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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년  사

사단법인 한용 · 합학회

회 장 박  정  웅

  한용 · 합학회는 1982년 10월 창립된 이래 국내 용 · 합분야의 학문   

성과는 물론 련 산업의 발 을 이끌며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던 작년의 경우는 ‘용 의 날’ 행사의 안정  정착, 용

합학회 부설연구원의 발족, ‘용 과 기술’지의 출 , IWJC2022의 성공 인 개최  

역  최 규모의 학술 회 발표자 수 기록 등 꾸 히 발 하는 학회의 상을 드높인 

한 해 습니다. 

 

  그러나 외 으로는 기자동차, 우주항공산업, 수소-신재생에 지, 방 산업 등과 

련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들과 경쟁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세 산업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재편하기 한 각국의 기술패권다툼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고 그 도 의 

심에 ‘용 · 합기술’이 서 있습니다. 철강과 조선산업으로 다져진 한국산업경제는 용 · 합기술을 핵심

으로 발 해 왔고, 그러한 기술력과 산업의 발 를 주도하며 함께 성장해 온 우리 학회는, 내외 으로  

선배들의 력을 지 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다시 한번 업그 이드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시작된 2023년, 임 회장단들과 회원님들의 열의와 기여를 기반으로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한용 · 합학회 제25  회장으로서의 막 한 책임을 맡게 된 는, 우리 학회가 학문 ,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회원님들과  

회원사들의 특화된 문지식과 노하우들을 융합하여 시 지효과를 극 화하고 회원 상호 간의 발 을 도모

하는 학회를 만들기 해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들을 지속 으로 발 시키기 한 

구체 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 기술의 발   정책수립을 한 국제세미나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수소경제, 기자동차, 

우주항공, 방산, 조선, 반도체 등 분야에서 용 기술발 이 시 한 핵심기술을 분류하여 기술 지원하기 한 

국제세미나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해 산·학·연·  간의 교류와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R&D지원  첨단기술 동향을 통해 회원  회원사의 용 기술발 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용  기술 랫폼을 완성하여 기술지원과 회원간 연구정보 교류을 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용  

기술 랫폼을 통해 특히 소 회원사의 기술개발  장의 문제 을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

습니다. 한 회원들 간의 교류  기업  장의 니즈를 수렴하고 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연구원과 연구 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연구원과 연구 원회가 공동으로 국가발   용 기술

발 에 필요한 연구개발분야를 지역별, 산업별 개척하고 국책과제를 공동으로 수립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회원들이 국가발 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1월



2

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학술상

 이  창  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접합적층연구그룹 수석연구원

  
  이창우 박사는 인하 학교에서 속공학을 공하고 고려 학교에서 알루미늄의 질소이온

주입 극박 표면처리 정  물성평가  주기 피로특성 연구로 석사학 를 받았으며, 한국과

학기술연구원(KIST) 속연구부에 재직하면서 고비강도 알루미늄소재 개발 련 연구를 수

행하 다. 이후 Tohoku Univ.에서 자재료 정  평가로 재료 가공학 박사학 를 수여받

았고, 일본 VBL연구소에서 반도체 합 연구와 자모듈 평가연구를 수행하 으며 재 한

국생산기술연구원 합 층연구그룹에 재직 이다. 마이크로 자 합에 한 다양한 국가 

원천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 고, 미세 반도체 패키징 련 고연성 합 공정  재료 (wearable bonding 

process & material) 개발과 무연 솔더링 (Lead Free Soldering)소재  신뢰성 기술개발을 성공 으로 

수행하 으며 이와 련된 자 합재료  공정에 한 180여 편 이상의 국내외 논문과 100여 편의 기술특

허를 발표하 다. 한 외 환경규제를 극복하고 미세 자모듈 제조에 해 핵심기술을 산업에 지원함으로

서 기 자 제품의 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 다. 이러한 기여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교육부 장  

표창  인천과학기술 상 등을 수상하 으며 국의 공학기술선도 2000인에 선발되었고, 미국의 학술 인명사

에도 등재되었다. 이러한 업 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마이크로조이닝센터, 한국 자기술연구원, 성균 , 부

산 , 서울시립 , Georgia Tech. CAVS in MSU 등 많은 국내외 주요기 과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재도 공동연구를 통해 자 제조 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 보 하는데 극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공로상

 신  영  식
서경브레이징 대표

 
  이징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서경 이징”의 신 식 표

는 35년 이상을 이징이라는 한 분야에 매진하여 독보 인 기술을 보유 이다.

  1989년 미국 Lucas-Milhaupt 사와 SCM metal 사에서 이징 기술 연수 후 당시로

서는 생소했던 이징 기술을 국내에 리 보  하고자 이징 학원을 설립하 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홍익 학교와 한국산업기술 학교에서 강의를 통해 후진 양성에 힘을 쓰기

도 하 다. 재는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이징 기술 연수를 받으러 서경 이징 학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의 유수한 회사들을 상으로 이징 컨설 을 하고 있다.

  “서경 이징”의 주 생산품인 자동 이징 기계는 일 이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 되었으며, 세계 표  모

델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 40개가 넘는 국내외 특허가 말해주듯이, 많은 국제 인 원천 기술을 보

유하고 있으며, 재 미국, 국, 독일, 랑스, 국, 러시아 등 세계 75개국 이상에 다양한 기계를 수출하

고 있고, 주 고객은 이름만 도 알만한 로벌 에어컨 업체  자동차 부품 업체들 이다.

  한 신 식 표의 “Flux laminated alloy 련 박사 학  논문” 이 미국 Welding Journal 헤드 커버에 

실리기도 하 으며, 미국 AWS가 발행한 “Brazing Handbook”에 서경 이징이 등재 되어 있기도 하다. 

  풍부한 경험  이론을 바탕으로 “ 이징 합 핸드북”을 비롯한 4권의 합 련 책을 집필 하여 보다 많

은 과 소통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공로를 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 산업포장, 통령상, 산업자원부장 상 

등 많은 수훈  수상을 하 다. 이와 같이 신 식 표는 지난 35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한민국 이징 

학계  산업 반의 이징 기술 발 에 지 한 공헌을 하 으며, 재는 세계 인 명성을 가지는 이징 

문가로서 꾸 히 련 산업에 기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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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선  남
 한국트럼프 대표

  
  최선남 표는 2018년 TRUMPF 그룹의 한국법인인 한국트럼 ㈜(이하 한국트럼 )의 

표이사로 부임하 다. 이후 독일의 선진 이  기술을 국내 자동차 산업 용 합에 용하

는데 기여하 고, 동화 트 드에 합한 신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기자동

차 배터리 용 에 독보 인 TRUMPF의 이  기술을 용하며 기차 이  산업을 선도

하고 있다. 한, 한국트럼  이  응용기술지원센터를 통해 피코/펨토의 단  이 부

터 수 kW  이 까지 범 한 이  기술이 국내 각 산업에 용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한국트럼 는 1997년 한국의  기술 분야를 쇄신하고 정   가공을 선도하기 해 독일 TRUMPF 

그룹의 100% 투자 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함께 성장하는 트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트럼 는 서울 

상암동에 본사를 두고 부산사무소  동탄, 평택, 천안, 구에 서비스 포인트를 운 하며, 국 주요 도시의 

리 을 통해 TRUMPF 제품 매  기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가공용 머신툴과 워툴, 

소재 가공용 이  시스템, 반도체  FPD 가공용 일 트로닉스 분야에 걸쳐 모든 고객의 기술  요구에 부

응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한국트럼 는 TRUMPF그룹의 과감한 R&D를 통해 생산되는 최첨단 제품을 제공하고, 기술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과 제품 품질 향상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한다.

  최선남 표는 1987년 효성 공업을 시작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  외국계 기업에서 제조  산업 자동화에 

한 업/마 , 기획, 경   R&D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2007년 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리아에서 

10년 넘게 한국 법인을 운 하며 로벌 경기 침체속에서도 매년 높은 성장율과 유율을 기록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었다. 성공 인 경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트럼  표이사에 부임하여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실

하고 있다.

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기술상

 박  영  환
포스코 기술연구원 접합연구그룹 수석연구원

 
  박 환 회원은 KAIST에서 재료공학 학사, 석사  박사 학 를 취득하고, 2002년 포스코 

기술연구원에 입사하여, 조선  해양구조용 후  강재의 용  기술  고성능 용 재료 개

발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선  입열강 개발에 참여하여 국내 조선사의 형 컨테이 선의 입열강 

용  공 에 기여하 으며, 2006년부터 국내 용 재료 4사와 ‘용 재료 의체’를 구성하

여 내황산부식강, 고기능 TMCP강  온 CTOD 보증형 해양구조용강 등의 용 재료 개발

을 추진하 다.

  2010년부터 고Mn강 용  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극 온 고Mn강  슬러리 이 용 고Mn

강 용  기술 개발에 기여하 으며, 2016년부터는 LEG  LNG 탱크용 선  고Ni강 용  기술 개발에 참여

하여 포스코의 선  고Ni강 인증  극 온 물성 보증 기술 개발을 추진하 다. 선  3.5, 5  9%Ni강의 용

부 자화 특성  열 곡직 가공 기술 개발을 추진 하 으며, 극 온 피로, 균열 특성  CTOD 특성에 

한 기  Data를 국내 조선3사  학과 공동으로 평가하여 IMO-Type B 탱크 설계의 기반을 구축하 다. 

재 LCO2  암모니아용 온용강의 용  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탄소 립 시 를 비한 조선용 친환경소재

에 한 용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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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논문상

  논문명: Comparison of Weldability Misalignment between Rivets and
Electrodes in Aluminum/Steel Resistance Element Welding

전현욱, 김재원, 김재훈, 이광원, 천주용, 지창욱

  최근 자동차 경량화와 강성  내구성의 확보를 해 고장력강, 알루미늄, 마그네슘,  섬유 강화복합재료 

등의 다양한 소재들의 용에 따른 이종소재 간 합기술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종소재의 용   합

은 융 , 열팽창계수 등의 고유 물성치의 차이로 인하여 기존의 항  용  공법으로는 요구되는 기계  물

성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강재와 알루미늄의 이종조합에서는 기존 기계  체결 등의 합공법보다 한

층 진화된 하이 리드 형태의 REW(Resistance element welding) 공법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공법은 기존의 항 용 에 용 용 리벳을 활용한 새로운 공법으로 우수한 기계  특성 확보가 가능

한 장 이 있다.

  재 국·내외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존 항 용 을 지속 으로 활용하기 하여 REW 공법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정  품질에 한 정확한 표 이나 규격이 확보되지 않아 표 인 6 는 8mm 

직경의 극을 용해왔다. 하지만 용 용 리벳의 직경과 극 직경이 거의 동일하여 공정상에서 리벳과 극 

얼라이먼트(alignment) 치를 제어한 상태로 용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넓은 직경을 극을 활용

하여 용 성 확보가 가능한 리벳과 극의 얼라이먼트 치 허용범 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 직경 크기를 증가하여 리벳과 극 얼라이먼트 치에 한 용  특성 향에 해 정립하

고자 하 다. 고장력강인 DP 980 강재와 상용화된 다양한 알루미늄 소재  두께조합에 한 REW 공법에서

의 극직경의 크기 향상을 통한 리벳과 극간의 얼라이먼트 치에 따른 용 성을 기계  특성, 단모드  

미세구조분석을 통해 규명하 다.

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논문상

  논문명: 적층제조된 316L 스테인리스강 용접금속의 응고균열 감수성

박소영, 강용준, 오동진, 송상우, 홍현욱

  
  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기술은 높은 설계 자유도와 유리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항공, 국방, 에

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속분말 소재 개발  층 공정의 최 화를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층제조품에 존재하는 잔류응력, 공정시간, 층 크기, 보수 공정, 설치 등 형기기를 제작하고 장 

용에 한계가 있어 용  공정이 필요하며 내부 기공을 제어하기 한 열간 등압 성형(hot isostatic pressing, 

HIP)과 같은 후처리가 요구될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Type 316L은 층제조공정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소재로 이  연구에서

는 상용 단련재 비 완 용입이 쉽고 입열량에 따라 용 결함에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상용 단련

재의 용 속에서의 응고모드의 변화에 따라 응고균열로 인한 용 성이 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rans-Varestraint test를 통해 층제조품  HIP공정이 용된 층제조품의 용

속의 응고균열 감수성을 상용 압연재와 비교하여 응고균열 특성과 미세조직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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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KISWEL AWARD

 장  경  호
 중앙대학교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장경호 교수는 앙 학교 토목공학과 졸업하고, 일본 Osaka University의 토목공학과 

구조분야에서 석사학 를 취득하고 “Characteristics and Prevention of Out-of-Plane 

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 produced by Fillet Welding”으로 공학박사 학 를 

취득하 다. 1999년부터 재까지 24년 동안 앙 학교 공과 학 건설환경 랜트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술연구와 문인력을 육성해 왔다.

  주된 연구 분야는 형 용  구조물의 피로( 괴) 수명  균열 발생(평가)에 한 연구로

서 해석기법 개발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SCI  국내 등재지 포함 1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 다. 국책과제

와 산학 력 과제, 국내 문인력뿐만 아니라 해외 문인력 양성사업의 책임자를 역임하는 등 교육에서도 국

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 다.

  한용 합학회에는 건설분과 원장, 이사,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거쳐 2021년 23  학회장을 역임하

다. 특히, IIW2014, AWF, IWJC2019, EAST-WJ의 성공  개최를 하여 각 분야에서 역할을 담당하 으

며 재 IIW 원회 IV에서 C-A Analysis 분야에서 원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에는 용 의 날 

개최  학회 부설 연구소 출범 등 학회 활동에서도 미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KISWEL 기술혁신상

 김  명  현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김명  교수는 부산 학교 조선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 를 취득하고 미국 Virginia 

Tech.에서 Engineering Science and Mechanics 공으로 박사 학 를 취득하 다. 이후 

미국 New York ower Authority 발 소에서 R&D engineer로 근무한 후, 2003년부터 

부산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된 연구분야는 선박과 해양구조물과 같은 형용 구조물에 한 피로 괴 분석  건

성 평가에 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 학교에 재직한 이후 SCI 102편, 국내 

등재지 63편의 논문을 출간하 으며, 각각 24여건과 105건의 국책과제  산학 력과제를 수행하 으며, 재료

강도학(홍릉과학출 사) 등 9편의 서와 역서를 출 하 다. 

  국제활동으로는 재 국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학의 Adjoint Professor로 활동 이며, IIW 

Committee XIII National Delegate  ISSC(Int. Ship and Offshore Structures Congress)의 한국 

표 원(Standing Chair)으로 활동 이다. ASME J. Offshore Mechanics and Arctic Engineering의 부편

집장을 역임하 으며, 재 Inter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의 부편집

장으로 활동 이다.

  주요 수상실 으로는 2013년 한민국을 이끌 100  기술과 주역(공학한림원), 2015년 과학기술최우수논

문상(과학기술총연합회),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장 상(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우수논문상( 한용 합

학회) 등이 있다.

  한용 ㆍ 합학회에서는 강도연구 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2009년 이후 편집이사, 학술이사, 학술 원장, 편집

장, 그리고 2022년 국제부회장을 역임하며 IWJC 2022 개최 등을 포함한 학회의 국제화와 용 합기술인의 

화합  학술 회의 활성화  내실화를 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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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모니텍 학술상 

서    정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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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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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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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테일러드 블랭크 이 용 시스템”을 국내 최 로 국산화하

여 “장 실상”을 수상하 으며, ㈜성우하이텍에 설치하여 국내 최고수 의 이 용 기술을 

보유한 자동차부품기업으로 발 하는데 기여하 다. 2000년에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동체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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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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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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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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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함으로써 학회의 운 과 발 에도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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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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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철암논문상

  논문명: Flip Chip - Chip Scale Package Bonding Technology with Type 7 
Solder Paste Printing

김  미  송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융복합전자소재연구센터 연구원

  김미송 연구원은 2013년 한밭 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부터 2년간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마이크로조이닝센터에서 미세피치 솔더 범 의 립칩 열압착 합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015년 인하 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립칩 솔더 합부의 신뢰성 

연구에 한 논문으로 석사학 를 취득하 으며, 이에 한 SCI  논문으로 인하 학교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 다. 2015년부터 재까지 한국 자기술연구원 융복합 자소재연구센

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주로 모바일, 자동차용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소재, 공정, 신

뢰성  열화 메커니즘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본 학회에서 꾸

히 활동하고 있으며, 재까지 SCI  논문을 포함한 18편의 논문을 게재하 고, 국내외학술 회에서 36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 다.

  본 논문은 ENEPIG 표면처리 된 BT Substrate와 미세피치 Sn-2.5Ag 솔더 범 의 합공정 기술에 한 

연구 결과이다. 합공정은 열압착, 진공 리 로우 공정을 이용하 고, Sn-2.5Ag 솔더 범   3원계 Sn- 

3.0Ag-0.5Cu type 7 솔더페이스트를 용하여 공정 조건별 합부 특성을 분석하 다. 합공정의 종류, 조

건에 따른 솔더 합부의 보이드  미세조직 변화를 비교하 으며, 이를 통해 최  합공정을 선정하 다. 

본 논문은 2021년 학회지 39권 4호에 게재되었으며,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철암논문상을 수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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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Young Fellow Award 
김  재  원

 삼성중공업 생산기술연구센터 용접연구파트 프로

  
  김재원 회원은 동의 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2020년 부산 학교 재료공학과에서 

“자동차 차체용 1.0GPa  이상 고강도강 의 항 용  특성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

를 취득하 다. 박사학  취득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정형공정연구그룹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IMO 응 LNG선박 극 온 연료탱크 스마트제조 기술개발  친환경 자동차 차

체경량화를 한 이종 속 소재 합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 고, 2022년부터 삼성 공업 

생산기술연구센터 용 연구 트에서 근무하며 LNG  해양공사의 용 시공 기술개발과 용

생산성 향상을 한 용 공정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김재원 회원은 본 학회 활동을 2011년도부터 꾸 히 활동하고 있으며, 재까지 SCI  논문 10편, 한용

· 합 학회지에 7편의 논문을 게재하 고, 국내/국제 학술 회에서 50여편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용 공

정  용 야  분야에서 꾸 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Young Fellow Award 
윤  진  영

 고등기술연구원 지능기계시스템센터 선임연구원

  
  윤진  선임 연구원은 2012년 계명 학교 기계·자동차 공학과를 졸업하고, 2014년 계명

학교 무인 지능형 자동차 공학과 석사학 를 취득했으며, 2019년 한양 학교 학원에서 

“Plunge depth control and hook formation analysis with friction stir welding in 

lap jointed Al/Fe” 주제로 박사학 를 취득하 다. 

  박사학  취득 과정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상주 연구 인원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

으며, 학 취득 후 화천기공에 입사하여 신규 장비 개발  마찰교반용  공정 기술에 

한 업무를 수행하 다. 이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  합그룹에 박사후연구원으로 지원하여 우주선 발사체 

조립을 한 SR-FSW 연구, 자동차 베터리 조립을 한 SSFSW 국산화 기술 개발, 고속 마찰교반용   용

 공정 모니터링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022년부터 고등기술연구원 지능기계시스템센터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FSW 비 괴 검사 

기술, 배터리 팩 이스 경량화 , 수소 충 용 장 용기 안  검사를 한 AET 기반 진단  안  검사 기  개

발, 배  용 부 자연 결함 검증 연구 등 다양한 용 / 합  검사 련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8

2022년도 대한용접‧접합학회 Young Fellow Award 
배  상  현

고려용접봉 중앙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배상  책임연구원은 창원 학교 나노신소재〮 속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학 재료공학

과 이재 교수 연구실에서 2014년도 석사학 를 취득했다. 학 과정  “A Study on Micro- 

structures and Cryogenic Mechanical Properties of Electron Beam Welded Inconel 

718” 주제로 석사학 를 취득하 고,  내용을 바탕으로 13년도 추계 학술발표 회에서 논

문에 한 자세한 연구내용을 발표하 다.

  석사학  취득 후 고려용  앙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용 재료의 품

질향상을 한 온충격인성 향상, 용 작업성 향상, Fume 감 방법, 고강도강 용 재료 개발 등 다양한 용

재료 련 연구를 수행하 다. 재는 피복아크용  련 업무  용 련 솔루션 제공 등 다방면으로 용

〮 합 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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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모성 극을 사용하는 GMA(gas metal arc) 용

은 용 과 모재 사이의 기 방 에 의하여 발생하

는 아크를 이용하여 용 과 모재부분을 용융시켜 합

하며, 자동차, 조선, 건설산업에 리 사용되고 있다1). 

  자동차 산업은 박  용 이 부분이며, 용 시 

류, 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락이행(short circuit 

transfer)이 발생한다2). 단락이행이란 연속으로 공

되는 용 와이어 끝단에 고온의 아크열로 인하여 용융

된 용 이 시간에 따라 성장하여 용융지에 닿으면서 

기 으로 단락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용 이 용융지로 

이행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용 이 이행되면서 가교가 

형성되고 가교가 끊어지면서 재아크가 발생되는데, 이

때 아크는 고온이기 때문에 주변공기를 격하게 팽창

시키고 그 폭발력으로 인해 남아 있는 용 이 비산되

며, 이를 스패터(spatter)라고 한다2,3). 특히 단락기간

이 2ms 이하인 순간단락(ISC, instantaneous short 

circuit)이 발생할 경우 용융지에 이행되지 못한 용

이 립의 스패터를 발생시킨다4). 립의 스패터는 주

변 모재에 강하게 부착되므로 스패터를 제거하는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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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용 자동화  생산성향상에 방

해가 된다. 따라서 스패터를 이는 것은 용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요한 기술이며, 이를 한 방법으로

는 용 재료의 개발  용 형을 제어하는 것이 있

다. 이  형제어는 단락이 되는 순간에 류를 50A 

이하로 낮춰 1ms 이하로 유지시켜 순간단락을 정상단

락화 시키고, 아크 재생순간 류를 낮추어 아크폭발력

을 이는 방법을 사용한다5,6).

  한편 스패터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 뿐 아니라 스패

터 발생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 한 용 품질을 

단하는데 요한 기 이 된다. 그러나 장에서 직  

스패터 발생량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

형을 이용하여 스패터 발생량을 측하기 한 방

법이 개발되어왔다. 표 으로 단락이행에서 형변수

를 통계처리한 데이터와 스패터 발생량과의 계에 

한연구7), 스패터 발생량과 아크 안정성 측 모델에 

한 연구가 수행된바 있다8,9).

  Kim등7)은 단락이행에서 스패터 발생량과 형변수

와의 상 계를 SCR 용 원에 한 용 실험을 통

하여 분석하 으며, 스패터 발생량은 단락횟수, 단락기

간 표 편차, 아크기간 표 편차, 단락기간 표 편차, 

그리고 아크기간 표 편차의 곱과 상 성이 높음을 보

다. Kang 등8)은 스패터 발생에 있어 최  평균

류, 평균 아크시간, 단락시작시의 평균 류크기, 평균 

단락시간이 주요인자임을 보 고, 평균 최  류와 평

균 단락시간이 스패터 발생량과 상 계가 가장 높다

고 하 다. Kang 등9)은 단락이행 역에서 단락이행 

주기, 아크 시간, 단락시간 등, 13개의 형인자를 추

출하여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아크 안정성을 측하기 

한 선형  비선형 측 모델을 제안하 다. 한 용

압, 류 형으로부터 단락 형인자 7개를 추출하

여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용 품질을 단하는 장치도 

개발된바 있다10).

