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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자동차 산업은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로 최  

격변기에 직면해 있으며, 로벌  산업 분야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5%로 각국은 온실가스 배

출억제를 한 자동차 분야 규제 강화와 함께 선진 각

국을 필두로 자동차 연비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각국의 

자동차 연비 규제안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재보다 

약 2배 정도의 연비향상이 요구되며 규제 미달 시 가혹

한 벌 이 부과될 망이다. 이에 연비향상 기술은 향

후 자동차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사항으로 작용

할 것이다. 각 국의 CO2가스 배출 규제는 130g/km 

(EU, ’15년), 140g/km (한국, ’15년)이고, 연비 규제

는 16.6km/L (미국, ’16년)이다1). 

  자동차 연비 향상 기술은 크게 엔진  구동계의 효

율 향상, 주행 항 감소  경량화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엔진효율 향상은 비용과 투자 기간이 길어 

규제 변화에 한 빠른 응이 어려우며, 주행 항 감

소 기술은 상 으로 개선 효과가 미비하다. 반면에 

경량화 기술의 경우는 타 기술 비 빠른 용으로 연

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최근 차량 

경량화 기술은 연비개선 기술의 보완재가 아닌 연비 규

제 부합을 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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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상품성 개선모델이나 모델 변경을 통해서 부분

으로 빠르게 용이 가능해 용주기가 짧기 때문에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타 기술 비 용이 

용이하여 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 이다. 이와 같은 

차체 경량화 연구동향은 세계 최  규모의 자동차 차체 

기술 컨퍼런스인 “Euro Car Body Conference 2015”

에서도 그 로 반 되고 있다2). Fig. 1은 표 인 출

품차량의 BIW(Body-in-White) 소재 용 황 분석 

결과를 보여 다. 그림과 같이 일부 차량은 고강도강

의 확  용을 통해 경량화에 응한 반면 Ford F- 

150과 같이 BIW 체를 알루미늄으로 체한 경우도 

있다. 한편 부분의 출품 차량은 스틸과 알루미늄이 

히 혼재되어 경량화를 극 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

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차체 소재는 차 스틸과 알루미늄이 복합

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안정 인 개발을 해서는 특

히 이종소재의 합기술 확보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3). 이종재료의 합은 소재 간 물성이 상이하므로 기존 

용 기술을 사용하여 고강도, 고내구 품질의 합을 구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 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스틸과 알루미늄의 신뢰성 있는 합기술의 개발  

용을 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실제 스틸과 알

루미늄의 합에는 그동안 고 인 방법의 마찰용
4-5), 폭발압 6), 음 용 7)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

찰교반용 8-12), 이 용 13-17), 하이 리드용 18)  

항 용 19)과 함께 아크 열원을 이용한 이징 

합20) 등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특히 일본 Honda

에서는 2012년 세계 최 로 양산 차의 차량 시스템 부

품인 런트 서 임에 마찰교반용  이종 합 기술

이 용된 제품을 출시하여 기존 제품 비 25%의 경

량화를 달성한 사례가 있다21). 그러나 이들 합 방식

은 특정한 이음 형상에만 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두 재질

의 합에는 리벳(Rivet)과 같은 기계  합기술과 

구조용 착제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고 인 방식만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고 용성이 높은 아크 용  공정을 사용하여 스틸과 

알루미늄 간 이종 합 연구 결과에 해 총 4회에 거쳐 

기고하고자 한다. 우선 그 첫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이

종 합에 용할 수 있는 각각의 공정에 한 연구 동

향을 소개하고 한 직 인 공정비교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2. 이종 합 연구동향

  스틸과 알루미늄의 합을 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다양한 용 방법이 시도되었다. 이에 따른 이종 합 

공정은 크게 기계 , 화학  그리고 열 (Thermal) 방

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에 

용 가능한 각각의 해당 공정은 Fig.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  체결(기계 )과 구조용 착제(화학 )

를 사용한 이종 합 기술동향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차체 소재 다변화에 따른 체결  합기술22)”에 이미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에서는 기존의 용  공정

(열  방법)을 이용한 이종 합 연구 동향을 심으로 

기술하 다.

