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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환되고 있

다. 정부에서 제도 으로 친환경차와 련된 정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에서는 기차  하이 리

드 차종의 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과 각종 환경규제 등이 친환경차 시장

의 양  팽창에 정  역할을 할 것으로 측된다1). 

  기차  하이 리드차의 배터리 팩은 차종에 따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셀로 구성되어있다2). 각각의 셀

은 서로 기 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합부의 성능

이 배터리의 성능  품질에 향을 미친다. 탭과 버스

바에 이용되는 소재는 구리 (무산소동 혹은 탈산동), 

알루미늄 등이 있는데 이차 지의 종류  극성에 따라 

선호되는 소재가 Table 1과 같이 다르기2) 때문에 동종 

는 이종 소재의 합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소재의 

비 , 열 도도, 녹는 , 열팽창률 등의 고유 특성의 차

이로 인해 알루미늄과 구리 간의 이종소재 합은 매우 

난해하다. 특히 알루미늄과 구리의 화학  반응으로 형

성되는 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의 두

께가 2.5 um 이상인 경우 기 도도가 격히 떨어

진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3) 속간화합물의 형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이종소재의 합에 기 항용 , 음  용 , 

이  용 , 기계  체결5,6) 등 다양한 공정의 용이 

가능하지만, 음  용 이 가장 보편 으로 용되고 

있다4).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음  용 은 고

상용 이기 때문에 소재에 한 의존도가 낮아 이종재

료 합에 강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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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짧은 시간에 넓은 합면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합부의 변형 정도가 크다. 한 마찰로 

인한 미세 분진이 Fig. 1과 같이 형성되고, 툴의 마모 

 손으로 인한 소모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이  용 은 넓은 이음부를 형성하기가 어려우며 

속간화합물 형성에 한 우려가 있으나, 편면용 이 가

능하며 작업 속도가 빠르고 열변형이 작다는 장 으로 

인해 최근 많은 심을 받고 있다2).

  견고하면서도 낮은 항의 합부 확보는 탭과 탭, 

탭과 버스바 조립기술의 핵심이다. 본 기술 기고에서는 

음   이 를 이용한 Al/Cu 이종소재 합공정

의 특징  주요 향인자를 알아보고, 국내외 연구 개

발 동향을 분석하여 실용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당 논문 기고에서 인용한 논문 

에서 이종소재 합강도를 제시한 문헌은 별도 정리하

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2. Al/Cu 이종소재 음  합 기술 개요

  음  합은 삽입, 진동, 하  제거 순으로 Fig.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행된다. 음  합공정의 매

커니즘은 소재 간의 상호 기계  체결, 확산, 마찰열로 

인한 변형  국부  용융 등으로 알려져 있다. 알루미

늄과 구리의 이종 합의 경우 소재 간 강성의 차이가 

커서, 연성 소재인 알루미늄의 변형 정도는 크지만 

합 계면의 변형 정도는 수 마이크로 정도로 미미하다

(Fig. 3). 이를 통해 소재 간의 상호체결에 의한 매커

니즘은 Al/Cu 이종소재 합에서 큰 향이 없을 것으

로 측할 수 있다. 반면, 합 계면에서 용융의 흔

은 확인되지 않으나 화합물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Satpathy et al.10)의 연구에서도 기

계  체결에 의한 향보다, 변형  마찰열에서 기인

한 높은 에 지 상태를 완화하기 한 확산이 합 계

면을 형성하는 것에 주된 역할을 한다고 발표하 다.

  음  용 의 주요 변수로는 소노트로드의 형상 (혼 

 엔빌), 가압력, 용  시간  진동폭 등을 로 들 수 

있다. 가압과 진동이 혼을 통해 직 으로 달되므로 

박 을 활용한 다층 용 의 경우에는 일부 박 이 혼과 

부착되어, 혼이 원상태로 복구하는 과정  (Fig. 2(c)) 

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혼의 형상 설계가 엔

빌의 설계 보다 상 으로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소노트로드의 형상 최 화에 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혼의 형상설계를 하여 유한요소법

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실험과의 오차가 

크며 특정 조건에 한정되어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15-18). 