  이러한 연구들은 단락 형 변수를 이용하여 스패터 

발생량을 측하거나 아크안정성을 단하 다. 그러나 

다양한 단락 형제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형의 형

태가 복잡해지고 있어11) 기존의 단락 형 인자로는 

형의 특징을 표 하기 어렵다. 한 단락이 아닌 아크 

기간 에서도 다량의 스패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11) 단락 형변수만으로 측정확도를 높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단락 형의 종류에 상 없이 스패터 발생량을 측하기 

한 기계학습방법을 제안하 다. 그리고 높은 샘 링

속도에서 용 형 데이터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새로운 처리 방법도 함께 제안하 다. 스패터 발생률

을 측하기 해 데이터 처리로 용 형을 이미지

로 환하고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

ral network)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제한

된 양의 데이터로부터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데이터

증강과 데이터 해상도에 한 라메트릭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다.

2. 데이터 취득  처리

2.1 실험 방법

  다양한 용 형의 스패터 발생량 측을 하여 단

락 형제어형 용 원을 사용하여 용 형과 스패터 

발생량을 측정하 다. 용 조건은 송 속도(WFS, wire 

feeding speed)를 기 으로 하여 6수 (4, 5, 6, 7, 

8, 9 m/min)으로 하 다. 송 속도에 따라서 압은 

3수 (일원 압 100, 120, 140%)으로 설정하 다. 

같은 조건으로 3회 반복 실험하여 총 54(=6×3×3)개

의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하 다. 

  CO2 보호가스를 사용하여 120(W)×550(L)×12mm 

(t)의 연강에 AWS ER70S-G 1.2∅ 와이어를 사용하

여, 40 cm/min 용 속도로 비드온 이트 용 을 1

분간 실시하 다. Table 1에 실험변수와 용 조건을 

나타내었다. 

  스패터 포집기는 스패터 부착방지를 해서 황동으로 

제작하 으며, Fig. 1과 같이 스패터를 포집하 다. 

한 용 시 립의 스패터가 시편에 융착되거나 콘택트

  노즐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스패터 

부착방지제를 도포하 다. 포집된 스패터를 sieve를 사

용하여 크기별로 분류하고, 크기별로 스패터 무게를 측

정하 다. 스패터 크기는 각각 s1≤0.25mm, 0.25<s2

≤0.5mm, 0.5<s3≤1mm, 1mm<s4와 같이 4가지로 

 Level
Welding      
parameter

1 2 3 4 5 6

WFS(m/min) 4 5 6 7 8 9

Setting voltage (%) 100/120/140

Fix variable CTWD: 15mm
Shielding gas: 99%CO2 25ℓ/min

Fig. 1 Experimental equipment for measuring spatter 
generation rate

Table 1 GMA weld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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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 다.

  용 형 수집은 NI-9201 ADC 모듈을 사용하 고 

NI사의 LabView 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Excel 일로 장되도록 하

고, 샘 링 주 수는 10khz 이었다. 

2.2 실험 결과

  2.2.1 스패터 측정결과

  스패터 포집기내에서 1분간 용 을 실시하면서 용

형을 측정하 고, 용 후 Fig. 2와 같이 포집된 스

패터를 크기별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

다. 용 은 조건당 3회 실시하 으며, Table 2에 3회 

평균값을 각각 나타내었다. 송 속도 6 m/min과 압 

100% 조건에서 가장 높은 스패터 발생량을 보 다. 

  Fig. 3은 3회 측정한 데이터의 평균과 발생 범 를 

나타낸 것이다. 압이 낮을 경우 다량의 스패터가 발

생하고 스패터 측정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 WFS

가 4~7 범 에서는 WFS가 증가함에 따라 스패터량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WFS 8~9에서는 편차도 

고 2 g/min 이하를 보 다. 일반 으로 WFS가 증

가함에 따라 스패터 발생량이 증가하는데 WFS 7이하

에서 스패터 발생량이 높고 압에 따라 편차가 큰 이

유는 형제어 조건이 최 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편차가 있는 것이 기계학습을 테스트하

는데 더 좋은 결과라고 단되었다.

  2.2.2 형측정결과

  1분간 10khz로 측정한 용 형의 압 100%에서 

1,000개의 샘 , 즉 0.1s동안의 형을 각각의 송 속

도에 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STT 

(surface tension transfer) 형12)과 유사한 형태를 

보 다. STT 형제어 방법은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단락이 되는 순간 류를 50A 이하로 낮춰 1ms 

이하로 유지시켜 순간단락을 억제하고 아크 재생순간 

류를 낮추어 아크폭발력을 이는 방법이다.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락 순간과 아크재생 순간 류

가 격히 감소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a)

(b)

(c)

Fig. 2 Spatter collected after welding at a wire feeding 
speed of 6m/min at (a) 21.3V, (b) 23.0 V and (c) 
25.0V 

WFS (m/min) 4 5 6 7 8 9

Current (A) 146 144 145 175 175 173 200 204 206 211 214 217 232 239 246 262 265 267

Setting voltage(%) 100 120 140 100 120 140 100 120 140 100 120 140 100 120 140 100 120 140

Voltage (V) 19.2 20.8 22.9 20.1 22.0 23.7 21.3 23.0 25.0 23.1 24.7 26.2 24.9 26.3 27.5 26.7 28.1 29.9

Spatter gen-
eration rate

(g/min)

1mm<s4 0.38 0.05 0.04 0.55 0.19 0.11 1.98 0.56 0.11 1.30 0.10 0.18 0.17 0.10 0.17 0.26 0.27 0.30

0.5<s3≤
1mm 0.29 0.10 0.10 0.60 0.45 0.27 1.82 0.78 0.27 1.43 0.28 0.53 0.46 0.53 0.56 0.45 0.50 0.44

0.25<s2≤
0.5mm 0.16 0.14 0.21 0.52 0.45 0.35 1.07 0.73 0.35 1.13 0.36 0.70 0.69 0.71 0.81 0.69 0.67 0.57

s1≤0.25mm 0.06 0.06 0.07 0.10 0.07 0.03 0.25 0.22 0.12 0.50 0.16 0.13 0.38 0.32 0.15 0.51 0.17 0.07

Table 2 Average welding current, voltage and spatter generation rate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Measured voltage (V)

6.0

5.0

4.0

3.0

2.0

1.0

0.0

A
m

ou
nt

 o
f s

pa
tte

r (
g/

m
in

)

 Fig. 3 Total average spatter generation rate(g/min) an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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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 처리

  일반 으로 용 형과 같은 시계열 데이터는 순환신

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계열의 신

경망을 사용해도 되지만 단락이행과 같이 높은 샘 링 

주 수의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차원도 

커지게 된다. 이는 큰 하드웨어 자원이 요구될 뿐만 아

니라 학습시간  측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장에 

용하기는 부 합하다. 따라서 정확도가 다소 낮더라

도 계산속도가 빠른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 인 학습을 해 높은 차원의 용

형 데이터를 낮은 차원의 이미지 데이터로 압축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제안하 다. 스

패터는 류와 압의 기울기에 향을 받기 때문에 기

울기가 반 된 3개의 행렬로 변환하여 이를 이미지화

하 다. 행렬로 변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3.1 동시발생 행렬(co-ocurrence matrix)

  류  압 형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를 각각 N

개의 구간(n1, n2, … nN)으로 나  뒤 동일한 시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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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4m/min      (b) 5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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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6m/min      (d) 7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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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hort circuit waveform when voltage is set to 100% at each wire feed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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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류  압 값을 해당되는 구간에 입한 nI, 

nV를 구한다. 이 게 구한 nI, nV를 2차원 히스토그램

으로 나타낸 후 0~1사이 값을 가지도록 정규화한다. 

(이하 co-matrix)

  2.3.2 이 행렬(transition matrix)

  류 형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를 N개의 구간

(n1, n2, … nN)으로 나  뒤 시간 t에서의 류값과 

t+1에서의 류값을 해당되는 구간에 입한 nt, nt+1

을 구한다. 

  다음으로 nt, nt+1를 2차원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후 0~1사이 값을 가지도록 정규화한다. (이하 I-trans 

matrix) 압 형에 해서도 같은 처리를 하여 (이

하 V-trans matrix) 류  압 형에 해 각각의 

행렬을 얻는다.

  Fig. 5는 동시발생 행렬과 이행렬을 얻는 구체

인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며, 압과 류 형으

로부터 3개의 행렬을 얻을 수 있다. 동시발생행렬은 

류와 압 형이 비슷한 패턴을 보일수록 좌하향 각

선 부근의 값이 커지게 되고 두 형의 패턴이 엇갈릴

수록 우상단  좌하단에서 값이 커지게 된다. 이행

렬은 형의 순간 인 변화에 한 특징을 나타내게 되

는데, 형이 천천히 변하면 좌하향 각선 부근, 격

하게 변하면 좌하향 각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큰 

값들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용 형의 패턴의 특성

이 변환된 행렬(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미지)에도 

나타나게 된다.

  Table 3은 제안된 처리 방법을 통해 WFS 4m/min, 

압 100%조건에서의 용 형을 서로다른 N값에 따

라 이미지화한 를 보인 것이다. N값이 커지면 이미

dt t+1

a
b
c
d
e

Current

Voltage

t

t+1
+1

a c e
I

V
+1 (at t)

+1 (at t+1)

a
b
c

e

a b c e
t

t+1
+1

I-trans matrix

co-matrix

V-trans matrix

d

b

a
b
c
d
e

d

a
b
c
d
e

a b c d e

b
c
d
e

a

Fig. 5 Pre-processing method of welding signal

Resolution 30×30 100×100 300×300

co-
matrix

　I-trans
matrix

V-trans
matrix

Table 3 Examples of pre-processed short circuit wav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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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용 형

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데이터 압축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학습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한 

N값의 선정이 요하다. 

  Table 4는 수집된 데이터 에서 스패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경우(WFS 4m/min, 압 120%)와 가장 

은 경우(WFS 6m/min, 압 100%)의 용 형을 

제안된 처리 방법을 이용해 이미지화한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구간 값 N은 30을 사용하 다. 스패터 발

생량이 다를 경우 Table 4의 2개의 행렬 이미지(co- 

matrix, V-trans matrix)에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차이를 보 으며, I-trnas matrix에서도 구별 가

능할 정도의 차이를 보 다. 

  2.3.3 데이터 증강

  용 동안 스패터가 일정한 N의 시간간격을 가지고 

반복 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형을 N등분하여 데

이터를 증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구간

에 따라 불규칙하게 스패터가 발생하 을 것이므로 N

이 커질수록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수(54개)가 기계학습을 수

행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데이터 증강에 의한 측정확도는 향상될 것으

로 단된다. 

3. 결    과

3.1 모델  학습

  CNN은 한 개 이상의 합성곱 층(convolution lay-

er)를 포함하고 있는 인공신경망을 의미하며13) 이미지 

처리에 특히 높은 성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새로 제

안한 동시발생 행렬과 이 행렬은 용 형을 이미지

로 표 할 수 있게 해주므로 CNN을 스패터 발생률 

측에 사용하 다. 

  기계학습 모델의 구성  학습에는 Tensorflow와 

keras를 사용하 다. 사용된 네트워크는 총 6개의 CNN 

layer  한 개의 dense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의 CNN층은 (64, 64, 64, 32, 32, 32)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활성화 함수로는 relu가 사용되었다. 

  Fig. 6은 50×50×3의 데이터(50×50의 해상도를 가

지는 3개의 행렬)를 사용했을 때의 네트워크 구조  

각 층을 통과하면서 데이터의 차원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나타낸 것이다. 합성곱 층을 통과하면 사용한 필

터의 크기  스트라이드(Stride, 필터가 움직이는 간

격)의 설정에 따라 데이터의 크기가 변화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3×3의 필터  (1,1)의 스트라이드를 

Fig. 6 CNN model for spatter generation rate prediction

co-
matrix

I-trans
matrix

V-trans
matrix

Minimum
spatter

generation

Maximum
spatter

generation

Table 4 Comparison of data preprocessing results ac-
cording to the spatter generate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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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므로 각 층을 통과하면서 데이터(이미지)의 

가로세로 값은 각각 2씩 어든다. 데이터의 깊이 값은 

각 층의 노드의 수에 맞춰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데이

터가 6개의 합성곱 층을 부 통과하고 집 층(dense 

layer)로 입력되기 , 3차원의 데이터는 평면화

(Flatten)를 통해 1차원의 벡터로 변환된다. 마지막으

로 집 층을 통과한 데이터는 각 사이즈별 스패터 발

생률을 측하게 된다. 총 4가지 사이즈로 데이터가 구

분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을 통해 산출되는 값도 총 4

가지이다.

  이 게 구성된 모델의 총 라미터수는 약 30만개이

다. 손실함수는 mean squared error값을 사용하 으

며, 옵티마이 는 adam14)을 사용하 다. 학습  테

스트를 한 데이터는 체 데이터셋을 8:2로 나 어 

사용하 다. Fig. 6의 호안의 물음표는 배치사이즈

로 본 연구에서는 20에 해당한다.

3.2 스패터 발생량 측

  본 연구에서는 용 형 동시발생 행렬만 학습에 사

용한 경우와 용 형 동시발생 행렬과 이 행렬을 같

이 학습에 사용한 경우에 하여 측정확도를 비교하

다. 한 데이터를 증강하지 않은 경우와 2배, 5배로 

증강한 경우, 용 형을 서로 다른 해상도의 데이터

(30×30, 50×50)로 압축  환한 경우에 한 측

정확도를 비교하 다. 측정확도는 테스트셋을 이용해 

구하며, 테스트셋의 실제 스패터 발생량 비 측값의 

오차로 구하게 된다. 즉, 측정확도가 90%라는 것은 

테스트셋의 데이터 평균 오차가 10%라는 의미이다. 

Table 5에 각각의 경우에 한 측정확도를 비교해 

나타내었다.

  먼  동시발생 행렬만 사용해 학습을 한 경우(A)와 

이행렬을 같이 사용해 학습을 진행한 경우(B)를 비

교하면, 30×30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A보다 B에서 

측정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50×50 데이터를 사

용한 경우는 데이터 증강을 2배 한 경우에만 B에서 

측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으로 보면 B가 A보

다 0.7% 높은 측 정확도를 보 다.

  데이터의 해상도에 따른 측정확도를 비교해보면 용

형을 30×30의 행렬로 변환시킨 경우(C)보다 

50×50의 행렬로 변환시킨 경우(D), 한가지를 제외하

고 모두 D가 측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으로는 C보다 D의 측정확도가 3% 높았다. 

  데이터 증강에 따른 측정확도를 비교하 다. 데이

터를 2배로 증강시켰을 경우 측정확도가 평균 3.3% 

향상되었으나 데이터를 5배로 증강시킬 경우 오히려 

측정확도가 2.5% 감소하 다. 이는 데이터를 2배 

증강할 시에는 데이터분할을 통한 데이터의 신뢰도 하

락의 향이 데이터 증강을 통한 학습효과 향상의 향

보다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5배 증

강할 경우에는 데이터 신뢰도 하락의 향이 데이터 증

강의 효과보다 커 측정확도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

로 단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측정확도를 보 던 이스는 용 형데

이터를 50×50행렬로 변환시키고 데이터를 2배 증강을 

한 경우로(B-D), 동시발생 행렬만 사용한 경우 86.6%, 

동시발생행렬과 이행렬을 모두 사용한 경우 88.2%

의 측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측정확도는 옵티마이

, 배치사이즈, 기화방법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변화

정도는 미미하 고 B-D조합에서 가장 높은 측정확

도를 보이는 경향은 동일하 다.

  Fig. 7은 가장 높은 측정확도를 보여주었던 이

스(B-D), 데이터 2배 증강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셋에 

한 측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스패터 사이즈별로 편

Input
data size　

No. of 
data splits

A
(co- matrix)

B
(co + trans
matrices)

B-A

C
(30×30)

1 78.8% 81.0% 2.20%

2 82.1% 84.5% 2.40%

5 79.1% 79.5% 0.40%

D
(50×50)

1 85.2% 83.4% -1.80%

2 86.6% 88.2% 1.60%

5 80.4% 79.3% -1.10%

Table 5 Spatter generation rate predi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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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oodness of fit of the best spatter generation rate 
predi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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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있지만 부분의 측치가 20%이하 오차 범 내

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테스트 데이터셋

에 해서도 모델이 잘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6는 가장 높은 측정확도를 보여주었던 이

스(B-D), 데이터 2배 증강모델을 이용해 각 스패터 

사이즈별 측 정확도를 구한 것이다. 가장 높은 정확

도로 측되는 것은 s2사이즈로, 가장 측정확도가 낮

은 s4 비 약 6.4%더 높은 측정확도를 보여주었다. 

s4는 립의 스패터로 아크 스타트 구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크 스타트 구간만 별도로 데이터 

처리하면 측 정확도는 높아질 것이라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락 형의 종류에 상 없이 용 형

을 이미지화하여 스패터 발생량을 측하기 한 기계

학습방법을 제안하 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수집 샘 링 주 수가 높은 용 형의 

효과  기계학습을 해 용 형을 3가지 행렬로 변

환하는 데이터 처리기법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단

락 형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로 압축

이 가능하 다. 

  2) 데이터 분할을 통해 데이터를 2배 증강할 경우, 

스패터가 일정주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

이터의 신뢰도는 낮아지게 되지만, 데이터의 수가 증가

하여 측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한 낮은 해상도

(30×30)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높은 해상

도(50×50)에서 측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용 형을 이미지로 압축하여 CNN을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 스패터 발생량 측정확도 88.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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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연비 규제 등의 이유로 친환경 자동차 두되고 

있으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 모듈의 장착은 기자동

차의 량을 늘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경량소재를 용한 경량화가 필요하다. 차량 경량화를 

해서 자동차 부품에 경량소재인 알루미늄 합 을 

용하고 있는 추세이며1-3), 알루미늄 합 을 자동차에 

용하기 하여 용  기술의 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

고 있다4). 이  알루미늄 합  용 에 리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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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ld shape and size generally determine the quality of gas metal arc welding. Auto parts manufacturers prescribe 
the size and shape of the weld because they can indic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 It is impossible to 
evaluate the quality of all welds through destruction inspection. Therefore, research on welding quality inspection 
using laser vision sensors as a non-destructive inspection method is underway. Although the external profile of the 
weld can be measured using a laser vision sensor, studies to predict the weld strength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model was developed to predict the welding strength of the lap-fillet weld of an 
aluminum alloy. Input date for weld size was obtained in two ways. In the first method, a bead profile was acquired 
using a laser vision sensor, whereas the size of the weld was obtained through the acquired bead profile. In the sec-
ond method, the size of the weld was obtained directly from cross-section analysis. The output data on the strength 
of the weld was obtained through a tensile shear test. Two models for predicting the tensile shear strength based on 
ANN were developed. By predicting the tensile strength of both models, the average error rate was within 10%, but 
the prediction accuracy using the laser vision sensor was better than that of the cross-sec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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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W의 경우 타 공정들과 마찬가지로 품질 확보를 

하여 기계  특성을 반 한 용 부 크기를 측정하며
5), 용 부 강도를 확인하기 하여 괴 검사를 실시

한다6-9). 하지만 괴 검사는 용 이 완료된 후에 이루

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  추가 비용으로 인하여 

장 용이 어렵고,  용  부품에 하여 수 검사가 

불가하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GMAW 공정에서 용 부 품질 측을 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ho 등은 소재 종류, 용  

류, 용  압 등 용  변수에 하여 신경망 알고리즘

을 통해 퍼셉트론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용 부 기계

 특성이 반 된 아크 용  품질을 측하 다10). 

Wu 등은 용  류와 용  압을 변수로 퍼지 이론을 

GMAW 공정에 용하여 용   모니터링과 용  품질

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11). Kim 등은 GMAW에

서 용  류, 용  압, 용  속도를 입력 변수로 하

여 실험 계획법  하나인 반응 표면법을 통해 비드 폭 

측 모델을 개발하 으며, 2차 회귀 모델과 유 자 알

고리즘 개발을 통해 입력 변수와 비드 폭의 상 계를 

분석하 다12). Jung 등은 알루미늄의 가스 텅스텐 아

크 용 (gas tungsten arc welding(GTAW))에서 

실험계획법을 활용하여 용  류, 용 속도, 아크 길

이의 입력 변수와 용 부 형상과의 계를 도출할 수 

있는 회귀 모델을 개발하 다13,14). 

  용  공정 변수를 활용한 용  품질 측 연구는 외

 결함과 같은 용  품질을 단과 측하기가 어려운 

단 이 있다. 용 부 결함 등의 용  품질을 측하기 

하여 각종 센서를 활용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Park 

등은 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용융부의 화상  열

강도 분포 특성에 따라 비드 형상과 용  결함 같은 용

 품질을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15). Mirapeix 

등은 GTAW  발생하는 라즈마의 스펙트럼을 통해 

인공 신경망 모델을 용하여 실시간으로 용  결함을 

검출하 다16). 센서  이  비  센서를 용한 용

부 치수  검사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Ye 등

은 2D 이  비  센서를 활용하여 용 부 비드를 스

캐닝하 고, 비드 높이와 비드 폭을 검출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17). Lee 등은 이  비  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용 부 결함을 검출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

며, 장 용을 고려하여 GUI 환경 로그램을 개발

하 다18). 그리고 맞 기 조인트에서 아크 용 부에 

한 이  비 을 용하여 비드 외  로 일을 획득

하 으며 비드 폭을 측정하 다19,20). 

  이  비 을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용 부 외  

로 일을 통해 용 부 크기와 외부 결함에 한 유무 

정만의 품질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기계  특성인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측하지는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GMAW에서 용 부 단 

강도를 측하는 모델을 개발하 다. 다양한 용  조합

에 하여 용  공정 변수를 변화시켜 다양한 용 부 

형상의 시험편을 제작하 다. 이  비  센서를 통해 

용 부 외  형상에 한 정보를 확보하 고, 단면 분

석을 통한 용 부 크기와 형상에 한 입력 정보를 확

보하 다. 그리고 용 부 인장 시험을 통해 출력 데이

터인 인장 단 강도 데이터를 확보하 다. 용 부 형

상과 인장 단 강도의 계를 분석하 으며, 인공 신

경망을 활용하여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다.

2. 실험 방법  차

2.1 용  소재  와이어 

  용  소재는 Al5083-0의 두께 1.5, 2.0 mm 와 

Al6061-T5의 두께 1.3 mm, 1.5 mm를 사용하 다. 

각 소재의 화학  조성  기계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용  소재는 150 × 150 mm로 소재를 

단하여 알콜로 세척한 후 용  실험을 수행하 다. 용

 와이어는 AWS A5.10 ER5356의 직경이 1.2 mm

를 사용하 으며, 화학  조성과 기계  특성은 Table 

2와 같다.

