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2
April, 2021
Residual Stress Study of High Manganese Steel Riser Pipe Manufactured by Longitudinal Butt
Welding (1) : Residual Stress Measurement and FE Analysis ············· M. S. Yi and J. K. Seo ··· 135
Residual Stress Study of High Manganese Steel Riser Pipe Manufactured by Longitudinal Butt
Welding (2) : Equation for Predicting Welding Induced Residual Stresses Established through Parametric
Study ····················································································································· M. S. Yi and J. K. Seo ··· 144
Development Trend and Application of Peening Technology to Improve Welding Joint Life
··············································································· J. S. Kim, B. C. Goo, S. H. Song, and I. S. Cho ··· 150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Bead Geometry and Tensile Strength of Single Lap Jointed
Dissimilar Combinations througth Regression Analysis
························································· J. W. Kim, J. H. Kim, G. J. Lee, S. W. Kang, and C. W. Ji ··· 159
A Review on the Characteristics of Laser Welding with Filler Wire According to Process Parametrs
Controlling the Heat Input and Wire Feeding ····································· J. H. Lee and M. J. Kang ··· 167
The Effect of EN Pulsing Ratio and Repetition Frenquency on the Bead Appearance and Microstructure
Evolution in Aluminum Welding using Variable Polarity GMAW
····································································································· M. J. Kang, J. Cheon, and T. H. Lee ··· 174
Optimization of Direct Energy Deposition of 304L Stainless Steel through Laser Process Parameter
························· S. S. Shin, S. M. Kwon, C. Y. Kim, J. H. Lee, J. H. Hwang, and H. D. Kim ··· 182
Effects of Process Parameters on Friction Stir Weldability in Dissimilar Joints of AA5052 and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 H. S. Bang, H. S. Bang, and K. H. Kim ··· 189
Spectrogram Based Detection Algorithm for Back-Bead in Gas Metal Arc Welding Process us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 ············································· C. N. Jin, S. R. Park, and S. H. Rhee ··· 198
Weldability of Aluminium Alloy and Hot Dip Galvanized Steel by AC Pulse MIG Brazing
············································································ Y. H. Kwon, S. Choi, H. S. Yoon, and H. S. Bang ··· 206

News of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 212
News of the Members ······································································································································ 220

대 한 용 접․접 합 학 회 지
제39권 제2호
종 방향 버트 용접으로 제작된 고망간강 라이저 파이프의 잔류응력 연구 (1) : 잔류응력 계측 및 수치 해석
··················································································································································· 이명수ㆍ서정관 ··· 135
종 방향 버트 용접으로 제작된 고망간강 라이저 파이프의 잔류응력 연구 (2) : 파라메트릭 스터디 통한 잔류응력
예측식 도출 ································································································································ 이명수ㆍ서정관 ··· 144
용접부 수명향상을 위한 피닝기술 개발 동향 및 응용사례 ···························· 김재성ㆍ구병춘ㆍ송승현ㆍ조인식 ··· 150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Bead Geometry and Tensile Strength of Single Lap Jointed
Dissimilar Combinations througth Regression Analysis
························································· J. W. Kim, J. H. Kim, G. J. Lee, S. W. Kang, and C. W. Ji ··· 159
레이저 필러 용접 시 입열 및 와이어 송급관련 변수가 접합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리뷰
··················································································································································· 이제희ㆍ강민정 ··· 167
The Effect of EN Pulsing Ratio and Repetition Frenquency on the Bead Appearance and Microstructure
Evolution in Aluminum Welding using Variable Polarity GMAW
···································································································· M. J. Kang, J. Cheon, and T. H. Lee ··· 174
Optimization of Direct Energy Deposition of 304L Stainless Steel through Laser Process Parameter
························· S. S. Shin, S. M. Kwon, C. Y. Kim, J. H. Lee, J. H. Hwang, and H. D. Kim ··· 182
Effects of Process Parameters on Friction Stir Weldability in Dissimilar Joints of AA5052 and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 H. S. Bang, H. S. Bang, and K. H. Kim ··· 189
Spectrogram Based Detection Algorithm for Back-Bead in Gas Metal Arc Welding Process us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 ············································· C. N. Jin, S. R. Park, and S. H. Rhee ··· 198
Weldability of Aluminium Alloy and Hot Dip Galvanized Steel by AC Pulse MIG Brazing
············································································ Y. H. Kwon, S. Choi, H. S. Yoon, and H. S. Bang ··· 206
학회 소식 ··································································································································································· 212
회원사 동정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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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방향 버트 용접으로 제작된 고망간강 라이저 파이프의
잔류응력 연구 (1) : 잔류응력 계측 및 수치해석
이 명 수*,†ㆍ서 정 관**,***
*

조선대학교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Residual Stress Study of High Manganese Steel Riser Pipe Manufactured by Longitudinal
Butt Welding (1) : Residual Stress Measurement and FE Analysis
Myung-Su Yi*,†and Jung-Kwan Seo**,***
*Faculty of Smart Vehicle System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Gwangju, 61452, Korea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The Korea Ship and Offshore Research Institute (The Lloyd’s Register Foundation Research Centre of
Excell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
Corresponding author: true413@chosun.ac.kr
(Received March 22, 2021; Revised April 6, 2021; Accepted April 13, 2021)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deep and ultra-deep seas are recognized as the last remaining regions on the planet where oil
and natural gas resources are discovered and produced. In order to develop such natural resources in an environmentally safe and cost-effective method, various engineering systems and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In
keeping with this direction of development, there is significant worldwide interest among major offshore structural
and system operators in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using high-strength steel for long-distance gas transmission
pipelines and risers. In particular, riser pipes using high manganese steel are often made by longitudinal butt welding, In order to make a riser, which is a large pipe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do pipework to bend the plate. At this
time, welding is required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riser, and this welding is the longitudinal butt welding.
But studies related to the prediction of residual stresses for this are insufficient.
In this paper, the residual stress values 
of longitudinal butt welding of high manganese steel using the hold drilling
method were measured. Furthermore, the residual stresses in various directions were calculated using a precise thermal-elastic analysis technique, and comparative verification with the measured values 
was conducted to see if this
method is valid as a residual stress prediction method.
Key Words: Riser, High manganese steel, Longitudinal butt welding, Residual stress, FEA, Hole drilling
method, Hoop/axial direction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천연자원 등을 환경적으로 안전

1. 서

론

하고 비용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엔지니어링 시스템 및 방법을 통하여 개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심해와 초심해는 석유 및 천연 가스 자원

이런 개발방향에 발맞추어, 장거리 가스 전송 파이프

이 발견되고 생산되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지역으로

라인 및 라이저에 고강도 강철을 사용할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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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 주요 해양구조 및 시스템 운영자 사이에

안정성 평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방향 버트 용접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를 위해 파단 구

특히 이들 심해 석유 및 천연가스의 운송의 경제적
고효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하 형상적으로 대구경
형태를 가져야 하며 더불어 구조적으로 고압, 고온 그
리고 가혹한 작업 조건이 요구되어 재료적으로 고강도
와 높은 내구성을 만족하는 강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강재 개발과 함께 파이프 및 라이저 제작과 관련하여
종 방향 버트 (Longitudinal butt welding)에 의한
이음 방법을 (Fig. 1) 첨단화, 고도화하기 위하여 제
조업체는 용접시 불순물 감소, 제조 공정 분리, 고강도
및 고인성 기술을 위한 열처리 공정 개선에 중점을 두
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일정 수준 이
상의 기초적인 고강도, 고성능 파이프와 라이저를 제조
할 수 있는 공정능력을 여러 제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
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극
저온 및 극한 환경에 대응하는 관련 구조물에 신뢰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만족하는 기술은 개발중에 있다.
전통적으로 강관은 후프 응력을 기반으로 한 응력 기반
원칙에 따라 설계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극한 환경을 견
디기 위해 균일한 변형성을 갖는 강관의 변형 기반 설

동력 및 작동 압력을 계산할 때 구조물 접합시 발생하

계가 적용되고 있다.
해양구조용 파이프 라인 및 라이저 개발의 일반적인
추세는 대구경 및 고온/고압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길이
방향 버트 용접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접의 구
조적 안정성은 파괴 역학에 의해 설명 된 바와 같이 초
기 균열 및 크리프 손상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관련 구
조 설계시 항상 중대한 관심사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이음 용접 부품의 서비스 적합성 (FFS, Fitness
For Service) 또는 수리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구조적

는 용접 잔류 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 방향 버트 용접시 발생하는 잔류응력은 구조물 안정
성 및 파괴역학적 관점에서 많은 영향을 미쳐 구조물의
수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음매 용접의 FFS 기준 및 관련 규정은 BS 7910
(2013)3), API 579-1 (2016)4) 에 명시되어 있다.
배관 제작을 위한 용접은 크게 원주용접과 종방 향
버트 용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원주용접의 경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원주방향 용접 잔류 응력 프로파일
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5-7).하지만 SCRs (Steel
Catenary Risers) 관련 종 방향 버트 용접과 관련된
용접 잔류응력 경우 극히 제한된 연구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SCRs과 관련된 종 방향 버트 용
접시 발생하는 잔류응력에 관련된 기초연구로 실제 종
방향 버트 용접후 잔류응력 계측을 진행하여 특징을 살
펴보고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정밀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각 방향의 잔류응력을 예측하고 이것이 향후 잔류
응력 예측방법으로 타당한지 계측값과의 비교검증을 진
행하였다.

2. 해양 SCRs 재료 기계적 물성 테스트
2.1 고 망간강 (X120) 재료 특성
SCRs 사용되는 고망간의 용접 잔류 응력 평가를 위
해 재료 특성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망간강 (X120 등급)의 기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2(a)와 같이 ASTM

Floating production system
Steel Catenary Riser(SCR)

Touchdown Point(TDP)

Surface zone

Buried zone

Catenary zone

(a) General catenary arrangement1)

(b) Weld manufacturing process of SCR2)

Fig. 1 Typical steel catenary risers (SCRs) and SCRs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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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Before test
test
Aftertest
test
After

Extensometer
Fracture
Fracture

(a) Specimen of tensile experiment

(b) Test specimen with extensometer

Fig. 2 Tensile test specimen for sour resistant high manganese steel
Table 1 Tensile test results (nominal stress and strain)
Data

Yield stress
(MPa)

Ultimate tensile stress
(MPa)

Fracture strain
(-)

1

536.30

922.67

0.5569

2

547.49

930.22

0.5465

3

542.82

935.36

0.5803

Average

542.20

929.42

0.56

Max.

547.49

935.36

0.58

Min.

536.30

922.67

0.55

No.

표준에 따라 3개의 인장 시험편을 설계 하였다. 시편의
특정 치수는 게이지 길이 50mm, 두께 18mm, 너비
19.2mm 이다. 시편 전면의 길이 제한으로 인해 Fig.
2(b)와 같이 Extensometer를 측면에 설치하였다.
Table 1 최대, 최소 및 평균 값과 항복 응력, 인장
응력 및 파괴 변형의 데이터 세트를 정리한 값이다. 이
결과는 전형적인 형태로 예상했던 바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시편 치수, 용접 상세 및 입열량
해석 대상인 고 망간강 Seamed-weld pipe 치수 및
기하학적 형상은 Fig. 3과 아래 Table 2에 상세히 나
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X120 등급 고 망간 강관의 용접의 상

Fig. 3 Specimen after longitudinal butt welding
Table 2 Dimension of test structure
Shape

Length
(mm)

O.D.
(mm)

tp
(mm)

Longitudinal butt
welded-pipe

12,000

533

18

세형상은 Fig. 4에 나타내었다. 대상 시편에 사용된 용
접형태는 길이 방향의 맞대기 용접 (Longitudinal butt

면부가 2Pass 이다. 각 용접은 Welded-pipe 용접에

welding)이다. 개선 형상은 Double V-groove이며

많이 사용하는 FCAW(Flux Cored Arc Welding)과

전면부(Front) 개선각도(Groove angle)는 65±5º, 후

SAW(Submerged Arc Welding)을 사용하였다. 관련

면부(Back) 개선각도는 65±10º 이다. 루트부 길이는 약

용접절차사양서(WPS, Welding Procedure specficat-

2mm 내외이다. 용접 패스 수는 전면부가 5Pass, 후

ion)는 아래의 Table 3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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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
5passes
Outer = 10 ± 1 mm
Root = 2 mm
Inner = 6 ± 1 mm

2passes
65 ± 10 °
■ Groove

Shape : Double V (Inner : 6mm, Outer : 10mm, Root : 2mm)
Method : FCAW (Flux Cored Arc Welding) + SAW (Submerged Arc Welding)
■ Welding Consumable : FCAW (PT-400MT Φ.2, 100%CO ), SAW (PC-800HM / POS-CF1)
2
■ Number of Pass : Inner 2 Passes, Outer 5 Passes
■ Welding

Fig. 4 Welding detail of test structure
Table 3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of test structures
Welding

Current
Polarity

FCAW

DCRP

SAW

DCRP

Ampere range (A)
252–320
225–280
550–650
550–650

Voltage range
(V)

Travel speed
(cm/min)

Heat input
(kJ/cm)

25–32
23–29
28–30
28–30

54–61
38–39
35–55
35–60

9.2–11.4
8.1–12.8
18.0–28.0
18.0–25.0

28–30

35–60

18.0–25.0

550–600

Fig. 5 는 홀 드릴링 장비와 종 방향 (Longitudinal
direction) 용접선에 따라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모습을 보여준다. 세로 이음매 용접선을 따라 스트레인
게이지의 부착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잔류응력 계측
지점은 원주 (Hoop direction) 방향 및 세로 방향으
로 파이프 벽을 통해 뚫었다. 구멍의 직경은 모든 측정
지점에서 구멍의 축을 따라 0.2 mm 에서 공기 압축기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시험구조물의 측정 위치에 대
한 자세한 정보는 Fig. 6 에 명시 되어있다.
측정은 불연속적인 간격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일

3. 잔류 응력 계측 실험
3.1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 계측
용접에 의한 잔류 응력 측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
다. 본 연구는 홀 드릴링 방법 (HDM, Hole Drilling
Method)을 채택하였다. 홀 드릴링 스트레인 게이지 방
법 (ASTM E837)8)은 재료 제거 (ASTM E251)9)로
인한 변형 완화 측정에 의존하는 반 침습 방법 (Semiinvasive method)이다10).

RS-200 Milling guide assembly

Parent pipe
HAZ

HAZ

Longitudinal
Weld seam line

Longitudinal welded-seam line

Parent pipe
Strain
gauge

Fig. 5 Hole-drilling measurement equipment and alignment of longitudinal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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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Longitudinal
seamed -welding

Welding

A

HAZ (FL+1mm)

750 mm

750 mm 750 mm 750 mm

A’

750 mm 750 mm 750 mm

A’ (180º)

6,000 mm

CL

A (0º)

22.5°each point

12,000 mm

: Measuring point of longitudinal direction
: Measuring point of circumferential direction

Fig. 6 Measurement points of residual stresses

부 측정 데이터의 급격한 변화 또는 피크가 누락되었을
수 있다.

반 타원형 내부 영역의 열유속 (Heat flux)이다. 
는 전면부에 위치한 열 입력의 비율,  는 아크의 열

3.2 유한요소법을 활용한 수치해석

유속,    ,  ,  및  는 기하학적 매개 변수, 

3.2.1 열원모델
용접의 열원모델은 용접 열입력 매개 변수의 수학적
모델링을 결정하기 때문에 용접 잔류 응력 분석에서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 열원은 Goldak의 이중 타원 모델
11)

여기서    는 용접 호의 전면에 위치한 첫 번째

을 사용하여 처리되었으며, 이 열원모델의 형태는

Fig.7과 같으며 다양한 용접공정12,13) 에서 정확도로

는 아크 효율,  는 전류,  는 전압이다. 그리고 열
유속에 들어있는  ,  및  는 용접 표면에서 원점 위
치의 좌표이다.
qr  x, y, z  

 3z 2 
 3x 2 
 3 y 2 
6 3 fr Q
exp  2  exp  2  exp  2 
abcr  
 a 
 b 
 cr 

at, z>0

(2)

인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는 기하학적 매개 변수이고  은 후면부의

이중 타원 열원 모델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열 입력 비율이다. 그리고      는 다음 조건을

수 있다.

만족하는 한 거의 유효함을 알 수 있다.
q f  x, y,z  

 3z 2
 3x 2 
 3 y 2 
exp  2  exp  2  exp  2
 c
abc f  
 a 
 b 
 f
6 3 ffQ

at, z>0





ff 

2
2
, fr 
(1  cr / c f )
(1  c f / cr )

(3)

(1)

Q

cf
cr

a

z
b

x
y

Fig. 7 Definition of geometric parameters for the heat
source distribution with a double ellipsoidal
shap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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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FE해석을 위한 재료 물성치
2장의 실험대상의 기계적 물성치 테스트에서 언급했
듯이 재료 인장 시험 (Table 1)의 결과는 Table 4와
같이 FEA 모델에 입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용접 재
료의 경우 재료적 특성이 고 망간강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든 재료적 물성은 Fig. 8 에서와 같이 온도에 따
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금속과 마찬가지로 탄성계수,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의 경우 온도가 증가하면 그 값이
감소되는 전형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열팽창계수, 비
열 그리고 열전도의 경우 온도의 증가와 더불어 그 값
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약 800~1000도
사이에서 그 기울기가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는 제철소 (POSCO steel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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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mension of test structure
Material

Young's modulus
(GPa)

Yield stress
(MPa)

Ultimate tensile
stress (MPa)

Poisson ratio
(-)

Elongation
(mm/mm)

High-manganese
austenitic steel

200

540

920

0.3

0.58

600
500

160

σy, Yield stress(MPa)

E, Young’s modulus(CPa)

200

120

80

40

0

400
300
200
1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0

1600

0

200

400

600

(a) Young's modulus

α, Thermal expansion(×10-6/K)

σu, Tensile stress(MPa)

1400

1600

600

400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

15

10

5

0

16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Temperature (℃)

Temperature (℃)

(c) Tensile stress

(d) Thermal expansion
40

k, Thermal conductivity(J/smK)

800

CP, Specific heat(J/kgK)

1200

25

800

600

400

200

0

1000

(b) Yield stress

1000

0

800

Temperature (℃)

Temperature (℃)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30

20

10

0

0

200

400

600

Temperature (℃)

(e) Specific heat

800

1000

1200

1400

1600

Temperature (℃)

(f) Thermal conductivity

Fig. 8 Material properties (Mechanical and thermal)

mill)에서 실험을 통해 정의된 온도에 따른 물성치를
값으로, 이것을 활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CRs의 용접 잔류 응력 계산을 위해

140

비선형 FEA 프로그램인 MSC Marc (MSC 2013)14)
를 사용하였다. 열-탄소성해석기법을 사용하여 열 입력
에 대하여 기계적 반응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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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진행하였다. MSC MARC 라이브러리에서 다양
한 유형의 솔리드 요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SCRs 라이저 모델링을 위하여 8절점 type-7
solid 3차원 요소를 선택하여 해석에 사용하였다.
3.2.3 열하중과 경계조건
실제 실험 용접순서를 모사하기 위해 실험과 동일하
게 7패스 용접부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열입력을 위한
용접 입열량을 Table 3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해석에 이용하였다.
FEA 모델의 잔류 응력은 실제 실험과 마찬가지로
용접이 완료되고 실온으로 완전히 냉각 된 후 최종 상
태에서 계산되었다. 대상 SCRs의 경계 조건과 용접
부위는 Fig. 9와 같다. FEA 모델은 종 방향 반대칭
모델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강체운동을 방지하
기 위해 Fig. 9에서와 같이 적절한 구속 조건을 부과
하였다. 실제 실험시 실온온도인 20℃를 초기 온도로
설정하였고 대류 조건은 실내 용접장에서 작업을 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 자연대류라고 가정하고 해
석을 진행하였다.
▶ Initial temperature = 20℃
▶ Applying natural convection
(h = 10 W/m 2k)

3.3 유한요소해석 결과유한요소법을 활용한 수
치해석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결정된 용접잔류응력분포와 홀
드릴링 방법으로 수행된 실험 측정간의 비교/검토가 이
루어졌다. 홀 드릴링 방법은 기본적으로 구조 표면의
잔류 응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최초
위치의 구멍 주변 잔류응력은 홀 드릴링 방법을 통하여
표면에서 제거된 재료의 이완된 변형률을 알아내어 선형
탄성이론으로 구해진다. 이 논문에서는 ASTM-E83713a 코드의 방법론으로 측정하고 Type-A Rosette를
사용하였다. 이 코드를 기반으로 깊이 방향을 따라
0.2mm 단위로 총 10 회 연속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드릴링 깊이는 약 2mm 였다.
홀드릴링 계측과 마찬가지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분
석된 잔류응력값은 표면값이며, 홀 드릴링 방법의 변형
값 완화에서 계산된 용접잔류응력의 비교이다. Fig.
10은 2번째 패스와 마지막 패스(7패스)의 열원의 이동
에 따른 SCRs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Symmetric
Condition
(Fix_z)

⑦
⑥
⑤
③

Welding section
(Sequence)

①

Fix_x

②
▶ Inter-pass temperature
= 150 ℃ (by WPS)

Fix_y

④

Fig. 9 Thermal load and boundary conditions for SCRs structure

(a) 2nd pass of welding simulation

(b) Final (7nd pass) of welding simulation

Fig. 10 Welding simulation (distribution of temperature during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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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Hoop와 axial 방향의 잔류응력 비교
원주 단면의 잔류 응력은 후프 방향과 축 방향으로
추출되었습니다. SCRs에서 실제 원주 방향 잔류 응력
을 측정한 위치에서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을 계산하였
으며, Fig. 6 과 같이 약 22.5° 간격으로 16 점을 측
정 하였다. Fig. 11 (a)는 원주 단면의 후프 방향,
Fig. 11 (b)는 축 방향의 잔류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HDM을 활용한 계측결과 원주방향 표면에서의 잔류
응력은 용접선 부근에서 고망간강 항복응력 수준의 인
장잔류응력이 관찰되고 용접선 바깥쪽으로 급격히 감소
하여 일부 압축잔류응력이 관찰되는 전형적인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 축방향의 표면부에서 잔류응력은 용접
선 부근에서 항복응력의 2/5수준의 인장 잔류응력이
관찰되고 용접선 바깥방향으로 압축잔류응력이 관찰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E 수치해석의 결과는 Fig. 12의 HDM을 이용한
계측결과 비교하였다. 해석과 계측간의 차이는 수치 모
델에서 고려되지 않은 구조물의 초기 결함으로 인해 발
생하는 응력 또는 변형에 기인 할 수 있다. 또한 실험
구조에서 용접 작업의 특성 (용접작업자의 기술적 능

력, 아크 불안정성, 불균일 열 분포 등)으로 인한 불확
실성 등으로 이러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
반적인 실험 경향은 수치 해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Hoop 방향에서는 용접 비드라인 주변의
항복 응력까지 인장 잔류 응력이 증가하고 다른 방향에
서는 압축 잔류응력이 관찰되는 패턴을 FE 수치해석
결과로 근접하게 재현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접 열원의 정밀 모델을 이용한 열탄소성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고 망간강 (X120 급)의
종 방향 버트 용접을 수행한 SCRs의 잔류 응력을 예
측하였다.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홀 드
릴링 방법 (HDM)을 사용한 잔류 응력 측정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아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고 망간 강관 용접의 최종 잔류 응력 예측을 위
해 Goldak’s double ellipsoidal 열원을 이용한 3차
원 열-탄소성 해석을 적용하였다. 실험적인 잔류 응력
측정은 수행한 해석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HDM을 적용하여 계측되었다. 해석과 계측값의 정량

(a) Residual stress of hoop direction

(b) Residual stress of axial direction

600

FE Analysis
Measurement of HDM

500
400
300
200
100
0
-100
-180

-135

-90

-45

0

45

90

135

Angle from weld centerline, Θ (°)

(a) Residual stress of hoop direction

180

Residual stress of axail direction(MPa)

Residual stress of hoop direction(MPa)

Fig. 11 Results of residual stress in circumferential section direction
500

FE Analysis
Measurement of HDM

400
300
200
100
0
-100
-200
-300
-180

-135

-90

-45

0

45

90

135

180

Angle from weld centerline, Θ (°)

(b) Residual stress of axial direction

Fig. 12 Comparison of FEA and experimental results in circumferential section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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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적 결과가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그 결과 제안
된 잔류 응력 예측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원주 방향의 잔류 응력을 예측하기 위해 용접 비
드 라인을 따라 후프 방향의 잔류 응력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인장 잔류 응력이 모재의 항복 수준에 도달하
였다. 실제 계측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치해석 분석과 실험적 분석 사이에 일
부 정량적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수치해석 모델이
용접 과정에서 불확실성 등 (초기잔류응력, 초기부정
등)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 수치해석상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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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deep and ultra-deep seas are recognized as the last remaining regions on the planet where oil
and natural gas resources are discovered and produced. In order to develop such natural resources in an environmentally safe and cost-effective method, various engineering systems and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In
keeping with this direction of development, there is significant worldwide interest among major offshore structural
and system operators in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using high-strength steel for long-distance gas transmission
pipelines and risers. In particular, riser pipes using high manganese steel are often made by longitudinal butt welding, but studies related to the prediction of residual stresses for this are insufficient.
In general, it is known that in a cylindrical structure such as steel catenary risers (Hereafter, ‘SCRs’), residual stress
in the through-thickness direction can be decomposed into a membrane component and a bending component. In this
paper, a parametric study through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residual stress for
each direction of a longitudinal butt-welded riser by considering the main parameters (r/t) of the pipe that can affect
the actual residual stress. A new predicting equation for estimating the residual stress profile was proposed using the
results of a number of parametric precision numerical analysis derived through this process.
Key Words: Riser, High manganese steel, Longitudinal butt welding, Residual stress, FEA, Parametric study,
Through-thickness, Membrane stress, Bending stress, Self-equilibrium stress, Empirical formulae
이저 제작과 관련된 종 방향 버트 용접(Longitudinal

1. 서

론

butt welding)의 잔류응력 계측과 정밀한 열-탄소성
해석을 이용한 각 방향별 잔류응력 예측에 대한 내용을

앞선 논문에서 고 망간강으로 만들어진 파이프 및 라

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 코드 및 표준에서 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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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 정밀 수치해석을 통해 원주 방향 및 종 방향에 대
한 잔류응력을 충분한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Fig. 1과 같이 심해 작업에서 사용되는 SCRs
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초기 결함, 특히 용접으로 인한
잔류 응력의 발생은 해당 구조물이 심해에 설치된 이후
다양한 극한 또는 우발적 하중 하에서 SCRs의 작동/
운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형
태의 잔류의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새롭게 개발
된 강재(고 망간강, X120)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잔류
응력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파이프
및 라이저의 특성상 원주방항에 대하여 주요 기하학적
Fig. 1 Typical steel catenary risers (SCRs)6)

매개변수(r/t 비율 등)를 사용하는 잔류응력 예측식을
개발해야 한다. 원주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실험

향 버트 용접 (Fig. 1)은 플레이트의 맞대기 용접으로

및 수치해석결과에서 종방향보다 더 구조에 있어 민감

간주된다. 파이프 및 라이저 제작을 위한 용접은 크게

한 매개변수이기 때문이다.

원주용접과 종 방향 버트 용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원
주용접의 경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원주방향 용접

2.1 주요 매개변수 선정

1-5)

잔류 응력 프로파일과 관련된 많은 연구

가 있어왔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 방향 버트
용접된 파이프 또는 라이저 같은 구조의 대표 기하하적
파라메터라고 할 수 있는 반경 대 두께 비율 (r/t)과
잔류응력의 상관관계 등이 고려된 내용의 연구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고 망간강과 같은 특수 재질을
(예를 들면 X100 등급 이상의 고강도 강철) 사용하는
해양 라이저에는 이러한 표준이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종 방향 버트 용접된 해양 라이저에 대한 용접
의 잔류 응력 프로파일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
게 논의 되어야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SCRs (Steel catenary risers)와 같은
실린더 형태의 구조물에서 두께방향 잔류응력은 막응력
성분과 굽힘응력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잔류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이프의 주요 매개 변수를 고려하여 종 방향 버트 용
접된 라이저의 방향별 잔류 응력 예측을 위해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다수의 파라메트릭 정밀 수치해
석 결과를 활용하여 잔류 응력 프로파일을 추정하기 위
한 새로운 잔류 응력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2. 파라메트릭 연구

이러한 경험적/실험적 공식을 개발하려면 먼저 종방
향 버트 용접 파이프의 용접 잔류 응력 예측을 하기위
한 적합한 매개 변수를 선택해야 한다. 파이프와 관련
된 일반적 매개변수로는 파이프 단면 반경 대 두께의
비율 (r/t), 라이저 두께 자체 (t), 용접 모양, 용접 패
스 크기 및 열 입력 등이 있다.
특정 라이저 파이프의 경우 동일한 용접방법(FCAW+
SAW)이 사용되고 입열량의 경우 두께에 일반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용접방법과 입열량의
변수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파이프의 특
징적인 기하학적 매개 변수인 r/t 비율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여 잔류 응력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에 따라 실제 사용되는 라이저 파
이프의 두께 및 반지름 값을 정리한 이전 논문7)의 자
료를 활용하여 파라메트릭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자료
를 활용하여 본 논문에 사용한 파라메트릭 스터디의 각
조건은 아래의 Table 1(a), (b)에 나타내었다. 두 개
의 카테고리로 분류된 이유는 생산 및 수송에 사용되는
라이저로 각각의 특징에 의해 두께 및 직경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종방향 버트 용접 파이프의 대표
적인 FEA 모델은 Fig. 2에 나타나 있다. 수치해석에
서 generalized plane-strain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앞선 논문에서 고 망간강으로 만들어진 SCRs의 잔

파라메트릭 연구에서 사용된 반지름 r값은 Fig. 2에

류응력을 홀드릴링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나타난 것처럼 내부반경 ri 와 외부반경 ro 로 조합된

정확한 수치 분석과 비교하여 검증되었다. 그 결과 제

중간 두께의 반경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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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case studies for parametric method
Outer diameter (mm)

r/t

Thickn
ess
(mm)

C
L

203.2
16.51

6.15

25.40

4.00

35.56

2.86

254.0

r0
θ

16.51

7.69

34.29

3.70

45.72

304.8

-

t

2.78

-

22.86

6.67
-

31.75

4.80

48.26

3.16

Fig. 2 Representative FE analysis model

(a) Production SCRs
Outer diameter (mm)

r/t

Thick
ness
(mm)

ri

r

406.4
25.40

8.00

31.75

6.40

39.37

5.16

508.0

래의 Fig. 3에 잘 나타나 있다.
이전 연구7,8) 에 따르면, 구조물 파단 평가시 파단 구
동력은 주로 막 성분 (σm)과 굽힘 성분 (σb)으로 구성

-

27.94

9.09

35.56

7.14

48.26

609.6

된다고 논의되었다. 따라서 용접잔류응력에 의해 발현
-

있다. 이 잔류응력에 의해 두께 방향으로 발현되는 막

25.40

12.00
-

35.56

이프의 각 방향별(Hoop, axial direction) 잔류응력
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5.26

-

되는 두께 방향의 멤브레인 성분과 굽힘성분에 대한 파

8.57

48.26

성분, 멤브레인 성분 그리고 자기 평형분포 성분을 다
음의 식 (1)에 나타내었다.

