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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도차량의 고속화가 진행되면서 차량에 대한 경량

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강재나 스테인레스 강재를 적용

한 차량은 줄어드는 데 반해 알루미늄 압출재를 적용한 차

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부분 알루미늄 차량의 차체에 사

용하는 용접방법은 GMAW(Gas Metal Arc Welding)와 GTAW

(Gas Tungsten Arc Welding)가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방

식의 용접은 용접시 발생하는 가스와 고열 때문에 접합부의

기계적 성질이 모재에 비해 상당히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1-2].

1991년 영국의 TWI(The Welding Institute)에서 개발한

FSW(Friction Stir Welding)공법은 고상 접합 기술로 초기에

알루미늄 합금의 접합에 적용되었다 [3]. FSW는 융점 이하

의 온도에서 재료를 접합시키기 때문에 다른 접합방식에 비

해 열 변형이 적어서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4].

또한,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및 티타늄합금 등 기

존 용접기술의 적용이 불가능 했던 재료의 접합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5]. FSW는 기존의 용접방식에 비해 화염

이나 기공 및 잔해가 남지 않는다. 또한, 용접 후 특별한 표

면처리가 필요 없고 용접봉 등의 소모성부재 및 shielding

gas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

인 공법이다 [6].

지금까지 FSW의 특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여러 종류의 알루미늄 부재에 FSW를 적용하여 인

장강도, 경도 및 미세구조 등을 분석하여, 이를 모재 및

GMAW와 비교했을 때 기계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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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에 철도의 고속화에 따라 차량의 경량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적용한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알루미늄 차량의 차체는 대부분이 가스용접을 사용하였으나, 이 용접방법은 접합부의 기계적 성질이 모재

에 비해 상당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Hitachi, Bombardier 등의 철도 선진 제작사를 중심으로 가스용접에 비해

접합부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마찰교반용접을 알루미늄 차체의 용접에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

량에 사용되고 있는 A6005의 알루미늄 합금 압출재에 대하여 기존의 가스 용접방법인 GMAW와 새로운 용접방

법인 마찰교반용접(FSW)을 적용한 경우에 접합부의 기계적 성질을 비교 분석하여 FSW가 GMAW에 비해 기계

적 성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SW를 적용한 경우에 대해 용접 변수가 접합부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구의 이송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용접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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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1-2]. 하지만 이러한

FSW 관련 연구들은 우주항공 산업, 선박, 자동차 등의 분

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부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

Hitachi, Bombardier 등 해외 선진 제작사를 중심으로 FSW

를 철도의 알루미늄 차체에 적용하는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아직 FSW를 적용한 알루미늄 차체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철도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A6005 알

루미늄 합금 압출재에 대하여 FSW를 적용하여 기존의 용

접 방법인 GMAW 방법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고. 또한, FSW를 적용한 경우 접합부의 기계

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용접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7,

8]을 수행하여 용접 변수가 접합부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시편제작 및 시험

2.1 시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알루미늄 철도차량의 플런트 팬

넬(front panel), 루프 팬넬(roof panel) 등에 많이 사용되는

두께 4.8 mm의 A6005 알루미늄 압출 판재를 사용했으며, 재

료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과 같다. 

2.2 FSW 작동원리 및 적용공구 형상

FSW의 작동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특별한 형상의 팁(tip)

을 갖는 공구가 고속회전을 하면서 모재 사이로 삽입된다.

이때, 공구와 부재사이의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열에 의해

부재의 재질이 연화된다. 공구가 이동함에 따라 연화된 재

질내부에 소성유동이 발생하게 되고, 서로 혼합되면서 결국

접합하게 된다 [9]. Fig. 1은 시험용 시편제작에 적용된 FSW

의 작업 상태, 공구 형상 및 용접 후 접합부(joint)의 끝단을

보여준다.