2.2 용  실험 방법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측하기 하여 많은 데이

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며, Table 3와 같이 4가지 

소재 조합으로 용 을 수행하 다. 용  실험에 사용된 

Base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 (wt.%) Mechanical properties

Si Cu Mn Mg Cr Zn Al T.S (MPa) Y.S (MPa)

Al5083-O 0.40 0.10 0.40-1.0 4.0-4.9 0.25 0.05-0.25 Bal. 289 147

Al6061-T5 0.40-0.8 0.15-0.40 0.15 0.8-1.2 0.25 0.04-0.35 Bal. 186 147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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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원은 Daihen Welbee W350이었으며, alternating 

current(AC) 펄스 류 형을 사용하 다. Fig. 1에 

류 형의 모식도  용 이행 상을 나타내었다. 

AC 펄스는 직류 정극성(direct current electrode 

negative, DCEN)과 직류 역극성(direct current 

electrode positive, DCEP)이 주기 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용 법이다. 직류 정극성 구간에서는 돌출된 

와이어를 용융시키며, 직류 역극성 구간에서는 용융된 

와이어를 모재로 이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직류 정극성

과 직류 역극성 구간을 조 하여 순간 으로 와이어의 

용융량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식(1)과 같이 직류 정극

성과 직류 역극성 구간의 총 면  비 직류 정극성 면

이 차지하는 구간의 양을 electrode negative ratio 

(EN ratio, %)라 정의한다. AC 펄스는 모재의 입열

량을 일 수 있어 두께가 얇은 박 이나 모재 사이에 

간극(gap)이 존재할 때 다른 공정에 비해 비교  낮

은 류에서 높은 용착량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21).

  다양한 용 부 형상을 획득하기 하여 Fig. 2와 같

이 lap-fillet joint의 용  실험을 비하여 용  실험

을 수행하 다. 용  조건으로는 냉  (cold weld)이 

발생하는 지 부터 용락(Burn through)이 발생하는 

지  까지 와어어 송  속도(Wire feed rate)를 

1.0 m/min 증가시켜 용 을 수행하 으며, 용  압

은 용  원에서 제안하는 압을 용하 다. EN 

ratio는 0 - 40 %로 20 %씩 증가하여 3수 으로 하

다. EN ratio가 0 %인 경우, 류 제어 형에서 

EN 구간이 없는 DC 펄스 용 이 이루어진다. 그 외 

용  속도는 80 cm/min, contact tip to workpiece 

distance(CTWD)는 15 mm, 진행각은 진각 15˚, 

Filler wire
Chemical composition (wt.%)

Si Cu Mn Zn Cr Zn Ti Al
AWS A5.10

ER5356 0.10 0.03 0.08 4.80 0.08 0.01 0.07 Bal.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filler wire 

No. Upper plate Lower plate

1 Al5083-O, 1.5 mm Al5083-O, 1.5 mm

2 Al5083-O, 1.5 mm Al5083-O 2.0 mm

3 Al5083-O, 1.5 mm Al6061-T5, 1.3 mm

4 Al5083-O, 1.5 mm Al6061-T5, 1.5 mm

Droplet

Wire melting

① ② ③ ④ ⑤⑥ ⑦ ⑧

① ② ③ ④

2.0 mm 2.0 mm 2.0 mm 2.0 mm

⑤ ⑥ ⑦ ⑧

2.0 mm 2.0 mm 2.0 mm 2.0 mm

Time [s]

Cu
rre

nt
 [A

]

DCEP

DCEN

Fig. 1 Schematic AC pulse current waveform and 
droplet transfer phenomenon 

Table 3 Welding material combination

25 

Unit: mm

150 

Welding direction 

45˚

Push 15˚

Upper plate

Lower plate

Fig. 2 Schematic design of welding join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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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스는 100 % 아르곤의 유량 15 L/min로 고정

하 다.

   
 (1)

2.3 용 부 인장 단 강도 측 방법

  소재 조합에 따른 와이어 송  속도  EN ratio를 

변화시켜 정 구간을 확보하 으며, 총 120개의 데이

터를 통해 용 부의 인장 단 강도를 측하 다.

  2.3.1 입력층 데이터 확보를 한 용 부 형상 정보 

추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입력 노드를 확보하기 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Fig. 3와 같

은 치에서 용  단면을 채취한 후 괴 검사를 통해 

용 부 단면 분석을 수행하 다. 용 부 인장 단 시

험을 통해 용 부의 강도를 측정하면 동일한 치에서 

용  단면 형상 정보를 취득하기는 불가능하여 인장 

단 시험편과 가장 가까운 치에서 용 부 단면을 채취

하 다. 채취한 용 부 단면에 SiC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하 고, alumina - suspension을 사용하여 미세 

연마하 다. 그 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97 %을 사용

하여 완  포화까지 용해한 후 2 분간 용 부 단면을 

에칭하 다. 에칭이 완료된 시편을 학 미경으로 

찰한 후 용 부 단면 형상 정보를 획득하 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용 이 완료된 시편에서 Table 4와 같은 

사양을 가지는 이  비  센서를 활용하여 용 부 비

드 형상을 측정하 으며(Fig. 4(a)), 2개의 특징

(Fig. 4(b))을 통해 용 부 내부 형상 정보를 도출하

여 입력 노드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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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nfiguration of test specimen

Value

Resolution 0.02 mm (Total 2851)

Gage distance 160 mm

Measurement interval 4 mm (Total 150 mm)

Measuring speed 100 profile/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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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 appearance of weld bead scanning and 
(b) feature points of lap-fillet weld

Table 4 Laser vision sensor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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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출력층 데이터 확보를 한 용 부 인장 단 

시험

  출력 노드를 확보하기 하여 용 부 인장 시험을 수

행하 다. 시편의 채취 치와 인장 단 시험편의 모

식도는 Fig. 3에 나타내었다. ASTM E-8M 규격에 

의거하여 용 부 인장 단 시험편 3개를 가공하 다. 

가공된 인장 단 시험편에서 회  모멘트를 최소화 하

기 하여 시편의 크기와 동일한 심을 덧 었고, 인장 

속도 5.0 mm/min로 인장 시험을 실시하 다.

  2.3.3 용 부 인장 단 강도 측 모델 개발 방법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측하기 하여 인공 신경

망 모델(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을 활용하

다. 신경망 모델의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

(output layer) 사이에 2개 이상의 은닉층(hidden layer)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각의 층은 이 의 층과 가 치

로 이어지고 뉴런이 활성화되어 결과값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측하는 데 

입력층의 노드를 소재의 정보  두께를 공통으로 구성

하고, 두 가지의 방법으로 획득한 용 부 형상 정보를 

입력 노드로 활용하 다. 용 부 단면 형상을 통해 측

정한 용 부의 형상 정보와 이  비  센서를 통해 

획득한 용 부 정보를 용하 다. 두 가지 형태의 입

력 노드에 한 용 부 인장 단 강도 측 결과를 비

교하 다.

  신경망 모델의 입력 노드를 구성하고, 은닉층을 3 

개, 각 층의 노드 개수를 100 개로 설정하 으며, 출

력층의 노드는 용 부 인장 단 강도로 설정하 다. 

총 120 개의 데이터에서 60 %(72 개)를 학습 데이터

로 사용하 고, 검증 데이터 20 %(24 개), 측 데이

터를 20 %(24 개)로 구성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와이어 송  속도  EN ratio의 변화에 
따른 용 특성 평가

  Fig. 6은 상  Al5083-O 1.5 mm와 하  A15083- 

O 1.5 mm에서 와이어 송  속도  EN ratio 변화

에 따른 용 부 단면 형상이다. 와이어 송  속도가 증

가할수록 모재의 가해지는 열이 증가하여 완만한 상

을 보 으며, 각장과 용입 깊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동일 와이어 송  속도에서 EN ratio가 증가할

수록 용입 깊이가 감소하며 솟는 상의 용 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냉  는 용락이 발생하지 않는 송  

속도 범 의 경우 EN ratio가 0 % 일 때는 3.0 - 

6.0 m/min 수 이었지만, EN ratio가 40 %로 증가

하 을 경우 4.0 - 8.0 m/min까지 그 범 가 확장되

었다. 용  입열량이 증가로 용락(burn through)이 

발생한다. 동일 와이어 송  속도에서 EN ratio가 증

가할수록 용  류  압은 감소하 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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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del structure for predicting tensile-shea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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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입열량도 감소한다.

  Fig. 7은 인공 신경망 모델의 출력 노드로 활용하기 

한 용 부 인장 단 강도의 결과이다. 4가지의 용  

소재 조합에서 와이어 송  속도(용  류, 압)  

EN ratio에 따른 용 부 인장 단 강도와 비교하

다. 와이어 송  속도가 증가할수록 용 부 인장 단 

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일정 수  이상의 

와이어 송  속도에서 용 부 인장 단 강도는 수렴하

다.(Fig. 7(a)) 알루미늄 아크 용 부에서는 입열량

이 증가할수록 용 부의 결정립이 조 화되어 용 부 

강도를 하시킨다6). 본 연구에서는 동일 와이어 송  

속도에서 EN ratio가 증가할수록 입열량은 감소하지

만 용 부 인장 단 강도의 향상은 미비하 다.(Fig. 

7(b)) 이러한 이유로 lap-fillet joint의 용 부에서는 

입열량으로 인한 결정립의 크기보다 용 부 형상이 용

부 인장 단 강도에 더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Fig. 8은 용 부 형상과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비교 분석하 다. 용 부 형상에서 각장, 목두께, 용입

은 용 부 인장 단 강도에 향을 미친다22-24). 각장

(Fig. 8(a))과 목두께(Fig. 8(b))의 경우, 크기가 증

가할수록 용 부 인장 단 강도는 증가하 으며 일정 

수  이상의 크기에서 용 부 인장 단 강도는 수렴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장의 결정 계수(R2)는 

0.76 수 이었으며, 목두께의 결정 계수(R2)는 0.65 

수 이었다. 용입이 발생하여 하 을 통하여 이면 비

드가 발생하는 경우의 용  조건들이 존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용입 깊이와 이면 비드 높이를 합쳐 통 

깊이(depth)라 정의하 다. Fig. 8(c)는 통 깊이와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비교하 으며, 통 깊이와 용

부 인장 단 강도의 상 성은 없는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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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ross-section images of GMA welds depending on wire feed rate and EN ratio (Upper plate: Al5083 1.5 mm, 
Lower plate: Al5083 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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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 부 형상 정보를 이용한 용 부 인장 
단 강도 측

  본 연구에서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측하기 하

여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 다. 첫 번째로는 괴 검사

인 단면 검사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측하 으며, 두 번째로는 이  

비  센서를 활용하여 용 부 형상 정보를 취득하고 취

득된 데이터를 통해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측하

다.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측하기 하여 인공 신

경망 모델을 활용하 다.

  3.2.1 용 부 단면 분석을 통한 용 부 인장 단 

강도 측

   용 부 단면 정보를 이용하여 용 부 인장 단 강

도를 측하기 하여 인공 신경망 모델을 개발하기 

하여 입력 노드의 구성이 필요하다. 입력으로 상·하

의 소재의 종류  두께, 용 부 단면 형상 인자를 사

용하 다. 용 부 단면 형상 인자는 Fig. 9와 Table 

5에서와 같이 용 부 길이 6 개, 각도 3 개, 면  3 개

의 형상 정보로 구성하 다. 그리고 출력 노드로는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사용하 으며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를 선형으로 설정하 다. 인공 신경망 모델의 학습

을 해 용 부 단면 분석과 인장 시험을 통해 총 120 

개의 데이터셋을 확보하 다. ANN의 입력 노드 16 

개 (상, 하  소재 종류 2 개, 두께 2 개, 용 부 형상 

정보 12 개)이며, 은닉층을 3 개, 각 층의 노드 개수

를 100 개로 설정하 으며 최종 출력층은 용 부 인장 

단 강도 값이 1 개로 나오도록 설정하 다. 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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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figuration of input date through 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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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단 강도 측을 해 학습 데이터를 60 %, 검

증 데이터를 20 %, 측 데이터를 20 %로 분할하여 

용하 다.

  용 부 단면 분석을 통해 인장 단 강도를 측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실제 용 부 인장 단 

강도와 측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비교한 결과, 오

차 평균 9.27 %이었고, 결정계수(R2)은 0.90이었다. 

손실함수는 Fig. 11와 같았으며, 학습 횟수는 약 300 

- 400일 때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이  비  센서를 활용한 용 부 인장 단 

강도 측

  선행 실험으로 이  비  센서의 내부 용 부 형상

을 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비드 외  

로 일과 용 부 내부 형상을 비교하 다. 용 부 단면 

분석을 수행한 부 에서 이  비  센서를 통해 스캔

하여 Fig. 12(a)와 같이 비드 외  로 일을 획득하

다. 용 부 외  정보 로 일을 통해 Fig. 12(b)

에서 제시한 용 부 길이를 측정하 고, θ1, θ2의 용

부 각도(Fig.9(b))와 A1의 용 부 면 (Fig.9(c))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이  비  센서를 통해 획득한 용 부 내부 형상 

정보와 단면 분석을 통해 측정한 용 부 크기를 비교하

여 Table 6에 오차율을 나타내었다. 용 부 길이는 

2.1 % 이하의 측정 오차율을 보 지만, 각도  면 에 

한 이  비 의 측정 오차율이 길이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와 같이 오버랩(overlap) 결

함이 발생한 용 부의 경우 이  비  센서로 정확한 

각도  면 을 측정하기 어려워 큰 오차율을 보인 것

으로 단된다.

  이  비  센서를 활용하여 실제 인장 단 시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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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easured weld sizes through laser vision sensor 
(a) weld bead profiles, weld shape (b)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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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 부 형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을 있다. 이

 비  센서를 활용하여 인장 단 시험편의 앙부를 

스캔하 고, 이를 통해 비드 형상 로 일을 도출하

다. 도출된 비드 로 일을 활용하여 용 부 내부 형

상 크기를 Fig. 12의 방법으로 측정하 으며, 노드 

No.1 - No. 4까지는 Table 5와 동일하게 구성하 으

며, No. 5 - No. 8 은 길이 4개, No. 9 - No. 10은 

각도 2개, No. 11은 면  1개로 용 부 인장 단 강

도를 측하기 한 입력 노드로 사용하 다. 그 외의 

은닉층, 각 측의 노드 개수 등은 단면 분석을 활용하여 

용 부 단 인장 강도를 측한 방법과 동일하게 구성

하 다. 이  비  센서를 통한 용 부 인장 단 강

도의 측한 결과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실제 인장 

단 강도 값과 측을 통한 인장 단 강도 값을 비교

한 결과 오차 평균은 6.44%이었고 결정계수(R2)는 

0.93 이었다. 손실함수는 Fig. 15와 같았으며 학습 횟

수가 약 200 - 300 일 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요   약

  본 연구에서는 AC 펄스를 용한 Al 5000, Al6000 

계열 합 의 GMAW lap-fillet joint의 용 부에 하

여 인공 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여 인장 단 강도를 

측하 다.

  1) 4 가지의 용  조합에서 다양한 용 부 형상을 

획득하기 하여 와이어 송  속도  EN ratio를 변

경하여 정 용  구간을 확보하 다. Lap-fillet joint

의 용 부에서는 각장, 목두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용

부 인장 단 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용

입 깊이와는 무 하 다. EN ratio가 증가할수록 모재

로의 입열량이 어져 넓은 용  구간을 확보하 지만, 

EN ratio와 용 부 인장 단 강도의 계는 직

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2) 용 부 크기  형상 정보를 얻기 해서 괴 

검사인 용 부 단면 분석을 진행하 고, 단면 형상 정

보  용 부 길이 6 개, 각도 3 개, 면  3 개 데이

터를 통해 인공 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여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측하 다. 측결과 오차평균은 9.27 

%이고 R2는 0.90이었다. 

  3) 이  비  센서를 활용하여 용 부 비드 로 

일 정보를 통해 용 부 크기를 측정하 다. 이  

비  센서를 통해 얻은 용 부 크기와 실제 단면 분석

Average error rate (%)

L1 2.1

L2 1.6

L3 2.1

L4 1.9

θ1 8.6

θ2 7.8

A1 6.1

Fig. 13  Bead profile in weld overlap defect

Table 6 Comparison of weld shape size (laser vision sen-
sor vs. 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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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얻은 용 부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오차율은 

10%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비  센서를 

활용해 얻은 용 부 단면 형상 정보  용 부 길이 4 

개, 각도 2 개, 면  1 개의 데이터로 용 부 인장 단

강도를 측한 결과 오차평균은 6.44%이고 R2는 

0.93이었다.

  알루미늄 합  GMAW lap-fillet 조인트의 용 부

에서 단면 분석과 직 인 방법을 통해 용 부 기계  

특성을 측할 수 있으며, 이  비 과 같은 센서를 

활용하여 비드 로 일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면 직

인 괴 검사과 아닌 간 인 방법으로도 용 부 기

계  특성을 측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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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경량화 요구에 따라 자동차의 샤시 부품과 차

체 부품, 배터리 이스, 의장 부품 등에 알루미늄 합

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알루미늄 소

재의 기계  특성  가공성이 우수한 5000, 6000, 

7000 계열 알루미늄 합 이 용되고 있으며1-3), 자동

차 부품의 일부는 gas metal arc welding (GMAW)

을 통하여 제작되고 있다. 5000, 6000, 7000 계열 알

루미늄 합 에서 GMAW와 gas tungsten arc weld-

ing (GTAW)와 같은 아크용 의 특성  용 결함에 

  

다구찌 기법을 이용한 알루미늄 GMAW에서 갭 대응을 위한

용접 공정 조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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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ap is generated in the weld joint due to dimensional error of welded parts and thermal deformation in aluminum 
alloy’s gas metal arc welding (GMAW) process of aluminum alloy. The optimum welding conditions corresponding 
to different gaps in the weld joint are required in the field. In this study, the welding conditions were optimized using 
Taguchi’s design of experiment method in response to gaps. Al5083-O with a thickness of 4.0 mm was used as the 
base material, and GMAW was performed on the T-fillet joints. An alternating current (AC) pulse was used for the 
welding process, and the welding experiment was performed for different gap sizes. Three levels of wire feed rate 
(WFR), electrode negative ratio (EN ratio), and teaching point (T.P) were selected as welding parameters, and 3 gap 
sizes (0, 0.5, and 1.0 mm) were selected as noise factors. Other welding conditions were fixed at a welding speed of 
40 cm/min, a work angle of 40 degrees, a push of 10 degrees, the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CTWD) of 15 mm, 
and a shielding gas of 100 % Ar. The weld sizes such leg length, penetration depth, and throat thickness were meas-
ured using the cross-section. The maximum weld size that satisfies the minimum heat input was selected as the tar-
get value. Based on signal-to-noise ratio analysis, WFR, EN ratio, and T.P were selected as optimal levels of 11 
m/min, 20 %, and 0 mm, respectively.

Key Words: Aluminum alloy, GMAW, T-fillet joint, Taguchi method, Gap, Welding parameters, Weld quality,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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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4-11), CMT 등과 같은 새로

운 GMAW 공정을 알루미늄 합 에 용하여 용  공

정 개선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12-16). 그리고 알루

미늄 합 의 성분을 변화시켜 용 부의 기계  특성 향

상 연구17,18) 등 알루미늄을 부품에 용하기 한 많

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GMAW 공정은 다른 용 에 비해 다양한 용  변수

들이 존재하며 실험을 통해 용  공정을 최 화하기에

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용  공정변수 최 화 방법으로 실험

계획법  다구  기법(Taguchi method)이 사용되고 

있다. 다구  기법을 활용한 아크용  조건 최 화 연

구들이 다음과 같이 선행되었다. Juang 등은 stain-

less steel의 GTAW를 용한 맞 기 용 부에서 최

의 용 부 형상을 확보하기 하여 arc gap과 보호

가스 유량, 용  류, 용  속도를 최 화하 다19). 

Deshpande 등은 일반강의 GMAW를 용한 T-fillet 

joint에서 용  류와 압, 와이어 송  속도의 변화

에 따라 최 의 용입 깊이를 선정하 다20). Achebo 

등은 일반강의 GMAW에서 최  용 부 인장 강도를 도

출할 수 있는 용 류와 용 압, 용  시간, 용  속

도를 최 화하 다21). Casarini 등은 일반강의 GMAW

에서 용 압과 용  속도, 용  토치 각도를 변화시

켜 용 부 형상  최  인장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최 의 용  조건을 도출하 다22). Kim 등은 stain-

less steel의 GMAW에서 비드 폭과 비드 높이, 용입 

깊이, 비드 크기와 같은 용 부 형상에 해서 와이어 

직경과 용  류, 용  압, 용  속도를 최 화하

다23). 용 공정 인자를 최 화하기 하여 사용된 다구

 기법의 가장 큰 장 은 외란에 한 공정 최 화가 

가능하다는 이다24). 하지만, 선행 연구의 경우 공정

변수 최 화에 있어 외란을 정의하지 않고 공정변수 최

화를 수행하 다는 한계가 있다.

  산업 장에 GMAW 공정을 용하기 해서는 다양

한 외란에 응할 수 있는 강건한 용  공정 설계가 필

요하다. 특히, 자동차 부품은 다수의 라켓이 GMAW

로 조립되며 각 부품의 조립 공차  용 에 의한 알루

미늄 소재의 열 변형으로 조인트에 갭이 발생하게 된

다. 조인트의 갭 발생으로 GMAW의 동일 용  조건으

로 용 을 수행하는 경우, 용 부 품질 불량이 발생하

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조인트에 갭이 발생하는 경

우에서도 최 의 용  품질을 도출할 수 있는 용  조

건의 최 화가 필요하다. 자동차 알루미늄 부품을 아크 

용 으로 제조하는 부품 업체에서는 용  변형에 의한 

부품 치수, 용 부 기공 그리고 용 부 형상 등을 용  

품질로 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  품질 인자  용 부 형상에 

해서 GMAW 공정 조건을 최 화하 으며, 다구  기

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인트의 갭에 응하 다. 자동

차 부품에 용되고 있는 5000 계열 알루미늄 합  소

재인 두께 4.0 mm의 Al5083-O 재를 사용하 고, 

T-fillet joint에서 외란 인자인 갭을 0, 0.5, 1.0 mm

으로 선정하 다. 용  류 형은 AC pulse를 사용

하 으며, 제어 인자를 와이어 송  속도와 류 극성 

비율, 와이어 겨냥 치로 선정하 다. 선정된 3 요인

에 하여 3 수 의 범 를 선정하 고 선정된 3 요인 

3 수 의 직교 배열 실험 설계를 통해 총 9 수 의 실

험 조건이 선정되었다. 각 실험 조건에 해 잡음 인자 

3 수 의 실험을 통해 최종 으로 27회 실험을 진행하

고, 선정된 실험 조건을 통해 목표 값인 최소의 입열

에서 최 의 용 부 형상 크기를 가지는 최 의 용  조

건을 신호  잡음비(S/N ratio)를 통해 도출하 다.

2. 공정변수 최 화를 한 다구  기법

  다구  기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최  공정변수는 환

경 요인 는 사용자 조건과 같은 잡음 인자에 한 효

과를 최소화할 수 있고, 직교배열 실험 설계를 통해 각 

공정변수의 향을 효과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조합실시법(Full factorial design)과 같은 실

험 계획법의 경우 공정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 횟수

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

제 을 해결하기 하여 다구  기법에서는 일부의 실

험만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직교배열을 

사용하여 목표 값을 획득할 수 있다. 획득된 목표 값은 

목 에 따라 망소특성(smaller-is-better) 는 망목

특성(nominal-is-best), 망 특성(lager-is-better) 분

석 방법을 활용하여 목표 값의 S/N ratio를 도출할 수 

있다. 분석 방법의 종류와 상 없이 더 큰 S/N ratio

의 값을 가지면 더 좋은 상태의 제품임을 의미하며25), 

각 공정변수의 최  수 은 가장 큰 S/N ratio 값을 

가지게 된다.

