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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아크열원을 이용한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

종 합에서 용가재에 의해 알루미늄은 용 이 이루어지

고 스틸 재는 이징된다. 여기서 이징되는 스

틸 표면에 있는 아연도 층은 용융알루미늄과 스틸 모

재 사이의 젖음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종 합 기술이 상용화되기 해서는 신뢰성있는 합

강도의 확보가 무엇보다 요하며, 이는 속간화합물

(IMC, Inter-metallic compound)의 형성을 최소화

하여 얻을 수 있다. 이종 합에서 양호한 합강도를 

얻기 한 속간화합물의 두께는 략 10㎛ 이내로 

보고되고 있으며1,2), 이 범  내에서 속간화합물이 

형성될 경우 합강도는 부분 알루미늄 용착부의 특

성에 의해 결정되는 강도와 기공의 형태 그리고 비드 

형상  갭 등 형상학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결정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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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종 합부의 합강도는 지 까지 주로 속

학 인 측면에서 분석되어 왔다. 특히 알루미늄은 소재

의 특성 상 열 도율  열팽창계수가 높고 액상  고

상 간의 수소 용해도 차이가 큰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용 에 있어서는 기공이나 미세한 융합 불량  균열, 

변형 등의 발생이 쉬운 속이다. 한 알루미늄 합

은 냉간가공 는 석출경화에 의해 강화되는데, 아크 

열원에 의해 재가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용   열

향부에서 강화효과를 잃게 되어 강도의 손실을 가져온

다. 특히 6천계열 알루미늄과 같이 열처리 알루미늄합

의 합에서는 국부  어닐링과 시효로 인하여 강도

가 하되며, 5천계열 알루미늄과 같은 가공경화 알루

미늄합 의 경우 냉간가공된 조직의 성장에 의해 강도

가 하되어 열 향부 연화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소

재의 용  특성으로 인해 발 된 강도 하는 이종 합

의 강도를 설명할 때도 그 로 인용되어 지는데, 다수

의 연구결과에서 충분히 얇은 속간화합물층이 형성될 

경우 Fe/Al 이종 합부의 강도는 열 향부의 연화에 

기인하여 결정된다고 하 다3-5).      

  알루미늄 모재 열 향부의 연화와 더불어 정 강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용 부에 발생된 기공의 

존재이다. 이 기공은 크기, 형상, 치 등에 따라 이음

부의 강도에 큰 향을 미치게 되나, 일반 으로 기공

의 양이 합격 수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특히 이종 합

부의 경우 루트부에 발생하는 기공이 강도에 큰 향을 

미치는데 이의 발생 원인과 형태에 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7,8). 이들 연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겹

치기 구조의 특성상 인장시험 시 응력집 은 계면의 루

트부에 집 되게 되는데 이 치에 발생한 기공의 크기 

 형태에 따라 인장강도가 결정되며 이러한 기공은 

Zn의 기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 다. 한편 이종 합부의 

단모드에 한 연구를 통해 알루미늄 열 향부  용

융선(Fusion line)을 따라 단되는 경우와 용 부와 

스틸의 합계면에서 단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4,5), 아직 기공과 강도와의 계를 정

량 으로 연구한 결과는 부족하다. 단강도를 결정짓

는 요인은 용 소재의 강도, 두께  이에 따른 편심 

하 의 향 등의 기계  거동에 한 고려 없이 재료

인 측면에서만 분석되어 기존의 연구결과로 이종 합

부의 단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와 련하여 Lin9)은 이종 합부의 정 강도  단모

드에 해 FEM을 통해 보다 해석 으로 근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그는 이종 합부의 물성을 근거 있

게 정의하고 그에 따른 해석 결과로서 단모드와 합

강도는 알루미늄보다는 스틸의 강도  두께에 향을 

받는다고 주장하 으나 이로서 이종 합부의 체 인 

정 강도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종 합부의 정 강도  

단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해 입열량, 갭 크

기  시편 두께를 달리하며 시편을 제작하 다. 이를 

통해 우선 으로 용 부에 발생되는 기공의 형태  발

생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후 겹치기 구조에

서 형상학 으로 강도를 결정짓는 공정변수에 따른 인

장 시험을 실시하 다. 한 인장시험이 완료된 시험편

에 해 이종 합부에 나타나는 기공을 심으로 면

해석을 하여 균열의 발생   과정을 찰하 다. 

마지막으로 갭과 합계면 길이, 소재 두께 등의 이음

부 형상 차이로 인해 달리 나타나는 단 모드에 해 

실험   해석 (FEM) 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겹치기 구조의 인장 시험 시 형상학  인자에 의한 재

료의 거동에 해 설명하 다. 

