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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 용접된 Cu / STS 304강의 미세조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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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research report for the recent a few years, the dissimilar welding of Cu and STS 304 
alloy have been presented that a weldability is very poor. This article present a study on Lap joint by 
Electron beam welding dissimilar materials. The weld metals was constituted between pure copper and STS 
304 steel.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with 125㎃ welding current, 520㎃ focusing current. The 
Vacuum condition of chamber is 5x10-5torr and welding speed is 300mm/min. Showing the bead shape of 
weld metal, the thickness of the stainless 304 using as the protect materials is 3mm and the thickness of 
a copper is 15mm. The analysis about the microstructure were carried out in which it was observed with 
SEM. The results showed that complex heterogeneous fusion zone microstructure characterized both by 
rapid cooling and mixing of the molten metal, however the liquation crack was formated in the fu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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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각종 금속을 접합

시키는 용접시공과 기술개발도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

다. 야금학적 접합 기술인 용접은 초소형 전자부품의 

직접회로의 접합에서부터 초대형의 선박구조물 건조 및 

최첨단 분야의 원자로 시공에 이르기까지 각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계적 접합 방법보다 기

밀성이나 수밀성이 좋고, 또한 이음부의 신뢰성도 우수

하고, 공정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 각종형태의 구조물 

설계 및 시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
.

그 중 이종 금속 간 용접은 동일 구조물 내에서의 부

분적으로 차별화된 기계적 특성을 요구할 때나 열적,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동시에 요구될 경우 및 고가의 

재료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종금속의 접합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 

하는 추세이고, 또한 기술적, 경제적 장점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 각기 다른 금속을 접합하는 기

술은 산업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기술로 자리 매김 하고 

있으나, 아직 용접부의 성능은 만족하지 못할 만한 수

준이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3)
. 이종 금속의 용접

시 물리적인 성질이 제한 조건이 될 수 있고 두 모재간

의 금속학적인 거동이 중요하므로 그 접합 방법 결정에 

주의를 요하게 된다. 이종 금속 접합부 연구에서 나타

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용접부(weld metal)에서 각기 

다른 용융점, 열팽창계수 등의 물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응고 거동과 그에 따른 미세 균열이 가장 큰 문제점으

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종 금속 간 용접 시 야금

학적 측면에서 조대한 금속간 화합물이나 편석, 고온균

열 등 특정한 인자들의 제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전자빔용접은 에너지밀도

의 제어를 통하여 각기 다른 물성을 지닌 금속의 융해

에 바로 도달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4)
, 용접 

연 구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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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304

C Mn Si S P Cr Ni Mo Cu Fe

0.06 1.67 0.63 0.01 0.02 17.7 8.30 0.50 0.53 Bal.

Cu
Cu

Balance(99.95%)

Table 2 Welding parameters of EBW

Welding Current [mA] 125

Focusing Current [mA] 520

Output Power [kW] 15

Vacuum condition [torr] 5 × 10-5

Welding speed [mm/min] 30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materials

used(Wt.%)

Thermal properties Stainless steel 304 Pure Copper

CTE, linear

17.3 μm/m-℃ (at Temp. 0.000~100℃) 16.4 μm/m-℃ (at Temp. 20~100℃)

17.8 μm/m-℃ (at Temp. 0.000~315℃) 17.8 μm/m-℃ (at Temp. 250℃)

18.7 μm/m-℃ (at Temp. 0.000~650℃) 20.2 μm/m-℃ (at Temp. 500℃)

Specific Heat

Capacity
0.500 J/g-℃ 0.385 J/g-℃

Thermal

Conductivity
16.2 W/m-K (at Temp. 0~100℃) 391 W/m-K (at Temp. 20℃)

Melting point

1400~1455℃

1083℃Solidus 1400℃

Liquidus 1455

Table 3 The thermal characteristic of materials used

입열량을 제어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을 제어하는 측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고, 또한 좁은 용융부에 기인하

여 용접부가 급속 응고되기 때문에 용접부의 조성적 균

질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정밀 용접이 가

능하다는 측면에서 이종 금속 접합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4)
. 하지만 Pure copper(이후 Cu) 와 Stainless

steel 304(이후 STS 304 강)의 이종재료에 대한 전

자빔용접의 경우 sputtering 장비나 반도체장비용 

lead frame 등에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가지는 서로 다른 물성 때문에 용접부에 많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본 재료에 대한 연구 중 I. Magnabosco,