3. 실험 방법  차

3.1 용  소재  와이어

  본 연구에 사용한 용  시편은 150 mm × 75 mm 

크기로 자른 두께 4.0 mm의 Al 5083-O 재를 사

용하 고, 용   시편 표면을 러시로 세척한 후 용

 실험을 수행하 다. Al5083-O 합 의 화학  조성

과 기계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용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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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경 1.2 mm의 AWS A5.10 ER5356을 사용하

고, 화학  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3.2 공정변수  용  조건

  GMA 용 에서 와이어 송  속도, 용  속도 등의 

공정변수는 용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잡음 인자인 조인트 갭에 응하여 건

한 용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최 의 용  공정변수

를 도출하 다.

  용 부 이음 형상은 자동차 산업 장에서 많이 용

되는 T-fillet Joint로 선정하 고, Fig. 1(a)와 같이 

조인트 갭의 크기를 0, 0.5, 1.0 mm로 변화하 다. 

용  원은 Welbee W350, 용  류 형태는 AC 

pulse를 사용하 다. 용  공정변수는 와이어 송  속

도(wire feed rate, WFR)와 류 극성 비율(EN ratio), 

와이어 겨냥 치(teaching point, T.P)로 선정하

으며, 와이어 겨냥 치는 Fig. 1(b)에 나타내었다. 

공정변수는 Table 3과 같은 범 에서 3 수 으로 선정

하 고, 선정된 3 요인 3 수  공정변수의 직교배열 실

험 설계 결과 총 9 수 의 실험 조건으로 Table 4에 

나타내었다. 그 외, 용  속도는 40 cm/min, CTWD 

(contact tip to work distance)는 15 mm, 작업 각 

40°, 진행 각은 진 10°, 보호 가스는 100% 아르곤 

가스를 15 L/min으로 고정하 다. 용  조건을 요약

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Fig. 2와 같이 용  

Chemical composition (wt.%)

Al5083-O

Si Fe Cu Mn Mg Cr Zn Ti Al

0.40 0.40 0.10 0.40-1.0 4.57 0.05-0.25 0.25 0.15 Bal.

Mechanical properties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151 305 23.7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filler wire (wt.%)

AWS A5.10
ER5356

Si Fe Cu Mn Mg Cr Zn Ti Al

0.10 0.17 0.03 0.08 4.80 0.08 0.01 0.07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a) Gap size of joint        (b) Teaching point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joint gap sizes and welding experiments

Table 3 Process parameters and their levels

Process parameter
Parameter Symbol Unit Level 1 Level 2 Level 3

WFR A m/min 10.0 10.5 11.0
EN ratio B % 0 20 30

T.P C mm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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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하 다.

3.3 용 부 형상 분석

  목표 값을 도출하기 하여 용 부의 형상 크기를 다

음과 같이 측정하 다. 150 mm 길이로 용 이 수행

된 시편의 비드가 시작되는 치와 끝나는 치, 그리

고 두 치의 간 치에서 세 개의 단면 시편을 채취

하 다. 단면 시편의 단면을 사포로 연마한 후, 증류

수 100 ml에 수산화나트륨(NHO) 20 g을 첨가한 수

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하여 에칭하 다. 그리고 

학 미경을 통해 용 부 단면을 확인하 고, AWS 

D1.226) 규격에 따라 Fig. 3과 같이 상  용입(P1)과 

하  용입(P2), 각장(L), 목두께(T)의 용 부 형상의 

크기를 측정하여 목표 값의 인자로 선정하 다.

3.4 목표 값 정의  용 조건 최 화 방법

  완성차에서는 용 부품의 품질을 단하기 하여 용

부 형상 크기의 최소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용 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용 부의 기계  특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7). 와이어 송  속도 증가와 용  속도 

감소로 용 부의 크기를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용  입

열량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알루미늄의 아크 용 부

에서 입열량의 증가는 용 부의 결정립이 조 화되어 

용 부의 강도를 감소시킨다17,18). 즉, 알루미늄 GMA 

용 부에서 작은 입열량 비 용 부의 크기를 최 한 

증가시킬 수 있는 용 조건의 선정이 필요하며, 식 1과 

같이 용 부 형상 인자들의 크기와 입열량의 계로 목

표 값을 정의하 다.

   

∑
 (1)

  Yjk는 j번째 실험에서 잡음인자 k번 수 의 목표 값

이고 Qj는 j번째 실험에서의 입열량 값이다. 는 j번

째 실험에서 잡음인자 k번 수 의 i번째 용 부 형상 

인자의 정규화된 크기를 의미한다. 용 부 형상 인자는 

Fig. 3에서 측정한 상  용입(P1)과 하  용입(P2), 

각장(L), 목두께(T)의 크기이다. 그리고 각 용 부 형

상 인자 크기의 정규화는 식 2와 같이 Min-Max 

Scaling을 이용하 다.

  max min

  min
 (2)

  는 j번째 실험에서 잡음인자 k번 수 의 i번째 용

부 형상 인자의 크기이고 와 는 i번째 용 부 형상 

인자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의미한다.

Experiment
number

Process parameter

A B C

1 1 1 1

2 1 2 2

3 1 3 3

4 2 1 2

5 2 2 3

6 2 3 1

7 3 1 3

8 3 2 1

9 3 3 2

Table 5  GMAW conditions

Power source Welbee W350

Current type AC Pulse

Joint shape T-fillet

Welding speed 40 cm/min

CTWD 15 mm

Work angle 40°

Travel angle Push 10°

Shielding gas (Flow rate) 100% Ar (15 L/min)

4 mm Welding direction

75 mm

4 mm

75 mm 150 mm

Fig. 2  The schematic of welding experiments

Table 4 Experiment layout using an orthogonal array

P: Penetration depth (mm)
L:  Leg length (mm)
T: Throat (mm)

Fig. 3 The weld size method of 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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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4.1 공정변수별 용 부 형상

  Fig. 4는 선정된 공정변수들과 용 부 형상의 계

를 확인하기 하여 선행 실험을 수행한 후 단면 분석

을 진행한 결과이다. WFR와 EN ratio, T.P의 3가지 

공정변수  2개의 공정변수를 고정한 후, 1개의 공정

변수를 변화시켜 용 부의 단면 형상 변화를 분석하

다. Fig. 4 (a)는 EN ratio 20%, T.P 0 mm로 고

정한 후 WFR의 변화에 따른 용 부 형상을 보여 다. 

WFR가 10.0 m/min에서 11.0 m/min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열량은 0.37 kJ/mm에서 0.42 kJ/mm로 증

가하 으며, 상  용입(P1)의 경우 약 0.33 mm, 하

 용입(P2)의 경우 약 0.94 mm, 각장(L)의 경우 

1.05 mm, 목두께(T)의 경우 0.77 mm 증가해 용

부 형상 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b)는 WFR 10 m/min, T.P 0 mm로 고정한 후, 

EN ratio의 변화에 따른 용 부 형상을 보여 다. 

EN ratio가 0%에서 30%로 증가함에 따라 상  용입

(P1)의 경우 약 3.48 mm, 하  용입(P2)의 경우 약 

1.79 mm, 각장(L)의 경우 2.78 mm, 목두께(T)의 

경우 1.97 mm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EN ratio가 0%에서 30%로 증가할수록 입열량도 

0.56 kJ/mm에서 0.34 kJ/mm로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EN ratio가 감소할수록 DCEP 

(direct current electrode positive) 구간의 duty 

ratio가 증가해 시험편에 가해지는 입열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단된다28). 마지막으로, Fig. 4 (c)는 WFR 

10 m/min, EN ratio 20%로 고정한 후, T.P의 변

화에 따른 용 부 형상을 보여 다. T.P가 0 mm에서 

2 mm로 증가함에 따라 입열량의 변화는 없었지만, 용

부 형상 변화는 있었다. T.P가 상 에서 2 mm 멀

어졌기 때문에 상  용입(P1)의 경우 약 0.84 mm 감

소하 다. 하지만 반 로 하  용입(P2)의 경우 약 

0.89 mm 증가했기 때문에 체 용 부 형상의 크기

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P의 변화는 입

열량과 용 부 형상의 체 크기의 변화에는 향을 끼

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최  수  선정

  직교배열 실험 설계를 통하여 9 수 의 실험 조건을 

선정하 으며, 선정된 9 수 의 실험 조건에 하여 각 

조건 별 잡음 인자 3 수 으로 총 27회의 용  실험을 

수행하 다. 총 27개의 용  시편에서 용 부 형상 크

기  용  입열량이 포함된 목표 값을 Table 6에 나

타내었다. 목표 값이 클수록 입열량 비 용 부의 크

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의 용  입열량은 

0.36 - 0.62 kJ/mm로 측정되었으며, 용 부 형상 

크기  상  용입(P1)은 0.43 - 4.44 mm, 하  용

입(P2)은 0.16 - 5.45 mm, 각장(L)은 3.86 - 

7.12 mm, 목두께(T)는 2.73 - 5.03 mm로 측정되

   2 mm 2 mm

(a) Weld shape according to WFR: 10.0 and 11.0 m/min
(Fixed: EN ratio 20%, T.P 0 mm)

2 mm 2 mm    

(b) Weld shape according to EN ratio: 0 and 30%
(Fixed: WFR: 10 m/min, T.P: 0 mm)

 2 mm 2 mm

(c) Weld shape according to T.P: 0 and 2 mm
(Fixed: WFR: 10 m/min, EN ratio: 20%)

Fig. 4 Weld shape according to process parameters

Experiment
number

Target value ()

Noise factor (Gap, k)
0 mm 0.5 mm 1.0 mm

1 5.77 5.71 5.45
2 3.79 4.80 5.45
3 1.93 3.23 2.90
4 5.43 5.48 5.30
5 5.76 6.08 6.13
6 3.08 2.03 2.55
7 5.01 5.15 5.22
8 5.06 6.91 6.82
9 2.64 3.28 3.92

Table 6 Experiment results for the targ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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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목표 값 계산 결과 6번 조건(WFR 10.5 m/min, 

EN ratio 30%, T.P 0 mm)에서 갭(Noise factor) 

0.5 mm인 경우, 목표 값이 2.03으로 가장 낮았으며, 

8번 조건(WFR 11 m/min, EN ratio 20%, T.P 0 

mm)의 갭 0.5 mm에서 목표 값이 6.91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목 은 최소 입열량에서 최  용 부 형상 

크기를 만족하는 공정변수 조건을 선정하는 것이다. 따

라서 정의된 목표 값의 S/N ratio 분석 방법  망

특성(larger-is-better)을 사용하 다. 망 특성 S/N 

ratio (dB) 분석 방법은 식 3에 나타내었다.

    log 


    (3)

  식 3을 이용해 계산한 각 실험 조건별 S/N ratio의 

값은 Table 7에 나타내었다. 총 9개의 실험 조건에서 

S/N ratio 분석 결과 7.77 - 15.66 dB이었다. 그  

8번 조건인 WFR 11 m/min, EN ratio 20%, T.P 

0 mm 조건에서 S/N ratio가 15.66 dB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번 조건인 WFR 10.5 m/min, EN ratio 

30%, T.P 0 mm 조건에서 S/N ratio가 7.77 dB로 

가장 낮았다. S/N ratio의 값이 가장 낮은 6번 조건에

서 모든 용 부 형상 크기의 최솟값이 나타났고, S/N 

ratio의 값이 14 dB를 넘는 조건에서 각 용 부 형상 

크기의 최댓값이 나타났다. 따라서 S/N ratio의 값이 

증가할수록 용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S/N ratio의 값이 가장 높았던 WFR 11 m/min, 

EN ratio 20%, T.P 0 mm의 용  조건에서 0 - 

1.0 mm의 조인트 갭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용  공정변수별 S/N ratio의 분석 결과는 Table 8

에 나타내었다. WFR가 증가할수록 민감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입열량의 증가와 동시에 

용 부 형상의 크기 한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단

된다. EN ratio의 경우 수  2 (20%)에서 가장 높은 

민감도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EN ratio가 20%보다 

감소할 경우 용 부 형상의 크기가 증가하지만, DCEP 

구간의 duty ratio 증가로 모재에 가해지는 입열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단되고, EN ratio가 20%보다 

증가할 경우에는 용 부 형상의 크기가 감소하 기 때

문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T.P의 경우 수  1 (0 mm)

에서 가장 큰 민감도가 나타났고 상 에서 멀어질수록 

민감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 공정

변수별 용 부 형상 분석을 통해 확인했듯이 T.P가 바

어도 용 부 형상에 큰 향이 없었기 때문에 수 별 

민감도의 차이가 나머지 요인에 비해 작게 나타난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한 Table 8을 기반으로 한 각 공정

변수별 S/N ratio의 주효과도는 Fig. 5에 나타내었

다. 본 실험의 공정변수  S/N ratio의 최댓값과 최

솟값의 차이가 가장 큰 EN ratio가 WFR와 T.P 보다 

목표 값 형성에 가장 민감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WFR의 민감도가 EN ratio의 민감도 보

다 낮게 확인된 이유는 WFR 범 를 좁게 선정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WFR 범 를 선정할 때 선행 실험

을 통해 선정하 는데, 9.5 m/min에서는 용착 부족 

결함이 발생하 고, 11.5 m/min에서는 이면비드

(Back bead) 결함이 발생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WFR 범 를 10 - 11 m/min으로 선정하 다. 용

 공정변수별 S/N ratio 분석을 통해 S/N ratio의 

값이 가장 큰 수 을 각 공정변수의 최  수 으로 선

정하 고, 그 결과 1차 실험의 8번 조건(WFR 11 

Experiment number S/N ratio (dB)
1 15.02
2 13.11
3 7.92
4 14.65
5 15.54
6 7.77
7 14.19
8 15.66
9 9.98

Table 7  S/N ratio for the target value

Level A B C
1 12.02 14.62 12.74
2 12.65 14.69 12.58
3 13.20 8.56 12.55

max-min 1.18 6.13 0.19

S/
N

 ra
tio

n 
[d

B]

WFR EN ratio T.P
16

14

12

10

8
1 2 3 1 2 3 1 2 3

Level

Mean 

Fig. 5 Main effect plot for signal-to-noise ratio

Table 8 S/N response table for the process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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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n, EN ratio 20%, T.P 0 mm)과 동일한 수

으로 최  조건을 선정하 다.

4.3 검증 실험

  마지막 단계로 S/N ratio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공정

변수별 최  수 의 조건으로 검증 실험을 수행하 다. 

WFR는 11 m/min, EN ratio는 20%, T.P는 0 

mm로 설정하고, 그 외 용  조건은 1차 실험과 동일

하게 진행하 다. Fig. 6에 선정된 최  조건으로 검

증 실험한 시험편의 단면 형상과 동일한 조건인 1차 

실험의 8번 조건 시험편의 단면 형상을 함께 나타내었

다. 검증 실험 결과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갭이 0, 

0.5, 1.0 mm일 때 최소 입열량으로 최  크기의 용

부 형상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리고 1차 실

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4가지 용 부 형상 인자 측정 

 S/N ratio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Table 9에 나타

내었다. 그 결과 동일한 용  조건인 1차 실험의 8번 

조건과 비교해 S/N ratio가 약 0.04 dB 증가하 다.

최소의 입열량으로 최  크기의 용 부 형상을 가지는 

용  조건을 다구  기법을 통하여 최 화하 다. 하지

만, 용 부 형상에서 계면부에 불연속 구간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용 부의 불연속 구

간은 괴 시험 시 노치로 작용할 수 있고 용 부 강도

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단된다. 이러한 상

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아크 열에 의한 용   변형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5.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구  기법을 활용하여 Al5083-O 

4.0 mm의 T-fillet joint에서 0 - 1.0 mm의 갭에 

응할 수 있는 GMA 용  공정 조건을 최 화하 다.

  1) AC pulse의 용  공정  와이어 송  속도와 

류 극성 비율, 조인트에서의 와이어 겨냥 치를 공

정변수로 선정하여 최소 입열량을 만족하면서 용 부 

형상  용입과 각장, 목두께의 크기를 최 화할 수 있

는 값을 목표 값으로 선정하 다.

  2) 목표 값에 한 S/N ratio의 분석 방법은 망

특성을 사용하 고, 그 결과 WFR 11.0 m/min, EN 

ratio 20%, and T.P 0 mm 조건에서 15.66 dB로 

가장 높은 S/N ratio가 계산되었다.

  3) 공정변수의 수 별 S/N ratio 분석 결과, WFR

는 수  3 (11.0 m/min), EN ratio는 수  2 

(20%), T.P는 수  1 (0 mm)에서 가장 높은 S/N 

ratio로 계산되었고, 최  용  조건으로 선정하 다.

  4) 각 공정변수의 수 별 민감도 분석을 진행한 결

과 EN ratio에서 가장 높은 S/N ratio가 나타났고, 

S/N ratio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

Gap First test Confirmation test

0 mm

2 mm 2 mm

0.5 mm

2 mm 2 mm

1.0 mm

2 mm 2 mm

Fig. 6  Cross section of first test and confirmation test

First test Confirmation test
Condition A3 B2 C1 A3 B2 C1

Gap (mm) 0 0.5 1.0 0 0.5 1.0
P1 (mm) 2.61 4.44 4.37 2.60 4.42 4.26
P2 (mm) 1.39 1.42 1.50 1.53 1.54 1.46
L (mm) 6.05 6.55 6.50 6.07 6.57 6.52
T (mm) 4.28 4.63 4.59 4.29 4.65 4.61

Heat input (kJ/ mm) 0.42 0.42
Target value () 5.06 6.91 6.82 5.13 6.95 6.74
S/N ratio (dB) 15.66 15.70

Table 9 Comparison of first test and confirm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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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기 때문에 목표 값 형성에 가장 민감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5) 최  용  조건인 WFR 11.0 m/min, EN ra-

tio 20%, and T.P 0 mm로 검증 실험한 결과 같은 

용  조건인 1차 실험의 8번 조건과 비교해 S/N ra-

tio가 약 0.04 dB 증가하 고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

된 용  환경에서 최 의 용  조건으로 선정하 다.

  자동차 알루미늄 아크 용 부에서는 용 부 형상뿐만 

아니라 용 부 변형, 기공 결함도 요한 리 인자이

다. 향후에는 알루미늄 용 부 변형  기공 결함을 최

소화를 하여 다구  기법을 활용하여 용  조건 최

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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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Recently, most of the automotive manufacturers for 
manufacturing lighter, safer,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more performant and cheaper products have 
been employed light metals to reduce the car body weight. 
Also, the gas emission standards required by many 
countries stimulate the active researches on joining of 
dissimilar material in the automotive industries1,2). The 
application of light metals such as aluminum has been 
expanding since the metals are advantageous in terms 
of weight reduction of a car body. However, the joining 
of a dissimilar metal pair such as aluminum and steel is 
problematic due to their vastly different solidus temper-
ature and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when conven-

tional fusion-based welding technologies hae been at-
tempted3,4). Arc welding, the universally accepted meth-
od of permanently joining all metals might generally be 
considered a mature industry but it is still a growing in-
dustries5). The development of new welding techniques 
for automotive applications has been carried out meet-
ing the new material combinations for auto body parts 
focusing on lighter yet strong and fuel efficient vehicles 
employing light weight alternative materials6).
  The typical technology employed for joining automo-
tive metals is the welding process7). There are numer-
ous researches8-17) in this area. The technologies included 
Resistance Spot Welding(RSW), Resistance Seam Weld- 
ing(RSW), Friction Welding(FW), Laser Beam Welding 
(LBW), Metal Inert Gas(MIG) welding, Tungsten Inert 
Gas(TIG) welding and Plasma Arc Welding(PAW)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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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pplied for the automotive manufacturing. Among 
them, the most commonly used welding method is the 
RSW due to being a cost-effective process easily with 
automation and high productivity9). Much spot-joining 
technologies10-12) such as fusion, solid-state, and me-
chanical joining have been developed to obtain an ac-
ceptable joint of dissimilar metals for car bodies be-
cause of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terial-physical 
properties(e.g. melting points, thermal conductivities, 
electrical resistances). One of the advanced technologies, 
SPR(Self-Piercing Riveting) which is a cold forming 
technique used to fasten together two or more sheets of 
materials with a rivet without the need to pre-drill a 
hole, has increasingly been become popular mainly due 
to the growing use of lightweight materials in trans-
portation applications16,17). However, SPR technology 
for joining of these advanced light materials remains a 
challenge as these materials often lack a good combina-
tion of high strength and ductility to resist the large 
plastic deformation.
  By combining the mechanical(riveting) and thermal 
(welding) joining principles, a new joining technology, 
called REW has recently been developed as a fusion 
joining technology18). The developed technique was re-
ported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joining Al alloys to 
steels. As demonstrated by Meschut et al.19), a hole is 
pre-punched in the Al alloy, and an auxiliary element is 
inserted into the hole, followed by RSW on the riv-
et/steel. Also, the technological performance among a 
REW process should be indicated that REW and FEW 
offered high potential for profile-intensive constructions. 
Qiu et al.20) observed that the peak load of A6061 Al al-
loy/ Q235 steel joints produced by REW was 37% 
higher than that produced by RSW. Ling et al.21) com-
pared the mechanical performance of 2mm 6061 Al al-
loy/1.8mm uncoated 22MnMoB boron steel joints pro-
duced by RSW and REW. Manladan et al.22) reported 
the mechanical performance of REW and RSW bonded 
Mg/steel joints, indicating that the REW bonded joints 
exhibited excellent lap-shear properties with high en-
ergy absorption. Ling et al.23) investigated that the 
REW nugget made from Q235 rivet and DP780 steel 
consisted of large lath martensite. For Al sheet, the evo-
lution of the precipitates resulting from the high heat 
input will deteriorate the hardness, which influences the 
mechanical performance of joints24). The metallurgy 
mechanisms of the nugget formation and the Al sheet 
softening are still not clearly defined25).
  Oh et al.26) employed a newly designed rivet for bond-
ing between the A365 and GACC plates, and observed 
mechanical performance by minimizing the head that 
protrudes from the aluminum plate. It was difficult, 

however, to maintain mechanical properties for the mis-
alignment between the rivet and electrodes with a 6mm 
electrode diameter for the rivet. Manladan et al.27) 
studied Mg alloy/ASSs REW joints in multi-sheet con- 
figurations. It could be revealed that the nugget size at 
the rivet/austenitic stainless-steel interface was lower 
than that at the austenitic stainless steel/austenitic stain-
less and therefore the latter mainly influenced the fail-
ure mode transition. AA6061-T6 Al alloy/HS1300T 
PHS joints with REW process and proposed an ana-
lytical model of critical nugget size to predict the fail-
ure mode were reported by Cetin and Thienel28).
  Despite these obvious advantages, the optimization of 
the REW process is rarely reported in the literature. 
Ling et al.21) observed the joining of a A6061 sheet and 
high-strength boron steel by REW, and found that the 
lap-shear strength of the REW joint could be nearly 
seven times that of the RSW joint. As most of the me-
chanical properties came from the interlock created by 
the steel rivet, the method can also be applied to other 
material combinations that cannot be joined by fusion 
welding. REW and FEW technologies in combination 
with adhesive bonding to produce Al alloys/ultra-high 
strength steel joints with outstanding load-bearing ca-
pacity was investigated by Meschut et al.29). Holtschke 
and Jüttner30) reported that the REW technique could be 
used to join a thermally sensitive sandwich material 
such as a high-strength steel. 
  In recent study, REW process could be applied for sig-
nificant improving the mechanical performance of Al 
alloy to coated and un-coated steels joints31). However, 
it could still be verified the potentials to become a dom-
inant technique for joining difficult-to-join, metallurgically 
incompatible light alloys/steel combinations6). Literature 
survey on joint performance to understand the mecha-
nisms of REW joints has been lacking. Until now, the 
related studies32-34) on REW process have been con-
centrated on compar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joints manufactured by SPR and RSW techniques, but 
those are not well organised and properly linked. In 
fact, it is not easy t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in 
technical mechanical and microstructure performance 
which is essential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ef-
fectiveness of REW process4). 
  The present paper critically reviews and scientifically 
links research works related to theory, optimization and 
welding quality of REW process. The review presented 
in this section is on different techniques proposed and 
investigated by researcher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REW process on different automo-
tive metals resulting in mechanical and microstructure 
joint properties as welding quality. Scrutiny of the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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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hed research work emphasizes the requirement for 
such a review reporting all the available literature and 
the future direction for research. Finally, the present 
survey explores different methodologies and processes 
regarding the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analyses 
for REW process.

