램과 ATB 추진의 연계 가능성 확인

13) 2021년도 연구위원회, 지회 학술활동 계획

연구위원회/지회 위원장
행사명 특별세션

(춘/추계)내용 일시 장소

마찰교반용접연구위원회 이광진 기술세미나 7.15-16 제주 추계

용접공정연구위원회 박영환 - - - 추계

용접야금연구위원회 홍현욱 용접야금심포지엄 7.22.~23.
포항공대
국제관

추계

차세대접합소부장위원회 최광성 - - - 추계

동남지회 박영환 기술 세미나 미정 미정 -

※ 첨부 259차 신년이사회 온라인화상회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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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 및 주요 업무보고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 12명 (종신회원 5명, 정회원 6명, 학생회원 1명)

2. 2021년도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장 : 장경호

   - 위원(9명) : 

      1) 당연직(5명) : 정재필, 안규백, 강남현, 조영태, 홍원식

      2) 선임직(4명) : 서정, 박정웅, 김명현, 박영도 

3. 2021년도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함

   - 위원장 : 김종도

   - 위원(5명) : 박영환, 조정호, 박영도, 최해운, 홍현욱

4. 2021-2022년도 연구윤리위원회 를 구성함 

   - 위원장 : 정재필

   - 위원(5명) : 서정, 박정웅, 김명현, 강남현, 박영도

5. 연구위원회 차세대접합소부장위원회 신설을 승임함

   - 위원장 : 최광성 (전자통신연구원 신소재연구실)

6. 2021-2022년도 연구위원회 위원장, 지회 회장을 선임함

연구위원회/지회
위 원 장

소속
전 임 신 임

건설플랜트이음연구위원회 이 진 형 이 진 형 대림대학교 토목환경과

고에너지연구위원회 김 정 오 최 해 운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마이크로접합 및 패키징위원회 김 형 태 이 종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마찰교반용접연구위원회 이 광 진 이 광 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경량소재응용그룹

용접강도연구위원회 현 충 민 강 성 구 한국선급 기술개발팀

용접공정연구위원회 박 영 환 박 영 환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용접야금연구위원회 홍 현 욱 홍 현 욱 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압력용기용접연구위원회 이 상 훈 이 상 훈 한국재료연구원 산업기술지원본부

자동차용접접합연구위원회 박 영 도 박 영 도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적층제조연구위원회 유석현/서정 유석현/서정 한국기계연구원/ 두산중공업

차세대접합소부장위원회 - 최 광 성 전자통신연구원 신소재연구실

IIW연구위원회 김 희 진 김 희 진 씨에스윈드

동남지회 박 영 도 박 영 환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호남지회 방 희 선 방 희 선 조선대학교 용접접합과학공학과

※ 학술활동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위원회는 추가 보고 받기로 함

7. 2021-2022년도 연구위원회 구성을 승인함

■ 고에너지연구위원회

   • 위원장 : 최해운

   • Fellow : 김기철, 박승관, 오명구, 김숙환 • 전임위원장 : 김종도, 이목영, 김철희, 김정오

   • 총무위원 : 감동혁, 김용, 박창규 • 재무위원 : 차준호, 한상배, 이광원

   • 학술위원 : 기형선, 이수진, 천은준 • 기술위원 : 박기영, 윤경호, 이유철

   • 사업위원 : 박거동, 김경석, 오상진 • 국제위원 : 김기영, 김중찬, 임용철

   • 감  사 : 김숙환, 정원석

   • 전문위원 : 

      계명재, 김경연, 김대연, 김도열, 김봉준, 김정묵, 김현동, 박영환, 서  정, 유영태, 이경돈, 이완배, 이문용, 이형근, 

장인성, 정병수, 정병훈, 정성호, 차달준, 방희선, 김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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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접합 및 패키징위원회

