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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계획법에 의한 AZ31 마그네슘 합 의 마찰교반용  특성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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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design of experiment with two-way factorial design was adopted and from that, optimum 
values of welding variables including the welding speed and rotation speed were found to improve the strength of AZ31 
magnesium alloy sheets joined by the friction stir technique. Tool with shoulder diameter of 12 mm and pin diameter of 
3.5 mm was used. Also the welding direction was aligned with the material rolling direction, and dimensions of the 
AZ31 magnesium alloy sheets were 100×100×2 mm. Conditions of rotation speed were 1000, 1100 and 1200 rpm and 
those of welding speed were 200, 300 and 400 mm/min. As far as this work is concerned, the optimal conditions for 
friction stir joint were predicted as the rotation speed of 1200 rpm and welding speed of 200 mm/min. 

Key words : Friction stir joint(마찰교반 합), Magnesium alloy(마그네슘 합 ), Design of experiment(실험계획
법), Tensile strength(인장강도), Welding condition(용 조건)

1. 서 론1)

최근 들어 지구 환경 보호와 에 지 감에 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 선
박 등 각종 수송기기의 경량화를 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송기기의 경량화를 한 
소재로는 재 알루미늄 합 , 마그네슘 합 , 강화 
라스틱 등 많은 재료가 있지만 그 에서도 최근

에는 마그네슘 합 의 사용이 증하고 있는 상태

이다.
이러한 마그네슘 합 은 종래의 용융용 방법으

로 용 하는 경우 용 변형  용 결함이 생기는 

문제 이 있어 용 시 주의를 요구하고 있어 이 문

*Corresponding author,  E-mail: dmkang@pknu.ac.kr

제 을 해결하기 하여 최근 고상 용 법인 마찰

교반 합의 이용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어 자동차나 

항공기, 조선과 같은 수송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최
근 건축, 토목, IT 산업 분야에서도 친환경 , 에
지 약형 용 공정으로 각 받고 있다.1-3) 하지만 
TWI(The welding of institute)의 최  특허4)는 마찰

교반 합의 원리와 개념만을 정의한 것으로 구체

인 용 인자나 기기의 구성 등 각종 응용 기술에 

해서는 TWI가 주 한 심포지움과 국제회의  세

계용 학회 등을 통해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추세이다.5,6) 국내에서는 이원배7) 등이 마찰교
반용 을 이용한 마그네슘 합 의 합에 한 연

구를 하 고, 정유인8)
등은 여러 가지 알루미늄 합

에 해 마찰교반용 을 실시한 후 합부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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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한 고찰을 하 다. 한 박희상,9) 장석기10) 
등은 용  공구의 형상과 이송  회  속도가 합

부의 기계  특성과 피로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다. 
그러나 실제 합공정에 있어서 최 조건을 설정

하는 것이 요하나 재까지의 연구논문은 합부

의 강도에 향을 미치는 공구의 회 속도나 이송

속도에 따른 합부의 특성을 단순히 조직 찰이

나 하나의 변수 변화에 한 에서 주로 설명하

여 여러 가지 변수들의 조합에 한 체계 인 분석

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Z31 마그네슘 합 의 마

찰교반 합의 합인자가 강도에 미치는 향을 체

계 으로 분석하기 해 표 인 실험계획법인 이

원배치법을 이용하 으며 합공정의 요한 변수

인 공구의 회 속도와 이송속도가 합부 강도 특

성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수행하기 해 통

계  분석방법인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최 의 

합부 강도를 갖는 최  공정 조건을 도출 하고자 

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재료는 Mg-Al-Zn계인 AZ31 
마그네슘 합 으로 기계  성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Al을 3%, 내식성  강도를 개선하는 효과11)가 

있는 Zn을 1% 함유한다. 시험편은 100×100×2 (mm)
로 가공하 으며 맞 기 방식으로 합하 다. 