6.32


  


  




   
      

(b) Export SCRs

구조물에서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은 그 구조물의 내




(1)






              


에서 자체 평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SCRs과



같은 두께가 일정 정도 있는 구조물의 경우, 두께 방향
의 잔류응력 분포는 두께 방향의 멤브레인 응력, 굽힘

종방향 버트 용접된 고 망간강(X120)의 SCRs에 대

응력 그리고 자기 평형분포 또는 이것들의 조합으로 나

한 각 방향(Hoop and axial direction)에 따른 r/t

타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에 대한 도식화가 아

의 예측 공식은 비선형 FE 해석에서 계산된 막 및 굽

0
0

x

=

t

0

0

+
0

+
0

0
Residual stress

0
0

Membrane

Bending

Self-equilibrium

Fig. 3 Residual stress decomposition in terms of through-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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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응력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일반적으로 파이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사용하며 사용 가능한 SCRs

Girth 용접의 경우 r/t 비율은 관통 두께에서 잔류 응

범위 내에서 총 18 개의 라이저 시스템을 선택하고

력 분포의 막/굽힘 응력 구성 요소를 제어하는 반경 방

Table 1 (a), (b)에 나열된 케이스로 매개 변수 연구

5)

향 굽힘 강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 이 논문에

를 수행하였다.

서 관심을 가지는 Fig. 2 와 같은 종 방향으로 버트
용접된 파이프 요소의 경우, r/t 비율은 원주 용접 수

2.2 파라메트릭 연구 및 공식화 결과

축으로 인한 후프 방향의 잔류 응력 분포에서 두께방향
의 굽힘 강성부분을 제어를 함에 있어 유사한 역할을

Fig. 4는 파라메트릭 연구에 의해 도출된 잔류응력

r/t = 2.78

r/t = 5.16

r/t = 8.57

r/t = 12.00

Fig. 4 Specimen after longitudinal but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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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중심에서 원주(Hoop) 방향 막응력 성분

    

  × ln   




 

(2)

Normalized residual stress

1.0

0.8

0.6

0.4
y = 0.1512ln(x) + 0.1471
R2= 0.7267

0.2

0.0
0.0

2.0

4.0

6.0

8.0

10.0

12.0

14.0

r/t ratio

(a) Hoop membrane stress component at WCL
1.0

Normalized residual stress

해석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r/t 파라메터의 범
위가 2.86에서 12.0 사이이며 그 결과는 아래의 Fig.
4와 같이 후프 및 축 방향의 잔류 응력의 전형적인 분
포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잔류응력의 특성을 잘 모사하기 위한 기
하학적 파라메터를 r/t의 비율로 정의하고 이 값에 대
한 잔류응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파라메터의 영향
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파이프 혹은 라이저 두께
방향 잔류응력 분포를 막 응력 및 굽힘 응력값으로 분해
하여 분석하였다. 용접 중심선 (WCL, Welding Center
Line)에서 추출된 분해된 잔류 응력은 Fig. 5 에 표시
되어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막 및 굽힘 응력으로 분
해될 수 있다. 분석된 잔류응력 예측식은 사용된 재료
의 항복 값 (약 540 MPa)으로 정규화하여 나타내었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식.(2)~(4)가 도출되었다.

0.8

0.6

0.4
y = -0.348ln(x) + 0.902
R2= 0.8074
0.2

0.0
0.0

at 2 < r/t < 12

2.0

4.0

6.0

8.0

10.0

12.0

14.0

r/t ratio

- 용접중심에서 원주(Hoop) 굽힘응력 성분

 

(3)

at 2 < r/t < 12
- 용접중심에서 축(Axial) 방향 굽힘응력 성분

     

  × ln   




 

(4)

at 2 < r/t < 12
전반적으로, 원주방향의 굽힘성분과 축방향의 굽힘성
분의 잔류 응력은 r/t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원주방향의 막응력 성분
은 r/t 비율이 증가할수록 미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주 방향의 굽힘 성분은 축 방향 굽힘 성분에
비해 r/t 비율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r/t 비율의 영향을 받는 반경 방향 굽힘 강성으로
인해 주로 굽힘형태에서 자기 평형 형태로 원주 방향
잔류 응력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축 방
향 굽힘 잔류응력 성분은 r/t 비율에 관계없이 축 방향
의 기하학적 제약에 상대적으로 작은 의존성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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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ed residual stress

    

  × ln   




(b) Hoop bending stress component at W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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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ratio

(c) Axial bending stress component at WCL

Fig. 5 Decomposed normalized residual stresses at WCL
in the form of through-thickness membrane and
bending as a function of r/t ratio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접 열원의 정밀 모델을 이용한 열탄소성 해석을 수행하고 이 해석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앞선 논문에서 홀 드릴링 방법을 사용한
잔류 응력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해석
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해석방법을 활용하여
구조물 파단 평가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원주 및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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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방향 버트 용접으로 제작된 고망간강 라이저 파이프의 잔류응력 연구 (2) : 파라메트릭 스터디 통한 잔류응력 예측식 도출

방향 잔류응력 성분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식을 제안하
였다. 잔류응력 예측은 실제 적용되는 라이저의 두께
및 반경을 활용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통해 제안된 해
석기법을 적용하여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r/t라는 파
이프 혹은 라이저의 기하학적 변수를 통해 아래의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해양구조물 라이저 형태의 원통형 구조물 파단
평가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잔류응력의 경험적 공식
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라이저의 사이즈 분
석을 통해 총 18건의 매개 변수 연구가 수행되었다.
2) 매개 변수 연구를 통해 원주방향의 막응력, 굽힘
응력 성분의 잔류응력 예측식을 도출하였으며 더불어
축방향의 굽힘응력 성분의 잔류응력 예측식을 결정할
수 있었다. 도출된 잔류응력 예측 공식은 향후 종방향
버트 용접된 라이저의 구조 안정성 및 적합성을 결정하
기 위한 자료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해양구조물에서 고망간강이 적용된 심해 파이프
및 라이저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r/t에 대한 잔류응력 프로파일 정보 생성 시 효
과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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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lding processes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shipbuilding, railroads, aircraft, and construction are inevitably accompanied by HAZ(Heat Affected Zone) deformation and metal structure changes around the toe of the welding
bead. It is widely known that it is very weak in terms of structural strength because the tensile residual stress is introduced by welding, and the surface is also rough, causing the main cause of stress concentration to occur. It also
becomes the damage initiation cite to the welded structure. Post-welding heat treatment, grinder, and TIG dressing
methods were used to release residual stress and to eliminate defects in the welding part. Recently, various peening
technologies using pulsed heat sources of laser, elastic vibration energy of ultrasonic waves, compressed air or cavitation have been developed and are being actively utilized as performance improvement and standardized safety
technologies in the field. The local peening process on the surface of the welded part and the welded heat-affected
part is not only easily portable by various technical methods, but is also being applied to robots or hybrid-3D printing technology. Therefore, in this technical paper, the technical analysis of the various advanced peening technologies that are currently being utilized and the device development trend are evaluated. The portable ultrasonic peening equipment was developed and the recently applied technologies that are newly grafted to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are introduced.
Key Words: Welding joint life, Micro shot peening, Laser shock peening, Ultrasonic peening, Ultrasonic
impact treatment, Cavitation shotless peening
력이 작용하므로 구조 강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1. 서

론

지단부의 노치와 표면 또한 거칠어져 응력 집중의 주요
인이 발생하여 용접구조물 파손의 시작 부위가 되는 것

조선․해양, 철도, 항공, 자동차, 건설업계 등 전반

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용접부의 잔류응력과

적인 산업에서 필수적인 용접 공정은 용접 지단부

결함을 제거하려는 방안으로 용접 후 열처리(Post

(Toe) 주변으로 열영향부 변형, 금속조직 물성 변화가

Welding Heat Treatment)나 그라인더(Grinder), 티그

필연적으로 동반될 뿐 아니라 용접에 의한 인장 잔류응

드레싱(TIG Dressing) 등을 하였으나 공정상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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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효과 측면에서 미비하여 대체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서는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표준화된 피닝 절차,

상황이다. 이러한 대체기술로서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

고가의 공정 장비구매비용, 효과 등에 관한 기반연구와

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이저의 펄스 열원이

검증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현장공정에 적극적으로 적용

나, 초음파의 탄성 진동에너지, 압축공기나 캐비테이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기술논문에서는

등을 이용한 피닝 응용기술들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현재 수입되고 있는 다양한 선진 피닝 기술에 대한

용접부 건전성 향상을 위한 표면 처리기술로 활용되고

핵심기술 평가와 장치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자체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관련 산업의 운영 처는 핵심

적으로 개발 진보된 휴대용 초음파 피닝 장비 소개뿐만

용접부품 발주 시 용접부의 인장잔류응력 제거 방안,

아니라 장비의 내구성과 최적공정을 위한 측정기술,

수명향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닝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복합

항에 맞추어 용접부 및 용접 열영향부의 표면에 국부적

응용 기술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 피닝 공정이 다양한 적용기술들로 개발되어 현장에
서 성능향상과 표준화 안전기술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공장형 로봇이나 웨어 로봇
기술에도 적용 개발 중이다1,2). 이처럼 용접 지단부
주위를 다양한 피닝 기술로 그루브(Groove)형성과
거친 용접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응력 집중 완화가
될 뿐 아니라 소성변형을 유발하여 인장 잔류응력을 압
축 잔류응력으로 변화시키고 금속조직을 미세하게 하여
용접부 강도를 향상 시키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는 항공, 철도, 자동차, 조선, 교량, 중공업 등 용접구
조물 제작 후 용접부에 피닝 처리가 필수공정으로 표준
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의 경우
도 수많은 제작사가 피닝 기술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2. 피닝 기술개발 분석
2.1 Fine or Micro Shot Peening (FSP or MSP)
마이크로 샷 피닝(FSP or MSP) 기술은 40∼200㎛
의 다양하고 특수한 비드를 금속표면에 고속으로 분사
시켜 압축잔류응력을 부가시키는 동시에 표면의 결정립
이 미세화 되어 마모 및 피로저항 뿐만아니라 표면의
텍스쳐로 인한 오일 함유 효과가 극대화되어 마찰특성
이 크게 향상 되는 기술로써 전통적인 일본과 유럽에서
각각 개발 응용되어 현재 일본의 (주)不利 WPC 사는
거의 모든 자동차 내연기관 핵심부품들에 활발히 적용
진행하고 있다3). Fig. 2는 마이크로 샷 피닝 기술의

(Ultrasonic Shot Peening)

(Laser Shot Peening)
(Fine or Micro Shot Peening)

(Ultrasonic Impact Treatment)

(Pneumatic Impact Treatment)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Cavitation Shotless Peening)

Fig. 1 Mechanical surface treatment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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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verview and application of Micro Shot Peening

Fig. 3 Illustration and appearance of LSP

효과와 간단한 장치,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에 적용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티타늄 합금에
대한 소성변형 정도에 따른 압축 잔류응력 분포가 고주
기피로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독일의 T. Ludian 연구
팀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립 및 발표되고 있다4).

Fig. 3에 기본적인 레이저 쇼크 발생기구와 항공기 터빈
블레이드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M.
Morales 연구팀에서는 LSP의 최적화 기준과 실용적
인 평가를 위한 잔류응력 분포를 연구하고 있다6).

2.2 Laser Shock Peening (LSP)

2.3 Ultrasonic Shot & Needle Peening (USP
& UNP)

레이저 쇼크 피닝(LSP) 기술은 레이저의 순간 조사

초음파 샷, 니들 피닝(USP & UNP) 기술은 초음

시 발생하는 고압의 플라즈마에 의해 금속표면에 충격

파의 공진진동판에 볼이나 핀이 접촉될 시 반발력을

파가 발생하여 금속 내부에 압축잔류응력이 생성된다.

이용한 기술로서 일반적인 샷 피닝과는 다르게 적용부위

생성된 압축잔류응력은 금속의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를 선택적으로 전용장치화하여 표면 압축잔류응력과

미치게 되며 특히 강도, 마모저항성, 부식저항성 및

결정립을 미세 화할 수 있는 기술로써 90년대 후반부터

피로수명을 향상시켜 고성능을 요구하는 중요한 분야에

항공과 원자력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프랑스 SONATA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LSP 기술은 80년대 말에

사에서 개발 상용화되고 있다. Fig. 4는 초음파의

개발된 특허기술로서 항공기나 발전분야 터빈 등에

공진 진동을 이용하여 볼이 탄성진동의 반발력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피닝 효과에 대한 기본 구조와 축과 블레이드의 휠

압축잔류응력의 크기나 깊이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장착부에 적용되는 장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5는

얻고 있으나 표면층의 열 변형으로 추가가공이 필요한

휴대용 니들(Potable Needle Type) 피닝 또는 핀

5)

단점과 고가의 장비 설치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

포밍(Peen Forming)으로 항공기 본체나 랜딩기어,

Shot media
Specimen
Housing
Sonotrode
Pre-booster
Booster
Piezo
transmitter

Generator

Fig. 4 Illustration and appearance of USP (Bal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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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pplication of UNP (Needle type)

철도레일 용접부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7).
또한, 학술적으로 K. Lu 연구팀은 본 기술을 SMAT
(Surface Mechanical Attrition Treatment)로 명명
하여 다양한 결정구조를 갖는 소재들에 대해 표면의
결정립을 미세화 하는 연구를 통해 극소성변형 구조를
이론적으로도 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표면의 경도
향상 및 온도 안정성에 관해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8-10).

2.4 Pneumatic Impact Treatment (PIT)
압축공기 충격 처리(PIT) 기술은 압축공기로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이용한 HFMI(High Frequency Mechanical
Impact) 방법으로 주파수는 80~120Hz, 에어 압력은
4~7bar를 사용하며, 초음파피닝의 고정된 수십 kHz
주파수와는 달리 피닝 대상에 따라 주파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Fig. 6은 기본적인 장치의 단면구
Treated material

Buffer

조와 용접 지단부 적용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11).

2.5 Ultrasonic Impact Treatment (UIT)
초음파 충격 처리(UIT) 기술은 샷 피닝, 해머 피닝,
니들 피닝의 후속 기술로 초음파 변환기는 일반적으로
20-30kHz의 고정된 고주파수로 공진 팁(Tip)을 다양
하게 설계하여 기계적 진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팁은
용접부의 응력집중부인 지단부 영역만 처리하는 것으로
용접 지단 부를 따라 소위 “그루브”로 생성되는 효과는
용접부 피로수명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품질 관리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UIT 기술은 1970~80년대 구소련에서
잠수함의 용접 부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되어 현재는
교량, 항공, 중공업,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접부
의 피로 강도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Fig. 7은
현장에서 적용되는 UIT 장비와 용접부 표면처리 장면
을 보여주고 있다12-14).

Striker Piston Crank mechanism

Intermediate piston
Pick
Pneumatic chamber
Motor

Handle

Fig. 6 Illustration and appearance of PIT

Fig. 7 Field application photos of 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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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Ultrasonic Nanocrystalline Surface Modification (UNSM)
초음파나노표면개질(UNSM) 기술은 20kHz의 압전
소자(PZT)를 이용하여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진동
에너지로 변환시켜 탄성 진동파 전달 및 증폭시킨 초음
파 진동에너지를 최종 고정된 볼(Ball)이나 핀 팁(Pin
Tip)을 통해 금속표면에 단위면적당 1,000∼4,000/
mm2 정도 타격을 가하여 극심한 소성변형을 발생시킴
으로써 압축 잔류응력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이때 극심한
소성변형을 통해 표층부의 결정립이 미세화 되어 금속표
면강화 효과가 있다. UNSM 기술은 UIT의 휴대용
유형과 달리 일정한 정적하중에 추가로 초음파 동적 진동
(Amplitude)을 일정하게 부가하는 기술로서 국내에서
주로 공업용 나이프나 베어링표면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가공기구는 Fig. 8과 같이 CNC 공작기계
(선반, 머시닝센터)에 부착하거나 전용기를 제작하여
정밀 기계요소 부품들의 환형물, 평면형상물의 표면을
일정한 제어로 가공할 수 있다15-17).

아니라 오염 및 분진이 없는 청정기술로써 일본에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다. CSP기술은 최근 일본의 D.Y.
Ju 연구팀에서 공정별 압축 잔류응력 분포와 충격파
(Impact Wave)에 의한 금속전위와 관련된 강화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18).
이와 같이 다양한 피닝 기술들에 대한 대표적인 에너
지원과 표면 압축 잔류응력 부가와 결정립 미세화를
위한 연구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정량적으로 비교 정리
하면 Table 1과 같다. 이러한 피닝 기술들 중 용접부
처리를 위한 UIP, USP 기술은 현장 활용도 차원에서
휴대용 (portable type)으로 추가 개발된 큰 장점이
있지만, 수작업으로 인한 일정(uniform)한 기술적인
효과의 한계와 작업자의 피로 도를 무시할 수 없으며,
SP, LSP, CSP와는 달리 복잡한 형상에는 구애를
받는 단점이 있다. 피닝 기술들은 각각의 적용 분야에
있어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적용하고자 하는 요소 부품, 적용환경에
최적의 장치 및 기술을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응용하는
것이다. 용접부 안전과 수명 향상을 위하여 피닝 기술
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2.7 Cavitation Shotless Peening(CSP)

해외 장비의 국산화와 장비의 내구성능 향상, 그리고
캐비테이션 쇼트리스 피닝(CSP) 기술은 기존의 피닝

표준화된 피닝 절차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과는 달리 충격에너지를 전달하는 비드, 볼 핀 등을

해결방안으로 피닝 처리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로 주로 Fig. 9와 같이 워터 젯

기술들과 처리전후 장비와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할 수

(Water Jet)을 이용하여 캐비테이션을 발생시키고,

있는 측정기술들도 동시에 개발되어야만 피닝 기술을

이때 발생하는 고압의 에너지로 압축 잔류응력을 제품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판단

표면에 부가시킨다. 물을 이용하므로 유지비 절감뿐만

된다.

ssure
l pre
nica
a
h
c
Me

Weights

UNSM device

Booster
WC ball

Transducer
(Vibrator)

Ultrasonic oscillator

Fig. 8 Schematic and setup scene of UNSM equipment

In Air

In Water
Specimen surface
Droplets

Pressurised
Water
Potential core

Specimen surface
Ring erosion

Ring erosion

Collapsing region
of vortex cavitation
Developing region
of vortex cavitation

Pressurised
Water
Potential core
Cloud cavitation
Ring erosion

Fig. 9 Illustration and appearance of 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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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sequences of various peening technologies on mechanical properties19)
Peening method

Energy source

Main process

Grain structure in
surface layerDav(nm)

Residual stress[MPa],
depth[mm]

Refs.

Ball & powder
injection
Laser pulse
Ultrasonic
dynamic load

0.36mm

-

-760, 0.18

4)

25ns
3mm STS ball,
20kHz~30kHz

20
(AISI316L)

-500, 1.00
-950, 0.70
(AISI316L)

6)

UIP (Potable)

Ultrasonic
dynamic load

5mm, HSS Tip,
20kHz~30kHz

20~30
(AISI321)

-700. 0.50
(AISI321)

12)

UNSM

Static load + ultrasonic
dynamic load

2.3mm, WC Tip,
20kHz

20
(AISI304)

-1150, 0.70
(Ti-6Al-4V)

15)

CSP

Cavitation jet
in air

p1=30MPa

-

-600, 0.15
(AISI316L)

18)

SP, MSP
LSP
USP (Potable)

3. 개발 추진 및 적용 분야
3.1 진보된 피닝 및 측정 기술개발
용접부 활용 휴대용 피닝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진 장치와 액추에이터 진동자의 내구성으로
용접부 피닝 시 반발력 부하 량에 자동조정기능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가 편이한 취부 장치와 팁
장착 설계기술이 중요하다. 또한, 공진 혼과 팁의 수명
을 향상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
다. Fig. 10은 자체적으로 개발된 두 가지 액추에이터
유형으로 압전 세라믹(PZT)의 20kHz와 1~2.5kHz
자기변형 소자(Terfenol-D)를 각각 용도에 맞게 설계
된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진보된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액추에이터의 기계적 진동과 함께 작업자의 수작업으로
인한 일정한 정적하중 제어를 위하여 하중 센서를 손잡
이 부에 삽입하여 설정된 하중 값에서 발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작업 핀의 탈착과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용접부 최적
피닝 공정을 위해서는 현장작업이 시작되거나 끝났을
때 공진주파수 확인과 팁 끝단의 최대 진폭값이 수치상

8)

으로 확인되어 장비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개발 적용 완료된 휴대용 비접촉 광센서
를 이용한 주파수와 변위 측정 장비를 Fig. 11에서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할 기술로는
피닝처리후 효과에 대한 검증방법으로 잔류응력을 측정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개발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정확하면서도 현장에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잔류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잔류응력 측정 방법으로
는 절단법(Sectioning)과 홀-드릴링(Hole-Drilling) 방법
이 있으며, 비파괴적인 방법으로는 X-선 회절법(X-ray
Diffraction), 중성자 회절법(Neutron Diffraction),
바크하우젠법(BN), 초음파(Ultrasonic) 측정분석 기법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계장화 압입시험 측정법을
통해 잔류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잔류응력 측정기술 중 현장에서

(a) PZT Type

(b) Terfenol-D Type

Fig. 10 New design of peening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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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잔류 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 대상 체에
전혀 손상을 미치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잔류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초음파 음향속도를
이용한 측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20). 이와 더불어 차후에는
용접부 피닝 처리시 비접촉 비전 시스템과 음향 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용접 후 피닝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휴대용
할로겐램프를 활용하여 국부 예열시스템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3.2 웨어러블 로봇 및 자동화장비 응용

LSP

3D
printed
properties

LENS

Ultrasonic
peening

3D
printed
properties

LENS

Fig. 12은 최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과 공장자동화 로봇으로 정밀하고 중요한 부품에는
다양한 피닝 장비에 대한 최적 장착기술이 개발되어
휴대용 피닝 장비의 단점인 일정한 타격에너지와 작업
자의 피로 도를 대안 할 수 있는 기술로서 피닝 장치
정적하중 값과 동적 하중 진동 값을 자동제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3.3 하이브리드 3D 프린팅 적용기술
최근에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에서 내부응력을 제거
하여 생산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보조 공정을 추가하
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금속 3D 프린팅
으로 제작된 부품은 적층 과정에서 내부 기공이나 응력

Fig. 13 Illustration of hybrid-AM using LSP, UP21)

분포가 불균일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3D 프린팅 후
보조 공정으로 계층마다 동시에 피닝 공정을 추가함으
로써, 내부 기공이나 잔류응력을 완화하고 내피로성,
내마모성 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Fig. 13는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3D 프린팅 기술
개괄도로서 레이저 피닝, 초음파 피닝이 적층계층마다
가공경화를 부가하여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복합공정을 통하여 각
공정별로 장점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정 표준 규격화를 위한 측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들도 함께 개발 발전 중에 있다21).

4. 결

Fig. 12 Examples of photos applied to wearable and automated robot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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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선진 피닝 기술에 대한 분석과
동향을 평가하고 용접부강도 향상을 위하여 새롭게
개발 적용 되고 있는 휴대용 피닝 장비와 측정기술,
차세대 복합 응용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피닝
기술의 적극적인 현장 활성화에 중요한 방안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선진국에서는 레이저의 펄스 열원이나, 초음파의
탄성 진동에너지, 압축공기나 캐비테이션 등을 이용한
다양한 피닝 적용기술들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성능향상
과 표준화 안전기술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2) 용접부 건전성 향상을 위한 휴대용 피닝기술
개발에서 현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선진국
고가의 공정장비 비용을 국산화를 통하여 진보된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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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닝 장비가 필요하다. 둘째, 장비의 내구성 및 효과
검증을 위하여 휴대용 측정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사용자에 대한 쉬운 기술 이해도와 숙련도를 위해
서 장비의 보수와 교육지원 시스템이 수월하여야 한다.
3) 선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차별된 기술로 용접부
피닝 처리시 비접촉 비전 시스템과 음향기술을 도입하
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웨어러블 로봇이나 공장자동화
로봇으로 정밀하고 중요한 부품에는 피닝 장비에 대한
최적 장착기술이 개발되어 일정한 타격에너지와 작업자
의 피로 도를 대안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스마트 자동화
공장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접목 추진되어 용접․접합
분야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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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dissimilar overlap joints that are welded using gas metal arc welding, the shape of the weld bead changes due to
changes in welding variables such as current, voltage, speed, and teaching position. The bead shape is a major factor
that influences the evaluation of the tensile strength. Thus, it is crucial to control the shape of the bead and produce a
bead with an optimal shap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dissimilar combination with a thickness ratio of 4:1, it is
difficult to weld all the joint surfaces of the upper plates. The presence of such a non-jointed area can change the
tensile strength according to the bonded area. It is expected that a particular value of the critical jointed area satisfies
the tensile strength constraints. In this study, various bead shapes were fabricated according to the welding parameters of dissimilar combinations with a thickness ratio of 4:1, and the corresponding tensile properties were evaluated.
In addition,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ead shape and tensile strength.
Key Words: Regression analysis, Dissimilar combination, Gas metal arc welding, Tensile strength, Bead
geometry

1. Introduction
For response to recently reinforced environmental regulation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development of muffler modules for filtering the exhaust ga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operation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n particular, since diesel engines for
heavy machinery have a high degree of exhaust gas
pollution depending on the displacement, a diesel particulate filter (DPF) that filters the particulate matter or
soot generated by incomplete combustion must be in-

stalled in the muffler1). DPFs that have been mass-produced or developed thus far were designed to be detachable and attachable using the flange-up method that
fastens each part with a clamp. Since most assembly
processes in the muffler manufacturing process require
welding, however,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high tensile and fatigue properties, are required
for the welded joint during the design of a muffler
module considering the extreme environment and repeated loads of transport equipment2,3). When dissimilar materials with different thicknesses are subjected to
lap joint, the access of the welding torch is difficult due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9 No.2(2021) pp159-166
https://doi.org/10.5781/JWJ.2021.39.2.4

Jae Won Kim, Jae-Hwang Kim, Gwang-jin Lee, Sung-Wook Kang, and Changwook Ji

to the limited work environment, and it is also difficult
to secure stability for the qua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ed joint due to the complex design
structure with a large difference in thicknes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materials. In particular, since welding defects including fracture in the welded joint, which
cause poor tensile strength, are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derive optimal welding conditions to address
such defects4,5).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rive
the optimal welding conditions that satisfy the tensile
properties of the single lap jointed dissimilar combination with a thickness ratio of 4:1 for muffler module
welding as well as the critical bead geometry for securing excellent weld quality by conducting regression
analysis and ANSYS simulation to identify bead geometry factors that affect tensile strength. First, correlations between major weld bead geometry factors and
tensile strength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and then ANSYS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racture location and the
weld bead geometry factors during the tensile test.

(a) Robot and MIG machine

(c) Teaching position

(b) Torch angle

(d) Shielding gas flow

Fig. 1 Welding device set-up for the experiment

2. Experimental Method
2.1 Experimental materials and equipment
The dissimilar combination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were 8.0mm-thick SS400 and 2.0mm-thick
SUS439, which have been used in muffler modules.
SF-436 with a diameter of 1.2 mm was used as a filler
for bonding the two plates. Table 1 shows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materials and filler used in this
study. The welding equipment used in this study was
TPS4000 from Fronius, and automated single lap joint
was performed using a 6-axis robot. When dissimilar
combination welding specimens were prepared, the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CTWD) was fixed at 15
mm and the torch angle at 55°. 100% Ar gas was constantly supplied at 20 L/min as protective gas. The current, speed, and teaching position (T.P) were only selected as welding parameters. Fig. 1 shows the arc
welding equipment for the experiment. To derive the
optimal welding conditions, welding conditions were
set using the current and speed values within the ±15%

Fig. 2 Specification of lap joint welding specimen

range under the single lap joint conditions used in the
field. Fig. 2 shows the dimensions of the plates for single lap joint and the location of T.P. T.P was moved in
the thickness direction of the upper plate to secure the
proper bonded area of the thick upper plate. The T.P=0
condition represents that the teaching of the wire is applied to the location where the upper and bottom plates
are bonded, whereas the T.P=1 condition indicates that
the teaching of the welding torch is lifted by 1 mm in
the thickness direction of the upper plate from the bottom plate surface. In this study, 18 welding condition
combinations created by combining the current, speed,
and T.P conditions were used to obtain the weld bead
geometry as shown in Table 2.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used material and welding wire (wt. %)

160

C

Si

Mn

P

S

Cr

SUS439(Bottom)

<0.12

<0.75

<1.0

<0.04

<0.03

16-18

SS400(Upper)

0.18

0.14

0.54

0.050

0.050

SF-436(Filler)

0.03

0.60

0.40

0.008

0.010

16.8

Mo

Ti

0.78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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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ble for experimental design
Level (-)

Level (0)

Level (+)

Teaching position
(mm)

0

Current (A)

140

155

170

Speed (mm/s)

7

9

11

1

Fig. 3 Nomenclature of the weld bead

2.2 Tensile strength evaluation and bead crosssection analysis
As for arc welding for the tensile test and weld bead
geometry analysis, single lap joint was performed after
overlapping 300 × 300mm materials by 25 mm as
shown in Fig. 2. For the shear tensile test, specimens
we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KS B 0802(2003)6),
and then the test was repeated four times under each
welding condition. The final fracture location was defined as the location where fracture occurred three
times or more after the tensile test. For the weld bead
cross-section analysis, the welded joint collected from
the center of the specimen under each welding condition was precisely cut and polished with sandpaper,
and then observed using a microscope after 3% nital
etching (HNO3 3 mL + ethic alcohol 97 mL). Fig. 3
shows geometry factors for the bead cross-section geometry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welding parameters in single lap joint7,8). The dimensions of the selected geometry factors were captured using a microscope, and then the Image-Pro plus software was used.

2.3 Regress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refers to a statistical analysis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method in which a mathematical model is assu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s, and this model is predicted from the data
of the measured variables9). The regression analysis
used in this study utilized MINITAB 19, a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 program. The current, speed, and T.P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dependent variables, i.e. the weld bead geometry factors.
Main effects plot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identify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six geometry factors
(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level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10,11). The main effects plot is frequently used to identify the effect of one
or more categorical factors on the quantitative response.
The main effects plot parallel to the x-axis means that
there is no effect, and the size of the main effect increases as the slope of the plot increases11). In addition,
fitted line plot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s to derive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dimension of the weld bead geometry and
tensile strength. Fitted line plot analysis is suitable for
exp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quantitative predictor and response, and its result is determined valid
when R2 is 95% or higher or when the P-value is 0.05
or less10). Since the value of R2 increases as the number
of variables and the amount of data increase11,12), it was
excluded in terms of judgment in this study.

