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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

제해사기구) 에서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

유량의 규제를 기존 3.5 % 에서 0.5 % 로 강화하

다. 강화된 IMO의 규제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황

유의 사용, 스크러버의 장착 그리고 NG(Natural Gas,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IMO의 규제와는 

별도로 유럽 일부 항만과 싱가 로에서는 개방형 스크

러버 사용을 지하는 지역도 있어 NG 를 연료로 사

용하는 선박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NG를 선박 연

료유로 사용할 경우 하 163도에서 600분의 1로 부

피를 감소시켜 LNG(Liquid Natural Gas, 액화천연

가스)로 만들어 재 효율을 향상 시키는 것이 가장 효

율 인 선택이다. 한 LNG 는 기존 디젤연료에 비하

여 열량이 높기 때문에 연료비 감 효과가 있으며 99 

% 의 황산화물 (SOX), 80 % 의 질소산화물 (NOX), 

20 % 의 이산화탄소 (CO2) 감이 가능한 친환경 연

료이다1).

  선박의 연료탱크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IGF (Inter- 

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 point fuels)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NG 의 액화 온도인 하 163도를 만족시키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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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소재는 9% 니 강, 오스테나이트계 스테

인리스강, 알루미늄 5083, Invar(인바)이다. 추가 으

로 2019년 1월 IMO의 Interim Guideline 에 고망

가니즈강이 사용될 수 있도록 등재됨에 따라 총 5종의 

소재가 LNG 연료탱크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2).

  선박의 연료탱크는 독립형으로 설계, 제작되어 선박

의 선각에 탑재되는 것이 조선소에서 안벽 작업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유리하며 탱크 자체 량 감을 

하여 강도가 높은 소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과거부터 9% 니 강이 독립형 탱크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온충격인성을 만족하기 하여 니 기 용 재

료를 사용하여 왔다3,4). 하지만 니 기 용 재료는 자

재 비용이 높고  용  작업성이 좋지 않으며 고온 균

열이 쉽게 발생하는 단 이 있다5).

  이와 같은 단 을 극복하기 하여 기존의 니 기 용

재료 신 스테인리스강 기반의 럭스코어드와이어

를 개발하여 물리  성질을 평가하 고 추가 으로 

괴역학 인 성능도 확인하 다.

2. 사용 재료  평가 기

2.1 사용재료

  Table 1 은 본 시험에 사용된 9% 니 강 17 mm 

의 화학성분 조성을 나타낸 것이며 강재 성 서 상 기

재된 내용을 그 로 표기하 다.

  Table 2 에는 9% 니 강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니

기 Inconel 625계열 럭스코어드와이어 용 재료

의 화학성분 규정과 스테인리스 316L 럭스코어드와

이어 용 재료의 화학성분 규정을 나타내었다. 개발된 

용 재료는 9% 니 강 용 에 합하도록 스테인리스

스틸 316L 화학성분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Ni, Cr, 

Mo 등의 비율을 조정하여 기존 스테인리스 럭스코어

드아크 용 재료 비 강도를 향상시키고 -196 ℃ 에

서 충격인성이 확보되며 용  시 고온균열 방을 하

여 페라이트를 일부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

2.2 평가 기
  

  선박에 사용되는 9% 니 강에 해 선 에서 규정

하는 물리  성질을 Table 3 에 나타내었으며 이는 각 

선 별로 다소 상이하다. 9% 니 강에 용할 수 있는 

용 재료는 모재보다 강도 요구치가 낮기 때문에 구조 

설계 시에는 용 재료의 강도를 기 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용 재료의 요구치는 Table 4 에서 볼 수 

있으며 이 한 각 선 별로 기 이 상이하다. 본 연구

에서는 LR 선 의 용 재료 요구치를 기 으로 용 재

C Si Mn P S Cr Ni Cu Mo Nb V

VL 9NI
17 mm 0.0465 0.231 0.627 0.0028 0.0009 0.013 9.127 0.010 0.003 0.004 0.002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requirements for undiluted metal (wt.%, maximum allowable)

C Cr Ni Mo Mn Si P S Cu W Co V Fe

ENiCrMo-
4 0.02 14.5~

16.5 Rem. 15.0~
17.0 1.0 0.2 0.03 0.03 0.5 3.0~4.5 2.5 0.35 4.0~7.0

E316LTX-
X 0.04 17.0~

20.0
11.0~
14.0

2.0~
3.0

0.5~
2.5 1.0 0.04 0.03 0.5 0.5 - - Rem.

Table 3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9 % Nickel steel6-10)

Class Thickness
(mm)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Impact
Others

Temp. (℃) Requirement

ABS - All Min. 515 690~825 -196 T:27 J / L: 34J ASTM A353
ABS Type 1 All Min. 585 690~825 -196 T:27 J / L: 34J ASTM A553

BV All Min. 490 640~790 -196 T:27 J / L: 34J

DNV
T ≤ 30 Min. 490 640~840 -196 T:27 J / L: 34J

30 < T ≤ 40 Min. 480 640~840 -196 T:27 J / L: 34J
LR All Min. 490 640~790 -196 T:27 J / L: 34J

KR
T ≤ 30 Min. 490 640~840 -196 T:27 J / L: 34J

30 < T ≤ 40 Min. 480 640~840 -196 T:27 J / L: 34J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VL 9NI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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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개발  평가를 실시하 다.

3. 실험 방법

3.1 물리  성질 평가 방법

  신규로 개발된 스테인리스강 기반 럭스코어드와이

어의 물리  성능을 검증을 하여 Fig. 1 과 같이 용

 시편을 제작하 다. 시험에 사용된 와이어의 직경은 

1.2 mm, 보호가스는 99.5 % CO2, 류 특성은 역

극성(DCEP) 이다. 최종 으로 용 부 완  용입을 

하여 이면에서 에어카본아크가우징을 용하 으며 

용된 용 자세는 아래보기(1G)+ 보기(4G), 수평(2G), 

수직상향(3G) 자세로 3개의 시편에 용 되었다. 용  시편

에 인가된 입열량은 아래보기 자세 1.15~2.21 kJ/mm, 

수평 자세 0.52~1.27 kJ/mm, 수직상향 자세 1.26~ 

2.43 kJ/mm, 보기 자세 1.57~1.75 kJ/mm 이다.

  물리  성질 평가를 하여 용  시편에서 용착

속 인장시험편 1 개, 가로방향 인장시험편 2개, 측면 

굽힘시험편 4 개, 사르피 V 노치 충격시험편 1 조(1 

조당 3 개 시험편), 마크로  경도 시험편 1 개를 채

취하 다. 인장시험은 ASTM E8/E8M11), 굽힘시험은 

ASTM E19012), 충격시험은 ASTM E2313), 경도 시험

은 ASTM E9214) 그리고 마크로 시험은 ASTM E34015) 

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추가 으로 용 부의 페라이트 측정  미세조직을 

확인하기 하여 Fig. 2 와 같이 용  시편을 제작하

고 동일한 용 와이어로 아래보기 자세에서 용 을 실

시하 다. 원활한 백비드 형성을 하여 루트갭을 5 mm 

로 설정하 고 세라믹 백킹재가 사용되었으며 인가된 입

열량은 층 1.07 kJ/mm, 간층  최종층은 1.13~ 

2.01 kJ/mm 이다. 

Class

Deposit weld metal Butt welding

Yield 
strength 
(MPa)
Min.

Tensile 
strength 
(MPa)
Min.

Elongation 
(%)

Charpy V-notch Tensile 
strength 
(MPa)
Min.

Bending 
angle Charpy V-notch

Temp. (℃) Require-
ment (J) D/t Temp. (℃) Require-

ment (J)
ABS Not specified
BV 480 670 22 -196 27 690 4 -196 34

DNV 375 600 25 -196 27 600 4 -196 27
LR 400 640~790 25 -196 27 640 4 -196 27
KR 375 590 25 -196 27 630 4 -196 27

Table 4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welding consumable for 9 % Nickel steel

2~3 mm

VL 9NI
17 mm

30+30 °

(a)

2~3  mm45+15 °

VL 9NI
17 mm

(b)

Fig. 1 Welding groove shape of (a) Flat + overhead, 
vertical-up position and (b) Horizontal position

5  mm

VL 9NI
17 mm

30+30 °

Fig. 2 Welding groove shape for Flat position with ce-
ramic b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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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증 종균열 시험 방법

  개발된 스테인리스강 기반 럭스코어드와이어의 

층 용  시 균열 방지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Fig. 3 와 

같이 시편을 구성하 다. 모재 17 mm 는 개선각 60°

로 가공되었고 루트갭 5 mm 에 원활한 백비드 형성을 

하여 세라믹 백킹재를 부착하 다.  구속 응력을 

증 하기 하여 양쪽에 탭피스를 부착하고 추가 으로 

2 개의 스트롱백을 동일 간격으로 부착하 다. 용 자

세는 아래보기이며 사용된 용 조건은 180 A - 26.7 V - 

20.7 CPM 과 205 A - 27.8 V - 22.1 CPM 두 가

지이다. 용 장은 각각 500 mm 이며 총 용 장 비 

발생한 균열 길이를 측정하 다.

3.3 피로 시험 방법

  9% 니 강에 개발된 용 재료로 용 된 맞 기 용

부 피로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피로시험을 실시하

다. 시편은 3.1 의 Fig. 1 (a) 형태로 비되었으며 

수직 상향자세로 1.80~2.23 kJ/mm 의 입열량으로 

용 되었다. 용  후 그라인딩 등의 후처리 작업은 실

시되지 않았으며 피로시험편의 형상은 Fig. 4 과 같다.

피로시험은 Instron 의 500 kN 용량, 8803 모델로 

상온에서 ASTM E46616)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HCF 

(High Cycle Fatigue) 방법을 용하 다. 시험 범

는 9% 니 강의 항복강도 이하의 범 를 설정하

고 응력비는 0.1, 주 수는 5~40 Hz, 형은 정

를 사용하 다. 피로한도는 107 cycle로 하 으며 평

가는 105 cycle 에서 106 cycle 사이 결과를 사용하

다. 피로시험 계산식은 수식(1)과 같으며 N 은 반복

수, S 는 응력범 , tdof,a 는 스튜던트 T 분포, se 는 표

편차이다. 이 때 기울기(m)은 IIW 의 XIII-1823- 

07/XIII-2151r4-07 에 따라 3을 용하 다.

  log    log     (1)

3.4 균열진  시험 방법

  용 부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외부 하 에 의해 균

열이 성장하고 최종 으로 구조물의 단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균열이 존재하 을 경우 외부 하 에 의

한 항성 평가가 필수 이다17). 9% 니 강에 개발된 

용 재료로 용 하여 균열진 시험을 수행하 다. 이 

때 시편 형상과 용  시편헝태  용  조건은 3.3 

과 동일하며 균열진  시험편 형상은 Fig. 5 와 같다. 

최  강재 두께는 17 mm 으나 발생한 변형에 의해 

3 mm 가공 되어 14 mm 로 제작되었으며 Intron 의 

100 kN 용량, 8802 모델로 상온에서 수행되었다.

141.39
80

6834

400

17

Fig. 4 The test specimen for fatigue test

100
125

20
25

Ø25

32
.5

27
.5

55 12
0

27
.5

32
.5

Fig. 5 The test specimen for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5  mm

30+30 °

500  mm

Fig. 3 The test coupon shape for 1st pass solidification 
crac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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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E64718) 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일정

응력제어법과 K 감소법을 용하 다. 균열 길이는 컴

라이언스법으로 측정되었으며 시험 시 인가된 형은 

정 , 주 수는 10~25 Hz 이다. 응력비는 일정응

력제어법에서 0.1 과 0.3, K 감소법에서는 감소량을 

0.10 과 0.05 를 용하 다. 피로균열진  속도는 안

정 인 균열성장이 나타나는 역, 즉 Paris 식으로 

표 될 수 있는 구간에서 수식(2) 를 용하여 평가하

다. 이 때 N 은 반복수, C 는 재료상수로 Y 편 값, 

m 은 재료상수로 기울기, ΔK = Kmax - Kmin 를 

말한다.

  


          (2)

3.5 CTOD 시험 방법

  개발된 용 재료의 괴인성 성능평가를 하여 CTOD 

시험이 수행되었다. 이 때 용  시편 형상은 Fig. 6 와 

같으며 IGF code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최  

두께인 40 mm 를 사용하 다. 용 자세는 최  입열

량이 시편에 인가되는 수직상향 자세이며 루트부 결함

을 제거하기 하여 이면에 에어아크카본가우징이 용

되었다. 용  시편 제작 시 모재 개선 형상으로 인하여 

동일 입열량 인가가 불가하여 장 용  시공조건을 반

한 1.18~3.08 kJ/mm 의 입열량이 인가되었다.

  CTOD 시험은 ISO 1565319) 규격에 따라 수행되었

으며 시험편 형태는 B × B 로 가공되었다. 용 부 잔류

응력을 해소하기 하여 국부 압축이 용되었으며 상

온에서 용 부 앙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163 ℃ 

에서 3 point bending 으로 CTOD 성능을 평가하 다.

  ISO 15653 에서는 시험온도에서 항복강도와 인장

강도를 반 하여 CTOD 값을 계산하므로 추가 으로 

-163 ℃ 에서 용착 속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4. 실험 결과  고찰

4.1 물리  성질 평가 결과

  용 부 페라이트 측정결과  미세조직을 Fig. 7 과 

Fig. 8 에 나타내었다. 상 으로 모재의 희석율이 높

은 루트부 용 속의 경우 낮은 페라이트 분율을 나타

내었고 국부 으로 모재와 용 재료간 희석률에 따라 

페라이트 함량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용 재료는 

모재에 비해 Cr, Mo 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모재와의 

희석이 클 경우 용착 속에서 Cr, Mo 의 함량이 상

으로 낮아지고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의 비율이 낮아

지기 때문에 페라이트 함량이 감소하게 된다.

  각 용 시편에서 채취한 용착 속 인장시험 결과는 

Table 5, 가로방향 인장시험 결과는 Table 6 에 나타

내었다. 시험결과 2.2 에서 언 한 요구치를 모두 만

족함을 확인하 다. 가로방향 인장시험 결과 단은 모

두 모재에서 일어났으며 입열량이 상 으로 높은 수

27 mm

13 mm

50 °

50 °

Fig. 6 The welding coupon for CTOD test

27.6%

20.9%

17.6%

21.0%

18.0%

12.6%
17.9%

4.2~8.1%

Fig. 7 The fraction of ferrite on weldment as per location

Fig. 8 The micro structure of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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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향 자세에서는 항복강도  인장강도가 하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외 자세에서는 유사한 수 을 보

다.

  일반 으로 스테인리스 316L 강재에 316L 타입의 

럭스코어드 와이어로 용 하면 략 600 MPa 정도

의 인장강도를 가진다20). 개발된 용 재료는 기존의 스

테인리스 316L 용 재에서 Cr, Mo, Mn, Ni 등의 화

학성분을 조정하고 용 부에 페라이트도 생성하도록 설

계되었기 때문에 강도가 향상되어 선 에서 요구하는 

9% 니 강에 한 인장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굽힘시험편은 측면 굽힘시험편으로 제작되었으며 굽

힘지그 반경 19 R로 시험이 수행되었고 그 때 굽힘 각

도는 180° 다. 각 용 시편에서 각각 4 개의 굽힘시

험이 수행되었으며 모두 단은 없었고 길이 3 mm 를 

과하는 개구 한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으로 9% 

니 강에 사용되는 니 기 럭스코어드와이어로 용

부를 형성하고 측면 굽힘시험을 실시할 경우 모재 비 

용 부의 강도가 낮아 측면 굽힘시험 시 소성변형이 용

부에 집 되어 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21). 

개발 용 재료의 경우 Table 6 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용 부의 강도가 향상되어 가로방향 인장시험 시 

모재에서 단되기 때문에 측면 굽힘시험 시 용 부에 

소성변형이 집 되지 않아 양호한 굽힘성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충격시험편은 샤르피 V 노치 2 mm 로 가공되었으며 

충격시험편을 채취한 치는 표면에서 2 mm 지 의 

용 부 앙이다. 충격시험을 실시한 온도는 -196 ℃ 

이며 각 용 자세에서 3개의 충격시험편으로 시험되었

다. IGF code 요구치와 2.2 에서 언 한 충격흡수 

에 지 값인 27 J 을 모두 만족하 으며 그 결과는 Fig. 

9 에 나타내었다. 니 기 럭스코어드와이어로 용 하

을 경우 용 부는 -196 ℃ 에서 130 J 이상의 온 

충격흡수에 지를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21). 이 경우 

용 부는 페라이트가 존재하지 않는 오스테나이트 단상

이기 때문에 우수한 온인성을 가지는 반면 개발 용

재료의 경우 용 부에 페라이트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

에 상 으로 낮은 충격흡수에 지를 보이게 된다.

  각 용 시편에서 마크로 시험편을 채취하 고 단면의 

용 부, 열 향부, 모재부에 Fig. 10의 치에 Hv10 

(Vickers hardness, 시험하  10 kgf)으로 경도 측

정을 수행하 다. 그 때 경도 값은 Table 7 에 나타내

Welding position Specimen size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1G+4G Φ 8.7 496 699 40.1

2G Φ 8.7 485 681 42.2
3G Φ 8.7 452 666 46.7

Table 6 Test results of transverse tensile test

Welding position Specimen size
(mm × mm)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Fracture location

1G+4G
16.98 × 19.92 546 707 38.7 Base metal
16.93 × 19.93 537 706 39.2 Base metal

2G
16.74 × 19.92 543 698 38.1 Base metal
16.59 × 20.02 546 700 37.5 Base metal

3G
16.67 × 19.95 507 699 41.5 Base metal
16.92 × 19.94 494 696 42.3 Base metal

Table 5 Test results of all weld metal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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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mpact test results for each weld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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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열 향부에서는 상 으로 입열량이 작은 용

자세에서 경도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용 자세에 비해 냉각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용

부의 경우 입열량에 따른 경도 변화 경향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용 재료와 모재간의 희석 정도에 따

라 페라이트의 분율 차가 발생하고 경도의 측정 치에 

따라 그 값이 변화 될 수 있기에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용 부의 단면 마크로 시험결과는 

Fig. 11 에 나타내었다.

4.2 증 종균열 시험 결과

  3.2 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 으며 육안검사  침

투탐상검사 결과 두 가지 조건 모두에서 크 이터를 제

외한 구역에서는 종방향 균열이 검출되지 않았고 그 결

과를 Fig. 12 에 나타내었다. 개발된 용 재료는 Fig. 

7 에서 보듯 층 용 부에 수 % 의 페라이트가 존재

하기 때문에 상 으로 오스테나이트 단상으로 응고하

는 니 기 용 재료에 비하여 내균열성이 우수하다22). 

개발된 용 재료의 경우 205 A 이하로 용 시공되는 경

우에는 균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1 2 3 4 5 6

7

8 9 10 11

h ≤ 2mm

Parent metal 
Weld metal 

Fig. 10 Hardness testing locations

Welding position
Base metal HAZ Weld metal

1 2 3 4 5 6 7 8 9 10 11
1G 220 223 223 317 310 299 303 310 204 214 207
2G 224 223 224 348 338 329 334 329 182 206 198
3G 222 222 218 329 323 317 325 318 195 194 201
4G 222 217 221 332 325 326 313 322 175 176 180

  

  

                                   (a)                   (b)          (c)

Fig. 11  Macro etch test for each position (a) 14G, (b) 2G and (c) 3G

(a)

(b)

Fig. 12 The solidification crack test result (a) 180A and (b) 205 A condition

Table 7 Hardness test results of weldin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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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피로 시험 결과

  본 시험은 개발된 용 재료로 맞 기 조인트를 구성

하 을 경우 구조설계 시 용할 수 있는 피로선도 기

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구조설

계 시 용하는 피로선도는 맞 기 용 부의 경우 비드

여성 높이와 폭의 비율에 따라 10% 이내에서는 DNV 

선 의 D curve, 20% 이내에서는 E curve 를 용

하도록 되어 있다23). 연료탱크 제작 시 장 시공 조건

을 고려하면 E Curve 를 용하는 것이 합리 이므로 

피로 시험 결과를 E curve (IIW FAT80) 와 비교하

여 Fig. 13 과 Table 8에 나타내었으며 E Curve 

비 약 6% 의 피로 성능이 우 에 있음을 확인하 다.

4.4 균열진  시험 결과

  용 부의 균열진 속도를 시험한 결과는 Fig. 14 에 

나타내었으며 일정제어응력법과 K 감소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일정제어응력법 응력비 0.1 

은 Contant_R0.1, 일정제어응력법 응력비 0.3 은 

Constant_R0.3, K 감소법 0.05 는 Decrease_-0.05, 

K 감소법 0.10 은 Decrease_-0.10 으로 표기하 다. 

균열진 수명평가가 필요한 구조물의 제작 시 BS7910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 피로 균열 진  라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발된 용 재료의 성능은 이 기 을 상

회해야 실 구조물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BS 7910 

simple crack growth 와 비교하여 Table 9 에 나타

내었고 BS 7910 기 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4.5 CTOD 시험 결과

  CTOD 시험을 하여 실시하 던 용착 속 인장

시험 결과를 Table 10 에, 용 부의 CTOD 결과는 

Table 11 에 나타내었다. 극 온인 -163 ℃ 에서 인

10

100

1000

1.E+04 1.E+05 1.E+06 1.E+07
Cycles(N)

9% Ni steel - Test result(Butt)

Test data

Class E curve

ΔS
tre

ss
(M

Pa
)

Fig. 13 The fatigue test result (comparison with DNV 
class E curve)

Table 8 The fatigue test result (comparison with DNV 
class E curve)

Case Test 
temp.(℃) Slop logA

Fatigue 
limit

at 107 
cycles

Ratio of test 
result curve 
to E design 

curve
E design 

curve - 3 12.01 47 100 %

9% 
nickel 

steel weld
Ambient 3 12.09 50 106 %

1.E-08

1.E-07

1.E-06

1.E-05

1.E-04

1.E-03

1.E-02

1.E-01

1 10 100 1,000

W2-Decrease_-0.05

W3-Decrease_-0.05

W4-Constant_R0.1

W5-Constant_R0.3

W6-Decrease_-0.10

BS7910

ΔK(MPa√m)
da

/d
N

(m
m

/c
yc

le
)

Fig. 14 The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result at room 
temperature (comparison with BS7910 simple 
crack growth)

Table 9 The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result at room 
temperature (comparison with BS7910 simple 
crack growth)

BS 7910 Weldment

C 5.21E-13 1.95E-08 7.75E-12

m 3 3 4.81

Kth (MPa√m) 2 20 20

Test temperature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Room Temperature 443.0 654.6

-163 ℃ 566.3 1057.2

Table 10 The results of all weld metal tensile test for 
CT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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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험을 수행하 을 경우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상온

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항복강도 증가 비 

인장강도의 증가가 더 큰 것을 확인하 다.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 온환경 하에서 재료의 항복을 넘는 응력이 

발생하면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텐사이트로 부분 인 

변태를 일으키는 2차 경화 상이 발생하여 인장강도 

증가폭이 커지게 되는데 본 시험결과는 기존 연구실  

내용과 일치한다24).

  개발 용 재료는 -163 ℃ 에서 최소 0.18 mm 의 

CTOD 성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니 기 럭스코어드

와이어로 생성된 용 부에 한 연구 실 은 많지 않으

나 선행 연구에 의하면 극 온 환경에서 CTOD 값은 

략 0.3 mm 이상으로 보고 되고 있다25).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오스테나이트 단상으로 구성된 용 부가 

페라이트가 일부 포함된 용 부에 비해 온에서 인성

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 으로 더 높은 CTOD 값을 

보이게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니 기 용 재료를 체할 수 있

는 스테인리스강 기반의 럭스코어드와이어를 개발하

고 그 성능을 평가 하 다.

  1) 용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래보기 자세, 수

평 자세, 수직상향 자세, 보기 자세에서 용  시편을 

제작하여 일반 인 물리  성질을 평가한 결과 2.2 

에서 언 한 기 을 모두 만족하 다.

  2) 층 종균열이 쉽게 발생하는 아래보기 조건, 개

선각 내, 용  류 180A 와 205 A 에서 균열이 미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용  재료 사용 시 장 

가이드로 활용 될 수 있다.

  3) 상온에서 맞 기 용 부 피로시험 결과는 DNV 

Class E curve (IIW FAT80)을 상회함을 확인 하 다.

  4) 상온 균열진 시험 결과 용 부는 BS 7910 기

을 만족하는 성능이 확인되었다.

  5) LNG 가 실제로 사용되는 환경인 -163 ℃ 조건

에서 CTOD 시험을 실시한 결과 최소 0.18 mm 성능

이 확보됨을 확인하 다.

  개발된 용 재료를 사용할 경우 상기에 언 한 괴

역학 성능이 LNG 용 9% 니 강 탱크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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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조선산업에서는 선박의 수송효율 극 화를 해 

컨테이 선이 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강도 극

후  강재의 용이 증 되고 있다. 이러한 극후  강

재의 용에 따른 용  생산성 하를 해결하기 해 

기존의 FCAW 신 입열 용  공법인 EGW가 확  

용되고 있다. EGW 공법은 FCAW 비 용 생산성

을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나, 고강도 극후  강

재의 사용  EGW와 같은 입열 용 법 용에 따

른 피로수명  괴인성 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용

부의 피로수명, 괴인성에는 용 부 자체의 기계  

성질, 화학조성, 미세조직, 잔류응력 등 다양한 인자들

이 향을 미친다. 이러한 다양한 인자  본 연구에서

는 기공, LF와 같은 용 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결함들이 용 부의 피로수명  괴인성에 미

치는 향을 평가하고, 실제 용 부에 허용 가능한 결

함의 수 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해 EGW 공법

을 용한 극후  용 부에 하여 괴인성 평가를 바탕

으로 구조물 건 성 평가(ECA: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를 실시함으로써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구

조물의 수명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한, EGW 

공법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인 으로 재 하여 피

로시험을 수행함으로써 IIW(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로설계곡선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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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최종 으로 ECA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결함 유형별 허용크기 기 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본    론

2.1 모재평가

  본 연구에 사용된 강재는 ASTM A131 EH40 (Thick- 

ness: 70mm)으로 TMCP(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공법으로 제조되었으며, 화학성분은 Table 1

과 같다. 기계  물성을 평가하기 하여 인장시험편과 

충격시험편을 강재 두께의 1/4T에서 강재의 압연방향

으로 제작하 으며, 인장시험은 2개 시험편에 한 평

균값을, 충격시험은 3개 평균값을 평가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강재 평가 결과 화학성분과 기계  물성은 

강재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 을 충분히 만족하는 수

으로 확인되었다1).

  3% Nital을 이용하여 에칭(Etching) 후 미세조직을 

찰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표면부와 심부는 인성

이 매우 높은 조직으로 알려진 베이나이트(Bainite)  

미세한 페라이트(Ferrite)가 혼재된 조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심부에서는 개재물이 일부 찰되었으나, 

체로 양호한 조직 분포를 나타내었다. 

2.2 용 부 평가

  2.2.1 시험편 제작

  컨테이 선에 사용되고 있는 EH40강의 입열 용

부에 한 평가를 하여 EGW 공법을 용하 으며, 

용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선각 20˚, 

Root 간격은 14 mm를 용하여 업에서 용할 수 

있는 EGW 공법의 최  입열량을 재 하고자 하 다.

  2.2.2 용 부 인장시험

  용 부 인장시험은 ASTM E8의 시험 규격을 용

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용 부에 하

여 모재 비 높은 인장강도를 요구하는 AWS D 1.1

를 잘 만족하고 있으며, 모재에 비해 인장강도(T.S)와 

항복강도(Y.P)가 높고 연신율(Elongation)은 낮은 일

반 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2,3). 

C Mn Si P S Cu Ni Ceq.
ASTM A 131 EH40 Max. 0.16 0.90 ~ 1.60 0.10 ~ 0.50 Max. 0.025 Max. 0.025 Max. 0.35 Max. 0.40 Max. 0.42

Results 0.08 1.53 0.30 0.009 0.002 0.22 0.22 0.38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T.S(MPa) Y.P(MPa) Elongation(%) Absorbed energy(J) at -40 ℃
ASTM A 131 EH40 510 ~ 650 Min. 390 Min. 22 Min. 46

Results 542 406 35 362

Table 3  Welding condition

Groove 
angle

Root
gap Backing materials Consumables Shielding 

gas
Polarity Current/Voltage Heat input

(kJ/mm)Face Root Face Root

20˚ 14 mm Ceramic & strong 
backing

DWS 
50GTF/50GTR CO2 99.9% DCEP DCEN 400 A / 

39 V
400 A / 

41 V 6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wt.%)

(a)

(b)

Fig. 1 Microstructure of base metal (a) surface, (b)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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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용 부 경도시험

  경도시험은 ASTM E97 시험 규격을 용하 으며, 

Face, Middle, Root 치에서 용 부는 2 mm, Fusion 

line 부터는 1 mm 간격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열 향부(HAZ: Heat Affected Zone)

의 경도 값은 용 속(Weld Metal)과 모재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Fig. 3과 같이 높은 입

열량으로 인하여 냉각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모재의 베

이나이트(Bainite)  미세한 페라이트(Ferrite)가 조

한 입계페라이트(Grain boundary ferrite)  다각형 

페라이트(Polygonal ferrite)와 같은 연질조직으로 변

화되어 경도가 감소된 것으로 단된다4,5).

  2.2.4 용 부 괴인성 시험

  괴인성시험은 BS 7448 시험규격을 용하 으며, 

용 속(WM: Weld Metal)과 결정립 조 화 역

(CGHAZ: Coarse Grain Heat Affected Zone)에 

하여 실시하 다. 시험편은 3-point bending type

으로 제작하 으며, Local compression method를 

이용하여 Residual stress를 재분포 함으로서 시험편에 

유효성이 있는 피로균열을 생성시켰다. API RP 2Z에 

따르면 CGHAZ의 CTOD 값에 한 유효성 단 시 시

험편 두께 75 % 범  내에서 CGHAZ 분율 15 % 이

상 포함하여야 하며, 입열량 3.0kJ/mm와 4.5kJ/mm

에서는 FL에서 0.5mm 이내에 비피로균열이 생성되

었을 때의 CTOD 값을 유효한 값으로 단한다6). 본 

연구에서의 입열량은 약 60kJ/mm 수 으로 API RP 

2Z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열량과 차이는 있으나, FL에

서 0.5mm 이내에 비피로균열이 존재하는 경우의 결

과를 정리하 다. 

  CTOD(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의 계

산은 BS 7448에서 제시한 식 (1)을 이용하 으며, 그 

계산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7). WM은 0.13mm 

~ 0.23mm, CGHAZ는 0.08mm ~ 0.54mm 수

(a) (b) (c) 

Fig. 3 Microstructure of coarse grain heat affected zone (a) surface, (b) center, (c) root

Table 5 Test results of CTOD (test temperature: -10℃, units: mm)

1 2 3 Average Min.
WM 0.13 0.21 0.23 0.19 0.13

CGHAZ 0.54 0.38 0.08 0.33 0.08

T.S
(MPa)

Y.P
(MPa)

Elongation
(%)

Elastic 
modulus (GPa)

Weldment 691 490 17 174

Table 4 Tensile test results of weldment

Root

Middle

Face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 -5 0 5 10 15 20 25 30

Distance from fusion line (mm)

Weld metal Base metal

H
ar

dn
es

s (
H

V
10

)

Face  
Middle
Root 

Fig. 2 Vickers hardness of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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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WM 비 CGHAZ 결과가 하되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CTOD 값이 하되는 원인으로 균열 선단에 

M-A(Martensite-Austenite)가 많이 분포하는 경우 

M-A가 균열 시작원으로 작용하여 괴인성 값이 하

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EGW 공

법을 용한 결과에서도 FL과 근 한 CGHAZ 역이 

M-A가 발생될 수 있는 온도 역에서 장시간 노출되

어 CTOD 값이 하된 것으로 추정된다8).