      

2. 실험  해석방법

2.1 실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용 부의 형상학  인자(계면 합 길

이  갭 크기)를 심으로 정 강도 특성을 악하고

자 다음 Fig. 1과 같은 조건으로 총 30세트 용  후 

이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용 속도는 소재 

두께와 상 없이 모두 0.8 m/min으로 동일하게 하고, 

류값만 변화시켜 입열량을 조 하 다. Al 1.2mm 

두께 소재 용 시에는 GI(Galvanized) 도 된 1.2 mm 

두께의 DP 590강을 하 에 배치하 다. 이때 용  

류는 각각 55 A, 70 A  80 A를 용하 다. 한편 

3.0 mm 두께를 갖는 Al 소재 용 의 경우 하  스틸

의 두께는 2.0 mm로 용하 으며 이때의 용  류

는 각각 80 A, 95 A  110 A로 설정하 다. 이후 인

장시험을 해 시험편은 첩 길이와 폭을 각각 25 mm

로 가공하 다. 인장시험은 조건 당 3개씩 실시하여 그 평

균을 나타냈으며, 시험 속도는 모든 시편에서 1 mm/min

500 J/cm; 1.2 mm or
1,000 J/cm; 3.0 mm

620 J/cm;1.2 mm or
1,220 J/cm; 3.0 mm

740 J/cm;1.2 mm or
1,400 J/cm; 3.0 mm

No gap

0.2 mm

0.4 mm

0.6 mm

0.8 mm

1.2 mm

3.0 mm

Heat input energy Gap condition Al thickness

× ×

Fig. 1 Test conditions to observe the properties accord-
ing to geometr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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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 다.    

  한 단의 시작   균열  방향의 정확한 확인

을 해 인장시험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상을 

찰하 다. 고속카메라는 Photron사의 FASTCAM 

APX-RS 제품을 사용하 으며 촬 주기는 당 125

임이다. Fig. 2와 같이 시험편의 측면 비드를 사로 

촬 하면서 다양한 합조건에서 제작된 시편의 단 순

간을 찰하 다. 

  인장시험이 완료된 시편의 분석을 해 실체 미경  

학 미경(OM), 주사 자 미경(SEM) 등을 사용하

여 기 균열   방향에 해 분석하 고 면 해

석을 해 추가 으로 x-선 분 분석기(EDS)를 사용

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하 다. 한 시험편의 단에 미

치는 기공의 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해 시험

편은 Nital 4%로 에칭 후 증류수 100 ml + 불산 

0.5 ml로 이 에칭을 하 다. 보다 미세한 기공의 

찰을 해 학 미경에서 흑백모드로 촬 하여 이미지 

분석기의 선명도 조 을 통해 0.03 mm 이하의 기공까

지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하 다. 

2.2 FEM 해석방법 

  공정변수에 따른 이종 합부의 최  응력 변화  응

력집 부를 확인하기 해 FEM 해석을 실시하 다. 

시편에 한 형상 모델링은 실제 이종 합부의 단면을 

참고하여 최 한 유사하게 비드형상을 구 해 Fig. 3과 

같이 CATIA로 모델링 하 으며 해석은 범용 구조해석 

S/W인 ANSYS Workbench를 사용하여 선형해석을 

실시하 다. 시편에 한 모델링은 길이 100 mm, 

첩길이 25 mm로 하 고 합부 폭 한 실제 시험편

과 마찬가지로 25 mm로 설정하 다. 1축 인장시험 환

경을 구 하기 해 스틸 측면은 완  구속 후 알루미

늄 끝단에 0.3 mm 변 조건을 동일하게 주어 이때 나

타나는 상과 응력의 크기에 해 비교분석하 다. 

  다음으로 이종 합부의 물성치를 정의하기 해 DP 

590 스틸 모재부, Al 5052 모재부  용 부 그리고 

합계면의 4가지 역으로 구분하 다. 이  스틸과 

알루미늄 모재부는 일반 으로 알려진 물성치를 용하

여 탄성계수(Young’s modulus, E)를 각각 210 GPa 

 72 GPa로 용하 다17). 반면 알루미늄 용착 속

의 경우 내부 기공  HAZ 연화 등에 의해 탄성계수

를 포함한 기계  물성치가 모재에 비해 하된다. 이

에 따라 용 부의 탄성계수 는 본 해석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아래 식 (1)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9).      

         (1)

여기서 EAl는 Al 5052 모재의 탄성계수이며, α는 용착

속의 기공률을 의미한다. 실제 이종 합부의 기공률

을 이미지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5∼8%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어 률은 66.2 GPa로 결정하 다. 이에 따른 

단탄성률(Shear modulus)  체 탄성률(Bulk mo- 

dulus) 한 후크의 법칙(Hooke’s law)에 의거한 

계식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알루미늄 용착 속

부의 인장강도  항복강도를 정의하기 해 알루미늄 

합 에서의 비커스 경도와 강도 환산 식 (2)를 용하

여 그 물성을 정의하 다18). 실제 알루미늄 용착 속부

의 경도 측정 결과는 55∼60Hv 수 으로 이에 따른 

인장강도는 식 (2)에 의해 175 MPa로 계산되었다.  

                       
       (2)

        
  마지막으로 합계면은 기존의 연구결과9)를 참조하여 

0.05 mm의 두께로 모델링하 다. 탄성계수는 Fe/Al 

속간화합물의 기계  특성에 해 연구한 Matysik20)

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475 GPa로 정의하 고 포아송

비는 0.2로 하 다. 그는 계장화 압입시험(Instrumented 

indentation test)을 통해 Fe2Al5 속간화합물의 탄

성계수는 475 GPa이며, FeAl3의 경우 284 GPa로 

구분하여 각각 정의하 으나, 그  Fe2Al5의 형성비율

이 훨씬 높다는 타 연구결과21,22)에 따라 Fe2Al5의 탄

성계수 값을 그 로 입력하 다. Table 1에 본 해석을 

FASTCAM APX-RS

Metal lamp

Specimen

MTS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high speed camera to ob-
serve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DP590 1.2t

