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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electrolytic copper foil is a thin copper film fab-
ricated through an electroplating process, which is 
mainly used as circuit components that transmit elec-
trical signals in printed circuit boards of electronic 
products such as television, personal computer, and 
smartphones. Recently, their demand is increasing as 
the cathode current collector material, which is essen-
tially applied in lithium-ion batteries of mobile informa- 
tion technology (IT) and electric vehicles. The electro-
lytic copper foil is fabricated with the electroplating 
method, using the equipment composed of a cathode 
(titanium), anode (titanium), and busbar (copper). This 
rocess consists of creating a copper sulfate solution for 
fabricating the copper foil by melting highly pure cop-

per into a sulfuric acid solution, electroplating the 
copper ions from the copper sulfate solution to a large- 
scale Ti drum (cathode) in the electrolyzer, and ex-
foliating to create a rolled product. The commercially 
pure (CP) Ti is used as an electroplating drum material 
by considering the corrosion resistance, lightweight-
ness, and detachability where processing it into a drum 
shape requires welding. However, a microstructural var-
iation in the base material and the weld zone results in 
a defective product due to the transcription to the cop-
per foil surface. Thus, microstructural adjustment is 
necessary to have a weld zone structure similar to the 
base material structure. Kang1) reported that the solder-
ing process of the CP Ti material during the friction stir 
welding had been achieved at a β-transformation tem-
perature or below and no phase transformation oc-
curred in the CP Ti, while phase transformation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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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d in the Ti-6Al-4V alloy because the processing 
temperature reached the β-transformation temperature 
or above. According to Moon2), the MC (M: V and/or 
Nb) carbide was extracted at the transgranular zone and 
crystal grain boundary in the welding of the austenitic 
Fe-30Mn-9Al-0.9C (wt%), in which Nb and V were 
added, and crystal grain boundary growth inhibition ef-
fect was observed at the heat-affected zone. Tan3) per-
formed hot rolling of the CP Ti material in the 600 - 
800℃ range and air cooling thereafter. Consequently, 
the recrystallization behavior of the crystal grain was 
observed. Hayashi et al.4) also performed hot rolling of 
CP Ti at 600 - 800℃ according to the varying reduc-
tion rate, which showed variations in rolled structure 
such as the generation of a twin crystal due to the form-
ing process generated during rolling. Hayashi et al.4) re-
ported that the structure became finer due to recrystalli-
zation during the cooling process and that the structure 
transformed due to static recrystallization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and reduction rate. In this study, a low 
heat input welding process, which could minimize the 
weld zone size, was utilized. Furthermore, the variation 
in grain size was studied through the forming process 
of the weld zone structure and recrystallization annealing

2. Materials and Experimental Methods

2.1 Materials

  The material used in this study was a 9-mm grade 1 
CP Ti, and the analysis results of its chemical sub-
stances and mechanical properties are summarized in 
Table 1. As a grade 1 material containing 0.025 wt% 
Fe, the elongation rate was 39% and tensile strength 
324 MPa.
  Fig. 1 presents an image of the microstructure of the 
material used, in which grain size measurement results 
revealed that their degree was at level No.9.9 of the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2.2 Welding process

  The welding of the Ti material proceeded in two parts. 

Additional lamination was required to the base material 
thickness of 9 mm for the weld zone rolling. The weld 
zone specimen was fabricated so that the entire height 
becomes 19 mm through plasma welding and weld 
bead deposition. First, plasma keyhole welding was 
used to minimize the heat effect at the weld zone. After 
the welding, the weld bead was deposited to be applied 
in the rolling process.
  The plasma keyhole welding was performed with the 
I-type and without root gaps. The welding current was 
approximately 275 A, the welding speed was 30 cm/min, 
and the heat input was around 18 kJ/cm. Here, Ar gas 
was additionally supplied at 25 L/min to protect the en-
tire weld zone from the atmosphere.
  The plasma process and the CP Ti grade 1 welding rod 
were used to perform the build-up welding. Likewise, 

Fe C N O H Ti

0.025 0.0185 0.0042 0.16 0.0103 Bal

Yield strength
(N/mm2)

Tensile strength
(N/mm2)

Elongation
(%)

238 324 39

Table 1 Th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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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showing the microstructure of the 
base metal 

Plasma gas
Shielding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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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ing gas nozzle

Water cooled nozzle

Plasma arc

ShieldingShielding

Power supply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we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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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gas was supplied at 12 L/min during welding to pro-
tect the weld zone.

2.3 Weld zone rolling

  The specimen that was fabricated under the same con-
ditions mentioned above was used in the rolling process 
shown in Fig. 3. The reduction rate was adjusted to be 
80% in total at room temperature for the rolling. Here, 
the rolling reduction per rolling frequency was 1 - 2 mm, 
and the total rolling frequency according to the reduc-
tion rate was 20 - 30 times. 

2.4 Structural analysis and grain size measurement
  The junction was mechanically polished for analyzing 
the weld zone structure and measuring the grain size. 
Then, it was etched at room temperature for five sec-
onds with a mixed solution of 100 ml distilled water + 
3 ml hydrofluoric acid + 4 ml nitric acid. A deformed 
structure forms in the CP Ti material even during me-
chanical polishing. Thus, mechanical polishing and 
etching were executed multiple times to remove these 
structures. In the microstructural observation, an optical 
microscope was utilized to observe the macroscopic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the grain size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ASTM method at 100x magnification.

3. Experimental Results and Discussion

3.1 Weld zone structure

  The specimen fabricated by plasma welding and build- 
up welding using this are shown in Fig. 4. As men-
tioned above, the height of one weld bead was 8 mm, 
and the opposite side had a 2 mm weld bead layer.
  The cross-section of the welded specimen is as pro-
vided in Fig. 5 in which twin crystals were partially 
found at the ferrite matrix structure in the deposited 
metal.

3.2 Results of rolling

  The welded specimen was cut to approximately 30 
mm in width and 50 mm in length to perform rolling. 
On the side with the high weld bead layer, cracks were 
observed at the surface as the reduction rate increased, 
and the cracks were more frequent as the reduction rate 
increased. On the opposite side, the weld zone and the 
base material were simultaneously rolled as shown in 
Fig. 6.

3.3 Recrystallization temperature and time cal- 
culation

  The Avrami equation was used to calculate the re-
crystallization temperature and time for refining the 
grain size of the rolled specimens through recrystalliza-
tion annealing. The Avrami equation is shown in Equation 
(1) where the time at 50% transformation is represented 
as a variable. This equation was used to calculate the 
recrystallization temperature and time. For the calcu-

Weldment

Specimen

Fig. 3 Schematic diagram of rolling process used in this 
study

Fig. 4 Welded specimen

 phase twin

100㎛

100㎛

100㎛

(b)

(c)

(a) (d)

Fig. 5 Optical microstructures of specimen as welded (a) 
low magnification, (b) weld metal at build-up 
welding, (c) weld metal at keyhole welding, and 
(d) heat affected zone 

(a) (b) (c)

Fig. 6 Specimens after rolling, (a) reduction rate 20%, 
(b) reduction rate 50%, and (c) reduction rate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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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on, the data presented in Table 2 were utilized for 
the Avrami exponent (n) and t0.5

3). 

     exp  

 


 (1)

  X: Area fraction of recrystallized grains
  t: Annealing time
  t0.5: Time at 50% recrystallization
  n: Avrami exponent
  B: Constant, CP Ti=0.693

  As shown in Table 2, the Avrami exponent n was re-
ported to vary according to the annealing temperature. 
At n = 1, the annealing time increased significantly. 
Therefore, the evaluation was proceeded with the low-
est annealing time possible considering the circum-
stances of actual annealing.
  Fig. 7 presents the calculation results in a graph when 
the Avrami exponent n was 1.2 and the recrystallization 
temperature was 500 - 800℃. At 500℃, the duration of 
recrystallization until completion was 46,500 minutes, 
which was excessively long for the actual application. 
At 600℃, 650℃, and 700℃ or higher, this time was 
reduced to 280 minutes, 80 minutes, and within about 
10 minutes, respectively.

3.4 Recrystallization annealing results

  In Fig. 8, which presents the microstructure images of 

the rolled specimens at reduction rates of 20%, 50%, 
and 80% after annealing at 650℃ for 80 minutes, re-
crystallization was observed in all the specimens. In ad-
dition, the deposited metal and the heat-affected zone 
were refined as the reduction rate increased. In the 
specimen with a reduction rate of 80%, the microstructures 
between the base material and weld zone were indis- 
tinguishable.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rolled and annealed 
specimen grain size showed that the grain size became 
finer as the reduction rate increased, as shown in Fig. 9 

Annealing temperature (℃) 500 600 800

n 1.0 1.2 1.0

t0.5(min) 6060 50 0.2

Table 2 t0.5 values and avrami constants at varying an-
nealing temperatures5)  

Annealing time(min)

10-4

Re
cr

ys
ta

lli
ze

d 
fra

ct
io

n

0.0

0.2

0.4

0.6

0.8

1.0
500 ℃
600 ℃
650 ℃
700 ℃
800 ℃

1.6 12 80 280 46,500

10-3 10-2 10-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Fig. 7 Calculation results of recrystallized fraction and 
time at varying annealing temperatures

1000㎛

(a)

(b)

(c)

Fig. 8 Optical microstructure of welded specimens after 
being rolled and annealed at 650℃, (a) reduction 
rate 20%, (b) reduction rate 50%, and (c) reduc-
tion rate 80%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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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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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rate(%)

A
S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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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

Fig. 9 Measurement results of grain size against reduc-
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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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10. When the reduction rate was 20%, the grain 
size of the deposited metal was about 7.3 ASTM, but it 
was 9.7 after the reduction rate increased to 80%, 
which was a similar grain size to the base material. 
This was considered as the amount of transformation 
for recrystallization increasing as the reduction rate in-
creased and the increased accumulated energy con-
tributing to the grain size refining.
  Meanwhile, the grain sizes at the heat-affected zone 
and the deposited metal vary, which was considered to 
be relevant to the laminated bead layer form. As shown 
in Fig. 8, the rolling force was concentrated towards the 
downward direction at the thick center of the weld zone 
bead layer. This was considered to have occurred from 
no rolling force being directly delivered to the heat-af-
fected zone due to the morphological properties of the 
weld zone. Therefore, it was determined that the weld 
bead layer form must be considered to reduce the mi-
crostructural variation between the deposited metal and 
the heat-affected zone.

4. Conclusion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by rolling and re-
crystallization annealing the weld zone of the Ti cath-
ode drum for electrolytic copper foil fabrication.

  1) A specimen was fabricated by plasma welding the 
CP Ti material. A specimen that formed 8 mm and 2 mm 
weld bead layers at the top and bottom, respectively, 
was fabricated for the rolling.
  2) The results of rolling the welded specimens showed 
that cracks were generated at the side where the weld 
bead layer height was 8 mm, while cracks were absent 
at the side with the weld bead layer height of 2 mm 
when rolling until 80%.
  3) The Avrami equation was used to calculate the re-
crystallization temperature and time and determine the 
recrystallization condition. Using the results, the anneal-
ing experiment was proceeded at 650℃ for 80 minutes 
after which recrystallization was completed. As the re-
duction rate increased, a decrease in the grain size var-
iation between the deposited metal and base material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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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80% at weld metal, (d) reduction rate 20% 
at HAZ, (e) reduction rate 50% at HAZ, and (f) 
reduction rate 80% at HAZ



본 논문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본 논문으로 연구업적과 같은 실적에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    론

  해동박은 기도  공정으로 제조되는 얇은 구리 

박막소재로 주로 TV, PC, 스마트폰 등 자제품의 인

쇄회로기 에서 기신호를 달하는 회로소재로 사용 

이 된다. 최근에는 모바일 IT, 기자동차 등에서 필수

으로 용되는 리튬이온 지의 음극집 체 소재로도 

수요가 확 되고 있는 소재이다. 이러한 해 동박은 

음극(티타늄), 양극(티타늄)  부스 바(구리)로 구성

된 제조설비를 이용한 기도 법으로 제조하는데, 그 

공정은 고순도의 구리(Cu)를 황산용액에 녹여 동박 제

조를 한 해액(황산구리용액)을 만들고 해조에서 

황산구리용액으로부터 구리 이온을 형 Ti Drum(음

극 극)에 착시킨 후 박리하여 Roll제품으로 생산한다. 

  착드럼 소재는 내부식성, 경량성  박리성 등을 

고려하여 CP Ti 소재를 사용하는데, 드럼 형태로 가공

하기 해서는 용 이 필수 이다. 따라서 모재와 용

부의 미세조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동박 표면

에 사되어 품질불량을 래하므로 용 부의 조직

이 모재조직과 유사하도록 조직 제어가 필요하다. 

  Kang1) 등에 의하면 CP Ti 소재의 마찰교반 합시 

합공정이 β-변태온도 이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성되었기 때문에 CP Ti에서는 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Ti-6Al-4V 합 에서는 공

정 온도가 β-변태 온도 이상에 도달하여 상변태가 발

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Moon2) 등에 의하면 Nb, V

를 첨가한 오스테나이트계 Fe-30Mn-9Al-0.9C(wt%) 

경량철강의 용 에서 MC(M: V and/or Nb) 탄화물

이 결정립계  입내에 석출되어 열 향부에서 결정립 

성장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Tan3) 등은 CP Ti 소재를 600℃ ~ 800℃ 범 에서 

열간압연을 실시한 후 공냉을 한 결과, 결정립이 미세화 

되는 재결정 거동을 찰한 바 있으며, Hayashi4) 등도 

600℃ ~ 800℃ 범 에서 CP Ti 소재를 압하율 변화

에 따라 열간압연을 실시한 결과, 압연시 발생한 소성

가공의 향으로 정이 형성되는 등의 압연조직의 변

화가 보이고 냉각하는 과정에서 재결정되어 조직이 미

세해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온도  압하율에 따라 정

 재결정 상으로 조직이 변화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 부의 크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열 용 공정을 이용하고 용 부 조직을 소성가공 

 재결정 열처리를 통하여 결정립도 변화를 연구하고

자 하 다.

2. 사용 재료  실험 방법

2.1 사용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두께 9mm의 CP Ti grade 

1 소재로 화학  성분  기계  성질을 분석한 결과

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Fe 가 0.025wt% 함유되

어 있는 Gr.1 소재로 인장강도는 324MPa, 연신율은 

39% 이었다.

  Fig. 1 은 본 소재의 미세조직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결

정립도 측정 결과 ASTM No. 9.9 정도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2.2 용  공정

  Ti 소재의 용 은 두 부분으로 나 어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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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C N O H Ti

0.025 0.0185 0.0042 0.16 0.0103 Bal

Yield strength
(N/mm2)

Tensile strength
(N/mm2)

Elongation
(%)

238 324 39

Table 1 Th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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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부 압연을 해서는 모재 두께 9mm이외에 추가

인 층이 필요하 으며 라즈마 용 과 용  비드 

층을 통해 체 높이를 19mm가 되게 용 부 시편을 

제작하 다. 우선 용 부의 열 향을 최소화하기 해 

라즈마 키홀 용 을 이용하여 용 한후 그 쪽에는 

용 비드를 층하여 압연공정에 용하고자 하 다. 

  라즈마 키홀 용 은 I형으로 root gap없이 용 하

으며 용 류는 약 275A, 용 속도는 30cm/min 

로 입열량은 약 18kJ/cm이었다. 이때 용 부 체를 

기로 부터 보호하기 해 Ar가스를 25L/min 의 양

으로 추가 공 하 다. 

  빌드업 용 은 역시 라즈마공정을 이용하여 CP Ti 

grade 1 용 을 이용하여 층용 을 실시하 다. 마

찬가지로 용 부 보호를 해 Ar가스를 약 12L/min의 

양으로 공 하면서 용 을 실시하 다. 

2.3 용 부 압연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을 이용하여 Fig. 

3과 같은 압연공정을 이용하여 압연을 실시하 다. 압

연은 상온에서 압하율이 총 80%가 되도록 하 으며, 

이때 압연 횟수당 압하량 1~2mm로 압하율에 따라 

총 압연 횟수는 20~30 회 이었다. 

2.4 조직 분석  결정립도 측정
   

  용 부 조직 분석  결정립도 측정을 하여 합부

를 기계 으로 연마한 후 증류수 100ml + 불산 3ml 

+ 질산 4ml 의 혼합용액으로 약 5 간 상온에서 에칭

하 다. CP Ti 소재는 기계  연마 에도 가공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의 제거를 하여 기계

 연마와 에칭을 수회 실시하 다. 미세조직 찰은 

학 미경으로 거시  조직 변화를 찰하 고, 결정

립도 측정은 ASTM 방법에 의하여 100배 배율에서 

측정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용 부 조직

  라즈마 용 과 이를 이용한 층용 으로 제작된 

시편은 Fig. 4 와 같으며 술한 바와 같이 한쪽의 용

비드 높이는 8 mm, 반 쪽 면은 2mm의 용 비드

층을 갖는 형상이다.

  용 시편의 단면 형상은 Fig. 5 에 나타낸 바와 같

으며, 용착 속에서는 페라이트 기지조직에 일부 정

이 발견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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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showing the microstructure of the 
base metal 

Plasma gas
Shielding gas

Tungsten electrode

Shielding gas nozzle

Water cooled nozzle

Plasma arc

ShieldingShielding

Power supply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welding process

Weldment

Specimen

Fig. 3 Schematic diagram of rolling proces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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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압연 결과

  용 된 시편을 약 폭30mm, 길이 50mm 정도로 

단하여 압연을 실시하 다. Fig. 6은 압연 후 시편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용  비드층이 높은 면에서는 압하

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에 균열들이 보 으며, 압하율이 

커질수록 균열은 더 많이 나타났다. 반  면에서는 용

부와 모재가 동시에 압연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3.3 재결정 온도  시간 계산

  압연이 완료된 시편을 재결정 열처리를 통하여 결정

립을 미세화하기 해서 Avrami 방정식을 이용하여 

재결정 온도와 시간을 계산하 다. 식(1) 은 변태가 50% 

완료되는 시간을 변수로 나타낸 Avrami 방정식으로 

이 식을 이용하여 재결정 온도  시간을 계산하 다. 

계산을 한 Avrami 지수(n)과 t0.5는 Table 2에 나

타낸 바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 다3).

      exp  

 


 (1)

  X: Area fraction of recrystallized grains

  t: Annealing time

  t0.5: Time to 50% recrystallization

  n: Avrami exponent

  B: Constant, CP Ti=0.693

  Table 2에 나와 있듯이 Avrami 지수, n은 온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n=1로 계산을 하

면 열처리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열처리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열처리 시간이 짧은 쪽으로 평가를 하

고자 하 다. 

  Fig. 7은 Avrami 지수, n=1.2로 하여 재결정온도 

500℃ ~ 800℃ 범 일 때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

로 500℃에서 재결정이 완료되는 시간은 약 46,500

분으로 장시간이 소요되어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조

건이었으며, 온도가 600℃ 일 때 280분, 650℃ 일때는 

80분으로 어드는 경향이 있고 700℃ 이상의 고온에

서는 약 10분 이내로 어든다. 

3.4 재결정 열처리 결과

  Fig. 8 은 압하율이 각각 20%, 50%, 80% 인 압

연된 시편을 650℃에서 80분간 열처리 실험후 마크로 

Fig. 4 Welded specimen

 phase twin

100㎛

100㎛

100㎛

(b)

(c)

(a) (d)

Fig. 5 Optical microstructures of specimen as welded (a) 
low magnification, (b) weld metal at build-up 
welding, (c) weld metal at keyhole welding, and 
(d) heat affected zone 

Annealing temperature (℃) 500 600 800

n 1.0 1.2 1.0

t0.5(min) 6060 50 0.2

Table 2 t0.5 values and Avrami constants at varying an-
nealing temperatures5) 

(a) (b) (c)

Fig. 6 Specimens after rolling: (a) reduction rate 20%, 
(b) reduction rate 50%, and (c) reduction rate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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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lculation results of recrystallized fraction and 
time at varying annealing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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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진으로 시편 모두에서 재결정이 일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압하율이 증가할수록 용착 속과 열

향부의 조직이 미세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압하율

이 80% 인 시편에서는 모재와 용 부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미세조직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연  재결정 열처리된 시편의 결정립을 측정한 결

과 Fig. 9 와 10에서 보는 것처럼 압하율이 증가하면

서 결정립도 함께 미세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압

하율 20% 일 때 용착 속의 결정립크기는 약 ASTM 

번호로 7.3정도 으나 압하율이 80%로 증가한 경우

에는 ASTM 번호 9.7 로 모재와 유사한 결정립 크기

를 나타내었다. 이는 압하율이 증가하면서 재결정을 

한 소성변형량이 증가하고 이 게 축 된 에 지가 증

가하여 결정립 미세화에 기여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 용 열향부와 용착 속에서의 결정립크기는 차

이가 발생하는 데 이는 층된 비드층의 형상과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Fig. 8에서처럼 용 부 비드층

의 두꺼운 앙부에서는 압하력이 아래 방향으로 집

으로 달이 되는데 용 부 형상의 특성상 용 열향

부에서는 직 으로 압하력이 달되지 않아 나타나는 

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착 속과 용 열 향부의 

미세조직 차이는 이기 해서는 용  비드층의 형상

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해동박 제조용 Ti 음극드럼의 용 부에 한 압연 

 재결정열처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CP Ti 소재를 라즈마 용 으로 시편을 제작하

고 압연을 하여 상하면에 각각 8mm, 2mm 되는 용

비드층을 형성한 시편을 제작하 다. 

  2) 용 시편의 압연결과, 총 80%까지 압연시 압연이 

진행되면서 용 비드층 높이가 8mm인면에서는 균열이 

1000㎛

(a)

(b)

(c)

Fig. 8 Optical microstructure of welded specimens after 
being rolled and annealed at 650℃: (a) reduction 
rate 20%, (b) reduction rate 50%, and (c) reduc-
tion rate 80%

(a)

(b)

(c)

(d)

(e)

(f)

Fig. 10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specimen as heat 
treated: (a) reduction rate 20% at weld metal, (b) 
reduction rate 50% at weld metal, (c) reduction 
rate 80% at weld metal, (d) reduction rate 20% 
at HAZ, (e) reduction rate 50% at HAZ, and (f) 
reduction rate 80% at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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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surement results of grain size against reduc-
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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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 으나, 용 비드층 높이가 2mm인 면에서는 균

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3) 재결정 조건을 계산하기 하여 Avrami 방정식을 

이용하여 재결정 온도  시간을 계산하 으며, 그 결

과를 활용한 650℃에서 80분 열처리 실험한 결과 재

결정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압하율이 증

가할수록 용착 속과 모재와의 결정립크기 차이가 어

드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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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강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기계  특성이 우수하

여 원자력발 소 주요 기기  배  등에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재료이다. 한편 기기, 배  등의 제작  설치

를 해 용  공정이 필수 이며, 이에 따라 용 부 주

변은 격한 온도 상승  냉각에 의한 향을 받는 것

이 불가피하다. 탄소강의 경우 이러한 용  열 향부에

서 상변태가 발생함에 따라 미세조직이 변화하게 되어 

경도가 높아지고 인성이 하되는 문제가 있다1-3).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용 후열처리(post-weld 

heat treatment, PWHT)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 이

며,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PWHT를 통한 탄소강 용  

열 향부의 경도 감소  인성 향상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2).

  한편 PWHT를 실시하는 동안 용융선(fusion line)

에 인 한 모재도 용 속  열 향부와 동일하게 열

처리되어 기계  특성  미세조직이 변화하게 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 소용 기기, 배  등의 용

부를 상으로 PWHT를 수행하기에 앞서, PWHT와 

동일한 조건의 열처리를 모재의 시험재를 상으로 실

시한 후 기계  특성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이

며, 이러한 과정을 여러 연구에서 ‘모의 열처리 시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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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명하고 있다4). 그러나, 기술기 에 따라 합 강에 

해서는 모의 열처리 시험이 무조건 으로 수행되고 

있는 반면, 탄소강에 해서는 면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강 모재의 기계  특성과 미세조

직에 미치는 PWHT의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국내 

원자력발 소 기기, 배  등에 표 으로 많이 사용되

는 탄소강인 MDF A 105, 106-B, 216-WCB, 516- 

415, 516-485를 상으로 610, 650, 690, 730℃의 

온도에서 8시간동안 열처리를 실시한 후 열처리 온도

에 따른 기계  특성 변화 양상을 확인하 으며, 미세

조직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국내 원자력발 소 기기, 

배  등에 표 으로 많이 사용되는 탄소강인 MDF A 

105, 106-B, 216-WCB, 516-415, 516-485로, KEPIC 

기술기 에 따라 P-No. 1 재료로 분류된다5-8).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선정

한 것이며, 각 실험재료의 화학조성과 Ae1은 Table 1과 

같다. Ae1은 평형 조건 하에서 오스테나이트(austenite)

로의 변태가 시작되는 온도이며, Thermo-Calc를 이용

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모의 열처리 시험을 해 실험재료를 열처리로에 장

입한 후 610℃, 650℃, 690℃, 730℃의 온도에서 8

시간동안 유지하 다. KEPIC MNX 4622.1에 따라 

610℃와 650℃는 P-No. 1 재료, 즉 탄소강의 PWHT 

온도 범 에 해당되며, 690℃와 730℃는 P-No. 5A 

재료, 즉 합 강의 PWHT 온도 범 에 있다. KEPIC 

기술기 에 따라 서로 다른 P-No. 재료를 용 할 경우 

보다 높은 온도에서 PWHT를 하는 재료를 기 으로 

PWHT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690℃와 

730℃는 P-No. 1 재료인 탄소강과 P-No. 5A 재료

인 합 강을 용 할 때 실시해야 하는 PWHT 온도에 

해당된다. Fig. 1은 재료 표면에 열 를 부착하여 

열처리를 실시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기록한 

결과이다. KEPIC MNX 4623에서 규정하는 PWHT

의 가열  냉각속도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

  열처리 과 후 재료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해 

KEPIC MDF A 370에 따라 인장시험  샤르피 충

격시험을 실시하여 인장강도와 횡팽창량을 구하 다9). 

인장시험편  충격시험편은 각각 KEPIC MDF A 

370에서 규정하는 표  형 인장시험편  표   

크기 시험편의 치수 요건에 따라 기계 가공하 으며, 시

험편의 채취 방향과 치는 KEPIC MNX 2220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만족하 다. 샤르피 충격시험 온도는 국

내 원자력발 소의 주증기계통(main steam system)

과 주 수계통(main feed water system)의 최 사

용온도 (lowest service temperature) 이하인 3 ℃로 

선정하 다. 한 학 미경(optical microscopy)과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을 이용하여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찰하

Specification
Chemical composition (wt%)

Ae1 (℃)
C Si Mn Ni Cr Mo Cu V P S

MDF A 105 0.16 0.29 1.28 0.01 0.03 - 0.14 - 0.013 0.003 688

MDF A 106-B (Heat A) 0.17 0.36 0.62 0.10 0.17 0.11 0.25 0.002 0.013 0.001 711

MDF A 106-B (Heat B) 0.19 0.23 0.95 0.02 0.04 0.01 0.01 - 0.013 0.005 703

MDF A 106-B (Heat C) 0.16 0.36 0.61 0.09 0.11 0.06 0.16 0.002 0.015 0.002 712

MDF A 216-WCB 0.18 0.47 0.76 0.09 0.26 0.09 0.07 0.01 0.010 0.006 714

MDF A 516-415 0.17 0.33 1.13 0.02 0.25 - 0.03 0.002 0.012 0.005 702

MDF A 516-485 (Heat A) 0.18 0.39 1.09 0.25 0.03 0.01 0.24 0.020 0.010 0.002 686

MDF A 516-485 (Heat B) 0.19 0.36 1.13 0.23 0.02 - 0.24 0.017 0.007 0.001 68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Ae1 of the steel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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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세조직 분석을 한 시편은 기계  연마 후 3% 

nital 용액으로 에칭(etching)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열처리에 따른 실험재료의 인장강도 변화는 Fig. 2

와 같다. 인장강도는 열처리 후에 감소하 으며, 일반

으로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인장강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MDF A 106-B와 516-415는 규정된 최소 인장강도

(415 MPa)를 만족하 지만, MDF A 105, 216- 

WCB, 516-485는 규정된 최소 인장강도(485 MPa)

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 즉, 상 으

로 높은 인장강도를 갖는 재료에서 열처리 후에 인장강

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찰되었다.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해 구한 횡팽창량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인장강도와 마찬가지로 횡팽창량도 열처리 

후에 감소하 으며, 열처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열처리 수행 부터 상

으로 낮은 충격인성을 갖는 MDF A 106-B의 경

우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충격인성은 KEPIC 재료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조기술기 에서 압

력유지재료의 등 별 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 MND 

2300에 규정된 3등  압력유지재료의 경우 충격시험 후 

0.25 mm의 횡팽창량이 요구된다. 즉, MDF A 106-B

의 경우 열처리 에는 3등  압력유지재료의 요건을 

만족하나, 열처리를 실시할 경우 열처리 온도와 무 하

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확인한 열처리에 따른 기계  성질의 감소와 미

세조직 변화와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미세조직을 

찰하 으며, 표  결과를 Figs. 4-9에 나타내었

다. 열처리  미세조직은 페라이트(ferrite)와 펄라이

트(pearli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재료별로 결정립 

크기와 펄라이트 분포에서 차이를 보인다. 열처리를 실

시함에 따라, MDF A 105와 516-485를 730℃에서 

열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펄라이트 내 시멘타이트

(cementite)의 구상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페라이트 결

정립계에서 시멘타이트가 석출되었다. 펄라이트의 경도

는 구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4,10). 따라서 열처리 후에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것

은 시멘타이트의 구상화로 인한 펄라이트의 연화가 주

된 원인인 것으로 단된다. 한편,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MDF A 105와 516-485의 경우 열처리 온도

가 730℃까지 상승하면 펄라이트가 열처리 과 마찬

가지로 층상구조를 갖게 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이와 

같이 펄라이트가 층상구조를 보이는 이유는 730℃의 

열처리 온도가 재료의 A1 온도, 즉 오스테나이트(aus- 

tenite)로의 변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과함

에 따라 열처리 에 존재하던 펄라이트가 오스테나이

트로 변태한 후 냉각과정을 통해 다시 펄라이트로 변태

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냉각속도가 느리기 때

문에 펄라이트의 층상간격(interlamellar spacing)은 

열처리 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

러한 펄라이트 층상간격의 증가도 열처리에 따른 인장

강도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다11). 그러나 이와 같이 상

변태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열처리 조건에서 그 지 않

은 재료들에 비해 상 으로 인장강도의 감소폭이 작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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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cal micrographs of the steels before the heat treatment: (a) MDF A 105, (b) MDF A 106-B (Heat B), (c) MDF A 
216, and (d) MDF A 516-485 (Hea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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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tical micrographs of the steels heat treated at 610 ℃: (a) MDF A 105, (b) MDF A 106-B (Heat B), (c) MDF A 
216, and (d) MDF A 516-485 (Hea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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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6 Optical micrographs of the steels heat treated at 650 ℃: (a) MDF A 105, (b) MDF A 106-B (Heat B), (c) MDF A 
216, and (d) MDF A 516-485 (Heat B)

(a) (b)

(c) (d)

Fig. 7 Optical micrographs of the steels heat treated at 690 ℃: (a) MDF A 105, (b) MDF A 106-B (Heat B), (c) MDF A 
216, and (d) MDF A 516-485 (Heat B)



탄소강 모재의 기계  특성과 미세조직에 미치는 용 후열처리 온도의 향 

한용 ․ 합학회지 제39권 제6호, 2021년 12월  587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재료의 오스테나이

트 변태 온도는 평형 조건하에서 730℃보다 낮다. 그

러나 실제로 열처리 에 오스테나이트 변태가 시작되

는 온도는 평형 조건과는 다르게 나타나며, 일반 으로 

승온 속도가 빠를수록 높다12). MDF A 106-B와 516- 

415의 경우 PWHT의 승온 속도 하에서 변태 온도가 

(a) (b)

(c) (d)

Fig. 8 Optical micrographs of the steels heat treated at 730 ℃: (a) MDF A 105, (b) MDF A 106-B (Heat B), (c) MDF A 
216, and (d) MDF A 516-485 (Heat B)

Ferrite

Pearlite
Pearlite

(partially spheroidized)

Cementite

(a) (b)

Pearlite
(partially spheroidized)

Cementite

(c)

Pearlite
(newly formed)

(e)

Pearlite
(partially spheroidized)

Cementite(d)

Fig. 9 SEM micrographs of MDF A 516-485 (Heat B): (a) before the heat treatment, (b) heat treated at 610 ℃, (c) heat 
treated at 650 ℃, (d) heat treated at 690 ℃, and (e) heat treated at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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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30℃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4). 즉, 계산 결과보다 

약 30℃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실험재료의 오스

테나이트 변태 온도가 PWHT의 승온 속도하에서 평형 

조건 비 약 30℃ 높게 나타난다고 볼 때, MDF A 

105와 516-485만 변태 온도가 730℃보다 낮을 것으

로 상할 수 있다.

  열처리에 따른 실험재료의 충격특성 감소는 주로 시

멘타이트의 석출에 기인한 결과로 단된다. 시멘타이

트는 취성(brittleness)이 커서 주된 균열 발생처로 작

용함과 동시에 균열 가 쉬워 충격인성을 감소시킨

다13). 특히 MDF A 106-B의 경우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석출물의 크기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 상 으로 결정립도가 크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즉 MDF A 106-B는 결정립계 면 이 

좁기 때문에 상 으로 조 한 시멘타이트가 석출되기 

쉽고, 이로 인해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도 충격인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자력발 소 기기, 배  등에 

표 으로 많이 사용되는 탄소강인 MDF A 105, 

106-B, 216-WCB, 516-415, 516-485를 상으로 

PWHT에 따른 기계  특성  미세조직 변화를 분석

하 다. 열처리 후 인장강도와 충격인성 모두 감소하

으며,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MDF A 105, 216-WCB, 516-485

와 같이 상 으로 높은 인장강도를 갖는 재료에서 열

처리 후에 인장강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찰되었으며, 열처리 수행 부터 상 으로 낮은 충격

인성을 갖는 MDF A 106-B의 경우 낮은 열처리 온도

에서도 충격인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 다. 인장강도 감

소는 펄라이트 내 시멘타이트의 구상화로 인한 연화가, 

충격인성 감소는 취성이 큰 시멘타이트 석출이 주된 원

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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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린 이란 설계된 가상의 디자인을 물리 인 제

품을 만들기 해 소재를 층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AM 

(Additive Manufacturing)으로도 불린다. 3D 린

 이 에 제품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링, 분말 야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재에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이

다. 하지만 링, 분말야 을 통한 제품 제작은 복잡한 

형상 구 이 어렵고, 불필요한 소재 소모가 큰 단 이 

있다. 그와 반 로 3D 린 의 경우 복잡한 형상 구

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소재 소모가 은 것이 특징이

다. 그리고 항공 우주, 자동차, 기  자 제품, 공

구  형, 의료 분야 등의 범 한 산업에서 사용되

고 있으며1), 디자인 설계를 통한 사용자 맞춤으로 제

품을 생산할 수 있어 실용 인 부분에서 우수한 강 을 

가진다.

  3D 린 으로 사용되는 속 소재의 경우 크게 P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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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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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 Bed Fusion), Binder jetting, DED(Direct 

Energy Deposition) 등의 방식이 있다2). PBF 방식

의 경우 속 분말 소재를 얇게 깔고 고출력의 이  

는 자빔으로 선택 으로 조사하여 소결시키거나 용

융시켜 층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Binder jetting 

방식의 경우 액체 상태의 바인딩 물질을 우더 재료에 

선택 으로 분사하여 층하고 새로운 우더를 얇게 

도포한 후 다시 바인딩 물질을 분사하는 과정을 반복하

면서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DED 방식의 경우 고

출력 이  빔을 속 표면에 조사하면 순간 으로 용

융되고 동시에 속 분말을 공 하여 실시간으로 층

하는 방식이다. DED 방식은 형 제품 제작이 쉬워 

형, 자동차, 우주 항공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용되

어 제품 제작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본 연구에서

는 속 소재를 활용한 3D 린 으로 형 소재로 많

이 사용되는 STS630 소재를 활용하여 DED 방식의 

공정 변수를 제어하여 단면 특성을 분석하 다.

  스테인리스강 계열의 경우에는 우주 항공, 자동차, 

형 등의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재이다. 스테인리

스강의 경우 구성 성분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

기 때문에 폭 넓은 산업 분야에서 다용도로 사용 된다4). 

본 연구에서는 형 소재로 활용되는 STS630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정 변수를 토 로 제품의 기계  특

성을 평가하는 최 화 연구를 진행하 다. 우선 형 

소재로 활용되는 STS630 소재의 경우에는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으로 불리며 가공성, 강도, 연성, 내식성 

등의 특성이 우수하여 우주 항공  형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5). 한 분말을 활용한 형 제작 방

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분말야

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를 들어 STS630 소재를 

사용하여 형을 제작할 때, STS630 합  분말을 사

용하는 Pre-alloyed 방식과 각각의 원소재 분말을 정

량에 맞추어 혼합하는 Elemental powder 방식이 있

다. 앞서 보고된 자료에서는 분말을 비 후 용융 보

다 조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진행하면 분말의 계면

이 조 씩 녹아 분말끼리 붙는 소결 공정을 통해 형

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그 후 기계  가공 방식( 링, 

삭 등)을 통해 형의 형태를 가공하는 방식이다6). 

두 번째로 3D 린 으로 STS630 분말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PBF, DED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가상으로 설계된 형 디자인으로 분말을 층하여 제

조하기 때문에 에서 언 했듯이 복잡한 형상 구 이 

가능하고 냉각 시스템 용이 가능하다. 한 불필요한 

소재의 소모가 고 실험 공정 변수를 조 함으로써 다

양한 특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 수 있다.

2. 실험 재료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재는 질소 가스 분사 방식으로 

제조된 45~150 ㎛ 크기의 STS630 소재를 사용하 다. 

STS630 소재는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의 표 인 소재로서 가

공이 쉽고 강도, 연성, 내식성이 우수한 장 이 있다. 

한 석출물을 형성시켜 강화하기 때문에 Cu, Nb 등

이 첨가되고 고온에서 퀜칭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

형이 어 치수정 도, 내마멸성이 요구되는 화학공장

의 밸 류, 형소재로 활용 된다7). 형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STS630 소재를 사용하여 층 제조 공정 변

수에 따른 기계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Table 1,2 

 Fig. 1,2에 STS630 소재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2.2 실험 방법

  Fig. 3의 장비를 사용하여 DED 층 실험을 진행

Elements Component Elements Component

Cr 16.6 O 0.09

Ni 4.2 N 0.08

Cu 4.0 C 0.024

Mn 0.6 P 0.021

Si 0.5 S 0.004

Nb 0.19 Fe Bal.

Mo 0.09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S630 metal 
powder

Type Size(㎛) Atomise gas Tap density
(g/cm3)

Flow rate
(sec/50g)

STS630 45~150 Nitrogen 4.6 19.56

100um100um

×500×300

Fig. 1 SEM shape image of 45~150 ㎛ the STS630 metal 
powder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TS630 metal powder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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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층 실험을 해 모재에 원 라인으로 Fig. 4

에 보여지는 것처럼 층 실험을 하 다. 본 연구에서 공

정 변수는 빔 사이즈(Beam size), 분말공 량(Powder 

feeding rate), 이송 속도(Laser header moving speed), 

이  출력(Laser power)으로 Table 3에 나타내었

다. 각각의 공정 변수 실험 후 단면 특성을 비교하기 

해 시편을 20~25 mm 크기로 컷 하 고, 아크릴 

수지를 사용하여 30 mm 크기로 핫마운 을 진행하

다. 그리고 #180, #400, #800, #1200 사포로 폴리

싱을 진행하 다. 그 후 에탄올과 질산의 95 : 5 비율

로 Nital 5% 용액을 제조하 고 표면 에칭을 진행하

다. 각각의 공정 변수에 따른 단면을 학 미경으로 

분석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이  빔 조사의 이동속도별 층성능 평가

  실험 결과는 Beam size(1, 1.5 mm), 분말 공 량

(3, 6 g/min)에 따라 Table 3에서 제시한 공정변수

를 변화시키면서 진행하 고 Fig. 5는 층 실험 결과

에 한 시편의 단면을 분석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를 보면 우선 빔 사이즈 1 mm, 분말공

량 3 g/min 공정 변수의 경우 동일한 이  출력에

서 이송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층물의 높이가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출력에 비해 이송속

DED process parameter

Beam size 1 mm

Powder feeding rate 3, 6 g/min

Laser header moving speed 500, 1000, 1500 mm/min

Laser out power 500, 700, 900 W

DED process parameter

Beam size 1.5 mm

Powder feeding rate 3, 6 g/min

Laser header moving speed 500, 1000, 1500 mm/min

Laser out power 1200, 1500, 1800 W

Table 4 Optimal DED process parameter
Method

Parameter DED

Beam size 1 mm

Powder feeding rate 6 g/min

Laser header moving speed 500 mm/min

Laser power 500 W

Table 3 DED process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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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45~150 ㎛ the STS630 
metal powder

Fig. 3 3D Laser processing machine (DED, TRUMPF)

1mm, 3 g/min, 500 mm/min, 500 W 

1mm, 3 g/min, 500 mm/min, 700 W

1mm, 3 g/min, 500 mm/min, 900 W

1mm, 3 g/min, 1000 mm/min, 500 W

1mm, 3 g/min, 1500 mm/min, 900 W 

1mm, 6 g/min, 500 mm/min, 500 W 

1mm, 6 g/min, 500 mm/min, 700 W 

1mm, 6 g/min, 500 mm/min, 900 W 

1mm, 6 g/min, 1500 mm/min, 700 W 

1mm, 6 g/min, 1500 mm/min, 900 W 

1.5mm, 3 g/min, 500 mm/min, 1200 W 

1.5mm, 3 g/min, 500 mm/min, 1500 W 

1.5mm, 3 g/min, 1500 mm/min, 1200 W 

1mm, 3 g/min, 1000 mm/min, 700 W

1mm, 3 g/min, 1000 mm/min, 900 W

1mm, 3 g/min, 1500 mm/min, 500 W

1mm, 3 g/min, 1500 mm/min, 700 W

1.5mm, 3 g/min, 1500 mm/min, 1500 W 

1.5mm, 3 g/min, 1500 mm/min, 1800 W 

1.5mm, 6 g/min, 500 mm/min, 1200 W 

1.5mm, 6 g/min, 1000 mm/min, 1800 W 

1.5mm, 6 g/min, 1500 mm/min, 1200 W 

1.5mm, 6 g/min, 1500 mm/min, 1500 W 

1.5mm, 6 g/min, 1500 mm/min, 1800 W 

1.5mm, 6 g/min, 1000 mm/min, 1500 W 

1.5mm, 6 g/min, 1000 mm/min, 1200 W 

1.5mm, 6 g/min, 500 mm/min, 1800 W 

1.5mm, 6 g/min, 500 mm/min, 1000 W 

1.5mm, 3 g/min, 1000 mm/min, 1800 W 

1.5mm, 3 g/min, 1000 mm/min, 1500 W 

1.5mm, 3 g/min, 1000 mm/min, 1200 W 

1.5mm, 3 g/min, 500 mm/min, 1800 W 

1mm, 6 g/min, 1500 mm/min, 500 W 

1mm, 6 g/min, 1000 mm/min, 900 W 

1mm, 6 g/min, 1000 mm/min, 700 W 

1mm, 6 g/min, 1000 mm/min, 500 W 

Fig. 4 DED additive manufactur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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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빨라 분말 공 이 부족했을 것이다. 동일한 이송

속도에서 이  출력이 증가하면 층 높이가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출력이 증가하면서 분말이 

더 많이 층되어 높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단되며 분

말 공 량 6 g/min 공정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빔 사이즈 1.5 mm, 분말공 량 3 g/min 

공정 변수의 경우에도 이송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층 

높이는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고, 동일한 속도에서 출력

에 따라 층높이가 감소하는 부분과 증가하는 부분이 

나타났고, 6 g/min 변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동일한 속도에서 출력에 따라 층 높이가 변

하는 부분에 해서는 출력이 낮은 부분에서는 높이가 

증가하고, 출력이 높은 부분에서는 높이가 감소하는 경

향을 확인하 다. 이는 낮은 이송속도와 낮은 출력에서

는 층 높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높은 이송속도

의 분말공 량이 부족하여 층 높이가 낮아지는 것으

로 단된다.

