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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 와 극지방과 같은 극한환경에서의 지하자원 채굴

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강도와 우수한 온인성을 갖

는 해양구조물  라인 이 용 강재에 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라인 이 용 API-X120, 해양

구조물용 HY-130과 같은 1 GPa  고강도 강재가 

개발되고 있다1-3). 이에 따라 1 GPa  강재의 맞춤

형 용 재료 개발을 한 합 설계 연구가 꾸 히 수행

되고 있으나4-6), 아직까지 상용 제품의 생산은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결정립 미세화는 속재료의 강도와 인성을 동시에 향

상시키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이므로, 재의 경우 제어

압연과 가속냉각을 통해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고강도 

 고인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 이다7). 한편 용

속의 경우 제어압연과 같은 기술 용이 불가능하고, 

용융 속의 냉각에 따른 응고와 고상변태에 의해 최종 

미세조직이 결정되므로 결정립을 미세화하기 해서는 

침상형 페라이트(acicular ferrite)의 분율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 침상형 페라이트는 용 속에 존재하

는 비 속개재물(non-metallic inclusion)로부터 핵

생성되어 사방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결정립 크기를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8-1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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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1 GPa class weld metal was prepared by multi-pass welding using a prototype flux-cored wire, and the correla-
tion between microstructure and low-temperature impact toughness of the weld metal was investigated. The micro-
structure of the as-deposited columnar region and the equiaxed region reheated by subsequent welding passes was 
observed, and it was found that low-temperature transformation products such as bainite and martensite mainly de-
veloped in both regions. Since the prior austenite grains were coarse in the columnar region, the effective grain size 
of the final microstructure could be large; in this case, it was confirmed that the low-temperature impact toughness 
of the weld metal was very low. However, in the weld metal used in this study, acicular ferrite was formed inside the 
grains of the columnar region; the effective grain size and grain boundary misorientation distribution of the final mi-
crostructure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equiaxed region, and a good low-temperature impact toughness of the weld 
metal wa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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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용 속을 고강도화하기 해 합 원소량을 증가

시키게 되면 경화능(hardenability)이 커지게 되어 침

상형 페라이트보다는 베이나이트(bainite), 마르텐사이

트(martensite)와 같은 미세조직의 발달이 우세해지

게 된다. 따라서 용 속이 고강도화할수록 침상형 페

라이트 형성을 한 구동력을 높이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 침상형 페라이트 핵생성에 미치는 비 속개

재물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기 한 연구가 꾸 히 수

행되고 있다6,10-12).

  최근 용착 그 로 상태의 단층(single-pass) 용

속과 Gleeble에 의해 재 된 재가열 용 속에서의 

미세조직 분석과 충격인성에 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13). 그러나 재까지 다층(multi-pass) 실용 부

를 상으로 한 미세조직과 기계  특성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용 럭스 코어드 

와이어(flux cored wire)를 이용하여 다층용 한 인장

강도 1 GPa  용 속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고 충격

인성과의 상 계를 고찰하 다. 다층 용 속에서 나

타나는 용착 그 로 상태의 주상정 역(columnar zone)

과 후속패스에 의해 재가열된 등축정 역(equiaxed 

zone)에서의 미세조직을 분석하 다. 침상형 페라이트 

형성에 따라 주상정 역의 유효결정립도가 감소하고 

고경각입계 분율이 증가하게 되어 양호한 온 충격인

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 다. 

2. 실험 방법

  1 GPa  고강도강 용 속을 제작하기 해 두께 

20 mm의 AH36 강 을 개선각 45°로 하여 사용하 고, 

시험용 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이용하여 약 20 kJ/cm

의 입열량으로 다층용 을 실시하 다. 보호가스는 80% 

Ar + 20% CO2 혼합가스를 사용하 고, 200℃이상의 

열  층간온도를 유지하 으며, 용 후열처리는 실시하

지 않았다. 학발 분석기(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를 이용하여 분석한 용 속의 화학조성을 Table 1에 

제시하 다.

  비커스경도계를 이용하여 300 g의 하 으로 0.5 mm

의 간격을 갖는 1769개 지 의 경도를 측정하여 용

속 단면에서 30 mm × 14 mm 역내의 경도 분포

를 확인하 으며,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용 속의 

인장특성을 평가하 다. 충격인성은 샤르피 충격시험기

를 이용하여 -40℃에서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

다. 인장  충격시편은 ISO 15792에 따라 용 속

의 앙, 즉 두께의 1/2 지 에서 채취하 다. 인장시

편의 경우 길이방향을 용 방향과 동일하게 하여 용

착 속(all-weld-metal) 시편을 제작하 으며, 충격시

편은 길이방향이 용 방향과 수직이면서 노치를 용

속의 앙에 치하게 하 다.

  용 속의 미세조직 분석을 해 학 미경(optical 

microscopy, OM),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자후방산란회 (electron back- 

scattered diffraction, EBSD), 투과 자 미경(trans- 

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을 이용하 다. 

OM  SEM 찰을 한 시편은 기계  연마 후 2% 

nital 용액으로 에칭(etching)하 으며, EBSD 분석을 

한 시편은 5% perchloric acid + 95% methanol 

해액을 사용하여 해연마 하 다. 개재물 분석을 해 

TEM, 제한시야회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에 지분 분석기(energy dispersive spec- 

troscopy, EDS)를 이용하 으며, TEM 분석을 한 

시편은 jet polisher를 이용하여 비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용 속의 매크로사진과 경도 분포를 Fig. 1에, 인

장시험 결과를 Fig. 2에 제시하 다. 후속패스에 의한 

템퍼링 효과로 인해 상 으로 경도가 낮은 역도 있

C Si Mn Ni Cr Mo P S Al Ti Fe

0.081 0.56 2.26 2.59 1.06 0.57 0.014 0.007 0.022 0.008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weld metal (wt%)

Hv 

Fig. 1  Macrograph and hardness map of the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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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ess-strain curve of the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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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체로 340 Hv 이상의 매우 높은 경도를 나타내

며, 1050 MPa의 인장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은 OM  SEM을 이용하여 찰한 용착 그

로 상태의 주상정 역과 후속패스의 열 향에 의해 

재결정된 등축정 역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두 

역 모두 부분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온변태 조직이 발달하 으며, coalesced 베이나이트 

조직도 일부 찰되었다. Coalesced 베이나이트 조직

은 상변태 구동력이 매우 클 때 방 차가 작은 인 한 

래스들이 성장단계에서 유착(coalescence)됨으로써 형

성되기 때문에 상변태 온도가 낮은 1 GPa  고강도

강 용 속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9,10,13-15). 한편, 주상정 역은 일부 래스(lath)들이 

서로 얽 있는 구조를 가지는 반면, 등축정 역의 경

우 인 한 래스들이 같은 방향으로 길게 성장하여 블록

(block)  패킷(packet)의 크기가 상 으로 조

하며 coalesced 베이나이트의 크기가 큰 것으로 찰

되었다. 이것은 최근 연구9,10,13)에서 보고한 바 있듯이 

등축정 역과 달리 주상정 역의 결정립 내부에서는 

침상형 페라이트가 형성되어 래스들의 성장  유착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상정 역에서는 침상형 페라이

트가 개재물로부터 핵생성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반

면, 등축정 역에서는 거의 찰되지 않았다.

  Fig. 5는 TEM을 이용한 용 속의 개재물 분석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개재물은 결정상인 MnS, MnTi2O4

와 비정질상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연구결

과에 따르면 개재물 표면에 치한 MnTi2O4의 경우, 

페라이트 래스와의 격자 정합성이 높은 동시에 주 에 

용착 그 로 상태에서 Mn-결핍층을 형성하므로 침상형 

페라이트의 핵생성 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0,12). 

(a) (b)

400㎛

(c)

Fig. 3  (a) OM micrograph of the weld metal, (b, c) SEM 
micrographs of the columnar zone and equiaxed 
zone of the weld metal. B: bainite, M: martensite, 
CB: coalesced bainite, PAGB: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a) (b)

Fig. 4  TEM micrographs of the weld metal, (a) columnar 
zone, (b) equiaxed zone

(b)

(c)

(d)

100㎛

(a)

S Mn 

Mn 

Mn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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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i 

Al

Fig. 5 The typical type of inclusions in the weld metal: 
(a) BF image, (b-d) SAED pattern and EDS of the 
MnS, amorphous, and Mn Ti2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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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속패스에 의해 재가열된 지역에서는 균질화에 

의해 Mn-결핍층이 사라지게 되어 개재물의 핵생성 능

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등축정 역에서 침

상형 페라이트가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은 EBSD를 이용해 분석한 용 속의 역극

도(inverse pole figure)  결정립계 방 차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주상정 역에서는 결정립 내부의 

개재물로부터 핵성된 침상형 페라이트에 의해 방향성 

없이 비교  무질서한 래스들이 주로 형성된 것을 찰

할 수 있다. 반면 침상형 페라이트가 발달하지 못한 등

축정 역에서는 인 한 래스들이 유사한 방 를 갖는 

경우가 다수 찰되었다. 평균 유효결정립도(effective 

grain size)는 주상정 역에서 5.7 ㎛, 등축정 역

에서 6.0 ㎛이며, 15°이상의 고경각입계 분율은 주상

정 역과 등축정 역에서 각각 81%와 73%으로 확

인되었다. 주상정 역이 등축정 역보다 prior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크지만, 최종 미세조직의 유효

결정립 크기와 고경각입계 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이는 고상변태 시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내부

에서 침상형 페라이트가 형성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

로 단된다.

  침상형 페라이트의 형성이 주상정 역의 유효결정립

도와 결정립계 방 차 분포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Fe-0.06C-0.31Si-1.7Mn-2.9Ni-0.33Cr-0.47Mo- 

0.17Ti의 조성을 갖는 용 속의 주상정 역을 상

으로 EBSD 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해당 용 속은 977 MPa의 인장강도를 

가지며, 낮은 침상형 페라이트 분율로 인해 -40℃에서

의 평균 충격에 지는 10 J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

된 바 있다6). Fig. 7에서 보듯이 해당 용 속은 평

균 유효결정립도가 18.4 ㎛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

속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고경각입계 분율

은 61%이다. 즉 침상형 페라이트 조직의 유무에 따라 

용 속 주상정 역의 유효 결정립도  결정립계 방

차 분포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언 한 Fe-0.06C-0.31Si-1.7Mn-2.9Ni- 

0.33Cr-0.47Mo-0.17Ti의 조성을 갖는 용 속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1 GPa  용 속의 -40℃에서 평

균 충격에 지를 비교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합

원소량의 증가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 속이 

인장강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충격에 지는 

52J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유효결정립도가 작고 고경각입계 분율이 높을수록 균열

를 효과 으로 방해하게 되어 온 충격인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6). 본 연구에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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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용 속이 1 GPa를 상회하는 높은 강도를 가짐

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온 충격인성을 가지는 것은 주

상정 역에서 침상형 페라이트가 형성됨으로 인해 최

종 미세조직의 유효결정립 크기가 감소하고 고경각입계 

분율이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험용 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이용

하여 다층용 한 인장강도 1 GPa  용 속의 미세

조직을 분석하고 온 충격인성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용착 그 로 상태의 주상정 역과 후속패스의 열

향에 의해 재결정된 등축정 역의 미세조직을 찰

한 결과 두 역 모두에서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온변태 조직이 발달한 것을 확인하 다. 주상정 

역은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조 하므로 최종 

미세조직의 유효결정립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층 용 속의 온 충격인성은 매우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층 용

속의 경우 주상정 역의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내부에서 침상형 페라이트가 형성되어 최종 미세조직의 

유효결정립 크기와 결정립계 방 차 분포가 등축정 

역과 유사한 수 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1 GPa를 

상회하는 높은 강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온 

충격인성을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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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연료 효율을 높이고 더 나

은 충돌안 성을 보장하기 해 차량용 고성능 친환경 

소재에 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 다. 미국에 수출하는 

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목표 연비  오염 물질 

감소에 도달하기 해 자동차의 실질 인 변화를 강제하

는 기업평균 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표 에 따라 제정된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1-3).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목표 연비는 계속 

증가할 추세이므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고강도 경량소재 

요구 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알루미늄, 마그

네슘합 , 탄소섬유강화 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경

량재료가 활발히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사용

되는 철강재는 비용 인 우 로 인해 상당한 양이 사용

되고 있다. 자동차 강 은 더 낮은 도로 더 나은 기

계  특성을 갖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 과 

함께 고장력강(AHSS, Advanced High Strength 

Steel)은 차량용 경량소재로의 활용이 기 되고 있다4).

  Fig. 2는 다양한 자동차용 강 의 기계  특성을 보

여주는 표 인 도표이다5,6). 이 그림에서 1세  

AHSS는 인장 흡수 에 지가 약 20 GPa-% 인 강재 그

룹으로 1970년  석유 동 이후 기존의 연강  고강

도강을 체하기 해 개발되었다. DP(Dual Phase)

강  TRIP(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강이 이 범주에 속한다7,8). 최근까지도 미세립의 기

지조직과 높은 분율의 마르텐사이트를 활용하는 기가  

인장강도의 AHSS강재가 개발되고 있지만, 경질  연

질의 상이 복합조직을 이루는 미세조직  특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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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장 흡수 에 지를 증가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9). 2세  AHSS에는 표 으로 700MPa 이상의 강

도와 50% 이상의 높은 연성을 가지는 고망간TWIP 

(Twinning-induced Plasticity)강을 들 수 있다10). 

강재의 우수한 연신율은 변형  상 오스테나이트 기

지로부터 정이 형성됨에 따라 그로 인한 동  Hall- 

Petch효과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TWIP강은 함유

하는 합 원소 함량이 상 으로 높아 용 성이 하

되고 원료비가 높은 단 이 있다11). 3세  AHSS는 

고망간TWIP강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인장 흡수 에

지를 갖지만 량을 낮추거나 합  원소를 이는 방

향으로 개발되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된 강종으

로는 고망간계 경량철강(Lightweight steel)과 망

간TRIP강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 용 성 하가 보고

되었지만12-15), 원인과 해결책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차세  자동차용 강 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되는 망간TRIP강의 용 성에 한 다양한 연구 

 리뷰 문헌16)을 참고하여 본 회지의 독자들을 하

여 번역  재가공하 으며, 망간TRIP강 항 용

부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에 해 모재, 용  후, 후처리 

에서의 미세조직  변화의 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2. 망간TRIP강 모재 특성

  망간TRIP강은 낮은 스가공 온도와 뛰어난 기

계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의 충돌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에서 범 하게 연구된 강재이다6,17). 강의 

합  설계 략은 기본 으로 3-10 wt.%의 높은 함

량의 망간을 활용하여 안정 오스테나이트의 TRIP 

효과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강재는 상온에서 일

부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이상조직을 가지는데, 

안정 인 오스테나이트는 강재에 뛰어난 연신율을 부

과하는 동시에 미세립으로써 항복  인장 강도를 향상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6). 이 때, 두 상 간 계면에서

의 망간 재분배는 이상 역소둔(intercritical anneal-

ing) 공정을 통한 합 원소 재분배가 필수 으로 선행

되어야 하는데, 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열처리 후 상온

으로의 후속냉각과정 에 강재 내에는 기존에 형성된 

오스테나이트 상이 다시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지 않는

다는 이다.

  망간의 첨가는 고용강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효

과와 함께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층결함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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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ing fault energy, SFE)를 변화시켜 강재의 

고유한 변형 모드를 부여한다10,18,19). 기존 TRIP강에 

비해 망간TRIP강의 비교  높은 망간 함유는 우수

한 기계  물성을 얻기 해 필수 인 TRIP 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SFE를 가지면서도 다량

의 안정 인 오스테나이트를 갖게 한다. 그러나 문제

는, 이러한 매우 잘 제어된 모재의 미세구조는 용 공정

을 거치고 나면 불가피하게 As-cast 상태와 유사한 미

세조직으로 변화하여 기계  특성을 하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고망간 함유의 AHSS와 마찬가지로, 망간

TRIP강의 용 성 하 문제는 용   빠른 열-기계

 사이클로 인한 상변태에 기반한다. 망간TRIP강의 

용 성에 한 선행연구에서 일반 으로 용 물의 기계

 특성 하가 주로 마르텐사이트의 취성과 련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12). 자동차강  합을 한 부분의 

용  방법은 일반 으로 열 유입이 어 냉각속도가 빠

른 데다가, 강재의 높은 합 원소 비율로 인한 낮은 임

계 냉각속도로 인해 용  후에 마르텐사이트 형성은 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AHSS 항 용 성

  일반 으로 고합 강은 항 용 에서 합 강보다 

은 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 원

소의 첨가는 Bulk 항을 증가시켜 용  공정에서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고합 강은 연

강에 비해 동일한 용  깃 크기를 얻기 한 류값

이 작다. 즉, 상 으로 많은 합 원소가 첨가된 TRIP 

는 DP강은 Bulk 항을 기 으로 다른 탄소강보다 

체 으로 낮은 용  류 범 를 갖는다.

  일반 인 항 용  공정은 수냉식 구리 극의 

냉 효과로 인해 1000-10000 K/s의 매우 빠른 냉각

속도를 가진다. 그 결과 용융역 는 열 향부 역에

는 체로 경한 상이 형성된다. 결과 으로 용 물의 

경도는 모재에 비해 증가하며, 용 부 주변의 경화성은 

탄소 당량(Carbon Equivalent, Ceq)과 한 련

이 있다. 탄소당량은 철강재료의 경화능에 한 각 합

원소의 효과에 해 탄소의 효과를 1로 두었을 때의 

비율을 환산하여 더한 것이다. 일반 으로 탄소당량이 

높으면 경한 상이 생기기 쉽고 용 성이 낮아지기 때문

에 용 성 향상을 해서는 이를 낮추는 것이 요하

다. 한편, 항 용 에서의 빠른 냉각속도는 용 부의 

경한 상 형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 용 부의 기계

 특성은 탄소 당량과 매우 한 계에 있게 된다.

용 부의 용  강도는 일반 으로 차량 생산에 합

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용  강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Fig. 4에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의 인장 시험 방법이 주

로 사용되며, 그 에서 십자인장시험(Cross-tension 

test)은 재의 평면에 수직으로 당겨지는 용 부의 십

자인장강도(Cross-tension strength, CTS)를 평가

하는 것으로, 용  단면의 모양은 용 물의 단모드

를 결정한다20). 를 들어, 러그 단은 일반 으로 

Crack이 될 때 깃 주변에서 하 을 충분히 견디

고 단됨을 의미한다. 부분 러그 단의 경우는 러

그 단만큼 좋지는 않지만 충분히 견딜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반 로, 용  깃이  강하지 않은 경우는 

Interfacial 단이 발생하고 주로 깃 크기가 충분하

지 않을 때 나타난다. 강도 측면에서 계면 단은 피해

야하며 러그 단 모드가 가장 이상 인 경우이다. 결

과 으로 깃 크기는 항 용 부 강도에 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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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ree types of mechanical test methods for re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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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S

, C
T

S 
(k

N
/s

po
t)

25

20

15

10

5

0

Sheet thickness: 1.6mm
Nugget diameter: 6.7mm

200 400 600 800 1000

TS (MPa)

Tensile Shear
Strength

30

1200 1400

TSS
CTS

Open mark: Plug
Solid mark: Shear

Cross Tension
Strength

Fig. 5 Tensile shear and cross tension strengths as a 
function of tensile strength of steel sheets21)



박 기 태․엄 상 호․이 창 희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3, 2021242

  Fig. 5는 강 의 인장강도와 용 부의 인장 단강도

(Tensile-Shear Strength, TSS)  십자인장강도

(CTS)간의 계를 보여 다. TSS는 강 의 강도에 

따라 비례하지만 CTS는 강 의 강도가 800 MPa인 

역에서 최고 에 도달한 다음 차 감소한다. 주목할 

은 고강도 강 의 CTS 감소에 한 것으로, Oikawa 

등19)은 이를 강재의 높은 탄소 당량에 의한 것으로 해

석하 다. 즉, 탄소 당량이 높을수록 열 향부  조립

역이나 용융부 등에서의 경도 상승이 크게 되므로, 시

험  주로 균열 가 이 지는 모재 는 연화역이 

아닌 취성의 열 향부 는 용융부 쪽으로 유발되어 

CTS를 감소시킬 수 있다.

4. 망간TRIP강 항 용 성

  망간TRIP강의 높은 망간 함량은 탄소 당량을 높

이고 Ms 온도를 낮춘다. 한 술한 바와 같이 탄소 

당량이 높을수록 AHSS의 항 용 부 CTS가 낮아

지므로, 이 강재의 CTS가 높지 않을 것을 상할 수 

있다. Fig. 6는 망간TRIP강과 DP강의 동종  이

종 용 부의 CTS  버튼 크기를 비교한다. 이 그래

의 Solid mark는 ISO18278-2에 따른 용  특성

을 나타내고, Open mark는 도장열처리 후 특성을 나

타낸다 (후자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망

간TRIP강의 동종  이종용 부 CTS값은 기존의 

TRIP강 용 부에 비해 매우 낮은데, 를 들면, 기존

의 TRIP강과 DP강의 동종  이종용 부의 CTS값은 

7.0kA 용  류일 때 모두 5kN 이상이다12). Fig. 7

은 망간TRIP강의 동종  이종용 부에서의 단 

모드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항 용 부는 깃 

크기로 표되는 용융부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단모

드를 가질 수 있지만, 망간TRIP강의 용  특성의 열

화(Fig. 6에서 이종용 부의 낮은 CTS 등)는 용융부

의 심선 는 CGHAZ로의 균열 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Fig. 8과 9는 망간TRIP강의 모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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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SEM and (b) TEM microstructural analysis for MT steel CGHAZ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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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HAZ의 미세조직을 각각 나타내는 SEM과 TEM 

image이다. 우선 (a)의 SEM 미세조직을 비교해보면 

모재의 세립의 결정립들은 용  열싸이클 후 CGHAZ

에서 수십배의 결정립성장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b)의 TEM 분석결과로부터 합 성분의 이상

역소둔 공정에서 얻어진 합 원소 재분배의 열역학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재의 오스테나이

트에 축 된 망간은 용   Ac3 온도보다 훨씬 높은 

CGHAZ의 피크 온도에서 열역학  평형을 이루기 

해 체 오스테나이트 기지에 균일하게 분포된다. 망

간TRIP강의 매우 낮은 임계 냉각 속도와 항 용

의 빠른 냉각 속도를 모두 고려할 때 용 부에서 마르

텐사이트 형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CGHAZ의 기지

조직은 용  후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되므로 모재가 가

지는 안정 오스테나이트의 변형 에서의 TRIP 상

을 기 할 수 없으며, 인장 특성의 열 가 발생하는 것

이다. 이러한 열화는 용  방법에 계없이 많은 망

간TRIP강의 용 물에서 주요 용 성 문제로 지 되고 

있다12,13).

5. 도장열처리로 인한 특성 개선 효과

  마르텐사이트의 취성  그에 따른 CTS 하는 불충

분한 자기 템퍼링 (Self/Auto tempering)과 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장열처리(Paint-baking, PB)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도장열처리는 용  공정 후 자동

차 차체(Body-in White, BIW) 표면에 있는 페인트

를 경화시키기 한 차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 있어

서 필수 이다24,25). 열처리는 약 130-170도의 온도에

서 약 10-20 분 동안 3회 수행된다26). 이는 Clear, 

base coat 등 3가지 코 을 각각 경화시키는 과정이

다. 이 때 작업온도가 상 으로 낮은 온도임에도 불

구하고 강재 자체 혹은 용 물의 기계  물성이 향상되

는 효과가 다양한 문헌으로부터 제시되고 있다. 소부경

화 (Bake hardening, BH)강은 이러한 상을 이용

한 표 인 강재이다.

  BH는 비교  낮은 온도에서의 열처리로 인한 Strain 

aging 상에 의해 강 의 항복 강도를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강도 증가 원인으로는, 탄소  질소와 같은 

침입형원자가  주변에 확산되어 Cottrell 분 기를 

형성하여 응력이 완화되고  에 지를 낮춰 변형  

의 이동을 방지하기 때문이다27).

  Fig. 6과 7에서 제시된 망간TRIP강 용 물의 도

장열처리에 의해 향상된 CTS  단 거동의 변화는 

CGHAZ에서 온 템퍼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170

도 미만의 온도에서는 침입형원자(이 경우에서는 체

로 탄소원자)만 lath 는 결정립계를 따라 확산을 하

게 되는데, 이 때 나노 미터 이내의 거리 내에서 탄소

확산에 의한 마르텐사이트의 오스테나이트로의 역변태

가 발생된다22). 일반 인 템퍼링 공정 후 강재 내에 탄

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역변태는 특이

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망간TRIP강의 오스테

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망간의 높은 함량에 의해 마르텐

사이트 내에서의 극미량의 탄소 확산에도 열역학 (평

형)으로 오스테나이트 변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온템퍼링에 의한 CGHAZ 강화 효과는 강 의 스

탬핑 공정에서 생성되는 마르텐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궁극 으로, 용  후 

CGHAZ 취성과 도장열처리 후 개선된 CTS는 모두 

국부 인 역에서의 열역학  평형을 이루는 잔류 오

스테나이트들의 분율 증감과 련이 있다.

6. 결    론

  본 리뷰에서는 망간TRIP강의 개발과 항 용

에 의한 기계  특성 하 요인  이에 한 개선에 

련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았다. 망간TRIP강의 높은 

합 함량과 항 용 부의 빠른 냉각속도로 인해 형성

된 CGHAZ 내 취성의 마르텐사이트는 용 물의 CTS

를 하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강재의 자동차 소

재로의 응용을 해서 필수 인 항 용 부 CTS강

도는 도장열처리 공정 후 일부 개선이 가능하며, 이는 

침입형원자인 탄소의 확산과 잔류 오스테나이트 변화와 

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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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찰교반용 (Friction Stir Welding, FSW)은 

더(shoulder)와 로 (probe)로 구성된 경질의 비소

모식 회  툴을 모재에 삽입하여 마찰을 이용하여 모재

의 변형 항을 낮추고 고상에서 용 하는 방법이다1). 

마찰교반용 은 알루미늄에 사용될 경우 우수한 용  

특성이 확인되었으며2,3), 고강도 철강소재4)와 이종재료
5)의 용 으로의 응용연구도 확 되고 있다. 마찰교반

용 을 이용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해서 용 장비

개발6), 리필 공법7), 용 깊이 유지 제어기법8,9), 하이

리드 용 기법10,11), 해석 기법12) 등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량화를 통한 연비 향상을 해 철강재보

다 비강도가 높은 알루미늄합 의 용이 확 되고 있

어 기존 강재와 알루미늄합 의 이종재료 용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Al/Fe의 이종재료 합부에서는 

속간 화합물의 생성13,14), 차 부식15,16) 발생 등으

로 인해 착이나 기계  합 등의 비용 기법이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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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정*,**ㆍ안 남***ㆍ이  성*ㆍ 승균**ㆍ김철희*,****,†

*포틀랜드주립 학 기계재료공학과
**인하  신소재공학과

*** 로보틱스 용 솔루션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 합그룹

Review and Feasibility Study on Micro Friction Stir Welding of Al/Fe Butt Joints

Hyeonjeong You*,**, Youngnam Ahn***, Sung Yi*, Soongkeun Hyun**, and Cheolhee Kim*,****,†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Materials Engineering, Portland State University, OR 97229, USA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22212, Korea

***Welding Solution Development Team, Hyundai Robotics, Gyeonggi-do, 13630, Korea
****Joining R&D Group, KITECH, Incheon, 21999,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kim@kitech.re.kr

(Received March, 3, 2021; Revised April 12, 2021; Accepted April 23, 2021)

Abstract

  In the automobile industry,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Al/Fe dissimilar metal joining. Friction stir welding 
(FSW) is an efficient solid-state welding method to achieve high-quality Al/Fe dissimilar metal welding. Here, we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on butt FSW of thin Al/Fe sheets and conducted feasibility tests to investigate the ap-
plicability of micro FSW with a base material thickness of 1 mm or less. Most of the past literature, except for one 
study that adopted 1.12 mm-thick specimens, has worked with a base metal thickness of 1.5 mm or more. Selecting 
appropriate parameters can lead to a weld strength that is more than 90% of the base metal strength. Through feasi-
bility tests on 2 mm-thick specimens, we could derive the welding conditions to obtain sound welds and the required 
joint strength. An adequate range (0.5-0.75 mm/rev) of advance per revolution was recommended to ensure the weld 
strength. A feasibility test on 1 mm-thick specimens revealed the possibility of melting of Al base metal during FSW 
of 1 mm-thin sheets; moreover, a low tool rotation speed was found to be crucial in ensuring the weld joint strength. 
The maximum weld strength for 1 mm-thick specimens was 200 MPa, which is 117% of the required wel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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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7). 그러나 비용 기법 보다 용  방법이 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다양한 용 기법을 Al/Fe의 이종재료 

합부에 용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용융용

보다 속간 화합물의 형성이 은 FSW가 양산 자

동차 부품에 사용되었다18).

  자동차 부품에서 테일러드 블랭크(tailored blank)

는 자동차생산공정에서 동종이나 이종 소재/두께의 

재를 미리 용 한 후 성형 공정 등을 거쳐서 부품을 생

산하는 방식으로 주로 맞 기 이음부를 사용한다19). 

Al/Fe 이종재료의 맞 기 교반부에 FSW를 용할 때

는 주로 Al 측에 로 를 삽입하여 공정의 온도와 

속간 화합물 생성을 최소화한다20-22). 다양한 자동차 

부품에 FSW 용을 검토하면서 기존보다 얇은 재에 

한 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모재의 두

께가 1 mm 이하인 경우에는 마이크로 FSW23-26)라고 

불리고 있는데 Al/Fe 이종재료 용에 한 심이 높

다. 최근 겹치기 FSW에서는 툴 경로 제어를 이용하여 

0.7 mm 두께의 박  부품에 FSW 공정을 개발한 사

례가 있었으나27), 맞 기 용 의 경우 두께 1 mm 이

하인 경우에 한 연구수행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Al/Fe 박  이종소재의 맞 기용

에 FSW를 용한 사례를 분석하고, 1 mm와 2 mm 

두께를 가지는 맞 기 교반부를 상으로 마이크로 

FSW 공정의 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2. Al/Fe 마이크로 FSW 맞 기용 기술 동향

  FSW 공정에서는 비소모성의 원통형 툴을 사용하는

데 툴과 모재가 하는 부분은 더와 로 로 구성

된다. 이  더는 합되는 재료 표면에 해 하   

열을 가하고 로 는 용 하고자 하는 소재 두께의 

80%에서 90%까지 삽입되어 원하는 용  깊이까지 재

료를 교반한다. 고강도 재료일수록 소재가 변형에 항

하는 힘이 커져 용 시스템의 변형을 야기하고 지시한 

깊이로 로 를 삽입하기 해서는 하 을 제어하거나 

별도의 제어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28). 두께가 얇은 

소재일수록 삽입 깊이에 따른 용  품질의 차이가 발생

하고 깊이의 제어가 정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삽입 

깊이가 부족할 경우 유동의 부족으로 인해 키싱본드

(kissing bond)와 용입부족(lack of penetration)이 

발생할 수 있으며26), 삽입 깊이가 무 깊을 경우에는 

과도한 하 이 인가되어 재료가 가장자리로 리면서 

표면에 연속 인 래쉬(flash)를 형성하고 교반부가 

얇아지는 상이 발견된다. 모재가 박 의 경우 교반부 

두께 감소가 하 달 면 에 주는 향이 크므로 합

강도에 큰 향을  수 있다. 한 박 에서 과도한 

삽입은 소재의 유동성을 지나치게 야기하여 기공(void)

과 터 (tunnel) 결함 등을 발생시킨다고 보고되었다
29,30). 따라서 마이크로 FSW 공정에서는 정확한 삽입 

깊이 유지와 아주 좁은 공정변수 역 내에서의 용 조건 

선정이 필요하다. 3 mm 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Al/Fe 

이종재의 맞 기 FSW 공정에 한 선행연구의 공정조

건들을 정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오

셋(offset)은 툴의 로  직경  강재쪽으로 삽입

된 길이를 의미한다. 즉, 오 셋이 0.1 mm일 경우에

는 로  체 직경  0.1 mm 만 강재쪽으로 삽입

된다.

  Al/Fe 이종재료 FSW에서는 강재와 툴 사이의 마찰

이 크게 발생하므로 기논문20)을 제외하고는 열처리 

강이 아닌 모두 경 소재로 제작된 툴을 사용하 다. 

