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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 및 주행 편의성의 요구가 증

대됨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되는 기능성 부품의 수와 부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추세

이다. 이는 자동차의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와 상반되는 것으로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하고 각종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경량화가 필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시트용 고강도강을 대상으로 레이저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

한 용접부를 확보할 수 있는 용접기술을 확립하고, 겹침부의 두께에 따른 레이저 

출력과 용접속도 등의 용접조건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고강도강의 파단형태를 개

선하기 위한 용접 패턴을 개발하여 고강도강 레이저용접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또,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이론적 연구의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얻은 결과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여 고강도

강 레이저용접의 실무적 표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레이저용접 실험에서 겹침부의 두께를 고려한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은 21 J/mm2

정도의 일정한 값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출력과 용접속도, 두께와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였다. 또, 용입깊이 보다는 계면에서의 용융폭이 클수록 인장하중 값이 커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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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최근 안전기준과 환경규제의 강화, 연비 향상의 요구 증대로 차량의 경량화 및

차체의 고강도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의 주요 소재인

철강 소재, 특히 차체 및 외장 판넬에 주로 사용되는 자동차용 강판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 주요 철강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완

성차업체와 함께 차량의 경량화 및 차체의 고강도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지속

하고 있다.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대중화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자동차의 결함도 크

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

고 리콜 제도가 확립되었다. 1978년 미국에서 시작된 NCAP(New Car

Assesment Program)은 현재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자동차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완

성차업체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체의 고강도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철강업체들이 개발한 고강도 강판을 차체에 적용하기 시작

했으며 점차 적용부위 및 사용량도 증가하였다. 또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고강

도 강판의 가공 기술도 함께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환경 규제 및 연비 규제가 강

화되면서 자동차의 경량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 1. 국가별 탄소배출 절감 목표 및 연비 규제 기준

그림 1과 같이 2020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는 완성차업

체에게 2008년 대비 작게는 40%에서 많게는 90%이상의 연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 중량은 고성능화와 각종 편의장치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완성차업체들은 자동차의 중량 절감을 위해 사용 소재의 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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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경량화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탄소섬유 등 경량 소재의 적용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

에 철강업체들은 자동차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강력한 경쟁 소재의 추격을 뿌

리치기 위해 자동차용 강판의 경량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림 2. 고강도 강판 적용 추이

충돌 등의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적용 영역이 프레임, 구조부재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강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강판이 고강도화되면 차체의 강성이 증가하

여 안전성이 향상된다. 또한 두께를 줄여도 차체 강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경

량화가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 강판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두께 절감의 폭이 크

므로 경량화 효과는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초고강도로 분류되는 1기가파스칼

(GPa)급 강판까지 상용화되어 일부 차종의 구조보강재에 적용 되고 있다. 최근

마쓰다의 CX-5는 핫 스탬핑 공법을 통해 1.8 GPa급 강판을 최초로 적용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012년 출시한 7세대 Golf는 고강도 강판을 기존 8%에서

37%까지 확대 적용하여 6세대 대비 100 kg의 중량을 절감했다. 향후 고강도화

를 통한 경량화가 지속되어 2020년에는 현재의 2배 이상인 대당 204 kg까지 사

용될 전망이다. 또, 2014년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쏘나타에는 고강도 강판의 사용

을 53%까지 늘여 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연구 목적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강도강을 대상으로 레이저 용

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정 변수를 찾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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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양한 소재에 대한 재료적 특성 분석을 위해 미세조직 관찰을 실시하여

각 소재에 대한 용접 특성을 사전에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소재 조합에 대

한 용접을 수행하여 완전용입이 발생하는 건전한 용접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용

접조건을 찾고, 겹침부의 두께에 따른 용접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자동차 시트 제작용 고강도 강판인 TRIP 1180 steel, DP 980 steel, DP 590

steel 등의 소재로 겹치기 이음부 형태를 갖는 시험편을 제작하여 소재 조합에

따른 두께 변화에 대한 용입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조합별 용접속도 및

레이저 출력에 따른 에너지를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겹치기 이음부의 두께와 용

접 에너지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고, 2장에

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강도강과 레이저용접 공정 변수에 대해 논의

하였다. 3장에서는 고강도강 용접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용접실험 및 각 용

접공정의 용접성 평가방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4장에서는 용접실험에 대한 평

가결과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방

향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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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동차용 고강도강과 레이저 용접 공정변수

1. 자동차용 고강도강의 개발현황

1.1 자동차용 고강도강판의 분류 및 특징

자동차용 냉연강판은 용도상 내/외판 판넬용(door, hood), 구조재용(member,

pillar) 및 보강재용 (bumper, door impact beam)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동차

