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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ot weldability of dissimilar metal joints between stainless steels (AISI316) and interstitial free

(IF) steels were investigated. This study was aimed to determine the spot welding parameters for a dissimilar

metal joint and to evaluate the dissimilar metal joint’s weldability, including its welding nugget shape, tensile-

shear strength, hardness, and microstructure. The fracture surface was investigated by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shape of nugget was asymmetric, in

which the fusion zone of the STS316 sheet was larger due to the higher bulk-resistance. The microstructure

of the fusion zone was fully martensite. In order to evaluate the microstructure further, dilution of stainless

steels were calculated and imposed onto the Schaeffler diagram. The predicted microstructure from the

Schaeffler diagram was martensite. In order to confirm the predicted microstructure, XRD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showed that that initial weld nugget was composed of austenite and martensite.

Key words resistance spot welding, dissimilar materials, austenitic stainless steels, dilution, low carbon

galvanized steels.

1. 서  론

최근 스테인레스강 재료는 다양한 산업분야와 의료 분

야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스테인레스강 판재의

내식성과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우수한 용접성 때문에 화

학용기와 주방용기 그리고 운송분야 등에서 사용되고 있

다. 특히 가전제품의 외판에 페라이트계 스테인레스강과

용융아연도금강판의 이종금속에 대한 저항 점용접이 사

용되고 있다. 또한 높은 소재 가격의 제한으로 현실적으

로 차체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스테인레스강은

충격흡수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부 자동차 차체의 front

structure, crash box 등에 적용이 검토된 바가 있다. 따라

서 스테인레스강의 다양한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탄소

강과의 이종 금속에 대한 용접성 평가와 분석이 요구된다.

스테인레스강과 탄소강의 이종접합에 관한 최근의 몇

몇 연구결과에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STS430과 용

융아연도금 강판 저항 점용접부의 경도 상승 원인은 너

깃의 화학조성 변화와 급냉응고에 의한 martensite조직 생

성에 따른 인장전단강도의 증가로 알려져 있다.1) 이 경

우 2단 통전 열처리에 의해 냉각속도 감소와 후열처리

공정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의 영향으로 용접부 경도는 감

소하였고 인장강도는 증가 하였다. 그리고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레스강에 대한 저항 점 용점에서 용접 전류에

따른 너깃의 크기와 용접부의 경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용접 전류가 상승함에 따라 너깃의 크기는

증가하지만 경도 분포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되었으

나 현 시점에서 다양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2)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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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과 탄소강의 이종접합을 위한

저항 점 용접 시 용접부의 미세조직과 너깃형상이 인장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STS316과 IF Steel의 이종 저항 점

용접 시 합금성분 및 점 용접 조건의 차이에 따른 용

접성을 미세조직 및 기계적성질 측면에서 평가하고 또한

파단면 접합부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오스테나이트계 STS 316(1.0t)과

IF Steel (0.7t) 시편의 합금성분과 기계적특성을 Table 1

과 Table 2에 각각 나타내었다. 용접기는 단상교류 공압

정치식(75 kVA)이며 냉각수는 8 liter/min로 일정하게 공

급되었다. 또한 전극의 선단부 직경은 각각 6, 8 그리

고 10 mm인 Dome type의 Cu-Cr재를 사용하였다. 로브

곡선은 용접시간 15 cycle로 고정하고 용접전류와 가압력

을 변화하여 STS316/STS316과 STS316/IF Steel에 대하

여 나타내었다. 점 용접 후 peel test로 계면파단이 발생

하는 전류 값 이하를 하한치 곡선으로, expulsion이 발

생되기 전까지를 상한치 곡선으로 설정하여 가압력과 전

류에 따른 로브곡선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저항 점 용접 공정변수는 각각 가압력 3.5 kN, 용접시

간 15 cycle 그리고 용접전류 4.5~7.5 kA로 설정하였다.

전단인장시험을 위한 저항 점 용접 시편 샘플은 길이

100 mm, 폭 30 mm으로 KS B 0850규격에 따라 제작하

였다. 또한 저항 점 용접부의 너깃과 크기 그리고 미세

조직 관찰을 위하여 용접부의 수직단면으로 절단하여 마

운팅 후 1 µm까지 연마하였다. 10 g CrO3과 100 ml 증

류수의 수용액에 5 V 전압으로 수 초간 전해에칭을 실

시 후 실체현미경과 광학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미소경

도 시험은 200 g/15 sec하중으로 용접부 단면의 대각선

방향과 판재의 길이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로브곡선비교

STS316/STS316과 STS316/IF Steel의 조합으로 저항

점 용접된 시편에 대해 작성된 로브곡선을 Fig. 1에 나

타내고 비교하였다. STS316/STS316과 STS316/IF Steel

의 저항 점 용접 모두에서 가압력 증가에 따라 가용전

류구간이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STS316/ STS316

접합보다 STS316/IF Steel 접합에서 전 가압력 조건에서

가용전류구간이 약 0.5~1 kA 증가하였고, 높은 전류 쪽

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유사한 실험으로 Kim1)등은 GI강판/GI강판과 STS

