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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차 지 제조를 한 알루미늄과 무산소동의 이  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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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Several joining methods involving resistance welding, laser welding, ultrasonic welding and mechanical 
joining are currently applied in manufacturing lithium-ion batteries. Cu and Al alloys are used for tab and 
bus bar materials, and laser welding characteristics for these alloys were investigated with similar and 
dissimilar material combinations in this study. The base materials used were Al 1050 and oxygen-free Cu 
1020P alloys, and a disk laser was used with a continuous wave mode. In bead-on-plate welding of both 
alloys, the joint strength was higher than the strength of O tempered base material. In overlap welding, the 
effect of welding parameters on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bead shape was evaluated. Tensile shear 
strength of overlap welded joint was affected by interfacial bead width and weld defect formation. The 
tensile-shear specimen was fractured at the heat affected zone by selecting proper laser weld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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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각 을 받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인 기 자동

차와 하이 리드 자동차는 이차 지 팩(pack)을 내장

하고 있다. 이차 지를 만들기 해 극과 탭(tab) 

합, 이스 용 과 같은 셀(cell) 단 의 합과 셀과 

셀을 결합하는 모듈 단  합, 모듈과 모듈을 합하

는 팩 벨 합이 필요하다1). 이  모듈단  합에

서는 셀의 탭과 탭 사이의 합과 탭과 버스바 사이의  

합이 요구된다. 탭과 버스바에 이용되는 소재는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는데 이차 지의 종류  극성에 따라 

선호되는 소재가 달라 동종  이종소재의 합이 필요

하다1,2).

  이들 소재의 합에서는 기 항용 , 음 용 , 

이 용 , 기계  체결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 에서 

이종소재의 합에는 음 용 이 가장 선호되고 있으

나 용 두께의 한계가 있고, 표면조건의 향이 커서 

이 용 의 용도 활발하다. 알루미늄과 구리의 동

종  이종소재의 이 용 에 1 ㎛ 장 의 Nd: 

YAG 이 를 용할 경우 흡수율이 높지 않아 펄스

이 가 선호되었다3,4). 최근에는 빔품질이 우수한 1 ㎛ 

장 의 연속 형 이 를 이용한 용 결과가 다수 

소개되고 있으며5-8), 빔의 모듈 이션이나 하이 리드

화한 연구도 활발하다9-15).

  지 부품의 합에서는 합강도 외에도 기 도도

가 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Al-Cu를 용융용 하는 

경우 합부에 형성되는 취성이 강한 속간화합물

(AlxCuy)이 기 도도를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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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O2

C1020P >99.96 <10 ppm

Cu Fe Si Mn Mg Zn Ti Al

Al 1050 0.03 0.30 0.11 0.00 0.002 0.004 0.01 Bal.

Table 2  Properties of base materials20,21) 

Property C1020P Al 1050

Density 

(kg/m
3
)

8,940 2,705

Electrical resistivity 

(nΩ*m)
17.1 28.1

Thermal conductivity 

(W/m*K)
391 231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0
-6
/℃)

17.0 21.8

Melting point 

(℃)
1,083 646

Specific heat capacity 

(J/kg*K)
385 90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base materials 
18-20) (wt. %) 

C1020P Al 1050

Before 

tensile test
1 mm 1 mm 

After

tensile test
1 mm 1 mm 

Fig. 2 Bead appearances for BOP welds

130mm
25mm 

70
m

m
 

Fig. 1 Specimen configuration 

이러한 속간화합물의 형성은 온도에 향을 받으며, 

속간화합물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기 도도는 격

히 떨어진다2,13,16,17).

  본 연구에서는 모듈단  합에서 탭과 탭 사이의 

합과 탭과 버스바 사이의 합공정을 모사하기 해 알

루미늄과 구리 소재를 상으로 동종  이종소재 조합

에 해 이  용 을 수행하고 합특성 평가  

합계면에서의 속간화합물의 형성을 확인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는 용한 소재는 순수 Al 합 인 Al 

1050H와 무산소동 C1020P-1/2H으로 화학  성분과 

물성은 Table 1과 2와 같다. Al 1050 합 의 경우 두

께 0.2 mm, 무산소동 C1020P 소재의 경우 두께 0.2 mm

와 1.0 mm의 재를 각각 이용하 다.

