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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Fe Cu Mn Mg Cr Zn Ti

5052 0.25 0.40 0.10 0.10
2.2~

2.8

0.15~

0.35
0.10 -

5J32 0.25 0.04
0.1~

0.5
0.20

5.0~

6.0
0.20 0.20 0.10

6K21* 1.0 0.13 0.01 0.07 0.54 0.01 0.01 0.01

6K32
0.8~

0.15
0.40

0.5~

0.7
0.15

0.4~

0.7
0.20 0.10 0.15

6005
0.6~

0.9
0.35 0.10 0.10

0.4~

0.6
0.10 0.10 0.10

7021 0.25 0.40 0.25 0.10
1.2~

1.8
0.05

5.0~

6.0
0.10

* Mill sheet상의 성분조성

표 1 적용 알루미늄합금의 화학적 성분의 규격 (wt.%)

1. 서    론

연비와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자동차를 경량화하기 위

한 소재로 고강도강과 알루미늄 합금의 사용이 증가하

고 있다. 이 중 알루미늄 합금은 비강도가 우수하고 내

식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에서의 사용

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1). 알루미늄 합금

의 경우 열전도도가 높아 기존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이

용되는 저항점용접의 적용 시 고전류를 요구하여 전극 

마모문제가 발생하는 등 적용상의 어려움이 많아 고밀

도에너지를 이용하는 레이저 용접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레이저에 대한 흡수율이 낮은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레이저 파장이 짧을수록 흡수율이 

개선되므로 최근에는 10.6㎛ 파장을 가지는 CO2레이

저보다는 1㎛대의 파장을 가지는 YAG레이저 계열을 

이용한 용접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2-5).

자동차의 차체에 적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은 주로 Al-

Mg계 합금인 5000계열과 Al-Mg-Si계 합금인 6000

계열이 이용되고 있다. 비열처리형 합금인 5000계열의 

합금은 Mg의 첨가로 인해 강도가 증가하나 성형성이 

부족하여 주로 내판용으로 이용되며, 열처리형 합금인 

6000계열의 합금은 성형성, 내식성이 우수하여 외판용

으로 주로 이용되나 용접 시 열처리가 풀려 강도가 저

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6).

자동차 차체에 이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은 가공방법에 

따라 주조재, 압연판재, 압출재 등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용접성이 떨어지는 주조재에 비해 압연판재와 

압출재에 용접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1,7,8).

본 논문에서는 알루미늄 5000계열과 6000계열 소재

를 중심으로 1.03㎛ 파장을 가지는 디스크 레이저를 

이용한 용접특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알루미늄 합금의 레이저 용접에서 기공, 용접부에서 발

생하는 응고균열이나 HAZ의 액화균열의 양상을 관찰

하였다.

2. 적용 소재

본 실험에서 이용한 알루미늄 합금 소재의 합금원소

의 화학적 성분의 규격은 표 1과 같다.

3. 용접기공

3.1 후판 5052소재의 비드(BOP)용접

본 실험에서는 그림 1과 같이 10mm 두께의 5052

소재에 560mm 초점거리의 장초점 광학계를 이용하여 

레이저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초점에서의 레이저빔

의 직경은 0.54mm이다. 레이저는 +5 도의 각도를 가

지고 조사되었으며, Ar 50%와 He 50%의 혼합가스를 

표면에서 20 l/min으로 공급하였다9)
.

레이저 초점위치에 따른 비드 표면 및 종단면의 형상

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Mg의 기화점이 낮기 때문에 

스패터 발생이 관찰되고 키홀의 불안정으로 인해 용접

부 내의 기공이 관찰되며 균일하지 않은 용입이 관찰된

다10)
. 초점위치를 –12mm까지 이동하는 경우 모재 표

면에서의 레이저 빔의 직경은 0.96mm로 커지게 되어 

특집 : 자동차 차체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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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OP실험의 개략도

그림 2 초점위치에 따른 비드 표면 및 종단면

용접속도 3m/min 4m/min 5m/min 6m/min 7m/min 8m/min 9m/min

용접비드

비드단면

이면비드 부분용입 부분용입 부분용입

X-ray

결과

그림 3 용접속도에 따른 Al 5052소재의 겹치기 용접특성 (레이저출력: 3kW, 초점위치: 6mm)

기공이 감소하고 용입 안정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부분

용입에서 건전한 용접부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

므로 출력의 모듈레이션 등 특수한 기법의 적용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10,11)
.

