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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optimum condition of a friction stir welding process for a joint of

AA2219-T87 and AA2195-T8 dissimilar aluminum alloys. These alloys are known to have good cryogenic properties, and as

such to be suitable for use in fuel tanks of space vehicles. The welding parameters include the travelling speed, rotation speed

and rotation direction of the tool.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under conditions in which the travelling speed of the tool

was 120-300 mm/min and the rotation speed of the tool was 400-800 rpm.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rotation direction

of the tool, the joining was performed by switching the positions of the two dissimilar alloys. After welding, the microstructure

was observed and the micro-hardness were measured; non-destructive evaluation was carried out to perform tensile tests on

defect-free specimens. The result was that the microstructure of the weld joint underwent dynamic recrystallization due to

sufficient deformation and frictional heat. The travelling speed of the tool had little effect on the properties of the joint, but

the properties of the joint varied with the rotation speed of the tool. The conditions for the best joining properties were 600 rpm

and 180-240 mm/min when the AA2219-T8 alloy was on the retreating s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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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우주분야에서 구조적 효율성, 연료 절약과 탑재물

의 증가 등을 위하여 경량재료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Al-Cu 합금인 AA2219 합금은 열처리를 통해

좋은 용접성과 높은 극저온 강도를 얻을 수 있어 발사

체의 극저온 연료탱크에 사용되어 왔다. 잘 알려진 예

로는 미국 NASA의 우주왕복선에 사용된 외부 연료탱

크가 있다.1)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AA2195

합금은 3세대 Al-Li 합금으로써 1 wt%의 리튬을 함유하

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알루미늄 합금에 1 wt%의 리

튬이 함유되면 밀도가 3 % 줄어들고 강성과 탄성계수가

각각 5 %와 6 %씩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 이 합금은 발사체의 연료탱크에서 기존에 사

용해 왔던 AA2219 합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서, 현

재 미국 Space-X 사의 재사용발사체, 일본의 H-IIB 로

켓, 그리고 Ariane 5 발사체의 연료탱크에 적용하고 있

다. 하지만 AA2195 합금의 용접성은 AA2219 합금보다

좋지 않고, 용융용접시 많은 용접결함이 발생하는 문제

가 있다.3) 따라서 용융용접시 발생하는 용접결함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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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고상접합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마찰교반접합은 비소모성 툴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마

찰열을 이용하여 두 판재를 접합하는 대표적인 고상접

합기술이다. 이 공정은 일반 용융용접에서 많이 발생하

는 용접결함이 없기 때문에 용접이 어려운 합금도 쉽게

접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툴의 회전으로 인한 마

찰력과 툴이 가하는 압력을 통해 모재가 연화되고, 기계

적으로 교반되어 용접봉이나 모재의 용융 없이 접합할 수

있다. 마찰교반접합은 교반부의 물성이 기존 용융용접보

다 뛰어나므로 접합부 경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료탱크의 무게는 발사체 구조물의 70 % 이상을 차지

하므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발사체의 연료탱크에 AA2195

합금을 적용한다면 상당한 무게 감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사체의 대형 연료탱크

에 사용하고 있는 AA2219-T87 합금과 향후 적용할 예

정인 AA2195-T8 합금을 마찰교반 접합하였다. 툴의 이

송속도와 회전속도, 그리고 회전방향 등의 접합변수에 따

른 미세조직과 기계적 물성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종접합에서의 각 합금의 위치에 따른 교반의 정도를 살

펴보았고, 최적의 교반부 물성을 나타내는 접합변수를 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위성발

사체의 경량화를 위하여 대형 연료탱크의 제작에 활용

할 예정이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합금의 조성과 기계적 물성을 Table

1, 2에 나타내었다. AA2219 합금과 AA2195 합금은 각각

Alcoa사와 Constellium사에서 생산한 판재이며, AA2219

합금은 T87 열처리를, AA2195 합금은 T8 열처리를 하

였다. 접합을 위해 길이 300 mm, 너비 100 mm, 두께

7.2 mm의 판재로 준비하였으며, 표면산화막의 영향을 방

지하기 위해 접합 전 표면의 산화층을 제거한 후, 3축

밀링머신을 이용하여 마찰교반접합을 진행하였다. 압연방

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접합을 진행하였으며, 툴의 회전

속도는 400, 600, 800 rpm, 툴의 이송속도는 120, 180,

240 mm/min 조건으로 접합을 진행하였다. 단, 툴의 회

전속도가 800 rpm 일 때는 이송속도의 제한에 의해 120

mm/min의 조건 대신에 300 mm/min으로 접합하였다. 툴

은 오스티나이트화 한 H13을 사용하였으며, 나선형으로

shoulder 직경은 16 mm이다. 상세한 툴의 형상은 기술

보안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4,5) 본 논문에서도 제한

하였다.