2.4 ANSYS simulation
ANSYS sim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eld bead geometry and
tensile strength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through an
actual experiment. The boundary condition was set, in
which the filler is bonded to the upper and bottom
plates. As for load condition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bottom plate was fixed, when the opposite surface
of the fixed part was moved by the enforced displacement in the X-axis direction using the displacement
condition, the displacement value that reached the maximum tensile strength of the upper plate, bottom plate,
and filler was examined and the condition that exceeded the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at the shortest displacement was predicted as a fracture location.
During the analysis, the Y- and Z-axis values were set
to zero to assume that there was no movement except in
the X-axis direction, and the occurrence of bending deformation due to the thickness ratio (4:1) was prevented
using the stack. Fig. 4 and Table 3 show the schematic
of the tensile specimen and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s used for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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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of tensile specimen and mesh for
ANSYS simulation
Table 3 Value of material physical properties for ANSYS
simulation

Density (kg/m3)
Tensile strength
(MPa)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SF-436
(Filler)

SS400
(Upper)

SUS439
(Bottom)

7800

7850

7695

392

400

455

200

210

193

0.3

0.3

0.29

3. Experiment Results and Discussion
3.1 Analysis of bead geometry factors for single
lap joint
Fig. 5 shows the cross-section bead geometry obtained
by performing welding under the conditions in Table 2.
Regardless of T.P, when the current was 140 A, a
humping bead, which is the condition of insufficient
penetration, was observed in the weld speed range used
in the experiment. When it was 155 A, a humping bead
was observed only at a high speed of 11 mm/s. Except
for the conditions in which a humping bead was gen-

erated, excellent bead geometry was obtained in all
combinations of welding conditions. It was observed,
however, that not all the areas of the upper plate SS400
with a thickness of 8t were bonded in the thickness
direction. It appears that some non-jointed areas existed
in the upper plate because the welding condition was
selected to prevent burn through by overheating, which
occurs in the relatively thin bottom plate when trying
the penetration of the area in the thickness direction of
the upper plate in the plate combination with a thickness ratio of 4:112). Table 4 shows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dimensions of the bead geometry factors for excellent welds shown in Fig. 3, excluding welding conditions that exhibited humping beads (measurement locations: L1-L5, θ).
For ten welding condition cases with excellent welds,
which were determin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the
weld bead geometry in Fig. 5, the tensile strength of the
welded joint and the fracture location after the tensile
test are shown in Table 5. As for the fracture location
expressed in Table 5, the base metal (B.M) fracture
means the fracture that occurred in the bottom SUS439
material, and the weld metal (W.M) fracture was defined as the fracture that occurred at the boundary between the filler and the upper plate of SS400 as shown
in Fig. 6. As can be seen from the table, for cases 1 to 5
(T.P=1), fracture mostly occurred in B.M except for
case 2, and the tensile strength was 410 MPa or higher.
In some experiment results, W.M fracture was observed, and the tensile strength ranged from 330 to 400
MPa, which were slightly lower compared to the tensile
strength values obtained when B.M fracture occurred.
For cases 6 to 10 (T.P=0), on the other hand, fracture
mostly occurred in W.M and the tensile strength ranged
from 200 to 300 MPa, which wer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tensile strength obtained when B.M
fracture occurred.

Speed
Current

7

9

11

Speed
Current

7

9

11

140

Hunping
bead

Hunping
bead

Hunping
bead

140

Hunping
bead

Hunping
bead

Hunping
bead

Hunping
bead

155

155

Hunping
bead

170

170

(a) Teaching position=1

(b) Teaching position=0

Fig. 5 Results of cross-section bead geometry for MIG welded dissimilar combination, (a) T.P = 1, (b) T.P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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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dimension for bead geometry according to welding parameters
Welding parameter
Case No.

Bead geometry

Current

Speed

Teaching
position

1

155

7

1

2.01

7.01

3.34

5.51

4.24

102.3

2

155

9

1

0.89

7.66

3.65

4.69

6.03

134.1

3

170

7

1

0.32

7.85

3.87

5.76

5.28

131.1

4

170

9

1

0.62

8.05

3.88

5.47

5.71

131.1

5

170

11

1

0.48

8.77

4.13

6.30

5.69

121.9

6

155

7

0

0.60

6.96

3.49

4.56

5.36

125.9

7

155

9

0

1.03

7.23

3.43

4.52

5.55

112.6

8

170

7

0

0.85

8.30

3.79

4.82

6.53

134.2

9

170

9

0

0.59

7.57

3.65

5.12

5.36

129.0

10

170

11

0

1.20

7.94

3.35

4.03

6.60

121.6

L1

L2

L3

L4

L5

θ

Table 5 Results of tensile strength and fracture location
Welding parameter
Case No.

Tensile strength (MPa) / Fracture location

Teaching
position

Current

Speed

1

155

7

419

B.M

420

B.M

420

B.M

417

B.M

2

155

9

330

W.M

353

W.M

378

W.M

345

W.M

3

170

7

428

B.M

423

W.M

427

B.M

427

B.M

4

170

9

419

B.M

420

B.M

419

B.M

360

W.M

5

170

11

418

B.M

420

B.M

409

B.M

337

W.M

6

155

7

275

W.M

286

W.M

377

W.M

307

W.M

7

155

9

235

W.M

288

W.M

267

W.M

314

W.M

8

170

7

422

B.M

401

W.M

312

W.M

306

W.M

9

170

9

427

W.M

368

W.M

336

W.M

361

W.M

10

170

11

279

W.M

310

W.M

255

W.M

391

W.M

(a)

1

0

Test 1

(b)

Fig. 6 Schematic of fracture location after tensile strength
test, (a) weld metal fracture, (b) base metal fracture

As for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tensile strength of
the welded joint during arc welding, the bead geometry
is a representative factor and the bonded area is known
to have a direct impact13,14). The results of Fig. 5 and
Table 5 indicate that the fracture location and tensile
strength vary depending on T.P among the other welding parameters. In the case of the welding conditions
that caused W.M fracture, fracture occurred at the interface between SS400 and filler. This indicates that L4 in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Test 2

Test 3

Test 4

Table 4, which represents the length of the bonded area
between SS400 and filler, can have an influence among
the other bead geometry factors. L5, which is the length
of the bonded area between SUS439 and filler, is also
judged to be a main factor that affects the tensile
strength, but its value was mostly equal to or higher
than that of L4, indicating that fracture mostly occurred
at the interface between SS400 and filler. When the
conditions that caused fracture and the L4 value were
compared through the results in Tables 4 and 5, it was
found that the length of L4 was higher than 5.5 mm.
B.M fracture or W.M fracture occurred when L4 was
higher than 4.8 mm, and W.M fracture occurred when it
was lower than 4.8. In other words, it appears that B.M
fracture may occur rather than W.M fracture when the
length of L4 is higher than 68% of the thickness of the
upper base metal (8 mm). From section 3.2, an attempt
was made to identify welding parameters that determine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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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ad geometry factors through basic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values of the bead geometry
factors obtained from the experiment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tensile strength, fracture location, and bead geometry factor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3.2 Correlation deriva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results of the main effects plot analysis are
shown in Fig. 7 to identify the welding parameters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the dimension of
each weld bead geometry factor. Under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is study, most of the weld bead dimensions tended to be proportional or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current or speed. It was confirmed, however, that L4 is affected by T.P rather than the current
and speed.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length of L4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as T.P was lifted by 1
mm in the thickness direction of the upper plate from
the bottom plate, and this was in agreement with the results in Table 4. This appears to be because the arc heat
source first generated in the upper plate melted the upper plate, and the melt pool flew in the direction of
gravity during welding. The other bead geometry factors are judged to be more affected by the current or
speed than the level of T.P. In general,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the bead geometry are the current and
speed, but only L4 was more affected by T.P in this
study because T.P by the thickness ratio was selected as
a parameter.
Next, the results of the fitted line plot analysis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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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in effect of input variable on each dimension of
bead geometry, (a) L1, (b) L2, (c) L3, (d) L4, (e)
L5, (f)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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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YS simulation was performed to verify the r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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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Verific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ead and tensile strength through ANSYS
analysis

TS

Main Effects Plot for L1

(a)

shown in Fig. 8 to derive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weld bead geometry factors and tensile strength. Under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this study, the correlations between all the dimensions, except for L4, and
tensile strength exhibited a P-value of 0.05 or higher,
indicating that they are not highly correlated with the
change in tensile strength. In the case of L4, the P-value was valid as it was 0.001, and R2 also showed a high
value of more than 75%.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general linear relationship between L4 and tensile
strength. This appears to be because the length of L5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at of L4, which are factors that
may affect the tensile strength, and thus the influence
of L4 is larger as mentioned earlier on the actual weld
bead geometry. When the relationship among the weld
bead geometry factors, tensile strength, and fracture location was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L4 and
tensile strength compared to other geometry factors.
Through the actual tensile strength results and regression
analysis, it was verified that, for the L4, the fracture location started to change at the L4 of 5.6 mm, which
corresponds to 68% of the thickness of the upper base
metal (8 mm). ANSYS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ason.

300
200
100 105110 115 120 125 130 135

Angle

Fig. 8 Fitted line plot of each dimension of bead geometry affected the tensile strength, (a) L1, (b) L2, (c)
L3, (d) L4, (e) L5, (f)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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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Upper

Filler

Fig. 9 Representative image of minimum stress and displacement of each material after tensile ANSYS simulation
Table 6 Value and location of minimum displacement for fracture according to changes L4 dimension
Minimum displacement for fracture [mm]
Bottom (SUS 439)

Top (SS400)

Filler (SF-436)

Initial fracture
location

CASE 1 (L4 = 4.0mm)

0.0308

0.0663

0.0271

Filler (SF436)

CASE 2 (L4 = 4.8mm)

0.0303

0.0667

0.0280

Filler (SF436)

CASE 3 (L4 = 5.6mm)

0.0299

0.0671

0.0302

Bottom (SUS 439)

CASE 4 (L4 = 6.4mm)

0.0297

0.0674

0.0312

Bottom (SUS 439)

tionship among the tensile strength, fracture location,
and L4, among the other bead geometry factors. For the
simulation, only the L4 length was set as a variable,
and a total of four cases were selected from 4 to 6.4
mm at 0.8mm intervals. The other weld bead geometry
factors were fixed. Fig. 9 and Table 6 show the fracture
loc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in L4 obtained using
ANSYS simulation. For the bottom plate, the tensile
strength reached the UTS of the bottom plate (455
MPa) when the displacement was 0.03 mm or higher
for cases 1 and 2 and when it was lower than 0.03 mm
for cases 3 and 4. For the upper plate, UTS was reached
when the displacement of 0.06 mm occurred for all
cases. In the case of the filler, its UTS (392 MPa) was
reached when the displacement was less than 0.03 mm
for cases 1 and 2 and when it exceeded 0.03 mm for
cases 3 and 4.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the shortest
displacement was exhibited at the filler for cases 1 and
2 and at the bottom plate for cases 3 and 4. In other
words, it can be judged that fracture first occurs in the
filler for cases 1 and 2 where L4 is 4.8 mm or less and
in the bottom plate for cases 3 and 4 where L4 is 5.6
mm or higher. When the relationship among the L4
length, tensile strength, and fracture location was examined through ANSYS analysis, it was found that W.M
fracture occurred when L4 was 4.8 mm or less and B.M
fracture when L4 was 5.6 mm or higher. This indicates
that the critical L4 length is between 4.8 and 5.6 mm.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4. Conclusion
For the metal inert gas (MIG) welding of the SS400
(8t) and SUS 439 (2t) dissimilar combination with a
thickness ratio of 4:1,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eld
bead and tensile strength was examin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ANSYS analysis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When the teaching position (T.P) was 1 mm from
the bottom plate, conditions that satisfied more than
400 MPa were derived. When T.P was zero, fracture
occurred in the weld metal (W.M) and the tensile
strength was not satisfied.
2) As for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4 length and tensile strength,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main effects plot that the L4
length, among the bead geometry factors, is most affected by the change in T.P. The results of fitted line
plot analysis also confirmed that the change in L4 has
the largest impact on the change in tensile strength.
3) When the relationship among the L4 length, tensile
strength, and fracture location was examined through
ANSYS analysis, it was found that W.M fracture occurred when L4 was 4.8 mm or less and base metal
(B.M) fracture when L4 was 5.6 mm or higher. Based
on this, it is judged that the critical L4 length for the
change in fracture location is between 4.8 and 5.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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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최적 용접조건 도출이 필요하다4,5). 따라서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머플러 모듈 용접 중 두께 비(ratio of
thickness)가 4:1 인 이종 소재의 겹치기 용접부 인

내연기관의 작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배기가
스를 여과하는 머플러 모듈 개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중장비용 디젤기관은 배기량에 따른

장 특성을 만족하는 최적용접조건을 도출하고 인장강도

논

최근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값에 미치는 비드 형상인자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
석(regression analysis)과 ANSYS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여 양호한 용접부 품질 확보를 위한 임계 비드 형
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인

세먼지 또는 매연을 걸러내는 디젤필터 트랩장치(Diesel

장강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용접부 비드 형상인자를

Particulate Filter: DPF)를 반드시 머플러에 장착해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그 후 ANSYS 해석을

야 한다1). 지금까지 양산 또는 개발된 DPF는 각 부위

통해 인장시험 시 파단위치와 용접부 비드 형상인자간

를 클램프로 체결하는 플랜지업(flange-up) 방식을 적

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용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아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미

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머플러 제

2. 실험방법

조

작공정 중 대부분의 조립공정은 용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머플러 모듈 설계 시 수송기기의 극한 환경 및
반복된 부하를 고려하여 용접부의 높은 인장 및 피로
특성 등의 우수한 기계적 물성이 요구된다2,3). 그러나

참

두께가 서로 다른 이종소재를 필렛 용접(lap joint)할
경우 제한적인 작업환경에 의해서 용접 토치의 접근이
어려우며, 상․하부 소재간의 두께 비 차이가 큰 복잡
한 설계구조로 인하여 용접 후 용접부 품질 및 기계적
물성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인장
강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용접 불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

2.1 실험재료 및 장비
본 실험에 사용된 이종조합 재료는 머플러 모듈에 사
용되고 있는 두께 8.0 mm인 SS400과 2.0 mm인
SUS439이며, 두 판재를 접합하기 위한 용접재료는 직
경 1.2 mm의 SF-436을 사용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소재 및 용접재료의 화학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용접장비는 Fronius社의 TPS4000이며,
6축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겹치기 필렛 용접(single
lap joint)을 실시하였다. 이종조합 용접 시험편 제작 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used material and welding wire (wt. %)
C

Si

Mn

P

S

Cr

SUS439(Bottom)

<0.12

<0.75

<1.0

<0.04

<0.03

16-18

SS400(Upper)

0.18

0.14

0.54

0.050

0.050

SF-436(Filler)

0.03

0.60

0.40

0.008

0.010

16.8

Mo

Ti

0.78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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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ble for experimental design
Level (-)

(c) Teaching position

(b) Torch angle

(d) Shielding gas flow

Teaching position
(mm)

0

Current (A)

140

155

170

Speed (mm/s)

7

9

11

1

논

Fig. 1 Welding device set-up for the experiment

Level (+)

문

(a) Robot and MIG machine

Level (0)

용

Fig. 3 Nomenclature of the weld bead

Fig. 2 Specification of lap joint welding specimen

참

조

CTWD(contact tip to work distance)는 15 mm,
토치 각도는 55°로 고정하고 보호가스는 100 % Ar
가스를 20 L/min로 일정하게 공급하였으며, 용접전
류, 용접속도 그리고 티칭 위치(teaching position,
이하 T.P로 표기)만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실험을 위
한 아크 용접 장비 외관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최적
용접조건 도출을 위한 용접조건 설정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겹치기 용접조건에서 ±15 % 수준의 용
접전류와 용접속도 값으로 하였다. Fig. 2는 겹치기
용접부 판재 치수 및 티칭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두꺼
운 상부판재의 양호한 접합 면적 확보를 위해 T.P를
상부판재 두께방향으로 이동시켰으며, T.P가 0인 조건
은 상, 하부 판재가 접합되는 위치에 와이어가 티칭된
상태를 의미하며 T.P가 1인 경우는 하부 판재 표면에
서 상부판재 두께방향으로 1 mm 간격을 띄워 용접 토
치를 티칭한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용접부 비
드 형상 확보를 위해 활용된 용접조건 조합은 Table 2
에 나타낸 것처럼 용접전류, 용접속도, T.P를 각각 조
합하여 총 18개의 용접 조합을 수행하였다.

2.2 인장강도 평가 및 비드 단면분석
인장시험 및 용접부 비드 형상 분석을 위한 아크 용
접은 Fig. 2와 같이 300 mm × 300 mm 사이즈 소
재를 25 mm 겹친 후 겹치기 용접(single lap joint)
을 수행하였으며 전단인장시험은 KS B 0802(2003)6)
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편을 제작한 후 각각의 용접조건
별 4회 반복시험을 실시하였다. 최종 파단위치는 인장
시험 후 파단이 3회 이상 발생한 위치로 정의하였다.
용접부 비드 단면 분석은 용접조건별로 시험편 중앙부
에서 채취한 용접부를 정밀커팅 후 사포로 연마하고 3 %
나이탈 에칭(HNO3 3 mL + ethic alcohol 97 mL)
하여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겹치기 용접에서 용
접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비드 단면 형상에 대한 형상
인자를 Fig. 3에 나타내었다7,8). 선정된 형상인자의 치
수는 실체현미경으로 촬영 후 Image-Pro plus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2.3 회귀분석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란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수학적 모형을
가정하고, 이 모형을 측정된 변수들의 데이터로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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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 값은 배제하고 판단하였다.

Fig. 4 Schematic of tensile specimen and mesh for
ANSYS simulation

문

Table 3 Value of material physical properties for ANSYS
simulation

Density (kg/m3)

Tensile strength
(MPa)
Young’s modulus
(GPa)

논

측하는 통계 분석 방법을 뜻한다9).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회귀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MINITAB 19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용접 비드 단면 형상인자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용접전류, 용접속도, T.P를 선
정하였고, 독립변수의 수준 변화에 따른 6가지 형상인
자(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주효과도 분석을 수행하였다10,11). 주효과도는 하
나 이상의 범주형 요인이 계량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 많이 활용하고 주효과도 선이 x-축에 평행
한 수평선이면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며 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주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11).
또한, 용접부 비드 형상의 각 치수와 인장강도 값의 상
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회귀분석 방법 중 적합선 그림
분석을 수행하였다. 계량형 예측변수와 반응간의 관계
를 표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R2이 95
% 이상 또한 P-값(P-value)이 0.05 이하일 때 그 결
과가 유효함을 의미한다10). R2의 경우는 변수가 많으
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데이터의 량이 방대해 질수록 그
수치가 올라가기에 절대적인 수치11,12)으로 본 연구에

Poisson’s ratio

SF-436
(Filler)

SS400
(Upper)

SUS439
(Bottom)

7800

7850

7695

392

400

455

200

210

193

0.3

0.3

0.29

2.4 ANSYS 시뮬레이션

용

실제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값을 기반으로 용접부
비드 형상과 인장강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NSYS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은 용

접부(filler)와 상, 하부 판재가 접합(bonding)되어 있

조

는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하중조건은 하부판재가 고정
된 조건에서 고정부 반대편 면을 변위(displacement)
조건을 이용하여 X축 방향으로 강제변위 값만큼 이동
함에 따라 상부, 하부, 용접재료의 최대 인장강도를 도
달하는 변위 값을 확인하고 가장 짧은 변위에서 최대

참

인장강도(UTS)를 넘는 조건을 파단위치로 예측하였
다. 해석 시 Y, Z축 값은 0으로 하여 X축 방향 이외
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stack을 활용
하여 두께 비(4:1) 차이에 의한 굽힘 변형 발생을 방
지하였다. 해석에 활용된 소재 특성 및 모식도를 Fig.
4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겹치기 용접 비드 형상인자 분석
Table 2를 조건으로 용접한 후 용접부 단면 비드 형
상을 Fig. 5에 나타내었다. T.P 변화에 관계없이 용접
전류가 140 A일 때 실험에 사용된 용접속도 범위 안

에서는 용입이 불충분한 조건인 험핑비드(humping
bead)가 관찰되었으며 155 A 조건에서는 용접속도가
빠른 11 mm/s 조건에서만 험핑비드가 관찰되었다.
험핑비드가 발생한 조건 이외에는 모든 용접조건 조합
에서 양호한 비드 형상임을 확인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두께가 8t인 상부 판재 SS400은 두께방향으로 모든
면적이 접합되지 않은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두께 비
가 4: 1인 판재 조합에서 상부판재의 두께방향 면적의
용입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하부 판재에
과입열에 의한 용락(burn through)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상부
판재에서 일부 미접합(non-jointed area)되는 영역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12). Table 4는 Fig. 3의 각
비드 형상인자에 따라 험핑비드가 발생한 용접조건을
제외한 양호한 용접부의 비드 형상인자 별 치수(측정
위치: L1~L5, θ)를 측정한 결과이다.
상기 Fig. 5의 용접부 비드 형상 관찰을 통해 결정
된 양호한 용접부를 갖는 10가지 용접조건 Case에 대
하여 용접부 인장강도 및 인장시험 후 파단위치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 표기한 파단위치는 Fig. 6
에 따라 모재(base metal, B.M)는 하부 SUS439 소
재에서 발생한 파단을 의미하며, 용접부(weld metal,
W.M)는 용접부와 상부판재인 SS400의 경계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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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파단으로 정의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T.P가 1인 Case 1 ~ 5의 경우 Case 2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 모재부에서 파단이 발생하고 인장강도

값이 410 MPa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실
험결과에서는 용접부 파단이 관찰되었고, 인장강도 값
은 330 MPa ~ 400 MPa 수준으로 모재 파단이 발

Speed
Current

7

9

11

Speed
Current

7

9

11

140

Hunping
bead

Hunping
bead

Hunping
bead

140

Hunping
bead

Hunping
bead

Hunping
bead

Hunping
bead

155

155

170

Hunping
bead

문

170

(a) Teaching position=1

(b) Teaching position=0

Fig. 5 Results of cross-section bead geometry for MIG welded dissimilar combination, (a) T.P = 1, (b) T.P = 0

Welding parameter
Case No.

Current

Speed

Teaching
position

1

155

7

1

2

155

9

3

170

4

170

5

170

6

155

7

155

8
10

Bead geometry

L2

L3

L4

L5

θ

2.01

7.01

3.34

5.51

4.24

102.3

1

0.89

7.66

3.65

4.69

6.03

134.1

7

1

0.32

7.85

3.87

5.76

5.28

131.1

9

1

0.62

8.05

3.88

5.47

5.71

131.1

11

1

0.48

8.77

4.13

6.30

5.69

121.9

7

0

0.60

6.96

3.49

4.56

5.36

125.9

9

0

1.03

7.23

3.43

4.52

5.55

112.6

170

7

0

0.85

8.30

3.79

4.82

6.53

134.2

170

9

0

0.59

7.57

3.65

5.12

5.36

129.0

170

11

0

1.20

7.94

3.35

4.03

6.60

121.6

용

L1

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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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dimension for bead geometry according to welding parameters

참

Table 5 Results of tensile strength and fracture location
Welding parameter

Case No.

Current

Speed

1

155

7

2

155

9

3

170

7

4

170

5
6

Tensile strength (MPa) / Fracture location

Teaching
position

Test 1

Test 2

Test 3

Test 4

419

B.M

420

B.M

420

B.M

417

B.M

330

W.M

353

W.M

378

W.M

345

W.M

428

B.M

423

W.M

427

B.M

427

B.M

9

419

B.M

420

B.M

419

B.M

360

W.M

170

11

418

B.M

420

B.M

409

B.M

337

W.M

155

7

275

W.M

286

W.M

377

W.M

307

W.M

7

155

9

235

W.M

288

W.M

267

W.M

314

W.M

8

170

7

422

B.M

401

W.M

312

W.M

306

W.M

9

170

9

427

W.M

368

W.M

336

W.M

361

W.M

10

170

11

279

W.M

310

W.M

255

W.M

391

W.M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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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Effects Plot for L1

(a)

5.50

1.0

참

조

용

3.2 회귀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도출
먼저, 용접부 비드 형상인자별 치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용접변수(독립변수)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중 주효과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
다. 본 실험조건 범위에서 대부분의 용접부 비드 치수

4.75

0.7
0

(b)

1

155

170

7

4.50

9 11

Main Effects Plot for L2

(e)

8.4
8.2

155

170

7

9 11

Mean

5.8
5.6
5.4

1

155

170

7

Main Effects Plot for L3

3.80
3.75
3.70
3.65
3.60
3.55
3.50

5.2

9 11

(f)

0

1

155

170

7

9 11

Main Effects Plot for Angle

Mean

128
126

문

Mean

1

6.0

8.0
7.8
7.6
7.4
7.2

(c)

0

Main Effects Plot for L5
6.2

0

Mean

124
122
120

0

1

155

170

7

9 11

0

1

155

170

7

9 11

Fig. 7 Main effect of input variable on each dimension of
bead geometry, (a) L1, (b) L2, (c) L3, (d) L4, (e)
L5, (f)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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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인장강도 값 대비 소폭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반
면에, T.P가 0인 Case 6 ~ 10의 경우 대부분 용접
부에서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인장강도 역시 200 MPa
~ 300 MPa 수준으로 모재에서 파단이 발생한 조건 대
비 현저하게 인장강도 값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아크용접시 용접부 인장강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인자로는 비드 형상이 대표적이며, 접합된 면적이 직접
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3,14). Fig. 5와 Table 5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용접 변수 중 T.P의 변화에 따라
파단위치와 인장강도 값이 변화함을 예상할 수 있으며,
용접부 파단이 발생한 용접조건의 경우 파단의 위치가
SS400과 용접부의 계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비드
형상 인자 중 SS400와 용접재료의 접합부 길이를 의
미하는 Table 4의 L4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SUS439와 용접재료의 접합부 길이인 L5
역시 인장강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인자로 판단되나,
그 값이 대부분 L4보다 동등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파단은 SS400과 용접재료가 접합되는 영역
에서 파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와
Table 5의 결과를 통해 파단이 발생한 조건과 L4 값
을 비교해 보면, L4의 길이가 5.5 mm 이상임을 확인
하였고 L4가 4.8 mm 이상인 경우는 모재파단 혹은
용접부 파단, 그 이하는 용접부 파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L4의 길이가 상부 모재 두께인 8 mm
중 68 % 이상의 면적이 접합되어야만 용접부 파단이 아
닌 모재 파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2
항부터는 실제 실험으로 얻은 비드 형상인자들의 값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비드 형상인
자를 결정짓는 용접변수가 무엇이며,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인장강도 및 파단위치와 비드 형상인자와의 관계
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5.00

0.9
0.8

(b)

Fig. 6 Schematic of fracture location after tensile strength
test, (a) weld metal fracture, (b) base metal fracture

5.25

Mean

Mean

1.1

(a)

Main Effects Plot for L4

(d)

1.2

값은 용접전류 또는 용접속도 변화에 따라 비례하거나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L4는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보다 T.P 변화에 따라 영향 받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T.P가 하부판재에서 상부판재 두께 방향으로 1 mm
떨어질수록 L4의 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하였으
며 이는 Table 4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T.P
가 1일 때 L4의 길이가 증가하는 원인은 용접시 아크
열원이 상부판재에서 초기 발생하여 상부 판재를 용융
시키고 중력방향으로 용융풀이 흐르기 때문에 L4의 영
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의 비드 형상
인자들은 T.P의 수준 변화보다 용접전류나 용접속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
반적으로 비드 형상을 결정짓는 주요인자가 용접전류와
용접속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두께 비에 의한 T.P를
변수로 선정하여 L4의 경우만 T.P의 영향을 더 받았
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용접부 비드 형상인자와 인장강도 값의 상관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회귀분석 방법 중 적합선 그림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조건 범위 안에
서는 L4를 제외한 모든 치수 값과 인장강도간의 상관
관계는 P-값이 0.05 이상으로 인장강도 값의 변화에
관계가 높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L4의 경
우는 P-값이 0.001로 유효한 수치로써 R2도 75 %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즉 L4와 인장강도 값
은 일반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실제 용접부 비드 형상에도 언급하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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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NSYS 해석을 통한 비드와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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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및 파단위치와 비드 형상인자 중 L4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ANSYS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시뮬레이션 수행 시 변수로는 L4 길이만을 단독
변수로 하여, 4 mm부터 6.4 mm까지 0.8 mm 간격
으로 총 4가지의 Case를 선정하고 그 외 용접부 비드
형상인자는 고정 값으로 선정하였다. ANSYS 시뮬레
이션을 활용하여 L4 변화에 따른 파단 위치 변화 결과
를 Fig. 9와 Table 6에 나타내었다. 먼저 하부 판재
기준으로 보면 Case 1과 Case 2는 변위를 0.03 mm
이상으로 이동 시 인장강도가 하부 판재의 최대 인장강
도인 455 MPa에 도달하였으며 Case 3과 4의 경우는
0.03 mm 미만에서 최대 인장강도인 455 MPa에 도
달한 것을 확인하였다. 상부판재 기준으로는 모든 Case
에서 0.06 mm의 변형이 발생해야 최대 인장강도 값
에 도달함을 확인하였고 용접부의 경우 Case 1, 2 는
0.03 mm 미만에서 그리고 case 3, 4의 경우는 0.03
mm를 초과할 경우 용접부 최대 인장강도인 392MPa
에 도달하였다. 각 부위별 결과를 취합해 보면 Case
1, 2는 용접부에서 가장 짧은 변위를 Case 3, 4에서
는 하부 판재에서 가장 짧은 변위 값을 나타낸 것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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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5.6 mm를 기준으로 파단 위치가 변화함을 검
증하고 그 이유를 고찰하고자 ANSYS 해석을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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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용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합부 인자인 L4,
L5중 L5의 길이가 L4의 길이보다 동등 이상이기 때
문에 L4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회귀분석을 통해 실제 용접부 비드 형상인자와 인장강
도 및 파단위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L4 와 인
장강도 값의 관계가 다른 형상인자 대비 선형적인 관계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인장강도결과와 회귀분석
을 통해 L4 기준 상부 모재 두께인 8 mm 대비 68 %

논

Fig. 8 Fitted line plot of each dimension of bead geometry affected the tensile strength, (a) L1, (b) L2, (c)
L3, (d) L4, (e) L5, (f) θ

Bottom

Upper

Filler

Fig. 9 Representative image of minimum stress and displacement of each material after tensile ANSYS simulation
Table 6 Value and location of minimum displacement for fracture according to changes L4 dimension
Minimum displacement for fracture [mm]
Bottom (SUS 439)

Top (SS400)

Filler (SF-436)

Initial fracture
location

CASE 1 (L4 = 4.0mm)

0.0308

0.0663

0.0271

Filler (SF436)

CASE 2 (L4 = 4.8mm)

0.0303

0.0667

0.0280

Filler (SF436)

CASE 3 (L4 = 5.6mm)

0.0299

0.0671

0.0302

Bottom (SUS 439)

CASE 4 (L4 = 6.4mm)

0.0297

0.0674

0.0312

Bottom (SUS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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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이용한 이종조합 필렛 용접부 비드형상과 인장강도간의 상관관계

론

조

용

두께 비가 4:1 인 SS400 (8 t) 와 SUS 439 (2 t)
이종조합의 MIG 용접에서 용접 비드와 인장강도간의
상관관계를 회귀 분석 및 ANSYS 해석에 관한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T.P가 하부판재에서 1 mm 인 경우 400 MPa
이상을 만족하는 조건이 도출되었으며 T.P가 0인 경우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하며, 인장강도 불만족하였다
2) L4 길이와 인장강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회귀 분석한 결과 주효과도를 통해 비드 형상인자중
L4 길이는 T.P 변화에 따라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을
확인하였으며 적합성그림 분석을 통해 L4의 변화가 인
장강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ANSYS 해석을 통해 L4 길이와 인장강도 및 파
단 위치의 상관관계를 해석한 결과 L4가 4.8 mm 이
하인 경우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하며 L4가 5.6 mm
이상인 경우 모재에서 파단이 발생하였기에 파단 위치
의 변화 임계 L4 길이는 4.8 mm ~ 5.6 mm 인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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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확인하였다. 즉, L4가 4.8 mm이하인 Case 1과 2의 경
우 용접부에서 먼저 파단이 발생하며, L4가 5.6 mm
이상인 Case 3과 4의 경우 하부 판재에서 먼저 파단
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SYS 해석을 통
해 L4 길이와 인장강도 및 파단 위치의 상관관계를 해
석한 결과 L4가 4.8 mm 이하면 용접부 파단이 발생하
고 L4가 5.6 mm 이상인 경우 모재 파단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계 L4 길이는 4.8 mm ~ 5.6 mm 인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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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 welding with filler wire is a technology capable of gap bridging at a relatively fast welding speed. Recently,
the demand for the technology is increasing with the application of 3D printing. This process is highly dependent on
the strength and properties of the filler metals. The filler wire can enhance the weld strength, corrosion and crack resistance by changing the composition of the filler wire. The process stability is severely influenced by process parameters, since the size of the heat source and the dimensions of the filler metals are small.
This review article covers the variables related to wire feeding such as feeding direction, feeding angle, a displacement
between wire and laser beam, and height of intersection, in addition to heat inputs related variables such as laser
power, welding speed, and wire feed rate that have been discussed in numerous publications. It is intended to provide a guide
for the readers who needs to design the system and select the process parameters for laser welding with filler wire.
Key Words: Laser brazing, Process parameters, Characteristic, Wire feeding, Laser application

1. 서

론

레이저 용접은 집적된 에너지 열원을 사용하기 때문
에 좁고 깊은 비드를 형성시키기 유리하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아크 용접 대비 빠르게 공정을 진행할 수
있고, 편면용접이 가능하여 최근 레이저를 적용한 공정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레이저 용
접은 제살용접(autogeneous welding)이기 때문에 이
음부 준비와 갭에 매우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좁
은 용융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갭이 형성되어 있는 경
우 용융금속이 빈 공간으로 침투되어 용접부의 두께 손

실 및 결함이 발생되기 용이하다. 때문에 이음부를 견
고하게 밀접시킬 수 있도록 고정장치를 설계해야 레이
저 용접부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
용접학회(American welding society, AWS)에서는
두께의 10% 이상 비드 처짐을 결함으로 명명하고 있다.
레이저 필러 용접은 레이저 용접 중에 용접재료를 공
급하며 진행하는 공정으로, 레이저 용접의 약점인 갭대
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재보다 낮은 용융점을 가
진 용접재료를 공급하면 모재와의 희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계면특성에 의해 접합강도가 결정된다. 용융점
이 유사한 동종 소재를 적용하면 부재가 용융되며 이음
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재와 유사한 접합강도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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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3D프린팅 또는 클래딩 응용연구의 일환으
로 레이저 필러 용접이 고려되기도 한다.
공정에 활용하는 용가재는 이음부의 젖음성 향상(갭
브리징) 및 접합부 강도 향상 등의 목적에 맞추어 선정
되며, 부식성 향상 및 고온균열 저감과 같은 부가적 목
표에 맞추어 선정하기도 한다. 용가재를 활용하여 강도
를 보강해줄 수 있는 덧살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국부
적 물성 및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갭이 있는
경우에도 두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저
용접 공정 빔 이외에도 용가재(와이어)의 직경 또한 작
기 때문에 (<1 mm), 작은 공정변수의 변화에도 이음

읍부 특성은 민감하게 달라진다.
레이저 필러 용접은 레이저에서 기인하는 공정변수와
와이어 송급과 관련한 공정변수가 교호 작용하기 때문
에 일반적인 레이저 용접에 비해 고려할 점이 많다. 적
정 공정 조건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본 기술기고에서는 알루미늄 또는 강재
의 레이저 필러 용접 공정에서 주요 영향인자가 접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용화 연구 개발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해당 논문 기
고에서 인용한 논문의 소재 및 공정변수 등은 Table 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Selected laser brazing condition for the ferrous and non-ferrous alloys in previous studies

No.

