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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루미늄은 단  질량당 강도가 높고 내식성이 우수

하여 운송기기 등의 경량화를 한 소재로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합 은 열확산율이 상 으로 

높아 용 을 해서는 높은 입열량을 요구하고 있다. 6

천  7천 계열의 알루미늄은 가공성, 강도, 내식성이 

우수하고 용 성이 나쁘지 않으나, 용 열에 의한 연화

와 용 균열 감수성이 높다1,2). 이에 상 으로 입열

량이 낮은 고 도에 지를 이용하는 이 빔 용 에 

한 연구3,4)가 진행 된바 있으며, 알루미늄의 높은 

합효율을 구가하는 용 기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개발된 마찰교반용 은 모재가 가지는 용융

 이하에서 용 을 수행하는 고상용 의 한 방법으로 

용융부가 발생하는 기존의 용 기법의 가능성 있는 

안5)으로 주목 받고 있다. 두 기법은 아크용  등 통

인 용  기법에 비해 낮은 단 입열량을 통해 용 을 

한다는 공통 이 있으나, 용융부가 발생하지 않는 마찰

교반용 이 좀더 우수한 합효율을 가질 것을 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형 알루미늄 6천  7천

계열에 해서 이 빔 용 과 마찰교반용 을 통해 

합부를 취득하여 각각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모재와 비

교하여 합효율을 확인하고, 강종별, 용 기법별 특성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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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재료

  열처리형 알루미늄  6천계열 2종과 7천계열 3종을 

선택하여 실험  평가를 진행하 다. 상 강종과 화

학조성은 Table 1과 같다. Al7021-T7과 Al7H01- 

T7 은 주문제작품으로 화학조성비는 측정치를 표기 하

으며, 나머지는 상용재6)를 활용하 다. Al7075-T6 

는 2 mm의 두께를 가지며, 나머지는 모두 3.3 mm의 

두께를 가진다. 용 부 인장강도에 한 평가의 기 으

로 활용하기 하여 사용재료의 압연방향 인장 강도를 

ASTM E87)을 수하여 측정하 다. 측정횟수는 3회

이며 평균값을 표 값으로 하 다. 측정 결과는 Fig. 

1과 같다.

3. 실험 방법  측정 방법

3.1 이 빔 용

  비드 온 이트(Bead On Plate, 이하 BOP) 이

빔 용 (Laser Beam Welding, 이하 LBW) 에서 

사용한 이 는 최  출력 3 kW의 Yb:YAG 이버

이 (YLS-3000, IPG)이며, 이버의 직경은 200 ㎛, 

거리는 200 mm, 의 직경은 245 ㎛ 이다. 빔

은 진각 3˚가 되도록 설정하 으며, 모재의 표면에 

빔이 조사되도록 치를 조정하 다. N2 보호가스를 용

부 상면과 배면에 15 l/min으로 공 하 다. 실험환

경은 Fig. 2(a)에 도시하 다.

  단 입열량은 이 빔 출력을 용 속도로 나  값으

로 단 길이당 입열량을 의미하며, 동일한 용  공정간

의 모재에 투입된 에 지의 상 비교를 해 사용하

다. 단 입열량에 따른 인장강도의 비교를 하여, 출

력을 2.5 kW로 고정하고 용 속도를 변수로 하여 용

락 없는 완 용입 공정 역을 확보하 다. 제작된 시험

편을 상으로 3회 반복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 다. 

3.2 마찰교반용

  마찰교반용 (Friction Stir Welding, 이하 FSW) 

에 사용한 마찰교반용 기(F1300, 화천)는 최  스핀

들 속도 6000 rpm, 모터출력 25 kW의 성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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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setup of (a) LBW and (b) FSW pro- 
cess, (c) tool shape of FSW process

　 Cr Cu Fe Mg Mn Si Ti Zn Zr Al

Al6060-T6* ≤0.05 ≤0.10 0.10-0.30 0.35-0.60 ≤0.10 0.30-0.60 ≤0.10 ≤0.15 - Bal.

Al6082-T6* ≤0.25 ≤0.10 ≤0.50 0.60-1.2 0.40-1.0 ≤0.70-1.3 ≤0.10 ≤0.20 - Bal.

Al7021-T7** 0.10 0.15 0.13 1.26 0.11 0.07 0.03 5.43 - Bal.

Al7H01-T7** 0.01 0.46 0.13 12.49 0.17 0.06 0.03 4.77
0.0
9

Bal.

Al7075-T6* 0.18-0.28 1.2-20 ≤0.50 2.1-2.9 ≤0.30 ≤0.40 ≤0.20 5.1-6.1 - Bal.

*As received , **Measured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pplied aluminium alloys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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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2(b)). FSW용 툴은 SKD61 공구강으로 제

작되었으며 14 mm의 더 직경을 가지는 concave 형

상으로, 마찰력증 를 해 더에는 나사산형상을 가

진다(Fig. 2(c)).

