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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수송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경제적 이점을 목적으로 경량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특

히 철도산업 분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철도차량 차체의 소재가 스테인리스 합금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대체하여 차체 경량

화를 실현하였다. 하지만 철도차량의 고속화, 에너지 절감 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합금 차체의 구조적 설계 변화[4]

보다는 마그네슘 합금과 같은 새로운 소재 적용이 필요하다. 마그네슘은 비중이 1.74g/cm2으로 알루미늄의 2/3, 티타늄의 1/3,

철강의 1/5 수준으로, 상용 금속소재 중 초경량 금속소재이다. 또한, 마그네슘 합금의 경우 제작공정이 알루미늄 합금과 유사하

여 설비의 재투자가 불필요한 이점이 있다. 따라서 초경량 금속인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사용한 철도 차량 경량화는 에너지 절

감 효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철도 산업에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철도차량뿐만 아니라

운송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접기술이 요구된다.

용접기술의 하나로 마찰교반용접(Friction Stir Welding)은 영국의 The Welding Institute(TWI)에 의해서 1990년대부터 산업

에 사용된 이래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5]. 마찰교반용접은 기존의 용융용접과 달리 별도의 열원,

용접봉, 용가재 등이 불필요하며 접합 과정에서 유해광선이나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용접공정이 간단하고, 경제적

Abstract In this study, the optimal welding condition of an extruded AZ61 magnesium alloy plate was investigated

through evalu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in the friction stir welding zones. The friction stir

welding conditions considered in this study were the tool rotation speeds of 400, 600, and 800rpm and the welding

speeds of 200, 300, and 400mm/min. To evaluate the welding strength, tensile and hardness tests were carried out.

Microstructures of the welded regions were examined using optical microscopes. Under a tool rotation speed of 800rpm

and welding speed of 200mm/min, the joint showed the best joining properties. The UTS, yield strength, and elongation

of the welded region showed values of 79.0%, 65.4%, and 30.1%, respectively, of those of the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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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AZ61 압출 판재 마찰교반용접부의 기계적 강도 평가와 미세조직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의 용

접조건을 도출하였다. 용접조건은 용접 툴의 회전속도 400, 600, 800rpm, 이송속도 200, 300, 400mm/min으로 선정

하였다. 인장시험 및 경도시험을 통해서 용접부의 기계적 강도 평가를 하였으며, 파단면 관찰과 용접부 단면 미세조직

관찰을 통해서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였다. 용접부 특성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용접조건 내에서 AZ61

압출 판재의 최적용접조건은 회전속도 800rpm, 이송속도 200mm/min이었고, 용접부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그리고 연

신율은 모재 대비 79.0%, 65.4%, 30.1%로 측정되었다.

주요어 : 마그네슘 합금, 마찰교반용접, 인장시험, 경도시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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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접합기술로 평가받고 있다[6]. 또한, 마찰교반용접은 고상 접합으로 용접부에서 용융이 발생하지 않기 때

문에 결정립의 압출조직이 남아 있으며 기공, 응고균열 등과 같은 결함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타 용접보다 강점이 있다. 마그

네슘 합금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마찰교반용접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알루미늄 합금 및 타

합금과 비교하면 미흡한 것이 현재의 수준이다. 특히 마그네슘 합금 종류 중에서도 AZ61 마그네슘 합금은 AZ31, AZ91 마그

네슘 합금에 비해 발표되는 문헌의 수가 비교적 적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의 실용화 및 응용에 앞서 기초

적인 연구로, 마찰교반용접에서 가장 주요한 두 가지 변수인 이송속도와 회전속도에 따른 용접부의 기계적 물성평가를 수행하

였다. 또한, 미세조직 분석을 바탕으로 용접부의 물성변화 원인을 밝히고, 제시한 용접조건 내에서 AZ61 마그네슘 합금에 가장

적합한 마찰교반용접 조건을 도출하였다.