툴을 삽입할 때 로 의 심과 용 라인을 일치시키

지 않고 Al 합  쪽으로 오 셋을 주고 강재 쪽으로는 

로  직경의 30% 이내로만 오버랩하여 열 발생을 

감소시키고 Al 모재의 용융과 속간 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하 다. 툴의 회  방향에 해서 강재를 회 의 

앞부분(advancing side, AS)에 배치하고 Al 합 을 

뒤쪽(retreating side, RS)에 배치하여 Al을 소성유

동이 발생한 역에서 교반이 용이하도록 하여 교반부 

균열을 방지한다20). 더 직경은 소재 두께가 얇아질 

때 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그룹 1,2에서는 모재 두께

의 5-7.5배 직경의 더를 사용했으며, 그룹 3에서는 

모재 두께의 8-16배 직경인 더를 사용했다. 로

의 직경은 체로 4-6 mm의 범 에 있으며, 로  

길이는 부분의 공정 조건에서 소재 두께 비 80%

에서 90%인 것을 사용했다. 공정 변수로는 회 속도

를 250-1800 rpm, 용 속도가 23.5-480 mm/min

으로 넓은 범 에서 평가되었으며, APR(Advance Per 

Revolution)도 0.025-0.3 mm/rev로 상당히 넓은 

범 를 가진다. 합강도는 각 논문에서 나타낸 여러 

가지 실험 조건  가장 우수한 인장 강도를 갖는 값으

로 나타내었으며, 호 안의 값은 알루미늄 모재 강도 

비 교반부 인장강도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연구 결과에서 모재 비 인장강도가 70% 이상의 값

을 가지고 있다.

3. 사용 재료  실험 방법

  1 mm 두께와 2 mm 두께 맞 기 FSW 모두 강재로

는 DP 780 소재를 사용하 으며, Al 소재로는 1 mm 

두께에서는 5052-H32, 2 mm 두께에서는 5083-O를 

사용하 다. 모재에 한 화학  성분과 기계  성질은 

Table 2에서 Table 4에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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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W 용으로 제작된 3축 직교시스템 마찰교반용

기를 사용하 으며(화천기공, F1300), 용  툴의 상

세 정보는 Table 5에 표기하 다. 

  동일 두께의 소재를 볼트 체결식 가압지그로 맞 기 

조인트로 고정하 으며, 강재를 AS 쪽에 배치하 다 

(Fig. 1). 툴은 용  방향으로 3도 기울여 로 가 

강재 쪽에 0.1 mm 만큼 오버랩되도록 삽입하 다.

  툴 회 속도는 200-400 rpm으로 가변하 으며, 용

속도는 100-400 mm/min으로 가변하면서 평가를 

수행하 다. 강성이 높은 FSW 용 장비를 사용하

Gr.

Base Material Tool Parameters

Strength
(MPa)

Ref.AS* 
side

RT**
side

T Mater.

Shoulder Probe Tool WS*5

(mm/
min)

APR*6

(mm/
rev)

Offset*7

D face D L
TA*3

(°)
RS*4

(rpm)

1

A441 steel 1100 3 WC 20 CC*9 4 3.4 2 800 63 0.079 0.7
80 

(90%)*8 29)

STS 304 5050 3 WC 20 N/A 4 2.75 2 500 80 0.16 0.5 175 31)

HSLA 5052 3 WC 20 FL*10 5 2.7 1.5 500 45 0.09 0.6 188 32)

STS 304 6061 3 WC 15 N/A 3.5 1.8 2.5 710 30 0.042 0-0.7
260 

(73%)
33)

STS 304 6061 3
WC-Co 

12%
18 N/A 6 2.7 3 300 48 0.16 0.8

244 
(78%)

34)

STS 304 6061 3
WC-Co 

12%
18 N/A 6 2.7 3 300 48 0.16 0.8

290 
(93%)

34)

Q235l 6061 3 N/A 20 N/A 6 2.7 N/A 950 23.5 0.025 0.8 196 35)

Mild steel 7075 3 N/A 12 N/A 4 2.9 N/A 500 100 0.2 0.3-0.4 333 21)

St52 5186 3 N/A 18 N/A 4 N/A 3 355 56 0.158 0.2
246 

(89%)
36)

2

STS 304 Pure 2.5 WC 15 N/A 4 N/A 2 1000 50 0.05 0-0.8
61 

(82%)
37)

SS 400 5083 2 Steel 15 N/A 2 1.9 N/A 250 25 0.1 0.2
237 

(86%)
20)

5754
Mild 
steel

2 WC 20 N/A 4 1.8 2 750 30 0.04 0.2
222

(92%)
38)

3

TRIP steel 6061 1.5
WC-Co 

10%
12.7 N/A 3.91 1.2 N/A 1800 90 0.05 0.325

240 
(85%)

39)

DP 600 6181 1.5 WRe25 13 CC 5 1.35 N/A 1600 480 0.3 1.5 211 40)

HSS 6181 1.5 WRe25 13 CC 5 1.35 N/A 1600 480 0.3 1.5 200 40)

Mild steel 6016 1.12 WC-Co 18 CC 7.33 0.75 1 900 250 0.278 0.665
210 

(85%)
41)

* AS: Advancing side; ** RT: Retreating side; *3: Tilting angle; *4: Rotation speed; *5: Welding speed; 
*6 APR: Advance per revolution; *7 Offset: Probe overlap depth to steel side; *8: Tensile strength relative to Al alloy;
*9 CC: Concave; *10 FL: Flat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Al base materials (wt %)

Si Fe Cu Mn Mg Cr Zn Ti Al

5052-H32 0.131 0.289 0.036 0.083 2.937 0.190 0.023 0.015 Bal.

5083-O 0.087 0.269 0.029 0.669 4.678 0.089 0.023 0.015 Bal.

Table 1 Summary of FSW data on thin Al/Fe butt joints 

(unit: mm if not specified)

C Si Mn P S Fe

DP780 steel 0.0629 0.977 2.226 0.0082 0.0008 Bal.

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steel base material 
(wt %)

 
Ultimat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Al5052-H32 240 186 7

Al5083-O 316 143 23
DP780 839 532 20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aterials 



Al/Fe 이종재의 마이크로 마찰교반 맞 기용  용성 평가 

한용 ․ 합학회지 제39권 제3호, 2021년 6월  249

으므로 Table 1의 조건 비하여 높은 용 속도 역이

며, APR도 0.25-2 mm/rev로 상 으로 큰 값을 

사용하 다.

  용  후 비드 표면 외 검사와 횡단면 단을 통한 

용  단면 검사를 하 다.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해 

“KS B 0801: 2007 속재료 인장시험”의 규격을 참

고하여 인장시험편을 채취하 다. 시편 제작 시에 표면

가공 없이 시편용  상태에서 시편을 채취하 다. 인장

시험 시 시험 속도는 5 mm/min의 속도로 진행되었으

며 각 조건당 3회씩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2.0 mm

의 두께, 용 속도 200 mm/min, 회 속도 300 rpm

의 조건에서 채취된 시편의 단면에서 비커스 경도를 측

정하 다. 시험 하 은 0.49 N으로 설정하 으며 

재 두께의 반 치 즉 1.0 mm 치에서 타  간격은 

0.5 mm로, 18개의 구간에 해 경도를 측정하 다.

4. 비드 표면  단면 

  두께 2.0 mm의 이종재료 맞 기 교반부의 표면비드 

형상  단면사진의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부분의 조건에서 양호한 비드표면이 찰되었으나 툴 

회 속도 400 rpm, 용 속도 100 mm/min에서는 비

드 후반부 표면에 연속  결함이 찰되었다. 용  시작 

부분에서는 알루미늄과 철의 교반이 히 이루어지다

가 용 이 끝나는 부분에서 입열량 증가로 인해 한 

교반의 범 를 벗어나 결함이 발생하 다. Zandsalimi 

et al.은 이러한 큰 표면 그루 와 래쉬 형태의 표면 

결함은 입열이 과도하여 소성 역이 툴 더 범 를 

벗어날 때 발생한다고 설명하 다42). 교반부 단면사진

에서는 교반부의 알루미늄 쪽에서 철의 개재물이 확인

되었지만 회 수가 높아질수록 양호한 교반이 찰된다.

  두께 1.0 mm의 이종재료 맞 기 교반부의 표면비드 

형상  단면사진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표

면 비드형상은 일부 래쉬를 제외하고는 양호하 으나 

단면에서는 모재의 용융  교반부 단면감소가 찰된

다. 용 조건  툴 회 속도가 빠르고 용 속도가 느

린 경우, 즉 입열이 증가한 조건에서 알루미늄 모재의 

용융이 발생하여 교반부 로 볼록한 용융비드를 형성하

다. 이는 가장 입열이 많은 툴 회 속도 400 rpm, 용

Base 
metal

Material
Shoulder Probe

dia. face dia. length

1 mm- 
thick

Si3N4 12 flat 2 0.98

2 mm-
thick 

WC-Co 
12% 

12 concave 4 1.85

Joint
W

eld
in

g
di

re
cti

on
 

Shoulder

ProbeA.SR.S

Stir zone

Fig. 1 Schematic diagram of FSW

Table 5 Details of FSW tool used (unit: mm)

 Al side

 Fe side

 Fe             Al

RS: 200 rpm; WS: 100 mm/min RS:300 rpm; WS: 100 mm/min RS: 400 rpm, WS: 100 mm/min

RS: 200 rpm, WS: 200 mm/min RS: 300 rpm, WS: 200 mm/min RS: 400 rpm, WS: 200 mm/min

RS: 200 rpm, WS: 300 mm/min RS: 300 rpm, WS: 300 mm/min RS: 400 rpm, WS: 300 mm/min

Fig. 2 Weld bead surfaces and cross-sections according to welding parameters (2.0 mm-thick specimen, RS: tool rotaion 
speed, and WS: weld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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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200 mm/min에서 가장 잘 찰되는데, 알루미

늄 용융에 따른 교반부의 두께 감소는 용 강도의 하

를 야기한다. 가장 입열량이 은 툴 회 속도 200 rpm, 

용 속도 400 rpm에서는 알루미늄 모재의 용융과 용

두께 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양호한 용 단면이 

찰되었다.

  

5. 기계  특성

  알루미늄 5083 합 과 5052 합 의 교반부는 각각 

270 MPa과 170 MPa의 용 강도가 요구된다43). 두

께 2 mm 용 시편에 한 인장시험 결과 최소요구강

도 비 63%에서 100%의 강도가 측정되었으며, 모

든 인장시험편은 교반부에서 단되었다 (Table 6). 

알루미늄 합 의 교반부 요구강도는 용융용  기 으로 

제안되었으므로 고상용 에서 교반부와 열 향부의 강

도를 향상하고, 교반부 두께 하를 방지하여 요구강도 

이상으로 용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용  결함이 없는 

교반부의 강도가 요구강도(270 MPa)와 모재강도

(316 MPa) 사이로 상되며 공정변수 최 화 등을 

통해서 추가 인 용 강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단

된다.

  가장 높은 강도가 확인된 용 조건은 용 속도 100 

mm/min, 회 속도 200 rpm의 조건이었다. 각 용

속도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가진 툴 회 속도의 데이터

를 Table 6에 음 으로 표시하 는데, 높은 합강도

를 가지는 조건은 용 속도와 툴 회 속도 모두와 상

계를 가지며 APR이 0.5-0.75 mm/rev에서 높은 

용 강도가 찰되었다.

  1 mm 두께 시편에 한 인장시험 결과 5052 합

의 교반부 요구강도의 81%에서 117%의 교반부 인장

강도가 측정되었으며, 모든 조건에서 교반부에서 단

되었다 (Table 7). 각 용 속도에서 툴 회 속도가 

200 rpm일 때 용 강도가 가장 높았으며, 모두 기  

강도 이상의 값을 가짐을 확인하 다. Fig. 3에서 확

인한 것과 같이 툴 회 속도가 200 rpm보다 커진 경

우 알루미늄 합 의 용융  교반부 두께 감소가 확인

되어 상 으로 낮은 강도의 원인이 된다. 2 mm 용

시편에서 최  용 강도가 요구강도 수 인 것에 비

해 1 mm 용 시편에서는 요구강도(170 MPa)보다 

높은 최 용 강도(200 MPa)가 확인된다. 이는 1 mm 

 
 Al side

 Fe side

 Fe             Al

RS: 200 rpm, WS: 200 mm/min RS: 300 rpm, WS: 200 mm/min RS: 400 rpm, WS: 200 mm/min

RS: 200 rpm, WS: 300 mm/min RS: 300 rpm, WS: 300 mm/min RS: 400 rpm, WS: 300 mm/min

RS: 200 rpm, WS: 400 mm/min RS: 300 rpm, WS: 400 mm/min RS: 400 rpm, WS: 400 mm/min

Fig. 3 Weld bead surfaces and cross-sections according to welding parameters (1.0 mm-thick specimen, RS: tool rotaion 
speed, and WS: welding speed)

Welding 
speed

(mm/min)

Tool 
rotation 
(rpm)

APR
(mm/rev)

Tensile 
strength 
(MPa)

Fracture 
location

Relative 
strength*

(%)

100

200 0.50 270 Stir zone 100

300 0.33 179 Stir zone 66

400 0.25 N/A N/A N/A

200

200 1.0 231 Stir zone 86

300 0.67 261 Stir zone 97

400 0.50 235 Stir zone 87

300

200 1.5 207 Stir zone 77

300 1.0 171 Stir zone 63

400 0.75 259 Stir zone 96

 * Weld strength relative to the required strength (270 MPa)

Table 6 Tensile test results for 2 mm-thick FSW speci-
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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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Al 모재가 강도 240 MPa인 가공경화재이므로 

교반부 두께 감소와 열 향에도 불구하고 강도 확보에 

상 으로 유리하 다. 모재 강도보다 교반부 강도가 

낮으므로 공정변수 최 화를 통해 더 높은 강도의 획득

이 가능하다.

  Fig. 4는 용 시편 단면에서의 경도분포로 강재의 

모재경도 값은 약 290 Hv로 측정되었으며 기계/열  

향부(TMAZ)에서는 약 450 Hv까지 상승하고 연화

역은 거의 찰되지 않는다. 이는 기계/열  향부

에서 오스테나이트 변태온도 이상의 가열  이후 냉

으로 경한 조직이 형성되고4), DP 780 소재의 경우 

열 향부에서 연화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44). 강재

쪽 교반부의 최  경도는 약 432 Hv를 나타내며, 교

반부의 경도는 알루미늄 모재쪽으로 이동하면서 알루미

늄 합 의 경도 수 으로 격히 하락한다. 모재가 어

닐링된 소재이므로 알루미늄 열 향부의 연화는 발생하

지 않았고, 인장시험에서 교반부 단의 원인은 교반부 

강도 하가 아닌 두께 감소 등 기하학  원인에 기인

하는 것으로 단된다.

6. 결    론

  박  Al/Fe 이종재 맞 기 교반부에 한 마이크로 

FSW 용 기술에 해 선행기술 조사와 DP 780소재

와 알루미늄 5000계열 합 을 이용한 마이크로 FSW 

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기존 맞 기 FSW 연구결과에서 1.12 mm 두께에 

한 용성 평가가 있었으나 부분의 연구는 1.5 mm 

이상의 소재를 상으로 하 다. 기존 연구결과에서 

한 공정변수 선정을 통해 알루미늄 모재강도의 90% 

이상의 양호한 용 강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2) 2 mm 두께 시편에 한 용성 시험결과 입열이 

과도하여 더 외부에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

외하고 양호한 비드 형상을 확인하 다. 0.5-0.75 mm/rev

의 APR에서 높은 강도가 찰되었으며, 알루미늄 합

 용 요구강도 수 의 최 강도를 확인하 다.

  3) 1 mm 두께 시편에 한 용성 시험에서는 입

열이 높을 경우 알루미늄 합 의 용융이 찰되었다. 

가장 낮은 툴 회 속도에서 가장 높은 교반부 강도가 

확인되었으며, 최  강도는 교반부 요구강도의 117%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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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clature

A area of bead net section

I current

Δt time

V Voltage

Qf Heat in the front

Qr Heat in the front

Q Heat

a Dimension of two ellipsoidal

b Dimension of two ellipsoidal

c material constant

cf, Dimension of two ellipsoidal

cr, Dimension of two ellipsoidal

ff The quantum of heat in the front

fr The quantum of heat in the rear

r isotropic hardening

v velocity

α back stress, kinematic hardening variable

εpl plastic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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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weld heat input modeling and the material hardening model on gas tungsten arc welding were eval-
uated by implementing different input models in a finite element analysis (FEA). For the comparison with FEA re-
sults, an experiment was conducted on an SA-516 Gr.70 plate specimen with a part-through wall groove. The com-
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confirmed that the shape of the heat distribution during the welding process 
was changed according to each heat input method. For heat input models based on heat flux, the heat distribution of 
the weld was dependent on the volume and shape of the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welding deformation results, 
the FEA results obtained when using the temperature boundary condition method differed from the experimental 
data. The difference in the FEA results of 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 according to the heat input method and 
material kinematic hardening model was analyzed as a complex phenomenon in which the distribution of the equiv-
alent plastic deformation during the welding process and the hardening behavior can be treated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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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efficiency

σ stress

σ’ deviatoric stress tensor

σy,init initial yield stress

γ material constant

1. 서    론
 

  구조물 용  공정의 입열조건, 재료의 고온 거동  

형상  구속 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용 잔류응력은 피

로,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 등의 구

조 건 성을 하시키는 손기구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 손기구에 의한 구조물의 정확

한 건 성 평가를 해 구조물에 분포된 용 잔류응력 

향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정확한 용

잔류응력 평가를 해 유한요소해석 련 연구도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1-8). 

  용 변형  잔류응력해석 련 연구는 크게 두가지 

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용  입열 모델의 정 도 개

선  입열 변수 민감도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

으며 특정 해석 상의 한 용 모사 통한 구조물의 

잔류응력 경향  측식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4,5,13-19). 용 공정에 한 완벽한 실제 상을 그

로 모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유

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용 공정 열해석 방법론에 한 

성에 한 연구는 다양한 조건의 용에 해 지속

인 고찰이 필요하다. 한 변형  잔류응력에 재료

의 고온 거동 물성이 미치는 향에 해서 국내․외 

연구에서 Round-Robin 형태의 잔류응력해석 비교 연

구가 수행 이지만 일부의 조건에 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다7,8).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장에서 많이 

용되고 있는 GTA 용 조건에 한 입열모델  재

료경화모델 용조건이 유한요소를 이용한 용 해석결

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해석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해 용  시편을 제작하 으며 3차원 

변형  잔류응력 측정을 진행하 다. 이를 바탕으로 

입열모델과 재료경화모델이 용 변형  잔류응력해석

에 미치는 향을 비교 평가하 다.

2. 용  실험  측정

2.1 용  실험

  본 연구에서는 해석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해 

기값의 명확성, 용 공정으로 인한 변화를 정량 으

로 측정 가능한 한 구속  형상 등의 요소를 고려

하여 홈 용  시편을 제작하 다. 용  시편 형상은 Fig. 

1과 같으며 재료는 력기술기 인 KEPIC  ASME

에서 P-No.1으로 지정된 압력용기용 탄소강 재인 

SA-516 Gr.70을 사용하 다9-11). 사용된 재료에 해 

학발 분석기(Optical emission spectroscopy)를 

이용한 화학조성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GTA 

용 에 사용된 용 은 ER70S-6으로 Table 1에 같

3mmR

5mm

60°

(a) Part-through wall groove

155.7

25.6

161.1

(b) Welding specimen

Pass 3

Pass 2

Pass 1

(c) Welding specimen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welding specimen

C Mn S P Si Cr Cu Ni Al Mo V Fe

SA516-Gr.70 0.17 1.03 0.35 0.005 0.004 0.01 0.21 0.26 0.03 - - Bal.

ER70S-6 0.09 1.52 0.011 0.91 0.91 0.06 0.07 0.06 - 0.01 0.01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teel used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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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내었다. 모재의 경우 기계  물성은 Fig. 2와 

같이 평가되었으며 용 재의 경우 성 서에 제시된 항

복강도 약 400MPa, 인장강도 485MPa로 항복강도는 

모재보다 높은 수 이며 인장강도는 유사한 수 임을 

확인하 다.

  시편 제작에 일정한 입열량 조건을 용하기 해 자동 

GTA 용 을 이용하 으며 용된 입열변수는 Table 2

에 나타내었다. 극과 모재간 거리는 2mm로 하 으

며, 토치의 각도는 5˚로 고정하여 진법으로 용 을 

진행하 다. 한 용 과정  냉각과정 모두 상온의 

공기에서 냉각되도록 하 다.

2.2 용  시편 3차원 형상 측정  용 잔류
응력 측정

  해석  결과와 정량  비교를 해 용  작업 과정에 

따른 시편의 치수와 형상을 측정하 다. Fig. 4의 변

형 측정 과정과 같이 시편의 용   형상을 측정하여 

변형  형상정보를 확보한다. 이 후 용  Pass 별로 

작업 후 변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진행하 다. 

시편의 변형 형태는 용  홈에 용 을 수행하게 되면 

용 재의 수축으로 인해 용  홈을 기 으로 양쪽 면이 

히는 형태로 수축이 나타나게 된다. 변화량은 측정 

 상태를 기 하여 한쪽면을 변화가 없는 면으로 기

하고 용 작업에 의해 변형되어 상승하는 다른 한쪽 면

의 변형량을 스캐 로 측정하 다. 측정은 Fig. 5와 

같이 학 3D 형상 스캐 (Scanner)를 이용하 으며 

측정방법은 시편 표면에 스캐 의 Blue LED를 원

으로 측정 상에 패턴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해 상을 

다각도로 측정하는 형식이다. 용  1, 2, 3 Pass 작업 

후의 치수, 변형을 측정하 으며 시편 형상 변화, 용

비드 높이 등의 결과를 취득하 다.

  용 잔류응력은 3 Pass 용 이 완료된 이 후 시편에 

구배된 최종 용  잔류응력을 측정하 다. Fig. 6과 같

이 용  홈 끝에서 수직 방향으로 5mm, 30mm, 60mm

에서 잔류응력을 측정하 다. 용 잔류응력 측정방법은 

ASTM E837에 제시되어 있는 HDM(Hole Dr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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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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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St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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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516-Gr70, 25t 

Fig. 2  Engineering stress strain curve of SA-516

Fig. 3 Automatic GTAW

Method
Current 

[A]
Voltage 

[V]
Speed

[mm/min.]
CTWD
[mm]

Torch angle
[ ˚ ]

Automatic 185 14 67.5 2 5

Table 2 Welding condition and parameter of weld specimen

Measuring
dimensions of

specimen

Measuring
deformation of

specimen after each pass

Data of dimension
and deformation due

to GTAW

(a)

(b)

Fig. 4 Procedure of the measurement for weld specimen 
shape change

Fig. 5 3D Scanner (ZEISS Comet L3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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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를 이용하 으며 본 연구에 용한 측정장비

는 Vishay RS-200이다. 잔류응력 측정을 한 측정

게이지는 Hole의 크기는 2mm인 Rosette 방식의 변

형율 측정게이지(Strain gage)를 사용하 다. 응력 측

정 방향은 Fig. 6과 같이 용 부에 평행한 방향의 응

력은 Longitudinal stress, 용 부에 수직한 방향의 

응력은 Transverse stress로 나타내었다.

2.3 용  실험  측정 결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Pass 별 작업을 수행하

고 냉각 후 측정을 수행하 다. Fig. 7과 Table 3은 

용 시편의 용  Pass 별 비드의 높이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용  시작 부와 끝 부분에서 사이에 약 

15mm 간격으로 측정을 하 으며 양쪽 끝 부분의 측

정값은 체 인 용  층 높이와 큰 차이가 나타나 

평균값에서는 제외하 다. Pass 별 비드 높이의  

평균 변화량은 1.46mm, 2.70mm, 3.93mm과 같다.

  Fig. 8은 용 시편의 Pass 별 평 의 변형량을 측

정한 결과이다. Fig. 8(a)의 측정 그림과 같이 용  

홈 끝단에서 시편 끝부분까지 4곳의 측정선을 기 하

여 각 용  Pass 이후에 수직 방향으로의 변형 정도를 

측정하 다. Table 4는 용 시편의 용  Pass 작업 후

의 시편의 끝부분의 수직 방향으로의 변형량이다. 각 Pass 

별 평균 변형량은 0.67mm, 1.21mm, 1.73mm로 변

화되었다.

  Table 5는 작업한 시편의 Fig. 6에서 설명된 방향 

별 용 잔류응력 측정결과이다. 용  홈에서 5mm 거

리에서는 두 방향 모두 인장응력이 분포되고 있으며 이 

외의 측정지 에서는 용  홈과 Transverse 방향 응

력은 인장응력이 분포되고 Longitudinal 방향 응력은 

압축응력이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유한요소 해석

3.1 유한요소 해석 모델

  유한요소해석은 상용 로그램인 ABAQUS를 사용

Weld direction

5mm

30mm

60mm

Transverse

Longitudinal 

Fig. 6 Schematic illustration of welding residual stress 
measurement

The height of
weldment
after 1 Pass

The height of
weldment
after 2 Pass

The height of
weldment
after 3 Pass

Fig. 7  Measuring results of cumulative change in bead height after each welding sequence

Table 3  Measuring data of cumulative change in bead height

Cumulative change in bead height [mm]

Measurement 
position

Weld 
sequence

1 2 3 4 5 6 7 8 9 10 Average

1 Pass 1.16 1.41 1.53 1.52 1.53 1.43 1.29 1.48 1.47 1.30 1.46

2 Pass 2.33 2.71 2.76 2.68 2.67 2.71 2.67 2.67 2.78 1.97 2.70

3 Pass 2.76 3.90 4.04 3.88 3.86 3.92 4.01 3.92 4.03 2.46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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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12). Fig. 9와 같이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체 

형상은 시편 측정값을 기 하여 3차원 모델로 용하

으며 용 비드 높이는 Table 3의 평균값을 이용하

다. 해석 모델에 용된 요소는 열 달해석과 응력해석

을 동시에 용할 수 있는 Coupled-Temperature 

Displacement C3D8T를 용하 다. 일반 으로 유

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응력 해석에는 2차요소가 1차요

Vertical
deformation Measuring

deformation line

(a)

Deformation
after 1 pass
compared to
the specimen
before welding

Deformation
after 2 pass
compared to
the specimen
before welding

Deformation
after 3 pass
compared to
the specimen
before welding 

(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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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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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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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8  Measuring results of specimen deformation after each welding sequence

Table 4  Measuring data of specimen deformation after each welding sequence

Geometric change of end-point for weld specimen [mm]

Measurement  
Position

Weld Sequence
1 2 3 4 Average

1 Pass 0.70 0.65 0.65 0.66 0.67

2 Pass 1.27 1.23 1.13 1.23 1.21

3 Pass 1.75 1.72 1.72 1.73 1.73

Distance from weld 
groove [mm]

Transverse
[MPa]

Parallel
[MPa]

5 97 195

30 39 -21

60 26 -43

Table 5 Measuring results of welding residual stress us-
ing hole dril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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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비해 결과가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용 과 같

이 잠열을 포함하는 용 잔류응력 해석 시 열해석, 응력

해석의 안정성이 1차요소가 우수하다는 선행 연구결과가 

있다13). 한 일반 으로 열해석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기반해 응력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이 용 해석에서 용되

고 있으나 Coupled-Temperature Displacement 요소

를 이용함에도 해석결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된 선행 

연구결과가 있어 이를 고려해 본 연구에 용하 다14). 

입열모델과 냉각조건에 따라 입열  냉각조건 용을 

해 User-subroutine을 용하 다.

  해석을 한 SA-516 Gr.70의 온도에 따른 열  기

계  물성는 Fig. 10과 같다. 용융부와 모재는 동일한 

물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녹는 까지의 온도

별 도, 비열, 열 도도, 탄성계수, 소성물성, 열팽창률, 

어닐링 온도를 정의하 다. 열 달 경계조건으로 모재

와 용 부가 공기와 하는 경계면에는 자연 류 조건

의 열 달 계수를 조건을 용하 다13,19).

3.2 용 해석 입열 모델

  용  변형  잔류응력 해석에 용되고 있는 입열 

모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3차원 열원 이동 입열 모

델(Goldak double ellipsoidal heat source 등의 입

열모사 모델)15,16)

  2) 용융부 비드 요소에 직  체  열속  표면 열속

으로 입열(Body & surface flux method)17,18)

  3) 용융부에 녹는  이상의 온도를 일정시간 동안 용

 비드에 입력하는 입열 모델 (Temperature boun-

Fig. 9 Finite element analysis 3D model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0.2 0.4 0.6 0.8 1.0

600 ℃
1100 ℃ 1300 ℃

500 ℃

400 ℃

200 ℃
100 ℃

20 ℃

St
re

ss
 [

M
P

a]

Strain [mm/mm]

SA516-Gr.70
True stress-strain curve 

0

Thermal conductivity 
6.0×101

4.0×101

2.0×101[t
on

 m
m

 / 
se

c3
℃

]

0.0
0 500 1000 1500 2000

Temperature(℃)

               (a) True stress-strain               (b) Thermal conductivity

5×109

4×109

3×109

2×109

1×109

0
0 500 1000 1500 2000

Temperature(℃)

Specific heat
SA516-Gr.70

[m
m

2
/ s

ec
2
℃

]

Elastic modulus
SA516-Gr.70

2.5×105

2.0×105

1.5×105

1.0×105

[M
P

a]

5×104

0.0
0 500 1000 1500 2000

Temperature(℃)

              (c) Elastic modulus  (d) Yield stress

Fig. 10 Material properties of SA-516 Gr.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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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y condition method, 온도경계조건)19)

  한 용 잔류응력 해석에서 용  비드의 생성 방법

은 주로 용 비드를 순차 으로 층하는 모사를 구

하는 요소망 재생성기법(Element rebirth techini-

que)이 용되는데 의 두 열속 기반 입열 모델의 경

우, 용 공정에 한 3차원  모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용 부에 녹는  이상의 온도를 일정시간 동안 유지해 

입열하는 온도경계조건 모델은 일반 으로 축 칭 형상 

는 평면변형(Plane strain) 조건과 같이 용 부 한 

Pass를 체 으로 입열모사를 하는 방법으로 용되

는 것이 일반 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3차원 열

원 모델은 Fig. 11과 같이 Goldak의 이  타구형 열

원모델을 용해 해석을 수행하 다. 이 모델에서 방 

사분원 안의 에 지 도 분포는 식 (1)과 같으며 후방 

사분원의 에 지 도는 식 (2) 와 같다. 식에서의 a, b, 

cf, cr의 정의는 용어설명(nomenclature)와 같으며 x, 

y, z는 방향을 의미한다. 후방 사분원의 입열량 분률

은 일반 으로 식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용된 

Goldak 열원모델의 변수는 Table 6과 같으며 효율의 

경우, GTA 용 의 효율 분포 25~45%의 평균인 35%

을 용하 다.

  (1)

  (2)

  (3)

  용융부 요소에 직  체  열속  표면 열속을 입력

하는 모델은 일반 인 체  럭스(body flux)를 구할 

수 있는 식 (4)를 용하 다. 이러한 입열 모델을 

용하는 경우에는 입열량을 체  열속과 표면 열속을 임

의 인 비율로 나 어 입열하는 모델이 사용된다. 하지

만 특정 지 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의 차이는 나

타낼 수 있으나 이러한 열속의 비율이 응력이나 변형에 

미치는 향이 작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는 체  열속만을 고려하 다13). 용 효율(η)은 앞서 

용된 Goldak 모델에서와 동일하게 GTA 용 의 평

균 효율을 용하 으며 시간에 따른 용 을 모사를 해 

한 층의 용  Pass에 한 요소 생성을 14개의 Lumping 

bead로 나 어 재생성(Element Rebirth)하여 입열

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4)

  용융부에 녹는  이상의 온도를 일정시간 동안 용융

부 요소에 입력시켜 입열하는 모델(온도경계조건)은 일

반 으로 축 칭 형상(배   압력용기 등)의 용 해

석모델에 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1 Pass 체 입열하

는 방법으로 해석하 다. 용융부 요소에 녹는  이상의 

온도(1800℃)를 용 속도를 고려하여 열원이 시편의 

단면(1mm)를 지나가는 시간(1/v)을 부가해 열을 확

산하는 형태로 용하 다. 