L. Arnberg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Cu-STS304 간

에 맞대기 용접의 경우 금속학적으로 서로 고용도가 낮

고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 하지 못하며, 용접부 내부에 

편석 및 크랙에 의해 취화 되는 등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5)
.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도도와 열전도율이 우수하고,

기계가공성이 양호하며, 산소가 0.001% Cu와 내식성,

내산화성 및 내열성 등이 우수하여 공업적으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는 STS 304을 이용하여 전자빔 용접

을 실시하였다. 이음부는 겹치기 용접부로 제작하였으

며. 용접부의 미세조직을 조사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2.1 화학조성 및 열적특성

Table 1과 3에 본 실험에 사용된 STS 304강과 순동

의 화학조성 및 열적특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이

종 재료의 용접거동 중 발생하는 균열에는 고온균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며 그에 따른 사용재료의 열적 특성

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Cu는 STS 304강보다 융점이 낮음으로 인해 용접부 내

에 액상 필름 형성에 따른 액화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Cu의 높은 열전도도는 열영향부의 잔류응력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TS

304강의 높은 용융잠열과 Cu 합금의 높은 열전도도는 

Cu 모재 부분의 열영향부의 크기를 증가 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서로 상이한 열팽창계수에 기인하여 용접금속 

내부에 수축-취성에 의해 균열발생이 예상된다.

2.2 용접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는 이종재질의 STS 304강(3mm) +

Cu(15mm) 두께의 판재를 Lap joint로 전자빔 용접

하였다. 적용된 실험 조건은 Table 2와 같다. 용접을 

위한 전자빔의 조사방향은 이음부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안정된 전자빔의 조사를 위해서 챔버 

내의 진공도는 5 × 10-5torr로 유지하였으며, 용접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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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electron beam welding of a

Stainless steel 304 alloy- Pure Cu dissimilar

couple

Fig. 2 Macro image for cross section of lap jointed

dissimilar STS 304 / Cu weld metal

Fig. 3 The weld metal cross-section and micro-s tructure

in which it observed with optical microscope.

(a) Fuzion line of STS 304 part

(b) Weld metal of STS 304

(c) Fusion line of Cu

(d) Weld metal of Cu

(e) Weld metal root

는 모든 시편에서 동일하게 300mm/min.으로 진행하

였다.

2.3 용접부 특성 평가 방법

Fig. 1은 본 실험에서 제작된 3mm의 STS 304강

과 15mm두께의 Cu에 대한 Lap joint 용접부의 단면

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1에 나타낸 것처럼 열전도 형

태로 용융된 상부의 STS 304강의 용접 영역, 혼합부

(Fusion Zone), 하부의 Cu 용접 영역으로 3부분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의 용접부 조직특성을 분석하였다.

미세 조직 관찰을 위해 부식액은 각각 HCl(50%),

HNO3(50%)의 혼합액으로 STS 304강을 부식하였으

며, Cu에 대해서는 NH4Cl 용액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직관찰을 위해서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으며, 제2상의 성분분석

은 주사전자현미경 장착된 EDS mode에서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용접금속의 용융

Fig. 2는 본 연구에서 제작된 STS 304강 / Cu 이

종재료의 전자빔 용접한 접합부의 사진이다. Fig. 2에

서 보듯이 STS 304강의 두께는 3mm 이고, Cu의 경

우 두께는 15mm이며, 용입깊이는 12.9mm이다.

전자가 최초로 맞닿는 STS 304강의 최선단의 용접

부 형상은 열전도에 의해서 용융된 형상의 넓은 비드폭

을 나타내고 있으며, Cu부분의 비드의 폭은 Cu의 높

은 열전도도에 따른 빠른 냉각속도로 인하여 비드가 급

격히 감소된 형태로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Cu의 경

우 높은 열전도도에 따라서 용융 용접시에 국부적인 용

접이 어려우나 전자빔 용접의 경우 고밀도 에너지원을 

이용한 용접으로 좁은 용융부의 형성이 가능하였다.