2.1 고상용 (Solid State Welding)

  기존의 용 공정 개선을 통해 이종 합을 달성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크게 Fig. 2와 같

이 고상용 과 용융용 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  고

상용 은 용 할 면에 모재를 시켜 열과 압력을 동

시에 가해서 합시키는 방법이다. 속표면은 평활해

도 원자 으로는 많은 간격이나 요철이 있으므로 이들

을 완  시키기 해서는 원자를 상호 이동시킬 필

요가 있다. 즉, 고상용 은 속을 가압 착시켜 미끄

럼 변형을 일으키게 하거나 열에 지를 주어서 원자 상

기타
알루미늄

초고강도강

고강도강

마일드강

2.4% 9.5%
12.0%

26.0% 48.0% 49.9% 62.1%

5.0% 8.0% 1.0% 2.0% 3.7%
High-end & P/U

37.7%

88.8% 94.6%
35.2%

32.2% 34.0%

30.0% 27.0%

15.7%
12.7% 0.5% 0.5%24.7%

34.3% 28.0%
11.0% 16.0% 10.3% 6.9% 6.5% 3.7%

23.9%
21.0%

25.0%
8.0%

24.1%
18.3%

Opel… Mazda… Renault…BMW… Jaguar… Audi… Cadillac…Mercedes… Ford…

Body(kg) 338.3 445.8 419.4 375.4 382.0 399.0 293.5 246.2 291.5

257.0 362.0 339.3 305.6 283.0 323.0 231.0 197.0 213.6BIW Only

Fig. 1 Current state of BIW material construction on 
Euro-Car-Bod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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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의 확산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고상

용 은 표 으로 마찰용 , 마찰교반용 , 음 용

, 폭발 압  등이 있으며 스틸과 알루미늄 간의 이종

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종소재 조합에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음 용 은 Fig. 3과 같이 모재를 음극 사이

에 지지하고 가압하면서 음  진동을 주어서 생기는 

진동마찰 에 지를 흡수시켜 소성변형이 용이하게 하여 

합시키는 방법이다23). 이 방법은 용가재나 럭스가 필

요없고 외부로부터의 가열도 필요치 않으며 합부에 

변형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주로 융 이 낮고 소성변형

을 일으키기 쉬운 Al, Cu 등의 박 합에 주로 사용

되어 왔다. Watanabe7)는 이에 음 용 을 통해 연

강과 Al 합 의 겹치기 용 을 시도하 으며 한 가

압력과 용 시간을 도출하여 음 용  공정을 통해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이 가능함을 입증하 다. 

그러나 아직 실험실 수 의 단계로 실제 이종 합의 실

용화를 해서는 형상, 소재의 강도  종류, 합강도 

 공정 최 화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고상용 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찰용 의 용이

다. 마찰용 은 마찰압  (Friction pressure welding)

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Fig. 3과 같이 환 이나 이

를 가압된 상태에서 회 시키면서 마찰열로 온도가 상

승되어 당한 온도에 이르면 회 을 멈추고 가압력을 

증가시켜 용 하는 방법이다. 마찰용 의 가장 큰 장

은 동종재료의 용 은 물론 이종재료의 용 도 용이하

다는 것이다. 이종재료의 용 이 가능하고  용융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세라믹의 용 에 마찰용

이 많이 채용되고 있다24). 마찰용  과정에서 마찰부의 

도달온도 상한은 모재의 융 이나 그 보다 낮기 때문에 

용융되면 취약한 합  는 화합물을 형성하는 재료의 

용 에서도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여 합할 수 있다. 

그러나 마찰용 의 가장 큰 단 은 형상의 제약이 상당

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합 상의 한쪽은 축 칭

이어야 하고 축을 심으로 마찰운동이 가능해야 하는 

제약뿐만 아니라 량  사이즈에 의한 문제도 존재하

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의 자동차 차체를 상으로 하는 

이종 합 기술에는 실 인 용이 어렵다.