3.3 재료 경화 모델

  본 연구에서는 다층 용  공정에서의 모재와 용 재

가 용  비드 주변이 반복 으로 가열  냉각을 겪는 

동안 재료의 수축  팽창에 의해 발생되는 경화거동이 

용융부 주변 변형률  용 잔류응력 결과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자 하 다.

  재료경화모델은 일반 으로 등방경화(Isotropic Harde- 

ning), 이동경화(Kinematic Hardeing)로 구분되며 이동경

화모델에서 선형이동경화(Linear Kinematic Hardening), 

비선형이동경화(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로 발 되었다22). 이 후 비선형 이동경화모델의 단 을 

보완하기 한 등방경화 형태를 동시에 고려를 고려한 

복합경화(Combined Hardening) 모델이 제안되었다22). 

본 연구에서는 등방경화, 선형이동경화, 비선형이동경

화 모델을 용해 용 잔류응력  변형 해석에 미치는 

열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등방경화 모델은 반복 인 재료의 변형거동이 발생되

Heat flux
[W/m3] 

Fig. 11 Heat distribution over a double-ellipsoidal space15)

Table 6 Parameters of goldak’s model

a 5

b 3

cf 6

cr 11

efficiency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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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항복면의 크기가  커지는 재료의 기계  거동을 

나타낸다. 일반 인 해석에는 재료물성을 용하면 기

본 으로 용되는 재료의 경화 거동이다. Fig. 12와 

식 (5)  (6)같이 재료의 항복곡면이 경화됨에 따라 

증가되는 거동을 나타낸다21).

 

(5)

   (6)

  선형이동경화 모델은 Fig. 13과 같이 재료의 경화거

동이 일어나는 경우, 항복면의 크기는 유지되면서 항복

곡면의 심이 이동된다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Pra- 

ger가 제안한 선형이동모델과 Armstong과 Fredrick

이 제안한 비선형이동모델을 고려하 다23,24).

  

  (7)

  (8)

  (9)

         

     (10)

   (11)

  일반 으로 재료의 경화모델을 결정하기 해서는 반

복하  실험으로 도출된 재료의 응력-변형의 히스테리

스 루 (Hysteresis loop)가 필요하다. 즉, 용 해석

에 재료경화모델을 용하기 해서는 온도별 히스테리

스 루 를 구성할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용

해석에 사용되는 온도 별 히스테리스 루  실험 데이

터를 구하는 것은 실험 구축  수행의 어려움이 존재

한다. 이러한 부분을 일반 인 기본 인장실험 결과를 

기반해 선형이동모델과 비선형이동모델을 결정하는 방

법이 제안된 바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기반

해 SA516-Gr70 재료경화 모델을 구성하고 그 향을 

비교하 다.

  SA-516 Gr.70의 각 온도별 인장물성은 Fig. 10과 

같이 사용하 으며 선형이동경화 물성과 비선형이동 경

화 물성은 Table 7과 같이 용하 다. 용 해석에 

용된 물성은 각 경화 모델에 의한 기계  물성의 차이

가 용되며 이외의 다른 입력 물성은 동일하게 사용되

었다.

4. 결과  고찰

4.1 입열모델에 의한 용 해석결과

  기술된 입열 모델들의 해석  결과 차이를 비교하기 

해 열 분포 모사 그리고 시편의 변형  잔류응력 측

정 결과와 비교하 다. 입열 모델에 의한 향을 분석

하기 해 용 시편의 HAZ(Heat Affected Zone) 미

세조직을 매크로(macro)하게 찰하여 A1 변태  이

상의 온도 이력을 받는 범 를 측정하 다. Fig. 14와 

같이 용 시험편의 단면에서 A1 변태  이상의 온도 

향 범 가 용융선으로부터 약 2mm 정도가 되는 것

으로 확인하 다. 

  해석모델에서는 해석 내 요소 이 용 공정  겪

는 최  온도 이력을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를 구 하기 한 User-subroutine을 구축  용하

여 HAZ를 구분하 다. 해석결과는 일반 인 탄소강의 

A1 변태  온도와 유사한 수 인 730℃으로 기 하

고 그림에서 회색부가 기 온도 이상을 겪는 역이다.

Original 
yield
surface

Isotropically
hardened yield 
surface

Fig.12  Isotropic hardening model22)

Original 
yield
surface

Kinematically
hardened yield 
surface

Fig.13  Kinematic hardening mode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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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는 HAZ 경계 비교 결과이며 Goldak의 이

 타구형 열원모델을 이용한 입열 모델에서는 용융부

의 깊이 방향으로는 입열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지만 시편의 비 방향의 열 달 모사는 어려운 것으로 

찰된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언 되었

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제안된 바 있

다16). 용 비드에 직  체   표면 열속을 용융부 요

소에 입력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HAZ 분포의 체 인 

형상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기존 실험보다 비교  넓

은 역에 HAZ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Goldak 

열원모델과 동일한 입열량과 용 효율이 용되지만 열

해석 모사에서 해석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열속을 기반한 입열모델을 용하는 경우 용융

부의 형상에 따라 실제 입열 모사와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요소해석 수행 시 해석 상의 

한 입열모사에 한 다양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Prager 
(Linear kinematic)

Temperature [℃] σ0 [MPa] C γ

20 368.0 3168.8 -

100 333.0 2869.1 -

200 315.0 2580.5 -

400 240.0 1818.1 -

500 128.0 1698.9 -

600 89.0 167.6 -

1100 40.0 31.1 -

1300 15.0 15.5 -

1500 3.08 0.01 -

A&F
(Non-Linear kinematic)

20 368.0 12759.4 23.7

100 333.0 11297.7 23.4

200 315.0 8659.4 19.9

400 240.0 4286.7 14.0

500 128.0 4361.6 15.3

600 89.0 996.6 35.4

1100 40.0 124.2 23.7

1300 15.0 62.3 23.8

1500 3.08 0.05 23.1

Table 7 Kinematic hardening parameters for SA516-Gr.70

           

              (a) Sectional investigation of welding specimen   (b) Goldak’s model

           

                           (c) Body flux and surface flux model         (d) Temperature boudary model

Fig. 14 Comparison of HAZ distribution for heat inpu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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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용융부 요소에 온도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일정 단면을 

지나가는 시간 동안 녹는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모

델을 용한 경우에는 실험과 유사하게 HAZ 역을 도

출하는 입열모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Fig. 14(d)) 

이것은 앞에서 비교된 열속을 이용하는 모델들에서 발

생하게되는 체  형상에 따른 입열 모사의 차이가 배재

되어 단면에 나타나는 열  거동이 실제 열  분포와 

유사하게 모사되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입열량의 정량화에 한 이론  설명의 어려움이 존재

한다. 온도경계조건을 용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용한 방법과 같이 홈용  시편 등의 검증 방법을 이

용해 실제 용된 용 조건을 모사하는 검증작업이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변형량과 응력 비교에서는 Fig. 15에 제시된 추출선

에서의 결과를 도출해 비교하 다. 입열 모델 별 변형 

 잔류응력 비교 결과는 Fig. 16에 나타내었다. 입열

모델에 따른 변형량의 비교에서는 Goldak 입열모델을 

용한 경우 Fig. 16(a)와 같이 측정한 변형 결과와 

유사한 수 으로 측됨이 확인된다. 하지만 용융부 요

소에 직  체   표면 열속으로 입열하는 모델의 경

우, Pass 별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변형량이 측정결과

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Fig. 16(c)) 

이 비교 결과는 HAZ를 통한 입열모사에 한 비교 결

과의 경향성이 변형에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 용 해석에서 입열량에 

한 단순 이론  용은 변형에 해서는 실제 입열 

조건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유한요

소 해석 수행 시, 열속 기반의 해석에서는 용융부 비드

의 형상과 입열 모델에 한 다양한 변수에 해 고찰

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용융부 요소에 온도경계조건

을 용한 경우에도 시편 단면을 통해 HAZ 모사 역

은 유사했으나 변형 결과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된다.(Fig. 16(e)) 이는 온도경계조건을 용하는 

경우, 1개 Pass를 한번에 생성되는 모사 방법으로 

체 변형에 있어서 다른 거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

다. 즉 축 칭 모델이나 평면변형, 평면응력 등의 조건

이 아닌 3차원 형상의 용 해석에서는 온도경계조건을 

이용하여 변형량을 측  평가하는 것은 하지 않

을 것으로 단된다.

  잔류응력의 수 에 하여 비교하기 에 고려할 사

항이 있다. 용 잔류응력 비교에서는 측정결과가 

인 수치를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수

행된 용 잔류응력 비교를 한 잔류응력 측정값인 

HDM 측정 결과가 인 기 이라고 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잔류응력의 경우 정확한 값에 

한 기 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재까지는 없으며 

경향성 정도를 단하는 결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입열 모델에 따른 잔류응력 분포 형상 

즉 경향성(+,- 구배 경향)은 방법에 따라 큰 차이없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응력 수

은 입열모델 별 차이가 나타난다. Fig. 16(b), (c), (d)

는 각 입열 조건에 한 잔류응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입열모델에 따라 HAZ의 차이가 도출된 

바와 같이 입열모델에 의한 열 분포의 모델 별 차이에 

의해 잔류응력 유도에 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단된다.

  열속(Flux) 기반의 입열 모델은 응력 분포 수 이 

비교  완만한 수 으로 도출되지만 온도경계조건을 이

용하는 해석에서는 응력수 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상

으로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열속 

기반의 해석이 순차 인 3차원 으로 입열 모사가 되

어 격한 경화거동을 나타내지 않았고 온도경계조건의 

해석을 용하는 경우, 한층이 한번에 입열모사가 되면서 

격한 재료의 경화거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Fig. 17은 입열방법 별 등가소성변형률(Equivalent 

plastic strain)의 분포를 비교하 다. 각 조건에 따라 

분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열속을 

         

Fig. 15 Measuring residual stre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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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두 방법은 체 으로 보면 유사한 분포를 나타

내지만 체   표면 열속을 입열하는 방법의 경우 변

형분포가 넓은 역에 분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된다. 한 온도경계조건의 용 시 용융부 주변으로 

크게 변형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결과

가 용  후 잔류응력 분포가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됨

을 확인할 수 있다. 

4.2 재료경화모델에 의한 용 해석결과

  기술된 재료경화모델 용에 의한 해석  결과의 차

이를 비교하기 해 입열모델은 Goldak 모델을 일

으로 용해 비교하 다. 각 재료경화모델 별 차이를 

분석하기 해 변형량과 응력을 Fig. 18에 나타내었다.

  등방경화모델의 경우 주어진 입열조건에 의해 변형량

이 실험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잔류응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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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oldak’s model                     (b) Goldak’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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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ody & Surface flux                                        (d) Body & Surface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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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emperature boundary                                                        (f) Temperature boundary

Fig. 16 Comparison of deformation and welding residual stress results according to heat inpu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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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용  Groove 5mm에서는 측정값보다 상 으로 

높은 응력을 측하지만 30, 60mm 역에서는 측정

치와 유사한 응력을 측하는 것 평가된다.

  선형이동경화  비선형이동경화 조건에서는 등방경

화 조건에 비해 용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변형량의 

오차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것은 용융부에서 용  공정에 의해 Pass 별 수축되는 

힘의 크기가 낮게 작용되어 나타나는 상으로 단된

다. 즉 본 연구에서 용한 평  홈 용 에 경우, 이동

경화 모델의 경우 기 변형은 유사하게 모사되는 것으

로 평가되지만 다층 모사에서는 변형 모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이동경화 모델을 용하는 경우 용

에 의한 경화 거동모사가 변형모사에 한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형이동경화  비선형이동경화 두 조건에 의한 변

형과 잔류응력의 크기 차이는 홈 용  주변에서는 나타

나지만 30, 60mm 역에서는 유사한 수 으로 평가

된다. 즉, 본 연구에서 용된 형상에서는 이동경화 모

델의 경우 선형이나 비선형경화 조건에 한 차이가 크

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Fig. 19에서와 같이 재료경화모델에 한 등가소성

변형률 분포 비교에서는 비선형이동경화 조건이변형률 

변화량이 큰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잔류

응력 수 은 등방경화에 비해 낮은 수 을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이동경화 거동이 용되어 

잔류응력의 분포가 결과에 반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용된 평  홈 용 의 결과를 모든 경우

에 해 일원화하여 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용 잔

류응력구배에는 구속에 향이 크게 나타나며 용  공정

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구조물의 용 에 

한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재료경화모델 용을 한 

다양한 민감도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4.3 GTA 용 해석에 미치는 입열모델  재료
경화거동의 향 고찰

  실제 용 구조물의 손기구에 한 정량 평가를 

해 잔류응력 해석 수행 시, 작업이 완료된 용 부의 입

열 방법에 한 성(입열량 산출 등)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부분을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과 같이 간

단한 용 시편에 입열조건을 반 해 변형을 측정하고 

탄소강/ 합 강의 HAZ 미세조직을 매크로(macro)하

게 찰하는 방법은 용 해석의 성 평가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오스테나이트계 스

테인리스강의 경우 상변태가 없어 HAZ 미세조직 찰

을 통해 입열 기 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입열량 기 을 

명확히 고려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개발된다면 스테

인리스강 용 잔류응력 해석의 입열조건의 정 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열  모사 분포의 비교를 통해 입열 모델에 따라 용

해석결과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

으로 열속을 이용한 입열 모델을 용하는 경우 입열

량에 한 정량화에 한 편의성은 있지만 실제 열 분

포 조건과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입

열 조건에 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반면 

온도경계조건 방법을 용하는 경우 열 분포는 유사하

게 모사할 수 있으나 입열량에 한 정량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특히 입열 방법에 따른 변형의 

결과는 열속을 이용한 두 방법의 경우, 변형의 경향성

이 유사하게 나타남이 확인되지만 온도경계조건을 사용

하는 방법은 변형측면에서의 측  평가에는 용이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측정결과와 비교된 용 시편의 잔류응력 해석 결과에

서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잔류응력의 결과의 경향성

(+,- 구배)은 차이가 없었으나 이동경화거동을 용함

에 따라 응력 수 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특

히 온도경계조건으로 입열을 하는 경우 응력 측면에서

는 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방법이 주

로 용되는 축 칭 형상(배   용기)의 용 부의 잔

류응력평가에서는 잔류응력결과의 보수성을 나타낼 것

으로 단된다. 이와 달리 형상의 비 칭성이 존재하고 

변형에 한 평가이 필요한 경우는 3차원 열원 이동 

 열속 입열 방법을 용하는 것이 하다고 단된다.

 

                     (a) Goldak’s model                       (b) Body & surface flux                            (c) Temperature boundary

Fig. 17 Comparison of equivalent plastic strain according to heat inpu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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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sotropic hardening (b) Isotropic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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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inear kinematic hardening                (d) Linear kinematic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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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f) 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Fig. 18 Comparison of deformation and welding residual stress results according to material hardening properties

  

              (a) Isotropic hardening            (b) Linear kinematic hardening    (c) 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Fig. 19 Comparison of equivalent plastic strain according to heat inpu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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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경화 모델에 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평가에서는 

용 에 의한 구조물 거동을 모사하는데 차이가 나타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용 부 변형 거동에 한 모사

는 본 연구에서 용한 평  홈용 의 경우 등방경화 

모델에 경우 실험값과 일치하고 이동경화모델 용으로

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연구된 하나

의 결과로 변형에 한 재료경화거동의 성을 단

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추가 인 부분에 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열모델  재료경화모델 용이 유

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용 해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자 하 다. 이를 해 비교평가가 가능한 용 시편을 

제작해 해석결과와 비교, 평가하 다. 용 잔류응력  

변형 해석을 해 제안되고 있는 입열 방법이 나타내는 

경향  재료경화모델 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Goldak 입열모델, 용융부 체  열속 입열과 같은 

열속(Flux) 기반의 입열 모델을 용하는 경우는 실제 

열  모사 분포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한

요소 내 용융부 요소 크기, 형상에 의한 실제 입열량에 

한 세 한 분석  용이 필요하다.

  2) 입열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변형 측 거동의 차

이는 등가소성변형의 분포  재료의 경화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복합 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특히, 온도경계조건을 용한 입열 방법의 경우, 변형

량의 차이는 실제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3) 잔류응력분포에서는 입열방법에 따른 잔류응력의 

경향성(+, - 구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응력 수

에 해서는 다양한 수 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특히, 온도경계조건을 용하는 경우 

응력수 이 용 부 주변에서 비교  높은 수 의 보수

인 응력을 유도될 수 있다.

  4) 재료 이동경화모델의 용은 등가소성변형률 분

포에서 상 으로 등방경화모델에 비해 용 부 주변의 

변형률 변화량이 큰 것으로 평가되지만 분포되는 잔류

응력 수 은 등방경화에 비해 낮은 수 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결과는 용 해석에서의 변형률 수

이 재료의 이동경화거동이 반 될 수 있는 수 임이 

확인할 수 있다. 즉 재료경화모델은 실제 잔류응력해석

을 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용된 평  홈 용 과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모든 경우에 해 일반화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단되며 이에 한 다양한 추가 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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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감소에 의한 최근 북극 항로 

개척과 심해  자원개발의 활성화로 해양 랜트의 수요

가 늘고 있다. 해양 랜트는 상 으로 높은 온도인 

해수면 일 에서 온의 심해 에 이르기까지 사용 온

도 범 가 넓어서, 상온뿐만 아니라 온에서도 우수한 

기계  특성이 요구된다. 일반 으로 기계  특성의 향

상을 해 합 조성을 변화하여 강재를 개발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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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HAZ microstructure and low temperature impact toughness of bainitic steel 
plates was investigated. The Steel with high carbon content and finish cooling temperature has a higher volume fraction
and large packet size of granular bainite compared to the steel with low carbon content and finish cooling 
temperature. The room 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of the two steels are similar, mostly because the microstructure 
is composed of acicular ferrite having fine grains. On the other hand, the low temperature Charpy absorbed energy 
of two steels showed a big difference. As the test temperature decreased, the Charpy absorbed energy of the steel with 
high carbon content and finish cooling temperature decreased more rapidly than the steel with low carbon content 
and finish cooling temperature. This is due to the high volume fraction of granular bainite and large packet size of 
granular bainite in the steel with high content and finish cooling temperature. HAZ specimens have a very complex 
microstructure with a mixture of acicular ferrite, granular bainite, and bainitic ferrite through the rapid cooling 
process. In the HAZ specimen with high carbon content, more volume fraction of granular bainite + bainitic ferrite was
formed, and the packet size of granular bainite + bainitic ferrite was also coarse. Because of this result, the HAZ speci-
men with high carbon content has low Charpy absorbed energy compared to the HAZ specimen with low carb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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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강도를 한 합  원소 첨가는 용 성에 악 향

을 미치므로 합 조성 변화 외에도 강재의 제조 공정조

건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제어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고, 이에 한 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1-5).

  강재의 고강도화를 이루면서도 용 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1980년 부터 TMCP(thermo-mechanical con-

trol process)가 개발되어 용되고 있다. TMCP는 

기존 강재 비 탄소당량을 갖도록 탄소  합  원

소 함량을 낮추면서 강재의 강도와 인성을 동시에 향상

되도록 도입한 공정으로 압연조건과 냉각조건 제어를 

통한 미세조직 제어가 TMCP공정의 핵심이다. TMCP

는 조압연-사상압연-가속냉각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 조압연 단계에서는 슬라 (slab)를 오스테나이트 

재결정온도 역에서 압연패스에 의해 입도를 미세화한

다. 등축형태의 결정립을 형성하며, 재결정 구간의 압

연온도에 따라 오스테나이트 결정입도가 달라진다. 이

러한 재결정 발생의 유무는 압하율에 향을 받으며, 

일반 으로 압하율이 작을수록 재결정의 발생도 억제된

다. 사상압연 단계에서는 압하량과 압연패스 수를 제어

하여 강 의 두께를 조 하며 압연한다. 미재결정 역

의 압연패스에 의해 연신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은 입

계의 면 을 늘려주고 입내 변형에 의한 변형띠를 만든

다. 변형띠와 입계는 핵생성 사이트로 되어 미세한 미

세조직을 얻게 된다

  다음 연속공정인 가속냉각공정은 높아진 도와 

빠른 냉각속도에 의한 과냉으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

와 입내 변형 에서 미세한 결정립도를 갖는 페라이트 

 베이나이트 등의 온변태상의 핵생성  성장이 활

발하게 일어나, 압연에 의한 이방성을 어느정도 해소한

다. 이와 같이 TMCP공정에 의해 제조된 강은 결정립

의 크기를 미세화할 수 있으며 높은 강도를 갖는 미세

한 패킷(packet)들로 구성된 온변태상을 형성하여 

비교  낮은 탄소 당량을 유지하면서도 기계  특성을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6-9).

  가속냉각공정은 통상 으로 냉각 시작 온도(start 

cooling temperature)와 냉각 종료 온도(Finish cool-

ing temperature)을 각각 설정하여 특정 상변태 온도

구간에서 핵 생성의 구동력을 결정하게 된다6,7). 냉각 

속도 역시 제어할 수 있으나, 100 mm 두께의 후 은 

재 두께가 두꺼운 탓에 그 냉각 속도의 제어에는 물

리 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속냉각공정의 냉각 시작 

온도는 미세조직의 핵 생성 시작온도로서 베이나이트 

변태시작온도 인근으로 설정하게 되고, 냉각 종료 온도

는 미세조직의 분율  형상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높은 냉각 종료 온도를 가질 경우, 과

냉이 어 온변태상이 비교  게 형성될 것이고, 

낮은 냉각 종료 온도를 가질 경우, 보다 가속 냉각이 

오래 지속되어 온변태상을 더 많이 형성하고, 미세조

직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같은 미

세조직의 분율, 형상 그리고 크기는 기계  특성에 

향을 미친다.

  TMCP로 제조된 강재의 기계  특성이 우수하더라

도 용 공정에서 가해지는 입열로 인해서 기계 특성이 

열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열 향부(heat af-

fected zone, HAZ)  CGHAZ(coarse grain heat 

affected zone)에서 기계  특성의 열화가 심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 리 알려져 있다10,11). 이같은 용 열

향부의 미세조직은 용  의 기미세조직의 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용 열 향부의 기계  특성을 향

상시키기 해서는 용  의 미세조직이 HAZ 미세조

직형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후 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두께 방향에 따라 온도 구배가 

발생하여 미세조직형성이 복잡해지는데, 부분의 연구

는 두께 50 mm이하의 강재에 해 이루어져 이를 

과하는 두께를 갖는 후 의 연구 사례는 많지 않은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께 100 mm의 해양 랜트

용 철강의 TMCP공정  냉각 종료 온도를 달리하여 

제작한 2 강재의 모재와 CGHAZ 모사한 HAZ시편의 

미세조직을 찰하 다. 모재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

기 해서 인장 시험을 실시하 으며, CGHAZ의 기계

 특성 평가를 해서 비커스 경도 시험을 실시하고, 

온 충격 인성을 평가하기 하여 -40℃에서 샤르피 

충격 시험을 실시했다. 이 결과를 통해 미세조직과 기

계  특성의 상 계를 규명하고, 철강의 미세조직과 

기계  특성에 미치는 냉각 종료 온도의 향을 조사하

다.

2. 실험 방법

2.1 강재  HAZ모사 시편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의 화학 조성과 제조공정을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2 종류의 강재는 

탄소의 함량이 다르며, 나머지 합 원소의 함량은 비슷

한 수 이다. 탄소 함량이 0.07 wt.%로 높은 강을 H 

Steel C Si Mn P+S Others Ceq (%)

H 0.07
0.1 1.7 <0.01

Ni, Cu, Cr, Mo,
Al, Ti, Nb, V

0.437

L 0.05 0.426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steels.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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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으로, 탄소 함량이 0.05 wt.%로 낮은 강을 L 강으

로 명명하 다. 탄소 함량의 차이로 탄소당량도 H 강

이 L 강에 비해서 높다. 제조공정에서는 냉각 종료 온

도를 달리하 으며, H 강의 냉각 종료 온도는 400 ℃

로 L 강의 냉각 종료 온도인 300 ℃보다 높다. 2 강

은 모두 1050 ~ 1125 ℃에서 2시간 동안 오스테나

이트화 처리를 하 고, 열간 압연 공정에서 300 mm 

두께의 슬라 를 100 mm로 압연하 다. 이후 700 ~ 

800℃에서 수랭을 시작하 고, 심부의 냉각 속도는 

3 ℃/s이다. 

  HAZ 시편을 모사하기 해서 Fig. 1의 열 사이클을 

용하여 MTCS(metal thermal cycle simulator) 장비 

(thermorestor-W, Fuji Electronic Industrial Co., 

Tokyo, Japan)로 CGHAZ(coarse-grain heat af-

fected zone)조직을 구 하 다. MTCS 시편 형상은 

직사각기둥 형태이고, 시편의 크기는 11 × 11 × 60 mm

이다. 시편의 심부에 열 를 붙인 후, 열 사이클 

용을 해서 시편을MTCS 장치의 고주  유도 가열 

코일을 심부에 치시킨다. 열 사이클 모사 실험을 

한 MTCS 장치의 내부는 진공으로 제어한다. MTCS 

장치의 압을 증가시켜 온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질소 는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여 냉각을 제어한다. 

이 때의 열 사이클로 용된 입열량은 8 ~ 10kJ/cm

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해양 랜트용 철강의 용 에 주

로 사용되는 럭스 코어드 아크 용 (FCAW, flux 

cored arc welding)조건을 모사한 것이다. HAZ 시편

들은 강재명 뒤에 ‘-HAZ’를 붙여서 표시하 다.

2.2 미세조직 분석  기계  특성 평가

  시편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기 해서 후 의 두께 심

부 치에서의 L-T 면(longitudinal-transverse plane)

을 2000 grit의 사포로 연마하고, 1 ㎛ 다이아몬드 서

스펜션으로 연마한 뒤 2 % 나이탈 용액(질산+에탄올)으

로 에칭하여 학  주사 자 미경 (scanning elec-

tron microscope)으로 찰하 다. 각 상의 구분 방

법과 상분율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 미경으로 

찰된 조직사진으로 체 으로 상을 구분하고, 주사

자 미경으로 찰된 조직사진으로 더욱 정 하게 상

을 구분하 다. 페라이트와 탄화물의 형태학  분류를 

따라 베이나이트계 상을 구분하 다6,7). 학 미경으

로 찰된 4장의 사진으로 각 상을 구분하고, 이 사진

들의 각 상의 분율은 이미지 분석 로그램(Sigma 

Scan pro, Systat Software Inc.)으로 측정하 다. 

베이나이트계 조직의 특성 상 오차가 큰 것을 감안하여 

5~10% 단 로 반올림하여 각 상분율을 나타내었다. 

이차상의 경우, 분율이 낮아서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모재 인장 시편은 T 방향(transverse direction)으

로 체 두께의 상 시편으로 비하 고, 상온에서 

변형 속도 10-3/s로 인장 시험을 실시하 다. 비커스 

경도 시험은 300 gf의 하 으로 측정하 다. 모재의 샤

르피 충격 시편은 후 의 두께 심부 치에서 T-L 

방향(transverse-longitudinal direction))으로 ASTM 

E23규격에 맞추어 55 × 10 × 10 mm의 표  크기의 

시편으로 비하 다. 모재는 0 ~ -80 ℃에서 샤르피 

충격 시험을 실시하 고, HAZ 시편은 -40 ℃에서 샤르

피 충격 시험을 실시하 다. 해양 랜트용 후 은 HAZ 

샤르피 흡수 에 지가 46 J 이상이 되는 온도에 따라

서 등 이 나뉜다. ‘E’ 등 의 경우, -40 ℃에서의 샤르피 

흡수 에 지가 46 J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결과  고찰

3.1 모재 미세조직  기계  특성

  Fig. 2와 3에 2강의 미세조직을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여 나타내고, 이로부터 측정된 

상분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2 강은 침상형 페라

이트(acicular ferrite, AF)로 기지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약간의 입상형 베이나이트(granular bainite, 

GB)와 이차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차상은 탄화물, 

질화물, 마르텐사이트, Martensite-Austenite con-

Steel
Reheating

temperature
(℃)

Start cooling 
temperature

 (℃)

Finish cooling 
temperature 

(℃)

Cooling 
rate

(℃/s)

H
1050 ~ 1125 700 ~ 800

400
3

L 300

Table 2  Rolling and cooling conditions of the steels

Time (s)

↗ 100 ℃/s

T
em

pe
ra

tu
re

 (
℃

)

1350

800

500

200

→ 5 s

↘ 55 ℃/s

↘ 30℃/s

↘ 10 ℃/s

Time (s)

↗ 100 ℃/s

T
em

pe
ra

tu
re

 (
℃

)

1350

800

500

200

→ 5 s

↘ 55 ℃/s

↘ 30℃/s

↘ 10 ℃/s

Fig. 1  Schematic diagram of weld thermal cycles of the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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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uent 등의 미세한 경질상이다. H 강은 L 강에 비

해서 GB의 분율이 높으며, 이차상의 분율은 낮다. H 

강의 GB 패킷의 크기는 50 ㎛ 정도이고, L 강의 GB 

패킷의 크기는 30 ㎛ 정도로 작다. Fig. 3의 주사 자

미경 사진에서 AF가 주로 형성된 부분과 GB가 주

로 형성된 부분을 확 하여 찰하 다. AF 결정립 크

기는 5 ㎛ 정도로 미세하다. 반면 GB 가 형성된 부분

은 비교  조 한 패킷의 GB가 내부에 이차상을 포함

하고 있으며 결정립계 등에 이차상이 나타난다. H 강

은 L 강에 비해서 탄소 함량도 높고, 냉각 종료 온도

도 높다. 탄소는 오스테나이트에서 페라이트로의 상변

태를 억제하고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 같은 온 

변태 조직의 형성을 진시키므로 다량 첨가 시, 인성

에 좋지 못한 향을 다고 알려져 있다. 즉, 탄소 함

량의 증가는 CCT 곡선을 오른쪽 아래로 이동시키고 

온변태조직의 형성을 진시킨다12-14). 한 높은 냉

각 종료 온도는 온 변태 조직의 조 화에 유리하다. 

따라서 H 강은 GB의 분율이 L 강에 비해 높고, GB 

GB

AF
GB

Second phases

AF

H steel

L steel

(a)

(b)

Second phases

50 ㎛

50 ㎛

Fig. 2  Optical microstructure of the (a) H and (b) L 
steels. (AF : acicular ferrite, GB : granular bainite)

H steel L steel

AF

AF

Second phases

10 ㎛

AF

Second phases

10 ㎛

GB

AF Second phases

10 ㎛

GB AF

Second phases

10 ㎛

Fig. 3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icrostructure of the H and L steels. (AF : acicular ferrite, GB : granular 
bainite)

Steel
Acicular 

ferrite (%)
Granular 

bainite (%)
Second 

phases (%)

H Bal. 10 5.9

L Bal. 5 6.7

Table 3 Volume fractions of microstructure of the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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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의 크기도 L강에 비해서 크다. 

  2 강의 상온 인장 특성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2 

강은 GB의 분율과 패킷 크기에서 차이가 있지만 90% 

이상이 AF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장 특성의 차이는 거

의 없다. 2 강의 항복강도는 455 MPa, 인장 강도는 

590 MPa, 연신율은 25% 정도로 비슷한 수 이다. 

하지만 샤르피 충격 특성은 차이를 보 는데, Fig. 4

에서 시험 온도별 샤르피 흡수 에 지를 살펴보면, 

온으로 갈수록 H 강의 샤르피 흡수 에 지가 L 강의 

샤르피 흡수 에 지에 비해서 더 격하게 감소하고 있

다. 0 ℃ 에서의 평균 샤르피 흡수 에 지는 L 강이 

350 J, H 강이 250 J 정도로 100 J 이상 차이가 난

다. 온으로 갈수록 샤르피 흡수 에 지는 감소하여 

-80 ℃ 에서의 샤르피 흡수 에 지는 L 강은 편차는 

있지만, 250 J이상 나타나기도 하지만, H 강은 100 J 

이하로 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샤르피 흡수 에 지의 차이는 온 인성이 낮

은 GB 조직의 분율과 패킷 크기 때문이다. GB과 같

이 유효결정립(effective grain)이 큰 조직을 갖는 철

강은 취성 괴가 발생할 때 단  균열 길이(unit 

crack path)도 유효결정립의 크기와 같이 증가하게 

되어, 괴  에 지도 낮다고 알려져 있다15,16). 