이종합금의 마찰교반접합 시 합금의 위치에 따른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툴의 회전방향을 바꾸어서 실험을 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A2219 합금이 전진측(Advancing

Side, AS)에 위치할 때를 AA2219-AS, 후퇴측(Retreating

Side, RS)에 위치할 때를 AA2219-RS로 표기하였다. Fig.

1에 마찰교반 장비와 접합이 완료된 시편의 사진을 나

Fig. 1. (a) Apparatus of friction stir welding machine and (b)

welded test specimen.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A2219-T87 and AA2195-T8 alloys (wt%).

Al Cu Li Ag Fe Mg Mn Si Ti Va Zn Zr etc.

AA2219 Bal. 6.8 - - 0.3 0.02 0.4 0.2 0.1 0.15 0.1 0.25 0.15

AA2195 Bal. 3.97 0.95 0.25 0.04 0.31 0.06 0.03 0.03 - 0.01 0.14 0.04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AA2219-T87 and AA2195-T8 alloys.

Density [g/cc] YS [MPa] UTS [MPa] Elongation [%] Elastic Modulus [GPa]

AA2219 2.84 371 449 7 72.40

AA2195 2.71 575.3 607.9 12.49 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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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마찰교반접합된 시편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비커스 미세경도측정과 인장시험이 시행되었다. 미세경도

측정은 Future-Tech 사의 FM-700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각각 가로 2 mm, 세로 2.5 mm 간격으로 경도를 측정하

였다. 측정은 한 번의 압자 당 50 gf의 하중을 10초 동

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인장시험의 경우, 마

찰교반접합이 완료된 시편을 대상으로 X-선 비파괴 검

사를 수행하여 접합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시편에 대해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장시편은 ASTM E8의 기준을

따라 제작되었으며, 툴의 회전방향에 따른 파단 위치와

교반부의 물성을 관찰하기 위해 Fig. 2(b)와 같이 횡방

향 시편을 준비하였다. 기계적 특성은 MTS-810 시험기

를 이용하였으며, 상온에서 인장속도 1 mm/min조건으로

수행되었다.

3. 실험 결과

Fig. 3에 마찰교반접합한 합금 교반부의 거시조직 이

미지를 나타내었다. 툴의 회전속도와 이송속도가 각각

600 rpm, 180 mm/min일 때 Fig. 3(a)는 AA2219-RS 방

향의 조건을, Fig. 3(b)는 AA2219-AS 방향의 조건을 보

여주고 있다. 두 합금의 위치에 따라 전체적인 접합부

의 조직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종합금의 위치에

따라 접합부에서의 조직이 대비되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찰교반접합한 AA2219-RS, 600 rpm, 180 mm/min 조

건의 시편에 대해 교반부의 위치에 따른 결정립의 크기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에서는 교반부를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

였다. 그 이유는 교반으로 인해 발생한 마찰열이 하부

패널을 통해 바닥으로 빠져나가며 냉각되기 때문이며, 교

반으로 인한 전단변형과 마찰열을 받은 접합부의 결정

립은 동적 재결정된다. 접합부의 상부는 숄더로 인해 마

찰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상대적으로 결정립이 크게 성

장하게 되며, 하부는 냉각되어 작은 결정립 크기를 보

이게 된다. Fig. 4(b)는 접합부 내 위치에 따른 결정립

의 크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후퇴측에서 전진측으로

갈수록 결정립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

는 소성변형에 의한 열이 전진측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Muhsin6)의 연구는 마찰교반 도중의 온도 측

정을 통해 후퇴측보다 더 높은 온도를 전진측에서 얻었

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툴의 회전에 의해 전진측에서 후

퇴측으로 재료의 유동과 소성변형이 진행되는데, 툴 핀

과 숄더의 마찰이 전진측에서 더 심한 전단변형을 일으

키므로, 후퇴측보다 더 많은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동적 재결정이 일어난 접합부에 대해 전

진측에서의 결정립이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7,8)

접합변수의 변화에 따른 교반부 중앙에서의 결정립의

크기를 Fig. 5에서 비교하였다. 툴의 이송속도의 증가는

Fig. 2. (a) Position of friction stir welded specimens for tensile test,

(b) configuration of tool and transverse tensile specimen.