  이  빔 사이즈 1 mm, 분말공 량 3 g/min의 조

건에서 층 높이에 비해 용융풀의 범 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출력에 비해 분말 공 이 

어 발생한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분말공 량 6 

g/min 조건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이  출

력 500 W에서는 다른 조건에 비해 다른 단면 특성이 

나타났다. 다른 조건에 비해 층 높이와 용융풀 범

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층 효율이 가장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빔 사이즈 1.5 mm, 분말공 량 3 g/min에

서도 층 높이에 비해 용융풀의 범 가 넓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 한 이  출력에 비해 분말공

량이 어 층되지 않고 모재가 녹은 상황이 발생하여 

층 높이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6 g/min 조건에

서도 1800 W를 제외한 1200, 1500 W에서도 층 

높이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층 효율이 좋지 

않을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1800 W의 경우 층 

높이와 용융풀 범 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층 효율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 다.

Laser output 
power

Laser header moving speed

500 mm/min 1000 mm/min 1500 mm/min

500 W

700 W

900 W      

Laser output 
power

Laser header moving speed

500 mm/min 1000 mm/min 1500 mm/min

500 W

700 W

900 W

(a) Beam size : 1 mm, and powder feeding rate : 3 g/min (b) Beam size : 1 mm, and powder feeding rate : 6 g/min

Laser output 
power

Laser header moving speed

500 mm/min 1000 mm/min 1500 mm/min

1200 W

1500 W

1800 W      

Laser output 
power

Laser header moving speed

500 mm/min 1000 mm/min 1500 mm/min

1200 W

1500 W

1800 W

(c) Beam size : 1.5 mm, and powder feeding rate : 3 g/min (d) Beam size : 1.5 mm, and powder feeding rate : 6 g/min

Fig. 5 Cross-section of deposition by laser header moving speed and powder fee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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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층 공정 변수에 따른 실험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속분말(STS630) 소재에 한 

실험에서 공정변수 빔 사이즈(1, 1.5 mm), 분말공 량

(3, 6 g/min)에 따른 층 높이에 한 결과를 Fig. 

6에 그래 로 나타내었다.

  그래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1 mm 빔 사이즈

의 경우 분말 공 량이 증가할수록 층 높이가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속분말 STS630 소재의 경

우에 분말공 량이 증가하면 층 효율이 좋아질 것으

로 상된다. 1.5 mm 빔 사이즈의 경우에도 분말공

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모든 조

건에서 동일 출력 비 분말공 량이 많을수록 층 높

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 빔 사이즈, 분말공 량 등의 층 공정 변수에 

따른 희석률을 Fig. 8 그래 로 나타내었다.

  희석률은 속 분말과 모재 사이의 혼합 비율로서 다

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  ≈ 


×  (1)

의 식을 통해, Ac : 기  표면 상부 층 면 , hc : 높이, 

Wc : 폭, Amix : 기  표면 하부 혼합 면 , hmix : 높이를 

나타내고 있다8).(Fig. 7)

  본 연구에서 층 공정 변수에 따른 단면 분석 데이

터를 식 (1)에 입하여 분석을 진행하 고 혼합된 희

석률을 통해 경향을 악하 다9).

  일반 으로 희석률이 매우 낮으면 층 소재와 모재

간의 계면 결합이 약하고 층물에 한 품질이 하된

다. 한 희석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분말공 량

에 비해 층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한 희석률이 필요하다10). DED 층 방식에서는 

이 로 인해 모재와 분말이 녹는 역에서는 층 분말

의 순도가 요하기 때문에 희석되는 역의 크기가 비

교  작은 것이 유리하다11). 본 실험에서 이송속도가 

증가하면서 모재와 분말이 희석되는 부분의 역이 크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단면 분석을 통해 희석

률이 가장 낮은 조건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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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deposition height by beam size and powder fee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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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 사이즈 1 mm, 분말공 량 3 g/min 공정 변수

의 경우 동일한 출력에서 이송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희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이송 속도에서 

이  출력이 높아질수록 희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 다. 이는 분말공 량 6 g/min에서도 같은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

  빔 사이즈 1.5 mm 공정 변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출

력에서 이송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희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빔 사이즈 1 mm, 분말

공 량 6 g/min, 이  출력 500 W, 이송속도 500 

mm/min 공정조건에서 분말 층 높이와 희석률의 비

율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단된다.

4. 결    론

  DED 층 공정변수(빔 사이즈, 분말공 량, 이송속

도, 이  출력)에 따른 속분말(STS630) 층 실

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실험에서 설정한 공정 변수를 통해 다양한 단

면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공정변수에서 분말공 량이 증가하는 경우 층 

높이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고, 이송속도가 증가

할수록 층 높이는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 다.

  3) DED 공정에서는 층 분말의 순도가 요하기 

때문에 모재와의 분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희석률

이 유리하다.

  4) 이  공정 변수에 따라 층 높이  희석률 차이

를 보 으며, 희석률과 층 높이를 고려한다면 빔 사이즈 

1 mm, 분말공 량 6 g/min, 이송속도 500 mm/min, 

이  출력 500 W가 최 의 조건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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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연비개선과 안정성을 향상

을 한 경량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의 

량을 10 % 감소하 을 때 5~6 %의 연료소비가 감

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고강도 경량 소재 

용을 극 검토 이다. 이에 알루미늄 등과 같은 경

량소재의 용 비율이 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 히 

강재는 차량 체 무게의 50 %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최근 기존 강재 비 낮은 

도를 가지면서도 우수한 기계  성질을 가지는 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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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obile manufacturers have recently focused their research on the concurrent improvement of fuel efficiency 
and stability. To implement lightweight body structures, the joining of dissimilar materials, such as advanced 
high-strength steel (AHSS) and carbon fiber-reinforced polymer (CFRP), is the most important, whereas fusion 
welding, which is the conventional welding process, is inapplicable owing to the difference in mechanical properties 
between materials. Thus, the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dissimilar material joining process is of utmost im-
portance, considering productivity and safety. 
  Self-piercing riveting (SPR), a representative lightweight material joining process, has no limitation in terms of ap-
plicable materials and has the advantage of improved joint strength. However, as the requirement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in the industry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ere is a need to further develop the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the electromagnetic self-piercing riveting(E-SPR), a joining process that uses high 
electrical energy to discharge the high electrical energy charged in the capacitor to the working coil located in the 
head of the C-frame. In particular, this process enables high-quality joining parts to be secured by improving the 
formability of a material with poor formability under a high strain rate. Consequently, a simple piece of E-SPR 
equipment was manufactured, and an Al/Steel and Al/CFRP joint was further fabricated. The results of a prelimi-
nary test reported a quality equal to or higher than that of the previously reported SPR join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further studies on processes and equipment for commercialization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Key Words: Self-Piercing riveting, Electromagnetic force, Dissimilar materials joint, High velocity mechanical
fa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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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선호․강 용․박민우․박성진․심지연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6, 2021598

도 강재 개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1). 한 기존 

강재 비 70 % 이상 경량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되

고 있는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CFRP)

의 용도 극 검토되고 있다2). 이와 같이 용 소재

가 속재에서 복합재까지 다양해짐에 따라 각 소재의 

상이한 물성(용융온도, 기 도도, 열 도도 등)으로 

인하여 통 인 용융용 의 용은 불가능하여 최근 

Fig. 1과 같이 기계  체결, 착제 등 비 용융용 에 

의한 일체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3-5).

  Self-Piercing Riveting(SPR)은 성형기반의 기계

 체결방법으로 punch를 사용하여 강한 압력으로 

rivet을 러 사  홀 가공 없이 합이 이루어지는 공

정으로 운용 측면에서 매우 효과 이며, 착제와의 혼

용이 가능하여 우수한 합강도를 확보할 수 있어 재 

이종 속, 속/비 속의 체결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5). 그러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소재의 강도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성형성으로 이를 용하기 

해서는 SPR 장비의 용량 증가가 필수 으로 요구되

어 장비교체  사양보완에 따른 추가 비용 소요될 것

으로 상된다. 한 SPR 장비를 이용한 CFRP의 기

계  체결 시 층간 박리, 미 삭 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합강도  내구성 하 등 합품질 하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최근 이  

열원을 목한 하이 리드 SPR 공정에 한 연구가 

시도되었다6-8). 이 공정을 통하여 고강도 소재의 고품

질의 합부 확보는 가능하나, 국부 연화 공정 추가에 

따른 공정시간 증가가 상되며 열원을 한 추가 장비 

구매가 필요하므로 실제 장 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

으로 단된다. 

  최근 동종/이종 속, 속/비 속간의 고품질 합부

를 확보할 수 있는 기계  체결 기술로서 고속 기계  

체결 기술이 국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Hahn 

등9)은 Drop Hammer을 사용하여 100 m/s 속도에서 

알루미늄재의 SPR을 수행하 으며, 0.01 m/s 속도에

서 제작된 합부와 품질을 비교하여 고속에서의 체결

부가 더욱 우수한 합품질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Wang 등10)은 Gunpowder를 이용한 고속 SPR공

정을 시도하 는데, 기존 SPR  항용  합부에 

비하여 동등 이상의 단 강도  피로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고속 SPR 공정들은 기

존 SPR 공정과 비교하여 합품질이 개선됨을 확인하

으나, 작업자의 안   자동화를 고려하 을 때 실

제 장에서의 용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자기력을 이용한 고속의 기계  체결 연구가 다수 수

행되고 있다. 

  자기력을 이용한 기계  체결은 3.0 m/s 이상의 

속도로 punch를 구동하여 체결하는 기술로서, 일반

인 SPR 공정과 비교하여 수십 배 이상의 속도로 체결

이 이루어진다. Punch의 고속 구동은 콘덴서에 충

된 고 기에 지의 방 으로 발생되는 로 츠 힘을 이용

하며, 고변형률 하에서 진행되는 체결로서 고품질의 합

부를 확보할 수 있다. Liang 등11)은 Electromagnetic 

Self-Piercing Riveting(E-SPR) 합부의 합강도

가 기존 SPR 합부 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보임과 

동시에 합속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합부 품질이 개선

됨을 확인하 다. Hao Jiang 등12)은 Fig. 3과 같이 

성형장비를 개조한 E-SPR 장비를 제작하고 CFRP/ 

Al  Steel/Al 합재를 상으로 리벳의 형상을 변

화시켜 단면 품질  합 품질을 평가하 고, 리벳 형

상이 기존 SPR과 동일하게 E-SPR 합부의 단면 품

질  합강도와 한 향을 갖고 있으며, 정 리

벳을 사용하 을 때, 높은 인장 단하 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Hao Jiang 등13)은 CFRP/ 

Al  SUS/CFRP/Al 합재를 상으로 서로 다른 

하 속도에서 합부의 단 괴 거동을 조사하 다. 

Mechanical joining

With pre-drilling Without pre-drilling

One sided
accessibility

Two sided 
accessibility

One sided
accessibility

Two sided 
accessibility

Blind riveting Standard riveting,
screwing, bolting

Flow drill screwing 
Tack Rivet(RIVTAC)

Self-pierce riveting,
clinching

Fig. 1 Classification of mechanical fastening process5)

1mm 1mm

Fig. 2 AZ31/AZ31 SPR joint with different  velocity13)

Coil

Drive
plate Lorenz force

Impact direction
Amplifier

Punch

Rivet

Die
(a) (b)

(1) (2)

(3) (4)

Fig. 3 Principle of E-SP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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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자기력을 이용한 고속의 기계

 체결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자기력을 이용한 용 , 성형 연구는 다수 연구되고 있

으나, 이를 이용한 기계  체결기술에 한 연구는 

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력을 이용

한 고속 기계  체결기술로서 E-SPR을 소개하고자 한

다. 이를 하여 간이 E-SPR 장치를 제작하여, 속

간(Steel/Al), 속/비 속간(CFRP/Al) 합 시험을 

실시하 고, 합부의 단면분석  인장 단 시험을 통

하여 E-SPR 공정의 이종소재 합 용 가능성을 검

토하 다. 

2. E-SPR 원리  장치

2.1 E-SPR 원리

  SPR은 사  홀 가공 없이 리벳이 상부재를 천공하

고 하부재와 함께 소성 변형되어 결합되는 합으로서 

punch 구동을 하여 유압, 공압 등을 사용하며 속도

는 약 0.3 m/s이다. E-SPR은 자기력을 이용하여 

약 3.0 m/s 이상의 속도로 punch가 구동되어 두 소

재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공정이다. Fig. 2는 연구된 

문헌에 제시된 punch 구동속도에 따른 SPR 합부 

단면으로써 약 100m/s의 속도로 punch가 구동되었을 

때, 국부 인 온도상승으로 소재의 성형성이 향상되며 

합이 이루어짐을 확인하 다.

  Fig. 3은 E-SPR 합의 원리이다. 펄스 워소스에 

충 된 고 기에 지를 코일에 방 하 을 때, 코일에

는 수십 마이크로  내에 감쇠하는 고 도의 류가 인

가되며, 코일과 punch의 상부에 치한 도체와의 

자기 상호작용으로 자기력 즉, 로 츠 힘이 발생한

다. 로 츠 힘은 punch를 고속으로 이동시키며 리벳 

의하여 기계  체결이 이루어진다. 

  소재조합, 리벳, 형 등 알려진 SPR 합의 변수를 

제외한 E-SPR 합부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방 에 지  코일 형상이다. 

  특히, 방 에 지는 punch의 구동속도를 결정하는 핵

심 공정변수로서, 방 에 지(E)는 아래의 식(1)로 계

산된다. V는 충 압, C는 캐패시턴스이다.

    


    (1) 

  방 에 지의 변화가 합부 품질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해 GA980(1.2 mm)/A6451-T4(2.0 mm) 

조합을 헤드 직경 7.8 mm, 길이 5.0 mm의 HD리벳과 

직경 9.0 mm, 길이 1.6 mm, 바닥면이 평평한 Flat 

type의 Die를 사용하여 방 에 지 3.6, 3.8, 4.0, 

4.2, 4.4 kJ 조건에서 실험하 다. 실험  punch의 구

동 속도 측정을 하여 고속카메라로 공정  punch 

이동을 촬 하 다.

  Fig. 4는 방 에 지에 따른 punch의 구동 속도로

서, 방 에 지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 상에 의해 

발생되는 로 츠 힘이 증가하여 punch의 구동 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 한 Fig. 5는 방 에 지의 증

가에 따른 합부의 인장 단하 으로서, 방 에 지가 

3.6 kJ에서 4.4 kJ로 증가함에 따라 체결력이 국부

으로 작용하여 합부 최  인장 단하 이 5.3 kN에

서 6.8 kN으로 증가함을 확인하 다. 

  펄스 워소스에 충 된 기에 지의 방 이 이루어

지는 코일 형상 역시 요 변수이며 코일 두께, 비, 

간격  감김 수의 변화에 따라 자기 유도 상에 의

한 로 츠 힘의 차가 발생되어, punch의 구동속도에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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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 energy

8

7

6

5

4

3

2

1

0
0 1 2 3 4 5

Displacement (mm)

3.6kJ

Sh
ea

r l
oa

d 
(k

N
)

3.8kJ
4.0kJ
4.2kJ
4.4kJ

Fig. 5 Lap shear test of E-SPR joints with different dis-
charge energy



남선호․강 용․박민우․박성진․심지연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6, 2021600

2.2 E-SPR 장치

  E-SPR 기  실험을 하여 Fig. 6과 같이 간이 장

치를 제작하 다. 장치는 펄스 워소스, C형 임과 

연결된 헤드부, 제어부로 구성된다. 펄스 워소스는 최

 470 V를 충 할 수 있는 콘덴서(225 uF) 48 개

를 1 개의 뱅크로 구성하여 총 4 개의 뱅크를 병렬 연

결하 다. 펄스 워소스는 동축 이블을 이용하여 코일

과 연결하 으며, 충 된 기에 지를 수십 마이크로

 내에 코일에 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헤드부

는 합이 이루어지는 핵심부로 코일, punch  형

이 C 임으로 연계되어 있다. 

  코일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감김 수  단면형상 

등에 따라 발생되는 로 츠 힘이 변화하나, 제작된 코

일은 기  연구를 한 간이 장치용으로써 Fig. 7과 

같이 동 을 16 회 감아 제작하 으며,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형상을 유지하고 하우징과 연될 수 있도록 

하 다. 추후 코일 설계 변수에 따른 향을 분석하여 

고효율, 고내구성 코일을 제작할 정이다. 공정이 끝

난 후, punch가 다시 원래의 치인 코일의 하부에 

치할 수 있도록 punch에 스 링을 부착하 고, punch

의 하부에는 리벳을 고정하기 한 진공라인을 삽입하

다. 제작한 간이 장치를 이용한 E-SPR 공정은 아래

의 순서로 진행된다. 

  1) 이종 합재를 형 상단에 겹쳐 치시킨 후, 리

벳을 헤드부 punch 하단에 부착

  2) 나사 을 회 시켜 리벳이 부착된 헤드부의 punch

가 하강하여 리벳이 상부 모재 표면에 치

  3) 나사 을 재회 하여 리벳에 압력을 가하고, punch

의 바깥쪽에 치한 홀더가 합재를 고정 

  4) 펄스 워소스에 요구 기에 지를 입력하여 충

 후, 코일에 방 하 을 때 자기 유도 상에 의해 

로 츠 힘이 발생되고 리벳이 부착된 헤드부의 punch

가 하부로 고속 이동(≥3 m/s)하며 기계  체결

3. E-SPR을 이용한 이종소재 합

  제작된 간이 장치를 이용하여, E-SPR 기 실험을 실

시하 다. 속간 합으로 CASE(A) : GA980/A6451- 

T4를 선정하 으며, 속/비 속간 합으로 CASE(B) 

: A5052-H32와 리 그를 0 °/90 °방향으로 8 장 

층하여 제작한 CFRP를 선정하 다. 다수의 비 시험

을 통하여 방 에 지는 CASE(A) : 4.4 kJ, CASE (B) 

: 3.8 kJ로 선정하 다. 실험을 한 소재  조건은 

Table 1에 간략히 나타내었다. 

  리벳과 형은 앞서 언 한 E-SPR 논문  비 실

험결과를 참고하여 선정하 다. CASE A는 보론강으

로써 Almac코 이 되어있는 C-type의 헤드직경 7.8 mm, 

길이 5.0 mm인 리벳을 사용하 으며, 직경 9.0 mm, 

깊이 1.6 mm인 바닥면이 평평한 FM-type의 형을 

사용하 고, CASE B는 동일 종류의 길이 6.0 mm인 

리벳을 사용하 으며, 직경 9.6 mm, 깊이 2.0 mm, 

가운데가 높게 솟아오르고 깊게 인 형태의 DZ-type

의 형을 사용하 다. E-SPR 공정 후, 합부 품질 평

가를 하여 Fig. 8과 같이 head height (Z), 인장

단하 과 가장 한 계를 갖는 interlock(△t1)  

Head coil Pulse power source

Fig. 6 E-SPR apparatus

Fig. 7 Working coil

Case
Discharge 

energy
(kJ)

Sheet 
materials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Yelid 
strength
(MPa)

Thickness
(mm)

A 4.4
A6451

-T4 212 100 2.0

GA980 1010 662 1.2

B 3.8
Al5052
-H32 225 191 2.0

CFRP 909 317 2.5

Table 1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thickness of th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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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thickness(△t2) 치수를 측정하 다15,16).

  Fig. 9는 E-SPR을 이용한 속간  속/비 속

간 합부 단면이다. Case A, B의 head height(Z)

는 0.27 mm, 0.12 mm이며, Interlock(△t1)은 

0.47 mm, 0.30 mm임을 확인하 다. 한 Bottom 

thickness(△t2)는 각각 0.8 mm, 0.24 mm로 측정되

어 SPR 합부 요구수 에 만족함을 확인하 다. 

  인장 단 시험은 INSTRON사의 100 kN 용량의 시

험기를 사용하 으며, 인장속도는 3.0 mm/min로 설

정하 다. 시험을 하여 시편은 Fig. 10과 같이 KS B 

ISO 14273 규격으로 제작하 다.

  Fig. 11은 인장 단 시험 결과이다. 속간 합인 

CASE A의 최 인장하 은 5.5 kN, 속/비 속간 

조합인 CASE B의 최 인장하 은 3.5 kN이다.

4. 결    론 
 

  최근 차량의 경량화에 따라 고강도의 경량 소재 용

이 극 검토되고 있으나, 물성이 상이하여 통 인 

용융용 의 용이 어려워 고품질의 합부 확보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기력을 

이용한 고속 기계  체결 기술을 소개하고자 하며, 제

작한 간이 장치를 이용하여 E-SPR 기  실험을 진행

하 다. 한 합부 단면분석  인장 단 시험을 통

하여 E-SPR 공정이 속간, 속/비 속간 체결에 

용 가능함을 확인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E-SPR은 자기력을 이용하여 3.0 m/s 이상의 

속도로 punch를 구동하여 소재를 체결하는 공정으로

서, 체결력의 국부 작용으로 고강도 경량소재의 합이 

가능하다. 

  2) 간이 E-SPR 장치를 이용한 속간  속/비

속간의 합시험을 진행하 고 단면 주요 측정인자는 

요구수  이상을 확보하 으며, 각 조합의 인장 단하

은 각각 5.5 kN, 3.5 kN이다. 이를 통하여 E- 

SPR 기술이 이종소재 합에 폭넓게 용 가능할 것

으로 단되며, 특히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추후 형/리벳 형상  공정변수 향에 따른 

합부 품질 연구 등을 체계 으로 수행함으로서 고품

질의 E-SPR 합부를 확보할 정이며, 코일 효율 개

선, 공정 모니터링 등 E-SPR의 장 용을 한 장

비 련 연구도 함께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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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efinition of geometrical indexes of the SPR joint

 

       (a) GA980/A6451-T4                (b) CFRP/A5052-H32

Fig. 9 Cross-sections of the E-SP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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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dimensions of the test sample used for the 
lap shear test (KS B ISO 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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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Additive manufacturing (AM) has been defined by 
ASTM as “a process of joining materials to make ob-
jects from 3D model data, usually layer upon layer, as 
opposed to subtractive manufacturing methodologies”1). 
Also, it describes AM “is the general term for those 
technologies that based on a geometrical representation 
creates physical objects by successive addition of 
material. These technologies are presently used for var-
ious applications in engineering industry as well as oth-
er areas of society, such as medicine, education, archi-
tecture, cartography, toys and entertainment”1). In par-
ticular, a metal AM is studied broadly and the metal 
AM industry is emerging as a new part fabrication 
method in the past two to three decades2,3). When it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manufacturing meth-
ods, the metal AM has the numerous advantages such 
as: i) possible to fabricating complex components, ii) 
higher energy efficiency, iii) saving materials, iv) short-
en manufacturing time and cycle, and etc4). 
  A basic metal AM system is composed of a motion 
system (robot or gantry), a heat (or energy) source, and 

a feeding system of the target material5). It is able to use 
laser beam, electron beam, or arc as the heat source. 
And the target material can be fed in the form of pow-
der, wire, or sheet4). Thus, there is more than hundreds 
of combinations of different metal AM system at pres-
ent, and hence, it is obvious that the metal AM is a 
transformable or flexible process. 
  There are several categorizing ways of metal AM 
processes by the terms of heat source, material, or feed-
stock2,6). The most common way is classifying in two 
categories depending on the feedstock. One is called 
powder bed fusion (PBF) process “in which thermal en-
ergy selectively fuses regions of a powder bed” and the 
other is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in which fo-
cused thermal energy is used to fuse materials by melt-
ing as they are being deposited”1). The main difference 
between PBF and DED is whether the material feeding 
and melting by the heat source is simultaneous or not. 
PBF and DED have dozens of branches in each by 
terms of the type of feeding material and heat source, 
and some of it shown in Fig. 14,7). 
  DED is the process that material feeding and melt-
ing/depositing is simultaneously occurred as mentioned 
afore. It has comparatively high energy efficien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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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deposition rates than PBF6). DED can save a sig-
nificant amount of raw material compared with conven-
tional manufacturing methods such as CNC milling 
with the billet. Also, it does not need any special tool or 
mold as in casting and forging, hence, it saves material 
cost, time for tool making, and makes readily modify-
ing the design of the product. 
  DED can be classified again in terms of the material 
type it uses; powder or wire. Some of the DED proc-
esses using powder and wire are summarized in Table 1 
with the heat source, abbreviation, company name, and 
deposition rates of each process. As seen in Table 1, 
wire-DED shows two or more times higher deposition 
rates than powder-DED. This can be advantageous on a 
fast prototyping or a short delivery time. Further, 
wire-DED does not need a sealed chamber which is re-

quired in PBF and powder-DED processes due to its 
high reactivity of the melt pool and safety/health issues 
with the fine metal powders4). In other words, wire- 
DED has no limitation in the dimension of the AM 
product. On the other hand, wire-DED has a lower res-
olution and rough surface than the PBF and pow-
der-DED due to its high deposition rates and hence it 
needs additional post-machining processing such as 
CNC for the accuracy of the product5,8,9)

. Thus, the wire- 
DED is suitable for fabricating large, medium complex-
ity metallic products6,8,9). Besides, the cost of the metal-
lic powder for powder-DED is much higher than metal 
wires for wire-DED10). Further, commercial wires for 
the arc welding are also able to use for wire-DED with 
various heat sources. It can save the material cost and 
time for developing materials for DED as it does in 
PBF and powder-DED4,10). 

2.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A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WAAM) is the one 
of wire-DED. WAAM is a process that when the metal 
wire (feedstock) is melted by the arc (heat source), it 
transferred into the melt pool and subsequently sol-
idifies and forms a deposited metal along the planned 
paths layer by layer as shown in Fig. 24,6,8,9,11). WAAM 
had been invented in 1925 by the Baker, but it had been 
studied as AM purpose since 1990s5,12). 
  Likewise other AM processes, from a view of the 
hardware, WAAM also basically consisted with the mo-
tion system, heat source, and a feeding system. The 

Metal AM

PBF DED

Direct metal laser sintering 
(DMLS)

Selective laser melting 
(SLM)

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Electron beam melting
(EBM)

Laser metal fusion
(LMF)

Direct manufacturing
(DM)

Laser-engineered  net 
Shaping (LENS)

Direct metal deposition
(DMD)

Wire and arc additive 
Manufacturing (WAAM)

Laser metal deposition
(LMD)

Fig. 1 Summary of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metal 
AM processes7)

Material type Power source Process Company Deposition rate

Powder Laser

LENS 
(Laser Engineered Net Shaping) Optomec 0.1 ~ 2 kg/h

Powder Based Laser DMD 
(Direct Metal Deposition) DM3D 0.1 ~ 2 kg/h

Powder Based Laser DMT 
(Direct Metal Tooling) InssTek 0.1 ~ 2 kg/h

Powder Based Laser CLAD 
(Construction Laser Additive Direct) BeAM 0.1 ~ 2 kg/h

Wire

Electron beam EBAM 
(Electron Beam Additive Manufacturing) Sciaky ~ 9 kg/h

Solid Filler Based 
GTAW, GMAW arc

WAAM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Cranfield Univ. ~ 4 kg/h
KITECH ~ 6 kg/h

Solid Filler Based
GMAW arc

DML 
(Direct Metal Lamination) MUTOH ~ 4 kg/h

Solid Filler Based GMAW arc ADED 
(Arc Directed Energy Deposition) EWI ~ 4 kg/h

Solid Filler Based 
Plasma arc

IFF 
(Ion Fusion Formation) Honeywell ~ 3 kg/h

Solid Filler Based Plasma arc RPD 
(Rapid Plasma Deposition) Norsk titanium ~ 6 kg/h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D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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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source for the WAAM is generally arc heat sources 
such as gas tungsten arc welding (GTAW), gas metal 
arc welding (GMAW), or plasma arc welding (PAW) 
2,4,8,9,12). Specific processes are listed and features of 
each process are described in Table 2. The deposition 
rate is somewhat varied with the material used as 
shown in Table 2. Nonetheless, it is common that the 
deposition rate is highest in tandem GMAW because it 
uses two kinds of metal wires (same or dissimilar al-
loy), when the feeding material is the same. The fol-
lowing is in the order of GMAW, CMT, PAW, and 
GTAW12). The GMAW-based WAAM is using con-
sumable electrodes and it is coaxial to the heat source, 
hence easier to plan the tool path with less interfer-
ence5). Meanwhile, GMAW-based WAAM has rela-

tively limited volume and size of product due to its 
large melt pool and high heat input. The CMT-based 
WAAM is one of the alternative processes that can re-
duce the melt pool size with less heat input through the 
wire push-pull control4,5,8,9). The CMT-based WAAM is 
feasible to fabricating most ferrous and non-ferrous ma-
terials, but known as not to Ti alloy because the arc 
wanders during the process and surface roughness 
would be increased5,6). GTAW- and PAW-based WAAM 
has relatively high AM product quality and feasible to 
fabricating Ti alloy especially. However, these have 
limitations from a view of productivity in relatively low 
deposition rate, as well as the electrode maintenance, 
require rotation of the torch and wire, and external wire 
feeding issue4,5). 
  Recently, WAAM is getting attention from the metal 
parts manufacturing industries in worldwide owing to 
its advantages. As aforementioned, most of the com-
mercial metal wires for conventional arc welding can 
be utilized for the WAAM4,8,12). And most of the arc 
welding facilities already using broadly also can be 
adapted for WAAM4,6,8).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WAAM can save huge upfront capital costs rather 
than the powder-based AM, or the AM using laser heat 
sources6,8,10). Further, compared to the powder-based 
AM, WAAM has no limitation in dimension or volume 
of product because it does not require any chamber, and 
hence the building capacity of WAAM is possibly ex-
panded to the meter scale sizes4-6,8). And the material 
efficiency is almost 100 %, so that there is absence of 
needs for the recycling process of material as does in 
powder-based AM4-6). Besides, it can save fabrication 
time and post-machining time by 40-60 % and 15-20 % 
rather than the traditional subtractive manufacturing 
processes, respectively11,12). Due to these advantages, 
WAAM is being a competitive and promising process 
for decades. To da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WAAM processes and optimization of it using ferrous 
and non-ferrous metals are actively being in all regions 
and all sections; from a traditional fabricating industry 

Deposited layer

Deposition
direction (Z) Travel

direction (X)

Substrate

1st layer
2nd layer
3rd layer
4th layer

5th layer
(a) (b)

Fig. 2 Schematic diagram of WAAM processes is shown in (a) and Y-axis view of the WAAM process is shown in (b)8)

Heat 
source

Specific 
process Features

GTAW

- Non-consumable electrode
- Separate wire feed
- Wire and torch rotation are needed
- Typical deposition rate: 1-7 kg/h

GMAW

GMAW

- Consumable electrode (wire)
- Poor arc stability
- High amount of spatter
- Typical deposition rate: 3-4 kg/h

Cold 
metal 

transfer
(CMT)

- Consumable electrode (wire)
- Low heat input process with less 

spatter
- High process tolerance
- Feasible to the AM of non-ferrous 

alloys
- Typical deposition rate: 4-6 kg/h

Tandem 
GMAW

- Two consumable electrodes (wire)
- Dissimilar composition wire can be 

used readily to make AM product 
composed with intermetallic material

- Typical deposition rate: 6-8 kg/h

PAW

- Non-consumable electrode
- Separate wire feed
- Wire and torch rotation are needed
- Typical deposition rate: 2-6 kg/h

Table 2 Comparison of various WAAM processes de-
pending on the heat sourc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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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utomobile, marine, architecture, nuclear energy, bio, 
as well as the aerospace industries4,8). 

3. WAAM of non-ferrous metals

  The parts for the automobile, marine, aviation, and 
aerospace industries have being need lighter parts more 
and more, following the trends of the eco-friendly. And 
the traditional parts making industries such as casting is 
being suppressed by the trend of carbon trading due to 
the 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 (CER). Recently, as 
induced by the stricter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M processes and non-ferrous alloy parts attract high 
attention from the kinds of industries. Meanwhile, Al 
and Mg alloys are the reflective metal alloys and have 
poor laser coupling efficiency6). Also, it is prone to 
form a high fraction of porosity due to its high re-
activity when the powder metal is used for AM of Al 
and Mg alloys13,14). Fortunately, the WAAM is the alter-
native process which is independent with coupling effi-
ciency, instead, has almost 100 % of material and en-
ergy efficiency. Thus, the WAAM of Al and Mg alloys 
is a promising sector and possibly rising its usage in 
high value-added components such as aerospace, avia-
tion, marine, biomedical, etc. within a decade. In this 
paper, it is discussed about the current progress on the 
non-ferrous WAAM technics and arise issues especially 
Al and Mg alloys.

3.1 WAAM of aluminum alloys

  Al alloys are broadly used in automobile, aerospace, 

aviation, marine, rail industries due to their low density 
and high corrosion resistance. Recently, the application 
of the Al alloys in the industry is moving from plate 
and beam type to structural parts and complex shape 
components as the AM technologies are improved. A 
key Al alloys are the 2xxx, 4xxx, 5xxx, and 7xxx ser-
ies15). Arc welding of Al alloys is studied a lot for doz-
ens of years and the techniques and know-how are 
somewhat established firmly. Therefore, the study of 
the WAMM of Al alloys are being done actively and it 
is relatively reported a lot. There are numerous studies 
are already reported regarding the WAAM of Al alloys, 
and some of it listed in Table 3. The chemical composi-
tions of the Filler metals mentioned in Table 3 are listed 
in Table 4. There are the studies using 2xxx, 4xxx, and 
5xxx series filler metal, yet using the 7xxx series is 
none. That is because of the high Zn content in 7xxx 
series which prone to evaporated during the process15).
  Haselhuhn et al. studied the GMAW-based WAAM 
using various Al alloy filler metals to evaluate the man-
ufacturability and properties of AM parts16). ER 1100, 
ER 4043, ER 4943, ER 4047, and ER 5356 were used 
for fabrication and evaluated. Alloying elements af-
fected the freezing ranges in which represents the time 
to solidify. Commercially pure ER1100 and near-eutec-
tic ER4047 have narrow freezing ranges and observed 
smallest bead widths (about 5 and 5.5 mm, respectively), 
while the alloys with Mg alloying elements such as 
ER4943 and ER 5356 showed larger bead widths 
(about 6.5 mm). Increase of the freezing range due to 

Filler 
metal

Heat 
source

Heat input or 
input parameters

Dimensions 
of the product

Shielding 
gas

Interlayer interval or 
temperature control Ref

ER1100

GMAW
Welder power setting 

(unitless): 1
Travel speed: 10 mm/s

105.6 × 53 × 4 × 
25.4 mm 
(block)

Pure Ar 
(14.4 L/min)

Pause 1 minute 
after each layer

16)
ER4047
ER4043
ER4943
ER5356
ER5356 DC pulsed 

MIG/MAG - 190 × 135 × 45 mm 
(block)

Pure Ar 
(20 L/min)

Below 50 and 
100 ℃

17)

ER2024 CMT Heat input: 118 J/mm -
(wall) - - 15)

ER4043
CMT

Current: 120-130 A
Voltage: 20.4-21.4 V

Travel speed: 10 mm/s

- 
(wall)

Pure Ar 
(25 L/min)

Between 
160-180 ℃

18)ER4210
ER4220

Al-5Mg

CMT

Current: 156 A
Volatege: 15.2 V

Travel speed: 8 mm/s 200 mm long
(wall) - - 19)

Al-3Si
Current: 115 A

Volatege: 18.0 V
Travel speed: 6 mm/s

ER2319
CMT-ADV 

and
CMT-PADV*

112.2 and 189.1 J/mm 500 × 200 mm 
(wall)

Pure Ar 
(25 L/min) - 20)

* CMT-ADV: CMT-Advanced, CMT-PADV: CMT-Pulse Advanced

Table 3 Process parameters and dimensions of product from various heat sources and Al filler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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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loying elements such as Mg decrease the metal 
fluidity, and it results in more prone to form a shrinkage 
porosity21,22). The volume fraction of porosity within 
the deposited metal of ER1100 showed only 0.6 % while 
the ER5356 showed about 2 %. On the other hand, the 
addition of Si alloying element would increase the liq-
uid density and decrease the solid density, due to Si ex-
panding upon the solidification, so that results in less 
shrinkage porosity23). As a result, the AM block made 
of ER 5356 showed the highest porosity within it and 
largest difference in performance rather forgings in a 
bad way. While the 4xxx series showed less fraction of 
porosities within the block, as shown in Fig. 3. Li et al. 
also reported that the effect of the Mg alloying element 
in WAAM of 4xxx series Al alloy filler metals, and 
concluded that the increase in Mg alloying content re-
sults in the tendency of prone to form a porosity within 
WAAM product18). 
  Porosity within the AM product would induce the mi-
cro-cracks on the periphery and act as a weak point, 
and hence degrade the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strength, elongation, fatigue, etc.24,25). The formation of 

porosity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The first fac-
tor is the alloying elements such as Mg and Si as dis-
cussed above. Also, the alloying of Cu elements in Al 
alloy such as Cu-rich ER2319 increases the hydrogen 
solubility in liquid Al alloy and causes an increase in 
the formation of porosity during solidification22,26,27). 
The second factor is the excessive heat input during the 
WAAM. High heat inpu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high current, voltage, and wire feed rate which is in 
proportion to the deposition rate. It is obvious that the 
deposition rate is good as large as possible. However, 
the excessive heat input results in the coarsening of mi-
crostructure and less grain boundaries26). This can be 
promote liquation along the grain boundaries and en-
trapment of the gas, so that increase the formation of 
the porosity28,29). The third factor is contamination. The 
wire and/or substrate oxidation greatly affect the high 
oxygen concentration in the melt pool and liquid Al 
and results in the formation of porosity30). 
  The formation of porosity can be suppressed in vari-
ous ways. The first is using CMT-based WAAM proc-
esses such as CMT, CMT-Pulse (CMT-P), CMT-ADV, 
and CMT-PADV15,18-20,22,32). CMT-based technics are 
the process that uses push-pull technics on the wire 
feeding and controls the heat input relatively low level, 
and hence it is feasible to the WAAM of low melting 
temperature metals such as Al and Mg alloys32). Cong 
et al. reported that the effect of each CMT-based tech-
nics on the porosity formation within deposition of 
ER2219 as shown in Fig. 431). As per their report, CMT 
has deep penetration and thus has the longest path to 
hydrogen escape from the melt pool. As a result, it was 
observed micro-sized porosities (10-100 mm) in the up-
per and lower regions of the cross-section. On the other 
hand, CMT-P, CMT-ADV, and CMT-PADV showed less 
amount of porosity and smaller sized, but CMT-PADV 
was somewhat cold-welded and hence not appropriate 
for the WAAM due to its less wet angle. Gu et al. also 
compared the differences in porosity of the WAAM 

Filler metal Cu Si Mn Mg Fe Zn Be Ti Cr Al

ER1100 0.05~0.2 - 0.05 - - 0.1 0.0003 - - Bal.

ER4047 0.3 11~13 0.15 0.1 0.8 0.2 - - - Bal.

ER4043 0.3 4.5~6.0 0.05 0.05 max 0.8 0.1 0.0003 0.2 - Bal.

ER4943 0.1 5.0~6.0 0.05 0.1~0.5 0.4 0.1 0.0003 0.15 - Bal.

ER5356 0.1 0.25 0.05~0.2 4.5~5.5 0.4 0.1 0.0008 0.06~0.2 0.05~0.2 Bal.

ER2024 3.8~4.9 0.5 0.3~0.9 1.2~1.8 0.5 0.25 - 0.15 0.1 Bal.

ER4043 0.3 4.5~6.0 0.05 0.05 0.08 0.1 0.003 0.2 - Bal.

Table 4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filler metals listed in table 3

ER4043
Top

ER4943 ER4047

Middle

Bottom

Fig. 3 Scanning electron images of 4xxx series test 
specimens. The images were taken from the bot-
tom, top, and middle of the printed bloc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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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using CMT-P and CMT-PADV20). 
  Another approach to decrease the porosity in WAAM 
of Al alloy is the control the temperature in between 
each layer adapting dwell time. Derekar et al. report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volume of porosity depending 
on the different interlayer temperatures given as 50 and 
100 ℃17). The substrate was heated up the first layer to 
meet the interlayer temperature from the beginning of 
the experiment. And then, from the second layer during 
interval time was given till the product cooled down 
and meet the interlayer temperature during fabrication 
of the about 45 layers of each. The higher interlayer 
temperature condition (100 ℃) showed about 10 % less 
volume fraction of porosity and the size of the porosity 
was smaller than lower interlayer temperature condition 
(50 ℃). Despite the grain size difference in the two 
conditions as shown in Fig. 5, the higher interlayer 
temperature condition (100 ℃) showed slightly higher 
tensile strength and higher elongations due to the less 
volume fraction of porosity. Meanwhile, Fixter et al. 
utilized interpass rolling as well as the solution heat-t 
reatment (ST) to eliminate the porosity the WAAM 
product made of ER202415). It was found that the inter-
pass rolling has significantly reduce the amount of po-
rosity in WAAM product by the pore closure as well as 
the increase the rate of hydrogen dislocation pipe dif-
fusion to free surfaces during subsequent ST, as shown 
in Fig. 6. And it was suggested by the Hauser et al. to 

reduce the oxygen concentration on weld through the 
control of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CTWD) in 
which the distance from the end of the contact tip to the 
work piece33).
  The presence of hot cracking and distortion is another 
challenging task on WAAM of Al alloys. Hot cracking 
is mainly due to the wide freezing range of Al alloys 
such as 5xxx series as discussed with afore21,22,34). 
Fixter et al. established an equation for hot cracking 
susceptibility (HSC) prediction and matched with their 
own actual WAAM product made of ER202415). Meanwhile, 
the distortion is mainly due to the huge thermal gra-
dients within the WAAM product including the sub-
strate during WAAM16,26). The key to reduce or elimi-
nate distortion of WAAM product is prevent huge ther-
mal gradients during and after WAAM. The combina-
tion of interval time between each pass or layer15,17,19) 
and preheating of the substrate32) can lower the thermal 
gradients, in which directly connected with thermal re-
petitive contraction and expansion.