Fig. 3에 용접부의 단면형상과 각 부분의 미세조직사

진을 나타내었다. (a)는 STS 304강의 용융선 부분이

며 (b)는 STS 304강의 용접금속의  중심부이다. 또한 

(c)는 Cu 부분에 대한 용융선부근이며 (d)는 Cu 부분

의 용접금속, (e)는 Cu 부분의 루트부 미세조직 사진

이다. (a), (b) 관찰 결과, STS 304강 용접부는 열 

유동에 따라서 모재 쪽에서 중심부로 방향성응고 거동

을 나타내는 조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열영향부의 조

직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용융선 근처의 용접

부는 주형으로 작용하는 모재와의 큰 온도 구배에 의하

여 빠르게 응고 되어 미세한 주상정 조직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열영향부의 조직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용접부의 고밀도 에너지 열원이 집중되어 

STS 304강 합금원소와 Cu의 급격한 혼합이 이루어 

졌으며6) 이에 따라 높은 조성적 과냉도를 나타낼 것으

로 사료되며7)
, 그 결과 모재에 비해 용접부의 응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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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micrographs for the bead width measurement

according to each location. (a) STS 304 and

fusion zone (b) Root zone

Fig. 5 The micro structure of STS 304 weld metal in

which it observes with SEM. : (a) micro

structure near the top of the weld metal in STS

304 part, (b)~(d) EDS line profile

도가 낮아지고 비교적 작은 열영향부를 나타낸 것이다.

(c), (d), (e)에서 보듯이 Cu 부분의 용접부는 응고속

도에 따른 리플(Ripple)을 형성하였다. 리플간의 간격

은 주형으로 작용하는 모재 쪽에서 간격이 좁게 형성되

었으며, 용접금속의 중심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심부에 비해 용융선근처의 용접

부가 냉각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Fig. 4는 비드(Bead) 폭 변화를 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전자빔의 최초 입사면인 STS 304강 용접부 

및 접합부를 나타낸 (a)에서 알 수 있듯이 STS 304강 

용접부는 약 2.39mm, 접합부는 약 1.68mm로 급격

한 폭 변화가 이루어 졌다. 그 이후 비드의 폭은 선형

적으로 감소하여 (b)에서 보인 것처럼 루트(Root)부의 

경우 200㎛이하의 좁은 비드 폭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를 참조 하면 Cu 상온에서 391 W/m·K의 

크기의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며, 이는 STS 304강의 

열전도도인 16.2 W/m·K에 비해 약 24배 이상의 열

전도도의 차이를 보인다. 용접부의 응고 거동시 STS강 

보다 Cu 모재의 빠른 열전도도에 기인하여 용융부가 

혼합부를 지나 Cu 모재와 접촉 시 급속하게 냉각 되어 

졌으며, 이에 따라 좁은 비드 폭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 

진다.

3.2 용접부 편석 및 미세 균열

Fig. 5-(a)는 STS 304강 용접부내의 구상 정출물

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한 조직이며, (b)∼

(d)는 (a)에서 관찰한 정출물에 대하여 EDS 선 분석 

결과이다. (a)에서 보듯이 관찰된 정출상의 크기는 직

경 10㎛ 내외 이며, (b)∼(d)의 선분석 결과 기지원소

는 Cu를 갖는 조성을 나타내었다. 이 구상의 정출물은 

STS 304강 용접부 중앙에 집중 되어 나타났다. STS

304강 부분의 용접부는 Fig. 3-(a)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모재에서 중심부로 수지상의 성장을 하였으며,

STS 304강의 합금원소와 Cu간에 금속간화합물이나 

여타 다른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부에 미

고용 용질원자인 Cu의 편석이 집중 되었다. 또한 정출

상이 구상을 띠는 이유는 용접부의 주형으로 작용하는 

모재의 온도는 상온의 온도 영역을 갖기 때문에7), 용융

부와의 큰 과냉도에 기인하여 과포화 고용체를 형성하

고 미 고용된 Cu가 높은 열전도도에 기인하여 급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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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micro structure of the Steel matrix containing

a globule of copper in which it observes with

SEM and its EDS result of A

Fig. 7 Microcrack at the interface between weld metal

and heat affected zone in STS 304 weld metal. (a)

cross section (b) fractographs

게 냉각되어 에너지 준위적으로 안정한 구상을 띠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자빔 용접 공정 중 높은 에너지 밀도와 높은 