Substrate / wire

Joint

1

AlSl 4135 (t: 3-6 mm)
/ G3Si1 (D: 0.8, 1 mm)

Butt

2

S355F2G3 (t: 6 mm)
/ G3Si1 (D: 0.8, 1.0 mm)

Butt

3

Q345E (t: 10 mm)
/ ER50-6 (D: 1.2 mm)

Butt

4

Q346D (t: 12 mm)
BOP
/ H08Mn2SiA (D: 1.2 mm)

5

EN43A (t: 5 mm)
/ STS 316L (D: 0.8 mm)

BOP

6

A36 (t: 9 mm)
/ WT-6 (D: 1.2 mm)

BOP

7
8
9
10

St37 (t: 3 mm)
/ SG2 (D: 1.0 mm)
STS 321 (t: 2 mm)
/ ER321 (D: 1.2 mm)
STS 316L (t: 2.7 mm)
/ STS 316L (D: 1.2 mm)

Butt
Butt
Butt

STS 304L (t: 2 mm)
Butt
/ Stainless filler (D: 1.0 mm)

11

STS 2205 (t: 8, 15 mm)
STS 304L (t: 10 mm)
S2507 (t: 6 mm)
/ ER 2209 (D: 1.0 mm)

9

AA5182 (t: 1.4 mm)
/ AA5356 (D: 1.2 mm)

Butt

10

A709 (t: 6 mm)
/ ER506 (1.2mm)

Butt

11
12
17

Al 6009 (t: 3 mm)
/ AlSi 12 (D: 1.2 mm)
5A06 (t: 4 mm)
/ Al-Mg5 (D: 1.2mm)
DP 600 (t: 0.77 mm)
AA 6016 (t: 1.2 mm)
/ Zn-filler (D: 1.0 mm)

Butt

BOP
BOP
Lap

Ferrous alloy
process parameters
Wire feeding
Laser source
Ref
direction
Laser
Wire feed
P: 5 kW
WFR: 4.7-10.7 m/min 2)
CO2 laser
Front, Rear
WS: 0.6-0.9 m/min
α: 30°, 45°, 60°
(DL: Φ 0.26 mm)
P: 5 kW
CO2 laser
WFR: 6.2-10.7 m/min 3)
Front, Rear WS: 0.4-0.6 m/min
(Unwritten)
α: 45°, 52°
F: 0, - 2 mm
P: 6 kW
Fiber laser
WFR: 3-6 m/min
4)
Side
WS: 0.6 m/min
(Unwritten)
α: about 60°
F: + 20 mm
P: 10 kW
WFR: 4.5 m/min
CO2 laser
5)
Front, Rear WS: 0.3 m/min
α: 45°
(DL: Φ 0.75 mm)
F: + 20 mm
P: 1.1 kW
WFR: 1.59 m/min
Diode laser
1)
Front, Rear
WS: 0.24 m/min
α: 20, 30, 40, 50 °
(DL: 2.5*3.5 mm)
P: 4 kW
WFR: 2.7-3.9 m/min
Fiber laser
6)
Rear
WS: 0.36-0.60 m/min
α: 60°
(DL: Φ 5 mm)
F: + 55 mm
P: 5.2 kW
WFR: 4 m/min
7)
Unwritten
Front, Rear
WS: 2 m/min
α: Unwritten
Fiber laser
P: 1.5 kW
WFR: 1.2 m/min
8)
Front
(DL: Φ 0.26 mm)
WS: 1 m/min
α: 30°
Fiber laser
P: 2.7-3.4 kW
WFR: Unwritten
9)
Front
(Unwritten)
WS: 21-30 mm/s
α: 45°
P: 5, 8 kW
WFR: 1.5-7.0 m/min
Fiber laser-arc
10)
Front
WS: 5, 8 m/min
α: 30°
(DL: Φ 1.0 mm)
F: + 8 mm
Fiber laser
(DL: Φ 0.7 ~1.0
mm)

Front

P: 7-15 kW
WS: 1-2 m/min
F: - 4-7 mm

Non-ferrous alloy (Aluminum)
Nd:YAG laser
P: 3-4 kW
Front
(DL: Φ 0.4 mm)
WS: 6-9 m/min
P: 6.6-7.27 kW
Fiber laser
Rear
WS: 1.10 m/min
(Unwritten)
F: + 16 mm
P: 3 kW
CO2 laser
Front, Rear
WS: 3-6 m/min
(DL: Φ 0.3 mm)
Fiber laser
P: 3 kW
Front
(DL: Φ 0.3 mm)
WS: 2 m/min
Nd:YAG
P: Unwritten
(DL: Φ 1.5-2.0
Front
WS: 0.2-1.2 m/min
mm)

WFR: Unwritten
α: 45°

11)

WFR: 0-4 m/min
α: 27°

12)

WFR: 4-7.5 m/min
α: Unwritten°
WFR: 3-5 m/min
α: Unwritten
WFR: 3.-6 m/min
α: 70°
WFR: Unwritten
α: Unwritten°

13)

14)

15)

16)

t: Thick of materials, D: Diameter of filler wire, BOP: Bead-on-plate, DL: Dimension of focused laser beam, P: Laser power,
WS: Welding speed, WFR: Wire feeding rate, α: Wire feeding angel, F: foc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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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변수의 정의

Welding
speed

레이저 필러 용접 공정에는 입열을 제어하는 공정변
수와 용가재의 송급과 관련된 공정변수가 존재하며, 각
각의 공정변수는 상호작용한다. 레이저를 통해 공급되
는 입열은 용가재를 용융시키는 주된 구동력이지만, 용
가재에 너무 많은 열원이 집중되는 경우 부재가 가열되
지 않아 젖음성이 저하할 수 있다. 본 기술기고는 문헌
에서 논의된 바 있는 다양한 공정변수 중에서, Fig. 1
에 모식도로 나타낸 공정변수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고
자 한다.

2.1 입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변수
공정변수 중 레이저 출력, 용접속도, 초점거리는 에
너지 입열 또는 에너지 밀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다. 부재의 가열 및 와이어 용융을 위해 일
정 이상의 입열이 요구되며, 입열이 부족하면 부재와
와이어의 용융량 및 젖음성 저하로 비드 불균일 및 기
공과 같은 용접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4).

3 kW

Laser power
3.5 kW

4 kW

6
m/min
Wire
feeding
7.5
rate
m/min
(2 m/min)
9
m/min
6
m/min
Wire
feeding
7.5
rate
m/min
(2 m/min)
9
m/min

Fig. 2 Macro-sectional images depending on laser power,
welding speed and wire feeding rate1)

레이저 출력이 증가할수록 이면비드 너비, 용입 깊이,
덧살 높이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증가하는 경
12,14)

향을 나타낸다

. 그러나 레이저 출력이 높아질수록

표면에서의 빔흡수율 및 플라즈마 플룸에 의한 에너지
흡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급격히 감소할

용적 폭발 및 스패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 키

수 있다2). 과하게 속도가 빨라진 경우에는 언더컷과10),

홀 불안정으로 이어져 언더컷, 험핑비드 같은 결함을

비드 불균일이 야기될 수 있으며14), 과도한 감속은 생

초래할 수 있다17).

산성 저하와 모재에 대한 과입열로 이어질 수 있다.

12)

용접 속도가 빨라질수록 모재 및 와이어에 부여되는
단위시간당 공급 입열이 감소하기 때문에, 용접 속도가
증가할수록 윗면 비드 너비, 밑면 비드 너비, 용입깊이
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12,14). 용접 속도가 증가
하면서 키홀모드에서 열전도모드로 전환되는데, 모재

2.2 와이어 송급 관련 공정변수
와이어와 레이저와의 상호작용 또한 접합 특성에 영
향을 미치는데, 와이어 송급방향, 송급각도, 와이어 팁레이저의 교차지점(H) 및 와이어-레이저 거리(D) 등
이 변화하였을 때의 특성이 변화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적정 와이어 송급은 언더컷, 용착부족과 같은 용접 불
량을 개선하고, 갭 대응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10).
같은 입열조건에서 와이어 송급속도가 증가하면, 와
이어를 용융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모재로 전
달되는 에너지가 감소한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와이어 송급속도가 증가하면 부재의 용융량이 감소
함을 확인할 수 있다3,12). Salminen et. al.2,3)은 와이
어 송급속도가 특정 한계를 넘어서면 레이저 빔이 용융
되지 않은 와이어 표면에서 반사되어 최대 약 50%의
레이저 출력이 손실된다고 언급하였다. 와이어 송급속
도가 빠를수록 와이어 팁 위치는 횡방향으로는 레이저,

Fig. 1 Schematic diagram of laser brazing and definition
of welding variables used in this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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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방향으로는 용융지에 가까워진다. 와이어 송급속
도가 너무 빠르면 비드 끊김, 접합불량, 기공과 같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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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2,3,14), 와이어 송급속도가 너무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이어 송급각도가 가파를수록

느리면 과입열로 인한 용적 폭발과 할 수 있으며, 와이

약간의 위치 변화에도 와이어에 닿는 레이저 조사면적

어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이음부 비드처짐이 야기될 수

이 수직으로 크게 변하게 된다. Salminen et. al.2)은

있다.

와이어 송급 각도가 에너지 효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와이어 송급 방향(전진법, 후진법 등)에 대한 의견은

발표하였다. 와이어 표면에서 레이저 빔이 난반사하는

아직까지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진행방향에서

데, 이 때 용융지로 향하지 않은 레이저 빔이 손실되기

와이어를 송급하는 전진법이 선호되지만, 일부 문헌에

때문이다.

서 후진법에서 용접성이 우수하였다는 보고 또한 존재

와이어 송급 방향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용접부를 확

한다1). 참고문헌을 종합하였을 때, 전진법의 적용사례

보하기 위한 와이어 송급 각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가 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에 나타낸

(Fig. 4). 후진법을 적용하는 경우 와이어 각도가 증

바와 같이, 전진법을 적용하는 경우 레이저 빔이 와이

가할수록 비드 표면 거칠기가 감소하였으나, 전진법을

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용적이 상대적으로 크며, 용적

적용하는 경우 와이어 각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비드

의 온도 또한 높다5). 때문에 이음부 용착을 늘리기에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였다1). Syed et al.1)은 와이

1)

유리하며, 퍼짐성이 우수하다 . 그러나, 용접선 추적

어가 수직으로 공급될수록 용융풀 내 와류가 발달하고,

장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후진법이 필수적이다.

와이어에 조사되는 레이저가 디포커싱 되면서 비드가

후진법은 공정 중 발생하는 금속증기 및 용융풀의 온도

거칠어 진다고 주장하였으나, 후진법 적용시 송급각도

로 와이어를 용융시키기 때문에 와이어 송급속도가 제

가 증가할수록 비드 외관 거칠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설

한적이고 비드의 접촉각이 크다. 레이저 열원으로부터

명하지 못했다. 또한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와이어 송급점이 멀어질수록 빠른 응고로 인해 볼록비

도 있었기 때문에2)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드가 형성될 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후진법 적용 시

판단된다. 이와 별도로 와이어 팁을 길게 빼는 경우,

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1).

진동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와이어 돌출 길이는 다소 짧

와이어의 송급 각도(α)는 주변 기구부에 의해 제한되

은 것이 선호된다2,7).

는데, 각도가 너무 크면 송급기와 레이저 간의 간섭이

와이어 팁-레이저 중심의 교차지점(H)이 멀수록 이

발생할 수 있고 각도가 너무 작으면 송급기가 바닥에

음부 특성이 저하된다는 결과보고가 존재한다. Fig. 5
에 교차지점에 따른 비드외관 및 단면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1,2). H가 0 mm 인 경우 용입 깊이가 가장 깊었
지만, 와이어가 모재에 닿아 있어 와이어의 진동으로
인해 비드표면이 불균일하다. H가 2.5 mm 이상이면
용착금속과 용융풀 간의 브릿지가 끊어지고, 단락이행

(a)

(b)
Front feeding

Rear feeding

Bead
appearance

Roughness (μm)

120

Front feeding, Leading edge
Front feeding, Center
Rear feeding, Leading edge
Rear feeding, Center

90

60

30

Macro-section
0

(c)

Fig. 3 Droplet transfer images with differential wire
feeding direction from the (a) front and (b) rear,
and (c) bead appearance and macro-sectional images5)
170

10

20

30

40

50

60

Wire feeding angle (°)

Fig. 4 Surface roughness with variable wire feeding angle, wire feeding direction and aimed wire position (modified from referen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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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Bead appearance

Macro-section

0 mm

2 mm

4.5 mm
(a)
(a)

Frequency(HZ)

140
100
60
20
0

0

1

2

3

4

5

6

H(mm)
(b)

(b)

Fig. 5 (a) Bead appearance and macro-sectional images
of brazed bead, and (b) droplet transfer frequency
with differential height of intersection of wirebeam (H)3)

Fig. 6 (a) Schematic of activated heat input and (b)
forces for the droplet transfer. (P1: Power absorbed to the weld pool, P2: Power absorbed to
the wire, PL: laser irradiation, PM: plasma and
metallic vapor radiation, PW: weld pool radiation,
G: gravitational force, FS: surface tension, FC:
vapor recoil force, FR: resultant force.)5)

혹은 입상용적이행으로 전환되면서 용접 품질이 하락한
다. Zhao et al.5)은 H가 클수록 용적이행 주기가 증
가하는데, 이로 인해 용적의 크기가 증가하여 증기 반

Filler
wire

Laser

Filler
wire

Laser

Filler
wire

Laser

력(Fc)과 표면장력(Fs)가 커져 용적 이행이 방해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Fig. 6).
와이어-레이저 겹침거리(D)는 와이어 송급점과 와이
어 송급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부분겹침인 경우에서
(Fig. 7(b)) 와이어 및 모재에 충분한 입열이 가해져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5,7,15). 완전 겹침의 경우에는
(Fig. 7(c)) 와이어가 레이저 빔의 진로를 방해하여,
모재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거나 부여된 과다한

(a)

(b)

(c)

Fig. 7 Definition of wire-laser displacement (D); (a) fully
detach (D > 1/2d), (b) partially overlap (0 < D <
1/2d), (c) fully overlap (D ≒ 0)3)

입열로 인해 스패터가 비산한다1,3,14). 겹침이 없는 경
우에는(Fig. 7(a)) 용적이 레이저에 노출되는 순간 스
패터가 발생하고, 와이어에 대한 입열이 부족하여 송급
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부분 용융이 발생하면서 용접
품질이 저하되었다. 이것은 와이어 송급방향, 송급위치
등에 따라 모재와 와이어에 가해지는 입열 정도, 레이
저 빔의 다중반사 및 금속증기의 발생이 바뀜을 의미한
다. 때문에 레이저-와이어 겹침거리(D)는 조건에 따라
맞춤 조정되어야 한다.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3. 레이저 필러 용접 강도
레이저 필러 용접이 적용되는 부품의 목적에 따라 접
합강도의 필요 유무와 허용 한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
다. 일반적인 브레이징 접합은 모재가 용융되지 않고
용융된 삽입금속이 접합부를 채워 접합되는 방식을 의
미한다. 화학적 결합으로 접합되지만, 결합층이 얕고
접합부가 견고하지 않아 강도가 많이 요구되지 않은 위
치에 주로 적용되어 왔다. 반면 레이저 필러 용접의 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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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R = 0 m/min WFR = 2 m/min

300
275
250
225
200
175
150
125
100

WFR = 3 m/min

WFR = 4 m/min

에 따른 최적 송급각도나 진행방향 등은 아직 서로의
의견이 첨예한 상태이다. 다만, Table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레이저-와이어 겹침거리(D)는 와이어 송급방
향에 따라 선호되는 조건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3 kW
3.5 kW
4 kW

와이어와 모재에 요구되는 입열이 와이어와 모재의 종
류, 용접속도와 와이어 송급 속도 등 여러 공정변수에

6 7.5 9

6 7.5 9

6 7.5 9

6 7.5 9

Welding speed (m/min)

Fig. 8 Tensile strength of laser brazed joint with variable
welding and wire feeding rate1)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본 기술기고에서는 알루미늄 또는 강재의 레이저 필
러 용접 공정의 주요 영향인자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용화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은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인 이음부를 따라 진행된다.
때문에 레이저 필러 용접부의 접합강도는 이음부의 형
태와 용가재(와이어) 강도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Fig. 8에서 레이저 출력이 감소함에 따라 인장 강도
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접합강도는
공정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1). 보편적으
로 입열이 충분하여 결합층이 확보되고, 와이어 송급으
로 덧살이 형성되면 인장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12).

4. 결

련 변수와 와이어 송급관련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변수는 모재와 와이어의 입열 분포
(Fig. 8(a)), 용적에 가해지는 힘의 분포(Fig. 8(b)),
용적 이행 방식, 에너지 효율 등에 영향을 미치어, 적
정 생산 조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해당변수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와이어의 소재(용융점 차이)
Table 2 Preferred feeding direction and the wire-laser displacement in previous researches
Reasons

Reference

Rear
feeding

Detach

Wire didn’t disturb
the weld pool.

2)

Rear
feeding

Detach

Wire didn’t disturb
the weld pool.

12)

Front
feeding

Overlap

Front
feeding

Detach

Front
feeding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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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Laser
heat input to wire
enhanced the weld
stability.
Wire didn’t disturb
the weld pool.
Diminished risk of
serration.
Additional Laser
heat input to wire
enhanced the weld
stability.

용접이 적용되는 부품을 설계하고, 공정조건을 선정하
는데 있어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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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문을 통해 레이저 필러 용접에서 사용되는 입열관

Preferred
Preferred wire-laser
feeding
displacement (D)
direction

것을 목표로 하였다. 모쪼록 해당 기고가 레이저 필러

13)

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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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ddressed the gas metal arc welding (GMAW) of Al 5183 aluminum alloy using variable polarity (VP).
The effects of the electrode negative (EN) pulsing ratio and repetition frequency on the geometrical features and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the deposited materials were investigated and discussed. The current and voltage were
manually controlled independently for each phase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polarity change. The influence of
phase and its changing frequency on the geometrical features and microstructure evolution were observed. The
phase of the electrode affected the arc concentration and changed the amount of the deposited material and the dilution between the substrate. The EN phase is beneficial for making a finer structure than the electrode positive (EP)
phase because of the lower heat input per unit mass. In addition, the size of the grains decreased as the phase change
frequency increased. When the number of repetitions frequency increased within a cycle, the size of the microstructure was reduced. Consequently, strategies can b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microstructure with VP-GMAW
welding using a high EN pulsing ratio and low repetition conditions.
Key Words: Variable polarity, Gas metal arc welding, EN pulsing ratio, Repetition, Microstructure refining,
aluminum

1. Introduction
As the demand for low heat input and low deformation arc welding increases, the application of cold metal
transfer (CMT) power sources capable of short-circuiting are also increasing. Among them, a welding power
source, which can manually apply short-circuiting under variable polarity (VP), can arbitrarily adjust the
number of electrode positive (EP) and electrode negative (EN) phase within one cycle. This welding power
source can maximize the functions desired by users
such as a deposition amount or depth of fusion accord-

ing to the target product.
VP-GMAW power source has attracted attention from
researchers because of various arc behavior according
to polarity1-4). Kumar5) and Park6) analyzed the arc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polarity during AC pulsed
GMAW welding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with
the heat input. Kiran7) mentioned that the use of AC
pulse GMAW was effective in enhancing the gap bridging ability and reducing the deformation. Because the
deposition amount increased by the arc concentration
occurred on the filler wire. Several researches have also
been published to compar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process parameter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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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MT process. Cong reported that CMT-advanced
(Fronius, Austria) was advantageous in reducing porosity when applied to an aluminum alloy of the 2000 series8,9). Fang10,11) and Cong12) claimed that when shortcircuiting transfer was applied under variable polarity
environment, the equiaxed structure ratio was high and
the anisotropy of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stacking direction can be overcome during the wire
additive manufacturing of aluminum alloy.
In AC pulse welding, the EN ratio is an important factor
because it affects the welding characteristics. Numerous
researches have been published on the welding droplet
transfer and penetration depth depending on the EN ratio6,7,13). At an AC-GMAW process with a high EN ratio, the arc stability has deteriorated and the droplet
transfer was unstable. Thus, the application of the EN
pulse has been limited. The use of VP-GMAW power
source allows the EN polarity dominant waveform, the
influence on the arc instability during the EN cycle can
be neglectable. Because it mechanically controls the
wire feeding motion during the detaching period. In recent years, it is possible to control the EN ratio and the
number of EN pulses in one cycle, which enables a
wide range of studies about the EN phas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change in EN pulsing ratio on the bead
formation and microstructural evolution by applying
the variable polarity process. However, the effect on the
application of the EN phase was not clear due to an extreme difference in the waveform of each of the phases.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pulse repetition frequency
in the cycle was amplified and attenuated, which made
difficult to compare.
For the wire additive manufacturing and repair welding process, the amount of deposited weight and thermal distortion of the substrate are important factors to
be managed. By applying VP-GMAW,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strategy to maximize the deposited material
or minimize thermal deformation based on the applicatio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EN pulsing ratio and pulse
repetition frequency on bead appearance and microstructure formation were investigated under the polarity
changeable environment.

2. Experimental procedure
Bead-on-plate welding was performed using an Al
5183 wire with a diameter of 1.2 mm on a 16 mm-thick
Al 5083 plate. A VP-GMAW machine (Fronius, Austria)
was used and the work angle and the travel angle were
set to 0° as shown in Fig. 1. The distance between the
contact tip and the workpiece was 20 mm, and Ar gas
was supplied with a flow rate of 20 l/min.
It is advantageous to synchronize waveforms of EP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Torch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CTWD): 20 mm
T.D.
N.D.

Work angle: 0°
Arc

R.D. (= Welding direction) Al 5083

Fig. 1 Experimental setup
I (A)
Electro positive phase
0
Electro negative phase

Contents

(1)
(2)
(3)
(4)
(5)
(6)
(7)
(8)

Value

Detach current (A)
Base current (A)
Boost up (A/ms)
Tau boost up (ms)
Peak current (A)
Pulse duration_peak (ms)
Boost down (A/ms)
Tau_boost down (ms)

± 96.0
± 80.0
± 300.0
0.1
± 244.0
4.76
± 300.0
0.2

Fig. 2 Schematic diagram of current waveform
Table 1 Welding conditions applied in the experiment
Variables

Value

Wire feed rate
(m/min)
Welding speed
(m/min)
EN pulsing ratio
(EN pulse/Total pulse)

9
(1 level)
0.3, 0.5, 0.7
(3 levels)
0, 0.1, 0.25, 0.33, 0.5,
0.67, 0.75, 0.9, 1 (9 levels)

Repetition

1, 3, 5 (3 levels)

and EN phases for the comparison of the effect of EN
pulsing ratio (REN) on bead formation and metallurgical
features. As shown in Fig. 2, the waveform of each
phase; the current and dwell time were artificially
matched to minimize the difference in heat input for
each polarity. The duty for phase change also vari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pulses of EP and EN in a
cycle. In this study, EN pulsing ratio was set to 9 levels
and the repetition frequency in a cycle was set to 3
levels. For example, where ratios of EP and EN pulsing
in a cycle were 1:3 and 3:9, both have the same EN
pulsing ratio of 0.75. However, the phase change frequency is three times higher in the case of 1:3.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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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the detailed welding condition applied in the
experiment.

3. Results and Discussion
3.1 Waveform comparis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EN pulsing ratio
The droplets formed during the peak current period
(Fig. 2 (6)) were transferred to the molten pool by the
push-pull motion of the welding torch during the detach
current period. Thus, the number of pulses matched the
number of drop transfers regardless of EP or EN phases.
Measured waveforms depending on the EN pulsing ratio and the repetition frequency are shown in Fig. 3.
Short circuits occurred 13-14 times during 200 ms,
which was independent of the EN pulsing ratio and repetition frequency. RMS values 
of current, voltage and
heat input according to the EN pulsing ratio was calculated based on the measured waveforms and are given
in Fig. 4. The current/voltage and heat input were similar under the condition when the electrode polarity
(EP) having the EN pulsing ratio below 0.5 mainly
functions. On the other hand, when the EN pulsing ratio was increased to above 0.5, the total heat input tended to decrease as the current value was decreased.
However, the effect of the change in welding speed on
the current/voltage and supply energy was not confirmed.
0

50

100

150

200

The droplet size and the molten pool geometry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polarity. In Fig. 5, (a)-(c)
show the droplet transfer during EP phase, and (d)-(f)
show the droplet transfer during EN phase. Fig. 5 (b),
(c) and (e), (f) show the droplet transfer behavior at the
peak current and detach current period for EP and EN
phases, respectively. Deflection on the surface of the
molten pool was observed due to arc pressure in the EP
phase (Fig. 5(b)), and relatively large droplets were
formed in the EN phase condition.