Al5052 1.2t
Weld metal

Intermetallic layer
(0.05mm)

Parameter (3.0 - 5.5mm)
Gap design Bead geometry Gap condition

Basic modelling 3D Mesh modelling

Fig. 3  FE mesh design for a CMT brazed joint of F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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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입력된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해석은 세 가지 에서 진행하 다. 첫째로는 합

계면의 길이에 따른 강도이다. 합계면의 길이는 입열량

에 따른 비드형상을 참고하여 각각 3.0 mm, 4.0 mm, 

4.5 mm  5.5 mm 의 경우에 해 계면 길이가 최

응력에 미치는 향에 해 해석하 다. 두 번째로는 

갭에 따른 응력분포의 변화에 해 확인하기 해 합

계면 길이를 4.5 mm로 통일하고 갭 크기만 0.2 mm, 

0.5 mm  1.0 mm로 변화시켜가며 갭 크기에 따른 

응력 변화에 해 해석하 다. 이때 갭은 최 한 실제와 

가깝게 모델링하여 갭 부 에 노치선단을 최소화하 다. 

  마지막으로는 이 게 해석된 결과의 고찰을 해 인

장 시험 시 나타나는 거동에 해 최  비틀림 에 지 

이론(Max. torsional energy theory)을 용하여 수

치해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강도(응력) 변화에 

향에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고자 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기공발생 메커니즘 

  아크열원을 이용한 Fe/Al의 이종 합 시 용 부에는 

크고 작은 기공이 발생한다. 특히 루트부에 발생하는 

기공에 해 단순히 Zn의 기화에 의한 기공이라고 주

장한 연구10,11)도 있지만 보는 에 따라 Lin9)은 미

용융 루트부(Unfused root)로 설명하 으며 Su12)의 

경우는 이를 고온균열(Hot crack)이라고 주장하 다. 

한 일부 보고3,13)에서는 이를 융합불량(Lack of fu-

sion)이라고 하 는데 이는 Zn의 기화에 의한 원인보

다는 충분치 못한 입열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도 실제 이종 합시 루트부에 기공이 

항시 발생하 으며 이는 응력집 부의 노치로 작용하여 

합강도에 악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한편 Fe/Al 이종 합부의 인장 단강도 시험시 단

의 시작 은 루트부로 알려져 있으나 균열의 방향

에 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부분의 연구자들은 균

열이 루트부의 미용융 합부(기공)에서 노치선단으로 

작용하여 열 향부 연화가 가장 크게 발생한 용융선을 

따라 균열이 진 되어 단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

다3,4,12,14). 반면 Yagati11)는 알루미늄 용착 속부가 소

성 변형을 일으켜 단면 수축을 수반하며 45도 각도로 

균열이 된다고 하 으며, FEM 해석을 통해 단

모드를 연구한 Lin9)은 일부 조건에서는 루트부가 아닌 

토우부에 응력이 집 되어 Zn 집 부에서 단이 발생

한다고 하 다.  

  Fig. 4는 정 조건에서 합 후 단면, 기공분포  

형태 그리고 인장시험 시 단 치에 해 설명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인장시험 시 기 균열은 항상 기공

부에서 발생되며 단은 인장하 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 되어 괴에 이른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기공은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용착 속 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루트부에 집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실제 루트부를 확  찰해 보면 기공  

미용융부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공은 원형, 선형 

 복합형으로 다양한 형태를 갖으며 알루미늄 소재가 

보다 두꺼워지더라도 Fig. 5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보

Metal
Young’s 
modulus

(GPa)

Shear
modulus

(GPa)

Bulk
modulus

(GPa)

Poison
ratio

Tensile
strength
(MPa)

Al5052 72 27 72 0.33 230

DP590 210 80 210 0.3 620

Weld
 metal 66.2 25 66.2 0.33 175

Interme-
tallic 475 198 264 0.2 -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to define numerical mod-
eling

Steel

Weld metal
Al Base metal

Fusion 
line

1mm

Pore trap

Pore distribution (RT)

Fracture location

Steel

Weld metal
Al Base metal

Fusion 
line

1mm

Pore trap

Pore distribution (RT)

Fracture location

Fig. 4 Detail on the porosity of the root zone at Fe/Al 
joint  

1mm 1mm 1mm

3.0t
(a) (b) (c)

2.0t1.2t1.2t

1.2t 1.2t

Fig. 5 Various geometries of the porosity at weld root 
zone according to heat input conditions and ma-
terial thickness: (a) low heat input at 1.2 mm Al 
(b) high heat input at 1.2 mm Al (c) low heat in-
put at 3.0 mm Al  



아크 열원을 이용한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에 한 연구(Ⅲ) - 정 강도  단특성 -    

한용 ․ 합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8년 8월     361

27

인다. 

