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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finite element method was used for flow and strength analysis of AZ31 
magnesium alloy under friction stir welding. The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by SYSWELD s/w, and the 
modeling of  sheet was doned by unigraphics NX3 s/w. Welding variables for analysis were rotating 
speed and welding speed of tool. Also two-way factorial design method was applied to confirm the effect 
of welding variables on maximum temperature and stress of material used. From these results, the 
increaser welding speed of tool the decreaser maximum temperature, but the increaser maximum stress. 
Also the increaser rotating speed of tool the increaser maximum temperature, but the decreaser maximum 
stress. In addition the increaser welding speed of tool and the decreaser rotating speed of tool, the 
narrower heat effect zone. Finally rotating speed of tool influenced on maximum temperature more than 
welding speed of tool, and welding speed of tool influenced on maximum stress more than rotating speed 
of tool from the vari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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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국의 TWI(The welding of institute)에서 1991년 

최초 특허 출원된 마찰교반용접기술은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용접 공정으로 자동차나 항공기, 조
선과 같은 수송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 건축, 
토목, IT 산업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TWI의 최초 특허는 이 기술의 원리와 개념만을 정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용접인자나 기기의 구성, 그
리고 각종 응용 기술에 대해서는 TWI가 주관한 심

포지움과 국제학회, 국내학회 등을 통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1-2)

  국내에서는 장비 사용의 로열티 문제로 인해 실

험적인 연구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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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석기3) 등이 용접 공구의 지름 및 길이, 숄더부

의 지름을 변화시켜가며 Al합금에 대한 마찰교반용

접을 실시하였고, 용접부의 인장 강도를 측정하여 

인장 강도를 최대로 만드는 마찰교반용접의 용접 

조건을 찾는 연구를 하였다. 또한 원시태4) 등은 마

찰교반용접된 철도 차량용 A6005 압출재의 기계적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 공법 설계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구병춘5) 등은 마찰교반용접 열원의 유한

요소 모델링에 관한 연구와 Al6061-T6 판재의 마찰

교반용접 3D 유한요소해석에 관한 연구를 하는 등 

국내에서도 마찰교반용접 기술의 연구가 일부 행해

지고 있으나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용접해석의 대표적인 전용프로그

램인 SYSWEL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AZ31마그

네슘 합금판재의 마찰교반용접시 공구의 회전속도

와 이송속도 변화에 따른 해석결과를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용접변수가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2. 해석 방법

2.1 모델링

  Fig. 1은 마찰교반용접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공

구의 모델링 형상이다. 마찰교반용접시 공구는 판

재와 접촉하여 마찰열을 발생시키므로 공구의 숄더 

하단 면과 핀 외형 면으로 모델링 하였고 공구의 

숄더지름은 12mm, 핀 지름은 3.5mm 및 핀 길이는 

1.5mm로 하였다. 
  Fig. 2는 2D 및 3D 요소 분할을 VISUAL MESH 

Fig. 1 Tool modeling and 2D mesh geometry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2D 요소는 

총 47,930개를 생성하였고 3D 요소는 8개의 절점을 

갖는 육면체 요소를 사용하여 131,042개의 3D 요소

와 34,954개의 절점을 생성하였다.
또한 마찰교반용접은 공구의 길이방향을 따라 

공구의 회전이 이루어지므로 요소는 공구의 중심 

부위에서는 조밀하게 나누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커

지도록 분할하였다. 공구는 길이방향과 수직하게 

이송하며 진행방향의 70% 지점이 공구의 최종 위

치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Fig. 2 Mesh geometry of plate for analysis

2.2 해석 조건

Table 1은 해석에 사용된 인자와 수준을 나타

낸 것이다. 인자는 마찰교반용접시 공정의 중요한 

용접 변수인 공구의 회전속도와 이송속도로 하였

고 해석결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실험계획법인 이원배치법의 원리를 적

용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유동 및 구조해석에 사

용한 열팽창계수, 비열, 밀도, 탄성계수 등의 물성 

값은 SYSWELD 소프트웨어 내에 정해진 값을 사

용하였다. 