   • 위원장 : 이종현

   • 총무이사 : 방정환

   • 감사 : 정재필

   • 기술고문 : 정재필, 정승부, 박재현, 이창우, 홍원식, 강남현, 김형태

   • 자문위원 : 강정윤, 홍순국, 박현식

   • 학술이사 : 김준기, 김용일, 김근수, 김종민, 임병승, 홍석원, 김택수, 유세훈, 윤정원, 최광성, 오철민, 최광성, 

오철민, 김대곤, 허석환, 조진기, 김경민, 고용호, 

   • 재무이사 : 전주선, 추용철, 최윤화

   • 사업/기술이사 : 김성진, 문영준, 박종욱, 김남열, 문정탁, 오승진, 박상복, 박동운, 신의선, 김익범, 임헌창, 하정원, 

신  훈, 김용모, 이경섭

■ 마찰교반연구위원회 

   • 위원장 : 이광진

   • 총무위원 : 강성욱    • 재무위원 : 홍성태    • 사업위원 : 윤성욱

   • 위원 : 강남현, 권택규, 구자명, 김강석, 김기갑, 김병년, 김영곤, 박광욱, 박지형, 문재호, 송상우, 서호철, 안희태, 

이광원, 이영철, 이정화, 이창연, 조훈휘, 최인호, 천창근

■ 용접공정연구위원회

   • 위원장 : 박영환

   • 간  사 : 조대원

   • 고문단(전임위원장) : 강문진, 권순창, 김영국, 김세환, 김재웅, 박주용, 최우현, 박명환, 강봉용

   • 위  원 : 강성원, 권영경, 김대경, 김동철, 김용재, 김일수, 박철규, 선점수, 심재헌, 오동수, 위창욱, 양종수, 은종목, 

이정수, 최기갑, 황동수,  

■ 용접야금연구위원회

   • 위원장 : 홍현욱

   • 자문위원 : 강정윤, 김기출, 김대순, 백응률, 이종섭, 이창희, 이해우, 장웅성, 한일욱, 정홍철

   • 간  사 : 이창훈

   • 위  원 : 강남현, 강용준, 고경백, 길  웅, 김성욱, 김영민, 김정길, 문준오, 박영도, 박영환, 박주현, 배상득, 

서준석, 신용택, 송상우, 양종수, 우인수, 윤광희, 이경운, 이상훈, 이원배, 이희근, 지창욱, 정보영, 

천은준, 최준태, 홍재근, 홍승갑 

※ 위원회 구성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회는 추가 보고 받기로 함

8. 2021년도 이사회는 매달 네 번째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함  

회차 259차(1) 260차(2) 261차(3) 262차(4) 263차(5) 264차(6) 

일시 1/20(수) 2/25(목) 3/25(목) 4/22(목) 27(목) 6/24(목)

장소 화상회의 - - - 춘계/창원 -

회차 266차(7) 267차(8) 268차(9) 269차(10) 270차(11) 271차(12) 

일시 7/22(목) 8/26(목) 9/30(목) 10/28(목) 11/25(목) 12/16(목)

장소 추계/경주

※ 2021년 학회 주요 행사

   1) 위원장 - 회장단 정기 모임 : 전반기 2/17(수), 후반기 8/18(수) 

   2) 74차 IIW연차총회 온라인개최 : 2021. 6. 20(일) - 25(금), 이탈리아, 제노바

   3) 학술대회 : 춘계 2021. 5. 27(목) - 28(금), CECO(창원)/ 추계 2021. 11. 25(목) - 26(금), HICO(경주) 

9. 대학 학부생에게 학생회원 회비를 면제하고 대학원 진학시 학생회원 회비를 납부케 하여 미래의 회원을     

사전에 확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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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LNG추진 해외 원료 용선, ‘친환경’ 운항 첫발 *

  포스코의 LNG 추진 해외 원료 용선이 첫 항해를 

성공 으로 마치고 ‘친환경’ 운항에 본격 나섰다. 동사

는 지난 12월 목포 출항 후 호주에서 철 석 18만 톤

을 선 한 친환경 선박 ‘에이치엘 그린호’(이하 그린호)

가 1월 20일 양제철소 원료부두에 성공 으로 도착

했다고 밝혔다. 그린호는 길이 292m, 폭 45m, 갑  

높이 24.8m로 존 세계 최  규모 18만 톤  LNG 

연료 추진선이다. LNG 연료를 사용하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표 인 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을 기존 벙커유 운항 비 각각 99%, 

85% 일 수 있다.

  LNG 연료를 사용하는 형 벌크선이 해외 운항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선박들은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율 기 이 기존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춰짐에 따라 LNG 는 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탈황설비를 장착하게 되어 있다. 동사는 국

제  규제에 앞서 선제 으로 지난 2018년 12월 에이

치라인해운과 기존 원료 용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체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선박 건조 완료  명

명식을 거쳐 이날 성공 인 첫 운항을 마친 것이다. 2

척의 LNG추진선 설계  제조는 삼호 공업이 맡

았고, 포스코는 선박 제조에 필요한 후  량  그간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극 온 연료탱크용 9%니 강을 

공 해 국내 친환경 선박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조선해양

* 5,000억원 미얀마 해양 랜트 본계약 체결 *
  

  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5,000억원 규모의 미얀마 쉐(Shwe) 공사를 수주했다. 