3.2 WAAM of Mg alloys

  Mg alloys are the lightest structural metal alloy and 
has good material properties such as high specific 
strength, good damping, electromagnetic shielding, ma-
chining, recyclability, biodegradability, etc11,14,35-37). For 
this reason, many studies and trials are being conducted 
in industries of automobile, railway, aviation, aerospace, 
military, and biomedical11,36,37). Most of the parts made 
of Mg alloys are manufactured by traditional parts 
making processes such as machining, gravity casting or 
die-casting14,35-38). However, recently, the demand on the 
lightweight monolithic part with large, medium scales 
and complex design is increased as the arising of the 
AM processes11,14,37). WAAM of Mg alloy can be a al-
ternative fabrication method to meet those needs in 
industries. But, unfortunately, Mg alloys are relatively 
difficult to AM due to its nature of high reactivity14). It 

CMT   CMT-P   

CMT-ADV  CMT-PADV  

Fig. 4  Variation of porosity formation depending on the 
different process modes31)

50 ℃ 100 ℃

Fig. 5 Invers pole figure map of WAAM product made of 
ER5356. The black regions represent internal voids17)

Top layer Second layer

After rolling After rolling 
+ ST

Fig. 6 Porosity observed in the WAAM product by SEM. 
The red arrows represent the locations of porosity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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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prone to oxidizes uncontrollably in atmospheric envi-
ronment, and thus easy to form a high level of porosity 
in AM parts14). Further, it is a kind of heat-sensitive 
material so that the coarsening of microstructure, hot 
cracking, distortion can easily occur11,14). Also, the 
commercial availability of the Mg alloy wires is low till 
now, and hence the researches on the WAAM of Mg al-
loys are barely done and reported, until now35,37,39). 
Some of the researches on the WAAM of Mg alloys are 
listed in the Table 5. 
  Most of the studies reported till now are dealt with ba-
sic research on the WAAM of Mg alloys such as opti-
mization of parameters, trials of the WAAM with se-
lected parameter, and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evaluation11,14,35,37-39). The trial results of the WAAM 
product made of Mg alloys are shown in Fig. 7. The 
wall structure products are somewhat able to fabricate 
with less defects and distortion, while the 3-dimen-
sional blocks are still need more optimization. It can be 
observed the side collapse (Fig. 7a and 7c) and rough 
surfaces on both the top and side (Fig. 7). Wang et al.11)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al feature of the thin wall 
made of AZ31 alloy using the WAAM process which is 
shown in Fig. 7b. The micro pores were found in a HAZ 

interlayer as shown in Fig. 8a. The HAZ interlayer was 
composed of coarser grains with serrated grain bounda-
ries with about 50 % of high angle grain boundaries 
(HAGBs), while the deposited layer was rated only 
about 32 % of HAGBs as shown in Fig. 8b.
  The field of WAAM of Mg alloys is just got started to 
study compared to steel or Al alloys, and still most of the 

Filler 
metal

Heat 
source

Heat input or 
input parameters

Dimensions of the 
product Shielding gas Interlayer interval or 

temperature control Ref

AZ31B GMAW
Current: 100 A
Volatege: 10 V

Travel speed: 400-800 mm/min

40 × 60 × 35 mm 
(block)

140 × 25 × 35 mm 
(block)

Pure Ar 
(25 L/min)

Time interval: 20 
seconds

38)

AZ31 CMT and 
CMT-P

Current: 125-350 A
Voltage: -

Travel speed: 600 mm/min

250 × 150 
(wall)

Pure Ar 
(18 L/min)

Time interval: 180 
seconds

11)

AZ31 GTAW
Current: 65 A

Pulse frequency: 1-500 Hz
Travel speed: 600 mm/min

100 × 10 mm 
(wall)

Pure Ar 
(20 L/min) - 39)

AZ80M GTAW
Current: 75 A

Pulse frequency: 8 Hz
Travel speed: 300 mm/min

- 
(wall)

Pure Ar 
(20 L/min)

Time interval: 160 
seconds

37)

Table 5 Process parameters and dimensions of product from various heat sources and Mg filler metals

Front view

Top view

(a) (b) (c) (d)

Fig. 7 Images of the WAAM product made by (a) Takagi et al.38), (b) Wang et al.11), (c) Guo et al.39), and (d) Guo et al.37)

(a)

(b)

OM image Enlarged image of region B 

Layer boundary HAZ interlayer 

Fig. 8 (a) Optical microscope images and (b) invers pole 
figure maps of WAAM product made of AZ31 Mg 
allo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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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are not uncovered or discovered yet. Therefore, it 
could be a blue ocean to the researchers who are work-
ing with welding technology and material science as 
long as unless the demands are decreased due to dis-
cover or develop new material who can replace Mg and 
its alloys. 

4. Closing remarks and future prospects

  In this review paper, it is discussed that what is the 
AM and WAAM as well as the status and trends in 
WAAM of non-ferrous materials especially Al and Mg. 
As aforementioned,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AM 
and WAAM of Al and Mg alloys would be increased as 
per the global trends in automation with the fourth in-
dustrial revolution and in eco-friendly policies due to 
the CER.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fabricating 
methods, WAAM of Al and Mg alloys has very short 
history and there are still lots of things to be studied 
and optimized with. In here, it was focused on the proc-
ess variations and methodologies, while the WAAM (as 
well as other AM processes) needs the cooperation with 
not only welding and mechanical engineering but also 
the metallurgy, thermodynamics, finite element analy-
sis, aerodynamics, hydrodynamics, etc. to meet the needs 
of potential customers in kinds of industries. Further, 
the specialized equipment or system also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the material handling safety and 
the quality of WAAM product due to its high risk of re-
acting with atmospheric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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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Recently, global automobile companies have encoun-
tered a new paradigm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regarding fuel economy and greenhouse gas emission 
standards. Most of them are attempting to manufacture 
lighter vehicles, which directly results in higher energy 
efficiency. This has led to the replacement of steel by 
lighter materials such as aluminum die-cast parts and 
chassis. Aluminum die-cast parts are made by the die 
casting process and utilize die-casting molds made 
from kinds of tool steel. The conventional mold fab-

rication process includes the following steps: ⅰ) sourc-
ing the mold base steel for the cavities and other ac-
cessories from a massive billet of tool steel, ⅱ) CNC 
rough machining, ⅲ) heat treatment, ⅳ) fine machin-
ing (by milling, drilling, and wire cutting), ⅴ) polish-
ing, and ⅵ) the mold assembling1). A large amount of 
scrap is formed at the rough machining stage because 
the cavities are machined from large billets of tool 
steel. This results in material loss, which leads to high 
material costs. Furthermore, the lead time is too long to 
finalize the mold-making process. This is because stages 
ⅲ) to ⅵ) are usually repeated several times till the 
mold satisfies the required dimension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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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casting molds for aluminum are fabricated using machining billets of tool steels, such as Cr-Mo tool steel. 
However, this approach has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significant material loss and a long lead time. Wire ar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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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d as the interpass distance decreased. This phenomenon was validated via analysis using a high-spee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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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niformability of each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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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casting molds can be fabricated using metal addi-
tive manufacturing (AM) processes as another option. 
Dozens of these processes have been invented and in-
vestigated for decades. They are categorized as powder 
bed fusion (PBF) and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and several processes are available in each category1-3).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WAAM) is one of a 
DED type metal AM processes that deposits a solid 
metal filler wire using conventional gas metal arc weld-
ing (GMAW) as the heat source3,4). The WAAM proc-
ess can be performed using conventional GMAW 
equipment and commercial filler materials. Thus, the 
initial investment is lower compared to other metals 
AM processes1). Furthermore, it has several advantages, 
including a high-efficiency energy source5), high depo-
sition rate of 1-10 kg/h6), large lot size7), and high mod-
ifiability1). In addition, the WAAM process involves the 
stacking of weld beads based on the component design 
obtained using CAD/CAM software. Therefore, materi-
al loss and the running time can be reduced by mini-
mizing the number of passes and assigning appropriate 
tool paths.
  WAAM is a stacking process based on the repetitive 
conventional arc welding to build components. Thus, 
major process parameters of arc welding are basically 
significantly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WAAM proc-
ess; such as the current, the voltage, contact tip to work 
distance (CTWD), travel speed, torch and travel angles, 
and shielding gas, etc1,5-7). Meanwhile, in addition to 
these parameters, there are additional important process 
parameters; such as the interpass and interlayer distance, 
since the fabricated components consist of stacked in-
dividual beads1,8-10). The interpass distance is the distance 
between single beads within a layer for multi-track 
welds, as shown in Fig. 1. The parameter significantly 
affects the arc stability (mainly due to interference of 
the arc by the prior pass that is already deposited) and 
the consequent performance of the process. In AM 
processes that use a laser as a heat source, the hatch 
distance, overlap distance, or point distance are similar 

to the interpass distance in WAAM and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factors that control the performance of 
the entire process. Inappropriate distance parameters 
can cause variations in the powder density and porosity 
within the AM component11-13).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interpass distance of the WAAM process. 
  Furthermore, the WAAM process is a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which means it is based on a 
CAD/CAM design and a robot-based automated proc-
ess as does 3D printing. Thus, the Automated-WAAM 
(A-WAAM) process must operate autonomously based 
on designed schedules. This means that the process pa-
rameters in the schedule must ensure consistent per-
formance to achieve high quality and good dimensional 
precision of the final product considering size, shape, 
and defect-free for each pass and layer. Predictability 
and uniformability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process. Otherwise, A-WAAM does not have a com-
petitive edge compared to other metal additive manu-
facturing processes. Process monitoring and real-time 
adaptive control of the process parameters are potential 
solutions, but they are based on trial and error and are 
difficult to implement in a practical setting.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se process parameters with high pre-
dictability and uniformability. 
  Moreover, the heterogeneous surface of single layer 
due to low uniformability, induced by inappropriate in-
terpass distance, can cause internal defects within the 
AM component. That is because the A-WAAM compo-
nent results from the stacking of numerous single layers 
by scheduled tool paths, and those uneven surfaces due 
to low uniformability may accumulate and multiply as 
the stacking of layers has proceeded. 
  Thu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interpass distance of the A-WAAM process, its origin, 
and how it should be handled for the appropriate design 
of the schedule. To date, however,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fabrication of the final components but 
not on the interpass distance, which can dramatical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 A-WAAM process.
  In this research, the effect of the interpass distance on 
the arc behavior of 5 Cr-4 Mo tool steel is discussed. 
The arc variation induced by changes of the interpass 
distance was observed and analyzed to find out the ori-
gin and effect of this parameter on the arc behavior and 
the consequent arc stability. Furthermore, the single- 
layer A-WAAM components of 5 Cr-4 Mo tool steel 
with varied interpass distances were analyzed to find 
out the effect of this parameter on A-WAAM perform-
ance especially the dimension precision and the uni- 
formability.

AM direction

Interpass distance

Substrate

Deposited
metal

Fig. 1  Schematic diagram of interpass distance in an ad-
ditive manufactured single-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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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s

  SCM 440 alloy (low-alloyed steels for machine struc-
tural use) plates were used as the substrate with di-
mensions of 200 (l) × 150 (w) × 30 (t) mm. A commer-
cial 5 Cr-4 Mo tool steel solid filler wire (diameter of 
1.2 mm) was used as the deposited metal. The chemical 
composition of each material is listed in Table 1.
  The A-WAAM process was operated based on the cold 
metal transfer (CMT) welding machine (FRONIUS), a 
6-axis robot (KUKA), and a 3-axis sliding fixture for 
additive manufacturing, as shown in Fig. 2. The proc-
ess parameters used in this study are listed in Table 2. 
All parameters except the interpass distance were fix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interpass distance on 
A-WAAM performance1). Each pass was conducted 
with a length of 150 mm. The single-layer was com-
posed of 10 passes, and the weld was conducted con- 
tinuously. After one pass ends, the stage moves back to 

its initial position as well as being offset in AM direc-
tion with given interpass distance. And the following 
passes were welded immediately to obtain enough pre-
heating effect. The peak temperature of A-WAAM com-
ponents was measured as about 500 ℃ right after the 
A-WAAM done.
  A high-speed camera (PHOTRON) and LED source 
were used to observe the arc behavior, as shown in Fig. 
314). The torch was fixed, and the substrate was moved 
backward away from the camera using the 3-axis slid-
ing fixture to capture images of the arc. The LED source 
was set opposite to the camera to observe the wire, pri-
or pass, and substrate during the arcing stage. Images 
were acquired at 5,000 frames per second.
  The samples were cut using wire cutting and mechan-
ically polished using abrasive silicon carbide paper #120- 
1200 (ALLIED) for cross-section analysis. Chemical 
etching was conducted using a Nital 2% etchant to ana-
lyze the variation in the penetration depth.

3. Results and Discussion

3.1 Interpass distance and consequent arc stability

3.1.1 Designated interpass distance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appropriate interpass 
distance for the A-WAAM process was determined to 
be 64% to 74% of the single bead width1,8-10). However,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effect of interpass dis-
tance on the arc behavior and consequent arc stability, 

Alloy C Si Mn Cr Mo Ti Fe

Substrate 0.38 - 0.43 0.15 - 0.35 0.60 - 0.90 0.90 - 1.20 0.15 - 0.30 - Bal.

Filler wire 0.25 0.50 0.70 5.00 4.00 0.60 Bal.

Table 2 Input parameters for the experiments

Travel speed 
(cpm)

Voltage range 
(V)

Current range 
(Amp)

Heat input 
(J/mm)

Torch 
angle (°)

Travel angle 
(°)

CTWD 
(mm)

Shielding 
gas

50 19.5 - 20.2 260 - 270 600 - 650 90 90 15 C1 
(CO2 100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study

Power 
Source

Wire 
feeder

6-axis 
robot

3-axis sliding 
fixture for AM

Fig. 2 Equipment setup for the A-WAAM process

Substrate

Travel direction
(Stage moving)

Arc

Torch
(fixed)

LED 
Light

HS
CAM

Deposited
metal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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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not the optimal interpass distance. Thus, the inter-
pass distances were set as summarized in Table 3. The 
single bead width for the investigation was 9.75 mm, 
which is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1). The inter-
pass distances were determined in two ways. The first 
was based on the conditions for the optimal range ac-
cording to previous research. This was set from 64% to 
72% in intervals of 4%. The other approach was based 
on the conditions outside the reference range, setting 
interpass distances that are extremely narrow and wide, 
i.e., 54% and 82%, respectively.

3.1.2 Arc behavior depending on the varied interpass 
distance

  As mentioned earlier, variation in the interpass dis-
tance causes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interference of 
the prior deposited pass. As such, it changes the shape 
of the arcing surface and the site of droplet transfer and 
induces changes in the arc behavior. Consequently, it can 
be hypothesized that the interpass distance determines 
arc behavior and stability.
  The second and fifth passes in each layer were ob-
served using a high-speed camera to investigate the dif-
ferences in the degree of interference and the con-
sequent changes of the arc. The acquired images at the 

moment of maximum arc length are shown in Fig. 4. It 
was determined that the arc was bent to the prior de-
posited pass for all conditions. Li et al. reported that the 
following bead was spread towards the prior deposited 
pass, and the results were in agreement with this asser-
tion8). It was observed that the arc length and width 
chang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applied inter-
pass distance. Moreover, variations within the same in-
terpass distance condition were observed when the 
number of passes was increased.
  The schematic diagrams of the arcing images in Fig. 4 
were overlapped to present a detailed overview, as il-
lustrated in Fig. 5. It is evident that the interference of 
the arc owing to the prior deposited pass decreased as 
the interpass distance increased for the second pas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urface that the arc struck and 
the transferred droplet of the melted wire did not ex-
hibit differences in shape because the first pass was a 
single bead as a bead-on-plate (BOP) type. However, as 
shown in Fig. 5, the degree of interference showed dif-
ferences when the interpass distance was changed. 
Thu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is phenomenon 
was induced by the variation in the interpass distance.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arc length decreased 
and the width of the arc increased as the interpass dis-
tance increased (above 72%), and the degree of inter-
ference decreased. In the case of the fifth pass, those 
tendencies are more pronounced, as shown in Fig. 5. It 
is notable that the arc interference phenomenon became 
more severe when the number of passes increased, re-
gardless of the interpass distance. This is mainly due to 
the accumulation effect of the arc interference as the 
number of passes increased, which is discussed in sec-
tion 3.1.3 in detail. However, the degree of change for 
arc interference was significantly reduced when the in-
terpass distance was increased.
  The arc length is typically an important factor in arc 
stability in GMAW15). When the arc length is increased, 
the wobble of the arc increases. Further, Motta et al. re-
ported that the unstable arc deviates the transfer points 

Category Values

χ times the width 
of single bead1 0.54 0.64 0.68 0.72 0.82

Calculated values
(mm) 5.26 6.24 6.63 7.02 7.99

Designed interpass 
distance (mm) 5.2 6.2 6.6 7.0 8.0

Designation (%) 54 64 68 72 82

  1Width of the single bead = 9.75 mm1)

Table 3 Designed interpass distances for the test

Designed 
interpass distance

(%)

Extremely narrow 
condition Designed interpass distance Extremely wide 

condition

54 % 64 % 68 % 72 % 82 %

Number of 
pass within 
the single 

layer

2nd

5th

5 mm

Fig. 4 The arcing images acquired using the high-speed camera at maximum arc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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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roplets and influences the formation of the melting 
pool16). Thus, it should be noted that it possibly results 
in an arbitrary droplet transfer position, which decreases 
the heat (or energy) concentration17). Consequently, the 
weld bead is irregularly formed, and the possibility of 
defects increases. Ding et al. also reported that the arc 
was bent more severe when the narrower interpass dis-
tance was given, and height deviation was large in that 
cases9). 
  As previously indicated, A-WAAM is a stacking proc-
ess based on conventional GMAW to fabricate a com-
ponent in a repetitive manner. Therefore, it also affects 
the arc stability in the A-WAAM process. It was de-
termined that the prior deposited pass interfered with 
the following arc from a geometrical viewpoint, and 
this interference increased the arc length of the follow-
ing arc. When the interpass distance increased, the in-
terference with the following arc decreased, as shown 
in Fig. 5. This resulted in a decrease in the arc length 
with an increase in the width and uniform transfer of 
droplets. As such, it is possible to obtain a stable arc 
and to predict and reproduce a uniform layer when the 
interpass distance increases. 

3.1.3 Stability of the arc depending on the variation in 
the interpass distance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variation in the interpass distance on 
arc behavior and thus arc stability. Two factors were in-
vestigat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hanges in 
the interpass distances on arc stability: the angle be-

tween the arc center and width () and the ratio of the 
height at the arc center to the arc width (H/W). Each 
value was measured using analytic software based on 
the images shown in Fig. 4, and compared to the BOP 
(first pass in a single layer) result, as shown in Fig. 6.
  In theory, the arc interference due to the prior de-
posited pass significantly affects the arc stability, be-
cause the prior pass changes the shape of the surface 
where the arc occurs and the droplet is transferred8,9,15,16). 
When the arc is influenced by the prior deposited pass, 
it bends toward that pass, and the angle between the arc 
center and width () increases. The  values indicate 

Designed 
interpass 

distance (%)

Number of passes with 
schematic diagram of arc appearance

54%

64%

68%

72%

82%

2nd 5th

2 mm

Fig. 5  Schematic diagrams of arcing images in Fig. 4 de-
picting overlapping based on the number of passes. 
Black dotted lines indicate the center of the solid 
filler wire. The highlighted outline drawings for 
interpass distances corresponding to 54, 64, 68, 
72, 82% are represented using the colors blue, 
green, orange, red, and purpl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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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rc behavior variation depending on the different interpass distances. Effects of (a) angle between the arc center 
and width (), and (b) ratio of the height at the arc center to the arc width (H/W). The black dotted lines in each 
plot indicate the value of the BOP result (1st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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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gree of interference experienced by the following 
arc due to the prior deposited pass, as illustrated in Fig. 
6a. The  value of the BOP was 90° and it was as-
sumed to represent a stable arc state because of the ab-
sence of interference. The  value of the 54% condition 
was the largest among the different interpass distances, 
and it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asses. This is mainly due to the accumulation effect of 
the arc interference, as mentioned in Section 3.1.2. The 
narrower the interpass distance, the more the arc inter-
ference, which resulted in a larger . The large  could 
increase the chance of the droplet transfer position to-
wards the prior bead and is prone to cause uneven bead 
shape changes. It changes the surface where the arc oc-
curs and the droplet transfers and affects the degree of 
arc interference of the following pass. Thus, it is rea-
sonable to assume that it accumulates with the number 
of passes. Moreover, the value of  gradually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interpass distance, as shown in 
Fig. 6a. When the interpass distance exceeded 68%, it 
was approximately 100°, and when it increased to 82%, 
it was approximately 90°. The variation of the  values 
revealed that the arc interference decreases with the in-
crease in the interpass distance, which agrees with the 
hypothesis that the interpass distance determines arc 
behavior and stability. 
  Meanwhile, the height of the arc increased when the 
arc interfered with the prior deposited pass and was 
bent. An increase in the arc height indicates an increase 
in the arc length, came up with increase in , and it 
which results in a decrease in the arc width. This causes 
the degradation of the arc stability, as discussed 
previously. Thus, the ratio of the height at the arc center 
to the arc width (H/W) also indicates the degree of arc 
stability. The results for the H/W values are shown in 
Fig. 6b, and a schematic diagram of the measuring cri-
teria is provided above it. The H/W value of the BOP 
was approximately 0.406, which was assumed to corre-
spond to a stable arc. During the second pass, the H/W 
valu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table arc when the in-
terpass distance was lower than 68%. However, it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a stable arc when it was 
higher than 68%. Thus, the interpass distance had little 
effect on the arc interference and the consequent arc 
stability at that tim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H/W values increased steeply when the interpass dis-
tance was lower than 68% for the fifth pass. Further, it 
was observed that the H/W value was doubled com-
pared to that of the BOP when the interpass distance 
was 54% during the fifth pass. In other words, the arc 
length was too long to obtain a stable arc. This is main-
ly due to the extremely narrow interpass distance, caus-

ing severe arc interference, as discussed with Figs. 4, 5, 
and 6a. The conditions for which the interpass distance 
was higher than 72% had H/W values similar to those 
of the stable arc state, despite there was also an in-
crease in the H/W values owing to the increase in num-
ber of passes. Similar to the case of , it was de-
termined that the arc interference decreases with an in-
crease in the interpass distance, which is in agreement 
with the hypothesis.
  The  and H/W values are the factors that directly ac-
count for the arc stability. It was observed that the val-
ues changed dramatically when the interpass distance 
was changed. The change in interpass distance caused a 
variation in the arc interference, as discussed in the pre-
vious section. This implies that the arc interference var-
ied with the change in the interpass distance and greatly 
affected the arc stability in the A-WAAM process. 
Furthermor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re is a 
critical interpass distance to achieve stable arc behavior 
in A-WAAM process, given that the values of  and 
H/W maintain balance with those of the stable arc state 
(values of BOP in this study) above a threshold inter-
pass distance. D. Ding et al. reported on the existence 
of a critical d/w (the interpass distance in this study) 
and stated that stable overlapping was observed above 
the critical d/w9). This is in agreement with the results 
and hypothesis presented in this study. 

3.2 Effect of the interpass distance and consequent 
arc stability variation on the A-WAAM process

3.2.1 Designated interpass distance
  The effect of the change in the interpass distance on 
the arc behavior and stability was observed and dis-
cussed in Section 3.1. However, the extent to which it 
affects the quality and uniformability of the A-WAAM 
process is unclear. Therefore, experiments were con-
ducted using the optimal range of the interpass distance 
based on previously reported results1,8-10). The interpass 
distances were set as listed in Table 4 with a range of 
64%-72% at intervals of 2%.

3.2.2 Arc stability and the amount of spatter
  The single layers of the A-WAAM process were well 
deposited for five interpass distances, as shown in Figs. 
7a-e. It is evident that the amount of spatter is different 
for each sample. In GMAW, it is common for spatter to 
be formed when the arc is unstable, the surface con-
dition is not clean, or the welding parameters are not 
appropriate18). However, the surface conditions and 
welding parameters are given equal here. Thu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arc stability changed be-
cause the interpass distance was varied, as discuss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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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1. The size of the substrates was equal; thus, 
the amount of spatter attached to the surface of the sub-
strate, as depicted by the red arrows, was inspected vis-
ually, and the result is shown in Fig. 7f. It is notable 
that the amount of spatter decreased significantly when 
the interpass distance was greater than 68%. Moreover, 
when it increased to 72%, there was minor spatter, as 
shown in Fig. 7e. This phenomenon also indicates that 
the arc interference varies with the change in the inter-
pass distance and significantly affects arc stability in 
the A-WAAM process.

3.2.3 Cross-section analysis
  The samples were cut, mechanically polished, and 
chemically etched to observe their cross-sections. Internal 
defects were not found in the sample, and the layers 
were well deposited, as shown in Fig. 8. It was found 

that the width of the single layer increased as the inter-
pass distance increased. It should be noted that if the 
performances of the deposited metals (e.g., dimension 
precision, defect, spatter, etc.) are similar, then a wider 
width of the single layer is advantageous in the A- 
WAAM. This is because it can reduce the total number 
of tool paths and hence reduce processing time and cost.

3.2.4 Dimension precision in horizontal direction
  The dimension precision of a single layer in the hori-
zontal direction of each sample was theoretically analyzed. 
The single layer was composed of ten passes of a single 

Category Values
χ times the width 

of single bead1 0.64 0.66 0.68 0.7 0.72

Calculated values
(mm) 6.24 6.435 6.63 6.825 7.02

Designed interpass 
distance (mm) 6.2 6.4 6.6 6.8 7.0

Designation (%) 64 66 68 70 72

  1Width of the single bead = 9.75 mm1)

Table 4 Interpass distances for the experiment based on 
the optimal range from previous studies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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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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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op view images of each sample for designed interpass distances of (a) 64%, (b) 66%, (c) 68%, (d) 70%,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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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d (n), and the width of the single bead (WB) was 
9.75 mm, as mentioned as a footnote in Tables 3 and 4. 
The designed width of the single layer (DLW) on the in-
terpass distance (DI) was calculated using the following 
equation, using the parameters defined in Fig. 9.

    ㆍ   ㆍ   (1)

  where,
  DLW : designed single layer width
  WB : single bead width
  n : number of passes
  DI : designed interpass distance

  The actual width of the deposited single layer was 
measured (MLW) using analytic software based on the 
images in Fig. 8. Then, the accuracy of the dimension 
in the horizontal direction (A) was obtained using the 
following equation:

     ㆍ (2)

  where,
  A : accuracy of the dimension
  MLW : measured single layer width

  The calculations and results of the analysis are pre-

sented in Table 5. It was determined that the dimension 
precision was accurate for all conditions, except for the 
64% interpass distance (approximately 98% accuracy) 
in the horizontal direction. Henc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nterpass distance had little impact on the di-
mension precision in the horizontal direction of the 
A-WAAM process in the range of 64% to 74%.
  It was observed that the width of the layer increased 
when the interpass distance was increased. This is ex-
pected because the moving distance in the horizontal 
direction increased due to an increase in the interpass 
distance between each pass. Nevertheless, it is advanta-
geous considering the reduced processing time of the 
A-WAAM. The aim of this process is to obtain a final 
product with a specific size based on a design. The 
number of tool paths in the A-WAAM process is de-
termined by calculating the size of the final product 
divided by the size of the bead or the layer. Therefore, 
the total processing time and the number of tool paths 
required to fabricate a component with a specific size 
can be reduced, assuming that the width of a single lay-
er is wider and the number of tool paths is the same.

3.2.5 Uniformability evaluation in the vertical direction
  The uniformability evaluation of the single layer in 
the vertical direction of each sample was inspected. 
Four factors were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pass distance on the uniformability evaluation 
in the vertical direction, as shown in Fig. 10: the height 
of the bead top surface (HT), the depth of the pene-
tration (DP). Subsequently, each value was standardized 
for the objective evaluation using the following equa-
tions:

   

∑  
   (3)

   

∑  
  

(4)

      (5)

   

  (6)

WB/2 (n-1) 〮 (WB 〮 DI) WB/2

DLW

Fig. 9 Schematic diagram of the method used to obtain 
the designed single layer width

HT

AM direction

DP

  Where
  HT : height of the bead top surfaces
 DP : depth of the penetration

Fig. 10 Schematic diagram of the measuring method used 
to obtain the height and depth values

Designed 
interpass 
distance 
(DI; %)

Designed
single layer 

width
(DLW; mm)

Measured 
single layer 

width
(MLW; mm)

Accuracy 
of the 

dimension 
(A; %)

64% 65.55  64.19 97.93

66% 67.35  67.86 100.80

68% 69.15  68.98 99.75

70% 70.95  70.77 99.75

72% 72.75  73.33 100.80

Table 5 Dimension precision analysis result of a single 
layer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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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m : mean
  n : number of values
  υ : variance
  σ : standard deviation
  xnew : standardized value

  The deviation of HT values indicates the uniformity of 
the surface where the following layer deposited. It has a 
high possibility to form differences in height within the 
layer, and has a high chance to form an inclined com-
ponent shape on one side with side collapse or any oth-
er defects when it additive manufactured further8,9,19-21). 
The A-WAAM process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fabricated component is the result of the stacking of 
dozens of layers. In other words, the uneven layer sur-
face would be a highly potential defect former, and this 
phenomenon would be accumulated as the process pro-
gressed hence intensified. Defects such as unfulfilled 
areas, cracks, delamination, and collapse can occur if 
the uniformability of each layer is low, and its dimension 
is unpredictable1,21-25).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se 
the interpass distance which is possible to ensure the 
uniform surface of each layer.

  The HT values are plotted in Figs. 11a-11e. HT values 
for an interpass distance of 66% or below are severely 
scattered, and hence, wide 95% confidence bands are 
observed in Figs. 11a and 11b. The wide deviation of 
the bead top surface height is mainly due to the un-
stable arc induced by the arc interference, as discussed 
in Section 3.1. However, the HT values for interpass 
distances of 68% or above exhibit a linear relationship 
with a small slope, as illustrated in Figs. 11c-11e. As a 
result, the 95% confidence bands also show a very nar-
row range. This implies that an interpass distance of 
68% or above could ensure the uniformability and pre-
dictability of the bead surface height, which is advanta-
geous for the A-WAAM.
  The deviation of DP values indicates the uniformity of 
the heat concentration position and remelting amount 
of prior layer during the A-WAAM of the following 
layer. The DP values are plotted in Figs. 12a-12e. DP 
values for interpass distances of 66% or below were se-
verely scattered; hence, a wide range of the 95% con-
fidence bands is observed, as shown in Figs. 12a and 
12b. The high fluctuation of the penetration depth of 
the deposited metal is mainly due to the unstable ar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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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to (e) Standardized HT values of each sample. The black dots represent the xnew values and the black lines in-
dicate the corresponding trend lines. The bold red lines represent the trend line of the fitted Y, and the gray areas 
correspond to the respective 95% confidenc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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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ed by arc interference and the consequent arc bend-
ing towards the prior deposited pass. The unstable arc 
results in the wobble of the arc, thereby inducing arbi-
trary droplet transfer and a decrease in the heat (or en-
ergy) concentration, as discussed in Section 3.1.2. 
Consequently, this resulted in a high fluctuation of the 
penetration depth of the deposited metal within a single 
layer. This directly leads to the degradation of the uni-
form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dimension and the 
quality of a single layer, hence not suitable for the 
A-WAAM process. Furthermore, it was determined that 
the dispersion behavior of the DP values for interpass 
distances of 66% or less was similar to that of the HT 
values. This also implies the occurrence of wobble of 
the arc, thereby inducing arbitrary droplet transfer and 
a decrease in heat (or energy) concentration. Given that 
the input process parameters are the same, the amount 
of melted metal is also the same. In this case, the height 
of each bead increases when the depth of penetration is 
shallow and vice versa. As discussed for the HT values, 
the A-WAAM process involves the stacking of dozens 
of layers. Thus,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the occur-
rence of defects, e.g., the inclination of the top surface 

to one side and/or the formation of defects such as side 
collapse1,21-23). When the DP values of the interpass dis-
tances were 68% and 70%, comparatively uniform dis-
persion of the trend line and narrow 95% confidence 
bands were observed, as shown in Figs. 12c and 12d. 
However, the values were still scattered at some points, 
and the trend lines had a slight slope. In contrast, the DP 
values at an interpass distance of 72% exhibited a very 
uniform trend line; hence, the 95% confidence band 
was extremely narrow, as shown in Fig. 12e. Uniform 
remelting of the prior layer can occur, and high uni-
formability and predictability are expected for an A- 
WAAM process.
  Two particular geometrical factors were evalua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interpass distance on the 
uniformability in the vertical direction, and each factor 
corresponded to a similar critical interpass distance to 
ensure predictability and uniformability. Li et al.8) and 
Ding et al.9) also found the critical interpass distance of 
the copper coated steel wire and reported that as about 
74% to ensure the stable overlapping. In this study, the 
HT and DP values showed that an interpass distance of 
68% could be a critic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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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to (e) Standardized DP values of each sample. The green dots represent the xnew values, and the green lines in-
dicate the corresponding trend lines. The bold red lines represent the trend line of the fitted Y, and the gray areas 
correspond to the respective 95% confidenc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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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s

  In this study, it w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interpass 
distance variations on the arc stability, and its effective-
ness on the A-WAAM process of 5 Cr-4 Mo tool steel.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lower the interpass distance, the greater the oc-
currence of arc interference. 
  2) Investigations of the  and H/W ratio revealed that 
the arc interference and arc stability change. The arc 
stability was degraded as the interpass distance de-
creased, resulting in high  and H/W ratios. 
  3) The amount of spatter varied as the interpass dis-
tance was changed. The greater the interpass distance, 
the lesser the amount of observed spatter. This is main-
ly due to changes in the arc stability associated with the 
variation in the interpass distance.
  4) The dimension precision in the horizontal direction 
matched the designed width of the single layer under 
all conditions.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width of the 
layer increased as the interpass distance increased. This 
occurred because the moving distanc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interpass distance. Nevertheless, this 
is advantageous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cessing 
time, which can reduce the total number of tool paths 
needed to obtain a specific component size.
  5) The uniformability of the single layer in the vertical 
direction was investigated using two geometrical fac-
tors which HT and DP. It was determined that the crit-
ical interpass distance required to ensure predictability 
and uniformability of the single layer. The interpass 
distance of 68% or more resulted in uniform dimension 
precision in the vertical direction and could be utilized 
in an A-WAAM process. 
  6) The effect of the interpass distance on the A- 
WAAM process was determined, and the critical inter-
pass distance for 5 Cr-4 Mo tool steel was obtained. 
The A-WAAM component results from the stacking of 
multiple single layers by scheduled tool paths. The 
presence of the heterogeneous surface of every single 
layer should be avoided, because it is given as a surface 
where the following layer would be additive manufac-
tured and has a high chance to form an internal defect 
due to uneven surface. Thus, the critical interpass dis-
tance of the A-WAAM process has to be considered 
carefully before stacking multiple layers on that.
  7) The arc interference is detrimental to the uniform-
ability of single layers, but it cannot be completely 
eliminated unless the interpass distance was greater 
than 100%. And the arc interference is mainly caused 
by the morphological and geometrical interference from 
a combination of the given interpass distance and the 

shape of prior deposited pass. Thus, it should be inves-
tigated a point of compromise based on the arc stability 
and dimension predictability or uniformability in the 
early stage of the A-WAAM process design stage, re-
gardless of what the material used.
  The effect of the interpass distance on the A-WAAM 
process is evident. Moreover, the interlayer distance is 
another process parameter for which the distance in the 
z-direction between successive layers should be care-
fully considered in an A-WAAM process. The variation 
in the interlayer distance could result in variations in 
the CTWD. Thus, it probably also has a significant im-
pact on the arc stability and the performance of the 
process. Therefore, research on the effect of interlayer 
distance in A-WAAM processes should be also con-
ducted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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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환경 보호와 에 지 감 측면에서 자동차, 항공

기, 철도차량, 선박 등 각종 수송기의 경량화 기술이 

두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량소재의 합공정에 있어 

비 용융 고상 합인 마찰교반 합 (Friction Stir 

Welding, FSW)이 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FSW 

기술이 경량소재 뿐만 아니라 Ti, Stainless steel, 

Ni계 합  (Inconel 718)과 같은 고융  소재의 동종 

 이종소재의 합에도 용 확  되어 여러 산업분야

에 응용, 차세  합기술로 각 을 받고 있다. 여기

서, 고융  소재의 합을 해서는 장수명 Tool 소재

를 개발하여야 하며, 고강도, 내마모성, 고인성  미

세조직의 균일성 등을 만족시키기 하여 여러 소재들

이 개발, 연구 되고 있다1-3).

  텅스텐카바이드(WC)는 표 인 난성형성 소재로써 

3422℃의 높은 융 과 HCP 고유의 취성으로 인해 소

결성  인성 향상을 해 코발트(Co), 철(Fe), 니

(Ni)과 같은 속소재 소결조제를 첨가한다4,5). 특히 

Co의 경우 Fe  Ni 보다 젖음성이 우수하여 표

인 속 소결조제로 사용되고 있다. 한 편, Si3N4 세라

믹 재료는 고강도, 고탄성 계수, 내마모성, 내열 충격

성  내 크리 성이 우수하여 삭 공구, 가스 터빈, 

단열재  엔진 부품의 가공에 리 사용되고 있다. 특

히, Si3N4계 Tool 소재는 회주철, 구상 주철, 가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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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고온 합  소재들의 가공 시, 우수한 가공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여 히 부족한 내마모성과 인성을 향

상시키기 하여 경질 상, 바인더 상, 윤활제 등의 첨

가 원소에 따른 새로운 합 설계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6). 따라서, WC 경질상을 기반으로 하는 강도, 내

마모성, 인성, 화학  안정성이 향상된 새로운 Tool 소

재를 개발하기 하여, Co와 Si3N4를 소량 첨가하여 

기계  특성을 향상시킨 WC-Co-Si3N4계 경합 이 

고려될 수 있다.

  경소재의 제조방법은 일반 으로 분말야 법을 이

용하여 원료분말 혼합  외부간 가열 방식의 Hot 

isostatic pressing (HIP)이나 Hot-press (HP), 무

가압소결 (PS)등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경우가 부분

이다7-10).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시 외부간 가열 방식

으로 인한 소결시간의 증가에 따른 비정상 조  결정립 

성장과 내외부 물성 불균일의 문제가 발생된다11).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최근에는 소결시간을 최

소화하는 속 소결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내·

외부 동시 가열이 가능한 방 라즈마 소결법이 각

받고 있다. 특히, 방 라즈마 소결공정은 고온 압축, 

라즈마 활성화  류 가열의 특성으로 인해 고 도 

 균일한 미세구조와 결정립을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nderless-WC, WC-6 wt.% 

Co, WC-6 wt.%Co-1  2.5 wt.%Si3N4 소재를 방

 라즈마 소결법을 용하여 제조하 다. 합  조성

에 따라 제조된 4가지 소재에 해 미세조직 분석  

기계  특성에 한 평가를 하 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의 체 인 공정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출

발 원료는 WC ( 구텍, 0.2~0.5 ㎛, 순도 99.95%), 

Co (RnD Korea, 5~10 ㎛, 순도 99.5%)  Si3N4 

(Alfa,~5 ㎛, 순도 99.5%)의 분말을 사용하 다. 원

료분말의 균일혼합을 해 습식 수평형 볼 링 공정으

로 24시간 동안 250 RPM으로 혼합하 다.

  Table 1에 나타낸 혼합분말의 조성은 WC 소재 100 

기 으로 Co 함량은 6 량비(wt.%)가 첨가된 WC-6 

wt.%Co, WC 소재 100 기 으로 Co 함량 6 량비 

첨가와 Si3N4 1  2.5 량비가 첨가된 WC-6 wt.% 

Co-1 wt.%Si3N4  WC-6 wt.% Co-2.5 wt.%Si3N4 

소재이다. 분말과 볼의 비율은 1 : 10 량비로 하 으

며, 지르코니아 볼(6  10 mmØ)을 사용하 다. 습

식 볼 링 공정으로 인해 알코올을 첨가하 으며, 이때 

분말과 알코올의 비율 역시 1 : 10 량비로 하 다. 사

용된 소재의 명칭이 길어짐에 따라 Binderless-WC는 

WC, WC-6 wt.% Co는 WC-6Co, WC-6 wt.% Co-1 

wt.%Si3N4는 1Si3N4, WC-6 wt.%Co-2.5 wt.% Si3N4

는 2.5Si3N4로 명칭 하 다. 자세한 분말 합성 공정 

변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습식 수평형 볼 링 공정으로 제조된 3가지 혼합분

말에 해 Fig. 2와 같이 X선 회  분석(XRD)을 이

용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볼 링  지르코니

아 볼의 손에 의한 불순물 혼입이나 2차상 없이 WC 

피크만 분석되었다.

  습식 수평형 볼 링 공정으로 제조된 혼합분말을 흑

연 다이 (외경 30 mm, 내경 10 mm, 높이 40 mm)

에 충진 후 상하부를 흑연 펀치로 막아주었으며, 

된 흑연 다이를 방 라즈마 소결 장치에 장착 시켰

다. 방 라즈마 소결 장치는 최  1000 A의 직류 

류를 사용 할 수 있으며 (pulse 12 ms on time and 

2 ms off time), 최  10 ton의 압력을 가할 수 있

다. 실험 순서로는 1단계에서 챔버 내에 혼합된 분말이 
Raw materials

(WC, Co, and Si3N4)

Horizontal ball milling
(300rpm, 24h, 10:1)

Spark plasma sintering
(60 Mpa, 1300℃)

Properties evaluation

Phase analysis
(XRD)

Microstructure
(FE-SEM)

Mechanical properties
(Hardness, toughness)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Powders WC Co Si3N4

WC-6Co 94 6 -
WC-6Co-1Si3N4 93 6 1

WC-6Co-2.5Si3N4 91.5 6 2.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ball-milled powders 
(Wt. %)

Parameters Conditions
Rotation speed (rpm) 300

Process control agent (PCA) Ethanol

Milling ball Zirconia (ZrO2 99.9%)
6 and 10 mm∅

Powder-to-PCA ratio
1:10 (Wt. %)

Ball-to-Powder ratio
Milling time (h) 24

Table 2  Horizontal ball milling parameter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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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된 흑연 몰드를 장입한 후 6 Pa의 진공 상태로 만

들어 주며, 이때 60 MPa의 압력을 동시에 인가하

다. 2단계로는 흑연 펀치에 직류 류를 흘려주어 소결

을 진행 하 으며, 이때 수축 길이의 변화를 찰하면

서 실험을 종료 하 다. 온도 변화 찰은 이로 메타

를 이용하여 흑연 다이 앙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

다. 이때 승온속도는 이로 메터 측정 시작온도인 

600℃까지 200 ℃/min으로 승온 후 최종 목 온도까

지 100 ℃/min으로 승온 하 다. 수축길이가 변화되

지 않는 온도에서 장비의 원을 off 시킨 후 챔버 내

에서 냉각 시키며 소결 진행을 마무리 하 다. 방

라즈마 소결 공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3에 나

타내었다.

  제조된 시편의 도는 아르키메데스 방법을 이용하여 

도를 측정하 다. 소결체의 표면 찰을 해 무라카

미 부식법 (5 g Fe3(CN)6, 5 g NaOH  50 ml 증

류수)을 이용하여 WC의 경우 약 90~110 , WC-6Co, 

1Si3N4  2.5Si3N4의 경우 약 35~40 간 부식 시

켜 주사 자 미경으로 표면을 찰하 다. 한 소

결 후의 상변화 찰을 하여 X선 회  분석을 실시

하 으며, 비커스 경도계를 이용하여 30 kg‧f 하 으

로 15 간 유지하여 시편의 압흔 자국을 이용한 기계

 특성 평가를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Fig. 3은 소결시간에 따른 소결온도  WC, WC-6Co, 

1Si3N4  2.5Si3N4 소재의 방 라즈마 소결  수

축길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WC 소재의 경우 

약 1100℃ 이후 격한 수축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1200℃ 이후 2차 수축이 진행되었다. 소결은 1700℃

에서 종료되었으며, 1600℃ 이후 수축변화는 없었다. 

WC-6Co의 경우 약 1000℃에서 격한 수축 거동이 

나타났으며, 1200℃에서 소결이 종료되었다. Si3N4가 

첨가된 1Si3N4  2.5Si3N4의 경우 WC-6Co 소재보

다 빠른 700℃ 이후부터 격한 수축거동이 나타났으

며, WC-6Co와 동일하게 1200℃에서 소결이 종료되

었다. 소결온도는 1700℃에서 1200℃ 로 약 500℃  

감소하 으며, 격한 수축에 기인하는 치 화 거동은 

1200℃에서 1000℃로 약 200℃ 감소된 온도에서부터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 다. Co가 첨가됨에 따라 소결

거동이 빠르고 소결온도가 감소된 이유는 소결조제로 

첨가된 Co가 900℃에서 액상화됨에 따라, 고/액 계

면에서 WC 입자 사이에 상호확산 거동을 통해 젖어 

들어가면서, WC 입계에 재석출 되는 것으로 단된다. 

결과 으로, WC 입자는 2차 핵생성 과정에서의 재배

열이 진되어, 잔류 기공의 제거와 함께 치 화를 야

기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Si3N4가 첨가됨에 따라 

WC-6Co 소재보다 약 300℃ 낮은 온도에서 소결거동

이 시작된 이유는 Si3N4가 Co에 고용되면서 WC 분말

의 고상 입자 간 재배열을 더욱 빠르게 진 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4). 

  Fig. 4는 제조된 4가지 소결체의 상분석 결과이다. 