총 중량에서 열연ㆍ냉연ㆍ표면처리강판의 사용량은 평균 51.9%를 점하며 각각

15.4%, 16.2%, 20.3%를 차지한다. 그림 3은 차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강판에 대

해 강도와 연신율을 함께 나타낸다. ULSAB 프로젝트에서는 210~550 MPa 범위

의 강도를 가진 강을 고강도강(high strength steel)이라 정의하고 550MPa 이상

의 강도를 지닌 강은 초고강도강(ultra high strength steel)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고강도 강판은 내외판, 보강재 등의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는 하나 350MPa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진 경우를 일컫는다. 합금

원소가 다량 첨가되는 고장력 강판은 프레스 성형성, 용접성, 피로특성 및 내식

성 등의 품질 특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고강도 냉연강판은 고가공성이 요구되는 내판보다는 외판, 구조재, 보강재에 적

용되고 있으며, 1000MPa급 이상의 초고강도강은 범퍼 또는 멤버류에 사용되고

있다.

그림 3. 인장강도와 연신율에 따른 다양한 강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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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RIP강의 특징과 제조방법

1967년 Zarkay 등에 의해 제시된 이론을 바탕으로 제조된 초기의 TRIP강판은

TRIP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가의 합금원소인 Ni과 Cr 및 용접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탄소를 다량 함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스포밍(ausforming)과 같은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조되었음으로 대량생산이 필요한 자동차용 부품으로의 적

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1)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여 초기에 개발된 TRIP강에 비해 용접균열감수성이 큰 합금원소이자 고가인 Cr

과 Ni이 함유되지 않은 Fe-C-Mn-Si가 주성분인 TRIP강판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Fe-C-Mn-Si계 TRIP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2-4)

1) 종래의 고장력 냉연강판이 0.15%이하의 탄소량을 함유하는데 비하여

0.15-0.2%로 C의 함량이 다소 높다.

2) 주요상은 페라이트, 베이나이트, 잔류오스테나이트의 3상으로 구성된다.

3) 복합조직강판이나 회복소둔강의 경우 20,000%·MPa이하의 값을 가지는데 비

해 30,000%·MPa정도의 높은 값을 나타내어 강도-연성 밸런스(TS×El)가 매우

우수하다.

4) 기존의 연속소둔설비(continuous annealing line)를 이용할 수 있다.

열연 후 냉연 가공된 강판을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가 공존하는 이상영역으

로 가열한 후 제어냉각을 통해 베이나이트 변태온도인 350∼450℃에서 항온변태

처리를 함으로써 페라이트, 베이나이트, 오스테나이트의 3상의 조직을 가진 강판

이 된다. 또한 기존의 연속소둔설비에서 항온변태처리에 이용함으로써 비교적 많

은 양의 잔류오스테나이트를 잔존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5)

그림 4는 제조공정 중에 연속소둔설비 등을 이용한 이상영역열처리 공정 및 상

분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강판을 과 변태온도 사이의 이상영역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제어냉각을 하면서 MS점 직상의 온도에서 등온열처리를

통해 제조하게 되는데 이상영역열처리는 적정 부피 분율의 오스테나이트를 얻기

위해서 실시되고 오스템퍼링처리는 오스테나이트를 인성이 좋은 베이나이트로

변태하기 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완전히 베이나이트화 시키지 않고 오스테나이트

를 적정수준 남기고 방랭하여 제조한다.

강판을 이상영역에서 유지하게 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조직은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이상조직으로 변태하며 조직의 구성비는 성분에 따른 과

 및 가열온도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것을 오스템퍼링 온도까지 급속하게 냉

각하면 냉각도중에 오스테나이트로부터 초석페라이트 혹은 변태페라이트가 생성

되며 이 단계에서 초석 페라이트로부터 오스테나이트로 탄소 등의 합금원소가

확산·이동하게 된다. 그 후 베이나이트 변태가 진행되는 온도에서 일정시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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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오스테나이트가 베이나이트로 변태되면서 미변태 오스테나이트로 합

금원소는 농축되고 이러한 C, Mn 등의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가 농축된 오

스테나이트는 MS점이 낮아져서 상온으로 냉각하여도 그대로 잔류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강의 경우에는 이상영역열처리와 항온열처리를 실시하여도 다

량의 잔류오스테나이트는 얻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인 탄소강에 있

어서 항온열처리에 의해 베이나이트가 생성된다고 할지라도 시멘타이트가 페라

이트/오스테나이트( )계면에서 보다 쉽게 석출되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로의

C 농축은 거의 발생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TRIP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Si이 다량 함유되어 베이나이트 변태