GB 분율이 높고, GB 패킷 크기가 큰 H 강은 L 강에 

비해서 온 인성이 낮고, 특히 -80 ℃와 같이 취성 

괴가 일어날 때에는 그 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연성 괴가 주로 발생하는 0 ℃ 에서도 GB의 차이가 

샤르피 흡수 에 지의 차이를 일으키지만, 취성 괴가 

주로 발생하는 -80 ℃나 연성-취성 천이가 일어나는 

간 온도에서는 H 강의 샤르피 흡수 에 지는 크게 

감소한다. 즉 취성 괴 시 균열의 에 취약한 조

한 GB 패킷을 따라서 격한 균열이 되어 높은 

GB 분율과 큰 GB 패킷 크기를 가지는 H 강에서 L 

강에 비해 낮은 샤르피 흡수 에 지가 나타난다. 

3.2 HAZ 미세조직  기계  특성

  HAZ 시편들의 미세조직을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여 Fig. 5와 6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들 미세조직 사진으로부터 측정된 상분율을 Table 5

에 나타내었다. HAZ 시편들의 경우, 열과 랭으로 

AF가 기지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GB와 베이나이트계 

AF

L-HAZ

(a)

GB + BF

AF

GB + BF

H-HAZ

(b)

100 ㎛

100 ㎛

Fig. 5 Optical microstructure of the (a) H-HAZ and (b) 
L-HAZ specimens. (AF : acicular ferrite, BF : 
bainitic ferrite, GB : granular bainite)

Table 5 Volume fractions of microstructure of the HAZ 
specimens

Specimen
Acicular ferrite 

(%)
Granular bainite + 
Bainitic ferrite (%)

H-HAZ Bal. 50

L-HAZ Bal. 30

Steel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H 456±7 597±2 25±1

L 455±5 590±1 2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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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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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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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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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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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J

)

Temperature

-80 -60 -40 -20 0

H steel

L steel

Fig. 4 Charpy impact energy of the steel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able 4 Tensile and Charpy impact properties of the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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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이트(Bainitic ferrite, BF)가 일부 혼재되어 나

타나며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갖는다. H-HAZ 시편은 

GB+BF 분율이 50%로, L-HAZ 시편의 30%에 비

해 높다. 한 HAZ 시편들에서의 GB+BF 패킷은 그 

크기가 50~100 ㎛ 정도로 조 하다. Fig. 6의 AF가 

주로 나타나는 역과 GB+BF가 주로 나타나는 역

을 찰한 사진에서 AF 결정립의 크기, GB+BF의 형

태, 이차상의 크기 등을 찰할 수 있다. 모재와 달리 

HAZ 시편의 AF는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짧

은 축이 1~2 ㎛ 정도이고, 긴 축은 10 ㎛ 정도의 길

이를 갖는다. AF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이차상은 모재에 

비해 더욱 미세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GB+BF 

조직은 일부 방향성을 가지며 이차상이 분포되어 있으

나, 무작 한 방향으로 둥 게 형성된 이차상도 혼재되

어 나타난다. 

  HAZ 시편의 경우, 열을 통해서 오스테나이트로 

미세조직은 변화한다. 이 때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

인 탄소 함량이 높은 H 강이 L 강에 비해 더 빠르게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역변태 된다. 이 후 랭의 과

정을 겪으며, 온 변태 조직이 형성되는데, 비교  빠

른 냉각으로 AF가 모재와 달리 길쭉한 형태로 형성되

고, GB 보다는 빠른 냉각속도에서 형성되는 BF도 형

성되게 된다. 이 때 탄소 함량이 높은 H 강에서는 더 

많은 BF가 형성되게 되고, 이들은 이후 GB와 혼재되

며 형성된다. 

  HAZ 시편들의 비커스 경도와 -40 C에서 샤르피 충

격 시험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HAZ 시편

들의 비커스 경도는 280 Hv 정도로 비슷하 다. 하지

만, 온 샤르피 흡수 에 지는 그 차이가 컸다. H- 

HAZ 시편의 -40 ℃ 샤르피 흡수 에 지는 9 J로, 

L-HAZ 시편의 118/46 J에 비해 매우 낮다. 샤르피 

충격 시험으로 단된 HAZ 시편을 주사 자 미경으

로 찰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H-HAZ 시편은 

-40 ℃ 샤르피 흡수 에 지가 9 J인 시편을, L-HAZ 

시편은 -40 ℃ 샤르피 흡수 에 지가 46 J인 시편을 

찰하 다. HAZ 시편들 모두 샤르피 흡수 에 지가 

가장 낮은 시편의 면을 찰하 으며, 균열 개시부와 

H-HAZ specimen L-HAZ specimen

AF

Second phases

10 ㎛10 ㎛10 ㎛10 ㎛

AF

Second phases

10 ㎛10 ㎛10 ㎛10 ㎛

GB + BF

Second phases

10 ㎛10 ㎛

GB + BF

Second phases

10 ㎛10 ㎛

Fig. 6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icrostructure of the HAZ specimens. (AF : acicular ferrite, BF : bainitic fer-
rite, GB : granular bainite)

Specimen
Vickers 

hardness (Hv)

Charpy impact 
energy (J)

[1st/2nd]

H-HAZ 279±23 9/9

L-HAZ 284±11 118/46

Table 6 Vickers hardness and Charpy impact energy at 
-40 ℃ of the HAZ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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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부를 구분하여 찰하 다. 균열 개시부는 

HAZ 시편들 모두에서 미세한 딤 이 나타나며 연성

괴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균열 부에서

는 딤 과 함께 벽개 면도 찰된다. 벽개 면의 크

기는 50 ㎛ 이상이다. 

  일반 으로 HAZ 에 형성되는 온 변태 조직에서 

AF는 결정립이 미세하고, 무작 한 방향으로 결정립이 

분포하기 때문에 인성이 우수하며, 취성 괴가 일어나

더라도 균열  경로를 길게하여 온 인성에 유리하

다. 반면, GB나 BF는 패킷의 크기가 크고 결정립 내

부의 이차상 는 아결정립의 성장 방향이 비슷하기 때

문에 취성 괴가 발생하면 균열  경로가 직선 으

C
ra

ck
 p

ro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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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

n 
 

di
re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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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 Crack initiation region

(2) Crack propagation region

Notch

H-HAZ specimen L-HAZ specimen

9 J 46 J

(1) Dimple 

20 ㎛20 ㎛

Dimple

20 ㎛20 ㎛

(2)

Dimple 

Cleavage

20 ㎛20 ㎛

Dimple 

Cleavage

20 ㎛20 ㎛

     Fig. 7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ractographs of the fractured Charpy impact tests at -40 ℃ for the HAZ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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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빠르게 진행하여 온 인성에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

다15,16). 본 연구에서도 H-HAZ 시편이 높은 GB+BF 

분율을 가지며, 그 패킷의 크기도 조 하여서 L-HAZ 

시편에 비해 낮은 -40 ℃ 샤르피 흡수 에 지를 갖는

다. 모재와 HAZ 시편을 비교하면, 상온에서 측정된 

인장 특성  비커스 경도는 온 변태 조직의 분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측정된다. 하지만 샤르피 

흡수 에 지는 GB나 BF의 분율과 패킷의 크기에 큰 

향을 받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 함량과 냉각 종료 온도를 달리하

여 두께 100 mm의 해양 랜트용 철강을 제조하고, 

모재와 CGHAZ 시편의 미세조직과 기계  특성을 평

가하고, 이들의 상 계를 조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

었다. 

  1) 탄소 함량과 냉각 종료 온도가 높은 H 강은 L 

강에 비해 GB의 상분율이 높으며, GB 패킷의 크기도 

크다. 상온 인장 특성은 2강이 비슷한 수 이었는데, 

이는 부분 기지조직이 미세한 결정립의 AF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온 샤르피 충격 특성은 큰 

차이를 보 는데, 온도가 감소할수록 H 강의 샤르피 

흡수 에 지가 L 강의 샤르피 흡수 에 지에 비해서 

더 격하게 감소하 다. 이는 H 강에서의 높은 GB 

분율과 큰 패킷 크기가 취성 괴를 잘 발생시키기 때

문이다. 

  2) HAZ 시편들은 열과 랭으로 AF, GB, BF가 

혼재되어 매우 복잡한 미세조직을 갖는다. HAZ 시편

들의 AF는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차상도 모

재에 비해 더욱 미세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오스

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탄소 함량이 높은 H-HAZ 시

편에서 더 많은 GB+BF가 형성되었고, GB+BF의 

패킷 크기는 매우 조 하다. HAZ 시편들의 상온 비커

스 경도값은 비슷하 지만, -40 ℃ 샤르피 흡수 에

지는 차이가 컸다. H-HAZ 시편은 높은 GB+BF 분

율과 큰 패킷 크기가 취성 괴를 잘 발생시키기 때문

에 L-HAZ 시편에 비해 낮은 샤르피 흡수 에 지를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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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i Grade 5로 명칭되는 Ti-6Al-4V 재질의 이  

용  는 클래딩은 기존 Tungsten inert Gas (TIG) 

는 Electron Beam (EB) 용  방식에 비하여 유리

한 측면이 보고되고 있다1-4). 보고에 의하면 일반 으

로 Ti의 강력한 산화 반응으로 인해 이 재질의 TIG  

EB 용  공정은 고진공 분 기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용  방식은 고출력 이

가 사용되어 한 쉴딩 가스만으로도 Ti 재질 용  

는 클래딩이 가능한 것이다. 즉 이  사용으로 고에

지 도와 출력  고속 용 이 가능한 효과가 창출된

다. 이로 인해 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HAZ) 

역을 좁게 하고 입자 베타 입도 (prior beta grain 

size)를 미세하게 하며 용 부 잔류응력을 낮추는 장

을 발휘한다2,4). 한 고진공 분 기가 아닌 한 쉴

드 가스 제어만으로 용 /클래딩이 가능하므로 이  

용  방식은 자동화를 비롯한 제조 공정의 유연성을 부

여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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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crostructure and phase configuration of Ti-6Al-4V laser cladding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clad-
ding microstructures were divided into the base metal of the substrate and heat-affected zone (HAZ), and the weld 
metal of the weld. However, depending on the location, the microstructure shapes were different, owing to heat 
transfer effects. The final solidification area of the weld metal had a fine structure because of the rapid cooling on 
contact with the air layer rather than at the center. HAZ also exhibited a relatively fine structure, owing to the rapid 
cooling of the substrate contact. All microstructure compositions consisted of a lamellar structure of a lean V-content 
α phase and a rich V-content β phase. The lamellar spacing in the HAZ was 0.5 µm, which was narrower than the 
1.5 µm weld metal. However, the average hardness of the HAZ was lower than that of the 500 HV weld metal be-
cause of the low alloy content in the HAZ area, as it was welded on a pure Ti substrate. The alloy content of the 
weld metal welded using Ti-6Al-4V constituent electrodes was high; therefore, the estimated hardness value was 
high despite the coarse microstructure. In the weld area, cracks were formed in the HAZ because of the pores gen-
erated through the separation of oxides and weld residual stresses. The microstructure, phase configuration, and de-
fects of Ti-6Al-4V laser cladding were identified, and the cladding is useful for the clad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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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6Al-4V 재질은 고강도/고인성  내부식성과 안

정된 고온 특성으로 항공기 부품 등 다양한 고  재질

로 사용되고 있다6,7). Ti-6Al-4V는 6Al의 α상 안정화 

원소와 4V의 β상 안정화 원소가 첨가되어있는 (α+β)

계 합 으로써 용체화  시효의 열처리에 의해 기본

인 기계  특성이 결정되는 재질이다8,9). Ti-6Al-4V의 

이  용 에는 응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열처리 공정

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 부, 열 향부  

모재의 미세조직과 경도 분포와 항복/인장강도의 기계

 특성이 결정된다10-12).

  본 연구에서는 Ti-6Al-4V 재질 ERTi-5 와이어의 

이  클래딩 제작품에 한 조직 구성과 기계  특성

을 고찰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 마크로  마이크

로 조직을 찰하고 경도를 측정하 다. 이  클래딩 

제품의 미세조직은 응고와 열 달에 의해 구성되고, 경

도 분포 등의 특성이 용  조직 구성에 의존하는 것으

로 단된다. 한 이  클래딩 제품에 발생되는 균

열과 기공의 용  결함을 분석하여13), 이  용  공

정의 건 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WPS에서 Ti-6Al-4V 이  클래딩 시제품 용

은 지름 2.4mm 와이어 ERTi-5 [Ti-6Al-4V] 재질

이며 5 layer 이상 층으로 클래딩 하도록 명시된다. 

Ti 소재는 300℃부터 산화되므로 200℃ 이상에서 아

르곤 쉴딩 가스로 산화 억제를 수행해야 한다. WPS로부

터 상된 클래딩 제품은 그림과 같이 W(10) × L(50) 

× T(10)이며, 이를 통해 순수 Ti 기  에 이  클

래딩 시제품을 제작하 다.

  클래드 코리아 자체 조립 제작의 이  용  장비를 

이용하여 클래딩 시제품이 제작되었는데, 용된 력

은 1.0~1.5kW, 압은 25~30V, 류는 40~50A

이다. 쉴딩 가스는 15L/min으로 설정하 으며, 용  

속도는 2m/min으로 작업하 다.  

  Ti-6Al-4V 이  클래딩 시제품 단면에 하여 

학 미경으로 마크로 조직  마이크로 미세조직을 

찰하 다. 여기에 사용된 에칭액은 증류수(100ml)+

질산(2ml)+불산(1ml)을 사용하 다. 그리고 미세조

직은 학 (OLYMPUS BX51M)  주사 자 미경 

(JEOL JP/JSM-7500F)을 이용하여 찰하 고 성

분은 EDS (AMETEK EDAX ELITE)로 분석하

다. 한 시편 용 부, 열 향부  기  모재에 한 

비커스 경도를 (Future Tech JP-FM-7)으로 측정하

다. 

3. 실험 결과

3.1 마크로 조직  경도

  순수 Ti 기  에 Ti-6Al-4V 용  와이어의 이

 클래딩 시제품은 Fig. 1과 같다. Fig. 2는 마크로 

조직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기 을 통한 1st layer로

부터 5th layer 층 클래딩으로 구성된다. 용  클래

딩 부 는 용 부 (weld metal, WM)와 용  열 향

부 (heat affected zone, HAZ)으로 구분되는데, Fig. 

2에서 1번~12번이 WM이며 13번~16번이 HAZ 부

이며 17번은 기  모재에 해당된다. 

  Ti-6Al-4V의 이  클래딩과 GTAW 공정으로 제

작된 시험편의 마크로 조직 비교는 Fig. 3과 같다. Fig. 

3(a)에서 마크로 에칭으로부터 이  용 부 (WM)

의 입도 (결정립 크기)는 최  수 mm에 이르지만, 직

2 cm

Fig. 1 Prototype of Ti-6Al-4V laser cladding

5 mm

Fig. 2  Macrostructure and hardness values of Ti-6Al-4V 
laser cladding; 1st (#1), 2nd (#2~#4), 3rd (#5~#7), 
4th (#8~#10) and 5th (#11)

(a) (b)

5 mm 1 mm

(a) (b)

5 mm 1 mm

Fig. 3 Macrostructure comparison of (a) laser and (b) 
GTAW cladding for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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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법으로 구한 평균 입자 크기는 0.5mm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Fig. 3(b)에서 GTAW 클래딩의 

경우 결정립은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이것의 용

부 입도는 이  클래딩보다 훨씬 크게 평균 10mm 

(길이) × 2mm(폭) 정도로 측정된다. 즉 이  용

의 경우 GTAW 용 보다 작은 입도 조직으로 구성되

는 것이 확인된다. 

  한 Fig. 2에서 용 부 (WM) 경도는 1st layer 

(11번) 부근은 466HV로 비교  낮지만 2nd layer (8

번~10번)과 3rd layer (5번~7번)은 평균 501HV 

정도로 높게 측정된다. 그리고 4th layer (2번~4번)

과 5th layer (1번) 지역의 평균 경도는 490HV로 

간층에 비해 약간 감소한다.

  이에 비해 열 향부 (HAZ) 입도는 마크로 에칭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하며, HAZ인 13번~16번 

지역의 평균 경도는 464HV로 인근의 WM 경도에 비하

여 감소한다. 한 Ti64 기 의 경도는 평균 194HV로 

WM  HAZ 부  경도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2 미세조직

  Fig. 4는 용 부 (1번 6번)와 열 향부 (13번)  

기  모재부 (17번)의 표 인 미세조직을 보여 주는 

것이다. Fig. 4에서 최종 클래딩 5th layer 1번의 경

우 다른 WM 부 에 비하여 입도가 작게 찰되는데, 

이것은 최종 응고의 표면층에서 열 달이 빨랐기 때문

이다. 이에 비해 2nd~4th layer 조직은 Fig. 4의 6번

과 같이 비교  조 한 입도  α상과 β상이 층된 

라멜라 구조로 구성된다. 이것은 클래딩 간층의 경우 

열 달이 느려서 이와 같이 최종 응고의 표면층 (5th 

layer)보다는 조 한 구조로 응고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 열 향부 (HAZ)의 미세조직은 용 부 (WM)

과 마찬가지로 라멜라 구조로 찰된다.

  α상과 β상의 라멜라 층 간격은 WM의 경우 평균 

1.5㎛로 HAZ의 평균 0.5㎛에 비하여 3배 정도 크게 

측정된다. 이것은 HAZ 부 의 열 달 속도가 커서 라

멜라 간격이 WM보다 작은 것으로 단된다. 그런데 라

멜라 층 간격이 조 한 WM의 평균 경도가 500HV 

정도로 HAZ의 464HV 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은 용  

와이어에 강도/경도 보강을 한 성분이 첨가되었기 때

문으로 보여 진다.

  Ti-6Al-4V 클래딩의 기 은 순수 Ti를 사용하 으

며 이것의 모재 (BM) 미세조직은 Fig. 4 (d)의 17번

과 같이 의 용 부 (WM)  열 향부 (HAZ) 미세

조직과 다르게 찰된다. 이것은 기  재의 압연과 

어닐링 열처리 제조 공정에 기인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써 α/β/α/β 층의 라멜라 구조 신에 평균 입도가 

25㎛인 입상 형태의 α상 결정립 구조인 것으로 확인된다.

3.3 용 부 (WM) SEM 미세조직  성분 분석

  용 부 (WM) 부 에 한 SEM 미세조직은 그림과 

같이 α/β/α/β 층의 라멜라 구조이다. 그리고 각 상

에 한 성분을 EDS로 분석한 결과 Fig. 5과 같이 V 

성분의 차이를 보인다. Fig. 5 a와 b에서 돌출된 치

의 V 함량은 2.22%/ 3.72%로 바닥 치의 4.0%/ 

4.88% V 함량에 비하여 낮게 측정된다. 이를 통해 

Fig. 5의 V 함량이 낮은 돌출 부분은 α상이고 V 함량

이 높은 기  부분은 β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6(a)에서 피트 지역은 V  Al 성분이 

거의 없는 순수 Ti 성분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스 트랩에 의한 기공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

여 진다. 

(a) (b)

(c) (d)

20 ㎛ 20 ㎛

20 ㎛
50 ㎛

(a) (b)

(c) (d)

20 ㎛ 20 ㎛

20 ㎛
50 ㎛

Fig. 4 Microstructures of (a), (b) WM, (c) HAZ and (d) 
substrate

(a)

(b)

50 ㎛

(a)

(b)

50 ㎛

Fig. 5  SEM/EDS analysis of WM for Ti-6Al-4V laser 
cladding, (a), (b) SEM micr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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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열 향부 (HAZ) SEM 미세조직  성분 
분석

  용  열 향부 (HAZ) 부 에 한 SEM 미세조직

은 Fig. 7과 같이 마르텐사이트 래쓰 구조이다. 이것

은 용 부 4V과 모재 순수 Ti의 경계인 열 향부에 조

성된 1.8V 정도의 함량은 빠른 냉각 속도에서 마르텐

사이트를 유발시키는 합  성분이기 때문이다. 즉 HAZ

의 1.8V함량과 빠른 냉각 속도로 인해 이 지역이 마르

텐사이트 래쓰 구조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림에서 요철 부 는 서로 성분 차이를 보이지 않았

는데, 이것으로부터 HAZ 지역의 라멜라 구조는 α/β/α/ 

β 층이라기보다는 Ti-6Al-4V 합 의 마르텐사이트 

래쓰에 기인한 요철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V 함

량이 상 으로 은 HAZ 지역의 냉각 속도가 빨라

서 확산에 의한 α/β/α/β 층이 억제되고 마르텐사이

트래쓰가 유도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순수 Ti 기  에 용 된 

Ti-6Al-4V 이  클래딩의 WM/HAZ/BM 미세조직

은 α/β/α/β 층과 마르텐사이트 래쓰 경계로 구성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에서 WM의 성분은 Ti- 

Al-3V 정도인 것에 비하여 HAZ는 Ti-1Al-1V 수

으로 낮아지고, BM은 Ti-0Al-1V 성분으로 특히 Al 

함유량이 극단 으로 감소한 것으로 측정된다. 여기에

서 HAZ와 BM에 일부 Al과 V 성분이 검출된 것은 

WM으로부터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3.5 열 향부 (HAZ) 균열 결함 분석

  용 부 균열은 그림과 같이 두 곳에서 찰된다. Fig. 

9에서 1번 균열은 HAZ 인근의 용 부  발생 균열인

데 균열은 칼로 자른 듯한 직선 형태로 재질의 용  열

팽창 는 수축에 의한 열균열로 추정된다.

  그리고 용  열 향부 (HAZ)에  다른 균열이 

찰된다. 균열은 Fig. 10과 같이 지그재그 형태의 나뭇

가지 타입 (branched type)이다. 이것은 오스테나이

트계 스테인 스강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 SCC)과 유사한 균열 형태이다. 균열은 기 과 

용 부 사이의 각 부 에서 발생하고 기에는 두꺼

운 α상 경계를 따라 진 하다가 일부는 지속 으로 α상 

경계로 진 하다가, 후기에는 α상과 β상을 단하는 

입내  (trans-granular) 형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균열의 70% 정도는 화살표 방향으로 구

성된 α상 경계로 하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α상

과 β상을 가로지르는 입내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a) (b)

300 ㎛ 300 ㎛

(c) (d)

(a) (b)

300 ㎛ 300 ㎛

(c) (d)

Fig. 6  SEM/EDS analysis of pits for Ti-6Al-4V laser 
cladding, (a), (b) SEM microstructures and (c), 
(d) EDS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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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EDS analysis of HAZ for Ti-6Al-4V laser 
cladding, (a) SEM microstructure and (b), (c), (d) 
EDS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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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M/EDS analysis of WM/HAZ/BM for Ti-6Al-4V
Laser cladding, (a) SEM microstructure and (b), 
(c), (d) EDS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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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racks in HAZ of Ti-6Al-4V laser cladding, (a) 
full and (b) micro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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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이  클래딩의 열 향부에 발생된 응력

부식균열 형태의 균열 결함은 클래딩 공정에서 유발된 

잔류응력이 기 과 용 부 각 부 에 집 하 고, 여

기에 미세조직 에칭 용액에 의한 부식 분 기에서 균열

이 시작하고 진 한 것으로 추정된다. Liu는 특정 부

식 분 기가 용된 Ti-6Al-4V 용 에서 노치 부 의 

잔류응력은 응력부식균열의 높은 감도를 제공하는 것으

로 보고 한다14). 이것에 비하여 Ti-6Al-4V 이  분

말 층용융 층제조 방식 (PBF, powder bed fu-

sion)은 빠른 냉각 속도로 인하여 가늘고 긴 침상의 마

르텐사이트 조직 형성이 보고 된다15). 이 경우에도 그림 

10과 같은 응력부식균열의 험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

로 보여 진다. 

4. 결    론

  1) Ti-6Al-4V 이  클래딩에서 용 부 (WM) 미

세조직은 확산에 의한 V-rich α상과 V-lean β상이 

층된 라멜라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용  열

향부 (HAZ) 미세조직은 빠른 냉각에 의한 무확산 변

태로 성분 차이가 없는 마르텐사이트 래쓰의 요철 구조

로 구성된다.

  2) Ti-6Al-4V 이  클래딩에서 라멜라 간격은 

1.5㎛ 폭의 WM 보다 0.5㎛ 폭의 HAZ 지역이 미세

하게 찰되었는데, 이것은 HAZ 냉각속도가 WM 보

다 빨라서 HAZ 지역에 마르텐사이트 래쓰 형성에 기

인한 것으로 단된다.

  3) 이  클래딩 WM  HAZ 지역에 피트 는 

기공이 발생하 는데, 여기에서 찰된 성분은 Ti-(0.5~ 

2.6)V 성분으로 Al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Ti-6Al-4V 합  클래딩 용융 에 용

부에 Al2O3 와 같은 알루미나 산화 개재물이 생성되

고 이것이 시편 연마 에 이탈하여 기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4) 이  클래딩 경도 측정에서 WM/HAZ/ BM 경

도는 500/464/194HV 로 측정되는데, 여기에서 WM 

경도값이 HAZ보다 큰 것은 BM 에 한 HAZ의 합

 성분량이 WM의 Ti-6Al- 4V 보다 작기 때문이다.

후      기

  이 논문은 2020년도 강릉원주 학교 임교원 연구

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ORCID: Byung Hak Choe: https://orcid.org/0000-0002-2859-6489
  

References

1. A. S. H. Kabir, X. Cao, J. Gholipour, P. Wanjara, J. 
Cuddy, A. Briur, and M. Medraj, Effect of Postweld 
Heat Treatment on Microstructure, Hardness, ans Tensile 
Properties of Laser-Welded Ti-6Al-4V, Metallur. Mat. 
Trans. A, 43 (11) (2013) 4171-4184.
https://doi.org/10.1007/s11661-012-1230-5

2. E. Akman, A. Demir, T. Canel, and T. Sinmazcelik, 
Laser Welding of Ti6Al4V Titanium alloys, J. Mat. 
Proc. Tech. 209 (8) (2009) 3705-3713.
https://doi.org/10.1016/j.jmatprotec.2008.08.026 

3. F. Caiazzo, F. Curcio, G. Daurelio, and F. M. C. 
Micutolo, Ti6Al4V Sheet Lap and Butt Joints Carried 
Out by CO2 Laser : Mechanical and Morphological 
Characterization, J. Mat. Proc. Tech. 149 (1-3) (2004) 
546-552.
https://doi.org/10.1016/j.jmatprotec.2003.12.026 

4. L. W. Tsay, Y. P. Shan, Y. H. Chao, and W. Y. Shu, The 
Influence of Porosity on the Fatighe Crack Growth 
Behavior of Ti-6Al-4V Laser Welds, J. Mat. Sci. 41 (22) 
(2006) 7498-7505.
https://doi.org/10.1007/s10853-006-0833-x 

5. B. Mehdi, R. Badji, V. Ji, B. Allili, D. Bradai, F. 
Deschaux-Beaume, and F. Soulie, Microstructure and 
Residual Stresses in Ti-6Al-4V Alloy Pulsed and 
Unpulsed TIG Welds, J. Mat. Proc. Tech. 231 (2016) 
441-448.
https://doi.org/10.1016/j.jmatprotec.2016.01.018 

6. G. Lutjering and J. C. Williams, Titanium, 2nd Edition, 
Springer, Berlin, Germany (2007) 442.

7. C. Leyen and M. Peters, Titanium and Titanium Alloys: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Wiley-VCH Verlag GmbH 
& Co., Weinheim, Germany (2003) 532.

8. ASTM B265, Grade 23 Titanium Specification,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2015).

9. X. Cao and M. Jahazi, Effect of Welding Speed on Butt 
Joint Quality of Ti-6Al-4V Alloy Welded Using a High- 

50 ㎛50 ㎛

Fig. 10 Stress corrosion crack (SCC) in HAZ of Ti-6Al- 
4V laser cladding



Ti-6Al-4V 이  클래딩부에 한 미세조직 분석 

한용 ․ 합학회지 제39권 제3호, 2021년 6월  283

power ND: YAG Laser, Optics and Laser in Eng. 47 (11) 
(2009) 1231-1241.
https://doi.org/10.1016/j.optlaseng.2009.05.010 

10. S. L. Campanelli, G. Casalino, M. Mortello, A. Angelastro, 
and A. D. Ludovico,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i6Al4V Alloy Fiber 
Laser Welds, Procedia CIRP, 33 (2015) 428-433.
https://doi.org/10.1016/j.procir.2015.06.098 

11. S. Chen, M. Zhang, J. Huangm, C. Cui, H. Zhang, and 
X. Zhao,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y of 
Laser Butt Welding of Titanium Alloy to Stainless 
Steel, Mater. Des. 53 (2014) 504-511.
https://doi.org/10.1016/j.matdes.2013.07.044 

12. A. Lisiecki, Welding of Titanium Alloy by Disk Laser, 
Tenth Symposium on Laser Technolohy, Szczecin, Poland 
(2012) 12.
https://doi.org/10.1117/12.2013431 

13. B. Chang, Z. Yuan, H. Pu, H. Li, H. Cheng, D. Du, and 
J. Shan,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ser Welding of 
Ti6Al4V Alloy Sheets in Flat and Horizontal Positions, 
Appl. Sci. 7 (4) (2017) 376.
https://doi.org/10.3390/app7040376

14. Y. Liu, J. Feng, S. Tan, Y. Cheng, and J. Hu, Investi- 
gation of Inhibition of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Welded Ti-6Al-4V Alloy using Electrochemical Noise, 
Int. J. Electrochem. Sci. 15 (2020) 9204-9222. 
https://doi.org/10.20964/2020.09.102

15. C. K Chun and S. W Kim, The Effect of Heat Treatment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Behaviors of Laser 
Direct Energy Deposited Ti-6Al-4V Plate, J. Weld. 
Join. 36(5) (2018) 75-80.

       https://doi.org/10.5781/JWJ.2018.36.5.1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9 No.3(2021) pp284-294
https://doi.org/10.5781/JWJ.2021.39.3.7

1. Introduction

  Friction stir welding is a solid-state welding process; 
this remarkable up-gradation of friction welding was 
invented in 1991 by The Welding Institute UK1). Fig. 1 
shows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Friction Stir 
Welding Process. The process begins with securing the 
plates to be welded to a backing plate so that the plates 
do not move apart during the welding process. A rotat-
ing, wear-resistant tool is plunged on the interface be-
tween the plates and moved forward along the rolling 
direction of the plates to form the weld. This tool has a 

probe and shoulder which stirs the material to be joined 
and forges the surface. FSW comes together with forg-
ing and extrusion processes. The probe and shoulder 
extrude the material by mixing, and the shoulder alone 
forges the material surface to be joined, by the axial 
force given through the shoulder plunging. 
  Friction Stir Welding facilitates welding of the plate to 
plate joints for several applications. This process is 
chosen for the welding of AA 6082-T6 (Al-Mg-Si al-
loy) of various thicknesses. This alloy finds use in 
structural and other industrial applications. FSW proc-
ess is exceptionally well suited for butt and lap joints in 
aluminium. Production of aluminium alloy components 
is not very complicated, but the joining of these materi-
als can sometimes cause serious problems2). The lack of 
structural transformations, excellent thermal and elec-
trical conductivity cause problems in fusion and resist-
ance welding of aluminium alloys3-5). These lead to 
welding of aluminium alloy by friction stir welding. 
Since aluminium is difficult to weld by arc processes, 
but it is very simple to weld by Friction Stir Welding. 
  Moreover, the tool geometry and interaction of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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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aphical representation of friction sti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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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base metal is essential for attaining good quality 
of welds, different tool geometries were designed and 
manufactured6-9). The mechanism of bonding involves 
efficient movement of plasticised material around tool 
profile, so the joints were investigated thoroughly for 
defects under varying conditions of process parameters. 
However, the conventional milling machine offers the 
tool rotational speed, and welding speed by their spin-
dle speed and table feed, only the axial force is not easy 
to attain. This axial force parameter can be accom-
plished by tool shoulder penetration10,11). The axial 
force get increases while the tool shoulder penetration 
increases. Even in FSW machine axial force is chal-
lenging to retain through-out the welding.
  Nevertheless, the shoulder penetration/plunge depth 
has been maintained12). In this study, three important 
process parameters such as spindle speed, welding 
speed and shoulder penetration; and two tool geo-
metries shoulder profile and pin profile were consid-
ered13). Many research works were considered a single 
plate thickness of around 5 mm and reported the proc-
ess parameters influence in Friction Stir Welding of 
Aluminium alloys.
  In this experiment, the different plate thicknesses of 4 
mm, 6 mm and 8 mm were taken, and the friction stir 
welding was carried out to optimise the parameters by 
the Taguchi experimental design technique11). In FSW, 
the tool pin diameter is constrained to the thickness of 
the plate. The same diameter of the probe could not 
perform welding of all thicknesses14). Hence the param-
eters are optimised individually to each plate thickness. 
Then the effect of tool pin polygonal profile on joint 
strength was obtained from the optimised parameters. 
Finally, the optimum welding pulse to achieve a de-
fect-free good weld was presented.