2. Advanced REW Techniques

2.1 What is REW process

  The REW process, a further development of the con-
ventional RSW process, can be defined as a novel join-
ing technology to join multi-material-compounds in the 
production lines with the same joining technology as 
with conventional steel parts35). With this joining tech-
nology, there were many problems for the related join-
ing technology of dissimilar materials by a conven-
tional RSW process. In principle, the REW process in-
volves the use of an auxiliary joining element which is 
integrated into the aluminium carrier sheet in different 
ways36). In addition, REW could be understood as a 
thermal-mechanical joining technology which combines 
the advantages of mechanical(form-fit) and thermal 
(metallic bond) joining principles and enables a boundary 
stretch of joining dissimilar material combinations.
  As shown in Fig. 1, the principle of REW process 
combines both thermal and mechanical joining princi-
ples, by creating a metal bond between an auxiliary 
joining element and the bottom plate in combination 
with a force- and form-locking connection of the auxil-
iary joining element with the top plate. In a first step, a 
hole is punched into the top(cover) sheet. Then the aux-
iliary element called weld rivet is inserted or positioned 
in the hole. One electrode is lowered onto the rivet and 
the other is positioned onto the bottom sheet. Pressure 

(F) and electric current(I) are applied simultaneously. 
The heat generated by the electrical resistance creates a 
weld nugget in the contact zone between the weld rivet 
and the base sheet, and forms the connection. In the fi-
nal phase, an increase of the electrode force leads to a 
deformation of the weld rivet in the axial direction and 
therefore to a tight force connection(surface pressure) 
between the rivet head and the cover sheet. A frictional 
connection is obtained at the contact between the rivet 
shaft and the cover sheet as well as between the rivet 
head and the cover sheet(surface pressure). The in-
dividual process stages can be controlled by a variation 
of the welding parameters(weld time, electric current 
and force) generally employed in the state-of-the-art mid- 
frequency and servo-controlled spot welding equip-
ment37).
  Li et al.38) reported the advanced version of two-step 
REW, called Self-Penetrating Resistance Element 
Welding(SPREW) which can be divided into three sub-
process steps to overcome the metallurgical incompati- 
bility of dissimilar material compounds. The welding 
process and its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resulting dissimilar joint were de-
scribed17). Also, It could be illustrated that the welding 
nugget between the welding rivet and the steel sheets 
enabled sufficient joint strengths since failure always 
occurred in the aluminium. 
  Jesweit et al.39) developed the new heating element for 
resistance welding of TPC with a PEI-based conductive 
nano-composite. Observations of the fracture surfaces 
revealed a cohesive failure mode within the nano-com-
posite HE and non-uniform heating over the weld area. 
It could be shown that PEI/MWCNT HE present an al-
ternative to electric current HE, although more work is 
needed to improve the temperature homogeneity over 
the weld area. The REW technology was also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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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les of REW proces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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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periment to verify the maximum shear strength of 
compounds of different aluminium sheets joined within 
the scope of further development of this joining 
technology. Maximum shear strength of about 4500N 
was achieved with a compound of Al5- Std carrier 
sheet with a thickness of 1.1mm40). 
  The approach of embedding metal inserts in TPC 
(Thermo-Plastic Composite) during compression mould-
ing without fiber damage which based on the concept 
of moulding holes by a pin and simultaneously placing 
the weld insert in the moulded hole was studied by 
Troschitz et al.41). The process is schematically illus-
trated in Fig. 2. At first, a pre-consolidated TPC sheet 
is warmed up above melting temperature of the matrix 
polymer by an infrared heating device. The TPC sheet 
is then transferred into the open compression mould. A 
pin tool is shifted forward, forming a hole by displacing 
the reinforcing fibres and the still molten thermoplastic 
matrix after mould closing immediately. After cooling 
and solidification of the TPC specimen, the pin retainer 
is retracted and the tapered pin is separated. Finally, 
TPC specimen with the integrated weld insert is de- 
moulded. Subsequently, the TPC sheet is transferred in-
to the open compression mould. 

2.2 Optimization of Welding Parameters in REW 
Process

  Most common problem that has faced the manu-
facturer, is to control the welding parameters to obtain a 
good welded joint with minimal detrimental residual 
stresses and distortion as weld quality42). To sole this 
problem, a time-consuming trial and error effort with 
welding parameters chosen by the skill of the engineer 
or machine operator is required. Then welds are exam-
ined to determine whether they meet the specification 
or not. Finally the welding parameters can be chosen to 
produce a welded joint that closely meets the joint 

requirements. Controlling the welding parameters which 
included electric current, force and welding tim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quality of the REW process43). 
In these cases, only a single electric current without any 
up- or down slopes is selected to guarantee a simple 
process control.
  A self-pierce rivets, fastener element for a resistance 
based joining process which are inserted in the non-fer-
rous joint member in a pre-riveting-step were ob-
served44). In this case, the well-known and stable proc-
esses of SPR and RSW were combined. Also, an em-
bossing element was reported45). Both solutions should 
be improved the corrosion resistance by generating a 
media-impermeable barrier. Especially, a sufficient 
strength of the element for the second and third variant 
is crucial for a stable punching/riveting and final weld-
ing process. All variants are welded with typical cop-
per-chrome-zirconium electrode caps46). A weld nugget 
is formed by applying electric current and force as 
welding parameter. A melting of the surrounding alumi-
num alloy and the formation of inter-metallic phases in 
the weld nugget should be avoided by choosing suitable 
welding parameters while the formation and con-
sequences of heat-affected zones in REW should be 
considered. 
  Meinhardt et al.18) studied the significant influence 
factors of the forming process on joint strength of the 
considered REW process on the joint strength and its 
controllability. Shear strength of REW joints with cold 
forged auxiliary joining elements is on a comparably 
high level to the other REW processes, regarding the 
chosen sheet thickness as one of the thinnest in the pre-
ceding comparison. The research also revealed that the 
initial relative position of the carrier sheet and the aux-
iliary joining element is highlighted as the most sig-
nificant factor on joint strength. Baek et al.47) observed 
the robust bonding of Al-high strength steel joint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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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process-embedding of weld insert in TP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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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s by examining the microstructure-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welding conditions of the 
Al-steel joints welded with resistance elements while 
maintaining the RSW process. The test specimens 
bonded with 3.5kA and 4.5kA electric current were not 
sufficiently melted to achieve robust bonding, and gaps 
and micro-cracks at the bonding interface were the 
main causes for inducing the brittle failure of the bond-
ing interfaces. 
  Tomohiro et al.48) studied ERW technology for high 
grade line-pipe by optimizing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rolling conditions of the steel coils used as starting 
material. It is considered that circumferential heat 
transfers from the edge decreases, and as a result, the 
heating width also decreases as the welding speed 
increases. Proper control of the welding parameters 
corresponding to the thickness and speed of the steel 
band in reducing oxide inclusions in the seam are also 
important. The optimal welding conditions for dissim-
ilar joining of electro-galvanized DP780 steel to 6061- 
T6 aluminum alloy compared with traditional RSW 
was reported49). Not only the microstructure of the 
joints varied with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nugget, but also the fatigue fracture modes of the REW 
and RSW joints were dependent on the load levels and 
these joints at high load levels. A REW with hybrid 
materials in combination with high-strength steel mate-
rials by giving a summary of the material properties, 
the boundary conditions and the welding process itself 
as well as the influences of the welding parameter on 
the nugget formation were investigated Schmal and 
Meschut50). It could be concluded from their study that 
only low maximum forces of up to 4 kN are required to 
punch in the weld rivet, but riveting guns for the use of 
existing equipment is sufficient. Mahieu et al.51) ob-
served the macro- and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of 
nugget and Al sheet outside the rivet shank for the 
REW joints of Al alloy/ UHSS to improve the joining 
efficiency. This results the lap shear strength reached 
the peak point at 7-200 when the strength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heat input.
  Recently, a 3D numerical model for high-strength 
Dual-Phase(DP) 600 steel and Q235 steel by consider-
ing contact resistances as functions of temperature and 
surface contacting area was developed52). The electric 
current flow and thus Joule heat generation at the fay-
ing interface between the element and workpiece as the 
welding parameters in REW were observed. In addi-
tion, the copper electrode adjacent to the thinner work-
piece experiences an extremely high temperature(over 
550℃) that would reduce the electrode life. The study 
also confirmed that nugget is only formed at the faying 

interface between the welding element and workpiece 
with a smaller electric current and a shorter welding 
time. Sun et al.53) studied the process window and mi-
crostructure evolution caused by external magnetic 
field and the enhancement of external magnetic field on 
weld nugget enlargment and grain refinement. The 
weld nugget was also compressed by the external mag-
netic field in the vertical direction and decompressed in 
the horizontal direc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i-
ameters of weld nugget increased with increasing elec-
tric current from 9 to 11kA. Günter and Meschut42) re-
ported the welding process and its characteristics for 
REW process. The study also showed that selected 
welding parameters generate sufficient joint strengths, 
and the ultimate shear load of the welded joints is sig-
nificantly dependent on the head design of the embedded 
weld inserts. By analysing the quality and strength of the 
joints, high-quality joints could be achieved with this 
innovative technology.

3. Numerical Analyses

  REW has been studied both experimentally and nu-
mericall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produced welds. 
Experimental studies on welding quality provide val-
uable information about the influence of different weld-
ing parameters on the weld properties54). Despite pro-
viding practical information, experimental studies on 
REW process are very costly. However, numerical 
studies using FEA technologies could be helped re-
ducing costs and providing an effective compliment to 
experimental work. Many researchers55-62) have carried 
out the numerical analyses for REW with considering 
different electrical, thermal and mechanical phenomena 
such as formation of temperature field and welding 
nugget growth. Generally, the REW process involved 
multiple inter-metallic contacts, leading to more complex 
dynamic electric current flow, heat generation, transfer 
and nugget growth. One of the pioneering works on 
REW process was conducted by Manladan et al.22) who 
simulated the thermal contacts with heat generation be-
tween two solids to study the thermal characteristics 
due to interfacial conditions based on the thermal-elec-
trical analogy.
  Troschitz et al.41) studied a two-dimensional, axisym-
metric simulation model to simulate for REW process 
to determine suitable welding parameters of the 
TPC-steel-joints for creating between the isotropic met-
allic weld insert and a steel sheet as shown in Fig. 3. 
The simulated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results of 
corresponding experimentally welded joints with re-
spect to both the geometry(height and diamet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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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 nugget and the shape of the heat-affected zone of 
the heat-affected zone. Furthermore, two surfaces in 
contact with each other which directly affects the elec-
tric current distribution and heat generation during the 
welding process were illustrated the same or similar 
contact stiffness. As the multiple interfacial thermal 
contact behaviors with heat generation of REW are un-
clear yet, it is essential for investigating the underlying 
mechanisms related to the nugget shifting and miti-
gation with REW for dissimilar steels.
  The 2D axis symmetric forming simulation model for 
welding rivet design was developed by Günter and 
Meschut54). The developed model has been employed 
for analysing the its characteristics and the chemical 
composition of dissimilar joint for overcoming the met-
allurgical incompatibility of dissimilar material com-
pounds using a Self-Penetrating Resistance Element 
Welding(SPREW). The simulated results showed that a 
numerically optimized welding rivet geometry might be 
guaranteed sufficient joint strength. Baek et al.56) stud-
ied a 3D Finite Element Method(FEM) modeling for 
mechanical simulation using the commercial finite ele-
ment code ANSYS. It could be found through numer-
ical simulation that the stress and strain distribution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same fatigue load 
according to the geometrical effect of the welding 
interface. This trend was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fracture mode and fatigue 
S-N curve. 
  Eshraghi et al.57) developed a 2D thermal-electrical- 
mechanical-metallurgical finite element model for sim-
ulating the RSW process of two DP600 sheets and 
quantifying the dependence of the weld properties on 
different welding parameters. The Design of Experiments 

(DOE) method was also employed for analyzing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s of the electric current in-
tensity, welding time, sheet thickness, electrode face ra-
dius, and squeeze force over a realistic range of values. 
The simulated results were supplied to verify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s of the welding parameter and 
their significance on weld properties(nugget radius, 
nugget thickness, HAZ radius, and MZ volume). A fi-
nite elements analysis of REW for joining of aluminum 
alloy and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sheets was re-
searched by Chen et al.58). It could be found that the 
thermal contact resistance decreased when the interface 
temperature increases and the interface pressure decreases. 
Not only the developed models were simulated nugget 
forming and stress distribution, but also thermal dis-
tributions were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electric current input and load. The bond strength was 
experimentally compared for various process con-
ditions by simulating the lap-shear test59). 
  A finite element modeling to identify the welding pa-
rameters that lead to the formation of acceptable joints 
and check possibility of a new REW process of produc-
ing invisible lap joints between steel-polymer-steel 
composite laminates was reported by Calado et al.60). 
An electrical-thermal-mechanical coupled REW model 
for high-strength Dual-Phase(DP) steel and Q235 steel 
by considering contact resistances as functions of tem-
perature and surface contacting area was developed by 
Tomohiro et al.48). Also, the REW of 2.0-mm thick 
6061 aluminum alloy and 2.0-mm thick boron steel was 
simulated and compared with the published experiment 
results21) to validate the developed numerical model. As 
illustrated in Fig. 4, the nugget of REW joint is marked 
in the red dotted line, which is apparently formed by 
the welding element and the lower workpiece. It is 
clear from both the experimental and calculated results 
that the nugget are just located beneath the element and 
obviously shift downward with a higher penetration 
rate within the lower workpiece. The developed model 
will also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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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imulation of REW41)

Fig. 4 The comparisons of 6061 aluminum alloy-boron 
steel joint wit REW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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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antages of REW and provide a guidance for 
welding schedule development of the REW of dissim-
ilar steels. Therefore, the calculated results are con-
sistent with the experiment by comparing the calculated 
nugget dimensions and shifting phenomena62). 
  Günter and Meschut54) developed the 2D axis sym-
metric forming simulation models for welding rivet de-
sign as well as 3D welding simulation models for de-
termining the temperature fields and the dynamic re-
sistances during REW process. In this case, only the 
welding process is simulated since hot penetration can-
not be simulated within 3D model due to missing dam-
age criteria in the computational model. It seems that 
three and four interfaces are included in the developed 
model for two-sheet application and in the model for 
three-sheet application respectively as shown in Fig. 5. 
The simulated results showed that the aluminium is 
fully displaced during hot penetration.

4. REW Joint quality Monitoring

4.1 Mechanical Analyses

  As it is unacceptable for vehicle structures directly re-
lated to safety to be mass-produced with defects, auto-
motive industries must find better alternatives that can 
minimize defects. Furthermore, the critical issue is that 
the applicability of welding and bonding between dis-
similar materials, including the investment cost and 
production time, however, needs to be examined by au-
tomobile manufacturers36). Meinhardt et al.18) reported a 
REW process with upset auxiliary joining elements to 
analysis the maximum shear strength for specimen with 
upset steel-elements in aluminum carrier sheets of dif-
ferent thickness. Maximum shear strength of about 
4500N was achieved with a compound of Al5-Std car-
rier sheet with a thickness of 1.1mm and an auxiliary 
joining element made of CR240LA. Ling et al.21) stud-
ied bonding between the A6061 and 22MnMoB plates 
through the REW process and confirmed tensile strength 
approximately seven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con-
ventional RSW process. 
  In3), a short-time(≤20ms) welding process is inves-
tigated, while the shear tensile-properties are analysed18).  
  The join-ability of magnesium to stainless steel and 
the join-ability of aluminium to ultra-high-strength 
steel are reported in21,22), respectively. Oh et al.26) em-
ployed a newly designed rivet for bonding between the 
A365 and SGACC plates, and secured mechanical per-
formance by minimizing the head that protrudes from 
the aluminum plate. It was difficult, however, to main-
tain mechanical properties for the misalignment be-
tween the rivet and electrodes with a 6mm electrode di-

ameter for the rivet. 
  Troschitz et al.41) investigated a innovative technology 
which based on the concept of moulding holes by a pin 
and simultaneously placing the weld insert in the 
moulded hole for embedding metal weld inserts in TPC 
during compression moulding without fibre damage. It 
could be seen that the ultimate shear load of the welded 
joints using weld insert type A is 3.7kN on average 
with a maximum displacement of 13mm to15mm. 
Also, the average ultimate shear load of joints using 
type B weld inserts is significantly lower(3.0 kN) with 
a maximum displacement of approximately 5mm to 
6mm. Baek et al.47) observed the tensile shear load-dis-
placement curves which depend on the welding con-
ditions for REW. It could be revealed the tensile-shear 
peak loads were gradually increased as the electric cur-
rent increases as shown in Fig. 6. In the 3.5kA con-
dition, the peak loads were distributed between 5000N 
and 7000N, while the peak loads in the 4.5kA condition 
were between 7000N and 8000N. In addition, the ten-
sile-shear peak loads had a high strength approaching 
9000N when the electric current was increased to 6.5kA. 
  Park et al.63) reported the mechanical and corrosion 
performance of steel/aluminum dissimilar materials 
joints obtained by SPR and REW processes. The REW 
joints for shear tests indicated an 18.5% higher peak 
load than the SPR joints. The effect of weld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 failure mode on the distance of mis-
alignment that occurs during REW process was inves-
tigated by Jun et al.64). It seems that differences exist in 
the tensile shear strength, cross tension strength, ductil-
ity ratio and failure mode based on the distance of 
misalignment. Also, the length of the nugget diameter 
is a major factor which effected the mechanical proper-
ties and failure mode in the REW. Duric et al.65) studied 
the possibility of joining Carbon Fiber-Reinforced 
Polymer(CFRP) and DP500 steel using REW proces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DP steel and 
CFRP could be joined by REW with the maximum fail-

Welding simulation model 
for two-sheet combination

Welding simulation model 
for three-sheet combination

Fig. 5 The developed model for two-sheet combination 
(upper left) and three-sheet combination (upper 
right)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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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 load of 2411.5N and the failure energy of 1.2J, but 
the joint failed through the weld in the interfacial(IF) 
mode. It could be indicated that formation of the asym-
metrical nugget can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s in 
electrical resistivity and thermal conductivity. 

4.2 Microstructure Analysis

  The mechanical properties, fracture morphology, nugget 
formation process, dynamic resistance, microstructure 
and hardness distribution of joint of 6061 Al alloy and 
uncoated 22MnMoB boron steel using a REW techni-
que were reported Ling et al.21). A nugget of REW 
formed first at the interface of the rivet and boron steel. 
Significant heat was also conducted from the rivet to 
the nearby Al base metal which leaded to a partial melt 
and metallurgical bonding between the rivet and alu- 
minum. Manladan et al.11) observed the RSW and REW 
technologies for joining AZ31 Mg alloy and 316L 
Austenitic Stainless Steel(ASS) to verify the weldability 
of Mg alloy to ASS. It could be drawn that the RSW 
joints were produced through welding-brazing mode in 
which the Mg alloy melted and spread on the solid 
steel, forming a nugget only on the Mg side. 
  Niu et al.25) investigated the macro- and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of nugget and Al sheet outside the rivet 
shank of Al alloy/UHSS. It could be indicated that the 

Al could be divided into four zones by microstructure 
and hardness distribution such as Re-solidified Zone(RZ), 
Softening Zone(SZ), Transition Zone(TZ) and Base 
Metal(BM). In addition, an analytical model was also 
established to predict the critical nugget size of REW 
using the average SZ hardness and sheet thickness, 
which well explained the failure mode transition of the 
existing REW joints. The microstructure of the REW 
joint which mainly consists of martensite, was reported 
by Oh et al.26). It seems that the microstructure of the 
REW joint is similar to that of RSW, revealing micro-
structure modifications caused by heating and cooling 
at a high rate. The industrial implementation of the 
process was also required to carefully consider the elec-
trode misalignment with the rivet to prevent possible 
arcing through the material adjacent to the rivet. 
  REW technology was employed to join 1.5 mm-thick 
AZ31 Mg alloy to two 0.7mm-thick 316 L ASS sheets 
using different joint configurations27). 3D Digital Image 
Correlation(DIC) method was also employed to meas-
ure the out-of-plane deformation and strain distribution 
in the axial direction during the lap-shear test. As illus-
trated in Fig. 7, the nugget size at the ASS/ASS inter-
face was larger than that at the rivet/ASS interface 
(asymmetrical nugget) at all electric current. An alter-
native technology for welding Mg/steel immiscible ma-
terials for realizing car body light weighting was st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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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d by Cetin and Thienel28). It could be concluded from 
the stud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ollow sphere 
weld and re-solidified Mg alloy was similar to the flesh 
and core of a drupe. A method of assembling lap joints 
through a simple approach to AA5052 and SPFC980 
steel using REW was studied56). It could be revealed 
that fatigue properties had the highest fatigue strength 
at 10.5kA. However, the fatigue cracks in the case of 
the AA5052/SPFC980 joints welded under the con-
dition of 10.5-12kA initiated and propagated at the 
HAZ of AA5052. 
  The possibility of RSW and REW techniques to pro-
duce Mg alloy/Austenitic Stainless Steel(ASS) joints 
with excellent lap-shear performance was explored by 
Manladan et al.61). Both joints consisted of two zones, 
namely, the adhesive zone and weld zone. It seems that 
the microstructure of the fusion zone consisted of aus-
tenite and intercrystalline delta ferrite as well as the 
nugget microstructure consisted of fine columnar den-
dritic structure. Wang et al.66) attempted to join Al alloy 
to Ti alloy by REW and investigated the mechanical 
properties, fracture behavior, microstructure and inter-
face characteristics of 7075 Al/Ti6Al4Vjoints. It was 
observed that the maximum peak load and energy ab-
sorption of the REW joints improved with the increas-
ing of rivet diameter. 