3.2 Comparison of weldability according to EN
pulsing ratio change
Changes in droplet transfer and surface deflection of
molten pool affect the penetration depth and the
amount of deposition. Bead appearances according to
the EN pulsing ratio were given in Fig. 6. The frequency of phase changes increased until the EN pulsing
ratio reached 0.5 and then decreased. Frequent phase
changes alleviate the ripples on the weld bead. When
the repetition frequency was one as shown in Fig. 6(a)(e), the ripple was obvious compared to the repetition
frequency was 3 or 5 as shown in Fig. 6(f)-(i). As the
EN pulsing ratio increased, the height and width of the
bead tended to increase. In addition, the height and
width of the bead were larger in the low welding speed
condition than the high welding speed condition (Fig.
0

50

100

150

200

R EN = 0 (EP only)

200

200
0

0

-200

-200
R EN = 0.25

200
0

0

-200

-200

Current (A)

200

R EN = 0.5

200
0

0

-200

-200
R EN = 0.75

200

200
0

0

-200

-200
200

Current (A)

200

R EN = 1 (EN only)

200
0

0

-200

-200
0

50

100

Time (ms)
(a)

150

200

0

50

100

150

200

Time (ms)

(b)

Fig. 3 Measured current waveform depending on EN pulsing ratio with (a) one and (b) three times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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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0

160

Voltage (V)

Current (A)

20

140
EP dominant

120

EN dominant

EP dominant

EN dominant

10

0.3 m/min

0.3 m/min

0.5 m/min

0.5 m/min
0.7 m/min

0.7 m/min
0

100
0.0

0.2

0.4

0.6

0.8

0.0

1.0

0.2

0.4

0.6

0.8

1.0

EN pulsing ratio

EN pulsing ratio

(a)

(b)
4000

Energy (J)

3000

2000
EP dominant

1000

EN dominant

0.3 m/min
0.5 m/min
0.7 m/min

0
0.0

0.2

0.4

0.6

0.8

1.0

EN pulsing ratio

(c)

Fig. 4 Measured (a) welding current, (b) voltage and calculated (c) heat input depending on EN pulsing ratio and welding
speed (one repetition condition)

Repetition
(a)

(d)

(a)

0

(b)

0.25

(c)
(b)

(e)

×1

(f)

0.75

(e)

1
0.25
×3

(g)

0.5

(h)

Fig. 5 High-speed camera images captured during the
droplet transfer depending on phase. ((a) to (c):
EP phase, (d) to (e): EN phase). (a) and (d) represent base current period for each phase, (b) and
(e) are peak current, (c) and (f) are images for
detach curr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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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d appearance

0.5

(d)

(f)
(c)

EN
pulsing
ratio

0.25
×5

(i)

0.5

Fig. 6 Bead appearances under the variable EN pulsing
ratio and repetition. The specimen was fabricated
with a welding speed of 0.7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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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0.3 m/min
0.5 m/min
0.7 m/min

2
0
12
8
4
0

0.3 m/min
0.5 m/min
0.7 m/min

0.0

0.2

0.4

0.6

0.8

60

4

40

2

0
0.0

0.2

0.4

0.6

0.8

1.0

EN pulsing ratio (%)

1.0

(a)
20

EN 100% (18.3 g)

8
6
4
0.3 m/min
0.5 m/min
0.7 m/min

2
0
12

15

10

4

0.3 m/min
0.5 m/min
0.7 m/min

0.0

0.2

0.4

0.6

0.8

1.0

EN pulsing ratio
(b)

Fig. 7 Bead height and width of deposit materials depending on EN pulsing ratio and welding speed
under variable repetition conditions of (a) one
and (b) five times

7). Because the increase of the repetition frequency
promoted the ripple formation, height and width variations were large in each condition. However, the average height and width of the beads were similar independently of the repetition frequency.
The deposited area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EN
pulsing ratio in a cycle (Fig. 8(a)). It is considered that
the melting of the filler wire was accelerated under the
EN phase. On the other hand, the penetration into the
substrate was decreased as the EN pulsing ratio
increased. In particular, when the EN pulsing ratio exceeded 0.5, penetration decreased rapidly.
Because the energy transfer to the substrate was limited, and the effect of gravity during the droplet transfer
was reduced by applying the short-circuit transfer
process. The weight of the droplets tended to increase

1 pulsing in a cycle
3 pulsing in a cycle
5 pulsing in a cycle
EP 100%
EN 100%

EP 100% (9.1g)

5
0.00

8

0

Deposition weight (g)

Bead height (mm)

5 times
5 times

6

20

(a)

Bead width (mm)

3 times,
3 times,

80

EN pulsing ratio

178

1 time,
1 time,

Dilution area (mm2)

Deposition area
Dilution area

Deposition area (mm2)

Bead width (mm)

Bead height (mm)

8

0.25

0.50

0.75

1.00

EN pulsing ratio (%)
(b)

Fig. 8 (a) Deposition and dilution area derived from sectional image of the welds, and (b) weight of welds
per length of 120 mm depending on EN pulsing
ratio and repetition.

proportionally with the EN pulsing ratio and was linearly increased as the repetition frequency increased
(Fig. 8(b)).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more deposited materials were stacked in the unit weld length
at the 0.5 EN pulsing ratio condition where the phase
changes frequently. It was predicted as a temporary
phenomenon that appeared when the power source controlled the current to stabilize the arc during the polarity
change.

3.3 Effects of EN pulsing ratio change on structure
formation
The change in EN pulsing ratio affects dilution of the
substrate, and the nucleation site may differ due to the
flow inside the molten pool by the polarity change14,15).
The microstructural constitution of the welds can be
varied by numerous factors such as chemical composition,
impurities, and welding parameters. The cooling rate 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emperature gradient and
the solidification rate. It is usually determined by the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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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EN pulsing ratio and the

200
EN pulsing ratio
0
0.25
0.5
0.75
1

Temperature(°C)

150

100

50

0
0

10

30

20

40

Time (s)
(a)
8

Cooling rate (°C/s)

welding speed and heat input. If the cooling rate is fast,
a finer structure can be formed16).
The temperature was measured during the process
with a thermocouple attached 11 mm below the upper
specimen. As shown in Fig. 9, the maximum temperature
and cooling rate were measured at the EN pulsing ratio
of 0.5 when the phase change frequency was the highest.
The lowest values were obtained when EN or EP
polarity was used alone. Even with the same phase
change frequency, the measured temperatur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EN pulsing ratio in a cycle. This trend
conflicted with the heat input derived from the measured
waveforms in Fig. 4. Therefore, it is inferred that the
efficiency and function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olarity.
The change of the microstructure according to the EN
pulsing ratio was investigated and presented in Fig. 10.
Babu17) mentioned that the polarity change during pulse
welding could suppress the grain growth because it
affected the flow fluctuation inside the molten pool.
When the EN pulsing ratio is between 0 and 0.5, the
formation of the equiaxed structure was more dominant
than the columnar structure as the EN pulsing ratio
increasing. At a low phase change frequency (0-0.25),
epitaxial growth, a symbol of anisotropy growth, was
observed in the direction of the heat source.
On the other hand, it is presumed that most of the
energy was mainly consumed to melt the wire at the
EN polarity 100 % condition. Because the droplet temperature is lower than the EP phase period, finer grain
can be obtained.

6

4

2

0

0.0

0.2

0.4

0.6

0.8

1.0

EN pulsing ratio
(b)

Fig. 9 (a) Measured temperature and (b) calculated cooling rate depending on EN pulsing ratio. Welding
speed and repetition were fixed at 0.5 m/min and
three times, respectively

EN pulsing ratio
Repetition
0 (EP only)

0.25

0.5

0.75

1

×1

×3

-

-

Fig. 10 Microstructure in longitudinal direction depending on EN pulsing ratio and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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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tition frequency on the bead appearance and microstructure was investigated using a short-circuiting mode
VP-GMAW power source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1) EN pulsing ratio change directly affects the arc
concentration location, which caused a change in the
amount of deposition and melting of the substrate. The
droplet size was small, and the surface of the molten
pool was deflected due to strong arc generation in the
EP phase period. While the droplet size was large even
though low input energy was supplied in the EN phase,
and the arc was formed at a relatively high position
compared to the EP phase period. As the EN pulsing ratio increased, the weight of the deposition tended to increase, and width tended to increase. As the repetition
frequency in a cycle was increased, the ripple on the
weld bead was clearly observed, but the effect of repetition frequency on the weight of the droplet was
negligible.
2) The effect of phase and polarity changing frequency on microstructure formation was confirmed. It
is inferred that it is possible to form a fine structure under EN polarity compared to EP polarity. Because not
only relatively low heat input was supplied under the
condition of high EN pulsing ratio, but also because the
temperature of the droplet was low due to the large
amount of energy consumed to melt the wire. Epitaxial
growth was observed due to the thermal overlap of the
applied heat input at a low EN pulsing ratio. It was reconfirmed that anisotropic characteristics can be suppressed through the phase change, similar to the research of Fang11) and Cong12). As the frequency of phase
change increased, the size of the grains decreased. When
the repetition frequency in a cycle increased, the frequency of phase changes decreased. Thus, it is considered to be advantageous to reduce the repetition frequency to reduce the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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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극성을 이용한 알루미늄 GMAW 용접에서 주기 내
EN 펄스 비율 및 반복횟수가 용접부 형상 및 조직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N Pulsing Ratio and Repetition Frequency on the Bead Appearance and
Microstructure Evolution in Aluminum Welding using Variable Polarity GM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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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품기능연구부문
**

문

한양대 기계설계공학과

은 EN 비율에서 아크 안정성 저하되고 용적이행이 불

1. 서

론

안하여 역극성의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가변극성 단락
이행 용접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적으로 단락모드를
제어하기 때문에 EN 주기에서 아크의 불안정성에 대

단락이행을 하는 CMT(cold metal transfer) 전원의

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최근에는 EN 비율뿐만 아

적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가변극성과 동시에 단
락이행을 적용할 수 있는 용접전원의 경우, 제어를 통
해 하나의 주기내 양극과 음극 파형의 개수를 임의로

논

저입열, 저변형 아크용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강제

니라 주기 내의 EN 펄스의 수 또한 제어하는 것이 가
능하여 역극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여졌다. 저
자는 가변극성 공정을 적용하여 EN 비율의 변화가 비
드형성 및 미세조직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바

맞추어 용착량 또는 용입깊이 등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

있다. 그러나 극성에 따른 파형의 차이가 극심하여 역

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극성 적용에 대한 효과가 명료하지 않았다. 또한 주기

용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용접전원은 대상 제품에

가변극성 용접전원은 극성에 따라 아크 편향이 발생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1-4). Kumar5)

내 펄스 반복횟수가 미치는 영향이 증폭/상쇄되어 비교
가 어려웠다.
적층 및 보수 용접에 있어서 용착량 및 부재에 가해

향에 따른 아크의 집중을 분석하고 입열량과의 관계에

지는 열변형 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조

과 Park6)은 AC pulsed GMAW 용접 중 극성의 방
7)

다. 가변극성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처에 맞추어 용착

용하는 경우 와이어에 아크 집중이 발생하여 용착량이

량 극대화하거나 열변형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수립가능

증가하기 때문에 갭 브리지 및 변형 저감등에 효과적이

하다. 해당연구에서는 가변극성 단락이행 공정을 활용

라고 언급하였다. CMT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공정변수

하여 한 주기 내 EN 펄스 비율 및 펄스 반복횟수의

에 따른 조직 및 기계적 물성을 비교하는 연구결과 또

변화가 비드형성 및 미세조직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한 다수 발표되었다. Cong은 알루미늄 2천계열을 대

석하고 고찰하고자 하였다.

참

대해 고찰하였으며, Kiran 은 AC 펄스 GMAW를 활

상으로 CMT-advanced(CMT-adv.)를 적용하고 내
부기공 저감에 유리하다고 발표하였다8,9). Fang10,11)

2. 실험방법

12)

및 Cong 은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단락이행 모드를
활용하여 와이어 적층을 실시하고, 가변극성을 적용하

아크 용접은 16 mm 두께의 Al 5083 판재위에 1.2 mm

는 경우에서 등축정의 비율이 높고 적층 방향에 따른

직경의 Al 5183 와이어를 사용하여 비드용접의 형태로

기계적 물성의 이방성이 적다고 주장하였다.

진행하였다. 가변극성을 부여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Fronius

AC 펄스 용접에서 역극성 (Electrode negative,

社의 가변극성 단락이행 용접기를 사용하였으며, Fig.

EN) 비율은 용접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

1과 같이 작업각 및 진행각은 0°가 되도록 설치하였다.

게 다루어진다.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EN 비율에 따른

컨택트 팁과 부재간의 거리는 20 mm으로 설정하였으

용적의 이행 및 용입깊이 등에 대해 연구 결과가 발표
된 바 있다6,7,13). 그러나 AC-GMAW 공정의 경우 높

며, Ar 20 l/min를 송급하였다.
EN 비율이 비드형성 및 조직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본 논문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본 논문으로 연구업적과 같은 실적에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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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lding conditions applied in the experiment
Torch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CTWD): 20 mm
T.D.
N.D.

Work angle: 0°
Arc

Variables
Wire feed rate
(m/min)
Welding speed
(m/min)
EN pulsing ratio
(EN pulse/Total pulse)
Repetition

Value
9
(1 level)
0.3, 0.5, 0.7
(3 levels)
0, 0.1, 0.25, 0.33, 0.5,
0.67, 0.75, 0.9, 1 (9 levels)
1, 3, 5 (3 levels)

R.D. (= Welding direction) Al 5083

Electro positive phase
0
Electro negative phase

Contents

Value

Detach current (A)
Base current (A)
Boost up (A/ms)
Tau boost up (ms)
Peak current (A)
Pulse duration_peak (ms)
Boost down (A/ms)
Tau_boost down (ms)

± 96.0
± 80.0
± 300.0
0.1
± 244.0
4.76
± 300.0
0.2

용

(1)
(2)
(3)
(4)
(5)
(6)
(7)
(8)

Fig. 2 Schematic diagram of current waveform

문

I (A)

해 용융풀로 이행되어, 펄스의 개수는 용적 이행의 개
수와 일치한다. 주기 내 EN 펄스 비율 및 반복횟수에
따른 파형을 Fig. 3에 나타내었다. 200 ms 동안 단락
은 13-14개 발생되며, 펄스 비율 및 극성변화 횟수 등
과 무관하게 유사하였다. 계측 파형으로부터 EN 펄스
비율에 따른 전류/전압 및 에너지의 RMS 값을 Fig.
4와 같이 구하였다. EN 펄스 비율이 0.5 보다 작은
정극성 (Electrode polarity, EP)이 주요하게 작용하
는 조건에서는 전류/전압 및 입열이 유사하였다. 반면,
EN 펄스 비율이 0.5 이상으로 증가하면 전류값이 저
하되면서 전체 입열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용접
속도 변화가 전류/전압 및 공급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은 확인되지 않았다.
용적이행 및 용융풀의 표면형상은 극성에 따라 변화

논

Fig. 1 Experimental setup

하였다. Fig. 5 (a)-(c)에 EP 극성에서의 용적이행
을, (d)-(f)에 EN 극성에서의 용적이행을 나타내었다.
Fig. 5 (b),(c)와 (e),(f)는 각 극성에서의 피크와 단
락 구간에서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아크가 형성되어 있

켜놓는 것이 유리하다. 때문에 양극과 음극에서의 전류

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크의 영향을 가시적으로 확인가

및 주기별 유지시간을 Fig. 2과 같이 고정하여 각 극

능하다. EP 극성에서는 아크압력으로 인해 용융풀 표

성에 따른 입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한 주

면에 처짐이 발생하였으며, EN 극성에서는 용적이 상

기내 양극과 음극의 펄스 비율에 따라 양극과 음극이

대적으로 크게 형성되었다.

조

상대 비교하기 위해서는 EP와 EN의 파형을 동기화시

교차하는 주기는 변화하는데, 주기내 EN 파형의 비율

참

(REN, EN pulsing ratio)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9
수준을 선정하였으며, 한 주기내 반복회수는 3수준 조
건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한 주기내 양극과 음극
파형의 비율이 1:3인 경우와 3:9인 경우 같은 0.75의
파형비를 가지지만, 주기내 파형 반복회수는 1회와 3
회로 다르다. Table 1에 실험에서 적용한 용접조건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EN 펄스 비율 변화에 따른 파형 비교
피크 주기 동안 (Fig. 2 (6)) 형성된 용적은 단락
주기 동안 용접토치의 푸시-풀(push-pull) 동작에 의

3.2 EN 펄스 비율 변화에 따른 용접성 비교
극성에 따른 용적이행 및 용융풀 표면의 변화는 용입
및 용적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 6에 EN 펄스
비율의 변화에 따른 비드외관을 나타내었다. 극성 변화
빈도는 EN 펄스 비율이 0.5가 될 때까지 증가하면서
이후 다시 감소한다. 극성이 자주 변화하는 경우에서
비드의 리플은 보다 완만하였다. Fig. 6(a)-(e)의 펄
스 반복횟수가 1회인 경우보다, Fig. 6(f)-(i)에 나타
낸 바와 같이 펄스 반복횟수가 3회 또는 5회인 경우에
비드 외관의 리플이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EN 펄스
비율이 증가하면 비드의 높이 및 폭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높은 입열로 인해 낮은 용접속도 조건에서
빠른 용접속도 조건보다 비드의 높이 및 폭이 크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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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d current waveform depending on EN pulsing ratio with (a) one and (b) three times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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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a) welding current, (b) voltage and calculated (c) heat input depending on EN pulsing ratio and welding
speed (one repeti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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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되었다 (Fig. 7). 반복 횟수의 증가는 리플의 형성
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각 조건에서의 높이 및 폭의 편
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복 횟수에 무관하게 비드의 평
균 높이와 폭은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용적물의 단면을 확인한 결과, 한 주기내 EN 펄스의

(d)

비율이 증가하면 적층면적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Fig. 8(a)). 역극성에서 아크가 와이어 상단부에
형성됨에 따라 용가재의 용융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으로
(b)

(e)

판단된다. 반면, 부재로의 용입은 EN 펄스 비율이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특히 비율이
0.5를 넘어가며 급격히 감소하였다. EN 펄스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모재로의 에너지 전달이 제한되었을 뿐

(f)

문

만 아니라, 단락이행 공정의 특성으로 인해 용적의 이
(c)

행 중 중력의 영향력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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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variable repetition conditions of (a) one
and (b) fiv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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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Deposition and dilution area derived from sectional image of the welds, and (b) weight of welds
per length of 120 mm depending on EN pulsing
ratio and repetition.

용적물의 무게는 EN 펄스 비율과 비례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반복횟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보다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Fig. 8(b)). 동일 길이를
용접하였을 때, 극성이 빈번하게 변화하는 EN 펄스 비

참

율 조건(0.5)에서 용착 금속이 추세보다 많이 적층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용한 극성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용접전원이 아크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류 공급시간을 제어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3.3 EN 펄스 비율 변화가 조직형성에 미치는
영향
용접부 조직은 조성, 불순물, 용접조건 등 다양한 요
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EN 펄스 비율의 변화는 부
재의 희석량에 영향을 미치며, 극성 변화에 따른 용융
풀 내부 유동으로 인해 핵생성 기지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14,15). 본 연구에서는 냉각속도에 보다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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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Measured temperature and (b) calculated cooling rate depending on EN pulsing ratio. Welding
speed and repetition were fixed at 0.5 m/min and
three times, respectively

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냉각속도는 온도구배와 응고속
도의 상관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냉각속도가 빠른
경우 보다 미세한 조직의 형성이 가능하다16).
아크 중심부 직하 11 mm 깊이에 써모커플을 부착
하여 공정 중 온도측정을 실시하였다. Fig. 9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최대온도 및 냉각속도는 극성변화 빈도가
가장 높은 EN 펄스 비율이 0.5인 경우에서 측정이 되
었으며, 역극성 또는 정극성을 단독으로 활용하는 경우
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같은 변화빈도를 가지고
있어도 주기를 구성하는 극성의 비율에 따라 측정된 온
도가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Fig. 4의 측정된 파형
으로부터 도출된 공급에너지와도 경향이 다르다. 공급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 및 효율이 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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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향이 나타났다. 주기내 반복횟수가 커질수록 리플이 뚜
렷이 관찰되는 형상적 변화는 확인되었으나, 용적물의
무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2) 주요 극성 및 극성변화의 빈도수가 결정립 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EP 극성에 비해 EN 극
성에서 조밀한 크기의 조직의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된다. EN 펄스 비율이 높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낮
은 입열이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적의 용융에 소
모된에너지가 많아 용적의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EN
펄스 비율이 낮은 조건에서는 부여 입열의 중첩으로 인
해 일부 조건에서는 에피텍셜 성장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Fang11) 및 Cong12)의 연구결과와 같이 극성변화
를 통해 이방성을 억제가 가능함을 재확인하였다. 극성
변화의 빈도가 잦아질수록 결정립의 크기는 작아지며,
주기 내 반복횟수가 증가하는 경우 극성변화 빈도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정립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
복횟수는 적은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

EN 펄스 비율에 따른 구성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여
Fig.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Babu17)은 펄스 용접 중
극성의 변화가 용웅풀 내부 유동에 영향을 미쳐특정 결
정립 성장을 방해하여 결정립 성장 억제의 원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도 냉각속도
가 빨라지는 EN 펄스 비율 0 - 0.5 사이 구간에서는
EN 펄스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상정 조직보다 등축
정 조직이 주도적으로 확인되었다. 극성 변화비율이 낮
은 0 - 0.25 조건에서는 열원방향으로 이방성의 상징
인 에피텍셜 성장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반면, 역극성만 단독으로 활용한 경우에서는 공급에
너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에너지가 와이어를 용
융하는데 상당량 활용되면서 용적의 온도가 정극성 구
간에 비해 낮아서 결정립이 작게 형성된 것으로 예측된
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고찰 및 분석이 요구
되어진다.

문

Fig. 10 Microstructure in longitudinal direction depending on EN pulsing ratio and repetition

론

본 연구에서는 가변극성 단락이행 용접전원을 이용하
여 한 주기를 구성하는 EN 펄스의 비율 및 반복횟수
가 비드형성 및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EN 펄스 비율 변화는 아크 집중 위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용착량 및 부재의 용융량이 변화를 야기한
다. EP 극성이 주도적인 조건에서는 용적의 크기가 작
고, 강한 아크 발생으로 인해 용융풀 표면의 처짐이 형
성되었다. EN 극성이 주도적인 조건에서는 낮은 입력
에너지가 공급되었음에도 용적의 크기가 크고, 아크가
EP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형성되었
다. EN 펄스 비율이 증가할수록 적층물의 무게가 증가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폭과 너비 모두 증가하는 경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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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of metal components manufactured by laser-based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ies is governed by
the process parameters. Moreover, the process parameters differ depending on the material used. In particular,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technology is vulnerable to the control of external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re are
many process variables, such as powder characteristics and laser parameters, and thus many test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optimal parameters.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rive the conformity criterion of the
DED process for metal powder (STS304L). First, the effects of laser energy output, laser header moving speed,
powder feed rate, and gas feed rate on the DED process were studi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deposition height decreased as the laser header moved faster and that the dilution ratio and the width of the heat-affected
zone depended on the laser power and powder feed rate. Specimens were printed based on the process parameter
values determined in the experiment, and tensile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ir mechanical performance.
Key Words: DED(Direct Energy Deposition), Additive manufacturing, Metal powder(STS304L), Laser process,
dilution

1. Introduction
Additive manufacturing (AM) offers the economic
benefit of no waste of unnecessary material and enabling complex shapes to be formed relatively easier, as
compared to traditional subtractive manufacturing.
Consequentl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applying AM as industrial manufacturing technique,
while AM is already being applied to manufacture
some products. Moreover, AM technology using various functional metallic materials is being actively researched owing to less material used and alloyability1).
Metal 3D printing techniques used for AM using metallic materials include powder bed fusion (PBF), binder

jetting, and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Of these,
DED not only makes it easy to manufacture large parts,
but it can also be easily integrated as tooling in machine tools, such as conventional machining center
tooling (MCT). Accordingly, applied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die and
mold, automotive, and aerospace2). With fuel nozzles
from GE Aviation, which began mass production using
AM technique exclusively, the reliability of applying
manufacturing technique using metal 3D printing has
gradually increased within the industry. In particular,
DED technique is used for partial tooling, not for outputting the entire product shape, but for partial repair of
airplane parts or die/mold products3-6).
Unlike other deposition methods, DED has a high un-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9 No.2(2021) pp182-188
https://doi.org/10.5781/JWJ.2021.39.2.7

Optimization of Direct Energy Deposition of 304L Stainless Steel through Laser Process Parameters

istics, according to the process parameters of laser AM.
Th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metal powder used in the study were as shown in Tables 1 and 2
and Figures 1 and 2. The base used in the experiment
was dissimilar carbon steel (S45C), which was W100 ×
D50 × H10 (mm) in size.

Fig. 1 SEM shape image of 45~150 ㎛ the metal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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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ty for closure to external environment due to
shielding by shield gas in the deposition sections where
phase transition of the material takes place, while also
being exposed to outside air. Moreover, the method of
feeding the powder material to the melting pool is more
dynamic than PBF or binder jetting and positional changes
may occur according to the spatial movement of the
tool and design shape. Therefore, because of many variable conditions, reliability and repeatability of printed
products still need improvement. To determine the
print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laser process parameters, which are limiting parameters of energy portion within the tooling part of DED, the present study
experimentally evaluated the influence on tensile strength,
which represents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crosssectional characteristics of printed products. The study
aimed to use the findings to present laser process parameters for AM that are suitable for DED process and
determine the influence on various metal powders
through continued research to improve the mechanical
performance of products manufactured via AM using
DE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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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erial used in the present study was stainless
steel (STS304L; 45~150 ㎛ in size) that was manufactured via gas atomization. STS304L is an ultra-low carbon steel, which has excellent intergranular corrosion
resistance in welded state and high temperature strength.
Accordingly, it is a material that is universally used for
manufacturing parts that are difficult to heat treat,
heat-resistant parts, and equipment in chemical, coal,
and petroleum industries that require high intergranular
corrosion resistance. The present study used such material with high utilization to investigate the deposition
performance, meaning the cross-sectional character-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45~150 ㎛ the metal
powder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metal powder
Type

Size(㎛)

Apparent density
(g/cm3)

Flow rate
(sec/50g)

STS304L

45~150

4.15

13.06

Fig. 3 DED robot system(ROBOLASER)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TS304L metal powder(wt.%)
Elements

C

Mn

P

Si

Ni

Cr

Mo

S

Fe

Component
specification

0.03

0.5

0.045

1.00

12.5~14

16~18

2.0~3.0

0.030

Bal

STS304L

0.019

0.1

0.02

0.83

13.1

17.2

2.05

0.030

Bal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183

SeongSeon Shin, Sung-Min Kwon, ChiYen Kim, JongHoon Lee, JunHo Hwang, and HyunDeok Kim

Table 3 DED process parameter
Parameter

Method

DED

Laser header moving speed

600, 900 mm/min

Laser output power

500, 700, 900 W

Powder feeding rate

3, 6 g/min

Carrier gas flow rate

2, 4, 6, 8  /min

2.2 Methods
The DED robot system shown in Fig. 3 (ROBOLASER,
OR Laser, Germany) was used to conduct the deposition experiment using DED. The distance between the
base and tool was set to 16 mm, which is the position
of the focus. Meanwhile, the laser beam size was 1 mm.
The other process parameters, as shown in Table 3,
were 1070 nm range, laser output power, laser header
moving speed, powder feeding rate, and carrier gas
flow rate.
As shown in Fig. 4, the shape of the deposition model
used in the experiment was designed to a size of W100
× D35 × H10 (mm), which was a suitable size to be
used as tensile sample for the experiment on the evaluation of tensile strength, which is a mechanical performance indicator. SKM DCAM7), a 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M) software, was used for the tooling path for the sample model that had been designed
and deposition process parameters were applied as
shown in Table 4.

Fig. 4 Tensile strength part tool path used with SKM
DCAM7)
Table 4 DED Process parameter of tensile strength part
Parameter

Method

DED

Laser header moving speed

600 mm/min

Laser output power

700 W

Powder feeding rate

6 g/min

Carrier Gas flow rate

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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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data derived from a previous experiment, the
deposition process parameters for the tensile strength
experiment sample were set to laser output power of
700 W, laser header moving speed of 600 mm /min,
powder feeding rate of 6 g/min, and carrier gas flow
rate of 2  /min in consideration of deposition time, efficiency, and minimal damage to the base material. The
direction of deposition was designed relative to X-Y
axes. To fabricate the sample for tensile strength testing
that meets the ASTM E8/E8M standard, the deposition
product was prepared to a size of W100 × D35 × H10
(mm). To increase the data reliability, three flat dog
bone shaped samples were used to conduct tensile
strength tests in a tensile test machine (ST1001, SALT,
South Korea)8).
For observation of the cross-se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deposition product, the printed products were
etched using 5% Nital etchant and cross-sectional
imaging was performed using an optical microscope
(IX70, OLYMPUS, Japan)9).

3. Results and Discussion
3.1 Evaluation of deposition performance by laser
header moving speed
For the evaluation,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by
altering the process parameters presented in Table 1
with tool moving speed, which is the actual machining
speed, fixed at 600 and 900 mm/min. Fig. 3 shows the
cross-sectional measurements for the experimental products.
The results of deposition experiment according to
process parameters showed that deposition height increased as the powder feeding rate increased. Moreover,
increase in laser output power showed increase in heat
affected zone (HAZ) and dilution rate.
Fig. 4 shows the results of experiment performed with
the laser header moving speed set to 900 mm/min and
using the same process parameters. With respect to the
influence of speed at different conditions, the results
commonly showed clear decrease in deposition and
HAZ heights as compared to the speed of 600 mm/min.
However, changes in output energy and feeding gas
tended to be similar at both speeds.
At powder feeding rate of 3 g/min, the appearance of
cross-section that forms the melting pool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laser output power. At 500W, increase in gas feeding rate resulted in decreased deposition height and cross-sectional shapes with irregular dilution rate. It was determined that laser output power
was lower than powder feeding rate. At 700W and
900W, deposition height decreased as the carrier gas
flow rate increased, while dilution rate cross-sectional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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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appeared to be regular.
At powder feeding rate of 6 g/min,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cross-sectional appearance varied according to laser output power. At 500W, the deposition
cross section showed almost no dilution with the base
material due to low output relative to powder feeding
rate. Moreover, the deposition height tended to decrease
from 2  /min and above at 700W and from 4  /min and
above at 900W. In other words, when 900W was used,
deposition efficiency was poor at carrier gas flow rate
of ≥4  /min.

3.2 Discussion of experiments according to deposition process parameters
Fig. 5 shows graphs of deposition heights of metal
powder (STS304L) at laser header moving speed of
600 and 900 mm/min with varying deposition process
parameters.
As shown in the figure, the deposition experiments according to process parameters showed that deposition
height increased as the powder feeding rate increased.
Increase in base material collision speed due to increase
in flow rate and resulting increase in powder scattering
caused decrease in the actual deposition height.
At 900 mm/min, the results for powder feeding rate of
3 and 6 g/min showed similar tendency as those of laser
header moving speed of 600 mm/min, and overall, deposition height tended to decrease.
Fig. 7 shows the graphs of dilution rate of metal powder (STS304L) at laser header moving speed of 600
and 900 mm/min with varying deposition process
parameters.
Dilution rate, which is defined as the mixture ratio between the base material and deposited metal powder,
can be calculated by the equation shown below10).



   ×  ≈  × 
  
  

(1)

Here, Ac is the upper deposition area of substrate surface; hc is the height; wc is the width; Amix is lower
mixed area of substrate surface; and hmix is the height
(Fig. 7).
Based on this, the present study showed the analysis
results from substituting the cross-sectional analysis data according to varying deposition process parameters
into Eq. (1).
Generally, low dilution rate is associated with failure
of base material and deposition interface and quality
degradation, whereas high dilution rate is associated
with decrease in deposition rate relative to powder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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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ross-section of deposition by laser header moving
speed and powder fee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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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view of the cross section of a clad
track10)

feeding rate.
At powder feeding rate of 3 g/min and laser output
power of 500W, dilution rate became more irregular
with increase in carrier gas flow rate. At 700W and
900W, dilution rate tended to increase as carrier gas
flow rate increased.
At powder feeding rate of 6 g/min, the carrier gas
flow rate tended to increase up to 6  /min and decreased
at 8  /min when the laser output power was set to 500W
and 700W. When the laser output power was set to
900W, the dilution rate increased as the carrier gas flow
rate increased, which was determined to be the result of
powder feeding rate relative to output being low up to
carrier gas flow rate of 9  /min.
Accordingly, the most efficient parameters were determined to be powder feeding rate of 6 g/min, laser
output power of 700W, and carrier gas flow rate of 2  /min,
which showed low dilution rate and high deposition
height.

3.3 Results and discussion of experiments according
to tensile strength part

0

400
500 W
700 W

300

900 W

200

The results from the tensile strength test showed approximately 624 MPs,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480 MPa of conventional casting product11). It was determined that such results were due to the fact that DED
process involved repeated deposition, layer by layer,
and had a relatively smaller melting pool than conventional casting products, and as a result, the mixture area
of STS304L (austenite stainless steel) ferrous alloy
(dilution) cooled faster, which in turn improved tensile
strength due to formation of micro grains12).