Table 1과 Table 2에 재료를 공 한 제조업체서 제

공한 시험편의 화학조성  기계  특성을 각각 나

타낸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Z31 alloy(Wt.%)
Alloys Al Zn Mn Fe Ni Si Cu Mg
AZ31 3.10 1.07 0.30 0.005 <0.001 <0.005 <0.005 bal.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AZ31 alloy

Alloy
Tensile
strength
σt (MPa)

Yield
strength
σy (MPa)

Reduction
of area
ψ (%)

Elongation
ε (%)

Hardness
HV

AZ31 274 182 29.4 16.2 55

2.2 실험장치  공구

Table 3에 마찰교반 합에 사용된 공구의 치수  

제원을 나타냈으며 Fig. 1에 공구의 제작 도면  가
공 형상을 나타내었다.
마찰교반 합의 실험순서는 먼  공구를 한 

회 속도로 회 시킨 다음 공구의 핀홀이음부를 삽

입하여 마찰열을 발생시킨다. 이후 공구의 더부
를 모재에 일부 삽입시켜 가열 역을 확 해서 용

이음부를 따라 공구를 이동시키면서 합하는 방

식이다. 마찰교반 합에 사용된 장치는 Fig. 2와 같
이 (주) 젠에서 제작한 마찰교반 합 용장치로

서 크게 스핀들과 테이블로 구성되어있으며 스핀들

은 공구의 진행 방향으로 0~10° 사이에서 각도를 변
경시킬 수 있고 테이블은 좌우, 후 방향으로 이송
이 가능하다. 한 제어장치를 통해 공구의 회 속

도, 이송속도  삽입속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치
제어, 하 제어  토크제어 방식으로 합이 가능

하다.

Table 3 Tool measurement used in experiment
Item Tool

Shoulder diameter (mm) 12
Pin root diameter (mm) 3.5

Pin length (mm) 1.5
Shoulder angle (°) 3

Shoulder-tool R (mm) 0.5
Pin taper angle (°) 10

Material SKD61 (tool steel)

Fig. 1 Geometry of th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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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equipment for FSW

Fig. 3 Welding part of tester

Fig. 3은 실험장치  실제 마찰교반이 행해지는 

부분을 확 하여 나타낸 것이다. 회 축은 테이블

의 이송방향으로 3°의 경사를 가지며 반시계 방향
으로 회 한다.
마찰발열로 인한 시험편과 테이블의 흡착을 막기 

해 탄소강으로 제작된 보조 후 을 시험편과 테

이블의 사이에 삽입 하 으며 6개의 클램 로 시험

편을 고정하 다. 용  과정  발생할 수 있는 변형

을 막기 해 지그와 시험편 사이에 보조 박 을 삽

입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2.3 실험조건

본 논문에서는 마찰교반 합공정의 요한 용  

변수인 공구의 회 속도와 이송속도가 인장강도 특

성치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기 하여 반복

이 있는 이원배치법의 원리를 용하여 용  실험

을 실시하 으며 Table 4에 용  변수와 수 을 나

타낸다. 실험은 실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오차
분산을 높은 정도로 추정하기 하여 각 조건당 3회 
반복을 실시하여 9회씩 총 27회의 마찰교반용  실

험을 수행하 다. 여기서 공구의 회 속도와 이송

속도는 낮은 융 을 갖는 마그네슘 합 의 특성상 

고속 회 과 속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열 변형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Table 4 Factors and each levels for experiments
Level

Parameter Level 1 Level 2 Level 3

Rotation speed
(rpm), (A) 1000 1100 1200

Welding speed
(mm/min), (B) 200 300 400

3. 실험 결과  고찰

3.1 마찰교반용 된 재료의 인장 강도 실험

Fig. 4에 각 조건에 따른 마찰교반된 용 부의 외

을 나타낸다. 여기서 보면 용 부의 표면은 회

속도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이송속도가 증가할수록 
표면이 거칠게 나타났고 반 으로 모든 조건에서

의 용 부 표면에서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5는 마찰교반된 재의 인장시험을 해 마
찰교반으로 용 된 부분을 가공하는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시편제작을 해 ASTM E8 표  규격으로 

소딕사에서 제작된 A500 w 와이어컷 기를 이용하

여 가공하 다.
인장실험결과 단은 반 으로 모재에서 발생

하 고 Table 5는 공구의 회 속도와 합속도에 따

른 인장실험한 결과이다. 여기서 보면 AZ31 마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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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aphical illustration of the contribution on all factors

Fig. 5 Tensile specimen of FSW

Table 5 Tensile strengths of FSW at various condition

No.