Co  Si3N4의 첨가에 따라, WC 주피크 (10-10)에

서의 격자상수는 2.487 Å에서 2.506 Å으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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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onditions

Sintering temperature (℃) 1300

Heating rate (℃/min) 60

Sintering pressure (MPa) 60

Pulse ratio 12:1

Table 3 Spark plasma sintering parameter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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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참조). 이는 소

결 과정  WC/Co  WC/Si3N4 계면에서의 불일치 

상에 의한 WC 결정립 성장 거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12). 한, Co는 소결 후 (111)면에서 우선 

배향되며, FCC 구조로 부분 석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Co는 소결 시, 430℃ 이상의 온도에서 FCC 구

조로 안정 이지만, 냉각시 FCC에서 HCP 구조로의 

상 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3). 하지만, 

속 소결 후, 상 으로 빠른 냉각 과정에서 야기되

는 WC/Co 계면 불안정성은 높은 계면에 지와 심각

한 소성변형 (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에 

의해 안정 인 FCC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단된

다. A. S. Bolokang 등의 연구에 따르면, 소결 후 FCC

구조의 Co 상 안정성은 기계  변형에 의해 유도 된 

응력이 FCC로의 상 이를 진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14). 한 편, Si3N4는 상 으로 낮은 소결온도에서 

소결이 종료됨에 따라, 1700℃ 부근에서 발생할 수 있

는 α-Si3N4이 β-Si3N4로의 상 이 없이 (20-20)면에

서 우선배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5는 제조된 소결체의 미세조직 분석 결과이다. 

미세조직 분석 결과 WC 입자 주 에 Co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Si3N4가 첨가됨에 따라 AGG 

거동이 찰되었다. AGG가 생성되는 이유는 WC의 결

정화 과정에서 Co와 Si3N4가 WC 입계에 석출 (Co) 

 고착 (Si3N4) 됨에 따라 체 계의 에 지는 입계 

유동성에 따라 약 1/5 가까지 감소하게 된다. 즉, 체 

계의 계면 에 지의 감소는 WC 입자 간 결정립 크기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Ostwald ripening 거동을 

유도하며, 인  미세 입자들이 조 화 된 입자로 재석

출되어, 편향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11-13). 이

때, 평균 결정 입도보다 약 5배 이상 성장 된 결정을 

비정상 으로 성장 된 결정이라 분류할 수 있으며, 

Abnormal grain growth (AGG) 라고 명명한다. 즉, 

Co의 공정 온도 (eutectic melting) 이상에서는 량

의 확산 반응이 발생함에 따라, 인  WC 입자에서는 

Ostwald ripening 거동에 따른 삼각 리즘 형상에서 

편향된 사각 형상으로 핵생성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속

인 2차원  핵생성에 따라 국부 인 AGG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Fig. 6은 제조된 소결체의 상 도  결정자 크기

를 측정한 그래 이다. 그림과 같이 4가지 소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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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RD patterns of SPSed (a) WC, (b) WC-6Co, (c) 
1Si3N4 and (d) 2.5Si3N4 hard materials

Table 4 Lattice constants of the WC at the (10-10) plane 
as a function of Si3N4 contents

Sintered body Lattice constant, (10-10), (Å)

WC-6Co 2.487

WC-6Co-1Si3N4 2.492

WC-6Co-2.5Si3N4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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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verage crystallite size and relative den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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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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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E-SEM images of SPSed (a) WC, (b) WC-6Co, 
(c) 1Si3N4, and (d) 2.5Si3N4 har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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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이상의 높은 상 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Si3N4 함량 증가에 따라 상 도가 WC-6Co 

기  100에서 99.2%로 낮아진 이유는 Co에 고용된 

Si3N4가 결정립계에 존재하면서 치 화되는 과정에서 

close pore를 생성시켜 치 화를 방해한 것으로 단

된다. XRD 상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Suryanarayana 

and Grant Norton 식15)으로 결정자 크기를 계산하

다. 

      cos    sin   

  (1)

여기서 Bcrystalline는 미세화에 의한 반가폭증가, Bstrain

은 변형(strain)에 의한 반가폭 증가, λ는 장, L은 

결정자 크기, η는 변형(strain)  θ는 회 각도이다. 

Co  Si3N4가 첨가됨에 따라 41.8에서 87.4 nm로 

결정자 크기는 약 2배 이상 증가하 다. 결정자 성장의 

이유는 그림 4에 나타내었듯이 AGG로 인한 비정상 결

정성장된 WC의 분포가 증가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방 라즈마 소결공정으로 제조된 4가지 소재에 

해 표면 경면처리를 진행 한 후 비커스 경도계를 이용

하여 30 kg‧f의 하 으로 15 간 유지하여 생성된 압

흔  된 크랙의 길이를 측정하여 Antis 식으로 

괴인성을 측정하 다16). 측정된 결과는 Fig. 7에 나

타내었다.

          (2)

여기서 E는 탄성계수이고, H는 경도이고, P는 하 이

며, C는 크랙의 길이이다. WC의 경우 가장 높은 약 

2661.4 kg/mm2으로 측정되었으나 Co 첨가에 따라 

2121.3 kg/mm2로 감소하 다. 한 Si3N4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 특성은 약 1624.4까지 감소하

다. 괴인성의 경우 WC는 약 3.89 MPa.m1/2로 측

정되었으나 Si3N4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14.27 

MPa.m1/2로 약 4배 정도 증가하 다. Co 첨가로 인해 

경도 특성이 하락하고 괴인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크

랙  시 WC/Co 계면에 받는 힘은 WC보다 상

으로 약한 Co 부분으로 괴거동이 일어난다. HCP 

구조에 비해 연성을 갖는 FCC 구조의 Co에서는 더 

많은 슬립 발생으로 인해 크랙의 선단을 약화  흡수

하여 주 크랙의 형성  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넓은 역에서의 응력 분포를 야기함으로써 

괴인성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반면, Si3N4

도 HCP 구조의 경질 상이라는 을 고려할 때, Si3N4 

첨가에 의한 경도 감소는 WC와 Si3N4 계면에서의 약

한 결합에 지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즉, WC 계

면에 해 젖음성이 Co에 비해 히 낮은 Si3N4에서

는 크랙이 WC/Si3N4 계면에 도달 할 때, 고립 된 

Si3N4 결정립계 방향으로 되는 크랙 편향 상보

다는 조 화 된 WC 입내 괴 균열 (Transgranular 

fracture) 을 야기함으로써, 주 크랙의 는 방해된 

것으로 단된다. 결과 으로, 최종 균열  길이는 

Binderless-WC에 비해 감소되었다. 따라서, 기계 인 

특성 측면에서 Co와 Si3N4의 첨가는 WC의 괴인성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고 

단된다17). 

  Table 5는 직 가열방식의 본 연구와 외부간 가열

방식의 기존 연구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4가지 소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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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chanical properties of SPSed (a) WC, (b) WC- 
6Co, (c) 1Si3N4, and (d) 2.5Si3N4 hard materials

Reference Sintered process Binder content (wt.%) Hv (kg/mm2) K1C (MPa·m1/2)
18) HIP WC-6Co 1860 9.5
18) ERS WC-6Co 1960 9.6

This work SPS WC-6Co 2121 7.6
SPS WC-6Co-1Si3N4 2240 6.8
SPS WC-6Co-2.5Si3N4 2370 5.7
SPS Binderless-WC 2661 3.9

Table 5 Comparison of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binderless-WC, WC-6Co, WC-6Co-1Si3N4 and 
WC-6Co-2.5Si3N4 sintered-bodies in this study with other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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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존 연구결과보다 높은 경도 특성을 나타내었지만, 

괴인성은 낮은 것으로 비교되었다18). 그 이유는 기존 

외부간 가열 방식의 장시간 소결과 비교 시 소결 시간

이 짧아 결정립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WC 입

자와 WC의 입자 간의 거리가 짧아져 높은 경도 특성

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19).

4. 결    론

  WC와 수평형 볼 링공정을 이용하여 제조된 Binder- 

less-WC, WC-6Co, WC-6Co-1Si3N4  WC-6Co- 

2.5Si3N4 소재에 해 방 라즈마 소결공정을 이용

하여 소결체를 제조하 다. 제조된 소결체는 99.2% 

이상의 높은 상 도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XRD 상분석 결과 불순물  W2C와 같은 제 2차상은 

분석되지 않았다. 제조된 소결체의 결정자 크기 측정결

과 Binderless-WC 소재는 약 41.8 nm로 측정되었

고, Co  Si3N4 첨가에 따라 AGG을 유발하여 약 

87.4 nm까지 결정 성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inderless-WC의 경우 약 2661.4 kg/mm2로 높은 

경도 특성을 나타내었지만 Co 첨가로 인해 2121.3 

kg/mm2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Si3N4 함

량 증가에 따라 1624.4 kg/mm2로 감소되었다. Co 

 Si3N4로 인해 WC의 낮은 괴인성은 3.89에서 

14.27 MPa.m1/2까지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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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 공정은 제조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 용되고 있다. 그  TIG(Tungsten 

Inert Gas)는 비소모성의 텅스텐 극에 의해 아크 방

을 일으켜 두 개의 속을 용 할 수 있는 로세스

이다. 비드 외 이 미려하고 용 부의 물리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데 합한 용

 로세스이지만 생산성이 낮다는 단 이 있다.

  한편,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생산성 향상을 

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Hot wire와 Wire 

Oscillation 기법을 용한 Tip TIG1), 활성 럭스

(Active flux)를 사용하는 A-TIG2)가 있으나 Tip 

TIG는 Hot wire를 한 추가 원이 필요하여 장비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A-TIG는 활성 럭스를 사용하

기 때문에 작업장 환경이 지 분해지고 슬래그 제거를 

한 추가 공수가 필요하다. 한 C-filler를 사용하는 

Super-TIG3,4)는 기존 TIG보다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

지만 용가재 가격이 상 으로 고가이다. PAW(Plasma 

Arc Welding)는 keyhole 용 을 통해 개선면을 I- 

groove로 하여 원가 감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지만 

Orifice와 같은 추가 부품으로 기 용 장비의 가격이 

상승하고, Pilot gas의 사용으로 가스 소모량이 많다는 

문제 이 있다. 이외에도 PAW, TIG, LBW와 같이 

서로 다른 로세스가 결합한 형태의 Hybrid 용  

로세스5-7)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로세스들은 용  

설비가 복잡해지고 고려해야 할 용  라미터가 많아

져 다루기가 어렵다.

  반면, ArcTig는 기존의 TIG와 작동방법이 같으며 

용  설비에서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루

기가 용이하면서도 keyhole 용 을 통해 생산성 향상

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ArcTig를 용이하게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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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ArcTig를 이용해 용  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최  공정변수를 선정한 후 Operating points를 

도출하 다. 한 선행연구 조사와 함께 실험  찰

한 내용을 바탕으로 용 조건과 결함이 발생하는 원리

에 해 논의하 다.

2. ArcTig 용  로세스

2.1 ArcTig의 작동원리

  ArcTig는 오스트리아 Fronius社에서 TIG를 개량한 

용 기술로 작동 메커니즘은 GTAW와 같이 열 자 방

출(에디슨 효과)을 이용한 것이다. 도띠(Conduction 

band)를 갖는 고체 표면에서의 자방출은 열 자방출

(Thermal electron emission), 계 방출(Field elec-

tron emission), 자방출(Photo electron emission) 

등이 있다. TIG의 경우 극인 텅스텐이 약 3,400℃

의 높은 융 을 갖기 때문에 열 자방출이 가능하게 된

다. 열 자방출은 열 에 지에 의해 고체 표면으로부터 

자가 방출되는 것으로, 고체 표면에서 한 개의 자를 

고체 밖으로 빼내는데 필요한 에 지인 일함수(Work 

function)보다 큰 에 지를 인가해야 발생한다. 식 (1)

은 Richardson-Dushman 법칙으로 속의 온도와 

일함수 사이 계를 나타낸 것이다8).

     




(1)

  식 (1)에서 J는 열 자에 의한 류 도, 리처드슨 

상수 A=120.4 A/cm2deg2, T는 속의  온도, 

φ는 속의 일함수, kB는 볼츠만 상수이다. 식 (1)에

서 알 수 있듯이 열 에 지를 받아 속의 온도가 증가

하면 방출되는 열 자가 증가하여 류 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GTAW의 극으로 사용되는 텅스텐의 경

우 일함수는 4.5 eV이며 이 때 열 자가 방출되는 작

동온도는 2500K으로 알려져 있다9).

  이와 같은 열 자방출 원리에 기인한 TIG와 ArcTig

의 작동원리를 Fig. 1에 나타내었다10).

  Fig. 1 (a)는 기존 TIG와 ArcTig의 토치구조와 작

동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TIG와 다르게 ArcTig는 

수냉에 의한 극의 냉각이 극 (Tip)까지 이루어

지게 되고, 용  시 극 의 좁은 역에서 열 자 

방출이 이 지는 2500K의 온도에 도달한다. 

  Fig. 1 (b)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원리에 의해 

열 자가 방출되는 기존 TIG의 작동 메커니즘을 나타

내며, 극 의 넓은 범 에서 작동온도에 도달하고 

그 결과 텅스텐 의 넓은 범 에서 열 자 방출이 이

루어져 아크가 형성된다. Fig. 1 (c)는 ArcTig의 작동

원리를 나타내며, 텅스텐 극의 냉각 효과를 극 화시

켜 극  끝부분에서만 작동온도에 도달하며 기존 

TIG에서의 열 자방출보다 더욱 좁은 역에서 열 자

를 방출하도록 유도된다. 좁은 역에서 방출된 열 자

로 인해 ArcTig는 수축된 형상의 아크에서 기인한 높

은 압과 류 도를 얻을 수 있고 아크력을 나타내는 

식 (2)11)에 따라 더 깊은 용입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식 (2)에서 Fa는 아크력(dyne), k= 0.013 dyne/V

ㆍA2, E는 압(V), I는 류(A)이다. GTAW는 정

류 방식이며 ArcTig의 경우 TIG에 비해 아크의 직경

이 작기 때문에 압과 류 도가 더 높으므로 고에

지 도의 열원이 된다. 따라서 로세스 상 ArcTig는 

GTAW임에도 고에 지 도 용 에서 가능한 keyhole 

용 을 할 수 있게 된다. 

2.2 TIG, PAW  ArcTig 비교

  기존의 TIG는 맞 기 용  시 개선면 가공이 필요하

며 가공 후에도 개선면을 여러 번 용 하여 용 을 완

료한다. 이는 가공시간과 용  시간이 증가하고 용가재 

(a)

(b) (c)

Fig. 1  Comparison of TIG and ArcTig operation princi-
ple, (a) Difference between TIG and ArcTig in 
electrode cooling, (b) Thermal electron emission 
in TIG, (c) Thermal electron emission in ArcTig



성 ㆍ김태완ㆍ이 웅ㆍ김유찬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6, 2021634

소모량도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반면에, PAW는 개

선면을 가공하지 않고 keyhole 용 을 하여 TIG에 비

해 가공과 용가재 비용이 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장 이 있다12). 하지만 일럿 아크를 발생시키기 한 

가스와 Orifice 부품이 추가 으로 필요하고, 고려해야 

하는 용  라미터가 늘어나 작업 난이도가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그에 비해 ArcTig는 TIG에 한 지식

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쉽게 다룰 수 있고 PAW

보다 유지비용이 게 드는 장 이 있다.

  ArcTig는 극의 냉각능력이 높기 때문에 극의 과

열에 의한 수명 단축도 방지할 수 있다. Fig. 2는 용

 후 TIG와 ArcTig 텅스텐 극의 과열에 의한 열화 

정도를 나타낸 사진이다. TIG 텅스텐 극은 용  시 

극이 과열되면서 으로부터 4.7mm까지 열화 되었

고 이를 Fig. 2 (a)에 나타내었다. TIG 용  후 열화

된 텅스텐 극은 아크  용  특성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복구시키기 해 극의 상당한 부분을 

연마해야 하고 이는 극 수명의 단축으로 이어진다. 

반면, ArcTig의 텅스텐 극은 으로부터 0.7mm까지

만 열화 되었고 이를 Fig. 2 (b)에 나타내었다. ArcTig

의 경우 극의 냉각효과가 높기 때문에 과열로 인한 

극의 열화를 효과 으로 방지할 수 있고 결과 으로 

극 수명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Table 1은 한 달에 1번 부품 교환을 한다고 가정했

을 때 PAW와 ArcTig의 소모품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PAW의 소모품 총 비용 100을 기 으로 봤을 때 ArcTig

의 소모품 총 비용은 29 정도로 PAW에 비해 약 1/3

정도 작은 수치이다.

3. 실험 장치  방법

3.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모재는 200mm × 100mm × 10mm

크기의 STS 304 재 2개를 1 set로 실험하 으며, 

keyhole 용 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선 가공을 하지 

않은 I 그루 를 사용하 다. 한 용  라미터에 의

한 향을 확인하기 해 용가재는 별도로 공 하지 않

고 keyhole 용 을 진행하 다. Fig. 3은 실험에 사용

한 모재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3.2 실험 장치
 

  본 실험은 자동용 의 형태로 진행 하 으며 실험에 

사용한 용 장치  용 기는 Fronius社의 TransTig 

5000를 사용했으며 송 모듈은 동 회사의 KD 7000D- 

11을 사용하 다. 용 로 은 Yaskawa社의 DX 200 

6축 로 을 사용하 으며 로 팔에 ArcTig 토치를 부

착하여 로 용  실험을 진행하 다. 극은 2% lan-

thanated tungsten 6.4φ를 사용하 다. 

3.3 실험 방법

  실험은 로 을 이용하여 자동용 을 진행하 으며 아

크 길이 설정 시 parallel shift 기능을 사용하기 해 

TCP(Tool Center Position)를 설정하 다. ArcTig

의 operating points 도출을 해 아크길이와 용 속

도를 3수 으로 설정하 고 각각의 조건에서 류를 변

경시켜 가며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시 용  비드의 산

화를 방지하기 해 trailing shielding과 back purg-

ing을 하 으며 실험 조건을 Table 2에 나타냈다. 

(a) (b)

Fig. 2 Comparison of TIG and ArcTig tungsten electrode 
consumption, (a) TIG electrode, (b) ArcTig elec-
trode

Item
Cost/ Month [%]

PAW ArcTig

Plasma nozzle 71 -

Ceramic pipe 4 -

Electrode
(WS2 4.8mm) 1.8 1.8

Gas nozzle 24.2 27.2

Total cost/ Month 100 29

Table 1 Comparison of PAW and ArcTig in consumption
of cost

Fig. 3 Schematic of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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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고찰

4.1 아크길이 2 mm에서 operating points 도출

  아크길이 2, 3, 4 mm에서 용 속도에 따라 ArcTig

의 Operating points를 도출하 다. 용 속도에 따라 

류를 변경시키면서 맞 기 keyhole 용 을 하 고 

각 조건에서 IP나 용락이 발생하지 않는 역을 oper-

ating points로 하 다.

  Table 3에는 아크길이 2 mm에서 용 속도에 따른 

operating points와 비드외 을 나타냈다. 용가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 으로 언더컷이 발생하

다. 용 속도가 28 cpm일 때 류를 480A로 용  하

면 이면비드에서 부분 으로 IP가 발생하 고 500A부

터 정상 인 이면비드가 형성되었다. 한 580A에서

는 반부에 부분 으로 용락이 발생하 고 종료부근에

서도 용락이 발생하 다. Fig. 4는 480A에서 반부

에 부분 으로 IP가 발생한 이면비드를 나타낸 사진이다.

4.2 아크길이 3 mm에서 operating points 도출

  Table 4는 아크길이 3 mm에서 용 속도에 따른 

operating points와 비드외 을 나타낸 것이다. 28, 

32, 36 cpm의 용 속도에서 각각480A, 520A, 560A 

보다 낮은 류로 용 했을 때 이면비드에서 IP가 발

생하 고 560A, 600A, 620A보다 높은 류에서는 용

락이 발생하 다. 

  Fig. 5는 아크길이 3 mm의 조건과 28, 32, 36 cpm

의 용 속도에서 각각 580A, 620A, 640A로 용 하

을 때 용락이 발생한 비드의 횡단면을 나타낸 사진이

다. 용락이 발생하면 정상 인 이면비드보다 이면비드

의 폭이 넓어지고 높이는 높아지며. 용락이 발생하 을 

때의 이면비드는 울퉁불퉁한 형상으로 불규칙하게 형성

된다. 한 용 속도와 류가 증가함에 따라 용락이 

발생한 이면비드의 폭과 높이가 작아지는 경향을 발견

Parameter Shield gas Purging gas Current Welding speed(SW) Arc length(LA)

Detail Argon Argon 480 ~ 640A 28cpm 32cpm 36cpm 2mm 3mm 4mm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Table 3 Operating points and bead appearance at arc length 2 mm

Arc length Welding speed Current Bead appearance Cross section

2 mm

28 cpm

500A

560A

32 cpm

520A

600A

36 cpm

560A

620A

Fig. 4 Back bead appearance where incomplete pene-
tration (IP) occurred (LA 2mm, current 480A, SW

28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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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입열량의 향으로 추측된다.   

  Fig. 6은 용 속도 32 cpm, 류 500A로 용 하

을 때 각각 아크길이 2 mm와 3 mm의 이면비드를 

나타낸 사진이다. 아크길이를 제외하고 동일한 용 조

건으로 용 하 을 때 아크길이가 2 mm일 때보다 3 

mm일 때 이면비드에서 IP의 발생빈도가 하게 높

았으며 이는 아크길이 증가에 따른 류 도 감소의 

향이라고 단할 수 있다. 

4.3 아크길이 4 mm에서 operating points 도출 

  Table 5은 아크길이 4 mm에서 용 속도에 따른 

operating points와 비드외 을 나타낸 것이다. 용

속도 28, 32, 36 cpm에서 각각500A, 540A, 580A

보다 낮은 류로 용 했을 때 이면비드에서 IP를 

찰할 수 있었고 600A, 620A, 640A보다 높은 류에

서는 용락이 발생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한 아크길이 4 mm에서는 앞서 언 한 류 도 

감소의 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Fig. 7에 

operating points 범  그래 로 나타냈다. 아크길이

가 4 mm일 때는 아크길이가 2, 3 mm일 때보다 약 

20A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더 높은 류를 사용

하여 용 을 하여도 아크길이가 2, 3 mm일 때와 동일

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아크길이 증가로 인한 류

도의 감소를 류를 증가시킴으로써 보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ArcTig에서 류 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임계 아크길이는 3 mm로 정의할 수 

있고 이보다 더 긴 아크길이에서는 류를 더 높게 사

용해야 하므로 입열량 증가, 생산비용 증가 등 여러 가

지 측면에서 비효율 인 용 을 하게 된다. 

4.4 ArcTig에서 keyhole 형성이 결함에 미치는 
향 

  Keyhole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에 지 도가 높

Table 4 Operating points and bead appearance at arc length 3 mm

Arc length Welding speed Current Bead appearance Cross secion

3 mm

28 cpm

480A

560A

32 cpm

520A

600A

36 cpm

560A

620A

(a) (b)

(c)

Fig. 5 Bead cross section where occurred burn through 
(LA 3mm), (a) current 580A, SW 28cpm, (b) current
620A, SW 32cpm, (c) current 640A, SW 36cpm

(a)

(b)

Fig. 6 Current density comparison by arc length (current 
500A, SW 32 cpm), (a) arc length 2 mm, (b) arc 
length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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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열원을 사용했을 때 형성되며 keyhole 내부의 증기

압에 의해 keyhole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G에 의한 keyhole 용 은 PAW, LBW keyhole 

용 과 마찬가지로 keyhole의 형상과 크기를 제어하고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Z. Liu 등은 

K-TIG를 통해 keyhole에 작용하는 용  라미터의 

향과 류에서 keyhole을 유지하는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용융풀에 작용하는 힘을 역학 으

로 해석하여 그 힘이 용 부의 품질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 하 다13-15). 하지만 keyhole 형성과 결함

에 한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찰한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4.4.1 keyhole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류가 낮거나 용 속도가 빠른 경우 keyhole이 형

성되지 않으며 이 경우 용 부 내부에 터 비드와 같은 

결함이 형성될 수 있다. 

  Fig. 8은 본 연구에서 실험  용 부에서 발생한 

결함을 나타낸 사진이다. keyhole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극에서 모재로 흐르는 강력한 라즈마 기류

(Plasma stream)는 모재 뒤 쪽의 keyhole 출구가 

없기 때문에 앞 쪽 벽면을 타고 용융풀의  쪽을 강하

게 어붙여 용융풀 아래쪽에 depression이 발생하고 

arc가 지나간 뒤 격하게 냉각되면서 Fig. 8과 같은 

터 비드 형태의 결함이 발생한다. 한 keyhole 출구

가 형성되지 않아 keyhole 내부로 유입되는 라즈마 

기류는 극 방향을 향해 고각도로 솟구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용융풀에 라즈마 기류에 의한 항력(drag 

force)이 작용하고 스패터가 튀어 극이나 토치가 손

상되기도 한다. 이를 Fig. 9에 모식도로 나타내었으며 

Fig. 10은 Fig. 9의 모식도와 같이 keyhole이 형성되

지 않았을 때의 종단면을 나타낸 사진이다. Z. Fei 등

은 유사한 모델을 제시하 지만 결함 형성의 이 아

Table 5 Operating points and bead appearance at arc length 4 mm

Arc length Welding speed Current Bead appearance Cross secion

4 mm

28 cpm

500A

600A

32 cpm

540A

620A

36 cpm

580A

640A

Current (A)
460 480 500 520 540 560 580 600 620 640 660

24

28

32

36

40 Arc length 2mm
Arc length 3mm
Arc length 4mm

W
el

di
ng

 sp
ee

d
(c

pm
)

Operating points

Fig. 7 Operating points range diagram of ArcTig

Fig. 8 keyhole weld defect (LA 3 mm, welding speed 
28cpm, current 4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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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keyhole 내에서 gas flow의 에 활용하 으며 

입열량이 낮을 때 Fig. 9와 같은 keyhole 형상이 나

타난다고 하 다16). 이를 통해 고찰해볼 때 이와 같은 

상은 400A 이상의 고 류 역에서 입열량이 낮을 

때 높은 아크력으로 인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4.4.2 한 keyhole이 형성된 경우

  류와 용 속도 등의 라미터를 하게 설정하여 

정상 인 keyhole이 형성되면 keyhole로 유입되는 

라즈마 기류와 형성된 속증기 그리고 유출되는 라

즈마 기류와 속 증기가 평형 인 값을 유지하면서 

keyhole 내부 압력에 의해 용융풀이 흘러내리지 않게 

유지된다. Fig. 11은 정상 인 keyhole이 형성된 경

우를 나타낸 모식도이고 Fig. 12는 한 keyhole이 

형성되었을 때의 종단면을 나타낸 사진이다. 정상 인 

keyhole 상태에서는 모재뒤 쪽을 통해 라즈마 기류

가 빠져나가고 극 뒤 쪽으로 빠져나가는 라즈마 

한 각도로 용융풀을 타고 흐르듯이 빠져 나간다. 

  4.4.3 과도한 keyhole이 형성된 경우

  류가 무 높거나 용 속도가 느려 입열량이 높은 

경우 과하게 큰 keyhole이 형성된다. 이 경우 크게 뚫

린 keyhole 출구를 통해 유출되는 라즈마 기류와 증

기의 양이 많아 keyhole 내부의 압력이 용융풀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한 용융풀의 온도 

증가로 인해 표면장력이 작아지게 되어 용락이 발생하

는 원인이 된다. keyhole 출구를 통해 많은 양의 라

즈마 기류와 증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극 뒤 쪽으로 

흐르는 라즈마 기류는 형성되지 않으며 겉으로는 일

반 인 TIG와 유사한 아크 형상이 된다. 이를 Fig. 13

에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Fig. 14는 과도한 keyhole

이 형성되었을 때의 종단면을 나타낸 사진으로 key-

Electrode

Welding direction

PlasmaFdragSpatter

Molten metal Base metal

Fig. 9 Weld model where the keyhole is not formed

Fig. 10 Longitudinal section where the keyhole is not 
formed

Electrode

Welding direction

Plasma
Fdrag

Molten metal Base metal

Fig. 11 Weld model where the keyhole is properly formed

Fig. 12 Longitudinal section where the keyhole is prop-
erly formed

Electrode

Welding direction

Plasma

Molten metal Base metal

Fig. 13 Weld model when excessive keyhole i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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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출구가 크고 용락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5는 용락이 발생한 시험편의 횡단면을 나타낸 

사진이다. 용락은 아크가 지나간 후 용융풀이 내려앉듯

이 발생하는 것과 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아크 직

하에서 즉각 으로 발생하는 형태의 2가지 유형이 있

는 것으로 찰되었다. 자의 경우 입열량, 후자의 경

우 아크력이 주요인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key-

hole과 결함 사이의 계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5. 결    론

  ArcTig를 이용한 operating points 도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rcTig에서 operating points는 평균 으로 100A 

내외로 넓은 범 이며 이는 실제 장 용에 있어서 

유연하게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용 속도를 28, 32, 36 cpm으로 변경시켜 가며 

실험한 결과 용 속도가 4 cpm 증가할 때마다 류는 

약 40A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3) 아크길이 2 mm와 3 mm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찰되지 않았지만 아크길이 4 mm에서는 류 도 

감소로 인해 사용 류가 평균 으로 20A 정도 증가하

다.

  4) keyhole 형성에 따른 용 부의 결함에 해 정

리하 으며 이 부분에 한 실험  증명을 해 추가 

실험을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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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s the joining Carbon Neutrality begins in world 
wide, almost country try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force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ccordingly, the automobile industry is inevitably re-
quired to reduce vehicle exhaust gas emissions and en-
hance fuel efficiency by reducing the weight of the ve-
hicle body and increasing the strength of parts. Vehicle 
fuel efficiency improvement technology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body weight reduction technol-
ogy, reduction of driving resistance and improvement 
of engine and drive system efficiency. Among them, 
the body weight reduction technology has great advan-
tages of economy and short application cycle. Aluminum, 
which is a representative lightweight material, can be 
used as a material for weight reduction of the vehicle 
body and the usage range of aluminum on automobile 
was expanded1). There has been a trend that steel and 
aluminum are compositely composed as body materi-

als, and for the stabilization of development, it is essen-
tial to secure a technology for joining different materi-
als between steel and aluminum.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for Al/Fe joining. Aluminum and 
steel are insoluble and have different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specific gravity, melting point, ther-
mal conductivity,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Also, according to the content of Fe and Al, and as the 
ratio of Al increased, various brittle Fe-Al intermetallic 
compounds are generat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minimize the formation of the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by selecting and appropriate process method and 
process parameters for joining aluminum and steel dis-
similar materials2,3). H.T Zhang et al. investigated the 
thickness and formation mechanism of the Fe-Al inter-
metallic compound formed at the steel interface when 
brazing aluminum alloy and galvanized steel sheet by 
CMT welding using Al-Si filler metal according to the 
amount of heat input4). S. M. Cho et al. investigated the 
polarity effect of the brazing joint of cold rolled 
steel(SPHC) and galvanized sheet steel(EG) using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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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utomobile industry is required to reduce the automotive exhaust emissions and enhance fuel efficiency by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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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 MIG welding with polarity mask, and bond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N polarity ratio. They re-
ported that a high-quality joint was obtained during arc 
brazing using Cu-Al and Si-Al filler wire, and as the 
EN polarity ratio increased at the same wire feeding 
speed,(the amount of heat input to the base metal de-
creased and the deformation decreased) proper strength 
value was obtained5).
  It can be confirmed that, in the Fe-Cu binary system, 
there are no Fe-Cu intermetallic compounds6,7). Based 
on this, the idea of using pure copper filler metal for 
dissimilar welding of aluminum and steel was obtained 
in the study. Therefore, in this study, dissimilar welding 
of aluminum and steel was tried to reduce the weight of 
the car body and attempted to minimize the formation 
of intermetallic compounds by using pure copper filler 
metal. In addition, as a welding method, GMAW(Gas 
Metal Arc Welding) was used because of its advantage 
of the automatically feeding filler wire to feed it regulary. 
After GMAW, it was confirmed whether the joints was 
well achieved by observing the bead and weld formation. 
Also the microstructure was observed to confirm the 
structure of the molten base metal and the filler metal 
and the formation of intermetallic compounds. In addi-
ti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 were con-
firmed by performing a mechanical property test at 
room temperature. Through this, the suitability and fea-
sibility of aluminum and steel dissimilar welding tech-
nology for future automobile body weight reduction 
was confirmed.

2. Materials and Methods

2.1 Materials
  The plate aluminum base metal used in this study is 
pure 1050 aluminum with a thickness of 1.5mm, and is 
shown in Fig. 1 As shown in the cross section of the 
specimen, the aluminum base metal was processed by 
45° groove-cutting to about 1/2 of the thickness8) for 

well precipitation of molten Cu and Fe and protect 
from overprecipitation of Al on the joint. The plate 
steel base metal is 1180MPa high-strength steel which 
has no plating layer with a thickness of 1.2mm, and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two base metals is shown 
in Table 1. The base metal was machined to 200×60×t mm. 
In addition, for the wire filler metal used in GMAW, 
pure copper filler metal with a diameter of 1.2∅ was 
used.

2.2 GMAW process
  The pulse GMAW process is shown in Fig. 2. As 
shown in the schematic diagram in Fig. 2, based on the 
torch position and welding start direction, 1180MPa 
high-strength steel sheet was placed on the left side, 
and AA1050 aluminum sheet was placed on the right 
side for butt joint. Those two base metals were fixed by 
using jog at the edge of both base metals. There is 
0.3mm gap between two base metals for well precip-
itation of molten Al, Cu, Fe on the joint and protect 
from too much high height of bead shape because of 
the big difference of melting point between Al and Cu, 
Fe. The used welding equipment was the VR4000 mod-
el from Frounius, and it was automated using a robot 
from YASKAWA. The welding torch angle was fixed at 
an advance angle of 20°, CTWD(Contact Tip to Work 
Distance) was 12mm, and Argon gas flow rate was 
10-15L/min. The only variable was the travel speed; 5, 
7, 8, 8.5, 9mm/s(6mm/s specimen was broken as soon 
as the welding finished). The welding conditions are 
shown in Table 2.

Fe(1180MPa HSS)

MIG

Cu wire(1.2ø)

0.3 mm gap

45° groove cutting
Al(AA1050)

Fig. 1 Cross-Sectional diagram of AA1050-1180MPa 
high-strength steel butt GMAW process

Material Al Zn Si Mn Cu Mg Cr Fe

AA1050 Bal. ≤
0.05

≤
0.025

≤
0.05

≤
0.05

≤
0.05 - ≤

0.45

Material Fe C Si Mn P S Sol-Al

1180MPa 
Hss 96.5087 0.1143 0.985 2.139 0.017 0.2 0.036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A1050 and 1180MPa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s

MIG

Cu wire(1.2ø) Welding direction

1.5 mm

60 mm

60 mm

200 mm

1.2 mm

20°

Fig. 2 Schematic diagram of AA1050-1180MPa high- 
strength steel butt GMA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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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icrostructure and component analysis

  After GMAW, the welds were cut to observe the shape 
and microstructure of the welded part and analyzed for 
components. The specimens were pretreated in the or-
der of hot mounting, grinding, and polishing.
  After hot mounting, SiC abrasive paper #800~#4000 
was used to grind in order, and for fine grinding, diamond 
suspension 3um, 1um, and colloidal silica 0.025um was 
used for polishing in order.
  After the pre-treatment, HITACHI’s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TM3030 model was used for shape 
and microstructure of welded part and Fe-SEM/EDS S- 
4800 model was used for checking chemical compo-
nent analysis.

2.4 Mechanical properties test
  In order to confirm the hardness tendency of the weld-
ed specimens by various travel speed, the Vickers mi-
crohardness was measured in the horizontal direction 
from the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to the aluminum 
base metal through MMT-X7B Vickers hardness tester 
from MATSUZAWA. The load was set differently, and 
500gf was applied in the vicinity of the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and in the Cu-based weld zone(Weld 
Zone Ⅰ) and the vicinity of the aluminum base matal 
was set to 100~300gf. The specimen was divided into 
the upper, middle, bottom parts in the horizontal direc-
tion, and each part was measured 5 times at intervals of 
0.3 to 0.5 mm. When preparing a hardness graph ac-
cording to the distance form the interface of the molten 
part, the similar hardness value parts were averaged 
and the parts were measured at 1 mm intervals. It is ex-
pressed as an average hardness value. 
  In order to confirm the tendency of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for each welding speed of the welded 
specimens, a tensile test specimen was prepared in ac-
cordance with ASTM-E8 standard. A tensile test at 
room temperature was performed at a strain rate of 
0.0025mm/s using Shimadzu’s Univeral Testing Machine 
AGS-X(100kN) tensile tester. The specimen for tensile 
test used ASTM-E8 standard, with a total length of 
100mm, a gage length of 25mm, and a width of 6mm.

3. Results and discussion

3.1 Bead and Weld shapes
  Fig. 3 shows the bead shapes after AA1050-1180MPa 
butt GMAW process for each travel speed(5, 7, 8, 8.5, 
9 mm/s) using pure copper filler metal.

    × 

 ×  ×  ×  (1)

Equation (1) shows the welding heat input(Q). V is the 
welding voltage, I is the welding current, and k is the 
welding efficiency. It can be seen that the amount of 
heat input decreases as the travel speed value in-
creases9). Accordingly, (a) the 5mm/s specimen has 
more heat input than over 7mm/s specimen when re-
maining welding conditions are the same. Therefor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a) 5mm/s specimen has a 
wider bead width and lots of melted pure copper filler 
metal on the back bead as the base metal and filler met-
al melted more than relatively (b) 7mm/s or more 
specimens. And also there were many relatively large 
pores compared to the specimens of (b)7mm/s or more, 
and the width of the bead was wide at the beginning of 
welding, thinned in the middle, and then widened again 
at the end, showing an inconsistent appearance. The 
size of pores did not decrease or even occur from speci-
mens of 7mm/s or more, the bead width was formed 
uniformly and stabilized, and the pure copper filler 
metal was sufficiently welded to the back bead in a cer-
tain amount.
  Fig. 4 shows the weld shapes after AA1050-1180MPa 
butt GMAW process for each travel speed(5, 7, 8, 8.5, 
9 mm/s) using pure copper filler metal. The weld shape 
was the same in all specimens, the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hardly melted, and the aluminum base metal 
and pure copper filler metal were melted to form a weld 
zone. The yellow dotted line indicates the molten alu-

Welding intensity(A) 60
Welding voltage(V) 18
Travel speed(mm/s) 5, 7, 8, 8.5, 9
CTWD(mm) 12
Torch angle(°) 20
Ar flow(L/min) 10-15

Table 2 Welding conditions of AA1050-1180MPa high- 
strength steel butt GMAW

(a) 5mm/s (b) 7mm/s (c) 8mm/s (d) 8.5mm/s (e) 9mm/s

Front bead
B

ack bead

Fig. 3 Bead shapes for whole travel speed specimen; (a) 
5mm/s, (b) 7mm/s, (c) 8mm/s, (d) 8.5mm/s, (e) 
9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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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m base metal, and the blue dotted line indicates 
the molten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Among the 
parts indicated by the white solid line, the left part is 
the Cu-based melting zone(Weld Zone Ⅰ) where Cu 
melted from pure copper filler metal is the main com-
ponent, and the right part is the Al melted from the alu-
minum base metal as the main ingredient. It is an 
Al-based melt zone(Weld Zone Ⅱ). Since the amount of 
heat input decreases as the travel speed increases, the 
height of the bead is the highest in the (a) 5mm/s speci-
men, and the (b)~(d) specimens are similar. It can be 
seen that the amount of molten Cu under the high- 
strength steel base metal is larger than that of the (b) 
7mm/s specimen to the (a) 5mm/s specimen.

     ×  (2)

Equation (2) shows crystal growth rate(R) and correla-
tion between the travel speed(S) and the vector angle 
value of the travel speed and the crystal growth 
rate(COSθ). θ is angle between solidification growth 
direction and welding direction. The θ value on the top 
side of joint is always smaller than bottom side and 
COSθ value on the top side of joint is bigger than bot-
tom side, resulting in a high crystal growth rate R value 
on the top side of joint10,11). And also,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rystal growth rate of the molten 
portion increases as the travel speed increases, and in 
particular, in overlap welding, it can be inferred that the 

crystal growth rate increases as it goes to the upper and 
end of the molten portion in contact with the arc heat. 
Therefore, the faster travel speed, the faster the crystal 
growth rate. At this time, it is judged that the upper part 
of the bead which is close to the fusion line solidifies 
quickly.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specimens of 
7mm/s or less had many pores in the upper-middle part 
of the Weld Zone Ⅱ, and the specimens of 8mm/s or 
less had many pores in the lower part of the weld zone. 
It is thought that the interface shape of Weld Zone Ⅰ & 
Ⅱ was created in the form of a curve rather than a 
straight line due to the difference in melting point and 
specific gravity. However, it was predicted that the 
melting amount would decrease due to the decrease in 
the heat input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travel 
speed,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melting amount of 
the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did not match the 
predicted one. This is considered to be an experimental 
error caused by the instability of the position where the 
arc was received as the welding part moved by welding 
with loose fasten jog between the two base metals, even 
though the base metals was completely fastened before 
starting welding.

3.2 Microstructure of weld zone
  Fig. 5 shows the microstructure of small amount of 
molten Fe part on 1180MPa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side at each travel speed.
  In the microstructure (a) 5mm/s specimen to (e) 9mm/s, 
the lower left part is the high-strength steel base materi-
al, and the right middle-upper part is the microstructure 
of the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melted in small 
amounts. It can be seen that primary ferrite(α-Fe) is 
precipitated in the shape of a black dot in the Cu 
matrix. As the travel speed increases, it is considered 
that the cooling rate value increases, and the temper-
ature gradient at the top of the molten part in contact 
with the arc is relatively low10,11). Therefore, it can be 

(a) (b)

(c) (d) (e)

Fig. 5 Microstructure of melted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area for whole travel speed specimen; (a) 
5mm/s, (b) 7mm/s, (c) 8mm/s, (d) 8.5mm/s, (e) 
9mm/s

5mm/s

7mm/s

8mm/s

8.5mm/s

9mm/s

Fig. 4 Weld shapes for whole travel speed specimen; (a) 
5mm/s, (b) 7mm/s, (c) 8mm/s, (d) 8.5mm/s, (e) 
9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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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that a supercooled dendrite α-Fe structure is 
formed. Although the amount of heat input would be 
decreased as the travel speed increased, the amount of 
molten Fe from steel base metal did not follow the 
trend of decreasing. This is considered to be experimental 
error in the welding process such as loose combination 
of base metals from loose jog.
  There can be seen that a black band is formed between 
the Cu matrix and the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which is considered to be an interdiffusion layer 
formed by the reaction of liquid Cu with solid Fe. In 
addition, except for α-Fe precipitated in the Cu matrix, 
a dark gray phase was form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mponents of the specimen (b) phase through 
EDS, Al:21.48, Fe:12.37, Cu:66.15(at. %). When look-
ing at the Cu-Al-Fe equilibrium diagram, it can be con-
firmed that two phase parts and three phase parts exist 
in a part with a high Cu content in low Al and Fe con-
tent12). The components of the dark gray phases are 
Al:30.39, Fe:5.33, Cu:64.28(at. %)13).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microstructure of the part where the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is melted in a small 
amount is precipitation of primary ferrite(α-Fe) and 
Al-Cu intermetallic compound(Al4Cu9), which is a dark 
gray phase in the Cu matrix14).
  Fig. 6 shows the microstructure of the Cu-based weld 
zone(Weld Zone Ⅰ) as increasing the travel speed. The 
large amount of Cu is melted from pure copper filler 
metal. In Weld Zone Ⅰ, it can be confirmed that α-Fe 
was precipitated in the shape of a black dot in the Cu 
matrix like the molten part of the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in Fig. 5 It can be confirmed that a super-
cooled dendrite α-Fe structure is formed because as 
travel speed increases, the temperature gradient is low 
at upper weld zone which is contacted to arc. Also, due 
to experimental errors, it can be seen that although the 
amount of heat input decreased as the travel speed in-
creased, the amount of molten Fe from high-strength 
steel did not follow the tendency to decrease. As a re-
sult of examining the dark gray phase in Weld Zone Ⅰ 

through EDS, in (b) 7mm/s specimen was Al:20.34, 
Fe:6.60, Cu:73.06(at. %). Compared to the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melting part(Fig. 5), since the pure 
copper filler metal is close to the melting point, the dif-
fusion rate of the element is different, so the Fe content 
decreases and the Cu content increase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primary ferrite(α-Fe) and Al-Cu inter-
metallic compound(Al4Cu9), which is a dark gray phase, 
were precipitated on the Cu matrix.
  Fig. 7 shows the representative microstructure of the 
Al-based weld zone(Weld Zone Ⅱ). In Weld Zone Ⅱ, 
different organizations appeared in three main areas. 
The upper part is a region in which primary aluminum
(α-Al) is precipitated in the Al-Cu eutectic matrix gen-
erated by the reaction of molten Al from the aluminum 
base metal and molten Cu from the pure copper filler 
metal(α-Al Zone). From the middle part, the bottom 
side of weld zone has large temperature gradient than 
the top side and the crystal growth rate is slow, so the 
content of Cu is relatively increased at bottom side of 
weld zone. Accordingly, the middle part formed an 
Al-Cu eutectic zone(Eutectic Zone) in which primary 
Al2Cu, which is an Al-Cu eutectic matrix, was cellu-
larly precipitated on the Al-Cu eutectic matrix. In the 
lower part, because the Cu content is fturther increased, 
the temperature gradient is high, and the crystal growth 
rate is slow, the matrix phase Al2Cu is formed in a pla-
nar form, and the hypereutectic structure AlCu is parti-
ally precipitated and form an Al-Cu hyepreutectic 
zone(Hypereutectic Zone). In Weld Zone Ⅱ, as the trav-
el speed increases, the θ value in Equation (2) becomes 
smaller and the COSθ value increases and the crystal 
growth rate is increased as a result. The Al atoms lo-
cated at the top side relatively close to the fusion line 
expand the area where the Al atoms solidify due to the 
influence of the low temperature gradient and fast crys-
tal growth rate. Therefore, Fig. 8 shows the tendency 
where the α-Al zone becomes wider and on the con-
trary, the Eutectic Zone and Hypereutectic Zone be-
comes narrow although the experimental error of loose 
fasten with jog as mentioned in 3.2. This is considered 

(a) (b)

(c) (d) (e)

Fig. 6 Microstructure of weld zone Ⅰ for whole travel 
speed specimen; (a) 5mm/s, (b) 7mm/s, (c) 8mm/s,
(d) 8.5mm/s, (e) 9mm/s

α-Al zone Eutectic zone Hypereutectic zone

Fig. 7 Representative microstructure of weld zon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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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effect of direct arc on joint makes neutralize the 
experimental error which is loose fasten of jog on base 
metals.
  Fig. 9 summarizes the phases verified by performing 
EDS component inspection on α-Al, Al-Cu eutectic 
structure, and Al-Cu hypereutectic structure in Weld 
Zone Ⅱ. It can be seen that the Cu content increases to-
ward the lower end.

