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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5083 합금의 플라즈마 미그 하이브리드 용접시 용접부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 변화에 미치는 용접조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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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welding condition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y of Plasma-MIG Hybrid Weld 
between Al 5083 plates(thickness : 10mm) was investigated. 1 pass weld without any defects such as puckering,
undercut, and lack of fusion was obtained by 150~200A of plasma current and 5~7mm of welding speed. Gas
porosities and shrinkage porosities were existed in the weld near fusion line. As welding speed and plasma 
current were decreasing, the area fraction of porosity was increasing. The hardness of the weld is increasing 
as welding speed. On the basis of microstructural analysis, Mg segregated region near dendrite boundaries 
tends to increase with the welding speed. In the result of hardness test, Distribution of hardness in fusion 
zone showed little change with the plasma current. However, when the welding speed increased, hardness 
in weld metal markdly increased. It could be considered that effect of heat input to growth of the dendritic 
solidification structures. Based on tensile test, tensile properties of weld metal was predominated by area 
fraction of porosities. Consequently, tensile properties can be controlled by formation site and area fraction 
of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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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  이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은 연평균 2%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CO2 배출

량 감축 노력  비 OECD 국가의 LNG 수요 증  

미국의 발  연료로써 LNG의 사용이 증하고 있어 5

 에 지  LNG의 비 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

해, LNG를 채굴  운송하기 한 LNG FPSO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2).

  LNG FPSO와 LNG선에 사용되는 화물창은 LNG

의 -169℃ 상태의 액화 천연가스로 액화시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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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t%) Si Fe Cu Mn Mg Zn Cr Ti Al

Al 5083-O 
(Base metal) 0.08 0.22 0.07 0.65 4.60 0.01 0.08 0.02 Bal.

Al 5183 
(Filler wire) 0.08 0.16 0.01 0.58 5.30 0.04 0.06 0.07 Bal.

MIG contact nozzle

Ceramic insulation

Plasma electrode

Plasma constrictor
nozzle

External nozzle

Plasma gas

MIG gas

Shielding gas
Stand offER 5183

Al 5083

Fig. 1 Schematics of PMHW torch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and filler 
wire 

장해야 하므로 액체의 압력은 물론 온도에 따른 향

에 해서도 충분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러한 화물창 재료는 스테인리스강(SUS 304), 알루미늄 

합 (Al 5083-O), 니  합 강(9% Ni Steel, 36% 

Ni Steel)이 용되고 있다. 9%Ni steel과 36%Ni 

steel의 경우, 각각 Submerged Arc Welding(이하, 

SAW)  Resistance Seam Welding(이하, RSW), 

Plasma Arc Welding(이하, PAW) 등의 고생산성 용

 기법이 용할 수 있으나, Al 5083-O 합 의 경우

에는 알루미늄 합 의 특성 때문에 SAW 등의 고생산

성 용  기법을 용할 수 없어 용  생산성 향상에 제

약이 있다. 따라서, 알루미늄 합 의 용  생산성 향상

을 해서는 고생산성 용  기법 개발이 실하다3-12).  

  재 개발되고 있는 알루미늄합  Al5083-O 합 의 

고생산성 용  기법은 신기법으로써 Laser-MIG Hybrid 

용 , Friction Stud Welding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용 두께와 장비 가격  설치상의 문제로 형 구조

물로 확  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MIG 기반의 

600~900A  류 MIG 워소스  탄뎀 기법을 

이용한 로세스가 용되어 왔으나 융합불량(Lack of 

Fusion), 변형  기공과 다층 용 부 미소 크랙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용  품질 부분에서 재작업률이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Al-5083 용 부의 융합불량  Crack 

발생을 제어하여 재작업률을 감하며 고품질 용 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로세스의 개발이 실히 필요하다.13-14) 

  이에 한 안 의 하나로써 Plasma-MIG Hybrid 

Welding(이하, PMHW) 로세스가 있다. PMHW는 

1970년 에 W.G. Essers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로

세스는 라즈마 용 (Plasma Arc Welding, 이하 PAW) 

워소스와 불활성 가스 메탈 용 (Metal Inert Gas 

Welding, 이하 MIG) 워소스 2 의 용 기를 이용

하여 MIG 아크를 둘러싸는 동축 라즈마 아크를 발

생시켜, 이 2가지 아크가 용 부에 모두 인가되는 방식

이다14-15). 동축 라즈마 아크가 MIG 아크 주 에 

치하므로, 알루미늄 용 에서의 열  후열효과를 있

어 송 속도 증가  기공 감소에 효과가 있고, 역극성

의 라즈마가 모재의 산화막을 제거하는 청정작용을 

일으키므로 알루미늄 용 에 유리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15-17).  