  완 용입된 LBW 용 시편과의 상 인 비교를 

하여 FSW의 목표공정조건은 BOP에서 스터드 역

(Stirred Zone, 이하 SZ)이 모재의 배면까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만족하기 하여 툴 삽입 

깊이를 치제어를 통해 결정하 다. 툴 회 축의 각은 

3˚를 유지하 다. 고정된 출력에서 용 속도의 조 로 

유의미한 단 입열량을 결정할 수 있는 LBW 와 달리 

FSW는 결함 없는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이송속도 역

이 좁고, 단 입열량의 부분이 툴의 회 속도에 의해 결

정된다8). 따라서 이송속도를 1.0 m/min 와 0.8 m/min

으로 고정하고,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3수 의 툴의 회

속도로 용 한 시편을 평가 하 다.

3.3 측정방법

  인장강도 측정을 한 LBW 와 FSW 시편은 모재의 

측정기 인 ASTM E8을 수하 다. 각 강종별, 공정 

조건당 3회의 반복측정을 하 으며 평균값을 표 값으

로 선택하 다. 용 부 단면경도는 미소 비커스 경도 

시험기를 통해 측정하 으며 0.05 kgf 의 가압을 10

간 유지하 다. 단면경도 측정은 용 부 두께 방향 

심을 폭 방향으로 통하는 분포를 취하 다.

4. 결과  고찰

4.1 공정가능 역  비교공정조건

  LBW의 강종별 공정가능 역을 Fig. 3(a) 에 열확

산율6,9,10) 과 함께 도시하 다. 열확산율은 열 도계수

를 도와 비열로 나  값으로 재료가 겪는 온도구배에 

해 얼마나 열을 빨리 손실 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만

약, 재료별 용융열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열확산율이 

높은 재료는 완 용입을 해서 많은 단 입열량을 요

구하게 될 것이다.

  Al7H01-T7의 경우 열확산율을 확인할 수 없어 별

도로 표기 하 다. 실험에 사용한 강종의 체 당 융해

열의 범 는 1.06~1.11 J/mm3으로 유의차가 크지 

않은 반면, 열확산율은 넓은 범 를 가지며, 공정이 가

능한 단 입열량의 범 는 열확산율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알루미늄에 한 LBW 공정에서 유의미

한 양의 에 지가 열 도를 통해 소모되며, 강종이 가

지는 열확산율에 비례하여 필요 단 입열량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공정가능 단 입열량과 열확산율의 비례 계

를 볼 때, Al7H01-T7의 열확산율은 Al7021-T7과 

Al6082-T6사이의 값(59~66 mm2/s)을 가지는 것으

로 추정된다. 

  Al7075-T6 의 경우 2.5kW 출력에서 다량의 스패터

가 발생하면서 표면에서의 언더필이 심하게 형성되어, 

2 kW 출력조건으로 목표 공정조건을 달성하 다. 이와 

유사한 경향은 FSW 공정에서도 발생하 다. Al7075- 

T6을 제외한 모든 강종에서 2000 rpm 회 속도에서 

목표공정이 가능하 으나, Fig. 3(b)와 같이 Al7075- 

T6는 1500 RPM 이상에서 모재용융이 발생하 다. 이

는 Al7075-T6이 가지는 낮은 열확산율로 인한 열의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공정가능 역을 기반으로 LBW와 FSW의 시

편 인장강도를 비교하기 한 3수  공정조건은 Table 

2와 같이 설정하고 해당 조건의 결과를 평가 하 다. 

일부 강종에 한 용 시편의 단면을 Fig. 4에 도시하

다.

 

4.2 용 시편의 인장강도

  알루미늄합 의 O재는 재를 제조한 상태를 어닐링

하고 재 결정시킨 것을 의미한다. 기계  강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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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목 으로 열처리를 진행하는데, 6천계열  7천계

열의 T6재는 고용화처리후 인공시효한 것을 의미하며, 

T7재는 고용화 처리후 과시효를 통해 안정화 처리 한 

것을 의미한다. 열처리를 통해 상승한 기계  강성의 상

승분의 일부 혹은 부는 용 공정을 통해 소실되기 때

문에, 용 시편의 인장강도는 O재의 인장강도와 비교의 

상이 된다.

  6천계열에 한 용 기법  조건별 인장강도의 결과

는 Fig. 5에 도시하 다. Al6060-T6 의 경우 단은 

LBW에서 용융부 (Fusion Zone, 이하 FZ), FSW에서 

SZ  열 향부 (Heat Affected Zone, 이하 HAZ)

에서 발생하 다. LBW와 FSW 모두 모재의 60% 수

의 인장 강도를 달성하 으며 이는 Al6060-O재 수

의 인장강도6)와 동일하다. 

  아울러 최  단 입열량 조건이 최소 단 입열량 

비 40%가 많으나, 단 입열량 수 에 따른 인장강도의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선택한 공정 조건에서 

열처리로 향상시킨 인장강도의 향상 량이 용 공정을 통

해 모두 제거되었으며, 선택한 공정 조건의 최소 단 입

열량으로도 열처리의 효과가 모두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아울러, FZ을 가지는 LBW와 그 지 않은 FSW

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은 FZ의 연화 량이 FSW 공정

에서 발생하는 연화 정도와 상응하는 수 임을 의미 한다.