시 시멘타이트의 석출이 억제되고 미변태 오스테나이트로의 C농축이 심하게 일

어나게 된다. 바꿔 말하면 Si는 재료 내에서 C의 활동도를 증가시켜서 탄화물형

성을 억제하고 페라이트 형성원소로 작용하여 인접한 오스테나이트에 C를 내어

줌으로써 C의 농축에 의한 오스테나이트의 안정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6)

이 외에도 TRIP강의 제조공정에 따라 강중에 포함된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부피

분율, 분포상태 및 형상, 크기, 안정도 등의 조직인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적당한 안정도를 갖는 미변태 오스테나이트를 가능한 다량으로 분포시킬 수 있

는 합금설계와 열처리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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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nter-critical and isothermal heat treatment

1.3 DP강의 특징 및 제조 방법

2상(DP)강은 연한 페라이트와 강도가 높은 마르텐사이트의 두 가지 성질이 다

른 상이 혼합된 강으로 적은 합금원소를 가지고 우수한 가공성과 높은 강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강이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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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그림 5에서와 같이 얇게 냉간 압연된 강판을 760 ~ 830℃로 가열하

여 강의 조직을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가 일정비율이 되도록 한 다음 냉각과

정에서 펄라이트 및 베이나이트가 생성되지 않도록 급속하게 마르텐사이트 변태

온도(Ms)이하로 냉각하면 가열 조직 중 오스테나이트가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

여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2개의 상이 혼합된 조직이 얻어진다.

DP강의 특성은 첫째 그림 6에서와 같이 인장시험에서 얻어지는 응력-변형률

곡선의 형태가 일반강과 달리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응력이 연속적으로 증가

하는 소위 연속항복거동하기 때문에 인장강도 대비 항복강도가 낮고, 균일 연신

율과 가공경화지수 n값 등 가공특성이 우수하다.

둘째, 제조과정에서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일어날 때 마르텐사이트 주변을 싸고

있는 페라이트 내에 유동성 전위가 발생하는데, 이 유동성 전위로 인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판의 재질이 변화하는 시효현상은 일어나기 어렵다.

셋째, 제조과정에서 낮은 온도로 급속하게 냉각하기 때문에 강중 탄소가 탄화물

을 형성하지 않고 원자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강판에 도장한 다음 가열하는 단

계에서 강도가 상승하는 소부경화성이 우수하다. 또한 자동차 충돌과 같은 고속

변형 시 강도가 다른 강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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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eat cycle for producing dual phase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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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응력-변혈율 선도

2. 레이저 용접 공정변수

2.1 레이저 출력의 영향

레이저 출력은 용입 깊이의 한계를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근본적으

로 소정의 출력을 낼 수 없는 장치를 가지고는 다른 조건이 모두 최적의 상태라

고 하더라도 일정 깊이 이상의 용접부를 얻을 수 없다. 그림 7과 그림 8은 각각

disk 레이저와 fiber 레이저의 용접속도와 용입깊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레

이저발진기 메이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를 나타냈다.

그림 7. DISK 레이저 출력별 용접속도와 용입 깊이 그래프

(자료출처: TRUM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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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FIBER 레이저 출력별 용접속도와 용입 깊이 그래프

(source: IPG Photonics)

출력이 낮은 용접조건에서는 부분용입 용접부가 형성되므로 기공발생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출력이 증가하면 결함이 적은 건전한 용접부를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레이저 출력이 일정한 값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용융금속의 점도 하락과

용융량 과다로 인하여 용락 발생과 함께 용접 결함의 생성량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함이 적은 용접부를 얻으려면 판 두께에 따라 적정한 레이저 출력을

선정하는 것이 발드시 필요하다.

2.2 용접속도의 영향

레이저 출력과 함께 용접속도는 용접되는 위치가 받는 용접 입열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드용접이나 후판재의 용접에서는 용접속도의 증가에 따라

용입깊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깊은 용입을 이루기 위하여 용접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박판 재료의 맞대기 또는 겹치기 용접에서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완전용

입을 이루는 가장 빠른 용접속도를 더 중요하게 취급한다. 이러한 완전용입 조건

에서 용접 속도가 올라가면 용접부와 열영향부의 폭이 함께 감소하면 용융부의

상하 대칭 정도가 낮아져 용접 후 그 단면을 조사하여 보면 용접부가 V-자 모

양을 형성한다.

2.3 초점위치의 영향

초점위치는 용접하려는 재료의 두께 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에너지의 집

속점을 두는 가상의 점으로서 용융에 필요한 에너지 효율 및 용접부의 형성 특

성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용접변수의 하나이다. 특히 집속 장치(렌즈 또

는 거울)의 구경 대비 초점거리의 비가 큰 광학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빔의 수렴

각과 발산각이 함께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Aspect Ratio가 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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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부를 얻을 수 있다.