  고상용 의 마지막 방법으로는 마찰용 의 형상 인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념의 마찰 인가 방식을 구

한 마찰교반용 (Friction stir welding)  마찰교반

용 (Friction stir spot joining)이 있다. 마찰교반

용 은 1991년 국의 TWI에서 개발되어 특허 출원

된 새로운 개념의 고상용 법으로 기존의 마찰용 을 

응용한 기술이다. 본 기술은 개발 기에는 알루미늄 

합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 이종재료 용 이 주목 받으

면서 철강재와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과의 합 등에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마찰교반용 은 이종 합 

시 용융용 이 가지고 있던 문제 들을 상당부분 보완

할 수 있는 방식이며, 이를 응용한 마찰교반 용 은 

항 용 을 체할 만한 합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기존의 용 공정을 사용하여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부에 실제 양산 용을 유

일하게 성공하 다는 사실에 있다. 앞서 언 한바와 같

이 일본의 Honda사는 런트 서  임에 마찰교반

용 을 용하여 기존의 GMA용 과 동등 이상의 강도

를 확보하 을 뿐만 아니라 25%의 경량화와 함께 설

치부의 강성을 20% 향상하고 소모 력을 50% 감

하 다고 발표하 다21). 마찰교반용  시스템 한 

형 장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산업용 로 에 용하

으며, IR카메라와 이 를 이용하여 실시간 수 비

괴검사를 통해 합부의 품질을 보증하 다. 

  이와 같이 마찰교반용 을 이용한 이종 합 기술은 

실 인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Mibiayi25)는 

마찰교반용 을 통해 알루미늄을 포함한 마그네슘, 타

이타늄  스틸과의 이종 합에 해 종합 으로 연구

한 결과를 발표하 으며, Springer26)는 스틸과 알루미

늄의 마찰교반용  시 형성되는 속간화합물과 기계  

강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나아가 

Uzun27)은 스테인리스강과 알루미늄 간의 이종 합에 

성공하 으며, Watanabe28)는 최소한의 속간화합물 

형성을 유도하여 알루미늄 모재 비 86%까지의 인장

강도를 확보하 다고 발표하 다. 한 Coelho8)의 연

구에 의하면 600 MPa  고강도강과 알루미늄 간의 

이종 합 시 알루미늄 모재 비 80% 수 의 인장강

도를 확보하 으며 고강도강의 소성변형  용 부 결

함이 없는 합부를 얻었다고 보고하 다. 그 외에도 

많은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마

찰교반용 의 장 은 겹치기 외 맞 기 이음부에도 

Non-rotating

Pressure

Pressure

Non-rotating

Rotating

Rotating
Upset

Friction welding Ultrasonic welding

Force 

Vibration

Weld interface
Horn

Anvil

Fig. 3 Principle of friction welding and ultrasonic weld-
ing proces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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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맞 기 합을 해서는 회  

방향과 핀을 알루미늄 쪽으로 치우쳐 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Fig. 4는 겹치기  맞 기 합 후 각각 인

장 시험한 결과를 보여 다. 실제 겹치기 합부는 알

루미늄 모재 수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고 맞 기에서 

한 73% 수 의 합강도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고상 합 방식의 특성상 비교  입열로 

합되어 속간화합물 층의 성장이 극소화 되며 한 

교반에 따른 결정립 미세화를 통해 우수한 기계  성질

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마찰교반용 의 합 

메커니즘은 기계  맞물림에 의한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29). 실제 합부의 단면은 Fig. 5에 제시하 다. 

합부에는 키싱본드(Kissing bond)와 유사하게 계면 

사이에 산화막이 잔존하여 발생하는 결함인 후크(Hook) 

형태의 연결부가 발견되며30), 그 형상과 용 강도간의 

상 계에 해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후

크의 안쪽에서는 충분한 속 간 합이 이루어지나 바

깥쪽에서는 부분  속 간 합  미 합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인장강도는 시험 방향에 따라 50%이상 차

이가 나기도 한다.  