Factors Tensile strength(MPa)
Rotation 

speed
(rpm), (A)

Welding
speed

(mm/min), (B)
Case1 Case2 Case3

1 1000 200 165.80 166.71 172.40
2 1000 300 153.43 156.98 157.53
3 1000 400 129.18 133.68 138.01
4 1100 200 168.70 170.93 173.40
5 1100 300 165.92 164.78 169.79
6 1100 400 156.23 154.20 158.12
7 1200 200 172.99 170.54 174.27
8 1200 300 166.39 165.50 169.30
9 1200 400 157.85 160.98 163.76

슘 합 의 마찰교반 합시 공구의 이송속도가 증가

할수록 인장강도 결과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으며 공구의 회 속도가 증가할수록 인장강도 결

과값은 반 으로 모든 조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공구의 회 속도가 가장 낮은 1000 
rpm 조건에서 이송속도 변화에 따라 인장강도 결과 
값이 가장 큰 편차를 보 는데 이것은 속 회 과 

고속 이송시 발생하는 교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3.2 분산분석

Table 6은 인장강도를 특성치로 한 ANOVA결과
이다. 이 표에서 A는 공구의 회 속도, B는 공구의 
이송속도, E는 오차, T는 A, B, E의 합, SS는 인자의 
변동, ∅는 자유도, V는 인자의 변동을 자유도로 나

값,  는 V를 오차를 나 값 등을 나타낸다. 여기
서 자유도 ∅는 다음 식 (1)에 의하여 구하 다.

∅ = number of level - 1 (1)

그리고 인자의 변동(SS)은 다음 식 (2)에 의하여 
계산하 다.

  






  (2)

이 식에 포함되어있는 CT값은 데이터의 평균의 
제곱을 A, B인자의 수와 반복횟수의 곱을 나  값이

다. 반면 공구의 회 속도와 이송속도간의 교호작



A Study on the Friction Stir Welding Characteristics of AZ31 Mg Alloy by the Design of Experiment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1, No. 4, 2013 81

Table 6 ANOVA for tensile strength
SS ∅  F0 F(0.10) F(0.05) Contribution(%)

A 1054.24 2 577.12 3.22 2.57 3.45 31.9
B 1924.52 2 962.26 5.87* 2.57 3.45 58.2
E 3605.82 22 163.90 9.9
T 6584.59 26 537.10

Fig. 6 Contribution(%) of welding variables

용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공구의 회 속도와 이송

속도 모두 90% 유의수 까지 인장강도 특성치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마찰교반 합시 용  변수들이 인장강

도에 미치는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로서 58.2% 의 기
여도를 가지는 공구의 이송속도가 31.9%를 지니는 
공구의 회 속도보다 인장강도 특성치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s. 7, 8 등은 공구의 회 속도와 공구의 이송속

도 들의 인장강도 결과 값의 모평균과 구간 추정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 공구의 회 속도에 따른 인장

강도결과, 그리고 용 속도에 따른 인장강도의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송속도가 증가
할수록 합이음부에 입열량이 감소하게 되어 그로

인해 합이음부가 원활한 교반이 어렵게 되어 인

장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회 속도가 증

가할수록 입열량은 증가하여 원활한 교반이 이루어

져 인장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 공
구의 회 속도는 3수 (1200 rpm)에서 가장 높은 인
장강도 값(166.84±12.69)을 나타냈으며, 공구의 이
송속도는 1수 (200 mm/min)에서 가장 높은 인장강

Fig. 7 Tensile strength vs. rotation speed of tool

Fig. 8 Tensile strength vs. welding speed of tool

도 값(170.64±15.33)을 나타내었다. 즉, 인장강도를 
가장 크게 하는 용  변수들의 조합은 A3B1 수 으

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Z31 마그네슘 합 의 마찰교반

용 시 용 공정에 있어 주요한 공정변수인 공구의 

회 속도와 이송속도를 인자로 해서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최 공정조건을 도출하 으며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마찰교반으로 용 된 합부의 표면은 공구의 

회 속도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공구의 이송속
도가 증가할수록 표면이 거칠게 나타났다.

2) 마찰 합된 재료의 인장강도는 공구의 회 속

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고 공

구의 이송속도에 해서는 이송속도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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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분산분석을 통해 실험에 변수로 선정한 공구의 
회 속도  이송속도 모두 인장강도 특성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구

의 이송속도가 회 속도보다 인장강도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구의 회 속도는 3수 (1200 rpm)에서 가장 
높은 인장강도 값을 나타냈으며, 이송속도는 1
수 (200 mm/min)에서 가장 높은 인장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후    기

본 과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주)AONE 표 이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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