2. Experimental procedure

  A conventional vertical milling machine with a ca-
pacity of 7.5 hp and 1800 rpm is used to carry out the 
experiments10,11). Spindle speed, welding speed, should-
er penetration; probe profile and the shoulder profile 
were considered as process parameters. After several 
trials, the range of process parameters such as spindle 
speed and welding speed15) were taken from 700 rpm to 
1500 rpm and 0.8 mm/sec to 4 mm/sec respectively. 
Shoulder penetration was gradually increased in five 
steps from 0 mm to 0.16 mm and 0.20 mm respectively 
for 4 mm and higher thickness plates.
  Non-consumable tools made of high-speed steel 
(HSS) were used to fabricate the joint. Five pin profiles 
namely square, pentagon, hexagon, heptagon and octa-

gon were considered for 6 mm and 8 mm thick plates. 
The triangle pin profile was assessed for 4 mm thick 
plate along with other successive four profiles. Friction 
stir tool of the pin profiles, as mentioned above, was 
shown in Fig. 2. Each pin profile has five different 
shoulder angles in concave and convex shapes of -5°, 
-10°, 0°, +5° and +10°. These 5 × 5 combinations of 
friction stir tools were used for conducting experiments. 
Friction stir tool has shoulder and pin for frictional heat 
generation and stirring respectively. In this study 
shoulder diameter of 12, 18 and 24 mm and a pin diam-
eter of 4 mm, 6 mm and 8 mm was used respectively 
for 4 mm, 6 mm and 8 mm plate thicknesses16-19). Table 
1 shows the process parameters in detail.
  The upper limits and the lower limit of the process pa-
rameters were found by conducting trial runs, by 
changing one of the parameters and keeping the re-
maining parameters at constant values. Feasible limits 
of these parameters were chosen in such a way that the 
joint should be free from visible defects. The inter-
mediate levels were calculated from the following 
relationship.

  Xi = 2 [2X - (Xmax +Xmin)] / (Xmax - Xmin)]

  Where Xi is the required level value of a variable X; 
and X is any value of the variable from Xmin to Xmax. 
Xmin is the lower bound of the variable, and Xmax is 
the upper bound of the variable. The selected process 

TR SQ PN HX HP

-10°
-5° 0°

5°
10°

Square(-10 Deg.) Pentagon(0 Deg.) Hexagon(5 Deg.) 

Octagon(-5 Deg.) Heptagon(10 Deg.) 

Fig. 2 Various tool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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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with their limits, units and notations are giv-
en in Table 1.
  The 6xxx series aluminium alloys are well known and 
specifically high strength alloys with AL-Mg-Si 
constituents. Aluminium alloy 6082 has high strength 
and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property among the 
6000 series alloys. Alloy 6082 is hugely preferred in 
structural purposes, also termed as a structural alloy. 
The toting of manganese controls the grain structure, 
which in turn results in a stronger alloy. Chemical com-
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A6082 were 
shown in Table 2.
  Taguchi Experimental Design Technique20,21) assesses 
the influence of factors on the response. The means and 
the signal-to-noise ratios (S/N) for each control factors 
are to be calculated. Signals are indicators of effect on 
the average response, and noises are the measure of de-
viations from experiment output. The appropriate qual-
ity characteristic must be chosen using previous knowl-
edge, expertise and understanding of the process22). In 

this study, the quality aspect ‘larger-the-better’ was se-
lected according to correction, to maximise the response. 
In Taguchi Method, S/N ratio (ηj) in the jth experiment 
can be expressed as:

  ηj = -10 log [1/n ∑ (1/Yijk2)]

  Where ‘n’ is the number of tests and ‘Y’ is an ex-
perimental value of ‘i’th quality characteristics in ‘j’th 
experiment at ‘k’th test. In the present work, Tensile 
Strength (TS) data are analys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FSW process parameters. Experimental results are 
transformed into a means and S/N ratio.
  Welded plates were cut across the thickness of the mid 
welded portion, and specimens of size 40 mm x 10 mm 
was taken for metallographic examinations. As per 
standard metallographic procedure, the test specimens 
were prepared from the welded plates, and macro etch-
ed using Keller’s solution23). The metallographic study 
was carried out on weld nugget across the cross-sec-

Process parameters Range
Level 1

(-2)
Level 2

(-1)
Level 3

(0)
Level 4

(1)
Level 5

(2)

Spindle speed or tool 
rotational speed (SS)

700 to1500 rpm 700 900 1100 1300 1500

Table feed or welding 
speed (WS)

0.8 to 4.0 mm/sec 0.8 1.6 2.4 3.2 4.0

Shoulder penetration(PE)
0.0 to 0.16*mm 0.00 0.04 0.08 0.12 0.16

0.0 to 0.2mm 0.00 0.05 0.10 0.15 0.20

Probe profile(PP)

Probe profile*
Triangle

TR
Square

SQ
Pentagon

PN
Hexagon

HX
Heptagon

HP.

Probe profile
Square

SQ.
Pentagon

PN.
Hexagon

HX.
Heptagon

HP.
Octagon

OC.

Shoulder profile(SP) -10° to 10° -10° -5° 0° 5° 10°

*For 4 mm plates

Table 1 Process parameter with their range and values at five levels

Chemical composition (weight %)

Si Fe Cu Mn Mg Cr Zn Ti

0.7 - 1.3 ≤0.50 ≤0.10 0.4 - 1.0 0.6 - 1.2 ≤0.25 ≤0.20 ≤0.10

 Mechanical properties

Thickness of the 
material

Yield strength 
(MPa)

Ultimate 
strength (MPa)

Elongation
(%)

Hardness
(HV)

Density
(g/cm3)

Melting point
(℃)

4 mm 221.02 303.80 11.0 91-96 2.70 555

6 mm 223.25 306.85 11.0 93-98 2.70 555

8 mm 225.22 308.55 11.5 93-98 2.70 555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6082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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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s of friction stir welded specimens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3. Results and discussion

  Aluminium 6082 Alloy has cut to dimension 200 mm 
× 76 mm × 4, 6, 8 mm. Square butt joint configuration 
was prepared to fabricate FSW joints with the non-con-
sumable HSS tool. The friction stir welding was per-
formed on the CM machine as per the L25 orthogonal 
array, as shown in Table 3. Taguchi’s orthogonal array 
was used to design experiments with five factors at five 
levels. The material was welded according to the speci-
fication of welding parameters. The Welded specimens 
were fabricated as per ASTM-E8 standards to evaluate 
the tensile strength of the joints24). The tensile strength 
of the FSW joints was assessed by conducting tests in 
TUE-CN-1000 Universal Testing Machine.
  During tensile testing, most of the specimens were 
broken at the retreating side of the heat-affected zone, 

as shown in Fig. 3. The tensile strength (TS) in terms of 
means and S/N ratios was established in Table 3. The 
results from the tensile tests were given as input to the 
Minitab software for getting optimised parameter levels 
to achieve a maximum tensile strength of the friction 
stir welded joints.
  Analysis of the mean for each of the experiments 
gives a better combination of parameter levels. The 
mean response refers to the average value of perform-
ance characteristics for each parameter at different 
levels. Mean for one level is calculated as the average 
of all responses that are obtained within that level. The 
mean response of raw data and S/N ratio of TS for each 
parameter at levels 1, 2, 3, 4 and 5 were calculated and 
are presented in Table 4. Analysing means and S/N ra-
tio of various process parameters it was observed that the 
larger S/N ratio corresponds to better quality charac- 
teristics. Therefore, the optimal level of process param-
eters is at the level of the highest S/N ratio. Fig. 4 

Test

Design Matrix 4 mm thick plate 6 mm thick plate 8 mm thick plate

SS.
rpm

WS.
mm/sec

PE.
mm

PP.
shape

SP.
deg.

Tensile 
strength

MPa

S/N 
ratio
dB

Joint 
efficiency

%

Tensile 
strength

MPa

S/N
ratio
dB

Joint 
efficiency

%

Tensile 
strength

MPa

S/N 
ratio
dB

Joint 
efficiency

%

1 1 1 1 1 1 174.874 44.855 79.1 173.033 44.763 77.5 190.540 45.600 84.6

2 1 2 2 2 2 180.059 45.108 81.5 175.747 44.898 78.7 197.257 45.901 87.6

3 1 3 3 3 3 187.953 45.481 85.0 184.663 45.328 82.7 204.592 46.218 90.8

4 1 4 4 4 4 184.930 45.340 83.7 185.645 45.374 83.2 207.207 46.328 92.0

5 1 5 5 5 5 177.825 45.000 80.5 177.363 44.977 79.4 205.476 46.255 91.2

6 2 1 2 3 4 189.189 45.538 85.6 185.480 45.366 83.1 200.021 46.022 88.8

7 2 2 3 4 5 185.686 45.376 84.0 187.316 45.452 83.9 209.380 46.419 93.0

8 2 3 4 5 1 182.088 45.206 82.4 183.827 45.288 82.3 205.909 46.274 91.4

9 2 4 5 1 2 183.712 45.283 83.1 185.847 45.383 83.2 200.718 46.052 89.1

10 2 5 1 2 3 187.007 45.437 84.6 184.861 45.337 82.8 197.548 45.913 87.7

11 3 1 3 5 2 180.262 45.118 81.6 179.989 45.105 80.6 196.825 45.882 87.4

12 3 2 4 1 3 181.885 45.196 82.3 185.443 45.364 83.1 198.339 45.948 88.1

13 3 3 5 2 4 192.899 45.707 87.3 191.397 45.639 85.7 208.199 46.370 92.4

14 3 4 1 3 5 195.792 45.836 88.6 196.608 45.872 88.1 204.776 46.226 90.9

15 3 5 2 4 1 191.456 45.641 86.6 184.867 45.337 82.8 201.763 46.097 89.6

16 4 1 4 2 5 189.808 45.566 85.9 190.581 45.602 85.4 199.804 46.012 88.7

17 4 2 5 3 1 186.351 45.407 84.3 183.221 45.259 82.1 203.313 46.163 90.3

18 4 3 1 4 2 189.308 45.543 85.7 183.419 45.269 82.2 202.148 46.113 89.8

19 4 4 2 5 3 192.445 45.686 87.1 184.243 45.308 82.5 201.053 46.066 89.3

20 4 5 3 1 4 195.578 45.826 88.5 187.928 45.480 84.2 198.716 45.965 88.2

21 5 1 5 4 3 178.028 45.010 80.5 175.343 44.878 78.5 194.605 45.783 86.4

22 5 2 1 5 4 181.976 45.200 82.3 177.114 44.965 79.3 194.580 45.782 86.4

23 5 3 2 1 5 190.411 45.594 86.2 184.231 45.307 82.5 194.013 45.757 86.1

24 5 4 3 2 1 198.930 45.974 90.0 192.281 45.679 86.1 197.110 45.894 87.5

25 5 5 4 3 2 196.001 45.845 88.7 191.250 45.632 85.7 198.205 45.942 88.0

Table 3 Design table and experimental value of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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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that the Mean effect and S/N ratio calculated by 
statistical software, which indicates that the TS was 
maximum while using the maximum parameter level. 
  Also, the response table ranking, given in Table 4, in-
terprets the degree of the parameter which influences 
the response. The first dominant parameter is spindle 
speed which is followed by welding speed, pin profile, 
shoulder penetration and shoulder profile. Optimum 
process parameter levels for 4 mm thickness welded 
plate which is found to achieve greater tensile strength 
are 1300 rpm spindle speed; 3.2 mm/sec weld speed; 
pentagonal pin profile; 0.08 mm shoulder penetration; 
and 5° convex shoulder taper. For 6 mm thickness 
welded plate which is found to achieve greater tensile 
strength are 1100 rpm spindle speed; 3.2 mm/sec weld 
speed; hexagonal pin profile; 0.15 mm shoulder pene-
tration; and 10° convex shoulder taper. For 8 mm thick-
ness welded plate which is found to achieve greater 
tensile strength is such as 900 rpm spindle speed; 2.4 
mm/sec weld speed; heptagonal pin profile; 0.20 mm 
shoulder penetration; and 10° convex shoulder taper.
  The tensile strength of the joint is a function of spin-
dle speed, welding speed, shoulder penetration, pin pro-
file, shoulder profile and it can be expressed as 

  Tensile Strength (TS) = f (SS, WS, PE, PP, SP)
  Tensile Strength (TS) = SSi’max + WSi’max + PEi’max 

+ PPi’max + SPi’max - 4T 
  Where, 
  “i” indicates the levels, which varies from 1 to 5  
  T - Overall mean of the experimental values

  The established linear equation predicts the maximum 
value of tensile strength at optimum process parameter 
levels is given by

  TS4 mm = SS4 + WS4 + PP3 + PE3 + SP4 - 4T
  TS4 mm = 190.7 + 191.2 + 191.1 + 189.7 + 188.9 

- (4 × 186.978) = 203.69 MPa 

(a) (b)

(a) (b)

(a) (b)

4 mm thick plate 

6 mm thick plate 

8 mm thick plate 

Fig. 3 (a) Specimen before tensile test and (b) Specimen
after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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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6 mm = SS3 + WS4 + PP3 + PE4 + SP5 - 4T
  TS6 mm = 187.7 + 188.9 + 187.3 + 188.2 + 187.2 

- (4 × 184.468) = 201.43 MPa
  TS8 mm = SS2 + WS3 + PP4 + PE5 + SP5 - 4T
  TS8 mm = 202.7 + 203.0 + 203.0 + 202.5 + 202.7 

- (4 × 200.484) = 211.96 MPa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r means has been 
carried out to identify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cess 
parameters, which affect TS of FSW joints as shown in 
Table 5. Results of ANOVA indicate that the chosen 
process parameters are highly significant factors affect-
ing TS of FSW joints. Effects of interaction between 
process parameters are not significant. Confirmatory 
experiments are carried out at obtained optimum level 
setting of process parameters. The tensile strength of 
FS Welded aluminium alloy 6082 T6 is found to be 
198.23 MPa, 196.18 MPa and 204.74 MPa for the plate 
thicknesses of 4 mm, 6 mm and 8 mm respectively. 
This occurs within the poise interval of predicted opti-
mal tensile strength. 
  The friction stir welded plates of different thicknesses 
specified in Table 6 show the different optimum values. 
The various tool size is the main reason for different 
optimum values. The tool size, mainly the probe size, 
i.e. diameter and probe length, is constrained with the 
plate thickness. The above data has been selected by 
considering the tool stiffness and tool life.

3.1 Metallographic Structure

  The metallographic structure of the parent metal con-

Level
Spindle 
speed

Welding 
speed

Shoulder 
penetration

Pin 
profile

Shoulder 
profile

S/N Ratio in dB - 4 mm plate
1 45.16 45.22 45.37 45.35 45.42
2 45.37 45.26 45.51 45.56 45.38
3 45.50 45.51 45.56 45.62 45.36
4 45.61 45.62 45.43 45.38 45.52
5 45.52 45.55 45.28 45.24 45.47

Delta 0.45 0.41 0.27 0.38 0.16
Rank 1 2 4 3 5

Means in MPa - 4 mm plate
1 181.1 182.4 185.8 185.3 186.7
2 185.5 183.2 188.7 189.7 185.9
3 188.5 188.5 189.7 191.1 185.5
4 190.7 191.2 186.9 185.9 188.9
5 189.1 189.6 183.8 182.9 187.9

Delta 9.6 8.7 5.9 8.1 3.5
Rank 1 2 4 3 5

S/N Ratio in dB - 6 mm plate
1 45.07 45.14 45.24 45.26 45.27
2 45.37 45.19 45.24 45.43 45.26
3 45.46 45.37 45.41 45.49 45.24
4 45.38 45.52 45.45 45.26 45.36
5 45.29 45.35 45.23 45.13 45.44

Delta 0.40 0.38 0.22 0.36 0.20
Rank 1 2 4 3 5

Means in MPa - 6 mm plate
1 179.3 180.9 183.0 183.3 183.4
2 185.5 181.8 182.9 187.0 183.3
3 187.7 185.5 186.4 188.2 182.9
4 185.9 188.9 187.3 183.3 185.5
5 184.0 185.3 182.6 180.5 187.2

Delta 8.4 8.0 4.7 7.7 4.3
Rank 1 2 4 3 5

S/N Ratio in dB - 8 mm plate
1 46.06 45.86 45.93 45.86 46.01
2 46.14 46.04 45.97 46.02 45.98
3 46.10 46.15 46.08 46.11 45.99
4 46.06 46.11 46.10 46.15 46.09
5 45.83 46.03 46.12 46.05 46.13

Delta 0.30 0.29 0.20 0.28 0.16
Rank 1 2 4 3 5

Means in MPa - 8 mm plate
1 201.0 196.4 197.9 196.5 199.7
2 202.7 200.6 198.8 200.0 199.0
3 202.0 203.0 201.3 202.2 199.2
4 201.0 202.2 201.9 203.0 201.7
5 195.7 200.3 202.5 200.8 202.7

Delta 7.0 6.6 4.5 6.6 3.7
Rank 1 2 4 3 5

Table 4 Response table for S/N ratio and mean

Source
Degrees of 

freedom
Sum of 
squares

Mean sum 
of squares

F ratio P-value

4 mm plate
SS 4 283.513 70.878 14.09 0.013
WS 4 308.301 77.075 15.32 0.011
PP 4 110.299 27.575 5.48 0.064
PE 4 223.940 55.985 11.13 0.019
SP 4 40.947 10.237 2.04 0.254

Error 4 20.121 5.030
Total 24 987.122

R2 = 97.96% R2
adjusted = 87.77%

6 mm plate
SS 4 200.857 50.214 18.30 0.008
WS 4 208.448 52.112 18.99 0.007
PP 4 100.430 25.108 9.15 0.027
PE 4 194.616 48.654 17.73 0.008
SP 4 68.085 17.021 6.20 0.052

Error 4 10.976 2.744
Total 24 784.413

R2 = 98.60% R2adjusted = 91.59%
8 mm plate

SS 4 153.159 38.290 19.31 0.007
WS 4 130.430 32.607 16.45 0.009
PP 4 79.761 19.940 10.06 0.023
PE 4 128.997 32.249 16.27 0.010
SP 4 53.596 13.399 6.76 0.046

Error 4 7.930 1.982
Total 24 553.874

R2 = 98.57% R2
adjusted = 91.41%

Table 5 ANOVA for tensile strength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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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s of elongated grain morphology with an average 
grain size of 9 µm. In FSW, the weld nugget zone expe-
riences high strain and is prone to recrystallisation. 
Weld nugget has a recrystallised microstructure that 
consists of excellent intensively stirred harmonised 
grains25,26). The grain size of the weld nugget is de-
creasing with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polygon 
face edges. 
  Fig. 5 shows the metallographic structure of friction 
stir welded 4 mm, 6 mm and 8 mm thickness plates at 
various pin profiles. The microstructure of the weld 
nugget at the Optimum pin profile shows very fine and 
harmonised grains in all thicknesses. The grain size at 
weld nugget of 4 mm, 6 mm and 8 mm plates are rang-
ing between 3 μm to 4 μm, 4 μm to 6 μm and 5 μm to 8 

μm respectively. 
  The microstructure of the weld nugget at the high 
number of polygon pin face edges shows refined grains 
in all thicknesses comparatively. However, the grain 
size ranges between 3 μm to 6 μm, 3 μm to 8 μm and 4 μm 
to 9 μm for 4 mm, 6 mm and 8 mm plates respectively. 
Higher polygon pin face edges approach circular pin, 
and this vanishes the pulse formation in stirring. This 
pulse formation leads to distortion of grains, due to the 
decreases in the dynamic area or lack of sweeping be-
tween the tool and the material. Whereas a low number 
of polygon pin face edges generates high dynamic area, 
and this shows the coarse grains relatively. The grain 
size ranges between 5 μm to 7 μm, 6 μm to 8 μm and 7 μm 
to 9 μm for 4 mm, 6 mm and 8 mm plates respectively. 

Plate 
thickness

(mm)

Spindle 
speed 
(rpm)

Welding 
speed 

(mm/sec)

Shoulder 
penetration 

(mm)

Pin 
profile 
(shape)

Shoulder 
profile 

(°)

Tensile 
strength 
(MPa)

Joint 
efficiency

 (%)

4 1300 3.2 0.08 Pentagon 5 203.69 92.2

6 1100 3.2 0.15 Hexagon 10 201.43 90.2

8 900 2.4 0.20 Heptagon 10 211.96 94.1

Table 6 Optimal parameters for maximum tensile strength - different plate thicknesses 

4 mm
Pin 

diameter

Triangular pin profile Pentagonal pin profile Heptagonal pin profile

6 mm
Pin 

diameter

Base metal Square pin profile Hexagonal pin profile Octagonal pin profile

8 mm
Pin 

diameter

Square pin profile Heptagonal pin profile Octagonal pin profile

Fig. 5 Microstructure of friction stir welded specimens at various pin profile and pin sizes of th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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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ffects of Tool Pin Profile and Pulses

  The pin profile varies with different thickness of the 
plate to be welded. Fig. 6 shows a different shape of the 
tool that gives a defect-free good weld to the respective 
plate thicknesses. The tool pin profile with flat faces 
produces a pulsating effect and better plastic flow of 
materials27-29). Tool pin profiles like triangle, square, 
pentagon make the joint with increasing order of tensile 
strength. Tool profiles like a hexagon, heptagon have a 
higher number of face edges which is almost the same 
as the profile of the cylinder. Consequently, there is no 
pulsating effect which leads to lower tensile properties. 
Larger plate size requires a higher number of sharp 
edges to the effective stirring process. Similarly, the 
smaller plate size requires less number of sharp edges 
to the sufficient stirring. The number of polygon edges 
makes corresponding pulses per revolution. The pulses 
required per second are deduced in Table 7. This data 
reveals that 105 - 110 pulses/sec is optimum to achieve 
a defect-free good weld.
  Fig. 7 shows the friction stir welding pulses induced 
in various profiles of different tool pin sizes. The area 
of the inscribed circle and the envelope between the in-
scribed circle and circumscribed circle shown in Fig. 7 
are respectively termed as a static area and dynamic 
area. The tool pin profile/polygon face edge increases, 
the static area increases and the dynamic area decreases 
while stirring. In the dynamic region, the actual materi-
al sweep was obtained30). Larger the dynamic area/ma-
terial sweep leads to larger grain size. Smaller the dy-
namic area/material sweep leads to smaller grain size.
  The minimum number of tool pin striking edges/poly-
gon edges produces a lower number of pulses. The dy-
namic area of the polygon with a lower number of face 
edges is high. Hence the larger volume of the material 
sweep was obtained, and this leads to larger grain size 
in the weld zone. However, the polygon with a lower 
number of face edges has a smaller static area. This 
smaller cross-section leads to tool breakage due to its 
lower shear strength and torque taking capacity. A larg-
er number of polygon face edges in the tool pin profile 
produce a higher number of pulses. The dynamic area 
is comparatively lower, which leads to a decrease in 
grain size and an increase in the static area/shear strength/ 

Plate 
thickness 

(mm)

Pin 
profile

 (shape) 

Spindle 
speed
 (rpm)

No of strike 
required 
per sec

4 Pentagon (5) 21.667 108.33

6 Hexagon (6) 18.333 110.00

8 Heptagon (7) 15.000 105.00

Table 7 Optimum welding pulses in friction sti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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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life. The decreasing order of dynamic area ap-
proaches the smaller and refined grain sizes. After a 
certain point, no material sweep occurs for a large num-
ber of polygon face edges when it closely approaches 
the circular profile. Also, if the tool diameter increases 
the dynamic area and a material sweep or pulse volume 
are increased. The larger tool diameter requires more 
number of tool pin polygon edges to obtain the more 
refined grains because the same polygon profile gives 
the larger dynamic area, which leads to larger grain 
size. Fig. 7 shows that the optimum tool pin polygon 
face edge for the pin diameters of 4 mm, 6 mm and 8 
mm was a pentagon, hexagon and heptagon to obtain 
good weld with refined grains.

4. Conclusions

  The optimum friction stir welding parameters are 
found for fabricating butt joint configuration with 
4mm, 6mm and 8mm thick AA 6068 - T6 plates. The 
weld pulses influence of various tool profiles on tensile 
strength and microstructure were studied and evalua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optimum process parameters for joining 4 mm 
thick plate which is found to achieve superior tensile 
strength are such as 1300 rpm spindle speed; 3.2 
mm/sec weld speed; pentagonal pin profile; 0.08 mm 
shoulder penetration; and 5° convex shoulder taper.
  2) Optimum process parameter levels for 6 mm thick-
ness welded plate which is found to achieve greater 

tensile strength are such as 1100 rpm spindle speed; 3.2 
mm/sec weld speed; hexagonal pin profile; 0.15 mm 
shoulder penetration; and 10° convex shoulder taper.
  3) The optimum process parameter combinations for 
welding 8 mm thickness plate which is found to ach-
ieve better tensile strength are spindle speed of 900 
rpm; weld speed of 2.4 mm/sec; heptagonal pin profile; 
shoulder penetration of 0.20 mm; and 10° convex 
shoulder taper.
  4) The best pulses required to achieve a defect-free 
good weld range from 105 - 110 pulses/sec.
  5) The microstructure evaluation shows that the high 
number of polygon pin faces helps to attain higher met-
al stirring in the weld zone and a fine grain structure 
was achieved, and the size achieved is between 3 μm to 
6 μm. When the higher polygonal pin faces approach 
circular pin face, the metal distortion gets reduced due 
to the reduction of dynamic area and causes the for-
mation of coarse grains, and that is more than 9 μm in 
size. This process leads to a reduction in wel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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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칩의 고 도 패키징화에 발 맞추어, TSV 

(through-Si-via, 실리콘 웨이퍼 통홀) 기술을 이

용한 Si 칩의 수직 층 기술은 반도체 시스템 집 에 

매우 요한 기술이다. 자산업에서 자기기와 부품

은 칩의 2차원  배열인 2D 로부터, 인터포  상에 칩

을 평면으로 층한 2.5D 방식, TSV를 이용하여 칩

을 수직으로 층한 3D 방식, 다이 에 여러 개의 칩

을 수직으로 층한 5.5D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패키징 

산업은 고집 화  고성능화로 더욱 발 해 가고 있

다. TSV 기술을 포함한 이러한 고 도, 고집  패키징 

기술은 IoT(internet of things), AI(artificial in-

telligence), 5G(fifth generation) 통신, HPC(high 

performance computer) 등의 분야에서도 요한 기

술로서 자리 잡고 있다1,2).

  TSV 기술을 이용하면 크기가 작고 성능이 우수한 

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 인데, CMOS 

이미지 센서, 층 DRAM, 층 NAND 래시, SiP 

(system in package), 3D SOC(system on chip), 

HBM(high bandwidth memory)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될 수 있다1). 3D 패키징은 system integration 

등에 용될 수 있는데, 이는 2D, 2.5D 패키징에 비

해 속 거리가 짧아서, 디바이스를 최단거리 속 가능

하게 한다. Intel 등에서도 AI, 고성능 컴퓨터(HPC) 

등에 사용할 chiplet system integration 등에 3D 

패키징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을 발표하 다3). 근

래 삼성 자 등 산업계에서는 12 DRAM 칩을 60,000

개 이상의 TSV를 사용하여 층한 보고도 있다4). ,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련

하여, 워 디바이스의 과  류 감지 등을 하여 TSV 

구조 배선을 이용하여 Rogowski 코일 류센서(coil 

current sensor)를 제작한 연구도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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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V 기술을 이용한 3D 층기술은 실리콘 웨이퍼

에 미세 통홀을 형성하는 과정, 통홀 내부 벽에 기

능 박막층을 코 하는 과정, 도성 물질을 통홀 내

부에 충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통홀 노출과 웨이퍼 

박층화를 한 웨이퍼 연마(CMP, chemical mechan-

ical polishing), 범핑, 층과정을 통해 칩 간 직  

기  연결 통로를 확보하는 기술이다6,7). TSV 기술

은 칩 내부에 직  연결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다른 

칩과의 연결시 연결부의 길이를 최소로 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 항이 어들고 데이터의 송 속도도 

빨라진다. 메모리나, 로세서, 력소자, 센서/액추에

이터, 바이오칩 등 이종(異種)의 칩의 층이나, 후 

차량용 반도체나 빅데이터 처리용 디바이스 등에 더욱 

폭 넓게 용하기 해, 소형, 소비 력, 고성능을 

가진 3차원 실장기술의 발 이 필요하다1,8,9).

 

2. TSV 형성  DRIE 기술

  Si wafer에 TSV를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DRIE (deep 

reactive ion etching)법, metal-assisted chemical 

etching 법, 이 (laser)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

다. TSV 형성에는 DRIE 법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Nd YAG 등을 사용한 이  드릴링법도 있

다. 이  드릴링법은 통홀 내부가 불균일하고 거칠

며, 외부 Si 웨이퍼 표면에 Si 용융 꺼기의 생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용에 한계가 있다10). DRIE 기술은 미

세 통홀 형성에 95% 정도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

인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11).

  DRIE 방법은 Bosch 공법과 극 온 공법(cryogenic 

process)으로 나 어진다. Bosch 공법은 Si 웨이퍼의 

등방성 라즈마 에칭 기술로서, 반응 챔버에 혼입된 

SF6, CF4, C4F8 등의 불화물 가스에 라즈마가 충돌

하여 가스 분자를 이온으로 변환시킨다. 주로 SF6 가

스에서 생성된 반응성 이온을 사용하여 실리콘을 에칭

(etching)시키고, 테 론(teflon)과 유사한 특성을 갖

는 C4F8 막으로 통홀의 측면을 보호(passivation)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에칭을 하는 방법이다. 극 온 

공법은 Bosch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채꼴형(scallop) 

TSV 벽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발된 공법이다. 식각 

과정 에 식각 방지층을 형성하는 O2 는 CHF3+ 

C4F8 가스를 SF6 가스와 같이 공 하여 Si의 연속

인 식각을 유도한다12). 이 과정은 등방성(isotropic) 

에칭 특징을 띄지만 해당 과정을 −110℃ 극 온으로 

진행하면, 극 온에서 화학  반응이 느려지게 되면서 

이방성 에칭(anisotropic etching)의 특징을 띄게 된

다13). 따라서 수직의 벽을 갖는 비아 제조가 가능하다. 

DRIE를 이용하여 TSV를 형성하는 장 은 다수의 홀

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는 과, 다양한 종횡비의 

TSV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을 들 수 있다. DRIE 방

법으로 0.5 mm 두께의 Si 웨이퍼에 통홀을 제조하

는데 약 100-1000회의 에칭/부동막 처리 과정이 필요

하다.

  이 를 이용한 방법의 장 은 불화물계 에칭 가스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TSV 형성을 한 별

도의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을 들 수 있다. 단

으로는 이 를 사용하여 형성한 술한 TSV 입구 

주변의 Si 스패터나 꺼기 외에, TSV 쪽에 비해 

바닥쪽의 직경이 조  작고, TSV 내벽이 거칠며, 종횡

비(aspect ratio)가 큰 TSV를 형성하기 힘들다는 을 

들 수 있다. 한편, metal-assisted chemical etching 

법의 장 은 간단하고 가의 공정으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4,15). 단 으로는 매로 주로 사용하는 Ag, Au, 

Pt 등이 고가이고 Si 으로의 확산으로 CMOS (com- 

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등의 성

능에 악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met-

al-assisted chemical etching 반응을 이용한 Si 의 

높은 종횡비(aspect ratio)를 갖는 TSV 제조 기술이 

보고되었다14,16). 이 방법은 Si 혹은 SiO2를 HF 가스를 

사용하여 H2SiF6로 식각하여 TSV를 제조한다. Matsuo

는 Si 칩 표면을 H2SiF6로 에칭하여 직경 수 ㎛ 종횡

비 100의 TSV를 형성하 다15,17).

  DRIE 법은 Si 웨이퍼에 해 식각과 보호층 증착을 

반복하며 수직에 가까운 TSV를 만들 수 있다. DRIE

에서 식각과 보호층 증착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아래 

일련의 식들에 보인 바와 같다.

