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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자동차 연비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됨

에 따라 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차량이 도입되고 있으

며, 장부품의 증가로 인해 무거워진 차체 경량화를 

해 알루미늄 합 의 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국내에서도 완성차 업체에서 극 으로 추진 인 알루

미늄 재 확  용을 해 련 용  기술 개발이 필

요한 시 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

기술은 1877년 Elihu Thomson에 의해 발명된 

항 용 이다2,3). 항 용  즉, 스폿용 은 작업의 자

동화 용이 뛰어나며 용 속도가 빨라 량생산에 

합하다3-5).

  하지만 일반 인 항 발열을 이용한 스폿용 을 알

루미늄 합 과 고강도강에 용 하는 경우 용융 ,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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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automobile industry, studies have been made on spot welds of non-ferrous metals such as aluminum, 
which has lightweight, high-strength, and excellent impact properties, in order to improve fuel efficiency 
through lightening of vehicle body weight. However, these dissimilar welds cause intermetallic compound 
formation and the galvanic corrosion in corrosion environments at the weld interface. On the other hand, it 
is known that the weld bonding process has the property of improving strength of spot welds by applying 
a structural adhesive between two metals and increasing the surface adhesive force.
  In this study, Al 6061-T6 with a thickness of 1mm and galvanized steel sheet (GA) with a grade of 
440 MPa were used as target materials. As a process method, delta spot welding equipment was used for 
reducing the heat input using a special process tape and the weld bonding process by the D type structural 
adhesive was done. As a result, tensile shear strength after salt spray test for 1920 hours was more than 
twice that of spot welding condi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rosion amount of the welds was 
l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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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기 항의 차이로 용 성이 나쁘고, 취성이 큰 

속간 화합물 생성, 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이 발

생 한다6,7). 알루미늄 합 은 고강도강에 비해 탄소와 

같은 합  성분의 첨가량이 어 낮은 고유 항을 갖

고, 기 도도가 높아 단시간 류를 필요로 하며, 

스폿 용 시 표면 산화물이 극에 융착되는 상 때문

에 입열량 제어가 필요하다7-9). 따라서, 최근에는 류, 

가압력, 통 시간에 의해 입열량 제어가 가능하고, 

극과 모재 사이에 로세스 테이 를 삽입하는 델타스

폿 용 과 같은 방법들이 용되고 있다10,11).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형 알루미늄 소재인 Al6061- 

T6과 합 화 아연도 강 인 GA440소재를 상으로 

장시간의 부식환경 속에서도 용 부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웰드본딩 공정을 용하 고, 염수분무 시험시

간에 따른 내식 단강도를 공정 조건별로 조사하 다. 

한, 내식 단강도에 미치는 공정 인자의 향 검토  

시험편 부식상태 찰도 진행하 다.

2. 실험 방법

2.1 델타스폿용   웰드본딩 원리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스폿용 시 극과 모재 사

이에 로세스 테이 를 삽입하여 항의 증가로 

인해 용  입열량과 깃 크기를 제어하고, 극 오염 

방지, 스패터 감의 효과, 기존 인버터 방식의 스폿용

 보다 류 범 에서도 정 용 부를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Fronius사의 델타스폿 용 기를 사용

하 다. 장비와 그 원리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리

고, 용 부 강도 향상과 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을 

억제하기 해 Fig. 2와 같이 시험편 표면에 C를 주로 

함유하고 있는 D type의 구조용 착제를 얇게 도포한 

후 스폿용 을 하는 웰드본딩 공정을 실시하 다.

2.2 소재  용  조건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내식성, 가공성, 강도, 용 성을 

갖는 Al6061-T6과 440MPa 의 합 화 아연도 강

(GA)을 사용하 다. ISO 14273 규격과 같이 시험편

을 제작하 으며 Fig. 3에 나타내었다. 시험편은 두께 1mm

의 Al6061-T6과 GA440이 사용되었다. Table 1는 

상 소재의 화학  조성을 나타내었다.