3.3 Mechanical properties
  Fig. 10 shows Vickers hardness test results of AA1050 
aluminum and 1180MPa high-strength steel dissimilar 
butt GMAW joints by increasing travel speed using 
pure copper filler metal. The x-axis of the Vickers hard-
ness test result graph represents the distance from the 
Weld Zone Ⅰ and Weld Zone Ⅱ interfaces, and the y-ax-
is represents the fine Vickers hardness value.
  The Vickers hardness was measured by diving the 
specimen from the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to 
AA1050 aluminum base metal into the top, middle, 
bottom parts in the horizontal direction of the 
specimen. In the Fig. 10, if the difference in hardness 
between the top, middle, bottom part was within 5HV, 
the average value was calculated and indicated by a 
black solid line. If the hardness difference was greater 

(a) (b)

(c) (d)

α-Al zone
Eutectic zone
Hypereutectic zone

Fig. 8 Microstructure of weld zone Ⅱ for whole travel 
speed specimen; (a) 5mm/s, (b) 7mm/s, (c) 8mm/s,
(d) 8.5mm/s, (e) 9mm/s

Area No Element Content
(at. %)

Phase 
formula

α-Al 
zone

1 Al 98.32 α-AlCu 1.68
2 Al 66.03 Al2CuCu 33.97

Eutectic 
zone

3 Al 95.50 α-AlCu 4.50
4 Al 61.78 Al2CuCu 38.22
5 Al 73.99 Al2CuCu 26.01

Hyper-
eutectic

zone

6 Al 94.80 α-AlCu 5.20
7 Al 67.04 Al2CuCu 32.96
8 Al 53.08 AlCuCu 46.92

Fig. 9 Chemical compositions of phases in weld zon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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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diagram of horizontal direction for the hardness measurement for whole travel speed specimen; (a) 
5mm/s, (b) 7mm/s, (c) 8mm/s, (d) 8.5mm/s, (e) 9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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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10HV, the top part was indicated by a red dot and 
the bottom part by a blue dot. It can be seen that the 
hardness value is very high at the interface of Weld 
Zone Ⅰ and Ⅱ up to the specimen of 7mm/s or less, and 
the hardness value is significantly lowered in the corre-
sponding part from the specimen of 8mm/s or more. 
This 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crystal growth rate ac-
cording to the increase in travel speed. It is judged that 
this is a phenomenon that occurs as the α-Al Zone con-
tent increases, and the precipitation of brittle Al-Cu eu-
tectic and hypereutectic structure decreases.
  Fig. 12 shows the tensile test results of AA1050 alu-
minum and 1180MPa high-strength steel dissimilar butt 
GMAW joints by increasing travel speed using pure 
copper filler metal. It can be seen that the 5mm/s and 
7mm/s specimens did not undergo plastic deformation, 
but immediately brittle fracture. On the other hand, in 
the 8, 8.5, 9mm/s specimens, plastic deformation oc-
curred as a neck was created, and the each UTS and 
elongation were 86MPa/15.3%, 86MPa/13.2%, 75MPa/ 
14.1%, which was similar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luminum base metal(60-100MPa/15-28%15,16)). As 
shown in Fig. 11, 5mm/s and 7mm/s specimens are 
fractured between the Weld Zone Ⅱ and the aluminum 
base metal. In the hardness data of 5mm/s and 7mm/s 
specimens, the hardness values at the Weld Zone Ⅰ & Ⅱ 
interfaces were very high(600-700HV), so it was ex-
pected that fracture would occur at this interface. 
However, the fracture occurred between Weld Zone Ⅱ 
and AA1050 aluminum base metal. This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formation of high hardness value Al-Cu 
eutectic structure Al2Cu and hypereutectic structure 
AlCu(Al2Cu:324HV, AlCu:628HV15,16)). Based on the 
above-mentioned contents, due to the relationship be-
tween crystal growth rate and travel speed, the α-Al 
Zone range expands to the middle-bottom part of the 
weld zone, and at the same time, the Eutectic and 
Hypereutectic Zones narrow, and content of ductile Al 
atoms increases from 8mm/s or more specimen. 
Therefore, due to these phenomenon, it is judged that 
the 8, 8.5, 9mm/s specimens were fractured at the alu-

minum base metal and able to be avoid fracture at eu-
tectic and hypereutectic area which have high hardness 
values.

4. Conclusion

  After AA1050-1180MPa high-strength steel butt GMAW, 
the effect of pure copper filler metal and the optimal 
welding process were derived by observing the micro-
structure of the joint by travel speed, inspecting chem-
ical components, and evaluating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As the travel speed value increased, the crystal 
growth rate value is increased. This makes the α-Al 
Zone to be wider and Eutectic & Hypereutectic Zone to 
be narrow in Weld Zone Ⅱ.
  2) Because of the 1), the Vickers hardness of Weld 
Zone Ⅰ which contains ductile Al content is lower than 
high-strength steel base metal, Weld Zone Ⅱ which 
contains Al-Cu eutectic & hypereutectic structure is 
lower than AA1050 aluminum base metal, and the 
Weld Zone Ⅰ & Ⅱ interface which is contains con-
centrated eutectic & hypereutectic structure is highest 

Fig. 11 Tensile test specimen for whole travel speed speci-
men; from the top 5-9mm/s

U
lti

m
at

e 
te

ns
ile

 st
re

ng
th

 (M
Pa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5 7 8 8.5 9

Travel speed (mm/s)

(a)

(b)

5 7 8 8.5 9

Travel speed (mm/s)

20

16

12

8

4

0

El
on

ga
tio

n 
(%

)

Fig. 12  (a) Travel speed-UTS (b) Travel speed-Elongation



Ju-Hee Jung, Dae-Woong Park, and Eung-Ryul Baek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6, 2021648

among the all parts of each specimens.
  3) Because of the 1), 8mm/s or more specimens had 
plastic deformation with necking and occurred the frac-
ture on aluminum base metal. In this study, the biggest 
problem of Al/Fe dissimilar welding where the fracture 
occurred on Al-Fe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was 
not occurred.
  4) The optimum process of AA1050-1180MPa High- 
strength steel is 0.3mm gap between two base metals, 
groove-cutting on aluminum base metal and travel 
speed 8mm/s. In order to obtain a good quality joint,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cipitate Al suffi-
ciently in Weld Zone Ⅰ to make it ductile, and to reduce 
the range of Eutectic & Hypereutectic Zone in Weld 
Zon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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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저항 점용접 너겟 직경 예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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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istance spot welding, which has the advantages of low cost and high productivity, is the most common method 
used in the automobile industry for joining steel sheets. However, in practice, resistance spot welds are typically 
tested for welding quality using destructive rather than non-destructive inspection methods because of their lower 
cost. However, in destructive inspection, quality defects can be found on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cess. 
Accordingly, several studies are currently being conducted to predict the quality of welding in real time. Welding 
quality is determined by the diameter of the nugget, and its size depends on several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a linear regression model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were constructed to predict the nugget diameter. 
An electric power pattern was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a welding experiment, and nine types of electric power 
characteristic values   were extracted from the obtained electric power pattern as independent variables. From the nine 
electric power characteristic values, six having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the nugget diameter   were determined as 
final independent variable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The linear regression model was constructed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was built using a deep neural network model with 
two hidden layers and nodes of 64 and 16. In this study, the error between the actual measured and predicted nugget 
diameters was taken as 0.2 mm or less as a good predictive value. When the linear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predict the nugget diameter, only approximately 36% were predicted well. By contrast, when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used, approximately 86% were predicted well. Thus,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yielded better 
results. It was determined that with more welding data and information on steel types, the proposed welding quality 
prediction system could be improved.

Key Words: Resistance spot weld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rtificial neural network, Monitoring
data, Nugget diameter,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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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항 용 은 자동차, 항공기 등의 산업 분야에서 강

의 합을 해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

업의 경우, 생산성이 높고 원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

에 항 용 이 차체 용 에서 80% 이상인 4000~ 

6000타  정도로 가장 많이 용되고 있다. 한, 최

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연비향상  안 성의 규제강화

에 따라 차량 경량화가 필수 으로 요구됨에 따라 강 의 

두께를 이고 강도를 높인 980 MPa , 1500 MPa

의 고장력 강 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

로운 강 의 용에 따라, 새로운 강재 용에 따른 용

 품질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요구도 많다. 일반 으

로 항 용 의 용 부의 품질에 한 검사는 X-ray

나 음 를 이용한 비 괴검사 혹은 괴검사를 이용

하고 있다. 하지만 X-ray나 음 를 이용한 비 괴검

사법은 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비용 인 측면에서 활용

하기 힘들고 괴검사는 공정 이후에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 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작업자

가 공정이 끝난 후에 알게 된다는 문제 이 있다. 그러

므로 이러한 문제 들을 효과 으로 보완하기 해 즉

각 이고 자동으로 용  부의 품질을 측하는 실시

간 장 용  품질 측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1.2 선행연구

  실시간 용  품질 측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

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손찬석1), 이종 8)등의 연

구에서는 용  시뮬 이션을 통해 항 용 의 강도

와 겟 직경을 측하는 모델을 개발하 다. 용  시

뮬 이션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 실제 용  실험 결

과와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하 다. 용  시뮬 이션 

결과를 근거로 용 의 주요공정변수인 용 류, 용

 시간, 가압력과 강 의 두께를 이용하여 인장 단 

강도  겟 직경을 측해 용  품질을 단하는 2

차 다항 회귀모델을 제안하 다. 조용 2) 등의 연구에

서는 용 부의 품질과 직 인 인자를 계측하기 하

여 동 항(Dynamic Resistance)을 이용하 다. 이 

연구는 패턴 인식 기법을 통해 동 항의 패턴을 벡터화

하여 5가지로 구분하 으며, 이를 신경망에 용해 실

시간으로 용 이 완료됨과 동시에 동 항 패턴을 인식 

후 분류하여 용 부의 품질을 단하 다. 신석우3) 등

의 연구는 동 항의 패턴을 근거로 10가지의 인자를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하 다. 추출된 10가지 인자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겟 직경을 측하는 모델을 

제시하 다. 조재형4) 등의 연구에서는 동 항 패턴을 

근거로 10가지의 인자를 추출하고 불필요한 독립변수

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후진 제거법을 수행하 다. 후진 

제거법을 통해 결정된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다 회귀 

분석모델과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해 용  품질을 측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Hee-Won Cho5) 등은 소재

의 화학 성분에 따라 항 용 부의 단 모드를 측

하여 측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

행하 다. 한 Sang-Gyu Choi6) 등은 한 강종에 

해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

용한 용 의 표면 이미지 인식을 통해 겟 직경과 

단 강도를 측하여 용  품질을 단하는 연구도 진

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용  압  류 신호를 

인공신경망에 용하여 용  품질을 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연구에서는 한 종류의 강

에 한 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시스템을 구축

하 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강 에 해 이종 용 된 상

태에서도 범용  활용이 가능한지에 한 검증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강재를 사용한 연구가 아닌 

동종과 이종 용 을 진행한 강재들이 섞여 있는 다양한 

강재에 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용  품질 단을 수

행한다. 독립변수는 류 신호와 동 항 신호를 이용하

여 력 곡선을 추출하고 상 계 분석을 통해 력과 

겟 직경의 직 인 련성이 있음을 증명하 다. 그

리고 독립변수인 력을 활용하여 선형 회귀분석 모델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고 겟 직경을 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분석의 결과 비교를 통해 인공신

경망을 사용한 측시스템의 우수성을 제시한다.

2. 선형회귀분석  인공신경망

2.1 회귀분석

  선형 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와 한 개 이상인 독

립변수와의 선형 계를 모델링하는 회귀분석 기법이다. 

용  품질을 측하기 해서는 많은 변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선형 회귀분석 기법  다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다  선형 회귀분석은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기법

으로써, 다양한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연 성을 

잘 설명해  방법이다.

  식 (1)은 다  선형회귀 모델에 한 일반형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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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 β β  ∙∙∙ β (1)

  Fig. 1은 인공신경망 모델과의 차이 을 보여주기 

해 다  선형회귀 모델을 도식화한 형태이다. X는 

독립변수로서 종속변수 Y를 설명한다는 의미로 설명변

수라고 부른다. β는 설명변수들의 계수로서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향력을 나타내며 편회귀 계수라고 

부른다.

  비선형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비선형 

계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비선형 회귀분석은 선형회

귀분석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계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식 (2)은 비선형 회귀 모델의 형

태를 보여 다.

    β β
β

 ∙∙∙ β (2)

2.2 인공신경망

  인간의 추신경계는 신경세포(Neuron)와 신경세포

들을 연결하는 시냅스(Synapse)로 구성되어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아 정보를 장하고 학습한다. 인공

신경망은 이러한 추신경계를 단순화시켜 모방한 통계

학  학습 알고리즘이다. 인공신경망에서의 신경세포는 

노드, 시냅스는 가 치라고 정의된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로써, 함수의 근사치를 결정하기 

해서는 다층퍼셉트론 신경망(Multi Layered Percept- 

ron, MLP)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MLP는 입력

층(Input Layer)과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

(Output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층에는 종

속변수를 도출하기 한 독립변수의 값들을 입력하는 

노드가 존재한다. 은닉층은 모든 입력층 노드로부터의 

입력값과 가 치와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노드가 존재하

고, 출력층은 마지막 은닉층의 노드와 가 치의 결합으

로 생성되는 노드가 존재하는 층을 뜻하며 노드에서 나

타나는 값이 종속변수가 된다. 은닉층은 층의 개수에 따

라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게 된다. 2개 이상의 은닉층

을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은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이라 부르며, 심층신경망은 Fig. 2와 같이 다

의 은닉층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선형  계를 나타

낼 수 있다.

3. 항 용

3.1 항 용  품질 측

  Fig. 3은 항 용 (Resistance Spot Welding)

에 해 설명하는 그림이다. 항 용 은 두 극 간

에 두 강재를 해 놓고 양측에서 류를 통 한다. 

강재의 부는 통 된 류에 의해 항 열이 발생하

여 용융부를 생성하고 이를 가압하여 용 한다. 이러한 

용 의 결과인 용융부를 겟이라고 한다. 일반 으로 

항 용 은 200~300 ms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용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 생산 장에

Fig. 1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Input layer

Hidden layer1 Hidden layer 2 Hidden layer 3

Output layer

Fig. 2 Deep neural network model

Electric current
Pressing force

Nugget
Electrode

Electrode

Pressing force

Fig. 3 Resistance spo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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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의 량생산에 

가장 합한 방법이다. 항 용 은 인장 단 강도

나 겟 직경을 통해 용  품질을 단한다. 인장 단 

강도는 정  인장시험을 통해 최 하 을 측정하여 용

의 품질을 단하며, 겟 직경은 용 부의 심을 

지나는 단면을 당한 방법으로 단하여 연마, 부식 

후 겟 직경을 측정하여 용  품질을 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겟 직경을 측하여 용  품질을 

단한다. 겟 직경에 따른  용 부의 검사 방법은 

KS B 0850에서 품질의 요구 조건에 만족하도록 한

다. KS B 08507)은 강재의  두께에 따라 겟 직경

이 가져야 하는 최소치  평균치를 기 화하고 있다.

3.2 용  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 기는 Fig. 4와 같이 인버터 

DC 항 용 기를 사용하 다. Table 1은 용  조

건을 나타낸 것으로, 총 154번의 용 을 진행하 다. 

본 실험의 재료는 차체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합 화 

용융 아연도 강 인 SGACC와 도 재 핫스탬핑재인 

SABC1470, 표면 GA 코  냉간 압연 고장력 강 인 

SGAFC780, 자동차용 가공성 냉간 압연 고장력강인 

SPFC980, SPFC1180과 같은 강재들을 사용하 다. 

용 류는 각 강재의 조합에 따라 0.3 kA, 0.5 kA 

단 로 변화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가압력과 통 시

간은 용융부의 형성과 크기에 큰 향을 미친다. 따라

서 각각의 강재의 조합에 따라 한 조건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극은 통  경로를 좁게 제한하여 

류 도를 높이는 역할로서, 용융부의 형성을 제어하

는 데에 요하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Fig. 5와 같이 

일반 으로 항 용 에서 많이 사용하는 6 mm 직

경의 돔형 극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은 각 용 조건에 따른 류와 동 항 그래

를 얻기 하여 진행되었다. 류와 동 항은 이후 독

립변수로 사용될 용 의 특성값을 구하기 한 요한 

Fig. 4 MFDC resistance spot welding machine

Steel
Number 

of
weld

Weld time
(ms)

Current
(kA)

Force
(kgf)

SGACC 0.7t 
+ SGACC0.7t 13 200 6-7.5 200

SGAFC780 1.4t 
+ SGAFC780 1.4t 15 300 4.5-9 320

SPFC980 1.0t 
+ SPFC980 1.0t 18 300 3.5-8 350

SGACC 0.7t +
SABC1470 1.6t 21 233 3-9 300

SPFC980 1.0t +
SPFC1180 1.8t 21 283 3-10 350

SGACC 1.0t +
SGACC 1.0t 30 200 3-9 200

SGAFC780 1.0t 
+ SGAFC780 1.0t 33 300 3-9 320

SABC 1470 1.0t
+ SABC1470 1.0t 3 300 3-6 400

Table 1 Welding conditions

Fig. 5 6mm domed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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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urrent graph of SGACC 0.7t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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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되고, Fig. 6과 Fig. 7은 총 154개의 용  실

험  SGACC 0.7t + SGACC 0.7t 조합의 용  실

험 결과인 류와 동 항 그래 를 보여 다.

4. 겟 직경 측 모델 개발

4.1 용  특성값 선정

  본 연구에서는 용 기에서 얻을 수 있는 공정 변수와 

동 항을 이용하여 력값을 추출하고 겟 직경을 

측하는 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력은 식 (3)을 

통해 계산하며, Fig. 8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  (3)

  이러한 력 곡선의 패턴을 통해 용  품질 측 모

델에 사용될 9가지 인자를 추출하 다. P1은 최종

력, P2는 력의 최댓값, P3는 력의 최댓값과 최종

값의 차, P4는 최댓값까지의 시간, P5는 력의 최댓

값부터 최종값까지의 시간, P6는 P2에서 P4를 나  

값, P7은 P3에서 P5를 나  값, P8은 P3와 P5를 곱

한 값 그리고 P9은 력 곡선 아래의 면 으로 앞서 

실험을 통해 얻은 총 154개의 데이터로부터 각각 9가

지의 용  특성값을 추출하 다.

  본 연구는 용  품질 측 모델을 개발하기  종속

변수인 겟 직경과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력의 특성

값 P1~P9 사이의 상 계분석을 통해 상호 간의 

계를 악하 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 계

가 클수록 독립변수가 겟 직경의 형성에 큰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Table 2는 겟 직경과 력 특성

값 사이의 상 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4는 력

의 최댓값 P2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P2는 겟 생

성에 큰 향을 끼치므로 P4가 커질수록 겟 직경은 

작아지기 때문에 상 계 분석 결과 음수 값을 보

다. P2와 P3, P6, P7, P8, P9은 겟 직경과 높은 

상 계를 가져 좋은 선형성을 보여 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P2와 P3, P6, P7, P8, P9을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의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4.2 회귀분석을 이용한 품질 단

  본 연구에서는 P2와 P3, P6, P7, P8, P9 6개의 

력의 특성값을 이용하여 선형 회귀분석과 비선형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을 한 회귀 모델은 식 (1)

와 같은 다  선형회귀모델과 식 (2)와 같은 비선형 

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 다.

  3가지의 력의 특성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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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ynamic resistance graph of SGACC 0.7t combi-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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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traction of power patterns and characteristic 
values

Nugget diameter (mm)

P1  0.716

P2  0.862

P3  0.824

P4 -0.345

P5  0.324

P6  0.772

P7  0.792

P8  0.765

P9  0.897

Nugget diameter (mm)  1.000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etween the charac-
teristic value of electric power and the diameter 
of the nug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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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선형 회귀 식은 식 (4), 비선형 회귀 식은 식 (5)

에 나타내었다.

  Y    P  P  P

     

 (4)

  Y    P
 P

 P


 
 

 
 

       

  

  결정계수는 종속변수에 한 모델이 주어진 자료에 

합한 정도를 나타낸다. 본 모델의 분석 결과인 결정

계수  는 식 (6)과 같이 계산하 다. 여기서 는 실

제 측정값을 의미하며 는 모델의 측값, 는 실제 

측정값의 평균, n은 총 데이터 수를 의미한다.

      


  



   



  



  


(6)

  그리고 평균 제곱근 오차는 측값에 한 정확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실제 측정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의 평균 인 오차를 확인하기 해 식 (7)과 

같이 계산하 다. 여기서 는 실제 측정값을 의미하며, 

는 모델의 측값, n은 총 데이터 수를 의미한다.

    






  



  
 (7)

  다  선형회귀모델의 분석 결과는 0.90의 결정계수

와 0.41 mm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가졌으며, 비선형

회귀모델의 분석 결과는 0.96의 결정계수와 0.26 mm

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가졌다.

  Fig. 9, Fig. 10은 선형 회귀분석 결과와 비선형회

귀 분석 결과를 실제 측정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

제 겟 직경 측정값과 측값의 오차가 0.2 mm 이하

인 경우를 양품이라고 가정하 다. 선형회귀모델의 실

제 측정값과 측값의 비교 결과는 약 36%, 비선형회

귀모델의 실제 측정값과 측값의 비교 결과는 약 60%

를 양품으로 측하 다. 이를 근거로 실제 측정된 

겟 직경을 정확하게 측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형회귀모델은 회귀 계수 간의 계가 직 이

기 때문에 각 조건의 향력을 해석하기 쉽지만, 모든 

조건을 오직 선형 결합으로만 표 해야 하는 데에 한계

를 가진다는 단 이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겟 직경 

측 모델을 개발하 다. 인공신경망은 비선형 회귀 모

델링 방법으로서 측 자체가 요시되는 복잡한 문제

에 해서 사용한다. 실제 모델링 상이 되는 데이터

가 선형 결합으로 표 이 불가능한 데이터라면 정확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 수 없다. 인공신경망은 복잡한 

계도 부분 표 이 가능하므로 앞선 선형 회귀 모델

의 한계 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신경망은 학

습을 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면, 불필요한 잡음을 모델에 반 하는 과 합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 이 있다.

4.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품질 단

  인공신경망 모델 개발을 한 독립변수는 다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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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actual nugget diameter and predicted 
nugget diameter using linear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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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actual nugget diameter and pre-
dicted nugget diameter using nonlinear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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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델에서 사용한 변수를 사용한다. 인공신경망 모

델은 앞서 설명한 6가지 독립변수를 입력 노드로 설정

하고, 2개 이상의 은닉층과 노드로 구성된 심층 신경망

으로 설계하 다. 이어에서의 활성화 함수는 relu 함

수를 선택하 으며, 학습 방법은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

화하는 함수 최 화 기법인 Adam을 사용하 다. relu 

함수는 선형 함수이며, 미분이 아주 간단한 함수로서 

분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많이 사용된다. 평균 제곱 

오차는 측값에 한 정확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식 (8)과 같이 계산하 다. 여기서 는 실제 측정값을 

의미하며, 는 모델의 측값, n은 총 데이터 수를 의

미한다.

    



  



  
 (8)

  반복 학습 횟수는 1000번으로 하고 총 154개의 데

이터  80%를 훈련 데이터로, 테스트 데이터는 20%

로 하여 훈련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과 련된 라미터

를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겟 직경 측 시

스템은 테스트 데이터를 제외한 훈련 데이터를 학습 후 

생성된 모델을 사용하여 겟 직경을 측하는 시스템

을 개발하 다. 하지만 인공신경망 모델은 과 합이라

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훈련 데이터의 학습 모델이 

과 합되는 상은 훈련 데이터에 한 정확도는 높을

지라도, 새로운 데이터 즉 테스트 데이터에 해서는 

높은 정확도로 동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개발된 모

델이 훈련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여 실제 측정된 데이

터에 한 오차가 증가하는 상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신경망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은닉층과 노드 수를 변경하여 인공신경망의 구조

를 바꾸는 방법과 상 계가 작은 독립변수를 제거하

는 방법을 통해 겟 직경 측모델을 생성하고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겟직경을 측한

다. Table 3은 개발된 겟 직경 측 모델을 이용한 

테스트 데이터 측 결과를 보여 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수 P2, P3, P6, P7, P8, P9을 사

용하고, 2개의 은닉층과 64-16 노드를 가진 모델이 

0.99의 결정계수와 0.14 mm 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가지며 가장 좋은 측 결과를 가졌다. 물론 독립변수 

P2, P3, P9를 사용하고 3개의 은닉층과 48-24-12 

노드를 가진 모델 역시 0.98의 높은 결정계수를 가진

다. 그러나 input의 개수를 이는 것은 입력 데이터

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하

면서 과 합을 가능한 게 발생시키는 자의 모델을 

사용하여 겟 직경을 측하 다. Fig. 11은 가장 좋

은 테스트 데이터 측 결과를 가진 모델이 학습하는 

동안 손실이 수렴하는 과정을 보여 다. 여기서 학습 

횟수는 epochs를 손실은 loss를 의미한다. Fig. 11의 

그래 에서 손실은 학습 횟수가 0~200까지 꾸 히 

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400~600번의 반복 학

습이 진행된 이후에는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Fig. 12는 테스트 데이터를 통한 실제 측정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을 비교한 그래 이다. 다  

선형회귀모델과의 비교를 해 실제 겟 직경 측정값

과 측값의 오차가 0.2 mm 이하인 경우를 양품이라

고 가정하 다. 실제 측정값과 측값의 비교 결과는 

약 86%를 양품이라고 측하 다. Table 4는 인공신

경망을 이용한 테스트 데이터의 겟 직경 측 결과표

를 보여 다. 테스트 데이터의 겟 직경 측 결과는 

Input Number of
layers

Number of
nodes  RMSE

(mm)

P2, P3, 
P6, P7,
P8, P9

2
16-4 0.96 0.23
32-8 0.97 0.22
64-16 0.99 0.14

3

16-8-4 0.94 0.32
32-16-8 0.98 0.22

48-24-12 0.97 0.24
64-32-16 0.98 0.18

P2, P3, 
P9

2
16-4 0.93 0.33
32-8 0.94 0.33
64-16 0.96 0.24

3

16-8-4 0.96 0.29
32-16-8 0.94 0.27

48-24-12 0.98 0.18
64-32-16 0.98 0.18

Table 3 Nugget diameter prediction result of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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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vergence of lo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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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SPFC980 조합에서 6.5 kA 

조건과 SGACC 1.0t조합에서 7.5 kA 조건, SGACC 

0.7t 조합에서 7.5 kA 의 측 결과처럼 실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이 작은 오차를 가지는 값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SABC 1470 1.0t 동종 조합의 4 kA 

조건과 SGACC 0.7t 와 SABC 1470 1.6t 조합의 4 

kA 조건에서 각각 0.38 mm, 0.28 mm 정도의 큰 오

차를 보이는 결과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오차를 일 수 있다면 실제 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  품질 측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용  품질을 측하기 

해 용  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력 패턴에서 특성

값을 추출하여 겟 직경을 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총 154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력의 특성값과 

겟 직경 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해 겟 직경과 가장 

큰 상 성을 가지는 6가지 인자를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주어진 용  데이터에서 다  선형 회귀분석과 

비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겟 직경을 측하는 모델

을 개발하 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결정계수 0.90, 

평균 제곱근 오차 0.41 mm, 비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결정계수 0.96, 평균 제곱근 오차 0.26 mm의 결과를 

가졌다. 실제 측정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의 

0.2 mm 이하 오차를 양품으로 가정하 을 때, 각각 

약 36%, 60%를 양품으로 측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회귀분석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겟 직경을 측하는 모델을 

개발하 다. 개발된 모델을 통한 테스트 데이터 측 결

과는 결정계수는 0.99, 평균 제곱근 오차는 0.14 mm 

로서, 실제 측정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의 

0.2 mm 이하 오차를 양품으로 가정하 을 때 약 86%

를 양품으로 측하 다. 다  회귀모델보다 높은 정확

도를 가짐으로써 인공신경망 모델의 우수성을 제시하 다.

  그러나 86%의 정확도는 실제 장에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보다 많

은 용  데이터의 확보, 장에서 발생하는 용  변수

에 한 고려와 각각 다른 종류의 강종에 한 정보를 

활용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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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actual nugget diameter and pre-
dicted nugget diameter of test data using artifi-
cial neural network model

Table 4 Nugget diameter prediction result of test data us-
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Steel
combination

Current
(kA)

Measured 
nugget 

diameter (mm)

Predicted 
nugget 

diameter (mm)

SPFC980 1.0t + 
SPFC980 1.0t

4 3.6 3.42
5 4.4 4.46

6.5 5.7 5.69
5.7 5.63

SGACC 1.0t + 
SGACC 1.0t

6.3 2.2 2.06

7.5 4.4 4.33
4.4 4.26

7.8 4.6 4.70

SGACC 0.7t + 
SGACC 0.7t

6 3.0 3.14
6.5 3.7 3.57
7 4.1 4.02

7.5 4.4 4.42
4.4 4.39

SGAFC780 1.4t 
+ SGAFC780 1.4t

5 4.6 4.59
5.5 5.1 5.09
6 5.3 5.38

SGAFC780 1.0t 
+ SGAFC780 1.0t

3.5 1.4 1.39
5.5 4.3 4.39
6 4.8 4.94

6.5 5.5 5.34

7 5.8
5.8

5.70
5.65

8.5 6.7
6.7

6.56
6.50

SGACC 0.7t 
SABC1470 1.6t

4 3.0 2.73
4.5 3.8 3.57

5.5 4.8
4.8

4.75
4.73

SABC 1470 1.0t
+ SABC1470 1.0t 4 3.8 3.42

SPFC980 1.0 
+ SPFC1180 1.8

4 3.4 3.59
5.5 5.2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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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 용 은 박 에 류를 흘려 항열을 발생시

키고 이를 통해 용  깃을 형성하는 용융용 기법으

로 자동차 생산에서 가장 요한 용 공정이다. 항 

용 에서 가장 요한 공정인자는 통  시간, 용  

류, 극 가압력이다. 정한 직경의 용 깃을 형성

하여 합부의 하 달력를 확보하고 날림(expulsion)

을 방지하여 건 한 용 부를 형성하기 해 세 공정인

자를 최 화하고 있으며, 정 용 구간은 로 (lobe) 

곡선 형태로 제시된다.

  고강도강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 용 조건이 기존 

연강과 다른 구간으로 설정되고 있으며1), 고강도강에 

합한 다양한 용 공정변수가 제안되고 있다2-4). 자동

차용 소재의 두께가 t인 경우 항 용  깃의 직경

을 4√t 이상으로 설정하 으나, 최근 고강도강의 경우 

이 값이 충분하지 못하여 소재의 두께와 용 부의 강도

분포를 동시에 고려된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다5). 고강도

강의 항 용 부 단 시험에서는 깃이 충분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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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하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계면 단(interfacial 

fracture, IF)과 하  달이 충분할 경우에 나타나는 

버튼 단(pullout fracture, PF)이 표 인 단모

드인데, 소재의 종류와 깃의 직경에 따른 거동을 설

명하기 하여 용 부의 속학  조성, 경도분포, 인장

시험에서의 변형거동 등에 한 모델이 보고되었다6-11). 

2010년 이후 핫 스 포 강의 자동차 용이 확 되

면서 1.5 GPa에서 2.0 GPa 강도의 소재에 한 용

성이 검토되고 있다12-17). 한 소재 경화도 측을 

핫 스 포 강 등 고강도강으로 확 하여18), 소재 

화학성분에 따른 항 용 부의 단모드 측연구도 

소개된바 있다19). 항 용 부의 형상  성능의 최

화는 실험 모사20), 산해석21), 실험계획  반응표

면법22), 신경망 용23)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시

도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딥러닝  머신러닝 기법을 용 분야

에 용하려는 시도가 확 되고 있다. Lee et al.은 

CNN 기반 딥러닝을 용 분야에 용한 사례24)와 모

델의 평가  시각화 동향25)에 하여 보고하 다. 

Lee et al.26)은 Al/Cu 이종재료의 겹치기 이  용

부에 한 용  특성에 한 머신러닝 모델링을 수행

하 으며, You et al.27)은 고강도강 겹치기 이  용

부의 형성과 단모드에 머신러닝 모델을 용한 결

과를 발표하 다. 딥러닝 모델의 경우 2개 이상의 은닉

층을 채택하므로 비선형 시스템의 모델링에 합한 특

성을 가지고 있으나 과 합(overfitting) 발생의 우려

가 있어 모델에 의한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

nation, R2)가 높으면서도 가  단순한 모델을 선호

한다. 따라서 딥러닝 모델링에서는 하이퍼 라미터(hyper- 

parameter)라고 불리는 내부 변수들(은닉층 수, 은닉

층의 노드 수, 최 화 함수의 변수 등)의 최 화가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강 항 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정인자와 용 부 형상  단거동에 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고자 했으며, 이 때 각 모델에 

한 하이퍼 라미터 최 화를 용하고자 한다.

2. 데이터 수집  모델링 방법

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논문에 공개된 다양한 동종·이종 고강

도 강 의 항 용 부에 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용

 깃 형상, 단 강도  단거동에 한 기계학습 

측모델을 구축하 다9,11,19,28-30). 측모델에 사용된 소

재는 440 MPa부터 1500 MPa까지의 인장강도를 가

지는 고강도강으로, 소재 두께 범 는 0.95-2.22 mm

이다. 데이터에 사용된 용 조건의 범 는 용  류는 

4-12 kA, 가압력은 1.96-5.3 kN, 용 시간은 200- 

400 ms 까지고, 문헌에서 수집한 총 데이터의 개수는 

224개이다.

  용 부 형상을 표하는 깃 직경, 용 부 강도인 

인장 단 단하  값에 해서 소재  용  라미터

에 한 회귀모델을 개발하 다. 용 부 인장 단시험

에서 단모드의 경우 계면 단과 버튼 단에 한 

분류모델을 개발하 다.

2.2 딥러닝 입출력 정의

  2.2.1 회귀모델을 한 데이터 비

  깃의 직경과 용 부 인장 단 단하  측을 

한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Table 1과 같이 상하  소재의 

강도  두께, 극 가압력, 용  류, 통  시간을 입

력으로 비하 으며, 결과로는 깃의 크기  인장

단시험 단하 로 설정하 다. 

  

  2.2.2 분류모델을 한 데이터 비

  인장 단시험에서 단모드의 측을 한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2가지 형태의 모델을 검토하 다. 첫 번째 

모델은 Table 1과 같이 상하  소재의 강도  두께, 

극 가압력, 용 류, 통  시간을 입력으로 하고, 

단모드를 결과로 하는 1-스텝 모델이다. 두 번째 모

델은 Table 2와 같이 소재의 강도  두께, 깃 직경

으로부터 단모드를 측하는 모델이다. 두 번째 모델

의 경우 첫 번째 모델에서 소재  용 라미터 정보

• Fracture mode• Deep learning model
• Materials information
• Welding parameters

(a) 1-step model

• Materials information
• Welding parameters

• Sub model 1 • Nugget diameter
• Sub model 2 • Fracture mode

(b) 2-step model

Fig. 1 Classification models for fracture mode estimation: (a) 1-step model and (b) 2-ste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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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깃 직경을 측하는 서  모델 1과 다

시 소재 정보와 깃 직경 모델만을 이용해서 단을 

측하는 서 모델 2로 나눠서 학습하 다. 서  모델 

1은 용 기 특성이 반 되므로 설정값 혹은 평균 측정

값만으로 표 화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존 연

구에서는 주로 서  모델 2에 해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다. 이 경우 소재 특성을 반 할 경우 상당히 정확

한 이론  측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7,23), 별도로 

모델 합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2.3 딥러닝 학습모델

  본 연구에서는 깃의 형상과 인장 단 단하  

측을 한 2개의 회귀모델과 단모드 측을 한 1-

스텝  2-스텝 분류모델을 개발하 다. 딥러닝 신경망

을 구축할 때 최 화할 하이퍼 라미터를 선정하고, 특

정 범  내에서 일정 간격으로 하이퍼 라미터 값을 선

택하여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하이퍼 라미터 값

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리드 탐색(grid search)32)을 

사용하여 Table 3과 같은 범 에서 최 화를 수행하 다. 

  회귀모델의 경우 은닉층에서는 ReLU(Rectified Linear 

Unit) 함수와 출력층에서는 항등 함수를 활성화 함수

로 이용하 다. 분류모델의 경우 이진분류를 해서 은닉

층에서는 ReLU 함수와 출력층에서는 Sigmoid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이용하 다. 딥러닝 네트워크의 가 치를 

최소화하기 한 손실 함수로는 평균제곱오차와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회귀모델과 분류모델에 각각 이용하

다. 최 화 함수로는 확률  1차 미분값에 기반한 Adam 

(Adaptive Moment Estimation) 최 화 함수를 사용

하 으며, 수식은 아래와 식 (1)같다. 

           ∇ 

           ∇ 


        



(1)

여기에서 m은 1차 모멘트 벡터, v는 2차 모멘트 벡터, 

w는 가 치, J는 확률  목 함수 (stochastic objective 

function), t는 시간 스텝, β1, β2는 업데이트에 이용

한 계수, ε는 미소값이다33). 손실 함수의 편미분값을 

이용하여 가 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계수인 β1=0.9, 편미분값의 제곱을 이용하여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한 계수 β2=0.999, 미소 값 ε=1e-8을 사용

하 다.

  모델을 학습할 때는 총 224개의 데이터 세트를 70:15: 

15 비율로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로 나 고 무작

로 배치하 다. 학습  과 합을 방지하기 해서 모

델 네트워크의 복잡도가 손실함수에 반 되는 가 치 

규제 방법을 사용했다.

  분류모델에서 단모드 데이터는 계면 단을 0, 버

튼 단을 1로 지정하 다. 구축한 단모드 측 모델

을 실제 산업에 용할 경우 제품 품질에 가장 치명

인 향을 미치는 오류인 실제로는 계면 단이 발생했

으나 버튼 단으로 측한 경우를 거짓 버튼 단모드

Hyperparameter Minimum Maximum Step

Hidden layer 1 3 1

No. of nodes 4 32 4

No. of epochs 100 1000 100

Learning rate 10-2 10-3 10-4

Table 3 Range of hyperparameters in the optimization

1 2 3 4 5 6 7
Input 

parameter
Strength of 
upper sheet

Strength of 
lower sheet

Thickness of 
upper sheet

Thickness of 
lower sheet

Electrode 
force

Welding 
current

Welding 
time

Regression model Classification model
Output

parameter Nugget diameter Failure load Failure mode
(0: Interfacial failure, 1: Pull-out failure)

Table 2 Input and output parameters to construct machine learning model for the 2-step model using predicted nugget di-
ameter

Input parameter Output parameter
1 2 3 4 5 Classification model

Strength of 
upper sheet

Strength of 
lower sheet

Thickness of 
upper sheet

Thickness of 
lower sheet

Nugget 
diameter

Failure mode
(0: Interfacial failure, 1: Pull-out failure)

Table 1 Input and output parameters to construct machine learning models for the 1-ste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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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pullout failure mode)라고 정의하 다. 이를 

감소시키기 해 단모드를 나 는 컷오  포인트를 

0.5, 0.6, 0.7로 설정하고 값에 따른 거짓 버튼 단

모드 개수를 확인하 다.

3. 결과  토론

3.1 회귀모델 학습

  3.1.1 깃 직경

  깃 직경을 회귀모델로 측하기 한 딥러닝 모델

의 하이퍼 라미터를 최 화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은닉층 1개, 은닉층 노드 수 16개, 학습률 0.01, 학습 

반복 횟수 200번이 최 화된 하이퍼 라미터로 도출되

었다.

  최 화된 하이퍼 라미터로 학습한 결과는 Fig. 2와 

같이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0.90 이상의 결정계수를 가

지고 있어 어느 정도 정확한 측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모델의 합성을 단하기 해서 실제 측정치와 모

델 측치의 차이에 기인한 잔차(residual)의 산 도

를 통해 나오는 패턴을 가지고 설명변수의 유의성을 검

정할 수 있는 잔차 분석을 실시하 다. 잔차 분석을 통

해 2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동일 입력조건에서 상이

한 출력이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1 에서 표기한 것과 같이 여러 자의 논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 으나, 자동차용 고강도강의 종류  

사용 두께가 개략 으로 유사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서

로 다른 자들이 평가하여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

한 것으로 출력을 평균하여 사용하고 하나의 데이터 포

인트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1.2 인장 단 단하

  항 용  겹치기 용 부의 인장 단시험에서 단

하  측을 한 딥러닝 모델의 하이퍼 라미터를 최

화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은닉층 1개, 은닉층 노드 

수 20개, 학습률 0.01, 학습반복횟수 1,000번이 최

화된 하이퍼 라미터로 도출되었다.

  인장 단 단하 에 한 학습결과 Fig. 3에서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검증,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0.93 이

상의 우수한 결정계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앞 
의 깃 직경 측과 같이 단하  데이터에서도 2개

의 데이터가 동일한 소재  공정조건에서 차이가 큰 

Hidden 
layer Node Learning 

rate Epoch

Hyperpara- 
meter 1 16 10-2 200

Table 4 Optimized hyperparameters for nugget diameter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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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gget diameter estimation results using the de-
veloped deep learning mode. [Experimental data 
from Ref. 9,11,19,28-30]

Hidden 
layer Node Learning 

rate Epoch

Hyperpara-
meter 1 20 10-2 1000

Table 5 Optimized hyperparameters for failure load esti-
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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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단 단하 이 출력으로 지정되어 모델의 정확도

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3.2 분류모델 학습

  3.2.1 1-스텝 단모드 분류모델

  Table 6은 단모드에 한 1-스텝 분류모델에 

한 하이퍼 라미터 최 화 결과로, 은닉층은 1개, 은닉

층을 구성하는 노드의 수는 32개, 학습률은 0.001, 학

습 반복 횟수는 100번일 때 최 화된 결과를 얻었다.