  마찰교반용 을 통해 겹치기 구조의 합 시 합품

질에 향을 주는 공정변수로는 툴 형상, 회 속도, 이

송속도  삽입깊이가 있으며, 맞 기 합 시에는 추

가 으로 핀의 치  경로, 교반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툴의 형상  그 수명이 하나의 큰 연구 주

제로 다 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각각의 개별 툴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형

화된 툴의 표 을 확보하는 것이 마찰교반용  공정 

용의 핵심 기술이다. 

2.2 용융용 (Fusion Welding)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에 사용되는 기존의 용융

용  공정은 크게 항 용 , 이 용   아크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의 공정들은 모재가 용융 과

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종 속 합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문제 들이 직 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스

틸과 알루미늄의 용융용 이 어려운 가장 기본 인 이

유는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두 속의 융  차이

고, 두 속의 융  차가 100℃ 이내에 있으면 통상

인 용융용 이 가능하지만, 융  차이가 이보다 큰 경

우에는 응고 시 융 차로 인한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융용 이 어렵고 이징이나 고상 합으로 합하

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31). 

  다음으로 선팽창 계수 차이로 인한 열응력의 형성이

다. 열응력의 형성은 결국 합부의 균열과 련된다. 

냉각 시에 인 한 속끼리의 열팽창계수가 큰 경우 한

쪽은 인장응력, 다른 쪽은 압축응력이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형성되는 상(Phase)의 특성이 이음의 

성질에 향을 미치게 된다. Fig. 6에 제시한 Fe/Al의 

평형상태도에 의하면 Fe와 Al은 용해(Solution),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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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roperties between Fe and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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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화합물(IMC, Inter-metallic compound) 그리고 공

정(Eutectic)을 형성하게 된다. Fe 함량이 40%를 넘

는 경우 FeAl3, Fe2Al7, Fe2Al5, FeAl2와 FeAl 등의 

복잡하고 취성이 높은 속간화합물을 형성하게 되며 

Fe 함량이 12%를 넘어 75∼80%까지 되면 연성이 없

어진다32). 이  특히 Fe 에 Al이 33∼62%로 포함

되면 FeAl3, Fe2Al5 등과 같은 상이 형성되어 합부 

강도에 집 인 향을 다. 속간화합물은 Fe 함량

이 많은 구간과 Al 함량이 많은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

는데, Al 함량이 높은 속간화합물은 보다 취성이 강

하며 그때의 경도는 900∼1,100 Hv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33). 이에 따라 한 공정변수의 선정을 통해 

속간화합물 층의 형성을 최소화시키는 용 법이 바람직

하다.

  2.2.1 항 용  

  용융용 의 일종인 항 용 의 경우 재 자동차 차

체 조립에 가장 많이 용되고 있는 공정으로서 이를 이

종 속 간 합에도 활용이 가능할 경우 기존의 생산라

인을 그 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 이 있다. 이에 따

라 학계  산업계를 심으로 오래 부터 알루미늄합

의 항 용  품질 개선을 시작으로 재는 이종

속 간 용 성에 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알루미늄은 소재의 기 도도가 좋아 고유

항이 낮고 응고수축율  열 도도가 높기 때문에 

기 항 발열을 이용하는 항 용  공정에 합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알루미늄을 스틸과 동시에 

항 용 을 실시하게 되면 용융 과 발열량 차이 등

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극 수명에 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34). 

스틸과 알루미늄 간 용  시 용  에 알루미늄 소재

에 의한 잔재가 극 선단을 마모시키며, 이로 인해 수

시로  드 싱  극 교체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작

업효율을 떨어뜨린다35). 

  Fig. 7은 인버터 DC 용 기를 사용하여 가압력과 

통 시간은 고정하고 류에 따른 인장강도 변화를 보

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소재는 DP590 스틸과 Al5052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두께는 모두 1.2 mm로 동일하

다. 시험결과 류에 비례하여 용 부 깃(Nugget)이 

넓게 형성되며 인장강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례하여 날림 상  압흔 깊이가 히 

증가하 으며, 기공  균열 등과 같은 내부 결함 한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스틸과 알루미늄 간 상

이한 소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발열량의 차이에 의한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발열량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극의 직경  형상을 각각 달리하

