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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l 합금은 구조물의 경량화의 관점으로부터 항공기, 

자동차, 철도차량 및 선박 등의 수송분야의 구조물에 

대한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Al 합금이 수송

기기의 경량화 구조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고강도가 

요구되는 동시에 양호한 용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따라서 경량구조용 고력 Al 합금의 용접부에 대한 

고능률성, 고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제결함을 방지 또는 저감화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경량구조용 Al 합금에 대한 용접으로는 아크용접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GMAW(Gas Metal Arc 

Welding) 및 GTAW(Gas Tungsten Arc Welding) 

용접부에서는 프로세스의 고유특성 등에 기인하여 입열

량의 증대에 의한 변형 및 균열발생 등이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어 있다
1)
. 그러므로 차량의 경우에는 소입열 

사용과 용접변형을 줄일수 있는 펄스(pulse) GMA 용

접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박용의 중․후판에도 적

용하고 있다. 그러나, GMA 용접의 경우 스패터가 발

생할 수 있으며, 또 LNG 탱크 등 대형구조물은 고능

률을 확보하기 위하여 He 가스를 사용하는 대전류의 

직류정극성(DCSP) GTA 용접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GTAW에 의한 고력 Al 합금 용접부의 조직 및 결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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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한편, Al의 산화피막에 대한 청정작용을 나타내는 

교류(AC) GTA 용접도 보조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주로 박판 및 중판에 적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보호가

스를 Ar에서 He 가스로 전환시켜 능률면이나 용접부의 

품질특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He 가스를 사용하

는 DCSP-GTA 용접법은 고능률, 소변형의 관점에서 

박판 및 중판뿐만 아니라 전처리에 주의하면 용입에 깊

어지는 장점을 이용하여 후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리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량구조용 고력 Al 합금에 

DCSP-GTA 용접을 적용하 을 경우, 분위기가스 및 

용접조건에 따른 용접부의 조직적인 특성 및 제결함의 

발생에 대하여 기초적인 검토를 하 다. 또한 이들 제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AC에 의한 GTAW도 병행 검

토하 다. 

2. 사용재료 및 실험방법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재료는 비열처리형 합금으로 Al-Mg

계의 5083, 열처리형 합금으로 Al-Mg-Si계의 6N01 

및 Al-Zn-Mg계의 7N01을 사용하 다. 그리고 비열처

리형 합금인 Al-Mn계의 3003과 열처리형 합금인 

Al-Cu-Mg계의 2017은 비교재로서 사용하 다. 사용 

재료의 화학조성 및 처리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실험방법

  DCSP 및 AC에 의한 GTA 용접은 65(w)×110(l)

×4(t)의 시험편에 대하여, 길이방향으로 용접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드온플레이트 용접을 하 으며, 보호

가스로는 He 및 Ar 가스를 사용하 다. 이때의 주요 

용접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용접부 단면의 매크로 및 미세조직은 주로 Keller 시

약(2㎖HF＋3㎖HCl＋5㎖HNO3＋190㎖H2O)으로 에

칭하여 광학현미경 및 일부 주사식전자현미경(SEM)을 

사용하여 관찰하 다. 그리고 균열의 파면관찰은 SEM

을 이용하 고, 또 균열근방의 미세조직에 대하여 SEM- 

EDX를 이용하여 성분분석을 하 다. 용접부 단면의 

경도는 용접후 약 1개월 상온 방치한 다음 마이크로 비

커스 경도계를 사용하여 용융경계부로부터 용접금속측

과 모재의 양 방향으로 측정하 다. 크레이터 균열율은 

크레이터 직경에 대한 전체 크레이터 균열길이의 백분

율로 나타내었다. 용접금속에 발생한 기공의 기공률은 

비드 중심의 표면에서 약 250∼300㎛ 하부의 횡단면

에 400격자의 점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비드의 형성 및 용접부의 조직

  용접법 및 용접조건의 변화에 의한 비드의 외관 및 

용접부 단면의 매크로조직의 예를 Fig. 1에 나타내었

다. 용접금속이 형성되는 용접조건에서는, 용접법 및 

보호가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교적 양호한 용접비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비드의 표면은 Ar 가스 및 AC 용