  실험을 하여 디스크 이 를 용하 으며, 용소

재의 높은 이 빔 반사율을 고려하여 거리 220 mm 

이  학계의 각도를 10도 기울여 용 을 진행하

다. 용 변수로는 용 속도와 이  출력을 선정하

다. 빔은 시편의 상  표면에 을 두고 조사되었으

며 보호가스는 용하지 않았다.

  용 부의 기 물성을 악하기 한 비드(bead-on- 

plate, BOP)용 과 실제 이차 지에 용되는 겹치기 

용 을 수행하 다. 각 시험편은 길이 130 mm, 비 

70 mm로 가공하 으며, 겹치기 용 을 하는 경우에는 

Fig. 1과 같이 겹침부가 25 mm가 되도록 시험편을 

배치하고 겹침부의 심에서 용 을 수행하 다.

  겹치기 시험편의 단인장시험에서는 Fig. 1과 같이 

제작한 시험편을 40 mm 폭으로 단하여 5 mm/min

의 속도로 시험편이 단될 때까지 하 을 인가하여 

단하 의 평균값을 산출하 다. 용 부의 비커스 경도

는 25 gf 하 에서 10 s의 유지시간으로 100 ㎛ 간격

을 두고 측정되었다. 용 시험편의 계면은 폴리싱 후 

학 미경과 SEM을 이용하여 찰하 다.

3. 결과  고찰

3.1 BOP 이  용

  소재별 용 특성을 악하기 하여 0.2 mm 두께의 

C1020P 소재와 Al 1050 합 에 해 완 용입이 달

성되도록 BOP 용 을 수행하 다. 두 가지 소재가 동

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able 2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어 이  

용 변수를 상이하게 용하 다. C1020P 소재의 경

우 1700 W의 이  출력과 5 m/min의 용 속도 조

건에서 완 용입이 달성되었으며, Al 1050 합 은 상

으로 낮은 입열 조건인 1000 W의 이  출력과 

11 m/min의 용 속도에서 완 용입이 달성되었다.

  제작된 BOP 용 시험편을 상으로 소재별 인장실

험을 실시하 으며, 시험 후의 비드표면 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C1020P 소재의 BOP 용

시험편의 경우, 측정된 인장강도가 245 MPa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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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speed
6 m/min 9 m/min 12 m/min 15 m/min

Cross-

section

Bead 

surface

After 

fracture

Fig. 4  Bead shapes for overlap welds (C1020P, 

0.2 mm + 0.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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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d tensile-shear strength and interfacial 

bead width (C1020P, 0.2 mm + 0.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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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ead shapes for overlap welds (C1020P, 

0.2 mm +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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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rdness profiles for BOP welds

은 열 향부에서 발생하 다. 용 부 강도가 O재 강도

(195 MPa)18,19)이상으로 측정되었다. Al 1050 합

의 BOP 용 시험편의 경우 인장강도가 110 MPa로 

측정되었다. 단은 Fig. 2와 같이 용 부에서 발생하

으나, 용 부 강도가 O재의 인장강도(76 MPa)20)이

상으로 측정되었다. 

  소재별로 다른 단 치는 Fig. 3에 나타낸 용 부 

경도분포에 기인한다. C1020P 소재의 경우 Al 1050 

합 에 비해 더 높은 입열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

부가 좁으며, 열 향부에서 가장 낮은 경도값이 측정

되었다. 열 향부의 낮은 경도는 인장시험에서의 열

향부 단의 원인으로 단된다. 반면에 Al 1050 합

의 경우 용 부에서 가장 경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열

향부가 용 부 주 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경도값

이 용 부 보다 높아서 인장실험 시 용 부 단이 발

생한 것으로 단된다.

3.2 동종소재 겹치기 이  용

  C1020P 소재를 상으로 이  출력을 3 kW로 

고정한 조건에서 용 속도를 변화시켜가며 동종소재 겹

치기 용 을 수행하 다. 0.2 mm 시험편의 동종두께 

조합과 0.2 mm 시험편과 1.0 mm 시험편의 이종두께 

조합에 해 각각 겹치기 용 을 실시하 으며, 이종두

께 조합의 경우 0.2 mm 시험편을 쪽에 치시켰다.