3.2 박판 소재의 겹치기용접

1mm 두께의 5052합금에 대한 겹치기 용접실험결과

는 그림 3과 같다12)
. 이때 실험 장치의 배치는 그림 1

과 같으며, 보호가스를 이면에서 Ar가스, 10 l/min으

로 공급하였다.

용접속도의 증가에 따라 비드폭과 용입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접속도 6m/min에서는 완전용입

에서 불완전용입으로 천이가 발생한다. 기공의 발생은 

Mg의 기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용접속도가 느

릴 경우 완전용입이 발생하고 백비드의 폭이 충분히 넓

기 때문에 금속 증기의 배출이 용이하여 기공이 발생하

지 않았다. 점차 용접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앞절의 

BOP용접과 같이 불완전용입이 되고 용접부의 기공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용접속도를 더 높인 경우에는 

하판의 용융이 거의 되지 않아 다시 기공이 감소한다.

기공은 완전용입에서 불완전용입으로 천이되는 속도에

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5000계열 알루미늄함금인 5J32와 6000계열 알루미

늄합금인 6K21, 6K32를 이용하여 겹치기 용접을 수

행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이 때, 적용소재의 두께는 

1.6mm이며, 레이저 출력은 4kW, 초점의 위치는 –

6mm이다. 열전도율의 차이로 인하여 5J32합금이 동

일한 조건에서 더 깊은 용입달성이 가능하였으나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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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 소재 단면 X-ray결과

5J32

6K21

6K32

(a) 6005 하판

5J32

6K21

6K32

(b) 7021 하판

그림 6 판재와 압축재의 겹치기 용접결과

소재

용접속도
5J32 6K21 6K32

2m/min

3m/min

4m/min

5m/min

6m/min

7m/min

그림 4 Al 판재별, 용접속도별 용입단면 

소재
용접속도

(m/min)
X-ray 결과

5J32 5

6K21 4

6K32 4

그림 5 판재용접 시험편 X-ray 시험결과

함량이 높아 스패터가 많이 발생하였고, 용접속도가 낮

은 경우 언더필이 관찰된다.

그림 5는 완전용입에서 불완전용입으로 천이되는 용접

속도에서의 X-ray검사결과를 보여주는데 Mg함량이 높

은 Al 5J32에서는 기공이 많이 발견되지만, Mg함량이 

낮은 6000계열 합금에서는 기공의 발생이 많지 않다.

3.3 판재와 압출재의 겹치기용접

프레임류에 많이 사용되는 압출재와 판재사이의 용접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판재를 상판에 두고 압출재를 하

판에 둔 상태에서 겹치기 용접을 수행하였다. 압출재로는

4mm 두께의 Al 6005합금과 3mm 두께의 Al 7021

합금을 이용하였으며, 판재로는 1mm두께의 Al 5J32,

6K21, 6K32합금을 이용하였다. 압출재의 경우 두께

가 두꺼워 부분용입을 형성하도록 용접을 수행하였으

며, 이 때 레이저의 출력, 용접속도, 초점위치는 각각 

4kW, 4m/min, -6mm이다.

하판을 Al 6005합금으로 이용한 경우에서는 상판이 

Al 5J32합금일 경우에 기공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판재간의 용접 특성평가에서와 같이 합금 원소인 Mg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하판을 Al 7021합금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상판 소재와 무관하게 모두 기공이 많이 발생

하는데 이는 Al 7021합금원소인 Zn이 기화하면서 발

생한 기공으로 판단된다.