접부의 경우가 표면의 광택이 양호하 다. 그리고 

DCSP 용접의 경우가 AC의 경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materials used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s (wt.%) Treatment

conditionSi Fe Cu Mn Mg Cr Zn Ti Al

2017 0.560 0.24 3.77 0.710 0.60 0.025 0.0120 0.025 bal. T3*

3003 0.270 0.72 0.15 1.110 - - 0.0064 - bal. H14*2

5083 0.120 0.18 0.05 0.610 4.79 0.110 0.0180 0.017 bal. H112*3

6N01 0.430 0.18 0.17 0.017 0.47 0.018 0.0180 0.012 bal. T6*4

7N01 0.064 0.14 0.12 0.49 1.26 0.200 4.5500 0.034 bal. T5*5

*Solution treatment (495∼505℃) → cold rolling → R.T. aging (over 96hrs at room temperature), 

*2 Work hardening (without cold rolling), *3 As hot rolled, *4 Solution treatment (quenching from 

525∼535℃) → aging (170∼180℃×8hrs ), *5 Aging (120℃×24hrs)

Table 2 GTA welding conditions

Welding 
process

Welding 
current 
(A)

Welding 
speed 
(cm/min)

Shielding 
gas
(l/min)

Electrode 
(dia., 
mm)

Arc 
distance 
(mm)

Electrode 
tip angle 
( °)

DCSP 60∼100 25
He (15)
Ar (20)

Pure W 
(2.4)

2 45

AC 80∼100 25
He (15)
Ar (20)

Pure W 
(4)

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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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입이 현저하게 깊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 용접법에

서 He 가스를 사용한 경우가 Ar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

여 용입이 현저하게 깊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동일 

전류에서 비드폭에 대한 용입깊이의 정도는 DCSP-H

e〉AC-He〉DCSP-Ar〉AC-Ar 순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5083의 경우에는 비드표면의 처짐과 이면비드의 

부풀음(swelling) 현상
2)
이 타 재료에 비하여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으며, 6N01의 경우에는 용

접조건에 따라서 비드의 표면에서도 관찰이 될 정도의 

큰 균열이 발생하 다. 

  Fig. 2에는 He 가스를 사용하여 DCSP로 용접하

을 때 용융경계부 근방 및 용접금속 중앙부의 미세조직

을 나타내었다. 용융경계부 근방의 용접금속은 용융경

계부에서 에피탁시알 성장한 대부분의 주상정과 일부의 

셀룰라덴드라이트(cellular dendrite)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용접금속 중앙부는 대체적으로 등축

정이 나타나는 혼합조직을 나타내었다. 용접전류의 증

가에 따른 용접금속 조직의 조대화는 6N01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또, 용융경계부 근방의 

열 향부는 고온으로 가열되고 비교적 급냉되므로 합금

에 따라 재결정되었거나 석출물이 재고용된 상태이지

만, 6N01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용접전류의 증가에 

따른 조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용융경계부 근처의 열 향부 결정립의 조대화가 뚜렷하

지 않은 것은 Al 합금의 열전도도가 높아 열 향부의 

구역이 비교적 넓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

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재결정 억제 및 결정립 미세화 

원소들이 적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DCSP에 의한 용접금속 및 용융경계부의 미세조

직적 특성은 종래의 Al 합금에 대한 아크 용접부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He가스에 의한 DCSP 용접부 단면의 경도분포의 예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용접금속의 경도는 5083을 

제외하면, 모재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5083의 열 향부에서는 연화구역의 폭이 

거의 없고 모재의 경도와 유사한 매우 양호한 경도분포

를 나타내었다. 7N01의 열 향부에서도 석출물 재고용

에 의한 경도값 변화 이외는 과시효에 의한 연화구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재의 경도와 유사한 경도분

포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7N01의 경우에는 실온에서 

열 향부의 연화구역에서 경도가 쉽게 회복되는 자연시

효의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6N01

의 열 향부에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서 모재에 

비하여 약간 낮은 경도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용접부

에서의 경도분포의 경향은 다른 용접조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1 Bead appearances and macrostructures of cross section of 5083 and 6N01 welds

Welding

conditions

5083 6N01

Surface Cross-section Surface Cross-section

DCSP,

He,

60A

DCSP,

He,

80A

DCSP,

He,

100A

DCSP,

Ar,

100A

AC,

He,

80A

AC

He,

100A

AC,

Ar,

1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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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접부의 제결함 현상

  3.2.1 용접부의 균열

  지금까지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대입열 아크용접에서

는 균열감수성이 낮은 5083이나 7N01에서도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3)
, Al-Cu계의 실용합금인 

2014나 2024에서도 저융점 공정상이 형성되어 균열감

수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5)
. 그러나 본 연구의 용접

조건 범위내에서는, 비드균열의 경우, 6N01에서만 용

접금속의 중앙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 다.