  알루미늄 합 에 한 PMHW 선행연구로는 Ton, 

H.은16) 비동축 PMHW 용 에서 학 분 법을 이용

하여 아크의 온도분포를 측정하 고 미그 류와 라즈

마 류와의 계를 악하고 용 특성을 검토하 다. 

W.G. Essers 등은18) PMHW 용 과 MIG 용 의 입

열량을 측정하여 아크의 열 달에 따른 용입 메커니즘

을 제안하고, 용입과 입열량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Tanaka, M.은19) PMHW를 Al 5052 랩조인트에 

용 가능성을 평가, 안정 인 용 이행을 통한 미려한 

비드 외 과 더불어 스패터(spatter)  smut 발생이 

감됨을 보고하 다. Kim.등20)은 Al 5183 와이어에 

한 MIG 용 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 와이어 구경에 

따른 아크 이행 변화와 용착률 상승효과에 해 연구하

다. 따라서, 재까지의 PMHW 연구는 용  이행 

상 분석을 통한 용  공정과 용입 특성 분석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하이 리드 효과에 

따른 미세조직과 기계  성질과의 상 계를 조직학  

에서 연구한 사례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즈마 미그 하이 리드 용 부의 미세조

직과 기계  성질 변화에 미치는 라즈마 류  용

속도의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사용 재료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모재는 두께 10mm인 Al 5083-O 

합 을 사용하 으며, 용 재료는 직경 1.2mm의 Mg

이 5.3wt% 함유된 Al 5183을 사용하 다. 모재와 용

재료의 화학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용  실

험은 400A  PAW 용 기(극성:DCEP) 와 MIG 용

기(극성:DCEP)로 구성되어 있는 시 지 모드 타입

의 PMHW 용 기를 사용하 다. 

  Fig. 1은 PMHW 용  토치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Table 2에 본 실험의 용 조건을 나타내으며 라즈마 

류를 100,150,200A 용 속도를 5,7,9mm/se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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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variables Main variables

Nozzle 
diameter(mm) 12

Plasma current
[A]

100,
150,
200

MIG voltage 
[V] 28

Wire feeding speed 
(m/min) 20

Stand off 
(mm) 8

welding speed
(mm/sec) 5,7,9MIG / Plasma gas 

(l/min)-100%Ar 10/15

Shielding gas 
(l/min)-100%Ar 15

Table 2 Welding condition of PMHW

Groove Angle. 60°

Base metal
thickness:10t

Root face:4mm

First half Second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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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ucture
Analysis specimen

240 30 30

100100

Srart Finish247

Unit:mm

Welding direction

(a)

(b)

A1 A2

Fig. 2 Schematics of butt weld on plate test (a) butt Joint 
geometry, (b) location for tensile test specimen

(a)

(b)

(c)

(d)

 Fig. 3 Bead shape inspection on Plasma-MIG  hybrid 
arc welding on Al 5083 alloy sheet  (a) full pen-
etration [Ip 150A-W.S 5 mm/sec], (b) puckering 
[Ip 200A-W.S 5mm/sec], (c) undercut [Ip 150A- 
W.S 9mm/sec], (d) partial penetration [Ip100A- 
W.S 9mm/sec]

변화하 고 노즐 직경을 12mm, MIG 용  압 28V, 

와이어 송  속도를 20m/min, 라즈마 노즐과 모재간 

거리(stand off)를 8mm로 고정하여 용 을 실시하 다. 

한 MIG 가스, Plasma 가스, Shielding 가스 종류는 

100% Ar 가스를 사용하 고, 유량은 각각 10l/min, 

10l/min, 15l/min으로 하 다. 