3 국내외 자동차용 레이저용접 동향

1969년 GM(General Motor)사에서 생산라인에 CO2 레이저를 사용하면서 자동

차 산업에 레이저가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GM의 Hydromatic Division은 1978년

기어의 용접을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트랜스미션(transmission)부

품의 생산라인에 레이저를 응용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10-11)

포드(Ford)사는 1984년 오버드라이브 트랜스미션에서 sun-gear-and-shell 조립

품을 용접하기 위하여 전자빔 대신에 레이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전자빔 용

접장치를 CO2 레이저로 대체함으로써 설비비의 반감과 함께 생산성에서 2배의

효과를 보았다. 그 후 전자빔과 레이저는 경쟁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현재 미국에

서는 레이저가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높은 사이클타임과 수 kW급

레이저 용접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유연성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벤츠(Mercedes Benz)사에서는 1984년부터 승용차용 디젤 엔진hydro-tappet를

레이저 용접하여 양산하기 시작했다. 개발과정에서 검토된 용접방법은 브레이징,

전자빔 용접, 레이저 용접이었으며 그 결과 브레이징에서는 브레이징용 용제가

연료 통로를 막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량을 초래하므로 개발에서 제외되었다. 전

자빔 용접은 용접부가 좁고 변형이 작았고 레이저 용접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레이저 용접은 진공 챔버(chamber)가 필요 없고, 2 스테이션(station)작업

이 가능하므로 레이저 용접을 선호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TWB(tailor welded blank) 기술은 두께 또는 강도가 서로 다른

박강판을 적절한 크기와 형상으로 절단한 후 프레스공정 전에 레이저용접을 이

용해 원하는 형태의 자동차부품으로 가공하는 첨단기술이다. 특히 TWB기법을

이용해 자동차 도어를 만들 경우 무게가 10%, 원가는 20%정도 줄어들고 전체

차량의 중량을 1% 경량화 할 경우에 연비는 거의 20%가 향상된다.

또한 자동차 차체는 300여개의 크고 작은 프레스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샤시

및 시트도 크고 작은 프레스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부품 조립을 위해

스폿용접이나 CO2 아크용접으로 조립되는 부분을 로봇 기반에 레이저용접을 벤

츠나 GM에서 1990년대 초에 자동차에 적용하였다.

2000년도에는 스폿용접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레이저용접이 처음 소개되었다. 스캐너를 이용한 레이저용접은

레이저 마킹용으로 개발되어 반도체 및 각종 제품의 바코드나 품명 및 품번 등

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고출력 레이저를 반사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저 스캐너가 개발되면서

2006년 B사에서 자동차 차체부품에 최초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9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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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인너, 리어 센터 판넬, 도어 등의 부품에 레이저 스캐너 용접을 적용하였

다.

그림 9. B사 레이저용접 적용 아이템

N사에서는 그림 10와 같이 1980년대 초부터 자동차 제조에 레이저용접을 적용

하였고, 최근에는 스캐너를 이용한 원격 레이저용접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나

의 레이저용접 라인에 4차종 19아이템을 공용으로 생산하여 조립면적은 스폿용

접 대비 48% 감소되었고, 생산성 측면에서도 스폿용접 대비 6배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림 10. N사 스캐너 레이저용접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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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내에도 자동차 부품회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국내의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에도 적용되어 자동차 차체부품이 상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부품의 경량화에 따라 고강도강판 및 초고강도강판이 적용되면서

스캐너 레이저용접의 활용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로봇기반에서는 레이저용접의 형태를 직선 형태로 생성되었지만, 스캐너

레이저용접은 C, O, □자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강도

강판 및 초고강도 강판에 스캐너 레이저용접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활

발하게 연구 개발 중에 있다.

그림 11. 스캐너 레이저용접 공정

그림 12. 스캐너 레이저용접이 적용된 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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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방법

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2열 시트 백 프레임의 소재로 사용되는 백 판넬 강판

과 크로스 멤버(CROSS MEMBER)로 사용되는 5종의 고강도 및 초고강도 강판

을 시험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화학조성과 강판의 두께, 인장 강도와 연

신률 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실험 재료의 화학조성 및 기계적 성질(wt. %)

Material

(thickness)