2.3 GMAW 및 FSW 용접 시편 제작

기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용 시편을 제작하기 위

해 먼저 용접 시편을 제작하였다. 용접 시편은 GMAW 및

FSW의 경우 모두 길이 1,000 mm, 너비 180 mm로 가공된

알루미늄 압출 판재 2장을 용접하여 총 17세트(GMAW 2세

트, FSW 15세트)를 제작하였다.

GMAW는 알루미늄 차량의 차체 용접으로 이미 많이 사

용되기 때문에 GMAW 용접 시편의 제작에는 문제가 없었

으며, GMAW 용접 시편은 국내 알루미늄 차체 전문 제작

사인 U사에서 압출 판재를 맞대기 자동 용접하여 2세트를

제작하였다.

FSW 용접 시편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내의 전

문업체인 W사의 FSW 전용 용접장비를 사용하여 제작하였

다. 국내에서는 FSW를 철도 차량의 알루미늄 차체 용접에

사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접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이 양

호한 용접 조건은 알 수가 없었다. 또한, 논 연구에서 하나

의 관심사인 FSW 경우에 용접 변수가 접합부의 기계적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용접 변수

에 대한 용접 조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

험계획법을 사용하여 각 용접 변수에 대한 용접 조건을 설

정하였다. 

FSW의 용접 변수들은 공구 형상, 공구의 회전속도 및 이

송속도, 공구의 경사각, 공구의 적용하중 등이 있으나 [10],

본 연구에서는 용접 변수로 Fig. 2의 전용 용접장비에서 제

어할 수 있는 공구 회전속도, 공구 이송속도 및 공구 경사각

을 선정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사용범위는 Table 2와 같

다. 공구의 적용하중은 장비에서 제어가 불가능 하여 용접변

수에서 제외하였다. 사용 공구는 알루미늄 재질의 두께, 용

접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작 하였으며, 공구의 재질은 공구

강, 형상은 Fig. 1(b)와 같이 핀(pin)부의 형상의 직경이 끝단

부터 증가하는 나사형으로 핀부의 길이는 4.6 mm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표의 생성이 용이하고 적은수의 실

험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중심합성 시험계획표를

선택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3은 용접 변수 3개에 대

해 중심합성 시험계획법에 따른 실험계획표로 실제 용접해

야하는 횟수와 용접 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설계 변수에 대

한 2수준 요인 실험에 중심점과 축점(axial point)의 실험이

추가되어 얻어진 것이다 [11]. 

본 연구에서 실제 사용한 용접 변수는 3개이므로 필요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6005

Chemical composition (weight) (%)

Si Fe Cu Mn Mg Cr Zn Ti Others Al

0.6-0.9 0.35 0.1 0.1 0.4-0.6 0.1 0.1 0.1 0.05 remains

Fig. 1 Pictures of FS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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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횟수는 2수준 요인 실험에 의한 8(23=8)회, 중심점의

실험 1회와 축점의 실험 6회가 합해져 총 15회가 된다. Table

3에서 “1”은 Table 2에 나타낸 용접 변수의 최대치를, “-1”

은 최소치를, “0”은 중간 값을 나타낸다.

2.4 인장 및 경도시험용 시편 제작

시험용 시편은 모재와 GMAW 용접 시편 및 FSW 용접

시편에 대해 KS규격에 따라 인장시험 및 경도시험용 시

편으로 구분하여 가공 제작하였다. 인장 시험용 시편은 모

재가 종방향(압출 방향)과 횡방향(압출 방향의 직각)에 대

해 2종류, FSW는 Table 3에 따른 15종류, GMAW는 1종

류가 제작되었으며, 경도 시험용 시편은 FSW가 인장시험

과 동일하게 15종류, 모재 및 GMAW는 1종류가 제작되

었다. 

Fig. 3은 인장시험을 위해 제작한 시편과 경도시험을 위

해 제작한 시편이며, Fig. 4는 실제 제작된 인장시험용 시편

및 경도시험용 시편의 사진이다.