   
 

 


 (1)

  K = Stress intensity factor, Vp = Plastic com-

ponent of notch-opening displacement, a = Crack 

length

2.3 피로시험

  2.3.1 시험편 제작  시험조건

  용 부에 한 피로 선도 기 은 용 에 의한 각 변형

(Angular distortion)과 여성(Reinforcement), 용  

방법(Process), 구조물 형상, 재료의 종류(Material), 

두께(Thickness), 표면 조도(Roughness), 외부 환경

(Corrosive environment), 온도(Temperature), 용  

후처리(Welding post-treatment) 등에 따라 피로 선

도 기 을 달리 용하고 있다8,9). 본 연구에서는 EGW 

공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을 Table 6에서와 같이 

용 부 표면에 존재하는 연속 인 결함인 Long sur-

face type, 용 부 내부의 연속 인 결함인 Through 

thickness type, 그리고 용 부 내부에 존재하는 비연

속 인 결함인 Embedded type으로 구분하여 시험편을 

제작함으로서 EGW 용  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피로특성에 미치는 향에 해 평가를 수행하 다.

  실제 용 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재 하기 

하여 Fig. 4와 같이 기계가공으로 홈(Notch radius: 

0.1mm)을 만든 후 가공된 홈에 세라믹을 삽입함으로

서 미용착부가 생성되도록 용 을 실시하여 Fig. 5와 

같이 결함을 형성시킨 후 Fig. 6의 형상으로 시험편을 

제작하 다. 시험편 제작 시 Through thickness defect

와 Embedded defect의 경우 용  Toe부에서 발생되

는 응력집 효과를 배제하기 하여 Face와 Root의 여

성(Reinforcement)을 완  제거하 다.

  2.3.2 피로시험 결과

  피로시험 조건은 응력비(R) 0.1, 형은 정 (Sine 

wave), 주 수(Frequency)는 2 Hz ~ 10 Hz를 

용하 으며, 결함 유형별 피로 시험 결과는 식 (2)를 이

용하여 Fig. 7과 Table 7에 나타내었다. No defect 

Continuous defects Discontinuous defects

Surface area Long surface type -

Internal area Through thickness type Embedded type

Table 6 Defect type

EH40

Groove

EH40

Groove

Machining + ceramic
Machining + ceramic

EH40

Groove

EH40

Groove

Machining +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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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Method of specimens (a) No defect, (b) Long surface, (c) Through thickness, (d) Embedded

(a)

(c)

(b)

(d)

Welding direction

Thickness

Though
thickness

Embedded

Long
surface

Fig. 5 Defects type of fatigue test specimens (a) No 
defect, (b) Long surface, (c) Through thickness, 
(d) Embedded

Fig. 6 Fatigue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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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는 FAT 80 비 높은 Fatigue limit를 나타내

었으나, 결함이 표면이나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 FAT 80 

비 낮은 Fatigue limit를 나타내었다9,10). Embeded 

defect와 Through thickness defect 조건의 경우 결

함이 생성된 치가 표면에 가까운 경우 피로 수명이 

감소하고, 심부에 가까운 경우 피로 수명이 증가하여 

결과의 산포가 크게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log(N) = log(A) - mlog(S) - (tdof,a)se (2)

  N: Number of cycles, S: Stress range(MPa), m: 

Slope, Log(A): Intercept of log N axis, tdof,a: 

Student’s T-distribution value, se: Standard 

deviation

2.4 EGW 용 부의 구조물 건 성 평가

  Table 5의 CTOD 결과를 이용하여 괴 역학에 기

반을 둔 구조물 건 성 평가(ECA: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를 BS 7910 code에 따라 실

시하 다11). Fig. 8은 FAD curve의 시로, X축은 

식 (3)과 같이 재료의 하 과 구조물에 발생되는 하

의 비율, Y축은 (식) 4와 같이 재료의 괴인성특성과 

구조물에 발생되는 괴인성특성의 비율을 나타내며, 그

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조물의 사용 수명 동안에 결함

이 성장하여 손한계라인(FAL: Failure Assessment 

Line)의 하단부에 존재하면 구조물의 손이 발생되지 

않음을 의미한다12). 

   

 (3)

  σref = Stress of structure, σy = Stress of material

   

 (4)

  Kmat = Stress intensity factor of structure,   

KI = Stress intensity factor of material

  ECA 평가를 하여 사용한 Parameter는 Table 8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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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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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Pa
)

1000

100

10
1E+004 1E+005 1E+006 1E+007

Number of cycles (Nf)

FAT80
No defect
Embedded defect
Through thickness defect
Long surface defect
No defect-fit
Embedded defect-fit
Through thickness defect-fit
Long surface defect-fit

Fig. 7  Nominal S-N curve

Defect type Defect size(mm) m
log A Fatigue limit(MPa) at 2 million cycles

50% 97.7% 50% 97.7%
FAT 80 - 3.00 - 12.01 - 80

No defect - 4.09 15.23 15.17 152 147
Long surface 8 3.08 11.34 11.07 43 35

Embedded 9 2.96 12.40 11.45 115 55
Through thickness 9 3.13 11.93 10.96 63 31

Table 7 Fatigue test results by defect type

0.0 0.2 0.4 0.6 0.8 1.0 Lrmax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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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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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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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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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시작점

균열 성장

파손한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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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AD curve

Primary stress Secondary stress Side shell size Defect type

237 MPa
(Maximum structural stress)

160 MPa
(Residual stress)

- Width: 2248 mm
- Thickness: 65 mm

Long surface through 
thickness embedded

Table 8  ECA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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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컨테이 선에서 EGW 용 이 용되는 Side 

shell & Longitudinal bulk head의 구조 강도, 잔

류응력, 구조물의 크기  두께와 EGW 용  시 발생

될 수 있는 결함의 형태를 고려하 다.

  ECA 평가 결과 Allowable defect size는 Table 9

와 같으며, Long surface defect은 1 mm, Through 

thickness defect은 3 mm, Embedded defect은 7 

mm까지 허용 가능한 수 임을 확인하 다.

3. 고    찰

  Table 7의 결함 유형별 97.7% 신뢰수 에서의 Fa- 

tigue limit와 Table 9의 ECA 결과를 비교하여 실제 

Defect size 수 을 측해보고자 결함 크기와 Fatigue 

limit와의 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Long surface 

defect, Through thickness defect, Embedded defect 

모두 Defect size가 증가함에 따라 Fatigue limit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Defect size의 증가에 

한 Fatigue limit의 감소량은 Long surface defect, 

Through thickness defect, Embedded defect 순

으로 확인되었다.

  Fig. 9에서 결함 유형에 따라 Defect size에 따른 

Fatigue limit 감소량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Long surface defect : Y = -13.97x+146.8 (5)
  Through thickness defect : Y = -12.86x+146.8 (6)
  Embedded defect : Y = -10.19x+146.8 (7)

  Allowable defect size(mm), Y: Fatigue limit at 

2 million cycles (Δ Stress)

  식 (5), 식 (6), 식 (7)를 이용하여 Defect size별 

Fatigue limit와 IIW에서 제시하는 FAT 80 조건에

서의 Defect size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 (a) 

Defect size (mm) 1 2 3 4 5 6 7 8
Long surface OK NG NG NG NG NG NG NG

Through thickness OK OK OK NG NG NG NG NG
Embedded OK OK OK OK OK OK OK NG

OK: Safe, NG: Unsafe

Table 9 ECA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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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defect size and fatigu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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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defect size and fatigue limit, (a) 
ECA analysis, (b) FA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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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ECA평가 결과의 Defect size에 한 Fatigue 

limit는 Long surface defect가 1 mm인 경우 133 

MPa, Through thickness defect가 3mm인 경우 

108 MPa, Embedded defect가 7 mm인 경우 75 

MPa 수 이었으며, Fig. 10 (b) 와 같이 IIW에서 

제시한 FAT 80을 기 으로 Defect size를 추정하면 

Long surface defect는 4.8 mm, Through thick-

ness defect는 5.1 mm, Embedded defect는 6.6 

mm이었다.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Fatigue limit와 

ECA 평가를 비교한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Long surface defect와 through thickness defect

의 경우에는 ECA 평가 결과가 피로시험결과보다 보수

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Embeded defect는 유사

한 수 의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4. 결    론

  컨테이 선에 용되고 있는 EH40강에 하여 입열 

용 공법인 EGW 공법을 용하여 괴인성(CTOD) 

 결함 유형별 피로 특성을 평가하 으며, 평가된 시

험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건 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결함 유형별 Allowable defect size는 내부에 존

재하는 Embedded defect, Through thickness de-

fect, 표면에 존재하는 Long surface defect 순으로 

감소하 으며, 결함 유형별 피로시험 결과에서도 동일

한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하 다.

  2) 건 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형 컨테이 선의 

EGW 용 부에 한 결함 유형 별 Allowable defect 

size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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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  해양구조물은 가연성 물질을 취 함에화재와 

폭발사고 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고들

은 인명, 재산 그리고 극심한 환경 피해를 래한다. 

따라서 상구조물의 면 한 배치 최 화 등에 련된 

본질  안 설계 (Inherent Safety Design)와 가연

성물질의 기본공정제어시스템 (Basic Process Control 

System) 기반으로 험요인 (Hazard Identification) 

분석과 험도해석 (Risk Analysis)을 통하여 사고 

방을 한 안 시스템 설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 감

이 될 수 있는 안 시스템 설계가 요구된다. 

  화재의 경우 재 화재사고에 한 다양한 불확실을 

모델링이 가능한 계산 기법을 통하여 사고한계상태 (Ac- 

cidental Limit State)  험도기반 설계법 용과 

련된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1,2). 그러나 

설치 이후 운  시 발생하는 화재에 한 사용한계상태 

(Serviceability Limit State) 평가  상태평가 (Con- 

dition Assessment) 특성 분석은 제한 인 정보만이 

존재하고 있다3). 

  선박  해양 용 구조물의 경우, 용  열변형을 방

지하기 한 제어  리기술은 다수의 열변형 상과 

련된 선행연구4-7)에 의해서 잘 정립되어 있으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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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구조물의 설비 운 시 발생되는 화재열로 인한 

2차 변형 특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화재사고

시 선박  해양 랜트 구조물의 유지보수체계 확립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표 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해양 랜트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는 

특성상 탄화수소가 폐계 용기(배 , 분리기 등)에서 

방출된 후 화되면서 액면화재(Pool fire), 제트화재 

(Jet fire), 증기운화재(Vapor cloud fire), 증발화재 

(Flash fire), 화염구(Fire ball) 등이 래되며 이들

은 각기 다른 양상과 극명하게 다른 복사특성을 보여

다. 이  제트화재는 해양 랜트 내부의 액화가스( 는 

고압가스)가 장탱크나 배 으로부터 출된 후 화

가 되고, 출속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이의 고온과 

고압을 가지는 화염을 형성하는 화재이다. 

  특히 높은 화재하 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손, 장

탱크나 배 의 손, 추가 인 화재확산 등의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제트화재는 강구조물의 화재의 열

 특성에 따른 1차 으로 재료  강도 하로 인한 구

조시스템 붕괴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에 

의한 표 인 피해 감 안 시스템인 PFP (Passive 

fire protection)에 련한 내화구조설계분야는 매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8-10). 

  운 시 화재 사고시 화재진압을 한 수계소화시스템

을 이용하여 가연물의 표면을 냉각하여 소화작용을 한

다. 규모의 화재의 경우는 화재 진압이후에 구조물의 

안 성 확보 측면에서 규모 보수 는 교체 등에 작

업이 필요하나 소규모의 피해는 이러한 보수/교체 등에 

결정을 한 한 기 도 필요하다. 재 육상건축물 

등에서는 피해보상 등에 련한 사고조사형태로 구조물

의 안 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양구조물의 경우에는 

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구조물의 발생되는 제트화재

사고에 해서 선박  해양 랜트에 강도 부재로 리 

활용되고 있는 표 인 보강  구조에 해서 제작 시 

발생하는 기결함( 기 처짐  잔류응력)  구조물

의 소화시스템의 냉각효과 등에 련한 열변형 특성을 

실험 으로 조사분석을 수행하 다.

  

2. 보강  구조의 화재 실험 

2.1 상 보강  구조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선박  해양 랜트의 사용되는 표

인 종방향  횡방향 보강재로 구성된 보강  구조를 

고려하 다. 재료는 조선용 연강 (Mild steel)재로 

과 보강재 동일재료를 사용하 다. Fig. 1과 같이 

재는 길이(L)는 2,440mm, 폭(b)은 1,220mm, 두께

(t)는 10mm이고 종방향  횡방향 보강재는 Tee 형

으로 주요 치수는 Fig. 2와 Table 1과 같은 치수로 

제작되었다. 

  용 법은 조선소에서 제작 시 리 사용하는 FCAW 

2440

Transverse stiffenerLongitudinal stiffener

12
20

(a) Dimension of steel stiffened panel 

(b) Fire test specimen

Fig. 1 The steel stiffened panel specimen

bfx

tp

tfx

twxhwx

tp

tfy

twyhwy

bfy

(a) Longitudinal                          (b) Transverse 

Fig. 2 Dimension of stiffeners 

Table 1 Dimension of stiffeners

Longitudinal Transverse

tp 10mm tp 10mm

hwx 125mm hwy 430mm

twx 10mm twy 12mm

bfx 75mm bfy 150mm

tfx 10mm tfy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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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 Arc Cored Welding)을 사용하 으며 입열량

과 계있는 각장의 경우 한 패스로 최 로 낼 수 있는 

6.5mm로 용하 다. 

  선박  해양구조물은 제작 시 용 으로 발생하는 잔

류응력과 처짐으로 구성된 기결함이 발생한다. 일반

으로 보강 의 구조강도평가를 해서는 기결함 특

성을 반 하여 해석  평가를 통하여 강도설계를 수행

한다2). 이러한 기결함 특성은 운 에 발생하는 화

재에 의한 2차 인 열하 에 의한 결함특성이 변화가 

상되고 따라서 화재사고를 한 안 설계  유지보

수 체계에 요한 설계변수로 반 이 필요하다. 

  상 보강 에 해서 용 에 의한 기 처짐과 잔류응

력 특성변화를 정량화하기 하여 계측변수로 설정하 다. 

  기처짐은 이  거리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Fig. 

3(a)와 같이 10mm 등 간격으로 측정하 다. 기처짐 

계측 형상은 Fig. 3(b)와 같은 필렛(Fillet Welding)

특성을 표하는 형 인 면외변형인 각변형(Angular 

Distortion) 형태가 계측되었다. 의 경우는 좌굴모드 

(Buckling mode shape)의 형상과 종방향 보강재는 

미소한 Sideway 형태의 면외 방향 처짐이 찰되었

다. 이러한 이유는 상 보강  구조가 의 4변이 구

속조건이 없는 자유단 형태로 제작되어 순수한 보강재

의 용 이 주요한 기 변형 형상의 원인으로 단된다.

  용  잔류응력 표 인 방법은 홀 드릴링법 (Hole 

Drilling Method)이다. 이 방법은 가장 리 사용되

는 잔류응력 측정방법이며, 특히 표면의 잔류응력 측정

시 정도높은 값을 보장하는 장 이 있다. 한 ASTM 

E38711)에 의해 표 화되어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는 홀 드릴링법을 이용하여 용 부의 

이면부에 종방향  횡방향 잔류응력을 각각 계측하 다. 

2.2 상 화재 

  본 연구에서는 상화재는 제트화재로 해당 화재를 모

사 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Fig, 4과 같이 제작하 다. 

상 화재 보강 을 지그에 고정시키고 화염 노즐을 이

용하여 +Z 방향 보강재 이면부에 로  가스를 이용

하여 제트화재를 발생시켰다. 가스 유량은 0.039g/s를 유

지하면서 총 30분간 Eurocode 1 (BS EN 1991-1-2) 
12) 조건에 따라서 화재곡선을 실험 으로 재 하 다. 

2.3 실험 방법 

  2.3.1 화재  냉각 조건 

  제트화재에 의한 열하 과 해양구조물에서 사용하는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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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easurement location

100

10
0

x

y

(a) Initial deflection measurement points

<with amplification factor of 10>

(b) Shape of initial deflection  

Fig. 3 Measurement of initial imperfection induced by 
welding

(a) Jet fire 

Steel stiffened panel

Nozzle

LVDT

Thermocouples

(b) Test jig

Fig. 4 Test setup of jet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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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시스템의 냉각 특성을 고려한 실험을 수행하 다. 

  첫 번째로 자연 냉각방식으로 상 보강 (SP1)에 

화염이 노출 시 가연성 물질이 모두 연소가 이루어지고 

화재가 자연소멸이 되는 조건으로 소규모의 화재를 모

사한 실험조건이다. 두 번째는 화재 발생 시 일정시간 

이후에 소화용 수계진압시스템이 작동하여 강제 으로 

소방수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상 보

강 (SP2)을 일정시간 화염노출 이후 직  냉각하는 

조건으로 모사하 다.

  수계 물분부 시험설비는 화염노출부의 이면에서 Fig. 

5와 같이 2개의 노즐을 사용하여 18.8 L/mim. 유량

으로 시험체 온도가 상온이 될 때까지 작동시켰다.

  해당 두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화재 이후의 자연  

속 냉각으로 상구조물의 열  평형을 냉각시간에 따

른 구조물의 열변형 특성을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2 경계 조건

  상 보강 의 주변 지지조건에 따른 변형 특성을 확

인하기 하여 의 길이방향 한변에 해서만 볼

(Bolting)을 이용한 고정지지 조건을 구 하 다. 이

외의 세변에 해서는 자유단으로 Fig, 6와 같이 지지

조건을 달리하 다.

  

  2.3.3 온도  변  계측 

  화재  냉각조건에 따른 변형 특성을 시간에 따른 

보강 의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먼  보강 의 온도

를 측정하기 해 총 7개의 열 를 설치하 다. 한 

화재의 열에 한 보강 의 처짐을 측정하기 해 총 3

개의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 

former) 변  센서를 설치하 다. Fig. 7(a) 는 열

와 변 센서 부착 치를 나타내고 있다.

  잔류응력은 화염 노출 후 모두 측정하 으며 종방

향  횡방향 각각 4개의 Fig. 7(b)와 같은 치에서 

계측하여 변화특성을 찰하 다.

  잔류응력 측정 치는 ASTM E837 기 을 용하

여 Drilled hole 주 로 응력 집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복응력의 60%를 넘지 않는 범 에 선정하

으며 화재 실험이 완료된 이후에 기계측 치와 인  

치, 즉 잔류응력게이지를 부착 가능한 치에서 측정

하 다.  

3. 실험 결과 

3.1 화재 냉각 조건에 따른 변형 특성

  3.1.1 온도 특성 

  제트화재 화염의 심은 상 보강 의 보강재 이면

Free Fixed

Fig. 6  Boundary condition

X

Y MP1

MP2, MP3

MP4

MP5, MP6 MP7

LVDT1

LVDT2

LVDT3

(a) Location of measurement for deflection and steel temper-
ature

⑥
⑦

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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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ocation of measurement for residual stresses

Fig. 7 Location of thermal coupler, LVDT, and strain 
gauge

Water spray nozzle

Fig. 5 Water deluge system for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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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심 치에서 30분간 화염노출  냉각조건 별 시

간에 따른 온도  변  결과를 Fig. 8에 도시하 다.

  Fig. 8(a)는 자연냉각 조건에서 화염에 직  노출되

는 의 계측지  (MP1)에서 최  750℃까지 상승 

후 150분 이후에 기온도의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 

최소온도는 MP7에서 최  220℃가 온도 계측되었다. 

이는 MP7 치는 횡방향 보강재 랜지부로 화염에 

직  노출되는 MP1에 비해서 MP7은 화염으로 부터

의 거리에 따른 열 도 효과로 상 으로 낮은 온도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자연 냉각효과에 따른 열평형은 

체가 동일한 열  평형 상 계 따라서 모든 계측 

치에서 150분(냉각시간 120분)에서 기온도로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하 다.

  속 냉각 조건의 경우인 Fig. 8(b)과 같이 자연냉

각과 동일하게 30분간 화염에 노출 후 수계 소화시스

템을 작동시켜(Fig. 5) 보강 의 온도를 열  평형상

태인 기온도에 도달 시 까지 분사하 다. 상한 것

과 같이 물 분사 따른 냉각효과로 인하여 자연냉각에 

비해서 5배 정도 빠른 시간인 24분 후에 기온도에 

도달하 다. 특히, MP7의 속 냉각 조건에서 온도의 

감소률이 상 으로 화염과 직  노출되는 재 치에 

비해서 완만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보강  구성부재 ( , 

종방향  횡방향보강재)의 화염 노출 치에서 보강재 

크기와 거리 등에 연 된 열 도 지연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1.2 변형 특성

  화염 노출  냉각조건에 따라서 기처짐 형상, 계

측 치의 주변 구속조건 등의 향으로 열변형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Fig. 9와 같이 찰되었다. 

  LVDT1 치는 두변이 자유단과 횡방향  종방향 

보강재로 둘러싸인 의 앙부 처짐 결과로 면외방향

으로 변 가 Fig. 9(a)와 같이 평균 7mm정도 증가하

다가 유지되었다. 반면 LVDT3의 경우는 한변만 자유

단으로 동일한 면외 방향으로 계속해서 증가되었다. 

한 열하 이 작용 기 3분 정도에서 계측 에서 기

처짐 방향의 변 가 격하게 역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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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찰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열하 이 작용됨에 따라 

기처짐형상을 유지 는 주변 구속조건의 향으로 

재료   기하학 인 특성이 변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LVDT3의 경우는 화염이 종료되고 자연냉각 

실험에서 변  방향이 상태 으로 LVDT 1  2에 비해

서 격하게 방향이 반 가 되면서 최  변 가 약 

40mm이상의 구변형 차이가 발생되었다. 열하 에 

따른 기처짐 형상이 각변형 형상에서 의 고유치 좌

굴형상모드로 변화된 것을 시험종료 후 찰되었다. 따

라서 보강 에 화재에 의한 열 하 은 1차 으로 강재

의 물성변화에 따른 기하학 인 변형에 지로 변화된 

것으로 단된다.

  속 냉각 조건의 최종 인 변 는 자연냉각과 확연

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Fig. 9(b)와 같이 속냉각이 

이루어지면서 기 7분 정도에서 격하게 변 가 증

가 후 감소되었다. 이후 완만하게 감소되면서 10분 뒤

에 열  평형상태를 이루었다. 격한 변형은 냉각 열

원(물)이 공 되면서 체구조물의 냉각에 의한 열변형

에 지가 열 평형을 각각의 구성 부재별로 동시에 작

용하면서 격한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단된다. 

  본 실험결과인 화재에 의한 열하   소화방식에 따

른 냉각조건에 따른 최 처짐과 구처짐에 해서 결

과를 Table 2와 같이 정리하 다. 

  일반 으로 구조물에 외력에 한 사용한계상태기

(Serviceability limit values)인 측면에서 DNVGL 규

정13)에 따르면 본 보강  구조의 허용 최  처짐 12.2mm

와 구처짐이 8.133mm으로 계산된다. 보수 인 

앙부(LVDT2)를 제외하고는 최 처짐  구변형 기

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

한 화재의 열하   소화방식에 따라서 련된 규정 

검토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3.2 잔류응력 특성

  Fig. 10 종방향과 폭방향의 Fig. 7(b) 치에서 

상 보강 의 냉각조건에 따른 각각의 잔류응력 변화 결

과를 분석하 다. 종방향, 폭방향으로 용 부와 거리에 

따라 4개의 계측 치 선정하 다. 실험 , 후 비교를 

해 인  치에서 보강 별 각각 총 8개의 포인트에서 

잔류응력을 계측14)하 다.

  화재 후 자연냉각  속냉각 실험 후 계측된 인

장 역의 잔류응력은 모두 큰폭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압축 역에서는 폭방향 잔류응력은 용 부에서 멀어질

수록 감소되고, 종방향 잔류응력은 증가되는 경향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작시 용 에 의해 발생되는 인장 잔류응력

은 화재 사고로 발생되는 2차 열하 의 향으로 항복

응력 수 으로 확연하게 어들고, 한 압축 잔류응력 

한 체 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2차 열하 의 주요

한 열변형 특성으로 단된다. 

  한 상 보강 에서 화염 노출  냉각효과에 따른 

인장  압축 잔류응력 두 인자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2차 열변형 발생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고 련된 추가 

수치  상세 실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Location
Deflection of SP1 Deflection of SP2

Max. 
(mm)

Perm.
(mm)

Max.
(mm)

Perm.
(mm)

LVDT1 23.32 23.22 30.70 21.94

LVDT2 7.46 6.78 11.78 4.03

LVDT3 25.31 25.31 20.13 7.97

Table 2 Summary of deflections at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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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stribution of residual stress in y-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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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고찰

  해양구조물의 화재 사고 시 화염  소화방법에 따른 

보강  구조의 열변형 특성을 실험 인 방법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 다. 화재에 의한 열하 과 소화방법에 따

른 냉각효과에 실험 으로 구 하 고 표 인 보강

구조에 해서 온도, 변   잔류응력의 변화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결론 도출하 다.

  1) 화재에 의한 열하 이 작용후 냉각조건에 따라서 

보강 의 열 평형상태는 속냉각이 자연냉각에 비해 

5배 정도 빠르게 도달되었다. 열  평형상태 도달시간은 

화염의 노출된 치에서의 보강  부재 특성  거리에 

따른 열 도 향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 다.

  2) 기처짐 형상, 계측 치의 주변 구속조건 등의 

향으로 열변형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

하 다. 열하 에 따른 기처짐 형상은 용 에의 기

형상에서 의 고유치 좌굴형상모드로 변화된 것을 확

인하 다.

  3) 잔류응력은 인장 역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압축잔류응력은 종방향  폭방향 용 의 특성에 따라

서 감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체 으로 열하

에 의하여 잔류응력이 완화됨을 확인하 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해양 랜트 구조물의 화

재 사고 시 다양한 유지/보유 체계 확립을 한 기

인 데이터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 된다. 한 보강 의 

실험조건에 따른 모드변화, 잔류응력의 특성에 해서 

정 한 산수치해석을 통하여 검증과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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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stribution of residual stress in x-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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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  해양구조물에서 일반 bolted flange의 경

우, 고압  형 사이즈로 변경될수록 크기  량이 

격히 증가하며 체결하는 bolt의 숫자도 많아지기 때

문에 체결  해체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hub flange는 고압  형 사이즈에서 사용

되는 일반 flange 비하여 상당한 량 감 효과  

빠르고 효율 인 기 성 등의 장 으로 리 활용된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일반 flange의 연결 보다 자재의 

리  설치가 까다로워 이를 한 검토가 설계단계부

터 면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으로 hub flange는 Fig. 1과 같이 shop이나 

site에서 pipe와 hub flange의 연결 용 (①) 후에 

hub face의 평탄도 기 을 만족한 후, clamping(②)

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Hub flange와 연결 

배 의 용 으로 Fig. 2의 (b)에 표시된 hub face의 

① Welding
Between pipe and hub

② Clamping
between hub connectionnut bolt

hub

seal ring
clamp

Fig. 1 Detail of main components and work sequenc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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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ness  평행도(Perpendicularity) 변형이 발생

한 경우, clamp를 억지로 체결하더라도 leakage가 발

생하고 이는 공정 지연으로 이어져 막 한 생산비용 손

실을 래한다. 따라서 설계 단계 뿐만 아니라 생산 공

정 단계에서 hub flange 설치 시 변형에 련된 측, 

리  제어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배   일반 flange의 용  변형 특성과 리  

제어 기술에 한 연구1)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지만, 

hub connector의 경우 특정 업체에서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기성품 이므로 업체마다 조 씩 디자인이 다

르다. 한, hub flange가 특허 제품이므로 용  변형 

 제어 기술에 한 연구는 비공개 되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 장의 hub flange 체결 시 

다양한 용  조건을 고려하여 각 변수가 hub flange의 

제작 허용 criteria에 기여하는 향도를 악하고 그

에 따른 용  변형 특성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한, 수치해석으로 측하여 최소 변형을 제어하기 한 

체결 용  방안을 제안하 다.

  아래 Fig. 1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hub flange의 주

요 구성품을 나타낸다. 배 과 용 되는 welding neck 

hub와 gasket 역할을 하는 seal ring, hub를 바깥에

서 고정해주는 clamp와 clamp를 조립하는 bolt, nut

로 구성되어있다. Bolting의 체결력이 clamp로 달

되고 clamp가 조여지면 hub를 미는 힘으로 바 게 되

고, seal ring이 hub face에 안착이 되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  spool의 site 설치 시 배 과의 연

결 용 에 의해 평행도 변형이 발생하는 hub sealing 

face의 평행도를 수치해석으로 측하여 변형을 완화하

는 방법을 제안하 다.

2. 용  변형 특성

2.1 수치해석 상

  열탄소성 유한요소해석을 해 범용 비선형 유한요소 

코드인 MSC. MARC (2014)를 이용하 다. 주요 해

석 상인 용  수축에 의한 평행도 변형은 일반 으로 

알려진 기존의 MARC 옵션인 weld flux, filler  3D 

weld-path를 이용하 다. 아래 두 가지 크기의 hub 

flange와 배 에 하여 3-D weld path 해석을 진행

하 다. Hub flange의 크기는 clamp와 연결되는 외

경과 seal ring과 연결되는 내경에 의해 결정된다. 그

래서 hub flange의 크기는 clamp와 seal ring의 조

Seal ring Seal ring
lip

Clamp

Hub Rib

Clamping
surface

(a) Prior to assembly       (b) Fully assembled (clamped)

Fig. 2  How the GRAYLOC connector seals3)

Hub flange 60°

Root gap (3mm)

Pipe 
thickness

Welding
1,000mm

Pipe

Fig. 3  Pipe and hub flange joint configuration

GRAYLOC 6GR52 (6inch) 10H76 (10inch)

Component Hub flange Pipe Hub flange Pipe

Material ASTM A694 F65 ASTM A333 Gr.6 ASTM A694 F65 ASTM A333 Gr.6

Outer diameter (OD) 291.3mm 170.8mm 406.5mm 273.7mm

Thickness 19.6mm 19.6mm 32.1mm 32.1mm

Table 1  Pipe and hug flange material and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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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표기되며, 랜드마다 표기 방식이 조  다르

다. 아래는 표 인 업체인 GRAYLOC3)의 표기 방법

을 따른 것이다. 일반 으로 아래 두께에서 root gap

은 3mm로 시공된다.

  Hub flange와 배 의 연결 시, 실제 용  단면과 동

일한 bead를 구 하여 3-D weld path 해석을 수행하

다. GTAW 공법을 용할 경우, 6inch hub flange는 

20-pass로 용 되고, 10inch는 37-pass로 용 된다.