여 발열량을 조 하거나36), 합 계면에 간 삽입재

(Insert metal) 등을 이용37-40)하여 발열에 한 균형

을 맞추고 속간화합물의 형성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

리고 각 모재의 성분에 맞게 추가 인 항을 발생

시키는 성질의 로세스 테이 를 속을 모재와 극 

 사이에 삽입하여 합하는 방법41) 등 다양한 방식에 

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재까지의 연구결

과를 조사한 결과, 스틸과 알루미늄 간의 용 강도는 2∼ 

3 kN 수 으로 타 공정에 비해 비교  낮으며 극수

명에 한 보증이 되어야 비로소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2.2.2 이 용  

  이 는 에 지 도가 높고 열원에 한 정 한 제

어가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이종 합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단되어 이를 이용한 연구결과 한 많이 발표

되었다. 이 에 의한 이종 합은 키홀용 (Keyhole 

welding)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단 스틸과 알루미늄 간 키홀용 은 

Fig. 8과 같이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응고  종균열

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

분용입(Partial penetration)을 통해 입열량과 속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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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ngitudinal crack on aluminum to steel joint 
specimen after laser keyhole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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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의 생성을 최소화하여 이  이종 합을 성공하

다42-43). 그러나 부분용입에 의한 이종 속 간 이  

이종 합은 용입량  갭의 정확한 제어가 요구되기 때

문에 실용화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Fig. 9는 상

을 스틸로 놓고 하 을 알루미늄으로 배치한 뒤 동일한 

출력에서 용 속도만 증가시키며(입열량을 감소시키며) 

용 한 결과를 보여 다. 우선 입열량이 감소되는 조건

에서 용   스패터 발생  비드 함몰 상 등이 억제

되었으며 이는 단면의 언더필 정도를 통해 확인 가능하

다. 한 인장강도 시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합부의 강도는 입열량이 감소되어 부분용입 깊이가 

작아질수록 강도는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깊

이가 무 작을 경우에는 일부 상/하  분리 상이 나

타날 정도로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입열량의 증가에 

따라 알루미늄과 스틸 간 속간화합물이 더욱 많이 형

성된 결과이다. 본 실험결과를 통해 한 부분용입 

깊이는 0.2∼0.3 mm 정도로 나타났으나 실 으로 용

입깊이를 이와 같이 정확히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  용융용 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

하기 해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도용 (Conduction 

welding)을 시도하 다44,45). 이 방법은 Fig. 10과 같이 

스틸을 상 으로 놓고 이 빔을 디포커싱(Defocusing) 

하여 스틸을 가열시켜 그 도열로 인해 알루미늄과 확

산 합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 한 입

열량  이에 따른 열 달이 정확하게 제어되어야 하므

로 실험실 수 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고 보다 효율 으로 열 도에 의한 확산 합을 가능

하게 하기 해 Kutsuna46)는 이  롤 용 (Laser 

roll welding)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이  가열부

를 따라 롤러로 압력을 가하여 열 달을 용이하게 하면

서도 속간화합물 성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압

력과 이  출력, 속도, 빔 조사 치 등이 한 조

합으로 설정될 경우 모재강도 이상의 합강도를 나타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이 외에 이  열원에 용가재를 투입하여 통 인 

이  이징 형태의 합공정을 응용한 이종 합 

연구  복합 열원을 사용한 하이 리드 형태의 합공

정도 다수 보고되었다. Mathieu47)는 알루미늄이 15% 

함유된 Zinc 계열의 용가재를 사용하여 이  빔의 직

경, 형상, 송 속도  이송속도, 출력 등 다양한 변수

를 조 하여 스틸과 알루미늄의 양호한 이  이징 

합부를 얻었다고 발표하 다. 나아가 Sun48)은 AlSi5 

용가재를 이용해 2.5 mm 두께의 맞 기용 을 실시하

고 그 특성을 평가하 다. 특히 맞 기 용  시 시편의 

개선각을 30도  45도로 각각 달리한 후 합하고 인

장강도를 측정한 결과 30도 개선각에서 최  150 MPa 

수 의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 다. 한편 Jia49)

