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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1.5GPa급 핫스템핑 강판의 레이저 용접성

김 용․박 기 영․이 경 돈

Laser Welding Characteristics of 1.5GPa Grade Hot Stamping Steel for Automob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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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lications of hot stamped components

1. 서 론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의 동향은 공급과잉이 심화되

어 자동차 업계 간의 출혈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

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품질의 향상과 원가절감을 동시

에 이루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극도의 경쟁체재에 놓

여있다. 더욱이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국제화 사업으

로서 기술, 자본, 판매, 생산 등의 모든 분야에서 국경

이 무너지고 있으며 ‘세계’라는 하나의 시장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하는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품과 금형 및 조립 등의 우수한 생산기술을

갖추어 경쟁전략의 핵심인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요

하다.

특히, 자동차 산업 가운데 차체 부품업체는 기술력

확보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으로 무엇보다

도 부품조립의 Cycle Time 감소와 Panel의 무게감소

를 통한 원재료비 절감 등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의 자

동차 차체부품의 조립방법은 대부분 다관절 로봇을 이

용한 점용접(spot welding)으로 각 단품을 조립하고

있다. 하지만 점용접은 형상이 복잡한 조립품에 대해서

는 로봇의 이동경로 및 제품과 건(gun)의 간섭 정도에

따라 Cycle Time이 증대되거나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

도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용접 건에 의한 접촉식 용

접으로 불필요한 플랜지 폭이 일정 이상 확보되어야 한

다. 강도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응력을 받는 부위에는

강도 보강용 브라켓이 추가적으로 장착되어 차체 경량

화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

며 차체의 고안전, 고강도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근래에는 고강도강에서부터

핫 스탬핑(Hot stamping)공법으로 제작된 초고강도강

(UHSS, Ultra High Strength Steel)의 적용을 위

한 기술까지도 개발 중에 있다1-3). 핫 스탬핑이란 경화

능이 우수한 보론(Boron)강판을 900℃ 이상의 고온으

로 가열하여 한 번에 열간성형과 급속냉각을 병행하여

초경량 초고강도의 부품을 제조하는 신 가공기술로서

스페인 차체부품업체인 “GESTAMP”에서 공법이 개발

된 뒤 독일의 “Thyssen Krupp”와 설비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점차 기술보급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강도강 부품은 1,500MPa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면서도 우수한 가공성과 연신율로 인해 미래 친

환경 자동차의 연비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자동

차용 강재로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형

성으로 인한 치수정밀도가 기존강판 대비 90% 이상

향상되어 우수한 성형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

다3).

Fig. 1은 고강도강 적용에 적합한 주요부품을 나타낸

것으로 이들 부품은 충돌 대응 핵심요소로 고강도의 물

리적 성질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강판 두께

와 보강용 브라켓을 통해 충돌시험 기준을 만족하였으

나 고강도강으로 대체됨에 따라 Fig. 2와 같이 보강재

부품을 최소화하여 Cycle time 감소 및 원가절감 효과

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국

내에도 몇몇 철강 회사 및 차체업체를 중심으로 기술검

토 및 설비도입을 통해 2009년을 기점으로 신규차종에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

특집 :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용접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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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b-assembly price and tooling investment

reduction in comparison to the equivalent cold

form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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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CCT) diagram

for hot stamping process

Materials Al B C Cr Mn Si Ni Ti

22MnB5 0.03 0.002 0.23 0.16 1.18 0.22 0.12 0.040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oron steels

Properties As delivered Hot stamped

Yield strength (MPa) 457 1,010

Tensile strength (MPa) 608 1,478

Elongation (%) 10 6

Vickers hardness (Hv) 220 480

Fig. 4 Hot stamping steels micro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respectively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material(wt%)

는 추세에 있다.

한편 레이저 용접은 타 용접법에 비해 용접속도가 빠

르고 입열량이 작아 열변형이 작은 이점이 있고, 비드

외관이 미려할 뿐만 아니라 정밀성, 안정성이 높다. 이

런 특성으로 인해 일본, 독일, 미국 등 자동차 생산기

술의 선진국들은 이미 많은 부분에 레이저용접기술을

도입, 응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존 저항 점용접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생산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4-8)
.