Fig. 3 Test specimen

Fig. 4 Pictures of the test specimen

Fig. 2 Friction stir welding machine

Table 2 Operated range of each welding variable for FSW

Welding parameters Min. range Max. range

Rotational speed(rpm) 1000 1500

Welding speed(mm/min) 300 650

Tilting angle(degree) 2 3

Table 3 Experiments of each welding variable for FSW

Experimental 

no.(DOE no.)

Rotational

speed

Rotational

speed

Tilting

angle

1 -1 -1 -1

2 -1 -1 1

3 -1 1 -1

4 -1 1 1

5 1 -1 -1

6 1 -1 1

7 1 1 -1

8 1 1 1

9 0 0 0

10 -1.216 0 0

11 1.216 0 0

12 0 -1.216 0

13 0 1.216 0

14 0 0 -1.216

15 0 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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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계적 특성시험

2.5.1 인장시험

Fig. 5는 만능재료시험기(250 KN- INOVA, 1030S)와 인

장 시험 전후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인장시험은 KS 규

격에 따라 분당 1,800 N의 하중을 가하여 인장강도와 연신

율을 측정하였다. 

Fig. 6은 인장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에 대한 하중이

력을 나타낸 것으로 인장시험은 1,800 N/min으로 수행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장시험은 모재, GMAW 및 FSW 시

험편에 대하여 각 5회씩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2.5.2 경도시험

Fig. 7은 본 연구에 사용된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계(HM-

124)와 경도시험을 수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경도시

험기의 배율은 × 50으로 크기의 피라미드형 압자를 적용하

여 시험하중 0.98 N, Dwell Time 10 sec를 적용하여 측정하

였다. 경도를 측정한 위치는 Fig.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재는 경도시편의 중앙부를, GMAW와 FSW는 접합부를 기

준으로 하여 시편의 횡단면의 중앙부에서 1 mm 간격(모재

는 2 mm 간격)으로 증가시켰다.

3. GMAW 및 FSW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 비교

3.1 인장강도 특성비교

본 연구에서 인장 특성 비교는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사용하여 모재, GMAW 및 15개의

FSW 시험시편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이때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각 경우에 대해 5회 수행된 인장시험 결과 중 최

대값과 최소값을 제외시킨 3회 시험결과 평균을 사용하였다.

Fig. 8은 용접 조건이 중간 값을 갖는 FSW(Table 3 실험

번호 9)에 대해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로 응력과 스트레인

을 나타낸 것으로 연성 재질의 전형적인 형태의 응력-스트

레인 곡선이다. 

Fig. 9와 Fig. 10은 모재, GMAW 및 FSW 시험시편에 대

한 인장시험 결과로 Fig. 9는 인장강도를 나타내며, Fig. 10

은 연신율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Fig. 9와 Fig. 10에서 (a)

는 3회 인장시험에 대한 평균값이며, (b)는 그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Fig. 9(b)와 Fig. 10(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장강도와 연신율의 표준편차는 각각 0.19~3.16 N/mm2, 0.0

~2.6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장시험 결과가 모든 경우에 대

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장강도는 Fig. 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재는 종방향

이 횡방향보다 약간 크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GMAW

는 모재 대비하여 66.7%, FSW는 모재 대비하여 최대

Fig. 5 Pictures of the tensile test

Fig. 6 Relationships between time and load

Fig. 7 Pictures of the hardness test

Fig. 8 Relationships stress and strain of DOE9 for F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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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최소 70.9%, 평균 73.6%임을 알 수 있다. FSW의 인

장강도가 GMAW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7% 정도가 크므

로, FSW를 철도차량 알루미늄 차체의 용접에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장강도의 향상이 차체 재료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 차체의 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연신율은 Fig. 10(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재가 평균 11.5%,

GMAW는 12%, FSW는 최대 13.3%, 최소 9.7%, 평균 11.6%

로 모든 경우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는 알루미늄 압출재의 연신율은 모재 및 용접 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2 경도 특성 비교

본 연구에서 경도특성은 Fig.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

재에 대한 경도감소량(decrease of hardness, ∆Hv)과 용접 열

영향부 길이(length of heat affected zone)를 사용하여 GMAW

및 15개의 FSW 시험시편에 대해 평가하였다.