5. Conclusions and Future Challenges

  The paper had critically reviewed the motivation for 
the joining technology called REW process, the process 
characteristics, optimization, welding quality and simu-
lation issues. The intention of the review is to give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current practices and 
research interests related to improve mechanical and 
microstructure performance during REW process and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untouched areas in auto-
mobile industries. The review has been focused on the 
REW technologies of different thickness sheet and dis-

similar steel included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AHSS), AISI 1008 low carbon steel/DP600 steel, 
stainless steel/non-stainless steel, aluminium and mag-
nesium so on in automotive manufacturing processes. 
  The summary of research works performed shows that 
conventional techniques are successfully employed in 
optimization of welding parameters on mechanical and 
microstructure performance in REW process. In addi-
tion, experimental design and optimization are pre-
sented to give the experimentalist useful tools in the re-
al experimental situation, as well as the necessary theo-
retical background. The observation can be utilized as a 
guideline document for future research in carrying out 
optimization of REW process. Form the above pre-
sented review of optimization of REW process, it is 
evident from many researchers that electric current is 
the major factor to affect the weld quality and weld 
strength by increasing or decreasing other welding pa-
rameters, but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effects of all 
welding parameters on the weld quality in REW process.
  Finally, it is apparent that joints made from different 
metals and thickness are one of major issues for auto-
motive design due to the requirement for not only 
weight reduction of automotive, but also the increased 
safety and structural integrity of automotive. Future re-
search based on the reviews should concentrated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aterials such as composites, 
high strength steels, aluminium and magnesium alloy 
with a good combination of high strength and ductility 
for R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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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항공, 자동차  방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를 

목 으로 하여 알루미늄 합 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때 알루미늄 용 기술의 발달이 합  소재 

선택에 큰 향을 미친다. 각 분야에서 알루미늄 합  

소재의 선정은 구조물의 설계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형

상  강도에 따라 다르며, 용  공정 한 제작 과정

에서의 요 고려 요소이다. 

  특히 방 산업 분야  유도무기를 로 들면, 구조 

경량화  강도 확보를 해 여러 구성품에 하여 열

처리가 가능한 고강도 알루미늄 합  용 구조를 사용

한다. 알루미늄 원통형 동체의 경우, 동체를 구성하는 

외피 용  시 은 용  변형에도 기체 체의 외형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마찰교반용 (Friction Stir 

Welding), 혹은 자빔 용 (Electron beam weld-

ing)등을 활용하여 변형의 용 을 수행한다. 한, 

자장비 조립용 래킷류는 MIG, TIG와 같은 불활

성 가스 아크 용 을 통해 기체와 간단히 합, 조립될 

수 있다.

  비행체 구조물의 조종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하는 날개 구조물에 해서도 다양한 알루미늄 용

법이 연구  용되고 있다1-3). 날개 구조물에서 용

이 이용되는 구조로는, 날개 임에 무게 경감용 포

켓(pocket)을 용하고 외부 형상을 유지하기 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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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용 하여 우는 임-외피 구조가 표 이다

(Fig. 1).

  임-외피 용 구조는 날개 량의 추가 인 감소

에 효과 이며, 외피 체결 시에 리벳 등의 체결류가 불

필요하여 제작 공정을 효과 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다. 

해당 구조는 steel 임 날개에서도 량을 목 으

로 활용되고 있다4). 용  방식으로는 날개 임과 

외피 간 용 면의 폭이 약 3mm 내외 수 으로 매우 

소한 을 고려하 을 때, 빔 용 을 활용해야 한다. 

빔 용 에는 크게 자 빔 용 과 이  용 이 있으

며, 자 빔 용 의 경우 이  용 보다 용입 깊이 

비 bead 폭이 더 작아 용 성이 더 우수하다고 알려

져 있다. 

  하지만 유도무기 기술이 차 고도화되며 날개 구조

물의 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용  상물을 진공 

챔버에 넣어 용 을 진행하는 자빔 방식으로는 공정 

규모상 제약이 크다. 따라서 용 가능한 용 은 이

 방식으로, 용  상물의 크기와 련 없이 작은 

bead 폭으로 임-외피 용 이 가능하다.

  알루미늄 이  용  방식은 과거부터 다양한 계열

의 알루미늄 소재  제작 공정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5-10), 용 부의 응고 균열(solidification crack-

ing), 스패터(spatter), 기공(porosity) 등의 이유로 용

강도가 하되는 단 이 존재하여 용에 한계가 있

었다. 하지만, 균열의 발생 기  립11)  스패터 형상 

연구12), 기공을 최소화하는 용  조건 연구13) 등이 이

루어지며 차 용 가능한 용 법으로 발 하 다14).  

  본 연구에서는 형 날개 구조물의 량-고강도를 

목표로하여, 고강도 열처리가 가능한 알루미늄 합 인 

A2XXX계 합 의 AA2219에 해 임-외피 이

 용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양한 용  조건을 

용 후, 용입 깊이 비 bead 폭이 가장 작은 조건을 선

정하고자 한다.  

  선정된 용 조건에 해, 동일 조건으로 용 된 AA2024

를 비교군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으로부터 

용 부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로, 용 면의 

스패터  기공 발생 수 을 확인하고자 한다. 용 면 

표면에 존재하는 스패터의 양과 분포를 서로 비교하고, 

비 괴검사법  방사선투과법(Radiography Testing) 

즉, RT 검사를 통해 기공의 크기  조 도를 찰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용 부의 열 향부(HAZ) 

역에 따른 경도를 Fig. 2와 같이 분석하여 두 재질

의 경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  용  조건이 용된 시편에 해 인

장시험을 수행하여 AA2219, AA2024 두 재질의 인

장강도 측정 결과를 비교하고, 실제 형 날개 구조물

에 용 가능한 강도 여유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Table 1에 AA2219와 AA2024의 화학조성을 정

리하 다. AA2219는 AL 다음으로 Cu의 함유량이 많

아 Al-Cu 계열 합 으로 불리며, AA2024는 Cu 다음

으로 Mg 함량 한 높아 Al-Cu-Mg 합 이라 칭한다.

2. 이  용  조건 

2.1 AA2219 용

  이  용  조건을 다양하게 용하여 AA2219의 용

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시험조건은 총 4가지의 고려 

Fig. 1 Wing frame-skin welding structure

Si Fe Cu Mn Mg Zn Cr Ti etc. AL

AA2219 0.2 0.3 5.8-6.8 0.2-0.4 0.02 0.10 - 0.02-0.10 V=0.05-0.15
Zr=0.10-0.25 Remainder

AA2024 0.5 0.5 3.8-4.9 0.3-0.9 1.2-1.8 0.25 0.10 - Zr+Ti=0.2 Remainder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A2219/AA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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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1) 이  출력(Laser 

power), 2) 이  속도(Travel speed), 3) 이  조

사 시간(Laser irradiation time), 4) 이  휴지시

간(Laser down time)을 용하 다. 펄스 이  빔

(pulse laser beam)을 사용하기 때문에, 3)번은 1 

펄스 당 이  출력이 가해지는 시간이며 4)번은 1 

펄스 종료 후 다음 펄스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의 4가지 시험 요소를 바탕으로, Case 1부터 4까지

의 용 조건을 선정하 다(Table 2). 이때 이  용

성에 큰 향을 미치는 이  출력과 이  속도의 

값을 변수로 지정하 으며, 이  조사 시간과 휴지 

시간은 각각 10ms, 1ms로 고정하 다.

  이  용 을 해 사용된 시편은 Fig. 3과 같이 

직사각형 모재에 1.6mm 두께의 외피가 용 되는 형태

로 구성된다. 총 4가지 용  Case에 해, 시편의 네 

변에 서로 다른 조건으로 라인 용 을 수행한다. 본용

에 앞서 외피를 모재와 부분 용 으로 가 하 으

며, Case 2와 3 사이를 시작 지 으로 하여 시계방향

으로 본용 을 진행하 다. 용 은 최  출력 5kw의 

IPG사 YLR-5000-S 이버 이 를 사용하 으며, 

스폿 사이즈는 300μm, 즈 거리는 300mm로 수

행하 다. 용  자세는 groove 1G를 용하 으며, 

Ar(99%) 가스를 20l/min의 유량으로 공 하 다.

  이  용  결과를 분석하기 해, 각 Case 별로 

용  bead 폭(L)과 용  용입 깊이(H) 값을 측정하

으며 Fig. 4에 측정 시를 제시하 다. 용  bead 폭

(L)은 모재와 평 의 열변형 가능성과 연 이 크며, 

용  용입 깊이(H)는 용 성을 단하는 기 으로써 

값이 클수록 용 성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

 용입 깊이 당 bead 폭(L/H)이 작을수록 용 성능

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L/H을 기 으로 하여, 다양한 

용  조건을 비교  분석하여 최 의 용  조건을 선

정하 다. Table 3에 Case 1~4에 한 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Case 2를 기 으로 하여 Case 1과 3을 각각 비교 

분석하 을 때, bead 폭(L)과 련한 특징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1) Case 1의 경우 Case 2와 이  속도는 동일하나, 

이  출력이 더 크다. 이 때 bead 폭(L)이 Case 1

에서 더 증가하 으며, 해당 결과로 동일한 이  속

도에서 이  출력이 클수록 bead 폭(L)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2) Case 3의 경우 Case 2와 이  출력은 동일하

나, 이  속도가 더 느리다. 이 때 bead 폭(L)은 

Case 2에서 더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이

 출력에서는 이  속도 증가 시 bead 폭(L)이 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2)의 경우, 이  속도와 이  용 면의 단  길

이당 이  에 지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으로 단된다. 단  길이당 이  에 지는 식 

(1)과 같은 계산으로 도출된다.

         
  min  (1)

Welding
Case

Laer 
power
(W)

Travel
speed

(m/min)

Laser 
irradiation

time
(ms)

Laser
down
time
(ms)

Case 1 3000 1.6 10 1
Case 2 2000 1.6 10 1
Case 3 2000 1.2 10 1
Case 4 1800 1.2 10 1

Table 2 AA2219 laser welding case

Case 1

AL 2219 skin
[1.6t]

Case 2

Case 4

Case 3

Fig. 3 Laser welding specimen model 

H: 2.99mm

T: 1.67mm

L: 3.20mm

Fig. 4 Example of welding test result(Case 2)

Welding
Case

Bead width L 
(mm)

Penetration 
H (mm) L/H

Case 1 4.59 3.75 1.22
Case 2 3.20 2.99 1.07
Case 3 3.66 2.73 1.34
Case 4 3.26 2.40 1.36

Table 3 AA2219 welding analysis related to L an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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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된 bead 폭(L)과 용입 깊이(H)를 이용하여 용

성을 단하기 해 L/H를 계산한 결과, Case 2에

서 최솟값을 가짐을 확인하 다. 추가 으로, Case 2

는 체 case  bead 폭(L) 자체도 제일 작으며, Fig. 

4에서와같이 용  단면 한 오버랩(Overlap)과 언더

필(Underfill) 등의 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2 AA2219 최  용  조건 

  용 조건에 따른 용 성의 경향을 세 하게 살펴보기 

해, 2.1 에서 제시한 4가지 Case에서 L/H이 작은

Case 1과 Case 2를 기 으로 하여 추가 인 시험조

건을 선정하 다(Table 4).

  Case 5, 6의 이  속도는 Case 1, 2와 동일시 

하 으며, 이  출력은 Case 1과 2 사이의 값을 가

지도록 하 다. 한 Case 7, 8은 Case 1와 2의 

이  출력 사이 값인 2200W를 용하 으며, 기존 

Case 1~4 비 빠른 이  속도 조건을 선정하

다. 추가된 4가지 시험조건을 포함하여, 총 8가지 경우

의 용 조건에 해 1)단  길이당 이  에 지, 2)

이  출력, 3) 이  속도, 4)L/H의 에서 종합

으로 용 성을 평가하 다(Fig. 5). 

  Fig. 5를 통해, 다음과 같은 AA2219 이  용

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동일 이  출력일 때 이  속도가 증가

할수록 L/H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 다(Case 

3,2 / Case 8,7). 이는 2.1 의 고찰에서와 같이, 단

 길이당 이  에 지가 감소하며 bead 폭(L)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단된다. 

  둘째로, 동일 이  속도일 때 이  출력을 증가

시키면 앞서 2.1 과 같이 bead 폭(L)이 증가하나, 

체 으로 용입 깊이(H)의 증가분이 더 크게 발생하

여 L/H가 감소함을 확인하 다(Case 4,3 / Case 

5,6,1). 

  셋째로, 동일 이  속도에서 이  출력이 증가함

에도 불구하고, L/H가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Case 2,5). 해당 구간에서 bead 폭(L)은 증가하

으나, Case 2의 용입 깊이(H)의 증가분이 Case 5 

비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일 이  속도일 때 특정 이  출력을 

후하여 L/H 값이 감소하 다. 이 때 특정 이  출

력 에 치한 조건에서, Case 2와 같이 bead 폭

(L)이 더 작고 용입 깊이(H)가 더 큰 결과가 나타남

을 확인하 다.

  모든 용  조건을 분석한 결과, L/H의 최솟값을 가

지는 조건은 Case 2로 확인되었다. 한, Case 2는 

단  길이당 이  에 지량이 작은 조건에 속하기 때

문에 열변형 가능성이 비교  낮다. 따라서 8가지 조건 

 가장 좋은 용  case로 단하 다.

3. 용 부 특성 평가

3.1 용 부 표면  기공 평가

  이  용  시, 용융된 알루미늄이 용 부 표면의 

주변으로 흩어지거나 튀게 되어 방울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을 스패터라 한다. 스패터는 용 성이 좋지 않은 

속일수록 발생 개수가 증가한다. 스패터가 많이 존재할 

경우, 용 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여 추가 인 사상 

공정이 필요하다. 한, 용  검사 수행 시에 육안 검

사나 비 괴 검사 등에서 치명 인 결함을 은폐시킬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스패터는 용 성을 평가할 

때 기 이 되는 요소  하나이다. 

  Fig. 6은 Case 2의 용  조건이 용된 AA2219와 

AA2024의 용 부 표면을 나타낸 것으로, AA2219에 

비해 AA2024에서 다수의 스패터가 확인되었다. 따라

서 본 시험에서는 AA2219 합 의 용 성이 용 부 

표면 측면에서 더 우수함을 단하 다.

  용 부 표면뿐만 아니라, 이  용  후 용  단면

에 발생하는 기공 한 용 성에 큰 향을 미치는 요

Welding
Case

Laser 
power
(W)

Travel
speed

(m/min)

Laser 
irradiation

time
(ms)

Laser
down
time
(ms)

Case 5 2300 1.6 10 1
Case 6 2500 1.6 10 1
Case 7 2200 2.0 10 1
Case 8 2200 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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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er speed [m/min]

25.0 27.8
20.8 24.0 26.0

31.3
20.4 18.3

Laser energy per unit length [J/m]
Laser power [kw]
L/H

1.8
1.36

2.0 2.0 2.3 2.5 3.0
2.2 2.2

1.34
1.07

1.38 1.23 1.22 1.3 1.28

1.2 1.2 1.6 1.6 1.6 1.6 1.8 2

Fig. 5 Comparison of AA2219 laser welding perform-
ance with various welding conditions

Table 4 Additional AA2219 laser welding case



A2XXX계 합  이  용 부의 특성 

한용 ․ 합학회지 제41권 제1호, 2023년 2월  53

소이다. 기공은 일반 으로 수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공기 의 수분 혹은 용  재료 표

면의 수소 발생원이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알루

미늄 표면에는 산화피막이 존재하며, 피막에 일정한 수

분을 함유하고 있어 용   수분의 분해에 의해 수소

가 발생한다15). 본 논문에서는 Ar 순도 99%의 보호가

스를 사용하여 기공을 최소화하고자 하 으나, 작업장 

환경상 보호가스의 유량을 일정하게 통제하는데에 어려

움이 있었다. 기공의 경우, 용  속에 균일하게 분산

되어 형성될 때 용  이음부의 강도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크기가 큰 기공이 국부 으로 집 되

어 있을 경우에는 용  강도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Case 2가 용된 두 합 에 하여 Fig. 7을 살펴

보면, AA2219 합 의 용  단면에서 발생한 기공의 

최  크기는 1~2mm 직경 수 이었으며 연속 인 분포

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A2024의 용  단면 기공

은 AA2219의 기공 크기와 비슷하나, 연속 인 분포가 

집 된 부분이 보여 강도에 취약한 것으로 단된다. 

   

3.2 열 향부 경도 검사

  열 향부는 용 열에 의해 용융된 속 부  주변에 

기계  성질과 조직이 변화된 비용융 모재 역을 의미

한다. 열처리가 가능한 알루미늄의 열 향부는 용체화

지역, 과시효지역으로 나뉘며 시효(Aging) 상에 의해 

모재보다 용  심부 쪽의 경도가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16). 이  용  시, 열처리 알루미늄의 열 향부 

경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모재 

 외피의 1)화학조성, 2)용   열처리(temper)는 

용  출력 조건과 후처리 조건과는 달리 재료 자체의 

열 향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16). 1)화학

조성의 경우 AA2219와 AA2024는 Cu가 주된 구성 

성분이며, 석출경화가 용이하여 경도가 높은 특징이 있

다. 한 AA2219와 다르게 AA2024에는 Mg가 포함

되어 있으며, Al-Cu-Mg 합 은 열처리 후 시효과정에

서 석출경화가 크게 가속되며 경도가 지속 으로 상승

하는 경향을 보인다. 추가 으로, 본 논문에 사용된 시

편의 2)용   열처리(temper)는 AA2219 모재와 

외피의 경우 각각 T8과 T3을, AA2024 모재와 외피

는 모두 T3의 열처리 조건을 용하 다. Cu가 많이 

함유된 A2XXX계 합 은 냉간가공 시에 경도가 증가

하기 때문에 해당 공정을 포함하는 T3, T8을 선정하

다. Fig. 8은 AA2219와 AA2024를 각각 Case 2

의 조건으로 용 하 을 때의 bead 단면 형상이다.

  Case 2 용  조건 용 후, 두 합  모두 자연시효

하여 경화하 다. 이때, 추가 인 후처리는 용하지 

않았다. AA2219와 AA2024의 열 향부 형상을 비커

스 경도(Hv)에 따라 Fig. 9와 같이 비교하여 도시하

다. 두 재질의 모재부 경도는 앞서 1)화학성분 

에서 언 하 듯이, AA2024에 Mg이 함유되어 있어 

AA2219 비 더 큰 경도를 가짐을 유추할 수 있다. 

한 열 향부에 하여 살펴보면, 용 부와 근 한 용

체화지역에서 AA2024의 경도가 AA2219에 비해 크

게 하됨을 확인하 다. 그리고 모재와 가까운 쪽의 

열 향부인 과시효지역의 경우, AA2219-T8계열 모재

Fig. 6  Laser welding spatter of AA2219(left)/2024
(right)

Fig. 7 Laser welding porosity of AA2219(left)/2024 
(right) 

Fig. 8 AA2219(left)/2024(right) HAZ of laser welding 
test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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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ardness difference of AA2219/2024 HAZ i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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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AA2024-T3계열 모재의 경도 회복이 빠름을 

기울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AA2024-T3계열 모

재를 자연시효 시, Mg 원자가 작은 Cu 원자의 향을 

보정하며 확산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효가 진되며 

경도가 상승하는 효과로 단된다. AA2219-T8계열 

모재는 AA2024-T3계열의 모재보다 경도의 회복이 더

디나, 용체화 지역의 경도 하가 상 으로 기 때문

에 모재 비 열 향부의 경도 하락이 크지 않음을 확

인하 다. 이러한 용 부의 경도는 용  강도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며, 따라서 용  강도 추이를 미리 측할 

수 있다.

3.3 인장강도 평가 

  동일 용 조건(Case 2) 용 시, AA2219와 AA2024

의 용 부 인장강도 비교를 해 Fig. 10과 같이 인장

강도 시험용 시편을 제작하 다. 시편은 모재(frame) 

양 으로 외피(skin)를 동일 용  조건으로 용 한 

형태이다. 인장강도 시험을 해 시편을 가로로 4등분 

하 으며, 인장시험기에 장착 후 단이 발생할 때까지 

인장력을 인가하 다. 따라서 한 시편 당 총 4가지의 

인장강도 데이터를 도출하여 모재 비 강도 비교 결과

를 Table 5에 정리하 다.

  AA2219의 경우 모재 비 인장강도는 79.8%의 평

균값과 78.6%의 최솟값을, AA2024는 70.2%의 평

균값과 67.2%의 최솟값을 기록하 다. 시험 결과는 

앞서 열 향부의 경도 평가에서 측한 바와 같이, 

AA2219에서 모재 비 인장강도 비율의 값이 AA2024 

결과값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재료물성규

격에서 상온(20℃) 기  AA2219의 항복강도(47~ 

48ksi)는 인장강도(61~62ksi) 비 78% 정도로 제

시되어 있다. 따라서 AA2219 용 부의 인장강도는 

AA2219 모재의 항복강도와 비슷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한 AA2219와 AA2024에서 발생된 최소 인장강

도 test에 하여, 기공의 향에 따른 강도 하 가능

성을 확인하기 해 Fig. 11과 같이 단면을 도시하

다. AA2219의 최소 인장강도(Test 3) 시편 단면에

서, 기공의 최  크기는 0.8mm, 개수는 약 3개 수

으로 발견되었다. 반면, AA2024의 최소 인장강도

(Test 4) 시편 단면에서는 최  1mm, 약 6개 수 의 

기공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AA2024 시편에서 기공이 

더 크고 군집되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모재 비 인

장강도 하가 AA2219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4. 결    론 

  열처리가 가능한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형 

날개 구조물에서, 임-외피 용 구조의 이  용

성을 확인하 다. A2XXX계 합  , 용 성이 우수한 

AA2219에 해 최 의 용 조건을 도출하 다. 용

조건은 1) 이  출력, 2) 이  속도, 3) 이  조사

시간, 4) 이  휴지시간이며 최종 으로 용입 깊이  

bead폭(L/H)이 1.07로 가장 작은 조건(Case 2)을 선

정하 다.

  최  용  조건에 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검증방

법을 통해 용 부 특성을 평가하 으며, 동일 용  조

건이 용된 AA2024의 용 부 특성과 비교하 다.

  1) 용 부 표면상 AA2024에서 스패터가 더 많이 

발생됨을 확인하 으며, 용 부의 강도를 하시킬 수 

있는 기공의 경우 RT 검사를 활용하여 기공의 크기  

Skin

Frame

Fig. 10 Specimen of laser welding strength test 

Table 5 Weld tensile strength compared to frame  

AA2219 AA2024

Frame AA2219-T851
(420.6MPa)

AA2024-T351
(427.5MPa)

Skin AA2219-T31
(359.0MPa)

AA2024-T3
(441.3MPa)

Test 
num.

Strength
(MPa)

compared to
 frame

Strength
(MPa)

compared to 
frame

Test 1 338.9 80.6% 301.7 70.6%
Test 2 337.2 80.2% 311.4 72.8%
Test 3 330.5 78.6% 300.8 70.4%
Test 4 336.1 79.9% 287.1 67.2%
Avg. 335.7 79.8% 300.3 70.2%

Fig. 11 Pore size in minimum tensile strength of AA2219 
(left)/202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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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를 별하 다. AA2219와 AA2024 모두 1~2mm

의 기공이 발생하 으나, AA2219에 비해 AA2024에

서 더 집된 기공의 분포가 발견되었다. 해당 결과로, 

AA2024가 인장강도 하에 더 취약할 것으로 단하

다.