430/GI강판에 대한 저항 점 용접성 평가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는 STS430/GI강판이 GI강판 동종접합 보다 모

든 가압력 범위에서 적정 용접 전류값이 낮으며 가용전

류구간 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등의 실험에서 사

용된 GI강판에 대한 점용접성 결과와 본 실험에서 사용

된 조합인 STS316/IF Steel의 로브곡선을 비교하면 합금

성분이 적은 GI강판/GI강판의 가용전류구간이 더 넓고 높

은 전류영역에서 형성되어 있다.

3.2 이종용접부의 전단인장강도 및 경도

가압력 3.5 kN에서 적정 용접 전류 조건을 관찰하기 위

해 용접 전류변화에 따른 인장전단강도실험을 실시 후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용접 전류 증가에 따라 전

단인장강도가 점차 증가하다가 용접전류가 6.5 kA이상이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est materials (wt.%) sheet.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 (wt, %)

C Si Mn P S Cr Ni Cu Mo

STS316 0.023 0.590 1.038 0.023 0.031 16.7 10.53 0.205 2.08

IF Steel 0.002 0.06 0.51 0.047 - - 100(ppm) - -

Fig. 1. The comparison of weld lobe between STS316/STS316

and STS316/IF Steel with various electrode pressure and weld

current.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TS316 and IF Steel.

Materials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STS316 644 285 55

IF Steel 316 20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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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일정한 인장전단강도를 유지하였다. 이종 저항 점

용접에서 인장전단강도 평가는 모재 강도가 IF Steel의

인장전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3) 4.5 kA 이상 용접된 이

종접합 시험편의 인장전단강도는 동종 IF Steel용접 기

준인 KS B 0850 규격 (3.0 kN이상)을 만족하였다. 따라

서 STS316/IF Steel의 이종접합은 용접 전류 4.5 kA이상

에서 인장전단강도가 양호하다.

적정용접전류 구간 내에서 접합된 시험편의 인장전단

시험 후 각각의 파단형상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가용

전류구간인 5 kA과 5.5 kA에서는 충분한 발열량에 따른

적정 크기 이상의 너깃을 형성하여 버튼파단이 관찰되었

다. 그러나 인장전단강도의 규격을 만족하는 용접 전류

4.5 kA에서는 낮은 용접 전류와 IF steel 판재의 낮은 비

저항에 기인한 발열량 부족으로 IF steel 판재 쪽의 모

재 용융이 충분히 되지 않아 partial plug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용접전류 6 kA과 6.5 kA 구간에서는 파단의 양

상이 IF Steel의 모재와 함께 파단 되는 tear plug로 진

행되었다.

용접전류 6.5 kA에서 용접 후 용접부 단면의 미소경도

측정값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용융금속의 경도는 약

350 Hv로 가장 높았고, 모재의 경도는 STS316이 IF Steel

보다 약 30 Hv 높게 측정되었다. 용융금속의 높은 경도

는 저항 점 용접 특성 중 하나인 급격한 급냉응고에따른

martensite의 생성에 기인한다. 경도측정 결과에 따른 용

접부의 열영향부 분석결과는 IF Steel의 HAZ부가 STS316

HAZ부보다 넓은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인

장전단 시험 시 파단은 전 전류 구간에서 모재의 경도

값이 낮은 IF Steel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

에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점용접부의 파단에서 초기 파

단은 경도값 차이가 큰 부분에서 응력이 집중되어 발생

한다. 따라서 이종 저항 점 용접에서도 용융금속과 HAZ

경도 차이가 약 150 Hv로 크기 때문에 인장전단시험 시

전단응력이 IF Steel의 HAZ부에 집중되어 초기 파단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3.3 너깃의 형상과 전극직경 변화에 따른 분석

Fig. 5는 용접 전류변화에 따른 너깃형상의 변화를 보

여준다. 용접전류가 증가할수록 너깃의 크기는 증가하고

용입도 깊어졌다. 그러나 용접 전류 7.5 kA에서 Expulsion

발생으로 인한 용융금속의 체적 감소에 따라 용입이 감

소한 것이 관찰되었다. 용접 전류가 증가하면 IF steel 판

재 용입 깊이와 폭이 증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파단시

험 후 파단형태가 partial plug 에서 tear plug로의 개선

되었다. (Fig. 3) 형성된 너깃은 비대칭이며 이러한 이유

는 STS316과 IF Steel의 합금성분과 비저항의 차이에 따

른 STS316 판재의 발열량이 높기 때문이다. 즉, IF steel

의 낮은 비저항 값에 기인한 용입 저하가 원인으로서 비

대칭 형상은 외부 충격이 주어졌을 때 응력이 집중되는

노치로 작용하여 낮은 하중에도 파단이 발생하게 되는 원

Fig. 2. Peak load as a function of weld current for STS316/IF

Steel.

