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트피닝한 철도 차량용 알루미늄합금의 용접부

피로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tique characteristics of shot peened
welded joints for the rolling stock

김종호 이동선 진창수 이태근 정성균*, *, **, ***, ****

Kim, Jong-Ho, Lee Dong-Sun, Jin Chang-Su , Lee Tae-keun and Cheong Seong-Kyun

ABSTRACT

As the industrial society develops rapidly, the weight reduction and high strength are demanded
gradually. In case of the welded joint for the rolling stock which receives the repeat load, the structural
failure can occur easily. However, if the shot peening technique is applied, the durability and the
fatigue characteristics of the rolling stock will be improved because the hardness increases and the
residual stress is induced. In this study, the fatigue characteristics of shot peened welled joints for the
rolling stock was investigated. The crack initiation was examined and hardness was also evalu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fatigue characteristics of welded joints was improved.

서 론1.

알루미늄을 이용한 수송기관의 경량화는 에너지 절감측면에서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오

고 있다 특히 유럽 및 일본은 이러한 에너지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알루미늄 압출형재를 이용한.

철도차량을 여년 전부터 제작하여 오고 있으며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지역특성상 항공수30 , , ,

송에 의한 장거리 교통수단보다는 중단거리의 육상수송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철도차량의 중

요성과 그 경량화 수단으로서의 알루미늄 차체개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

라의 경우는 전동차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운행될 때부터 일반 강재가 적용되어 약 여년 이상20

사용되어 왔으나 높은 소재비중으로 인해 경량화가 어렵고 부식에 아주 약한 단점 등으로 인해,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알루미늄 압출재를 적용한 표준,

전동차가 개발 완료되었고(1,2) 한국형 고속전철 또한 알루미늄이 실용화 되어 현제 상당량의 철제,

차량이 알루미늄 철도차량으로 대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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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조물이 반복 하중을 받으면 피로파괴를 일으킨다 더욱이 용접부와 같이 열 변형을.

받아 취약한 경우에는 피로에 의한 파괴가 더욱 빨리 일어난다 용접에 의해 차체를 제작하는 알.

루미늄 철도 차량의 경우 용접에 대한 소재자체의 결함 뿐 아니라 차체가 운행 시 받게 되는 반

복 하중에 대한 피로균열이 큰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철도차량의 경량화 기술이 선.

진 외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차량용 알루미늄인 와 동일 계열 소재인 합A6005A Al6061-T6

금을 가공하여 용접한 후 부품의 피로강도 및 피로수명을 증가 시키는 기술로써 잘 알려진 쇼트

피닝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피로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관련이론2.

쇼트피닝이란 금속 재료의 표면에 쇼트볼 이라는 강구를 고속으로 투사하여 금속의 표면에 충

격을 주는 냉간가공의 한 종류이다 금속부품의 표면에 쇼트볼이 고속 충돌하면 쇼트볼이 지니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표면에 전이 되면서 표면부에 얇은 소성 변형층을(transformation)

형성한다 이 소성 변형층은 변형전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반력이 작용하고 표면에는 압축응력 내. ,

부는 인장응력을 갖고 평형을 이룬다.(3) 쇼트볼의 충돌 후 압축응력이 잔류하게 되는데 응력의 크

기는 크지만 응력은 가공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깊이, 0.1～

정도에 분포되고 특수한 경우 까지 분포 층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쇼트피0.25mm 0.8mm .

닝 가공으로 재료의 표면에 압축잔류응력을 남게 함으로써 반복인장이 작용할 때 압축잔류응력은

점점 상쇄되어 압축잔류응력이 사라지게 될 때까지 피로수명 및 피로강도의 증가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으며 이러한 쇼트피닝 가공은 사용 전에 하는 마지막 공정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중에 피로를 받는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용접현상은 국부적으로 급열 급랭 과정을 동반,

하기 때문에 용접 가공 시 용접 변형 및 잔류응력

은 피할 수 없다 용접변형과 잔류응력은 서로 상.