동사는 1월 27일(수)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인터

내셔 과 미얀마 3단계 가스  개발에 투입될 총 2만7천

톤 규모의 가스승압 랫폼(Gas Compression Platform) 

1기 공사에 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이 공사의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시운  

등 모든 공정을 일 도 방식(EPCIC)으로 수행하며, 

울산 공업에서 제작해 2024년 상반기 미얀마 벵

갈만 해상에 치한 쉐 가스 에 설치할 정이다. 이

번 수주는 동사가 지난 2013년 포스코인터내셔 의 미

얀마 가스  1단계 사업에 가스생산 랫폼을 성공 으

로 제작․인도한 이후, 발주처와 깊은 신뢰를 쌓은 것

이 배경이 다는 분석이다.

  

제철

* 고객사 ‘불만제로’ 시동 *
  

  제철이 고객 만족을 목표로 사 인 품질 신

에 나선다. 동사는 기존 지표 심의 생산․품질 리에

서 고객 심의 품질 리로 환하기 해 사  

신 활동인 ‘ 사클 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사가 품질 리 캠페인에 나선 것은 세계 각국의 보

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시장 악화로 경쟁이 심화

되고 COVID-19로주요 수요산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쟁력 제고를 한 사 인 신 필요성이 두 기 

때문이다. 사 클 임 캠페인은 단순히 KPI(Key Per- 

formance Indicator: 성과 리의 척도로 쓰이는 핵심 

성과지표) 심의 품질 리와 사후 조치 주의 업무

에서 벗어나, 사 에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품질 리 체계를 재 검하고 개선하는 데 사 인 역

량을 집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해 ‘고객 심 생

산  품질 리로 변화’, ‘ 부문 품질 마인드 고취’, 

‘고객 심 선제  업무 로세스’의 3 추진 략을 세

우고 ▲ 사품질 마인드 고취 ▲ 고객활동 강화 ▲클

임 리 정책 변화 ▲ 리 로세스 고도화 등 구체  

방안을 추진할 정이다. 동사 계자는 “ 사클 임 

캠페인의 성공 인 정착을 통해 경 기를 극복하고 

로벌 철강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 기차 보   배터리 재사용 확 에 
정부․산업계 공동 력 *

  

  자동차가 정부  물류․배터리․모빌리티 업계

와 손잡고 기차(EV) 배터리 여(리스) 사업 실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차 구매 기 비용부담을 낮추

회원 사 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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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여 친환경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 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차 이용 

주기 반에 걸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동사는 2월 18일(목)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

부, 로비스, LG에 지솔루션, KST모빌리티와 

기 택시 배터리 여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실증 

사업을 한 업무 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산업부 성윤모 장

, 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동차 공 운 

사장, 로비스 김정훈 사장, LG에 지솔루션 김

종  사장, KST모빌리티 이행렬 표 등 정부  업

계 계자들이 참석했다. MOU에 따르면 택시 랫폼 

사업자는 기차를 구매한 뒤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리

스 운 사에 매각한다. 이후 사업자는 기차 보유 기

간 동안 월 단 로 배터리 리스비를 지 하게 된다. 사

업자는 사실상 배터리값이 빠진 가격으로 기차를 구

매하는 셈이다. 한, 배터리 순환 모델도 실증한다. 

기 택시에 탑재된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할 

때 확보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에 지 장장치(ESS)로 

만들어 기차 속 충 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료

가 렴한 심야 시간 에 ESS를 충 하고, 기료가 

비싼 낮 시간 에 ESS를 활용해 기차를 충 하며 

비용을 감할 수 있다. 동사는 실증 사업을 총 하면

서 기차 ‘코나 일 트릭’을 택시 랫폼 사업자인 

KST모빌리티에 매한다. 배터리 보증은 물론 교체용 

배터리 매도 담당한다. 로비스는 배터리 여 

서비스 운 과 사용후 배터리 회수물류를 수행한다. 최

근 로비스는 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효율 으로 

량 운송할 수 있는 용 용기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련 사업 역량을 키우고 있다. LG에 지솔루션은 사