  용  조건은 입열량에 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변수

인 류, 가압력, 용 시간의 변경에 따른 실험을 진행

하 다. 먼  로세스테입(PT)의 종류에 따른 열 특

성이 다르므로 정 용 조건 확보를 한 실험으로 

PT-3000(Al측), PT-2000(Steel측)과 PT-3000(Al

측), PT-1407(Steel측)의 가압력(1.9kN), 용 시간

(240ms)은 고정하고, 류값(9kA, 10kA, 11kA)의 

변경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 다. 한, 웰드본딩 공정

은 Fig. 3의 겹침여유 L부분에 D type의 구조용 착

제만 도포한 것과 알루미늄 시험편을 수동 연마후 구조

용 착제를 도포한 것을 각각 비교하 다. 이와 같이 

웰드본딩을 용한 시험편에 해서는 열처리(170℃, 

Steel
(GA 440)

Aluminum
(6061-T6)

Process tape
(PT3000)

Process tape
(PT1407)

Fig. 1  Delta spot welding principle and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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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thod of weld-bonding process

Fig. 3 Tensile shear test specimen (ISO14273)

Chemical composition(at%) Mechanical property

Material Fe C Mn Si Mg Al TS(MPa) YS(MPa) El(%)

Al6061-T6 0.4 - 1.0 0.3 2.8 Bal. 328 281 14

GA440 Bal. 0.08 1.30 0.12 - 0.04 475 368 29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6061-T6 and GA440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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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를 하여 경화시켰다. Table 2에 상기 용  조건

을 나타내었다.

2.3 용 부 특성평가 

  알루미늄과 강 의 스폿용 부에 해서 용 부 조직

찰, 깃경 비교와 함께 부식환경에서의 단강도특성

을 조사하기 해 염수분무 시험시간(0h, 640h, 1280h, 

1920h) 에 따른 용  조건별 시험편(No.1~No.4)을 

각 3개씩 비하여 시험하 다. 내식 단강도시험은 KS 

D9502 ( 성염수분무시험)  KS B0802(인장시험)

에 따라 평가하 다. Table 3은 상기 염수분무시험 조

건을 나타내었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델타스폿용  용 결과

  이종소재의 델타스폿용 시 로세스 테이 의 선정

을 해서 PT3000(Al측)&PT2000(Steel측)계조합

과 PT3000(Al측)&PT1407(Steel측)계 조합에 해

서 각각 조사하 다. 주요 공정 변수에 따른 단강도 

비교 결과와 로세스 테이 의 SEM 성분분석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를 보면 체 으로 

자의 조합인 PT3000(Al측)&PT2000(Steel측)에 비

해 후자의 PT3000(Al측)&PT1407(Steel측)계에서 높

은 단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를 들어, 일정한 가압력과 

통 시간을 갖는 동일 용  조건 류 9kA, 10kA, 11kA

에서 단강도가 각각 0.3kN, 0.5kN, 0.4kN으로 약 

10~14%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PT3000(Al

측)&PT1407(Steel측)계 조합이 이종 소재 용 부의 

단강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 

로세스테이 에 물성  조성 조사결과 Cu보다 Fe, 

Ni이 함유된 PT1407에서 외부입열량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것은 델타스폿용 시 형성되는 깃경의 크

기에 향을 미치며 이로인해 PT2000계보다 PT1407

에서 높은 단인장강도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3.2 웰드본딩 공정조건 최 화

  Al6061-T6과 GA440의 Table 2 용 조건(No.1~ 

No.3)에 해 표 인 단면 깃경 측정 결과와 염수

분무시험 시간에 따른 단강도 결과를 Fig. 5에 나타

내었다. 일반 으로 깃경이 커짐에 따라 용 부의 

단강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No.1, No.2의 깃경을 서로 비교해 보면 착제도

포 유무에 따라 가압력, 류, 통 시간을 다르게 설정

했지만 두 조건의 거깃경 측정 결과는 약 8mm로 거의 

같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깃경은 유사 했지만, 염수

분무시험후 No.1에 비해 No.2는 1920h에서 내식 단

강도가 약 6배 증가되어 한 차이가 발생했다. 따라

서 스폿용 과 달리 깃경의 크기와 상 없이 착제

의 도포에 의해 동시에 면 착효과가 존재해 내식 단강

No. Welding condition
Heat treatment
(170˚C, 30min) 

1 1.9kN-9.5kA-240ms X

2
4.5kN-13kA-180ms+structural 

adhesive
O

3
4.5kN-13kA-240ms+structural 

adhesive
O

4
4.5kN-13kA-240ms

+polishing +structural adhesive
O

Table 3 Salt spray test conditions

KS D 9502 Condition

NaCl concentration(g/L) 50±10 50

Density 1.029~1.036 1.031

pH 6.5~7.2 6.59

Spray pressure(kPa) 98±10 100

Temperature(℃) 35±2 35.1

Air saturation 
temperature(℃)