  2) 열 향부에서 비커스 경도의 값은 AA2024

가 더 우수하 으나, 모재 비 용 부에서의 경도 하

가 AA2219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하 다. 

  3) 용  열 향부의 기계  특성상 경도와 강도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용 부의 모재 비 인장강도 

한 AA2024에서 AA2219보다 낮은 값을 가짐을 확인

하 다.

  최  용  조건이 용된 AA2219의 인장강도는 모

재 비 79%이며, 이는 AA2219 자체의 항복강도 수

과 비슷하다. 따라서 AA2219를 용한 형 날개의 

임-외피구조에서, 항복응력 수 의 응력이 발생하

는 치의 경우 이  용  공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22년 정부의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

과임 

ORCID: Sang-Gu Lee: https://orcid.org/0000-0001-8236-2934  

References

1. A. Lofsten, J. L. Duggan, and I. L. Morgan, Electron beam 
welding of structural aircraft components, Proceedings 
of the third conference on application of small accel-
erators, Texas, USA (1974) 114-124.

2. R. Zenas, Electron beam welding of F-22 structures, Acta 
Mater. 82(1) (2015) 491-502. 
https://doi.org/10.2514/6.2000-1466 

3. V. I. Lukin, V. S. Erasov, M. D. Panteleev, V. V. Avtaev, 
M. L. Samorukov, and V. I. Kulik, Friction stir welding 
of aircraft wings, Weld. Int. 32(10) (2018) 690-694. 
https://doi.org/10.1080/09507116.2017.1398914 

4. J. Suh, J. H. Lee, J. O. Kim, K. S. Chung, and H. Y. 
Jeong, Laser welding for wing of a guided weapon, J. 
KIMS Technol. 10(3) (2007) 109-113. 

5. D. H, Choi, and J. H. Shin, Weld shape analysis using 
central composite design in the laser welding of Alu- 
minum Alloys, J. Weld. Join. 38(5) (2020) 502-507. 
https://doi.org/10.5781/JWJ.2020.38.5.10 

6. J. Cheon, M. J. Kang, J. Y. Yoon, and C. H. Kim, The 
tensile strength comparison of 6xxx and 7xxx series 
aluminum sheet weldment using laser beam welding and 
friction stir welding process, J. Weld. Join. 37(3) (2019) 
237-242.

https://doi.org/10.5781/JWJ.2019.37.3.7 
7. J. W. Yoon, Laser welding of aluminum alloys, J. Korean 

Weld. Join. Soc. 18(2) (2000) 20-26.
8. X. Cao, W. Wallace, C. Poon, and J. P. Immarigeon, 

Research and progress in laser welding of wrought alu-
minum alloys, I. Laser welding processes, Mater. Manuf. 
Process. 18(1) (2003) 1-22. 
https://doi.org/10.1081/AMP-120017586  

9. F. Dausinger, Laser welding of aluminum alloys: from 
fundamental investigation to industrial application, 
Proc. SPIE - Int. Soc. Opt. Eng. 3888 (2000) 367-379. 
https://doi.org/10.1117/12.377044 

10. K. H. Leong, K. R. Sabo, P. G. Sanders, and W. J. Spawr, 
Laser welding of aluminum alloys, Proc. SPIE 2993, 
Lasers as Tools for Manufacturing II (1997), San Jose, 
CA, USA (1997) 37.
https://doi.org/10.1117/12.270039

11. M. Sheikhi, F. M. Ghaini, and H. Assadi, Prediction of 
solidification cracking in pulsed laser welding of 2024 
aluminum alloy, Acta Mater. 82(1) (2015) 491-502. 
https://doi.org/10.1016/j.actamat.2014.09.002  

12. D. Wu, X. Hua, F. Li, and L. Huang, Understanding of 
spatter formation in fiber laser welding of 5083 alumi-
num alloy, Int. J. Heat Mass Transf. 113 (2017) 730-740. 
https://doi.org/10.1016/j.ijheatmasstransfer.2017.05.125 

13. Y. Kang, X. Zhan, and T. Liu, Effect of welding pa-
rameters on porosity distribution of dual laser beam bi-
lateral synchronous welding in 2219 aluminum alloy 
T-joint, J. Adhes. Sci. Technol. 33(23) (2019) 2595- 
2614. 
https://doi.org/10.1080/01694243.2019.1650991 

14. O. O. Olatunji and E. Taban, Trend and innovations in 
laser beam welding of wrought aluminum alloys, Weld. 
World. 60(3) (2016) 415-457. 
https://doi.org/10.1007/s40194-016-0317-9

15. R. D. Ardika, T. Triyono, N. Muhayat, and Triyono, A 
review porosity in aluminum welding, Proc. Struct. 
Integr. 33 (2021) 171-180.
https://doi.org/10.1016/j.prostr.2021.10.021

16. C. H. Lee and R. W. Chang, Weldability of Al alloys, 
part II : HAZ characteristics, J. Korean Weld. Join. 
Soc. 11(1) (1993) 2-8. 

17. Y. Kim, S. J. Jeong, S. M. Yun, and J. I. Lee, Study on 
laser welding of dissimilar materials between alumi-
num and copper (I) - research trend in laser welding 
technology and materials testing methods -, J. Weld. 
Join. 40(5) (2022) 416-437. 
https://doi.org/10.5781/JWJ.2022.40.5.7 

18. B. S. Go, H. J. You, H. S. Bang, and C. H. Kim, Pene- 
tration depth modeling and process parameter maps 
for laser welds using machine learning, J. Weld. Join. 
39(4) (2021) 392-401. 
https://doi.org/10.5781/JWJ.2021.39.4.7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41 No.1(2023) pp56-63 
https://doi.org/10.5781/JWJ.2023.41.1.6

1. 서    론

  3D 린 은 3차원의 가상 모델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로 층 제조(AM, Additive Manu- 

facturing)로 알려져 있다. 3D 린 에 사용되는 소재

는 분말, 선재, 재, 액상의 형태로 속, 세라믹, 폴

리머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항공·우주, 자동차, 의료 

분야 등의 다양한 산업에 용되고 있다1). 3D 린  

이 의 통 인 방법으로는 분말야 , 링 등이 있다
2). 통 인 방법으로는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

기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부품으로 제작 후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품 제작 시간이 길고, 소모되는 소재의 양

도 많다. 3D 린 의 기술이 발 함에 따라 복잡한 형

상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어 제작 시간이 단축되고, 

소재 소모를 일 수 있는 장 으로 의 문제 을 해

결할 수 있다3).

  앞서 언 하 듯이 3D 린 이 용되는 표 인 

산업의 경우 산업 분야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항공·우주 산업의 경우 최

첨단 기술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첨단산업으로 성능 개선, 량 감의 목표로 경량

소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기

자동차로 많은 이슈가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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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인 배터리 성능, 수명 향상을 한 차체 경량화 연

구가 진행되고 있고, 3D 린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 진행 이다. 앞서 언 한 산업들의 경우에는 3D

린  기술을 용하여 성능 개선, 량 감을 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 마지막으로 의료 분

야의 경우에는 인체 결합, 인체 삽입 등의 특수한 상황

에서 한 소재를 이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고 , 무릎, 두개골 등 를 체

할 수 있는 기술로 3D스캔을 통하여 환자 맞춤형으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기존 규격화된 제품을 제작하

는 것이 아닌 환자 인체에 맞는 부분을 직  제작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 등의 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의료 

분야에서의 3D 린  기술은 계속해서 발 할 수 있다5).

  속 3D 린 의 경우 표 으로 PBF, DED 방식

으로 나  수 있다. PBF 방식은 속 분말을 한층 씩 

쌓으면서 이  는 자빔을 이용하여 층하는 방

식으로 형상이 복잡한 부품이나 소형 부품을 제작하는

데 많이 사용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3D 린  기술

이다6). DED 방식은 PBF 방식과 달리 재료의 라인별 

증착을 통해 고르지 못한 기 에 임의의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DED 방식은 다양한 재료

의 연속  동시 증착을 통해 원하는 특성을 가진 이종 

재료를 층할 수 있다7). 하지만 층물의 크랙, 기공, 

결함 등을 제어하기 해서 공정 최 화가 필요하다.

  DED 방식을 통해 제조된 제품의 특성은 이  출

력, 분말 공 량, 헤드 이동 속도, 가스 유량 등 다양

한 라미터에 향이 있다.8) 공정 최 화를 해 

층물의 단면을 분석하여 층 소재의 높이, 희석률을 

계산할 수 있다. 희석률의 경우 모재와 층 소재가 희

석되는 역과 층 높이의 비율로 계산될 수 있고, 이

를 계산하여 최 화 공정을 분석할 수 있다. 한 경

도, 내마모성, 인장, 압축 등의 시편을 제작하여 기계

 물성을 비교 분석으로 단할 수 있다. 이 에 연구

된 자료에 의하면 DED 공정의 희석률은 30~40% 정

도의 비율이 하다고 보고되었고, 최 의 공정을 찾

기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0,11). 추가 으로 

에 지 도를 계산하여 층 효율을 분석할 수 있다. 

어느 수치보다 미만의 값에서는 층이 불가하고, 어느 

수치 이상에서는 층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단할 수 

있기 때문에 DED 층 공정 테스트  확인이 필요하다.

  Co-Cr 합 의 경우 의료용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 

생체 삽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체에 무해한 재료

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소재 선정에 매우 한정 이다. 

Ti, Co-Cr 등은 표 인 생체재료로 알려져 있다. Ti

의 경우에는 치과용 임 란트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Co-Cr의 경우에는 우수한 기계  성질, 높은 내식

성  높은 내마모성으로 효과 인 속 생체 재료로 

알려져 있다12). 생체 삽입 제품인 인공비구컵의 경우에

는 재 DED 방식의 속 3D 린 을 이용하여 제작

되고 있다. 인공비구컵은 퇴행성 병변, 골 , 류마토이

드, 종양 등으로 손상된 엉덩이  비구부를 체하

는 제품이다. DED 방식의 3D 린 을 이용하여 제품 

표면에 와 비슷한 미세한 공극을 형성함으로써 공극 

사이로 가 자라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골융합도를 증가시켜 반 구 으로 사용이 가능하

도록 설계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DED 방식의 3D

린 으로 구 이 가능한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도 계

속해서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o-Cr 합  소재를 이용하여 DED 

방식의 3D 린  최 화 공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층물의 단면 분석, 에 지 도 비교를 통해 실험 공정

을 비교 분석하 다.

2. 실험 재료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재는 불활성 가스 분사 방식으

로 제조된 Co-Cr 합 이다. Co-Cr 합  소재는 의료

용 생체 재료의 표 인 소재로 틀니를 지지하는 구조

물, 치과 교정에 이용되고 있으며 우수한 강도, 내식

성, 생체 합성의 특징이 있다. 기계  물성이 우수한 

Co-Cr 합  소재를 이용하여 층 공정 변수에 따른 

층 높이, 희석률, 에 지 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Table 1, 2는 Co-Cr 합  분말의 성분  기계  

물성을 나타내었고, Fig. 1, 2에는 형상  입도 분포

도를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Element Co Cr Mo Ni Fe C Mn Si N

Component Bal. 28.5 6.0 <0.5 <0.75 <0.35 <1.0 <1.0 <0.2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Co-Cr alloy powder (wt.%)

Type Size
(㎛)

Density 
(g/cm3)

Tensile 
strength 
(MPa)

Hardness 
(HRC)

Co-Cr 45~150 8.3 1100 40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Cr alloy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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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DED 층 공정 최 화 연구를 해 Sandvik 社의 

Co-Cr 합  분말을 비하 다. 모재의 경우에는 SM45C 

일반강을 사용하 다. SM45C는 열처리와 경화 처리를 

통해 기계  강도가 요구되는 부품의 재료로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가격이 렴하고 가공성이 뛰어난 장 이 

있다. Fig. 3에 나타낸 장비, 주사 자 미경(COXEM 

社)을 이용하여 분말의 형상을 찰하 고, 입도분석기

(HORIBA 社)를 이용하여 입도 분포도를 확인하 다.

  Fig. 4는 Co-Cr 합 을 층하기 해 이용한 DED 

(TRUMPF 社, TruLaser Cell 3000) 장비이다. 본 

연구의 층 공정 변수로 빔 사이즈는 1mm로 고정하

고 이  출력, 분말공 량, 이송 속도로 설정하 고 

Table 4에 나타내었다. 우선 분말 공  장치를 이용한 

feeding으로 분말 공  조건을(3, 6 g/min) 맞추었

고, 각 조건에 맞게 100 × 50 mm의 모재에 원라인

으로 분말 층 테스트를 진행하 다.

  각각의 공정 변수의 단면 분석을 해 미세 단기를 

이용하여 15~20 mm 크기로 제작하 다. 그리고 아

크릴 수지를 이용하여 30 mm 크기로 마운 을 진행

하 고, #400, #800, #1200, #2400, #4000 사포를 

이용하여 표면 폴리싱을 진행하 다. 시편 단면의 거울

면을 확인 후 층 높이, 열 향부를 확인하기 해 에

탄올:질산 = 90:5 비율로 Nital 5% 용액을 제조하

여 에칭을 진행하 다. 그리고 학 미경을 이용하여 

층 단면의 층 높이, 열 향부 분석을 통해 각 공정 

변수별 층 효율을 단할 수 있는 희석률을 계산할 

수 있다. 추가로 최 의 공정 조건을 토 로 에 지 

도를 계산하여 Co-Cr 합 의 층 효율을 분석할 수 

있다. 기본 으로 3D 린  후 가장 요한 부분으로 

미세 조직 분석을 통해 제품에 기공, 크랙과 같은 결함 

유무를 단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도 최 의 공정 변수

로 단하는 조건을 정하여 내부 기공, 결함 등을 확인

하 다. 그리고 층부-희석부-모재의 각 역에서 성

분 함량을 찰하기 해 SEM-EDS 분석을 진행하

다. 추가로 Mapping 분석을 통해 각 역의 성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고, 성분 함량의 변화를 찰 할 

수 있었다.

Fig. 1 SEM shape image of the Co-Cr alloy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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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Co-Cr alloy pow-
der

SM45C mechanical properties
Yield strength 35 kgf/mm2

Tensile strength 45 kgf/mm2

Elongation 20 %
Hardness 167 ~ 229 HB

Table 3 SM45C mechanical properties

(a) (b)

Fig. 3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OXEM), (b) 
Particle size analyzer (HORIBA)

 

Fig. 4 Direct energy deposition processing machine 
(TRUMPF)

Table 4  DED process parameter

DED process parameter
Beam size 1 mm

Powder feeding rate 3, 6 g/min
Laser header moving speed 500, 1000, 1500 mm/min

Laser out power 500, 700, 90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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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고찰
 

3.1 층 높이 비교에 따른 층 성능 평가

  Fig. 5는 각 공정 조건별 단면을 촬 한 결과이다. 

이  출력, 헤드 이송 속도, 분말 공 량에 따라 

층 높이, 희석 범 , 열 향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을 보면 분말 공 량 3 g/min 조건에서는 층 높이

에 용융풀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쌓이는 높

이에 비해 모재와 더 많이 혼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층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하지만 

6 g/min 조건에서는 층 높이와 용융풀의 비율이 비

슷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층 높이와 

희석되는 범 의 비율과 비교하 을 때 본 연구의 실험 

조건에서는 최 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6은 각 공정에 따른 층 높이를 수치화하여 

그래 로 나타내고 있다. 분말 공 량 3, 6 g/min 조

건에서 모두 동일하게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층 

높이가 상승하고, 헤드 이동 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는 경향을 확인하 다. 이는 이  출력이 높으면 

층 소재가 더 많이 녹아 층되고, 헤드 이동 속도가 

느리면 더 많은 에 지를 받기 때문에 층 높이가 높

다. 하지만 많은 에 지를 받은 만큼 용융풀의 범 가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헤드 이동 속도 500 mm/min 

조건의 층 높이를 보면 분말 공 량 차이에 따라 

150 ~ 200 ㎛ 정도의 차이가 있다. 분말 공 량 3 

g/min 조건에서 가장 높이 쌓인 조건은 254 ㎛로 형

성된 용융풀의 범 에 비해 히 은 것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추가 층 시 층 효율이 매우 떨어질 것

으로 단하고 있다. 그래서 층 높이와 용융풀의 범

 비율이 비슷한 조건(분말 공 량 : 6 g/min, 헤드 

이동속도 : 500 mm/min, 이  출력 : 500, 700, 

900 W)이 최 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에 지의 이 를 조사할 시 열원의 에 지는 모

재와 분말에 닿기  일부분 손실되거나, 모재의 표면

에 반사 는 흡수되어 열로 방출된다. Fig. 7은 속 

소재의 흡수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장에 따른 흡수율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흡수율이 높으면 에 지 손실을 낮출 수 있기 때문

에 한 장의 이 를 사용해야 하지만 흡수율이 

낮은 경우에는 에 지 손실이 커 더 많은 에 지를 공

하여야 한다. 흡수된 에 지의 경우에는 모재와 분말

을 가열하며, 도가 높다면 용융풀을 형성시킨다. 연

속 으로 층하기 해서는 한 에 지가 공 되고 

용융풀이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에 지가 집

될 경우에는 모재 는 분말이 기화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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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ross section of deposition by laser power and 
laser mov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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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층물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13).

3.2 희석률 비교에 따른 층성능 평가

  Fig. 8은 각 공정의 희석률을 계산하여 수치화한 그

래 이다. 희석률은 모재와 층 분말이 어느 정도 섞

이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층 높이와 용융풀의 범 를 

계산하 다. 희석률은 아래의 계산식을 통해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  ≈ 


× 

d : 희석률, Amix : 모재 표면 하부 혼합면 , Ac : 모

재 표면 상부 층 면 , hmix : 모재 표면 하부 높이, 

hc : 모재 표면 상부 높이를 나타내고 있다14,15).

  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각 공정 별 희석률을 계산하

다. 희석률의 경우 값이 크면 모재와 층 소재간의 

혼합량이 많아 층 높이가 감소하여 층 효율이 떨어

진다. 반 로 희석률 값이 낮으면 모재와 층 소재간

의 결합력이 약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앞서 선행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희석률의 값은 

30~40 %가 한 것으로 층 높이와 용융풀 범

의 비율이 6:4, 7:3으로 확인할 수 있다9,10,11).

  Fig. 8 그래 를 보면 분말 공 량 3 g/min 조건에

서는 략 70 ~ 90 % 사이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층 높이에 비해 용융풀의 범 가 넓은 것을 의

미하며, 층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단하 다. 분

말 공 량 6 g/min 조건에서도 희석률은 50 ~ 80 %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본 실험에서 가장 낮은 

희석률을 포함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 가장 층 효율

이 뛰어난 조건으로는 층 높이와 용융풀 범 의 비율

이 5 : 5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분말 공 량 : 6 

g/min, 헤드 이동속도 : 500 mm/min, 이  출력 

: 500 W로 최 의 공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실

험에서 설정한 조건의 가장 낮은 희석률은 52 % 이지

만 선행 연구에서는 30~40 %를 하다고 발표되었

다. 희석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층 높이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이는 분말 공 량을 늘리면 희석률은 낮

아질 것이지만 층 효율을 따져보면 한 공 량도 

필요하다.

3.3 에 지 도 비교에 따른 층성능 평가

  Fig. 9는 실험 공정에 따른 GED(Global Energy 

Density) 값을 수치화한 그래 이다. GED 값은 DED 

공정에서 층이 가능한지, 층 효율이 좋은지 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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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변수로서 층 단면과 같이 비교분석이 가능하

다. GED 값의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ω    



ω : global energy density, P : 이  출력, s : 

이송 속도, d : 빔사이즈로 나타낸다6,16). 의 식을 

이용하여 각 공정 별 에 지 도를 비교하 을 때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헤드 이동속도가 증

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출력이 높고 

속도가 낮을수록 가해지는 에 지가 많은 것을 나타내

는 것으로 일정 수 의 에 지 도 값이 요하다. 

Fig. 8과 Fig. 9를 비교하 을 때 분말공 량 3 g/min 

조건에서는 희석률이 모두 70 % 이상으로 층 효율

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6 g/min 조

건에서 50 % 정도의 희석률을 나타내는 조건이 있다. 

이는 분말 공 량이 증가하면 희석률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분말 공 량을 무 많이 증

가시킬 경우 불필요한 소재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공 량도 요하다.

  Fig. 10은 분말 공 량 6 g/min 기 으로 에 지 

도에 따른 층 단면 사진이다. (a) 108, (b) 60, 

(c) 54 J/mm2 에서 (a), (c)의 경우 층 높이에 

비해 용융풀의 범 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각각 조

건의 희석률은 63 %, 73 % 이다. 하지만 (b)의 경우

에는 층 높이와 용융풀의 범 가 비슷한 비율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조건의 희석률은 52 % 이다. 의 

내용을 토 로 비교하 을 때 에 지 도 108 J/mm2 

이상에서는 용융풀의 범 가 더 커질 것으로 단되며, 

희석률 한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에 지 도가 

높으면 층 소재가 산화될 수 있는 문제 이 있기 때

문에 층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단하고 있다.. 그리

고 에 지 도 54 J/mm2 이하의 경우에는 소재의 

층 높이가 히 낮기 때문에 층 효율이 떨어진

다. 본 실험에서 에 지 도 108, 54 J/mm2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조건의 값은 60, 84 J/mm2이며 희석

률 한 52, 59 %로 낮은 편으로 다른 조건에 비해 

층 효율이 뛰어나다.

  본 실험을 토 로 Co-Cr 합 의 에 지 도에 따

른 층 효율을 비교하 을 때 60~84 J/mm2 사이 

값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단하고 있다. 분말 공 량

을 늘리면 희석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무 많이 늘리

게 되면 불필요한 소재 소모가 심해 층 효율이 떨어

질 것으로 단되어 분말 공 량을 조 하게 되면 최

의 층 효율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3.4 미세조직 분석을 통한 층성능 평가

  Fig. 11과 Table 5는 60~108 J/mm2 사이의 에

지 도를 가지는 조건의 미세조직  성분분석을 진

  

(a) (b) (c)

Fig. 10 Manufacturing cross section according to powder 
feeding rate (6 g/min), (a) 108 J/mm2

, (b) 60 
J/mm2, (c) 54 J/mm2

(a) Laser power : 500 W, GED : 60 J/mm2

(b) Laser power : 700 W, GED : 84 J/mm2

(c) Laser power : 900 W, GED : 108 J/mm2

Fig. 11 Analysis of microstructure and components by 
powder feeding rate(6 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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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결과이다. 층부의 기공 는 크랙 등을 찰한 

결과, 결함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기공의 경우

에는 수 ㎛ 의 기공을 확인하 다. 3D 린  층물 

제작 시 의도하지 않는 내부 미세 기공이 존재하면 

층물의 기계  물성이 큰 향이 미칠 수 있다17). 하지

만 본 실험의 경우 찰되는 기공의 수가 어 기계  

물성에 향이 미미할 것으로 단된다. 추가로 층부

-희석부-모재 간 각 역에서의 성분 함량 변화를 분석

하 다. 모든 조건에서 층부에 Fe 함량이 증가하여 

희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력이 높아질수록 희석

된 부분의 Fe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더 많이 에 지로 인해 용융풀의 범 가 커져 모재

와 층 분말이 더 많이 희석된 것을 의미한다. 층물

의 성분 함량 변화는 물성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층 시 고려되어야한다. 하지만 DED의 경우 희석 

역은 불가피하므로 한 희석률을 가지는 조건을 도

출하는 것이 요하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 설정한 층 공정변수( 이  출력, 이

송 속도, 분말공 량)에 따른 Co-Cr 합  분말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층 높이에 따른 층 성능평가 결과로 분말 공

량이 많을수록, 헤드 이동 속도가 늦을수록 높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 다.