용후 배터리를 매입해 안 성  잔존 가치를 분석한

다.  사용후 배터리로 ESS를 제작해 기차 속 충

기에 탑재하고, 해당 충 기를 차량 운용사인 KST

모빌리티에 매한다. KST모빌리티는 기차 기반의 

택시 가맹 서비스를 운 하고 택시 충 에 ESS 속 

충 기를 활용하게 된다. 기 택시 운행을 통해 수집

되는 주행  배터리 데이터는 MOU 참여 기업에 제

공한다. 산업부는 련 부처와 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극 지원하고, 실무추진단을 운 해 

분기별 진행 상황  안을 검할 정이다. 이번 실

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 원회를 열고 ‘ 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

업’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삼성 공업

* 친환경 도장 VR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
  

 삼성 공업이 친환경 도료 용 확 를 한 ‘도장 가

상 실(Virtual Reality, VR)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

발하고 거제 조선소에 본격 용했다고 밝혔다. 동사가 

자체 개발한 도장 VR 시스템은 HMD(Head Mount 

Display)를 통해 장 도장 작업을 3차원 가상 공간에

서 직  경험하고 기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뮬 이터

다. 사용자는 가상 공간에서 실제 작업 환경과 동일하

게 구 된 선박 구조물에 스 이 건(spray gun)을 

조작하여 친환경 도료를 사용한 도장 작업을 체험할 수 

있으며, 실습 후 건조 도막 두께 등 실습 결과도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상 훈련을 통해 도장 속도, 

방향, 각도 등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 최고

의 도장 품질과 최 의 도료 소요량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본인 기량을 스스로 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도장 작업은 부식 방지 등 선박 품질을 결정하는 요

한 공정이나, 충분한 실습 기회 확보가 어렵고 효율이 

떨어져 문 기능 인력 육성을 한 체계 인 실습을 

제 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길 삼성

공업 생산기술연구센터장은 “이번에 개발한 도장 VR 

시스템이 도장 작업 고(高)기량자 육성에 소요되는 훈

련 시간과 비용을 크게 여  것으로 기 한다”며, “삼

성 공업은 친환경 도료 용 확 를 해 문 도장 

기능 인력을 꾸 히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조선해양

* 고체산화물연료 지 용 형원유운반선 개발 *
    

  우조선해양이 고체산화물연료 지 용 형원유

운반선(VLCC) 개발에 성공하면서 친환경선박 기술 경

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사는 세계  선  

 하나인 미국의 ABS社로부터 ‘고체산화물연료 지 

시스템 VLCC 용’에 한 기본승인(AIP)를 받았다

고 1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기존 발

기 엔진을 고체산화물연료 지(SOFC, Solid Oxide 

Fuel Cell)로 체하면 발  효율을 더욱 높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획기 으로 일 수 있다. 고체산화

물연료 지는 LNG 등을 산화시켜 만든 탄화수소와 산

소의 기화학  반응으로 력을 생산하는 탄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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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신재생에 지 발  설비다. 이번 개발 과정에서 

우조선해양은 ▲연료 지 스택 특성화 ▲시스템 부피 

 량 추정 ▲시스템의 선박 배치 ▲ 험구역 설정 

 험도 분석 ▲공정에 한 시뮬 이션 등의 과제를 

으로 수행했고 ABS의 엄격한 기 을 통과해 기

본승인을 받게 다. 동사는 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

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선제 으로 응하기 해 

온실가스배출 감 기술을 용한 친환경선박 개발에 공

을 들여왔다. 이번 승인으로 회사는 고체산화물연료

지를 용한 VLCC 기본설계의 기술  정합성을 공식 

인증 받아 향후 수주 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

로 기 된다.

  

두산 공업

* 사우디에서 7800억원 규모 해수담수화 랜트 
수주 *

  

  두산 공업은 디벨로퍼(Developer)인 랑스 에 지 

문 기업 ‘엔지(Engie)’, 사우디 기업 ‘모와(Mowah)’ 

‘네스마(Nesma)’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얀부 4단계 

(Yanbu4) 해수담수화 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

했다고 1월 25일 밝혔다. 얀부4 해수담수화 랜트는 RO 

(Reverse Osmosis, 역삼투압) 방식으로 제다 시 북

쪽 260km 지 에 치한 알라이스 (Alrayyis) 지역

에 건설된다. RO 해수담수화는 역삼투압의 원리를 이

용한 것으로, 바닷물에 인 인 압력을 가해 반투막

(Membrane)을 통과시켜 염분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동사는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  수행

하는 EPC 방식으로 얀부4 해수담수화 랜트를 2023

년까지 건설할 정이다. 완공 시 하루에 약 150만 명

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45만 톤의 물을 생산해 사우디 

서부 알라이스 지역에 공 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 국내 최  박막 태양  모듈 국산화  *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 로 가벼우면서도 유연함

을 동시에 갖춘 CIGS(구리, 인듐, 갈륨, 셀 늄으로 

구성된 화합물 반도체 태양 지) 박막 태양  모듈 국

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동사는 한국에 지기술연구

원, ㈜솔란드와 함께 국산화를 완료하고 지난 1월 21

일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국내 최 로 획득했다. 