2. 재료 및 시험 방법

2.1 시험

본 연구에서 마찰교반용접 수행에 사용된 판재는 AZ61 마그네슘 합금으로 압출하였다. 화학적 구성 성분과 기계적 특성은

다음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마찰교반용접에 사용된 판재 시편은 치수 100mm×500mm×5mm(폭×길이×두께)의 직사각형

형상이다. 용접 시편과 툴 사이의 틸팅(Tilting)은 0o, 툴의 회전 방향은 시계방향, 맞대기 용접으로 마찰교반용접을 수행하였다.

마찰교반용접 수행정보 및 시편의 배치는 Fig. 1과 같다.

2.2 시험 방법

2.2.1 용접 시험 및 공구

압출 판재 마찰교반용접은 맞대기 용접방식으로 압출 방향(0o)과 동일하게 용접을 수행하였다. 마그네슘 합금을 마찰교반용

접 하는데 적합한 용접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실험 계획한 용접 변수로는 이송속도와 회전속도 두 가지로 선정하였고 회전속도

는 400, 600, 800rpm으로, 이송속도는 200, 300, 400mm/min으로 9가지의 용접 조건을 수행하였다. 마찰교반용접 장비는 밀링

머신을 개량한 장비로 수직 방향의 변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용접이 진행된다. 장비의 사양은 Table 3과 같다. 마찰교반용접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Z61 (wt. %).

Al Cu Fe Ni Mn Zn Si Mg

6.57 0.97 0.0049 0.0008 0.23 0.97 0.018 Remains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AZ61.

Material Shape
UTS

[MPa]

YS

[MPa]

El.

[%]

AZ61 Extruded plate 322.9 241.9 15.3

Fig. 1. Schematic of friction sti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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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용접 툴 숄더(Shoulder)의 형상은 볼록한 형태(Convex)이며 숄더의 직경은 16mm이고 표면에 소용돌이무늬(Scroll)

가 있다. 이는 마찰교반용접 시 모재와 숄더 간의 마찰의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 용접 툴 프로브(Welding tool probe)의 형상

은 숄더 에서부터 프로브 아래까지 지름이 작아지는 테이퍼(Taper) 형상이다. 용접 툴(Welding tool)의 자세한 치수와 형상은

Table 4, Fig. 2에 나타내었다.

2.2.2 인장 시험

마찰교반용접부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그리고 연신율과 같은 기계적 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인장시

험에 사용된 장비는 독일 ZWICK사의 10ton 상온 인장 시험기(Z100)를 사용하였고, 시험속도는 5mm/min으로 수행하였다. 인

장시편, 조직시편, 경도시편은 용접방향(압출방향)에 수직(90o)된 방향으로 마찰교반용접종료지점(End hole)에서 약 50mm 떨어

Table 3. FSW equipment specifications.

Maximum RPM Maximum traverse speed Main axis motor power Table size

1780rpm 3m/min 15Kw 1260×800mm

Table 4. Details and dimensions of tool.

Material
Shoulder 

shape

Shoulder 

diameter

Pin 

shape

Pin upper 

diameter

Pin lower 

diameter

Pin 

length

Thread 

pitch

Rotation 

direction

SKD61 convex 16mm Taper 6mm 4mm 4.5mm 0.7mm clockwise

Fig. 2. Schematic of FSW tool.

Fig. 3. Specimen shape of magnesium alloy AZ61 (A) plate shape and position of tensile test, microstructure samples and hardness

test sample (B) tensile test specimens(90°) and (C) microstructure samples(90°) and hardness test sample(90°).



선승주 · 김정석 · 임재용 · 이우근 · 고요한 · 김영민 · 유봉선

42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4호 (2016년 8월)

진 위치에서 KS B 0802에 따라 각각 3개씩 제작하여 모재의 인장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Fig. 3 참조).

2.2.3 경도 시험

마찰교반용접부의 압입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용접부의 영역별 경도분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

하기 위하여 조직시편과 동일한 크기로 가공하여 시편 횡단면 중앙에서 경도를 측정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된 마크로 비커스

경도 시험기는 Mitutoyo사의 HM-112모델 시험기로 경도측정 시 하중 2kgf, 인접 측정부위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측정점 간 거

리를 0.55mm로 유지하였고, 하중 지속시간은 10초로 수행하였다.