  2) 희석률에 따른 층 성능평가 결과로 층 높이

와 용융풀 범 가 5 : 5 비율을 나타내는 조건을 확인

하 다.

  3) 본 실험에서 도출한 최 의 공정은 분말 공 량 

6 g/min, 헤드 이동 속도 500 mm/min, 이  출

력 500 W이며, 희석률은 52 %이다.

  4) 에 지 도에 따른 층 성능평가 결과로 108 

J/mm2 이상의 값에서는 층 높이에 비해 용융풀의 

범 가 무 크게 형성되어 층 효율이 떨어지고, 54 

J/mm2 이하의 값에서는 층 높이가 무 낮아 층 

효율이 떨어진다.

  5) 에 지 도 60~84 J/mm2 사이의 조건이 

층 효율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본 실험

에서 설정한 분말 공 량 조건보다 더 많은 분말을 공

할 시 희석률이 낮아질 수 있으며 층 효율이 우수

할 것으로 단되지만 불필요한 소재 소모를 고려하

을 때 분말 공 량에 따른 추가 인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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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 립  지구온난화 억제를 해 기존 발 산업

에서는 발 효율 향상을 한 지속 인 발 설비 고도

화가 필요한 시 이다1,2). 이러한 에서 가스터빈은 

터빈입구온도 상승을 한 핵심 고온소재부품(블 이

드)의 온도수용성 향상에 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특히 일방향응고  단결정 정 주조 

내열합  블 이드 제조공정과 공  냉각경로 최

화 기술 등이 핵심 으로 용되고 있다3). 특히 블

이드 내부의 공설계는 블 이드 최종 제조단계에서 

용 공정을 수반하게 되고, 터빈 운 시의 블 이드 내

구성은 해당 내열합 의 용 건 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4,5).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블 이드 소재

는 일방향응고용 247LC 내열합 으로, 해당 소재는 

용  고온균열(응고  액화균열)에 취약한 소재로 잘 

알려져 있다6,7). 본 자는 247LC 내열합  용 부

의 응고  액화균열 민감도 최소화를 한 용 야 학

 인자 규명에 한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4,5,7-11). 가스텅스텐아크용 (Gas Tungsten Arc 

Welding, GTAW)을 이용한 Varestraint 시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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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LC 합  용 부의 응고균열발생 온도범 (Solidi- 

fication Brittle Temperature Range, BTR)는 400K

로 평가되었고, 높은 응고균열 민감도를 최소화시키기 

해, 용  응고모드의 제어7)  이  속응고 

용11)을 통한 응고균열 억제 방안이 체계 으로 제시되

어 왔다. 

  한편, 응고균열을 근본 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야

학  방안으로는, 용 응고시의 과냉과 응고편석 제어

를 통한 고액공존온도범  최소화가 가능한 247LC 합

 용융부 (Fusion Zone, FZ)의 성분 최 화이며, 

이를 해서는 우선 다양한 용가재의 용에 따른 

BTR 변화변화 거동 평가와 핵심 유해 성분 별에 

한 기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난용 성 내열

합 에 한 FZ 성분계 최 화에 한 국내연구는 상

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높은 응

고균열 민감도를 가진 247LC 내열합  용 부 FZ

의 최  성분계 도출을 최종 목표로, 응고균열 민감도

가 상 으로 낮은 고용강화형 니 내열합  상용 

용가재를 용하여, 247LC 합  이종용 부의 BTR 

감 가능성을 정량 으로 검토하 다. 특히 BTR 변

화거동은 FZ 용 응고시의 고액공존온도범   응고

과정에 한 열역학  검토를 통해 이론 으로 고찰하

으며, 해당 결과들은 실제 블 이드 용 에 한 

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실험 으로 검증하 다.

2. 사용재료  실험방법

2.1 247LC 내열합  모재  용가재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재(247LC 합 ) 

 3종의 상용 용가재(ERNiCrCoMo-1, ERNiCrMo-3, 

ERNiFeCr-2) 화학성분을 나타낸다. 각 용가재는 GTAW 

용으로 제작하 으며, 직경은 1.6 mm이다. 247LC 

합 은 Cannon Muskegon 사의 상용 모합 을 이용

해 재 형상(150 × 50 × 3 mm)으로 주조 제작한 

뒤 용체화 열처리(1505 K-120 분)를 용하 다. 

2.2 Varestraint 균열시험

  상용용가재를 용한 247LC 이종용 부의 응고균열 

민감도(BTR)를 평가하기 해 Varestraint 시험을 

실시하 다. 과정을 Fig. 1(a)는 Varestraint 시험과 

시험편 배치에 한 모식도를, (b)는 이종용 부를 포

함한 Varestraint 시험편 제작과정에 해 나타내고 

있다. 247LC 모재에 용가재를 용한 단층(single- 

pass) GTAW (이하 비용 , Pre-welding)를 실시

하 고, 모재와의 희석률은 75-80%가 되도록 비 용

조건을 설정하 다. 해당 비용  비드 내에서 제살

용 과 함께 횡방향 Varestraint 시험을 실시하 고, 

Varestraint 시험 시 용 부에 용되는 굽힘 변형률

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비 용  비드표면의 덧살(face 

reinforcement)은 평활하게 연마 처리 후 Varestraint 시

험을 실시하 다(Fig. 1(b)). 본 Varestraint 시험에 한 

세부조건은 Table 2에 요약하 다. Varestraint 시험부

의 응고균열 길이 측정은 실체 미경(ISM-PM200SB, 

Insize)을 사용하 고, BTR 변환을 해 응고균열 형성 

시 의 온도분포를 고속 열화상카메라(A655sc, FLIR)

로 측정하 다(Fig. 1(a)). 열화상카메라 사양은 Table 

3에 요약하 으며, 온도 측정 결과의 정 도를 고려해 

방사율은 0.6으로 설정하 다. 

2.3 미세조직 분석

  247LC 이종 용 부의 응고균열 발생 거동은 주사

자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으로 찰하 으며, 응고균열부의 미세 성분 분포는 

자탐침미세분석기(Electron Probe Micro Analyze, 

EPMA, JXA-8530F, JEOL)를 이용해 분석하 다.

Materials Ni C Cr Fe Co Mo Mn W Ta Nb Ti Al B Zr Hf Si P S

247LC alloy
(Base metal) Bal. 0.07 8.1 - 9.2 0.5 - 9.5 3.2 - 0.7 5.6 0.015 0.015 1.4 - <

0.0006
<

0.0002

ERNiCrCoMo-1
(Filler metal) Bal. 0.07 22.5 0.51 11.21 8.7 0.3 - - - 0.4 1.3 - - 0.1 0.004 <

0.001

ERNiCrMo-3
(Filler metal) Bal. 0.01 22.07 0.17 - 8.68 0.01 - 0.04 3.6 0.21 0.11 - - - 0.06 <

0.003
<

0.001

ERNiFeCr-2
(Filler metal) Bal. 0.05 17.47 20.1 0.03 2.99 0.06 - 0.28 4.84 0.99 0.46 - - - 0.09 0.005 <

0.001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used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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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escriptions of (a) transverse-varestraint testing and (b) preparation procedures of the testing specimens 

Welding types Parameters Conditions

Pre-welding

Welding GTAW with fillers 
Arc voltage 18 V
Arc current 100 A
Arc length 2 mm

Welding speed 1 mm/s
Feed rate of filler metal 1 mm/s

Shield gas Argon (99.99% purity)

Transverse-Varestraint test

Welding Autogenous GTAW
Arc voltage 10 V
Arc current 60 A
Arc length 2 mm

Welding speed 1 mm/s
Shield gas Argon (99.99% purity)

Bending strain 0.5-3.0%
Bending rate 400 mm/s

Table 2  Conditions of the transverse-varestraint test for dissimilar pre-weld bead

Parameter Conditions
Resolution 640 × 480 pixels at 50 Hz,   640 × 240 pixels at 100 Hz,   640 × 120 pixels at 200 Hz
Detector Uncooled microbolometer

Minimum focus distance 0.25 m
Spectral range 7.5-14 (Long-wave infrared)

Temperature acquisition range 298-2273 K
Response time < 8 ms

Temperature accuracy ±2 K
Emissivity 0.6

Table 3 Specifications of the infrared-thermovision camera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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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고찰

3.1 상용 용가재 용에 따른 247LC 합  이종
용 부의 BTR 변화거동

  Fig. 2는 247LC 합  모재에 ERNiCrMo-3 용가

재를 용한 이종 비용 부에 한 표 인 Vares- 

traint 시험(부가 변형률: 1.0%) 결과를 나타낸다. 

시험부 외 (Fig. 2(a))에 형성된 최장 고온균열에 

한 SEM 찰결과, 면  역에서 용  방향으로의 덴

드라이트 형성  액막의 흔 이 명확히 찰되는 바(Fig. 

2(b)), 해당 고온균열은 응고균열로 별되었다. 이러한 

응고균열 발생거동은 ERNiCrCoMo-1  ERNiFeCr- 

2 용가재 용 비용 부의 Varestraint 시험에서도 

동일함을 확인하 다.

  Fig. 3은 3종의 용가재를 용한 247LC 이종 용

부의 BTR  응고균열 발생한계 곡선 도출과정을 나

타낸다. Fig. 3(a)는 고속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한 

Varestraint 시험부의 최장응고균열 발생 치 온도분

포이다. BTR 변환을 한 온도구배는 Varestraint 

굽힘변형 부가 시 의 일시  용융지경계선( : Fig. 

3의 instantaneous fusion line)상의 온도로부터 도

출하 다. 일시 용융지 경계선상의 온도는 각 이종용

부 FZ의 평형액상선온도로 가정하 으며, 해당 액상

선온도는 FZ 성분값과 Thermo-calc(데이터베이스: 

TCNi9) 상태도계산을 통해 추정하 다. 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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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 성분값은 식 (1)의 혼합법칙(rule of mixture)과 

식(2)의 희석률 계산식을 이용하 으며,  
 는 FZ의 

합 원소() 성분값,  
 는 모재의 합 원소() 성분값, 

 
 는 용가재의 합 원소() 성분값, 는 FZ의 모재 

희석률이다.  ,  은 각각 모재부 FZ과 덧살의 

단면 이다(Fig. 1(b)). Table 4는 식 (1)  (2)를 

이용한 각 이종 용 부 FZ의 성분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1)

     


×        (2)

  그 결과, 247LC/ERNiCrCoMo-1 Varestraint 시험

부의 온도구배는 68.56 K/mm, 247LC/ERNiCrMo- 

3  247LC/ERNiFeCr-2 시험부 온도구배는 79.35, 

106.08 K/mm로 도출되었다 (Fig. 3(a)). Fig. 3(b)

는 이를 토 로 작도한 응고균열 발생한계 곡선  

BTR 값을 나타내며, 247LC/ERNiCrCoMo-1 이종

용 부의 BTR은 260 K, 247LC/ERNiCrMo-3  

247LC/ERNiFeCr-2 용 부는 217 K  485 K의 

BTR 값을 가진다. Fig. 3(b)에는 본 자의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보고된 247LC 합  모재의 BTR값을 함

께 나타내고 있다7). 3종의 고용강화형 내열합  상

용 용가재 용에 따라 247LC 이종용 부는 각각 상

이한 BTR 값을 나타내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

며, 본 결과는 용가재 성분에 따라 247LC 합 의 높

은 응고균열 민감도는 감 는 심화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3.2 247LC 이종용 부의 고액공존온도범 에 
미치는 TCP상 형성의 향

  니 계 내열합  용 부 BTR은 용 응고과정의 

고액공존온도범 에 의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Fig. 4(a)는 247LC 합  모재  ERNiCrCoM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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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Calculated mushy zone range and (b) relation-
ship between BTR and the mushy zone range (*: 
adopted from Ref. 7)

Pre-welds Ni C Cr Fe Co Mo Mn W Ta Nb Ti Al B Zr Hf Si
247LC/

ERNiCrCoMo-1 
weld FZ

Bal. 0.07 11.7 0.13 9.7 2.6 0.08 7.13 2.4 - 0.63 4.53 0.11 0.11 1.05 0.025

247LC/
ERNiCrMo-3 

weld FZ
Bal. 0.06 10.89 0.03 7.36 2.14 0.004 7.6 2.59 0.7 0.6 4.5 0.012 0.012 1.2 0.012

247LC/
ERNiFeCr-2 

weld FZ
Bal. 0.065 10.35 4.82 6.99 1.1 0.01 7.2 2.49 1.16 0.77 4.37 0.011 0.011 1.06 0.022

Table 4 Calculated chemical composition of 247LC dissimilar pre-weld FZ by rule of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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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iCrMo-3, ERNiFeCr-2 용가재의 고액공존온도범

를 247LC/ERNiCrCoMo-1, 247LC/ERNiCrMo-3 

 247LC/ERNiFeCr-2 이종용 부의 고액공존온도

범 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고액공존온도범  계

산에는 Thermo-calc(데이터베이스: TCNi9)를 이용

하 고, 가장 표 인 평형상태도 계산  냉각속도에 

따른 확산거동 차이를 일부 반 한 Scheil 모델 계산

을 각각 수행하 다. Scheil 모델을 이용한 계산 조건은 

Table 5에 요약하 으며, 역확산(Back Diffusion)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Fig. 4(b)는 247LC 모재를 비

롯해7), Varestraint 시험으로 평가된 BTR과 Scheil 

모델로부터 계산된 고액공존온도범 의 상 계를 나

타내고 있다. Scheil 모델 계산 결과는 3종의 247LC 

이종용 부  모재 BTR을 근사 으로 표면할 뿐만 

아니라 높은 상 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1 에서 언 한 용가재 용에 따른 247LC 이종용

부의 BTR 변화거동은 각 용 부 FZ의 고액공존온도

범  계산을 기반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고용강화형 내열합  용  응고시에는 응고 

최종단계에서 σ, μ  Laves 등의 TCP 상이 형성되며 

고액공존온도범 가 확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12), 

용가재 용에 따른 247LC 이종용 부의 BTR 변화 

한 TCP 상 형성거동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Fig. 5는 Scheil 모델로 계산한 (a) 247LC/ 

ERNiCrMo-3, (b) 247LC/ERNiFeCr-2 이종용 부 

 (c) 247LC 모재의 용  응고과정에 한 상세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모든 조건에서 약 95%이상 응고 최

종단계에서 TCP상 형성이 계산상 확인되었다. Fig. 6

은 247LC/ERNiFeCr-2 이종용 부에 한 (a) 

Varestraint 시험 외   (b) 응고균열 발생 양상에 

한 미세조직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특히 Fig. 4(c)

는 Fig. 4(b) “C” 역에 한 표 인 EPMA 분석결

과이다. TCP 상의 구성원소로 알려진 Cr, Mo, W, 

Fe  C의 성분분포를 비교해 볼 때 응고균열 발생에

는 상당량의 TCP 상이 여한 것으로 단되며, 이러

한 TCP상 형성거동은 247LC/ERNiCrCoMo-1  

247LC/ERNiCrMo-3 이종용 부의 응고균열 면에

서도 유사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Fig. 5(a), (b)의 

계산결과는 실제 이종용 부의 응고과정을 잘 반 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7은 Fig. 5의 Scheil 모델 응고과정에서 계산

된 TCP상의 총량과 Varestraint 시험으로부터 평가

된 BTR의 상 계를 나타낸다. 용 응고과정 상의 

TCP 형성거동과 BTR에는 높은 상 계가 있음이 확

인되었으며, 247LC/ERNiCrMo-3 이종용 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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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parameters Values

247LC/ERNiCrCoMo-
1 pre-weld FZ

Cooling rate 68.56 K/s
Solidification 

completion rate 99.9%

247LC/ERNiCrMo-3 
pre-weld FZ

Cooling rate 79.35 K/s
Solidification 

completion rate 99.9%

247LC/ERNiFeCr-2 
pre-weld FZ

Cooling rate 106.08 K/s
Solidification 

completion rate 99.9%

Table 5 Calculation conditions of mushy zone range based
on Scheil’s model by thermo-calc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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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한 BTR과 247LC/ERNiFeCr-2 이종용 부

의 가장 넓은 BTR은 TCP상의 형성 총량에 의한 결과

로 명되었다. 

3.3 247LC/ERNiCrMo-3 이종용 부의 BTR 
축소에 한 실 용 검증 

  본 에서는 Varestraint 시험으로부터 평가된 247LC 

이종용 부의 BTR 변화거동에 한 신뢰도를 실험 으

로 검증함과 동시에, 상용용가재 용을 통한 247LC 

내열합  블 이드 실 용 부의 응고균열 감가능 

여부를 검토하 다. Fig. 8은 (a) 247LC 합  모재

의 제살용 부  (b) 247LC/ERNiCrMo-3 이종용

부의 표 인 단면 매크로 사진이다. 각 용 부는 

Table 2의 Varestraint 시험 제살용  조건(Fig. 8(a))

과 비용 조건(Fig. 8(b))을 동일하게 용한 결과

이다. 247LC 제살용 부에서 확인된 FZ 응고균열

(Fig. 8(a))은 약 400 K의 넓은 BTR에 기인하는 것

으로 사료되며7), 가장 낮은 응고균열 민감도(BTR)를 

가지는 247LC/ERNiCrMo-3 용 부의 경우(Fig. 8(b)), 

단면 상 응고균열이 억제된 결과가 확인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상용용가재 용 247LC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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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lculated solidification path for (a) 247LC/ERNiCrMo-3, (b) 247LC/ERNiFeCr-2 dissimilar pre-weld FZ and (c) 
247LC base metal by Thermo-C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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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부의 BTR 변화거동은 실제 247LC 합  블 이

드 용 에 용 가능한 유효한 결과로 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난용 성 247LC 내열합  가스터빈 

블 이드의 건 한 용 부 확보를 목표로, 3종의 고용

강화형 니 내열합  상용 용가재를 용한 247LC 

합  이종용 부의 응고균열  BTR 변화거동에 해 

실험 으로 평가하 으며, 핵심 야 학  인자에 한 

응고론  검토를 실시하 다. 본 논문의 결론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1) Varestraint 시험으로부터 평가된 247LC/ERNiCr- 

CoMo-1, 247LC/ERNiCrMo-3  247LC/ERNiFeCr-2 

이종용 부의 BTR은 260, 217  485 K로 평가되

었다. 즉, 유효한 상용 용가재 선택에 따라 247LC 합

의 높은 응고균열 민감도는 감 가능함을 시사한다. 

  2) 용가재 종류에 따른 각 이종용 부의 BTR 변화

거동은 해당 이종용 부의 용 응고과정, 특히 약 

95% 이상의 응고 최종단계에서 형성되는 TCP상의 총

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명되었다.

  3) 가장 소한 BTR을 나타낸 247LC/ERNiCrMo- 

3 이종 용 부는 실제 용 부에서도 응고균열이 억제

된 결과가 확인된 바, 본 연구에서 얻어진 247LC 이종

용 부의 BTR 변화거동  평가 과정은 실제 247LC 

합  블 이드 용 에 고려 가능한 유효한 결과들로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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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al character, click the "Special Characters" button. If you are submitting a manuscript that does not 
require an Abstract, please type N/A in the Abstract box. Please click the check box, if the corresponding 
author is the first author.
• Step 2. Authors 
Enter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first author in the boxes under "Add the First Author." 
• Step 3. File Upload
The manuscript file (main text) should not include authors’ name or affiliation. Upload and select the 
correct file designation for each item. All images should be inserted into a PowerPoint file. Acceptable file 
formats are pdf, hwp, doc and ppt, and each file should not be bigger than 20 MB in size.
• Step 4. PDF conversion
Merger file will be created in pdf format.
• Step 5. Cover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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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submit a separate cover letter with additional notes to Editor-in-Chief. 
• Step 6. Preview
Review the information in the Preview chart for correctness; make changes if needed. If you have not 
completed the required steps, you will not be able to submit your manuscript.
• Step 7. Submit
Once it is submitted, you will be able to monitor the progress of your manuscript through the peer revi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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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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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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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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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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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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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nference : Author, Title, Proceeding, Place (Year) Page.
J. H. Lee, C. H. Kim and N. H. Kang, Hydrogen Diffusion and Embrittlement with Respect to Microstructure 
of Pipeline Steel Weld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Welding and Joining Conference (IWJC 2017), Gy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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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ou, Welding Metallurgy, 2nd Edition, Wiley Interscience, New Jersey, USA (2003) 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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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J. Seong, Ph. D. thesis, A Study on Flame Forming and Straightening of Welding Distortion for 
Shipbuilding Structure, KAIST, Daejeon, Korea (201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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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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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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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right 
After published to JWJ, the copyright of manuscripts should belong to KWJS. A transfer of copyright 
(publishing agreement) form can be found in submission website (http://www.w-jwj.org).

Peer review process
Submitted manuscripts will be sent to peer reviewers, unless they are either out of scope or below the 
quality threshold for the journal, or the presentation or written English is of an unacceptably low standard. 
A manuscript that meets this standard is sent to anonymous reviewers for peer review. Once the editorial 
office receives complete reviews, the associate editor and editor makes a decision and the corresponding 
author is informed of the editorial decision by e-mail. The editor selects referees results of the review will 
be classified as follows;
• Accepted: The manuscript will be forwarded to the publisher without further cor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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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or revisions: The author should address the comments from the reviewers, which will be confirmed   
  by the reviewers before being sent to the publisher.
• Major revisions: The author should address the comments from the reviewers and make the appropriate   
  corrections for further review by the reviewers.
• Rejection: When majority of the reviewers recommends not to publish, the manuscript will be reject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 Consultation: Review of the manuscript will be forwarded to further consultation to subcommittees and    
  subspecialties.
Manuscripts reviewed that require revision should be revised and uploaded with a response to the reviewers’ 
comment at JWJ editorial manager within 45 days. Otherwise, the manuscript will be considered as a new 
manuscript when and if it is resubmitted.
And disputes or ethical issues raised during or after the publication should follow the guidelines found at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strictly applie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of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on publishing integrity.  

Page charge or article processing charge
The article processing charge for paper is 200,000 KRW within 6 pages. An excess page charge of 30,000 
KRW per page will be charged within 10 pages. For papers with acknowledgement for financial support, 
there will be additional charge of 70,000 KRW. Be noted that there is no article processing charge for 
papers submitted by foreign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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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304, San-Jeong Building, 23, Gukhoe-daero 66-gil, 
Yeongdeungpo-gu, Seoul, 07237, Korea 
Tel. +82-2-538-6511~6512, Fax. +82-2-538-6510, E-mail. koweld@kwjs.or.kr, http://www.e-jw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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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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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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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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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write references?
Is your manuscript carefully proof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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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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