  Fig. 2(a)는 용 시 이음부의 형태를 나타내며 Y-그

루  형태의 맞 기 용 을 실시하 다. Fig. 2(b)는 

인장시편 채취  미세조직 분석 역을 나타낸다. 인장

시편의 취득은 DNV 규격 J200 “Butt welds in 

plates”에 의거하 으며 용 방향의 정 앙을 기 으

로 용  반부 역(First half, A1)과 후반부 역

(Second half, A2) 두 부분으로 나 어 인장시편  미

세조직 분석용 시편을 각각 채취 하 다. 용 부의 미세조

직 출을 해 Keller’s modified 용액 (H2O(50ml) + 

HNO3(25ml) + HCl(15ml) + HF(10ml))과 Weck’s 

용액 (H2O(100ml) + KMnO4(4g) + NaOH(1g))을 사용

하 으며 학 미경(Optical Microscope, 이하 OM)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하 

SEM)으로 미세조직을 찰하 다. 인장시험은 만능시

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TTM-1000)를 사용

했으며 크로스 헤드 속도(Cross-head speed) 1mm/min

으로 수행하 다. 용 부의 경도는 마이크로 비커스 경

도기를 이용하여 하  300g, 유지 시간 10 로 측정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용 부 비드 형상  결함

  Fig. 3은 라즈마 류와 용 속도를 변화시켜 용

한 용 재의 비드 외 을 표 으로 나타낸 것이며, 

Fig. 4는 Fig. 3의 □로 표시된 역의 용 비드 단면

을 나타낸 것이다. 라즈마 류가 150A, 용 속도가 

5mm/sec인 조건(Fig. 3과 Fig. 4의 (a))에서 비드 

표면이 미려하고 완 한 용입이 이루어져 있다. 반면 

라즈마 류가 200A, 5m/sec인 조건(Fig. 3과 Fig. 

4의 (b))의 경우 퍼커링(Puckering) 비드가 생성되

어, 용입은 이루어져 있으나 용융부내 융합 불량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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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Optical micrograph of cross section bead for full 
penetration and welding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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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welding condition on welding defects 
[Sound : S], [Undercut : U] [Puckering : P], [Partial 
Penetration : PP]

(a) (b)

(c) (d)

(e) (f)

(h)(g)

2mm 2mm

2mm2mm

2mm 2mm

2mm 2mm

Fig. 6 Optical micrograph of cross section bead for full 
penetration (a),(b):[Ip 150A-W.S 5 mm/sec], (c), 
(d):[Ip 150A-W.S 7mm/sec], (e),(f):[Ip 200A-W.S 
5mm/sec], (g),(h):[Ip 200A-W.S 7mm/sec]

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라즈마 류가 150A, 

용 속도가 9mm/sec인 조건(Fig. 3과 Fig. 4의 (c))

에서는 용입은 이루어 졌으나 언더컷(Undercut)이 발

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라즈마 류와 용 속도

가 각각 100A, 9mm/sec인 조건(Fig. 3과 Fig. 4의 

(d))에서 부분 용입만 이루어져 있다. 

  Fig. 5는 Fig. 3 과 Fig. 4의 결과를 바탕으로 용

조건에 따른 용입  결함 발생 황을 도시화 하 다. 

결함이 없는 완 한 용입은 용 속도와 상 없이 라

즈마 류가 150A~200A 에서 발생된다. 그러나 

라즈마 류가 200A, 용 속도가 9mm/sec인 조건에

서는 퍼커링이 발생되며 라즈마 류 150A, 용 속

도가 9mm/sec인 조건에서는 언더컷이 발생된다. 라

즈마 류가 100A인 경우 모든 용 속도 변화에서 부

분 용입이 발생되었다. 알루미늄 MIG 용 에서 퍼커링 

상은 음극 의 용융지 내부로의 이동, 고 류 의 높

은 아크력, 빠른 용 속도, 보호가스의 차폐 부족에 의

하여 발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1-23). 본 실험에서 발생

한 퍼커링 원인은 높은 라즈마 류에 의한 음극 의 

용융지 내부 이동과 빠른 용 속도에 의한 보호가스 차

폐 부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언더컷

은 빠른 용 속도에 의해 용융 속의 용착량이 부족하

여 발생되고, 부분 용입은 낮은 라즈마 류에 의해 

용입이 충분히 되지 못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완  용입 조건인 라즈마 류 

150A,200A, 용 속도 5,7mm/sec 조건의 시험편을 

상으로 용 부 시험  분석을 실시하 다.   