Chemical composition (wt %) Mechanical properties

C Mn Si Cr Ti B P S Fe Ceq
T.S 

(MPa)
EL(%) Hv

SPRC440

(0.6mm)
0.0717 1.379 0.0014 - - - 0.024 0.004 Bal. 0.302 442 33 136

SAPH440P

(2.6mm)
0.0851 1.269 0.084 - - - 0.013 0.004 Bal. 0.300 470 35 167

SPFC590

(1.0mm)
0.0754 1.820 0.204 - - - 0.180 0.002 Bal. 0.387 612 28 192

SPFC980Y

(1.0mm)
0.17 2.2 0.5 - - - - - Bal. 0.421 1,105 8 323

SPFC1180

(1.0mm)
0.1310 2.641 0.092 - - - 0.0098 0.0017 Bal. 0.575 1,281 7 370

2. 용접 장치 및 용접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치는 최대 출력 6 kW인 독일의 IPG사의 파이버 레이저

발진기와 독일 블랙버드사의 3D 스캐너 레이저용접헤드를 6축 로봇에 장착한 것

으로 용접 출력, 용접 속도, 초점 거리를 제어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스캐너 레

이저용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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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레이정용접 실험 장치

또한 압축공기를 7bar (2,000ℓ/min)이상으로 ON/OFF 할 수 있도록 로봇에 제

어 프로그램 하였다. 이에 따라 레이저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흄과 스패터가 레이

저빔에 간섭되어 용접불량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3D 스캐너

레이저 용접헤드에 압축공기를 분사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 지그(jig)는 그림 14에서처럼 인장전단 시험을 할 수 있도

록 길이 125 mm에 폭 40 mm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겹치는 부분을 40 mm로

설정하고 레이저 용접 길이 15 mm로 기초 실험을 실시하였다. 디지털 카메라로

용접속도에 따른 용접부 파단면의 차이점과 모재대비 용접부의 파단형태와 특징

을 관찰하였다.

그림 14. 인장 시편 제작용 시편 용접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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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레이저 용접 실험 조건

Laser device YLS(Ytterbium Laser System)-6000 
Fiber Laser

Laser power 5 kW

Beam size D = φ 0.6, φ 0.9

Air flow rate 2,000 ℓ/min

Focal distance 0 mm

Laser welding speed 26 ~ 145 mm/s

3. 용접부 평가 방법

3.1. 미세조직 관찰

본 연구에서는 모재 및 용접부의 조직관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시험편을

에폭시수지로 냉간성형하여 사포로 연마한 후 1 ㎛ 다이아몬드 페이스트와 메틸

계 윤활제를 연마포에 도포하여 정마를 하였다. 용접부 단면의 매크로조직은 2%

Nital(HNO3 2㎖＋C2H5OH 98㎖)로 25℃에서 강종에 따라 2 ∼ 10초간 부식시켜

광학현미경(ZEISS stemi 2000)으로 관찰하였다.

모재와 용접부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광학현미경(OM: optical

microscopy, Olympus PMG),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Hitachi-S510)을 사용하였다.

3.2. 기계적 성질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접합부 단면의 경도는 미소경도시험기(micro-vickers hardness

tester ; MVK-H100)를 사용하여 하중(load)을 25 g으로 하중 유지시간은 10초

로하여 용접부 중심선에서부터 모재 방향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모재부와 열영향

부의 경계, 열영향부와 용접금속경계인 용융부 경계선의 경도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 측정 간격을 100 ㎛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5과 같이 모재의 인장시험편은 박판재의 인장시험에 적합한 KS B 0851

시험편을 선택하였고, 시험기는 Instron사의 만능시험기(Instron-8501)를 사용하

여 크로스 헤드스피드(crosshead speed)를 1 mm/min로 하여 시험하였다. 선택

된 조건의 시험편을 3번씩 인장시험을 실시한 후 3개 값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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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험편 규격(KS B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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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레이저용접 용입 특성 평가

1.1. 레이저 빔 크기에 따른 용입 특성

레이저 빔의 크기는 용입깊이와 용융폭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본 실험에서

는 먼저 150 ㎛와 100 ㎛ 지름의 파이버를 사용하여 배율이 1:6인 3D 스캐너 레

이저용접 헤드의 광학계를 통해 소재에 조사되는 빔의 직경을 900 ㎛와 600 ㎛

로 설정하여 빔 크기에 따른 용입특성을 평가하였다. 시험편은 SPRC 440 0.6

mm, SPFC 980 0.9 mm, SPFC 590 1.6 mm 소재를 3매 겹침 용접하여 제작하

였다.

표 3은 레이저 빔의 크기 900 ㎛와 600 ㎛에서의 용접속도 변화에 따른 용접

전후면 비드 및 용입 깊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65 mm/s와 55 mm/s의 용접속도

에서 레이저 빔의 직경이 900 ㎛에서는 불완전용입이 발생하였고 600 ㎛에서는

완전용입이 나타났다. 빔 직경이 큰 900 ㎛와 비교하여 600 ㎛에서 안정적인 용

접비드를 형성하였고 열영향부가 좁게 나타났다.