Table 1 Factors and each levels for simulation

Level 1 Level 2 Level 3

Rotation speed
(rpm), (A)

1000 1100 1200

Welding speed
(mm/min), (B)

200 3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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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결과  고찰

3.1 용  조건에 따른 온도 분포

Figs. 3-4 등은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온도분

포 형상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해석 조건에서의 온

도분포는 200℃ 안팎으로 AZ31 마그네슘 합금의 

재결정온도에 근접하였지만 용융온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구는 시계방향으로 회

전하여 숄더 부위의 후방에서 높은 온도 분포를 나

타내었다. 
 

Fig. 3 Result of thermal analysis

Table 2는 해석조건이 온도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실험계획법

인 2원배치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공구의 회전속도

Fig. 4 Result of thermal analysis for tool

와 이송속도 변화에 따른 용접부의 최대온도를 나타

낸 것이다. 공구의 이송속도가 증가할수록 최대온도

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회전속도가 증가할

수록 최대온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2 Maximum temperature of welding conditions

No.

Factors
Maximum 

Temperature
(℃)

Rotation
speed

(rpm),(A)

Welding
speed

(mm/min),(B)

1 1000 200 208.53

2 1000 300 193.28

3 1000 400 177.50

4 1100 200 223.16

5 1100 300 210.57

6 1100 400 197.30

7 1200 200 238.26

8 1200 300 228.33

9 1200 400 218.47

Figs. 5-6 등은 각각 공구의 회전속도 및 이송속

도를 변화시켜 얻은 9개의 온도분포 결과를 공구의 

수직인 평면 방향과 공구의 진행 방향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구의 회전속도가 일정할 때 공구의 이송

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구 주변의 온도분포가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공구의 이송속도가 일정할 

때 공구의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구 주변의 온

도분포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3은 해석 변수들이 특성치인 최대 온도 값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 분석 방법

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여기서 A는 해석을 위해 선정한 공구의 회전속

도, B는 공구의 이송속도, E는 오차, T는 A, B, E 
변수들의 변동의 합을 나타낸다. 또한 SS는 각 변

수의 변동, Φ는 자유도, MS는 각 변수들의 변동을 

자유도로 나눈 값, F0 는 MS를 오차의 변동으로 나

눈 값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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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rpm)

200(mm/min)

300(mm/min)

400(mm/min)

1100(rpm)

200(mm/min)

300(mm/min)

400(mm/min)

1200(rpm)

200(mm/min)

300(mm/min)

400(mm/min)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by analysis(tool length direction)

1000
(rpm)

200(mm/min) 300(mm/min) 400(mm/min)

1100
(rpm)

200(mm/min) 300(mm/min) 400(mm/min)

1200
(rpm)

200(mm/min) 300(mm/min) 400(mm/min)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by analysis
(orthogonal direction of tool length)

Table 3 ANOVA for maximum temperature

SS Φ MS F0 F(0.05) F(0.01)

A 1864.21 2 932.10 117.70** 6.94 18.00

B 980.12 2 490.06 61.88** 6.94 18.00

E 31.68 4 7.92

T 2876.01 8 1430.08

분산분석 결과, 공구의 회전속도와 이송속도 모

두 신뢰구간 99%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즉 공구

의 회전속도 변화와 공구의 이송속도 변화에 따라 

특성치로 선정한 최대 온도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공구의 회전속도와 공구의 이송속도가 

마찰교반용접 유동 해석시 용접부의 최대 온도 값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본 해석에서 선

정한 공구의 회전속도(A)의 기여도가 65%로서 공

구의 이송속도(B)의 기여도 34%보다 최대온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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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Contribution of welding variables to maximum 
temperature

Fig. 8 Maximum temperature vs. levels of factors
   
Fig. 8은 각 변수의 수준별 모평균을 추정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공구의 회전속도는 3수준에

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공구의 회전속도

가 높을수록 최대 온도 값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공구의 이송속도는 1수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

타냈으며 공구의 이송속도가 높을수록 최대온도 

값은 감소하였다. 