  반면, 가압력, 용  시간  진동폭에 의한 향은 많

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8-10,19-22). 가압력, 

Cell type Cylindrical
Solid-container 

prismatic
Pouch prismatic

Images

Anode
electrode

Copper Copper Copper

Negative 
tab

Aluminum,
nickel

Aluminum,
nickel

Copper

Cathode
electrode

Aluminum Aluminum Aluminum

Positive
tab

Aluminum,
nickel

Aluminum,
nickel

Aluminum

Table 2 Summary of battery joining technologies using 
laser welding and ultrasonic welding (modified 
from ref.2))

Joining
methods

Advantages Disadvantages

Laser
welding 

- Non contact process
- Less thermal input
- Less distortion
- Very high precision

of welding
- High speed

- Hard to produce a
large joint area

- Needs good joint
fit-up

- Material reflectivity

Ultrasonic 
welding

- Solid state process
- Excellent for highly

conductive materials
- Good for thin sheets

or wires
- Good for multi-layer

sheets
- Dissimilar materials

- Restricted to lap 
joints

- Limited in joint
thickness

- Challenging on high
strength, hardness
materials

- Sensitive to surface 
conditions

- Possible audible noise
- Large indentation and 

distortion
- Sonotrode sticking

Table 1 Component materials and images of lithium-ion 
batteries (modified from ref.2) and4)) Horn

(a) (b)

Fig. 1 Ultra-high speed camera images using 100,000 
frame per second to observe fine particle gen-
erated during the ultrasonic welding process: (a) 
before process, (b) during the process (modified 
from re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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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간  진동폭이 특정 한계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찰력의 축 이 어렵기 때문에 합 계면의 형성이 어

렵다. 일반 으로 가압력이 높은 경우, 짧은 용 시간

과 진동폭에서도 합 계면이 형성된다. 강도는 Fig. 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

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것은 공정 조

건이 정범 를 넘어가면서 소재에 심각한 변형이 

래되어 발생하는 상으로 보인다17). 공정  강성이 

낮은 알루미늄의 두께가 상 으로 더 얇아지기 때문

에 단은 압흔을 경계로 알루미늄 소재에서 주로 발생

한다17). 

  S. S. Lee 등23)은 속의 다층 음  합 공정  

용  시간에 따른 층별 움직임을 찰하여 Fig. 6과 같

이 발표하 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정 기 단

계이거나 가압이 부족한 경우에는 혼에 가까운 소재의 

움직임이 훨씬 크다. 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은 층

간 계면에서 형성되는 마찰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한다. S. S. Lee24)등은 음  용  품질을 모니터링

Process
Material

(Top)
Material
(Bottom)

Filler
material

Sonotrode 
size (mm)

Joint strength
(N)

Joint strength
(MPa) Remarks Refs.

Ultrasonic

C1100, 0.5 mm Al1100, 1.0 mm Al2219 8 × 8 - 78.3 8)

Al1100, 1.0 mm C1100, 0.5 mm Al2219 8 × 8 - 61.5 8)

Al1050, 0.2 mm
C1220,

0.1 mm * 3 layer
- 20 × 7 150 37.5 T-peel 9)

C1220,
0.1 mm * 3 layer

Al1050, 0.2 mm - 20 × 7 175 43.8 T-peel 9)

A1100, 0.7 mm C10100, 0.4 mm - 11 × 9 1,512 189 10)

A1100, 0.7 mm C27000, 0.4 mm - 11 × 9 615 76.9 10)

SM laser Al3033, 0.5 mm Cu1100, 0.5 mm Tin foil - 780 62.4 11)

SM laser + 
scanning

AW1050, 0.5 mm SF-Cu 0.5 mm - - - 105
Circular 

oscillation
12)

SM laser + 
scanning

AW1050, 0.2 mm SF-Cu 0.2 mm - - - 121 Power 
modulation

13)

MM laser Cu-T2, 0.3 mm A1060, 0.3 mm - - 539.5 89.9 14)

Note 1) “SM”: Single-mode, “MM”: Multi-mode Laser beam welding 
Note 2) Joint strength (N): original data from the reference, Joint strength (MPa): extracted and recalculated data from the reference to 

compare the strength of each process

Table 3 Strength of Al/Cu dissimilar materials joint by laser and ultrasonic welding

Clamping

Vibration

Horn Horn

Anvil Anvil

Horn

AnvilHeat

(a) (b) (c)

Fig. 2 The ultrasonic welding process divided into three 
steps, (a) clamping, (b) vibration and welding, (c) 
unloading steps15)