  이와 같이 이종 합부의 루트부에 기공이 발생되는 

원인은 Fig. 6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스틸과 알루미

늄은 용   클램핑되어 이음부가 완 히 착된 상태

에 있다. 그 상태에서 아크 발생 시 스틸에 도 되어 

있던 Zn는 낮은 기화 으로 인해 강한 증기압과 함께 

팽창하며 순식간에 기화된다. 이 게 기화된 Zn는 토우

부  루트부를 통해 배출되려 하지만 루트부의 경우 

용융지로 덮이게 되며 완 히 착된 시편 사이의 공간

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잔류하여 응고 시 기공으로 남

게 된다. 루트부는 특히 알루미늄과 스틸이 착된 부

로 열 도도가 좋아 용융풀의 빠른 온도 감소로 인해 

가장 빨리 응고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충분한 입열이 

달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융합불량이나 기공과 

같은 형태의 결함이 루트부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스틸과 알루미늄 소재 사이에 인 인 공간

을 두어 기화된 Zn가 갭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환

경이 되면 Zn의 기화에 의한 기공은 히 감소하게 

된다. Fig. 7은 갭의 유무에 따른 루트부 기공 발생에 

해 비교한 결과이다. 두께에 한 기공 발생 향도 

같이 확인하기 해 각각 1.2 mm  3.0 mm 두께의 

Al 소재로 동일한 입열량을 용하여 용 하 으며 갭

은 0.4 mm로 설정하 다. 시험결과는 갭의 유무에 따

라 루트부 기공 발생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

다. 뿐만 아니라 계면 길이와 젖음각에 해서도 차이

를 나타냈는데 이는 알루미늄과 스틸 사이의 갭 내에 

발생하는 모세  상(Capillary force)에 의한 것으

로 사료된다. 즉, 갭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화 Zn로 인

해 보다 많은 아크 입열이 용가재의 용융에 사용되고 

입열의 증가에 따라 용가재의 성이 더욱 감소하여 갭 

사이로의 침투가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에 체 인 계

면 합길이의 증가와 함께 젖음각이 감소된 것으로 

단된다. 

  히 감소된 기공에 의해 합부의 인장강도는 증

가한다. Fig. 8  Fig. 9는 동일 조건에서 각각 알루

미늄 소재 두께  갭 크기에 따른 인장 단강도 변화

를 보여 다. 갭은 0.2 mm 단 로 최  0.8 mm 까

지 인가하 다. 그 결과, 0.4 mm의 정 갭 크기에서 

최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

이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갭에 의해 단

모드가 변화된 것이다. 갭이 없어 루트부에 기공이 존

재하던 시편은 기공이 응력집 부의 노치로 작용하여 

이를 따라 수직으로 균열이 진 되어 용착 속에서 

Galvanized steel

AluminumZinc vapor

Vaporization with high pressure
Galvanized steel

AluminumZinc vapor

Vapor escaping zone

No gap condition Pre-setting gap

Fig. 6  Schematic illustration of highly pressurized zinc 
vapor deflects arc at no gap condition and vapor 
escape through pre-setting gap

No gap

Pre-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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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mm
1mm

38.07°

6.34mm

45.17°

4.75mm

0.4mm

0.4mm

1mm

Fig. 7 Comparison of porosity distribution at the root 
zone due to gap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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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발생하지만, 갭이 존재하는 시편에서는 계면에서 

단이 발생한다. 이 게 단모드가 변하게 되는 이유

는 갭에 의해 증가되는 편심 하 에 의해 단응력과 

인장응력 값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3.2 공정변수와 정 강도

  겹치기 구조를 갖는 이종 합부에서 형상학 으로 강

도를 결정짓는 공정변수는 크게 입열량과 갭이 있다. 

일반 인 아크 용  이음부에서의 강도는 각장과 목두

께 그리고 용입 깊이 등에 향을 받는데, Fe/Al 이종

합부는 엄 히 말해 계면 합에 의한 이징 공정

이기 때문에 계면 합 길이가 강도를 최우선 으로 결

정짓는 형상학  인자로 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

재가 충분한 젖음성을 갖는 경우 CMT 로세스를 이

용한 이종 합에서는 입열량에 따라 계면의 길이가 결

정되어진다. 

  합계면 길이(입열량)  갭 크기와 합강도 간 연

성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해 Fig. 1에 제시된 조

건으로 총 30세트의 용  후 형상 분석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이에 따른 인장 단시험 결과는 Fig. 8  

Fig. 9에 각각 제시하 다. 시험 결과를 분석해보면 일

단 갭의 유무에 따른 인장강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 

한 일정 크기 이상의 갭은 합강도를 증가시키나 일정 

수 을 과한 크기의 갭은 다시 합강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갭이 없는 상태에서는 입열 조건에서 

비교  강도가 높지만 갭이 존재하게 되면 그 강도는 

입열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시험결과는 모두 0.4 mm 

크기의 갭을 주었을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형상학  인자에 한 확인을 해 입열  갭 조건

을 배제하고 합계면 길이와 젖음각의 상 성에 해 

분석하 으며, 이는 Fig. 10에 제시하 다. 이때의 계면 

길이는 갭 사이로 침투하여 미용융 합된 부 를 제외

한 실제 합길이를 측정하 다. 분석 결과 계면 합 

길이의 증가에 따라 젖음각이 감소되며, Al 1.2 mm 

두께 시편에서 보다 완만한 형상의 합부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젖음각과 합계면 길이가 각각 인장강도에 미

치는 향을 각각 확인하기 해 시험결과로부터 데이

터를 추출하여 각각 Fig. 11  Fig. 12에 도시하

다. 먼  Fig. 11에 나타난 계면 합 길이와 인장강도

간의 계를 살펴보면, 인장강도는 합계면 길이의 증

가에 따라 약간 증가되나 그 향이 크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데이터의 산포는 갭 크기에 

