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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research was the variation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lad(A4045/A3003)
Al alloy sheet by gas tungsten arc welding. Tensile properties of the gas tungsten arc welding joint 
decreased because of the softened heat affected zone(HAZ). The hardness of HAZ was lower than that of 
base metal, because relieved the work hardening effect of the welding heat. Hardness distribution of the 
weld zone with the base metal appears similarly, but the hardness of HAZ decreased remarkably. The 
microstructure in the weld zone of A4045 clad layer was formed a coarse columner grains of Si-rich. In 
the case of large weld heat input, the Si of the A4045 were diffused and until A3003 weld zone they 
decreased th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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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래드(A4045/A3003) 알루미늄합 은 BAS121합 이

라고도 하며, KSD7043(알루미늄합  땜납  이징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BAS는 

이징 시트(Brazing Sheet)를 의미한다. 다음 121의 첫 

번째 숫자는 이징 시트를 구성하는 호칭번호(한면 

땜납 클래드일 경우 1)이며, 두 번째 숫자는 표피재의 

합 번호  호칭번호(A4343의 경우 1, A4045일 경우 

2)이며, 세 번째 숫자는 심재의 합 번호  호칭번호

(A3003의 경우 1)를 각각 의미한다. 따라서 BAS121합

은 피재인 A4045합 이 심재인 A3003합 에 한면 땜

납 클래딩 되어있는 이징 시트이다. 

  이 이징 시트는 필요한 폭으로 단된 스트립(코

일)으로서 약  80m/min의 속도로 연속 공 되면서 조

성형을 수반하는 고주 유도용 (High Frequency 

Induction Welding)에 의하여 이 형태로 제조된다. 

이 게 제조된 이 는 에어컨이나 자동차 열교환기의 

PFC(Parallel Flow Condenser)의 헤더튜 로 장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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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properties Vickers 

hardness

(Hv)

Tensile 

strength(㎫)

Yield 

strength(㎫)
Elongation (%)

163 142 9.8 51.5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wt.%) of test 

material(A4045/A3003)

Alloy Si Fe Cu Mn Zn Al

A4045 9.92 0.32 0.02 0.05 0.95 Bal.

A3003 0.11 0.41 0.07 1.19 0.005 Bal.

Fig. 1  Gas tungsten arc welding machine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test material 

(A4045/A3003)

별도의 이징 필러(Brazing Filler)가 없는 상태로 

이징 할 수 있다. 즉 BAS121합 은 피재(A4045)의 

액상선온도가 590℃, 심재(A3003)의 액상선온도가 65

4℃이다. 이 합 을 620℃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피재

가 녹아 이징 필러의 역할을 한다. 

  클래드 알루미늄합 재의 연속 인 고주 유도용 을 

이루기 해서 스트립과 스트립을 신속히 연결주어야 

하는데 주로 재를 맞 어 가스텅스텐 아크용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처럼 아크용 된 열 향부(HAZ)는 

용 부의 팽창, 수축  상변태 등에 의하여 항복응력에 

가까운 잔류응력이 발생하여 기계 으로 매우 취약하게 

된다. 한 일반 구조용 이 재료와는 달리 클래드 알

루미늄합  이 는 피재층(A4045)이 용융되어 클래드

재의 특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연속공정  비 괴검

사(와 류탐상법)로 선별처리하여야 한다. 자동차 열교

환기용 클래드 알루미늄합 이 의 치수는 주로 두께

가 1.5mm, 외경이 22mm의 것이 사용되는데, 이는 폭 

68mm의 재가 롤 성형되어야 제조가 가능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폭 68mm, 두께 1.5mm인 클래드

(A4045/A3003)알루미늄합  재를 맞 어 가스텅스텐 

아크용 하여 시험편을 제작하고 용 조건이 미치는 열

향부의 기계  성질과 피재로서 작용하는 A4045합

용 부에 한 조직변화에 주안 을 두어 용 부의 특

성을 조사하 다. 

2. 사용 재료  실험방법

2.1 사용 재료 

  실험에 사용된 클래드(A4045/A3003) 알루미늄합 은 

독일의 HYDRO사에서 생산된 것으로 두께  폭은 각

각 1.5mm  68mm이며 질별은 H14(가공경화만 하여 

인장강도가 1/2경질로 한 것) 다. 이 재의 클래드율

은 A4045층이 체두께의 10%로서 약 0.15mm이다. 이 

재는 보통 H14의 상태에서 조  성형하여 고주 유

도용 한 후 요구되는 기계  성질  치수는 인발을 

하여 H16(가공경화만 하여 인장강도가 3/4경질로 한 

것)의 상태로 조 할 수 있다. Table 1  Table 2에 

A4045/A3003클래드재의 기계  성질  화학조성을 각

각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화학조성은 모두 량비

(wt.%)로 표기하 다.  