  0.2 mm 동종두께 시험편의 겹치기 용 은 용 속도

를 6~15 m/min으로 가변하면서 실시되었으며, 그 때 

용 비드의 형상과 단인장하 은 각각 Fig. 4와 5와 

같다. 단인장하 은 실제 장에서 요구되는 하  기

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용 길이 10 mm 당 kgf로 

표시하 다. 이 범 의 용 속도에서 단인장 시험 시 

시험편은 모두 열 향부에서 단이 발생하 으며 이는 

시험편의 두께에 비해 용 시험편의 계면 비드폭이 충

분하여 경도가 가장 낮은 열 향부에서 단한 것이 그 

원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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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d tensile-shear strength and interfa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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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ngitudinal cross-sections for different 

welding speeds (C1020P, 0.2 mm +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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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ead shapes for overlap welds for various 

welding speeds (Al 1050 0.2 mm + C10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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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nsile-shear strength and interfacial bead 

width for various welding speeds (Al 1050 

0.2 mm + C1020P 1.0 mm)

  이종두께 시험편의 겹치기 용 은 용 속도를 5~ 

11 m/min로 가변하면서 실시되었으며, 그 때 용 비

드의 형상과 단인장하 은 각각 Fig. 6과 Fig. 7에 

나타내었다. 과입열 조건인 용 속도 5 m/min에서는 

용 부에 언더필 상과 함께 변형이 찰되었으나 

단인장시험에서는 BOP 시편과 마찬가지로 열 향부에

서 단하 다. 용 속도가 증가하면서 용 부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합계면의 비드폭 한 입

열의 감소로 인해 좁아진다. 용 속도 9 m/min 이상

에서는 단 모드가 열 향부 단에서 용 부 단으

로 환되었으며, 용 비드 외 에서의 결함도 차 증

가하 다. 이에 따라 9 m/min 이상의 용 속도에서는 

속도 증가에 따라 단인장강도가 하된다. 그러나 Fig. 

8의 종단면 형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용 속도

가 빠른 경우에도 안정된 용입을 보여주고 있으며, 용

부 내부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3.3 이종소재 겹치기 이  용

  3.3.1 용 속도에 따른 이종소재 합특성

  버스바와 탭 사이의 합공정을 모사하기 하여 0.2 mm

의 Al 1050 합 과 1.0 mm의 C1020P 소재를 겹치

어 이  용 을 수행하 다. 용 입열에 따른 용 특

성을 비교하기 하여 이  출력과 용 속도를 변수

로 선정하 다. 겹치기 용 은 두께 0.2 mm의 Al 1050 

합  시험편을 쪽에 치시켰으며 보호가스는 용하

지 않았다. 

  이종두께 이종소재 시험편을 상으로 이  출력을 

1250 W로 고정하고 용 속도를 8~14 m/min으로 

가변하면서 용 을 실시하 다. 이 때 용 비드의 단면 

 표면은 Fig. 9와 같다. 합계면에서 부분 용입이 

발생하면서 합이 이루어지며 용 속도가 빠른 경우에

는 비드의 가장자리에 언더컷이 존재한다. 비드 표면의 

경우에는 모든 용 속도에서 블로우홀이 존재한다.

  각 용 속도별 시험편에서 측정한 계면 비드폭과 

단인장강도는 Fig. 10과 같다. 단인장하 은 용 길

이 10 mm 당 kgf로 표시하 다.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인장시험에서 단모드는 열 향부 단에서 

용 부 단으로 환된다. 용 속도가 증가할수록 계

면 비드폭이 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계면 단

이 아닌 용 부 단이 발생하 다. Fig. 9의 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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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ead shapes for overlap welds for various 

laser powers (Al 1050 0.2 mm + C1020P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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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ensile-shear strength and interfacial 

bead width for various laser powers (Al 

1050 0.2 mm + C1020P 1.0 mm)

    (a) Micro-section         (b) Weld metal/Al interface

(c) Weld metal/Cu interface1 (d) Weld metal/Cu interface2 

Fig. 13 SEM images of interfacial surface between 

Al 1050 and C1020P

단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속용  시에는 충분

한 양의 용융풀이 형성되지 못하고 언더컷이 발생하여 

용 부 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3.3.2 이 출력에 따른 이종소재 합특성

  용 출력별 용 특성을 악하기 하여 용 속도는 

11 m/min으로 고정하고 이  출력을 1000~1500 W

으로 가변하면서 용 을 실시하 다. 겹치기 용 부의 

단면  표면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이  출력 

1000 W에서는 이징 형태의 합이 이루어지며 더 

출력이 높은 조건들에서는 부분용입이 찰되었다. 비

드 표면 기공의 경우 부분용입이 형성된 조건들에서 거

의 유사한 정도로 발생하 다.