  Fig. 6 은 완  용입 조건 시험편의 횡단면을 나타내

었다. A1 과 A2 는 Fig.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

 반부와 후반부의 횡단면이다. 용융부 형상은 모든 

조건과 치에서 비드상부 폭이 넓고 하부로 내려갈수

록 좁아지는 와인컵 형상으로 라즈마 용 부 단면 형

상의 표 인 모습이다. 한 용 부 내 검은색의 미

세결함이 찰되며 특히 용  반부 비드에서 많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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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ptical micrographs of distribution of porosity in 
fusion zone, microstructure (a) denoted as ‘white 
arrow’ in Fig. 6(a), X1,X2 magnified in (b),(c), 
SEM micrographs (d),(e)  magnified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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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welding condition on weld metal area 

재함을 알 수 있다. 라즈마 류가 150A인 경우

((a)~(d)),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융부 크기는 

감소하고 미세 결함 양이 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한 라즈마 류가 200A인 경우((e)~(h))에

도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융부 크기는 감소하고 

미세결함의 양이 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7 에 용융부 내부에 발생된 결함의 형태와 분포

를 검토하기 해 화살표로 표시된 Fig. 6(a)의 결함 

발생 역을 확 해서 나타내었다. Fig. 7(a),(b),(c)

와 (d),(e)는 OM  SEM으로 결함을 확 한 사진이

다. Fig. 6(a)로부터 결함은 용 부 상단의 용융 경계

부 근처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결함의 형상은 구

형(Fig. 7(b)) 형상과 덴드라이트 입계를 따라 형성된 

긴 형상(Fig. 7(c))의 결함으로 분류된다. 구형 형태의 

결함은 Fig. 7의(e) SEM 사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함 내부에 덴드라이트 경계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알

루미늄 MIG 용 부에서 보이는 수소 가스에 의해 생

성된 기공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Gas porosity인 것

으로 단된다. 반면 덴드라이트 입계를 따라 형성된 

긴 형태의 결함은 덴드라이트 경계 역(Interdendritic 

region)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 이 결함은 잔류 액

상 부족으로 인해 응고시 수축  구속력을 견디지 못

하고 입계를 따라 형성된 수축공(Shrinkage poros-

ity)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용융부 내부에 형성된 

결함은 수소가스 혼입에 의해 형성된 기공(Gas poros-

ity)과 잔류 액상 부족으로 덴드라이트 입계를 따라 형

성된 수축공(Shrinkage porosity) 두 가지 형태의 기

공이 존재한다24-25).

  Fig. 8 은 기공발생에 미치는 용 조건의 향을 

악하기 해 용 조건별 횡단면 내 기공의 분율을 기공 

종류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한 용 부 역별 기

공분율 차이를 확인하기 해 용  반부와 후반부의 

기공 분율도 비교하 다. 용 속도가 증가할수록 체 

기공률이 낮아짐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수축공의 경우, 

7mm/sec에서는 거의 생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

다. 라즈마 류의 향을 살펴보면 용 속도 5mm/sec

의 경우, 라즈마 류 150A의 시편이 200A의 시편

에 비해 기공 발생량이 높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7mm/sec의 경우, 라즈마 류 증가에 따른 분율 변

화는 없었다. 즉, 라즈마 류보다 용 속도가 기공 

발생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느린 용 속도에서 

입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융풀 면 이 증가하여 모재 

표면  아크 주변 공기에서 혼입되는 수분의 량이 증

가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 수축공의 경우 용융부 

면  증가에 따라 응고 수축량이 증가하여 수축공 분율

이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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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roplet transfer in PMHW and electro magnetic 
stirring effect on porosity distribution of weld 
metal (a): [Ip150A-W.S 5mm/sec, A1], (b): 
[Ip200A-W.S5 mm/sec, A1], (c): cross-section 
bead of (a), (d): cross-section bead of (b)