(b) (c)

(a)19)

Cu

AlAl

Cu Cu

AlAl

Cu

50  ㎛ 50  ㎛

(b)8) (c)8)

Fig. 3 Cross-sectional optical microscopy views of Al/ 
Cu joint applied ultrasonic welding process with 
(a) low magnification and high magnification at 
(b) the side and (c) center of the joint. Each of 
positions was marked in Fig.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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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방안으로 변  센서와 로드셀을 복합 으로 

사용하는 피드백 제어기술을 제안하 으나, 음  

합공정의 경우 20 kHz 이상의 고주  진동을 사용하기 

때문에10) 변 센서나 로드셀 등을 사용하는 모니터링이 

여의치 않다. 량 생산체제에서는 약간의 불량이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체할 수 있는 모

니터링 혹은 센서기술의 개발이 시 하다고 사료된다.

3. Al/Cu 이종소재 이  용  기술 개요

  이  용 은 고 도의 에 지빔을 이용하여 수행하

는 용 법으로 용융용 법에 속한다. 주요 공정변수로

는 출력, 속도, 빔의 크기 등이 존재하며, 열 도도가 

높은 알루미늄과 구리 등은 높은 출력 역에서 빠른 속

도로 용 하는 경우가 많다25,26). 한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빔의 반사로 인한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해 

학계를 일정 각도 기울여서 빔을 조사하기도 한다. 

  알루미늄과 구리는 이  용 에 있어서 난용  소

재로 구분된다. 이것은 일반 인 산업용 이 (YAG, 

CO2, 다이오드 등) 장 역에서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Fig. 7). 그림을 통해 도 모드 (conduction mode)에

서 알루미늄과 구리의 흡수율이 각각 4 %, 2.5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빔 흡수율과 소재 고유의 

특성인 높은 열 도율은 공정 안정성을 해한다. 용융

풀을 유지하기 한 열이 손실되기 때문이다. Al-Cu 

계면에서 형성되는 수많은 속간화합물 (Table 4) 한 

합계면의 취성을 높이기 때문에, 형성량이 많아질수록 

합부 물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5,27). 

  그러나 소모품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생산속도가 빨

라 최종 수요기업을 심으로 이  용 기술에 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키홀을 안정 으로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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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높은 에 지 도의 싱  모드 이 를 

용하며, 합면 을 확보하기 하여 원형  지그재그

와 같은 패턴을 복합 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

되고 있으며13,28-30), 펄스형태로 이  출력을 공 하

는 방법 등도 연구된 바 있다12,31). 최근 이  제조사

에서는 알루미늄  구리를 용 하는 방법의 하나로 멀티 

빔을 제안하고 있는데, 두 개 이상의 빔을 직렬 는 병

렬로 배치하는 방법 등32) 여러 형태의 멀티 빔이 존재한

다. 그  에 지 도가 높은 작은 직경의 빔을 심에 

배치하여 키홀의 형성을 유리하게 하고, 외곽에는 상

으로 큰 직경의 빔을 사용한 학계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

다. BrightLine Weld (Trumpf 社), ARM (Coherent 社), 

Adjustable Mode Beam (IPG 社), Corona (nLIGHT 

社) 등이 이에 속한다. 500 nm 장 역의 그린 이

와 400 nm 장 역의 블루 이  한 해당 시장을 

선 하기 하여 이미 출시되었거나 개발 정에 있다. 

장 의 이 는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되던 1 um 

장 역의 IR 이 와 비교하 을 때, Fig. 7에 나타

나 있는 바와 같이 상 으로 높은 흡수율을 가지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나 구리의 이  용 에 유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33,34).  

  이  용   취성이 강한 속간화합물의 형성을 

방지하기 한 연구도 꾸 히 진행 이다. 합강도가 

소재간의 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나기 때문이다. Zuo et al.14)과 Lee et al.25) 등은 

속간화합물의 형성을 최소화하기 하여 부분 용입조

건으로 용 을 수행하 으며, 취성이 강한 CuAl2  

CuAl의 형성으로 인하여 합계면에서 단발생(Fig. 