Fig. 3. Macrostructure of stir zone according to alloy location. (a)

AA2219-RS and (b) AA2219-AS direction in welding condition of

600 rpm, 180 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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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a-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립의 크기 변화와

연관성이 미미하였다. 하지만 회전속도의 증가할 때 Fig.

5(c)에서의 AA2219-AS 방향 조건인 경우 결정립 크기

가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마찰교반 시 툴의 회전속도

Fig. 4. Typical grain structure of stir zone at 600 rpm, 180 mm/min and AA2219-RS condition. Grain size in the (a) vertical direction,

(b) horizontal direction of the stir zone.

Fig. 5. Effect of welding parameters on grain size of stir zone according to a change in (a) AA2219-AS and travelling speed, (b) AA2219-

RS and travelling speed, (c) AA2219-AS and rotation speed and (d) AA2219-RS and rotation spe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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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는 경우 단위 면적에서의 마찰열의 발생이 증

가하여,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한다.

마찰교반접합에서의 교반의 정도는 마찰열 발생을 통

해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툴의 회전속도가 빨라

지거나, 이송속도가 느려질 때 단위 면적에서의 마찰열

발생이 증가하므로 교반은 더 잘 이루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9) 마찰교반 시 전진측에서는 삽입된 핀의 회전

으로 인해 모재와 교반부와의 확연한 경계가 생기게 된

다. 이 때 전진측에서 교반부와 열 기계적 영향부(Thermo-

Mechanically Affected Zone, TMAZ)의 계면은 접합변

수의 설정에 따라 다른 기울기를 나타낸다. Fig. 6에 교

반부-TMAZ의 계면 기울기의 예를 도시하였다. 이러한

교반부-TMAZ의 계면 기울기를 구하여 간접적인 교반의

정도를 구할 수 있다. 접합변수에 따른 계면 기울기 변

Fig. 6. Micrograph of weld joint interface gradient of 600 rpm, 180

mm/min, and AA2219-RS direction.

Fig. 7. Effect of welding parameters on weld joint interface gradient according to a change in (a) AA2219-AS and travelling speed, (b)

AA2219-RS and travelling speed, (c) AA2219-AS and rotation speed and (d) AA2219-RS and rotation speed conditions.

Fig. 8. Vickers hardness profile of FSWed 600 rpm, 180 mm/min,

and AA2219-RS direc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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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Fig. 7에 정리하였다. 모든 시편에서 툴의 회전속

도와 이송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계면 기울기가 모두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A2219-RS 조건의 시편에 대한 미세경도의 측정 결

과를 Fig. 8에 표시하였다. 교반부 상부는 툴의 숄더가

맞닿아 교반되는 부분으로써 비교적 고르게 교반되어 고

른 경도분포가 나타났다. 하지만 중, 하부는 이종접합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상대적 경질재료인 AA2195가 위치

한 전진측의 교반부가 후퇴측의 교반부보다 경도가 높

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종합금의 마찰교반접합

에서는 툴의 교반이 교반부 전 영역에서 고르게 발생하

지 않고, 두 판재가 맞닿은 부분에서 교반이 집중적으

로 이루어져 접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종합금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Fig. 3와 같이 분명한

경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Fig. 8의 해당 시편은 인

장시험시 경도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후퇴측의 TMAZ에

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종합금의 마찰교반

접합일 경우 툴의 회전에 의해 전진측에서 소성변형과

전단응력이 더 많이 발생하여 기계적 물성이 더 높아지

며 파단은 후퇴측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8)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장시험 시 모든 조건에서 상대적

연질재료인 AA2219 합금이 있는 방향의 TMAZ에서 파

단이 발생하였다. 접합변수의 변화에 따른 접합부의 평

균 경도값을 Fig. 9에 정리하였다. 계면 기울기의 경향

과 비슷하게 모든 시편에서 회전속도, 이송속도가 증가

할수록 접합부의 경도값이 증가하였다. 

접합된 시편에 대해 X-선 비파괴 검사를 실시한 후,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조건의 시편에 대해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10은 AA2219-AS 조건의 시편을 800

rpm의 회전속도로 접합한 후 비파괴 검사한 결과의 예

를 보여주고 있다. 진행방향을 따라서 접합부의 전진측

하부에서 접합결함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빠른 회

전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결함들은 주로 전진측

하부에서 발생하게 된다. 높은 회전속도는 과도한 마찰

열을 발생시키고 과한 소성유동을 발생시키게 된다. 연

화된 재료가 판재의 표면에 플래시로 방출됨에 따라 재

료의 결손이 발생하고, Fig. 10과 같이 접합결함의 형태

로 나타나게 된다.10)

접합변수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와 연신율을 각각

Fig. 11과 Fig. 12에 정리하였다. 먼저 인장강도의 경우,

Fig. 9. Effect of welding parameters on Vickers hardness of weld cross-section according to a change in (a) AA2219-AS and travelling

speed, (b) AA2219-RS and travelling speed, (c) AA2219-AS and rotation speed and (d) AA2219-RS and rotation speed conditions.