  한, 5mm/sec에서 라즈마 류 증가에 따라 기

공 분율이 감소하는 원인을 악하고자 Fig. 10 에 

라즈마 류 증가에 따른 아크 상과 단면 비드내 기

공의 분포를 각각 나타내었다. Fig. 10 (a),(b)를 통

해 라즈마 류가 150A에서 200A로 증가될 때 

라즈마 아크의 형상이 우측으로 미소하게 편향되는 것

을 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형성된 단면 비

드 한 우측으로 편향되어 형성됨을 알 수 있고 동시

에 비드 내 기공의 분율이 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라즈마 류 증가에 따라서 

자기력 교반 효과 (Electromagnetic stirring force) 

가 증가되고26) 용융풀의 회  상이 활발히 일어나 비

칭 비드를 형성시키며 동시에 용융풀 내부에 존재하

는 수소 기체 는 기공이 외부 기로 빠져나가기 때

문에 기공율이 감소된다고 단된다. 한편, 용 부 후

반부로 갈수록 기공분율이 낮아지는 것은 용  후반부

로 갈수록 모재의 온도가 증가하여 모재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3.2 용 부의 미세조직과 경도 특성

  Fig. 11 은 용 부 근방의 경도 분포에 미치는 라

즈마 류  용 속도의 향을 검토하기 하여 용

부 심선을 따라 1mm 간격으로 비커스 경도 측정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1의 (a)와(b)는 라즈마 

류가 150A 일 때의 용 속도 5,7mm/sec 변화에 

따른 용 반부  후반부 용 부 경도분포를 나타내

며 Fig. 10의 (c)와(d)는 라즈마 류가 200A 일 

때의 용 속도 5,7mm/sec 변화에 따른 용  반부 

 후반부 용 부 경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용융부

의 경도는 모재  HAZ의 경도값에 비하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용융부의 경도는 라즈마 류와 

계없이 용 속도가 5mm/sec일 때 낮으며 용 속도가 

7mm/sec일 때 높다. 그리고 용  반부  후반부의 

경도분포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12 은 용 속도  라즈마 류 변화에 따른 

용융부의 평균 경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용 속도가 

증가할 때 용융부의 평균경도가 증가하 으며 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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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Optical micrographs of (a)~(c) region denoted as □ in Fig.12 (a) X1,Y1,Z1, micrographs (d)~(f) region  denoted 
as □ in Fig.12(b)  X2,Y2,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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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EM micrographs of (a),(b) denoted as □ in 
Fig.12 (c),(f) microstructures (c),(d) denoted as 
X,Y in (a),(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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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Hardness  distribution on top region of  welds 
with welding speed (a) Ip 150A [first half], (b) 
Ip150A [second half], (c) Ip200A [first half], (d) 
Ip200A[second half]

류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량이 작았다. Fig. 13

에 용 조건 변화에 따라 경도변화가 발생되는 이유를 

악하기 하여 경도를 측정한 역의 미세조직을 비

교하 다. Fig. 13의 (a)와(b)는 라즈마 류 150A

일 때 용 속도 5mm/sec, 7mm/sec인 조건의 각 용

부의 단면 거시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Fig. 14의 

(a),(b),(c)는 Fig. 13(a)에 X1,Y1,Z1으로 표기된 

역의 확  조직이고 Fig. 14의 (d),(e),(f)는 Fig. 

13(b)에 X2,Y2,Z2 으로 표기된 역의 확  조직 사진

이며 각 조직의 경도값도 함께 나타내었다. 용융부의 

미세조직은 덴드라이트 응고조직이며 용융 경계부 근처

에서 조 한 크기의 응고조직이 찰되고 용융부 심

방향(X→Y→Z순)으로 응고 조직의 크기가 미세해진다. 

미세조직과 경도값을 비교하 을 때 경도가 낮은 조직

은 덴드라이트의 크기가 조 한 반면 덴드라이트 사이 

역의 상의 분율(interdendritic region)이 작은 것

을 찰 할 수 있고 반 로 경도가 높은 조직은 덴드라

이트의 크기가 작은 신 덴드라이트 사이 역의 상의 

분율이 높은 것을 찰 할 수 있다. 그리고 용  속도

가 7mm/sec의 경우 5mm/sec에 비해 조직 내 덴드라

이트의 크기가 미세하고 경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 

  Fig. 15에 응고조직의 SEM 확 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15의(a),(b)는 Fig. 14의 (c),(f) 조직사진을 확