2.2 경계 조건

  Hub flange와 배 의 용  해석은 아래와 같이 pipe 

spool이 이미 설치된 site에서 용 하는 구조  경계

조건으로 가정된다. 아래 Fig. 5에서 clamp가 체결되

는 hub face는 free, 다른 배 과 연결된 배  끝 단은 

칭(symmetry) 조건이다. 실제로 약 80% 이상의 hub 

connector가 pipe shop에서 제작된다. Pipe shop에

서 작업 환경은 site 조건 보다 훨씬 우수하고 제작된 

제품의 오작률도 매우 다. 따라서 보수 인 site 조

건의 용  해석을 수행하 다.

  용  후 냉각 단계에서 상온의 온도는 25℃, 총 5시

간 이상 상온에 노출된 모든 표면에 하여 류 조건

을 용하 다. 류 냉각은 주변 공기에 의한 자연 류 

열 달을 고려하기 해서 경막 계수(film coefficient)

를 13으로 사용하 다6). 

2.3 Heat source modeling

  열원 모델은 Fig. 6과 같이 3차원 열원 모델  가

장 arc 특성을 합하게 반 하는 Goldak의 이  타

원 열원 모델을 이용하 다. 이는 아크 용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열 입력 모델로서 아크 용  과정의 열

을 용융풀과 같은 크기의 체 으로 분산시킨다. 열 유

속(Weld volume flux)은 다음 식 (1), (2)와 (3)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계조건으로 가정하 다. 여기서 

Q는 력, η은 아크 효율, a는 용융부의 폭, b는 flux

의 깊이, c는 flux의 체 길이이며, cf, r은 heat flux

의 후 길이를 의미한다. 용  속도는 실제 welding 

record를 그 로 용하 으며 평균 1.9mm/s이다. 

Weld path로 용 선을 설정하고 weld filler로 용  

와이어가 모재로 이행되는 것을 구 하 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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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TAW와 FCAW의 용  효율은 Atkins가 제안한 

(a) 6GR52 (20-pass)                    (b) 10H76 (37-pass)

Fig. 4 Welding paths and bead profiles of hub-pipe joint

Hub 
face

(free)

Pipe (X-symmetry)

Fig. 5 Structural boundary condition

Fig. 6 Goldak’s double ellipsoidal heat flux distributio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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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를 가정하 다. 그리고 해석에 사용한 입열 변수

는 Table 2에 정리하 다. Heat flux의 각 길이는 실

제 hub connector의 용  장에서 직  계측하여 정

하 다. 

2.4 용  조건에 따른 변수

  본 연구에서는 hub flange와 배 의 연결 용 에서 

냉각 5시간 후, 최종 평행도 변형량을 다양한 용  변

수에 따라 수치해석으로 구하여 변형이 감소되는 최

의 용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 다. Table 3과 같이 

각 변형량을 최소로 하는 주요 공정변수인 용  방향, 

가  유무, root gap, 용  공법의 조건을 반 하여 6, 

10inch hub flange에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hug face의 leakage와 

련된 평행도 변형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용  효율의 

측면에서 실제 장에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변형 

감 련 지침 등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2.5 Acceptance criteria

  Hub flange와 배 의 용 으로 평행도 변형이 발생

한 경우, ASME B16.5-20178) 규정에 따라 수정 여

부가 결정된다. ASME B16.5는 가장 표 인 flange 

국제 규격으로 Class 2500 압력에서는 최  12inch 

까지만 규격을 제공한다. 따라서 12inch를 과하는 

경우 설계  생산 에서 용성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ASME B16.5의 “7.3 Facings”에서 제안하는 

평행도 기 에 따르면, 해석 상인 hub flange는 6, 

10inch 이므로 face의 평행도가 0.5도 이하를 만족할 

경우, leakage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leakage 

test  공사를 진행한다. Hub connector에는 2개의 

hub face가 clamp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한 면의 hub 

face는 0.5도의 반인 0.25도를 만족해야한다.

  Fig. 7은 10inch hub flange와 배 의 연결 용

을 수행한 후, 용  변형을 나타낸 것이다. Fig. 7의 

(b)와 같이 원주 방향으로 각각 다른 용  수축에 의

해 hub face의 꺾임이 발생하 고 그 값을 측정하여 

ASME B16.5의 평행도 기 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단하 다. Fig. 7은 최종 변형 값이 약 0.03도로 허용 

기 을 만족한다. 이와 같이 Table 3의 10가지 case

에 하여 아래와 같이 평행도를 측정하여 용  변수에 

따른 향도를 악하 다.

3. 용  변형 제어 기법

3.1 변수에 따른 용  변형량

  3.1.1 용  방향

  아래와 같이 용  방향에 의한 hub face의 평행도 

Welding process a b cf cr

GTAW 2.5mm 3mm 3mm 6mm

FCAW 7mm 7mm 4.5mm 9mm

Table 2 Detail dimension of weld heat flux

No. Identification Details

1

Weld path direction

2-path

2 4-path normal

3 4-path abnormal

4
Tack welds

Presence

5 Absence

6

Root gap

2mm

7 3mm

8 4mm

9
Welding process

GTAW

10 GTAW + FCAW

Table 3 Details of FE studies performed

Hub face +1.2mm

+1.0mm

   (a) Deformed shape of full model                 (b) Displacement X at hub face

Fig. 7 The result of welding analysis between hub flange and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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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을 확인하기 해서 6inch hub flange에 하여 

Fig. 8에 따라 weld-path를 2개, 4개, 4개 그리고 

순서를 변경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a)는 좌우 한번

씩 번갈아 용 한 것이고 (b)는 path를 4개로 나 어 

각선으로 용 하 다. (c)는 4개 path로 나 어 아

래부터 좌우로 용 하고 윗부분도 좌우로 용 하는 순

서로 해석하 다. 용  방향 외에 가 의 길이, 치, 

입열량, 구조  경계조건 등을 포함한 다른 모든 매개

변수는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동일하다.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 인 배 의 표

과 마찬가지로 hub connector의 용 도 4등분의 칭 

용 법을 사용하는 것이 변형 측면에서 유리하다. 좌우 

2-path로 나 어 용 하는 경우 허용 기 은 만족하지

만 약 30%의 각변형이 더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path 용 의 경우, 생산성 측면에서 약 

1.5배 유리하다. 따라서 실제 장에서 본 연구 결과를 

용할 경우, path가 어 입열량이 은 소구경 배

에 해서는 2가지 방안을 모두 고려하여 감 련 

지침을 합리 으로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3.1.2 가 (Tack welds) 유무

  가 이 hub face의 평행도 변형에 미치는 향을 검

토하기 하여 10inch hub flange에 해 가  40mm

를 원주의 120도 간격으로 3곳 용한 뒤 그 로 유지

하여 층을 구성하도록 용 한 것과 가 부의 강성을 

최소로 낮춰 층을 용 하는 해석 기법 두 가지 결과

를 비교하 다. 실제로 업에서 가 이 없는 경우, 

기에는 가 을 생성한 상태에서 가 을 하나씩 제거하

면서 층 용 을 진행한다. 가 은 그 길이가 본 용

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열 향부가 경화되기 쉽고 

가 의 시종단부는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

을 제거하여 용 하는 것도 일반 인 공법이다. 

  가 이 있는 경우 해석 기법은 상용 로그램인 MSC 

Marc (2014)의 deactivation 옵션9)을 층용 에 

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소망 생성 방법(element birth 

method)이라고도10) 하는데 실제 용  과정과 유사한 장

이 있다. 가 부는 형상과 강성을 그 로 유지하고 

있고 deactivation 된 층을 해석 에 생성하여 3회

에 걸쳐 차례로 올리는 기법이다. 

  가 이 없는 경우는 가 부에 MSC Marc의 quiet 

weld filler 옵션9)을 용하여 가 부의 형상은 유지하

되 강성을 최소로 가정하여 용 하는 해석 기법을 용

하 다. 이 기법은 “평온 요소망 방법(quiet element 

method)”인데10) 용  비드 형상을 추가 으로 제거  

생성하지 않고, 임의의 온도(본 연구에서는 1500℃ 부

            (a) 2-path (b) 4-path diagonally          (c) 4-path from the bottom

Fig. 8 Comparison of perpendicularity in hub flange face depending on weld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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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0.18

0.16

0.14

0.12

0.10

0.08

0.06

0.04

Pe
rp

en
di

cu
la

rit
y 

[d
eg

]

0 5 10 15 20 25
Pass [EA]

Fig. 9 Comparison of perpendicularity in hub flange face 
depending on weld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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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ub connector with tack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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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서 감소된 재료 물성을 가지도록 설정한 뒤, 정상 

온도 분포와 물성치를 순차 으로 부여하여 활성화 시

키는 방법이다. 가 의 유무 외에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 다.

  Fig. 11에서 볼 수 있듯이 가 을 유지하여 용 하

는 경우, 평행도 변형이 25% 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배 의 본 용  에 fit-up을 해 가 을 하

며, 가 에 의해 강성이 확보되면 용 에 의한 수축 변

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평행도 변형을 감

소시키기 해서는 가 을 용하는 것이 효율 이다.

  3.1.3 Root gap

  Root gap이 hub face의 평행도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기 하여 6inch hub flange에 해 가 의 크

기  치, 입열량, 구조  경계조건 등을 포함한 다

른 모든 매개변수는 아래 3가지 조건에서 모두 동일하

게 유지되고 Fig. 12와 같이 root gap의 거리만을 2, 

3, 4mm로 변경하여 해석하 다. 

  4mm 이하의 root gap은 축방향 변형  hub flange 

face의 기울기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며, 허용 criteria

인 0.5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Root gap

이 2mm에서 4mm로 증가함에 따라 hub face의 기울

기 변형이 증가한다. 이것은 아래 식 (4)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여기서 K는 강성, E는 Young’s modulus, A는 단

면 , L은 길이 이다. 의 정의와 같이 가 의 강성

(K)은 가 의 축 방향 길이(L)와 반비례 한다. 가 의 

축 방향 길이는 root gap에 따라 증가하므로 가 의 강

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낮은 강성의 가 은 동일한 하

에서 더 높은 변형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root gap이 증

가할수록 hub face의 평행도 변형은 증가한다.

  3.1.4 용  공법

  Fig. 14은 10inch hub connector의 용  공법에 

따른 비드 형상을 나타낸다. 이 형상은 실제 용  단면

을 참고하여 동일하게 모델링한 것이다. (a)는 10inch 

hub flange와 배 의 용 에서 순수하게 GTAW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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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perpendicularity in hub flange 
face depending on tack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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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ize of root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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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이고, (b)는 층을 생성하는 3-pass는 GTAW

를 용하고 나머지 11-pass는 FCAW를 용한 것이다.

  일반 으로 GTAW는 FCAW 보다 동일 출력에 지

에서 아크효율이 낮기 때문에 입열량이 동일하더라도 

유효 입열량이 낮아 변형이 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1). 유효 입열량이 으면 용착속도가 높아 

당한 용착 단면 이 형성되고 변형을 일 수 있다. 하

지만 hub flange 용 의 경우, GTAW의 용  pass 수

가 FCAW 공법 비 23-pass로 압도 으로 많아 

 입열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단된다. Fig. 15에서 

층 생성을 한 3-pass 까지의 GTAW 용 에 의한 

평행도 변형은 거의 동일하나, 최종 용  후, 변형량은 

3.8배가 더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FCAW 

공법으로 변경되는 4번째 pass에서 변형량이  감

소하는데, 이것은 FCAW의 유효입열량보다 GTAW의 

용  속도와  입열량의 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pass의 유효입열량 보다  입열량이 hub 

face의 변형에 더 지배 이므로 GTAW+FCAW가 변

형을 일 수 있는 용  공정으로 단된다. 한, 생산

성 측면에서도 GTAW+FCAW 공법이 용  속도를 

고려하면, 약 3배 이상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해양 공사에서 리 사용되는 hub flange와 배 의 

연결 용  시, 용  수축에 의한 평행도 변형을 감하

는 공정 변수들의 효과를 수치해석을 통해 검증하 다.

  1) 일반 배 의 용 과 마찬가지로 hub connector

도 4등분 칭 용 법(4-path diagonally)을 사용하

는 것이 변형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생산성의 효율

을 고려한다면 입열이 은 소구경 배 에서는 2등분 

좌우 용 도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 가 에 의해 강성이 확보되면 용  수축에 의한 

변형이 억제되므로 평행도 변형의 감소를 해 가 을 

용하는 것이 더 효율 이다.

  3) Root gap 련하여 용 부의 충분한 용입을 충족

하기 해 root gap은 최소화 되어야한다. Root gap이 

크면 횡방향 수축이 증가하고 hub face의 직진도 변형

이 커진다.

  4) GTAW만 용할 경우  입열량이 증가하여 

GTAW와 FCAW를 함께 용한 경우 보다 약 3.8배 

변형이 크게 발생하 다. 따라서 층은 GTAW를 

용하고 나머지는 FCAW를 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 해석된 공정 변수의 종류는 재 조선소

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 변

형 감 련 지침 등을 수립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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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항  용 은 최근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차체의 조

립 공정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항  용 의 사

용이 많은 만큼 용  품질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요

구가 많다. 용 품질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괴검사 

혹은 음 와 X-ray 같은 비 괴검사를 사용한다. 하

지만 괴검사법은 공정이 끝난 후 검사가 진행되므로, 

공정 에 발생하는 문제에 응하기 힘들고 비 괴검

사법은 상 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효과 으로 보완하기 해 동 항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용 의 품질을 단하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 항을 이용하는 연구에서 

용 이 진행됨에 따라서 용 부의 동 항을 시간에 따

라 나타낸 것이 동 항 커 인데, 이는 용 의 진행과

정을 보여 으로써 용  품질을 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2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동 항 커 에서

의 β-peak은 겟 형성에 한 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β-peak은 용융이 시작되는 이며, 겟 생성이 

시작되는 이다. 따라서 동 항 커 를 활용하여 용

 품질을 단할 때 β-peak을 특성 값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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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importance of welding monitoring is emerging, and in particular, many studies using characteristic 
values of dynamic resistance curves are being conducted. Among the characteristic values, β-peak, peak on the dy-
namic resistance curve, contains important information on the extent to which the nugget grows. A common wa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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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ance curve. However, for dynamic resistance curves where local extremum values are unclear, extracting the β
-peak in this manner is difficult. Therefore, in this study, a method using heating energy for β-peak extraction was 
proposed. Heating energy is the energy used until the β-peak is reached. Typically heating energy does not sig-
nificantly differ even if the welding conditions differ for the same material. Based on the results, the β-peak of the 
dynamic resistance curve without the clear peak was extracted, and 11 characteristic values were calculated. Among 
them, three values that had a high correlation with the nugget diameter were selected. Using these values, the nugget 
diameter was predicted through linear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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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1). 하지만 동 항 커 의 특성상 β-peak

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일부 지속 으

로 감소하는 동 항 커 에서는 β-peak의 치를 찾

는 것이 쉽지 않다.

  우선 Heating Energy를 β-peak까지의 에 지량으

로 정의하 다. 그리고 극 이 명확하게 표 된 동 항 

커 에서 β-peak까지 Heating Energy를 구한 뒤, 

이를 활용하여 동일한 모재의 용  결과  극 이 명

확하게 표 되지 않은 동 항 커 에서 β-peak을 추

출하 다.

  1.2 에서는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에 해서 기

술한다. 그리고 2장은 동 항 커 와 Heating Energy

에 해서 설명하고, 3장은 Heating Energy를 이용

한 β-peak 추출방법에 해서 설명한다. 이어서 4장

은 극 이 명확하게 표 된 동 항 커 에서 β-peak

을 추출하여 실제 β-peak과 비교하고, 5장에서는 극

이 명확하게 표 되지 않은 동 항 커 에 Heating 

Energy를 이용한 β-peak 추출 방법을 용하 다.

1.2 선행연구

  신석우2) 등의 연구에서는 용  강도 측 인자를 추

출할 때, 겟의 성장 속도와 계 있는 β-peak을 사

용하 다. 박 도3)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동 항 커

에서 α-peak과 β-peak이 나타나는 시간은 용  품질 

단 기 이며, 이를 토 로 겟 형성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β-peak의 형성이 빠르거나 

항 값의 크기가 클 경우 겟의 크기가 증가한다. 조용
4) 등의 연구에서는 동 항의 최 값 β-peak은 겟

의 생성 시작을 나타내는 이다. 

  의 선행연구에서 β-peak은 용 의 품질을 단하는

데 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β-peak

을 추출하는 구체 인 방법에 해서는 명확히 기술하

고 있지 않으며, 특히 극 이 불분명한 동 항 커 의 

경우에는 β-peak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극 이 불분명한 동 항 커 의 

β-peak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동 항 커 와 Heating Energy

2.1 동 항 커 와 β-peak

  Fig. 1은 항  용 (Resistance Spot Welding)

에 해 설명하는 그림이다. 항  용 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속재를 두 극 사이에 넣고 류를 통하

면 부의 항으로 먼  발열이 일어나 용융부

의 온도가 격히 상승하여 용융된 상태에서 가압하여 

용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용 의 결과인 용융부를 

겟이라고 한다.

  항 용 을 할 때, 용 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시

간으로 항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동 항이라 하

며, 이를 통해 겟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용  

품질 단의 지표가 된다4).

  Fig. 2는 극 이 명확한 동 항 커 에 한 그림

이다. 동 항 커 에서 겟 형성의 가장 요한 정보

를 가지고 있는 구간은 α-peak과 β-peak이다.

  용 시에는 일반 으로 면의 요철부가 사라지

면서 류가 흐르는  면 이 증가하여 항이 감소

함과 동시에 부의 온도상승으로 비 항이 증가한

다. 따라서 두 항 변화가 평형을 이루어 α-peak라는 

Electric current

Electrode

Pressing force

Nugget

Pressing force

Electrode

Fig. 1 Resistance spo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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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을 이룬 후 비 항의 증가로 동 항이 증가한다. 

그 이후 부의 용융이 시작되고 온도 증가에 의한 

비 항의 증가가 용융부의 확장에 따른 통  역 증

가  소성변형에 따른 통  거리 단축으로 인한 항 

감소와 평형을 이루어 β-peak라는 극 을 이룬다. 즉, 

β-peak은 용융이 시작되는 이자 겟 생성이 시작

되는 부분을 뜻한다.

  하지만 모든 용 에서 peak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은 아니며, Fig. 3과 같이 극 이 명확하지 않은 동 

항 커 에서는 β-peak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2.2 Energy

  Fig. 3과 같이 β-peak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에

지를 이용하면 이를 효과 으로 찾아 낼 수 있다. 에

지는 식 (1)처럼 나타낼 수 있다.

    ㆍ  (1)

  여기서 E는 에 지, V는 압, I는 류, T는 시간을 

의미한다. 압은 옴의 법칙을 사용하여 식(2)로 표

할 수 있으며, 식(2)를 사용하여 에 지를 나타내면 식

(3)으로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R은 항을 의미한다.

    ㆍ               (2)

     ㆍ            (3)

2.3 Heating Energy

  본 연구에서는 β-peak까지 소모되는 에 지량을 Hea- 

ting energy로 정의하 다. β-peak 은 용융이 시작되

는 으로서, 이 시 까지 소모되는 에 지인 Heating 

energy의 특징을 알아보기 하여 Table 1과 같은 조

건으로 용  실험을 수행하 다. 용 에 사용된 모재는 

두께 1.4 합 화 용융 아연도 강  SGAPH440 이

며, 용  시간은 300ms로 동일하고 류는 1kA 단

로 변화하여 총 12건의 용  실험을 수행하 다.

  해당 용  실험에 하여 Fig. 4와 같이 Total Energy

와 Heating energy의 그래 를 작성하 으며, T는 

Total energy, H는 Heating energy를 나타낸다. 그

래 에 따르면 용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Total en-

ergy는 변화가 있지만 Heating energy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용  모재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Heating energy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Heating energy는 β-peak까지의 에

지량을 뜻하므로 식(3)로부터 식(4)을 정의한다.

    


  

 ㆍ             (4)

  여기서 EH는 Heating energ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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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ynamic resistance curve with unclear peak

Name Steel
Number 

of
weld

Weld 
time
(ms)

Current
(kA)

Force
(kgf)

Case 1

SGAPH440 
1.4t + 

SGAPH440 
1.4t

3 300ms 4-6kA 200kgf

Case 2

SGAPH440 
1.4t + 

SGAPH440 
1.4t

5 300ms 4-8kA 300kgf

Case 3

SGAPH440 
1.4t + 

SGAPH440 
1.4t

4 300ms 5-8kA 400kg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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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otal energy and heating energy

Table 1 Wel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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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 지 기반의 β-peak 추출법  품질 단 
방법

3.1 β-peak 추출법

  용  모재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Heating Energy

를 가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β-peak을 추출할 수 있다. 

우선 β-peak이 명확한 동 항 커 의 Heating en-

ergy를 계산한다.

  Heating energy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하면 식(4)

을 통해 β-peak이 명확하지 않은 동 항 커 의 에

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에 지를 가

지게 되는 시간 t를 구할 수 있고, 극 이 명확하지 않

은 동 항 커 의 β-peak을 찾을 수 있다.

3.2 용  품질 단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β-peak 추출법의 유효성을 검증

하기 해서 직  측정한 겟 직경과 Heating en-

ergy를 이용하여 추출한 β-peak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측한 겟 직경을 비교하 다. 직  측정한 

겟 직경 측정 방법은  용 부의 앙 치에서 수직 

방향으로 단하여 연마, 부식 후 학 미경을 통해 

겟 직경을 측정하 다. Fig. 5는 측정한 겟 직경

을 보여 다.

  선형회귀분석은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종속

변수를 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기법인 다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식(5)은 다 선형회귀 모델에 

한 일반형을 보여 다.

        ⋯    (5)

  다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기 해서는 항의 특성 

값이 필요하다. 여기서 항의 특성 값이란, 동 항 

커 에서 추출하고 겟 직경을 측하는 요한 독립

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항의 특성 값

은 X1 ~ X11까지 총 11개이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X1은 최종 항 값, 

X2는 항의 최 값, X3는 항의 최 값과 최종 값

의 차, X4는 α-peak에서의 항 값, X5는 항의 최

값과 α-peak에서의 항 값의 차, X6는 항의 최

값까지의 시간, X7은 항 값이 최 일 때부터 용

이 끝날 때까지 시간, X8은 α-peak까지의 시간, X9

은 α-peak에서 항의 최 값까지 시간이다. 그리고 

X10은 X3을 X7로 나  값, X11은 X3과 X7을 곱한 

값이다.

  본 연구는 겟 직경을 측하기  종속변수인 겟 

직경과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항의 특성 값 11가지 

사이의 상 계분석을 통해 상호간의 계를 악하여 

상 계가 높은 특성 값을 이용해 겟 직경을 측하

다. 겟 직경과 항의 특성 값의 상 계분석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 계가 클수록 독

립변수인 항의 특성 값이 겟 직경의 형성에 큰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상 계를 

가지는 X3, X7, X11 3개의 항의 특성 값을 이용하

여 다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겟 직경을 측하 고,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정

계수와 평균 제곱오차(MSE, Mean Squared Error)

를 사용하 다. 본 모델의 분석결과인 결정계수 R2는 

식(6)과 같이 계산하 다. 여기서 는 실제 측정값을 

의미하며 yi는 모델의 측 값, 는 실제 측정값의 

평균, n은 총 데이터 수를 의미한다.
Fig. 5 Measure nugget diameter by cutting in vertic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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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ynamic resistance pattern and featur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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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SE는 식 (7)과 같이 계산하 으며, 는 실제 측

정값, 는 모델의 측값, n은 총 데이터 수를 의미한다.

    






   (7)

여기서 결정계수 R2은 1에 가까울수록 회귀식의 합

도는 높으며, 평균 제곱오차 MSE는 0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음을 뜻한다.

4. β-peak 추출시험

  본 연구에서는 극 이 불분명한 동 항 커 의 β- 
peak을 Heating energy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4.1장에서는 용 실험에 해 설명하 고, 

4.2장에서는 우선 극 이 명확한 동 항 커 가 출력

되는 용  조건들만 사용하여 겟 직경을 측하 다. 

4.3장에서는 한가지 용  조건만 극 이 명확한 동 항 

커 를 출력하고, 나머지 용 조건은 극 이 불분명할 

때 Heating energy를 이용해 β-peak 추출을 하 다. 

그리고 β-peak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해 선형회귀분

석을 통해 겟 직경을 측하여 실제 측정한 겟 직

경과 비교하 다.

4.1 용  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 기는 Fig. 7과 같이 인버터 

DC 항  용 기를 사용하 다. 총 18번의 용 을 

진행하 다. Table 3은 용  조건을 나타낸다. 본 실

험의 재료는 합 화 용융 아연도 강  SGAPH440과 

도 재 핫스탬핑 재인 SABC1470과 같은 강재들을 

사용하 으며, 용  시편은 가로 100mm, 세로 40mm

이며, 겹침 길이는 30mm이며, Fig. 8에 나타내었다. 

용 류는 1 KA 단 로 변화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Nugget Diameter(ND)

X1 0.924

X2 0.263

X3 -0.100

X4 -0.724

X5 0.807

X6 -0.543

X7 -0.7

X8 0.332

X9 0.860

X10 1.000

X11 0.924

ND 0.263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etween the charac-
teristic value of dynamic resistance and the di-
ameter of the nugget

Fig. 7 MFDC resistance spot welding machine

Table 3 Welding conditions

Name Steel
Number 

of
weld

Weld 
time
(ms)

Current
(kA)

Force
(kgf)

Case 1

SGAPH440 
1.4t + 

SGAPH440 
1.4t

3 300ms 4-6kA 200kgf

Case 2

SGAPH440 
1.4t + 

SGAPH440 
1.4t

5 300ms 4-8kA 300kgf

Case 3

SGAPH440 
1.4t + 

SGAPH440 
1.4t

4 300ms 5-8kA 400kgf

SABC

SABC 1470 
1.0t +

SABC 1470 
1.0t

6 300ms 3-5kA 200kgf

100 mm

40 mm

30 mm

Fig. 8 Dimensions of specimen for spo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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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은 각 용 조건에 따른 동 항 그래 를 얻기 

하여 진행되었다.

4.2 β-peak 추출법 검증

  β-peak 추출법 검증에 사용한 데이터는 앞서 2.3장

에서 사용한 용  데이터와 동일하다. 본 실험의 재료

는 SGAPH440을 사용하 고 같은 용  시편에 가압

력과 Current를 다르게 하여 용 을 시행하 다. 용  

조건은 Table 1과 동일하며 모든 용  조건에서 극

이 명확한 동 항 커 를 가진다. 검증 방법은 기 이 

되는 용 조건 Case 1에서 Heating energy를 계산

하여 다른 용  조건의 β-peak을 추출하여 비교하고, 

추출한 β-peak으로 겟 직경을 측하여 실제 측정한 

겟 직경과 비교를 통해 β-peak 추출법을 검증하 다.

  우선 기 이 되는 용 조건은 Case 1의 4kA이다. β- 
peak은 44.8 ms, 항 값은 401(μΩ)이다. Fig. 9

은 Case1의 4kA 동 항 커 다.

  Case 1 4kA의 Heating energy는 1722756 (mJ)

이며, 이를 기 으로 β-peak을 추정하 다. 그 결과를 

Case 1,2,3 용 조건에 해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정한 β-peak 과 실제 β-peak을 비교한 결과

도 확인할 수 있다. Case 1 5kA, Case 2 5kA, 7kA

에서 2.8 ms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단  측정시

간이 2.8ms이므로, 오차가 크지 않다고 단하 다. 

  추정한 β-peak을 활용하여 X3, X7, X11 3가지 

항 특성 값을 추출하 고, 이는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게 추출한 항 특성 값을 이용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가지 항 특성 값을 독립변

수로 사용하여 추정된 회귀식은 식(8)에 나타냈다.

       ×    × 

      ×  (8)

  Table 6와 Fig. 10은 선형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측된 겟 직경과 실제 겟 직경을 비교하여 나타낸 

표와 그래 이다. 이 게 측한 겟 직경에 하여 

계산한 결정계수와 평균제곱오차는 각각 0.95, 0.03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β-peak이 명확한 동 항 커 에 하

여 Heating energy를 활용하여 β-peak을 추출하고 

겟 직경을 측하 으며, 그 결과 β-peak추출 방법

이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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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ynamic resistance curve at 4kA of SGAPH440 
1.4t + SGAPH440 1.4t

Current
(kA)

Actual
β-peak
(ms) 

Extracted
β-peak
 (ms)

Error
(ms)

Case 1
4 44.8 44.8(Measured) -
5 36.4 33.6 2.8
6 30.8 30.8 -

Case 2

4 47.6 47.6 -
5 39.2 36.4 2.8
6 33.6 33.6 -
7 30.8 28 2.8
8 25.2 25.2 -

Case 3

5 42 42 -
6 33.6 33.6 -
7 30.8 30.8 -
8 28 28 -

Table 5 Characteristic values of cases 1,2,3

Current X3 X7 X11

Case 1

4 117 232.4 27190.8

5 131 240.8 31544.8

6 124 243.6 30206.4

Case 2

4 72 229.6 16531.2

5 110 238 26180

6 120 243.6 29232

7 124 246.4 30553.6

8 140 252 35280

Case 3

5 76 235.2 17875.2

6 90 243.6 21924

7 99 246.4 24393.6

8 115 249.2 28658

Table 4 Comparison of actual β-peak and extracted β- 
peak using heat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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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β-peak 추출법 용

  앞서 4.1장에서 동 항 커 에서 Heating energy

를 이용한 β-peak추출 방법은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β-peak이 명확하지 않은 

용 에 해 4.1의 방법을 용하 다.

  4.2장의 실험 재료는 차체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도

재 핫스탬핑 재인 SABC1470을 사용하 다. SABC

용 은 같은 용  시편 (SABC1470 1.4t)에 가압력

은 200kgf로 동일하며 Current를 1kA 단 로 변화

하여 두번씩 용 을 시행하 다. Table 7은 SABC 용

조건을 나타낸 표이며, Fig. 11은 β-peak이 명확하

지 않은 SABC 용 의 동 항 커 를 보여주는 그림

이다.

  우선 기 이 되는 동 항 커 는 SABC용 의 3kA-b

일 때 동 항 커 다. 3kA-b일 때를 기 을 선정한 이유

는 SABC용 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β-peak이 출력되기 

때문이다. β-peak시간은 54ms, 항 값은 539(μΩ)이다. 

Fig. 12는 SABC용 의 3kA-b 동 항 커 다.

  SABC 용 조건 3kA-b의 Heating energy는

2417769(mJ)이며 이를 통해 β-peak추정을 하 다. 

Table 8은 SABC용  3kA-b 기 으x로 β-peak추정

을 나타낸 표다. 

Current
(kA)

Measured nugget 
diameter(mm)

Predicted nugget 
diameter(mm)

Case 1
4 3.2 3.228058
5 4.63 4.621149
6 5.22 5.069814

Case 2

4 2.8 2.62632
5 4.56 4.480768
6 5.18 5.223873
7 5.67 5.706046
8 5.91 6.241227

Case 3

5 3.6 3.857512
6 4.96 4.827304
7 5.15 5.415602
8 5.89 6.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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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ship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nugget diameter

Table 6 Comparison of measured nugget diameter with 
predicted nugget diameter through linear re-
gression analysis

Name Steel
Number 

of
weld

Weld 
time
(ms)

Current
(kA)

Force
(kgf)

SABC

SABC 1470 
1.0t +  

SABC 1470 
1.0t

6 300ms 3-5kA 200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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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ynamic resistance curves for SABC 1470 weld-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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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ynamic resistance curve at 3kA of SABC 1470 
1.0t + SABC 1470 1.0t

Table 7 SABC wel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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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한 β-peak으로 겟 직경을 측하기 해 선형

회귀분석을 진행하 으며, 이 때의 특성 값은 추정한 β- 
peak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Table 9는 추정 β-peak을 기 으로 계산한 특성 값 

X3, X7, X11이며, 이 값들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3가지 항 특성 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추정된 

회귀식은 식(9)에 나타냈다.