  Al6082-T6에 한 LBW 용 시편은 FZ  HAZ 에

서 단이 발생하 으며, 단 입열량이 높은 1.5 m/min 

에서는 HAZ에서만 단이 되었다. 체 인 인장강도

는 FSW보다 LBW가 높은 값을 기록하 으나 차이는 

15 MPa 수 으로 역시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Al6060-T6 와 동일하게 단 입열량에 의한 인장강도

의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O재 수 으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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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도 하강은 발생하지 않았다. 

  7천계열에 한 측정결과는 Fig. 6에 도시하 다. 7

천계열은 모두 단이 LBW는 FZ에서, FSW는 SZ  

HAZ 에서 발생하 다. 세 강종 모두 LBW는 모재

비 48~58% 수 의 인장강도를 달성하 으나, Al7H01- 

T7을 제외하고는 O재 보다 높은 인장강도가 확보되었

다. 반면, FSW는 모재 비 82~89% 수 의 인장강

도를 달성하 다. 7천계열 역시도 단 입열량 수 에 따른 

인장강도의 경향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치별 연화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LBW는 2수 (Lv. 

2) 시편의 단면경도를, FSW는 이송속도 0.8 m/min 에서 

2수 (Lv. 2) 시편의 단면경도를 측정하여 Fig. 7(a)

와 (b) 에 각각 도시하 다. 

  Al6060-T6는 연화 역(FZ, SZ, HAZ)에서 두 용

기법 모두 유사한 경도 의 하락이 찰되었으며, LBW

의 FZ에서, 그리고 FSW의 HAZ에서 조  더 낮은 경

도가 측정되었다. Al6082-T6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도 

하락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LBW의 경우 HAZ에서 

가장 낮은 경도를 기록하 으며, 이것이 HAZ에서의 

단이 원인으로 단된다. 반 으로 Al6060-T6의 경

도하락보다, Al6082-T6의 경도하락폭이 낮은 편인데, 

Al6082 소재에 포함되어 있는 Mg, Si와 같은 강화상 

형성 원소의 양이 상 으로 높기 때문으로 단된다.

  반면 7천계열의 경우 LBW의 FZ에서 상 으로 큰 

경도하락을 기록하 다. FSW의 SZ와 HAZ 에서는 

LBW의 HAZ 의 경도 값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 다. 

FZ에서의 경도가 하락이 가장 큰 Al7075-T6 가 동일

시편(4.50 m/min)에서 가장 낮은 47%의 합효율을 

보 으며, 상 으로 낮은 경도하락을 기록한 Al7021- 

T7의 시편(3.50 m/min)에서 가장 높은 55%의 합

효율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용한 두 용 기법과 강

종에서의 합효율은 경도하락 수 과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형 6천계열 알루미늄 2종과, 7

천계열 알루미늄 3종에 해서 각각 이 빔 용 과 

마찰교반용 을 수행하고 각 용 시편이 가지는 인장강

도를 측정하여 비교하고 평가 하 다. 실험에 사용한 

소재에 해 아래와 같이 결과를 정리 할 수 있다.

  1) 열처리형 6천  7천계열 알루미늄의 완 용입을 

한 이 빔 용 에서 필요한 단 입열량은 해당 강

종이 가지는 열확산율에 비례한다.

  2) 모든 실험에서 단 입열량과 인장강도에 한 경

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실험에 사용한 가장 낮

은 단 입열량에서도 충분한 재료의 열화가 발생하 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3) 6천계열의 알루미늄은 이 빔 용 과 마찰교반

용 을 이용하여 얻은 용 시편의 인장강도는 유사한 

수 으로 측정되었다. 두 기법 모두 Al6060-T6는 모

재 비 60%, Al6082-T6는 모재 비 87% 수 을 달

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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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nsile test results of (a) Al7021-T7, (b) Al7H01- 
T7 and (c) Al7075-T6 by welding process an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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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천계열의 알루미늄은 이 용 을 수행하여 얻

은 용 시편의 합효율은 48~58% 수 이며, 마찰교

반용 의 경우 82~89% 수 을 달성하 다.

  5) 모재의 용융을 거치지 않는 고상용 인 마찰교반

용 의 합부는 이 빔 용  비 7천계열 알루미늄

에서만 상 으로 우수한 인장강도를 보인다.

  열처리로 기계  강성이 강화된 6천  7천계열 알

루미늄 재에 해서 모재가 용융  고화를 거치는 

이 빔 용 에 의한 합효율 보다 고상 합의 한 방

법인 마찰교반용 이 체 으로 우수한 합효율을 보

일 것으로 기 하 으나, 7천계열 알루미늄에서만 마찰

교반용 이 우수한 합효율을 보이는 반면, 6천계열 

알루미늄에서는 동등한 수 의 합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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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ardness distributions on the (a)LBW weldment of 2nd level experiment condition (Lv. 2) and (b)FSW 0.8 m/min 
2nd level experiment condition (Lv. 2) weld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