반되는 효과를 나타내며 용접시의 구속 상태가 작,

으면 용접잔류응력은 작게 되나 용접변형은 크게

된다 반면 용접금속이 자유롭게 수축될 수 없을.

정도로 구조물의 구속 상태가 크게 되면 용접변형,

은 작게 되나 잔류응력은 크게 된다 용접 잔류응.

력은 용접 구조물의 피로강도를 저하시키거나 취,

성파괴 및 응력부식 균열의 진전을 용이하게 하며,

용접 변형은 구조물의 외관을 해치거나 국부적으로

스트레인 집중을 초래하여 이 역시 취성파괴의 원

인으로 작용하여 구조물의 파괴사고를 유발할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다(4).

은 쇼트피닝에 의해 응력이 완화된 모습이Fig. 1

다 쇼트피닝은 용접부를 구면상의 선단을 갖는 특수해머인 쇼트볼로 연속적으로 타격하여 표면층.

에 소성변형을 주어 용접부의 잔류응력을 완화시키며 또한 이외에도 용접 변형의 경감이나 용착

금속의 균열 방지를 위해서도 이용되므로 용접된 구조물에서의 응력 부식균열(Stress Corrosion

뿐만 아니라 피로저항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가져다 주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Cracking) .

Fig. 1 Effect of shot peening on the welded zone



실험3.

알루미늄 합금은 고온 용융 상태와 상온에서의

수소용해도 차이에 의해 냉각상태에서 용해되지 못

한 수소 가스가 기공을 형성하게 되어 기공과 고,

온균열은 알루미늄 합금의 대표적인 결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용접봉의 선정이 중

요하다.(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참고(6)

로 하여 용접봉을 결정하였으며AA5356 Table 1

은 용접봉의 화학적 성분을 나타낸다.

실험에 사용한 시험편 재료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인 이며 와 같이 중앙부의Al6061-T6 , Fig. 2

최소 직경이 가 되게 가공하여 와 같24mm Table 2

은 조건으로 정밀하게 용접하였다 재료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은 과 에 나타Table 3 Table 4

내었다.

한편 가장 높은 피로수명을 갖는 피닝강도 조건

을 찾기 위해 선행연구(7)를 기초로 쇼트볼의 투사

속도를 결정하였으며 적용응력을 로 정하, 200MPa

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를 실험적

으로 알아보았다 이때 쇼트피닝 가공 시험편과 일.

반 시험편의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대한의 하중

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까Emery Paper 2000

지 가공하여 거울 면과 같이 연마하였으며 마이크

로 비커스 경도계 를 사용하여 시험편의(MOK-E3)

중앙으로부터 좌우 간격으로 총 의 경도2mm 40mm

를 측정하였다 이때 압입하중은. 50gf 압입 시간은,

초로 하였다 또한 표면조도계20 . (Mitutoyo

를 이용하여 중심선 평균거칠기 와 최SJ-400) (Ra)

대거칠기 점 평균 거칠기 를 측정하였으(Ry), 10 (Rz)

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각 시험편당 5

개의 구간을 측정 하여 평균을 내었다 측정구간은.

탐촉자의 속도는 로 하였다0.8mm, 4m/s .

최적조건으로 선별된 용접 시험편의 피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탐색되어진 최적 피닝강도로 굽힘

피로시험을 실시하여 를 구하였다 시S-N Curve .

험장비는 50Kgf 급 굽힘 시험기.m (J.T

를 사용하였으며 변위에 따른 토TOHSI,FTS-10)

크의 변화로서 응력의 증감을 조절하였다 아울러.

전자 주사현미경 및 금속현미경 을 이용하여 피닝가공 시 발생되는 초기 크랙의(SEM) (XJZ-6A)

생성위치 및 전파경로를 관찰 하였으며 이에 따른 파단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4.