900 ㎛의 빔 직경에서 완전용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45 mm/s의 용접속도를

기준으로 인장전단 시험편을 제작하여 용접강도를 비교하였다. 표 4은 빔 직경에

따른 용융폭 및 인장하중값을 비교한 자료이다. 빔 직경이 900 ㎛일 때 계면에서

의 용융폭이 600 ㎛ 대비 2배 이상 크게 측정되었고, 인장하중값 또한 빔 직경이

큰 900 ㎛에서 크게 측정되었다. 이는 레이저용접의 용접강도는 용접깊이 보다는

계면에서의 용융폭의 크기에 좌우됨을 의미한다.

표3. 레이저 빔 크기에 따른 용접비드 및 용입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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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레이저 빔 직경에 따른 용융폭 및 인장하중

1.2 소재 두께에 따른 용입 특성

레이저 용접에 있어서 용입은 레이저빔의 에너지 밀도, 레이저 광의 파장, 피용

접재의 흡수율, 입열량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레이저 출력과 용접속도는

입열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용접출력이 감소하거나, 용접속도

가 증가하게 되면 용입깊이는 감소한다.

자동차 부품용 강판은 용도상 내/외판 판넬용, 구조재용, 보강재용으로 통상적

으로 구분되며, 부품 구조에 따라 판넬용과 구조재용 및 판넬용과 보강재나 판넬

용과 구조재용/보강재용 등과 같이 겹쳐지는 순서가 다르게 된다. 자동차용 시트

백 프레임도 부품구조에 따라 부분별로 겹쳐지는 순서 및 두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레이저 용접의 조건 및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레이저용접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시트 백 프레임의

메인 판넬과 구조재의 두께 1.6 mm에서 메인 판넬과 구조재 및 보강재의 총 두

께합이 4.6 mm가 될 때 까지 다양한 용접의 두께를 시편으로 조합하여 표 5에

나타냈다. 판넬 총 두께에 대한 레이저 출력을 5 kW로 고정하고 속도를 변화시

켜 용입 특성을 검토하였다. 두께 1.6 mm에서는 150 mm/s(9 m/min)에서 두께

4.6 mm에서는 50 mm/s(3 m/min)까지 판넬 두께합에 따라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는 두께가 증가할수록 큰 레이저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미한다.

식(1)과 식(2)는 1.6 mm 소재 조합에서 완전용입이 발생하는 용접조건에 대한

에너지량을 계산한 결과이다. 5,000 W의 레이저 출력으로 두께 1.6 mm 소재를

145 mm/s의 용접속도로 레이저용접 할 경우 단위 길이당 에너지량은 34.5

J/mm이고, 소재 두께를 고려한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은 21.6 J/mm2의 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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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W ÷ 145 mm/s = 34.5 J/mm 식(1)

34.5 J/mm ÷ 1.6 mm = 21.6 J/mm2 식(2)

식(3)과 식(4)는 3.5 mm 소재 조합에서 완전용입이 발생하는 용접조건에 대한

에너지량을 계산한 결과이다. 소재 두께를 고려한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은 21.4

J/mm2 로 1.6 mm 소재 조합의 에너지량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또한 모

든 조합에서 완전용입이 발생하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은 약 21 J/mm2로 유사

한 값을 보였다.

5,000 W ÷ 66.7 mm/s = 75.0 J/mm 식(3)

75.0 J/mm ÷ 3.5 mm = 21.4 J/mm2 식(4)

그림 16에서 그림 21은 표 5의 조건으로 시편 용접을 실시한 결과로 전면비드,

후면비드 및 용접부 단면을 나타내었다. 모든 용접부에서 용접부와 열영향부 및

모재부로 구분되며, 또한 판넬간 겹친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표 5. 소재 조합별 레이저용접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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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용접 속도에 따른 용접비드 및 단면(No 1, 2)

그림 17. 용접 속도에 따른 용접비드 및 단면(No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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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레이저 용접 속도에 따른 용접비드 및 단면(No 5, 6)

그림 19. 레이저 용접 속도에 따른 용접비드 및 단면(No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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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레이저 용접 속도에 따른 용접비드 및 단면(No 9, 10)

그림 21. 레이저 용접 속도에 따른 용접비드 및 단면(No 11, 12)



- 23 -

1.3 패턴 형상에 따른 용입 특성

소재 조합 No 12는 고장력강인 SPFC 980 0.9 mm와 SPFC 1180 1.0 mm 소재

를 조합하고 있어 인장전단시험에서 용접부의 계면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용접