<DRIE chemical reactions>

① 에칭공정(etching term)

  SF6 + e- (from plasma) → SF5++F+2e- (1)

  Si (solid) + 4F (gas) → SiF4 (gas) (2)

② 보호막층 형성공정(passivation term)

  C4F8 + e- (from plasma) → C3F6 + CF2 + e- (3)

  nCF2 → (CF2)n (4)

  Fig. 1(a)는 DRIE 공정 진행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고, Fig. 1(b)는 실제로 제조된 비아 벽면을 보인 

것이다18). 비아 벽면은 수직홀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에칭  보호막 층 반복 형성과정에서, Si 벽면을 미세

하게 보면 부채꼴(scallop) 형상을 나타낸다. 

  DRIE에 의해 제조되는 TSV 형상에는 Fig. 2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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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처럼 수직형 스트 이트(straight) TSV(Fig. 2 

(b, c)), 경사형(tapered) TSV(Fig. 2(a)), 항아리 

형 등방성(isotropic) TSV(Fig. 2(d)) 등이 있다. 일

반 으로 수직형 TSV가 많이 사용되는데, 도 액이나 

도  조건이 잘 조 되어야 결함 없는 Cu의 충 이 가

능하다. 그 지 않으면 류 도가 높은 입구 모서리 

부분의 동 도 층이 서로 연결되어 내부에 시임(seam) 

결함이 생성되기 쉽다. 이를 개선하기 해 모서리 부

분의 류 도를 낮추기 해 모서리 부분을 모따기

(rounding) 하기도 한다(Fig. 2(b)). 경사형 TSV는 

입구의 직경이 넓고 바닥의 직경이 좁은데, 다양한 경

사각을 만들 수 있으며, 경사형 TSV가 수직형 TSV나 

항아리형 TSV에 비해, 도 시 TSV 입구가 막히는 

상이 덜 하기 때문에 TSV 내 도  충 이 용이하다. 

자 등은 TSV 입구 직경 44.3 ㎛, 바닥 직경 34.2 ㎛, 

깊이 60 ㎛, 경사각도 11˚의 경사형 TSV를 제작하여 

용이하게 Cu 충 을 실시한 바 있다19). 반면 항아리형

은 TSV 입구 막힘에 의해 내부에 기공(void)이나 심

(seam) 결함의 발생이 용이하다.

3. TSV 내벽의 기능성 박막 코

  기능성 박막(functional layer)은 TSV 내부와 TSV

가 형성되지 않은 실리콘 웨이퍼에 연층, 합층, 시

드층 등을 코 한다. 코  물질  코  목 은 ① 

연층(insulating layer)으로서, 보통 SiO2, 혹은 SiN

을 TSV와 실리콘 웨이퍼의 기  연을 해 코

하고, ② 합층(adhesion layer)으로서 Ti 등을 TSV 

내부의 충  속(보통 Cu)과 실리콘 웨이퍼 사이의 

합력을 향상시키기 해 코 하며, ③ 시드층(seed 

layer)으로서 Cu나 Au를, 충  속(보통 Cu)의 

해도 을 용이하게 하기 한 처리로 코 한다.

  기능박막층의 코  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SiO2/ 

Ti/Cu
20)

와 같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연층으로 형

성되는 SiO2의 경우 실 인(SiH4)을 이용하여 CVD로 

증착할 수 있는데, SiO2 CVD 증착 시의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SiH4 (gas) + O2 (gas) → SiO2 (solid, on Si surface)

+ 2H2 (gas) (5)

  합층인 Ti는 SiO2 등의 연층과 Cu 충  속 

양쪽과 합성이 모두 좋기 때문에 TSV 내벽표면의 

SiO2 층 에 박막으로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드층

은 술한 바와 같이 충  속인 Cu의 해도 을 용

이하기 해 코 하는데, 주로 동종의 Cu 박막을 코

하지만20) Au를 코 한 사례도 있다.(Fig. 3)21) 자 

등은 SiO2, Ti, Au 층을 Si 벽 내측으로부터 TSV 쪽

으로 차례 로 코 하 다21-23).

Etching Passivation Etching

Photoresist 

SF6+plasma C4F8 gas SF6+plasma

Si-Wafer Si-Wafer Si-Wafer Si-Wafer 

(a)

SiVia

Wafer 

Scallop

(b)

Fig. 1  Schematics of TSV drilling by DRIE process (a), 
and magnified via wall fabricated by DRIE (b)18)

Si-Wafer Si-Wafer Si-Wafer Si-Wafer 

TSV

Seed layer Cu

Harder to Fill

Fig. 2 Relation between various TSV’s and Cu elec-
tro-deposited shapes

Si-Wafer 

SiO2 layer

Seed-layer

Cu

Fig. 3 Interface between Cu filling and Au seed layer on 
the via side wal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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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층을 사용하는 이유는 산화방지  도 액 내에

서의 화학  안정성을 고려한 경우, Au의 특성이 Cu

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이다. Ti/Cu 는 Ti/Au와 같

은 속박막 형성은 스퍼터링(sputtering)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 등은 연층으로 1 ㎛ 

두께의 SiO2를 고 도 라즈마 CVD(high density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HDPCVD)로 

코 하고, 이어서 Ti를 착층(adhesion layer)  Cu 

를 시드층으로 스퍼터 코 장치로(sputter coater) 증

착한 가 있다19). Cu 층은 기 도성도 좋고 Au층

에 비해 가이지만, 산화되기 쉽고 이후의 비아내 Cu 

도  충 공정에서 Cu층이 도 액 으로 용해되어 소

모되는 단 이 있다. Fig. 4는 기능박막이 TSV 내에 

형성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TSV 내면에 형성되는 시드층은 Fig. 4 보듯이 비아 

입구 부분이 두껍고 바닥 부분이 얇게 형성된다. 이러

한 상은 시드층 속의 스퍼터링 시 속 원자가 불

규칙한 방향으로 직선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비아 홀 

입구 부분은 바닥부분보다 속 원자가 증착될 확률이 

더 크며, 이로 인해 더 두꺼운 시드 층이 형성된다. 그 

결과는 Hong 등21) 의 연구에서 Fig. 5에 보인 것처럼 

스퍼터링된 Ti, Au 시드층과 이의 EDS 분석을 통해

서도 확인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TSV 입구 부분에서

는 Au 시드 층이 두껍게 나타나고, 바닥 부분에서는 

얇게 찰된다. 

4. TSV 의 Cu 충  도  

  TSV 내벽을 기능성 박막으로 코 한 후에 도성 

속을 TSV에 충 한다. 보통은 해도 법으로 충

하지만, 바아 홀 직경이 1 ㎛ 이하로 아주 작은 경우나 

트 치(trench) 충 의 경우에는 무 해도 이 사용되

기도 한다. 습식 코 법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기도

법은 류를 흘려서 음극인 Si 웨이퍼의 비아 홀에 

속을 도 하는 방법이다. 해 도 시 속은 도 용

액상의 속이온( , Cu++)이 음극에서 자를 받아 

비아 홀 내벽의 기능성 속층에 석출된다.

  Cu++ + 2 e-→ Cu (6)

  음극에서 환원 석출되는 속이온의 무게(W)는 도  

류의 양에 비례하며, Faraday의 법칙에 의하여 계

산될 수 있다(Eq. 7).

  W=ZQ= (A/nF)Q = (A/nF)it (7)

단, Q ; 통 량이며, i ; 도  류(A), t ; 도  시간(s), 

Z ; 기화학당량(electrochemical equivalent) (g/ 

Coloumb), F ; Faraday 상수(96500 C/equivalent), 

n ; 가수  

  기 도 법에 의한 TSV 내 Cu의 충  방법은 공

정 비용이 비교  렴한 장 이 있으며, 도  류 

형의 조 이나 첨가제를 가한 도 액을 사용하여 결함 

없는 충 이 가능하다. , 실리콘 웨이퍼 내의 수 ㎛ 

직경의 작은 비아의 100 정도의 깊은 종횡비를 갖는 

통홀까지 도 이 가능하고, 양산이 가능하므로 TSV 

충 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TSV 내부 바닥부터 

Cu가 도 되는 방법  류 형 조 에 의한 방법은 

자 등 이 보고한 바 있다24). 그러나 Cu 기 도 에 

의한 TSV 충 시 류 도가 TSV 입구의 모서리 부

분이 높기 때문에 결함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TSV 

내에 Cu를 도 할 때 도 이 진행되는 형상에 따라서, 

subconformal, conformal, superconformal의 3 종

류로 구분한다(Fig. 6). Subconformal은 TSV 입구

부분에서 빠른 도 이 일어나며, TSV 내부가 Cu 도

되기 에 입구 도 층이 연결되어 내부에 기공(void)

결함이 생성된다. Conformal은 TSV 체 으로 균일

Cu, Au 

SiO2

Ti 

Si-Wafer 

Seed layer
Adhesion layer
Insulating layer

Fig. 4 Structure of functional layers on a TSV

Au

Si 

Au

via

(a)               (b)

Fig. 5  EDS analysis for the adhesion layer of Ti (a), and 
seed layer of Au (b) on a TS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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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도로 도 이 진행되며, TSV 내부에 시임 결함을 

남긴다. Superconformal 도 은 TSV 내부 바닥에서 

빠른 도 이 일어나는 bottom-up 충 으로 TSV 내

에 결함이 없는 도 부를 얻을 수 있다. 가속제의 농도

에 따른 TSV 바닥으로부터의(bottom-up) Cu 충 에 

하여 Hoffmann 등이 연구 보고한 바 있다25). 

  TSV에 Cu등 도 성 속을 충 할 경우, DC(di-

rect current) 기도 을 이용하면, 비아 홀 입구의 

모서리 부분에 류 도가 높아져서 비아 입구부에서 

착속도가 비아 바닥보다 빨라지는 sub-conformal 

도 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sub-conformal 

착을 방지하고 보이드와 시임 등 결함이 없는 충 을 

해서는 TSV 입구부에 류 도의 집 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해 펄스 류를 이용한 충 도 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Lee 등26)의 보고에 의

하면, 펄스 류인 PPR(periodic pulse reverse) 

형에서도 환원 류 도를 -7~-10 mA/cm2 로 하고, 

산화 류 도는 30~50 mA/cm2 범 에서 가하며, 양

극  음극 극 사이의 거리를 3 cm 하 을 때, 도  

기에 비아 바닥부가 미처 도 되기 에 TSV의 입

구부가 막히게 되는 sub-conformal 착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TSV 내부에 보이드와 시임 등의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Fig. 7(a)). 

  때로는 비아의 간부분에서 먼  도 이 일어나서 

이들 도 부가 연결되면서, 비아 바닥쪽에 void와 seam 

등의 결함이 발생되는 도 이 나타나기도 한다 Hong 

등27)에 의하면, 평균 류 도 -7.71 mA/cm2의 

PPR 류 형을 이용한 Cu 충 에서 양극  음극 

극 사이의 거리를 3 cm 하 을 때, Fig. 7(b)와 같

은 Cu 충  형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펄스 류를 사

용하더라도 TSV 바닥부터 우선 도 되는 bottom-up 

도 이 부족하여, TSV 양쪽 벽에서 성장해 나온 구리 

층이 TSV 심부에서 만나 and middle point of via 

(b)27).

  도 작업에서 펄스 류는 음극에 도 을 일으키는 

환원 류와 과도 층을 다시 용해시키는 산화 류를 번

갈아 가한다. 이를 통하여, 환원 류만 흐를 때의 TSV 

입구 모서리부의 류 집 효과를 완화하여, 비아 입구

부에서 도 속도를 감시켜 비아 홀의 입구부가 막히

는 상을 억제한다. 펄스 류에는 산화 류 신 도

류를 0 으로 하여, 도 속도만을 0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산화 류를 가하는 방법에 비해 과도  억제의 

효과가 떨어진다.

  펄스에 의한 류 형 조 에 더하여, 도 액에 도

Si-Wafer Si-Wafer 

Subconformal

Void

(a)

Si-Wafer Si-Wafer 

Conformal

Seam

(b)

Si-Wafer Si-Wafer 

Superconformal

Defect-free

(c)    

Fig. 6 Schematic of sub-conformal, conformal, super- 
conformal electro-plating of Cu in TSV

(a)

(b)

Fig. 7 Void creation by over-growth of electro-deposited 
Cu at the top point (a),26) and middle point of via 
(b)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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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억제제  가속제를 첨가하여 결함발생을 억제

하면서 빠른 도 을 하기도 한다(Fig. 8 참조). 억제

제로는 흔히 polyethylene glycol(PEG)를 사용하고
19,28), 가속제로는 bis-(3-sodiumsulfopropyl) disul-

fide(SPS) 등이 사용된다29). 

 TSV 내에 결함 없는 Cu 도  충 과 련하여, 

Hong 등21) 에 의하면 TSV 내 Cu 충 시 정(+)펄스 

류 도를 1000 mA/dm2 로 5 간 인가하고, 역

(-)펄스 류 도를 190 mA/dm2로 25 간 인가하

여 총 57.6 ks 동안 도 했을 때 결함이 없는 완 한 

Cu 충 을 할 수 있었다(Fig. 9). 

  Fig. 10은 TSV 내에 Cu의 빠른 도  충 을 하

여, 환원 류와 산화 류를 가한 후 짧은 시간 동안 

류를 인가하지 않는 휴지기간(current-off dura-

tion)을 두는 펄스-역펄스 류(PPR) 형을 이용한 

고속 해 도 법의 도 기구(plating mechanism)를 

보인 것이다.

  펄스-역펄스 류를 사용 할 경우, 환원 류 기간에 

TSV 내에 Cu가 도 되고, 산화 류 도가 걸리는 역

펄스 기간에 TSV 입구 모서리 등 과도 된 부분의 

Cu 층이 도 액 으로 다시 용해된다. 류가 꺼지는 

휴지기간에는 TSV 주 의 용해된 Cu 이온이 도 액 

속으로 농도차에 의해 확산해 퍼져나간다. 이런 과정으

로 인하여, TSV 입구는 막히지 않고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며, TSV 내부에 보이드와 시임 등의 결함이 억

제된다.

Leveler

Ti

SiO2

Cu

Suppressor (PEG)
Slow deposition

Accelerator

Fast deposition

Cu2+

Si-Wafer 

Fig. 8 Cu electro-deposition in TSV preferentially with 
additives

Si-Wafer Si-Wafer Si-Wafer 

Cu2+ Cu2+ Cu2+

Cu2+Cu2+

Cu2+
Cu2+

Cu2+ Cu2+

Cu2+ Cu2+

Cu2+
Cu2+

Cu2+ 

Cu2+ 

Cathodic
Current

(-)

Anodic 
Current

(+)

T(sec)

Fig. 10 Characteristics of periodic pulse reverse

Si-Wafer Cu-via

Fig. 9 Void-free electro-deposition of Cu in TSV(Cu fill-
ing in TSV in conditions of the forward pulse of 
1000 mA/dm2 for 5s and reverse pulse of 190 
mA/dm2 for 25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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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V 내에 Cu 충 시 펄스 류를 사용하면, 도 과 

에칭이 반복되기 때문에 TSV 내 Cu 충  시간이 길

어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TSV의 충  시간을 단축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ong 등30) 은 

TSV 내 도 속도 향상을 해 Cu 합 을 사용한 

TSV 충 을 보고하 다. Cu-Ni 합  도 을 이용한 

TSV의 PPR도  충 에서, 순 속 Cu 충 에 비해 

도 시간 20분 기 으로 약 1.36 배 빠른 결함 없는 

고속 충 을 달성하 다. 한편, Ha 등31) 은 직경 3 ㎛, 

깊이 27 ㎛ 의 TSV에 해 도 액내의 sulfonated 

diall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copolymer 

(SDDACC) 첨가제 최 화를 통해, 단 3분만에 TSV 

내에 Cu의 충 을 완료하는 고속 Cu 충  연구 결

과를 발표하기도 하 다. 

  한, TSV 내 Cu 도 후 어닐링 처리시 TSV로부

터 Cu 도 층 돌출은 Si 재질의 TSV 벽과 Cu 도

층 사이에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한 응력을 유발하며, 

이는 Cu 도 된 TSV 계면의 균열  수명 단축을 일

으킨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Cu 도 층

의 돌출 억제가 필요한데, 이를 해 Cu-Ni 합  도

이 보고되었다. Jung 등32)은 TSV 내 Cu-Ni 도 을 

통하여, 450℃ 어닐링 조건에서 Cu-Ni 도 부(cu plug)

는 약 1250 nm 돌출되었는데, 이는 같은 조건에서의 

Cu 도 부 돌출길이 1360 nm 에 비해 8.8% 돌출 

길이가 감소된 것이다.

  한편, 2.5D, 3D 등의 집  반도체 디바이스의 패키

징 과정에서, TSV의 형성과 Cu 충  도  문제 이외

에도, Si 웨이퍼의 기계화학  연마(CMP)에 의해 웨

이퍼의 두께가 100 ㎛ 이하로 얇아짐에 따라, 웨이퍼

의 취 을 용이하게 하는 임시본딩(temporary bond-

ing, TB)  디본딩(debonding) 기술이 한 요해

지고 있다33-35). 디본딩과 본딩 성능은 모두 착제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착제  착 공정 기술에 해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TB 착제 소재로

는 실리콘이나 폴리이미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Si 웨

이퍼의 리어는 실리콘이나, 유리를 사용할 수 있으

며, 본딩 온도는 실리콘 착제의 경우 약 180℃ 내

외, 폴리이미드 착제의 경우 약 350℃ 정도이다. 본

딩부의 열  안정성은 실리콘 착제의 경우 약 250℃, 

폴리이미드 착제의 경우 약 350℃ 이상이다. 디본딩 

방법은 4가지 정도로 나  수 있는데, 열  슬라이드 

오 (slide-off)법, 화학  용해법, 이  보조법(엑시

머 이  등 사용), 리 트 오 (lift-off)법 등이 있

다36). 이에 한 보다 상세한 서술은 지면 계상, 이

후의 리뷰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문헌을 참고해 주

기 바란다. 

  이상에서 반도체 Si 칩의 3차원 층 실장을 한 

TSV 연구들에 해 살펴 보았다. 후의 3차원 실장

기술의 발 과 련하여, 웨이퍼 벨의 3차원 실장에

서는 웨이퍼 표면의 거칠기를 1 nm 이하로 하는 화학

기계  연마(CMP, chemical mechanical polish-

ing), 웨이퍼 뒷면의 연마기술, 웨이퍼간의 합(WoW, 

wafer on wafer) 등1)도 IoT, 5G, AI, HPC 등 3차

원 실장 용분야의 원가 감을 해 더욱 연구할 필

요가 있다고 단된다.

 

5. 결    론

  본 고에서는 Si 웨이퍼에 TSV를 이용한 3차원 고

도 패키징에 하여 연구 동향을 조사 보고하 다. AI, 

IoT, 5G, HPC 등 많은 최신 혹은 미래의 자기기와 

기술 분야에서 고집  고성능 자패키징 기술이 필요

하며, 3차원 집 기술은 이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

고 있다. 3차원 실장 기술  집 도가 높은 Si 웨이퍼 

상의 TSV는 DRIE 공정에 의해 수직 홀을 만들고 실

장 도를 높이기 해 직경 수 ㎛ 정도의 TSV를 형

성하고, 종횡비 100의 아주 깊은 홀까지 제조한다. 이

러한 TSV의 고 도화에 동반되는 TSV 간의 Cu 이동

(migration)에 의한 연 괴, TSV의 항, 인덕턴스 

등 기  문제, TSV의 상호 간섭 문제, Cu 도 층의 

결함 억제와 빠르고 정확한 결함의 탐지, 응력발생, 웨

이퍼의 보다 미세한 연마  생산성 향상 등을 해결하

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후 가속

화하는 자기기와 부품의 성능발 과 경박단소화에 

응하여 Si 칩의 3차원 층기술에 한 더 많은 연구

와 발 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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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는 3차원 CAD 

(computer-aided design) 일에 기반하여 속, 

라스틱, 세라믹 등의 소재를 layer-by-layer 방식으로 

제작하는 공정이다. ASTM F2792 에서는 층제조 

기술을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Powder 

bed fusion (PBF)은 속 분말을 수십 ㎛ 두께로 도

포한 분말 베드에 고에 지 열원을 조사하여 선택 으

  

금속 적층제조된 대형 실린더 부품의 열변형에 미치는 

적층 높이 및 재료 특성 영향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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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ser powder bed fusion technique involves depositing layers by selectively melting a material. This leads to 
rapid melting and solidification, followed by repeated reheating and remelting. The complex thermal hysteresis and 
resultant thermal gradient inevitably cause thermal stress and distortion in additively manufactured products. The 
thermal stress and distortion lead to dimensional inaccuracies, defects such as delamination and cracking, and fi-
nally, adverse effects on the product life. In this study, a thermomechanical analysis of a large cylinder (hollow 
shape, with a height of 750 mm, an outer diameter of 500 mm, and a thickness of 20 mm) was performed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uilding height and material properties on thermal distortion. 
Specifically, the evolution of thermal distortion was systematically interpreted with the thermal hysteresis. 
Depending on the building height of the cylinder, the thermal hysteresis was influenced by the bed plate and the 
thermal effect of the predeposited and postdeposited layers. In addition, the thermal distortion tendencies of 
Ti-6Al-4V and Inconel 718 metal powders were examined based on the material properties, particularly thermal 
diffusivity. The maximum thermal distortion occurred at approximately 100 mm below the top surface of the cylin-
der for both materials. Moreover, the thermal distortion of the Ti-6Al-4V was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Inconel 
718 because of the lower thermal diffusivity of the former.

Key Words: Powder bed fusion, Thermo-mechanical analysis, Thermal distortion, Thermal hysteresis,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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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융  응고시켜 층하는 방식이다. PBF는 속 

층제조 기술 에서 높은 정 도를 가지고 복잡한 형

상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PBF는 

이 , 자 빔과 같은 고에 지 열원을 사용하여 속 

분말을 용융-응고시키는 작업을 연속 으로 수행한다. 

이때, 속 분말의 용융-응고는 마이크로 스 일의 국

부 인 역에서 리 (ms)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

에, 격한 온도 변화와 함께 주변 역과 큰 열 구배

를 유발한다. 한, Layer-by-layer 층 과정으로 

인해 열원에 의한 직 인 열 향(용융-응고) 뿐 아니

라 주변 tracks  layers 층으로 인한 간 인 열

향으로 재 용융, 재 가열, 재 냉각에 의한 복잡한 열

이력이 나타난다1). 이러한 열  상에 의해 소재는 

팽창  수축 과정에서 열응력과 변형이 수반된다. 고

에 지 열원을 사용하는 층제조 공정에서 열응력과 

변형의 발생은 필연 이며, 이로 인해 층제조된 제품

의 기하학  정 도가 감소하고, 더 나아가 뒤틀림, 박

리, 균열과 같은 결함을 발생시켜 제품 수명에도 향을 

미친다2-8). 

  따라서, 층제조 공정시 열응력과 변형을 최소화하

기 해 실험과 산해석을 이용하여 열원의 출력, 스

캔 속도, 스캔 략, 분말 베드 두께 등에 한 공정 

변수 최 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험을 통

한 공정 변수 최 화는 실험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시간

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산해석이 

주로 활용된다. 산해석은 스 일에 따라 마이크로/메

조 스 일 해석과 매크로 스 일 해석으로 구분한다9). 

마이크로/메조 스 일 해석은 Single track  multi- 

tracks/layers 층을 모사하며, 용융풀(melt pool) 

스 일에서 열응력  변형에 미치는 공정변수10-15)  

소재 특성11,12) 등의 향을 연구한다. 비교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제 층 부품의 복잡한 형상과 

크기를 반 하는 해석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계산 비용

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 인 연구로서 활용된다. 

  매크로 스 일 해석은 Multi-scaling law를 활용하

여 비교  합리 인 계산 비용으로 부품 스 일에서 해

석을 진행한다16-20). 그 결과, 실제 부품과 공정을 잘 

반 한 열 분포, 열응력  변형 정도를 측할 수 있

다. 층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응력  변형은 소

재 특성과 함께 층 공정 의 열이력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근이 필요하다. 특히, 제품의 크기가 

형화되고 형상이 복잡해질수록, 층 치 별 공정 

의 열 이력 한 복잡해지고 이는 치 별 열응력  

변형 경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층제조 공정 의 열응력  변형 측에 한 연

구 동향을 살펴보면, T. Mukherjee et al.11,12)의 연

구에서 마이크로/메조 스 일 해석을 통해 용융풀 스

일에서 Stainless steel 316, Ti-6Al-4V, Inconel 

718, Inconel 625 소재의 열변형 경향을 분석하 다. 

M. Yakout et al.18)의 연구는 매크로 스 일에서 

Stainless steel 316L, Ti-6Al-4V, Invar 36 소재

의 잔류응력에 미치는 소재 특성에 해 고찰하 다. 

A.J. Dunbar et al.17)의 연구에서는 매크로 스 일에

서 층제조 공정 동안 열변형 거동을 분석하 다. 즉, 

부분의 연구는 마이크로/메조 스 일 해석을 통한 용

융풀 스 일에서 열분포, 열응력  변형 측을 수행

하 다. 하지만, 용융풀 스 일에서 측한 결과는 실

제 층제조 공정 의 복잡한 열이력에 의한 열응력 

 변형 거동과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부품의 열응력 

 변형 측은 매크로 스 일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한, 매크로 스 일에서 수행한 부분의 연구들은 열

이력에 한 고려없이 열변형 거동을 분석하 다. 따라

서, 매크로 스 일에서 치 별 열이력을 고려한 열변

형 측  이해에 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method, 

FEM)을 사용하여 Ti-6Al-4V와 Inconel 718 속 

분말을 이용한 형 실린더 층제조 시 발생하는 열변

형을 측하고, 층 치 별 열이력과 함께 열변형 발

생 경향  거동을 분석하 다. 한, 층 소재 특성

이 열변형에 미치는 향을 함께 고찰하 다. 

2. 해석 방법

  본 연구의 해석 상이자 층부인 실린더 형상은 외

경 지름 500 mm, 내경 지름 460 mm으로 두께 20 mm

이며, 높이는 750 mm이다. 층방식은 Laser-PBF 

(L-PBF) 방식으로 bed plate 형상은 가로, 세로, 높이

가 800 mm × 800 mm × 30 mm인 직육면체이다. 

실린더의 유한요소모델은 총 242,400 개의 육면체 요

소로 구성되었으며, 요소의 크기는 5.0 mm로 실린더 

두께의 1/4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Bed plate의 유한

요소모델은 총 19,200 개이며, 그 크기는 10.0 mm이

다. 모델 형상  유한요소모델은 Fig. 1에 나타냈다.

  층 재료는 Ti-6Al-4V 와 Inconel 718을 사용하

다. 이들 소재는 층제조 공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로서, Ti-6Al-4V는 높은 비강도, 내부식성, 생체

친화성 등이 우수하여 우주/항공, 바이오 분야에서 활

용되며21,22), 니 기 합 인 Inconel 718은 우수한 고

온기계  특성과 내부식성 등으로 인해 우주/항공 분야

에서 사용된다22). 유한요소해석에서 재료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해 온도에 따른 비선형 물성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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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사용한 Ti-6Al-4V와 Inconel 718의 열  물

성과 기계  물성은 층제조된 소재에서 확보되었으

며, 이들 물성은 Fig. 2, 3에 각각 나타냈다. Bed plate 

열  물성은 General steel의 선형 물성을 용했으

며, 도 7,850 Kg/m3, 열팽창계수 1.2E-5 1/℃, 

열 도도 60.5 W/m․℃, 비열 434 J/Kg․℃ 이다.

  열-응력 연성해석을 수행하기 해 상용 유한요소해석 

Solver인 ANSYS Additive Suite (Workbench Ad- 

ditive)를 사용하 다. 층제조 공정의 Layer-by-layer 

층 방식을 해석에 반 하기 해 각 층을 구성하는 

요소의 추가  제거 방법(element birth and death 

(a) (b) 

750 mm

Steel bed plate Steel bed plate
(800×800×30 mm3)

Fig. 1 Geometries for the substrate and cylinder deposit 
for FEM simulation of L-P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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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erature dependent material thermal properties for Ti-6Al-4V and Inconel 718, (a) density, (b)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 conductivity, and (d) specific heat. The data was adopted from material library in AN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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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을 사용하 다. 이는 층부인 실린더의 요소

들을 모두 모델링하고, 순차 으로 각 Layer를 구성하

는 요소들을 비활성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 환하면서 

층되는 상을 구 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와 같이 형 제품의 층 공정을 모사하는 

데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막 하다. 따라서 

합리 인 해석 시간과 산비용 고려하기 해, ANSYS 

Additive Suite는 해석상 (i)-(iii) 와 같은 가정을 반

하고 있다23).

  (ⅰ) 물리 으로 유사한 열이력을 가지는 연속 인

Layers를 표 인 하나의 layer(superlayer)로 통

합하여 해석에 반

  (ⅱ) 스캔 방식에 따른 열 효과가 체 부품의 열변

형에 미치는 향은 미미함. 스캔 방식을 따로 고려하

지 않고, 각 Superlayer가 활성화되면 동시에 가열되

고 냉각되는 방식으로 열해석을 수행. 이때, Layer의 

가열 온도는 소재의 녹는 으로 설정하여, 불완  용융

과 이  키홀(keyhole) 상이 발생하지 않는 최

화된 공정 변수를 설정하 다고 가정 

  (ⅲ) 분말 베드 내 미 용융 분말 역을 유한요소로 

모델링하기보다는, 층부와 미 용융 분말의 경계면에

서 분말에 의한 열손실을 고려한 류 경계 조건을 사용

  열-응력 연성 해석에서 열 해석을 먼  수행하며, 열 

해석에 사용된 지배 방정식은 식 (1) 과 같다17,24). 

   (1)

여기서, ρ는 도,  는 비열(Specific heat), T는 

온도, t는 시간, q는 열 유속(heat flux), Q는 단

체 당 내부 발열 속도(volumetric internal heat 

generation rate), r은 기  좌표계를 의미한다. 이

때, 열 유속 q는 온도에 따른 열 도계수 k와 온도 T

를 포함하는 Fourier 열 도 계식인 식 (2)로 나타

낼 수 있다. 

  (2)

  복사에 의한 열 달은 Stefan-Boltzmann 법칙으로

부터 구한 식 (3)을 통해 계산하 다. ε은 방사율

(Surface emissivity), σ는 Stefan-Boltzmann 상

수, 는 표면 온도이다.

  
      (3)

  류에 의한 열 달은 Newton의 냉각 법칙을 통해 

계산했으며 (식 (4)), 이때 h는 열 달 계수이다.

   (4)

  기온도와 냉각 기 온도는 모두 상온(22 ℃)이다.

  층제조 공정은 고 에 지 열원에 의한 격한 용융

과 응고의 반복 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층제

조 공정의 구조해석은 불균일한 온도 분포에 의해 열응

력이 발생하고, 이는 주요한 하 으로 작용한다. 열

달 해석으로부터 각 (Nodal point)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를 구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열 변형

률(thermal strain)이 계산된다. 따라서, 열응력  

변형은 비선형 과도(Non-linear transient) 열탄소성 

문제로서 계산되며, 다음의 지배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20). 

  식 (5)는 응력 평형 방정식이며, σ는 응력을 의미한다.

  (5)

  응력 σ는 식 (6)의 구성방정식으로 표 되며, C는 

탄성강성행렬(Elastic stiffness matrix)이다. 

  (6)

  체 변형률 ε (Total strain)은 탄성 변형률 ε
(elastic strain), 소성 변형률 ε(plastic strain), 열 변

형률 ε (thermal strain)의 합이며 (식 (7)), 이때 

열 변형률 ε은 식 (8)-(10)를 통해 계산된다.

  (7)

  (8)

  (9)

  (10)

  는 열팽창 계수,  는 기  온도이다. 

  소성 변형률은 Von-mises 항복 기 과 Prandtl- 

Reuss flow 법칙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11)

  (12)

  (13)

  는 항복 함수(Yield function),  는 Mises 응력, 

 는 항복 응력,  는 등가 소성 변형률(equivalent 

plastic strain), α는 flow vect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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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조건은 Bed plate 면을 고정시켰으며, 해석

에 사용한 층 공정 조건과 경계 조건은 Table 1에 

정리하 다. 해석 결과로부터 실린더 높이 100, 400, 

650 mm에서 외경에 치한 에서 측정된 열이력

과 방사 방향(Radial direction)으로 발생한 변형 경

향을 분석하 다. 한, 층 소재 별로 이들의 경향을 

비교 분석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층 완료 후 방사 방향으로 변형 경향을 이해하기 

해 x축으로 발생한 변형을 Fig. 4(a)에 도식화했다. 