한수원이 주도한 이번 국산화 기술 개발은 소기업과 

연구기 의 력을 통해 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태양  산업 생태계 발 의 발 을 마련했다는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 CIGS 박막 태양  모듈은 기

존 실리콘 태양  모듈에 비해 발 효율은 약 15% 정

도 낮지만 가볍고 유연해 설치 가능한 곳이 획기 으로 

많은 차세  제품이다. 동사는 지난해 6월부터 공동연

구 수행기 인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내부 건물 지붕에 

3kW 규모로 박막 태양 발 을 실증하고 있다. , 

올해 상반기  건물의 수직 벽면을 활용한 3kW 실

증, 그리고 건물 지붕에 10kW 규모의 실증설비를 추

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 KPS

* 소기업 기술표  지원 사업으로 지역 뉴딜 확산 *
  

  발․송 설비 정비 문회사인 한 KPS의 소기업 

상생 력 로젝트인 ‘Standard-SURE’(Standard Up- 

rating Reconfirmation Echo)가 기 이상의 성과를 

내고 2020년도 사업을 종료하 다. ‘Standard-SURE’ 

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 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계측기  공기구의 검‧교정과 품질교육 등

의 기술 표 화 지원을 목 으로 하는 한 KPS 고유

의 상생 력 로젝트다. ‘Standard-Sure’는 주‧

남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 확 로 어려움을 겪었

던 구․경북지역을 포함, 353개 소기업을 선정, 

10,867개의 계측기 교정과 126명의 품질요원을 육성

하여 소기업 기술표 화 지원에 앞장섰다. 한 한

KPS는 KOLAS 교정기 으로서 축 된 노하우와 교정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기업들에게 1:1 맞춤 컨설 을 

진행하는 한편 품질교육도 지원해 소기업의 기술표

과 품질수  역량 강화는 물론 제품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제

품생산의 품질유지 비용까지 감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린 소기업을 상으로 계측기 교정과 품질교육을 

지원해 제품경쟁력과 생산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

다는 평가다. 실제로 Standard-SURE의 수혜 기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 참여 기업의 95% 

이상이 공  부품의 신뢰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조사되었으며, 총 59억원의 매출 증  효과가 기

된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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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조선

* 새해 첫 선박 인도*
  

  형선박건조부문 세계 1  기업인 미포조선이 

2021년 새해 첫 선박을 인도하며 힘찬 항해를 시작했

다. 동사는 지난 1월 8일 오  울산 본사에서 아랍에

미리트(UAE) ‘트리스타(TRISTAR)’사로부터 수주한 

2만 5천톤  석유화학제품운반선(Product/Chemical 

Tanker) 1척에 한 인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주

사에 의해 ‘솔라쉐리단(SOLAR SHERIDAN)’호로 이

름 붙여진 이 선박은 길이 169m, 비 25.6m, 높이 

15.6m의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인도식 후 첫 선 품

을 싣기 해 국 타이자오(太昭)로 출항했다. 한편, 

동사는 이 선박을 포함해 2021년 한 해 동안 석유화학

제품운반선 35척, 컨테이 운반선 4척, LPG운반선 4척, 

LNG운반선 1척, LNG벙커링선 1척, 카페리선 1척, 

로로선 1척 등 모두 47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이다.