증기압에 기인하여, 용탕 내부에 와류가 형성되며 용융

액체 내의 혼용이 충분히 이루어 졌으며, 액상에서 조

성의 혼합(Mixing)이 치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

난 결과이다. 액상에서 전율 고용 형태로 존재하던 합

금원소들이 정출 시 급속한 응고 속도와 Cu 정출상은 

높은 열전도도에 기인하여 STS 304강의 합금 원소에 

비해 빠르게 응고 되어, 과포화 고용체를 형성하고,

Fe, Cr 등의 원소들이 고용한도 이상 존재하여 미고용 

용질원자로 정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Fig. 5의 구상의 정출물을 확대한 사진과 

정출물 내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구상의 EDS 성분 분

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STS 304 용접부에 존재하는 

구상의 Cu 정출물 내부에 또 다른 구상의 미고용 정출

물이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다. 내부에 존재하는 또 다

른 구상의 정출물에 대한 EDS 분석결과는 STS 304

강의 함금원소인 Fe, Cr, Ni을 다량 함유한 조직을 나

타내고 있었다. 이는 높은 가속전압으로 운동하는 전자

에 의해 용탕 내부에 와류가 형성되어 용융금속내의 혼

용이 충분히 이루어 졌으며, 액상에서 조성의 혼합

(Mixing)이 치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

다. 액상에서 전율 고용 형태로 존재하던 합금원소들이 

정출 시 급속한 응고 속도와 Cu 정출상은 높은 열전도

도에 기인하여 STS 304강의 합금 원소에 비해 빠르게 

응고 되어, 과포화 고용체를 형성하고, Fe, Cr, Ni 등

의 원소들이 고용한도 이상 존재하여 미고용 용질원자

로 정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a)는 SEM으로 관찰한 STS 304강 부분의 

열영향부와 용접부 사이 경계에서 관찰된 미세균열

(micro crack)이며, (b)는 파단면을 관찰한 사진이다.

미세균열은 모재로부터 용접부 중심방향으로 나타나는 

주상정 조직 사이에 선형으로 늘어져 있는 형상을 나타

내고 있으며, 크기는 약 30㎛ 내외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크랙은 STS 304강 용접부에 불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액화균열(Liquation Cracking)

의8) 전형적인 예로 용접부가 냉각되면서 Fig. 7-(b)에

서 보이는 기지금속보다 융점이 낮은 미고용 Cu가 입

계에서 불순물로 작용하여 결정립계의 습윤 피막

(wetting film)을 형성하여 크랙을 발생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Fig. 8-(a)는 SEM으로 관찰한 Cu 부분의 용융선

(fusion line)에 대한의 단면 사진이고, (b)∼(d)는 

(a)의 EDS line profile 결과 이다.

열영향부에 STS 304강 합금 원소인 Fe, Cr, Ni에 

의한 국부 용융부가 관찰되며, 이는 모재인 Cu의 융점

에 비해 STS 합금 원소인 Fe, Cr이 융점이 높고, 또

한 Cu 합금이 가지는 높은 열전도성에 기인하여 생성

된 것이며, EDS 선분석 결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

다. 또한 열영향부 부근의 조직관찰을 위한 화학용액 

침전시 과부식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용접부 열에 

의한 열영향부에서 높은 잔류응력에 기인하여 부식특성

이 저하 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는 Cu의 열영향부와 용접부 사이 미세 균열을 

나타내고 있다. Cu 용접부의 경우, STS 304강 용접

부와 마찬가지로 액화 균열을 나타내고 있으며, STS

304강의 용융선(Fusion line)에 생성된 것에 비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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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copper side fusion line that it observes with

SEM. (a) microstructure near the HAZ in Cu

part, (b)~(d) EDS line profile

Fig. 9 Micro crack at the interface between weld metal

and HAZ in Cu weld metal

Fig. 10 Micro structure of copper segregation containing

a globule in root section of the copper weld

metal and EDS results of point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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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contents of the copper according to the

weld penetration

기가 대략 100㎛ 이내의 크기를 가져 비교적 큰 결함

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에 나타낸 위치

에 따른 Cu 함량을 보면 STS 304강 용접부에 비해 

Cu의 용접부가 비교적 높은 Cu의 함량 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액화 균열은 모재내

의 불순물의 양과 형상, 개재물의 부피 분율과 밀도 등

의 인자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Cu

용접부는 STS 304강 부분 보다 높은 Cu 함량을 가지

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불순물로 작용하는 Cu 양의 증가

는 액화균열시 발생하는 습윤 피막(wetting film)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크랙의 크기가 증가한 것

으로 보여 진다.