한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편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젖음각의 크기 

한 합강도에 직 인 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Fig. 12에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

은 결과를 통해 이종 합부의 합강도는 합계면의 길

이나 젖음각 등의 형상학  향보다는 알루미늄이 갖

는 고유의 용 특성(용착 속의 강도)과 겹치기 이음 

구조에서의 편심 하 에 의한 이음부 끝단 루트부의 응

력집 이 보다 큰 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이때

의 응력집 은 루트부 기공의 존재유무에 따라 강도에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실제 알루미늄 합 의 GMA

용 에서는 입열이 증가될수록 열 향부의 연화 역이 

넓어지나 수소에 기인한 기공의 발생은 감소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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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6). 그러나 Fe/Al의 이종 합부에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수소로 인한 미세기공과 더불어 

Zn 기화에 의한 기공이 루트부에 더해진다. 한 Zn에 

의한 루트부의 기공은 특히 Fig. 7과 같이 입열량의 증

가에 비례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사실은 갭이 없는 상

태에서 용  시 입열 조건에서 상 으로 높은 인장

강도 값을 나타내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한편 인장시험 시 소재의 단모드는 갭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1.2 mm 두

께 알루미늄 합부에서 단모드의 변화 경향이 뚜렷

하게 나타났다. 갭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 용착 속에서 

단이 발생하 지만 갭이 0.2 mm에서는 용착 속과 

계면 단 발생이 혼재하여 나타났으며, 갭이 0.4 mm 

이상에서는 부분 계면 단이 발생하 다. 

  갭 유무에 따른 단모드의 변화에 해 보다 정확한 

확인을 해 인장시험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상을 찰하 다. Fig. 13은 갭 유무에 따른 고속카메

라 측정에서 기, 단직   단 직후의 상을 캡

처한 결과이다. 우선 갭이 없는 시편에서는 루트부에서

의 결함(기공)이 쉽게 찰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1

축 인장시험에 의한 편심하 이 발생하게 되면 루트부

에 응력집 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균열이 진 되어 용

착 속이 단된다. 이때 스틸 모재의 변형은 거의 일어

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단 발생 시 에서의 변 (Dis- 

placement)도 0.4 mm 이내로 크지 않다. 반면에 갭이 

존재하는 시편에서의 단은 루트부가 아닌 토우부에서 

시작되는 것을 고속촬 을 통해 확인하 다. 시편의 변

형이 진행될수록 스틸 모재의 변형은 차 증가되며 응

력집 은 토우부 쪽으로 이동한다. 스틸 모재는 단직

 4.7도까지 변형되었으나 탄성 역 내 변형으로 계면

단 발생 직후 복귀한다. 마찬가지로 단은 균열의 

진 역 없이 순식간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Fig. 14를 통해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갭 유무

에 따라 합강도는 20% 이상 차이가 나며 변형률 

한 이와 비례한다.      

  반면 3.0 mm 두께의 Al 소재는 루트부의 기공  갭 

유무 등과 상 없이 계면 단과 용착 속의 단이 동

일한 합조건에서 랜덤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Fig. 15는 이러한 상에 해 설명하고 있는데 루트

부에 발생된 기공의 유무와 상 없이 용착 속에서 

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큰 기공이 존재하는 경우라

도 계면 단이 발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계면

단과 용착 속의 단에서 모두 Al 1.2 mm 두께의 소

재와 비교해 0.3 mm 이하의 낮은 변 역에서 단

이 발생하 는데 이는 스틸  알루미늄 소재 두께 증

가로 인해 보다 큰 편심 하 에 의한 향을 받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3.3 면 해석(Fractography) 

  용 속의 인장강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응고

조직, 결정립도, 결정결함, 화학조성, 석출물의 양과 그 

분포형태 등을 들 수 있다. 한 용 부에 포함된 기공

이 용 부 강도에 미치는 향은 알루미늄 합 에 따라 

다르나, 미세한 기공이 균일하게 분포될 경우는 인장 

 피로강도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5). 알루미늄 용 부의 기공과 기계  성질에 한 일

4.7o

Initial crack 

Initial crack 

No gap 

Gap condition 
4.7o

Initial crack 

Initial crack 

No gap 

Gap condition 

Fig. 13 Observation of the failure mode using high speed 
camera with gap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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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s of gap on joint strength and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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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arious failure mode in 3.0 mm thick Al speci-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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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구에서는 기공의 크기가 0.4 mm 이하의 경우 신

율만 약 10% 하될 뿐 강도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루트부에서의 큰 기공은 인장강도가 약 16%, 

신율은 약 40%의 하를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6). 

이러한 주장은 앞선 3.2 의 연구 결과와 상당히 일치

한다. 루트부의 기공 유무에 따라 Fig. 14와 같이 20% 

이상 강도차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강도에 향을 미치는 기공의 형태는 일반

으로 핀홀(Pin hole), 블로우홀(Blow hole)  웜

홀(Worm hole)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16). 