2.2.4 미세조직관찰

미세조직 시편의 폭은 18mm이고 미세조직 관찰을 위하여 피크릭산 3g, 아세트산 10mL, 증류수 10mL, 에탄올 100mL를 혼

합한 에칭액을 사용하였다. 용접부의 결함상태 유무, 영역별 미세조직 형성상태, 교반상태 및 결정립의 크기 등과 기계적 물성

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세조직관찰을 수행하였다. 조직관찰에 사용된 광학현미경 장비는 Nikon사의 EIPHOT200 모

델(X500 촬영)과 Olympus사의 BX51M 모델(X25, X1000 촬영)을 각각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마찰교반용접부 인장 및 경도 특성

인장시험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마찰교반용접 조건에 따른 압출 판재 용접부의 최대인장강도는 (C) 용접조건에서

255.1MPa로 측정되었고, 최대 항복강도는 (I) 용접조건에서 167.2MPa로 나타났다. 모든 조건에서의 연신율은 5% 이하로 취성

에 가까운 특성을 보였다. 최대인장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연신율도 높은 선형적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항복

강도의 경우 연신율과 최대인장강도의 선형적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최대인장강도와 연신율과의 연관 없이 독립적인 결과를 확

인했다.

9가지 용접조건 내에서 기계적 물성평가 결과 이송속도가 200mm/min인 (C) 조건에서 파단면에 결함이 없었으며 기계적 물

성이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 제자리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던 (C) 조건이 타 조건에 비해

소재 접합에 더 적합한 입열량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F) 조건의 경우 이송속도가 300mm/min임에도 불구하

고 (D), (E) 조건과는 다르게 파단면에서 결함이 보이지 않고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회전속도가 높아질

수록 이송속도 변화를 통해 입열량의 제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 조건은 이송속도 증가에 의한 입열량 감소가

용접부의 기계적 물성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각 용접조건별 모재대비 기계적 물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계적 물성이 가장 우수한 용접조건은 (C)조건으로 나타

났고, 최대인장강도는 255.1MPa로 모재 대비 79.0%이고, 항복강도는 158.2MPa로 모재대비 65.4%이며, 연신율은 4.6%로 모재

대비 30.1%이다. Choi 등 [8]은 현재 국내의 철도차량 또는 경전철 객차 차체에 적용되고 있는 A6005 알루미늄 합금 소재에

마찰교반용접과 MIG를 적용하여 기초적인 물성을 비교하였다. 해당 논문에서 A6005 알루미늄 합금에 마찰교반용접을 적용한

결과 최대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은 모재대비 각각 약 85%, 75%, 50%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C)조건과 비교하

Table 5. FSW condi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pecimens.

Type
Rotation speed

[RPM]

Traverse speed

[mm/min]

UTS

[MPa]

YS

[MPa]

Elongation

[%]
Defect

(A) 400

200

234.0 ±1.6 150.4 3.3 ○

(B) 600 232.1 ±10.3 150.3 3.1 ○

(C) 800 255. 1 ±5.3 158.2 4.6 ×

(D) 400

300

210.7 ±4.4 151.2 2.1 ○

(E) 600 214.4 ±11.5 160.3 1.9 ○

(F) 800 239.6 ±9.8 153.9 3.7 ×

(G) 400

400

202.2 ±2.6 160.8 1.5 ○

(H) 600 197.3 ±2.3 143.7 1.5 ○

(I) 800 171.7 ±1.8 167.2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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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A6005 알루미늄 합금의 기계적 물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Razal Rose [7]의 경우 동일 이송속도에서 회

전속도만 변화시켜 AZ61 마그네슘 합금 마찰교반용접부의 기계적 물성 평가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유사한 조건인

800rpm_90mm/min 용접조건에서 기계적 물성은 모재대비 최대인장강도, 항복강도 그리고 연신율이 각각 50.2%, 50.2%, 52.4%

로 나타났다. 추후에 용접 툴 또는 용접조건 변화를 통해서 기계적 물성을 알루미늄 합금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야할 것으로 판

단된다.