Fig. 10은 Cu 용접부의 루트부에 형성된 편석의 미

세조직과 A와 B의 EDS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편

석의 기지 원소는 EDS 결과 값에서 에서 알 수 있듯

이 Cu이며, 편석 내부에 존재하는 구상의 정출상은 

STS 304강 합금원소인 Fe, Cr, Ni 등을 다량 함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루트부의 경우 Fig. 11에 보

여지듯이 Cu의 함량이 용접부 중에 가장 높은 구간으

로 Cu에 대한 Fe의 고용도가 최대치를 넘을 시 금속

간 화합물을 생성하지 못하고 중앙부에 편석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자빔 용접의 특징인 용융부의 

와류 형성에 의한 용접부의 혼합성(Mixing ability)

측면에 상대적으로 상단부에 비해 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용질원자로 작용하는 Cu의 함량비가 용입 깊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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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질수록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u 내부를 

보면 구상의 정출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Fig. 10의 

EDS 분석 결과 STS 304 강의 원소를 다량 함유 하

고 있었다. 이 중 STS 304강 부분의 기지원소인 Fe가 

가장 많은 함량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융점 측면에서 

보면 Fe의 융점이 약 1538℃이고 Cu의 융점은 1083℃

로 약 500℃ 정도 차이가 난다. 루트부의 경우 용접금

속의 용융부의 양이 상대적으로 윗부분 보다 적고, 주

형으로 작용하며, 높은 열전도도를 나타내는 Cu의 모

재와 근접 하였기 때문에 응고 거동시 Cu 편석은 급속 

응고되어 고용체를 형성하고10)
, 편석내부의 고융점의 

용질원소들은 정출 되어 구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Fig. 11은 용입깊이에 따른 Cu의 함량을 보여주고 

있다. 용접부의 Cu의 함량은 평균 14.93%이며, 표면

에서 14.12% 에서 루트부가 15.81%까지 조성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적지만 용입 깊

이가 깊어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Lap joint 용접부 의 형상은 상부의 STS 304 강

(3mm)이고, 하부가 Cu(15mm)이다. 이에 따라 Cu

의 함량은 3mm이상의 용입을 기점으로 Cu의 함량증

가 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빔 용접과 같은 고밀도 에너지 용접 

공정은 용접부의 용융시 높은 증기압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와류가 형성된다. 이러한 와류의 형성은 용접부의 

혼합 측면에서 장점이며 그에 따라 그리 크지 않은 Cu

의 함량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지며11)
,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용입깊이가 깊어질수록 Cu의 함량비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모재인 Cu의 높은 열전도도에 

의한 빠른 냉각과 용입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전자의 

투과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전자빔용접에 의해 두께 3mm인 STS 304강과 두께

가 15mm인 Cu의 이종재료를 맞대기 용접(Lap joint)

을 실시한 용접부 미세조직에 대한 연구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용접부의 깊이는 12.9mm이며, STS 304강 용

접부 비드의 폭은 서서히 감소하여, 혼합부 (Fusion

Zone)에 폭은 약 1600㎛ 이내의 좁은 폭을 지녔으며,

용입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폭은 선형적으로 감소하

여, Cu 용접금속 하단부(Root zone)의 경우 200㎛이

하의 좁은 비드 폭을 나타내었다.

2) 용접부 용융특성은 Lap joint중 보호금속으로 사

용한 STS 304강 용접부는 모재로부터 용접부 중심으

로 방향성 응고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용접부 중심부에 

구상의 Cu 정출상을 함유하고 있었다. 혼합부(Fusion

zone)의 경우 전자빔용접 공정이 갖는 특징인 와류의 

형성에 기인한 높은 혼합성(Mixing ability)에 의해 

단상 조직을 보였으며 하단부 (Root zone)의 경우 Cu

편석이 존재하였다. Cu부분의 용접부의 경우 열영향부

의 국부적 용융이 관찰되었다.

3) 용융선(Fusion line)에는 액화 균열의 영향으로 

미세크랙이 발생하였으며, STS 304강 용접부의 경우 

약 30㎛내외의 크기를 지녔으며, Cu 용접부의 경우 약 

100㎛내외의 크기를 가졌다. 이는 용입 깊이가 증가함

에 따라서 Cu의 함량도 증가하여 저융점 불순물로 작

용하는 Cu가 입계에서 액화 균열량을 증가 시킨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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