2.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한 가스텅스텐 아크용 을 Fig. 1에 나타

내었다. 비실험으로 폭 68mm, 두께 1.5mm의 시험편

에 해서 용 성을 조사한 결과 압 35V로 고정하

고 용 류를 80～140A로 변화시켰을 때 양호한 비

드가 형성되는 조건은 100～120A 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으로 아르곤가스 분 기하에서 3m/min의 속도로 

별도의 용 과 용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맞 기 용

하여 시험편을 제작하 다.  

  인장시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KS B 0801에서 규정하

는 정형시험편(5호)으로 Fig. 2와 같다. 시험편 A는 스

트립의 길이방향(압연방향)으로 채취한 원소재의인장시

험편이고, 시험편 B와 C는 각각 스트립의 길이방향에 

하여 수직  평행하게 용 한 시험편이다. 인장시험

은 KS B 0802에 의하 으며, Cross-head의 이동속도는 

10 mm/min으로 하 다.  

  경도측정은 마이크로비커스 경도기를 사용하 으며, 

용 부와 열 향부를 포함한 모재부의 경도측정은 용

선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0.2mm마다 측정하 고 각각 

3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시험하 은 

100g, 가압시간은 15 다.

  용 부의 미세조직 찰에는 학 미경(OM)  주사

자 미경(SEM)을 이용하 다. 미세조직 찰을 한 

부식액으로는 Keller 용액(HCl 1.5% HNO3 2.5%, HF 

1%, H2O 95%)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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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mension of specimen for tensile test

         A : Raw material

         B : Vertical direction for rolling

         C : Horizontal direction for rolling

A3003

A4045

500 ㎛
  

20 ㎛

(a)                            (b)

Fig. 3 Cross sectional images of A4045/A3003     clad 

alloy 

  

(a)                         (b)

Fig. 4 Variation of cross section according to welding 

conditions 

         (a) 35V, 100A  (b) 35V, 120A

  
50 ㎛

(a)                          (b)

Fig. 5 Cross sectional SEM images of the A4045/ A3003 

interface (35V, 1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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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s of tensile properties in TIG welding 

conditions and specimen types

3. 실험 결과  고찰

3.1 실험결과

  3.1.1 용 부의 찰

  Fig. 3은 클래드(A4045/A3003)알루미늄합  재의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Fig. 3 (a)와 같이 피재인 A4045

의 두께는 체두께의 약 10%이다. Fig. 3 (b)는 

A4045/A3003의 경계면(○표기 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비교  양호하게 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가스텅스텐 아크용 한 용 부의 단면을 나

타낸 것이다. 35V, 100A로 용 한 경우(a) 용 부의 길

이는 약 2.5mm 으며, 열 향부의 길이는 약 6mm에 

달하 다. 35V, 120A로 용 한 경우(b) 용 부의 길이

는 약 3.5mm이었고 열 향부의 길이는 약 8mm에 달하

다. 용착부의 형상은 용입량이 증가에 따라 그 폭이 

넓어지며, 개선각이 없는 맞 기 용 부이지만 용입형태

는 A3003의 하단부까지는 용입량이 감소하다가 A4045 

부근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 다. 특히 용입량

이 은 100A의 경우 루트부로 향하는 각도가 크게 나

타났다. 

  Fig. 5는 Fig. 4의 용 부에 한 열 향부의 조직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5(a)의 하부의 클래드(A4045)

면(화살표 좌측)에서는 A3003의 용융부가 0.5mm 정도 

혼합된 흔 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은 다량의 Si을 

함유한 A4045가 상 으로 융 이 낮기 때문으로 보

인다. Fig. 5(b)는 화살표 부분을 확 한 것으로 클래드 

A4045층은 Si 화합물이 주상정 는 수지상정으로 다양

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Mn이 1%정도 함유

된 A3003의 용 부 경계면에서도 찰되었다.