Fig. 5(a), (b), (c)는 이송속도에 따른 마찰교반용접부 횡단면의 비커스 경도 분포이다. 이송속도가 200mm/min으로 동일한 용

접조건의 경우(Fig. 5(a)) 경도가 62HV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300, 400mm/min의 경우 회전속도가 낮은 순서로 경

도가 높게 분포했다. 대부분 교반부(SZ)와 열기계적 영향부(TMAZ) 사이 경계면에서 경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본래 경도로 회

복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도 분포의 경향은 이송속도 300, 400mm/min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5(a)와는 다르

게 Fig. 5(b), (c)에서는 동일한 이송속도에서 회전속도가 감소할 때 경도 분포가 더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음 방

정식에 기인한다.

(1)

식 (1)은 회전속도와 이송속도가 용접부에 미치는 입열량의 관계를 보여준다[9]. 식 (1)에서 Q[J/mm]는 입열량을 나타내며, η

는 입열 효율, R은 숄더의 반지름, μ는 마찰 계수, p는 하중 그리고 w와 v는 각각 툴의 회전속도와 이송속도이다. 마찰교반용

접 공정에서 회전속도와 이송속도만을 변수로 고려한다면, 입열량은 w/v에 비례한다. 즉, 회전속도의 감소와 이송속도의 증가는

입열량 저하의 요인이 된다. Chen과 Kovacevic [10] 그리고 Sun 등 [11]은 수치해석과 실제 실험 데이터 비교를 통해서 용접

툴의 이송속도에 따른 온도 변화에 대해서 문헌 발표하였다. 해당 문헌에서 이송속도가 온도 변화에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Xunhong와 Kuaishe [12]는 마찰교반용접부의 경도가 높게 측정된 원인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

Q
4

3
---π

2ημpwR
3

v
--------------------=

Fig. 4. Mechanical properties compared to those of base metal (BM).

Fig. 5. Micro-hardness profile near the FSW section mid-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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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매우 작아진 결정립의 크기에 의한 원인으로 판단하였고, 두 번째는 마찰교반용접 시 생성된 금속간화합물에 의한 경도 상

승으로 문헌 보고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교반부의 경도 증가 원인은 Xunhong와 Kuaishe [12]가 언급했던 첫 번째 원인과 동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400mm/min으로 이송속도의 증가는 결정립의 성장에 충분한 열량을 공급하지 못하며, 동시에 용접 툴

프로브에 의한 영향으로 교반부(SZ)의 결정립은 더욱더 미세화 되어 매우 작은 결정립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회전속도가 감

소하는 경우도 경도가 높게 측정되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인장강도가 높으면 경도도 높은 이러한 비례관계에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

인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용접부 단면과 파단면 관찰을 통해서 분석해보았다.

3.2 마찰교반용접부 파단 및 조직 특성

Fig. 6은 인장시험 후 시편으로 미세조직분석에 앞서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파단 부위에서 네킹(necking)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접부는 연성보다는 취성으로 판단된다. (C), (F) 용접조건을 제외한 모든 용접조건의 파단면에서는 Fig. 6의 (1), (2),

(3)과 같은 파단 형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회전속도가 일정할 때 이송속도가 증가할수록 파단 형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송속도가 200-400mm/min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열량이 감소하

였고 그 결과, 소성 유동이 부족하여 교반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Fig. 6(1), (2), (3)과 같은 파단 형태는

소성 유동 부족으로 인한 probe 나사산의 흔적이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용접조건과 무관하게 모두 AS(Advancing Side) 부위

에서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측면에서 관찰 시 대부분 약 45o 사선의 형태로 파단이 발생하였다. 파단 위치(Fig. 6)와 단면부(Fig.