       ×    × 

      ×  (9)

  Table 10과 Fig. 13은 선형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측된 겟 직경과 실제 겟 직경을 비교하여 나타낸 

표와 그래 이다. 이 게 측한 겟 직경에 하여 

계산한 결정계수와 평균제곱오차는 각각 0.99, 0.002 

이며,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β-peak이 불분명할 경우 겟 직경을 

측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Heating energy를 

활용하여 β-peak을 계산하고 겟 직경을 측한 결과

가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불분명

한 Heating energy를 활용하여 불분명한 β-peak을 

추출하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불분명한 β-peak을 검

출하기 해 Heating energy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동일한 모재에서 Heating energy의 차이가 크지 않

다는 것을 이용하여 명확한 β-peak을가지는 동 항 

커 의 Heating energy를 토 로 β-peak을 추출하

다. 추출한 β-peak을 검증하기 해 항 특성 값 11

가지와 겟 직경 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해 겟 직

경과 가장 큰 상 성을 가지는 3가지 인자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겟 직경을 

측하 다. 4.2장 β-peak추출법 검증에서 극 이 명

확한 동 항 커 들만 사용하여 결정계수 0.96, MSE 

0.03의 정확도를 가지며 β-peak을 Heating energy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검증하 다. 4.3장 β-peak 

추출법 용에서는 극 이 명확하지 않은 동 항 커

에 용하여 결정계수 0.99, MSE 0.002의 정확도를 

가지며 정확하게 측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근거하

여 극 이 불분명한 동 항 커 의 β-peak을 Heating 

energy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그러나 앞서 4.3장 β-peak 추출법 용에서 한가지 

모재를 사용하 고, 용  조건도 Current만 변경하여 

SABC welding Estimation
β-peak(ms)

3kA-a 54
3kA-b 54(Measured)
4kA-a 36
4kA-b 36
5kA-a 33
5kA-b 33

Table 9 SABC welding characteristics values

Current X3 X7 X11

SABC
welding

3-a 174 243 42282
3-b 149 243 36207
4-a 268 261 69948
4-b 262 260 68120
5-a 256 264 67584
5-b 245 264 64680

Table 10 Comparison of measured nugget diameter 
with predicted nugget diameter through linear
regression analysis

Current
(kA)

Measured nugget 
diameter(mm)

Predicted nugget 
diameter(mm)

SABC
welding

3-a 1.47 1.471505
3-b 1.47 1.470195
4-a 3.55 3.62179
4-b 3.55 3.487234
5-a 4.32 4.278309
5-b 4.32 4.350967

Table 8 SABC welding β-peak estimatio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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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lationship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nugget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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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하여서 실제 다양한 모재와 용 조건을 사

용하는 장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기 해서 보다 많고 다양한 모재와 용 조

건을 사용한 용  데이터의 확보를 하여 추가 인 β- 
peak추출법 용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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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the recent decades, the importance of energy effi-
ciency has grown with the continuous tightening of en-
vironmental regulations pertaining to CO2 emissions 
1-4). In particular, the shipping industry is facing eco-
nomic challenges owing to industrial-scale growth and 
unstable fuel price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large container carriers of 
over 18,000 Twenty-foot Equivalent Unit (TEU), using 
high strength, ultra-thick high strength structural plates, 
have been developed to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tructural safety5-7). Lee et al. showed the effect of 
flux-cored arc welding (FCAW)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idual stresses on ultra-thick plates8). An et al. ex-
amined brittle crack arresting performance of ultra- 
thick high strength steel with different welding con-
ditions designed for large container carrier9). It was also 
reported that sufficient crack-arresting performance can 

be obtained through delicate structural design10).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ultra-thick steel 
plates, research on welding technology for ultra-thick 
materials is being actively conducted. Conventionally, 
FCAW and submerged arc welding (SAW) have been 
widely employed for fabricating vessels because they 
offer advantages such as automation and wide applic-
ability11-14). However, these welding methods entail 
degradation of productivity when applied to thick plate 
welding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welding depos-
its15). As an alternative process for them, electro-gas arc 
welding (EGW) has been considered owing to its high 
productivity compare to other welding methods. While 
there are challenges for EGW process such as drastic 
grain coarsening in the heat affected zone (HAZ) and 
following degradation of the mechanical character-
istics, it has been reported that excellent toughness at 
low temperature can be obtained with high heat input 
EGW process in various types of steels16). Furthermore, 
previous study have reported that using inclus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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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d microstructure can be helpful for enhancing HAZ 
characteristics by forming precipitates and acicular fer-
rite at elevated temperatures17). However, more re-
search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precip-
itation on the coarse grain heat affected zone (CGHAZ) 
when using EGW, particularly tandem EGW, for join-
ing an ultra-thick plate with a large heat input in the 
range of 500–600 kJ/cm.
  Since we believe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EGW 
process and its influence on the CGHAZ is crucial for 
increasing process productiv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of influence of welding thermal cycle 
with a heat input of 600 kJ/cm on CGHAZ of EH40 
grade high strength structural steel. The HAZ simu-
lation was performed using a metal thermal cycle simu-
lator (MTCS), and the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2. Experimental Procedure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steel plates em-
ployed in this study is listed in Table 1. The original in-
gots were fabricated using a vacuum induction melting 
furnace and then hot-rolled to a thickness of 20 mm pri-
or to water quenching.
  CGHAZ simulation with a peak temperature of 1450 
℃ was carried out using a MTCS, and the specimens 
for simulation were cut and ground into a rectangular 
bar-shaped specimens (11 mm × 11 mm × 100 mm). 
The thermal cycle with a heat input of 600 kJ/cm was 
calculated using the Rosenthal’s heat flow equation18). 
Fig. 1 shows a schematic of the thermal cycle used in 
the experiment.
  For the microstructural analysis, the specimen was 
polished with a silicon carbide (SiC) paper and a dia-
mond suspension prior to etching with a 2% nitric acid 
solution at room temperature. Optical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IGMA HD, Carl Zeiss, Germany) 
were used for obtaining microstructural images, while 
the precipit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trans-
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cnai G2 F20, FEI 
Company, USA) with samples prepared using a carbon 
extraction replica technique. All the micrographs col-
lected by the microscopes were analyzed using com-
mercial image processing software.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base steels em-
ployed in this study and the Charpy impact toughness 
results of the CGHAZ are listed in Table 2. As shown 
in the table, both alloys m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EH40 high strength steel grade, which require a 
yield strength of over 390 MPa, tensile strength in the 
range of 510 to 650 MPa, and elongation over 20%. 
However, the toughness drastically decreased after the 
CGHAZ simulation regardless of the addition of Nb, 
while both base steels absorbed over 300 J.
  Fig. 2 shows representative microstructure images of 

Fe C Si Mn P S etc.

Steel A
Bal. 0.06 ~ 

0.10
0.1 ~ 

0.3
1.2 ~ 

1.8 ~0.02 ~0.02
Al, N, Ti

Steel B Al, N, Ti, Nb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steel plates em-
ployed for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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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of the CGHAZ thermal cycle with a 
peak temperature of 1450℃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
tion
(%)

Impact toughness (J)
Base steel 

(-40℃) 
CGHAZ 
(-20℃)

Steel A 409 540 26 332 30

Steel B 428 541 29 356 25

Steel A Steel B

Base
steel

CGHAZ

Fig. 2 Representative microstructures of the base steel 
and CGHAZ in steel A and steel B, obtained by 
optical microscope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steel and CGHAZ
in both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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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e steel and CGHAZ. An analysis of these images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reason for toughness deg-
radation in the CGHAZ. According to the Fig, steels A 
and B basically exhibited typical microstructures of 
high strength C-Mn steels with fine ferrite grains. After 
the CGHAZ simulation, however, both samples dis-
played coarsened grains with complex phases com-
posed of grain boundary ferrite, Widmanstätten ferrite, 
acicular ferrite, and bainitic ferrite. The grain sizes of 
steel A and steel B were measured as 0.14 μm and 0.15 
μm. After the welding thermal cycle, significant coars-
ening of prior austenite grain (PAG) was observed in 
each specimen, and the PAG size of steel A and steel B 
were measured as um 218.8 μm and 264.6 μm. Con- 
sidering the conditions of weld heat input for the simu-
lated CGHAZ, the grain coarsening behavior was re-
stricted compared to the previous reports19). Choi et al. 
investigated HAZ characteristics in EH36-TM steel 
with heat input of 342 kJ/cm, having grain size of 348 
μm20). Kim et al. reported that PAG size can be coars-
ened up to 800 μm by EGW process with 340 kJ/cm 
heat input in EH36-TM steel21).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presence of Nb and Ti prevented excessive 
grain coarsening by forming precipitation, which might 
preserve impact toughness in the CGHAZ22,23). However, 
more discussion should be carried out for detailed un-
derstanding the influence of Ti, Nb precipitates, since 
previous studies have confirmed the side effect of grain 
refinement in high heat input welding owing to the in-
creasing fraction of grain boundary ferrite, which can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impact toughness24). It 
was also reported that bainitic ferrite may contribute to 
the toughness drop in the CGHAZ25,26).
  Fig. 3 shows the thermodynamic calculation results 
for the Ti(C,N) and (Ti,Nb)(C,N) precipitation behavior 
in both steels, obtained using Thermo-Calc. program. 
As shown in the Figs, Ti(C,N) in steel A and Ti-domi-
nant (Ti,Nb)(C,N) in steel B had similar dissolution 
temperatures, while Nb-dominant (Nb,Ti)(C,N) showed 
a dissolution temperature of 994 ℃. It has been re-
ported that the welding thermal cycle can cause abnor-
mal grain coarsening in Ti, Nb added steels because of 
insufficient pinning and solute drag effect caused by 
Nb, which explains the larger average grain size of 
steel B after the CGHAZ simulation27).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ecipitation in detail, Fig. 
4 shows representative TEM micrographs with the EDS 
data of particles collected via carbon replica technique 
for the base steel and CGHAZ in each alloy. As shown 
in the Figs, nano-sized Ti(C,N) and (Ti,Nb)(C,N) pre-
cipitates with rectangular shapes were distributed in 
both base steels with average particle size of 4.3 nm 

and 3.4 nm, whereas the CGHAZ specimens showed 
enlarged precipitates with average particle size of 47.9 
nm and 89.4 nm. Moon et al. reported that the coarsen-
ing behavior of precipitates occurs based on the Gibbs- 
Thomson effect with critical size, which determines the 
dissolution of growth behavior28). It was well reported 
that large precipitates can easily cause cleavage fracture 
by initiating and propagating cracks29). As the growth 
of the particle diameter is directly affected by time at 
elevated temperatures, it is well accepted that the pre-
cipitates in the CGHAZ were coarsened owing to the 
high welding heat input, causing an extended dwell 
time at elevated temperature. Moreover, the addition of Nb 
causes the formation of complex (Tix,Nb1-x)(Cy,N1-y) 
precipitation with an increased growth rate30). Conse- 
quently, the pinning effect was reduced in steel B ow-
ing to the activated dissolution and growth mechanism 
of the precipitates.
  To understand the specific influence of the precipitate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GHAZ, repre-
sentative SEM micrographs of the fracture surfac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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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HAZ are shown in Fig. 5. As shown in the Fig, brit-
tle cleavage fracture surface was shown with secondary 
crack propagation. The crack propagation behavior 

through ferrite grain boundaries, and bainitic ferrite 
phase was also observed in the side-view of the fracture 
surface. By combining the impact toughness results and 
microstructures, it is conceivable to say that both the 
presence of precipitation and the formation of brittle 
phases had a major influence on the mechanical charac-
teristics during the high heat input EGW process by 
promoting the initiation and propagation of cracks.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es, we found that 
high strength steels containing Ti and Nb, which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control of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mpart degraded impact 
toughness to CGHAZ in the EGW process owing to un-
predictable growth of precipitation and formation of 
brittle phases, even if the base steels have excellent me-
chanical properties. The (Tix, Nb1-x)(Cy, N1-y) precip-
itates over the critical particle diameter were coarsened 
during the welding thermal cycle and served as crack 
initiation sites rather than accelerating acicular ferrite 
formation and enhancing the pinning effect. Therefore, 
the results suggest that complex consideration includ-
ing nitrogen control, precipitation behavior and oxide 
metallurgy can be a possible and reasonable solution 
for improving the CGHAZ impact toughness, rather 
than a single precipitation control. It has been reported 
that oxide particles can act as a great nucleation sites 
for acicular ferrite phase31). Kang et al. confirmed that 
nucleation and growth of inclusion has strong influence 
on microstructure in weld of high strength steel32). It 

(a)

(b)

Ti
N

Nb

Ti
N

(a)

(b)

Fig. 4 Representative replica TEM micrographs of base steel and CGHAZ with EDS data in (a) steel A and (b) steel B

BF

Secondary 
crack

PF

(a)

(b)

Fig. 5 Fractography showing cleavage fracturing behav-
ior with secondary cracks from (a) top-view and 
(b) si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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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lso demonstrated that Ca, which is a representa-
tive oxide former, can inhibit the formation of enlarged 
TiN precipitates and promote fine particle distribution33). 
As the intra-granular microstructure appears to have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further studies considering oxide metallurgy should be 
carried out.

4. Summary

  In this study,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
erties of the CGHAZ in Ti/Nb-added high strength 
EH40 grade steels were evaluated under the EGW 
process with a heat input of 600 kJ/cm. The weld heat 
thermal cycle was simulated using an MTCS. The fol-
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Both Ti and Ti/Nb added steels exhibited a sig-
nificant reduction in impact toughness in the presence 
of CGHAZ, and mixed microstructures with bainitic 
ferrite, Widmanstätten ferrite, and acicular ferrite were 
observed.
  2) According to the Thermo-Calc. calculation and mi-
crostructural observation, the steel sample with Ti/Nb 
had a larger CGHAZ grain size compared to the alloy 
with Ti because the precipitates dissolved at a relatively 
low temperature.
  3) Microstructural analysis confirmed that the CGHAZ 
simulation caused the formation of enlarged precip-
itates and brittle phases, resulting in a drastic reduction 
in impact t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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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의 화두는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 에 따른 기차 시장 선 이며, 각국의 선진 자동

차업체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2020년 기  세계 

기차  보 수는 2019년보다 43% 증가하여 1천만

를 넘어섰으며, 총  보 수  BEV (Battery 

Electric Vehicle)의 비 은 무려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을 용 기술의 

에서 바라봤을 때 최  이슈는 차체 경량화와 배터리 

안 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경량화는 기존 소

재의 박육 고강도화, 비철 속 는 복합소재와 같은 

경량 체소재의 용, 그리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이

종 합기술의 용을 의미한다. 배터리 안 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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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rapidly changing automobile market, the important issues in assembling electric vehicles (EVs) can be sum-
marized as weight reduction and battery safety. For the battery manufacturing technology, welding of dissimilar ma-
terials is crucial to assure the functionality and reliability of the battery systems installed in the recently developed 
EVs. This paper discusses research trends in laser welding technology for joining Al and Cu, which is currently ap-
plied for the joining process in the battery pack manufacturing. Laser welding of Al/Cu is well known to be very dif-
ficult owing to the formation of brittle intermetallic compounds as well as the low absorption rate of laser beam in 
both Al and Cu. Thus, the energy absorption rate, optimal energy density (beam size), welding heat input, beam 
modulation, and laser wavelength should be carefully optimized. The quality of dissimilar Al/Cu laser welding has 
been assessed by evaluating tensile and electrical properties. However, no standardized testing method exists for the 
laser welded materials. Therefore, standards must be urgently established for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evalua-
tion of the laser welded materials. From the tear-down analysis of commercially produced battery modules in do-
mestic EV, the quality of Al/Cu and Cu/Cu laser welds is critically assessed. For future research, the monitoring 
technology for reliable real-time laser welding should be developed for the mass-production of EV battery systems 
with better productivity and higher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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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모듈→팩 단계를 거쳐 최종 배터리 시스템이 완성

되어 안 하게 구동되기까지 요구되는 용 기술에 한 

한 공정 선정  품질건 성 확보가 큰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생산 

단계에서 최근 활발히 용되고 있는 이  용 기술

에 한 연구동향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배터리 셀

은 형상  특징에 따라 크게 우치형, 각형  원통

형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에서 사용되며, 각형의 경우 BMW, 아우디, 폭

스바겐 기차에 용되고 있다. 우치형 배터리의 경

우 국내 ․기아를 포함하여 GM, 포드, 르노 등에

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터리 셀은 정 개수에 맞

게 묶음 형태로 모듈화되므로 이 과정에서 기  연결

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때 각종 용 기술이 요구

된다. Fig. 1은 세 가지 형태의 배터리 셀에서 기  

연결부를 합하는데 용할 수 있는 용 공정을 분류

하여 보여주고 있다1). 여기서 유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용 인데, 이  용 은 비 식 

합공정이기 때문에 타 용  공정들과 달리 모든 형태

의 배터리 셀에 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배터리 셀은 리드탭이라 불리는 양극(Anode)과 음

극(Cathode) 단자가 있으며, 양극과 음극은 각각 순

도가 높은 Al과 Cu 로 구성된다. 이러한 리드탭은 모

듈 형태를 갖추기 해 직렬 는 병렬로 Cu 소재로 

이루어진 버스바에 연결된다. 버스바의 형태  기  

연결 특성 등에 의해 Al/Cu 는 Cu/Cu의 합이 주

로 요구되며, 때에 따라서는 Al/Al/Cu, Cu/Al/Cu 등 

3겹 이상의 다  조합의 합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기존에는 고상용  방식의 음 용 이 이종소

재 합에 가장 보편 으로 용되었으나, 식 공정

의 단 인 ①툴 마모, ② 합부 변형, ③소음  분진 

그리고 ④설계 제약 등의 이유로 재는 상당부분 이

 용 으로 체되고 있다2,3). 그러나 이  용 은 

용융용 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우

선 어떠한 이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한지

에 한 해답이 필요하며, 용 부에 한 시험평가  

품질 단 기  한 정립되어야 한다. 공정변수 조  

 소재 조합 변경에 의한 미세구조  특성의 향과 

함께 빔 모듈 이션 용에 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l, Cu간 이종소재 이  용

이 어려운 이유에 한 설명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한 최신 연구동향에 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Table 1

과 같이 정리하 다. 한, 재 국내 이  용  품

질 수  확인을 해 실제 양산 제품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향후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해 검토하고자 하

다.

2. 알루미늄과 구리의 이  용 성

  Al과 Cu의 이종소재 이  용 성을 언 하기에 앞

서 먼  각 단일 소재의 이  용 특성에 해 소개

하고자 한다. 우선 Al은 기 이  용 기술의 상업

인 발 에도 불구하고 Fig. 2와 같이 이  빔 흡

수율(약 4 %)이 낮아 용 이 어려웠으나, 2000년  

이후 이  빔의 출력이 증 됨에 따라 련 연구가 

비약 으로 증가하 다4,5). 특히 스캐 , 이버, 센

서류, 학계, 발진계 등 이  성능에 향을 미치는 

모듈의 발 과 함께 Al의 용  시 문제가 되는 균열 

 기공을 효과 으로 억제하고 용 성을 향상시키는 

  = feasible joining method
  = potential joi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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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aser system Material information

Joint
Strength

Year
(Ref.)

Process
(model or 

maker)

Spot 
size 
(㎛)

Modulation Upper Lower Joint
design

Specimen 
size 

(overlap), 
mm

Welding
length
(mm)

1 Pulse
(Nd:YAG) 280 Temporal Cu-OF 

1.2t
Al1050 

1.2t Butt Spot 50×6 Spot 800N 2004
(27,28)

2 Single mode
(MIYACHI) 30 Linear line Al3003 

1.0t
Cu110 

0.3t Overlap - - - 2009
(24)

3 Pulse 
(Nd:YAG) 400 Temporal Cu-OF 

1.0t
Al1050 

1.0t Butt 50×10 - - 2011
(29)

4 Single mode
(YLR3000SM) 50 Spatial

(Wobble)
Al5754 

1.0t
Cu-OF 

1.0t
Overlap 

(variable) 　 10~40 - 2012
(34)

5 Single mode
(IPG-500SM) 30 Linear line

Al3003-
H14 
0.5t

Cu110-
H0 0.5t Overlap 76×25

(25) 20 780N 2012
(35)

6 CW Disc
(Trumpf) 220 Linear line Al1050

H 0.2t 

OF-Cu1
020P-1/
2H 1.0t

Overlap 
(variable)

130×70
(25) 40 25kgf/10mm 2013

(41)

7 Single mode
(YLR2000SM) 20 Linear line Al1050 

0.3t
C1020 

0.3t
Overlap 

(variable) 60×30 - 160MPa@Cu-Al
205MPa@Al-Cu

2014
(35)

8 CW Fiber -
Linear line

(Double 
seam)

Al1100-
H18
0.8t

C1100-
HO 
1.6t

Overlap 25×95
(13) 13 769N 2014

(50)

9 Pulse
(TruFiber400) 33 Temporal+

Spatial
Al1050 

0.2t
SF-Cu 

0.2t Overlap 80×40 
(25) 15~35 130MPa 2014

(30)

10 Pulse
(TruFiber400) 33 Temporal+

Spatial
Al1050 

0.2t
SF/E-C
u 0.5t Overlap 40×40 30 303N 2016

(31)

11 CW Diode
(LDF4008LV) 280 Spatial

(Sinusoidal)
Al1050 

1.0t
Cu-OF 

1.0t Overlap - 35 - 2016
(51)

12 Single mode
(YLS2000SM) - Spatial

(Wobble)
Al1050 
Al 2.0t

Pure 
Cu 2.0t Butt 100×50 50 - 2018

(36)

13 CW Disc
(HLD4002) 200 Linear line Al6061 

1.6t
Cu1100 

1.6t Overlap 50×25
(20) 25 99.8MPa 2019

(42)

14 Pulse
(TruDisk2000) 89

Temporal+
Spatial

(Infinite)

Cu-OF 
0.4t

Al1050 
0.4t Overlap 50×40

(20) 40 79.6MPa 2019
(32)

15 Single mode
(YLR1000SM)

22.4 
or 

58.8

Spatial
(Wobble)

Al1060 
0.4t

C1020-
H0 0.3t

Overlap 
(variable)

80×45
(15) 45 130kgf@45mm 2019

(38)

16 Single mode
(YLR1000SM) 60 Spatial

(Wobble)
A11050 

0.45t
C1020-
H0 0.3t

Overlap 
(variable)

70×45
(15) - 123kgf 2019

(39)

17 CW Disc
(HLD4002) 200 Linear line Al6061 

1.6t
C1100 

1.6t Overlap 50×25
(20) 25 126.9MPa 2020

(43)

18 Single mode
(YLR1000SM) 24 Spatial

(Wobble)
Al1050 

0.5t
Cu-ETP 

0.5t
Overlap 

(variable) 40×20 　
164MPa@Al-Cu
200MPa@Cu-Al

2020
(40)

19 CW Green
(TruDisk1020) 89 Spatial

(Infinite)
Cu-OF 

0.4t
Al1050 

0.4t Overlap 50×40 - 76.9MPa 2021
(49)

20 CW Green
(TruDisk2021) 200 Linear line Al6061 

0.4t
C1020P 

0.4t Overlap 100×50
(45) - 3.0kgf/mm 2021

(48)

21 CW Fiber
(FL8000-ARM) 540 Linear line Al6061 

0.4t

C1020P
-1/2H 
0.4t

Overlap 100×50
(45) 40 55MPa 2021

(46)

22 CW Disc
(TruDisk2000) 110 Spatial

(Spiral)
C1020P 

0.4t
Al1050 

0.4t Overlap 40×60 Spot 291.5N 2021
(44)

23 CW Fiber
(nLight Alta3.0)

68 or 
175 Linear line Cu 0.3t Al1050 

0.45t Overlap 60×45 10 750N@22.4㎛
900N@175㎛

2022
(47)

24

Pulse
(SPI G4EP-Z) 30 Multi line

(5 line)
Cu 0.3t Al 0.4t Overlap 10×40

(14) -

73.5MPa@Al-Cu
108MPa@Cu-Al 2022

(48)CW Fiber
(YLR1000) 27 Spatial

(Infinite)
61.2MPa@Al-Cu
68.6MPa@Cu-Al

Table 1 Summary of research conducted on laser beam welding of aluminum and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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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많이 연구되었다. 창기에는 높은 빔 흡수율과 

보다 깊은 용입깊이 확보를 한 펄스형태의 용 6,7)을 

시작으로, 용가재를 용융지에 삽입하여 물성을 확보하

는 방법8), 보호가스의 사용 는 표면 처리를 통해 

수소의 흡습을 최소화하여 기공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
9,10), 고온균열 방지  기공 제어를 해 스캐 를 이

용하여 빔을 공간 으로 모듈 이션(Spatial modu-

lation) 하는 방법11-13), Al 소재에 해 빔 흡수율이 

양호한 다이오드 이 를 동시에 조사하여 /후열 형

태의 효과를 동시에 얻는 방법14) 등이 연구되었으며, 최

근에는 이러한 사  연구결과에 더 나아가 멀티코어 빔

을 용한 Al 용  연구15,16)도 활발히 진행 에 있다.

  한편, Al과 마찬가지로 Cu도 이  용 이 매우 까

다로운 소재로 알려져 있다. Cu의 융 은 1,083 ℃로

서 Al(685 ℃)과 Fe(약 1,500 ℃)의 간 정도이나 

열 도도는 Fe의 8배 이상이며 Al과 비교해서도 2배 

이상 크다. 이러한 특성으로 Cu의 용  시 용 부에서 

열이 격히 방출되기 때문에 소재의 충분한 열이 필

요하다. 한, Cu는 Fe 비 5배 이상의 큰 열팽창계

수로 인해 냉각 시 수축에 의한 응력집 이 일어나 균

열이 발생하기 쉽다. 이  용  에서 Cu는 CO2

이 와 같은 기체 이 에서 빔 송을 한 반사경

으로 사용될 만큼 이  빔 흡수율이 매우 낮은 소재

이다. 고체 상태의 Cu는 IR 장을 갖는 산업용 이

(1,064 nm)에서 흡수율이 약 2.5 % 정도로 매우 

낮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약 10 % 이고 키홀 상태가 

되면 60 % 이상의 흡수율을 보이므로, Cu 소재의 용

에서는 이 의 집속을 통해 순간 으로 Cu를 키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요하다. 

  한편 액상의 Cu는 낮은 표면장력과 성으로 융융풀

이 불안정하여 이  용  시 스패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Heider17)는 Cu의 이

 펄스용 에서 스패터가 발생되는 상을 Fig. 3과 

같이 고속카메라를 통해 찰하 다. 그의 찰 결과

에 따르면 (a)용융풀이 우선 만들어지고 (b)용 이 서

서히 팽창한다. 이 게 팽창된 용 은 낮은 표면장력에 

의해 (c)와 같이 폭발 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d)와 같이 고형물질로 둘러싸인 구멍을 남기면서, (e) 

 (f)와 같이 새로운 용 부를 만든다. 이와 같이 반복

되는 과정에 의해 Cu소재의 용 부 표면  단면은 결과

으로 Fig. 4와 같이 기공이 많은 구조를 보이게 된다.

  이를 요약하자면 스패터는 결국 키홀이 불안정하여 

키홀 벽면이 불규칙 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키홀 붕괴에 따라 그 내부에 갇힌 기포(Bubble)에 의

해 생성된 압력이 용융풀의 표면장력보다 높을 때까지 

표면 방향으로 액상의 용융된 Cu를 어내고 이로 인

해 용 이 차 으로 팽창하다가 그 힘이 용융풀의 표

면장력 이상이 되면 결국은 폭발하며 결과 으로 핀홀 

결함과 같은 흔 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키홀

의 붕괴를 막기 해서는 한 용  속도를 선택하는 

것이 요하며, 되도록 고출력에서 빠른 속도로 용 하

는 것이 용 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용  속도가 느릴 

경우 방 키홀의 각도가 낮아 키홀을 지탱하는 증기압

이 하되어 붕괴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주장은 Liebl18)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

었다. 그는 8 kW  이버 이 (IPG YLR-8000)

를 이용하여 5 mm 두께의 무산소동 소재를 BOP 용

하여 스패터 발생 역 구분  용 성 향상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Fig. 5는 용 속도와 출력에 따라 

Melt pool
Hole in weld seam

Solidified seam Melt ejection
Keyhole

Melt pool
Hole in weld seam

Solidified seam Melt ejection
Keyhole

Fig. 3 Series of single frames from a high speed video of 
a welding process in Cu-ETP, showing the for-
mation of a melt ejection10) 

(a)

(b)

Fig. 4 (a) Top-view and (b) longitudinal cross section of 
a weld seam in Cu-ETP; with a welding speed of 
6 m/min and an incident laser power of 1,500W at 
a wavelength of 1㎛. The white dashed line in-
dicates the penetration depth of the welding 
sea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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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패터가 발생하는 구간을 연구한 결과이다. 출력의 증

가와 무 하게 느린 용 속도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스

패터가 발생하 으며, 용 속도가 최소 9 m/min 이상

이 되어야 양호한 용  표면을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결론 으로 Cu의 이  용 성을 개선하기 해서

는 빔 흡수율을 향상시켜 키홀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

엇보다 요하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창기에 흡수

율 향상을 해 펄스형태로 에 지를 집속시키는 연구

를 선보 다19-21). 나아가 최근에는 장이 짧아 흡수

율이 비교  양호한 그린 이 (532 nm)를 사용하거

나22,23), 에 지 도가 매우 높은 싱 모드 이 를 

사용하는 방법24,25) 그리고 /후열이 가능한 멀티코어 

이  빔을 용하는 방법26)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Cu의 용 성을 개선하기 한 다양한 

연구  Punzel26)의 연구결과는 특히 본 연구와도 유

사한 면이 있어 흥미롭다. 그는 Cu 용 을 한 최

의 빔 소스는 무엇이며 용 성은 정량 으로 어떻게 차

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해 두께 2 mm의 무산소동에 

해 BOP(Bead on plate)  맞 기 용  실험을 

진행하 다. 사용된 이  소스는 3가지로 각각 기존 

IR 장을 갖는 최  6 kW  고출력 이 (IPG 

YLS-6000), 동일한 IR 장에서 센터빔과 링빔의 출

력 조 이 가능한 4 kW  멀티코어 이 (Bright- 

Line TruDisk4001) 그리고 515 nm 장을 갖는 

최  2 kW 출력의 그린 이 (TruDisk2021)에 

해 비교하 으며, 빔 사이즈는 모두 170~180 ㎛로 

유사하 다. 그의 실험결과에서 모든 이  소스에 

해 Cu 소재는 모두 안정 으로 용 되었다. 하지만 기

존 고출력 이 의 경우 그 조건 범 가 매우 소하

고 용입깊이의 변동량(Depth fluctuation)이 크기 때

문에 키홀 안정화를 해 모듈 이션의 용이 필수

이며, 모듈 이션에 따른 용입 깊이의 충분한 확보는 

어렵다고 하 다. 반면 멀티코어 이 의 경우 일반 

이 에 비해 동일 출력에서 용입깊이는 약간 감소하

지만 외곽 빔의 /후열 효과로 인해 스패터가 감소하

고, 용 부 표면 상태가 명확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린 이 의 경우 Fig. 6과 같

이 종횡비(Aspect ratio)가 타 이  소스와 비교하

여 가장 좋으며, 안정 인 용 부 품질을 얻을 수 있다

고 제안하 다. 단, 재 시 에서 상업 으로 용 가

능한 그린 이 의 최  출력은 아직 2 kW 수 으

로, 기존 IR 이 에 비해 출력이 히 부족한 단

이 있다.  

