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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찰교반용접(Friction Stir Welding, FSW)은 

1991년 영국 용접연구소(The Welding Institute, 

TWI)에서 개발된 고상용접 프로세스이고, 비소모성 

회전공구를 이용하여 재료를 교반, 일체화한다고 하

는 새로운 원리를 이용한 접합 방법이다1,2). 용융이

나 응고 등에 의한 균열이나 기공의 발생이 없고, 

용접 변형이 적다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1990년대 중반부터 철도차량, 선박, 자동차, 항공우

주 등의 수송기기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실용화가 이루어진 괄목할 만한 용접기술로 인식되

고 있다3). 

전통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에는 MIG 

(Metal Inert Gas) 혹은  TIG(Tungsten Inert Gas) 

용접과 같은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용접이 주로 이

용되어 왔으나 이들 용접은 접합부의 변형이나 결

함 등으로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찰교반용접은 용융용접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근년 산업분야의 

접합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실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로 알루미늄 합금에 관한 마찰교반용접의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 개발, 접합부의 특성이나 조직에 

관한 많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지만2), 아직 해명할 

문제가 남아있으며, 또한 접합원리나 현상에 관한 

더 많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현재 철강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비중이 약 2.7이고 내식성 및 가공성

이 좋아 모든 산업분야에서 그 사용 용도는 매우 광

범위하다. 특히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재인 7075-T6

재는 시효경화성 Al-Zn-Mg계 합금으로 항공기 등

의 수송기기나 구조용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고강도 알루미늄인 7075-T651에 대한 마찰 교반 

용접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4-11), 일반적으로 2XXX계열이나 7XXX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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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 조건 범위는 

비교적 넓은 조건 범위를 갖는 6XXX계열과는 달리 

좁은 용접 조건 범위를 보이고 있다2)
. 따라서 실용

적 관점에서 그 사용조건에 맞는 7075-T651에 대한 

마찰 교반 용접조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마찰교반용접재가 실제 구조물에

서 운용될 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피로현상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알루미늄 7075- 

T651의 판재의 마찰교반용접의 최적 용접조건을 결

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각종 문헌의 조사와 경

험을 토대로 툴의 회전속도와 이송속도를 변수로 

하여 마찰교반용접을 수행하여 용접부의 육안검사

를 행하고, 비교적 양호한 용접조건에 대하여 다시 

용접을 수행하여 용접부의 인장시험을 통하여 최적

의 마찰교반용접 조건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2. 마찰교반용 (FSW)의 원리  특성

마찰교반용접(FSW)은 모재를 회전시켜 마찰열을 

이용하는 기존의 마찰용접(Friction Welding)과는 

달리, 용접부에 삽입된 비소모성 회전 공구(tool)라 

부르는 봉상의 공구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용접

할 두 재료 사이를 접촉시켜 용접라인을 따라 이동

시킴으로써, 재료와의 마찰열을 사용하여 용접부를 

가열, 연화, 소성 유동화시켜 고상으로 용접하는 방

법이다3). 마찰교반용접 원리의 개념도를 Fig. 1에 

나타낸다. 

Fig. 2는 본 실험에서 이용된 회전공구(tool)로 직

경이 큰 숄더(shoulder) 부와  선단에 있는 프로브

(probe) 부로 구성되어 있다. 용접 중에는 프로브만

이 재료에 압입되어 접합부의 면을 따라 이동시킨

다. 이때 재료는 구속시키고, 고상의 상태를 유지하

면서 회전공구에 의한 소성유동에 의해서 용접을 

행한다.

접합부에 삽입되는 작은 지름의 프로브 혹은 핀

(pin)은 통상 나사로 되어 있고, 우나사의 경우에는 

좌회전, 좌나사의 경우에는 우회전에서 이용된다. 

프로브의 길이는 밑판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재의 두께보다도 0.2 mm정도 짧은 것이 일반

적이다. 또한 큰 지름의 숄더는 평면이 아닌 통상 

약간의 요철면상으로 되어 있다.

Fig. 3은 마찰교반용접 과정의 개념도를 나타낸

다. 그림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회전공구는 진행

방향에 1～5°정도 경사진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각도

를 전진각(tilting angle)이라 부른다. 

마찰교반용접에서는 공구를 회전시키면서 진행시

키는 것으로써 미세조직 형성 등의 여러 특성은 용

접중심에 대해서 완전한 좌우대칭이 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구의 회전 방향과 진행 방향이 일치

하는 측은 전진측(advancing side), 역으로 되는 측

은 후퇴측(retreating side)이라 한다2)
.

(a) Rotation of tool

(b) Contact of probe tip

(c) Probe indentation and contact of shoulder 

(d) Traveling of tool

Fig. 1 Principles of friction stir welding (F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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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 of the rotating tool used in this work

Fig. 3 Schematic diagram of FSW process

마찰교반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구의 재

질과 형상이다. 일반적으로 공구의 선단에는 높은 

마찰열과 전단응력이 발생하므로 고온에서 정적, 동

적인 성질이 우수한 공구강을 사용하거나 마르텐사

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며 용접재료에 따라 

공구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해야 한다.

마찰교반용접의 가장 큰 특징은 고상용접이며, 또

한 용접변형이 타의 용접법에 비하여 적다는 것이

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이나 마그네슘 합금 그리고 

주조재, 복합재료와 같은 난용접재료의 접합도 가능

하다. 용접할 때 차폐가스나 용가재와 같은 용접 재

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가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기존의 용접법에 비해 흄이나 적외선, 자외선 등 유

해 광선도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용접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용접중 재료를 견고히 구속할 필

요가 있으며, 접합부에 공구의 프로브에 의한 구멍

이 남기 때문에 후처리 가공을 실시하거나 엔드텝

을 부착하여 제품을 바깥쪽에 위치해야 하는 단점

도 있다3).