부의 계면파단은 제품의 강도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용접부 파단 또

는 열영향부 파단을 유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용접 강도는

계면에서의 용융폭의 크기에 좌우되므로 용융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패턴 형상

으로 ‘C'자 형상과 ’●‘ 형상의 패턴을 설계하고, 이러한 형상에 적합한 용접 조

건을 설정하여 인장시편을 제작하였다. 표 6에 스티치(stitch) 형상, 'C' 형상, ’●

‘ 형상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용융면적이 가장 큰 ’●‘ 형상에서

인장하중 값도 가장 큰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다.

표6. 패턴 형상에 따른 인장하중

2. 기계적 성질 평가

그림 22은 표 5의 소재 조합 No 1부터 No 12까지 용접속도 조건 1을 기준으로

인장시험용 시편을 각 3개씩 제작하여 인장시험한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러나 표 5의 No 5의 SPFC 1180 1.0 mm 소재와 SPRC 440 0.6 mm 소재를

조합하고 있어 인장전단시험에서 최대 인장하중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모재

폭 40 mm 기준으로 SPRC 440 0.6 mm의 경우는 최대 인장하중값이 대략

10560 N을 나타내고, SPFC 1180 1.0 mm는 최대 인장하중값이 대략 47200 N을

나타내기 때문에 15 mm로 겹치기 레이저용접 할 경우 SPFC 1180 1.0 mm는 거

의 연신율 변화가 없다. 따라서 SPRC 440 0.6 mm소재와 SPFC 1180 1.0 mm

소재의 겹쳐진 레이저용접부에서 SPRC 440 0.6 mm소재 15 mm가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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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최대 인장하중값 계산으로 최대 인장하중값은 6600 N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그림 23과 같이 실제 실험에서 SPRC 440 0.6 mm의 열영향부 근처에서 파

단이 일어났고 최대 인장하중값은 6318 N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론적 계산값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용접조건에 따른 인장하중 그래프

그림 23. 인장전단 파단형태(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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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조직 관찰

그림 24부터 그림 26은 시편 레이저용접 시 평가되었던 조합과 동일한 소재조

합의 시트 백 프레임의 레이저용접부 조직 시험편의 단면과 미세조직을 관찰하

였다.

조직 시험편의 미세조직을 분석하면 No 1에서 No 12까지 미세조직에서 먼저

고강도강판일수록 레이저용접부 및 열영향부 영역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

히 No 1의 경우에서 상면의 SPFC 1180은 용융부 및 열영향부(흰색부분), 모재

부로 구분되며, SAPH 440-P의 경우는 용융부와 열영향부가 용융부 옆으로 약간

검게 나타날 뿐 열영향부 영역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No 2와 No 3은 초기 출력이 높아 언더컷이 발생하여 레이저용접조건 수

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상면과 중면에 SPFC 1180 소재가 있어 열영향부 영역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No 4과 No 7 및 No 8은 판넬간격의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더컷이 발생한 원인 될 수 있다,

No 5와 No 6 및 No 11와 No 12는 최적의 레이저용접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는 SPRC 440 0.6 mm 소재를 클램프하여 갭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레이저용접

조건의 최적화 가능하여 건전한 레이저용접부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서 거론한 것처럼 레이저용접부의 용융부가 전체 마르텐사이트로 나타

났고, 모재부보다 경도가 높기는 하지만 No 2와 No 3 및 No 10의 경우는 상면

의 용접부의 용접영역이 모재부 두께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인장시험의

경우는 상면이 파단된다. 그러나 시트 백프레임에서는 레이저용접부위가 많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충돌 특성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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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시트 백 프레임 용접비드와 단면 및 조직(No 1∼4)

그림 25. 시트 백 프레임 용접비드와 단면 및 조직(No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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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시트 백 프레임 용접비드와 단면 및 조직(No 9∼12)

그림 27에서 그림 29는 고강도 소재와 낮은 강도 소재를 겹치기 용접하였을 시

용융부의 경도를 확인하기 위해 소재조합 No 6(SPRC 440 0.6mm, SPFC 980

1.0mm, SPFC 1180 1.0mm)에 대하여 비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28는 상면(SPRC 440 0.6 mm)을 그림 29은 중면(SPFC 980 1.0

mm), 그리고 그림 30은 하면(SPFC 1180 1.0 mm)을 측정한 결과 그래프이다.