4. Conclusion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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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Carrier gas flow rate [l/min]

(d) laser header moving speed : 900 mm/min, and powder feeding rate : 6 g/min
Fig. 6 Comparison of deposition height by Laser header

moving speed and powder fee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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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M experiments on STS304L metal powder
samples according to laser deposition process parameters,
the influence of varying process parameters (laser output
power, gas flow rate, powder feeding rate, and laser
header moving speed) on the base and deposition was
evalu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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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dilution height by Laser header moving speed and powder fee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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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actured shape of tensile test coupons

1) In the experiment on the cross section of deposition
samples according to laser output power, the results
showed differences in deposition height and dilution
rate. Considering the dilution rate and deposition height,
500W was found to be most efficient.
2) Deposition height increased as powder feeding rate
increased, but with respect to deposition efficiency
relative to powder feeding rate, low amount of powder
consumed (6 g/min) was found to be suitable.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0
0.0000 1.2000 2.4000 3.6000 4.8000 6.0000 7.2000 8.4000 10.6000 11.8000 12.0000

Disp (mm)

Fig. 10 Fractured feature of tensile test coupons

3) Deposition height decreased as carrier gas flow rate
increased and deposition heights at 2∼4  /min were
similar. Considering deposition efficiency, 2  /min was
determined to be the optimal condition.
4) In the comparison of deposition height according to
laser header moving speed, powder feeding rate of 3
and 6 g/min showed similar tendencies, while the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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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ion height tended to decrease as the moving
speed increased.
5) Conventional STS304L casting products have a
tensile strength of 480 MPa, while deposition products
manufactured by metal 3D printing using DED technique
showed a higher tensile strength of 624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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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툴링으로 적용되고 있다3-6).

1. 서

론

하지만 다른 적층 공법과 달리 DED는 외기에 노출
되면서도 동시에 소재의 상변화가 발생되는 적층 구간

적 절삭가공보다 복잡한 형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고,
형상품외 불필요한 소재 소모가 없는 경제성의 이점 때
문에 산업용 제조 기술로의 적용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

이 쉴드 가스에 의한 차폐로 외부 환경에 대한 폐쇄에

논

적층 제조(AM:additive manufacturing)는 전통

불확실성이 높고, 공급 분말 소재가 멜팅풀에 공급되는
방식도 PBF나 binder jetting 방식에 비해 동적이어
서 툴의 공간이동과 디자인 형상에 따라 자세변화가 발
생하는 등 변수 조건이 많아 출력물의 신뢰성 및 반복

시작되었다. 또한 소재 소모가 적고 합금 용이성 때문

재현성에 대한 개선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

에 다양한 기능성 금속 소재를 사용한 적층 제조 기술

서는 DED의 툴링 부분 중 에너지 영역의 제어 변수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레이저 공정변수에 따른 출력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출

용

었으며 실용 기술로 활용되어 제품 제조에 일부 적용이

력물의 단면 특성과 기계적 성질을 대표하는 인장강도

프린팅 기술에는 PBF(Powder Bed Fusion), Binder

의 영향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DED

jetting 방식 및 DED(Direct Energy Deposition)

공정에 적합한 적층제조용 레이저 공정 변수를 제시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DED의 경우 대형부품 제작

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금속분말에서의 영향

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존 MCT(Machining Center

성을 규명하므로써, DED 공법을 통한 적층 제조물의

Tooling)와 같은 공작기계에 툴링 형태로 접목이 용이

기계적 성능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조

금속 소재를 이용한 적층 제조에 활용되는 금속 3D

하여 실용화 기술 분야로 금형, 자동차, 우주항공등 전

참

방위 산업 분야에 적용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

2. 실험 재료 및 방법

AM기술을 전적으로 이용하여 양산을 시작한 GE
Aviation의 Fuel Nozzle을 통해 산업계에서도 차츰
금속 3D 프린팅의 제조 기술 적용에 신뢰성이 높아지
고 있으며. 특히 DED 공법의 경우 항공기 부품, 금형
제품의 부분 보수 등에 제품 형상 전체 출력이 아닌 부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는 가스분사 방식으로 제조
된 45~150 ㎛ 크기의 스테인리스강(STS304L)을 사
용하였다. STS304L은 극저탄소강으로 고온강도 및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TS304L metal powder(wt.%)
Elements

C

Mn

P

Si

Ni

Cr

Mo

S

Fe

Component
specification

0.03

0.5

0.045

1.00

12.5~14

16~18

2.0~3.0

0.030

Bal

STS304L

0.019

0.1

0.02

0.83

13.1

17.2

2.05

0.030

Bal

본 논문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본 논문으로 연구업적과 같은 실적에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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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metal powder
Type

Size(㎛)

Apparent density
(g/cm3)

Flow rate
(sec/50g)

STS304L

45~150

4.15

13.06

을 사용하였고, 크기는 W100 × D50 × H10 (mm)
이다.

2.2 실험 방법
Fig. 3에서 보여지는 직접용착적층 로봇 장치(DED
Robot System, ROBOLASER, OR Laser, 독일)를
사용하여 DED 적층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저부와 툴
과의 거리는 포커스 위치인 16 mm로 고정시켰으며,
이 때 레이저 빔 사이즈는 1 mm이다. 그 외에 나머지
공정변수는 1070nm 대역의 레이저 출력(Laser output
power)과 레이저 조사빔의 이동속도(Laser header

Fig. 1 SEM shape image of 45~150 ㎛ the metal powder

문

moving speed), 분말 공급량(Powder feeding rate),
송급 가스 유량(Carrier gas flow rate)이며, 각각 공
정변수는 Table 3에 나타 내었다.

20

D10: 68.30㎛
D50: 87.35㎛
D90: 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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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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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실험에서 적층할 모델 형상은 기계적 성능 지표인 인
장강도 평가 실험을 위해 인장 시편을 만들 수 있는 크

논

q (%)

25

Undersize (%)

30

기로 설정하여 Fig. 4와 같이 W100 × D35 × H10

(mm)로 디자인하였다. 디자인된 시편 모델에 대한 툴
링 경로는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소프트웨어 인 SKM DCAM7)를 사용하였으며, 적층공

정 파라미터는 Table 4와 같이 적용하였다.

Diameter (㎛)

인장 강도 부품에 적층 공정변수는 앞 실험에서 도출

용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45~150 ㎛ the metal
powder

용접한 상태에서 내입계 내식성이 우수하여 내입계부식
성이 높게 요구되는 화학, 석탄, 석유산업기기 및 내열

조

부품과 열처리가 곤란한 부품제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 소재이다. 이러한 활용성 높은 소재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적층제조 공정변수에 따른 적층 성
능, 즉 단면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용된 금속분말

참

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은 Table 1, 2 및 Fig. 1, 2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기저부는 이종인 탄소강(S45C)

Fig. 3 DED robot system(ROBOLASER)
Table 3 DED process parameter
Parameter

Fig. 4 Tensile strength part tool path used with SKM
DCAM7)

Method

DED

Laser header moving speed

600, 900 mm/min

Laser output power

500, 700, 900 W

Powder feeding rate

3, 6 g/min

Carrier gas flow rate

2, 4, 6, 8  /min

본 논문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본 논문으로 연구업적과 같은 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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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D Process parameter of tensile strength part
Method

적층 높이가 감소하며 불규칙적인 희석률 단면 형상이
발생 하였으며, 이는 분말 공급량에 비해 레이저 출력

DED

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700W와 900W 경우 적층

Laser header moving speed

600 mm/min

높이는 송급 가스 유량 속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였으

Laser output power

700 W

며, 희석률 단면 형상은 균일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Powder feeding rate

6 g/min

볼 수 있다.

Carrier Gas flow rate

2  /min

Parameter

분말 공급량 6g/min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출력에 따른 단면 형상이 상이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
다. 500W 경우 분말 공급량 대비 출력이 낮아 모재와

최소화하는 레이저 출력(700 W), 레이저 조사빔의 이

희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적층 단면 형상을

동속도(600 mm/min), 분말 공급량(6 g/min), 송급

볼 수 있다. 700W는 2 /min 이상부터는 적층 높이가

가스 유량(2 /min)을 설정하였으며, 적층 방향은 X-Y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900W는 4 /min 이상에서

축을 기준으로 제작 하였다. 인장 시편은 ASTM E8/

는 적층 높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900W 경

E8M에 규정에 적합한 시편으로 가공하여 사용하기 위

우에는 송급 가스 유량이 4 /min 이상에는 적층 효율

해 적층 결과물의 크기를 W100 × D35 × H10(mm)로

이 좋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bone shape 시편 3개를 이용하여 인장 시험기(ST1001,
8)

SALT, 한국)에서 인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

용

적층된 결과물의 단면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출력된
가공물은 Nital 5%를 사용하여 에칭을 한 후 광학현
미경(IX70, OLYMPUS, 일본)으로 단면을 촬영하
였다9).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레이저 조사빔의 이동속도별 적층성능 평가

조

실험 평가는 가공 속도인 툴 이동속도(Moving speed)
를 600과 900 mm/min으로 고정하고 Table 1에서
제시한 공정변수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3은 실험 결과물에 대한 단면 측정 결과이다.
실험 결과를 보면 공정변수에 따른 적층 실험에서는

참

분말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적층 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 출력 증가는 열영향부 및
희석률의 높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속도 설정인 레이저 조사빔의 이동속도 900

mm/min에서의 동일 공정 변수별 실험 수행 결과는
Fig. 4와 같다. 조건별 속도 영향을 보면 공통적으로

3.2 적층 공정 변수에 따른 실험 고찰

논

제작 하였다. 또한,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flat dog

문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층 시간, 효율, 모재 손상을

먼저, 금속분말(STS304L)에 대한 적층 공정 변수에
따른 레이저 조사빔의 이동속도 600, 900 mm/min에
대한 적층 높이를 Fig. 5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공정변수에 따른 적층 실험에서는
분말 공급량이 증가 할수록 적층 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속 증가에 따른 분말의 모재 충돌
속도 증가 및 이로 인한 분말 산란 증가로 실제 적층
높이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900 mm/min 경우 분말 공급량 3, 6g/min에서 레
이저 조사빔의 이동속도 600 mm/min와 비슷한 경향
성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적층 높이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볼 수 있다.
금속분말(STS304L)에 대한 적층 공정 변수에 따른
레이저 조사빔의 이동속도 600, 900 mm/min에 대
한 희석률을 Fig. 7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희석률은 모재와 적층된 금속분말 사이의 혼합 비율
로 정의되며,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10).


   ×  ≈  × 
  
  

(1)

속도 600 mm/min에 비해 적층 높이 및 열영향부 높

여기서, Ac : 기판 표면 상부 적층 면적, hc : 높이, wc : 폭,

이가 감소하는 것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

Amix : 기판 표면 하부 혼합 면적, hmix : 높이를 나타

만 출력 에너지와 공급 가스 변화에는 두 속도 모두 비

낸다. (Fig. 7)

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말 공급량 3g/min의 경우 레이저 출력에 따른 용
융풀이 형성되는 단면 형상이 상이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500W의 경우 가스 공급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층 공정 파라미터 변
화에 따른 단면 분석 데이터를 식(1)에 도입하여 분석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희석률이 낮으면 모재와 적층 계면부 탈

본 논문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본 논문으로 연구업적과 같은 실적에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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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aser header moving speed : 900 mm/min, and powder
feeding rate : 6 g/min

(d) laser header moving speed : 900 mm/min, and powder feeding rate : 6 g/min

Fig. 5 Cross-section of deposition by laser header moving
speed and powder feeding rate

Fig. 6 Comparison of deposition height by Laser header

moving speed and powder fee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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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
Ac
Amix

ht hc

hmix

HAZ
Substrate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송급 가스 유량 9 /min
까지는 출력 대비 분말 공급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희석률이 낮으며, 적층높이가 높은 분말 공
급량 6g/min, 레이저 출력 700W, 송급 가스 유량 2
 /min 파라미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3.3 인장 강도 부품에 따른 실험 결과 및 고찰

하다 8 /min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900W
의 경우 송급 가스 유량이 증가 할수록 희석률도 증가
150

인 480 MPa 보다 높은 약 624 MPa 값을 얻을 수
있었다11). 이는, 기존 주조 제품에 비해 DED 공정은
한층씩 적층을 반복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멜팅풀 사이
즈 때문에 STS304L(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문

락 및 품질이 저하되고, 희석률이 높으면 분말 공급량
대비 적층율이 감소하게 된다.
분말 공급량 3g/min와 레이저 출력 500W의 경우
송급 가스 유량이 증가할수록 불규칙적인 희석률을 보
여주며, 700W와 900W 경우 송급 가스 유량 증가할
수록 희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말 공급량 6g/min의 경우에 레이저 출력 500W
와 700W의 경우 송급 가스 유량이 6 /min까지 증가

인장 시험에 대한 결과는 기존 주조 제품의 인장 값

철계 합금의 혼합 면적(Dilution)이 빨리 냉각되고,
이로 인한 미세화된 결정립 생성에 의해 인장강도가 향
상된 것으로 판단된다12).

논

Fig. 7 Schematic view of the cross section of a clad
track10)

4. 결

론

레이저 적층 공정변수에 따른 STS304L 금속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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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ser header moving speed : 600 mm/min, and powder feeding
rate : 3 g/min

8

150
500 W

500 W
700 W

120

90

60

700 W

120

900 W

Dilution, d [%]

Dilution, d [%]

6

(b) laser header moving speed : 600 mm/min, and powder feeding rate : 6 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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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aser header moving speed : 900 mm/min, and powder feeding rate : 6 g/min

Fig. 8 Comparison of dilution height by Laser header moving speed and powder fee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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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actured shape of tensile test cou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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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ractured feature of tensile test coupons

조

적층 제조 실험 결과, 공정 변수(레이저 출력, 가스 공
급량, 분말 공급량, 레이저 조사빔의 이동속도) 변화가
기저부와 적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레이저 출력에 따라 적층 샘플 단면에서 적층 높
이 및 희석률 차이가 나타났으며, 희석률과 적층 높이
를 고려한다면 500W가 가장 효율적이다.
2) 분말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적층 높이가 증가하였

참

지만 분말 투입 대비 적층효율 측면에서는 분말 소모량
이 적은 6g/min가 적합하였다.
3) 송급 가스 유량이 증가할수록 적층 높이 감소하였

으며, 2∼4 /min의 적층 높이가 비슷하였고, 적층 효율
을 감안한다면 2 /min가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4) 레이저 조사빔의 이동속도에 따른 적층높이 비교
시 분말 공급량이 3, 6g/min의 경우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이동속도가 빠를수록 전체적인 적층 높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5) 기존 STS304L 주조 제품의 인장 강도는 480
MPa을 제시하고 있으며, DED 방식의 금속 3D 프린
터로 제작된 적층 결과물에 인장강도는 624 MPa로
보다 높은 인장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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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similar joining of aluminum (Al) alloy and steel has become attractive in the automotive sector to achieve
lightweight components. However, joining Al to steel using conventional fusion welding processes is difficult because of their widely varying thermo-physical properties and the formation of intermetallic compounds (IMCs) at
the Al-Fe joint interface. In the present study, the dissimilar joining of a 2.5 mm thick AA5052-H32 and a 1.4 mm
thick DP590 steel sheet was performed using friction stir welding (FSW). Moreover, the effects of the process parameter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of FS welds was investigated. The tensile test results indicated that a higher heat input with increasing rotation speed and decreasing travel speed contributed to a higher
tensile strength. The maximum tensile strength of the FS welds was 178 MPa, which exhibited a joint efficiency of
approximately 79%. As a result of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with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EDS)
and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a thin interfacial layer of less than 1 μm thickness comprising Fe4Al13 IMC
was observed at the dissimilar Al-Fe joint interface.
Key Words: Friction stir welding, Dissimilar Al/steel joints, Mechanical properties, Microstructure, Fracture
behavior

1.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lightweight in the automotive design
and manufacture is one of the major key strategies to
meet the growing demands for energy-saving, emissions reduction and improved fuel efficiency. Al alloys
of 5XXX and 6XXX are the most promising light materials (LM) despite the relatively expensive cost of
more than steel and they are extensively used to replace
conventional steels in automotive components. Al alloys have high strength to weight ratio, good formability and corrosion resistance. In addition, the applications of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AHSS) that
have the specific strength and good formability allow
automotive design to effectively reduce the vehicle weight.
Hence, in order to optimize the benefits provided by
both materials of Al alloy and AHSS, the application of
multi-material structures is increasingly being developed for automo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The dissimilar welding of Al alloy to steel has been
attracting considerable attentions to achieve the weight
reduction for automotive applicati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duce the sound joints due to vast differences in chemical and thermal properties (e.g. thermal
conductivity, thermal expansion, heat capacity and
melting point), lattice transformation and the mutual
solid solubility (the nearly zero solid solubility of Al in
Fe and the zero solid solubility of Fe in Al)1). Especially,
major issue associated with dissimilar joining is the formation of excessive IMCs, which forms at interface between Al alloy and steel due to both chemical reaction
and inter-diffusion. According to the Fe-Al equilibrium
phase diagram, IMCs of Fe-rich (Fe3Al, FeAl) and
Al-rich (FeAl2, Fe2Al5 and FeAl3) can be formed at a
range of chemical composition and temperature in
Fe-Al system. In contrast to the Fe-rich IMCs, the
Al-rich IMCs that are harder and more brittle are frequently found in dissimilar Al/steel joints. The Fe-rich
IMCs are difficult to be formed because the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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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free energy than that of Al-rich IMC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dissimilar Al/steel joint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icknes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IMCs. As the presence of thick IMCs at joint interface can result in crack nucleation, brittleness and
low strength, it is necessary that the size and quantity
of IMCs should be properly controlled with lower heat
input during welding2-5). Since the transient thermal cycle and short diffusion time during welding processes
can form different types of IMCs, various processes
such as cold metal transfer welding (CMT), advanced
pulsed metal inert gas welding (Advanced Pulsed MIG),
resistance spot welding (RSW), laser beam welding
(LBM), ultrasonic spot welding (USW) and FSW have
been attempted to join Al alloy to steel and enhance the
joint performance6-11) .
In solid state joining processes, FSW has become a
promising solution for dissimilar joining of Al alloy to
steel. This process with relatively small heat input is
characterized to provide the extent of the formation of
very limited IMCs. The diffusion of Fe and Al in solid
phase is more difficult than liquid phase. In this regard,
several researches on FSW of Al alloy to steel have
been performed to examine a crucial influence of process parameters on mechanical performance of dissimilar FS welds depending on the formation and growth
of IMC layer at the Al-Fe joint interface. Watanabe
et.al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ool rotation speed, pin
offset and pin diameter on tensile strength and microstructure in dissimilar FS welds of AA5083 alloy and
SS400 mild steel sheet11). They reported that the fracture with maximum tensile strength occurred along the
interface between the steel fragment and the Al matrix
when pin offset became positive at steel side. The IMC
layer consisting of FeAl and FeAl3 were formed at the
Al-Fe joint interface of upper region in FS welds, while
no IMC was observed at central and bottom region of
FS welds. In two researches of joining of 3 mm thick
AA5052-H32 alloy to 3 mm thick high strength low alloy (HSLA) steel sheet by Ramachandran et al., the effect of tool axis offset and geometry of tool pin profile
on the mechanical and metallographic characteristics of
FS welds was investigated12,13). The maximum joint
strength of 188 MPa indicating joint efficiency of about
91% was achieved using tool TC pin with 10º taper angle at tool axis offset of 2 mm towards the Al side. The
tensile strength of FS welds was significantly dependent upon the thickness of IMC layer formed at the
Al-Fe joint interface. They reported that the typical
softening at thermo-mechanically zone (TMAZ) close
to nugget zone (NZ) occurred due to the reduction in
dislocation density, and the steel fragments and IMC

190

particles distributed in NZ as reinforcement were contributed to weld strength. Liu et al. joined 1.5 mm thick
AA6061-T6 alloy to 1.4 mm thick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TRIP) 780/800 steel sheet and quantitatively investigated the growth kinetics of IMC layer
by relationships between IMC layer thickness and travel speed under process parameters on rotational speed
and tool offset14). They reported that travel speed was
mainly related with the growth of interlayer thickness,
whereas the variations in rotational speed and tool offset have an effect on the formation of IMC of FeAl and
FeAl3 between chemical reaction and diffusion. The authors accomplished the highest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240 MPa reaching joint efficiency of approximately
85% and a thin IMC layer with the thickness of less
than 1 μm at the Al-Fe joint interface. Movahedi et al.
examined the effect of travel and rotation spe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reaction layer formation and joint
strength in dissimilar FS welds of AA5083 alloy to
St-12 sheet15). The joint strength was significantly enhanced by decreasing the travel speed and increasing
the rotation speed. Especially, the authors stated that a
thin IMC layer with the thickness of less than 2 μm has
no effect on joint strength resulting in the fracture in
base metal. Dehghani et al. reported the effect of travel
speed, plunge depth, tilt angle and pin geometry on tensile strength and microstructure in dissimilar FS welds
of 3 mm thick AA5186 alloy and 3 mm thick mild steel
sheet16). As a result, a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ravel speed and IMC layer thickness, the increase in
travel speed, which generated low heat input, exhibited
the decrease IMC layer thickness. The maximum tensile strength of FS welds was found to be about 246
MPa at a thin IMC layer thickness of less than 0.5 μm.
In all the above findings, it is reported that the process
parameters including rotation speed, travel speed, pin
offset distance, plunge depth and geometry of tool pin
profile play an important role on mechanical performance, and the formation and growth of IMCs.
Tailor welded blanks (TWB), which is combining different thickness materials represents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reas as the lightweight structures. The considerable potential for joining Al alloy of TWB with
different thicknesses has been recently verified using
FSW17). However, the investigation of FSW on TWB of
dissimilar materials with different thicknesses is not
well investigated.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ntends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friction stir welded
tailored blanks of dissimilar materials. Moreover, the
comprehensive effect of process parameters on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characterization
has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18).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2, 2021

Effects of Process Parameters on Friction Stir Weldability in Dissimilar Joints of AA5052 and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2. Materials used and Experimental method
2.1 Materials
The base metals used in the present study were a 2.5
mm thick AA5052-H32 and a 1.4 mm thick SPFC
DP590 steel sheet, whose dimensions were 200 mm (L)
× 100 mm (B), respectively. The chemical composi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wo base metals are listed
in Table 1. The FSW tool material used for experiment
was tungsten carbide (WC)-12% Cobalt (Co). The tool
shape of shoulder and pin was concave and frustum,
respectively. The dimensions of FSW tool were as follow: the shoulder diameter is 18 mm, the pin length is
1.4 mm, the diameter of the top and bottom is 6 mm
and 4 mm, respectively.

2.2 FSW process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FSW process is shown in Fig. 1. The AA5052-H32 and

SPFC590DP steel sheet were placed at retreating side
(RS) and advancing side (AS), respectively. The hard
material such as steel should be positioned at AS for
successful joining configurations and pin offset located
at Al alloy faying surface was further shifted toward
steel11). In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precisely control the pin offset, the charge-coupled device (CCD)
camera was equipped with FSW system. The tilt angle
of FSW tool was kept constant 3º during all experiments. The process parameters used are listed in Table 2.

2.3 Mechanical test
Tensile test with tensile specimen perpendicular to
welding direction according to ASTM E8 was performed using a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at a
crosshead speed of 1 mm/min at room temperature. The
Vickers microhardness was measured along the transverse cross section of FS welds with a load of 500 g
and dwell time of 10 s. The erichsen cupping test based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Chemical compositions (wt.%)
Material

C

Mn

Si

P

S

Fe

SPFC590DP

0.0762

1.833

0.249

0.0108

0.0042

Bal.

AA5052-H32

C

Mn

Si

P

S

Fe

-

0.01

0.09

-

-

0.21

Mg

Cu

Ti

Cr

Al

2.34

0.01

0.011

0.19

97.14

Mechanical properties
Material

Yield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SPFC590DP

459

623

24

AA5052-H32

188

220

12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for FSW system adopting CC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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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iction stir welding parameters
Process parameter
Rotation speed (rpm)
Transverse speed (mm)
Pin insert depth (mm)
Tool offset (mm)
Tool tilting angle (°)

Fig. 2 Bead profile view of FS welds with travel speeds
and rotation speeds

Value
300, 400, 500
60, 90, 120
0.8
0.9
3

on ASTM 643-09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formability of dissimilar FS welds using tip of the punch of
10 mm at test speed of 20 mm/min.

Travel speed (mm/min)
60

90

120

300

Rotation 400
speed
(rpm)

2.4 Metallurgical test

500

All samples for metallurgical observation were polished from SiC paper of 400 to 4000 grit and diamond
suspension of 9, 3 and 1 micron. After polishing, the
metallographic samples were etched in 5% Nital reagent (95 ml ethanol + 5 ml nitric acid) for 5 s and
Tuckers reagent (45 ml HCI + 15 ml HNO3 + 15 ml HF
+ 25 ml distilled water) for 10 s in sequence to observe
the macrostructure and microstructure of FS welds using
optical microscope. SEM equipped with EDS was utilized to quantify elements of IMC layer at the Al-Fe
joint interface. In addition, the IMC phase was identified by an XRD using monochromatic CuKa radiation.

3. Results and discussion
3.1 Bead profile and macrostructure
The bead profile views of FS welds produced under
different travel speed and rotation speed are shown in
Fig. 2. When rotation speed increased from 300 rpm to

500 rpm at fixed travel speed of 60 mm/min, the deformed steel burr, which was formed on steel surface in
the bead of FS welds exhibited a wider width caused by
higher strain rate and higher welding temperature. The
formation of steel burr was generated in initial plunging
stage of pin inserted into dissimilar materials due to different thicknesses between Al alloy and steel. With the
increase of travel speed ranging from 60 mm/min to
120 mm/min, the total bead width significantly decreased as well as the width of deformed steel burr.
Meanwhile, smooth bead morphology was observed at
lower travel speed of 60 mm/min in correspondence
with weld pitch of v/ω that indicated a ratio of travel
speed (v) to rotational speed (ω).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energy generated per unit length of FS welds increases with decreasing weld pitch.
Travel speed (mm/min)

60

90

120

300

Rotation
speed
(rpm)

400

500

Fig. 3 Macrostructure view of FS welds with travel speeds and rotation sp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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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strength (MPa)

200
Average tensile strength

180
160
140

(160)
(151)

(137)
(128)

120

(126)

(124)

90

120

100
60

Travel speed (mm/min)

(a)
200

Tensile strength (MPa)

Fig. 3 shows the macrostructure views of FS welds.
From the observation of macrostructure, no defects
such as internal tunnel and crack were observed at joint
interface. As seen in Fig. 3, the steel fragments with irregular shape and size in Al matrix were distributed by
stirring action of pin. On the other hand, the reduction
of effective thickness ranging from 1.81 mm to 1.99
mm occurred in all FS welds due to difference in thickness of two materials. This reason tends to be related to
heat input, which is indicated as the ratio (ω/v) of rotation speed (ω) to travel speed (v). In the present study,
the ratio of ω/v was from 2.5 to 8.33 in range of welding parameters on rotation speed and travel speed. It
was revealed that effective thickness with a large
amount of burr formed at al alloy side wa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heat input by lower travel speed at
constant rotation speed. All FS welds have a weakness
presenting the unwelded zone at bottom region of joint
interface when the travel speeds are varied from 90 to
120 mm/min at all rotation speeds. This result indicated
that low heat input with increase in travel speed lead to
the lack of plasticization caused by insufficient friction
heat generation.