  6N01의 균열 및 균열주위의 단면 미세조직을 Fig. 

4에 나타내었다. 6N01의 경우, 용접전류 80A 이상에

서 He 가스를 사용한 DCSP와 AC의 용접방법 모두에

서 균열이 일부 발생하 으며, 용접전류가 증가함에 따

Fig. 2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weld metal and near fusion boundary in DCSP-GTAW 

with He gas

Welding process: GTAW-DCSP, Shielding ga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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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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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rdness distributions of the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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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cal microstructures near crack occurred 

in 6N01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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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균열의 발생정도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Ar 가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

았다. 일반적으로 6000계 Al 합금에서 고온균열이 많

이 발생하는 이유는, 응고구간을 확장시키고 용해도가 

큰 Mg 및 Si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입열이 증가되

면 저융점의 용질이 액상으로 형성되기 쉽고, 이들 액

상이 수지상정 입계에 오랫동안 잔존하게 되므로, 응고

시 수축에 의한 인장스트레인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 균열은 Fig. 4에 나타낸 것

과 같이 주로 용접금속 중심부에서 수지상정 입계를 따

라 용융경계선에 인접한 열 향부까지 진전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균열주위의 용접금속을 EDX로 면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Fig. 5의 (b)에서와 같이 균열의 원

인이 되는 저융점물질이나 불용성화합물의 형성에 향

을 주는 Si 성분이 수지상정 입계에 농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6N01에서 발생한 균열의 파면을 SEM으

로 관찰한 것으로서, 용접금속에서는 (a)와 같이 덴드

라이트의 돌기가 관찰되는 응고균열의 특징을 나타내었

으며, 용융경계선에 인접한 열 향부에서는 (b)와 같이 

액화균열로 보이는 입계균열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6N01에서는 용접금속에서의 응고균열뿐만 아니라 열

향부의 액화균열감수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l 합금 용접부의 균열감수성을 

더욱 상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크레이터부에서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조사하 다. Fig. 7은 용접전류가 100A

일 때 6N01 및 7N01에서 발생한 크레이터 균열부를 

나타낸 것으로서, 6N01의 경우 크레이터 중심부에서 

전형적인 별모양(star-like)의 크레이터 균열이 발생하

여 크레이터 폭 전체로 진전된 형상을 나타내었다. 

7N01의 경우는 분리된 선 모양(linear-like)을 나타

내었다. 크레이터부에서의 균열은 He 가스를 사용하

을 경우에 6N01 및 7N01에서 발생하 으며, 비교재

로 사용한 2017에서도 균열이 발생하 다. 

  Fig. 8은 각 합금에 대한 크레이터 균열률을 나타낸 

것이다. 크레이터 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본 연

구의 합금 중 비드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 던 6N01

로서, 대부분이 80A 이상의 AC 용접부에서 발생하

다. 2017의 경우에는 100A일 때 DCSP 용접부에서도 

일부 발생하 다. 이와 같이 DCSP에 비하여 AC 용접

에서 균열이 잘 발생하는 것은 동일 전류에서 비드폭이 

더욱 크고 용입이 작아 응고수축에 따른 스트레인이 더

욱 크게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Ar 

가스에 비하여 He 가스의 경우에 균열감수성이 증가하

는 것은, He 가스 사용시의 아크 열원의 집중성이 높

아 더 많은 용융금속을 형성하고, 따라서 변형량도 증

가하기 때문7)으로 생각된다. 크레이터부의 균열발생 결

  

           (a)                        (b)

Fig. 5 SEM microstructure of (a) weld metal of  

6N01 and (b) EDX analysis on (a)

  

             (a)                           (b)

Fig. 6 SEM microfractographs showing (a) solidification 

crack in weld metal and (b) intergranular 

crack in HAZ near fusion boundary of 6N01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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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crophotographs of crater crack in (a) 6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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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의하면, 용접비드에서 의 균열발생 결과와 마찬가

지로 6N01의 경우가 고온균열 감수성이 가장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7N01의 경우도 비교적 높

은 균열감수성을 나타내었다. 