  모델은 Sigmoid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지정함에 따

라 0에서 1사이 값을 출력하는데 단모드를 계면 단

(모드 0)과 버튼 단(모드 1)을 나 는 기 , c(cut-off 

point)를 0.5, 0.6, 0.7로 설정하여 정오분류표(con- 

fusion matrix)를 Figs. 4-6에 각각 나타내었다. 정

오분류표에서 실제와 측값 조합에 해당하는 빈도 수

가 행렬 내에 표시되고 각 행과 열에서의 정확도( 란

색)와 부정확도(붉은색)가 같이 표기되었다.

  c가 0.5, 0.6, 0.7일 때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는 각

각 95.5%, 93.6%, 91.0%이고, 테스트 데이터의 정

확도는 각각 91.2%, 91.2%, 88.2%로 c가 커질 때 

모델의 정확도는 5% 이내에서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산업 용에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상되는 거짓 버튼 단모드에 해 c값별로 비교하

을 경우 모두 동일한 개수의 오류가 발생하여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거짓 버튼 단모드를 측

한 개수가 다른 모델보다 크지 않고 정확도가 높은 

0.5를 c값으로 설정했을 때의 결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단된다.

  3.2.2 2-스텝 단모드 분류모델

  2-스텝 단모드 분류모델에서는 첫 서 모델에서 

깃의 직경을 측하는 회귀모델을 용하고, 두 번째 

서 모델에서 소재조합과 깃 직경에 따른 단모드를 

분류하는 모델이다. 앞 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단

모드 이진분류를 한 기 값 c는 0.5를 분류모델에 

사용하 다.

  Table 7은 2-스텝 단모드 분류를 한 딥러닝 모

델의 하이퍼 라미터 최 화 결과를 보여 다. 은닉층 

1개, 은닉층을 구성하는 노드의 수는 32개, 학습률은 

0.01이며, 학습 반복 횟수는 200번일 때 최 화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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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ailure load estimation results using the devel-
oped deep learning mode [Experimental data 
from Ref. 9,11,19,28-30]

Hidden 
layer Node Learning 

rate Epoch

Hyperpara-
meter 1 32 10-3 100

Table 6 Optimized hyperparameters for the 1-step failure 
mode classification

Hidden 
layer Node Learning 

rate Epoch

Hyperpara-
meter 1 20 10-2 200

Table 7  Optimized hyperparameters for the 2-step failure 
mod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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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여주었다.

  Fig. 7은 학습 결과를 나타내며 테스트 결과에서 1- 

step 모델과 유사한 88.2%의 정확도가 확인되었다. 

Fig. 2에서 깃직경 측모델의 결정계수가 9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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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fusion matrices of failure mode classification using the 1-step model (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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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fusion matrices of failure mode classification using the 1-step model (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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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fusion matrices of failure mode classification using the 1-step model (c=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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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fusion matrices of failure mode classification using the 2-step model (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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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고려하면 모델의 정확도에서 서 모델 2보다는 

서 모델 1의 정확도가 체 정확도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 정오분류표 상에서 거짓 버튼 

단모드에 해당하는 오류가 존재하지 않아 의미 있는 모

델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강 겹치기 항 용 부의 

깃 직경, 인장 단 시험에서의 단하 과 단모드를 

측하기 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 으며, 

224개의 공개된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여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딥러닝 모델을 최 화하기 해 은닉층의 개수, 

은닉층 노드의 개수, 학습률, 학습 반복 횟수를 최 화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경우 상 으로 

간단한 입출력 계를 가지고 있어서 은닉층이 하나인 

얕은 신경망으로 최 화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총 4개

의 모델  1-step 분류 모델을 제외한 3개의 모델은 

설정한 최  노드 개수(32개)보다 작은 노드 개수(16

개 혹은 20개)에서 최 화되었다.

  2) 깃 직경과 단 하 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각

각 90%, 95%의 결정계수 값을 가지는 회귀모델로 학

습되었다. 오차의 원인은 동일한 입력변수에 해서 다

른 자들에 의한 연구가 수행되어 동일하지 않는 결과

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평균값 처리 등을 통해 이를 

제거할 경우 회귀모델들의 결정계수는 더 높아질 것으

로 상된다. 

  3) 소재 정보, 공정 라미터 정보로부터 단모드를 

구하는 1-스텝 모델과 깃직경 회귀모델과 소재정보

를 이용하여 단모드를 구하는 2-스텝 모델의 정확도

를 비교평가하 다. 모델간의 정확도는 약 3 %의 차이

가 발생되었으나, 거짓 버튼 단모드로 잘못 측한 

경우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스텝 모델의 서

모델 2의 경우 소재정보와 깃 직경을 이용하여 

단모드 측이 가능하므로 별도 모델로도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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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i 합 은 비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하여 항공부품, 발

/화학 랜트 등 주요 구조부품 뿐 아니라 형상기억

합 , 패션 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1). Ti 합 은 고

온에서 산소와의 반응성이 높아 진공 에서 공정이 이

루어지는 자빔 용 이나 충분한 보호가스 분 기 하

에서 이  용 이나 아크 용 공정을 이용하여 용

하고 있으며2), 표 으로 α형 합 인 순수 Ti 속과 

α+β형 합 인 Ti-6Al-4V 합 이 용 구조에 주로 이

용되고 있다

  Ti 합 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Ti 합 과 철계 소

재의 이종재료 합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러나 Fig. 1의 상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eTi, 

Fe2Ti 등 취성이 강한 속간 화합물(Intermetal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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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IMC)이 형성되는 문제 이 있다3,4). 

한 Table 1의 물리 ·기계  특성을 확인해 보았을 때 

두 모재간의 열  특성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통  

용융용 을 할 경우 양측 모재에 열 변형과 용  후 계

면에서 잔류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5,6). 이로 인해 합

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Ti 합 과 철계 소재

의 이종재료 합에는 이징, 확산 합이나 마찰용

, 폭발용 과 같은 고상용 이나 고에 지/ 입열 용

 등이 용되고 있다7).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확산 합, 이징, 

용융용  외 고상 합으로 나 어 기존 발표되는 공정

의 특성을 리뷰하고 특히 간층 없이 Ti 합 과 Fe계 

소재가 용 될 경우의 IMC 거동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2. 확산 합

  확산 합은 Fig. 2와 같이 합면을 가압하면서 가

열하여 합면 사이에서 서로간의 원자 확산이 발생하

고, 이를 통해 된 표면이 합되는 방법으로, (a) 

상태, (b) 고온크립, (c) 입계  보이드 소멸, (d) 

체확산 보드 소실 과정으로 진행된다8). 확산 합은 크

게 간 삽입재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  수 있는데 각 경우에 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Table 2).

  Ghosh et al.9-11)은 간 삽입재 없이 순 Ti 속과 

STS 304 소재의 확산 합 온도(800-950 ℃)와 시간

(1-2 hr)에 따른 합부의 강도와 계면에 형성되는 

IMC 거동을 찰하 다. 합 시간과 계없이 850 

℃에서 가장 높은 인장 강도를 가졌으며,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합부

에서 σ상, FeTi, Fe2Ti, Fe2Ti4O 등의 IMC가 찰

되었다.

  Kundu et al.은 순 Ti 속과 석출경화형 17-4 

PH STS 소재12) (850-950 ℃, 2 hr) 는 오스테나

이트-페라이트 구조로 이루어진 듀 스 STS 소재13) 

(800-950 ℃, 1.5 hr) 를 각각 간 삽입재 없이 확

산 합하 다. 17-4 PH STS 소재와의 이종 합부에

서는 σ 상, Fe2Ti, FeTi, Cr2Ti, χ, α-Fe, α-Ti와 β- 

Ti가 찰되었으며, 듀 스 STS 소재와의 이종 합

부에서는 α-Fe+λ, λ+FeTi, FeTi+β-Ti와 β-Ti 상

이 찰되었다.

  Kaya et al.14)은 Ti-6Al-4V 합 과 IF 강재를 

간 삽입재 없이 900 ℃와 950 ℃에서 30분 동안 확

산 합하 다. 확산 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IMC 

결정립 성장으로 인해 부피 분율이 증가하고, 취성이 

커지기 때문에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간 삽입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고온에서 Ti이 화

학 으로 잘 반응하기 때문에 Ti과 스테인리스강 계면

의 반응 구역에서 σ, χ, λ FeTi, Fe2Ti, β-Ti  

Fe2Ti4O상 등 취성의 속간 화합물이 형성되며, 합

부의 기계  특성을 하시켰다. 따라서 합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간 삽입재로 Cu, Ag, Ni 등 여러 

합 을 사용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Kundu et al.은 순 Ti 속과 STS 304 소재에 간 

삽입재로 300 um 두께를 가지는 Cu15)(850-950 ℃, 

1.5 hr)  Ni16) (800-950 ℃, 3 hr)을 사용하 다. 

Cu를 간 삽입재로 사용한 경우 최 조건인 900 ℃

에서 318 MPa의 최  인장강도를 나타냈다. 상

으로 낮은 850 ℃에서는 낮은 합온도로 인해 불완

한 유착이 발생하 고, 950 ℃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취성 속간 화합물의 부피분율이 증가하여 강도

가 감소했다. 간 삽입재로 Ni를 사용한 경우 850 ℃

에서 Ti이 STS 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Ni 간층이 완

히 차단하여 270 MPa의 최  인장강도를 나타내었

으며, 900 ℃ 이상에서는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

문에 강도가 감소했다.  다른 소재 조합으로는 Ti- 

6Al-4V 합 과 17-4 PH STS 소재에 해 150 ㎛ 

두께의 Ni 합 을 사용하여 확산 합한 연구결과가 있

(a)

(c)

(b)

(d)

Fig. 2 Schematic of diffusion bonding process8)

STS 304 Ti-6Al-4V*

Melting temperature (℃) 1400-1455 1636-1660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0-6/K)
17.3-18.7 9-9.7

Thermal conductivity
(W/m·K) 16.2-21.5 6.6-17.5

Density (g/cm3) 8.00 4.42

Tensile strength (MPa) 505 985

Elongation (%) 70 15

Table 1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TS 
304 and Ti-6Al-4V allo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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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합 조건은 800~900 ℃까지 25 ℃ 간격의 

온도에 해서 45분, 900 ℃에서 5, 15, 30, 45분에 

해 총 8가지 조건으로 진행했다. 온도와 시간에 따른 

경향을 확인해본 결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IMC 길이가 

증가하고,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간층인 Ni 합 이 

Ti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He et al.18)은 Ti-6Al-4V 합 과 STS 321 소재

에 해 간 삽입재로 500 um 두께의 Al 합 을 사

용했다. 350-500 ℃ 온도 범 에 해 합 경향을 

확인했으며, 450 ℃에서 IMC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합부를 형성하며 최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확산 

시간이 증가하면 STS/Al 계면에 IMC 형성으로 인해 

강도가 하되었다.

  Elrafaey et al.19)은 순 Ti 속과 탄소강에 해 

간 삽입재로 Cu-12Mn-2Ni을 사용하 다. Ti-Fe 

IMC나 Ti-C IMC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보다 취성이 

낮은 Ti2Cu나 TiCu와 같은 Cu-Ti IMC가 형성되어 

안정된 강도 확보가 가능하 다고 보고하 다.

3. 이징

  이징은 Fig. 3과 같이 합하고자 하는 두 모재 

사이에 450 ℃ 이상의 융 을 가지는 용가재를 삽입하

고 모재의 고상선 온도 이하의 열을 가하면서 용가재만 

용융시켜, 두 모재 사이에 젖음 상과 모세  상에 

의해 침투  확산을 통해 합하는 방법이다8). 

이징을 용한 Ti 합 과 철계 소재의 이종재료 합 

연구는 Table 3에 요약하 다.

  Camargo et al.20)은 순 Ti 속과 STS 304 소재

에 20 ㎛ 두께의 Ag-Cu 삽입재를 넣어 합했다. 삽

입재의 Cu 함량에 따라 합부 특성을 확인해본 결과 

함량이 증가하면 삽입재 내 Ti 함량이 증가하여 Ti와 

Fe 사이의 속간 화합물 형성 속도가 빨라지므로 강

도가 하된다.

  Liu et al.21)은 세 가지 종류의 은납을 이용하여 Ti- 

6Al-4V 합 과 STS 304 소재의 진공 이징을 

840-900 ℃에서 수행하 다. 합부에 TiCu, Ti2Cu, 

Ti2Cu3, Cu-Sn-Ti IMC 형성이 확인되었으며, 용

한 은납 필러에 따라 정온도에서는 양호한 계면 형성

이 가능하 다.

  Atasoy et al.22)은 순 Ti 속과 탄소강의 소재

에 간 삽입재로 80 ㎛ 두께의 Ag 합 을 사용하

다. 이징 온도와 시간을 각각 700-850 ℃, 30- 

120 분으로 설정하여 총 16개 조건으로 실험한 결과 

850 ℃, 90 분에서 450 Hv로 가장 높은 경도를 나타

내었다. 합 온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간재 면

Vacuum

Base
metal

Flux

Oxide
layer

Base
metal

Base
metal

Flux
oxide layer

Base
metal

Base
metal

Filler
metal

Filler
metal

Base
metal

Reaction 
layer

Fig. 3 Schematic of brazing process8)

Ti Steel Interlayer Process temp. 
(℃)

Process time 
(h)

Author, 
publication year

Pure Ti STS 304 850-900 1 Ghosh, 20029)

Pure Ti STS 304 850-950 2 Ghosh, 200310)

Pure Ti STS 304 800-950 1.5 Ghosh, 200311)

Pure Ti 17-4 PH STS 850-950 2 Kundu 200612)

Pure Ti micro-duplex STS 800-950 1.5 Kundu, 200813)

Ti-6Al-4V IF steel 900, 950 0.5 Kaya, 201714)

Pure Ti STS 304 Cu 850-950 1.5 Kundu, 200515)

Pure Ti STS 304 Ni 800-950 3 Kundu, 200816)

Ti-6Al-4V 17-4PH Ni alloy 800-900 0.75 Kundu, 201317)

Ti-6Al-4V STS 321 AlMg6 350-600 Not given He, 200818)

Pure Ti Low carbon steel Cu-12Mn-2Ni 800, 850 0.5-3 Elrafaey, 200919)

Table 2 Summary of diffusion bonding research for Ti/Steel dissimilar metal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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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는 것이 찰되었다.

  Yue et al.23)은 Ti-6Al-4V 합 과 STS 321 소재

에 AgCuTi 합 을 삽입재로 넣고, 920-980 ℃에서 

합하 다. 920 ℃에서 합된 시편은 CuTi, Ag계, 

Cu4Ti  β-Ti 상으로 구성되며 단강도는 최  188 

MPa으로 Ag계 상에서 연성 단이 발생했다. 온도가 

980 ℃로 증가함에 따라 합부는 Ag계, CuTi2, Ti- 

Cu계  β-Ti 상으로 구성되며 취성의 Cu-Ti IMC 

형성으로 인해 단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lrefaey et al.24)은 순 Ti 합 과 탄소강 소재 

합을 하기 해 200 ㎛의 Incusil ABA(Ag-27.25Cu- 

12.5In-1.25Ti wt%) 삽입재를 사용했다. 650-850 

℃에서 15 분동안 합한 결과 750 ℃에서 합부에 

해로운 향을 미치는 IMC가 형성되지 않아 단강도

는 최  113 MPa을 나타내었다. 650 ℃에서는 합

부에 해로운 향을 미치는 IMC는 찰되지 않았으나 

낮은 합 온도로 인해 삽입재 용융이 부족했으며, 일

부 기공이 찰되었다. 750 ℃ 이상의 조건에서는 steel

과 Ti 계면에 취성의 TiCu 상이 형성되어 합부의 

강도가 감소하 다.

  Chung et al.25)은 Ti-6Al-4V 합 과 STS 304 

소재를 이징하기 해서 Ti 기반, Ag 기반, Ni 기

반한 4가지 종류의 필러를 880-1050 ℃에서 평가하여, 

Ni 기반의 BNi2 (Ni-7Cr-3.1B-4.5Si-3Fe-0.06C)와 

BNi7 (Ni-14Cr-10P-0.06C)이 가장 최 의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하 다.

  Tashi et al.26)은 Ti-6Al-4V 합 과 STS 316L 소

재에 AgCuZn 필러를 사용하여 진공 이징을 수행

하고, 합계면에서 CuTi, Fe-Cu-Ti, Cu3Ti, Cu3Ti2, 

TiAg, Ag3Fe2를 찰하 다. 이징 시간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Cu-Ti, Fe-Cu-Ti IMC는 합

성능을 하시키지만 TiAg IMC는 합부에 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 다.

  Dong et al.27)은 Ti-Al 합 을 40Cr 강과의 이종

재료에 CuTiNiZrV 포일을 간 삽입재로 넣어 

이징을 수행하 다. 용된 포일  Cu43.75Ti37.5 Ni6.25- 

Zr6.25V6.25 (at.%) 포일은 퍼짐성이 좋아 얇고 평평한 

용 부 형성이 가능하 으나 Ti19Al6와 Ti2Cu IMC가 

형성되어 합부 강도가 하되었고, Cu37.5Ti25 Ni12.5- 

Zr12.5V12.5 포일은 강도 평가에서 TiAl 모재에서 단

이 발생하면서 107 MPa 수 의 양호한 강도 확보가 

가능하 다.

  Pardal et al.28)은 Ti-6Al-4V 합 과 STS 316L 

소재에 CuSi3 와이어를 이용하여 아크 이징을 수

행하 다. 아크 용 공정으로는 입열 구 이 가능한 

CMT (Cold Metal Transfer) 공법을 사용하 고, 

1.7 mm 갭을 조성하고 맞 기 조인트로 아크 이

징을 수행하 다. Cu와 모재 사이에 IMC 형성은 피할 

수 없었으나 Fe-Ti IMC보다는 연성 확보에 유리한 

IMC가 형성되었다. 용한 조건 범 에서는 입열이 

높을 경우 젖음이 잘 발생하여 합강도가 높은 결과가 

찰되었다.

4. 용융용  

  용융용 을 이용하여 Ti 합 과 철계 소재를 용 할 

경우 취성이 강한 Fe-Ti IMC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입열 구 이 가능하고, 공정

제어가 쉬운 이  용 이나 자빔용 을 용한 연

Ti Steel Interlayer Process Author, 
publication year

Pure Ti STS 304 28Ag-Cu, 46Ag-Cu Vacuum brazing Camargo, 199320)

Ti-6Al-4V STS 304 silver based fillers Vacuum brazing Liu, 200221)

Pure Ti Low carbon steel AgCuZn Vacuum brazing Atasoy, 200822)

Ti-6Al-4V STS 321 AgCuTi Vacuum brazing Yue, 200823)

Pure Ti Low carbon steel Ag-27.25Cu-12.5In-1.25Ti 
(Incusil ABA) Vacuum brazing Elrefaey, 200924)

Ti-6Al-4V STS 304

Ti based (40Ti-20Zr-20Cu-20Ni), silver
based(Ag-5Pd), and nickel based 

(Ni-7Cr-3.1B-4.5Si-3Fe-0.06C, BNi2 and 
Ni-14Cr-10P-0.06C, BNi7)

Brazing Chung, 201225)

Ti-6Al-4V STS 316L AgCuZn Vacuum Brazing Tashi, 201426)

TiAl alloy 40Cr steel CuTiNiZrV foil Vacuum Brazing Dong, 201527)

Ti-6Al-4V STS 316L CuSi3 wire Arc Brazing Pardal, 201628)

Table 3 Summary of brazing research for Ti/Steel dissimilar metal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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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가스 텅스텐 

아크 용 과 간 삽입재를 같이 이용하 다 (Table 4).

  제살용 을 이용한 이  용 의 경우(Fig. 4a)29-35)

에는 Ti-Fe, Ti-Cr 등의 IMC 형성에 해 공통 으

로 보고되었으며, 합  성분이 다양할수록 복잡한 간

상이 찰된다. 이  조사 치 등 공정변수에 따른 

IMC의 거동과 합강도의 변화에 해 주로 연구되었다.

  취성이 강한 IMC상을 제어하기 하여 용융용 에

서 Cu36-43), V44,45), Ta40,44), Mg46), Nb47) 등을 간 

삽입재가 사용되었다. Cu와 Mg 등은 이  이징

의 형태로 모재를 거의 녹이지 않고 용되어 Fe-Ti보

다 취성을 작은 IMC 형태로 합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V, Ta, Nb 등은 모재에 합 이 용이한 소재들

로 용 부 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사용되어 V과 

Nb의 경우44,45,47) 의 경우 약 370 MPa 수 의 높은 

합강도가 확인되었으나 Ta의 경우 산화 문제로 강도 

확보에 실패하 다44). 이  용 을 용한 Ti 합 /

철계 소재의 이종재 용 에 해서는 Auwal et al.48)

에 의해 자세히 리뷰되었다.

  아크 용 43)과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41)의 경

우 용 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합형태는 윗 의 

아크 이징 형태로 융 의 Cu 계 와이어를 

이징 필러로 이용하고 열원으로 가스 텅스텐 아크(Fig. 

4b)나 이 -아크 복합열원을 사용한 형태로 용되

었다.

5. 기타 고상용  

  Ti 합 과 Fe계 소재의 용 에는 확산 합 외 폭발

용 과 마찰용  등의 고상용 공정에 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Table 5). 이들 고상용 의 경우 입열  

공정온도가 낮아 IMC 층의 제어가 유리하지만 특수한 

용 장비가 필요하거나 조인트 형상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

5.1 폭발용

  Kahramna et al.49)은 Fig. 5(a)에서 찰할 수 

있듯이 앤빌 에 STS 304 재를 치하고 5도의 경

사각을 두고 설치한 Ti-6Al-4V 재 에 폭발을 발

생시켰으며 소재의 두께는 각각 1.5 mm 다. 짧은 공

정시간으로 인해 IMC 층은 계면에 형성되지 않았으며, 

인장- 단 시험에서 모재 단이 발생하 고, 180도 

Ti Steel Interlayer Process Joint Author, 
publication year

Pure Ti STS 304 Laser welding Lap Hiraga, 200229)

Ti-6Al-4V STS 316L Pure Cu
(0.5 mm)

Laser welding
Electron beam welding Butt Tomashchuk, 201136)

Ti-6Al-4V 42CrMo Laser welding Lap Zhao, 201130)

Pure Ti STS 316 Laser welding Butt Satoh, 201231)

Pure Ti STS 304 V, Ta Laser welding BOP Shanmugarajan, 201244)

Ti-6Al-4V STS 304L AZ31B 
Mg wire Laser welding Butt Gao, 201346)

TiNi alloy STS 304 Cu foil Laser welding Butt Li, 201337)

Ti-6Al-4V STS 304 Cu foil Laser welding Butt Mitelea, 201338)

Ti-6Al-4V STS 316L Laser welding V butt Mohid, 201332)

α–β Ti alloy STS 316L Cu foil Electron beam welding Butt Tomashchuk, 201339)

Ti-6Al-4V STS 201 Laser welding Butt Chen, 201434)

Pure Ti 12Kh18N10T Ta-Cu Laser welding V butt Cherepanov, 201440)

Ti-6Al-4V STS 304 Cu3Si wire Laser-arc hybrid welding V butt Gao, 201541)

Ti-6Al-4V STS 316L Pure V foil Laser welding Butt Tomashchuk, 201545)

Pure Ti STS 304 Laser welding Lap Chen, 201634)

Pure Ti 12Kh18N10T Cu plate 
(C11000) Laser welding Butt Pugacheva, 201642)

Pure Ti STS 304 ERCuSn-A, 
ERNiCu-7 Gas tungsten arc welding V butt Thonondaeng, 201643)

Ti-6Al-4V STS 301L Nb sheet Laser welding Butt Zhang, 201647)

Ti-6Al-4V STS 301L Laser welding Butt Zhang, 201935)

Table 4 Summary of fusion welding research for Ti/Steel dissimilar metal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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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시험을 통과하는 양호한 합부를 형성하 다.

  Liu et al.50)은 VFAW(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을 이용하여 0.41 mm 두께의 Ti-6Al-4V 

재 에 간층인 Nb (0.25 mm)과 Cu (0.13 mm) 

재를 치하고 가장 상층에 연강을 배치하여 순간  

기화압력을 이용하여 용 을 수행하 다. 순간 인 

합에 의해서 IMC는 형성되지 않고 양호한 용 부를 

형성하 으며, 910 ℃에서 24시간 동안 열처리를 수

행한 경우에도 계면에 IMC가 성장하지 않는 화학 으

로 안정된 용 이 가능하여, 고온 동작이 필요한 부품

에서도 안정성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5.2 마찰용 과 마찰교반용

  Dey et al.51)은 원자력 발 부품에 요구되는 이종재 

합부를 제작하기 하여 형의 순 Ti 속과 STS 

304L 소재에 한 마찰용 을 시도하 다. 한 마

찰용 공정변수 선정을 통하여 인장시험에서 Ti 속 

모재가 단되는 합부를 형성하 다. 합공정에서 

상 으로 변형이 쉬운 Ti 속에서 래쉬가 발생하

으며, STS 모재와의 경계가 유지되면서 동  재결정

이 Ti 쪽으로 진행되었다. IMC 층은 STS 모재와 

한 동  재결정부에서 10 ㎛두께로 형성되었으며, STS 

소재에서 Fe, Cr이 α-Ti로의 확산되었다.

  Fazl-Najafabadi et al.52,53)은 순 Ti 속과 STS 

304 합 과의 마찰교반용 (Fig. 5b)을 수행하 다. 

상하  배열을 바꾸면서 연구를 진행하 고, 4 mm 두

께의 소재의 계면을 가공하여 겹침-맞 기 조인트를 만

들어서 공구강 더와 WC 핀을 이용하여 용 을 수행

하 다. 두 소재 배열 모두에서 TiFe2가 아닌 TiFe 

IMC층이 3 ㎛ 정도의 두께로 형성된다고 보고하 으

며, Ti이 상 일 경우 보다 STS가 상 일 경우 강도가 

30% 증가하면서 Ti과 유사한 강도 확보가 가능하 다.

  Campo et al.54)은 1.6 mm 두께의 Ti-6Al-4V 합

을 상 에 치하고 2.5 mm 두께의 1018 강재를 

하 에 겹치기 조인트로 배치하고 마찰교반용 을 수행

Laser
• Power
•Beam property

Laser  focusing lens
• Focal length
•Diameter
• Focal position

Filler metal
•Material property
•Diameter
•Wire speed
• Position

Sample B
•Material property
• Surface condition
•Thickness

Vertical misalignmentGap

Assist gas
•Kind of gas
• Flow rate
• Position

Sample A
•Material property
• Surface condition
•Thickness

Clamp
•Material property
• Position
•Clamping force

(a)

Tungsten electrode

Gas nozzle

Arc

Filler metal

Shielding gas

(b)

Laser welding 
head

Laser beam

Arc welding torch

Wire

Arc

(c)

Fig. 4 Schematic of (a) laser keyhole welding, (b) gas 
tungsten arc welding, and (c) laser-arc hybrid 
processes8)

Ti Steel Interlayer Process Joint Author, 
publication year

Ti-6Al-4V STS 304 Explosive welding Lap Kahraman, 200549)

Pure Ti STS 304L Friction welding Butt Dey, 200951)

Pure Ti STS 304 Friction stir welding Double butt lap Fazel-Najafabadi, 201052)

Pure Ti STS 304 Friction stir welding Double butt lap Fazel-Najafabadi, 201053)

Ti-6Al-4V STS 304 Friction stir welding Lap Campo, 201454)

Ti-6Al-4V 1018 steel Cu, Nb Vaporizing foil actuator 
welding (VFAW) Lap Liu, 201550)

Table 5 Summary of solid state joining research for Ti/Steel dissimilar metal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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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Ti 합 이 동작온도에서 강도가 더 높아 상

에 치하는 것이 유리하 으며, 용  후 상온에서 안

정된 β-Ti이 형성되었다. Ti 원소가 STS 소재 쪽으로 

확산하면서 5 ㎛정도의 TiFe2 IMC 층이 찰되었으

며, 용 공정에 의한 연화가 열 향부에서 찰되었다.

6. 직  합부 IMC의 형성

6.1 확산 합부

  Ghosh et al.의 연구10)에서는 간 삽입재 없이 순

수 Ti 속과 STS 304 소재의 확산 합이 시도되었

다. 950 ℃에서 2시간 확산 합할 경우 계면에서 STS 

쪽으로 Ti가 확산되어 20 ㎛정도의 σ 상 (Fe~59.8-61.8 

at.%, Cr~29.2-31.8 at.%, Ni~4.7-5.8 at.% and 

Ti)을 형성하고, 이 층에 해서 Fe2Ti (Cr, Ni) IMC 

층 (Fig. 1의 1), 1-2 ㎛ 두께의 얇은 TiCr2 +Fe2Ti(Cr) 

층 (Fig. 6의 2번 역)과 FeTi(Cr, Ni) IMC 층 

(Fig. 6의 3번 역)이 형성된다. 이 때 Fe2Ti IMC 

층의 두께는 약 1-2 ㎛, FeTi 층의 두께는 약 1-5 ㎛

이다. Campo et al54)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Ti이 

STS 소재로 확산되면서 5 ㎛ 두께의 IMC 층이 확인

되었다.

  Kaya et al.14)의 연구에 따르면 Ti-6Al-4V 합 과 

IF(Interstitial free) 강재의 확산 합부에서는 의 

Ti 합 /STS 합부에 비해 간단한 IMC 층이 찰되

었다. IF 강에서 Fe 원소가 Ti 합  쪽으로 확산이 되

면서 Ti-6Al-4V 합  쪽에는 FeTi IMC 층이 형성되

었으며, IF 강재 쪽으로는 Fe2Ti IMC 층이 형성되었

다 (Fig. 7). 상 으로 높은 950 ℃의 공정시간에서

Explosive

Clad

Metal jet

Base metal

Vp

Metal jet    
initiation

(a)

Tool rear
Retreating side

Tool front

Pin

Shoulder

Advancing side

Joint

Axial pressure

Joining direction

(b)

Fig. 5 Schematic of (a) explosion welding and (b) fric-
tion stir welding process8)

Fig. 6 Diffusion welded joint of Ti-6Al-4V alloy and 
STS 304 steel10)

Fig. 7 Diffusion welded joint of Ti-6Al-4V alloy and IF 
stee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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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IMC 층의 총 두께는 1.5 ㎛이내로 형성되어 합

강도 확보에 큰 문제가 없었다.

6.2 마찰용 과 마찰교반용

  Fazel-Najafabadi et al.52,53)은 순 Ti 속과 STS 

304 소재에 해 상하  소재조합을 변경하면서 겹치

기 FSW를 수행하 는데, Ti가 STS 쪽으로 확산되어

서 TiFe2가 아닌 TiFe IMC가 4 ㎛ 이내로 형성된다

고 보고하 으며, 이를 TiFe가 TiFe2에 비해 자유에

지가 더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Dey et al.51)은 순 Ti 속과 STS 304 소재를 

형으로 마찰용 을 수행하 는데, 변형이 발생하는 Ti 

쪽에서 IMC 층과 동  재결정이 발생하 다. Fig. 8

을 통해 STS 소재로부터 Fe와 Cr이 용 층으로 확산

되면서 10 ㎛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주된 성분은 Ti, 

Fe, 그리고 Cr으로 확인되었다.

6.3 이 용

  Zhang et al.35)은 Ti-6Al-4V 합 과 STS 301L 

소재의 맞 기 조인트에 이  용융을 이용한 합기

술을 제안하 다. 이 공정에서 이 는 Ti 합 에만 조

사되고 이 때 두 소재의 계면에 공정조성의 액상(eutectic 

liquid)이 형성되면서 Ti 합 과 STS 소재간의 합

이 이루어진다. 기존 확산 합 연구와 유사하게 Ti 원

소가 STS 쪽으로 확산되면서 Ti 합 과 가까운 쪽은 

TiFe IMC 층이, STS 소재와 가까운 쪽은 TiFe2 

IMC 층이 형성되는데 Ti 모재와 TiFe IMC 층 사이

에 β-Ti 층이 형성되었다.

  Chen et al.33)은 Ti-6Al-4V 합 과 STS 201 소

재의 맞 기 이  용 을 수행하 다. 이 빔을 

STS 소재 쪽에 조사할 경우 용 성이 더 우수하 으

며, Ti 합 에 가까운 층(Layer I)은 FeTi+α-Ti로 

구성되고, STS에 가까운 층은 FeTi(짙은 회색, C), 

Fe2Ti (회색, D와 E)과 τ상 (Ti5Fe17Cr5, 밝은 색,F)

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하 다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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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SEM-BSE micrograph of Ti/STS 304L inter-
face, and (b) corresponding SEM-EDS line scan 
across the interfac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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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9 Microstructures of Ti/STS laser welded joint. (a) 
interfacial microstructures and (b) magnification 
of layer II in the Fig. 9(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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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Ti 합 은 우수한 기계/재료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

재  가공, 조립 비용이 상 으로 높아 활용이 제한

이었다. Ti 합 과 Fe계 소재의 용  합에서의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할 경우 기능성과 경제성을 동시

에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다. 기존의 확

산 합과 이징의 경우 용 부품의 형상이나 생산

성이 제한 이므로 용융용 이나 근이 용이한 고상용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FeTi, Fe2Ti와 같은 IMC 

층 형성을 충분히 제어하면서 생산성 확보가 가능한 고

에 지 용 이나 입열 용융용 , 마찰교반용  등에 

기반한 새로운 용  공정들이 제안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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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ide-bandgap (WBG) semiconductors based on the 
compounds silicon carbide (SiC) and gallium nitride 
(GaN) are recently being commercialized. As with the 
full-scale development of highly efficient, high-fre-
quency, highly reliable, and high power density power 
conversion systems (power modules such as inverters 
and converters) employing these compound semi-
conductors, the demand for WBG-based power mod-
ules is growing. Environmentally-friendly electric ve-
hicles consume higher electric energy in comparison to 
previous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which an in-
crease in the efficiency of power conversion is crucial. 

Therefore, a power conversion system such as an in-
verter or a converter, which converts the direct current 
(DC) and alternative current (AC) power conversion to 
the desired phase and frequency by using the properties 
of the power semiconductor, has become highly 
critical. Power modules for vehicle parts use high-pow-
er Si or SiC power semiconductors, for which demands 
are recently rapidly increasing. Therefore, the develop-
ment of probe cards for power semiconductors, used in 
producing high-voltage and high-current power semi-
conductor elements, is simultaneously proceeded.
  A probe card is utilized as a medium for signal trans-
mission during the semiconductor manufactruring proc-
ess, in the inspection for testing the electrical operation 
of the individual chips inside completed wafe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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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fatigue fracture occurs in the bending area of the wire probe of the probe card owing to fatigue load during the 
touch-down (T/D) test, the development of wire probe materials with improved fatigue properties according to the 
wire materials is required. In this study, Tungsten (W), Rhenium-Tungsten (ReW), Beryllium-Copper (BeCu), and 
P7 (Palladium - Silver - Copper alloy, Pd-Ag-Cu) alloy were used to measure the tensile strength of the cantilever 
wire which was utilized for testing the electrical property of power semiconductor wafers used in the probe card. 
Additionally, the fatigue characteristics and microstructure changes of the wir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T/D 
fatigue test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analysis was used for com-
parative analysis. In W and ReW wire probes with high initial yield strength, the misorientation angle due to grain 
elongation was smaller than that of P7. Accordingly, the grain deformation due to strain generation was small, 
whereas in materials with low initial yield strength, the misorientation angle was smaller. However, the amount of 
strain generated by grain orientation deformation was large. Therefore, under long-term T/D test conditions, it is as-
sumed that ReW, W, and BeCu wire materials, which generate less deformation after long-term use than those with 
high initial strength, are superior to P7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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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card is a customized product, which is individually 
designed and fabricated to satisfy the specifications of 
the semiconductor for testing. It is classified as a high 
value-added product because a new probe card needs to 
be fabricated for each variation in the semiconductor 
specification. Additionally, the probe card is one of the 
core components for testing when the entire fabrication 
process, among the semiconductor production proc-
esses, is complete1,2). Regarding the type of probe card 
for inspecting the state of the electrical operation of the 
chip inside the wafer, in which a precise line-shaped 
contact pin (or probe) adheres to the printed circuit 
board (PCB) of a certain standard. The probe contacts 
the wafer to serve as a medium between the measure-
ment device and the wafer top surface and determine 
the fair to bad qualities of all the semiconductor chips. 
The cantilever wire probe card has long probes, for 
which evenly fitting the entire length of the probes is 
difficult. While it may limit high-speed signal trans-
missions, it is suitable for inspecting high-power and 
high voltage semiconductor elements such as the power 
semiconductor element. However, a probe card is repet-
itively used for wafer inspections, up to tens of thou-
sands of times and with the potential tap (In/Out, I/O) 
on the surface of the power semiconductor wafer in 
contact with the wire, so the issue of sustained repeti-
tive fatigue load delivered on the probe card wire 
arises. Accordingly, a fatigue fracture is generated due 
to the fatigue load on the bending part of the probe card 
wire, for which the development of wire materials im-
proved for fatigue characteristics is being demanded. 
Additionally, the probe card wire during the measure-
ment of the I/O on the wafer surface contacts with the 
touch-down (T/D) test method, which generates scrubs 
on the surface of the chip in the upper part of the wafer. 
Thus, the probe card wire must have outstanding bend-
ing strength and fatigue strength. Concurrently, the de-
velopment of materials that do not cause scrub marks is 
in demand.
  This study used four types of materials, tungsten (W), 
rhenium-tungsten (ReW), beryllium-copper (BeCu), and 
palladium-silver-copper alloy (P7, Pd-Ag-Cu) to meas-
ure the tensile strength of the probe card cantilever wire 
for power semiconductor wafer measurement an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fatigue properties of the wire 
according to the T/D fatigue test and the microstructural 
variations through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2. Experimental methods

2.1 Cantilever probe wire material

  The material properties and alloy type of the original 
material for the four types of cantilever wire probes are 
summarized in Table 1. W and ReW with high melting 
points and tensile strengths, and BeCu and Pd-Ag-Cu 
alloys with relatively low tensile strengths were used. 
The SEM images of the wire probes are shown in Fig. 1. 
The tip diameter of the four wire probes W, ReW, BeCu, 
and P7 were 118, 43, 69, and 118 ㎛, respectively.

2.2 Cantilever wire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The tensile strengths of the four types of wire probes 
were measured using the Instron 8848 (Instron Co. 
Ltd., USA) equipment as shown in Fig. 2. The grip 
with a serrated jaw face for testing the tensile strength 
was fixed to measure the tensile strength at 2 and 10 
mm/min, and the degrees of influence to the testing ve-
locity were compared.

Cantilever wires Alloy composition Melting temperature
(℃)

Density
(g/cm3)

Electrical resistivity
(μΩ·cm, 20℃)

W 100% Tungsten 3,410 19.24 5.59-5.86

ReW Rhenium-tungsten 3,410 19.29 9.15-9.65

BeCu Beryllium copper 925 8.4 7.0

P7 Palladium-silver-coper 1,066 11.8 31.6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aterials properties of cantilever wire probes

(a) (b)

(c) (d)

Fig. 1 SEM micrographs of cantilever wire probes, (a) W, 
(b) ReW, (c) BeCu and (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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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crub mark analysis and touch-down fatigue test

  The size of the scrub marks generated on the chip sur-
faces were measured after one T/D to analyze the scrub 

marks generated during the power semiconductor ele-
ment measurement with wire probes. The chip used in 
the experiment was a 9x9 mm diode (Trinno Technology 
Co. Ltd., South Korea) element used in power semi-
conductors, in which the chip surface was coated with a 
4 ㎛ aluminum (Al) thin-film. The scrub mark test pro-
ceeded with the application of a compressive load when 
the wire probe tip moved -80 ㎛ from point of the con-
tact on the chip surface, followed by the comparison of 
the sizes and lengths of the scrub marks generated on 
the diode surface.
  Instron 8848 was used in the T/D fatigue test, similar 
to the scrub mark test, in which 100,000 test cycles pro-
ceeded as shown in Fig. 3, with the conditions shown 
in Table 2. During the T/D test, the test was set to be 
suspended at a 30% reduction in the fatigue load, con-

Amplitude (㎛) Mean level (㎛) Frequency (Hz) Wave form Test cycles (cycles)

50 -30 5 Sine Wave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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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graphs of T/D test set-up using by micro fatigue test system, (a) test system, (b) magnified view of fixed 
wire and load cell and (c,d) enlarged images of cantilever wire

Table 2 Fatigue test condition for T/D test of cantilever wire probe

Test wire probe

(a)

(b)

Fig. 2 Photographs of (a) tensile test and (b) magnified 
images of wire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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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ring the fracture generation in the wire probe. In 
addition, the wire was set to be 3.8 mm protruded from 
the wire fixing jig and fixed at a 7° tilt, similar to the 
wire probe installed in an actual probe card, to proceed 
with 100,000 fatigue tests. The T/D fatigue test pro-
ceeded based on the displacement control. Here, loads 
of -10.5, 9.7, 5.35, and 7.4 gf were applied on W, ReW, 
BeCu, and P7 cantilever wire probes, respectively, with 
the -80 ㎛ movement to the direction of compression. 
Since the range of compressive load is small, the load 
cell (CB1-G150, Dacell Co, Ltd., South Korea) with 
the maximum load range of 150 gf was used. The diode 
used in the T/D was fixed on the 150 gf load cell, and 
the fatigue test was set for the wire probe to repetitively 
touch down the diode surface. Here, the position of the 
repetitive motion of the device and the compressive 
load applied were monitored in real-time during the fa-
tigue test. In the inspection with an actual probe card, 
the probe card movement inspects the power semi-
conductor wafer based on the -80 ㎛ displacement rath-
er than the load, so the fatigue test this experiment pro-
ceeded with a -80 ㎛ displacement control as well. The 
-40 ㎛ was set to the mean level to repetitively move 
the wire probe to its -80 ㎛ objective, and the wire 
probe can repetitively move -80 ㎛ when ±40 ㎛ is re-
petitively traveled back and forth. However, in this 
case, a non-contact condition between the wire probe 
and diode surface is not achieved, for which the test 
conditions were set to enable ±50 ㎛ movement based 
on -30 ㎛, as shown in Fig. 3(e). The repetitive T/D 
frequency of the probe was set to 5 Hz.

2.4 SEM and EBSD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T/D fatigue test, a cross-section 
of the wire probe and the angle of the bending part of 
the tip were measured. During the 100,000 cycles of fa-
tigue tests, the SEM and EBSD analyses were per-
formed to observe the bending part angle and the mi-
crostructural variations for each wire probe material. In 
particular, to observe the strain generated from the 
bending part microstructure and the grain orientation 
variations, the inverse pole figure (IPF), grain reference 
orientation deviation (GROD) maps, and the strain con-
touring maps were measured for comparative analysis.

3. Experimental results

3.1 Cantilever wire probe tensile strength measure- 
ment results

  The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results for the four 
types of wire probes are shown in Fig. 4. They were 

2.2-2.3, 1.9-2.3, 0.67-0.96, and 1.2-1.3 GPa for W, ReW, 
BeCu, and P7, respectively. The tensile strengths of W 
and ReW wires were measured to be higher than the 
wires containing Cu or Ag, while the toughness and 
elongation rate were measured to be higher in the BeCu 
and P7 wires. As shown in Fig. 5, it can be seen that W 
and ReW showed brittle fractures and a mixture of duc-
tile and brittle fracture modes, BeCu formed a ductile 
fracture plane, and brittle fractures were generated 
more in the P7. Thus, for the probe card, it is consid-
ered critical to select a wire probe material that has 
suitable fatigue strength and fatigue cycles from the re-
petitive T/D assessment.