용접기술은 차량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기술로서 다양한

강재의 개발 발맞추어 적합한 용접기술이 요구되며 국

내에서는 레이저용접기술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1990년

대 초반부터 산․학․연 전반에 걸쳐 아연코팅강판의

레이저용접 및 테일러드 블랭크 용접을 시작으로 인장

강도 400～800MPa급 DP강을 비롯하여 TRIP, TWIP,

석출경화형강과 같은 고장력강판의 CO2, Diode 및

Nd:YAG 레이저 용접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다
9-13)
. 반면 핫스템핑강의 도입은 최근에야 이뤄짐

에 따라 관련 레이저 용접기술은 아직까지는 국내에 관

련 연구결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최근 차체에 적용되고 있는 핫스

템핑 강의 레이저용접성에 대해 지금까지 국내외에 보

고된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핫스템핑 강판의 특성

핫스템핑 기술의 핵심은 Fig. 3과 같이 고온 성형과

급랭에 의한 변태강화이므로 이에 사용되는 강재는 고

온의 오스테나이트상에서 적절한 냉각속도에 의해 마르

텐사이트상으로 변태될 수 있는 경화능이 향상된 화학 조

성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입성(harden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B, Mn, Cr, Mo 등을 첨가하며 이

들 원소의 조성은 경제성과 함께 열처리 후 얻어지는

기계적인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된다. 특히 보론

(B)이 미량(0.001～0.003wt％)으로 첨가되는 경우

강의 소입성이 현저히 향상되는 특징이 알려지면서 소

입성 향상 원소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이에 Table

1과 같은 화학조성을 갖는 22MnB5 형태의 보론강이

핫스템핑 강 제조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14)
. Table

2는 보론강의 핫스템핑 공정 전후의 기계적 물성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정 후 신율이 약간 저하되지만 인장

강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금속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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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tails of Al-Si coating layer before hot stamping

Welding bead (cast structure)

Melting line

Excess heating structure
(coarse grain structure)

Normal annealing structure
(fine grain structure)

Incomplete
transformation of structure

Structure
Of base material

A B C D E F

1600

℃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T
e
m

p
e
ra

tu
re

0
.2

0
.8

2
.0

6

A3-line

A1-line723

1147

Solidus line

Liquidus line

%Carbon content

Fig. 6 Microstructure and hardness value of weld metal and heat affected zone on hot stamping steel welded by Nd:YAG

laser

측면에서도 페라이트와 펄라이트로 구성된 보론강 기지

조직이 다이 퀜칭을 통해 100% 침상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은 이후 용접열

영향부 부근에서 템퍼링 효과로 인해 용접 후 문제를

야기시킨다.

한편 핫스템핑 기술에 의한 성형 공정은 900℃ 이상

의 가열공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분위기 가스 등에 의한

산화 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강재 표면에 산화에 의한

스케일(scale) 생성 및 표면 탈탄 현상이 발생하게 된

다. 그러므로 가열 전 강재 표면에 산화를 방지하기 위

해 Al-Si 코팅을 하게 된다
1-2,14)
. Fig. 5는 보론강의

핫스템핑 전 코팅층을 OM관찰한 결과로서 보론강 코

팅층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약 25～30㎛ 정도로 형성된다.

3. 레이저 용접성 고찰

핫스템핑 강의 조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급속

퀜칭을 통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서 이는 일반 저탄

소강의 고속 저입열 레이저용접에 의한 급격한 용융/냉

각 열 사이클을 받아 형성되는 레이저 용접부의 마르텐

사이트 조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Fig. 6은 핫스템핑

강의 Nd:YAG 레이저 맞대기용접 후 측정한 경도 및

미세조직 결과를 나타낸다. “A” 영역에 해당하는 용접

금속의 경우 급속한 용융 및 냉각으로 인해 전형적인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재형성되며 경도는 약 Hv444

정도로 측정되었다. 용접금속과 인접한 조대열영향부인

“C” 영역에서는 마찬가지로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나타

내며 용접금속보다 조직의 크기가 조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1,100～900℃ 영역의 영향을 받은 세립역

인 “D” 영역에서는 경도값이 Hv472를 나타내며 최고

경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점차 모재 쪽으로 가게 되면

“E”영역과 같이 마르텐사이트 조직에서 템퍼링이 일어

나 경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영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핫스템핑 강판의 레이저 용접부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로 확인된다.