Fig. 3. The fracture mode with welding current after tensile-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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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Milititsky등은4) 3겹 저항

점 용접에서 각각 다른 전극 직경을 사용하여 판재에 집

중되는 최고 발열 위치의 변화에 따른 너깃의 비대칭 형

상 개선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직경이 작은 전극쪽

의 판재와 중간 판재 사이에서 expulsion이 발생하며 최

고 발열위치 및 너깃 형상의 변화가 발생함을 보여주었

다. 이와 유사하게 STS316/IF Steel 이종 저항 점 용접

시 전극 직경의 변경은 최고 발열위치를 IF Steel으로 이

동시켜 IF Steel 판재의 용융이 더 크게 발생하도록 유

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압력과 용접전류를 각

각 3.5 kN, 6.5 kA로 고정하였고 상부 및 하부전극의 직

Fig. 4. Hardness measurement results to (a) parallel, (b) diagonal for weld cross section.

Fig. 5. Macrostructure of dissimilar spot weld of STS316 and IF Steel with weld current.

Fig. 6. The mimetic diagram and shape of nugget with various weld current in combination of different electrode tip di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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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각각 6, 8, 10 mm의 조합을 사용하여 두께방향으

로 최고 발열위치의 변화 발생시키고자 하였다. 각각의

전극 조합에 따른 용접부 너깃의 형상을 Fig. 6에 나타

내었다. 너깃형상은 모두 비대칭이었고 인장전단강도는 약

4.3 kN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종 저항 점 용

접에서는 최고 발열위치 변경의 효과는 없으며 모재의 비

저항이 너깃의 최종 형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다. 

3.4 용접부 미세조직분석

Fig. 7은 STS316/IF Steel 이종저항 점 용접 후 용접

부의 미세조직을 보여준다. STS316 판재의 HAZ부는 낮

은 열전도도에 기인하여 IF Steel보다 좁으며 이는 3.2

에서 서술된 경도측정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IF Steel

의 모재는 ferrite로 구성되며, HAZ부는 열영향에 기인

하여 미세한 ferrite와 일부 경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

다. 용융부 조직은 austenite와 ferrite (or α'-martensite)

로 구성되며, 두 이종 판재의 접합계면을 기준으로 응고

양상에 차이점이 관찰 되었다. STS316/IF Steel 저항 점

용접 시 매우 짧은 용융과 응고시간에 기인하여 용융금

속의 위치에 따라 Cr과 Ni등의 화학성분량의 차이가 발

생할 가능성 존재한다. 따라서 용접 전류 6.5 kA에서 용

접한 용접부 단면의 두께 방향으로 EDX Line Scanning

을 이용하여 합금성분을 측정 후 Fig. 8에 나타내었고 용

융부의 합금성분은 두께 방향으로 일정하였다.

용융부의 미세조직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Schaeffler

diagram을 이용한 용접부 미세조직 예측을 시도하였다. 용

가재로 스테인레스강을 용접 시 스테인레스강과 저탄소

강의 이종접합에서 용접부의 미세조직을 예측하였으며, 이

때 이종 접합 저항 점용접부의 희석률 차이을 계산하여

미세조직 예측을 적용 하였다. 희석률은 모재 및 용가재

의 합금성분으로 희석률의 차이에 따라 용접부의 합금성

Fig. 7. The microstructure of (a) base metal, (b) HAZ and (c) weld metal for spot welded STS316/IF Steel.

Fig. 8. The results of EDX line scanning for weld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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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미세조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rashi5)

등은 이종접합에서 스테인레스강과 저탄소강에 대한 희

석률을 측정하여 Schaeffler diagram에 적용하였으며, 스

테인레스강의 희석률이 각각 30-70% 이상일 때 용융금

속에서 martensite가 생성된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F Steel을 용가제로 가정하여 희석률(eq. 1)

계산하였고 측정된 용융금속의 희석률은 Schaeffler diagram

에 적용하여 용융부의 조직을 예상하였다.