피로수명의 극대 값을 갖는 피닝강도의 최적조건을 실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피닝강도에 따른

Mn Si Fe Cu Mg Ti Cr Zn Al

0.12 0.05 0.47 0.24 0.96 0.05 0.17 0.05 REST

Table 2 The condition of weldment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A6061-T6 (wt%)

Welding rod dia (mm) 2.4∅
Shielding gas 100% Ar

Welding amp. (A) 200~250A
Welding vol. (V) 220V

Remark 2 pass 1layer

Element

Ultimat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Base
Metal

Weld
Joint

Base
Metal

Weld
Joint

Base
Metal

Weld
Joint

A6005-
T6

315.5 193.4 265 143 16.5 4.34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A6061-T6

Fig. 2 Welded bending fatigue test specimen

Mn Si Fe Cu Mg Ti Cr Zn Al
0.17
25

0.04
17

0.15
92

0.00
05

5.02
74

0.07
14

0.11
3

0.02
74

REST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A5356 welding rod (wt%)



피로수명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은 시간에 따. Fig. 3

른 피닝강도별 피로수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결.

과로부터 시간이 늘어날 수 록 초기에는 피로수명이

증가하다가 분일 때 최대 피로수명 사이클을 얻었12

으며 분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명이 점차 감12

소하는 경향이 타나났다 따라서 최적의 피닝강도는.

분이다 일반적으로 쇼트피닝은 최적피닝40m/s, 12 .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언더피닝 수(under peening),

명의 극대를 갖는 최적피닝 피닝(optimal peening),

강도는 높으나 수명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오버피닝

로 나뉘어 진다 쇼트피닝가공을 할(over peening) .

경우 항상 수명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과Fig. 3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투사시간 분의 경우 재6

료에 미치는 압축잔류응력의 영향이 최적피닝보다

다소 부족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오버피닝의 경우

는 쇼트피닝 가공에 의한 과도한 소성변형으로 인하

여 표면부의 심한 요철과 함께 미세한 균열(micro

이 발생하고 피로하중에 의한 균열의 성장속crack)

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는 최적 피닝조건으로 가공한 시험편과 일Fig. 4

반 시험편의 경도를 측정한 것이다 두 시험편 모두.

용접부 중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록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시험편의 경우 용접부

중앙으로부터 약 떨어진 곳으로부터 피닝가공4mm ,

한 경우 약 떨어진 곳으로부터 급격히 떨어10mm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피닝가공한 시험편의 경.

우 최대 경도가 일반시험편의 경우112Hv, 77.7Hv

로서 총 증가하였으며 평균적으로도 피닝가공44.4%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가 로91.9Hv, 61.2Hv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50.2% .

선별된 피닝강도에 의해 가공된 시험편의 조도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일반 시험편에 비해 피닝가공한

경우 조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에서 보는 것과. Fig. 5

같이 피닝가공하지 않은 일반 시험편의 경우 중심선

평균거칠기 는 최대거칠기 는(Ra) 0.25 , (Ry) 2.0 ,㎛ ㎛

점 평균 거칠기 는 으로 나타났으며 피10 (Rz) 1.3㎛

닝가공한 경우 중심선 평균거칠기 는 최(Ra) 6.54 ,㎛

대거칠기 는 점 평균 거칠기 는(Ry) 31.5 , 10 (Rz)㎛

인 것으로 로 나타났다22.3 .㎛

은 앞서 탐색한 최적 피닝강도로 가공한 시Fig. 6

험편과 일반 시험편에 대한 이다 피닝S-N Curve .

가공한 시험편의 경우 피로한도가 이며 가150MPa

공하지 않은 시험편의 경우 로서 피닝가공110MPa

시험편의 피로한도가 약 증가 하였으며 피로36.4%

수명의 경우 약 증가 하였다 조도가 저하될7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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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timal peening condition of A6006-T6

Fig. 4 Hardness of weld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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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N curve of peened specim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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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피로수명 또한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비.