47±2 47.2

Sprayed capacity (mL/h) 1.5±0.5 1.8

Table 2 Weld-bonding wel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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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No.2, No.3

를 비교해 보면 1280h, 1920h에서 내식 단강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웰드 본딩조건에서 입열량(통 시

간의 변화)에 따른 내식 단강도의 향상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추정된다. 한, 체 으로 공정조건에 상

없이 염수분무시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내식 단강도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편 Fig. 6은 웰드본딩조건 No.2, No.3의 비커스 

경도 측정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경도측정은 용

부를 심으로 각선 방향으로 ±6mm까지 측정 하

다. 그 결과 상 으로 통 시간이 더 많은 No.3조

건에서 용  앙부의 경도값이 더 높게 측정 되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내식 단강도와 경도 측정 결

과에서 보듯이 통 시간 변화에 따른 입열량에 비해 구

조용 착제의 사용 유무에 따른 향이 더 큰 것으로 

단된다.

3.3 내식 단강도 특성 향상

  구조용 착제의 도포가 내식 단강도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단되어 착제의 표면 착력을 증가시키

기 해 Al6061-T6 표면에 수동 연마를 실시하 다. 

Fig. 7은 두 개의 Al6061-T6 시편  연마를 하지 않

은 비연마조건과 거칠기 #60의 사포(SiC연마지)로 100

회 연마한 조건의 표면조도를 측정한 값을 나타낸다. 표

면조도는 각 시편에 해 길이방향 양끝부분에서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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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앙부에서 측정하여, 산술평균 거칠기(Ra)값을 표

시하 다. 두 시편의 표면 조도를 비교 했을 때 100회 

연마를 실시한 경우가 약 3배정도 높은 표면 조도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기존 No.3조건과 가압력, 용  류, 통 시간이 동

일하지만 수동 연마를 통해 표면 착력을 크게 한 No.4 

조건의 염수분무시험 후 내식 단강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에서와 같이 수동 연마를 실시한 No.4조건이 

640h 이후 내식 단강도가 히 증가하 으며, 특히 

No.3조건의 내식 단강도(3.25kN)에 비해 5.88kN을 

나타내 약 81%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표

면조도에 따른 착량의 차이가 내식 단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 변화에 따른 부식 시험편 외 을 Fig. 9에 나타

내었다. 찰 결과 No.1조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 부와 용 부 주변에서 부식이 진행된 청 상이 

많이 발생하 고, 웰드본딩조건을 용한 시험편에서는 

용 부 주변에서 약간의 청 상을 찰 할 수 있었다. 

정확한 부식량을 측정하기 해, 부식량(%)=(부식 면

/웰드 본딩 면 )×100으로 계산하여 각 조건에 따른 

평균 부식량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웰드본딩조건을 용한 시험편이 델타스폿용

만 실시한 시험편 보다 매우 낮게 부식량이 측정되었

고, 수동 연마까지 실시한 시험편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동 연마와 같이 표면 착력의 효과가 클

수록 강도 증가와 동시에 용 부에 부식액의 침투가 방

지되어 갈바닉 부식이 억제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6061-T6과 GA440의 이종소재 용

시 내식 단강도 향상을 한 웰드본딩공정 조건을 

최 화 하 고, 염수분무시험을 통한 용 부 기계 특

성 평가를 조사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염수분무 시험 결과 D type의 구조용 착제를 사용

한 웰드본딩조건이 기존 델타 스폿용 조건에 비해 높

은 내식 단강도를 나타냈지만, 통 시간에 변화에 따른 

강도 증가 효과는 미비하 다. 하지만, 동일 용 조건에

서 비연마조건인 No.3의 내식 단강도 3.25kN에 비해 

표면 연마를 부여한 No.4의 내식 단강도는 5.88kN으

로 약 2.63kN의 내식 단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면 조도값이 높을수록 항의 크기와 착제 

면 의 증가가 내식 단강도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단시편 찰결과 No.1 조건은 장시간 염수분무시

험으로 청이 발생하여 부식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하

지만, 구조용 착제를 도포한 시편은 상 으로 부식

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EDAX 분석결과 착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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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인 C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 으며 매우 낮은 부식량

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착제의 도포로 인해 용 부 

틈새부식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웰드본딩 

공정과 함께 표면 연마의 용이 내식 단강도  부식

의 억제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되며 추후 이종 소

재 용 부의 내식 단강도 향상을 한 표면 가공 방법

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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