3.2 Scrub mark analysis results

  The scrub mark sizes according to the wire probes 
were measured as 12.5, 25.6, 32.3, and 61.7 ㎛ i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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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nsile strength of 4 kinds of cantilever wire probes 
with test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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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acture surface SEM images of cantilever wire 
probes after tensile test, (a) W, (b) ReW, (c) BeCu 
and (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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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 BeCu, and P7, respectively. The W or ReW, which 
had high tensile strength measurements and aspects of 
brittle fractures from above, caused minimum scrub 
marks on the diode surface. In contrast, wire materials 
containing Cu had longer scrub marks and more con-
tamination at the diode surface. Thus, W or ReW mate-
rials were considered to be beneficial for repressing the 
generation of scrub marks.

3.3 Cantilever wire microstructures after touch-down 
fatigue test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bending angle of the 
wire bending part after the 100,000 T/D test that imple-
ments -80 ㎛ displacement of the cantilever wire are 
shown in Fig. 7. The measurements were 102°, 103- 
104°, 102°, and 100-102° in the W, ReW, BeCu, and P7 

wires, respectively. Thereby, the P7 material showed 
the most wire deformation after the T/D fatigue test, 
followed by the BeCu wire. In comparison to the ten-
sile strength assessment results, BeCu and P7 wires that 
have high elongation rates and tensile strengths showed 
larger deformations at the wire bending parts.
  The SEM image and EBSD analyses results of the 
wire probe bending parts after the 100,000 T/D fatigue 
tests are shown in Fig. 9. The variations of the de-
formed microstructures due to the repetitive tensile 
stress on the wire bending parts were comparatively an-
alyzed using IPF images, GROD maps, and Strain con-
touring maps. Through IPF scanning images, the misor-
ientation areas can be observed for the grain orientation, 
and the grain refinement or deformed areas can be 
distinguished. In the EBSD strain contouring map, 
plastic deformation can be located based on the lo-
calized misorientation areas, and the generation of the 
largest local plastic deformation can be located. In ad-
dition, through the EBSD GROD scanning, the residual 
stress area can be distinguish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ain misorientation angle and the average 
grain orientation axis for all grains can be identified. 
The deformed microstructures in the wire probe bend-
ing parts were qualitatively compared through EBSD 
scanning analysis, which is shown in Fig. 9. Fig. 9(a) 
and (d-k) are the SEM and EBSD analyses results be-
fore and after the 100,000 T/D tests on the W wire 
probe, Fig. 9(b) and (i-s) on the ReW wire probe, and 
Fig. 9 (c) and (t-aα) on the P7 wire probe. From the re-
sults of each specimen, it was identified that the grain 
at the bending part was elongated after the tests. This 
was identified to stem from the stress applied to the 

(a) (b)

(c) (d)

Fig. 6 SEM micrographs of scrub mark generated on the 
diode surface after 1 cycle T/D test, (a) W, (b) 
ReW, (c) BeCu and (d) P7

(a) W (b) ReW

(c) BeCu (d) P7

Fig. 7 SME images of cantilever wire probes after 100,000
cycles T/D fatigue test, (a) W, (b) ReW, (c) BeCu 
and (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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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part during the repetitive T/D tests and to have 
elongated the bending part in the x-axis length di- 
rection. Additionally, the strain contouring map analy-
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more misorientation 
grains at the bending part. In the case of the W wire, 
the grain was longer than other wire microstructures 
before the tests but expanded even longer after the T/D 
tests. The fatigue resistance to such grain elongations 
or the resistance to fatigue stress is manifested as high-
er in materials with greater fracture toughness than ten-
sile strength. Therefore, W and ReW with fundamentally 
high yield strengths are considered to have small de-
formations due to misorientations and strain generations 
from grain elongations, while materials with low yield 
strengths exhibit greater strain generations due to grain 
orientation deformations3-8). Consequently, rather than 
those with high initial yield strengths, those with small 
deformations of the wire probe after long hours of use, 
namely ReW, W, and BeCu materials were considered 
to have superior touch-down fatigue characteristics to 
the P7 material.

4. Conclusions

  This study measured the tensile strengths and the scrub 
mark properties of the four types of cantilever wire 
probes that either used W, ReW, BeCu, or P7 alloys. 
Additionally, the fatigue characteristics of the wire and 
the variations in the microstructures according to the 
T/D fatigue tests were qualitatively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rough SEM and EBSD scanning, which re-
sulted as follows.
  1) The wire probe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re-
sults showed that they were high in W and ReW mate-
rials, and while the tensile strengths decreased in wires 
containing Cu or Ag, the toughness and elongation rates 
had increased. In W and ReW materials, brittle frac-
tures and a mixture of ductile and brittle fracture modes 
were shown, BeCu formed a plane of ductile fracture, and 
more brittle fractures were generated in P7.
  2)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bending angle of the 
cantilever wire bending parts after 100,000 T/D tests 
showed that the greatest deformation was in P7, fol-
lowed by BeCu. In comparison to the yield strength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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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ts, bending part deformations were greater in BeCu 
and P7 materials that had high elongation rates and low 
tensile strengths.
  3) In the W and ReW wire probes that had high initial 
yield strengths, the misorientation angle deformations 
due to the grain elongation were smaller than that in the 
P7 wire probe. Thereby, their grain deformations due to 
the generation of strains were lower, while materials 
with low initial yield strengths had larger strain gen-
erations due to the deformation of grain orientation. 
Therefore, long-term conditions of T/D use were con-
sidered to be superior in ReW, W, and BeCu than in P7, 
because deformations were small after a long period of 
use rather than having high initial tensile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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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실리콘 카바이드 (Silicon Carbide, SiC)  

질화갈륨 (Gallium Nitride, GaN) 소재 기반의 화합

물 반도체 (Wide band gap, WBG)가 상용화가 되고 

있으며, 이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고효율, 고주 수, 

고신뢰성  고 력 도의 력변환 시스템 (인버터 

 컨버터 등 워모듈 (Power module))의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WBG 기반의 Power module에 한 

수요가 차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기자동차는 기존 

내연기 에 비하여 기에 지 사용량이 크게 증 되기 

때문에 력변환에 한 고효율화가 요하다. 직류와 교

류의 력변환을 력반도체 (Power semiconductor) 

스 칭 특성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과 주 수로 출력 

변환시키는 인버터  컨버터와 같은 력변환 시스템

이 매우 요하게 되었다. 수송기기용 워모듈은 

력의 Si 는 SiC 력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

한 력반도체 수요는 최근 들어 속히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력의 력반도체 소자를 생산하기 

한 력반도체용 로  카드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

고 있다. 

  로  카드 (Probe card)는 반도체 공정  완성

된 웨이퍼 (Wafer) 내 개별 칩 (Chip)의 기  동작 

여부를 검사하기 한 검사공정에 사용되는 신호 달 

매개체로 사용된다. 로  카드는 테스트 (Test) 하

는 반도체 소자의 사양에 맞게 개별 으로 설계, 제조

하여 주문 제작되는 제품이다. 생산되는 반도체 소자의 

사양이 변경될 때마다 그에 따른 로  카드가 새로 제

작되어야 하므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분류된다. 한 

로  카드는 반도체 제조공정   공정 (Fabrication)

이 완료된 상태에서 Test를 한 핵심부품  하나이

다1,2). 로  카드 형태로는 웨이퍼 내 칩의 기  

동작 상태를 검사하기 해 아주 미세한 선 형태의 

 핀 (Pin) ( 는 로 )을 일정한 규격의 인쇄회로

기  (Printed circuit board, PCB) 등에 부착한 카

드로, 이 로 가 웨이퍼에 되면서 웨이퍼와 측정 

장비의 간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반도체 칩의 양품

과 불량을 수 검사하게 된다. Wire를 이용한 컨틸

버 와이어 (cantilever wire) 로  카드는 로 의 

치수가 길고 모든 로 의 장을 균등하게 갖추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고속신호의 송에는 한계가 발생하지

만, 력반도체 소자와 같이 고 압 류를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의 검사에 합한 방식이다. 그러나 로  

카드를 웨이퍼 검사에 반복 으로 수 만회 이상을 사용

하기 때문에, 력반도체 Wafer 표면의 측정단자 (In/ 

Out, I/O)를 Wire가 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로

 카드에 사용되는 와이어에는 반복 피로 (Fatigue) 

하 이 지속 으로 인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로  카드의 와이어 굽힙부에 피로 하 에 의한 피로 

괴 (Fracture) 가 발생되기 때문에, 와이어의 소재

에 따른 피로특성이 향상된 와이어 소재 개발이 요구되

고 있다. 한 로  카드의 Wire가 웨이퍼 표면의 

I/O 측정시 터치다운 (Touch-down, T/D)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웨이퍼 윗면의 Chip 표면에 스크럽 

(Scrub) 발생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와이어 로

 소재는 굽힘강도와 피로강도가 우수하여야 하며 동

시에 Scrub mark를 유발하지 않는 소재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종의 텡스텐 (Tungsten, W), 

늄-텡스텐 (Rhenium-Tungsten, ReW), 베릴륨-구

리 (Beryllium-Copper, BeCu) 그리고 P7 (Palladium- 

Silver-Copper alloy, Pd-Ag-Cu) 합 을 이용하여 

로  카드에 사용되는 력반도체 웨이퍼 측정용 canti-

  

전력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컨틸레버 와이어 프로브의 

피로 주기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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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r wire의 인장강도 특성을 측정하고, T/D Fatigue 

시험에 따른 Wire의 피로특성  미세조직 변화를 주사

자 미경과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과 자후방산란회  (Electron back-scattered dif-

fraction, EBSD)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2.1 컨틸 버 로  와이어 소재

  본 연구에 사용된 4종 Cantilever wire probe에 

한 원소재 합 종류  재료물성 값은 다음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융 과 인장강도가 높은 W과 ReW 원

소 비 인장강도가 낮은 BeCu와 Pd-Ag-Cu 합 소

재을 사용하 다. Wire probe의 SEM 사진은 Fig. 1에 

나타냈으며, 4종 Wire probe tip 직경은 W, ReW, 

BeCu 그리고 P7이 각각 118, 43, 69 그리고 118 ㎛ 

다.

2.2 Cantilever Wire 인장강도 측정

  4종 Wire probe에 한 인장강도는 Fig. 2와 같이 

Instron 8848 (8848, Instron Co. Ltd., USA) 장

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Seratted jaw face를 갖

는 인장시험용 Grip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2와 10 

mm/min 속도로 인장강도를 측정하 으며, 시험속도

에 한 향도를 비교하 다. 

2.3 Scrub Mark 분석  Touch-Down 피로시험

  Wire Probe에 한 력반도체 소자의 측정  발

생되는 Scrub mark 분석을 해 1회 T/D 후 Chip 

표면에 생성된 Scrup mark 크기를 측정하 다. 시험에 

사용된 Chip은 9×9 ㎜ 크기의 력반도체용 다이오드 

(Diode, Trinno Technology Co. Ltd., Korea) 소

자로써, Chip 표면은 4 ㎛ 두께의 알루미늄 (Al) 박막 

코 이 되어 있었다. Scrup mark 시험은 Wire probe 

tip이 Chip 표면에 한 시 으로부터 -80 ㎛ 이동시 

압축하 으로 가압한 후 다이오드 표면에 생성된 Scrub 

mark의 크기와 길이를 분석하 다. 

  T/D 피로시험은 Scrub mark 시험과 동일한 방법

으로 Instron 8848 장비를 이용하여 100,000회 반

복 피로시험을 Table 2의 조건으로 Fig. 3에서와 같

이 진행하 다. T/D 시험  Wire probe의 Fracture 

발생을 고려하여 시험이 진행되는 피로하 의 30% 하

 감소가 발생되면 시험을 단하도록 설정하 다. 

한 실제 로  카드에 설치되는 Wire probe와 동일

하도록 와이어 고정 지그로부터 와이어는 3.8 mm 돌

출되어 7° 기울여진 상태로 고정된 후 10만 회 피로시험

을 진행하 다. T/D 피로시험은 변  컨트롤 (Displace- 

ment control) 기 으로 진행하 다. 이때 -80 ㎛ 압

Cantilever wires Alloy composition Melting temperature
(℃)

Density
(g/cm3)

Electrical resistivity
(μΩ·cm, 20℃)

W 100% Tungsten 3,410 19.24 5.59-5.86

ReW Rhenium-tungsten 3,410 19.29 9.15-9.65

BeCu Beryllium copper 925 8.4 7.0

P7 Palladium-silver-coper 1,066 11.8 31.6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aterials properties of cantilever wire probes

(a) (b)

(c) (d)

Fig. 1 SEM micrographs of cantilever wire probes, (a) W, 
(b) ReW, (c) BeCu and (d) P7

Test wire probe

(a)

(b)

Fig. 2 Photographs of (a) tensile test and (b) magnified 
images of wire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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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이동시 4종의 W, ReW, BeCu 그리고 P7 Can- 

tilever wire probe에 가해지는 하 은 각각 -10.5, 

9.7, 5.35 그리고 7.4 gf 로 인가되었다. 압축하 의 

범 가 매우 작기 때문에, 최  하 범  150 gf를 갖

는 로드 셀 (CB1-G150, Dacell Co, Ltd., Korea)

을 사용하 다. T/D에 사용된 Diode는 150 gf Load 

cell 에 고정한 후, Wire probe가 Diode 표면을 반

복 으로 Tocu-down 하도록 피로시험을 설정하 다. 

이때 장비가 반복 거동하는 Position과 가해지는 압축 

하 은 실시간으로 장비에서 모니터링 하며 피로시험이 

진행되었다. 실제 로  카드로 검사할 경우, 로  

카드의 이동은 하  심이 아니라 -80 ㎛ 변  심으

로 력반도체 웨이퍼를 검사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도 -80 ㎛ Displacement control 피로 시험을 진행하

다. 와이이 로 가 -80 ㎛를 반복 이동하게 하기 

해서는 -40 ㎛를 Mean level로 설정하고 ±40 ㎛를 

반복 왕복할 경우, Wire probe는 목표하는 -80 ㎛ 반복 

거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Wire probe가 

Diode의 표면으로부터 비 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조건 설정시에는 Fig. 3(e)에서와 같이 -30 ㎛를 

기 으로 ±50 ㎛를 이동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을 설정

하여 진행하 다. 로 가 T/D을 반복하는 주 수는 

5 Hz로 진행하 다. 

2.4 SEM  EBSD 분석

  T/D 피로시험 후 Wire probe에 한 단면분석 

 Tip의 Bending 부에 한 각도를 측정하 다. 10

Amplitude (㎛) Mean level (㎛) Frequency (Hz) Wave form Test cycles (cycles)

50 -30 5 Sine Wave 100,000

Touch down test system

(d)

Load indicator

Motor controller

Micro force test system

Test wire

150gf 
Load cell

Test wire

Diode

Test wire

Diode

150gf load cell

Schematic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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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graphs of T/D test set-up using by micro fatigue test system, (a) Test system, (b) magnified view of fixed 
wire and load cell and (c,d) enlarged images of cantilever wire

Table 2 Fatigue test condition for T/D test of cantilever wire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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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회 피로시험  Wire probe의 소재별 Bending 부 

각도 변화  미세조직의 변화 찰을 해 SEM과 

EBSD 분석을 진행하 다. 특히 Bending 부 미세조

직에서 발생된 Strain과 입자 방향성 (Grain ori-

entation) 변화를 찰하기 해, Inverse pole figure 

(IPF)와 Grain reference orientation deviation 

(GROD) maps 그리고 Strain contouring maps을 

측정하여 비교분석 하 다. 

3. 실험 결과

3.1 Cantilever Wire Probe 인장강도 측정 결과

  4종 Wire probe의 인장강도 측정결과는 다음 Fig. 

4와 같다. 4종 로  Wire 인장강도는 W, ReW, 

BeCu 그리고 P7이 각각 2.2-2.3, 1.9-2.3, 0.67- 

0.96 그리고 1.2-1.3 GPa 이 다. 인장강도는 W과 

ReW 와이어가 Cu 는 Ag가 첨가된 와이어 보다 더 

크게 측정된 반면, 인성과 연신율은 BeCu와 P7 와이어

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Fig. 5에서와 같이, W과 ReW

의 경우 취성 괴  연성-취성이 혼합된 괴모드를 나

타내고 있었으며, BeCu는 연성 괴 면을 형성하 고, 

P7의 경우에는 취성 괴가 더 많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로  카드가 반복 인 T/D 평가 

 한 피로강도와 피로 싸이클을 갖는 Wire probe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요한 것으로 단된다. 

 

3.2 Scrub Mark 분석결과

  Wire probe 소재에 따른 Scrub mark의 크기를 비

교한 결과, Fig. 6과 같이 W, ReW, BeCu 그리고 P7 

이 각각 12.5, 25.6, 32.3 그리고 61.7 ㎛ 로 측정되

었다. 이것은 앞서 인장강도 측정결과 강도가 높고, 취

성 괴 양상을 보인 W 는 ReW 이 T/D 측정  

Diode 표면에 Scrub mark를 최소로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u 원소가 함유된 와이어 소재의 경우, 

Scrub mark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났으며, 와이어 소재

의 Diode 표면 오염도 더 많이 발생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W 는 ReW 소재가 Scrub mark 발

생 억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Cantilever Wire의 Touch-down 피로시험 후 
미세조직

  Cantilever wire의 -80 ㎛ 변 를 인가하는 T/D 

10만 회 시험 후 와이어 Bending 부의 굽힘각도를 측

정한 결과 Fig. 7과 같다. W 와이어는 102°, ReW은 

(a) (b)

(c) (d)

Fig. 5 Fracture surface SEM images of cantilever wire 
probes after tensile test, (a) W, (b) ReW, (c) BeCu 
and (d) P7

(a) (b)

(c) (d)

Fig. 6 SEM micrographs of scrub mark generated on the 
diode surface after 1 cycle T/D test, (a) W, (b) 
ReW, (c) BeCu and (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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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nsile strength of 4 kinds of cantilever wire probes 
with test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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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4°, BeCu와 P7은 각각 102°와 100-102° 로 

측정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T/D 피로시험 후 가장 많

은 와이어 변형을 나타낸 것은 P7 소재 고, 그 다음으

로 BeCu 소재의 와이어가 변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선 인장강도 평가 결과와 비교할 때, 와이어 

로  소재의 연신율이 크고, 인장강도 낮은 BeCu와 

P7 소재에서 와이어 Bending 부 변형이 더 크게 발생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Wire probe의 10만 회 T/D fatigue 

test 후, Wire probe의 Bending 부에 한 SEM 사

진  EBSD 분석결과 이다. 와이어 Bending 부에 가

해진 반복 인 인장 응력에 의해 변형된 미세조직의 변

화를 IPF images와 GROD maps 그리고 Strain 

contouring maps를 이용하여 비교분석 하 다. IPF 

scanning images는 하나의 grain orientation에 

한 Misorientation 역을 찰할 수 있으며, Grain 

refinement나 Deformation된 역을 구별할 수 있

다. EBSD strain contouring map은 Locallized 

misorientation 역을 기반으로 소성변형 (Plastic 

deformation) 역을 찾을 수 있으며, 국부 으로 가장 

큰 소성변형이 발생된 역을 찾을 수 있다. 한 EBSD 

GROD scanning을 통해서는 잔류응력 (Residual stress) 

역을 구별할 수 있으며, Grain misorientation 각

도와 모든 Grain의 평균 인 Grain orientation 축

과의 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EBSD scanning 분

석을 통해 Wire probe의 Bending 부 에 한 변형

된 미세조직을 정성 으로 비교한 결과를 Fig. 9에 나

타내었다. Fig. 9 (a)와 (d-k)는 W, Fig. 9 (b)와 (i-s) 

ReW, 그리고 Fig. 9 (c) and (t-aα)는 P7 Wire 

probe의 10만 회 T/D 시험 후의 SEM  EBSD 

분석 결과이다. 각각의 시편의 결과에서와 같이, 시험

에 비해 Bending 부의 grain이 인장 (Elongation)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반복 인 T/D 시험에 

의해 굽힘부에 가해진 응력에 의해 X-축 길이방향으로 

인장된 것을 확인하 다. 기 grain을 비교할 때, ReW

과 P7 와이는 Equiaxied grain 이 으나, 시험 후 

Elongated grain으로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Strain contouring map 분석결과에서도 Bending 

부에 misorientation grain이 더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W 와이어의 경우, 다른 와이어 미세조직에 

비해 시험  grain이 긴 것을 알 수 있었으나, T/D 

시험후에는 Grain이 더욱 길게 신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Grain elongation에 한 피로 

항성은 인장강도가 높은 것 보다는 괴인성이 큰 소재

에서 피로응력에 한 항성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된

다. 따라서 기본 인 항복강도가 높은 W과 ReW에서 

Grain elongation에 의한 misorientation과 strain 

발생에 의한 deformation이 작은 반면, 기본 인 항

복강도가 낮은 소재에서는 grain orientation 변형에 

의한 strain 발생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단된다3-8). 

따라서 Toch-down fatigue 특성에 우수한 것은 기 

항복강도가 높은 것 보다는 장시간 사용한 후 와이어 

로 의 변형량이 작게 발생되는 ReW, W, BeCu 소

재가 P7 소재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4종의 W, ReW, BeCu 그리고 P7 

합 을 사용한 Cantilever wire probe의 인장강도와 

Scrub mark 특성을 측정하고, T/D fatigue 시험에 

따른 Wire의 피로특성  미세조직 변화를 SEM과 

(a) W (b) ReW

(c) BeCu (d) P7

Fig. 7 SME images of cantilever wire probes after 100,000
cycles T/D fatigue test, (a) W, (b) ReW, (c) BeCu 
and (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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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ending angle comparison of cantilever wire probes 
before and after 100,000 cycles T/D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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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D scanning 분석을 통해 정량 으로 비교분석 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와이어 로 의 인장강도 측정결과 W과 ReW 

소재가 높게 나타났고, Cu 는 Ag가 첨가된 와이어

에서는 인장강도는 다소 감소하 지만, 인성과 연신율

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W과 ReW의 경우 취성

괴  연성-취성이 혼합된 괴모드를 나타내고 있으

며, BeCu는 연성 괴 면을 형성하 고, P7의 경우에

는 취성 괴가 더 많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Cantilever wire의 10만 회 T/D 시험 후 와이

어 Bending 부의 굽힘각도를 측정한 결과 가장 많은 

변형을 나타낸 것은 P7 > BeCu 순 이 다. 항복강도 

결과와 비교할 때 와이어 소재의 연신율 크고, 인장강

도 낮은 BeCu와 P7 소재에서 와이어 Bending 부 변

형이 더 크게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 Wire probe 소재의 기 항복강도가 높은 W과 

ReW Wire probe에서 P7 보다 Grain elongation에 

의한 mis-orientation angle이 더 작게 변형하 으며, 

이에 따라 strain 발생에 의한 grain deformation이 

작은 반면, 기 항복강도가 낮은 소재에서는 grain 

orientation 변형에 의한 strain 발생 양이 크게 나타

났다. 따라서 장기 인 T/D 사용조건에서는 기 인장

강도가 높은 것 보다 장시간 사용한 후 변형양이 게 

발생되는 ReW, W그리고 BeCu가 P7 와이어 소재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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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생태계 

괴와 같은  세계 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해 온

실가스 배출 감을 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

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순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

로 하는 탄소 립 실 을 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

고 있다. 자동차, 철강, 기계부품 등으로 표되는 제

조산업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을 한 많은 노력들

이 진행되고 있다. 이 , 자동차, 발 기 부품, 등에 

용되는 소재의 경량화는 연비  에 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량철강은 철강에 경량원소인 Al을 다량 첨가함으

로서 강의 도를 낮춘 소재로서 Fe-Mn-Al-C계 합

이 표 이다1,2). Al 원자는 Fe 원자 비 원자 반경이 

크면서도 질량이 낮아, 보고에 따르면 강 에 1wt%의 

Al 첨가 시 Fe 원자 치환  격자 팽창 효과에 의해 

강의 도가 약 1.5%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1). 경량철

강은 주요 구성 원소인 Al, Mn, C의 함량에 따라 오

스테나이트계, 페라이트계, 듀 스계로 구분되며, 오스

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기지상 외에도 Al과 C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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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 등에 따라 규칙상인 κ-carbide (Fe3AlC)가 

생성될 수 있다1). 특히, 입내에 생성되는 미세한 κ- 

carbide는 상온에서 연신율을 크게 하시키기 않으면

서도 강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경량철강 

합   공정 설계 시에 요하게 활용되는 석출상이다. 

  Frommeyer 등은 Fe-(18-20)Mn-(9-12)Al-(0.7-1.2)C

의 성분을 가지는 경량철강을 개발하여 TRIPLEX steel 

이라고 명명하 다. TRIPLEX steel은 오스테나이트 

기지에 페라이트와 미세한 κ-carbide가 분포함으로서 

높은 강도(700-1100 MPa)와 연신율 (≥60%)을 동시

에 갖는다3). 최근 Hwang 등은 Fe-21Mn-10Al-1C- 

5Ni 경량철강을 개발하 으며, 이러한 합 은 κ-carbide 

외에도 Ni 첨가에 의해 미세한 B2상 (NiAl)이 석출됨

으로서 매우 높은 항복강도 (1.6GPa)와 20% 이상의 

연신율을 확보하 다4). 이와 같은 상온에서의 우수한 

물성에도 불구하고 경량철강의 연성은 고온에서 격하

게 하락하며 이는 입계와 입내에서 다량의 κ-carbide 

석출에 의한 입계 취화 상과 련이 있다5,6). 이러한 

낮은 고온연성은 용  시, 열 향부에서의 연성 하균

열 (Ductility Dip Cracking) 발생 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량철강 용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에서의 고온연성 거동에 한 첨

가원소의 향을 평가하 으며, 이를 하여 Mo, Cr, Si 

함량을 달리한 3종의 오스테나이트계 Fe-30Mn-9Al- 

0.9C 경량철강을 제작하 다. HAZ 재   고온 변형 

시험은 Gleeble simulator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고온 

변형 시험 후 미세조직  석출물은 학 미경(Optical 

Microscopy, OM), 투과 자 미경(Transmission Elec- 

tron Microscopy, TEM), 원자탐침 단층분석(Atom 

Probe Tomography, APT)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오스테나이트계 경량

철강 합 성분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

이 본 연구에서는 Fe-30Mn-9Al-0.9C을 기본 성분으

로 하며 Mo, Cr, Si을 각각 첨가한 3종의 경량철강 

합 을 제작하 다. 모재 합  제작을 해서 먼  진

공용해로(Vacuum Induction Melting furnace)를 

이용하여 1kg  잉곳을 제조하 으며, 이후 열간압연

을 통해 최종 두께 12mm의 재 샘 을 제작하 다. 

이후 오스테나이트 기지를 갖는 모재를 제작하기 해 

압연재에 해 1050℃에서 2시간 동안 균질화 열처리

를 실시하 다. 

  다음의 Fig. 1은 Gleeble simulator를 이용하여 실

시한 Hot ductility test 스 을 보여주고 있다. 

HAZ 열사이클은 100 kJ/cm의 입열량 조건에 해서 

Rosenthal이 구한 열유동 방정식의 해를 이용하여 계산

하 다8). HAZ 열사이클을 따라 가열  냉각 에 500- 

1220℃에서 5cm/sec의 빠른 속도로 인장 변형을 실

시하 다. 이 때, 그림에 표기되어 있는 최고온도(peak 

temperature)는 각 합 에서 측정한 ZDT (Zero Ductility 

Temperature)와 ZST (Zero Strength Temperature)

의 간 온도 값으로 결정하 다. 고온 변형시험 후 

단된 샘 들의 단면  수축률(Reduction of Area, R.A)

을 측정하여 각 샘 의 고온연성을 평가하 다. 

  모재  Hot ductility test 후 미세조직은 OM과 

Alloys Mn Al C Mo Si Cr Fe

A steel 30 9 0.9 2 Bal.

B steel 30 9 0.9 2 Bal.

C steel 30 9 0.9 1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in wt%) of the lightweight
steels examined in this study

Peak temp.
A steel: 1210
B steel: 1220
C steel: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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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illustrations for gleeble hot tension tests:
(a) On-heating and (b) On-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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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을 이용하여 찰하 다. TEM 찰을 한 샘

의 경우, 먼  Thin foil 시편을 제작한 후 이를 10% 

Perchloric acid 와 90% Methanol의 혼합용액에서 

Twin jet-polishing을 실시하여 제작하 다. 한편, Hot 

ductility test 시 석출된 κ-carbide의 크기를 정량분

석하기 해 APT 분석을 실시하 다. APT 분석을 한 

Tip 샘 의 경우, 집속이온빔(focused Ion Beam, 

FIB) 링을 통하여 제작되었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용 열 향부 Hot ductility test 결과

  다음의 Fig. 2는 용체화 열처리 후 찰한 각 샘

의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모재는 

100%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Fig. 3은 Fig. 1의 스 을 따라 실시한 

Hot ductility test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합 에서 On-heating 시에는 50% 이상의 

단면  수축률을 가지지만, On-cooling 시에는 700- 

900℃ 부근에서 격한 연성의 하락이 찰되며, 특히 

Si을 첨가한 C steel에서 가장 큰 고온 연성의 하락이 

발생하 다.

  다음의 Fig. 4와 5는 각각 On-heating, On-cooling 

의 Hot ductility test 후 단 된 샘 의 단면 미

(a) (b) (c)

50 ㎛ 50 ㎛ 50 ㎛

Fig. 2 Optical micrographs of the base steels: (a) A steel, (b) B steel, and (c) C steel

B steel - 500℃ B steel - 800℃ B steel  - 1100℃

C steel - 500℃ C steel - 800℃ C steel  - 1100℃

50 ㎛ 50 ㎛ 50 ㎛

50 ㎛ 50 ㎛ 50 ㎛

Fig. 4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after the hot ductility tests during the on-heati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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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hot ductilit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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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Fig. 4에서 500℃의 경우, 

고온 변형 시 발생한 Slip traces들이 쉽게 찰되며 

이러한 Slip의 흔 들은 Fig. 3에서 보듯이 500℃에

서의 우수한 소성 변형능(Plasticity)을 의미한다.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800℃에서는 입계를 따라 발생한 

균열이 찰되며, 1100℃에서는 고온 변형 에 발생

한 동 재결정에 따른 미세한 결정립이 찰된다. 이와 

같은 동 재결정 거동에 따라 1100℃ 부근에서 높은 

고온 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고온 변

형 시 미세조직 변화는 On-cooling 시에도 유사하게 

찰된다. 즉, Fig. 5에서 보듯이 녹는  부근의 최고

온도까지 가열 후 냉각 시, 1100℃ 부근에서 고온 연

성이 회복되며 이는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동 재

결정에 의한 결과이다. 온도가 하락함에 따라 700- 

900℃에서는 결정립계를 따라 균열이 발생하 다. 한

편, 500℃의 경우, B steel에서는 On-heating 시와 

마찬가지로 Slip traces 들이 많이 찰되는 반면에 C 

steel에서는 상 으로 이러한 Slip traces이 잘 

찰되지 않았다. 

3.2 κ-carbide 석출 거동의 향

  다음의 Fig. 6은 On-cooling  800℃에서의 고온 

변형 시험 후 C steel의 미세조직을 TEM을 이용하여 

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Si을 첨가한 C 

steel의 경우, 800℃에서 고온 변형 시험 시 다량의 κ- 

carbide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

량의 κ-carbide 석출에 따라 상 으로 입계가 취약

해지고 Fig. 5와 같은 입계 균열 발생에 의해 Fig. 3

에서 찰되는 Ductility Dip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

된다. 한편, Fig. 3에서 A, B steel 비 C steel에서 

Ductility Dip이 보다 크게 발생한 이유는 κ-carbide 

석출에 한 각 합 의 첨가 원소 향으로 단된다. 

B steel - 1100℃ B steel - 800℃ B steel  - 500℃

50 ㎛ 50 ㎛ 50 ㎛

C steel - 1100℃ C steel - 800℃ C steel  - 500℃

50 ㎛ 50 ㎛ 50 ㎛

Fig. 5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after the hot ductility tests during the on-cooling cycle

(a) (b) (c)

100 ㎛ 50 nm   

Fig. 6 TEM micrographs of steel C after hot ductility tests at 800℃ during the on-cooling cycle: (a) bright-field, (b) 
dark-field images, and (c) SAD pattern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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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헌에 따르면 Mo과 Cr은 κ-carbide 생성을 억제

시키는 반면에 Si은 κ-carbide 생성을 진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9,10), 따라서 Mo, Cr을 각각 첨

가한 A, B steel 비 Si을 첨가한 C steel에서 보다 

많은 양의 κ-carbide가 생성됨에 따라 입계 취화가 심

화되고 따라서 Ductility Dip 거동이 보다 크게 발생

한 것으로 단된다. 다음의 Fig. 7은 앞서 Fig. 6에

서 찰한 κ-carbide 분포를 APT를 이용하여 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 steel의 경우, 

κ-carbide는 규칙상으로서 입내에 높은 분율로 조 하게 

석출되어 있으며, APT를 이용하여 측정한 κ-carbide

의 평균 volume은 102.7 nm3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Fig. 3에서 On-cooling 시, 500℃에서 

모든 합 의 고온 연성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온도 감소에 따른 κ-carbide의 석출 감소  500℃

에서의 Slip band-induced Plasticity 거동과 련이 

있다. 즉, 문헌 보고에 따르면 500℃ 부근에서 고온 

변형 시, 의 활발한 이동에 의해 Slip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Fig. 3과 같이 고온 연성이 회복될 수 있다
6). 한편, Fig. 3에서 보면 Si을 첨가한 C steel에서 

연성의 회복이 가장 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A, B steel 비 C steel의 경우 Si 첨가에 의

해 입내 κ-carbide가 보다 많이 발달함에 따라 상

으로 의 이동이 보다 크게 방해 받기 때문으로 

단된다. Fig. 8은 500℃에서 고온 변형 시험을 통해 

얻은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C steel은 

A, B steel 비 매우 낮은 연신율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Fig. 3에서 찰되는 C steel의 낮은 고

온 연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추가 으로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는 A, B steel의 경우, 

Serrated flows가 찰되었으며, 이는 고용 C 원자에 

의한 동 변형시효(Dynamic strain ageing, DSA) 거

동과 련이 있다. 즉, 고온에서 C 원자의 빠른 확산 

속도에 따라 의 이동이 방해 받게 되고 이에 따라 

DSA 거동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o, Cr, Si의 함량을 달리한 3종의 

Fe-30Mn-9Al-0.9C계 경량철강의 용 열 향부 고온

연성 거동을 평가하 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1000℃ 이상 고온의 경우, 모든 합 에서 동 재

결정이 발생하 으며, 이로 인해 높은 고온 연성을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On-cooling ,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고온 연성

은 차 감소하 으며, 700-900℃에서 다량의 κ-carbide 

생성에 따라 Ductility dip 거동이 확인되었다. 한편, 

Mo, Cr 첨가 합 에 비해 Si 첨가 합 의 경우 고온 

연성의 감소가 보다 크게 발생하 으며, 이는 Mo, Cr

의 경우 κ-carbide 석출을 억제하는 원소인 반면에 Si

은 이를 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온도 감소에 따라 500℃에서는 모든 합 의 고온 

연성이 회복되었으며, 이는 κ-carbide 석출 감소  

문헌에서 보고되는 Slip band-induced Plasticity 거

동과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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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 종료 ▣ 

  2021년 우리 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가 11월 11(목), 12일(금), 2일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 양재 aT

센터에서 온라인을 겸한 대면 학술대회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도 춘계대회와 같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거리두기와 백신접종 확

인, 참가자 발열체크, QR체크, 손소독제 비치, 발표장 참석인원 제한 등 안전한 학술대회가 되도록 다방면의 노력

을 기울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술대회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300여편의 논문이 △조선해양 △에너지 및 발전설비 △건설토목 △마이크로

접합 및 패키징 △자동차 및 철도차량 △용접장비 △철강 및 비철재료 등 7개 산업분야와 20개 분야의 특별세션

에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에서 용접산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알차고 유익한 학술

대회가 되었다.

  총회 인사말에서 장경호 회장은 지난 1년간 성원해 준 모든 회원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와 함께 용

접 관련 유관기관이 다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 용접 접합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용접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뜻깊

은 용접의 날 행사를 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용접 접합인의 화합과 

미래지향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총회에서는 학술상 (강문진 회원), 공로상(강승관, 이진희, 김정우 회원), 기술상(윤광희, 이창용 회원), KISWEL 

AWARD (김종도 회원), 모니텍학술상(이해우 회원), Young Fellow Award (이태영, 유재석, 박주헌 회원)의 학회상

을 수여하였고 2021년도 회무 및 재무 보고와 2022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을 각각 심의, 의결하였다 

  김종도 임원선거관리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2022년도 임원 선거에서는 정재필 수석부회장을 2022년도 제24

대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부회장으로 김대업, 김명현, 김정오, 박정웅 회원을 감사에 박태원, 오명구 회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참가자 만찬 행사를 갖지 않는 대신 학술대회 종료 후에 학

회 참가자에게 참가자 선물로 기프트콘을 보내주었다.

 2022년도 추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수상자 
• 학술상 : 

   - 강문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접합적층연구부문, 수석연구원)

• 공로상 : 

   - 강승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전무)

   - 이진희 (대한용접기술사협회, 회장)

   - 김정우 (대흥종합건설, 회장)

• 기술상 

   - 윤광희 (대우조선해양 용접기술연구부, 수석부장)

   - 이창용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자동차응용기술팀, 책임연구원)

• KISWEL AWARD : 

   - 김종도 (한국해양대 기관공학부, 교수/제22대 학회장)

• 모니텍학술상 : 

   - 이해우 (동아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동아대 총장)

• Young Fellow Award 

   - 이태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접접합기술센터, 이공계인턴쉽)

   - 유재석 (대우조선해양 산업기술연구소 용접기술연구부, 책임연구원)

   - 박주헌 (고등기술연구원 지능기계시스템센터, 연구원)

• 학업상 : 대학부 5명, 고등부 6명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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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부, 5명)

   - 서성민 (서울시립대), 박성훈 (한국해양대), 이승빈 (한국해양대), 구본기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김무성 (조선대)

   (고등부, 6명)

   - 김동근 (성동공업고), 박수철 (춘천기계공업고), 송 건 (수원공업고), 유영탁 (대구일마이스터고), 

이상우 (정석항공과학고), 임지윤 (서울공업고) 

• JWJ 게재논문 최다인용자 수상

   - 김재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혜준 (서울시립대), 정택언 (SK On 배터리연구원)

• 구두발표 우수논문상 수상자 

   ∙ 김성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강민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김수원 (이브이레이저)  ∙ 조영태 (창원대)  

   ∙ 박거동 (케이투레이저)  ∙ 조대원 (한국기계연구원)  ∙ 강민철 (3D프린팅연구조합)  ∙ 신상수 (오성테크) 

   ∙ 배규열 (POSCO)  ∙ 최재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Wahid Muhamad Furkon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이솔미 (부경대)  ∙ 남기문 (한국전기안전공사)  ∙ 박기태 (포스코)  ∙ 한승창 (인천대)  ∙ 조정호 (충북대)  

   ∙ 문현배 (한국수력원자력)  ∙ 김진영 (한양대)  ∙ 천현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홍태민 (대우조선해양) 

   ∙ 박영도 (동의대)  ∙ 성우제 (대우조선해양)  ∙ 박창우 (삼성중공업)  ∙ 김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유재석 (대우조선해양)  ∙ 유성훈 (부산대)  ∙ 남현빈 (한국재료연구원)  ∙ 박현수 (대우건설기술연구원)

   ∙ 김명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박재웅 (한양대)  ∙ 이원기 (고등기술연구원)

• 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 수상자 

   ∙ 신동길 (현대케피코)  ∙ 정도현 (경북테크노파크)  ∙ 유현종 (한국기계연구원)  ∙ 유현종 (한국기계연구원)  

   ∙ 김동민 (창원대)  ∙ 정광호 (창원대)  ∙ 김병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신중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조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김재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최세훈 (계명대)  ∙ 최영배 (MDT) 

   ∙ 천추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조원준 (조선대)  ∙ 황원호 (조선대)  ∙ 박지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정진곤 (경남대)  ∙ 정예선 (경남대)  ∙ 정혜은 (경남대)  ∙ 김태영 (창원대)  ∙ 이윤준 (서울과학기술대)    

   ∙ 김호륜 (서울과학기술대)  ∙ Sri Harini Rajendran (서울시립대)  ∙ 서영진 (충북대)  ∙ 허민행 (충북대)  

   ∙ 김현태 (충북대)  ∙ 박지운 (창원대)  ∙ 강승협 (한양대)  ∙ 이충우 (목포대)  ∙ 박정웅 (조선대)

   ∙ 전소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김세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김재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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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24대 학회 신임임원 선출 ▣ 

• 회장 : 정재필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 부회장 

   - 김대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경량소재응용연구그룹, 수석연구원

   - 김명현 :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김정오 : 한국기계연구원 첨단산업기술연구부, 책임연구원

   - 박정웅 :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감사

   - 박태원 : 국방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 오명구 : 엘프 시스템, 전무이사

  11월 11일(목), 양재 aT센터 (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학회 신임회장단과 감사

를 각각 선출하였다.

  총회에서는 학회 정관 개정에 의거하여 수석부회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선출하였던 수석부회장

은 선출하지 않고 부회장을 3인에서 4인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이번에 선출되는 임원은 정관 개정 전의 회장의 

임기에 맞춰 임기가 1년이다. 2022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되는 신임 회장단부터는 개정 정관에 따라 2년의 임기로 

학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종도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임원 선출에서는 학회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인 정재필

정회원이 총회 인준을 받아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부회장 선거에서는 김대업, 김명현, 김정오, 박정웅 정회원이 정관의 부회장 정수 4인과 일치하여 별도의 투표 

없이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감사 선출도 정관의 감사 정수 2인과 입후보자 수가 일치하여 부회장 선출과 동일하게 별도의 투표없이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감사입후보자 박태원, 오명구 정회원을 신임 감사로 선출하였다. 

  회장단, 감사 이외의 신임 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신임회장단에게 위임하고, 신임회장단은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이사를 선임하여 회원에게 공지하기로 하였다. 

  정재필 신임회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2022년도 학회 운영을 학회재정 개선, IWJC 성공적 개최, IIW 회비 납부, 

용접연구소 운영, 사무실 구입 재원 적립, 학회지 Scopus 등재 추진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이를 위해 회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였다.

  

▣ 2021 “제1회 용접의 날” 성황리 개최 ▣

  대한민국 용접인들이 한자리에 함께하는 용접의 날이 지난 11월 11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용접의 날은 48만이 넘는 산업계 용접인과 학계, 연구원에 종사하는 용접인들과 미래의 용접인인 용접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두 함께 모여 그동안의 용접산업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자 한자리에 모인 중요한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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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의 날은 대한용접접합학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대한용접기술사협회, 한국건설이음협회,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 한국산업기술협회 6개 기관이 모여 공동으로 주최 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현대종합금속, 포스코, 현대제철, 경동엠텍, 쌍용건설 등의 기관이 후원을 하였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용접관련 특강을 김성수 전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
장님과 장웅성 산업통상자원 MD 님의 아주 뜻있는 강의로 용접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2부 본 행사에서는 이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영훈 국회의원을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기관의 귀빈들이 참
석하여 축사와 기념사를 해주시며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주셨다. 또한 용접역사를 뒤돌아보는 홍보영상 상영, 그
리고 용접기술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였다.
  유공자포상에는 산업부장관상에 최우혁(현대제철), 함효식(삼성중공업), 김도형(비엠에스엔지니어링) 회원이 수상
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에 최기갑(한토), 최희암(고려용접봉)회원이 수상하였다. 이외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상, 각 기관장상등이 수여되었다.
  이번 용접의 날 행사는 국가산업을 위해 용접인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디딤돌이 되는 최초의 행사였으
며, 용접인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아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 종신회원 가입비 인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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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만45세 이하 46-50세 미만 51-55세 미만 56세 이상

종신회비 75만원 65만원 55만원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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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용접접합학회지(JWJ) 학회지 구독 안내 ▣

  우리 학회가 연 6회 발행하는 대한용접접합학회지(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 JWJ)가 2016년 2월호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책자로 발행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던 학회지를 온라인으로도 발행하여 회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

하게 게재논문을 검색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회지 발행 즉시 회원여러분에게 이메일로 검색 

창을 안내하여 온라인 학회지 게재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과 같이 책자로 발간된 학회지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간 구독료 1만원을 납부하시고 학회사무국으로 연

락주시면 1년간 학회지를 책자로 보내드립니다. 