  각 조건에 한 계면비드폭  단인장하 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1000 W의 이  출력에서 합계

면이 넓게 형성되었으나 합강도는 가장 낮게 측정되

었다. 부분용입이 형성된 다른 조건들에서는 이  출

력이 증가함에 따라 계면 비드폭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으며, 합강도의 경우에는 증가하 다가 감

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단인장 시험 시 이  출

력이 증가함에 따라 단모드는 계면 단, 열 향부 

단, 용 부 단으로 환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낮은 출력 조건에서는 이징과 유사한 합계면을 

형성하면서 용융 속과 C1020P 소재 사이의 결합력 

부족하거나 계면 비드폭이 좁아 계면 단 하는 것으로 

단된다. 여기에서 이  출력을 높일 경우에는 충분

한 합강도를 확보하여 Al 1050 합 의 열 향부 

단이 발생하 다. 그러나 더 출력을 높일 경우 Fig. 11

의 용 비드 단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언더

컷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용 부 단으로 단모드가 

변한다. 최  단하 은 이  출력 1150~1250 W 

범  내에서 얻을 수 있었다.

  앞 의 이  출력 1250 W, 용 속도 14 m/min

의 실험 조건과 해당 실험결과의 이  출력 1000 

W, 용 속도 11 m/min 실험 조건의 경우 단 길이 

당 입열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용입의 형상과 

단의 모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Al 합 의 경우 반

사율이 높고 열 도도가 높기 때문에 동일 입열일 경우 

높은 출력  빠른 용 속도가 용 강도 확보에 유리하다.

  Fig. 13에 이  출력 1250 W, 용 속도 11 m/min 

조건으로 용 을 실시한 시험편의 이종소재 합계면을 

확 하고 선정 치에서의 성분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3(a)의 1 역은 용 부와 Al 1050 합 의 계

면으로서 이  빔에 의해 용융된 용융 속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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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인 열을 공 받는 지 에 해당된다. Fig. 13(b)

에서와 같이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C1020P 소재의 

용융으로 인하여 용 부 내부에 미량의 Cu 원소가 검

출되는 것을 확인하 다.

  Fig. 13(a)의 2, 3 역은 용 부와 C1020P 소재

의 합계면으로 이  빔에 의한 직 인 열을 공

받는 지 에 해당된다. SEM 이미지를 통해 두 역 

모두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것은 Cu 원소의 확산에 의한 향으로 사료된

다. 특히 Fig. 13(a)의 2 역(Fig. 13(c))의 경우 

넓은 역에서 공정조직이 발견되어 Fig. 13(a)의 3

역(Fig. 13(d))과 구별된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 부에 가까운 층에서는 Cu 원소가 1.5 wt% 내외

로 낮은 함량으로 검출되었으며, C1020P 소재에 가까

운 층에서는 7.4 wt%의 높은 함량의 Cu 원소가 검출

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용되는 Cu와 

Al 소재를 상으로 디스크 이 를 용하여 동종/이

종 이  용 을 수행하 다. 

  1) 각 소재를 상으로 BOP 용 을 수행한 결과 무

산소동의 경우 열 향부에서 가장 낮은 용 부 경도를 

가지며 알루미늄의 경우 용 부에서 가장 낮은 경도가 

측정되었다. 

  2) C1020P 동종소재에 한 겹치기 시험을 수행한 

결과 0.2 mm 동종두께 시험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용한 용 조건에서 안정 인 강도확보가 가능하 으며 

모두 열 향부에서 단하 다. 0.2 mm 소재와 1.0 mm 

소재의 이종두께 시험편의 경우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 향부 단에서 용 부 단으로 단 치가 

변화하고 이는 비드 표면에서 용 결함의 증가와 계면 

비드폭의 감소에 기인한다.

  3) Al 1050 합 과 C1020P 소재의 이종소재 겹치

기 용 을 수행한 결과 정용 조건에서는 Al 합 의 

열 향부 단이 발생하여 정한 용 강도 확보가 가

능하 다. 정조건 보다 용 속도가 증가하거나 용

출력이 증가할 경우에는 용 부에 언더컷이 발생하고 

용 부에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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