  3.1.2 기계  특성

  Fig. 6은 Fig. 2에 나타낸 시험편 A와 시험편 B(압연

방향과 수직으로 용 )  시험편 C(압연방향과 평행으

로 용 )을 2.2의 방법으로 인장시험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편 A의 인장강도는 약 162MPa, 항복강도

는 약 140MPa을 나타내었다. 시험편 B는 인장강도가 

약 135MPa로 감소하 고, 항복강도는 약 98MPa로 

히 감소하 다. 시험편 C는 인장강도가 약 1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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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ardness distribution of cross section in  the C 

type specimen

        (a) 35V, 100A (b) 35V, 120A

감소하 고, 항복강도는 약 118㎫로 다소 감소하 다. 

강도는 시험편 B  시험편 C에서 용 류의 변화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100A의 경우가 약

간 높은 값을 보 다. 

  시험편 B의 강도감소는 열 향부에서 용 부의 수축 

 팽창, 상 변태에 의하여 항복응력에 가까운 잔류응력

의 발생 때문에 취약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험편 C

의 경우 비교  강도가 높은 용 부가 시험편 길이에 

평행하게 놓여 있어 취약한 열 향부의 강도를 상쇄하

기 때문에 강도의 하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연신율은 시험편 A가 약 10%이었고 시험편 B는 용

류와 상 없이 모두 약 4%로 히 감소하 다. 

반면 시험편 C는 용 류와 상 없이 모두 약 11%로 

시험편 A보다 다소 증가하 다. 시험편 B에서 연신율이 

한 하하는 이유는 열 향부가 용 열에 의해 어

닐링효과를 받게 되어 재결정  결정립성장이 일어나

게 되고 따라서 가공경화효과가 소멸되어 열 향부의 

강도가 모재에 비해 열화되었기 때문이다1).   

  Fig. 7은 시험편 C(압연방향과 평행으로 용 )의 용

류에 따른 용 부의 경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용

부의 구분은 학 미경에서의 경도 치에 따른 경도값

의 변화에 따라 용착부, 열 향부, 모재부로 구분하 다. 

100A의 경우 용착부의 경도는 모재부의 경도와 비슷한 

Hv 52정도를 나타내었으나, 합계면을 포함한 열 향

부 고온역에서는 Hv 35로 히 감소하 고 열 향부

의 온역에서 모재로 갈수록 차 증가하여 모재의 경

도에 도달하 다. 120A의 경우 용착부의 경도는 모재부

의 경도보다 약간 낮은 Hv 48정도를 보 으며, 합계

면을 포함한 열 향부 고온역에서는 Hv 33로 히 

감소하 고 열 향부의 온역에서 모재로 갈수록 차 

증가하여 모재의 경도에 도달하 다. 

  따라서 용 부  열 향부의 경도분포는 100A보다 

120A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용착부를 포함하는 열 향부의 체길이는 100A일 때 

약 8mm에 걸쳐 형성되고 있으며, 120A일 경우 10mm로 

증가하 는데 이러한 이유는 용입량의 증가로 비드폭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열 향부의 경도가 120A에서 다

소 낮아진 이유는 100A에 비해서 용입량이 크기 때문

에 열 도  확산이 커지게 되고 가공경화효과도 상

으로 하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H14로 가공경화

된 A3003합 을 500℃에서 2시간 이상 어닐링 한 경우 경

도는 Hv 32정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2).   

  A3003과 같은 비열처리형 알루미늄합 은 냉간가공 

 안정화처리를 통해 강화된 합 으로서 용 에 의해 

재료의 재결정온도 이상까지 가열된 열 향부의 조직특

성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3). 비열처리형 알루미늄합

을 아크용 할 때 입열량을 증가시키면 열 향부의 크

기는 증가하고 강도는 하한다고 알려져 있다4). 이러

한 강도의 하는 냉간가공에 의해 연신  강화된 조

직이 용 열에 의해서 결정립이 재결정하고 온도가 증

가 할수록(즉 용 선에 가까워질수록) 재결정된 결정립

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3.2 고찰

  Fig. 8은 인장시험 후 단된 부분을 나타낸 사진으로 

시험편 A(용 하지 않은 상태)와 시험편 C(압연방향과 

평행)는 인장축과 슬립방향의 각도가 약 45°로 단되

었다. 반면 시험편 B(압연방향과 수직으로 용 )는 열열

향부에서 단이 발생하여 응력방향에 수직으로 단되



가스텅스텐아크 용 한 클래드(A4045/A3003) 알루미늄 합 의 기계 성질  미세조직 

大韓熔接․接合學 誌 第26卷 第4號, 2008年 8月 387

77

Fig. 8 Fracture types after tensile test 

 

(a)                       (b)

 

(c)                      (d)

Fig. 9 Fractographs of the fractured surface in the TIG 

welds (a) A type (b) B type (c) Welds of C 

type and (d) HAZ of C type

A

B

C

E

A3003

A4045
D

 