  이상과 같이 Al과 Cu, 단일 소재에 한 이  용

은 양호한 용 부 품질을 얻기 해 많은 노력이 요

구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를 이용하여 이종소재인 

Al과 Cu를 합하는 것은 미세조직 측면에서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이  용 부에 취성의 속간

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 화합물은 용 공정  

온도와 시간의 함수인 원소의 확산에 의해 형성된다. 

즉, 한 입열 조건이 이  용 부의 품질을 결정

짓는 주요 인자가 되는 것이다. 이  용 에서의 입

열은 간단히 이  출력과 용 속도의 함수로 여겨지

나, 이를 더 세부 으로 고려하면 에 지 도  빔 

품질과도 큰 연 성이 있다. 따라서 단일 소재를 용

하는 것보다 이종소재를 용 하는 것은 용 부 내 속

간화합물의 형성을 제어하기 한 공정 최 화가 요구

되므로 더욱 난해한 특징을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l/Cu 이종소재의 효과 인 

이  용 을 해 요구되는 최 의 에 지 도(빔 사

이즈), 용  입열량, 빔 모듈 이션, 이  장 등을 

인장강도  기 도도 에서 찾아보고자 하 다. 

3. 이  공정에 따른 용 성 비교 

  앞서 제시한 Table 1은 Al/Cu 이종소재의 이  

용 에 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

의 종류  빔 사이즈, 용 방법(ex: 모듈 이션) 등 

연구에 사용된 이  공정에 해 조사하여 발표년도 

순으로 정리하 다. 아울러 아직 이  용 부에 한 

표 화 된 시험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재 조합, 시편 

제작, 평가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최  합강도도 함

께 제시하 다. 

  본 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이  공정 차이에 따른 

용 결과들을 비교하고자 하 다. Al/Cu 이종소재 

합에 사용된 이  공정은 크게 ①평균출력 비 높은 

첨두출력(Peak power)을 갖는 펄스 이 , ②가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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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power distributions of the core beam at a 
feed rate v = 8 m/mi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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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ssian) 형상의 에 지 분포를 갖고 있으며 빔 품

질이 매우 우수한 싱 모드 이  ③기존 고출력의 멀

티모드 CW(Continuous wave) 이  그리고 ④ IR 

장 비 짧은 532 nm의 장으로 Cu 소재에 해 

흡수율이 양호한 그린 이 ,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공정별 사례는 아래에 후술되었다.

3.1 펄스 이  용

  펄스 이 는 이  빔과 모재 사이의 가능한 상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이  출력이 지속 으로 변

하는 것으로, 시간 (Temporal) 모듈 이션 용 기술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펄스 형성은 고상과 액상 

간 상이한 재료의 흡수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시간  모듈 이션 방식은 펄스 반복속도가 비교

 큰 Nd:YAG 이 에서 비로소 산업  활용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4). 

  Al/Cu 이종 합에 한 연구는 2004년 Schmidt27)

의 논문에서 최 로 확인되었다. Nd:YAG 이 의 

경우 일반 으로 빔 직경이 크고 품질이 좋지 않아 Cu 

용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 소재 

사이에 0.1 mm 두께의 얇은 Ni 는 Ag 호일(Foil)

이 삽입되었고 Fig. 7과 같이 일정 간격으로 스팟 형

태의 펄스 이  용 을 실시함으로써 균열형성을 방

지하고 합부의 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 다. 즉, 삽

입 속을 이용하여 용 부 내 Al, Cu 원소의 분포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 다. 그 결과 Cu 용  

계면에서 통상 으로 발생하던 응고균열 형성이 억제됨

을 확인하 으며, Ag 호일을 이용할 경우 Fig. 8과 같

이 삽입 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인장강도가 약 2 

배 가까이 향상됨이 보고되었다. 한 280 ㎛의 빔 사

이즈를 갖는 이   치를 흡수율이 상 으로 

양호한 Al 쪽에 조사함으로서 보다 효율 인 합이 

이 질 수 있도록 하 다. 이후 그의 후속 연구28)에서

는 삽입 속의 두께를 25 ㎛까지 감소시키면서 호일 

두께가 합강도에 미치는 향에 해 검토하 으며 

나아가 삽입 속을 Ni, Ag, Sn 등의 코 (Cu 모재의 

도 )으로 치환하고 코 의 종류  두께에 따른 향

도 확인하 다. 그 결과 코 층의 두께가 3 ㎛ 수 에

서는 강도향상 효과가 었으나 10 ㎛ 일 때 모두 기존 

비 20 % 이상 강도가 향상된 결과가 나왔다. 

  그는 한 맞 기 이음 구조에 해서도 유사한 연구

를 진행하 다29). 이종 소재 용 부의 연성을 향상시키

기 해 1.0 mm의 Al과 Cu 이음부 사이에 통상 인 

용가재로 많이 사용되는 지름 1.6 mm의 Cu97Si3 

는 Al88Si12를 삽입하고 400 ㎛의 빔 사이즈를 갖는 

펄스 Nd:YAG 이 를 이용하여 합을 시도하 다. 

연성(Ductility) 확인을 해 4  굽힘시험을 실시한 

결과 AlSi12 용가재를 사용한 시험편에서 두 배 이상 

강도가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그의 실

험 결과를 토 로 이종 합부 물성 확보를 해 삽입

속을 사용하거나, 모재의 도   도 두께 조 을 통

해 용 부의 미세조직  기계  특성의 제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후 펄스 이 를 이용한 연구는 Nd:YAG 이

보다 빔 품질이 보다 우수한 디스크  이버 이

의 등장 그리고 스캐  기술의 확 로 인하여, 삽입

속이 없이도 펄스 이 를 이용하여 Al/Cu를 겹치기 용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Plapper30-32)

는 2014년부터 디스크  이버 소스의 펄스 이

를 이용하여 시간  + 공간  모듈 이션을 동시에 

용하여 이종 합을 시도하 다. 여기서 주목할 은 과

도한 입열에 의해 발생되는 속간화합물 발생을 최소

화하고자 이징 형태의 합부를 제안하 다는 것이

다. 이를 해 0.2 mm의 Al, Cu 소재에 해 펄스

이 를 와블(Wobble) 형태로 조사하여 합부 면 을 

확보함과 동시에 진폭, 주 수, 용 속도 등의 변수 최

화를 통해 빔 첩률(Overlap ratio)을 제어함으로

서 Fig. 9와 같은 합부 형태를 만들었다30). 그는 다

양한 공정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해 입열이 충분하지 않

1.2 Insert thin foil

Fig. 7 Joint configuration of laser spot welded on both 
sides of a lap join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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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에는 상  Al에서 하  Cu 소재로 도되는 입

열이 충분치 않아 계면에 기공(Void)이 발생되는 냉

(Cold weld) 형태의 합부가 나타난다고 하 다. 반

면 입열이 과도한 경우는 계면 합 입열 범 를 벗어나 

하  Cu가 용융됨과 동시에 과도한 속간화합물이 성

장하여 Al쪽에 다량의 기공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기공

은 과도한 빔 오실 이션에 의해 발생되는 용융지의 난

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양호한 용 조건에

서 속간화합물 두께는 약 3.2 ㎛ 정도로 매우 얇게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강도는 130 MPa로 높

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빔 흡수율이 상 으로 높고 열 도율

과 융 이 낮은 Al이 상 에 치한 경우는 상  용융

을 통해 Cu 하 과의 계면 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Cu가 상 에 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방법의 용이 

어렵다. 따라서 오실 이션에 의한 교반을 통해 속간

화합물의 집 도를 낮추고 골고루 분포시키는 방법이 

보다 합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Plapper는 2019년 

펄스 이 를 이용하여 와블 형태 신 무한  기호 

“∞” 형태(Infinite pattern)의 모듈 이션 패턴을 

용한 Cu 상  이  용 에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32). 그는 이 연구에서 공간  모듈 이션에 더해 

시간  모듈 이션의 효과를 극 화하고자 펄스 변조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 이를 해 0.4 mm의 동일 

두께를 갖는 Cu-Al 조합에 해 기타 변수는 최  출

력을 포함해 모두 동일하게 고정하고 펄스 형상만 Fig. 

10과 같이 4가지 형태로 변화시켜 용  후 미세구조 

 기계  특성을 확인하 다. 여기서 PH, AW, CL

은 각각 하나의 단일 펄스에 한 열(Preheat), 본

용 (Active welding)  냉각(Cooling)시간을 의미

한다. 펄스 변조에 따른 합강도는 시험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열 구간이 있는 A 

조건에서 가장 양호한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D 조건에서 

가장 취약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Cu가 상 에 

치하여 취성 단 가능성이 높은 조합에 한 모듈

이션 기법을 용함으로써 계면 단이 아닌 Al 열

향부 는 모재 단을 유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펄스 이 를 통한 이종 합은 충분한 

합부의 성능을 보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도 확보

를 한 모듈 이션 방법에 있어 시간 , 공간  공정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장에 용하

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3.2 싱 모드 이  용

  싱 모드 이 는 빔 발산각(Beam divergence)이 

낮아  크기가 작고 그에 따른 에 지 도가 상

으로 크기 때문에, 비철 속의 낮은 이  흡수율에 

한 극복이 가능하다. 싱 모드 이 는 2000년  

반 상업  개발이 시작되어 용 분야 응용은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Al/Cu 이종 합에 한 연

구는 2009년 MIYACHI社에서 최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MIYACHI社는 배터리 제조에서 기존 펄

스 Nd:YAG 용 의 느린 용 속도와 용입 한계를 

체하기 해 500 W  싱 모드 이 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24). 이후 2012년 Schmidt33)는 3 

kW  싱 모드 이 에 해 다양한 오실 이션 조

건과 소재 조합, 형상에 따른 용 부 기 항과의 

계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 다. Hailat34)은 기존 이

종 합부의 연성 확보를 해 싱 모드 이 로 약 

Cold-weld Good weld Over-weld

voids
Copper voids

Aluminium
cavities

Al melt

Fig. 9 Possible seam structures at Al-Cu braze-wel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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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m 두께의 Al과 Cu 소재 사이에 0.1 mm 두께

의 Tin 포일(Sn92Ag4Ti3 wt%.)을 삽입한 후 용 하

여, 삽입재가 없을 때 680 N 이던 합강도를 780 N 

까지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 다.

  한편 Katayama35)는 0.3 mm 두께의 Al/Cu 는 

Cu/Al 소재 조합에 해 2 kW  싱 모드 이 를 

이용하여 출력을 1 kW로 고정한 후, 속도만 10~50 

m/min으로 변화시키며 용  후 미세구조  기계  

특성의 평가를 실시하 다. Fig. 11은 이에 따른 인장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최  강도는 Al이 상

에 치하는 경우 205 MPa, Cu가 상 에 있는 경우

는 160 MPa로 나타났다. 그리고 용 속도가 높을수

록 인장강도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입열량 

감소에 따라 속간화합물 생성량이 감소했기 때문이었

다. 한, 그의 실험결과에서 실험조건과 계없이 모

두 계면 단이 발생된 것으로 볼 때, 합부 계면 폭을 

소재 두께 이상으로 확보함으로써 열 향부의 단을 

유도하기 해서는 공간  모듈 이션 기술을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의 싱 모드 이  용 과 련된 연구는 계면 

폭을 확보하고자 모두 와블 형태로 용 을 진행하 다. 

Reisgen36)은 2 mm 두께의 Al/Cu 맞 기 용 을 

해 2 kW  싱 모드 이 를 100 mbar의 진공 

상태에서 용 하 다. 진공 상태에서 이  용 을 

하게 되면 이  유기 럼(Plume)이 감소한다. 

한 키홀  용융풀의 거동이 안정화되어 결과 으로 

기압 비 우수한 종횡비를 갖는 용 부를 얻을 수 있

으며 기공  스패터 발생이 어드는 특성을 갖는다
37). 이에 따라 그는 진공 상태에서 맞 기 이음부의 

와블 빔 조사 치(Beam off-set)를 변화시켜 용 을 

진행하 으며, 최종 으로 Al쪽으로 0.3 mm 치우쳐 

용 을 진행할 시 속간화합물이 최소화되며 인장강도

가 가장 우수한 용 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발표하 다.

  싱 모드 이 는 빔을 송하는 이블 코어의 지

름이 10 ㎛ 이하로 매우 얇다 (멀티모드의 경우 50~ 

200 ㎛). 이것이 갈바노미터(Galvanometer) 스캐

를 통과하게 되면  치가 작업 역 내에서 왜곡되

는데, 이를 보정하기 해 F-theta 즈를 사용한다. 

이에 Fortunato38)는 1 kW  싱 모드 이 에 

길이가 각각 160  420 mm의 F-theta 즈를 

사용하여 빔 사이즈를 각각 22.4  58.8 ㎛으로 만

든 뒤 Al/Cu 용 에서 한 빔 사이즈에 한 연구

를 진행하 다. 그는 0.3 mm 두께의 Cu  0.4 mm

의 Al 소재를 이용하여, ①빔 사이즈에 따른 용 성, 

②소재의 상/하  치에 따른 향, ③다양한 와블  

선형(Linear)용  조건에서의 품질 비교  ④용 선 

개수에 따른 강도 변화에 해 연구하 다. 

  그의 시험결과에서 빔 사이즈가 22.4 ㎛으로 매우 

작은 경우, 에 지 도가 무 커서 약간의 조건 변화

에도 미 합 되거나 는 용락(Burn-through)이 발

생되는 등 품질이 큰 폭으로 변화하여 한 와블링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한 해당 빔 사

이즈에서는 와블의 사용없이 선형 용 에서도 계면 폭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강도 측면에서도 불리함이 발생

하여 결론 으로는 58.8 ㎛의 빔 사이즈가 더욱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  소재가 Cu인 경우, 보

다 높은 입열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속간화합물의 

형성  Al의 용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용  

이음부 설계 시 되도록 Al이 상부 쪽에 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선형과 와블 용  비교 시 합

부의 강도는 일차 으로 계면 폭과 계되기 때문에 얇

은 빔 사이즈에서는 와블링이 요구되지만, 동일한 계면 

폭을 얻을 수 있다면 선형 용 이 보다 은 입열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용 선의 

개수를 3 mm의 피치 간격으로 1~3개까지 용  후 

강도를 비교한 실험에서는 Fig. 12와 같이 용 선이 1

개에서 2개로 증가될 경우 Cu-Al 와블링 조건을 제외

하고는 모든 실험 조합에서 합강도가 20 % 상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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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2개에서 3개로 증가되더라도 강도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입증하 다.

  이후 그의 후속 연구에서는 앞선 결과를 토 로 

58.8 ㎛ 빔 사이즈 싱 모드 이 의 공간  모듈

이션 조건 최 화에 한 실험이 진행되었다39). 공간  

모듈 이션이란 이  빔과 모재의 상  이동을 고

려하여 용  방향에 이  빔의 진동을 첩하는 방식

이다. 이때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변수는 이  출력

과 용 속도에 더해 모듈 이션 진폭(mm)과 반복속도

(Hz)이며, 결과 으로 이들의 조합에 따라 빔 첩률

이 결정된다4). 이에 따라 빔 첩률을 30 %로 고정하

고 용 속도에 따른 진폭과 주 수를 계산하여 용  후 

품질을 비교하 다. 

  싱 모드 이 를 이용한 Al/Cu 용 에 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Hollatz40)의 논문으로 확인되었다. 그

는 1 kW  싱 모드 이 (빔 사이즈: 24 ㎛)를 이

용하여 0.5mm 두께의 Al/Cu 소재에 해 소재 치

와 모듈 이션 공정조건(출력, 조건, 진폭, 주 수)에 

따른 단면, 합강도  속간화합물 형성 정도를 확

인하 다. 다양한 공정조건에 한 연구 결과  Fig. 

13은 각 소재 조합에서 주 수에 따른 용 부 형상을 

보여 다. 여기서 Al이 상  는 하 에 치한 상태

에서 주 수가 600 Hz로 낮은 경우에는 용 부가 넓

게 형성되고 용입이 얕은 반면 1,200 Hz로 높은 경우

는 좁고 깊은 용 부가 형성된다. 그 이유는 주기에

서는 단  길이당 입열량이 보다 많아 넓은 역에서 

열 향을 받는 반면 고주기에서는 빔 첩률이 높기 때

문에 열이 앙으로 집 되기 때문이다. 이 게 좁고 

깊은 용입을 얻게 되면 용융부에 상당량의 속간화합

물이 발생하게 되므로, 우수한 용 품질을 얻기 해선 

되도록 넓은 계면 폭을 확보하면서도 얕은 용입을 얻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Fig. 14의 

종단면 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으로 

Al은 액상에서 수소의 용해도가 높아 용  시 수소에 

의한 기공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은 특히 빠른 용 속도(응고속도)에서 기공이 원활

하게 배출되지 못해 발생되며, 키홀의 불안정성 한 

기공의 배출을 어렵게 한다. 이에 Fig. 14의 종단면을 

보면 상/하  소재 종류와 무 하게 모두 많은 기공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공이 분

포하고 있는 치는 차이가 있다. Al이 상 에 치한 

경우 부분의 기공은 상/하  계면에서 발견된다. 이

는 하 의 Cu가 히트싱크로 작용하여 특히 계면부의 

냉각이 빨라져 기공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로 응고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Cu가 상 에 치한 경우는 기

공이 계면부보다 아래에서 발견된다. 이는 키홀 하부에

서 생성된 기공이 용융풀의 유동에 의해 이동할 때 격

렬한 교반 작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액상의 Cu 소

재까지 침투하지 못하고 Al 용융지 내에서 부분 응

고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한편 Cu가 상 인 경우 합강도는 200 MPa로 나

타났는데, Al이 상 인 경우(164 MPa)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강도차이의 근본 인 원인은 두 재료 

간 혼합(Mixing) 정도에 있다. 앞서 언 한 로 Cu가 

상 에 치한 경우 보다 격렬한 교반에 의해 속간화

합물의 형성이 증가되며 이는 합부의 경도를 상승시

킨다. 이에 따라 강도는 향상되지만, 연신율은 하된

다(1.1 → 0.76 %). 

  이상과 같이 싱 모드 이 의 경우 높은 에 지 

Al

Cu

Al

Cu

Cu Cu

Al Al

f = 600 Hz f = 1200 Hz

f = 600 Hz f = 1200 Hz

Fig. 13 Cross sections with v=50 mm/s, a=0.1 mm and 
different frequencies and adjusted laser power at 
Al-Cu(P=400 W) or Cu-Al(P=450 W)40)

Al-Cu

Cu-Al

Fig. 14 Longitudinal cross sections of both arrangements 
with magnifications of red square (mixing areas 
are outlined with red and blue in magnifications 
at right sid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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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해 비철 속의 낮은 이  흡수율에 한 극복

이 가능하여 이를 Al/Cu 이종 합에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매우 작은 빔 직경으로 

인해 계면 폭 확보를 한 공간  모듈 이션이 필수

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부분의 연구 주제는 모듈 이

션 공정변수의 향과 계되어 있다. 한 모듈 이

션의 용이 키홀의 안정화  기공 감소 등 정 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모듈 이션에 

의한 입열의 증   작업속도 하 등의 문제 그리고 

최  공정조건 도출에 한 어려움 한 존재하기 때문

에 싱 모드 이 가 타 공정 비 우수하다고는 단정

하기는 어렵다.

3.3 멀티모드 이  용  (CW)

  용 산업 에서 멀티모드 이 는 10.06 ㎛ 

장을 갖는 기체 이 인 CO2 이 를 시작으로 이후 

1.06 ㎛ 장의 Nd:YAG, 디스크, 이버 이  순

으로 비약 인 발 을 거듭하여 재는 100 kW 이상

의 무한 출력을 갖는 이 까지 제작 가능한 수 에 

이르 다. 이  빔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인 BPP 

(Beam Parameter Product)값 한 Nd:YAG의 경

우 25 mm․mrad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이버의 경

우 2 mm․mrad로 매우 우수한 빔 품질을 갖게 되어 

보다 정 하고 우수한 종횡비를 갖는 용 이 가능해졌

다(참고: 싱 모드 이  BPP=0.4 mm․mrad). 그

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모드 이 는 싱 모드에 비해 

굵은 이블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 지 도가 

상 으로 낮다. 따라서 Cu와 같이 흡수율이 낮은 재

료의 용 에는 싱 모드 이  비 유사한 용입깊이

를 얻기 해 보다 고출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빔 직경

이 크기 때문에 선형용 으로도 충분히 넓은 계면 폭 

확보가 가능하여 싱 모드 이 와 달리 모듈 이션이 

필수 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이 큰 장 이다. 이에 따

라 연속 형 멀티모드 이  용 은 빔 품질이 좋지 

않은 Nd:YAG를 제외하고 디스크  이버 이 를 

이용하여 선형 는 모듈 이션 용 에 한 연구들이 

복합 으로 진행되었다.

  멀티모드 이 를 이용한 Al/Cu 용 에 한 연구는 

기존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도 으로 시도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3년도에 발표된 Kang41)

의 연구 결과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220 ㎛의 빔 

직경을 갖는 디스크 이 를 이용하여 0.2 mm 두께

의 상  Al과 1.0 mm 두께 하  Cu 소재를 출력  

속도 조건을 다양하게 바꾸어가며 용  후 비드의 형상과 

인장강도, 그리고 미세구조 분석을 수행하 다. Fig. 

15는 이  출력을 1,250 W로 고정한 후 용 속도 

변화에 따른 비드 단면  외  상태를 나타내며, Fig. 

16은 속도 증가에 따른 계면 폭과 합강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용 속도  출력 조건에서 비드 

외 에 블로우홀 결함이 발생하 으며, 속도가 빠른 경

우는 비드 가장자리에 언더컷 결함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220 ㎛의 디스크 이 로는 건 한 용 품질 확

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합강도의 

경우 속도 증가(입열 감소)에 따라 열 향부 단에서 

용 부 단으로 단모드가 바 었다. 이는 빠른 용

속도에 의해 충분한 양의 용융풀이 형성되지 못하여 발

생된 언더컷에 의한 단이 원인이었다. 마지막으로 단

길이당 입열이 거의 동일한 두 가지 조건(고속 고출력 

vs. 속 출력)에 해 비교한 결과, 용입과 단모드

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토 로 동일 입열의 경우 고속 

고출력 조건이 용 강도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밝 졌

는데, 이는 타 연구결과18)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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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8 m/min 10 m/min 12 m/min 14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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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Bead shapes for overlap welds for various weld-
ing speed (Al 1050 0.2 mm + C1020P 1.0 
m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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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이 를 이용한  다른 연구 결과는 Yan42)

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는 이  출력이 합강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해 200 ㎛ 빔 직경의 4 

kW  디스크 이 를 이용하여 1.6mm 두께의 Al을 

상 에 치시키고 하  Cu와 용 을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용  과정에서의 Al/Cu 속간화합물 형성

과정, 인장 단면 분석, 계면 내 각종 상의 분포 비율 

등 합부 미세구조 분석을 면 하게 진행하 다. 실험

은 용 속도를 2 m/min으로 고정한 뒤 출력을 5단계

로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특성들을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강도 측면에서는 Fig. 17과 같이 비드 계면 

 용입이 확보되는 최소 임계 출력에서 강도가 최 가 

되고, 입열 증가에 따라 강도는 그에 비례하여 감소한

다. 이는 Cu 원소가 용융부에 확산되는 양이 증가하여 

최종 으로 조 한 Al2Cu상의 속간화합물이 많이 형

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Fig. 18의 합부의 단면 

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균열은 Al-Cu 공정

역(Eutectic zone)에서 시작되어 Al2Cu의 속간화

합물 분포 역을 따라 진 되며 이때의 단은 취성의 

벽개 단(Cleavage fracture) 형태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취약한 합강도를 개선하기 해 그는 

후속 연구에서 기존에 발표된 삽입 속의 효과와 련

된 연구27,28) 결과들을 근거로 0.1 mm 두께의 Ni 호

일을 삽입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 다. Fig. 19는 Ni 

호일 삽입 후 고정된 속도(2 m/min)에서 출력 증가에 

따른 비드 단면의 변화를 나타낸다. 비드의 체 인 

형상 측면에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용입 깊이

의 차이는 없으나 계면 비드 폭은 약간 감소하고 Al 

상부 비드 폭은 오히려 증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Ni 삽입으로 인해 Al에서 Cu로 달되는 열량

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상 으로 더 많은 양의 Al이 

용융되었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Fig. 17과 같이 삽

입 속에 의해 인장강도는 기존 비 27 % 증가함을 

보인다. 이는 미세구조상 Ni가 취성의 Al2Cu 속간

화합물 상의 성장을 억제하고 AlNi 화합물의 형성을 

일으켜 이에 의한 강도 상승효과가 발 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호일의 삽입 신 소재의 

한 코 (도 )을 통해서도 용  계면부의 미세조직 제

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Plapper는 앞선 펄스 이 를 이용한 Al/Cu 

이 용  연구30-32)뿐만 아니라 디스크 이 를 사

용한 스팟 용 에 한 연구도 진행하 으며, 음향방출

법(Acoustic emission)을 이용한 실시간 품질 단 

가능성 연구에도 주안 을 두었다44). Fig. 20은 실험 

장치  방법에 한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110 ㎛

의 빔 사이즈를 갖는 최  2 kW  디스크 이 를 

이용하여 직경 5 mm의 스 이럴 형태의 스팟 용 을 

출력  속도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하 다. 모재 

두께는 모두 0.4 mm이며 Cu가 상부에 있는 구조이

다. 한 용   음향방출 신호를 수집하고 머신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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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Laser power versus equivalent tensile shear 
strength of Al/Cu lap joint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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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ross section fracture image of Al/Cu lap joint; 
(a) (b) Cross section fracture image, (c) Sche- 
matic of the location of the fracture surface42)

(b)(a)

(c) (d) (e)

Fig. 19 Cross-sectional optical images of Al/Cu dissim-
ilar joints using Ni interlayer; (a) 2.0 kW, (b) 
2.45 kW, (c) 2.9 kW, (d) 3.35 kW, (e) 3.8 kW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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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수집된 신호의 역에 따라 구분 후 품질 단

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그 결과는 Fig. 21에 

제시하 다. 그의 연구결과에서는 단면에 한 정보는 

없었으나, 외 상 Fig. 21 (b) 조건에서 Al 모재 수

의 합강도(291 N)와 양호한 외  품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스 이럴(용 ) 방향 한 용 품질

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심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방법이 양호하며 그 반 의 경우에는 심부 쪽으로의 

입열 축 에 따른 블로우홀이 발생된다. 그는 음향방출 

신호에 따라 입열부족(냉 ), 정조건  과입열의 3

개 역으로 품질을 구분하고 500개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 머신러닝을 실시한 결과, 최종 91 %의 품질 측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 으로 배터리 팩은 

당 300개소 이상의 이  용  포인트가 존재한다. 