그림 27의 상면은 모재에서 열영향부(HAZ)를 지나 용융부로 갈수록 경도값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용융부 중앙에서 모재나 열영향부보다 경도값이 높게 나타났

다. 열영향부는 170 Hv에서 290 Hv의 경도값이 나타났고 용융부는 290 Hv에서

450 Hv의 경도값을 보였다. 이는 레이저용접을 했을 경우 용융부는 급냉에 의해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열영향부에서도 모재부에서 용융부 방향으로

갈수록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도는 상승하고 용융부에서 최고

경도값을 나타낸다.12)

그림 28의 중면(SPFC 980 1.0 mm)의 모재부보다 모재부쪽 열영향부 시작위치

에서 경도값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열영향부의 용융부쪽 방향으로 갈수록 경

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후 용융부로 갈수록 경도값은 비슷하게 유지하였다. 따라

서 이러한 결과로 인장시험에서도 경도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파단이 되는 것으

로 생각되며 레이저용접 열에 의해 모재조직의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변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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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이트로 일부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9의 하면(SPFC 1180 1.0 mm)는 모재부가 대부분 마르텐사이트 조직 및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열영향부 현상이 그림 28과 비슷한 현상을 나타

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림 28의 중면(SPFC 980 1.0 mm)과 그림 29의 하면(SPFC 1180 1.0

mm)의 경우는 열영향부의 경도값이 용융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SPFC 980과 SPFC 1180에서는 모재에 페라이트조직과 마르텐사이트

조직 및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SPFC 1180으로 갈수록 페라이트

조직은 미세하게 존재한다. 모재쪽 열영향부에서는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용융부쪽으로 갈수록 페라이트조직은 보다는 마르텐사이트조

직으로 구성되어 최고 경도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재쪽으로

갈수록 페라이트 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도값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7. 용접부 경도테스트 결과(No 6, 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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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용접부 경도테스트 결과(No 6, 중면)

그림 29. 용접부 경도테스트 결과(No 6, 하면)



- 30 -

Ⅴ 결론

본 연구는 자동차 시트용 고강도강을 대상으로 레이저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를 확보할 수 있는 용접기술을 확립하고, 겹침부의 두께에 따른 레이저 출

력과 용접속도 등의 용접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얻었으며, 고강도강

의 파단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용접 패턴을 개발하여 고강도강 레이저 용접의 이

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1. 겹침판넬의 레이저용접에서 완전용입이 일어나는 조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겹침부의 두께가 증가하면 용접부에 조사되는 에너지량도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두께를 고려한 단위 면적에 대한 에너지값은 각 소재 조합별로 약

21 J/mm2 정도의 비슷한 값을 보였으며, 이는 레이저용접 조건 선정 시 기

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2. 직경이 큰 레이저 빔으로 용접한 용접부의 용입깊이는 상대적으로 얕아지나

겹침판넬의 계면에서의 용융면적이 넓어져 빔 직경이 작은 용접 대비 높은

인장하중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용접강도는 용입깊이 보다는 용융폭의

크기에 좌우됨을 알 수 있으며 용접강도 확보를 위해서는 용융면적을 넓힐

수 있는 용접형상 및 용접조건 설정이 요구된다.

3. 고강도강 레이저 용접부의 계면파단을 개선하기 ‘C'자 형상의 패턴, 원의 내

부를 채우는 ’●‘ 형상의 용접 패턴을 설계하였고 이러한 형상에 맞는 용접

조건을 도출하여 파단형태를 개선하였다.

4. SPFC980과 SPFC1180 소재의 열영향부에서 용융부와 유사하거나 높은 경

도값을 보였으며 모재쪽으로 갈수록 경도값이 낮아져 모재와 만나는 부근에

서 최소 경도값을 보이며 다시 상승하는 연화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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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Weldability of the High 

Strength Steel for Automobile with Remote Laser Welding

SEOL HYEON UK

Institute Of e-Vehicle Technology

University Of The Ulsan

Ulsan, Korea

The automotive industry is in constant pursuit of alternative materials and

processes to address the ever changing needs of their customers and the

environment. Applications of laser welding have increased steadily in recent

years due to its benefits including high speed, high productivity, and high

energy density of heat source.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echnique for practical use in the Fiber laser welding of the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for automotive.

Laser welding characteristics of the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with 440 to

11180MPa for automotive was investigated such as defect, microstructre and

mechanical property. Various welding parameters were considered such as

power, welding speed, focus position and pattern shap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ser welding parameters and

penetration characteristics. The Welding power was fixed at 5kW and welding

speeds were varied for the thickness of the workpiece material.

Full penetration occurred in the energy per unit area of 21 J/mm2. The

hardness of the weld zone was different for each strength of the workpiece

material, however the lowest hardness values were the same in the

heat-affec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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