8)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용 부 물성이 하되었다고 

보고하 다(Table 5). Solchenbach et al.13) 한 

같은 부분용입 조건이라도 과입열 조건에서는 10 um

을 과하는 속간화합물이 형성된다고 언 하 으며, 

60 MPa 정도의 강도가 측정되었다고 하 다. 반면 계

면에 3~5 um 정도의 속간화합물 층이 형성된 경우 

105 MPa의 강도를 확보하 다고 하 다. 이외에도 

Hailat et al.11) 은 주석을 삽입 속으로 활용하여 용

융부의 취성을 완화하고자 하 으며, Weigl et al.12)

과 Feng et al.35,36)은 상용 용 재료를 용하여 강도

를 향상시키려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 다. 

  알루미늄과 구리의 이종소재 이  용 을 한 완

벽한 공정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Phase Composition Crystal structure
Atoms per 
unit cell

Hardness 
Hv (10 gf)

Cu 100% Cu
Face-centered 

cubic
12 Cu 75

γ2 Cu9Al4
Body-centered 

cubic
36 Cu, 
16 Al

770

ζ2 Cu4Al3 Monoclinic
12 Cu,
 9 Al

930

η2 CuAl
Body-centered 
orthorhombic

10 Cu, 
10 Al

905

θ CuAl2
Body-centered 

tetragonal
4 Cu, 
8 Al

630

α-Al 100% Al
Face-centered 

cubic
12 Al 36

Table 4 IMC phases can be formed in Al-Cu binary sys-
tem13)

 

(a)      (b)

 

(c)    (d)

Fig. 8 Cross-sectional images of tensile shear tested 
specimens of Al-Cu overlap dissimilar joint us-
ing single mode laser under 1 kW laser power 
with (a) 10 m/min and (b) 50 m/min welding 
speeds. High magnification SEM images of in-
terfacial surface of the ruptured specimen used 
(c) 10 m/min and (d) 50 m/min welding speeds. 
(modified from ref.25))

Table 5 Summary of IMC phase formed in laser welding 
of Al and Cu

Joining
methods

IMC phase 
formed

Remarks Ref.

Laser
welding

γ2-Cu9Al4 Positive influence

25)
α-Al + θ-CuAl2 Brittle phase

α+θ eutectic -

α-Al -

Cu9Al4 -

14)CuAl2 Brittle phase

CuAl Brittle phase

Brazing
CuZn Some influence

35)
CuAl2 Some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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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강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두 소재 사이의 혼입량

은 으면서도, 면 은 넓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동시에 소재의 열팽창률  수축률이 크기 때문에 열팽

창/수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입열은 최소화해야만 하

며, 음  용 과 다르게 공정  가압을 부여하지 않

기 때문에 고정장치 설계와 갭 리 한 주의하여야만 

한다. 최근 이  용   키홀의 깊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이  센서 장치 등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와 같은 피드백 제어를 활용한다면 이종 소재 간의 혼입

량을 조 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4. Al/Cu 이종소재 합부의 항

  배터리 셀  모듈의 제작에서 용   합기술이 

요한 이유는 배터리의 수율  효율을 좌우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안정 이면서 견고한 합부의 확보 뿐만 

아니라, 에 지 손실 감을 한 낮은  항의 확

보 한 매우 요하다.

  항은 면 이 늘어나면 Fig. 9와 같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Brand et al.28,37)은 배터리에 

용 가능한 다양한 공정기법을 상으로 면 에 따

른 기 항 값을 측정하 다. 가장 큰 폭의 

항 하는 음  용 에서 확인되었으나, 이   

스폿 용 부의 면 이 훨씬 좁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항이 도출되었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 

한 Schmidt et al.38,39) 등에 의해 용  패턴에 의해

서도 항값이 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 바 

있는데 실용화 용을 해서 보다 구체  연구가 추가

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기술 기고에서는 알루미늄과 구리와의 이종 합에

서 용되고 있는 표  용 공정 기법을 선정하고 공

정별 특성, 주요 공정변수  합부의 특징에 한 국

내외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실용화 연구개발에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음  용  공정은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는 합 

방법으로써 속간화합물의 형성 제어  다층 용 에 

유리하고 공정 안정성이 뛰어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가압  진동으로 야기되는 변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용 공정은 편면 용

이 가능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 이 있어 음  용

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속간화합물이 두껍게 

형성되고 공정 역이 좁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기존 

공정을 체하기 해서는 일정 이상의 강도 확보 이외

에도, 공정 최 화  하드웨어 개발을 통해 얇은 속

간화합물 층을 넓고 안정 으로 형성시키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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