7)의 비교 결과 교반부와 열기계적 영향부의 경계면은 시편의 중심으로부터 약 5-6.2mm에 위치하며, 파단 위치는 용접부 중심

에서 AS 방향으로 약 5mm 내외에 존재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장시험 시 결함 또는 교반부 하부에서 균열이 시작되

어 교반부와 열기계적 영향부의 사이 경계면으로 균열진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용접부의 단면 이미지로 앞서 인장시험 후 시편에서 언급했었던 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 (H), (I) 용접

조건에서도 결함이 존재했다. 모든 결함은 AS 부위에서 교반부의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소재가 서로 섞여있지 않아 검게 나타

난다. 결함의 크기는 1.4mm-2mm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함은 더 많은 소성 유동을 발생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되

었다[13]. 본 연구에서도 회전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결함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함을 피하기 위해 회

전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소성 유동을 많이 일으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회전속도는 조성적 액화로 금속간화합물이

다량 발생하여 오히려 기공결함을 증가시킬 수 있다[14]. 따라서, 마찰교반용접의 가장 큰 특징인 고상 접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Fig. 6. Fractured configuration after tensile test (A: 400rpm_200mm/min, B: 400rpm_300mm/min, C: 400rpm_400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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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송속도 또는 회전속도의 변화를 통해 입열량 제어가 필요하다.

Fig. 8은 결함이 없는 건전한 용접부로 800rpm_200mm/min 용접조건의 영역별 조직 이미지이다. 교반부는 가장 미세한 영역

으로 관찰되어 1000배율로 수행하였고 이외의 영역은 500배율로 관찰하였다. 일반적으로 마찰교반 용접부는 교반부(Stirz Zone,

SZ), 열기계적 영향부(Thermo Mechnical Affected Zone, TMAZ), 열 영향부(Heat Affected Zone, HAZ), 모재부(Base Metal,

Fig. 7. Micrograph of one FSW region in AZ61 magnesium alloy.

Fig. 8. Non-defective micrograph of FSW cross section under conditions of 800rpm_200mm/min and optical micrographs at (I), (II),

(III) and (IV) regions: (I) BM, (II) HAZ, (III) TMAZ, (IV) 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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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로 분류되며 용접부의 영역별 결정립의 크기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열 영향부와 열기계적 영향부의 결정립

크기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교반부는 확연하게 다른 영역에 비해서 결정립의 크기가 작았다. 마찰교반용접 시 마찰열에 의한

입열량은 결정립 크기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교반부에서는 용접 툴 프로브의 물리적 영향에 의해 결정립 성장에 방해

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열 영향부와 열기계적 영향부에서는 마찰열에 의한 결정립 성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모

든 용접조건에서 교반부의 결정립이 가장 작게 나타났고, 열 영향부와 열기계적 영향부에서는 대부분 모재와 비슷하거나 더 큰

결정립 크기가 관찰되었다(Table 6 참조). 또한 이러한 결정립 크기와 경도의 관계는 결정립 크기와 경도와의 연관성을 나타낸

Hall-Petch 관계식 [15-17]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ig. 9는 용접조건 (B), (E), (H)의 교반부와 열기계적 영향부 사이 경계면이다. 용접부 단면에서 관찰되는 교반부(SZ)와 열기

계적 영향부(TMAZ) 사이의 경계면은 AS 영역에서만 관찰되며 RS(Retreating Side)영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AS 영역의

경계면에서 metal flow를 관찰할 수 있었다. Metal flow는 툴의 회전에 의한 유동의 흐름으로 결정립들이 변형에 따라 늘어나

있는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래 마그네슘 합금의 결정은 등방형 결정립 구조로 모든 방향으로 크기가 거의 같지만 metal

flow와 같은 소성변형에 의해서 결정립이 뒤틀리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8]. 또한, 사이 경계면에서는 결정립 크기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데 교반부에서 관찰되는 결정립과 열기계적 영향부에서 관찰되는 결정립이 공존했다.