한 SEM 조직이며 Fig. 15의 (c),(d)조직은 (a), 

(b)조직의 X,Y로 표기된 각 역의 확  조직 사진이

다. Table 3는 응고조직 역별 EDX 상분석 결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용융부의 조직은 정ɑ-Al상과 Mg의 

함량이 높은 ɑ-Al의 고용체상과 정출상인 Al6(Fe,Mn)

으로 세 종류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27). 이 결과를 통

하여 용 속도가 5mm/sec일 때 보다 7mm/sec에서 

용융부의 조직내 정 ɑ-Al상의 분율이 낮고 Mg의 함

량이 높은 ɑ-Al 고용체상의 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출상인 Al6(Fe,Mn)의 크기 한 미세하

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6은 용융부 경도변화에 해당하는 각 조직에서

의 정 ɑ-Al 상의 분율을 측정하여 경도와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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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zone with welding speed (a) Ip 150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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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Al Mg Mn Fe Possible  
phase

①
wt.% 93.51 6.49 - -

α-Al
at.% 94.11 5.89 - -

②
wt.% 84.22 15.78 - - α-Al

(Mg rich)at.% 85.60 14.44 - -

③
wt.% 72.63 - 10.53 16.84 

Al6(Fe,Mn)
at.% 84.52 - 6.02 9.47 

④
wt.% 94.91 4.09 - -

α-Al
at.% 95.78 4.26 - -

⑤
wt.% 88.48 11.52 - - α-Al

(Mg rich)at.% 87.38 12.62 - -

⑥
wt.% 73.93 - 12.07 14.00 

Al6(Fe,Mn)
at.% 85.35 - 6.84 7.81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each  phase denoted as 
in Fig.15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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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Optical micrographs of fracture specimen (a) 
Vertical fracture [Ip 150A,W.S 5mm/sec, A1], 
(b) Diagonal fracture [Ip 150A, W.S 7mm/sec, 
A1]

를 검토하 다. Open mark(◇)는 라즈마 류 150A, 

용 속도 7mm/sec의 경우를 나타내고 Solid mark

(■)는 라즈마 류 150A, 용 속도 5mm/sec의 경

우를 나타낸다. 조직내 정 ɑ-Al의 고용체의 상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용융부내 경도는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경도 변화에 향을 미치는 가

장 큰 인자는 냉각속도 차에 의하여 형성된 정 ɑ-Al 

고용체상 분율인 것으로 단된다.

3.3 용 부의 미세조직과 인장성질

  Fig. 17은 용 속도  라즈마 류 변화에 따른 

인장성질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18은 단된 인

장시편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인장강도는 라즈마 

류 변화와 계없이 용 속도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용 속도 5mm/sec에서 

라즈마 류 증가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는 반면 용 속도 7mm/sec에서는 인장강도

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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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EM micrographs of distribution of porosity in 
fusion zone fracture surface (a) : Vertical fracture 
surface, micrographs (b),(c),(e) denoted X,Y,Z 
area in (a),  micrographs (d) magnified □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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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SEM micrographs of distribution of  porosity in 
fusion zone fracture surface (a) : Diagonal frac-
ture surface, micrographs (b) denoted as W in 
(a),  micrographs (c) magnified □ in (b)

  한편 라즈마 류변화와 계없이 용 속도가 5mm/sec

에서 인장강도가 히 낮은 것이 찰된다. 이에 따

른 연신율변화 한 같은 상을 나타낸다. Fig. 18 

에서 단된 시편의 형상 찰로 부터 단은 모두 용

부에서 발생 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의 형태는 인

장방향의 수직방향 단(Vertical fracture)과 인장방

향의 각방향 단(Diagonal fracture) 두 가지로 분

류된다. 인장성질과 단 형태를 비교해 보면 용 조건

과 계없이 인장강도가 270MPa, 연신율 13% 이하

를 갖는 시편의 단형태는 수직방향으로 단이 발생

하 고 용 조건과 계없이 인장강도가 275MPa, 연

신율 16% 이상을 갖는 시편의 단형태는 각방향으

로의 단이 발생했다. 이처럼 단 형태에 따라 인장

성질이 달라지는 원인을 악하기 해 258MPa의 최

소 인장 강도 값을 가지는 조건의 면과 287MPa의 

최  인장강도 값을 가지는 면의 SEM조직을 비교하

다.  