기공의 성장속도보다 계면의 성장속도, 즉 응고속도가 

단히 빠르면 비드표면에 침으로 른 것과 같이 크기

가 매우 작은 핀홀이 생성된다. 이보다 응고속도가 느리

면 기공이 성장한 상태로 응고하므로 구상의 블로우홀

이 생성된다. 이와 같은 블로우홀 에서 형태가 길고 

좁은 형상의 기공을 웜홀이라고 정의된다. Fig. 5에는 

이종 합 루트부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공의 형태에 

해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루트부의 기공에서 시작

된 균열의 생성, 진   단에 한 정보는 Fig. 16  

Fig. 17에 각각 제시하 다. 

  우선 Fig. 16은 Al 1.2 mm 두께 소재에 해 갭이 

없는 상태에서 합한 시편에서 인장시험 후 단면을 보

여 다. 루트부에는 좁고 가느다란 핀홀 형태의 기공이 

발견되며, 용착 속 내 체 으로 0.1 mm 이하의 미

세기공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다. 균열은 가느다란 핀홀 

결함의 끝단에서 시작되어 주변의 미세기공을 따라 진

되며 최종 으로 인장하 의 수직방향으로 단이 발

생되었다. Fig. 16의 SEM 거시조직 찰로부터 합

부의 루트부는 핀홀 결함이 연속 으로 발생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약 0.3 mm로 찰되

었다. 단면에는 응력 단에 의해 형성된 연성 단임

을 알려주는 딤 (Dimple)이 형성되어 있으며, 큰 기

공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분 지름 0.1 mm 이하의 매

우 미세한 기공만이 연속 으로 찰된다. 한 SEM 

거시조직에서의 기공은 비드 단면에서의 기공보다 훨씬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단경로에서 기공을 많이 포함

하는 면을 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 

  Fig. 17은 Al 3.0 mm 두께 소재에서 마찬가지로 

갭이 없는 상태에서 합한 시편의 인장시험 후 단면을 

보여 다. 루트부에서의 결함은 Fig. 16과 달리 블로

우홀 형태의 구형 기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알루

미늄 소재의 두께 증가에 따라 보다 높은 입열 조건에

서 합되어 용융지의 응고속도가 상 으로 느려져 

기공의 성장이 보다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균열

은 마찬가지로 인장하 의 수직방향으로 진 되어 단

에 이르 으며 인근의 연속 인 기공을 따라 균열이 진

되고 있다. Fig. 17의 SEM 거시조직으로부터 루트

부 기공의 크기는 지름이 최  1.4 mm 정도로 시편 

두께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단면 의 감소

로 인장강도가 Al 1.2 mm 소재의 인장강도에 비해 보

다 낮게 나타난다. 한 단면 찰 결과에 비해 루트부

의 기공이 보다 크게 보이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인장 

단에서 기공을 최 로 포함하는 면에서 단되었기 

때문이며 여기서도 응력 단면에는 딤 이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은 인장시편 면해석 결과로부터 루트부 

기공에 의한 균열 개시와 함께 단면 의 축소로 인

해 인장강도가 하됨을 확인하 다. 앞선 일부 연구에

서는 Fe/Al 이종 합부의 강도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 

열 향부 연화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3,5), 

단면의 분석결과로부터 단은 열 향부가 아닌 용착

속에서 수직방향으로 발생함을 확인함으로서 이러한 주

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입증하 다.  

  한편 단면을 통해 확인된 용 부의 미세기공과 루

트부의 큰 기공이 각각 수소와 Zn에 의한 것인지 확인

하기 하여 각 치에서의 EDS 성분분석을 실시하

다. Fig. 18은 미세기공을 포함한 응력 단부의 성분

과 루트부에서의 기공에서의 성분을 측정한 결과를 나

Fig. 16  OM and SEM image of the crack propagation af-
ter tensile shear test specimen of 1.2 mm thick 
Al

Fig. 17 OM and SEM image of the crack propagation af-
ter tensile shear test specimen of 3.0 mm thick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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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3.1 의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루트부 기공에서는 Zn 성분이 10wt.% 이

상 검출되나 미세기공부를 포함한 단면에서는 Zn가 거

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Zn 기화에 의한 기공은 루

트부에 집 됨을 의미한다. 한 루트부의 기공에서는 

용착 속부의 기공과 달리 산소가 량 검출되었는데 

이는 이종 합 시 용가재와 모재가 충분히 융합되지 못

하면서 기 의 산소에 의해 산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은 융합불량에 해당하는 용 결함에서 

때때로 발견되며16) 루트부의 속한 냉각으로 인한 미

용융부가 존재함을 뜻한다. 

  루트부에 발생되는 기공의 감소를 해 Al 3.0 mm 

소재에서 갭을 0.6 mm 인가한 시편의 단면  단면

은 Fig. 19에 제시하 다. 균열은 마찬가지로 인장하

의 수직방향으로 발생되었으나 Fig. 17과 달리 루트

부에 큰 기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SEM 거시조직 

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루트부는 0.2 mm 정

도의 연속 인 미용융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갭 사이

로 흘러들어간 용융지의 빠른 응고로 인해 발생된 미

합부이다. 이와 같이 확연히 어든 기공으로 인해 

합부는 Fig. 14과 같이 20% 이상 강도가 증가된다.  