이  1개의 용  불량은 체 배터리 팩의 불량 는 

인명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 팩 

내 이  용집 포인트들은 품질에 한 수검사가 요

구된다. 이에 따라 최근 배터리 이  용 부에 한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기술이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에서 그의 연구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최근에도 이버 이 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 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멀티코어 구조를 갖는 

이블 개발에 따른 가변 빔 이  용 기술이 용  

산업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기술은 이버의 구

조 변경을 통해 이  의 강도 분포를 독립 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존의 단일 피크 가우시안 분포와는 

다른 형태를 갖게 하는 방법이다4). 즉, Fig. 22와 같

이 심부에는 가우시안 분포를 하는 역이 있고 주변

부에 링 빔이 별도로 존재하는 빔 형태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출력은 독립 으로 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빔 구조를 용할 경우 용  시 외곽의 링 빔이 모재의 

온도를 충분히 올려 주어 이  장의 흡수율을 높여

주고 이어서 빔의 심이 키홀을 형성한다. 이 게 형

성된 키홀은 링 빔의 /후열효과로 인해 매우 안정

이며 온도구배가 낮기 때문에 기존의 단일 빔 용과 

비교하여 스패터, 기공, 균열  품질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45). 이에 Choi46)는 가변 빔 이버

이 를 사용하여 Al/Cu 이 용  연구를 진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이 는 최  8 kW 출력을 갖는 

코히런트社의 FL8000-ARM이며, 이블에서 나오

는 빔 크기는 180 ㎛이나 F-theta 즈를 통과하며 최

종 540 ㎛로 증폭된 빔이 용되었다. 소재는 모두 

0.4 mm 두께로 Al이 상 에 치하 으며, 속도와 

링 빔의 출력은 고정하고 코어 빔의 출력만 800~ 

2,000 W까지 변화시켜가며 용  후 비드 표면, 단면 

그리고 합강도를 비교하 다. 이에 따른 시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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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100

95

90

85

80

75
0.2 0.4 0.6 0.8 1.0 1.2 1.4

Acoustic emission [Units] 1e9

Optimum Al, Cu meltPo
w

er
 [%

]

Crack, excess Al, Cu
melt(a)

(b)

(c)

(d)(a) Low weld
(b) Optimum weld
(c) High weld
(d) Excessive weld

Fig. 21 Relation of Laser power [%] and acoustic emis-
sion for different level of Al-Cu melt44)

(a) Fiber section (b) Beam spot and intensity
distribution(a) Fiber section (b) Beam spot and intensity
distribution

Fig. 22 Schematic illustration of fiber section, beam spot 
and intensity distribution for multi-core laser 
beam45) 



김  용ㆍ정수진ㆍ윤성민ㆍ이제인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40, No. 5, 2022428

Fig. 23  24에 제시하 다. Fig. 23은 코어 빔 출

력 변화에 따른 비드 단면과 표면에 해 나타낸다. 실

험 결과 상  Al은 넓은 면 으로 용융된 반면, 하  

Cu 쪽으로의 용입은 거의 이 지지 않고 앞선 Fig. 9

의 결과와 유사하게 계면 합과 같은 형태의 구조가 나

타났다. 이러한 형태의 단면 형성은 빔 직경에 따른 

향으로 단된다. 540 ㎛으로 비교  폭이 넓은 빔은 

에 지가 앙으로 집 되지 못해 상 으로 넓은 

역을 용융시키는데, 에 지 도가 부족함에 따라 하  

Cu까지 용융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극

복하기 해 강제로 출력을 더 증가시킬 경우 하  용

융보다는 용락 발생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상된

다. 한편 Fig. 24는 코어 빔 출력 증가에 따른 인장강

도와 비드 폭의 상 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

면 비드 폭과 인장강도는 거의 선형 인 반비례 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입열 증가에 따른 취성의 

속간화합물 발생량의 증가에 기인한다. 한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최  인장강도는 55 MPa로 타 연구

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에 속한다. 이것은 이 의 

효율 문제에 의한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가변 빔 

이 의 효과를 제 로 얻기 해서는 스캐 를 이용

하지 않고 일반 용 헤드 사용을 통해 180 ㎛의 빔을 

용하여 에 지 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양호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건 한 이종소재 용 부

를 얻기 해서는 빔 직경과 품질 그리고 에 지 도

가 모두 연 되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Dimatteo47)는 출력 도(W/cm2)  에 지 도

(J/cm2) 에서 연구를 진행하 다. 그는 빔 직경이 

Al/Cu 이  용 품질 확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기 해 최  3 kW  이버 이 의 빔 직경을 68, 

175 ㎛로 설정하고 0.3 mm 두께의 Cu를 0.45 mm 

두께의 Al 상부에 치시킨 후 출력  속도 변화에 

따른 용 실험을 진행하 다. Fig. 25 (a)는 출력 

도와 용  속도에 따른 용  가능범 에 해 시험한 

결과로서 빔 직경이 작은(출력 도가 큰) 경우 더 넓

은 범 에서 양호한 용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용

입 깊이 제어가 보다 수월하다. 이와 반 로 빔 직경이 

큰 경우에는 두께가 얇은 Cu 상  조합에서 한 용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범 가 매우 소하다. 한편 

Fig. 25 (b)는 에 지 도와 인장강도와의 연 성을 

나타내고 있다. 에 지 도는 단 면  당 에 지 양

Welding conditions

Ring beam: 700W, Speed: 200mm/s, Focus: ±0

Weld section Bead 
shape

Start
Weld section Bead 

shape

Start
Middle Middle

End End

Center beam 820W Center beam 840W

Center beam 860W Center beam 880W

Center beam 900W

Fig. 23 Cross-sections of aluminum and copper welding 
with various center beam power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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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출력 도×조사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조사시

간은 용 속도와 계되기 때문에 빔 직경과 계없이 

인 비교가 가능하다. Fig. 25에 따르면, 에 지 

도의 증가에 따라 인장강도는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빔 직경이 175 ㎛으로 큰 경우

에서 보다 높은 인장강도가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에

지 도와 무 하게 최종 으로 형성되는 계면 비드 

폭 차이에 기인한다. 이  용 부에서 최소 수  이

상의 강도 확보를 해서는 기본 으로 얇은 모재 두께 

이상의 계면 비드 폭이 요구된다. 이에 65 ㎛의 빔 직

경은 오실 이션 없이 선형으로 용 할 경우 계면 비드 

폭 확보가 어려워 결과 으로는 인장강도 측면에서 불

리하다. Fig. 26은 정 조건에서 빔 직경에 따른 인

장 하 변  곡선을 보여 다. 시험결과 175 ㎛의 빔 

직경에서는 최  900 N의 강도를 나타내었으나 용

부 내에서 취성 단이 발생하 으며, 빔 직경 65 ㎛에

서는 750 N 하 에서 비교  연성의 계면 단이 발생

하 다. 인장강도의 증가는 입열 상승에 따른 다량의 

속간화합물 형성에 의한 경도 증가에 기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빔 흡수율이 낮은 박  

Cu가 상 에 치 시 빔 직경이 작은 경우는 입열 제

어가 비교  용이한 반면 강도 확보가 어렵고, 그 반

의 경우는 소한 용 조건 범  내에서 공정이 이 져

야 한다. 이에 빔 직경을 작게 하여 일정 이상의 계면 

폭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정 제어에 가장 유리할 것으

로 단되며, 더블 심 용  등을 통해 일정한 용입 깊

이  계면 폭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4 그린 이  용

  IR 장의 반인 532 nm의 장을 갖는 그린 

이 는 가시  역에서 녹색 빛을 나타내므로 그린 

이 로 명명되었다. 그린 이 는 별도의 매질을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이 에 사용되는 고체 매질 

이 로 만들어진 기본 장(1,064 nm)을 제2 고조

 발생장치(SHG, Second-harmonic generation)

에 통과시켜 얻는다. 그린 이 는 특히 Cu 소재의 

용 에 큰 이 이 있다는 연구결과22,23,26)들을 토 로 

Cu/Al 이종소재 용 에 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Choi48)는 빔 직경이 200 ㎛이며 최  2 kW의 출

력을 갖는 디스크 이 를 SHG에 통과시켜 515 nm 

장으로 변조한 뒤 0.4 mm 두께의 Al을 상 에 

치시킨 후 출력  속도 변화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한 실험조건 범  내에서는 기존과 

달리 스패터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으며 흡수율이 높은 

이 의 특성 상 빙이나 와블없이 양호한 합부를 

얻을 수 있었다. Fig. 27은 실험 결과  일부 조건에

서의 마크로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

세조직 분석 결과를 자세히 보이지 않았으나, 마크로 

단면을 살펴보면 Al 상부 비드 내 난류 형태의 용융풀 

류가 일어나면서 격렬한 교반 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반 상은 입열 증가에 따라 그 발생

정도가 증가하나 인장강도의 경우 정 입열 범  내에

서는 모두 3.0 kgf/mm 수 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린 이 를 이용할 경우 양

호한 용 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을 보 으나, Al 소

재가 상부에 치한 실험결과와는 달리 Cu 소재가 상

부에 치한 이종소재 용  실험결과는 제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Mathivanan49)은 동일한 0.4 mm 두께의 소재에 

해 Cu를 상부에 치시키고 빔 직경 89 ㎛의 최  

출력 1 kW  디스크 이 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

다. 그의 실험은 두 가지 목 으로 진행되었는데 우

선 동일 이  시스템에서 단지 장에 따른 용 성을 

비교한 실험이 첫 번째 결과로써 IR 장 비 그린 

이 의 용  효율  품질이 월등히 우수함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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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Tensile test results of Al-Cu welds with various 
beam spot size47) Fig. 27 Dissimilar material mixture at P = 1,200 W, s = 

200 mm/sec48)



김  용ㆍ정수진ㆍ윤성민ㆍ이제인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40, No. 5, 2022430

다. 두 번째는 그린 이 를 이용한 정 공정조건 

도출과 련된 것으로써, “∞” 형태 패턴의 오실 이션

을 통해 Al 모재강도에 하는 인장강도를 얻었다. 

합부의 단은 입열 정도에 따라 Fig. 28과 같이 3가

지 형태의 단모드를 나타낸다. 우선 입열에서는 충

분한 용융이 이 지지 않아 Fig. 28 (a)와 같이 계면 

단이 발생하며, 정 입열 조건에서는 모재 수 의 

강도 확보와 함께 충분한 소성변형을 일으키며 Al 열

향부에서 단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과도한 입열 

조건으로 변할 경우 단은 용융부 내 과도한 속간화

합물의 존재로 인해 용 부 단이 일어난다. 따라서 

열 향부 단을 유도하는 정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요하다. 

  이상의 두 연구 사례를 근거로 그린 이 의 우수성

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

업 장에서는 용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린 이 의 시스템  한계 때문이다. 532 nm 장

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기존 이 를 SHG에 통과

시켜 얻는 것으로써 그만큼 기존 시스템 비 ①복잡하

며 리 포인트가 많다. 한 ②시스템 가격이 매우 고

가이며, ③시스템의 내구성 한 좋지가 않다. 마지막

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Cu 뿐만 아니라 

기타 소재에 한 응도 필요한데 ④혼류생산에 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린 이 가 보다 상업화되

기 해서는 에 언 한 문제들에 한 근본 인 해결

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용 부의 품질평가 

  산업 장에서 용 부의 품질 수 을 정확히 단하기 

해서는 규격에 의거하여 시험편을 제작하고 차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일례로 아크용

의 경우 시험평가 방법이 ASME 코드 등과 같이 매

우 체계 으로 정립되어 있어 이에 따른 품질 리가 수

월하다. 그러나 이  용  공정은 정형화된 규격이 

거의 없으며, 특히 Al/Cu 이종소재 용 부의 평가 등

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합한 규격이 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사례들을 토 로 

용 부의 품질평가 방법에 해 분석하 다. 한편, 

Al/Cu 합부는 속간화합물 발생에 의한 취화 정도

가 상이하고, 도 체 역할을 하는 부품의 특성 상 기

 특성이 합부 품질과 한 계를 갖는다. 따라

서 Al/Cu 이  용 시편의 인장강도  기 도도 

평가방법  그 결과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4.1 합부 인장/내구강도 평가

  Al/Cu 합부는 통상 으로 겹치기 용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 이에 시편 단 에서 용  조건에 따른 합

강도를 정량 으로 확인하기 해서는 한 시편 형

상을 결정하고 정형화된 시험방법을 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각 연구 사례에서 

용된 상/하  시편의 종류  두께, 인장시험편의 크

기, 상/하  첩길이, 시편 내 용 길이 그리고 이에 

따른 실험 범  내 최  인장강도를 Table 1에 정리하

다. 조사 결과 연구에 사용된 시편의 두께는 부분 

0.2~0.5 mm 범  내에서 이 진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 합강도 측정을 한 인장시험편 형상  용

부 길이는 Fig. 29에 정리하 는데, 련 규격의 부

재로 인해 모두 제각각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합강

도 측정 시편 형상은 Fig. 29 (a),(b),(e),(f),(g)에

서처럼 아무런 가공 없이 용 된 그 상태로 인장시험을 

수행하거나, 방 가공으로 ASTM 규격에 하는 치수

의 시험편을 비하여 시험을 수행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가공된 시

편을 이용할 때 데이터 편차가 비교  작은 편이다. 

Plapper31)의 결과에 의하면 Fig. 29 (c)와 같이 아무

런 가공없이 인장시험을 수행하게 되면 양 끝단부터 

단이 발생하며, 결과 값에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도그본 형태로 시편을 가공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 편차가 감소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

나 실제 장에서는 시험편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횟수의 반복시

험을 통해 인장실험 결과의 평균값을 도출하는 것도 용

부의 합강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통상 으로 인장강도라 함은 재료가 단 면 에서 받

(a) Failure at the interface of Cu and Al
Fusion zone (FZ)

Fusion zone (FZ)

Fusion zone (FZ)

(b) Failure away from fusion zone

(c) Failure in the fusion zone
plastic deformation of Al

F

F

F

F

F
F

Cross-section view

Fig. 28 Cross-sectional view of Cu-Al joint with sche-
matic and micrograph showing the failure loca-
tion after tensile shear test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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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최  하 을 의미하며 SI 단  기 으로 

MPa (N/mm2)으로 표기한다. 이러한 합부의 강도 

표기는 소재의 두께, 총 용  길이와 무 하게 결과에 

한 정량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Table 1에

서 정리된 각 연구 사례에서 보고된 최  인장강도 값

은 모두 제각각의 단 로 제시되었다. 부분의 경우 

①단  면 당 하 으로 제시되었으나 일부는 ②단  

용 길이 당 하 으로 표 된 경우도 있으며, 단순하게 

③최  단하 으로만 결과 값을 나타낸 경우도 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겹치기 용  구조상 

“단 면 ”에 한 정확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통상 으로 합부의 강도는 소재 단면 을 단

면 으로 규정하며, 이종 두께의 경우에는 그  얇

은 쪽의 단면 을 용하여 최종 으로 인장강도를 계

산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규격화된 방법이 아니므

로 실험자의 편의성에 의거한 단일 수 있다. 특히 

단이 용 부나 열 향부가 아닌 계면에서 일어날 경우 

단 면 에 한 정의가 모호해진다. 이에 따라 국내의 

산업 장에서는 단 길이당 강도인 kgf/mm로 표기하

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겹치기 용 부의 인장강도 단

에 한 표 화된 규격이 아직 없기 때문에 련 규

격의 제정이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조사하여 인

장강도 에서 Al/Cu 이  용 에 가장 한 

이  소스와 빔 직경 그리고 모듈 이션 방법 등을 찾

고자 하 다. 그 결과 싱 모드 이 를 이용하여 다

양한 공정변수로 와블링을 용한 Hollatz40)의 결과가 

타 결과 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히 가

장 높은 인장강도 결과를 제시한 연구가 가장 최선의 

공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분의 논문에서 실험 범

 내 최  인장강도는 60~160 MPa 사이에서 나타

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게 Al/Cu 용 부의 최  

인장강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Al의 모재강도와도 큰 상

성이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소재로 사용되는 Al은 

기 항을 최소화하기 해 Al1xxx 계열 소재를 사용

하며, 가공경화 정도에 따라 모재 강도가 60~145 

MPa 정도 수 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최  인장강도

에 한 비교보다는 용 부의 단모드를 비교하는 것

이 더욱 요하다. 즉, 앞선 Fig. 28과 같이 열 향부 

단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정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합부의 인장강도 평가는 최  용 조건의 선정에 

필수 인 시험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용 부의 내구

성을 보증할 수 없다. 일반 으로 우수한 인장강도는 

내구성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Al/Cu 이종소재 합부에는 취성의 속간화합

물이 존재하므로 이것이 피로수명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는 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품질 

보증을 해서는 피로특성에 한 평가도 병행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Lai50)는 최  3 kW

 이버 이 를 이용하여 0.8 mm 두께의 Al을 

상 , 1.6 mm의 Cu를 하 에 치시킨 후 5 mm 간

격으로 더블 심 용 한 후 피로시험을 진행하 다. 세

부 인 시험편 형상은 Fig. 29 (d)에 나타내었다. 피

로시험편은 시험의 정확도 향상을 해 도그본 형태로 

가공되었으며, 응력비 R=0.1에서 반복주기 10 Hz로 

Fig. 29 Schematic of various specimen design for tensile shear and fatigue tests30,31,38,4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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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벨을 최  인장하 의 10 % 씩 여가며 시험

을 실시하 다. 그에 따른 시험 결과는 Fig. 30에 제

시하 다. 단모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Fig. 31 (a)와 같이 Al에서 단이 발생하거나 (b)와 

같이 보다 두꺼운 Cu에서 단이 발생하 다. 이때, 

Cu에서 단되는 경우가 동일 하  벨에서 피로수명

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용 조건이 하지 않은 경

우 Fig. 31 (c)와 같이 계면에 기공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것은 노치 효과로 작용하여 모든 단의 시작 이 

되기 때문에, 용 부의 내구성 확보를 해서는 계면사

이의 기공을 제어할 수 있는 용 조건이 요구된다.  

연구는 Al/Cu 이종소재 용 부의 피로특성에 한 결

과를 보여주나, 용  조건 제어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

화는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구조물의 내구성까지 보

증하는 최 의 조건 도출을 해서는 인장특성과 더불

어 피로특성에 한 분석 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2 기 도도

  Al과 Cu는 모두 면심 입방구조(FCC)의 속이지만 

원자반지름과 기음성도 차이가 크므로 평형 이원계 

상태도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속간화합물이 확인된

다. Al/Cu의 용   형성될 수 있는 속간화합물로

는 세타(θ), 에타(η), 제타(ζ), 감마(γ) 상 등이 있으

며 이들의 특성을 Table 2에 정리하 다. 이들은 순수

한 Al 비 약 20 배 이상의 경도를 보이며 Cu의 함

량이 증가할수록 체로 경도 값이 증가한다. 속간화

합물의 비 항 역시 순수 Al, Cu 비 약 3 배 이상 

큰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용 부에서 속간화합물의 

과도한 형성은 인장강도뿐만 아니라 기 도도에도 큰 

향을 미친다. 이는 Plapper30)의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Fig. 32는 속간화합물의 두께를 정량

으로 측정한 후 그에 따른 기 항과 인장강도와의 상

성을 나타낸 결과로써, 속간화합물의 두께가 증가

할수록 항은 증가하는 반면 인장강도는 감소한다. 이

는 기 항을 측정함으로써 간단하게 Al/Cu 용 부의 

품질을 비교․ 단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그러나 기

항은 재료의 비 항과 달리 표 화된 특성이 아니다. 

따라서 기 항 측정실험을 수행할 때 온도, 류, 

로 간 거리, 측정 치 등에 한 정보가 분명히 명시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종 합부의 기 도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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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Experimental results of the fatigue tests for the 
laser welded lap-shear specimens under the 
load ratio of 0.150)

Void

(a)

(b)

(c)

1 mm

1 mm

1 mm

Quasi-static 

Fig. 31 Optical micrographs of the cross sections along 
the symmetry planes of (a) a failed specimen at 
the fatigue life of 2.3×104 cycles under a load 
range of 416 N and (b) 1.2×105 cycles under 
same load of 416 N, (c) void defects is start 
point of initial crack50)

Phase α-Al θ η ζ γ α-Cu

Nominal 
composition - Al2Cu AlCu Al3Cu4 Al4Cu9 -

Chemical
composition
(% at. Cu)

0 31.9~
33

51.9~
54.8

56~
57.5

64~
69 100

Hardness
(Hv) 36 630 905 930 770 75

Electrical 
resistance
(μΩcm)

2.4 8.0 11.4 12.2 14.2 2.0

Table 2 Characteristics of Al-Cu intermetallic com-
pound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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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에서의 항 수치를 직  비교하는 것보다는, 두 

소재와 계면에서 측정된 항 값을 아래의 계식에 

입하여 기 항계수(k)를 도출함으로써 평가한다33).

     

 (1)

   식에서 RAl, RCu, Rweld는 각각 Al, Cu, 계면의 

항 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k=1의 의미는 합부의 

항이 두 원소재의 항 평균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

며, k 값이 1보다 클수록 결함, 균열 는 속간화합

물 형성에 의해 합부의 항 값이 증가했음을 뜻한

다. 기 항 측정 시 Al, Cu 등 도성이 좋은 소재

는 고유의 낮은 항 값(0.1 mΩ 이하)으로 인해 항

계 내 도선의 항이 합산되어 부정확한 수치가 측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l/Cu 용 부의 기 항 평가는 

일반 인 2선식 측정법이 아닌 Fig. 33과 같이 4선식 

항측정(4-point probe method) 방식을 용해야 

한다. 4선식 항 측정방식에서는 로  자체의 기 

항은 무시할 수 있으며, 매우 정 한 측정 결과가 제

공된다. 

  이에 Schmidt33)는 3 kW  싱 모드 이 를 이

용하여 다양한 소재 조합  용 조건, 용 부 형상  

용  길이 등을 달리한 시편을 제작하여 기 항계수 

에서 용 성을 비교․평가하 다. 이  Fig. 34

는 동종 는 이종소재에 해 각각 모두 동일한 용  

길이(40 mm)를 갖지만 형상에 따른 기 항계수 차

이에 한 연구 결과를 나타낸다. 시험 결과를 보면 용

부 형상에 따라 기 항계수가 상당히 차이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원형, 더블라인, “C”형 라인 형상

의 경우 k ≥ 1.4 이상으로 기 도성이 매우 안 좋

게 나타났는데, 이는 용 부의 독특한 형상에 기인한 

균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 의 용 부 

품질을 얻기 해서는 상이한 열팽창계수를 갖는 이종 

소재의 용 에서, 보다 균일하고 결함없는 용 부 설계

가 요구된다. 이 외 타 연구결과30,36,38,47) 등에서도 

기 도도는 합면 , 속간화합물 두께 등 다양한 공

정 변수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비교  실험이 간단한 이종 합부의 기 도 특성 평

가는 향후 우수한 합품질 확보를 한 용 공정 최

화 연구에 필수 이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버스바 제품 용 부 품질 분석 

  본 에서는 Al/Cu 이종소재 이  용 에 한 독

자의 이해를 돕기 해, 국내에서 양산 인 기차 배

터리에 해 티어다운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간략히 설

명하고자 한다. 분석 상은 우치형 배터리 셀 12개

가 하나로 연결된 배터리 모듈이다. Fig. 35는 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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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Interface resistance in corelation with the shear 
strength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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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Principle of 4-point probe measurement, m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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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과 양쪽 버스바 임을 분리한 형상을 보여 다. 

국내에서는 부분 우치 타입의 배터리를 선호하며 

이 경우 하나의 모듈 양 끝단에 각각 버스바 임이 

치하게 된다. 한 하나의 모듈 내 12개의 셀 연결

을 해 24 포인트의 이  용 부가 존재하며 리드

탭이라 불리는 배터리 셀의 기  연결 통로로서 Al

은 양극, Cu는 음극 역할을 한다. Fig. 35 (a)는 실

제 이  용 부 외 을 보여 다. 용 은 40 mm 길

이로 직선용 이 되어 있으며 일부 핀홀 결함도 발견되

나, 반 으로 미려한 외  상태로 합되어 있다. 이

러한 용  형태는 제조사 는 차종별로 상이하여 직선

형 외에도 스티치(Stitch) 형태 는 “C”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용된다. 한편 리드탭 합부는 량 티어 체

크를 실시한 흔 이 발견되었다. 이는 용 부가 정상

으로 합되었는지 확인한 흔 으로써, 기차 구동에 

있어 용 품질의 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를 보여 다. 

즉, 배터리 모듈에 일부 미 합 부 가 존재하면 체 

시스템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 부

의 철 한 품질 리가 요구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시간 모니터링 등 비 괴  방식만으로는 100 %의 

품질 보증이 재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티어 검

사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차 

배터리 팩에 최소 300개 이상의 이  용  포인트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티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

용을 일 수 있도록 보다 신뢰성 있는 용 부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시 한 것으로 보인다. 

  학 미경을 이용한 용 부 단면 분석결과를 Fig. 

36에 제시하 다. 두 사진 모두 2.0mm 두께의 버스

바 임 에 Cu 는 Al 리드탭이 용 되어 있다. 

Cu 리드탭의 경우 0.2 mm 두께로 Ni층이 약 2.5 ㎛ 

도 이 되어 있는 반면, Al 리드탭은 두께가 0.4 mm 

이며 도 층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 특이한 은 

Cu-Cu용 의 경우 싱 라인 용 이 이 진 반면 

Al-Cu의 이종소재 조합에서는 0.6 mm 간격으로 더

블라인 용 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용입 깊이는 두 

경우 모두 0.4 mm 정도로 균일했다. Al 리드탭에 

해 더블라인 용 이 용된 이유는 제조사의 노하우이

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합강도 향상을 

한 합부의 계면 폭 확보가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된

다. 즉, Cu의 경우 얇은 쪽 소재 두께가 0.2 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싱 라인 용 만으로도 소재 두께 이

상의 계면폭을 가지므로 열 향부 연성 단이 상된다. 

반면, Al의 경우 두께가 0.4 mm이기 때문에 그 이상

의 충분한 합부 계면폭 확보가 필요했을 것으로 단

되며, 넓은 계면폭에 의한 합강도 증가가 기 된다.

  Al-Cu 이종 합부 단면을 미세연마하여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를 Fig. 37에 나타내었다. 입열에 따른 교

반에 의해 Cu원소가 Al 리드탭으로 용입되어 용 부에 

Al-Cu 속간화합물이 다량 형성되었음이 왼편의 사진

에서 색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Al/Cu 비드 계면에서 

Welding 
length 
40mm

Cu Cu Cu Cu Cu CuAl AlAlAlAlAl

Tear Check
Defect

(a)

(b)

Fig. 35 (a) Battery module, which consists of busbar 
and lidtabs, showing Al-Cu and Cu-Cu weld 
seam. (b) Cross-section of the battery module

Fig. 36 Optical micrographs of (a) Cu-Cu and (b) Al-Cu 
interconnect joints

Spot1

Spot2

Spot3

Spot4

Spot5

Fig. 37  (a) Optical and (b) secondary electron images of 
the cross-section of Al lead tab / Cu busbar laser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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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형태의 용융풀 류가 일어난 부분을 주사 자

미경(SEM)과 에 지 분산 x선 분석기 (EDS)로 분석

하여 합 조성을 평가한 결과, Spot 1과 2에서 Cu의 

조성이 12~15 at.%, Spot 3은 Cu 조성이 약 30 

at.%으로 확인되었다. 30 at.%Cu는 Al-Cu 상태도

에서 θ상의 조성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약 15 at.%

의 간 조성을 갖는 Spot 1, 2는 Cu를 일부 고용원

소로 갖는 α-Al상과 속간화합물인 θ상이 혼재하는 

공정조직의 일부로 상된다. 왼쪽 그림의 합부에서 

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Spot 4의 경우 Cu 조성이 약 

87 at.% 는데, 이는 Al-Cu 상태도에서 Al을 고용원

소로 갖는 fcc 결정구조의 알루미늄 청동 (aluminum 

bronze)에 해당하며, 이는 속간화합물이 아니다. Spot 

5의 조성은 약 96 at.%Cu 로써, 이 역시 순수한 구

리에 가까웠다. 이를 정리하면, Al 리드탭 내 Al-Cu 

합부의 부분은 Spot 1, 2와 같은 조직을 보 으

며, 이는 α와 θ상으로 이루어진 공정조직에 해당한다. 

Spot 3과 같이 이종 합부 내에서 Cu가 집 된 일부 

역은 θ상이 정상으로 응고하 다. Cu 버스바와 인

한 역은 알루미늄 청동  Cu 상이 나타났으며, 

Cu-rich 속간 화합물인 ζ 는 γ상 역시 존재할 가

능성이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찰되지 않았다. θ상은 

α상에 비해 경도가 매우 커서 용 부를 격하게 취화

시키므로, 용입깊이를 이고 비드폭을 넓  궁극 으

로 용 부 내 Cu의 고용을 이고 속간화합물의 

정상 형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합부

에서 α와 θ상의 공정조직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내구

성 있는 용 품질 향상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차 지  기차 산업에서 이

슈가 되고 있는 Al과 Cu의 이종소재 이  용 기술

과 련한 최신 연구동향에 해 조사하 고 한 실제 

양산 제품 분석을 통한 품질 수 을 확인하 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Al과 Cu 각각은 모두 이 에 한 난용 성 

재료로 분류되며, 이들 소재의 이종 합은 용 부에 발

생하는 취성의 속간화합물로 인해 우수한 용 품질을 

얻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효과 인 이  용 을 

해서는 에 지 도(빔 사이즈), 용  입열량, 빔 모듈

이션  이  장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공정변수

들이 모두 최 화되어야 한다.   

  2) Al과 Cu의 이 용 에 용할 수 있는 공정은 

펄스 이 , 싱 모드 이 , 고출력 멀티모드 이

 그리고 그린 이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모두 공정별 장단 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공정이 가장 합한 것인지 명확하게 제안

하기는 어렵다.  

  3) 이  용 부의 품질평가는 부분 인장강도  

기 도도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에 

한 명확한 시험기   표 화된 규격이 없기 때문에 

련 규격의 제정이 시 하다. 한, Al/Cu 이종 합

부에 한 피로특성의 분석  평가기 도 빠르게 비

되어야 한다.

  4) 국내 양산 배터리 모듈을 상으로 티어다운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수 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수 의 품질보증 

 생산성 향상을 해서는 신뢰성 있는 실시간 이

용  모니터링 기술이 개발  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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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suppl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ars has been 
actively increasing recently in response to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The most promising type 
of car to replace the current cars with internal combus-
tion engine is electric vehicles (EVs) with rechargeable 
batteries. Furthermore, as the European Parliament has 
decided to ban the sale of cars with internal combustion 
engine in Europe after 2035, the development and pro-
duction of EVs are emerging as a critical issue in the 
automobile industry. Unlike the conventional internal 
combustion engines consisting of engines and trans-
missions, EVs have motors and batteries at the core of 
the new powertrain, and new platforms for mounting 
and driving motors and batteries are being developed 
and applied. In particular, welding and bonding tech-
nology for copper and aluminum metals is essential be-
cause the main components of a battery include major 
electrodes, busbars, modules, and a case made of cop-
per and aluminum materials1). Moreover, as various ve-
hicle weight reduction strategies are required to com-
pensate for the increase in battery weight, the chassis, 
which houses the battery and motor, requires a new 

lightweight platform design, and aluminum is currently 
in the spotlight as a representative material for chas-
sis2). This technical thesis aims to summarize general 
information about aluminum welding from basic mate-
rial properties to welding know-how that can be applied 
to the components of EVs including chassis and platforms.

2. Characteristics of aluminum welding materials

2.1 Characteristics of aluminum 

  Aluminum has the crystal structure of face centered 
cubic (FCC) lattice. Pure metal aluminum, which is highly 
reactive, exists as aluminum oxide (Al2O3) in nature. 
The aluminum oxides densely formed on the surface of 
aluminum can prevent corrosion. Thus, the high corro-
sion resistance of aluminum can prevent corrosion in 
seawater environment. As aluminum has high strength 
to specific gravity ratio and high malleability, it is easy 
to create various forms of products through processes 
such as cutting and pressing. Table 1 compares the 
physical properties of aluminum and iron.

2.2 Classification of aluminum alloys

  Aluminum alloys are broadly categorized into w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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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and cast alloy. The types of aluminum alloys are 
classified by chemical components, and further classi-
fied by properties required by wrought and cast al-
loys3,4). Table 2 classifies aluminum alloys based on 
processing method, heat treatment type, and alloy 
components. 

  2.2.1 Wrought aluminum alloys
  Wrought aluminum alloys are identified by four-digit 
numbers based on the standard established by the 
Aluminum Association. The first digit represents the 
principal alloy element, the second digit represents the 
modification of the alloy or impurity limits of pure alu-
minum, and the last two digits represent the types of 
alloys. Table 3 compares the national standard identi-
fications of wrought aluminum alloys.

  2.2.2 Cast aluminum alloys
  Cast aluminum alloys are also identified by four-digit 
numbers. The first digit represents the principal alloy 
element, the next two digits represent the alloy purity 

or alloy type, and the last digit written after the decimal 
point represents the product type (0: casting, 1: ingot). 
Table 4 compares the national standard specifications 
for casting and die-casting aluminum alloys.

2.3 Characteristics of aluminum alloy elements

  2.3.1 Role of aluminum alloy elements
  The principal elements of aluminum alloy are Cu, Mn, 
Mg, Zn, and Si. Other elements such as Ni, Cr, Ti, Zr, 
and Sc are also added in trace amounts to obtain special 
properties. 
  Any other elements are residual elements that are im-
purities, which cause adverse effects on mechanical 
properties. Mg and Mn increase strength and improve 
work hardening through the solid solution strengthen-
ing effect. Cu causes precipitation hardening, increases 

Properties Al Fe
Atomic weight (g/Mol) 26.98 55.84

Crystal lattice FCC BCC
Density (g/cm3) 2.70 7.87

Modulus of elasticity (MPa) 67·103 210·103

Coefficient of expansion (1/K) 24·10-6 12·10-6

Fusion heat (J/g) ~390 ~272
Fusion temperature (℃) 660 1536

Thermal conductivity (W/m·K) 265 75
Electrical conductivity 

(m/Ω·mm2) 38 ~10

Oxides Al2O3 FeO/Fe2O3/Fe3O4

Oxides Melting temperature (℃) 2050 1400/1455/1600

Table 2  Classification of aluminum alloys 

Alloy type Heat 
treatment Alloy components

Wrought 
alloy

None

Pure aluminum (1000)
Al-Mn (3000)
Al-Si (4000)

Al-Mg (5000)

Heat 
treatment

Al-Cu (2000)
Al-Mg-Si (6000)
Al-Zn-Mg (7000)

Cast alloy

None
Pure aluminum

Al-Si
Al-Mg

Heat 
treatment

Al-Cu-Si
Al-Cu-Mg-Si

Al-Mg-Si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Al and Fe

KS/JIS AA BS DIN ISO
A1050 AA1050A Al99,5 1B 3.0255
A1070 AA1070A Al99,7 2L 48 3.0275
A1080 AA1080A Al99,8 1A 3.0285
A1200 AA1200 Al99 1C 3.0205
A2011 AA2011 Al-Cu6BiPb FC 1 3.1655
A2014 AA2014 Al-Cu4SiMg H 15 3.1255
A2017 AA2017A Al-Cu4Mg H14 3.1325
A2024 AA2024 Al-Cu4Mg1 L97/L98 3.1355
A2117 AA2117 Al-Cu2Mg L86 3.1305
A3003 AA3003 Al-Mn1Cu - 3.0517
A3004 AA3004 AlMn1Mg1 - 3.0526
A3005 AA3005 AlMn1Mg0,5 - 3.0525
A3103 AA3103 Al-Mn1 N3 3.0515
A3105 AA3105 AlMn0,5Mg0,5 N31 3.0505
A5005 AA5005A Al-Mg1 N41 3.3315
A5049 AA5049 AlMg2Mn0,8 - 3.3527
A5050 AA5050B Al-Mg1,5 3L 44 3.3316
A5052 AA5052 Al-Mg2,5 L80/L81 3.3523
A5056 AA5056A Al-Mg5 N6/2L58 3.3355
A5082 AA5082 Al-Mg4 - 3.3345
A5083 AA5083 Al-Mg4,5Mn N8 3.3547
A5086 AA5086 AlMg4 - 3.3545
A5251 AA5251 Al-Mg2 N4 3.3525
A5454 AA5454 Al-Mg3Mn - 3.3537
A5754 AA5754 Al-Mg3 - 3.3535
A6005 AA6005A (Al-SiMg) - 3.321
A6012 AA6012 AlMgSiPb - 3.0615
A6060 AA6060 Al-MgSi H9 3.3206
A6061 AA6061 Al-Mg1SiCu H20 3.3211
A6082 AA6082 Al-Si1Mg H30 3.2315
A7020 AA7020 Al-Zn4,5Mg1 H17 3.4335
A7022 AA7022 AlZn5Mg3Cu - 3.4345
A7075 AA7075 Al-Zn6MgCu 2L95 3.4365

Table 3 Wrought aluminum alloy referenc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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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and reduces ductility, weldability, and corro-
sion resistance. Si increases ductility and strength, and 
causes precipitation hardening when combined with 
Mg5). Zn causes precipitation hardening and stress cor-
rosion6).