  

삼호 공업

* 세계 첫 양 항해 LNG 추진 벌크선 인도 *
  

  삼호 공업( 표이사 김형 )이 세계 첫 양 항

해 LNG 추진 벌크 선박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다. 동

사는 지난 12월 11일 회사 안벽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와 김 록 남도지사,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가삼  한국조선해양 표와 김형

 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만 톤  LNG 연료 추

진 벌크선 2척의 동시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서 이들 선박은 친환경 선박의 의미를 강조해 

“HL ECO”호와 “HL GREEN”호로 명명 다. 이번에 

건조된 선박은 길이 292미터, 폭 45미터, 깊이 24.8

미터 규모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형 LNG 추진 

선박이다. 기존 선박보다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99%, 

질소산화물을 최  85%, 온실가스 배출량도 30% 가

량 일 수 있게 건조 다. 연료탱크와 선체 등에 쓰인 

강재 량을 국산으로 제작한 이 특징이다. LNG 연

료탱크의 경우 장공간이 개당 1,600 입방미터에 달

해 존 세계 최  규모로 제작 다. 3,300가구가 연

간 사용할 수 있는 총 2개의 LNG 연료탱크가 장착되

었으며, 극 온의 액화천연가스를 장하기 해 특수

강재인 9%니 강을 사용했다. 삼호 공업과 포스

코는 자재의 안정 인 공 과 시장 확 를 해 업을 

통해 그 동안 국내 육상LNG 장설비에만 용되던 

국산 9%니 강을 까다로운 국제 해상 운용 규격에 맞

게 개선해 선박에 용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명명식

을 치른 선박은 이달 , 나머지 2척은 2022년 3월까

지 모두 인도되어 우리나라와 호주를 연간 10여 차례 

운항할 정이다.

  

한국선

* LNG 운반선 신 규칙 개발 *

  한국선 (KR, 회장 이형철)은 멤 인형* LNG 운

반선에 하여 기존의 LNG 선체구조 규칙을 면 개

정한 신 규칙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IMO에서는 LNG 

가스운반선의 연료탱크를 멤 인형(Membrane)탱크

와 독립형(Independent self-supporting)탱크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독립형 탱크는 다시 

각 특성에 따라 TypeA, TypeB, TypeC 탱크형으로 

분류됨. 이번 개정된 규칙은 직 하  해석을 기반으로 

한 EDW(Equivalent Design Wave) 개념을 용했

으며, 다양한 하  시나리오에 해 구조강도, 좌굴  

피로 강도를 만족하는 구조 배치  치수의 결정이 가

능하고 직 구조해석을 통해 이를 다시 검증하는 최신

의 규칙개발 원칙이 용되어 규칙의 일 성  투명성

을 확보하 다.  한 본 규칙은 일반 인 사이즈 뿐 

아니라 21만~26만 6,000㎥(Q-Max)에 해당하는 

형 사이즈의 LNG 운반선까지

  용할 수 있도록 멤 인 탱크를 장착한 LNG 운반

선의 운동 특성을 분석하여 반 하 으며, IGC Code 

(가스운반선을 한 안 규정)가 수되도록 개발되었

다. 동사는 본 규칙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 세계 최고

수 의 LNG 운반선 건조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

업, 우조선해양, 삼성 공업과 공동으로 LNG 운반

선 용 규칙에 한 향 분석을 실시하 다.

  각 조선소가 17만㎥  멤 인형 LNG 선박의 최

신 설계를 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최 화 설계 측면에

서 검증한 결과, 해당 규칙을 경쟁력이 매우 높은 규칙

으로 평가했다.

  

한화토탈

*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력 이블용 
폴리 로필  ‘신기술’ 인증 *

  
  한화토탈이 개발한 친환경 력 이블용 폴리 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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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propylene, PP)이 국가기술표 원의 신기술

(NET) 인증을 받으며 고부가 합성수지 제품 개발경쟁

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동사가 개발한 친환경 력 

이블용 폴리 로필 은 력 배 에 쓰이는 22.9 kV

(킬로볼트) 용량의 고압 력 이블의 핵심인 연체

에 사용되는 소재로, 한화토탈이 4년동안 개발한 자체 

합 공정을 통해 생산에 성공한 제품이다. 기존 고압 

력 이블의 연 소재는 한번 가공되면 재활용이 어

려웠으나, 한화토탈은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 로필 을 

활용하여 력 이블 연 소재를 개발했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폴리 로필  소재의 일반  특징인 높은 

강성과 취약한 내충격성 등이 잘 휘어져야 하는 력 

이블 특성과 맞이 않아 사용되기 어렵다고 여겨져 왔

다. 그러나 한화토탈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폴리 로필

 제조 기술을 활용해 한계를 극복하고 력 이블 

연체에 합한 소재 상업화에 성공했다. 동사의 친환경 

력 이블용 폴리 로필 은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외에도 제조 과정에서 기존 제품 비 에 지 소모량을 

여 CO2 발생량도 낮췄으며, 연 기능도 높여 력 

송  효율도 약 10%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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