Average tensile strength

180
(166)
160

(160)
(163)

140

(145)

(139)

120
(119)
100
90

60

120

Travel speed (mm/min)

(b)

3.2 Mechanical characteristics
Fig. 4 shows the tensile strength of FS welds fabricated above-mentioned parameters; at travel speed of
60-120 mm/min and at rotation speed of 300-500 rpm.
The tensile test results exhibited that the tensile strength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ravel speed
ranging from 60 mm/min to 120 mm/min at different
rotation speeds and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rotation speed at different travel speeds. The highest tensile
strength of FS welds is 178 MPa, which is obtained under conditions of travel speed of 60 mm/min and rotation speed of 500 rpm. Its joint efficiency reached approximately 79% of Al alloy base metal. After tensile
test, the fractured surface of FS welds can be clearly
divided into three featured types, which are as interface
failure, NZ failure, and the mixed failure of interface +
NZ, as shown in Fig. 5. The tensile strength which was
fractured at joint interface is higher than that of tensile
specimen fractured at NZ due to fragments of large size
dispersed at RS. It can be inferred that under static tensile loading, the crack is propagating from interface of
unwelded zone to large and small steel particles and
then tensile specimen leads to final fracture. These results obtained from tensile test reveal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macrostructure observation
showing the presence of unwelded zone, as shown in
Fig. 3 (unwelded zone is denoted by red outline). The
unwelded zone of bottom region in dissimilar joints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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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ensile strength of FS welds with
different travel speeds at rotation speed; (a) 300
rpm, (b) 400 rpm and (c) 500 rpm

Fig. 5 Fractured tensile specimen of FS welds after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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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ardness distribution of FS welds

acts as path of crack propagation during tensile test.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hat the unwelded zone in
dissimilar joints should be prevented by additional preheating source enabling enhanced material flow to enhance the sufficient plasticization19).
Fig. 6 shows the microhardness distribution measured
along the middle line of transverse cross section of FS
welds, which indicates the highest tensile strength after
tensile test. The base metal hardness of Al5052-H32
and SPFC590DP steel used in the present study have
ranges of 54-57 HV and 192-198 HV, respectively. The
hardness values at the steel side adjacent to joint interfac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teel base
metal due to high hardenability and grain refinement.
However, there was no distinct difference in hardness
distribution in AS. The hardness values in TMAZ of
RS close to NZ were slightly lower than that of the Al
base metal. Similar to our result on this softening,
Ramachandran et al. explained that localized decrement
in hardness value is due to the softening caused by reduction in dislocation density, metallurgical recovery
and annealing effect by thermal cycle during FSW
(softening zone is denoted by gray outline)12).
In order to evaluate the formability of FS welds, the
erichsen cupping test was performed. Fig. 7 shows the
fractured test samples on Al base metal and FS welds
after erichsen cupping test. The test sample on FS
welds was fractured under 10 kN of the vertical sphere
punch, which is approximately 49% lower than that of
Al alloy sheet. The rupture occurred at the joint
interface. This rupture seems to be more brittle at Al-Fe
joint interface because it was drastically reduced the
shift and load value of the vertical sphere punch due to
formation of IMC and mismatch of mechanical properties on dissimila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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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7 Macrograph of (a) Al base metal and (b) FS welds
after erichsen cupping test

3.3 Metallurgical characteristics
Fig. 8 shows the SEM micrographs of FS welds produced at travel speed of 60 mm/min and at rotation
speed of 500 rpm, where measured position was the
central region of IMC layer. The results obtained from
EDS point analysis of Fe and Al elements corresponding to the IMC layer and steel fragment scattered near
Al-Fe joint interface are summarized in Table 3. As
shown in Fig. 8 (a), the microstructure of FS welds exhibits visually internal micro defect-free, such as micro
crack and void. The steel fragments with irregular
shape and size consisting of 87.8 at.% for Fe, 9.69 at.%
for C, 2.34 at.% for Mn and 0.17 at.% for P were distributed near the IMC layer in Al matrix. It is seen from
Fig. 8 (b) that a thin IMC layer with thickness of approximately 1 μm was formed at joint interface and was
also almost uniform. This interfacial layer had elemental compositions on 28.52 at.% for Fe and 71.48
at.% for Al. According to the Fe-Al equilibrium phase
diagram, this result of EDS point analysis for elemental
composition indicates that two different IMCs could
probably exist in stability range on Fe2Al5 and Fe4Al13.
The XRD analysis was performed to clearly determine
the IMC phase formed in the interfacial layer. Fig. 9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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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SEM micrographs of joint interface (a) microstructure and (b) magnified view of rectangular region of (a)

Table 3 SEM-EDS results on composition analysis
at.%

Area

Fe

Al

Point (A) (Interfacial layer) 28.52 71.48
Point (B) (Steel fragment)

87.8

-

C

Mn

P

-

-

-

9.69 2.34 0.17

to form Fe4Al1320). On the other hand, the formation of
IMC during FSW process was affected by mechanical
cycle on local strain and stress generated from pin.
Ramachandran et al. explained that an increase in pressure and higher strain rate can result in the formation of
IMC layer at relatively lower temperature and thus the
formation of Fe4Al13 IMC is to be likely under FSW
temperature, pressure and strain rat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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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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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XRD patterns of FS welds

shows the XRD spectrum of FS welds. As can be seen
in Fig. 9, the Fe4Al13 IMC was detected at joint
interface. This result is in a good agreement with the
EDS analysis result. From reported literature studies,
the Al-rich IMCs such as Fe4Al13 and Fe2Al5 are generally form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700 ℃ to 900
℃, but the formation and growth of IMC could be limited at lower temperature. As the maximum temperature during FSW is lower than that of Al melting
point, the interfacial reaction is solid-phase reaction between solid Al and solid Fe. Hence, at this stage, Al migrates towards the steel side, where it combines with Fe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In the present study, dissimilar joining of different
thicknesses with a 2.5 mm thick AA5052-H32 and a
1.4 mm thick DP590 steel sheet has been investigated
using FSW. The crucial effect of process parameters on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of FS welds
was examin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1) The highest tensile strength of FS welds produced
under conditions of travel speed of 60 mm/min and rotation speed of 500 rpm is 178 MPa, which is a joint efficiency of about 79% of Al alloy. For effect of process
parameters on tensile strength, the tensile strength increases with increasing rotation speed and decreasing
travel speed.
2) The localized decrement in hardness value in
TMAZ of RS close to NZ was observed due to the typical softening caused by reduction in dislocation density,
metallurgical recovery and annealing effect during
FSW thermal cycle.
3) From results of EDS and XRD analysis, Fe4Al3
IMC with interfacial layer thickness of less than 1 μm
was detected at Al-Fe joint interface. This may be inferred that tensile strength is significantly dependent
upon the thickness of interfacial layer formed at interface. Therefore, controlling the interfacial layer thickness can be more important in dissimilar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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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utomated welding system is essential to ensure a stable and good welding quality and improve productivity in
the gas metal arc welding (GMAW) process. Therefor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of
smart factories and the demand for good weldability in the fields of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In shipbuilding
welding and pipe welding, the uniformly generated back-bead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judg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weldability of the welded structure, and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hat enables the realization of an
automated welding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welding current signal measured in real-time in the GMAW
process was pre-processed by a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 to obtain a time-frequency domain feature image (spectrogram). Based on this, a back-bead generation detection algorithm was developed. To accelerate the
training speed of the proposed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model, we used non-saturating neurons and a
highly efficient GPU implementation of the convolution operation.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posed detection
model to actual welding process, the detection accuracies with and without the back-bead regions were 95.8% and
94.2%, respectively, which confirmed the excellent classification performance for back-bead generation.
Key Words: Gas metal arc weld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
Time-frequency domain analysis, Back-bead generation prediction

1. Introduction
Gas metal arc welding (GMAW) is a welding method
that creates an arc between the consumable electrode
and the base material to cause melting. It is widely us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ship building and automobile manufacturing, and is suitable for automatic welding1). However, since the welding quality in the arc
welding processes depends on the skill of the operator,
there is a limit to ensuring good welding quality and
improving productivity. To solve the inevitable working
environment problems in arc welding process such as
harmful gas, dust, and strong arc,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of an automated welding system using a robot
or other welding equipment has been actively conducted recently2-7).
The back-bead refers to a weld bead formed on the
back side of the weld joint. Back-bead formation is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weldability of the
welded structure8). The shape of a back-bead also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welding motion, and sometimes a back-bead may not be formed even though the
welding is performed under the same welding conditions.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good welding qual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echnology that monitors the backbead formed on the backside of the welds in real-tim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predict a good
weld bead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weld in the
GMAW process. The GMAW process variables were
analyzed and optimized using various methods such as
mathematical statistical experiment design, existing
welding process improvement, linear regression model,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Lee used multiple regression
modeling for controlling welding process variables to
obtain the desired back-bead shape, and reversed this to
develop a process variable prediction system that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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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used in real-time automated welding9). Jeong modeled the welding process to chec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lding variable and the bead shape, and
presented a method to obtain the optimal back-bead
shape by back-propagation using the welding process
variable as an input value10). Lee proposed a method to
predict the width and depth of the back-bead using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when four welding variables
were input as root spacing, welding current, arc voltage, and welding speed11). Kim improved the accuracy
of the mathematical model for the width and height of
the back-bead and predicted the shape of the back-bead
by using statistical methods in the open-gap type of
pipeline joining process12). Nagesh used the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algorithm to correlate the
welding process variables with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of the weld bead geometry and penetration, and investigated the prediction of the bead shape and penetration using this13). Cho analyzed the behavior of the
molten pool and the weld bead in V-groove GMA
welding with and without a root gap for various welding positions14). Jesús Emilio Pinto-Lopera developed a
system that measured the width and height of weld
bead in real-time in the GMAW process using a vision
camera and optical sensor, and compared it with a 3D
scanner15). There has been no previous study to predict
and detect back-bead formation only using the welding
current signal measured in real-time without additional
equipment such as a vision camera during butt GMAW.
Recently in many recent scientific experiments, deep
learning techniques have demonstrated impressive verification performance through learning based on vast
amounts of data collected16-18), and some scholars have
proposed a method of detecting a correlation or a critical relationship in the frequency domain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signal being verified is normal or
faulty by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gnal measured in the frequency domain19,20). Chu suggested that
in the short circuit transfer mode GMAW process, the
time-frequency method is an effective method to detect
welding defects and check welding quality21).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algorithm based on
Spectrogram-CNN for real-time detection of back-bead
generation or not. In the proposed method, the characteristic of the time-frequency image (spectrogram) was
generated from the difference in the frequency amplitude of the welding current signal with and without
back-bead generation, and trained by a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In order to accelerate the training of the CNN model, the proposed model was trained
using a highly efficient GPU process for unsaturated
neurons and convolution tasks. Then,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trained model,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el was verified using new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welding data which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training data. As a result, the proposed algorithm demonstrated excellent detection performance regarding backbead formation.

2. Experimental Procedures
The welding material used in this study was GA 590
galvanized steel of 2.3 mm in thickness. Table 1 shows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pecimen material. As shown in Fig. 1, the welding
test sheet was processed in a 150 mm×150 mm standard and used for the welding experiment, and the welding experiment was performed in a butt joint method at
a working angle of 90° by a 0° torch.
The welding system used GMAW (Austria: Fronious
TPS-4000) in constant voltage short-circuit transition
mode, and it was carried out by a welding stage moving
in the x, y 2 axis direction. The welding current and
voltage values in GAMW were automatically controlled according to the wire feed rate by the synergy
mode program. Fig. 2 shows the configuration of the
welding system.
The welding conditions are shown in Table 2. To protect the welding bead from oxidation, a mixed gas of
Ar-90% and CO2-10% was used as the shielding ga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base metal
Chemical compositions (wt%)
GA
590

C

Mn

Si

S

P

mechanical
properties
YS
TS EI
Fe
(MPa) (MPa) (%)

0.0825 1.440 0.132 0.002 0.011 Bal 583

GA 590

628

25

GA 590

150 mm

Welding direction
Weld gap

2.3 mm

150 mm

Fig. 1 Welding test sheets
DAQ module

Welding voltage signals
Welding current signals

USB Communication

T orch

Power source
Current
sensor
Wire feed
unit

M onitoring PC

Work piece

Voltage
sensor

Fig. 2 Welding signal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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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elding conditions
Welding parameters

Parameter values

Welding speed

600 mm/min

CTWD

15 mm

Wire feed rate

4 m/min

Welding joint

Butt joint

Welding wire

A5.18 ER70S-3 standard wire

Shield gas

Ar-90% + CO2-10%

Root gap

0, 0.5 mm

welding mode

short-circuiting GMAW

and the AWS A5.18 ER70S-3 standard wire of 1.2
mmØ was used as the welding wire. The contact tip to
workpiece distance (CTWD) was fixed at 15 mm. The
total welding length was 140 mm and the welding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about 14 seconds. The wire
feed rate (WFR) was set to 4 m/min, and the experiment was repeated three times in total, taking into account the cases with and without gaps, respectively.
The welding signal data from two experiments were
used as training data, and the welding current signal data from one experiment was used as validation data.
During the welding experiment, the welding current
and arc voltage signals were measured in real-time with
a DAQ data acquisition device (NI DAQ 9229) at a
sampling rate of 10 kHz per second.

the window function, ′   Where, t and n denote
modulation and conversion parameters, respectively. In
this study, the attenuation of the side lobe was large
while the width of the main lobe was somewhat narrow; therefore, the Hanning window function, which
could eliminate discontinuities, was used as a window
function.
As shown in Fig. 3, under the condition of 4 m/min
feeding speed, the back-bead was uniformly formed in
the experiment with a root gap, whereas no back-bead
was formed in the experiment without a root gap. The
analysis was performed in the frequency domain and
the time-frequency domain by selecting the current signal in the 2-5 second section, excluding the 1-second
section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where the welding
signal was unstable, of the entire welding area. The
welding current signal was cut into short data frames at
0.1-second intervals, and then each frame was overlapped by 90%, and the welding current signals transformed over time were each Fast Fourier Fransform
(FFT). The output of the continuous STFT was expressed in the time-frequency domain of the welding
current signal, and it was compared and analyzed for
the welding current signal in which the back-bead was
generated and the welding current signal in which the
back-bead was not generated by STFT on the data divided into small frames that were sequentially overlapped.
Fig. 4 show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frequency

3. Results and Analysis

Select 2~5sec welding regions

3.1 Welding Current Signal Analysis Using STFT
In this study, a time-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 method
by overlapping 90% of the 0.1-second interval on the
welding signal. Time-frequency analysis describes how
the frequency information of a signal changes over
time. Since the welding current signals have time-series
characteristics and are nonstationary signals, the local
Fourier transform can introduce local frequency parameters through a window of a constant size by analyzing
these nonstationary signals. STFT can express the
time-frequency of a signal and can be expressed mathematically as shown in Equation (1).

(a) WFR: 4m/min, root gap: 0mm
Without back-bead
Data 1

(b) WFR: 4m/min, root gap: 0mm
Select 2~5sec welding regions

(c) WFR: 4m/min, root gap: 0.5mm
With back-bead

(1)
Where,    denotes the time-frequency spectrum
of the input welding current signal ′ and t and n denote data sampled in the time domain and the frequency domain, respectively. The basic function of the
STFT is to place ′   on the time axis t, cre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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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2

(d) WFR: 4m/min, root gap: 0.5mm

Fig. 3 Weld bead surface of WFR: 4m/min, welding current: 156A, Voltage: 18.3V, weld gap: 0mm and
0.5mm under a constant welding conditions. (a),
(c) front view. (b), (d) back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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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FR: 4 m/min, root gap: 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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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FR: 4 m/min, root gap: 0.5 mm

Fig. 4 FFT result of welding current signal: (a) WFR: 4 m/min, root gap: 0 mm, (b) WFR: 4 m/min, root gap: 0.5 mm

component of the welding current signal in the selected
section. Where, the main frequency component of the
current signal without back-bead formation was observed in the 57 Hz band; the main frequency component of the current signal with back-bead formation was
observed in the 53 Hz band, which was somewhat lower than that of the current signal without back-bead
formation. The frequency peak showed a harmonic shape
in the frequency domain of the section with back-bead
formation.
The x-axis and y-axis of the spectrogram represented
the time and frequency bands, respectively, and the
z-axis represented the magnitude value of the frequency
for a specific time in color. In this study, based on the
information observed in the frequency analysis of the
welding signal, a similar difference was identified in
the spectrogram according to the back-bead formation.
In Fig. 5 (a) and (b), the current signal of the selected
3-second interval among the data acquired at a sampling rate of 10 kHz per second was converted into a
spectrogram image in the 0-5000 Hz frequency band.
For more accurate analysis, Fig. 5 (c) and (e) show the
enlarged spectrogram in the 0-1000 Hz frequency band
of the 0.1-second interval used as actual training data.
Where, Fig. 5 (d) and (f) are respectively shown the 3D
surfaces of Fig. 5 (c) and (e) were expressed. In contrary to the magnitude line of the with back-bead spectrogram clearly divided due to the frequency component in a harmonic shape in the current signal, the magnitude line of the spectrogram of the current data without back-bead formation was not clearly separated and
was evenly distributed in the 0-200 Hz band.

3.2 CNN Theory and Performance Evaluation
3.2.1 Training process
Fig. 6 shows the flowchart of the back-bead detection
algorithm presented in this study. It shows a supervised
learning-based CNN structure that labels each training
data in the input layer and performs training. The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weights of the convolution layer kernel are trained by
the back propagation algorithm in all training processes.
The proposed CNN model consisted of an input layer,
three convolution layers, two subsampling layers, a
fully connected layer, and an output layer, and training
was performed in a keras22)-based environment.
Rectified linear units (ReLU) were selected as the activation function and placed in the layer after all convolutional layers. The dropout function23) was set after
the maxpooling layer and the fully connected layer, respectively, to prevent overfitting, and the dropout rate
was set to 0.5. The error function was calculated using
the Adam optimizer24), which updates the weights by
storing the exponential mean of the slope and the exponential mean of the slope squared.
In general, the convolution operation in the convolutional layer was performed by an N×N kernel. In the
CNN training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a feature
map was generated by a kernel and convolution operation in the convolution layer using images of 128 ×
128 pixels (with 3 color planes) as input. Therefore, the
number of feature maps was the same as the number of
kernels. In the convolution layer, the kernel size was set
to 3×3, stride 1, and the max pooling layer kernel size
was set to 2×2 and stride was set to 1 for subsampling. In
the last fully connected layer, a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was constructed using the features extracted
from the upper convolution layer as an input of a
one-dimension vector form (64×30×30=57600 parameters), and the probability value for the class to which
the data value entered by the weight of each parameter
belonged was expressed by the softmax function.
Finally, training was performed by setting the output
layer to output 1 when back-bead generated and 0 when
back-bead not generated.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plan in Section 2, the
data acquired through a total of three experiments were
composed of a total of 4760 training datasets by overlapping the 0.1-second interval by 90% excluding 1
second at the start and end of welding. As a resul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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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time-frequency analysis for welding current signal in different welding condition: (a), (b) Spectrogram of selected regions for data 1 and data 2, (c) Without back-bead spectrogram, (d) 3D surface of (c), (e) With back-bead
spectrogram, (f) 3D surface of (d)

performing a total of 200 epochs with the initial learning rate set to 0.001 and the batch size set to 16, the accuracy converged to 1, and the loss value to 0 as shown
in Fig. 7. In Fig. 7, no overfitting phenomenon in
which validation loss increased during the learning
process was observed. Of the total training dataset, 952
image data, accounting for 20%, were randomly extracted and used as validation data, and the validation
results in the training process were shown in Fig. 8. As
a result of predicting that no back-bead was formed for
the input data, 939 out of 952 validation data were accurately predicted with 13 incorrectly predicted, demonstrating a validation accuracy of 98.6%. In the opposite case, 946 of the 952 validation data generated by
the back-bead were accurately predicted, with six incorrectly predicted, demonstrating an accuracy of
202

99.3%, which was identified in the training process of
the CNN model.
3.2.2 Testing process
As shown in Fig. 9, in order to verify the detection
performance of the CNN model, the welding current
signal, used in the training data, was applied to the
CNN model to verify the performance. The results for
the back-bead detection performance were shown in
Fig. 10 and Table 4 for 120 verification data sets without overlapping at 0.1-second intervals among the
welding current data of the remaining 12 seconds after
excluding the unstable current data (1 second in the beginning and the end, respectively) from the entire data
measured for 14 seconds in the actual welding section.
Out of a total of 240 test samples, 120 pieces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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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 overview of proposed back-bead detection method using CN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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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lidation data classification result
Validation
Estimated
samples
952
939
952
946

Error

Accuracy

13
6

98.6 %
99.3 %

Confusion matrix

800

True label

Class 0
600
400
Class 1

200

Class 0

Class 1

Predicted label

Fig. 8 Confusion matrix diagram of proposed CN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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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cognition of training accuracy, validation
accuracy, training loss, validation loss of proposed CN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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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Untrained weld current signal data: (a) Without backbead generation, (b)With back-bead generation

with and without back-bead formation were included.
As a result of verifying new welding data not included
in the training data with the proposed algorithm, a total
of seven detection errors occurred in 120 test samples
without back-bead formation, demonstrating a detection
accuracy of 94.2%, five detection errors occurred in
120 test samples with back-bead formation, demonstrating a detection accuracy of 95.8%. More errors occurred in the result of without back-bead generation
(class 0) than result of with back-bead generation (class 1),
similarly to the validation results from the training
process. Therefore,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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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ormed
2) The difference in the shape of the spectrogram image acquired in the time-frequency domain transform
with and without back-bead formation was identified,
and the input spectrogram image was visualized as a
feature map formed in each layer of CNN to sh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shape of the feature map with
and without back-bead.
3) The predic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NN
model was verified, and the detection performance was
95.8 % and 94.2 % for the regions with and without
back-bead,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pplying it to a
new weld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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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back-bead detection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has excellent detection performance.

4. Conclusion
In this study, butt GMA welding was performed using
GA 590 MPa grade galvanized steel sheet. After analyzing the acquired welding current signal in the frequency domain, the features of a time-frequency image,
a spectrogram, were applied to the CNN model based
on the difference in the frequency amplitude value of
the welding current signal to develop an algorithm for
predicting back-bead form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1) In this study, the spectrogram image obtained by
the STFT frequency conversion was extracted by measuring the welding current generated in the GMAW
process, and it was trained and validated by labeling
with 0 and 1 classes indicating whether or not a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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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eldability of dissimilar materials, such as Al6061-T6 aluminum alloy and hot dip
galvanized (GI) steel, via AC pulse metal inert gas (MIG) brazing. Notably, the brazing mechanism was investigated
for different electrode negative (EN) ratios. The results showed that as the amount of deposition increased with the
EN ratio, throat thickness, wetting length, and leg length also tended to increase.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EN ratio increased, a thin intermetallic compound (IMC) layer was deposited due to the suppression of IMC
growth caused by the low heat input at the joint interface.
Key Words: AC pulse MIG brazing, Dissimilar materials, EN ratio,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1. Introduction
In the face of grave crises such as global warming and
resource depletion,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 are being enforced upon the automotive industry worldwide. In fact, among all global
industrial sectors, GHG (Green House Gases) emissions from transportation alone amount up to 25%1).
For this, the use of non-ferrous metals such aluminum
alloy or magnesium alloy as material for automotive
body has gradually multiplied over the year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acquire the technology for the joining
of dissimilar materials between steel and non-ferrous
metal2,3).
The dissimilar materials used in the weight reduction
of the automotive body are mainly aluminum alloy and
steel. As in the case of dissimilar material joint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secure appropriate strength and
durability due to the intermetallic compounds layer that
form at the bonding interface during fusion welding4).
In particular, research on using aluminum alloy as
lightweight material is actively conducted. Aluminum

alloy has a specific gravity of only one third of that of
steel, and are advantageous in both formability and corrosion resistance5). The application of hot-dip galvanized steel with improved corrosion resistance, to the
making of the automotive body is growing as well6).
To discover the most effective way to join steel and
aluminum alloy,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various
methods including explosion welding, ultrasonic welding, friction stir welding, laser welding, laser-hybrid
welding, and arc brazing7). However, application of
these methods is problematic in that low productivity
and expensive equipment8).
Recently the arc brazing process has been adopted as
the technology of joining aluminum alloys and stainless
steel. AC pulse MIG brazing is arc welding, based on
alternating between direct current electrode positive
(DCEP) and direct current electrode negative (DCEN)
repeating pulsed waveforms, and it reduce spatter and
high quality of weldability. Therefore, this method that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quality of the joints with
periodic transfer9-13). Furthermore, the amount of heat
input in base material is less because it uses pulsed current instead of direct current (DC). Subsequentl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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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pulse can be obtained with large bonding area in
spite of less heat input.
This study has tried to apply AC pulse MIG brazing to
join dissimilar materials Al6061-T6 aluminum alloy
and GI steel. In particular, the effect of EN ratio on the
brazing mechanism and weldability in joints has been
investigated and evaluated.

2. Experimental Procedure
In the present study, 2 mm thick Al6061-T6 aluminum
alloy sheets and 2mm thick GI steel sheets, whose
dimensions were 200 mm (L) × 100 mm (B) were
welded by AC pulse MIG brazing. As shown in Fig. 1,
with an overlap joint of 20 mm, the lap joint of 2 mm
thick dissimilar materials was conducted without any
gaps in between. 4047 aluminum alloy wire with a
diameter of 1.2mm was used as filler material, and the
CTWD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was fixed at 15
mm. In addition, the shielding gas used was 100% Ar
gas with a flow rate of 18 l /mi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 ratio on weldability of joints, the EN
ratio was varied at 0%, 10%, and 20% for welding current
of 50 A, 60 A, and 70 A.
The welding process parameters are shown in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6061-T6 aluminum alloy, GI steel and 4047
aluminum alloy filler wire used in the experiment are
shown in Table 2, 3, and 4, respectively.
The AC pulse MIG welding machine and 6-axis robot
used in this study are the DW-300 and FD-V6,

Fig. 1 Schematic of Al6061-T6 aluminum alloy and GI
steel lap joints

Table 1 Welding parameters
AC pulse MIG
brazing
Lap joint

Welding process
Type of joint
Overlapping length (mm)

20

Electrode type

ER 4047

Electrode diameter (mm)

1.2

Travel speed (cm/min)

50

Work angle/Drag angle (degree)

10 / 10

Gap (mm)

0mm

Shielding gas (%)

Ar 100%

Shielding gas flow rate (l /min)

18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mm)

15

EN ratio (%)

0, 10, 20

Current (A)

50, 60, 70

manufactured by Japanese company OTC Daihen as
shown in Fig. 2.

3. Results and Discussions
3.1 Bead profiles
Fig. 3 shows the bead formation with the EN ratio for
the joining of Al6061-T6 aluminum alloy and GI steel.
All experiments were conducted under the conditions at
EN ratio of 0%, 10%, and 20% for welding currents of
50 A, 60 A, and 70 A.
The throat thickness, leg length, and wetting length of
joints are shown in Table 4.
As shown in Fig. 3, with increases in the EN ratio, the
melting rate and deposition rate of filler material increase, and less Zn damage to the joint reduces the occurrence of porosity in the root area and inside of
joints19,20). It was observed that as the EN ratio increased, throat thickness, leg length, and wetting length
tended to increase slightly regardless of different currents.
In order to achieve good weld strength, an effective leg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Al6061-T6 aluminum alloy15), GI steel17) and 4047 aluminum alloy wire16)
[Unit: wt %]
Si

Fe

Cu

Mn

Mg

Cr

Zn

Al

0.4~0.8

0.7

0.15~0.4

0.15

0.1

0.04~0.35

0.25

Bal.

C

Si

Mn

P

S

Sol-Al

Fe

0.012

0.01

0.15

0.015

0.007

0.032

Bal.

Si

Fe

Cu

Mn

Mg

Be

Zn

Al

11.0~13.0

0.8

0.3

0.15

0.1

0.0003

0.2

Bal.

Al 6061-T6

GI steel

4047 aluminum
alloy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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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Al6061-T6 aluminum alloy15), GI steel17) and 4047 aluminum alloy wire16)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MPa)
(MPa)

Material

Elongation
(%)

Al 6061-T6

276

310

12

GI Steel

164

294

53

4047 aluminum
alloy wire

131

268

17

length with more than 2 mm of objective sheet thickness must be generated. At the welding current of 50A
and 60A, the actual leg length over 2mm could be
obtained. It was also possible to obtain a longer wetting
length and throat thickness under 60A than 50A. This
means that welding current of 60 A produces more
sound joints, compared with that of 50A and 70A.

3.2 Tensile-shear load
Table 4 The throat thickness, leg length, and wetting length
of joints with EN ratio [Unit: mm]
Current
50A

60A

70A

EN ratio
(%)
0
10
20
0
10
20
0
10
20

Throat
thickness
4.78
5.32
5.6
5.56
6.26
6.85
6.13
6.68
7.10

Wetting
length
7.60
7.80
7.80
9.22
9.48
9.99
11.0
11.34
11.48

Leg
length
2.70
2.80
2.90
2.0
2.18
2.2
1.9
1.95
2.5

The results of the tensile-shear load tests are shown in
Fig. 4 and Table 5. As the EN ratio increased, the tensile-shear load increased regardless of welding currents.
This is attributed to longer throat thickness, leg length,
wetting length and thinner intermetallic compounds
layer formation, caused by high deposition rate and low
heat input to the base metal.
The maximum tensile-shear load was acquired at 8.0
kN when the welding current was 70A and EN ratio was
20%. However, in the cross-sectional analysis, porosity

10

Load (kN)

8

6

4

2
0

(a) AC pulse MIG welding
machine

Current (A) / EN ratio(%)

Fig. 2 AC pulse MIG welding machine and 6-axis welding
robot

Current

50/0 50/10 50/20 60/0 60/10 60/20 70/0 70/10 70/20

(b) 6-axis robot

Fig. 4 Tensile-shear load with EN ratio for various welding currents
EN ratio

0%

10%

20%

50A

60A

70A

Fig. 3 Bead profiles with E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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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tensile-shear load test
Current

50 A

60 A

70 A

EN Ratio (%)

0

10

20

0

10

20

0

10

20

Tensile-Shear load (kN)

6.9

7.6

7.7

6.7

7.6

7.9

5

6.5

8.0

area due to precipitation process.

3.3 SEM-EDS analysis

Fig. 5 Fractured specimen of tensile-shear load test

occurred at the root area even under the same conditions, which can cause of fatal defects in the stress
concentration area. Under the condition of a welding
current of 60A and EN ratio of 20%, porosity was not
found at the root area, and the maximum tensile-shear
load was acquired at 7.9kN.
As a result, with an increase in the EN ratio, the tensile-shear load also gradually increased at all welding
currents 50A, 60A, 70A, and the highest tensile-shear
load was found at 20% EN ratio.
In all tensile-shear load tests, local plastic deformation
occurred intensively at the root and the toes are, as
shown in Fig. 5. The fracture occurred in heat affected
zone of Al6061-T6 aluminum alloy side, which heat affected zone of heat treated aluminum alloy is weakest
IMC Avg.
Thickness
4.96㎛

(a) EN ratio 0%

At the welding current of 50A and 70A, an effective
leg length with more than 2 mm, longer wetting length
and throat thickness could not be obtained, compared
with those of 60A. Thus,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 ratio on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formation in joints at the welding current of 60A.
SEM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weldability of Al6061-T6 aluminum alloy and GI steel by
AC pulse MIG brazing under the conditions of 0%,
10%, 20% EN ratio in 60 welding current.
Fig. 6 shows the SEM images of joint interface at EN
ratio of 0%, 10%, 20% in welding current of 60 A.
Under the condition of EN ratio of 0%, the average
thickness of the IMCs was 4.96㎛. Under EN ratio of
10%, the thickness was 4.69㎛, and for EN ratio of
20%, 2.41㎛, respectively. From the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growth of the IMCs was suppressed
as the EN ratio increased. This is because although the
melting amount of the filler material increases as the
EN ratio increases, the lower heat input leads to the decrease in the IMC layer formation at the joint interface
between the filler material and GI steel.
For an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the IMC formed
at the EN ratio of 20% in welding current of 60A, EDS
IMC Avg.
Thickness
4.69㎛

(b) EN ratio 10%

IMC Avg.
Thickness
2.41㎛

(c) EN ratio 20%

Fig. 6 SEM images of joint interface at EN ratio of 0%, 10%, 20%(2000 magnification ratio)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9권 제2호, 2021년 4월

209

Yong-Hyuk Kwon, Sol-Choi, Hye-Seul Yoon, and Hee-Seon Bang

Fig. 7 EDS analysis on intermetallic compounds layer

analysis was performed. Fig. 7 shows the results of the
EDS analysis on intermetallic compounds layer. The
EDS analysis shows the constituent of Al, Fe, Zn, and
Si. In addition, the amount of Fe in the area presumed
to be IMCs gradually decreased from the GI steel interface toward the aluminum material. In contrast, aluminum gradually increased. Zn, the plating layer of GI
steel, has a melting point of about 420℃ and a boiling
point of about 907℃, and thus evaporated due to the
temperature gradient of the arc during brazing. As a result, the content distribution in the entire section was
low, and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tent distribution
slightly increased as it went from the center of the arc
with the highest temperature toward the GI steel material.
In the case of Si, 4047 aluminum alloy wire was welded to the aluminum base material and the GI steel base
material when the filler material was melted. It is presumed that some Si diffused into the joint interface layer to form an Al-Fe-Si ternary phase. The sight of Al
being mixed with Fe can be seen, and from this, the
formation of the IMC layer can be concluded.
For EDS analysis, a spot assumed to be the IMC layer
was designa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Fe, Al, and Si were detected. It is believed that the during the initial brazing, growth of the Fe-Al based IMC
was inhibited because of the melting and vaporization
of Zn, the plating layer of the GI steel interface, and the
diffusion of Si constituent of the filler material into the
Gl steel interface.