  2.3.2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luminum alloy ele-
ments 

  Aluminum alloys are classified as 1000-7000 series 
depending on the composition. Table 5 shows the char-
acteristics and uses of aluminum alloys according to the 
elements.

3. Characteristics of welding aluminum alloy 

3.1 Welding characteristics of aluminum alloys

  There are certain characteristics of welding that re-
quire extra caution due to the inherent properties of alu-
minum alloys. The melting point of aluminum is 650℃, 
but since the melting point of the oxide film on the alu-
minum surface is 2050℃, the surface will not melt by 
straight polarity arc welding, resulting in melting defects. 
In addition, pores may occur due to high thermal con-

ductivity, and for certain aluminum alloys, high-tem-
perature cracks may occur depending on the welding 
rod7). Proper preparation before handling and welding 
aluminum is required to prevent such defects. Fig. 1 
shows the work sequence for aluminum welding.

3.2 Welding wire

  3.2.1 Selecting welding wire
  For aluminum welding, welding rod selection is im-
portant because it can help prevent cracks and achieve 
optimal strength of the weld. Ductility, high temper-
ature behavior, creep strength, and other properties 
should be considered depending on the purpose. 
Generally, welding rods should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base metal in terms of mechanical properties, 

KS/JIS ASTM BS DIN

AC1A 295.0 LM11 G-AlCu4Ti

AC2A - - -

AC2B 319.0 LM4 G-AlSi6Cu4

AC3A - LM6 G-AlSi12

AC4A - LM9 G-AlSi10Mg

AC4B 333.0 LM24 G-AlSi7Cu3

AC4C 356.0 LM8 G-AlSi5Mg

AC4D 355.0 LM16 G-AlSi5Cu1

AC5A 242.0 LM14 -

AC7A 514.0 LM5 G-AlMg5

AC7B - LM10 G-AlMg10

AC8A 336.0 LM13 -

AC8B - - -

ALDC1 A413.0 LM20 GD-AlSi12

ALDC3 A360.0 - GD-AlSi10

ALDC5 518.0 - GD-AlMg8

ALDC6 515.0 - -

ALDC7 C443.0 - -

ALDC10 A380.0 LM24 GD-AlSi6Cu3

ALDC12 383.0 LM2 -

Table 4 Comparison of aluminum casting alloy national 
standard specification

Alloy type Characteristic Purpose

Pure 
aluminum

(1000 series)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heat and 

electrical conductivity, low 
strength

Electrical 
conductors, heat 

exchanger 
components

Al-Cu
(2000 series)

Low specific gravity and 
high strength Aviation parts.

Al-Mn
(3000 series)

Excellent formability, 
corrosion resistance, 

moderate strength

Food and beverage 
cans, household 

goods, construction 
materials

Al-Si
(4000 series)

Excellent crack resistance, 
high liquid fluidity brazing wire

Al-Mg
(5000 series)

Excellent strength, corrosion 
resistance, weldability and 
low temperature ductility, 

low systemic property

Armored vehicles, 
large tanks for 
low temperature 

use

Al-Mg-Si
(6000 series)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weldability, 
medium steel strength, 

reinforcement through heat 
treatment

Vehicles, ships, 
and optical 
instruments

Al-Zn-Mg
(7000 series) a very high intensity Fireproof pressure 

container, vehicle

Material 
preparation

Weld 
preparation

• Work piece
• Welding wire

•Material clean
•Oxide removal
•Tacking
• Preheat

Weld

• Torch angle
• Appropriate current, 

voltage
• Welding speed

After 
treatment

Quality 
inspection

• Spatter removal
• Heat treatment

• Visual inspection 
• Radiographic test 
• Mechanical test

Fig. 1 Work sequence of aluminum welding

Table 5 Characteristics of aluminum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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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osion resistance, and components, but some alumi-
num alloys are welded with welding rods that do not 
match the base metal in order to give the welded part 
special properties. Table 6 shows an appropriate weld-
ing rod selection guide.

  3.2.2 Managing welding wire
  Welding rods become contaminated with moisture, 
dust, and oil when exposed to the atmosphere for an ex-
tended period of time, which could cause welding 
defects. Therefore, they must be dried at 45℃ or at 
least wrapped with vinyl to reduce the adverse effects. 
Welding rods can be easily damaged because aluminum 
is ductile and vulnerable to damage. Therefore, they 
should be stored so that aluminum would not affect the 
delivery of the welding rod. When stored together with 
steel welding rods, caution is required as they can de-
form due to differences in drying temperatures and oth-
er reasons. Once a welding rod is opened, it is pref-
erable to use it within 6 months. It is possible for a wire 
to form condensation when being exposed to a warm 
and humid work site after being in cold storage. To pre-
vent this, the wire feeding device should be heated. 

3.3 Preparations for welding aluminum alloy

  3.3.1 Storage and handling
  Aluminum is susceptible to damage as it is ductile. 
Therefore, aluminum should be protected by covering it 
with soft materials such as wood or polyethylene blocks, 
or by using nylon ropes or leather straps, to prevent 
damage.

  3.3.2 Cleaning and degreasing
  Welding defects in aluminum can be prevented by re-
moving contaminants on the oxide film and surface be-
fore welding. Organic solvents contain hydrogen and 
oxygen, which cause pores and suspended matters. Thus, 
they should be removed before welding to ensure good 
quality. Cleaning action occurs when variable polarity 
or reverse polarity arc welding is performed. Hence, 
high-quality welding can be achieved just by washing 
the solvent of the aluminum base metal8).

3.4 Welding defects of aluminum alloys

  The inherent properties of aluminum materials may 
cause various defects may occur during welding.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types of defects are pores 
and high-temperature cracks.

  3.4.1 Process initiation
  The main cause of pores in aluminum welding is hy-
drogen (H). Fig. 2 shows a graph of the hydrogen sol-
ubility of aluminum according to temperature. The hy-
drogen solubility of aluminum is very high in the liquid 
phase, but very low in the solid phase. As a result, dis-
solved hydrogen in molten aluminum is released as 
bubbles in amounts that exceed the solubility limit dur-
ing the solidification process. Moreover, the quick 
cooling speed causes bubbles to become trapped inside 
the weld metal, ultimately resulting in pore defects. 
There are various causes of hydrogen generation in the 
weld zone, including the hydrogen content of the base 
metal or welding rod, hydroxides or contaminants on 
the surface, and the moisture in the shielding gas9). 

Base
 metal

1090, 1080,
1070

1050A, 
1200

3103, 
3003

5005, 5050,
5052

5754, 
5019

5454, 5251,
5049

5086, 
5083

6060, 
6082 7020

1090, 1080, 
1070 1090 1050A, 

1450
1450, 
3103

1450, 
5754

1050A, 
5754 5754 5754 5754, 

4043A 5356

1050A, 
1200

1050A, 
1450

1050A, 
1450

1450, 
3103

1450, 
5754

1050A, 
5754 5754 5754 5754, 

4043A 5356

3003 1450, 
3103

1450, 
3103 4043A 5754 5754 5754 5356 5754, 

4043A 5356

5005, 5050,
5052

1450, 
5754

1450, 
5754 5754 5754 5754 5754 5183 5754, 

5356
5356, 
5083

5754, 
5019

1050A, 
5754

1050A, 
5754 5754 5754 5754 5754 5356, 

5183 5754 5356, 
5083

5454, 5251, 
5049 5754 5754 5754 5754 5754 5754 5356, 

5183 5754 5356, 
5083

5086, 
5083 5754 5754 5356 5356, 

5183
5356, 
5183

5356, 
5183 5183 5356, 

5754 5083

6060, 
6082

5754, 
4043A

5754, 
4043A

5754, 
4043A

5754, 
5356 5754 5754 5356, 

5754
4043A, 
5754

5356, 
5083

7020 5356 5356 5356 5356, 
5083

5356, 
5083

5356, 
5083 5083 5356, 

5083 5083

Table 6 A guide to selecting an appropriate welding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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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pore defects, extra care 
should be made with the base metal, welding rod,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3.4.2 Cracks
  The types of cracks during aluminum welding typi-
cally occur at high temperatures in alloys, but not in 
pure metals. High-temperature cracks occur at temper-
atures above the solid phase line and can be categorized 
into theories such as solidification cracking, liquation 
cracking, and ductile degradation cracking. In the proc-
ess of the molten metal solidifying, dendrites continue 
to grow and isolate the residual liquid with a low melt-
ing point. The isolated liquid cannot completely fill the 
gaps between the dendrites, causing cracks due to ten-
sile stress generated after welding10). High-temperature 
cracks can be prevented by controlling the content and 
binding force of S and P of the base metal should be 
controlled, or through low-heat welding and proper bead 
shape.

4. Aluminum arc welding machines 

4.1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welding 
machines

  4.1.1 Welding torch
  For MIG welding, a wire is supplied through a contact 
tip in the torch, and the current flows from the wire to 
the base metal through the contact with the contact tip. 
The torch must be light, strong, and easy to maintain to 
make it easier for the welder to handle. The diameter of 
the nozzle affects the flow rate of the shielding gas. The 
appropriate flow rate of the shielding gas should be se-
lected cautiously as it affects the oxidation prevention 
of the weld zone, spatter, and pores. Fig. 3 shows the 

configuration of the MIG welding torch and parts.

  4.1.2 Wire feeder
  A wire feeder consists of a wire reel and a feeder unit. 
There are three types of feeding: push, pull, and push- 
pull. The push type is used for large diameter welding 
rods, whereas the pull type is used for small diameter 
welding rods. The push-pull type is a system that com-
bines drive rolls to both the inside of the torch and the 
wire reel feeder. It is suitable for using wires of ductile 
materials such as aluminum.

  4.1.3 Wire drive roll 
  Aluminum wires are highly ductile and can deform 
easily under roll pressure, causing wire jams at the tip 
or feed line. Therefore, 4 drive rolls should be used 
rather than 2, to appropriately adjust the roll pressure. 
Fig. 4 shows the configuration of 4 drive rolls.

  4.1.4 Contact tip
  The contact tip is a component of the welding power 
circuit and has the purpose of providing current to the 
wire. It is made of copper or brass, and may have dif-
ferent lengths. A worn tip causes unstable contact with 
the wire, which causes arc instability and welding 
defects. Thus, it should be replaced at appropriate 
intervals.

  4.1.5 Liner
  Aluminum wires are made of a softer material than 
aluminum to be fed to the tip of the torch with mini-
mum resistance. Teflon and graphite-based materials 
typically have excellent rigidity and fric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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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ydrogen solubility in alum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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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 of MIG 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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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roll

Fig. 4 Configuration of wire drive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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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of the liner is smooth, resulting in low feeding 
resistance. Teflon has high expendability and graphite 
is sensitive to heat. Thus, the liner should be replaced at 
regular intervals as it is an expendable part. 

  4.1.6 Gas regulator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gas regulators depending 
on the gas. A gas with suitable density should be used. 
When using CO2 gas, it is preferable to use a gas con-
troller with a heater to prevent the gas from freezing 
due to the vaporization heat. 

4.2 Types of welding machines

  4.2.1 Tungsten Inert Gas (TIG)
  TIG welding is performed using tungsten electrode 
rods and inert shielding gases without consume any 
electrodes. It is characterized by a constant current, 
which means that the current does not change even if 
the arc length is changed. It can have AC and DC pow-
er sourc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and is classified as DCEN or DCEP depending on the 
polarity of the electrodes.

  4.2.2 Metal Inert Gas (MIG)
  MIG welding is a type of gas metal arc welding 
(GMAW) process that uses inert shielding gases (Ar, 
He), in which an arc occurs between the welding rod 
and the base metal by applying a current through the 
welding rod while feeding it at a constant speed. The 
droplet transfer phenomenon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gas, current, and voltage used, and affects the 
welding quality. Fundamentally, it has constant voltage 
characteristics, and can be categorized by the power 
control method.

  4.2.3 Pulse MIG
  Pulse MIG welding has intermediate properties be-
tween spray transfer and short circuit transfer, which 
are transfer methods used in conventional MIG 
welding. The wire is melted at the base current to in-
crease the volume, and an electromagnetic pinch force 
acts on the volume at the peak current, which transfers 
the volume from the tip of the wire. The ranges of cur-
rent and voltage can be expanded, and appropriate cur-
rent and voltage can be selected depending on the di-
ameter and material of the wire. Furthermore, the input 
heat of the base metal can be controlled to maintain 
good joint performance.

  4.2.4 Inverter welding machine
  A conventional thyristor welding machine controls the 

phase using the gate signal from the gate terminal, 
whereas the inverter welding machine can control the 
current output more quickly and accurately as it con-
trols the energization time of the power transistor. The 
development of inverter welding machines has sig-
nificantly improved workability because it reduced the 
weight of the conventional welding machines by up to 
several hundred kilograms. In addition, as alternating 
current welding and pulse welding have become possi-
ble to use, the welding quality can be enhanced by con-
trolling the of the amount of penetration and heat input, 
thereby improving welding quality11). 

5. Aluminum welding conditions and quality 
assurance 

5.1 Main conditions for welding 

  5.1.1 Welding speed
  Welding speed is a variable that affects the bead shape 
and penetration. Excessive welding speed results in 
narrow bead width and shallow penetration due to a 
lack of heat input. In contrast, insufficient welding 
speed results in larger weld zone or heat-affected zone 
due to a higher amount of melting wire and high heat 
input12).

  5.1.2 Current
  In GMAW, current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de-
termines welding speed and penetration as well as the 
volume transfer mode13). Since the current is propor-
tional to the wire feed rate, GMA welding controls the 
welding current by adjusting the wire feed rate. An ap-
propriate wire feed rate should be selected as excessive 
welding current forms convex beads, resulting in poor 
appearance. In general, when the current is increased, 
the voltage must also be increased to prevent a short 
circuit and obtain good welding quality.

  5.1.3 Voltage
  The welding voltage is proportional to the arc length 
and acts as an important variable in deciding the bead 
shape and volume transfer mode. When voltage is in-
creased, the bead height decreases while the bead width 
widens, resulting in a flat bead shape. The penetration 
increases to a certain point before it decreases.

  5.1.4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The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CTWD) refers to the 
length from the front end of the contact tip to the front 
end of the wire electrode. As CTWD increases, the 
sealing effect of the weld zone of the shielding gas and 
the current output of the arc decrease, making the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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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ble due to a short circuit, resulting in defects such 
as pores. Conversely, if the CTWD is too short, it is 
easier for spatter to become attached to the nozzle, 
which deteriorates appearance as well as workability of 
the weld zone.

  5.1.5 Shielding gas
  The shielding gas serves to protect the weld zone from 
being oxidized by the atmosphere. In aluminum weld-
ing, inert gases such as argon, helium, and argon-heli-
um mixed gases, which have differing characteristics, 
are most commonly used14). Inert gases such as helium, 
neon, argon, krypton, xenon, and radon do not chemi-
cally bond with other elements at any pressure or 
temperature. Inexpensive argon is widely used as a 
shielding gas for welding. It has a larger cleaning effect 
and much more stable arc start than helium.

5.2 Welding process for quality assurance

  5.2.1 Start and end of welding
  Aluminum is highly susceptible to fusion defects at 
the start of welding due to its high thermal conductivity 
and low density. In order to prevent fusion defects, a 
high welding current is applied at the start of welding 
so that the base metal starts to melt as soon as the arc is 
ignited. Afterwards, the welding current decreases when 
a sufficient amount of heat is injected into the molten 
pool, and the crater current also decreases to prevent 
crater cracks at the welding end zone11). Fig. 5 shows 
the current waveform control during welding.

  5.2.2 Spatter Free Ignition (SFI)
  In conventional welding machines, an arc is ignited 
after a short circuit occurs. The current rises to around 
700A to cause a short circuit during the short circuit 
process. As soon as the short circuit occurs, an ex-
plosive arc is generated by the high current, and large 
amounts of spatter are generated. Such spatters may af-
fect the quality of the weld zone and may shorten the 

lifespan of the contact tip. The Spatter Free Ignition 
(SFI) technology can be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moment the wire makes contact with the base metal, a 
welding current is applied and the wire reverses, result-
ing in arc ignition without any spatter. Then, when the 
arc length reaches a certain level, the wire is fed at a 
constant feed rate. As a result, the lifespan of the con-
tact tip is improved and even a wire with a thick diame-
ter can stably initiate an arc11). Fig. 6 shows a compar-
ison between conventional arc ignition and SFI arc ig-
nition .

  5.2.3 Synchro Pulse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synchro pulse is weld-
ing by synchronizing the pulse current and the wire 
feed rate. Fig. 7 illustrates pulse welding by synchro-
nizing the average welding current and the wire feed 
rate with a synchro pulse. When wires are fed at a high 
feed rate, the generated pulse arc has a high average 
current. In contrast, at a low feed rate, a low average 
current pulse arc is generated, minimizing heat input to 
the base metal and forming a wavy bead. In addition, 
electromagnetic welding is possible due to a low heat 
input, and the number of pores can be reduced because 
the amount of hydrogen generated in the base metal 
around the weld metal is reduced.

  5.2.4 Cycle step
  Cycle Step is a program capable of minimizing weld-
ing heat input by precisely controlling the short-circuit 
time and arc time by reversing the wire.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form a clear wave pattern welding bead 
and minimize the heat-affected zone. The contact be-
tween the wire and the base metal initiates a short cir-
cuit, performing the welding, and then short circuit is 
resolved through the reverse of the wire and arc re-ig-

150%

100%

50%

I

0 T

Fig. 5 Current waveform at the start and end of welding

Ignition comparison

Conventional Spatter free ignition

Fig. 6 Comparison of conventional arc ignition and SFI

Duty cycle high t [ms]

PMC synchropulseI [A]
wfs [m/min]

Fig. 7 Waveform during synchro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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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es simultaneously. Accurate volume transfer can be 
designed through periodic and precise control of such 
sequence. In particular, it is useful for gap welding be-
cause the amount of heat input can be controlled. 
Moreover, it is also useful for welding aluminum and 
iron heterogeneous brazing, or galvanized steel sheets15). 
  Fig. 8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ycle Step.

5.3 Welding distortion prevention technology

  The weld metal reaches the maximum expansion at 
the time of solidification, and shrinks with cooling. 
However, shrinkage is suppressed by the nearby base 
metal, resulting in tensile stress in the weld. Deformation 
occurs when this stress exceeds the yield strength.
  During welding, the base metal around the weld metal 
is also heated to the melting point. At the end of weld-
ing, the base metal cools and begins to shrink with the 
weld metal. At this point, internal stress is applied if it 
is prevented from shrinking naturally.

  5.3.1 Minimizing deposited metal
  Contractile force increases with higher amounts de-
posited metal. In fillet welding, the strength determines 
the effective neck thickness, meaning if an excessively 
convex bead is formed, the actual allowable strength 
does not increase but only the shrinkage force increases, 
which is why it is best to form an appropriate bead 
shape.

  5.3.2 Reverse transformation
  Reverse transformation is a method of setting the base 
metal before weld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transformation so that the contractile force after weld-
ing pulls the base metal to its original position.

  5.3.3 Removing contractile force with reverse trans-
formation peening 

  Peening is a mechanical method that applies force on 
the weld zone to decrease any residual stress. However, 
peening is not appropriate for a root pass bead as cracks 
occur and end up becoming hidden. 

  5.3.4 Reduction of welding duration
  During welding, heating and cooling occur in complex 
cycles. Because it takes time for heat to transfer, the 
temporal factor affects deformation. In general, it is 
preferable to quickly finish welding before the base 
metal around the weld zone expands due to the welding 
heat.

  5.3.5 Thermal contraction correction methods
  The thermal contraction correction method reduces or 
eliminates deformation by heating the weld metal after 
welding with a gas torch to cause the metal to trans-
form in the required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de-
termine the amount of required heat, and although high 
temperature is not required, a large torch is still neces-
sary to create a uniform and steep temperature gradient.

  5.3.6 Reverse transformation calibration with hydraul-
ic pressure

  Due to the nature of the material, aluminum cannot be 
treated with heat. Moreover, thermal contraction methods 
are ineffective because it has high thermal conductivity. 
Therefore, a hydraulic calibration method is used to 
correct deformation with a press or calibrator to apply 
enough compressive stress that equals the yield stress.

5.4 Methods of minimizing welding defects

  5.4.1 Shielding gas 
  In aluminum welding, the shielding gas typically con-
sists of a mixture of inert gases such as argon and 
helium. Stable volume transfer is achievable with 100% 
argon gas but the penetration is lower than that of ar-
gon-helium mixed gas, and it is also more likely to gen-
erate pores due to hydrogen diffusion. 100% helium gas 
increases heat input, penetration, and arc stability, but 
the cleaning effect of the oxide film is lower than that 
of argon. Such properties vary depending on the mixing 
ratio of the gases, and with higher helium mixing ratio, 
a higher arc voltage is required for the arc ignition. 
Recently, a small amount of oxygen or nitrogen mixed 
gas is being used to increase arc stability14). Table 7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rgon-helium mixed gas as 
helium mixing ratio increases.

  5.4.2 Cleanliness of the weld zone
  The cleanliness of the weld zone should be managed 
during aluminum welding because it is critically related 
to pore defects. Aluminum welding should be carried 
out in a workspace separated from the tools and work-
space used for steel welding. Moreover, it is preferable 
to remove any foreign materials and oil on the weld 
zone with acetone or a stainless-steel brush.

Fig. 8 Characteristic of cycl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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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Preheating
  If it is difficult to achieve sufficient penetration due to 
the high thermal conductivity of aluminum, a preheat-
ing process would be required before welding. It is 
preferable to not make the oxide layer too thick from 
excessive duration of preheating or excessive O2. In ad-
dition,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effect of 
the preheating temperature and time on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and particularly to the cold wrought al-
loys and quench aging alloys that have high Mg content.

  5.4.4 Weld zone shape
  During aluminum welding, the viscosity and surface 
tension of the molten region are very low, making it 
very difficult to obtain full penetration without backing. 
Thus, deterioration of fatigue performance is inevitable 
in the case of partial penetration. An alternative method 
is to design a welding joint with a double butt joint16) 
.Double butt joints make it easier to work in the field 
with the alignment of the upper and lower surfaces, and 
exhibits excellent fatigue performance compared to the 
partial penetration weld zone. It can be a more reason-
able alternative in actual work sites where it is difficult 
to create a full penetration shape without backing in a 
typical butt joint. Fig. 9 compares the shapes of the butt 
joint and the double butt joint.

6.1 Application of aluminum in EVs

  Chassis manufacturing methods using various light-
weight materials are being researched and applied to 
satisfy the need for weight reduction due to the large 
weight of EV batteries. Although the existing steel- 
based chassis parts are also being replaced with light-
weight materials such as aluminum, the application of 
aluminum body parts is stagnant due to factors such as 

chassis production process and cost increases. Unlike 
the upper chassis, aluminum-based lower chassis frames, 
which house the batteries and motors, are becoming the 
norm. As a result, arc welding is being applied to vari-
ous types of aluminum plates and aluminum extruded 
panels, which form various electric car platforms. 
Although aluminum is also applied to battery cell and 
module manufacturing, laser welding is more generally 
applied compared to arc welding due to the thickness of 
the welding-bonding material. Fig. 10 is an example of 
the battery system of the underbody platform of an 
electric vehicle. It is an E-GMP platform that Hyundai- 
Kia Motors is applying to a platform dedicated to elec-
tric vehicles. Each battery module is rigidly connected 
to an aluminum structure called a lower cover or bat-
tery case. This structure protects the battery from colli-
sions that may occur under normal driving conditions. 
In particular, in preparation for a side collision of the 
vehicle body, the grid structure of the battery case is 
designed to be firmly connected to the vehicle body. 
Various aluminum arc welding including hardware 
parts welding is being applied.

6.2 Low-power aluminum arc welding

  The recently developed aluminum arc welding system 

Items 100% Ar → 100% He
Arc stability Somewhat stable

Width of bead Wider and flatter
Appearance of 

bead
Rippling pattern, gray-brown precipitates 

(Mg-wire)
Penetration deep and rounded

Welding speed Can be increased
Lack of fusion Reduction

Pore Reduction
Preheat Can be reduced or omitted

Temperature of 
weld bead

Increased → Can be offset by 
increasing welding speed

Cost of shield gas Increased

Table 7 Characteristics as the helium mixing ratio in-
creases in argon-helium mixed gas 

Fig. 9  Aluminum butt joint specimen dimension. left 
side: butt joint, Right side: double butt joint

Battery module

Lower cover

Cooling channel

Protection cover

Fig. 10 Battery system structure of electric vehicle (E- 
GMP, Hyundai-Kia Moto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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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s digital control for efficiency optimization and can 
reduce power consumption by more than 25% com-
pared to the conventional aluminum arc welding machines. 
Although the reduction in power consumption alone 
can reduce electricity bills and costs, it also has the ad-
vantage of being an effective response to green regu-
lations in a sustainable society. A representative exam-
ple of a sustainable green regulation is the mandatory 
greenhouse gas reduction with carbon emission rights. 
Such low-power aluminum arc welders can reduce car-
bon gas emissions by about 500g because they con-
sume about 1kWh less power. This means that green-
house gas emission can be reduced and promote sus-
tainable production even when manufacturing a product 
with aluminum arc welding.

7. Conclusion

  The basics of arc welding technology were reviewed 
for aluminum materials applicable to EVs that will re-
place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n the future. Alu- 
minum is a lightweight material, but special caution is 
required when it comes to arc welding because of low 
melting point and fast heat transfer. Fortunately, weld-
ing quality can be ensured using various arc welding 
control methods that have been developed. Effective 
application of solutions to aluminum parts in EVs using 
such technology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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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친환경 자동

차의 보 이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에서 재

의 내연기  자동차를 체할 가장 유망한 제품은 충

용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자동차이다. 더욱이, 2035

년 이후에는 유럽에서 더 이상 내연기  자동차를 매

할 수 없도록 유럽의회에서 결의한 바 있기 때문에 

기자동차 개발과 생산은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엔진과 변속기 심의 

기존 내연기 과 달리 기자동차는 모터와 배터리가 

새로운 워트 인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고 구동하는 랫폼도 새롭게 개발되어 

용되고 있다. 그 에서도 특히, 배터리는 주요 

극, 버스바, 모듈, 이스 등을 주로 구리  알루미늄 

소재 속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구리  알루미늄 속

에 한 용 / 합 기술이 필요하다1). 더욱이, 배터리 

무게 증가에 따른 량보상을 하여 다양한 차량 무게 

감 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하

여 차량을 구동하는 샤시부분도 새로운 차량 경량화 개

념의 랫폼 설계가 요구되며, 알루미늄이 그 표 인 

소재로 각 받고 있다2). 이에 따라 본 기술논문에서는 

기자동차 샤시, 랫폼 등에 용될 수 있는 알루미

늄 용 에 해서 기본 인 소재특성에서부터 용  노

하우까지 반 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알루미늄 용 소재의 특징

2.1 알루미늄의 특징

  알루미늄의 결정구조는 면심입방격자(FCC)이며 순 

속의 알루미늄은 반응성이 높은 속으로 자연상태에

서 알루미늄산화물(Al2O3)의 형태로 존재한다. 알루미

늄 표면에 치 하게 형성된 알루미늄 산화물으로 인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수한 내식성을 지

녀 해수 환경에서 높은 부식 항을 지닌다. 비  비 

강도가 높으며 신성이 우수하여 삭, 스 등의 

공정을 통해 다양한 형상의 자재를 쉽게 제작할 수 있

다. Table 1 에 알루미늄과 철의 물리  성질을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2.2 알루미늄 합 의 구분

  알루미늄 합 은 제품 형태에 따라 신재(展伸材, 

Wrought alloy)와 주조재(鑄造材, Cast alloy)로 구

분된다. 알루미늄 합 의 종류는 화학성분에 의해 구분

되고 신재와 주조재의 요구 성질이 달라 그 종류도 

다르다3,4). Table 2 는 알루미늄 합 을 가공형태, 열

처리형태, 합 성분별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2.2.1 신재 알루미늄 합

  신재 알루미늄 합 은 미국 알루미늄 회(Aluminum 

association)가 제정한 규격인 4단 의 숫자로 구성되

어있다. 첫째 자리는 주 합 원소, 둘째 자리는 본래 

합 의 개량 는 순 알루미늄의 불순물 허용한도를 표

전기 자동차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알루미늄 아크 용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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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 *․김 태 완*․김 유 찬*

*베스트에 에이(주)

Properties Al Fe
Atomic weight (g/Mol) 26.98 55.84

Crystal lattice FCC BCC
Density (g/cm3) 2.70 7.87

Modulus of elasticity (MPa) 67·103 210·103

Coefficient of expansion (1/K) 24·10-6 12·10-6

Fusion heat (J/g) ~390 ~272
Fusion temperature (℃) 660 1536

Thermal conductivity (W/m·K) 265 75
Electrical conductivity 

(m/Ω·mm2) 38 ~10

Oxides Al2O3 FeO/Fe2O3/Fe3O4

Oxides Melting temperature (℃) 2050 1400/1455/1600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Al and Fe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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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며 마지막 두 자리는 합 의 종류를 나타낸다. 