한편 Fig. 6의 용융금속 조직(“A”영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Al-Si 코팅층이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Al-Si 화합물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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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aser weld bead with coating inclusion

Fig. 8 Failure of a polluted weld in a dynamic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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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conditions on butt joint

판명되었다. Fig. 7은 코팅층이 유입된 형상을 OM 확

대 관찰한 것으로 용접부 강도 저하의 최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발표된 J. Choi
15)
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레이저 빔 직경이 작아 저입열 고속 용접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연화되는 열영향부의 폭이 작아 이에

따른 강도 저하보다 좁은 용접 금속부에 유입된 Al-Si

코팅층에 의한 용접부 취성에 대한 영향이 더욱 커 인

장시험 시 용접부 파단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R.

Arias
16)
와 W. Ehling

6)
의 경우 또한 강도저하의 원인

을 Fig. 8과 같이 Al-Si 코팅층으로 판단하여 이를 보

완하기 위해 펄스레이저를 이용하여 코팅 층을 어블레

이션(ablation) 후 용접하게 되면 Fig. 9와 같이 성형

성이 10～15%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코팅층을 제거하지 않고 Nd:YAG 레이저를 이용하

여 출력은 3kW로 고정하고 용접속도만 변화시켜 가며

맞대기 용접 후 인장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Fig. 10에

제시하였다. 실험결과 Fig. 9와 같이 모든 용접부의 맞

대기 인장강도는 원소재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여

기서 완전 용입 조건인 용접속도 5m/min 이하의 입열

량 조건에서는 용접속도가 증가할수록 인장강도가 상승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상승폭이 갈수록 줄어들

어 4m/min과 5m/min의 용접속도에서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용접속도의 증가(입열량의

감소)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열영향부 폭

의 감소에 따른 마르텐사이트 탬퍼링 영역이 감소되었

기 때문이다. 파단 위치 또한 예상과 같이 Fig. 11과

같이 모재와 인접한 최저 경도를 갖는 지역에서 모두

파단이 발생하였다. 즉, 최저 경도를 갖는 템퍼링 된

마르텐사이트 지역은 4m/min 이상의 용접속도에서는

감소하기 때문에 인장강도의 더 이상의 상승 없이 유사

한 값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 완전 용입 조

건을 보이는 6m/min의 용접속도일 때와 부분 용입 조

건인 7m/min에서는 각 종류별 시험편의 강도 측정치

분포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부 시편에서는 완전 용입

조건보다 더 큰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겹치기 용접 특성 또한 맞대기용접과 마찬가지

로 열영향부의 연화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다. Fig.

12는 1.2t 두께를 갖는 핫스템핑 강판을 3kW Nd: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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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ross section of lap joint welding of hot

stamping steel by means of Nd:YAG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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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Load-displacement diagram of the lap joint

welding on hot stamping steel

Fig. 14 Fracture location of various material combination

with hot stamping steels

레이저를 이용하여 겹치기 용접한 결과로 2m/min의

속도에서 완전 용입을 달성하였다. 이를 KS B 0851에

의거하여 시험편 폭 12.5mm로 제작 후 인장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중-변위 선도는 Fig. 13에

제시하였다. 용접부는 핫스템핑 강판끼리 겹치기 용접

한 경우 뿐 아니라 일반 강판과의 조합에서도 모두 소

성변형을 거의 일으키지 않은 취성파단 경향을 나타냈

으며, 이때 파단 위치는 맞대기 용접 인장시험결과와 마

찬가지로 모재와 인접한 최저 경도를 갖는 지역에서 파

단이 발생하였다. 파단 시 나타난 최대 하중은 7,283N

으로 단위길이 당 582.6N/mm의 값으로 표현된다.

4. 맺 음 말

핫스템핑 강판은 차체 경량화 및 고안전화를 달성하

기 위한 차세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본 기고에서 언급

된 열영향부의 연화 및 코팅층의 용융금속 유입에 따른

강도 저하의 우려로 인해 레이저 용접의 활발한 적용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많은 연구

자들이 문제점을 인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차지하는 위상과 레이저 용접 공정의 이점을 감안하여

시급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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