Fig. 10. Evidence of defect of the specimens welded at 800 rpm

from radiographic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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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219-AS 조건의 시편은 Fig. 10에서와 같이 비파괴

검사에서 접합결함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인장시험에서

제외하였다. Fig. 11(a-b)에서 툴의 이송속도가 증가한 경

우, 인장강도와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

만 툴의 회전속도가 증가하였을 땐 Fig. 11(c-d)에서와 같

이 모든 회전방향 조건에서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신율의 경우, Fig. 12에서와 같이

800 rpm의 조건에서 AA2219-RS일 때 가장 높은 연신

율을 보였으나 AA2219-AS일 때는 결함이 발생하였다.

600 rpm의 조건에서는 역시 AA2219-RS일 때 좋은 연신

율을 보였으며, AA2219-T87 모재 대비 평균 119.05 %

의 연신율 증가를 나타내었다.

4. 고  찰

본 연구에서 이종합금의 접합의 경우 경도측정을 통해

교반부 전 영역에서 고르게 교반되지 않고, 두 모재가

맞닿은 부분에서 교반이 이루어져 두 판재가 접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반부 내에서도 전진측에 가까운 부

분은 전진측 모재의 성질을, 후퇴측에 가까운 부분은 후

퇴측 모재의 성질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종접합의 경

우 툴의 회전방향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마찰교반 시

툴의 회전으로 인한 물질의 유동은 전진측에서 후퇴측

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상대적 경질재

료인 AA2195 합금이 전진측에 위치할 때, 교반에 의해

후퇴측으로 이동하면서 반대의 경우보다 교반부를 더 강

화한다. 또한 800 rpm의 회전속도 조건에서 AA2219-RS

조건의 시편은 접합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AA2219-

AS 조건의 시편은 모두 접합결함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종접합의 경우 상대적 경질 재료가 전진측에 위치할

Fig. 11. Effect of welding parameters on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weld cross-section according to a change in (a) AA2219-AS and

travelling speed, (b) AA2219-RS and travelling speed, (c) AA2219-AS and rotation speed and (d) AA2219-RS and rotation speed conditions.

Fig. 12. Elongations at each condition and indications of defected

specimens. X indicat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weld defects

were detected.



338 노국일·유준태·윤종훈·이호성

때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접합부 물성이 뛰어남을 확인

하였다.

툴의 이송속도는 본 접합의 교반부 물성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일부 조건에서 이송속도가 증가

했을 때 물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송속도가

빠를 경우 충분한 교반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접합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고

최고의 접합부 물성을 얻을 수 있는 이송속도 조건은

180-240 mm/min으로 판단된다. 접합부의 물성을 좌우하

는 핵심 변수는 툴의 회전속도 조건이었다.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물성도 증가하여 800 rpm 조건에서 가장 좋

은 인장강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AA2219-AS 조건에서

와 같이 빠른 회전속도가 접합결함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안정적인 미세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600 rpm

으로 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 AA2219 합금과 AA2195 합금의 이

종 마찰교반접합의 경우 툴의 회전속도 600 rpm, 이송속

도 180-240 mm/min의 조건으로, AA2219 합금이 후퇴

측에 위치할 때 최적의 접합부 물성을 나타냄을 확인하

였다. 또한 교반부-TMAZ의 계면기울기도 교반의 정도

를 나타내는 인자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툴의 회전속도와 이송속도가 증가할 때 계면기울

기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경도와 인장강도, 연

신율도 현상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 결  론

AA2219 합금과 AA2195 합금의 이종 마찰교반접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마찰교반접합의 경우

툴의 회전방향에 의한 합금의 위치 변화에 따라 확연한

경도 차이를 보였다. 툴의 이송속도의 변화는 접합부 물

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지만, 회전속도의 변화는 접합

부의 물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접합부의 결정립 크

기는 접합변수에 따라 4-5 µm로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물성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반에 따른 접

합부 내 석출물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석출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

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의 최적의 접합조건은 AA2219

합금이 후퇴측에 위치할 때 600 rpm, 180 mm/min 조건에

서 얻어졌으며, 인장강도는 347 MPa를 나타내어 AA2219-

T87 모재의 77 %의 접합효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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