는 마치 클래딩 공정과 유사하게 우더 형태로 용가재를 

공 하여 이종 합을 시도하 으며, 나아가 Vollertsen50)

은 이 와 GMA용 을 결합한 하이 리드 공정을 도

입하여 열원을 알루미늄 쪽에 치우치고 스틸에는 럭

스를 도포하여 이종소재에 맞 기 용 을 실시하여 

180 MPa의 합강도를 확보한 결과를 발표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열원을 이용한 이

종 합 공정이 시도되었지만, 이들 공정은 무엇보다 정

확한 공정의 제어와 함께 엄 한 갭 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직 실험실 수 을 벗어나기에는 분명한 한계

가 존재한다. 

  2.2.3 아크용  

  차체  부품 용 에 있어 항 용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크 용 의 경우 이 용 에 비해 그 

정 도  갭 리 등에서 보다 유연(Flexible)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표 인 아크 용 으로 비소모성 

극을 사용하는 TIG용 과 소모성 용가재를 사용하는 

GMA용 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지만, 에 지 도가 

0.5mm

3.2kW 5.5m/min

0.47mm

0.5mm

3.2kW 5.0m/min

0.88mm

0.5mm

3.2kW 6.0m/min

0.31mm

0.5mm

3.2kW 6.5m/min

0.17mm

51.2MPa 64.1MPa

89.4MPa 7.5MPa

Fig. 9 Figure of cross section depend on laser welding 
conditions (variation of welding speed) 

Steel fusion zone

Steel fusion line
Steel heat affected
zone

Al fusion zone

Al fusion line

Fig. 10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laser conduction 
welding-brazing proces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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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국부 인 역에 입열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크 열원을 사용한 이종 합은 그동안 많은 시도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Achar51)는 1980년   TIG용 을 

이용하여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을 하는 경우에 

있어, Al 용가재 내 S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속간화

합물 층의 두께가 감소함을 보고하 다. 이후 Lin52)은 

AC TIG용  공정에서 Al-Cu 용가재를 사용하여 스틸 

쪽에 럭스를 도포한 뒤 알루미늄 간 맞 기 합을 

시도하 으며, 172 MPa 수 의 인장강도를 얻었다고 

발표하 다. 그러나 실 으로 TIG용 의 경우 생산

성이 매우 낮아 제품의 경쟁력이 근본 으로 하된다. 

  한편 기존의 GMA용 의 경우 후 에서는 우수한 용

성  고속용 이 가능하지만, 박  용 에서는 소모

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크에 의한 열량과 이행하는 

용 이 보유하는 열량이 더해져 모재에 입열되고, 이로 

인해 박 의 경우 용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 용 조건에서 용 을 실시하더라도 열변형이 매우 

큰 단 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해 류 용  범

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량의 스패터가 발생하게 되어 

기존의 GMA용 을 박 에 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와 같은 용 의 한계를 극복하고 박  용 을 가능

 하기 해 산업계  학계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으며, 이에 한 결과로서 오스트리아의 Fronius사

에서 CMT(Cold Metal Transfer) 용 기가 개발되

었다. 본 기법은 기존의 GMA용 방식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온도에서 단락 형태의 속이행이 이루어진

다. 기존의 GMA용 방식은 류가 단락 단계에서 상

당량 증가하지만, 이 용 방식을 사용하면 Fig. 11과 

같이 단락 단계에서 와이어가 역인(Retraction)되어 

류가 아주 낮게 유지된다. 이에 따른 용 이행 시 용

의 표면장력을 높여주어 류에서도 안정 인 아크 

유지가 가능하며 스패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2 mm 

이하의 알루미늄 박 에서도 용 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용 부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스틸과 알루미늄 간 이종

합에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Fronius사에

서 2005년 최 로 발표되었다53).