  3.2.2 용접금속의 기공

  용접법 및 용접조건에 따른 각 합금의 기공률을 Fig. 

9에 나타내었다. DCSP에 의한 용접부에서는, 용접방

법, 용접전류 및 보호가스에 관계없이, 기공률은 약 

0.5% 이하로 대단히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AC에 의한 용접부에서는 Ar 가스를 사용한 경우에 대

단히 높은 기공률을 보 으며, 특히 5083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Ar 가스를 사용하여 AC로 용접한 경

우의 2017 및 5083에 발생한 기공 및 기공근처의 단

면 미세조직의 예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기공률을 나타낸 5083의 경우에는 비드 표면 근방에서 

50∼100μm의 비교적 큰 기공이 주로 관찰되었다. 각 

합금의 용접금속에서의 기공은 원형이 주로 관찰되었으

며, 그 외 수지상정간 또는 그 입계에서 형성된 불규칙 

미세 기공도 일부 관찰되었다. 한편, 용접전류를 증가

시키거나 용접속도를 감소시키면 기공생성이 억제된다

는 보고
1,8)
가 있지만, 본 연구의 범위내에서는 용접전

류에 따른 기공발생의 정도는 5083을 제외하면 대체로 

유사하 다. 특히, He 가스를 사용할 경우 용접전류나 

용접방법에 관계없이 매우 낮은 기공률을 나타내는 것

은 He 가스의 적절한 유량에 따른 대기와의 차폐가 잘 

이루어졌을뿐 아니라, He 가스의 사용에 따라 용융지

의 온도상승효과에 의하여 가스방출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4)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공의 주 발

생원을 수소라고 가정하 을 경우에는, 고 도의 He 

이온이 용융지에서의 H2 분압을 감소시켜 기공의 핵생

성을 느리게 하고 기공의 성장속도를 저하시키는 것도 

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9)
.

  따라서, DCSP에 의한 GTAW는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접금속의 기공 억제에도 대단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경량구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력 Al 합금 중 비열

처리형인 5083과 열처리형인 6N01 및 7N01에 대하

여, DCSP 및 AC에 의한 GTA 용접법을 이용하여 비

드온플레이트 용접을 실시한 후, 용접비드의 형성, 용

접부의 매크로 및 미세조직적 특성 및 결함현상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동일한 용접전류에서, DCSP로 용접한 경우가 

AC의 경우에 비하여 용입이 깊게 나타났으며, 또한 보

호가스로 He을 사용한 경우가 Ar의 경우에 비하여 용

입이 깊게 나타났다.

  2) 용접금속은 용융경계선에서 에피탁시알 성장된 주

상정과 등축정의 혼합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용접전류

의 증가에 따른 조직의 조대화는 6N01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3) 용접비드에서의 응고균열은 6N01에서만 관찰되

었으며, 수지상정 입계를 따라 용접금속의 중심에서 주

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용융경계부 근방의 

열 향부에서 액화균열도 관찰되었다. 이들 균열은 He 

가스를 사용한 DCSP 및 AC 용접에서 용입이 크거나 

용접전류가 높을 때 나타났으며, 균열발생 원인 중인 

하나로 Si 성분의 입계 농화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6N01의 경우에는 용접금속에서의 응고균열감수성 뿐

만 아니라 열 향부에서의 액화균열에 대한 감수성도 

높다는 것을 알았다. 

  4) 크레이터 균열은 대부분 He 가스를 사용한 AC 

용접에서 발생하 고, 용접전류가 높을수록 크레이터 

균열율이 증가하 다. 이러한 균열은 6N0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으며, 용접비드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던 열처리형의 7N01에서도 일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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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CSP 용접의 경우 보호가스에 따른 기공률은 합

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약 0.5% 이하로 대단히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AC 용접에서 Ar 가스를 사용

하 을 경우에는 기공발생 정도가 크게 증가하 으며, 

5083에서 가장 많은 기공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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