Fig. 11은 용접 조건이 중간 값을 갖는 FSW(Table 3 실

험번호 9)에 대해 경도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용접시 열

영향에 의해 모재부보다 경도가 저하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2는 GMAW 및 FSW(Table 3 실험번호 9) 시험 시

편에 대한 경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MAW와 FSW의 접합부에서 경도가 모재보다 많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은 모재에 대한 시험시편의 경도 분포를 나타내며,

Fig. 14는 모재와 GMAW 및 FSW에 대한 시험시편에서 용

접열이 전달되지 않은 모재부(GMAW 경우 1종류, FSW 경

우 15종류)의 경도 평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모재의 경도는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Hv 97.8,

표준편차 Hv 3.1이며, GMAW 및 FSW의 경우에 용접열이

전달되지 않은 모재부는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경도 Hv 95.5~99.4, 표준편차 Hv 2.6~4.3이므로 알루미늄

압출 판재는 경도 측면에서 비교적 균일함을 알 수 있다.

Fig. 15와 Fig. 16은 GMAW와 FSW의 경도특성을 평가

하기 위한 척도인 Fig. 11에서 정의한 모재 대비 경도 감소

량과 용접 열영향부 길이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모재 대비 경도 감소량은 Fig.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GMAW는 Hv 38.1, FSW는 최대 Hv 34.6, 최소 Hv 31.5,

평균 Hv 33.2로 GMAW의 경도 감소량이 FSW보다 9~13%

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접 열영향부 길이는 Fig.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GMAW는 32.0 mm, FSW는 최대 24.0 mm, 최소 17.0 mm,

평균 20.7 mm로 GMAW의 용접 열영향부 길이가 FSW보다

37~45%가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SW가 경도특성 측면

에서 GMAW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Tensile strengths for base metal, GMAW and FSW Fig. 10 Elongations for base metal, GMAW and F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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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SW의 용접 변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

4.1 민감도 분석 방법

FSW의 용접 변수인 공구 회전속도, 공구 이송속도 및 공

구 경사각이 3절에서 논의한 각각의 기계적 성질, 즉, 인장

강도, 연신율, 경도 감소율, 용접 열영향부 길이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하여 민감도

를 분석하였다.

반응표면 분석법 [8]은 임의의 입력변수에 대한 출력치의

예측과 출력변수의 최적화 등에 활용되는 방법으로 입력변

수에 대한 출력변수의 관계는 중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식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Xβ +ε  (1)

Fig. 11 Hardness distribution of DOE9 for FSW near the welding

zone

Fig. 12 Hardness distributions for base metal, GMAW and DOE9

for FSW near the welding zone

Fig. 13 Hardness distribution for a base metal

Fig. 14 Hardness distributions for 17 base metals

Fig. 15 Decreases of hardness for GMAW and FSW

Fig. 16 Length of HAZ for GMAW and F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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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 : n번의 실험계획에 의한 {n × 1} 출력변수 벡터 

X : n번의 실험계획에 의한 k개의 출력변수에 대한

{n × (k+1)} 행렬

ε : {n × 1} 오차 벡터

β : {1 × (k+1)} 계수 벡터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에 의해 식 (1)의 오차 벡

터(ε)를 최소로 하는 계수 벡터(β )의 추정계수 벡터(b)는 식

(2)에서 구할 수 있으며, 표면반응모델(RSM, response surface

mode)의 신뢰성은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한다. 표

면반응모델에서 상호작용을 무시한 독립 1차 다항식으로 가

정하여 추정계수 벡터를 구하면 민감도를 해석하는 것이 가

능하다.

b = (X' X )-1 X' y (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FSW에 대한 3개의 용접 변

수와 4개의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는 표면반응모델은 식 (3)

과 같다.