Table 3 은 신재 알루미늄합 의 국가별 표  명칭

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2.2.2 주조재 알루미늄 합

  주조재 알루미늄 합 은 4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첫

째자리는 주 합 원소, 다음 두 자리는 순도 는 합

종류를 나타내며 마지막 자리는 소수  다음에 표시하

여 제품형태를 나타낸다.(0:주조, 1:잉곳) Table 4는 

주조용 알루미늄 합 과 다이캐스  알루미늄 합 의 

국가별 표  명칭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2.3 알루미늄 합 원소의 특징

  2.3.1 알루미늄 합  원소의 역할

  알루미늄 합 의 주된 합 원소는 Cu, Mn, Mg, Zn, 

Si 이며, Ni, Cr, Ti, Zr, Sc과 같은 원소는 특수한 

성질을 해 소량 첨가된다. 그 외에는 잔류원소로서 

불순물이며 기계  성질에 악 향을 끼친다. Mg과 

Mn은 고용강화 효과를 통해 강도를 증가시키며 가공

경화를 향상시킨다. Cu는 석출경화를 일으켜 강도를 

증가시키고, 연성과 용 성, 부식 항을 감소시킨다. 

Si는 연성과 강도를 증가시키며, Mg와 조합하면 석출

경화를 일으킨다5). Zn은 석출경화를 일으키지만 응력

부식의 원인이 된다6).

Alloy type Heat treatment Alloy components

Wrought alloy

None

Pure aluminum (1000)
Al-Mn (3000)
Al-Si (4000)

Al-Mg (5000)

Heat treatment
Al-Cu (2000)

Al-Mg-Si (6000)
Al-Zn-Mg (7000)

Cast alloy

None
Pure aluminum

Al-Si
Al-Mg

Heat treatment
Al-Cu-Si

Al-Cu-Mg-Si
Al-Mg-Si

Table 3 Wrought aluminum alloy reference chart

KS/JIS AA BS DIN ISO
A1050 AA1050A Al99,5 1B 3.0255
A1070 AA1070A Al99,7 2L 48 3.0275
A1080 AA1080A Al99,8 1A 3.0285
A1200 AA1200 Al99 1C 3.0205
A2011 AA2011 Al-Cu6BiPb FC 1 3.1655
A2014 AA2014 Al-Cu4SiMg H 15 3.1255
A2017 AA2017A Al-Cu4Mg H14 3.1325
A2024 AA2024 Al-Cu4Mg1 L97/L98 3.1355
A2117 AA2117 Al-Cu2Mg L86 3.1305
A3003 AA3003 Al-Mn1Cu - 3.0517
A3004 AA3004 AlMn1Mg1 - 3.0526
A3005 AA3005 AlMn1Mg0,5 - 3.0525
A3103 AA3103 Al-Mn1 N3 3.0515
A3105 AA3105 AlMn0,5Mg0,5 N31 3.0505
A5005 AA5005A Al-Mg1 N41 3.3315
A5049 AA5049 AlMg2Mn0,8 - 3.3527
A5050 AA5050B Al-Mg1,5 3L 44 3.3316
A5052 AA5052 Al-Mg2,5 L80/L81 3.3523
A5056 AA5056A Al-Mg5 N6/2L58 3.3355
A5082 AA5082 Al-Mg4 - 3.3345
A5083 AA5083 Al-Mg4,5Mn N8 3.3547
A5086 AA5086 AlMg4 - 3.3545
A5251 AA5251 Al-Mg2 N4 3.3525
A5454 AA5454 Al-Mg3Mn - 3.3537
A5754 AA5754 Al-Mg3 - 3.3535
A6005 AA6005A (Al-SiMg) - 3.321
A6012 AA6012 AlMgSiPb - 3.0615
A6060 AA6060 Al-MgSi H9 3.3206
A6061 AA6061 Al-Mg1SiCu H20 3.3211
A6082 AA6082 Al-Si1Mg H30 3.2315
A7020 AA7020 Al-Zn4,5Mg1 H17 3.4335
A7022 AA7022 AlZn5Mg3Cu - 3.4345
A7075 AA7075 Al-Zn6MgCu 2L95 3.4365

Table 2  Classification of aluminum alloys 

KS/JIS ASTM BS DIN

AC1A 295.0 LM11 G-AlCu4Ti

AC2A - - -

AC2B 319.0 LM4 G-AlSi6Cu4

AC3A - LM6 G-AlSi12

AC4A - LM9 G-AlSi10Mg

AC4B 333.0 LM24 G-AlSi7Cu3

AC4C 356.0 LM8 G-AlSi5Mg

AC4D 355.0 LM16 G-AlSi5Cu1

AC5A 242.0 LM14 -

AC7A 514.0 LM5 G-AlMg5

AC7B - LM10 G-AlMg10

AC8A 336.0 LM13 -

AC8B - - -

ALDC1 A413.0 LM20 GD-AlSi12

ALDC3 A360.0 - GD-AlSi10

ALDC5 518.0 - GD-AlMg8

ALDC6 515.0 - -

ALDC7 C443.0 - -

ALDC10 A380.0 LM24 GD-AlSi6Cu3

ALDC12 383.0 LM2 -

Table 4 Comparison of aluminum casting alloy national 
standard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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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알루미늄 합 원소의 종류  특징

  알루미늄 합 은 성분에 따라 1000계~7000계로 

분류 된다. Table 5 은 알루미늄 합 원소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용도를 나타내었다.

3. 알루미늄 합 용 의 특징

3.1 알루미늄 합 의 용  특징

  알루미늄 합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용  시 주의해

야할 특징이 있다. 알루미늄의 융 은 650℃ 이지만 알

루미늄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피막의 융 은 2050℃ 이

므로 정극성 아크용 을 할 경우 표면이 용융되지 않아 

용융불량을 일으킨다. 한 높은 열 도율로 인해 기공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알루미늄 합 의 경우 용

에 따라 고온균열이 발생한다7). 이러한 불량을 방지

하기 해 알루미늄의 취 과 용   비 차가 필요

하다. Fig. 1 은 알루미늄 용 을 한 차를 순서에 

따라 나타내었다.

3.2 용  와이어

  3.2.1 용  와이어 선정

  알루미늄 용  시 균열방지와 용 부의 최 강도를 

해 용  선택이 요하다. 목 에 따라 연성, 고온

거동, 크리  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으로 용

은 기계  성질, 부식 항, 성분 측면에서 모재와 

동등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일부 알루미늄합 은 용 부

가 특수한 성질을 지니기 해 모재와 불일치하는 용

으로 용 한다. Table 6 은 한 용 의 선택에 

한 가이드를 나타내었다.

  3.2.2 용  와이어 리

  용 은 장기간 기  노출 시 수분, 먼지, 기름 

등에 오염 되어 용 결함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반

드시 45℃로 건조시키거나 최소한 비닐 포장을 하여 

그 향을 여야 한다. 알루미늄은 연성재질로 용

에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용 의 송 에 향을 주

지 않도록 보 해야 한다. 철강 용 과 같이 보 할 

경우 건조온도 차이 등에 의한 변형에 유의해야 한다. 

한번 개 된 용 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와이어는 냉간 장 후 온습한 작업 장에 

노출되었을 때 결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해 와이어 송 장치에 가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알루미늄 합  용  비

  3.3.1 장  취

  알루미늄은 연성이 뛰어난 재질로 손상되기 쉽다. 따

라서 운반 시 클램  사이에 나무 는 폴리에틸  블

록의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여 보호하거나 나일론 로

나 가죽 끈을 사용하여 알루미늄에 손상이 가지 않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2 청정  탈지

  알루미늄은 용   산화피막과 표면의 오염물을 제

거하여 용 불량을 방지할 수 있다. 유기용제는 수소와 

산소를 포함하며 이는 기공과 부유물을 일으키는 원인

이 되므로 용   제거해야만 양호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 가변극성 혹은 역극성 아크용  시 아크의 청정

작용이 발생하여 알루미늄 모재의 솔벤트 세척만 하여

도 양질의 용 을 할 수 있게 된다8).

Alloy type Characteristic Purpose

Pure 
aluminum

(1000 series)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heat and 

electrical conductivity, low 
strength

Electrical 
conductors, heat 

exchanger 
components

Al-Cu
(2000 series)

Low specific gravity and 
high strength Aviation parts.

Al-Mn
(3000 series)

Excellent formability, 
corrosion resistance, 

moderate strength

Food and beverage 
cans, household 

goods, construction 
materials

Al-Si
(4000 series)

Excellent crack resistance, 
high liquid fluidity brazing wire

Al-Mg
(5000 series)

Excellent strength, corrosion 
resistance, weldability and 
low temperature ductility, 

low systemic property

Armored vehicles, 
large tanks for 
low temperature 

use

Al-Mg-Si
(6000 series)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weldability, 
medium steel strength, 

reinforcement through heat 
treatment

Vehicles, ships, 
and optical 
instruments

Al-Zn-Mg
(7000 series) a very high intensity Fireproof pressure 

container, vehicle

Table 5 Characteristics of aluminum alloys Material 
preparation

Weld 
preparation

• Work piece
• Welding wire

•Material clean
•Oxide removal
•Tacking
• Preheat

Weld

• Torch angle
• Appropriate current, 

voltage
• Welding speed

After 
treatment

Quality 
inspection

• Spatter removal
• Heat treatment

• Visual inspection 
• Radiographic test 
• Mechanical test

Fig. 1 Work sequence of aluminum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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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알루미늄 합  용 불량 

  알루미늄 재료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용  시 다양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함은 기공과 고온균열이 표 으로 발생하게 된다.

  3.4.1 기공

  알루미늄 용 에서 발생하는 기공의 주요원인은 수소

(H)이다. Fig. 2 는 온도에 따른 알루미늄의 수소 용

해도 그래 를 나타내었다. 액상일 때 알루미늄의 수소 

고용도는 매우 높은 반면 고상일 때 알루미늄의 수소 

고용도는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용융된 알루미늄에 고

용된 수소는 응고 과정  용해한도를 넘은 양만큼 기

포로 방출되며 용  시 냉각속도가 빨라 용 속 내부

에 기포가 갇히게 되어 기공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용

부에 수소가 발생하는 원인은 모재 는 용 의 수

소함유량, 표면의 수산화물이나 오염물, 보호가스 내의 

수분 등 다양하다9). 따라서 기공 결함을 방지하기 

해서 모재 는 용 , 주변환경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3.4.2 균열

  알루미늄 용  시 균열의 종류는 주로 고온균열이 발

생하며 순 속이 아닌 합 에서 발생한다. 고온균열은 

고상선 이상의 온도에서 발생되며 응고균열, 액화균열, 

연성 하균열 등의 이론으로 나뉘게 된다. 용융되었던 

속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덴드라이트가 계속 성장하여 

융 의 잔류 액상을 고립시키게 된다. 덴드라이트 사

이의 틈을 고립된 액상이 충진시켜 주지 못하여 용 후 

발생한 인장응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10). 고온

균열을 방지하기 해 모재의 S, P의 함량과 구속력을 

제어하거나 입열의 용 , 한 비드형상을 통해 방

지할 수 있다.

4. 알루미늄 아크용 기 

4.1 용 기 구성  리

  4.1.1 용  토치

  MIG 용 은 와이어가 토치 안의 컨택 을 통해 송

이 이루어지며 컨택 과의 에 의해 류는 와이

어에서 모재로 흐르게 된다. 용 사가 쉽게 다루기 

해 토치는 가볍고 튼튼하고 정비가 쉬워야 한다. 노즐

은 직경에 따라 보호가스의 유속에 향을 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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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ydrogen solubility in aluminum

Base
 metal

1090, 1080,
1070

1050A, 
1200

3103, 
3003

5005, 5050,
5052

5754, 
5019

5454, 5251,
5049

5086, 
5083

6060, 
6082 7020

1090, 1080, 
1070 1090 1050A, 

1450
1450, 
3103

1450, 
5754

1050A, 
5754 5754 5754 5754, 

4043A 5356

1050A, 
1200

1050A, 
1450

1050A, 
1450

1450, 
3103

1450, 
5754

1050A, 
5754 5754 5754 5754, 

4043A 5356

3003 1450, 
3103

1450, 
3103 4043A 5754 5754 5754 5356 5754, 

4043A 5356

5005, 5050,
5052

1450, 
5754

1450, 
5754 5754 5754 5754 5754 5183 5754, 

5356
5356, 
5083

5754, 
5019

1050A, 
5754

1050A, 
5754 5754 5754 5754 5754 5356, 

5183 5754 5356, 
5083

5454, 5251, 
5049 5754 5754 5754 5754 5754 5754 5356, 

5183 5754 5356, 
5083

5086, 
5083 5754 5754 5356 5356, 

5183
5356, 
5183

5356, 
5183 5183 5356, 

5754 5083

6060, 
6082

5754, 
4043A

5754, 
4043A

5754, 
4043A

5754, 
5356 5754 5754 5356, 

5754
4043A, 
5754

5356, 
5083

7020 5356 5356 5356 5356, 
5083

5356, 
5083

5356, 
5083 5083 5356, 

5083 5083

Table 6 A guide to selecting an appropriate welding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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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유속은 용 부 산화방지, 스패터의 발생, 기공 

등에 향을 미치므로 신 하게 선택해야 한다. Fig. 3 

은 MIG 용 토치  부품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4.1.2 와이어 송 장치

  와이어 송 장치는 와이어 릴과 피더 유닛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송  형태는 Push형, Pull형, Push-Pull

형 3가지 형태가 있다. Push형은 큰 직경의 용 에 

쓰이며 Pull형은 작은 직경의 용 에 쓰인다. Push- 

Pull형은 토치의 내부와 와이어 릴 송 장치 양쪽에 

드라이  롤이 조합된 시스템으로 특히 알루미늄 등 연

한 재질의 와이어를 사용할 때 합하다.

  

  4.1.3 와이어 드라이  롤(롤러)

  알루미늄 와이어는 매우 부드러워 롤 압력에 의해 쉽

게 변형되며,  는 송  라인에서 와이어 잼의 원인

이 된다. 따라서 2개의 롤 보다 4개의 드라이  롤을 

사용하여 롤 압력을 히 조 해야 한다. Fig. 4 는 

4개의 드라이  롤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4.1.4 컨택트 

  컨택트 은 용  원 회로 부품으로 와이어에 류

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재질은 구리 는 황동 재질

이 사용되며 다양한 길이를 선택할 수 있다. 마모된 

은 와이어와 이 불안정하게 되며 이는 아크 불안정

을 일으켜 용  결함의 원인이 되므로 한 주기에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5 라이

  알루미늄 와이어는 토치의 까지 최소 항으로 송

하기 해 알루미늄보다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한다. 

주로 테 론, 그라 이트 계통이 경직성과 마찰력이 우

수하고, 라이  표면이 미끄러워 송 항이 다. 테

론은 소모성이 크며 그라 이트는 열에 민감하다. 라

이 는 소모성 부품으로 일정한 주기로 교환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4.1.6 가스 조정기(gas regulator)

  가스 조정기는 사용하는 가스 종류에 따라 형식이 다

르다. 가스 도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CO2 가

스를 사용하는 경우 기화열에 의한 결빙으로 가스가 차

단될 수 있으므로 히터가 부착된 가스 조정기를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용 기 종류

  4.2.1 TIG(Tungsten Inert Gas)

  TIG용 은 텅스텐 극 과 불활성 보호가스를 사용

해 극을 소모하지 않고 용 하는 방법이다. 정 류

(Constant Current) 특성을 지녀 아크길이가 달라져

도 류는 변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낸다. 류의 특성

에 따라 교류(AC) 직류(DC) 출력을 나타낼 수 있으

며 극의 극성에 따라 DCEN, DCEP로 분류된다. 

  4.2.2 MIG(Metal Inert Gas)

  MIG용 은 용 을 일정한 속도로 모재에 송 하

면서 용 을 통해 류를 인가하여 용 과 모재사

이에서 아크가 발생하는 GMAW 공정의 한 종류이며 

불활성 보호가스(Ar, He)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가스

의 종류, 류, 압 값에 의해서 용  이행 상이 달

라지며 용 품질에 향을 미친다. 기본 으로 정 압

(Constant Voltage) 특성을 지니며 출력제어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된다.

  4.2.3 펄스 MIG

  펄스 MIG 용 은 종래의 MIG 용 에서 사용되는 

이행인 스 이 이행과 단락 이행의 간  성질을 가

진 용  방법이다. 베이스 류에서 와이어의 용융이 일

어나 용 이 성장하게 되고 피크 류에서 자기  핀

치력이 용 에 작용하며 와이어 선단에서 용 을 이행

시킨다. 류, 압 사용 범 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와이어의 직경과 재질에 따라 정 류, 압을 사용

할 수 있다. 한 모재의 입열을 제어할 수 있어 이음

성능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Gas nozzle

Contact tip
Nozzle stock

Spatter guard
Torch body

Fig. 3 Configuration of MIG torch

Wire guide part

Pressure roll

Fig. 4 Configuration of wire drive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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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인버터 용 기

  종래의 사이리스터 용 기는 게이트 단자의 호신호

를 이용하여 상제어를 하는데 반해 인버터 용 기는 

원 트랜지스터의 통 시간을 제어하는 것으로 보다 

빠르고 정 하게 류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용 기이

다. 인버터 용 기의 개발로 인해 수백 kg에 달하는 

종래의 용 기를 경량화 하여 작업성이 히 개선되

었다. 한 교류 용 과 펄스용 이 가능하게 되어 용

입과 입열량을 제어할 수 있어 용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11).

5. 알루미늄 용 조건  품질확보

5.1 주요 용 조건

  5.1.1 용 속도

  용 속도는 비드형상과 용입에 향을 주는 변수이다. 

과 한 용 속도는 입열 부족으로 좁은 비드폭과 얕은 

용입이 형성되며, 과소한 용 속도는 와이어의 용융량

과 입열이 높아 큰 용 부와 열 향부를 만들게 된다12).

  5.1.2 류

  GMAW에서 류는 용 이행 모드뿐만 아니라 용착

속도  용입을 결정하는 요한 변수이다13). 류는 

와이어 송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GMA 용 에서는 

와이어 송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용 류를 제어한다. 

과도한 용 류는 볼록한 비드를 형성하여 외 이 좋

지 못한 결과를 래하므로 한 값을 선택해야 한

다. 일반 으로 류값을 증가시키면 압도 함께 높여

야 단락을 방지하고 양호한 용 부를 얻을 수 있다.

  5.1.3 압

  용 압은 아크길이에 비례하여 비드의 형상  용

이행 모드에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압이 증가하

면 비드 높이는 낮아지고 비드폭이 넓어져 납작한 비드

형상을 가지게 되며 용입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다 감

소하게 된다.

  5.1.4 와이어 돌출길이

  와이어 돌출길이(CTWD)는 컨택트  선단으로부터 

와이어 극 선단부 까지의 길이를 의미한다. CTWD

가 증가하면 보호가스의 용 부 실딩효과가 감소하고, 

아크의 류출력이 낮아져 단락에 의해 아크가 불안해

지며 기공 등의 결함이 발생한다. CTWD가 지나치게 

짧으면 노즐에 스패터가 부착되기 쉽고 용 부의 외

이 나빠지며 작업성도 악화된다.

  5.1.5 보호가스

  보호가스는 용 부가 기로부터 산화되는 것을 보호

하는 역할을 한다. 알루미늄 용 에는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 헬륨, 아르곤-헬륨 혼합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

며 그 특성은 각기 다르다14). 불활성 가스란 어떠한 압

력과 온도에서도 다른 재료와 화학 으로 결합하지 않

는 성질을 가지는 원소 즉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등의 기체를 말한다. 용 용 보호가스로

는 값이 싼 아르곤이 많이 사용되며 헬륨보다 클리닝 

작용이 크며 아크시작이 훨씬 안정 으로 일어난다.

5.2 품질확보를 한 용 로세스

  5.2.1 용 시작과 끝

  알루미늄은 높은 열 도율과 낮은 도로 인해 용  

시작부에서 융합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

지하기 해 용  시작부에서 높은 용 류를 인가하

게 되면 아크가 화되는 순간 모재가 용융되기 시작하

여 융합불량을 방지할 수 있다. 이후 용융풀에 충분한 

열량이 투입되면 일반 인 용 류로 감소하고 용  

종료부에서 크 이터 크랙을 방지하기 해 크 이터 

류로 감소하게 된다11). Fig. 5 는 용 하는 동안의 

류 형 제어를 나타내었다.

  5.2.2 SFI(Spatter Free Ignition)

  기존의 용 기는 단락이 발생한 후 아크가 화된다. 

단락하는 동안 단락을 해소하기 해 류가 700A 부

근까지 상승하게 된다. 단락이 해소되는 순간 높은 

류에 의해 폭발 인 아크가 발생하고 이때 다량의 스패

터가 발생한다. 이러한 스패터의 발생은 용 부 품질에 

향을 미치며 컨택 의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해 Spatter Free Ingnition 

(SF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와이어가 모재에 

하는 순간 용 류가 인가되는 동시에 와이어가 역행

함으로써 스패터 없이 아크 개시가 가능하다. 이후 아

크길이가 일정수 에 도달하게 되면 와이어는 일정 송

150%

100%

50%

I

0 T

Fig. 5 Current waveform at the start and end of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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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송 된다. 이를 통해 컨택트 의 수명이 향상

되고, 두꺼운 직경의 와이어 한 안정 으로 아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11). Fig. 6 는 기존의 아크개시와 

SFI 아크개시의 상 비교를 나타내었다.

  5.2.3 싱크로 펄스(Synchro Pulse)

  싱크로 펄스의 가장 큰 특징은 펄스 류와 와이어 송

속도를 동기화 하여 용 하는 것이다. Fig. 7 은 싱

크로 펄스를 이용하여 평균용 류와 와이어 송 속도

가 동기화되어 펄스용  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높은 

송 속도로 와이어가 송 될 때는 높은 평균 류의 펄

스아크가 발생하며, 낮은 송 속도로 와이어가 송 될 

때는 낮은 평균 류의 펄스아크가 발생하여 모재에 투

입되는 입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물결무늬의 비드가 

형성된다. 한 낮은 입열로 인해 자세 용 을 할 수

가 있으며, 용 속 주 의 모재에 수소 발생량이 감

소하여 기공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5.2.4 사이클 스탭(Cycle Step)

  사이클 스탭은 와이어의 역행을 통해 단락시간과 아

크시간을 정교하게 제어하여 용 입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선명한 물결무늬 용 비

드와 열 향부가 최소화된 비드를 형성할 수 있다. 와

이어가 모재에 닿아 단락이 되어 용 이 이행되고 와이

어의 역행을 통해 단락을 해소함과 동시에 아크 재 호

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시 스를 주기 으로 정확하

게 제어하여 정확한 용 이행을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입열량을 제어할 수 있게 됨으로서 갭이 있는 용 에 

유용하며 알루미늄, 철의 이종재 이징 는 아연도

 강 을 용 하는데 유용하다15). Fig. 8 은 사이클 

스텝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5.3 용  변형 방지 기술

  용착 속은 응고되는 시 에서 최 로 팽창된 상태이

며 냉각이 진행됨에 따라 수축이 진행된다. 그러나 인

한 모재에 의해 수축이 억제되어 용 부에 인장응력

이 발생한다. 응력이 항복강도를 과하게 될 경우 변

형이 발생하게 된다.

  용 이 진행되는 동안 용 속 주변의 모재 한 용

융 까지 가열되어진다. 용 이 종료되면 모재는 용착

속과 같이 냉각되어 수축되기 시작한다. 이때 정상

으로 수축될 수 없다면 내부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5.3.1 용착 속 량의 최소화

  용착 속이 많을수록 수축력은 커지게 된다. 필릿용

에서 강도는 유효 목 두께가 결정하므로 과도하게 볼

록한 비드가 형성된 경우 실제 허용강도는 증가되지 않

고 수축력만 증가하므로 한 비드 형상을 만드는 것

이 바람직하다.

  

  5.3.2 역변형

  역변형은 용   모재를 변형 반 방향으로 배치하

여 용  후 수축력이 모재를 끌어당겨 정 치로 오도록 

설정하는 방법이다.

  

  5.3.3 역변형 피닝을 통한 수축력 제거

  피닝(peening)은 기계 인 방법으로 용 부에 힘을 

가하여 잔류응력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루트 패스 비드

의 경우 피닝 시 균열이 감춰지거나 균열이 발생할 

험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5.3.4 용 시간의 감소

  용 이 진행되는 동안 가열과 냉각이 복잡한 주기를 

갖고 진행되며, 열 달을 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  요소가 변형에 향을 미친다. 일반 으로 용

부 주 의 모재가 용 열로 인하여 크게 팽창되기 에 

용 을 빠르게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Ignition comparison

Conventional Spatter free ignition

Fig. 6 Comparison of conventional arc ignition and SFI

Duty cycle high t [ms]

PMC synchropulseI [A]
wfs [m/min]

Fig. 7 Waveform during synchropulse

Fig. 8 Characteristic of cycl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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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화염수축 교정법

  화염수축법은 용 후의 용착 속을 가스토치로 가열

하여 요구되는 방향으로 속의 변이가 일어나게 하여 

변형을 이거나 없애는 방법이다. 가열량에 한 단

을 해야 하며 높은 온도는 요구되지 않으나 균일하고 

격한 온도구배를 만들기 해 큰 토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5.3.6 역변형 유압 교정

  알루미늄의 경우 재질 특성상 가열처리를 할 수 없거

나 화염수축법을 사용해도 열 도율이 높아 효과가 크

지 않다. 따라서 항복응력에 상응하는 압축응력을 사용

하여 스나 교정기 등으로 변형을 교정하는 유압 교

정법을 사용한다.

5.4 용 불량 최소화 방안

  5.4.1 보호가스 

  알루미늄 용  시 보호가스는 주로 불활성가스인 아

르곤과 헬륨이 사용되며 혼합가스의 형태로 사용된다. 

아르곤 100% 가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 안정 인 용

이행이 가능하나 아르곤-헬륨 혼합가스에 비해 용입이 

낮고, 수소확산에 의한 기공발생가능성이 높다. 헬륨 

100% 가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 입열이 증가하여 용입

이 증가하고 아크안정성이 증가하게 되지만 아르곤에 

비해 산화피막 청정효과가 낮아진다. 혼합가스의 혼합

비에 따라 그러한 경향이 달라지며 헬륨 혼합비가 높아

질수록 아크 개시를 해 더 높은 아크 압이 요구된

다. 최근 아크안정성을 높이기 해 소량의 산소 는 

질소 혼합가스가 사용되고 있다14). Table 7 은 아르곤

-헬륨 혼합가스에서 헬륨혼합비가 증가함에 따른 특성

을 나타낸 것이다.

  5.4.2 용 부 청결도

  알루미늄 용  시 용 부의 쳥결도는 기공결함과 

련되어 있으므로 요하게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eel 용  시 사용했던 도구와 장소에서 분리된 공간

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용 부에 이물, 유분은 

아세톤이나 스테인리스 러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5.4.3 열

  알루미늄의 높은 열 도율로 인해 충분한 용입을 형

성하기 어려운 경우 용   열작업이 필요하다. 과

도한 열시간 는 과도한 O2로 인해 산화물 층이 

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열 온도와 시간이 재료의 특성에 미치는 향에 주의해

야 하며 특히 높은 Mg 함량을 가진 냉간 신된 합

과 시효경화된 합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4.4 용 부 형상

  알루미늄 용  시 용융지의 성과 표면장력이 매우 

낮아 백킹 없이 완 용입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로 인해 부분용입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 피로성능 하

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한 안으로 반쪽 턱매 

이음(Double butt joint)으로 용 이음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16). 반쪽턱매이음으로 용 부를 형성하게 

될 경우 상,하면 정렬에 한 장 작업성이 용이해지

며, 부분용입 용 부에 비해 우수한 피로성능이 나타나

게 된다. 일반 인 평  맞 기 이음에서 백킹없이 완

용입형상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실제 생산 장에서 보

다 합리 인 안이 될 수 있다. Fig. 9 은 맞 기 이

음과 반쪽턱매이음의 형상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6. 친환경 알루미늄 아크용

6.1 기자동차 알루미늄 용

  기자동차의 배터리 무게 증가에 따른 경량화 니즈Items 100% Ar → 100% He
Arc stability Somewhat stable

Width of bead Wider and flatter
Appearance of 

bead
Rippling pattern, gray-brown precipitates 

(Mg-wire)
Penetration deep and rounded

Welding speed Can be increased
Lack of fusion Reduction

Pore Reduction
Preheat Can be reduced or omitted

Temperature of 
weld bead

Increased → Can be offset by 
increasing welding speed

Cost of shield gas Increased

Table 7 Characteristics as the helium mixing ratio in-
creases in argon-helium mixed gas 

Fig. 9  Aluminum butt joint specimen dimension. left 
side: butt joint, Right side: double butt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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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시키기 해 다양한 경량소재에 의한 차체 제작 

공법이 연구 용되고 있다. 기존 스틸 주의 차체부품

도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소재 부품으로 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차체 생산 공정  원가 상승 등에 기인하

여 알루미늄 차체 부품 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상부차체와는 달리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하는 하부 샤

시 임에는 알루미늄 소재 용이 기 자동차 랫

폼의 표 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차 랫폼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알루미늄 재  압출재에 

한 아크 용 이 용되고 있다. 배터리 셀과 모듈 제작

에도 알루미늄이 용되고 있으나, 용 - 합 소재의 

두께 등에 기인하여 아크용  보다는 이  용 이 더 

일반 으로 용되고 있다. Fig. 10은 기자동차의 

차체 하부 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 시스템 사례

의 하나로, -기아 자동차가 기자동차 용 랫

폼에 용하고 있는 E-GMP 랫폼이다. 각각의 배터

리 모듈들은 하부 커버(Lower cover) 는 배터리 

이스라 불리는 알루미늄 구조물에 견고히 연결되어 있

다. 이 구조물은 일반 인 주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충돌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며, 특히, 차체의 측면 

충돌에 비하여 배터리 이스의 격자 구조가 차체와 

견고하게 연결될 수 있는 보호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품 용 부를 포함한 다양한 알루미

늄 아크용 이 용되고 있다.

6.2 소비 력 알루미늄 아크용

  최근 개발되고 있는 알루미늄 아크용  시스템은 디

지털 제어에 의한 효율 최 화로 기존 알루미늄 아크용

기 비 25%이상의 력소비를 감할 수 있다. 

력소비 감에 따른 기료 감 자체만으로도 원가

감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지속가능 사회의 친환경 규

제에 해서도 매우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지속가능 친환경 규제의 표 인 것이 탄소배출

권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량 할당인데, 소비 력 

알루미늄 아크 용 기 사용에 따라 1kWh 소비 력 

감에 따라 500g정도의 탄소가스 배출을 감할 수 있

게 된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아크용 을 이용하여 제

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에 의한 지속

가능 생산을 도모할 수 있다.

7. 결    언

  이상에서 향후 내연기 을 처할 기자동차에 용 

가능한 알루미늄 소재에 해 기본 인 아크용  기술

에 해 알아보았다. 알루미늄은 경량소재라는 장 이 

있으나, 용융 이 낮고 열 달이 빠르기 때문에 아크용

시 특별한 주 가 요구된다. 다행히 다양하게 개발된 

아크용  제어 방법에 의한 용 품질 확보가 가능하므

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기차에 용되는 알루미

늄 트에 한 솔루션을 효과 으로 용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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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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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는 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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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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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어깨에 인용된 번호를 차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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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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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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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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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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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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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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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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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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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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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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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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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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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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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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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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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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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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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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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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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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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용 합회지 참고문헌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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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14년도부터 발간된 학술지 : J. Weld.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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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논문 심사는 학문 분야에 따라 문심사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며 심사자는 논문원고에 한 평가와 종합의견을 제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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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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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는 1회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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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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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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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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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6면 과 면당 연구비수혜논문 특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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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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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한용 합학회지는 국제출 윤리(COPE) 기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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