  CMT 로세스가 개발되어 이종 합에 용이 가능

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아크 열원을 이용한 이종

합에 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Zhang54)은 2007년 

CMT 용 기를 사용하여 고입열  입열 조건에서 

이종 합 후 인장강도  속간화합물의 성장 비교를 

통해 입열량과 속간화합물간의 계에 해 고찰하

으며, 이후 그의 다른 논문55)에서는 입열 단락이행 

상을 고속카메라 촬 을 통해 설명하 다. 비슷한 시

기에 Jacome56)은 CMT를 이용하여 스틸과 알루미늄 

간 맞 기 용 을 성공하 으며, 그 품질에 한 속

학  고찰 결과를 제시하 다.

  이후 CMT를 이용한 이종 합 련 연구결과가 차체 

경량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주제로 다수 발표되었다. 

그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는 용가재 내 Si 

함량에 따른 속간화합물의 형성과 련된 것57-61)으

로 주로 속학 인 분석을 통해 용가재 내에 포함된 

Si이 속간화합물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다음으로 아크 열원을 이용한 이종 합에서 문제

가 되는 것은 용가재의 젖음성과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 층에 한 내용이다. 재까지 밝 진 바에 의하면 

아연도 강 (Galvanized steel)에 포함된 Zn 성분이 

알루미늄 용가재와 우수한 친화력으로 표면장력을 감소

시키고 젖음성을 도와주어 이징이 이 지는 반면, 

합 화 용융아연도 강 (Galva-annealed steel)  

일반 냉연강 의 경우 젖음성이 나쁘며 공정  많은 

속간화합물 형성으로 인해 합이 잘 되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62-64). 한 이종 합부 루트부에 발생하

는 기공 형태의 미 용융부에 한 연구도 일부 보고되었

다. 겹치기 구조물의 특성 상 응력집 은 계면 루트부에 

집 되는데 Zn의 기화에 발생된 루트부의 기공에 의해 

인장강도가 하된다고 보고되어 있다65-67). 겹치기 구

조를 갖는 이종 합부는 기공의 존재  응력집  그리

고 비드의 형상에 따라 강도가 결정되며 단모드는 용

융선(Fusion line)에서 단되는 경우와 합계면

(Interface)에서 단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에 

이종 합부의 단모드  그 원인을 정 강도 측면으

로 밝 낸 실험결과도 일부 발표되었다62,68-70). 그러나 

단강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종합 인 에서 분석되

어야 하나 용 소재의 강도, 두께  이와 련된 모

멘트 등의 고려 없이 재료 인 측면에서만 분석되어 

단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외에도 CMT 아크 열원을 수치 으로 모델링

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한 연구71,72)도 보고된 바 있으

며, 이  디포커싱 열원을 이용하여 아크의 안정성 

 용가재의 젖음성 향상 유도를 통해 CMT 합속도

를 6 m/min까지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례도 발표

되었다73). 나아가 러그 용  형태로 이종 합을 시도한 

Wire retraction period

Fig. 11 Schematic diagram of wire retraction to make 
short circuit transf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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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보고되었으며74), Kang75)은 용가재에 따른 염수

부식 특성  강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 연구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에 발표된 부분의 논문은 다양한 

공정 변수에 따라 나타나는 상학 인 부분에 해 이

야기하 으며, 이종 합의 메커니즘 규명에 우선 인 

심을 두고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종 합 

기술이 보다 실용화되기 해서는 속학  의 연

구결과에서 나아가 강도 측면에서 합부의 기계  특

성에 한 명확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3. 공정에 따른 이종 합 특성고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이종 합 공정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몇몇 공정을 심으로 동일 

조건에서 공정별 인장 단강도의 비교  그 특성을 검

토하 다. 1.2 mm의 동일한 두께를 갖는 Al5052와 

DP590 소재에 한 이종 합을 실시하 으며, 시편의 

폭과 첩 길이 모두 25mm로 통일하여 시편을 제작한 

후 인장 단강도를 비교하 다. 각각의 공정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일반 인 환경에서 가장 최 의 강도가 나

오는 조건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 다. 표 인 

공정으로는 기계  체결  가장 표 인 볼트 체결을 

선정하 으며, 착의 경우는 여러 가지 구조용 착제

를 검토 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착제를 기

으로 시험하 다. 아크 합은 CMT를 사용하 고, 

이 는 3.3kW  CW 디스크 이 를 이용하 다. 