A

B

(a)                    (b)

Al

Si

Zn
A

 

Al

B

Si

Fig. 10 SEM images and EDS analysis of a welded clad 

layer

었는데, 모재부에서는 연신이 일어나지 않고 보재와 용

융부의 사이의 열화된 역에서 항복응력에 가까운 잔

류응력이 발생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사용된 시험편은 H14상태로 가공경화되어 용 시  

열 향부 부분에서 높은 용 열에 의해 가공경화효과가 

소멸되어 열화되었으며 모재에서 석출상  결정립성장

이 일어나게 되어 강도가 모재에 비해 하되었다고 사

료된다. H18로 가공경화 된 0.3mm 박  A3003합 의 

이 빔 용 의 경우 비드부와 열 향부의 경도가 모

재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5). 

  Fig. 9는 인장시험 후 단면을 주사 자 미경 찰

한 것으로 시험편 A는 딤 주변이 매끄럽고 립의 형태

가 길게 연신되어있다. 반면 열 향부에서 단 된 시험

편 B는 딤 주변이 거칠고 변형에 항하는 형태를 보

인다. 따라서 인장시험에서 시험편 B가 시험편 A보다 

비교  연신이 은 상태에서 항복응력을 받고 변형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험편 C의 단은 일반 으로 인장시험편의 가

장 약한 부분에서 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도가 가장 

낮은 열 향부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상된다. 즉 용

부인 (c)의 경우 딤 주변이 거칠고 변형이 심한 반면 

열 향부인 (d)의 경우는 딤 주변이 (c)에 비해 매끄러

우며 큰 변형이 없는 것을 보인다. 
  
Fig. 9 (a), (b), (c)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딤  

내부에 2상 입자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제 2

상 입자를 함유하고 있는 상용재료에서의 연성 괴는 

부분 제 2상 입자들에 의해 유발되며 이러한 딤 은 

제 2상 입자에 의해 미소공동의 발생, 성장  합체에 

의하여 연성 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6)
.
 

  Fig. 10은 100A조건의 용 부 미세조직으로 EDS분석 

결과이다. A3003합 의 용 부인 Ⓐ와 Ⓑ에서는 Mn외

에 Si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는 Al100-xSix (x=6.67), 

Ⓓ는 Al100-xSix(x=15.6), Ⓔ는 Al100-xSix (x=19.2)로 Si가 

증가하 다. Si는 용 부 하부표면의 약 100㎛에서 찰

되었다. 

  120A조건일 때는 100A의 Ⓐ와 Ⓑ의 치에서 

Al100-x-ySixMny(x=1.5, y=0.7)로 Si가 검출되었으며 Ⓒ, 

Ⓓ, Ⓔ의 양상은 100A와 비슷하 다. 이러한 결과는 입

열량이 큰 120A에서는 A4045에 함유된 Si의 확산이 비

교  쉽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이며, Fig. 7의 경도분

포에서 120A의 경우가 용 부의 경도가 약간 낮게 나

온 결과로 볼 때 A3003 용착부에 유동성이 좋은 Si가 

소량 용해됨으로써 경도의 하를 나타냈다고 사료된다.  

  Fig. 10 (b)는 Fig. 10(a)의 Ⓔ를 확 한 것으로 우측

에 ( ⇦ )로 표시된 지 은 A4045의 Si-rich화합물이 

용해된 Al100-x-ySixZny(x=30, y=1)의 공정조직이며, Ⓑ는 

Al100-xSix(x=4)의 Al 고용체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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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클래드(A4045/A3003)알루미늄합  

재의 가스텅스텐 아크 용 부의 용 조건이 미치는 열

향부의 기계  성질과 조직변화를 조사하 으며, 얻어

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트립의 압연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용 한 시

험편은 열 향부에서 단이 발생하여 모재보다 용 강

도가 낮았고, 평행방향으로 용 한 시험편은 모재와 비

슷한 용 강도를 나타내었다. 

  2) 경도는 용착부가 모재와 비슷하 으나 열 향부는 

모재보다 히 하하 다. 이러한 상은 열화효과로 

인한 가공경화의 효과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3) A4045층은 용  열변형에 보다 민감하게 작용하

으며 계면에서 비교  큰 상의 변화가 찰되었다.   

  4) 35V, 120A의 용 조건에서 A4045의 Si는A3003의 용

부까지 확산되어 미소한 강도의 감소원인이 되었다.  

후       기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

역 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이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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