  마지막으로 Fig. 20은 계면 단이 발생된 경우에서

의 단면이다. 본 단면 찰 결과로부터 균열의 시작

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3.2 의 고속카

메라 찰결과를 토 로 토우부에서 시작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면 단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편

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단응력과 인장응력의 동시 작

용으로 인해 그림과 같이 수직방향으로의 균열도 동시

에 진행된다. 겹치기 구조에서 인장시험 시 편심하 이 

발생하게 되면 기에는 단응력이 주응력으로 작용하

지만 시편의 변형이 진행될수록 단응력의 감소와 함

께 인장응력이 증가되게 된다. 이에 계면이 용착 속보

다 먼  항복할 경우 계면 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4 응력 해석 

  앞서 이종 합부의 합강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해 실험 결과를 토 로 분석하 다. 이에 본 에서

는 ① 합계면의 길이, 즉 입열량에 의해 결정되는 용

착 속의 양과 ②이음부 갭 조건 그리고 ③소재 두께와 

같은 형상학 인 에서 인장시험 시 나타나는 상

에 해 해석 으로 근하고자 하 다.

  첫째로 합계면의 길이가 정 강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계면의 길이를 각각 3.0~5.5 mm로 

달리한 후 0.3 mm의 동일한 변 조건으로 해석하

다. 그 결과 Fig. 21과 같이 최 응력은 루트부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계면의 앙부에는 응력이 높지 않고 

토우부에서 다시 응력이 집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합계면 길이(면 )의 증가에 따라 응력의 분산을 

가져와 루트부  토우부에 발생하는 최 응력이 비교

 선형 으로 감소하는 해석 결과로부터 합계면 길

이의 증가에 따라 더 높은 합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석 결과와 실제 인장실험 결과는 

Fig. 18  EDS spectrum of matrix and porosity

Fig. 19 OM and SEM image of the crack propagation af-
ter tensile shear test specimen of 3.0 mm thick 
Al with 0.6 mm gap 

1mm

Interface fracture

Crack growth 

1mm

Interface fracture

Crack growth 

Fig. 20 Case of the interface fracture in 3.0 mm thick A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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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았다. 갭이 없는 시편의 인장시험 결과는 

Fig. 8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입열량( 합계면 길

이)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가 감소한다. 이 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선 으로 합부에 한 열  

 역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상에 한 선형 응

력해석만을 실시하 기 때문이다. 한 해석상의 한계

에 의한 원인도 존재한다. 실제 해석에서는 루트부 기

공과 같은 측 불가능한 변수에 한 해석 조건의 반

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 결과는 계면

합 길이의 증가에 따라 루트부에 발생되는 최 응력

이 감소되는 효과에 비해, 입열 증가에 따른 루트부의 

기공 성장으로 인한 노치효과의 증가가 보다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갭의 유무에 따른 응력집  변화에 해 해

석하 다. Fig. 22는 마찬가지로 Al 1.2 mm 두께에

서 동일한 계면 합 길이로 모델링한 상태에서 스틸과 

알루미늄 사이의 갭만 0.5 mm로 띄운 뒤 0.3 mm의 

변 조건에서의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이때 갭은 Fig. 

3과 같이 최 한 실제와 가깝게 모델링하여 갭 부 에 

노치선단을 최소화하 다. 갭 조건에서의 해석결과 응

력집 부의 치는 루트부가 아닌 토우부에서 발견되었

다. 정확히는 스틸과 합계면 간 토우부 끝단에서 응

력이 최 로 되었는데 갭이 없는 Fig. 21의 결과와 비

교하여 최 응력은 94 MPa 수 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Fig. 23은 합계면 길이를 4.5 mm로 통일하

고 갭 크기만 0, 0.2 mm, 0.5 mm  1.0 mm로 변

화시켜가며 갭 크기에 따른 응력 변화에 해 해석한 

결과를 보여 다. 갭의 존재로 인해 응력집 부의 치

는 루트부에서 토우부 쪽으로 변화되며 최 응력은 갭이 

없을 때 151 MPa에서 갭이 0.2 mm일 때 94 MPa로 

약 30% 정도 감소된다. 그러나 갭의 크기가 계속 으

로 증가되어도 이후의 감소폭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갭에 의한 향에 한 해석결과는 실제 Fig. 8의 인

장실험 결과와도 일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단 실제 실

험에서는 0.2 mm가 아닌 0.4 mm 이상의 갭에서 인

장강도가 크게 증가하 는데 이는 0.2 mm의 갭이 루

트부의 기공을 완 히 제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발

생한 차이로 단된다. 실제로 갭이 존재함에 따라 변

화되는 응력집 부의 치는 앞선 Fig. 13의 고속카메

라를 통한 균열 시작  찰 결과와도 일치한다. Fig. 

24에는 갭의 유무에 따른 단면의 치 변화에 한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 다. 

  마지막으로 소재 두께 변경에 따른 응력 변화에 해 

확인하고자 기존 Al 1.2mm 두께 시편에 해 스틸을 

2.0 mm, 알루미늄을 3.0 mm로 두께를 각각 변경한 

뒤 구조해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최 응력 집 부는 

두께 변화와 무 하게 마찬가지로 토우부에서 찰되었

으나, 그 응력의 크기는 Fig. 21의 Al 1.2 mm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268.8 MPa의 결

과가 나왔다. 