  특별회원사와 찬조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회지를 책자로 보내드리고, 게재논문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회지 게재논문 검색, 다운 : http://www.e-jwj.org/http://www.kwjs.or.kr/⇒ 논문투고

  • 학회지(책자) 구독료 신청 : 학회 사무국, 02-538-6511, 2, kws@kwjs.or.kr

▣ 제265차 이사회 회의록 ▣

• 일  시 : 2021년 9월 30일(목) 16:00-18:00

• 장  소 : 온라인 (WebEX)

• 참석자 : 장경호, 정재필, 서정, 박정웅, 김명현, 안규백, 신상범, 김정오, 김대업, 최  광, 강남현, 홍원식, 박영도, 

조대원, 윤정원, 최두열, 정우영, 한상배, 현충민, 권석진, 길웅, 오동수, 이은경, 이지욱, 남성길, 김성욱, 

최해운, 이수진, 지창욱 (29명)

• 위  임 : 김교성, 강중규, 조영태, 박영도, 이창훈, 강민정, 김재성, 방정환, 유지영, 이광진, 최광성, 김용덕, 장종훈, 

정상훈, 김도형, 이정수, 이재익, 전주선, 김상곤, 문형순, 이세환, 정광운, 차현록, 최우혁, 홍현욱, 김영민, 

조정호, 강성구, 이명수, 임병승, 서성호, (31명), 총 60명 참석

 주요 안건보고 
1) 2021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 안규백 교수 (조선대) 

2) 2021 기계의 날 산학연 협력 유공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장경호 회장 (중앙대) 

3) 학회창립 40주년 엠블럼 제작 : 학회지 표지, 학회발송 공문 등에 사용

4) 대전 홍인사무실 임대계약 종료 (2021. 10. 31)
5) 2021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개최 후 입후보자 등록 공고

6) 회장 직속 위원회 신설 : 법률 및 재무자문위원회 (삼인종합법률사무소)

7) 학술이사 선임 : 조인식(엠브로지아 대표, ~21. 12. 31)

8) 학술대회 후원현황

   - 약 3,400만원(14개 업체 : 3,200만원, 국책과제 : 200만원)

   - 학술대회 국책과제 장소사용료 부분 재협의, 타 비용처리(등록인원 증가) 방법 모색

   - 특별세션 개최 기간 중 회장/수석부회장 인사/회람을 통하여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할 필요 있음

9) 학술대회 발표논문접수 현황

   - 254편+@(일반세션 157편, 연구위원회 42편+@, 특별세션 55편)

   - 각 위원회에 전화 홍보 계획(김정오 대외협력부회장 주도)

10) 전시업체 홍보강화 : 황희용실장 주도 아래 사무국에서 홍보 전화 계획

11) JWJ 편집위원 선임 : 박중구(삼성중공업, ~22. 12. 31까지)

12) JWJ 투고논문현황 : 23편(심사완료 9편, 심사중 14편)

13) JWJ 학회지 발간 : 39권 4호(8월호, 12편 논문수록)

14) JWJ 한국연구재단 인용지수: 0.41

15) JWJ, WoS인용활성화팀 운영 현황보고

    - 2021년 9월 현재 IF=1.038 (2017년 SCOPUS 신청 당시 IF=0.8)

    - 2022년 SCOPUS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2월까지 게재되는 SCI저널에 최대한 JWJ 인용 필요

    - 인용활성화팀(50명) 운영 활성화 및 편집이사 중심의 TFT 구성(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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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이사 변경: 장종훈(고려용접봉) ⇒ 김용철(고려용접봉), 사내 인사이동

17) 학회부설 기술연구소장 채용 공고 : 지원자 없음

18) COSD 전문위원회 1~2차 회의 개최 : 본 사업의 책임자 역할 가능한 분으로 연구소장 채용이 필요

19) IIW 연회비 검토위원회 개최 및 IIW 연회비 Webinar 참석

20) IIW 연회비 계산법 설명

    - 새로운 IIW 연회비 계산법에는 찬성하고, 추가적으로 GDP 및 철강소모량의 국가별 상한액을 없애는 것을 

건의하기로 함

21) 뉴스레터 5호 (2021. 9월호) 9월 30일 발행 예정

    - 미래자동차(정우영 사업이사), DC(-)극성의 SAW 특성 (5)-용입깊이(김희진 박사)

21) 2021 KWE/IWE 교육 및 검정 : 2021년 11월 25일-2022년 2월 25일 예정

22) 회장단/연구위원장/지회장 정기간담회 개최

    - 특별세션 42편+@편 모집 확정

    - 학회 신규홈페이지 Q&A 협조요청(연구위원회별 100개+추천동영상, 9월 30일까지)

23) IWJC 2022 후원공문 발송

24) IWJC 2022 PCO 계약 및 1차 계약금지급: SWEM (1,098만원)

25) IWJC 2022 로드맵 및 예산 검토회의 개최

 심의 및 토의 결과보고 
1. 신규 회원가입을 승인함 

   1) 일반회원: 46명 (정회원 21명, 학생회원 25명)

   2) 학생위원회 학부생 학생회원: 17명 (조선대 14명, 충북대 3명)

2. 학회상 수상자 인준

 • 학술상  

   - 강문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접합적층연구부문, 수석연구원

 • 공로상 

   - 강승관 :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전무

   - 이진희 : SK G-Plant 화공 Tech. 본부, 전문위원

   - 김정우 : 대흥종합건설, 회장

 • 기술상 

   - 윤광희 : 대우조선해양 용접기술연구부, 수석부장

   - 이창용 :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자동차응용기술팀, 책임연구원 

 • 학업상 :

    (대학부 수상자, 5명)  

    - 서성민 (서울시립대), 김무성 (조선대), 구본기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박성훈, 이승빈 (한국해양대)

    (고등부 수상자, 6명)   

    - 김동근 (성동공업고), 박수철 (춘천기계공업고), 송건 (수원공업고), 유영탁 (대구일마이스터고)

이상우 (정석항공과학고), 임지윤 (서울공업고) 

 • KISWEL AWARD 

   - 김종도 : 한국해양대 기관공학부, 교수/제23대 학회장

 • 모니텍학술상 

   - 이해우 : 동아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동아대 총장

 • Young Fellow Award 

   - 이태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접접합기술센터, 이공계인턴쉽

   - 유재석 : 대우조선해양 산업기술연구소 용접기술연구부, 책임연구원

   - 박주헌 : 고등기술연구원 지능기계시스템센터, 연구원 

 • “용접의 날” 대한용접접합학회장상 수상후보자 추천

   - 서정 (한국기계연구원), 김형태 (아프로알앤디), 이문용 (성우하이텍), 김도열 (하나기술), 강성욱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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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사업 승인

사업부문 사 업 내 용

총무부문

1.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2. 학회상 포상

3. 대외기관 포상 추천

4. 한국기계술학회총연합회 

5. 한국재료관련학회협의회

6. 뿌리기술학회연합회

7. 특별회원 배가 운동

8. 용접 접합관련 기관 및 협회와의 상호협력 

9. 회원 및 회원사 간의 소통 및 유대강화

학술부문

1. 춘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 춘계 학술발표대회 : 2022. 5. 19(목) ⁓ 20(금), EXCO (대구)

 - 추계 학술발표대회 : IWJC Korea 2022 국제학술대회로 대체

2. 학술대회 초청/특별세션 기획 및 개최

사업부문

1.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사업 수행 

2. 기술자문 연구용역 사업 수행

3. 용접접합편람 5쇄 발간

4. 학회 부설 기술연구소 운영(신규)

편집부문
1. 학회지 발간 (6회 ; 2, 4, 6, 8, 10, 12월)

2. 국제학술지 SCOPUS 등재 신청 (8월경)

기술부문

1. 용접 접합관련 신기술기획 

2. 용접 접합 기술교육 

3. 신규 회원사 확보 및 관리

4. 용접의 날 행사(신규)

국제부문

1. 관련 국제학회와 협력관계 활성화

2. 제75차 IIW 2022 연차대회 참가 (2022. 7. 17(일) - 22(금), 일본 도쿄)

3. AWF Meeting 참석 

4. EAST-WJ 중국개최 참가

5. 박사과정 학생 IIW 연차총회 참가비 지원 

기획홍보위원회
1. Newsletter 발간 (6회 ; 1, 3, 5, 7, 9, 11월)

2. 학회홍보활동 강화 (Youtube, 페이북, 인스타그램)

ANB
1. IIW 인증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시험 주관

2. 합격자에게 디플로마 발급 및 행정 관리, IAB 행정 업무

위원회/지회

1. 연구위원장, 지회장 - 회장단 정기간담회 개최(연 2회)

2. 연구위원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특별세션 개최 

3. 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심포지엄 개최 

4. 지회 학술세미나, 기술교류회 개최 

IWJC-2022
1. IWJC-2022 프로그램 확정 및 연사 초청

2. IWJC-2022 참가자 및 후원기관 모집 

부설연구소
1. 부설기술연구소 조직구성 및 연구소 운영

2. 기술연구소 연구용역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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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예산 승인

수  입  항  목 지  출  항  목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1. 종신,입회비 9,500,000 1. 학회지 34,800,000

2. 회비수입 93,200,000 2. 학술사업 46,000,000

3. 게재수입 25,200,000 3. 회의비 12,500,000

4. 학술사업 66,000,000 4. 학술용역비 37,000,000

5. 학술용역 40,000,000 5. 국제행사비(IIW) 44,000,000

6. 학회상 27,000,000 6. IWJC사업비 200,000,000

7. IWJC학술사업 300,000,000 7. 포상비 21,000,000

8. 도서판매 12,500,000 8. 단체회비(국내) 2,800,000

9. 보조찬조금 29,000,000 9. ANB사업 24,000,000

10. ANB사업비 25,000,000 10. 전산업무비 6,200,000

11. 기타수입 13,000,000 11. 인건비 137,000,000

12 운영비 32,200,000

       소    계 597,500,000

13. 이월금 42,900,000

수입 합계 640,400,000 지출 합계 640,400,000

  

5. 차기이사회: 10월 28일(목), 화상회의

6. 신규편집위원 승인: 박중구(삼성중공업, 수석)

7. 학회지 국문논문 영문번역료 지원 사업기간 연장 : SCOPUS 등재시 까지 지원

8. 사업이사 변경 승인: 장종훈(고려용접봉) ➙ 김용철(고려용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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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 코

* 포스코-고려용 , 육상 LNG 장탱크 
제작용 용 재료 국산화 *

  포스코와 고려용 이 육상 LNG 장탱크 제작 시 

필요한 용 재료 국산화에 성공했다. 육상 LNG 장

탱크는 최근 용량 증   안 성 향상을 해 내진 특

A등 을 갖춘 모델로 설계되고 있어 장탱크의 강재 

 용 부는 기존보다 강도가 높고 질기면서도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인성(靭性)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하 

165℃의 LNG를 담아두는 내조탱크는 극 온 환경을 

견뎌내는 9%니 강과 고가의 니 계 용 재료가 사용

된다. 극 온용 9%니 강은 포스코가 1990년   

국내 최 로 개발해 국내외 LNG 로젝트에 공 해 

왔으나 용 재료는 높은 인성(靭性)과 작업 효율성 등

의 문제로 량 수입해 왔다. 이에 동사와 고려용

은 지난해 략  기술개발 약을 맺고 9%니 강용 

국산 용 재료 개발에 착수해 1년여의 개발기간을 통

해 수동, 자동, 반자동 등 모든 용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용  재료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번에 개발된 국산 용  재료는 수입재와 동등한 품질 

수 을 확보했으며 용 작업성은 오히려 더 우수해 용

부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동

사의 9%니 강과 국산 용  재료가 용된 용 부는 

올해 7월과 9월 국내 LNG 장탱크 발주처인 한국가

스공사와 해외 건설설계사의 형 괴시험을 모두 통과

했고 한국가스공사의 품질기   해외 건설설계사의 

시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등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

다. 한, 용 재료 국산화 개발을 통해 수입재 비 

약 30% 이상의 비용 감 효과도 상된다. 올해  

세계 LNG시장은 년 비 3~5% 증가가 상되며, 

2040년까지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된다. 우리

나라는 산업용  친환경 연료용 LNG 신규 수요가 지

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 2034년 국내 LNG 

수요는 올해 비 약 700만 톤 증가한 5,235만 톤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이에 따라 LNG를 수입해 보

하는 장탱크는 2031년까지 한국가스공사 10기, 민

간 8기 등 18기가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상되어 9%

니  강재와 용 재료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향후 양사는 9%니  강재와 용  재료를 패키

지화해서 공 을 추진할 정이다.

  

한국조선해양

* 차세  이지스 구축함 2번함 수주 *
 

  공업이 차세  이지스 구축함의 선도함을 건조 

인 가운데 2번함을 추가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동사

는 11월 8일(월) 방 사업청과 총 6,363억 원 규모의 

개토–III Batch-II 2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사가 수주한 이지스함은 한민국 해

군이 도입하는 차세  이지스함 3척  두 번째로, 앞

서 2019년 10월 수주한 선도함과 동일한 선형이다.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해 오는 2026년 해군에 인도할 

정이다. 이 함정은 국내 구축함  최  크기인 길이 

170m, 무게 8,100톤 규모로 최  30노트(55km/h)

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기존 세종 왕 (7,600톤) 

이지스함과 비교해 탄도탄 요격능력이 추가 으며 잠 

작 수행 능력이 3배가량 확 된 것이 특징이다. 차세

 이지스함은 존하는 최고 수 의 투력을 갖춘 구

축함으로서 기술력의 총아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군 기동 단의 핵심 력으로 쟁 억제와 해양주도권 

행사를 해 한층 신장된 응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동사는 이번 수주로 이지스함의 설계와 

회원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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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를 성공 으로 수행한 국내 유일 업체로서의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게 다. 공업은 우리나라 첫 이

지스함인 ‘세종 왕함’과 세 번째 이지스함인 ‘서애 류성

룡함’의 기본설계와 건조까지 성공 으로 마쳤다. 2019

년에는 한층 업그 이드된 차세  이지스함 1번함을 

수주한 바 있어, 공업은 국내 이지스함 5척 가운

데 4척을 건조하게 다.

  

제철

* 원료 운송에 친환경 LNG추진선 첫 투입 *
  

  제철이 해외 원료 운송에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투입하며 친환경 운항을 통한 탄소 감에 나

섰다. 동사는 11월 24일 목포 삼호 공업에서 친

환경 선박 ‘에이치엘 오셔닉호(HL Oceanic․이하 오

셔닉호)’가 성공 으로 인도되 첫 출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셔닉호는 이날 조선소를 출항해 본격 으로 

우리나라와 호주를 오가며 연간 200만 톤의 철 석과 

석탄을 운송하게 된다. 오셔닉호는 길이 292m, 폭 45m, 

갑 높이 24.8m의 18만톤  LNG추진선이다. LNG

연료는 기존 고유황 선박유 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

는 표 인 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

물(NOx), 이산화탄소(CO2)를 각각 99%, 90%, 30% 

일 수 있고, 연료효율은 30% 이상 높일 수 있어 친

환경ᆞ․고효율 운항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이번 오

셔닉호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해 

국산화 수 을 선가의 87% 에서 97%까지 높 다는 

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LNG연료탱크와 연료공  시스템 등을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LNG추진선 기술의 본보기가 다는 평가다. 친

환경 LNG추진선은 재  세계 으로 환경규제 강화

에 응해 2014년 72척에서 2016년 103척, 2018년 

145척, 2021년 220척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LNG추진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련 산업

을 선 하기 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진 공업

* 유럽선사 컨테이 선 수주, 부활 ‘신호탄’ *
    

  한진 공업이 상선 수주에 성공하며 본격 인 새 출

발을 알렸다. 동사는 유럽 선사와 총 약 2억 7천만불 

규모의 5,500TEU  컨테이 선 4척 건조계약을 체결

해 시장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인수합병 이후 

첫 상선 수주다. 동사가 해군 함정이나 특수목 선이 

아닌 일반 상선을 수주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동사는 지난 2016년 채권단과 자율 약을 맺

은 이후 해군 함정과 공선, 탐사선 등의 특수선을 

심으로 업을 펼쳐왔다. 당시 조선시황 침체로 일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강 을 가진 사업부문에 집 하기 

해서 다. 그러나, 최근  세계 조선시황이 회복세를 

보이며 상선 시장에서 신조 발주가 늘자 동사는 그간 

자구노력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 납기, 생산성 측면에

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단에 따라 최신 선형

과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시장 재진입을 비해 

왔다. 동사가 이번에 수주한 선박 역시 에 지 감 효

과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이도록 설계된 최신형 

5,500TEU  친환경 컨테이  운반선이다. 이번 계약 

성사로 형  컨테이 선 시장에서의 세계 인 경쟁력

을 재확인한 한진 공업은 본격 인 경  정상화의 신

호탄도 함께 쏘아 올렸다. 특히, 지난 달 인수합병 

차를 마무리 짓고 새 출발과 함께 정부의 친환경 하이

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수주한 데 이어, 컨테이

선 4척이라는 기  이상의 수주 성과를 올림으로써 

조선부문 사업 재편과 상선 경쟁력 입증이라는 일석이

조의 효과를 거두게 다. 동사는 향후 조선부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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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경쟁력 강화를 해 컨테이 선뿐 아니라 소형 

LNG선과 LPG선,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아 라막스  원

유운반선 등의 수주에 업력을 집 하고 향후 사업 포

트폴리오를 보강해 시장 확 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 공업

* 형 FLNG 성공  건조 * 

  삼성 공업은 11월 15일 모잠비크 해상에 투입될 

FLNG 건조를 성공 으로 마치고 ‘코랄 술(Coral Sul)’

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코랄 술’ FLNG는 동사가 랑

스 테크닙, 일본 JGC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7년 

6월 이탈리아 에 지기업 ENI로부터 수주한 해양 랜

트이다. 동사는 선체 설계에서 시운 까지 全 공정과 

Topside 생산 설계, 제작을 담당했으며 삼성이 수행한 

액만 25억 달러에 달하는 형 공사이다.이 날 삼

성 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거행된 명명식에는「필리  

자신투 뉴지(Filipe Jacinto Nyusi)」모잠비크 통

령과 伊․佛 사  등 주요 계자들이 참석해 성공

인 건조와 출항을 축하하 다. ‘코랄 술’은 총 량 21

만톤, 길이 432m 폭 66m로 축구장 4개를 직렬로 배

열할 수 있는 크기이며 △가스 분출 감을 한 低 탄

소 배출 기술이 용된 가스터빈 발 기 △폐열회수시

스템 等 친환경 기술이 용되다.

  

우조선해양

* 잠수함용 메탄올 개질 랜트 성공  인도 *
    

  우조선해양이 방 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

서고 있다. 동사는 시흥R&D캠퍼스에서 ‘잠수함 연료

지용 메탄올 수증기 개질(改質) 랜트’ 인도식을 성공

으로 마무리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인도식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진경 부소장, 우조선해양 앙연구

원장 최동규 무 등 주요 기  계자 10 여 명이 참

석해 성공 인 성능 시험과 인도를 축하했다. 이번에 

동사가 인도한 랜트는 ‘잠수함 연료 지용 메탄올 수

증기 개질 기술’ 이 용된 제품으로 메탄올과 물을 통

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해군과 

련 기 들은 이번 연구가 한국 잠수함의 작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우조

선해양은 연료 개질  수소 정제 기술 분야에서 선진

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 의 경쟁력을 확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료 지는 발  효율이 높고 소

음과 진동이 없으며, 기 생산 후 물 외에 별도 이물

질이 발생하지 않는 표  친환경 발  장치로 기존 

내연기 을 체할 차세  동력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여기에 잠수함연료 개질 기술은 독일, 랑스, 스페인 

등 주요 에 지 선진국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에 공

들여 온 최첨단 기술이다. 재 잠수함 연료 지에 필

요한 수소 공 은 일반 으로 속수소 장합 (metal 

hydride) 실린더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무게당 장 효율이 낮고 장비 설치를 한 공간이 확

보돼야 한다. , 수소 충 을 한 별도 부 설비가 

필요하며 충  시간도 길다는 단 이 있었다. 반면, 메

탄올을 활용한 연료 개질 방식은 장 효율이 높아 잠

항 운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장비 설치

에 공간 효율이 높고 연료 수 도 용이해진다. 여기에 

재충 을 한 별도 설비도 필요 없고 충  소요 기간

도 짧다. 동사는 에이치앤 워㈜, ㈜KTE 등 국내 주

요 업체들과 손잡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핵심기술

인 메탄올 개질, 수소 정제, 열원 공  기술을 기반으

로 국내 최  고압형 메탄올 개질 랜트를 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시제품 제작 업체로 선정돼 

에 지, 무장 등 체계 종합업체로서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

용해 제품개발에 념해 왔다. 특히 동사는 시흥 R&D 

캠퍼스 내 육상 실험 시설인 ‘친환경 연료LBTS (Land- 

Based Test Site)’에 랜트를 설치하고 안 성이 확

보된 시험 환경을 조성해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 회사

는 제어 콘솔과 가스 분석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구

성 장비에 한 기능  성능 시험을 거쳐 최종 평가에 

이르는 차를 성공 으로 마무리했다.

  

두산 공업

* 남 장흥풍력발 단지 공 *
  

  국내 해상풍력 최다 공  실 을 보유한 두산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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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력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두산 공업은, 한국서

부발 이 발주한 장흥풍력발 단지 건설을 완료하고 

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흥풍력 발 단지는 남 장

흥군 유치면 일 에 총 18MW 규모로 조성 다. 두산

공업은 EPC 공 사로서 3MW  풍력발 기 6기를 

제작, 설치하고 기타 부 공사와 시운 도 일  수행했

다. 향후 유지보수 용역 계약도 체결할 정이다. 동사

의 풍력발 기는 산․학․연 력을 통해 국내 자체 기

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유럽에 비해 평균 풍속은 낮고 

태풍이 잦은 우리나라의 바람 환경에 최 화 다. 블

이드(날개) 길이를 기존 44m에서 약 65.5m 까지 늘려 

블 이드가 맞는 바람의 면 을 확 해 발  효율을 높

이는 한편 블 이드의 무게를 이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해 카본 소재를 용했다. 동사 계자는 “장흥풍력발

단지는 풍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해 국내 400여개 

기업들과 력해서 이 낸 결과”라며 “국산 풍력 확 를 

한 한국서부발 의 노력에 감사하며, 로벌 탄소 립 

흐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풍력 련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 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 체코  폴란드 원  수주에 력 질주 *
  

  한국수력원자력이 11월 22일 체코와 폴란드 원  수

주 경쟁력 우  확보를 한 ‘ 코리아 수주 략회의’

를 개최하고 강력한 수주 의지를 다졌다. 한수원 본사

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 력기술, 한 원자력연

료, KPS, 두산 공업, 우건설 등 코리아 회사들이 

참여해 체코와 폴란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한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 사업의 본

격 추진을 한 사업자 선정과정의 하나로 지난 6월 

개시된 안보평가 차에 따라, 한수원은 안보평가 답변

서 최종 검토를 마무리하고 11월 말 제출을 앞두고 있

다. 동사는 안보평가 답변서를 통해 체코의 국익과 안

보 요건을 충족하는 최 의 잠재공 사임을 증명할 

정이다. 체코는 지난 10월 하원 선거를 거쳐 재 신

정부 구성 차를 진행 이지만, ․野 모두 두코바

니 신규원  건설을 지지하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 러

시아와 국의 입찰 참여 반 에 동의하고 있어 재 

추진 인 입찰 차는 큰 변수 없이 정 로 진행될 

것으로 기 된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의 신규원

 사업 일정 계획이 변동 없이 진행된다면 한수원은 

내년 6월 말까지 입찰서를 제출할 정이다.

한 KPS

* 안 ․ESG․탄소 립․신재생 집  조직
개편 단행 *

  발․송  설비 정비 문공기업인 한 KPS가 탄소

립과 신재생에 지, 안   ESG경 에 역량을 집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동사는 기존의 4본부 1

단 15처․실의 조직을 5본부 16처․실로 개편하는 조

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신재생 발 원 

확   탄소감축에 응하고 그린산업 성과창출을 

해 경 지원본부 산하에 상생 신본부를 신설하고 기존 

신사업본부를 그린성장본부로 강화․개편한 것이 특징

이다. 상생 신본부장에는 그동안 기획과 신분야에서 

문 역량을 쌓은 서 수 본부장이 선임되었으며, 신임 

그린성장본부장에는 김백기 본부장이 선임되었다. 한 

풍력 등의 신재생 사업과 연료 지사업을 담하는 그

린뉴딜사업처도 신설 다. 한 경 지원본부 산하에 

ESG 신처를 설치해 정부 뉴딜사업과 함께 ESG 경

확 에 발맞춰 사회  가치 실 ,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재난안 실을 재난안 처로 격상해 발 업계에서 꾸

히 제기되어오고 있는 장 근로자 안  보호와 재

해처벌법에 응하고, 본사 각 사업부서에 안 리 책

임을 명확히 하여 더욱 체계화된 안 리를 추진할 방

침이다. 이밖에 코로나 시  이후 조직문화 개선과 변

화하는 사업환경에 응하기 고 내부 신기반을 공

고히 하고자 기존 사장 직속조직을 각 본부에 편제하여 

상임이사 심의 책임경 을 강화하고 본부간 유기 인 

업체계를 구축하 다.

  

삼호 공업

*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다도해서부국립공원
사무소와 3자 간 ESG경 , 탄소 립 활동 업무 약 *
  

  남 서남권 최  기업인 삼호 공업은 11월 24

일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다도해서부국립공원사무소 3

자 간 탄소 립 활동  ESG경 을 한 업무 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식에서 각 기

은 최근 지속 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탄

소 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각 기 의 ESG 

경 을 하여 상호 력하기로 했다. 약은 △국립공

원의 탄소 립사업  자원 사 활동 참여에 한 사항 

△기업의 ESG 경  활성화를 한 환경교육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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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 △해양환경보   보호에 한 사항 등 기

업과 국립공원 간의 탄소 립을 한 환경보 과 사회

공헌 활동 력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포조선

* 카페리선, 인천-제주 뱃길 잇는다 *
  

  미포조선에서 건조한 카페리선이 7년여 간 뱃길

이 끊어진 인천-제주 항로를 다시 잇는다. 

  동사는 국내 여객선사인 사로부터 2019년 수주한 2

만7천톤(GT)  카페리(Car Ferry)선에 한 명명식

을 11월 19일 가졌다고 밝혔다. 신  미포조선 

사장과 방 우 하이덱스 스토리지사 사장 그리고 유

기  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명

명식에서 이 선박은 승객의 안 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는 선주사의 의지를 담아 ‘신뢰, 그 이상’이라는 뜻을 

가진 ‘비욘드 트러스트(BEYOND TRUST)’호로 이름 

붙여졌다. 길이 170m, 비 26m, 높이 28m의 제원

을 갖춘 이 선박은 850명의 승객과 487 의 승용차, 

65개의 컨테이 를 싣고 최  23.2노트(약 43㎞/h)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특히 이 선박은 승객의 안 을 

해 량, 심으로 설계돼 운항 시 복원성을 극

화했으며, 침수나 화재 등 긴 상황에 비해 해상탈

출설비(MES), 성항법장치, 화재자동경보기, 스 링

클러 등 다양한 안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  선체 내

부에는 90여개의 고  객실과 함께 스토랑, 비즈니

스 라운지, 선셋 테라스, 마사지 라운지, 편의 , 키드

존, 펫존 등 남녀노소 모든 고객층을 한 각종 편의시

설들이 마련 다. 이밖에도 그룹사인 공업이 개

발한 최  연료분사 기술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 1만3천마력  ‘선박추진용 힘센엔진’ 2기와 황산

화물 감장치(EGCS) 등이 탑재돼 각종 환경규제에 

응할 수 있다. 이 선박은 이달  ‘하이덱스 스토리

지’사에 인도돼 내달  인천-제주 항로에 본격 취항할 

정이다.

  

한국선

* 선박용 친환경 체연료 장탱크 소재 
가이드 발간 *

  한국선 은 선박용 친환경 체연료의 격납설비에 사

용될 속소재에 한 기술정보가 담긴「선박용 체연료 

격납설비의 속소재 선정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KR 연구본부와 한국기계연

구원(KIMM)김용진 박사 연구 이공동 개발한 것으로, 

고객들의 친환경 선박에 한 이해를 높이고 온실가스 

규제 응을 지원하기 해 발간 다. 올해 6월, 국제

해사기구(IMO)는 재 운항 인 국제항해선박(이하 

존선)에 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술 조치인 존선에 지효율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와 운항 조치

인 탄소집약도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가 2023년부터 용될 정이다. 이에  세계 해사업

계는 존선에 한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해 기

 출력 제한, 에 지 감장치 설치, 선박 최  운항 

등 다양한 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장기 으

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탄소 는 무탄소 체연료의 선박 용이 필수다. 

재 암모니아, 바이오가스, 수소, 메탄올 등 다양한 

체연료를 선박에 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에 

있어, 이들 연료를 장하는 시스템과 소재에 한 해

사업계 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KR은 친환경 체

연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연료를 용하기 한 

격납설비( 장탱크)  지지구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합

한 속 소재를 제안하고, 용 가능성 평가 방법  

차 등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특히 선박에 

용량으로 장하기에 기술 으로 가장 어렵고 선박 

용사례가 거의 없는 액체수소에 용 가능한 속소재

와 기체 수소에 의한 재료 손상 등에 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제약사항  기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고려용

* 최희암 부회장, 용 의날 소벤처기업부 

장 상 수상 *

  제1회 용 의 날(11일)을 맞아 서울 서 구 양재AT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평소 모범 인 기업 경 , 

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 발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  표창을 받았다. 국내 농구 인기가 최고 

정 을 었던 1980∼1990년  농구 잔치 시 을 

기억하는 팬들에게 최희암(66)  연세  농구 감독은 

잊을 수 없는 지도자다. 기아산업, 삼성 자, 자

가 주름잡던 농구 잔치에 문경은, 서장훈, 이상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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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 ‘하이틴 스타’들을 앞세운 연세  농구 은 지

의 웬만한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엄청난 인기를 렸

다. 당시 연세 를 지휘하던 감독이 바로 최희암  고

려용  부회장이다. 뿔테 안경을 쓴 학자풍 외모에 

작  시간 때 선수들에게 상  실업  선배들을 가리켜 

‘(이)충희 형 수비가 구야’라거나 ‘(김) 이형을 그

게 놔두면 어떻게 해’ 라며 부드럽게 작 을 지시하는 

모습에 팬들이 열 했다. 지  로  지휘 을 잡고 

있는 유재학, 유도훈, 이상범, 이상민 감독들이 모두 

최희암 감독의 제자들이다. 그런 뼛속 깊이 농구인인 

그가 지난주 소벤처기업부 장 이 주는 모범 소기업

인 상을 받았다. 17일 서울 구 고려용  본사에서 

만난 최희암 부회장은 “좋은 회사에 있다 보니 그냥 받

은 상”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1986년 연세  감독

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2009년 로농구 자랜드 

사령탑에서 물러날 때까지 선수 시 을 포함하면 30년 

넘게 농구인으로 살았던 그가 ‘기업인상’을 받은 사실은 

이채롭다. 최희암 부회장은 “농구 감독으로는 장 상을 

못 받았고, 백상체육 상을 연세  이 받았고 는 

회에서 주는 감독상 정도를 받았던 것 같다”고 회상

했다. 그는 2009년 자랜드 감독에서 물러난 뒤 자

랜드 형제 회사인 고려용  국 다롄 법인장을 맡아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사실 그는 실업 에서 은

퇴한 1985년에도 건설업으로 향했던 이 있다. 최 

부회장은 “그때 은퇴하고 건설 외자부 소속으로 이

라크 화력발 소 건설 장에 1년 정도 나갔다 왔다”며 

“그때 창고 리를 맡아서 이라크 장 경험을 하고 

1986년 국내로 돌아와 연세  감독을 맡아 농구 지도

자 인생이 시작된 것”이라고 돌아봤다. 이후 국에서 

4년 반을 지내며 지 법인을 리했고 2014년 상반

기에 귀국, 경남 창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서울 본

사로 돌아왔다. 국 법인장과 국내 부사장을 거쳐 

재 직책은 부회장이다. 최 부회장은 “기업 일을 해보니 

역시 사람 리가 가장 어렵다”며 “그래도 농구 감독을 

한 경험 덕에 잘하면 ‘평생 농구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도 아느냐’고 칭찬해 주시고, 못하면 ‘농구만 했

으니 모를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신 덕에 버틸 수 있었

다”고 주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농구 감독으

로는 항상 ‘우승’을 목표로 내달렸던 최 부회장에게 기

업 부회장으로서 목표를 물으니 문 인 얘기가 술술 

쏟아져 나왔다. 최 부회장은 “용  업망은 어느 정

도 구축이 돼 있어서 요즘 내진용 와이어(띠철근)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있는 사업 확

장을 통해 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한다”고 말했

다. 그는 “군수 쪽이나 철도 분야에도 성과를 늘리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선진국인 용  분야에서 로벌 

랭킹 5  안쪽으로도 진입할 수 있다”며 “용 이 제조 

과정이나 작업 환경 등은 열악하지만 기 으로 매우 

요한 분야인 만큼 앞으로 더 발 할 수 있는 토 를 

많이 쌓겠다”고 기업인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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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근거로 과학 인 논증을 주체로 하는 논문으로 한다.

5. 원고 체의 분량은 표, 그림을 포함하여 회지의 인쇄 면수 5면을 기본으로 하며, 10면을 과할 수 없다. 

6. 논문 투고는 연  수시로 수하며, 논문 수일은 학회 수 차가 완료된 시 으로 한다.

7. 논문은 국문과 문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논문 작성 지침 따라 논문 제목(국, 문), 국, 문 자명  소속, 자 주

소,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수일자, 문 록, Key words, 서론, 본론, 결론, 후기(필요한 경우), 참

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의 순으로 한다.  

8. 표, 그림은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표, 그림, 사진 의 문자는 모두 문으로 표기하고, 해당 그림과 표의 설명

이 있는 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배치한다.    

9. 참고문헌은 문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 표기는 일렬번호, 자명(모두), 제목, 명(약어) 권(호) (연도) 게재면. 

DOI(있을 경우) 순서로 표기하고 인용문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나타낼 때는 귀의 오른

쪽 어깨에 인용된 번호를 차례로 표시한다.

   1) Journal : 자, 제목, 약어 권(호) (연도) 면수. DOI

      - S. W. Kim and C. K. Chun, Trend of DED type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itanium, J. Weld. Join. 35(4) (2017) 327-332. https://doi.org/10.5781/JWJ.2017.35.4.4 

   2) Conference : 자, 제목, 학술 회명, 장소 (연도) 면수. 

        - J. H. Lee, C. H. Kim and N. H. Kang, Hydrogen Diffusion and Embrittlement with respect to 

Microstructure of Pipeline Steel Weld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Welding and Joining  

Conference (IWJC 2017), Gyeongju, Korea (2017) 3-4.

    3) 도서(Book) : 자, 책명, 출 사, 지역, 국가 (연도) 면수.

      - S. Kou, Welding Metallurgy, 2nd Edition, Wiley Interscience, New Jersey, USA (2003) 433-440.

   4) 학 논문(Thesis) : 자, 제목, 학, 장소 (연도) 면수.

      - W. J. Seong, Ph. D. thesis, A Study on Flame Forming and Straightening of Welding Distortion 

for Shipbuilding Structure, KAIST, Daejeon, Korea (2012) 151. 

   5) 산업표  : 표 번호, 표 명, 발행기  (약어) (연도).

      - ISO 9455-11, Soft Soldering Fluxes - Test Methods - Part 11; Solubility of Flux Residue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 (2017). 

     6) 용 합 편람 : 발간기 , 도서명, 출 사, 지역, 국가 (연도) 면수.

      -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Welding and Joining Handbook, I: Steel and Non-ferrous 

Materials,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Daejeon, Korea (2008) 100-110. 

      -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Welding and Joining Handbook, II: Mechanics, Fabrication 

and Inspection,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Daejeon, Korea (2008) 100-110. 

      -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Welding and Joining Handbook, III: Welding and Related 

Processes,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Daejeon, Korea (2007) 100-110. 

   7) 한용 합회지 참고문헌 표기 방법

      ① 2014년도 이  발간 학술지 : J. Korean Weld. Join. Soc.

      ② 2014년도부터 발간된 학술지 : J. Weld.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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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논문 심사는 학문 분야에 따라 문심사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며 심사자는 논문원고에 한 평가와 종합의견을 제시하

여야 한다. 

11.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45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45일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으로 

처리한다. 단 집필자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집필자는 반드시 연기 일정을 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기는 1회에 한 한다. 

12. 투고 논문은 심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심사 완료 순서를 기 으로 하되 심사진행에 따라 편집 원회

에서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3. 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원고에 한 작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자는 심사 완료 된 논문에 한 

자권 양도확인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는 자권 양도확인서를 5년간 보 한다. 

14. 학회지 논문 게재료는 6면을 기본으로 계산하고, 별도의 논문 심사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 6면 과 면당 연구비수혜논문 특 논문

200,000 30,000 70,000 100,000

15. 학회지는 연 6회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16. 한용 합학회지는 국제출 윤리(COPE) 기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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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for Authors
Aims and Scope (Print Edition ISSN: 2466-2232/ Web Edition ISSN: 2466-210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is an open access, peer reviewed and refereed international journal 
published in electronic form as well as print form. The journal is dedicated to the full rang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ssues associated with welding and joining of materials. The research work published will 
be oriented more toward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manufacturing. The journal covers all 
aspects of materials joining including welding, brazing, soldering, cutting, thermal spraying and hybrid 
joining and fabrication techniques. The detail scopes of JWJ journa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opics:
• Residual Stress/Distortion/Modeling 
• Welding Strength/Integrity Assessment
• Arc Physics/Visual/ Simulation 
• Sensing and Monitoring/Welding Processes/Welding automation
• Laser / Electron Beam Welding & Processing
• Friction Stir Welding/Process
• Electrical Resistance Welding
• Electronic Packaging and Reliability
• Nano/Microjoining Process
• Diffusion Bonding, Brazing, TLP Bonding, Soldering 
• Surface Modification
• Inspection / Evaluation / Education & Qualification
  
About the journal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is founded in 1983 and publishes issues bimonthly starting from February. 
The journal title has been changed three times, Journal of Korean Welding Society, KWS, from 1983 to 
2006, Journal of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KWJS, from 2007 to 2012, and currently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JWJ, from 2013 to present.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abstracted in Google 
Scholar, KCI (Korea Citation Index) and KSCI (Korea Science Citation Index).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KOFST)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anuscript Submission
New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online at the following URL: http://submit.e-jwj.org/ 
Log in is required for the first time user. If you do not have an account, click "Register" button and make 
your account. ID should be your email address being actively used now. If you have an account but forgot 
your password, click the "Forgot Your Password?" button. Your password will be given to your email 
address on your request. To begin, enter your User ID and password into the boxes provided, and click. 
At the welcome screen, click "Submit a Manuscript" button. After that, click "New Submissions" button to 
submit your new manuscript and follow steps 1-6.
• Step 1. Title, Abstract and Corresponding Author
Choose manuscript type, and enter your title and abstract into the appropriate boxes. If you need to insert 
a special character, click the "Special Characters" button. If you are submitting a manuscript that does not 
require an Abstract, please type N/A in the Abstract box. Please click the check box, if the corresponding 
author is the first author.
• Step 2. Authors 
Enter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first author in the boxes under "Add the First Author." 
• Step 3. File Upload
The manuscript file (main text) should not include authors’ name or affiliation. Upload and select the 
correct file designation for each item. All images should be inserted into a PowerPoint file. Acceptable file 
formats are pdf, hwp, doc and ppt, and each file should not be bigger than 20 MB in size.
• Step 4. PDF conversion
Merger file will be created in pdf format.
• Step 5. Cover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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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submit a separate cover letter with additional notes to Editor-in-Chief. 
• Step 6. Preview
Review the information in the Preview chart for correctness; make changes if needed. If you have not 
completed the required steps, you will not be able to submit your manuscript.
• Step 7. Submit
Once it is submitted, you will be able to monitor the progress of your manuscript through the peer revi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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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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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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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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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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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nference : Author, Title, Proceeding, Place (Year) Page.
J. H. Lee, C. H. Kim and N. H. Kang, Hydrogen Diffusion and Embrittlement with Respect to Microstructure 
of Pipeline Steel Weld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Welding and Joining Conference (IWJC 2017), Gyeongju, 
Korea (2017) 3-4.

(3) Book : Author, Title, Publisher, Place, Nation (Year) Page.
S. Kou, Welding Metallurgy, 2nd Edition, Wiley Interscience, New Jersey, USA (2003) 433-440.

(4) Thesis : Author, Thesis, Title, University, Place (Year) Page.                                     
W. J. Seong, Ph. D. thesis, A Study on Flame Forming and Straightening of Welding Distortion for 
Shipbuilding Structure, KAIST, Daejeon, Korea (201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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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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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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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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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charge or article processing charge
The article processing charge for paper is 200,000 KRW within 6 pages. An excess page charge of 30,000 
KRW per page will be charged within 10 pages. For papers with acknowledgement for financial support, 
there will be additional charge of 70,000 KRW. Be noted that there is no article processing charge for 
papers submitted by foreign authors

Address to submit and Contact information inquiry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304, San-Jeong Building, 23, Gukhoe-daero 66-gil, 
Yeongdeungpo-gu, Seoul, 07237, Korea 
Tel. +82-2-538-6511~6512, Fax. +82-2-538-6510, E-mail. koweld@kwjs.or.kr, http://www.e-jw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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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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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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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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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write references?
Is your manuscript carefully proof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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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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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ission of your paper for publication is understood to imply that the article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nor is it being consider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f parts of the material, e.g., text, figures or 
tables, have already been published elsewhere, permission for their reproduct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copyright owner and full acknowledgment made in the manuscript. The manuscript shall be submitted free 
of copyright charges.
Formal written transfer of copyright on each article from the author(s) to the publisher is required. This 
transfer enables the publisher to provid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the article through activities 
such as distribution of reprints; authorization of reprints, translation, or photocopying by others; production 
of microfilm editions; and authorization of indexing and abstracting services in print and data base formats. 
Without this transfer of copyright, such activities by the publisher and the corresponding spread of 
information are limited.

Author agreement:
Title of article for which copyright is being transferr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nuscript Number:                Authored by:                                                  
to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The copyright is hereby transferred to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KWJS), effective if and 
when the article is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author(s) reserve(s) the followings:
1. All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2. The right to use all or part of this article in future works of their own, such as lectures, press releases,  
   reviews or text books.
3. The rights of reproduction and limited distribution for own personal use or for company use for 

individual clients, provided that source and copyright are indicated and copies per se are not offered for sale.
In case of republication of the whole article or parts thereof by a third party, written permission should be 
obtained from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KWJS), to be signed by at least one of the 
authors(who agrees to inform the others, if any) or, in the case of a “work made for hire” by the employer.
This form must be completed and signed by the all authors or corresponding author on behalf of the 
others, and received by the editorial office of the KWJS, before the article is published. In the case of an 
article commissioned by another person or organization, or written as part of duties as an employee,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commissioning organization or employer must sign instead of the author(s). 
After submission of the Copyright Transfer Statement sign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 changes of 
authorship or in the order of the authors listed will not be accepted by KWJS.

Corresponding Author’s

Other Authors’
Signature(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nt Name(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s the form is being sign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 on behalf of the others, the following additional 
statement must be signed by the author signing for the co-authors: “I represent and warrant that I am 
authorized to execute this transfer of copyright on behalf of all the authors of the article named above.”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  Corresponding Author’s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send this form to the editorial office of the KWJS by e-mail at koweld@kwjs.or.kr or fax at 
+82-2-503-6510.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Employer:
(if not signed by author)
                            

Print Name: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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