록 쇼트피닝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하되긴 하였으나 이로 인한 경도 및 압축 잔류응력의 증가로 시

편의 피로수명이 향상되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Fractography between shot peened and unpeened
welding specimen

Fig. 7 Another crack generation of unpeened welding
specimen

Fig. 8 The spot of crack generation between shotpeened and unpeened welding specimen

피로 파괴는 표면부의 크랙발생과 진전에 의해 생긴다 그러나 쇼트피닝가공에 의한 경도의 증.

가와 압축잔류응력의 생성은 크랙진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크랙의 생성이 표면이 아닌 내부

에 생기는 이른바 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과 에서의 쇼트피닝 가공Fish eye . Fig. 6 Fig. 7

된 시험편과 가공되지 않은 시험편의 파단면을 관찰한 에서 내부 크랙은 관찰 되지fractography

않았으며 두 시험편 모두 표면으로부터 크랙이 전파해 나아가는 형상을 띄고 있다 다만 쇼트피닝.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에서 보는바와 같이 응력집중 부위뿐 아니라 측면에서도 피로 줄Fig. 7

무늬와 크랙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연강인 알루미늄 소재의 특성상 피로하중을 견디지 못해 크랙

의 생성이 한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동시에 생성된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크랙 생성 위치에 관하.

여서 두 시험편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에서는 쇼트피닝 가공된 시험편과 가공하지 않은 일, Fig. 8

반 시험편의 크랙생성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쇼트피닝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 크랙의 생성이 용접.

비드 바로 옆에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쇼트피닝 가공한 경우는 용접비드 중앙으로부터 약

정도 떨어진 곳에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쇼트피닝 가공후의 경도 변화10mm .

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쇼트피닝가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단면적인 용접비드 부분에서 파

괴가 일어나지만 쇼트피닝 가공 후 응력집중부의 완화와 더불어 경도와 압축잔류응력의 증가로

인한 취약부분의 강화라 사료된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운행 중 반복적인 피로하중을 받는 철도 차량용 알루미늄의 동일계열 소재인

소재를 이용한 용접부 피로 특성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Al6061-T6 .

피로수명의 극대를 갖는 최적 피닝강도 탐색에서 최적조건은 투사속도 투사시간(1) 40m/s 12

분에서 탐색되었다.

최적조건으로 쇼트피닝 가공한 시험편의 경우 최대 경도가 일반시험편의 경우(2) 112Hv,



로서 총 증가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쇼트피닝 가공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가77.7Hv 44.4% 91.9Hv,

로 증가 하였다61.2Hv 50.2% .

조도 평가에 있어서 쇼트피닝 가공한 경우 중심선 평균거칠기 는 최대거칠기(3) (Ra) 6.54 ,㎛

는 점 평균 거칠기 는 일반 시험편의 경우 중심선 평균거칠기 는(Ry) 31.5 , 10 (Rz) 22.3 (Ra)㎛ ㎛

최대거칠기 는 점 평균 거칠기 는 으로 나타났다0.25 , (Ry) 2.0 , 10 (Rz) 1.3 .㎛ ㎛ ㎛

쇼트피닝 가공한 시험편의 경우 피로한도가 이며 가공하지 않은 시험편의 경우(4) 150MPa

로서 쇼트피닝가공 시험편의 피로한도가 약 증가 하였으며 피로수명의 경우 약110MPa 36.4%

증가 하였다799.8% .

시험편의 파단면을 관찰한 에서 쇼트피닝 가공한 경우 표면에서만 크랙이 발(5) fractography

생하였으며 가공하지 않은 경우 표면 뿐 아니라 측면에서도 크랙이 생성되었으며 크랙생성 위치

에 대하여서 쇼트피닝 가공하지 않은 경우 중앙으로부터 약 떨어진 공에서 생성되었으며 쇼4mm

트피닝 가공을 한 경우 중앙으로부터 약 떨어진 곳으로부터 크랙이 발생하였다1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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