4. 용접 균열

4.1 소재별 용접균열의 형태

3.2절에서 평가한 동종 판재간의 용접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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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5J32 6K21 6K32

인장강도(kN) 6.36 4.65 4.66

(a) 5J32 (b) 6K21 (c) 6K32

그림 7 판재용접시 균열의 형태

표 2 겹치기 용접시험편의 전단인장시험결과

200mm

7
0
m

m

Welding direction

1
0
m

m

그림 9 균열 평가 시험편 형상

(a) Al 5J32

(b) Al 6K21

그림 10 레이저 단독 용접부 균열

상판

5J32 6K21 6K32

(a) 하판: 6005

(b) 하판: 7021

그림 8 판재와 압출재 용접시 균열의 형태

균열의 형태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5000계열 합금에

서는 Mg 함량이 비교적 높아 응고균열에 대한 저항성

으로 용접부의 균열은 발생하지 않으나 Mg의 융점이 

낮기 때문에 열영향부에서 액화균열이 발견된다. 6000

계열 합금은 Mg과 Si이 포함되어 있으나 함량이 높지 않

아 용접부의 응고균열이 다수 발견되며, 표 2의 30mm

용접길이를 가지는 시험편에 대한 겹치기 시험편에 대

해 전단인장시험결과에서와 같이 접합부의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된다.

상판이 Al 5J32합금인 경우 용접부내에서는 혼합이 

발생하므로 하판의 합금성분과 무관하게 용접부의 응고

균열이 관찰되지는 않으나 모재에서의 액화균열이 발견

된다.

상판이 6K21, 6K32인 경우에는 동종 판재간 용접

결과에서와 같이 응고균열이 많이 발생한다. 하판이 Al

6005합금 압출재인 경우에는 그림 7(b), (c)의 동종 

용접부에 비하여 더 심한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응

고균열에 영향을 주는 원소인 Mg, Si, Cu 등의 함량

이 더 작기 때문이다. Al 7021합금의 경우 6K21,

6K32에 비하여 Mg의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용접부

의 응고균열이 그림 7(b), (c)의 동종 용접부에 비하여 

감소한다.

4.2 균열감수성 평가

소재의 조성에 대한 응고균열의 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1.6mm 두께의 5J32합금과 6K21합금에 비

드용접을 수행하면서 균열의 양상을 관찰하였다. 시

험편은 그림 9와 같은 자기구속형 시험편을 이용하

였다12,13). 완전용입이 발생하는 조건을 선정하기 위

하여 레이저출력 및 용접속도는 각각 3.5kW와 

4m/min으로 선정하였다. 조성에 따른 균열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4043(AlSi5), 4047(AlSi12), 5356

(AlMg5), 5183(AlMg4.5Mn)와이어를 공급하면서 

용접을 수행하였다14)
. 용접시험편 균열의 길이는 X-

ray시험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그림 10은 와이어 공

급 없이 레이저 단독용접 시 발생하는 균열을 측정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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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균열 평가 결과

소재별, 용가재별 균열 발생 특성 평가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Mg, Si 등 균열을 억제할 수 있는 원소를 

포함한 용가재를 이용하여 용접부의 화학적 조성을 제

어할 경우 응고균열에 대한 감수성을 억제할 수 있었으

며, 특히 균열감수성이 높은 6000계열 합금에서 균열

제어가 요구된다. Si를 12% 함유하고 있는 4047 와

이어가 가장 균열제어 효과가 높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알루미늄함금의 레이저 용접에서 기공 

및 균열의 향상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알루미늄합금의 레이저 용접에서는 기화점이 낮은 합

금원소에 의한 기공의 발생이 자주 관찰된다. 기공은 

완전용입에 비해 불완전용입에서 주로 발생하며, 완전

용입에서 불완전용입으로 천이되는 조건에서 가장 많은 

기공이 발견된다.

주로 발생하는 용접균열은 고온균열인 응고균열과 액

화균열이었으며 응고균열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을 제어

하거나 용가재 공급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액화균열

의 경우 모재에 포함된 융점이 낮은 합금원소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제어를 위하여 모재의 화학적 

조성을 제어하거나 저온접합공정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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