 (3)

 

여기서 x1, x2, x3는 용접변수인 공구 회전속도, 공구 이송속

도 및 공구 경사각을 나타내고 y1, y2, y3, y4는 기계적 성질

인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감소율, 용접 열영향부 길이를 나

타내며, b01~b34는 추정계수들로 이 추정계수들은 민감도 해

석에 사용된다.

4.2 민감도 분석 결과

Table 4는 각 표면반응모델에 대한 추정계수를, Table 5는

인장강도에 대한 표면반응모델에 대한 분산분석표를 각각 나

타낸 것이며, Fig. 17은 모든 표면반응모델에 대한 F0값과 신

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F0값

(4.775)이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α)이 0.025일 때의 F

분포에서 구한 값(4.63)보다 크기 때문에 이 표면반응모델

은 97.5%의 신뢰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Fig.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신율에 대한 반응

표면모델의 신뢰도는 약 73%에 불과하여 오차가 많은 모델

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하여 용접 변수에 대한 연신율

의 민감도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외에 다른 표

면반응모델의 신뢰도는 94% 이상으로 오차가 작은 모델이

므로 이것을 사용하여 민감도를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Fig. 18은 FSW 용접시편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용접변수

의 민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와 Fig. 1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공구 이송속도가 인장강도와 용접 열영향부 길이에

가장 민감하며, 이송속도 증가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되고

용접 열영향부 길이는 짧게 된다.

공구 회전속도는 인장강도와 모재 대비 경도 감소량에 기

여하며, 회전속도를 증가하면 인장강도가 감소되는 데 반해

경도 감소량은 증가한다. 

공구 경사각은 인장강도, 경도 감소량 및 용접 열영향부

길이에 기여하며,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는 증가하

지만 용접 열영향부 길이와 경도 감소량은 작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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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stimated coefficients of RSMs

Estimated 

coefficient

Tensile 

strength (y1)

Elongation

(y2)

Decrease of 

Hardness (y3)

Length of 

welding (y4)

b0 200.06 11.65 -33.15 20.73

b1 -0.92 -0.50 0.24 0

b2 3.56 -0.28 0.004 -1.98

b3 0.57 0.02 -0.83 -0.29

Table 5 Variance table of RSM for the tensile strength

Factor S φ V F0

F

(α=0.025)

Regression Variation 151.4035 3 50.4678 4.775 4.63

Residual Variation 116.262 11 10.5693

Sum 267.6655 14

Fig. 17 F0 value and confidence value of RSM for elongation

Fig. 18 Sensitivity of the welding variables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for F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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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인장강도는 GMAW가 모재 대비 66.7%, FSW는 모재

대비 73.6% 수준으로 FSW의 인장강도가 GMAW에 비해 약

7% 정도가 우수하였다. 또한, 연신율은 GMAW, FSW 경우

모두 모재와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2) 경도특성은 모재 대비 경도 감소량과 용접 열영향부

길이로 평가하였다. 모재 대비 경도 감소량은 GMAW가

FSW보다 9~13% 크고 용접 열영향부 길이는 GMAW가

FSW보다 37~45%가 크므로 FSW가 경도특성 측면에서

GMAW에 비해 매우 우수하였다.

(3) FSW에 대하여 용접 변수가 기계적 성질에 대해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하여 민

감도를 분석하였다. 기계적 성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용접 변수는 공구의 이송속도이며, 특히 인장강도와 용접 열

영향부 길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철도차량의 알루미늄 압출재 용접에 FSW를 적용함으

로써 기존의 용접방법에 비해 인장강도의 향상 등,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여 같은 하중조건에서 차체 재료의 두께를 조

절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철도차량의 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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