  Fig. 19 의 (a)는 수직방향 단(Vertical fracture)

의 SEM 거시조직을 나타내고, (b),(c),(e)는 (a) 거시 

면내 X,Y,Z로 표기된 역의 SEM 확 조직이고, 

(d)는(c) 역의 SEM확  조직이다. Fig. 20의(a)는 

각방향 단(Diagonal fracture)의 면 SEM거시 

조직을 나타내고 (b)와(c)는 (a)조직 내 W로 표기된 

역의 확 조직을 나타낸다.

  Fig. 19(a)의 거시조직 찰로부터 면내 결함이 

다수 찰되는데 주로 용융부 상부에 존재 하고 있는 

것을 찰할 수 있고 이는 Fig. 7(a)의 용융부 단면 

비드내 기공분포 양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역별 

확 조직의 면에서도 수축공  구형기공이 찰된

다. 이것으로 부터 인장강도와 연신율이 낮은 이유는 

용융부 내부에 잔존하는 구형의 기공과 수축공을 따라 

단이 수직 으로 발생하 기 때문이라고 단되며, 

수직  단의 원인은 Z 역의 확 조직(Fig. 19(e))

의 등축 딤 (equiaxed dimple) 형상으로도 알 수 있

다. 한편 각방향 단의 경우, Fig. 20(a)의 거시조

직 찰에서 결함이 면 내 발견되지 않으며 면 

체에 걸쳐 단 응력 단에 의해 형성된 연신 딤

(elongated dimple) (Fig. 20의(c))의 형상이 찰

된다. 이것으로부터 각방향의 단이 인장강도와 연

신율이 높은 이유는 용융부내 기공결함이 미소하게 존

재하더라도 단이 결함을 따라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

라고 단된다.  

4. 결    론

  알루미늄 5083 합 의 라즈마 미그 하이 리드 맞

기 용 부에 한 미세조직과 기계  성질 변화에 미

치는 용 조건의 향에 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두께 10mm의 알루미늄 5083 재에 해 라

즈마 류 150A~200A, 용 속도 5~7mm/sec 용

조건에서 단일 패스로 결함이 없는 양호한 완  용입부

를 얻었다. 그러나 용 속도 9mm/sec 이상의 경우, 

퍼커링 비드  언더컷 상이 나타났고, Plasma 류 

100A 이하에서는 불완  용입 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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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 한 완  용입 조건의 용 부의 결함을 분석한 

결과, Fusion line 근방 용융부에서 수소 가스 혼입에 

의한 구형의 기공과, 수축 응고시 잔류 액상의 결핍으

로 발생된 수축공이 나타났다. 용 속도가 느릴수록 기

공 분율은 증가하 고, 용 속도 5mm에서는 Plasma 

류가 낮을수록 기공 분율은 증가하 으나, 7mm/sec

에서는 기공 분율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기공 분율

은 용  속도의 향이 큰 것으로 단된다.  

  3) 용융부의 미세조직은 정 ɑ-Al상과 Mg의 함량

이 높은 ɑ-Al의 고용체상과 정출상인 Al6(Fe,Mn)으로 

세 종류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융부 경도 변화에 

가장 향을 미치는 미세 조직  인자는 용 속도 변화

에 따른 냉각 속도 차이로 인해 형성된 정 ɑ-Al 고용

체상의 크기  분율이 었으며 라즈마 류 변화와 

계없이 용 속도가 증가하면서 용융부 내 정 ɑ-Al 

고용체상의 크기가 미세지기 때문에 용융부의 평균경도

가 증가한다고 단된다.

  4) 건 한 완  용입 조건의 용 시험편에 해 인장

시험을 실시한 결과, 구형 기공(Gas porosity)과 수축

공(Shrinkage porosity) 분율이 높은 조건에서는 인

장 강도와 연신율이 낮고, 기공이 주로 존재하는 용융

경계부 근방 용융부에서 수직방향으로 단되었다. 반

로 기공 분율이 낮은 조건에서는 인장 강도와 연신율

이 높고, 각방향 단이 나타났다. 이는 용융경계부 

근방 용융부에 존재하는 기공이 노치의 역할을 하기 때

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용 부 기공 분율  치에 

따라 인장 성질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부산 학교 자유 과제 학술 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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