변형 의 실린더 형상 (본래 설계했던 형상)을 회색 

음 으로 함께 표시했다. 이를 기 으로, Ti-6Al-4V 

와 Inconel 718로 층 된 실린더 모두 실린더의 

Machine settings Build conditions Cooldown conditions

Deposition 
thickness 0.04 mm Preheat temp. 22 ℃ Room temp. 22 ℃ 

Hatch spacing 0.13 mm Gas convection 
coefficient 1E-5 W/mm∙℃ Gas convection 

coefficient(b) 1E-5 W/mm∙℃

Scan speed 1,200 mm/s Powder convection 
coefficient 1E-5 W/mm∙℃ 

Powder convection 
coefficient 1E-5 W/mm∙℃

Dwell time 10 s Powder property 
factor(a) 0.01

(a) A knockdown factor used to estimate the powder properties compared to solid material properties
(b) In the cooldown step, the convection is applied only to the top layer

Ti-6AI-4V 

Inconel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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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imulated distortion contours and (b) distortion profiles as a function of the cylinder height for Ti-6Al-4V 
and Inconel 718. Herein, distortions along the x-axis were indicated in this figure

Table 1 Machine settings, build conditions, and cooldown conditions used in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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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축을 향하여 칭 으로 변형된 것을 알 수 있다. 여

기서 주목할 은 두 소재의 실린더 높이에 따른 변형 

경향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Fig. 4(b)는 실린더 높이

에 따른 변형 정도를 그래 로 나타냈다. Fig. 4로부

터 찰되는 실린더 높이 별 변형 경향을 다음과 같이 

I-IV 구간으로 구분하여 요약하 다. 

Ⅰ. 실린더 높이 약 80 mm 이하: Bed plate 근처에

서 변형이 극히 으며,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변

형 정도가 차 증가

Ⅱ. 실린더 높이 약 80-120mm: 구간 I의 증가 경향 

이후,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변형 정도가 차 감소

Ⅲ. 실린더 높이 약 120-550 mm 구간: 일정한 변형

이 찰되는 구간

Ⅳ. 실린더 높이 약 550-750 mm 구간: 높이가 증가

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여, 높이 약 650 mm에서 

최  변형이 찰됨. 이후 차 으로 변형이 감소

  체 인 변형 정도는 Ti-6Al-4V가 Inconel 718에 

비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4(a)). 따라서 본 

연구는 층제조 공정  실린더의 변형 거동을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실린더 높이 별, 소재 별 변형 경향

을 확인하 다.

3.1 층제조 공정  변형 거동 이해

  Fig. 5는 Ti-6Al-4V 실린더의 높이 400 mm (구

간 III에 해당)에서 측정된 열이력과 x축으로 변형거동

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열이력 곡선을 먼  살펴보면, 

첫번째 Heat cycle은 측정 치의 layer 층에 해당

하는 용융-응고를 의미한다. 이후 직상의 Layer 층

에 의해 재 용융-재 응고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가열-

냉각의 과정을 반복 으로 겪게 된다. 층이 진행됨에 

따라 가열-냉각에 의한 온도구배는 차 감소하고, 

층이 끝난 후 상온으로 냉각된다. 

  열이력과 함께 x축으로의 변형 거동을 살펴보면 열

이력의 반복 인 용융/가열-냉각 과정에서 실린더 심

축을 향한 변형과 완화가 반복된다. 이때 변형은 냉각

에 의한 변형이 지배 이며, 층 공정 동안 실린더 

심축을 향한 변형이 축 된다. Heat cycle의 열 구배

가 어들면 변형의 발생 정도는 차 감소하여 최  

변형을 나타낸다. 이후 변형이 다소 감소하는데 이는 해

당 측정 치와 주변 역과 열 구배가 사라지고 정  평

형상태가 되면서 변형 재분배(Strain redistribution)

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층 공정 동안 구간 

III의 변형 거동은 열변형 축 -최  변형-변형 재분배

를 겪는다.

3.2 실린더 높이에 따른 변형 경향 분석

  실린더 높이에 따른 변형 경향은 높이 별 열이력에 

향을 받으며, 측정 치를 기 으로 Bed plate, 기 

층된 층(pre-deposited layers)과 이후 층되는 층

(post-deposited layers)의 열 향을 받게 된다. 이

때, 분말 베드보다 Bulk 상태인 bed plate에 의한 열

도가 크기 때문에 bed plate는 heat sink로 작용한

다11,25). 즉, Bed plate에 가까운 역일수록 열구배

가 감소하고 이는 열변형률의 감소로 이어진다 (구간 I). 

  Bed plate에서 멀어지면 기 층된 층과 이후 층

되는 층에 의한 열 향만을 고려할 수 있다. Fig. 6은 

실린더 높이 100, 400, 650 mm에서 측정한 열이력

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 높이들은 구간 II, III, IV를 

각각 표한다. 3.1의 실린더 높이 400 mm의 찰 

결과를 바탕으로 100 mm과 650 mm에서의 열이력

과 변형 거동을 비교 분석하 다. 실린더 높이 400 mm

에 비해, 100 mm의 열이력은 용융에 응하는 첫번

째와 두번째 Heat cycle의 최  온도를 제외하고 체

인 온도 분포가 낮다. 이는 기 층된 층의 열 축

(Heat accumulation) 정도가 어, 열 구배 증가와 

열변형률  변형 증가를 야기한다. 구간 IV는 이후 

층되는 층이 다른 구간에 비해 어 3.1에서 찰되

는 열변형 축 -최  변형-변형 재분배에 이르는 Heat 

cycles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는다. 실린더 높이 650 

mm (실린더 높이 기  87%)의 경우 해당 치에서 

최  변형이 발생하는 시 에서 층이 완료되고, 이후 

변형 재분배를 유발할 열( 층)이 가해지지 않아 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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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formation behavior with thermal hysteresis as 
the deposition proceeds, at the 400 mm height for 
Ti-6Al-4V cylinder



이슬비ㆍ방태양ㆍ김우종ㆍ강민철ㆍ최윤석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3, 2021310

더에서 가장 높은 변형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실린더 높이 별 변형 경향  거동을 Fig. 

7에 요약 정리하 다. 

3.3 층 소재 별 실린더 변형 경향 분석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Ti-6Al-4V로 층 된 실

린더가 Inconel 718에 비해 x축으로 발생한 변형이 

체 으로 더 크다. 두 소재 모두 최  변형은 실린더 

높이 약 650 mm에서 찰되며, Ti-6Al-4V와 Inconel 

718의 최  변형 정도는 각각 2.2 mm (외경 반지름 

비 0.88%) 와 1.7 mm (0.68%)이다.  

  실린더 층 소재에 따른 변형 거동을 확인하기 

해, 실린더 높이 400 mm에서 Ti-6Al-4V와 Inconel 

718의 열이력과 변형 거동을 Fig. 8에 함께 나타냈다. 

용융-응고에 해당하는 첫번째, 두번째 Heat cycle의 

최 온도는 Ti-6Al-4V 와 Inconel 718 소재의 녹는

에 해당하는 1,650 ℃ 와 1,260 ℃ 이다. 이후 Heat 

cycles에서 주목할 은 기 heat cycles은 Ti-6Al- 

4V의 최 온도가 높았지만, 차 어들어 Inconel 

718의 최  온도가 더 높아진다. 해석상 각 소재의 녹

는 까지 가열되도록 설정하 고, 이로 인해 Ti-6Al- 

4V가 Inconel 718에 비해 더 높은 온도로 가열됨에도 

불구하고 heat cycles의 냉각 최  온도는 Ti-6Al-4V

가 Inconel 718에 비해 더 낮다. 이러한 열이력의 경

향은 소재의 열  특성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열

 특성은 열 도도(k), 도(ρ), 비열()의 향을 

고려한 열확산도(Thermal diffusivity, D)로 표된

다. 열확산도는 식 (14)로 표 되며, Ti-6Al-4V와 

Inconel 718의 온도에 따른 열확산도는 Fig. 9에 함

께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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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열확산도가 큰 경우 열 달에 있어 열 도가 지배

이고, 이는 층 공정 에 가해지는 국부  열이 빠르

게 달되어 열 구배가 감소한다. 즉, Inconel 718이 

Ti-Al-4V에 비해 더 큰 열확산도를 가지기 때문에, 

Fig. 8에서 찰되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열 구배

가 Ti-6Al-4V에 비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열이력의 2,3,4… 번째 Heat cycle의 온도는 기  

layer 보다 1,2,3… 층 아래 layer의 온도로 변될 

수 있다. 단, 본 연구와 같이 층 높이에 따른 층 

형상이 바 지 않고, 구간 III과 같이 기 층되는 층과 

이후 층되는 층의 열 향이 일정한 구간에만 용된다. 

즉, 공간에 따른 열구배(Spatial thermal gradient) 

한 Inconel 718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0은 층이 완료된 후 Ti-6Al-4V와 Inconel 718의 

실린더에 작용하는 응력 분포를 보여 다. Ti-6Al-4V

와 Inconel 718 실린더에 인가되는 최  응력은 실린

더 높이 650 mm에서 찰되며, 각각 1,117 MPa 과 

704 MPa이다. Fig. 2, 3, 8, 9, 10을 종합하여 열

응력(    )에 향을 미치는 소재 물성

을 비교하면 Inconel 718의 탄성계수와 열팽창계수가 

Ti-6Al-4V보다 크지만, Ti-6Al-4V의 온도구배가 유

의미하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Inconel718 

비 Ti-6Al-4V는 낮은 열확산도에 의한 높은 열 구

배에 지배 인 향을 받아 Fig. 4, 10과 같이 더 큰 

변형과 열응력을 가지게 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열-구조 연성 해석을 통해 층제조 공

정으로 제작되는 형 실린더의 높이와 층 소재에 따

른 열변형 경향을 분석하 고,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열변형은 열원에 의한 직 인 열 향과 함께 

Bed plate, 기 층된 층, 이후 층된 층의 열 향에 

의해 결정되며, 구간 III을 기 으로 변형은 변형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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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형-변형 재분배의 과정을 겪는다.

  2) 실린더 높이에 따른 x 방향으로 최  변형은 실

린더 최종 높이 기  87% 치에서 발생하며, 이는 

이후 층되는 층의 열 향이 충분하지 않아 변형 재분

배가 발생하지 못한 결과이다.

  3) Ti-6Al-4V는 Inconel 718에 비해 낮은 열확산

도로 인한 큰 열 구배를 가지며, 이는 더 큰 열변형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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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 용 (resistance spot welding)은 자동차 부

품 조립의 주된 합 공정이며, 다른 용  공정들에 비

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는 장 이 있다. 차체에 용

된 항 용 부는 자동차의 강성과 충돌 안 성과 

한 연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 부의 품질 향상

과 품질 유지는 요하다. 그러므로 장에서는 항 

용  공정 후에 용 부의 강도, 깃 지름, 압흔 깊

이(indentation depth)와 같은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압흔 깊이(indentation depth)는 용 부 

품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이며, 용 된 부품의 외  

품질과 용 부의 강성과도 높은 상 성을 가진다. 압흔 

깊이에 한 품질 평가는 일반 으로 작업자에 의해 직

 측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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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istance spot welding is a crucial assembly process for vehicle body manufacturing. The quality of the weld joint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rigidity and durability of the vehic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spect the weld 
quality. The indentation depth of the resistance spot welding joint is widely used as an indicator to evaluate the qual-
ity of welds. However, because indentation tests on resistance spot welds are typically performed by field workers, 
additional time and process are required for the tests. Moreover, several attempts to apply automatic methods have 
shown limitations in high efficiency and prediction accuracy. To address this problem, we measured electrode dis-
placement using a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during resistance spot welding in this study. In addition, 
we established an estimated regression model using the measured electrode displacement data to predict the in-
dentation depth.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through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ig-
nificance of the model was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variance and residual analysis. Indentation depth prediction 
was performed after the resistance spot welding process using the proposed regression model, and prediction accu-
racy higher than 93% was achieve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btained for this model was 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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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재의 

품질 검사 방법은 일반 으로 괴 검사와 비 괴 검사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비 괴 검사의 경우, 일반

으로 용  공정  측정되는 용  신호인 용  류, 

압, 동 항, 입열량, 극 변  등의 신호를 기반으

로 하여 품질을 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용  생산 장에 이러한 비 괴 검사 기술을 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한 이며,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압흔 깊이를 통한 용  품질 평가 기술 개발을 해 

항 용 의 극 변 를 활용한 실시간 품질 측 

 검사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Shin1) 등은 항 용 을 수행할 때 검출되는 2차 

회로 공정 변수를 이용하여 용 부의 동 항을 모니터

링하고, 이 동 항 패턴에서 용  품질 단에 필요한 

인자들을 추출하여 용  강도를 측할 수 있는 회귀모

델을 개발하 다. Podržaj2) 등은 극 모양과 유사한 

조명을 사용하여 극 표면 체에 걸쳐 거의 동일한 

강도로 극 표면을 비추었다. 그 결과 머신 비 을 사

용하여 극 변 를 측정할 수 있었다. Kusˇcer3) 등은 

필드 로그래머블 게이트 어 이(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FPG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임베디드 이

미지 로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빠

른 이미지 처리를 가능하게 하 고, 이를 기반으로 

극 변 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

다. Simonˇciˇc4) 등은 극 의 변 를 이미지 처리 

방식으로 측정하 고, 이는 기존 시스템의 단 인 시간 

문제를 해결하 다. Kim5) 등은 서보건의 엔코더 데이

터를 활용하여 극 변  값을 수집, 용  품질 단 

기 으로 활용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 고, 부가 인 

장치의 추가 없이 용  품질 단에 사용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 다. Zhang6) 등은 서보건의 엔코더를 

사용하여 극 변 를 측정한 후, 압흔 깊이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 다. Zhang7) 등은 극 변 를 측정

하기 해 DA-5 직류 변압기 변  변환기를 사용하

고, 극 변  곡선에서 추출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다 회귀모델을 추정 후 단인장강도를 측하 다. 

하지만 선형 가변 변  변환기(linear variable dif-

ferential transformer, LVDT)를 사용한 극 변  

신호와 용  품질  강도의 상  계에 한 연구가 

제한 이고 그에 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압흔 깊이에 한 품질을 측하기 

해 LVDT 극 변  신호를 기반으로 한 용  품질 모

델을 추정하 다. 극 변  신호 라미터 정보를 사

용하여 회귀 분석을 진행하 고, 후진제거법을 통한 다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모델을 추정하 다. 결정 계수

는 94.72%의 측 모델을 개발하 다.

 

2. 실험 차

2.1 사용 재료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는 590, 780, 980 MPa 의 냉간압연

강 을 사용하 으며, Table 1에 소재의 화학 , 기계

 조성을 나타내었다. 실험 조건은 항 용 의 주

요 공정 변수인 용  류와 용  시간의 변경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 고, Table 2에 실험 조건을 나타내었다.

2.2 실험 장비

  Fig. 1은 서보건과 LVDT 설치 장비와 극 변  

측정을 한 측정시스템의 모식도를 보여 다. 극 변

는 LVDT를 사용하여 Fig. 1(a)에서와 같이 극 

양단에 지그(jig)를 고정시켜 극이 용 부와 맞닿아 있

는 순간부터 가압이 종료되는 시 까지를 측정하 다. 

Material
Wt (%)

Thickness
(mm)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C Si Mn P S

SPFC590DP 0.0836 0.185 1.863 0.02 0.005 1.2 600 512 25

SPFC780 0.1393 1.023 2.102 0.0118 0.003 1.2 790 519 27

SPFC980Y 0.183 0.472 2.500 0.018 0.002 1.2 1005 712 16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Item Condition

Welding machine
Medium-frequency direct 
current welding machine

Electrode type
Tip diameter: 6 mm

Materials: Cu-Cr

Electrode force (kN) 2.94

Welding current (kA) 4.0, 5.0, 6.0, 7.0

Welding time (ms) 250, 333, 417

Hold time (ms) 167

Table 2 Wel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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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LVDT는 공압 방식으로 최  10 

mm까지의 변  측정이 가능하고, 센서의 높이에 따라 

2 ㎛에서 35 ㎛ 오차(accuracy error)를 갖는 사양의 

MARPOSS사의 FP50L 제품을 사용하 다. 극 변

 신호(이하 LVDT 변  신호)는 ADC(analog-to- 

digital converter)를 사용하여 50000 sample/s로 

측정되었다. 한, 실제 압흔 깊이(이하 실제 압흔 깊이) 

측정을 해 포인트 마이크로미터(point micrometer)

를 사용하여 용  후 압흔 깊이 측정을 진행하 다. 포

인트 마이크로미터는 분해능 1 ㎛ 사양의 MITUTOYO

사의 제품을 사용하 다. 

2.3 다 회귀모델
 

  회귀 분석은 반응변수와 하나 이상의 설명변수 간의 

계를 설명하는 통계  방법이다. 그 에서 단순회귀

모형(simple regression model)은 설명변수 하나만

으로 반응변수 Y의 변화를 설명하기 한 회귀모형이

다. 하지만 설명변수 하나만으로 반응변수를 설명하기

에는 설명력이 부족하고, 유의한 설명변수간 향력 비

교가 요구된다. 이로 인하여 설명변수가 2개 이상인 회

귀모형에 한 회귀모형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 2개 이상을 사용하는 다

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모델을 추정하 다. 특별히 k개의 설명변수의 값 

 ⋯ 에서 측되는 반응변수 ⋯에 

하여 일반 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와 같은 선형 계를 가정한 모형을 다 회귀모형이

라 한다. 여기서 와 ⋯ 는 추정해야 할 회귀

계수들이며, 는 상수항을 나타낸다. 회귀 방정식은 

측 변수의 값을 측된 값인 로 결합된다. 는 

측 변수의 선형 조합을 나타낸다. 각 측 변수 에 

회귀 가 치 를 곱한 다음 이러한 곱을 측된 최종 

값에서 모든 측 변수에 해 합산한다. 회귀 상수(

=  ⋯)는 기  의 산술 

평균과 모든 측 변수( ⋯) 평균의 함수이다. 

회귀 상수는 평균 가 찰된 기  값의 평균과 같도

록 측 값을 조정한다. 모든 측 변수가 평균이 0이 

되도록 척도화가 되면, 회귀 상수는 기  의 평균과 

같다. 측 값 는 측 변수 집합을 기반으로 한 

측 된 기  값 Y의 최소 제곱 추정치이다. 회귀 방정

식은 다른 측 변수의 기여도를 넘어서 에 한 각 

의 고유한 선형 기여도를 나타낸다9).

 3. 결과  고찰

3.1 용  실험

  용  실험은 Table 2와 같이 극 가압력은 2.94 

kN으로 고정시키고 용  류 조건은 4, 5, 6, 7 kA, 

용  시간 조건은 250, 333, 417 ms로 실험을 진행

하 다. Table 3은 용  류와 용  시간별 단면 사

진을 나타내었다. Table 3을 보았을 때 용  류와 

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압흔 깊이와 용 부의 크기

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VDT 

Electrode 

Computer 

DAQ device 

                                   (a)                                         (b)

Fig. 1  (a) Experimental setup and (b) schematic of survo gun and LV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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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은 용  류에 따른 포인트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한 실제 압흔 깊이를 용  시간별로 나타내었고, 

각 조건에서 시험편 3개에 한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

다. 실제 압흔 깊이는 용  류와 용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압흔 깊이 측정

  Fig. 3은 용  류 5 kA, 통  시간 333 ms, 유

지 시간 167 ms 조건에서 측정된 LVDT 극 변  

신호 형과 동 항 형을 보여 다. LVDT 극 변

 신호 형과 동 항 형은 체 으로 유사한 곡선

의 패턴을 가지지만, LVDT 극 변  신호 형의 최

이 동 항 형의 베타 피크 (beta peak) 비 

수십 ms의 지연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가졌다. 

  Fig. 4는 LVDT 극 변  신호를 통해 측정한 압

흔 깊이와 실제 압흔 깊이의 비교 결과를 보여 다. 

LVDT 극 변  신호를 통해 측정한 압흔 깊이는 

Fig. 3의 LVDT 극 변  신호 형의 시작  극 

변 에서 측정 종료  극 변 를 차를 통해 계산된 

값이다. LVDT를 통해 측정된 압흔 깊이와 실제 압흔 

깊이가 일치하지 않는 상이 찰되었으며, 이 차이의 

주된 원인은 용  후 냉각으로 인한 냉각 수축이라고 

단된다. 

  용 부의 냉각으로 인한 압흔 깊이 변화를 찰하기 

해, 용  종료 후 극 가압을 약 200 s 정도를 유

지했을 때의 극 변 를 측정하 고 그 결과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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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dentation depth with increasing weldi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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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ode displacement and dynamic resistance 
waveform during welding process

417 ms Cross 
section

333 ms Cross 
section

250 ms Cross 
section

Time 
(↑)

Current
(→) 4 kA 5 kA 6 kA 7 kA 8 kA

Table 3  Weld nugget cross-section with increasing welding time an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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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와 같다. 용  종료 후에도 극 변 는 감소하 고, 

용  종료 후 약 100 s까지 서서히 감소하 다. 그 후 

특정 변  값에서 수렴하 다. 이때 수렴하는 LVDT 

극 변  값은 실제 압흔 깊이와 비교하 을 때,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용  종료 후 압흔 깊이는 유지 

시간(hold time)을 길게 하여 충분히 냉각된 상태에서 

LVDT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면 확인할 수 있지만, 

고정된 공정 스 에 따라 진행되는 용  공정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압흔 측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LVDT 극 변  형을 통해 실제 압흔 깊

이를 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다. 

3.3 극 변  매개 변수

  Fig. 6은 LVDT 극 변  신호 형과 압흔 깊이 

측 모델 개발을 해 선정한 특징 을 보여 다. 용

부의 열팽창, 냉각, 그리고 극 가압력에 의한 극 

변  특징을 표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Fig. 6과 

같이 3개의 특징 (A, B, C)을 선정하 다. 특징  A

는 LVDT 극 변  신호의 최 이며, 특징  B는 

용  류의 통 이 종료되는 시 의 변 , 그리고 

특징  C는 유지 시간의 종료 시 의 변 이다. 

극 변 는 용  기 단계에 용 부 팽창으로 인해 특

징  A까지 격하게 성장하여 최  변  값에 도달하

으며, 변 가 최 값에 도달한 이후 용융부의 면 이 

넓어짐과 동시에 가압력에 의해 통  종료 시 인 특징

 B까지 변 가 서서히 감소한다. 통 이 종료된 후

에는 용 부의 냉각과 가압으로 인해 가압 종료 시 인 

특징  C까지 격한 변  감소가 나타났다. 선정된 3

개의 특징 을 기반으로 한 압흔 깊이 측 모델을 개

발하기 해, Fig. 6에 표 된 것과 같이 LVDT 극 

변  신호에서 5개의 매개 변수(    )를 선

정하여 추출하 다. 특징  A의 변  값과 시간을 각

각 과 로 표 하 고, 특징  B의 변  값과 시간

을 와 로 표 하 다. 그리고 특징  C의 변  값

을 으로 나타내었고, 유지 시간은 167 ms로 고정하

기 때문에 특징  C의 시간은 매개 변수에서 제외하

다.

3.4 압흔 깊이 측 모델
  

  3.4.1 매개 변수와 압흔 깊이의 상  분석

  극 변  곡선에서 추출된 5개의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로서 종속 변수인 실제 압흔 깊이 간에 상  계

에 해 평가하기 해 상  분석을 진행하 다. 상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 계와 통계  지표가 얼마

나 한지를 보여 다. 매개 변수와 실제 압흔 깊이

의 상  계수가 클수록 매개 변수가 압흔 깊이에 더 큰 

향을 다. 5개의 매개 변수와 실제 압흔 깊이와의 

상  계수를 나타내는 분석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

었으며, 매개 변수 에   는 압흔 깊이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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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atter diagram of actual indentation depth versus 
measur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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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eters of indentation depth predi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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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7은 압흔 깊이 측 모델용 5개의 매개 변수에 

한 실제 압흔 깊이의 산포도를 보여 다. Table 4의 

결과와 같이, 매개 변수 이 실제 압흔 깊이와 가장 

높은 양의 상  계를 가지며, 와  역시 실제 압

흔 깊이와 높은 상  계를 가진다. 의 경우, 음의 

상  계뿐만 아니라 비선형  계(거듭제곱, 지수) 

역시 가지고 있다. 와 는 실제 압흔 깊이와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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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attering of indentation depth versus (a)  , (b)  , (c)  , (d)  , and (e) 

Indentation 
depth

    

 0.669 1.000 0.589 0.672 -0.739 0.011

 -0.059 0.589 1.000 -0.082 -0.019 -0.283

 0.930 0.672 -0.082 1.000 -0.879 -0.020

 -0.898 -0.739 -0.019 -0.879 1.000 -0.026

 0.109 0.011 -0.283 -0.020 -0.026 1.000

Table 4 Correlative coefficient of differen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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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  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Fig. 8은 류별 

극 변  형을 나타내는데, 용  류가 증가함에 

따라  는 증가하고, 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압흔 깊이는 용  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8),   는 압흔 깊이와도 높은 상

 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는 상  계수가 

0.109이며 압흔 깊이에 해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단된다.       

  3.4.2 압흔 깊이 측 모델  회귀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 회귀를 사용하여 용  품질 측 

모델을 추정하 다. Fig. 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을 모델의 독립 변수로 사용하 다. Table 

4와 같이,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와 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 변수 서로 간에도 련이 있다. 이 상황에

서는 모델의 독립 변수는 다른 입력 변수의 결과에 방

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Table 4에서 와  사이

의 상  계수는 0.891, 와  사이의 상  계수는 

-0.884, 그리고 와 사이의 상  계수는 -0.879이

다. 이와 같은 계수가 큰 두 매개 변수를 동시에 독립 

변수로 입력하면 여러 상호 작용 상이 발생하고 모델

의 측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계  회귀 방식인 후진 제거법을 사용하여 모델을 추

정한다. 후진 제거법은 회귀식에 모든 변수를 입력한 

다음 순차 으로 제거하는 변수 선택 방법이다. 후진 

제거법은 종속 변수에 가장 은 향을 주는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하면서, 모든 변수가 유의하며 더 이상 제

거할 변수가 없을 때까지 제거한다. 최  차수가 2차인 

회귀 모델을 추정하 으며, 유의 수 () 0.05를 기

으로 후진 제거법을 통해 유의하지 않은 항을 모델에서 

제거하 다. 총 17단계의 후진 제거를 통해 압흔 깊이 

측을 한 최종 모델을 추정하 으며, Table 5는 후

진 제거의 1, 9, 17단계의 결과(모델의 계수, 각 항의 

P value)를 보여 다. 1단계의 경우, 완  2차 모델

(full model)을 기술하고 있으며, 후진 제거의 단계가 

거듭될수록 유의 수  0.05를 기 으로 유의하지 않은 

인자가 제거된다. 비록 최종 17단계의 축소 모델(reduced 

model)의 결정 계수가 완  모델의 결정 계수(95.61%) 

보다 약 1% 정도 낮은 값을 가지지만, 수정 결정 계수

의 값은 94.42%로 완  모델의 값보다 높은 값을 가

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최종 모델은 Eq. (1)과 같으며, 잔차 분석 결과는 Fig. 

9와 같다. 

          
  ∙

    (1)

  정규 확률도 검사 결과(Fig. 9(a)), 거의 부분의 

들이 직선 주변에 가까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오차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합지-표 화 잔차 

검사 결과(Fig. 9(b)), 잔차들이 체 으로 0에 하

여 칭 으로 분포하고, 설명변수의 값에 따른 잔차의 

산포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들이 특정한 형태를 띠

면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모형으로 추정된 다

회귀모델을 합하다고 단된다. 

3.5 압흔 깊이 측 모델의 유효성 검사

  추정된 모델 Eq. (1)를 사용하여 압흔 깊이를 측

하 다. 측을 해 추가 으로 측정된 16개의 데이

터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측정된 압흔 깊이와 측된 

압흔 깊이의 비교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측정

값과 측값의 차이는 평균 11 ㎛, 측 정확도는 평

균 93.33%가 나타났다. KS B 0850 표 의 경우, 

압흔 깊이를  두께의 10% 는 0.15 mm  어느 

쪽이든 큰 쪽의 값을 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모델과 KS B 0850 

표 을 기반으로 할 경우, 압흔 깊이에 의한 용  품질

을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VDT 센서를 사용하여 극 변 를 

측정할 수 있고, 극 변  라미터 정보를 사용하여 

측 모델을 다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압흔 깊이 측 모델을 추정하기 해 극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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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lectrode displacement waveforms under differ-
ent weldi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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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에서 5개의 매개변수를 선정한 후, 이들 매개변수

와 압흔 깊이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 고 주요한 

매개변수를 선정하 다. 