항 용 의 경우 인버터 DC를 사용하 고 마지막으

로 마찰교반 용 의 경우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

여 다양한 툴 형상을 제작 후 용기를 사용하여 시편

을 제작하 다. 

  이에 따른 종합 인 시험결과는 Fig. 12에 요약하여 

제시하 다. 인장 단강도의 인 비교는 합 형

태의 상이함( 합과 선 합)으로 인해 불가하지만 그 

값만 비교할 경우 구조용 착제 사용 시 가장 높

은 강도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강도는 오로지 착제의 

특성과 합면 에 비례한다. 한 볼트 체결의 경우도 

소재  볼트의 두께  강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반면 용융 합 공정의 경우 공정별 제약과 특징이 존

재한다. 공정별로 요약하자면 우선 아크 이종 합의 경

우 이징 매개체가 되기 한 도 층이 반드시 필요

하며 이는 순수 Zn로 이루어진 GI강 에 한정된다. 

한 Zn의 경우 이징  기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루

트부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공이 합강도를 상당

히 하시켜 이를 방지하기 한 갭의 부여가 필요하

다. 이  제살용 (Autogenous welding)의 경우는 

두 소재의 용융에 의해 필연 으로 속간화합물 발생

되며 이는 합강도의 격한 하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하  용입부를 0.2~0.3 mm 수 으로 최소화하

여 다  용 을 실시하여 강도를 보증하는 방안이 있으

나, 용입깊이를 정확히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실 

수 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항 용 의 경우는 두 소

재 간 항 발열량의 차이에 의한 문제와 극손실이 

가장 문제가 되며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극형상 변

화를 통한 집 된 류 인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마찰교반 용 은 원자간 확산 합을 유도하는 공정으

로 툴 형상과 삽입깊이, 지그의 강성 그리고 확산 합을 

유도하는 공정조건의 도출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직까지는 두 재질의 합

에는 기계  합기술과 구조용 착제를 혼용하는 고

Arc Laser Spot FSSW Bonding Bolting

Peak load 4.2kN 2.7kN 2.6kN 2.9kN 6.5kN 4.0kN

Problem Restrictive Zn 
coation 

Control of heat 
input

Electrode loss 
and underfill

Distorsion and 
indentation

Surface 
condition

Additional 
weight

Solution Gap control to 
avoid pore

Multipul laser 
welding

Concentration 
of electric 

energy density

Optimal tool 
design and 
clamping 
system

Increase of 
overlap length

Increase of bolt 
strength and 

size

Cross-section

Fracture 
mode

Fig. 12 Comparison of tensile-shear load and process characteristic about steel to aluminum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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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식이 보다 신뢰성 있어 보인다. 용융 합 공

정 에는 아크용 이 가장 실 인 안이 될 수 있

으며 마찰교반 합과 용 의 경우 많은 연구가 수

반되어야 한다. 반면 이  제살용 은 장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소개한 이  도용  

등의 방식을 통해 속간화합물의 생성을 최 한 억제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크 열원을 이용한 스틸과 알루미늄 

간의 이종 합에 해 연구하 으며, 우선 그 첫 번째

로 본 논문에서는 이종 합에 용할 수 있는 각각의 

공정에 한 연구 동향을 조사하 다. 한 직 인 

공정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 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이종 합 공정은 크게 기계 , 화학  그리고 열

 방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아직까지 이 두 재질의 

합에는 리벳과 같은 기계  합기술과 구조용 착제

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고 인 방식만이 사용되고 있다.  

  2) 스틸과 알루미늄의 용융용 에 있어 어려운 가장 

기본 인 이유는 취성의 속간화합물 형성이며 용융용

 공정을 용 시 한 공정변수의 선정을 통해 입

열량을 최소화하여 속간화합물 층의 형성을 억제시키

는 용 법이 바람직하다.     

  3) 용융용   아크용 의 경우 도 에 따른 제약이 

일부 존재하지만 타 용 공정과 비해 비교  안정

인 합부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기공에 한 강력한 억

제방안이 마련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ORCID: Yong Kim: https://orcid.org/0000-0002-718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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