D = (AIF/ASTS) × 100  (1)

여기서 D는 Dilution, AIF는 IF Steel 모재가 용융된 면

적, ASTS는 STS316 용융된 면적이다. Table 3에 IF

Steel 희석률과 인장전단시험 후의 파단 모드를 정리하

였다. IF Steel의 희석률이 37%이상에서 인장전단시험결

과 버튼파단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계면파단이 발생하는

용접전류 4.5 kA에서는 희석률 계산에 필요한 용입이 되

지 않아 제외하였다. Fig. 9는 용접 전류 6.5 kA에서 IF

Steel 희석률 37%를 Schaeffler Diagram에 적용한 결과

최종 용접부 조직이 martensite 조직으로 예측되었다. 예

측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용융금속부의 EDX 분석 결과

(Fig. 8)를 Schaeffler Diagram에 적용한 후 Table 3의

IF Steel 희석률 적용 값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예

측 된 최종 생성 미세 조직에는 차이를 보여주며 또한

생성 미세조직은 martensite 혹은 martensite와 austenite

경계선으로 예측되었다. 

IF Steel 희석률 계산을 적용한 결과는 용융금속의 상

온조직이 martensite였으며 광학 현미경을 통한 미세조직

관찰로는 martensite 조직으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XRD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Fig. 10는 IF Steel

및 STS316 그리고 용융금속에 대한 XRD분석치를 보여

준다. IF Steel은 ferrite(α) 관측되었고 STS316은 austenite

(γ)와 미량의 ferrite(α)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용융금속에

대한 XRD분석값은 austenite(γ)과 ferrite 혹은 martensite

(α') 이 각각 관찰되었다. 이때 ferrite(α)과 martensite(α')

의 peak 위치가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 대한 판

단은 어렵다. 그러나 XRD 실험 결과는 용융부 미세조

직의 일부가 austenite로 구성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Liu6)등은 Duplex강을 저항 점 용접 후 15 oC와 -50 oC

의 온도 변화에 따른 인장전단시험 시 소성유기 martensite

를 관찰하기 위해 XRD분석한 결과 용융부 너깃은 ferrite

α(δ) 8.4 %와 austenite 91.6 %로 구성됨을 보고하였다.

XRD peak 위치가 비슷한 ferrite(α)과 martensite(α') 중

에서 인장전단강도의 증가의 원인을 martensite(α')의 생

성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STS316/IF Steel 이종저항 점

용접의 용융금속의 경도 값이 약 350 Hv로 높은 것으

로 보아 본 연구의 이종 접한 용융부에서도 ferrite상이

아니라 대부분 martensite(α')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5 용접부 단면의 파단면 관찰

인장전단시험에서 파단은 대부분 경도 차이가 큰 부분

인 용융금속과 IF Steel HAZ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파

Table 3. Effect of welding currents on the dilution and fusion

zone failure mode.

Welding current (kA) Dilution (%) Failure mode

4.5 - IF*/PF**

5.5 37 PF

6.5 46 PF

7.5 40 PF (Expulsion)

IF* : Interfacial Failure mode

PF** : Pullout Failure mode

Fig. 9. The prediction of a final weld microstructures using

Schaeffler Diagram.

Fig. 10. XRD results for IF Steel, STS316 and fusion zone of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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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에 대한 EDX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1에 나타내었다. 파단면의 합금성분 분석결과(2.5Cr-

1.9Ni)는 Cr과 Ni 함유량이 용융금속 보다는 낮으나 IF

Steel 모재 보다는 높다. 따라서 최종 파단은 경도 값이

낮은 IF Steel의 HAZ부에서 발생하였다. STS316(2.7Cr-

1.9Ni-3.2Zn)의 파단면은 용융된 부분이 아니라 열과 압

력으로 고상접합 된 코르나본드 부분이며 높은 Zn의 검

출은 용융아연 도금 강판의 도금성분이 일부 미 용해 되

었음을 증명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TS316 / IF Steel의 이종 저항 점용

접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장전단강도, EDX와 용융부의 미

세조직 분석 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TS316 / IF Steel 이종 접합시 STS316 / STS316 동

종접합보다 높은 전류영역에서 적정용접범위를 형성하고,

가용전류구간이 증가한다.

2. IF Steel의 대한 희석률과 용융금속 EDX 분석치를

Schaeffler Diagram에 적용한 용융금속의 미세조직은 각

각 100 % martensite와 austenite와 martensite 혼합 조

직로 예측되었다.

3. 인장전단시험 결과 파단은 경도가 낮은 IF Steel의

열영향부에서 발생되었다.

4. 다른 직경을 가진 상부 및 하부 전극의 적용을 통

해 용접부 최고 발열위치의 변화를 시도 하였으나 인장

전단강도 및 너깃형상은 개선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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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EDX results of weld fracture surf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