이러한 현상은 AS 부위의 경계면에서만 관찰 가능했고 RS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파단 위치가 AS 배

치 시편에서 교반부와 열기계적 영향부 사이 경계면에서만 발생한 것은 metal flow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Woo 등

[19]은 마찰교반용접 시 소성유동(shear plastic flow)은 결정립 방향(crystallographic direction)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으며, 변화

된 결정립의 방향과 슬립시스템과 외부에 의한 응력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Schmid factor의 연관성을 통해서 AS 부위의

교반부와 열기계적 영향부 사이 경계면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AS 부위의 교반부(SZ)와 열기계적

영향부(TMAZ) 사이 경계면에서 발생한 파단의 원인이 결정립 방향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영역인 열 기계적 영향부와 교반부 사이 경계면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경도가 높게 분포했던 용접부 중심에

서 파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 기계적 영향부와 교반부 사이 경계면에서 파단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인장강도와

경도가 독립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장 취약한 부위인 교반부와 열 기계적 영향부의 경계면에서 발생하

는 파단을 용접부 중심에서 발생하도록 유도 한다면 개선된 물성과 경도분포에 비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Comparison of grain size in the FSW cross section.

Type
BM

[µm]

HAZ

[µm]

TMAZ

[µm]

SZ

[µm]

(A)

7.83

9.99 8.87 6.45

(B) 8.75 8.61 6.73

(C) 11.26 11.98 7.98

(D) 8.96 8.20 4.59

(E) 7.75 6.47 4.62

(F) 13.07 13.97 7.95

(G) 8.48 7.15 4.05

(H) 8.10 9.58 4.74

(I) 8.10 9.58 5.63

Fig. 9. Interface between SZ and TM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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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시험 결과와 결정립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냈던 (C), (F) 용접조건의 경우 타

용접조건에 비해서 결정립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모재부(BM)와 비교하여 교반부는 결정립 크기가 비슷했고, 열

영향부 및 열기계적 영향부의 경우 약 4-6µm 정도 더 크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9가지 용접조건 중 (C), (F) 용접

조건은 상대적으로 입열량이 높은 용접조건이다. 따라서 기계적 교반 영향보다는 마찰열에 의한 영향으로 타 용접조건에 비해

결정립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의 입열량이 9가지 용접조건 내에서 가장 적합한 마찰교반용접 조건으로 판단된다. 향후

입열량의 정량적 수치화를 통해 결함의 유무와 기계적 물성 수준을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접조건에 따른 AZ61 마그네슘합금 압출 판재 맞대기 마찰교반용접 후 기계적 물성 평가와 미세조직 분석

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용접조건 800rpm_200mm/min 그리고 800rpm_300mm/min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의 파단면에서 tool probe의 나사산 흔

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사산 흔적은 이송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범위가 넓어지며 최대인장강도를 감소시켰다.

2. 모든 용접부의 AS 부위에서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파단의 형태는 측면에서 관찰할 때 약 45o 사선의 형태로 관찰되었다.

동일 회전속도에서 이송속도가 높을수록 경도 분포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3. 미세조직관찰 결과 800rpm_200mm/min 그리고 800rpm_300mm/min 용접조건에서 결함이 없었다. 용접 툴 프로브(tool

probe)에 의한 미세화로 결정립은 교반부(SZ)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AS 부위에서 metal flow와 교반부(SZ)와 열기계적 영향

부(TMAZ)를 구별할 수 있는 경계면이 존재했다. 특히 교반부(SZ)와 열기계적 영향부(TMAZ) 사이 경계면은 인장시험 시 파

단 부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이송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열량은 감소하고 이에 용접부는 마찰열에 의한 결정립의 성장보다는 용접 툴 프로브(probe)에

의한 물리적 영향이 더 많아 이송속도가 높을수록 용접부에서 결정립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이는 교반부의 경도분포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경도가 높아 인장강도 또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열기계적 영향부와 교반부의 사이 경계면

에서 파단이 발생하여 용접부 중심에서 정확한 인장강도를 알 수 없었다. 추후 파단을 용접부 중심으로 유도한다면 개선된 기

계적 물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용접조건 내에서는 800rpm_200mm/min 용접조건의 기계적 물성이 가장 우수했으며 모재대비 최대인

장강도, 항복강도 그리고 연신율은 각각 79.0%, 65.4%, 30.1%로 측정되었다. 또한 회전속도가 높더라도 이송속도 변화를 통해

입열량을 제어하여 결함이 없고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최적의 용접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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