4. Conclusion
In this study, weldability according to EN ratio were
evaluated in the AC pulse MIG brazing of Al6061-T6
and GI steel. For this,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brazing mechanism according to the EN ratio were
investigated.
1) When EN ratio was 20%, high tensile-shear loads
were obtained under all conditions of welding currents,
50A, 60A, and 70A. With the increase of EN rati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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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ting rate and deposition rate of filler material also
rose, along with the tendency of throat thickness, wetting length, and leg length to increase. An effective leg
length with more than 2 mm, longer wetting length and
throat thickness can be achieved under the welding current of 60A, and generation of porosity reduces in the
root area and inside of joints in EN ratio of 20%.
2) From the SEM analysis, it could be confirmed that
as the EN ratio increased, thinner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was achieved due to the suppression of
growth of the intermetallic compounds layer caused by
lower heat input to the joint interface.
3) According to the EDS analysis, Fe-Al-Si was detected in the intermetallic compound generated at the
bonding interface between Al6061-T6 and GI steel. It
can be deduced that the ternary Fe-Al-Si mixed layer
was formed due to the following factors: the melting
and vaporization of Zn, the plating layer of GI steel,
during the first brazing and the diffusion of the Si constituent of the filler material onto the joint interface.
4) Thus, in terms of mechanical and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optimum
welding condition was a welding current of 60A with
EN ratio of 20%, showing the maximum tensile-shear
load of 7.9kN and thinnest thickness of intermetallic
compounds layer of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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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무실구입추진위원회 4차 온라인회의 개최 : 2021. 2. 18(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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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구매조건에 적합한 공인중계사 물건에 대한 매매조건 등을 현장 확인
- 사무실구입 은행융자 조건 조사
10) 사무실구입에 대한 재정적인 내용을 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3월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11) 학회 홈페이지 개편 및 플랫폼구축 계약 : 2021. 2. 5(금), (주)애니위즈
- 계약금액 : 11,000,000원(VAT별도)
- 내용 : 학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접 플랫폼 포함(Q&A, 자유게시, 장터 등)
- 완료예정일 : 2021. 4월말예정 ※ 학술대회 참가자등록, 발표신청서 메뉴는 3월말 완료예정
12) IIW 연회비 인보이스 접수 : 2021. 1. 30(일)
- 연회비 : 25,340 유로(한화 약 3,372만원, 2020년 대비 약 11% 인상)
- 인상사유 : 탈퇴 회원국(인도, 멕시코, 이란) 연회비를 회원국이 분담
13) 국제이사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 2021. 2. 3(수) 10:30
- IWJC Korea 2022 일정 및 조직위원회(안) 구성
- IIW national delegate 선정 작업
- EAST-WJ 개최는 10-11월 중으로 예상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예정임
- AWF는 업무연속성을 위해 조정호 이사가 계속 담당
14) 기획홍보위원회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 2021. 2. 18(목)
- 뉴스레터에 회원사 광고 및 배너 광고 게재
- 홍보위원회의 업무 조정과 역할, 담당부회장 선임을 회장단에서 논의하여 정리하기로 함
15) IAB 연회비 인보이스 접수 : 2021. 1. 25(월), 5,000유로(약 665만원)
16) 동남권ATB설립추진위원회 4차 온라인회의 개최 : 2021. 2. 15(월) 14:00
17) 연구위원장/지회장 - 회장단 1차 정기 간담회 개최 : 2021. 2. 17(수)
- 연구위원회/지회 학술행사 및 특별세션 개최 계획 확인
- 연구위원회/지회 학회 업무 협조 내용 논의
- 학술발표대회 위원회 특별세션 및 전문분과위원회 세션 후원금 확보 요청
※ 첨부 260차 이사회 온라인화상회의 자료 참조

토의 및 주요 업무보고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 5명 (종신회원 2명, 정회원 3명)
2. 2021-2022년도 연구위원회/ 지회 구성을 승인함
￭ 건설플랜트이음연구위원회
• 위원장 : 이진형
• 간사위원 : 박현찬
• 위 원 : 장경호, 박정웅, 전준태, 이재익, 정종일, 이상훈, 권오희, 이안호, 임성엽, 이진희, 장갑철, 김정훈,
정인근, 안장원, 박기태, 신현섭, 최정식, 오봉교, 김춘오, 김학일, 김상곤
￭ 용접강도연구위원회
• 위원장 : 강성구
• 위

원 : 강윤희, 김명현, 김종성, 박정웅, 박준수, 배홍렬, 신상범, 안규백, 윤종원, 이제명, 이해우, 주성민,
최 광, 한명수, 박준식, 구병춘, 이장현, 류강묵, 이재익, 우완측, 신용택, 이정수, 양진혁, 조성규,
주형건, 성우제, 이동주, 진형국, 현충민, 조동필, 오동진, 김성민, 오종인

￭ 적층제조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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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분야별 위원

위원장

표준화/인증, 장비/공정

간 사

미세조직/강도

송상우

총무위원

미세조직/강도

강남현

재무위원

산업응용

김영주

유석현 / 서정

구분

분야

사업위원

미세조직/강도

조일국

장비/공정

조영태

산업응용

안종기, 이진우, 한기형, 송영석, 박용하, 최장욱, 조영철, 이희준,
손현기, 정인철

장비/공정

조상명, 조정호, 김우종, 정일용, 이동목, 신동식, 방희선, 김대중

적층재료

유지훈, 김광현, 김영무, 이광현

감

사

위 원

분야별 위원

미세조직/강도

홍현욱, 박영도, 강용준, 이병수, 김성욱

설계/시뮬레이션

최윤석, 전종배, 안장호, 유병주, 황인혁

표준화/인증
후공정/시험/검사

백영민, 손명성, 오창영
송혜윤, 강민철, 오동진, 문승기, 전호성

￭ 자동차용접접합연구위원회
• 위원장 : 박영도
• 총무위원 : 조정호
• 전임위원장 : 강문진, 김동철
• 학술위원 : 김재성, 박영환
• 소재위원 : 엄상호, 이창용
• 생산기술위원 : 박현성, 김기순, 류석종, 박현준, 박성진, 김근호
• 시스템위원 : 장우석, 김영중, 이창제, 김 철, 오상진, 오정춘, 권순덕, 김동화, 김병년, 배기만, 신현일, 엄원익,
정철영, 이광원, 김윤수, 최원호
• 학술위원 : 지창욱
• 분석위원 : 이승훈
￭ 동남 지회
• 고문 : 조상명
• 회장 : 박영환
• 부회장 : 박주용, 최우현
• 감사 : 전진수
• 재무이사 : 김대순, 이정수
• 사업이사 : 강남현, 김광수, 김종도, 이해우, 장태원
￭ 호남 지회
• 회장 : 방희선
• 부회장 : 나용근, 손윤철
• 감사 : 노찬승
• 총무이사 : 박철호
• 기술이사 : 강현욱, 유재선, 명광재, 송종호
• 편집이사 : 정광운, 손준식
• 사업이사 : 김인주, 김성훈, 안병호
3. IWJC Korea 2022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승인함
1) 일시 및 장소 : 2022. 4. 5일(화) ∼ 8일(금), 4일간, 제주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예정
2) 세부일정
- Abstract Submission Due : November 30, 2021
- Acceptance Notification : January 14, 2022 (금)
- Early Registration Due : February 28, 2022
3) 조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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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괄위원회

조직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

정재필
수석/학술부회장

서정
사업부회장

김명현
국제부회장

강남현 총무이사

박영환 국제이사

최해운/이수진
국제이사

부위원장
간사

재무위원회
이창우
기술협력부회장
- 김형태 기술협력부회장
- 홍원식 재무이사
지창욱 국제이사

4) IWJC 2022 10월 연기 가능성을 확인하여 3월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4. 2021년 논문상, 철암논문상 수상자를 인준함
￭ 기계분야 논문상
1) 논문명 : 취성균열전파정지인성 측정법에 관한 연구
2) 게재권호 : 38권 6호 (2020년 12월호)
3) 저자 : 안규백, 박정웅(조선대), 배홍열(POSCO)
※ 2021년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 대상 논문
￭ 재료분야 논문상
1) 논문명 : Tensile and Microstructural Behavior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GTA Welds for
Cryogenic Application
2) 게재권호 : 38권 4호 (2020년 8월호)
3) 저자 : 양우성, 문병록, 남현빈, 강남현(부산대), 길웅(세아에삽)
￭ 시공분야 논문상 : 추천 대상 후보 논문 없음
- 2020년도 시공분야 수상후보 논문이 2편으로 논문 수가 부족하여 추천 대상에서 제외함
￭ 철암논문상
1) 논문명 :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용접 열영향부의 기계적 특성과 미세조직에 미치는 용접 후열 처리
온도의 영향
2) 게재권호 : 38권 1호 (2020년 2월호)
3) 저자 : 강용준 (한국재료연구원)
※ 수상자는 만 39세 미만 주저자 1인에게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 50만원 지급
5. 용접의 날 행사 개최를 승인하고 세부 일정과 내용은 조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3월 이사회에 보고 하기로 함
구분

총괄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장경호 회장

박정웅
사업부회장

간사

강남현 총무이사

프로그램위원회

재무위원회

수상위원회

이종협
산학협력부회장
홍원식 재무이사

6. KWJS 용접규격추진위원회 발족을 승인하고 박정웅 기술부회장과 남성길 기술이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함
- 대한용접접합학회 단체규격을 개발하여 국가 및 회원사의 대외경쟁력 향상
- KS 규격과 통합 및 보완하는 경쟁력있는 규격을 만들어 학회의 위상 향상
-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상응하는 용접규격 개발
- KS 국가표준 업무를 파악하여 차기년도 국가표준화과제사업 참여를 추진하기로 함
7. 학생위원회(위원장 방희선) 구성과 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3월 이사회에 보고

▣ 제261차 이사회 회의록 ▣
• 일 시 : 2021년 3월 25일(목) 16:00-18:00
• 화상회의 시스템 : WebEX
• 참석자 : 장경호, 정재필, 박정웅, 김명현, 안규백, 김성주, 신상범, 김형태, 이창우, 이진희, 김정오, 최 광, 강남현
조영태, 홍원식, 박영도, 조대원, 강민정, 안종기, 최두열, 한상배, 현충민, 방희선, 이목영, 장복수, 정상훈,
박대규, 길웅, 김도형, 오동수, 이은경, 이정수, 한기형, 박현성, 신규식, 최우혁, 남성길, 김영민, 조정호,
이수진, 박영환, 지창욱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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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 : 김교성, 강성욱, 김유찬, 김대업, 이창훈, 방정환, 유지영, 윤정원, 이광진, 최광성, 박기영, 문형순, 이세환,
정광운, 차현록, 강성구, 문준오, 이명수, 임병승, 최해운, 서성호, 박형진 (22명), (총 64명 참석)

주요 안건보고
1) 사무국장 업무인수자 황희용 과장의 직함을 실장으로 부여
2) 학회 사무공간구입관련 재무관리위원회 보고
- 적립금을 모두 지출하고, 1.5억원을 대출 받아 사무실 구입시, 유동성 현금 부족으로 학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
- 사무실구입 비용을 제외한 유동성 현금이 최소 4.0억원일 경우 사무실 매입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장기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이 축적되었을때 사무실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3) 춘계 학술발표대회 준비 및 행사 내용
-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발표논문 독려 메일발송
- 세션후원 및 기업후원사 모집에 협조 요청: 후원사 2개사 1,000만원 (현대건설, 대흥건설)
- 기기전시회는 일반기업과 차별화하여 국책사업단 홍보가 가능하도록 준비
- 2020 학술상 수상자 강연
- 전임회장 공로패, 공로메달 수여
- 2021년 학회상 논문상, 철암논문상 수여
- 2020 춘추계 통합학술대회 구두/포스터우수논문발표자 시상
-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 전시참가자 경품행사
4) 학술대회 전문분과위원장-학술이사 온라인회의 개최: 2021. 3. 16(화)
- 학술대회 7개분야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 춘계 학술대회 하이브리드개최로 준비 (대면+비대면)
- 특별세션 후원사, 후원기관(국책과제) 모집 확대 방안
- 학술대회 발표논문 독려를 위한 다수발표자 바우처상 포상금 지급
- 학술대회발표 수상자 수 증가
5) JWJ 학술지 게재논문 SCI 국제지 인용독려 메일을 인용활성화팀, 이사, 관련 회원에게 발송
6) 2021 COSD 사업계획서 제출: 73개 표준(제정 1, 개정 72)
7) 외부용역 (정부, 기업) 수주시 용역책임자 자격과 정규직 여부, 퇴직 회원의 위촉연구원 채용과 과제 책임자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논의
8) 홈페이지 개편과 플랫폼 구축 일정을 재조정하고 2021년 춘계학술대회는 현재의 홈페이지 시스템을 사용
하기로 함
9) 용접규격위원회 온라인미팅 개최: 2021. 3. 18(목) 16:00
10) 용접전문기술자(KWE/IWE) 본이론 시험 합격자 24명에게 3월중으로 디플로마 발급 예정
※ 첨부 261차 이사회 온라인화상회의 자료 참조

토의 및 주요 업무보고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 3명 (종신회원 1명, 정회원 1명, 학생회원 1명)
2. 코로나19로부터 참가자의 안전를 확보하여 안전한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IWJC Korea 2022 개최시기를 10
월로 연기하고 연기에 따른 후속 업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일시

장소

연기 전

2022. 4. 5(화) - 8(금)

제주ICC

연기 후

2022. 10. 4(화) - 7(금)

제주라마다호텔

3. “용접의 날” 행사 개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부문별 주요업무는 4월 이사회에서 발표하기로 함
1) 2021년 10월말이나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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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회 또는 외부기관, 용접조합과 협동하여 개최, 용접조합을 방문하여 은종묵 이사장의 명예추진 위원장
선임과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 조정호 편집이사가 협조
3)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용접의 날 행사와 추후 학회 홍보영상으로 활용
4) 부문별 위원장이 간사 및 위원을 선정하여 4월 이사회에 보고
위원회

위원장

간사

총괄위원회

장경호 회장
명예추진위원장;
장웅성 전임회장

위원

강남현 총무이사

조직위원회

박정웅 기술부회장

프로그램위원회

안규백 편집위원장

재무위원회

이종협 산학협력부회장

수상위원회

최광 산학협력부회장

홍보 및
대외협력위원회

김대업 대외협력부회장

내용
- 총괄
- VIP섭외
-

행사장소 섭외 및 계약
용접조합 연결협의
초청장 작성
프로그램 내용
구체적인 행사 내용
특별행사

- 협찬기관 선정
- 수상의 종류 결정
- 상금 및 상장
- 수상자 선정

윤정원 학술이사

- 협찬기관 선정

4. 학술발표대회 구두 및 포스발표우수논문상 수상자를 확대하여 회원의 사기진작과 경력포토폴리오 관리에 도움을
주기로 함
1) 구두발표우수논문상 수상자 확대 ※ 특별세션 발표자는 수상에서 제외함
세션 수

7개 세션 이상

4-6개 세션

2-3개 세션

1개 세션은 유사 세션 2-3개로 합침

현재

4명

3명

2명

2명

변경

1개 세션당 수상자 1명 선정

2) 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 수상자 확대
발표편수

6∼7편 당

7편 이하는 관련분야와 묶어서 선정

수상자 수

현재

1명

1명

발표자의 20% 수준

변경

발표자의 40% 수준으로 상향 (현재보다 20% 상향)

5. 용접접합기술연구소 운영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을 참고하여 정리된 규정을 4월 이사회에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
1) 간접비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비 또는 총 연구비의 00%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정부 연구 과제의
간접비는 그 사업의 규정에 따름.
2) 연구소장 임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임기 내 성과를 평가하여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필요하면 2년
임기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인사는 이사회 의결에 따름
3) 장기적으로는 연구위원이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연구위원과 연구소장을 하나의 pool로 해서
연구위원이 소장이 되고 소장은 다시 연구위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4) 부소장을 1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는 것이 좋음.
5) 연구소장은 학회 사업부회장이 자동으로 되고, 부소장 또는 연구위원은 은퇴한 회원 중에서 관심있는
분들의 pool로 구성
6) 연구소장의 이사회 추천은 너무 많은 이사들로부터 추천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연구소장 위촉위원회에서
2-3배수로 추천하고,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는 방법을 추천
6. 학생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이사회에 논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활동을 활성해 나가기로 함
1) 위원장: 방희선 사업이사
2) 부위원장: 장복수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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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 손윤철, 이경현(프로그램 담당), 권순두(홍보 담당)
4) 위원회 활동계획
- KWJS 가입 회비 및 뉴스레터 구독 무료지원
- 정기학술대회 개최 시 학부생을 위한 개별 Session 개설 및 운영지원
- 학술대회 개최 기간 중 학회-회원사 간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
- 우수학생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5) 대상 학생을 용접□접합 전공생에서 용접□접합 관련 학생으로 대상을 넓히자는 의견이 있었음
7. 학회 후원사 뉴스레터 탐방 및 소개 홍보기사에 특별회원사도 포함하기로 함
1) 원고분량은 A4 1∼2면으로 원고편집은 학회에서 수행
2) 현재 격월 발간에서 매월 발간으로 변경은 담당 부회장 및 이사의 판단이 필요함
3) 호별 뉴스레터 게재 회원사 명단
게재호(발간월)

회원사

담당이사

3월호

아프로알앤디

김형태 기술협력부회장

4월호

세명압접

김상곤 기술이사

5월호

대흥건설

김정우 기술협력부회장

6월호

베스트에프에이

김유찬 대외협력부회장

7월호

모니텍

황동수 감사

8월호

이브이레이저

한상배 사업이사

9월호

단양솔텍

전주선 사업이사

10월호

비엠에스엔지니어링

김도형 사업이사

11월호

성우하이텍

이문용 산학협력부회장

12월호

덕산산업

김창민 기술협력부회장

8. 동남권 ATB (Approved Training Body) 신규 설치에 대한 절차와 협조사항은 ANB를 담당하는 박영환 국제
이사가 협조
1) 중소조선기술연구소에서 ATB 설치에 동의
2) 학회와 중소조선기술연구소와의 MOU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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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포 스 코
* ‘탄소중립 LNG’ 도입으로 ESG경영 적극 실천 *
포스코가 ‘탄소중립 LNG’를 도입하며 ESG경영을
적극 실천한다. 이번에 도입한 탄소중립 LNG 64천
톤은 생산ㆍ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약 35천 톤의 이산화
탄소를 상쇄시킨 규모로, 35천 톤은 30년생 소나무
53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으며 연간 승
용차 15천여 대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과 같다. 탄소중립 LNG란 천연가스를 개발․생산하
여 사용자에게 공급하기까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조림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호 지역 보전활
동 등을 통해 얻은 탄소크레딧(탄소감축분)으로 상쇄시
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 그린 가스를 의미한다.
동사는 전 지구적 탄소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차원에서
자체 생산제품이 아닌 외부 구매 연원료에 대해서도 탄
소 저감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 싱가포르무역법인을 통해 독일 가스
공급회사인 RWE로부터 탄소중립 LNG 1카고(약 64
천 톤)를 구매했다. 호주에서 출발해 지난 19일 포스
코 광양제철소 LNG 터미널에 도착한 탄소중립 LNG
는 향후 포스코 제철소 내 공장 가동 및 전력 수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LNG는 에너지원으로 활용 시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석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적고 미세먼
지 배출량이 10%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석탄을 대체하
는 친환경 에너지로 꼽힌다. 동사는 향후 탄소중립
LNG 도입이 탄소 저감 실적으로 연계되는 등 국내 탄
소크레딧 거래 제도가 개선되면 도입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 세계 첫 수소선박 국제표준 개발한다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선급과 손잡고 수소선박에 대한 세계 첫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동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퍼스트
타워에서 한국선급과 ‘수소선박 안전설계 규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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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세계 첫 수소선박 국제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2022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박이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사기
구의 선박 규정에 따라 건조돼야 하는데, 현재는 수소
선박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다. 특히 가스선의 경우 일
반 화물이 아닌 액화가스의 저장, 운용, 비상시 절차를
포함한 관련 규정(IGC코드ㆍIGF코드)을 충족해야 하
기에 표준 제정이 더욱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동사
는 첨단 기술력을 토대로 선박의 가스저장 및 연료공급
시스템, 화물처리시스템 등 수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조건들을 한국선급과 함께 검토한다. 현대중공업과 현
대미포조선도 공동 연구에 함께 참여해 풍부한 가스선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선체 설계와 화물창 배치 등 세
부사안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항공안전기술원,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 및 인증기술 개발 MOU 체결 *
현대자동차가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무인항공시스템(UAS, Unmanned Aerial
System), 항공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개발을 본격화
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 및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등
K-UAM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동사는 항공안전
기술원(KIAST,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과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4월 21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현대자동
차 UAM사업부 신재원 사장,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인 ‘UAM 팀 코리아(Team
Korea)’에 참여하고 있는 양측의 인력, 기술, 지적재
산, 연구시설 등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함으

리적인 친환경 솔루션임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우조선해양
* 인도네시아 잠수함 3번함도 성공적으로 인도 *

로써 국내 UAM 산업 발전과 항공분야 신기술에 대한
안전 제도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현대자
동차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UAM, 무인항공시스템,
항공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항공 부문 인증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UAM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 세계 최초 선박용 냉열발전 시스템 개발 *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LNG 냉열 발전시스템을
연계한 차세대 재기화 시스템인 ‘S-REGAS(CGR, Cold
Power Generation & Regasification)’ 실증에 성공
했다고 밝혔다. 4월 13일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실증
완료 보고회에는 한국가스공사 및 주요 선급 관계자들
이 참석해 삼성중공업의 LNG 新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
을 보여주었다. ‘S-REGAS(CGR)’는 LNG-FSRU (부
유식 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의 핵심 기술인 LNG 재
기화 시스템에 ‘탄소 제로’인 냉열발전 기술을 적용함으
로써 친환경적이면서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
기적으로 낮춘 새로운 기술이다. LNG는 -162℃ 이하
액체 상태로 운송되며, 이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가해 증발시켜 가스 상태로 변환하는 재기화 과
정을 거친다. 냉열발전은 이러한 재기화 과정 중 해수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전기를 생산해 내는 친환경
기술로 CO2 발생이 제로다. ‘S-REGAS(CGR)’는 LNG
재기화에 필요한 전력의 90% 이상인 16MW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연간 6만톤 이상의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은 “조선해
운업계에도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실증은
FSRU 시장에 ‘S-REGAS(CGR)’가 가장 안전하고 합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인도네
시아 잠수함 3척 중 마지막 함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잠수함 분야 최강자임을 증명했
다. 동사는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
주한 1,400톤급 잠수함 3척 가운데 마지막 3번함 인
도식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있는 피티팔(PT.PAL)
조선소에서 가졌다고 3월 17일 밝혔다. 이날 ‘알루고로
(ALUGORO)’함으로 명명된 잠수함은 동사가 대한민
국 해군에 인도한 장보고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독자 개
발한 대한민국 최초 수출형 잠수함으로, 전장 61미터,
1,400톤급 규모다. 이번 인도네시아 3번함은 옥포조선
소에서 블록형태로 건조 후 동사의 기술지원 아래 인도
네시아 PT.PAL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 및 시운전 완료
후 인도되며, 향후 30년간 인도네시아 해상안보 및 영
해수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40명 승조원을 태우
고 10,000해리(1만8520Km) 거리인 부산항에서 미국
LA항까지 중간기항 없이 왕복 운항할 수 있어 잠수함
의 생명인 뛰어난 수중 작전능력을 갖췄다. 특히 설계
ㆍ생산ㆍ시운전 등 모든 건조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
해 조선기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잠수함 건조 기술
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동사는 이미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
업과 2017년 잠수함 초도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실력
을 인정받아 2018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도
추가로 수주한 바 있다. 아시아 최초의 잠수함 수출 기
록은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행사
에 참석한 방위사업청의 강은호 청장은 축사를 통해
“앞선 두 잠수함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건조된 ‘알루고
로함’이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
라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최초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 창원 본사에 풍력2공장 준공 *
국내에서 해상풍력 실적을 가장 많이 보유한 두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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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해상 태양광은 거대한
면적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존 저수지에 적용되는 수
상 태양광과는 달리 조류, 파도, 염분 등 태양광에 가
혹한 환경조건으로 세계적으로도 도전적인 목표 중 하
나다. 이번 시험의 성공이 국내 해상 태양광 산업 발전
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KPS

공업이 풍력발전기 생산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나
섰다. 동사는 해상풍력 수주물량 증가와 5.5MW급 대
형 풍력발전기 생산에 대비해 최근 창원 본사에 풍력2
공장을 준공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이곳에서 해상풍
력발전기 핵심 기자재인 나셀과 허브를 조립하고, 출하
전 성능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동사는 기존 풍력1공장
과 이번에 준공한 2공장을 통해 연간 30기 규모로 해
상풍력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풍력2공장은 디
지털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해 더욱 효율적인 생산과 품
질관리가 가능하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2월 기존
신재생에너지BU를 풍력BU로 변경한 뒤 양산설계팀을
비롯한 일부 팀 신설과 인력 확충 등으로 발빠르게 해
상풍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05년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한 동사는 현재 3MW급, 5.5MW급 해상풍력 발
전기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8MW급 모델은 2022
년 상용화 예정이다. 사업 초기 30% 수준이던 부품
국산화율을 최근 70% 이상으로 빠르게 끌어 올렸다.
현재 약 400여개 국내 주요기업과 협력 중이며 최근 1
년간 약 1,000억원 규모의 부품을 발주했다.

한국수력원자력
* 해상 태양광 길을 열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4월 6일 국내 최대 해상 태양광
모형을 활용한 성능시험에 성공했다. 동사는 2019년부
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김부기, 이하 KRISO)
와 함께 해양 환경에 적용 가능한 태양광발전 설계 기
준 등을 개발하기 위해 해상 태양광발전 핵심 시스템인
부유체와 연결장치, 계류(繫留)시스템에 대한 수치해석
을 수행하고 국내․외 해양설계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설
계를 완성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총규모 15m ×
14m, 1.17톤의 국내 최대 해상 태양광 모형을 제작,
해양 환경을 모사한 KRISO의 대형 수조에서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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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자격제도’ 발․송전설비 정비 분야 최고의
인재육성 시스템으로 인정 *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의 ‘사내자격
제도’가 2021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
행하는 ‘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정
비 분야 최고의 인재육성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30
년 역사를 가진 동사의 ‘사내자격제도’는 구성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1990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동사의 기술자들이 보유했던 기술자격은 건설기계
기사, 전기공사기사 등에 한정되어 증설, 확대되는 발
전설비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
력육성이 필요했다. 이에 동사는 단계별 교육훈련과 평
가를 통해 일정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여 엄정한 평가를 통해 사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정비기술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육성된 고급 정
비인력은 국내외 화력, 원자력 발전소 안전정비의 핵심
이 되었으며, 관련 정비 산업계에도 파급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동사는 국내 발
전 정비분야에서 가장 많은 195개 종목의 ‘사내자격제
도’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뉴딜 정책과 발전원의 다원화에 따른 기존 정비산업계
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공인자격
에 버금가는 산업내 자격제도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으
로 알려졌다.

효

성

* 효성의 친환경 섬유 ‘리젠’, 이번엔 바다 살린다 *
효성티앤씨가 국내 대표 친환경 섬유인 리젠(regen®)
으로 이번엔 바다 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선다. 동사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친환경 패션 브랜드 플리츠마마와
함께 항만의 입출항 선박에서 나오는 투명 페트병을 재

활용하는 ‘리젠오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MOU
를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사용된 페트병 등으로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됐다.여수광양항만공사는 출항 선박에서 사용한 페
트병을 분리 배출 하기 위해 수거백을 제공하고, 회항
한 선박에서 이를 수거한다. 효성티앤씨는 수거된 페트
병을 재활용해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오션’으로 재탄생
시킨다. 플리츠마마는 이 섬유로 옷, 가방 등 패션 제
품을 만든다. 한편, 동사는 네덜란드 친환경 인증기관
컨트롤유니온으로부터 바다 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임을
증명하는 OBP(Ocean Bound Plastic) 인증 획득도
추진한다. 최근 글로벌 브랜드에서 OBP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지난해부터 제주도, 서울시 등과 협업해 재활
용 섬유 리젠으로 친환경 가방 및 의류를 만들어 소비
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향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친환경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삼호중공업
* 원유운반선 2척 1,530억원 수주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이 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동사
는 최근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소난골(Sonangol)사
와 총 1,530억원 규모의 15만 8,000톤급(수에즈막스
급) 대형 원유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74미터, 너비
48미터, 높이 23.2미터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를 탑재해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이 선박은 동사
에서 건조돼 2023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동사 관계자는 “국제 유가 상승, 물동
량 증가 등 시황 회복이 본격화되며 다양한 선종에 걸
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선 기술력과 품질을 바
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 추진 *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이 탈탄소 시
대에 발맞춰 액화 이산화탄소(CO2) 운반선 개발에 본

격 나섰다. 동사는 3월 22일(월) 오후 서울 계동 현대
빌딩에서 한국조선해양, 미국 선급(ABS), 마셜아일랜
드 기국(Marshall Islands Registry)과 함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사와 한국조선해
양은 저온과 고압 상태의 액화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
로 유지,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개발, 올해 하반기까
지 선급으로부터 기본설계 인증(AIP, Approval in
Principle)을 받을 계획이다. 이 선박은 발전소나 제철
소 등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저장시설로 운송하게 된다. 동사는 기존 가스운반선 건
조 경험을 바탕으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송에 최적화된
선박과 화물저장시스템(Cargo Containment System,
CCS)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운항 중 이
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기술이 적용된 화물운영시스템
(Cargo Handling System, CHS)을 개발하게 된다.
미국 선급과 마셜아일랜드 기국은 선급 및 기국 규정과
액화가스운반선에 관한 국제협약(IGC CODE)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한다. 동사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은
조선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이산화탄
소운반선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미래 친환
경 선박건조 시장에서 앞선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
다”고 밝혔다.

한국선급
* 한국선급-현대중공업그룹,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 체결 *
한국선급(KR)은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선급
본사에서 현대중공업그룹(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
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글로벌서비스)과 함께
「친환경 규제대응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력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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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4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제환
경규제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운‧조선산
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탈탄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
술 및 인적자원을 공유․활용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본 협약에 따라 동사는 현대중공
업그룹과 함께 △에너지효율지수(EEXI) 개선을 위한
최적 솔루션 연구 △탄소집약도(CII) 향상을 위한 선
박운항 효율 개선 방안 연구 △암모니아․수소와 같은
무탄소 연료 추진선 공동 개발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선박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전략적으로 공동 협력
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탄소집약도를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개선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
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이상
저감하는 목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해사업계는 단기
적으로는 2023년부터 현존선에 적용될 규제인 에너지
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CII)에 대한 대응방안
을 마련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수소와 같
은 무탄소 연료 추진선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한다. 따
라서 동사와 현대중공업그룹은 금번 협약을 통해 해운
선사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조선소는 친환경 이슈로 경쟁력

Management System)로 제어되는 최종제품인 BSA
(Battery System Assembly)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
설비를 갖추어 전기차 배터리 완제품을 공급을 구상하
고 있다. 동사는 40년 차체 분야에서 신소재를 활용한
경량화와 고강도 유지 기술을 인정 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전기차 배터리 제작에 적용하여 전기차의 성패
를 좌우하는 배터리 무게 감소와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 이다. 동사는 2018년 80kWh급 알루미늄 배터리팩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외 완성체업체들과 협력을 이어가
고 있다. 기존에 있던 멕시코 및 폴란드 공장에서 전기
차 배터리 케이스 양산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자
동차 시장인 미국 본토 진출에도 큰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성우하이텍
*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기업으로 발돋움 *
㈜성우하이텍은 국내의 친환경차 시장 발전에 기여하
고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신축한다. 이를 위
하여 3월 22일,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아산시청
기업협력 관계자와 동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
을 개최하였다. 기공식에 앞서 동사와 아산시는 MOU를
체결하고 신규공장 설립투자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대
한 합의를 하였다. 신공장은 올해까지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일원 27,170㎡의 부지에 720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 440여 명의 신규 일
자리를 창출할 것 이다. 신공장에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장착될 차세대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케이스(BPC: Battery Pack Case)
를 2022년 초부터 연간 15만대 규모로 순차적으로 공
급할 계획이다. 동사는 향후 배터리 케이스 생산을 넘어
배터리모듈, 전장부품, 와이어링하네스, BMS(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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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텍
* 기술역량 우수인증 T-3 등급 *
우리학회 회원사인 모니텍이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평
가한 기술역량 우수기업인증에서 드디어 T-3등급 인증
을 받게 되었다. 중소기업으로는 최초의 등급이다. 특
히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전기차배터리의 전극의 레이
저용접 및 초음파용접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의 우수성
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일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
로도 대한민국과 세계의 용접산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모니텍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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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Authors
Enter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first author in the boxes under "Add the First Author."
• Step 3. File Up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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