  2) 다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후진 제거법을 통해 모

델을 추정하 으며, 결정 계수( )는 94.72% 측 모

델을 개발하 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용  품질 검사의 자동화 기술에 

한 지식 상태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용  품질 검사

에 사용되는 LVDT를 기반으로 한 극 변  측정시스

템을 이해하고, 항 용 의 압흔 깊이에 한 품질

Step (→) 1 9 17

Term Coefficient P value Coefficient P value Coefficient P value

Constant -19 　 -380 　 84.3 　
 2.63 0.735 3.99 0.047 　 　
 1.69 0.84 2.1 0.198 　 　
 0.84 0.882 3.875 0 2.524 0

 -0.59 0.855 2.68 0.031 0.108 0.398

 0.406 0.617 0.54 0.177 0.106 0

 ∙ -0.0286 0.692 -0.01493 0.025 　 　
 ∙ -0.0175 0.79 　 　 　 　
 ∙ 0.0028 0.846 　 　 　 　
 ∙ 0.0079 0.335 　 　 　 　
 ∙ -0.000107 0.85 　 　 　 　
 ∙ 0.034 0.803 　 　 　 　
 ∙ 0.0169 0.746 　 　 　 　
 ∙ 0.0106 0.817 　 　 　 　
 ∙ -0.00384 0.673 -0.00412 0.29 　 　
 ∙ -0.0254 0.646 -0.01467 0.119 　 　
 ∙ -0.0288 0.551 -0.0252 0.019 　 　
 ∙ 0.00374 0.657 0.00399 0.272 　 　
 ∙ -0.0208 0.439 -0.03195 0 -0.02492 0

 ∙ 0.00157 0.65 　 　 　 　
 ∙ -0.00212 0.64 -0.00276 0.176 　 　

R-squared (R2) 95.61% 95.43% 　94.72%

Adjusted R-squared (R2) 93.95% 　94.53% 　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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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idual analysis of regression model

Table 5 Results of backward el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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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동으로 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특히 사용될 것이다. 향후 작업은 추가 으로 다양한 

소재, 두께, 도 에 한 database 구축을 통해 모델을 

개선할 것이고, deep neural network(DNN), convolu- 

tion neural network(CNN) 등 machine learning 

이론을 용하여 모델을 개선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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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 - 12일(금), 2일간
2. 장    소 : 서울 aT센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3. 세부 일정 :
   가. 발표논문 신청서 마감 : 2021년 9월 16일(목)
   나. 발표초록 제출 마감 : 2021년 9월 30일(목) 
   다. 기기전시회 신청 마감 : 2021년 10월 21일(목) 
   라. 용접사진전 신청 마감 : 2021년 10월 28일(목) 
   마. 참가자 사전등록 마감 : 2021년 10월 28일(목)
   바. 기업 후원/홍보 마감 : 2021년 10월 25일(월), 프로그램 인쇄 전
4. 학술대회 특별세션 신청 :
   가. 특별세션 신청 마감 : 2021년 9월 30일(목)까지 (행사 6주전)
   나. 특별세션 세부일정, 발표초록 마감 : 2021년 10월 14일(목)까지 (행사 4주전)
5. 강연 원고모집 
   가.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유익한 발표대회가 되도록 분야별 강연을 개최 
   나. 분야별 다양하고 유익한 연구와 전문기술을 갖고 계신 조교수, 선임연구원 이상, 전문기술자  
   다. 각 섹션에서 첫 발표에 배정되며 발표시간은 질문포함 30분
6. 다수발표자 바우처 포상 제공 (공동저자 포함)
   가. 5편 이상 발표자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나. 7편 이상 발표자 : 10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7. 논문 발표는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가. 구두발표는 질문포함 20분
   나. 포스터발표는 학생회원에 해당되지만,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한해 구두발표 가능 
   다. 포스터발표논문 : 11월 11일(목) 12:00까지 부착 완료
8. 발표신청서 및 발표논문 제출 : http://kwjs.or.kr/ → 학술대회 → 발표논문신청/수정
9. 발표논문 작성 및 제출(구두, 포스터발표자 모두 해당)
   가. 템플릿파일에 1면에 해당되는 발표초록 작성
   나. 홈페이지(www.kwjs.or.kr) 학술대회에서 신청
10. 발표논문 학회지 게재 :
   - 6면 이상으로 작성하여 JWJ 홈페이지에서 투고 (http://submit.e-jwj.org/)
   - 편집위원의 빠른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우선하여 게재함
11.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10월 28일까지) 당일등록(10월 29일부터)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일반회원 150,000원 210,000원 170,000원 230,000원

학생회원 80,000원 110,000원 100,000원 130,000원

12. 용접 접합사진 전시회 작품 모집 
    가. 마감일 : 10월 28일(목)까지
    나. 작품전시 : 11월 11일(목) 12:00까지 학술대회장에 전시
    다. 출품작 : 학문분야의 조직 사진과 용접 접합관련 현장 사진 
13. 학술대회 기기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 10월 21일(목) 까지
14. 문의 : 학회 사무국 : 02-538-6511, 6512,  koweld@kwjs.or.kr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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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회 2021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특별세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특별세션을 희망 하시는 

회원 및 위원회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세션 신청 범위 

   1. 국책사업평가발표회, 연구과제 수행 워킹그룹 활동 내용

   2. 기술보고 관련 업무

   3. 용접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적용 관련 보고, 토론, 정보 수집

   4. 연구위원회, 지회 연구발표회, 기타 회원의 학술활동 발표회 등

• 특별세션 개설 결정 : 학술대회 학술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

• 특별세션 개최일 

   - 2021. 11. 11(목) : 학술대회 첫째 날, 09:00-12:00, 13:00-17:00

   - 2021. 11. 12(금) : 학술대회 둘째 날, 09:00-12:00, 13:00-15:00

• 초청연사와 발표자는 학술대회 참가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함

  (참가비 면제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추계 학술대회 특별세션 신청서 

   1. 특별세션 신청서 마감 : 2021년 9월 30일(목)까지

   2. 특별세션 세부일정 제출 마감 : 2021년 10월 14일(목) 

   3. 특별세션 발표초록 제출 마감 : 2021년 10월 14일(목) 

▣ 춘계학술대회 구두/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 수상자 ▣ 

 춘계학술대회 구두발표우수논문상 수상자

발표분야 수상자

특별세션
곽  현, 권혁남, 김남성, 김륜한, 김상곤, 김승현, 박재웅, 배성국, 배승기, 성대희, 
유효경, 윤석주, 이수진, 이원재, 이종현, 최윤화

자동차 김세현, 김원호, 박상현, 서영진, 이용기, 최두열

조선/해양 강봉국, 박정웅, 이성영, 진병주 

철강/비철 배규열, 유성훈

MPC 남궁도엽

에너지/발전설비 김  관, 김찬규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우수논문상 수상자

발표분야 수상자

조선해양 Sourav Kr. Saha, 강정규, 김진경, 박건우, 박진형, 송단비, 유현종, 이형원, 최명환

에너지/발전설비 김치원, 김태영, 박지운, 박진성  

건설/플랜트 왕진명

MPC Sri Harini Rajendran, 김미송, 이동환, 이태영, 손준혁, 정민성

자동차
강태훈, 김민규, 김준수, 김지웅, 백영곤, 송무근, 유현정, 오민철, 이한주, 전현욱, 
주진혁, 진우성 

용접장비/검사 김승경, 이충우, 정광호, 황경환

철강/비철 Savyasachi Nellikbode, 김동민, 남지민, 박진운, 정진곤,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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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

  우리학회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가 5월 27(목), 28일(금), 2일간에 걸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을 겸한 

대면 학술대회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유행한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안전한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참가자 발열체크와 QR체크, 손소독제를 

비치하였고 발표장에는 거리두기와 발표장 참석인원을 제한하여 발표자와 일부 참가자만 참여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술상강연과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조선해양 △

에너지 및 발전설비 △건설토목 △마이크로접합 및 패키징 △자동차 및 철도차량 △용접장비 △철강 및 비철재

료 등 7개 산업 분야와 16개 특별세션에서 30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되어 참가자에게 알차고 유익한 학술대회

가 되었다.

  개회식에서 장경호 회장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다양한 분

야의 특별세션이 개최된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추계 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하는 “2021년 용접의 날” 행사

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또한, 용접접합분야의 사회적 이슈 및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현장 사고 예방 △용접 접합 품질보장 △관련 단체와 협력 강화 △용접 접합 표준의 제개정 및 관리 강화 △

검인정 사업 도입 △도서 발간 사업 강화 등의 학회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2대 김종도 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학술대회 후원사에게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서 기계분야와 재료분야의 논문상과 철암논문상을 각각 시상하였다.  

  우리학회는 코로나로 부터 참가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술대회 첫째날에 개최하던 참가자 만찬 대신 학술

대회 종료 후에 참가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하였다.

  끝으로, 우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후원사와 특별세세션 참

여기관, 전시참여업체를 비롯하여 축하 화환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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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회에서는 회원의 연구의욕과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용접 접합기술과 학문발전에 기여

하기 위하여 학회상을 아래와 같이 시상하고 있으니 해당 분야의 학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학회상 

   • 학술상 : 현저하게 공헌한 논문 등을 발표하여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회원

   • 공로상 :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관련자

   • 기술상 : 용접 접합기술 발전에 공헌이 큰 회원 

   • 학업상 : 공고 및 대학의 용접접합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기금에 기반한 학회상 

   • KISWEL AWARD 

      - 10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하고 용접 접합분야에 공헌한 회원 

      - 국내 용접 접합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회원

      ※ 수상자는 전임회장으로 내정됨

   • 모니텍학술상  

      - 3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학술 및 기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 지난 3년간 대한용접‧접합학회지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 한 회원

   • Young Fellow Award   

      - 만 35세 미만의 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자격 유지 

      - 용접 접합 분야의 학술 및 기술혁신에 공로가 있는 회원

    ※ 기금에 기반한 학회상 수상자는 JWJ에 영문논문을 투고해야 함

 추천 자격

   - 정회원 5명 이상이 공동 추천, 학회 임원(이사, 연구위원장, 지회장)

   - 학술단체 및 연구소의 장, 대학의 총장(학장), 사업체의 장 

 추천 서류 

   - 추천서(소정의 양식), 이력서, 인증자료(논문발표실적, 기타)

 추천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1년 8월 31일까지
   - 접수처 : 이메일 koweld@kwjs.or.kr, 02-538-6512

 상의 시상일 : 2021년 11월 11일(목),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장, 서울 양재동 aT센터  

▣ 종신회원 할인제도 안내 ▣

  우리학회 종신회원 가입비가 2021년도부터 기존의 정회원 10년분 회비에서 정회원 15년 회비로 인상되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 및 관련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학회활동 지원과 학회활동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연령별 종신회비 할인제도”를 시행하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상된 종신회원 가입비는 1982년 학회창립 당시부터 적용해 온 가입비로 38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되

는 것이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된 회비는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물결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학회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보다 가까이 그리고 보다 유익한 학회가 되겠습니다.  

  ▶연령별 종신회원 회비 할인 금액

연  령 만45세 이하 46-50세 미만 51-55세 미만 56세 이상

종신회비 75만원 65만원 55만원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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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학술지 ▣
국문논문 영문번역게재 안내

  우리학회에서는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학술지의 국제화와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지 등

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지 등재에 필수적인 영문논문 투고율 증대와 JWJ 게재논문의 인용 향상을 위한 영문논문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국문논문을 대상으로 저자가 원할 경우 영문 번역료를 전액 학회에서 지원하여 JWJ에 게재해 드

립니다. 심사과정은 국문으로 진행되며 저자는 번역 후 확인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

화 하였습니다.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영문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저자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JWJ 게재논문 국제지 인용 요청 ▣ 
- 연간 최다인용자 감사장 및 포상 수여 -

  우리 학회에서는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JWJ)의 국제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지 등재에 필수적인 학술지 인용지수 향상을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게재된 JWJ 논문의 인용이 필요하오니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때 JWJ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지에 인용을 많이 해주신 회원에게는 연말에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도 있으니 JWJ가 국제지에 등재되

어 JWJ의 위상을 국내외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영문웹사이트(http://submit.e-jwj.org/)로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극

내외 어디에서도 투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JWJ의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JWJ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비회원 구분없이 간단한 등록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학회가 발간한 논문

전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제262차 이사회 회의록 ▣

• 일  시: 2021년 4월 22일(목) 16:00-17:00

• 화상회의 시스템: WebEX

• 참석자: 장경호, 정재필, 서  정, 김명현, 안규백, 이창우, 이진희, 김대업, 최  광, 강남현, 박영도, 김재성, 안종기, 

유지영, 최광성, 박대규, 김도형, 신양재, 오동수, 이정수, 박현성, 신규식, 정광운, 차현록, 김성욱, 김영민, 

강성구, 임병승, 최해운, 이수진, 박영환 (31명)

• 위  임: 박정웅, 이창훈, 방정환, 윤정원, 이광진, 최두열, 박기영, 한상배, 현충민, 이목영, 김용덕, 장종훈, 정상훈, 

윤광희, 이재익, 문형순, 이세환, 최우혁, 홍현욱, 문준오, 이명수, 박형욱 (22명) (총 53명 참석)

 주요 안건보고 
1) 대외협력 및 산학협력부회장을 선임함 

직  위 성  명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임  기

대외협력부회장 강승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전무 2021.04.01

∼2021.12.31산학협력부회장 강중규 대우조선해양 연구소장

2) 대한용접기술사협회, 한국건설이음협회와 상호협력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임 

3) 춘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진행 내용 

   - 학술대회 후원: 6개사

   - 세션 후원: 15개 기관 (일반세션 후원 3개, 국책과제 특별세션 후원 12개)

   - 전시참가업체: 6개사 

   - 발표논문 접수: 308편 

     (학술상강연 1편, 특별강연 1편, 강연 2편, 구두발표 101편, 포스터발표 112편, 특별세션 9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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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대회 전문분과위원장-학술이사 2차 온라인회의 개최: 2021. 4. 15(화)

   - 2022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지 선정 

   - 춘계 학술대회 방법을 하이브리드로 개최 (2020 추계 대회와 동일한 방식) 

   - 포스터발표 진행방법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사회에서 논의  

   - 온라인 학술대회 대행사로 IWJC 2017 대행사인 SWEM을 선정

   - 참가자 선물로 일반회원 3.5만원, 학생회원 1.5만원의 모바일 기프트콘 또는 별도의 상품을 지급

5) 편집이사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2021. 4. 21(수)

   - 4월호 우수논문(Editors’ choice) 선정

   - 논문상 분야 확대는 현재와 동일한 재료, 기계, 시공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

   - 마이크로접합및패키징분야의 특집호(1회/1년) 발행은 특집호 논문이 아닌 일반논문으로 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편집에서 확정한 1.5년 주기로 특집호를 발행

6) 마이크로접합및패키징분야의 특집호 논문 매년 발행이 필요하면 발행을 주관할 편집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필요한 논문을 확보하기로 함 

7) JWJ 게재논문의 인용보상금 홍보는 편집이사/위원을 통한 개별적 진행

8) 2021 표준개발협력기관 사업 협약서 체결: 2021. 4. 13(화)

   - 사업비 38,792,000원, 73종 표준정비 (제정 1, 개정 72)

9)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기술수요조사는 준비가 미흡하여 다음 기회에 참여하기로 함 

10) 용접접합기술연구소 운영규정 변경은 5월 이사회에서 보고

11) “용접의 날” 개최 준비 사항

    - 개최일, 장소 선정: 2021. 11. 11(목) ~12(금), 양재AT센터

    - 주최: 대한용접접합학회,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대한용접기술사협회, 한국건설이음협회,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 한국산업기술협회 외 정부인가를 받은 용접관련 법인

    - 행사개최 소요 예산: 약 27,500,000원

    - 용접의 날 행사 프로그램(안)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16:00~16:30 [초청강연] -

16:30~16:40 Break-time

2부

16:40~16:50 개회 선언 및 내빈소개 사회자

16:50~17:50
2021년 

‘용접의 날’ 기념식

개 회 사 대한용접·접합학회장 

축 사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기 념 사
한국용접협협동조합

대한 용접기술사협회장

유공자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17:50~18:00 2021년 ‘용접의 날’ 기념 촬영 

18:00~20:00 용접·접합 산·학·연·관 교류 및 리셉션 및 축하공연

12) ‘용접의 날’ 준비회의 개최 

    - 1차: 2021. 4. 1(목), 용접조합, 장경호, 정재필, 박정웅, 이창우, 김대업, 황희용

    - 2차: 2021. 4. 12(월), 용접조합, 박정웅, 김대업, 김상곤, 황희용

    - 용접의 날 개최관련 공동주최: 정부인가를 받은 법인만 주최기관으로 참여

    - 개최 비용은 기관별 Dutch Pay를 기본함

    - 홍보 영상 및 포스터 제작 (국가뿌리센터 홍보 영상 참조)

    - 각 기관별로 포상을 준비하고 내용을 공유함

    - 각 기관별 참석인원수 사전 공유함

13) 홈페이지 확정 시안 및 구축일정 보고

    - 웹퍼블리싱 (4월~5월초), 프로그램개발 (5월), 검수 및 보완 (6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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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 IIW 연회비 25,340유로 (약 3,426만원) 납부를 IIW에 10월까지 연기 요청함

15) 뉴스레터 2호(2021. 3월호) 발행: 2021. 3. 31(수)

    - 게재내용: 특집기사, 특집기고, 아프로알앤디 회원사 탐방

16) 2021 IAB 연회비 5,000유로 (6,656,500원) 납부: 2021. 3. 31(수)

17) 춘계 학술대회 연구위원회 특별세션 개최: 4개 위원회 27편 (강도, 적층제조, MPC, 건설플랜트)

18) IWJC Korea 2022 개최 장소를 예약함

    - 일시 및 장소: 2022. 10. 4(화) - 8(금), 제주라마다호텔  

    - 코로나예방 차원에서 발표장은 2층 4개, 8층 3개로 총 7개 발표장을 사용하기로 함

※ 첨부 262차 이사회 온라인화상회의 자료 참조

 토의 및 주요 업무보고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 일반회원: 48명 (정회원 19명, 학생회원 29명)

2. IWJC Korea 2022 개최 날짜가 추계로 변경됨에 따라 2022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 일정을 변경함

변경 전 변경 후

춘계 IWJC 2022로 대체 (4/5-8, 제주ICC) 5/12-13 엑스코 (대구)

추계 11/10-11 여수컨벤션센터 IWJC 2022로 대체 (10/4-7, 제주라마다호텔)

3. 2021 추계 학술발표대회를 11월 11일(목), 12일(금) 2일간,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용접의 날” 행사와 함께 개

최하기로 함   

4. 학회사업 홍보강화에 필요한 뉴스레터 발간을 연 6회 홀수달 말 발간에서 매월 발간으로 변경함

   - 뉴스레터는 사업 부문에서 담당하고 별도의 뉴스레터위원회 설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뉴스레터 매월 발간으로 72만원(12만원/회)의 추가비용이 발생함

   - 뉴스레터 발간회수 증가에 따른 호별 주제, 산업체 동향 원고 집필자 모집을 준비

   - 강화된 뉴스레터에 접합분야의 원고를 추가하고 보완하기로 함

5. 차기이사회 :  

   - 일시: 5월 27일(목) 춘계 학술대회 점심 시간 (13:00 예정)

   - 장소: CECO (창원), 하이브리드 개최 

6. 기타 토의

   1) 한국폴리텍대학 학생회원 가입은 산업설비공학과 교수회를 통해서 올해 안으로 정리할 예정임

   2) 민관표준화사업 3차년도에 표준화협력기관 (COSD)인 학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

   3) 현대로템의 회원사 가입을 김재성 학술이사가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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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이차 지 친환경 리사이클링 사업 본격 추진 *

  포스코가 국 화유코발트사와 합작해 이차 지 친환

경 리사이클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사와 라남도는 5월 28일 남도청에서 투자 약

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사 계자는 “포스

코HY클린메탈의 성공  투자를 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라남도에 감사드린다”라며 “ 남도, 화

유코발트사와 력해 친환경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의 

기술리더쉽과 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틀  착공

한 포스코리튬솔루션과 함께 이차 지산업의 핵심소재 

공 자로서 성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차 지 리사이

클링 사업은 폐배터리 스크랩에서 니 , 리튬 등 이차

지 핵심소재를 추출하는 자원 순환 친환경 사업으로, 

리사이클링 시장은 기차 성장과 함께 2030년 원소재 

수요의 20%를 차지하며 8조원 규모에 이를 망이다. 

동사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스크

랩 리사이클링 사업 투자를 승인받아, 지난 5월 7일 

물 정련․정제에 세계  기술을 보유한 국 화유코

발트사와 65:35 지분비율로 포스코HY클린메탈㈜를 

설립한 바 있다. 포스코HY클린메탈은 유럽 배터리 공

장의 폐 지 스크랩을 지에서 Black Powder로 가

공한 후 수입해 리사이클링 로세스를 통해 양극재 핵

심소재인 니 ,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할 정

이다. 양 경제자유구역 율 산업단지에 1,200억원을 

투자해 Black Powder를 연간 1만톤 처리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올해 착공할 정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 형 LPG선 2척, 1,830억원 수주 *

  

  공업그룹의 조선 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이 총 1,830억원 규모의 형 LPG선 2척을 수주했

다. 동사는 5월 13일(목) KSS해운과 8만 6천 입방미

터(㎥)  형 LPG운반선 2척에 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30m, 

비 32.25m, 높이 23.75m 규모로 울산 공업

에서 건조돼 2023년 상반기부터 순차 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정이다. 특히 이 선박은 LPG 이 연료 추진엔

진을 탑재, 배기가스 감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 

없이도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

제에 응이 가능하다.

  한, 이 선박은 설계 효율화를 통해 최  재 용량

을 2천 입방미터(㎥) 늘린 8만 6천 입방미터(㎥)로 건

조되며, 이는 구 나마(Old Panama)를 통과할 수 

있는 최  용량이다. 동사는 올해  세계에서 발주된 

LPG선 58척 가운데 약 60%인 34척을 수주하며 시

장을 선도하고 있다.  

자동차

* 자동차-항공안 기술원, 국내 도심 항공교통 

산업  인증기술 개발 MOU 체결 *

  

  자동차가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무인항공시스템(UAS, Unmanned Aerial 

System), 항공용 수소연료 지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하

고 련 생태계 조성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등 K- 

UAM 산업 발 에 박차를 가한다. 동사는 항공안 기

회원 사 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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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원(KIAST,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과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 발 을 한 

업무 약(MOU)’을 4월 21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항공안 기술원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자동

차 UAM사업부 신재원 사장, 항공안 기술원 김연명 

원장 등 양측 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약은 

도심항공교통 민 의체인 ‘UAM  코리아(Team 

Korea)’에 참여하고 있는 양측의 인력, 기술, 지 재산, 

연구시설 등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고 상호 력함으로써 

국내 UAM 산업 발 과 항공분야 신기술에 한 안  

제도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자동차는 

이번 업무 약을 통해 UAM, 무인항공시스템, 항공용 

수소연료 지 시스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정이

며, 항공 부문 인증기술 발 을 해 극 으로 노력

함으로써 UAM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

이다.

삼성 공업

* LNG 기술 ‘ 격차 략’ 시동 건다 *

  

  삼성 공업이 5월 12일 거제조선소에서 정진택 사장 

주 으로 ‘조선․해양 LNG 통합 실증 설비’ 완공식을 

거행하 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가스공사, CELSIUS 

(셀시우스, 덴마크), MARAN(마란, 그리스), ENI(이

엔아이, 이탈리아) 등 국내외 주요 선주사와 세계 각국 

선 (ABS, BV, DNV, KR, LR) 계자들이 거 참

석하 다. 한 서일  국회의원, 변 용 거제시장 등 

정 계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LNG 통합 실증 설비에 

한 높은 심과 기 를 보여주었다. 2019년 7월에 

착공해 약 2년만에 완공한 이 실증 설비는 거제조선소 

內 3,630㎡(약 1,100평)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천연

가스(NG)의 생산부터 운송, 장, 공 에 이르는 ‘LNG 

밸류 체인(Value Chain)’ 각각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세계 유일의 조선․해양 통합 LNG 

R&D 기능을 수행할 정이다. 이를 통해 동사는 지난 

30년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NG운반선, LNG연료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제품에 한 기술 격차를 벌려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실

증 설비 완공으로 △천연가스 액화  재액화 공정 △

가스 엔진-연료공  시스템 △극 온 단열 장 용기 

△재기화-냉열발  등 요소 기술의 고도화  련 기

자재 국산화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상된다. 정진택 

삼성 공업 사장은 “조선사 유일의 독자 개발 천연가스 

액화공정 ‘SENSE-Ⅳ’와 세계 최  냉열발  재기화 시

스템 ‘S-REGAS(CGR)’ 모두 이 곳 실증 설비를 통해 

신뢰성을 갖춘 기술로 탄생했다”며, “조선․해양 LNG 통

합 실증 설비는 삼성 공업과 고객사의 ESG 경  가

치를 실 하는 LNG 기술 신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 다.

  

우조선해양

* 신형 호 함 ‘ 함’ 진수식 거행 *
    

  공․ 함․ 잠수함 작  수행능력을 갖춘 한국해

군 2800톤  신형 호 함(FFG Batch-II) ‘ 함’ 

진수식이 5월 3일 오후 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 다. 함은 노후화된 호 함(FFG, Frigate)

과 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체

하기 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척의 신형 호

함을 확보하는 울산  Batch-II 사업의 다섯번째 함

정이다. 해군은 역시, 도의 지명을 호 함의 함명으

로 사용해 온 통에 따라 이번 5번함의 함명을 ‘

함’으로 제정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부석종 해군참모총

장을 주빈으로 정승균 기획 리참모부장, 방극철 방

사업청 함정사업부장, 거제시 서일  국회의원, 우조

선해양 이성근 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  거리 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행사 

규모를 축소해 진행했다. 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4미터, 무게 2800톤에 최  속력은 

30노트(약 56km/h)로 운항할 수 있으며, 해상작 헬

기 1 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로 5인치 함포

와 근 방어무기체계, 함유도탄, 장거리 잠유도탄 

등 최신 무기체계를 장착해 공ㆍ 함ㆍ 잠 작 에 

탁월한 수행능력을 갖췄다. 한 이번 신형 호 함은 

선체고정식소나(HMS)와 함께 인선배열소나(TASS)

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능력  함 생존성을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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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동사는 울산  Batch-II 시리즈 호선  지난 

2018년 2월 인도한 1번함 ‘ 구함’과 지난해 12월 인

도한 2번함 ‘경남함’까지 건조를 완료했으며, 이날 진수

식을 가진 5번함을 재 건조 이다. 한편 이날 진수

식을 마친 호 함은 마무리 의장공사와 운항테스트 등 

다양한 력화 시험을 거쳐 2022년 말 건조를 마치고 

한국 해군 측에 인도돼 실  배치될 정이다.

두산 공업

* 두산 공업․한국수력원자력, 수소사업에 힘 
모은다 *

  두산 공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청정

수소 생산  에 지 융복합사업 력 강화’를 한 업

무 약을 체결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약에 

따라 두 회사는 ▲청정 에 지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

장 설비 구축과 운 기술 개발 ▲ 소형 원자로를 활

용한 국내외 수소 생산 공동 연구개발 력 ▲해외 청

정 에 지원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  련 사업 공동 

개발 등 수소사업 밸류체인  분야에 걸쳐 포  

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에 지 문 기업 간 

업무 약 체결로 청정수소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

이고 에 지 사업에서도 시 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정연인 사장은 “한수원과는 기존 원  사

업에서의 력 계를 수력 분야로 확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업무 약으로 소형 원자로, 수력 등 청정 에

지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확보와 수출 연계 등 새

로운 력 사업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고 말했다. 2018년부터 수소 사업을 비해 온 두산

공업은 수소 생산, 장, 운반, 활용 등 분야에 걸친 

사업을 추진 이다. 한, 수소연료 지 발  분야에서 

독보 인 기술력을 보유한 자회사 두산퓨얼셀도 향후 

한수원과 수소 활용을 한 사업 력을 진행할 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루마니아원  기자재공  사업 연이은 수주 * 
  

  한국수력원자력이 루마니아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체

르나보다원  무정 원계통(UPS) 압안정기 공 ’

사업에서 최종 공 사로 선정 다. 약 30만 USD 규모

의 기자재를 공 하는 이번 사업은 한수원이 국내 원

에서 성능  안 성이 검증된 기술을 발굴, 소기업

(국제 기)과 력해 해외 진출한 것으로, 소기업이 

기자재 설계  제작을 담당하고 한수원이 사업 리  

품질 리를 맡을 정이다. 체르나보다원 은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서 운 인 발 소로, 우리나라 월성원

과 동일한 수로형 원 이다. 이번에 수주에 성공한 

품목은 원 의 핵심시스템인 무정 원계통의 주요 설

비로 높은 수 의 품질 리가 필요하다. 원  운 기

간 동안 주기 인 교체가 필요해 향후 지속 인 공 이 

이 질 것으로 기 된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루마니아

에서 노내핵계측 기자재 공 사업  방폐물 장고 타

당성 평가 용역사업 수주에 연이은 성과로, 루마니아 

원 시장에서 검증된 공 사로 한수원  한국 원 기

업의 입지를 공고히 함은 물론, 향후 삼 수소 제거설

비, 방폐물 장고 건설 등 한수원이 루마니아에 참여

를 비하고 있는 사업 수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한 KPS

* 인도 용량 발 설비 운 ․정비사업 수주 *
  

  발․송 설비 정비 문회사인 한 KPS가 1,006억

원 규모의 탈완디 사보(Talwandi Sabo) 화력발 소 

운 ․정비(O&M : Operation & Maintenance)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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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수주했다. 4월 28일, 동사는 인도의 자원․에 지 

기업인 베단타(Vedanta) 그룹 자회사인 TSPL(Talwandi 

Sabo Power Limited)사와 5년, 1,006억원 규모의 발

소 운 ․정비 형 계약을 체결했다. 총 1,980MW 

규모의 용량발 설비인 탈완디 사보 발 소는 인도 

북서쪽 펀자 (Punjab) 주(州) 체 력공 을 담당

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동사는 ’21년 5월 1일부터 

5년간 발 소 반에 한 운   정비 서비스를 제

공할 정이다. 동사는 지난 1998년 GMR 디젤발

소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인도 O&M시장에서 찬드리

아, 잘수구다, 바 나가르, 다리바 등 4개 사업장에서 

운 ․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500MW이상의 

용량 발 소 운 ․정비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

사는 이번 인도 용량 발 설비 사업수주를 발 으로 

향후 용량 설비 심으로 시장 확 가 상되는 인도 

발 설비 O&M시장 진입을 가속화해 인도의 력산업 

발 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의 탈완디 

사보 발 소 유지보수를 수년간 도맡았던 유럽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수주를 이끈 디지털 소통 기반 마  

 고객친화 업 노하우를 체계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효    성

* 주 탄소섬유 공장 증설 *
  

  효성첨단소재㈜가 연산 6500톤 규모로 주 탄소섬

유 공장을 증설한다. 효성첨단소재는 758억원을 투자

해 북 주공장에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내년 7월까

지 연산 6500톤 규모로 증설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020년에도 생산량을 연산 2000톤에서 4000톤으로 

확 한 바 있다. 이번 증설은 최근 미래 친환경 자동차

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차의 연료탱크와 압축천연가스

(CNG) 고압용기에 활용되는 탄소섬유의 수요 증가에 

비하기 한 목 이다. 효성첨단소재는 2011년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 로 고강도 탄성 탄소섬유 

‘탄섬(TANSOME®)’을 개발해 2013년부터 주공장

을 운 해오고 있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 수 으로 가볍지만 강도는 

10배 높기 때문에 자동차, 풍력, 우주항공, 스포츠  

등 철이 사용되는 다양한 용도에서 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증설은 2019년 발표했던 규모 

탄소섬유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주공장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연산 2

만4000톤까지 확 할 정이다.

미포조선

* 2만7천톤  카페리선 진수 *
  

  7년여 만에 인천-제주 항로를 재개할 카페리선이 

미포조선에서 성공 으로 진수 다. 동사는 5월 27일

(화) 울산 본사 1도크에서 2만7천톤(GT)  로팩스(RO- 

PAX, 여객․화물겸용선)인 ‘비욘드 트러스트(BEYOND 

TRUST)’호를 진수했다. 지난 2019년 말 하이덱스 스

토리지로부터 수주한 이 선박은 길이 170m, 비26m, 

높이 28m의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850명의 승객과

487 의 승용차, 65개의 컨테이 를 싣고 최  23.2

노트(약 43㎞/h)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특히 이 

선박은 침수나 화재 등 긴 상황에 비한 성항법장

치를 비롯해 화재자동경보기, 스 링클러, 해상탈출설

비(MES) 등 다양한 안 설비들을 갖출 계획이다.  

선체 내부에는 90여개의 고  객실과 함께 스토랑, 

비즈니스 라운지, 선셋 테라스, 마사지 라운지, 편의 , 

키드존, 펫존 등 남녀노소 모든 고객층을 한 각종 편

의시설들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그룹사인 동사가 개발

한 최  연료분사 기술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 1만3천마력  ‘선박추진용 힘센엔진’ 2기를 탑재하

고, 황산화물 감장치(EGCS) 등으로 각종 환경규제

에 응할 수 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마무리 의장

작업을 거친 후 오는 9월 인도돼, 세월호 참사로 단

된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정이다. 동사 계자는 

“이번에 건조한 선박은 량, 심의 설계로 운항 

시 복원성을 극 화했다”며, “크나큰 아픔을 딛고 건조

되는 여객선인 만큼 승객의 안 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

사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선

* 한국선 - 공업그룹, 환경규제 응을 
한 략  제휴 약 체결 *

  한국선 (KR)은 부산시 강서구에 치한 한국선  

본사에서 공업그룹(한국조선해양, 공업, 

삼호 공업, 미포조선, 로벌서비스)과 함



334

께「친환경 규제 응을 한 략  제휴, 력 약서」

를 4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은 국제환

경규제에 선제 이고 능동 으로 응하고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탈탄소화에 기여하기 해 

기술  인 자원을 공유․활용하고 긴 한 력 계를 

구축하고자 진행 다. 본 약에 따라 동사는 공

업그룹과 함께 △에 지효율지수(EEXI) 개선을 한 

최  솔루션 연구 △탄소집약도(CII) 향상을 한 선

박운항 효율 개선 방안 연구 △암모니아․수소와 같은 

무탄소 연료 추진선 공동 개발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한 선박의  생애주기에 걸쳐 략 으로 공동 력

할 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탄소집약도를 

2008년 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개

선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은 2008년 비 2050년까지 50% 이상 

감하는 목표를 고하고 있다. 이에 해사업계는 단기

으로는 2023년부터 존선에 용될 규제인 에 지

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CII)에 한 응방안

을 마련해야하며, 장기 으로는 암모니아․수소와 같

은 무탄소 연료 추진선으로의 환을 비해야한다. 따

라서 동사와 공업그룹은 번 약을 통해 해운

선사가 효과 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응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조선소는 친환경 이슈로 경쟁력

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에서 기술 우 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성우하이텍

* 아산시 노사평화상 수상 *

  성우하이텍이 제10회 아산시 노사평화상 기업체 부

문에서 노사평화상을 수상하 다. 5월 6일(목) 10시, 

아산시청 본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제10회 노사평화상 

수상식에서 동사는 상생 력의 건 한 노사문화를 조성

하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사평화상 기업체 부

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동사는 앞선 2016년에는 개

인 부문, 2019년에는 노동단체 부문으로 수상한 바 있다. 

이 날 수상식에는 오세  시장(아산시)을 비롯하여 정

형우 사무총장(노사발 재단), 이창수 의장(한국노총 아

산지부), 이경환 지청장(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 13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동사는 앞으로도 상생 력의 

건강한 노사문화 형성을 하여 최선을 다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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