Fig. 21 FEM result for stress distribution at Fe/Al joint 
of 1.2 mm thickness

Fig. 22 FEM result for stress distribution at Fe/Al joint 
of 1.2 mm thickness with 0.5 mm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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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Variation of max. stress due to gap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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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FEM 해석결과에서 갭  소재 두께 변화에 

의해 최 응력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해 최  

비틀림 에 지 이론을 용하여 싱  랩 조인트 시편의 

응력 변화에 한 수치해석을 실시하 다. Fig. 25와 

같이 인장시험편은 편심에 의해  변형되며 계면

합부에 걸리는 하 은 인장하 과 단하 의 복합 인 

작용에 의해 최종 으로 단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

라 겹치기 구조의 시편 합부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응

력은 다음의 식(3)으로 표 될 수 있으며, 이는 리 

알려진 폰 미제스(Von-mises stress) 응력 공식이다.  

                         
  

     
     

     
 (3)

  Fig. 25의 형태를 갖는 구조에서 Z축에 걸리는 응력

은 매우 작으므로   이라고 하고, 각각    , 

  라고 한 후   는 변형각도가  만큼 발생

된 경우 싱  랩 조인트 구조에서 최종 으로 편심하

에 의한 응력 변화에 해 다음과 같은 계를 도출할 

수 있다. 

  




  sincos             (4)

  이상과 같이 편심을 받는 겹치기 구조에서의 응력 분

포는 이상 인 하 조건(     )에서는 응력이 

모두 단응력으로 작용하지만,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하 이  분산되어 작용한다. 식(4)의 는 회 각도

(Rotation angle)로 이것은 소재 두께와 폭, 길이, 탄

성계수, 하   갭 등의 향을 받아 결정되는 함수이

며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5)

여기서, L=시편 길이, b=시편 폭, h=시편 두께, tgap= 

갭 크기(mm), P=인장하 (N), 그리고 E=탄성계수

(N/mm2)를 의미한다. 이후 에 한 계식 도출

을 해 캔틸 버(Cantilever)보의 처짐  변형 이론

을 용하 다. 겹치기 시편에서 하 의 증가에 따라 

편심에 의한 변형이 진행되면 순수 하 은 모멘트와 횡

하 (Lateral load)으로 분리되며 수식의 단순화를 

해 겹치기 용 부의 상/하  두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 으로 는 다음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상기 과정으로 도출된 식 (6)으로부터 갭과 소재 두

께에 따른 해석결과 고찰이 가능하다. Fig. 26은 식

(5)를 입하여 소재 두께와 갭 존재에 따른 회 각도

의 변화에 해 계산한 결과이다. 이때의 탄성계수는 

알루미늄 탄성계수를 용하 으며, 시편의 폭과 하

은 실제 인장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25 mm, 5 kN으로 

입력하 다. 계산결과 소재 두께가 4 mm가 될 때까지

는 두께 변화에 따른 회 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

으며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하 다. 한 식(6)을 통

해 동일한 형상조건에서 하 의 증가에 따른 회 각의 

변화에 해 계산하면, 하 의 증가에 비례하여 회 은 

Fig. 24 Comparison of the stress concentrated location 
between FEM and experimental result 

After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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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Schematic of deformation of the lap joint due to 
eccentric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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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다가 그 회 각은 차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갭 크기에 비례하여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Fig. 23의 갭 크

기에 따른 최 응력 변화에 한 고찰이 가능하다. 우

선 Fig. 26을 통해 동일 두께에서 갭이 있는 경우 회

이 더욱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 각도는 

결국 시편의 변형량(Deflection)과 계되고 이러한 변

형량은 회 각도에 한 결과를 분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동일한 회 량에서는 갭이 있

는 시편에서의 응력이 모멘트와 횡하 으로 분산됨으로

서 더욱 게 걸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종 합부의 정 강도  단특성

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해 겹치기 구조에서 형상

학 으로 강도를 결정짓는 공정변수에 따른 인장 시험

을 실시한 후 이 때 나타나는 기계 속학  상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균열의 생성  경로 확인

을 해 면해석을 포함한 속학  분석과 함께 

FEM 해석  수치해석을 통한 역학  특성에 해 연

구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Fe/Al 이종 합부의 합강도는 합계면의 길이

나 젖음각 등의 형상학  향보다는 루트부에 존재하

는 Zn의 기화에 의한 기공이 보다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강도 향상을 해서는 한 크기의 갭을 

부여해야 하며, 실험결과 소재 두께와 무 하게 0.4 

mm 갭이 존재할 때 가장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2) 면해석을 통해 루트부 기공에 의한 균열 개시와 

함께 인근의 연속 인 기공을 따라 균열이 진 되며 

단에 이르 으며, 인장강도의 하는 용착 속부에 존

재하는 기공으로 인한 단면 의 축소로 인한 것임

을 확인하 다. 한 단은 열 향부가 아닌 용착 속

에서 수직방향으로 발생함을 확인함으로서 기존에 발표

된 열 향부 연화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밝 졌다.

  3) FEM을 이용한 선형응력해석 결과는 실제 실험결

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선 으로 합부에 

한 열   역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상 변수

에 의해서만 해석을 진행했기 때문이며, 한 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공에 한 해석  반 이 어렵기 때

문이다.  

  4) 갭  소재 두께 변화에 의해 최 응력이 달라지

는 이유를 설명하기 해 수치해석을 실시한 결과 겹치

기 구조에서 동일한 변 조건(회 각도)에서 갭이 증가

될수록 하 이 게 걸린다는 사실을 보의 처짐  변

형 이론 용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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