3.2 용  조건에 따른 응력 분포

Fig. 9는 응력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Von-Mises 
응력분포 형상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해석 조건

에서의 응력분포는 공구의 핀 부위와 숄더 부위

의 진행 위치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9 Result of mechanical analysis

Table 4는 해석조건이 응력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실험계획법

인 2원배치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공구의 회전속도

와 이송속도 변화에 따른 용접부의 Von-Mises 최대 

응력 값을 나타낸 것이다. 공구의 이송속도가 증가

할수록 최대응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회

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최대온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4 Maximum von mises stress of welding 
conditions

No.
Factors Maximum 

von mises 
stress
(MPa)

Rotation speed
(rpm)

Welding speed
(mm/min)

1 1000 200 126.24

2 1000 300 126.75

3 1000 400 127.51

4 1100 200 126.23

5 1100 300 126.78

6 1100 400 126.96

7 1200 200 125.31

8 1200 300 125.57

9 1200 400 1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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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rpm)

200(mm/min) 300(mm/min) 400(mm/min)

1100(rpm)

200(mm/min) 300(mm/min) 400(mm/min)

1200(rpm)

200(mm/min) 300(mm/min) 400(mm/min)

Fig. 10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by analysis
(orthogonal direction of tool length)

Figs. 10-11 등은 각각 공구의 회전속도 및 이송

속도를 변화시켜 얻은 9개의 응력분포 결과를 공구

의 수직인 평면 방향과 공구의 진행 방향으로 나타

낸 것이다. 공구의 이송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구 주

변의 응력분포가 감소하지만 Von-Mises 최대 응력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5 ANOVA for maximum von mises stress

SS Φ MS F0 F(0.10) F(0.05)

A 1.30 2 0.65 6.31* 4.32 6.94

B 2.30 2 1.15 11.14** 4.32 6.94

E 0.41 4 0.10

T 4.01 8 1.90

Table 5는 해석 변수들이 특성치인 최대 온도 값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 분석 방법

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산분석 결과, 공구의 회전속도와 이송속도 모

두 신뢰구간 9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특성치로 

선정한 Von-Mises 최대 응력 값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는 각 변수의 모평균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공구의 회전속도는 3수준에서 가장 

낮은 응력 값을 나타냈으며, 공구의 회전속도가 높

을수록 최대 응력 값은 감소하였다. 또한 공구의 

이송속도는 1수준에서 가장 작은 응력 값을 나타냈

으며 공구의 이송속도가 높을수록 최대 응력 값이 

증가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용접해석의 대표적인 전용프로그

램인 SYSWEL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AZ31마그

네슘 합금판재의 마찰교반용접시 공구의 회전속도

와 이송속도 변화에 따른 해석결과를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동 및 강도특성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공구의 이송속도가 증가할수록 최대 온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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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by analysis(tool length direction)

Fig. 12 Graphical illustration of the effect on all 
factors 

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회전속도가 증가할

수록 최대 온도 값은 증가하였다. 
2) 공구의 회전속도 및 이송속도를 변화시켜 얻

은 마찰교반용접시 발생하는 열 영향부 형상을 관

찰한 결과 용접시 열영향부는 공구의 이송속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공구의 회전속도가 감소할수록 

좁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공구의 이송속도가 증가할수록 최대 응력 값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공구의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최대응력 값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4) 분산분석 결과, 변수로 선정한 공구의 회전속

도 및 이송속도가 특성치로 선정한 최대 온도 값과 

최대 응력 값에 모두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공구의 회전속도가 이송속도에 비해 최대 온도 특

성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구의 이송속도가 회전속도에 비해 최대 응력 특

성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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