3. 재료  실험방법

   

3.1 사용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국내 H사에서 제작된 

Al 7075-T651 알루미늄 판재이다. 본 재료에 대한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Table 1 및 Table 2

에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7075-T651

Material Si Fe Cu Mn Mg

7075-

T651
0.08 0.19 1.61 0.052 2.52

Req. 

Comp.

≤

0.40

≤

0.50

1.2∼

2.0

≤

0.30

2.1∼

2.9

Material Cr Ni Zn Ti

7075-

T651
0.19 0.0061 5.79 0.022

Req. 

Comp.

0.18∼

0.28

≤

0.05

5.1∼

6.1

≤

0.20

Table 2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7075-T651

Specimen
Longi. 

D
Transv.

D.
Remarks/Unit

(Mill Sheet)

Tensile 
Strength

565 583 ≥540/MPa

Yield 
Strength 

481 517 ≥460/MPa

Elongation 15 13 ≥9/%

Microvirkers'
Hardness 

155 /VH

3.2 실험장치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마찰교반용접기는 국내 W사의 

3축 스텐드 타입의 터치 패널 조작방식의 직선 마

찰교반용접기를 사용하였으며, Y축 스트로크의 최

대용량은 1,000 mm 이다. 

마찰교반용접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원판 치수 6 

× 1250 × 2500 mm, 무게 51.83 kg의 압연 판재로

부터 압연 방향을 250 mm, 폭 방향으로 100 mm의 

직사각형 크기로 절단하여, 압연방향을 용접 진행 

방향으로 하여 마찰교반용접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의 마찰교반용접에 사용된 공구의 치수는 

숄더의 직경이 20 mm, 그리고 프로브의 숄더부 직

경은 9 mm, 선단의 직경은 6.85 mm로 하고 프로브

의 길이는 5.85 mm의 SKD61 공구강으로 프로브 

부분의 끝 부분 직경이 작아지는 형상의 나사 형으

로 설계, 제작하였다.

마찰교반용접을 실시한 7075-T651 합금의 인장 

강도의 특성 조사에 사용된 인장시험기는 만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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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Model : KDU-50)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인장시

험은 실온에서 KS B0801 제13호 규격에 따라 시험

편을 가공, 분당 2 mm 속도로 인장하중을 가하여 

수행되었다.  

3.3 마찰교반용 의 기 용 조건 설정

마찰교반용접 조건의 설정에는 많은 변수가 있지

만, 크게 1)프로브의 “삽입깊이”, 2)용접 공구의 “회

전속도”, 그리고 3)“용접 이송속도” 등이다. 통상 프

로브의 삽입깊이는 일정으로 되도록 제어되는 것으

로써, 실질적으로는 공구의 회전속도와 용접 이송속

도가 주요한 용접조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구의 

회전속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또는 이송속도가 적으

면 적을수록 피용접재에 투입되는 입열량은 증가한

다. 회전속도와 용접 이송속도와의 관계가 적절하지 

못하게 되면 용접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두께 6 mm의 7075-T651의 최적 용접조건

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문헌 조사2,11)와 경험에 의

하여 Table 3과 같이 용접변수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3 FSW conditions for 7075-T651

Shoulder
Diameter
(mm)

Rotating 
Speed
(rpm)

Welding
Speed
(mm/s)

Probe
Length
(mm)

Probe
Diameter
(mm)

Spec.
ID

20

600
0.5
1.0

5.85 9.0

S-5
S-3

800
0.5
0.8
1.0

S-4
S-7
S-2

1600
0.5
1.6

S-6
S-1

(Tilting angle : 2°)

  

4. 실험결과  고찰

4.1 육안검사

Table 3의 용접 조건에 의한 마찰교반용접재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하였다. Fig. 4는 마찰교반

용접 완료 후 접합면의 앞면과 뒷면의 사진을 나타

낸다. 

본 예비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회전속도 

1600 rpm, 용접 이송속도 1.6 m/s의 조건에서는 회

전속도의 상승에 의한 입열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

여 용접표면에 요철형 결함과 비교적 큰 균열이 발

생하였으며, 또한 회전속도 1600 rpm, 용접속도 0.5 

m/s의 조건에서도 표면에 요철형 결함과 용접 방향

으로의 긴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시험편 ID S-2

와 S-7의 회전속도 800 rpm, 용접속도 1.0 mm/s 

및 0.8 mm/s의 조건에서도 요철형 표면 결함과 거

친 표면을 나타내었다. 본 예비 실험의 조건에서는 

비교적 시험편 ID S-3, S-4 및 S-5의 용접조건에

서 우수한 용접결과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pecimen ID S-5 

Rotating speed = 600rpm

Welding speed = 0.5mm/s

Front surface Rear surface

Specimen ID S-3 

Rotating speed = 600rpm

Welding speed = 1.0mm/s

Front surface Rear surface

Specimen ID S-4 

Rotating speed = 800rpm

Welding speed = 0.5mm/s

Front surface Rear surface

Specimen ID S-7 

Rotating speed = 800rpm

Welding speed = 0.8mm/s

Front surface Rear surface

Fig. 4 Eye investigation of the FSW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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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ID S-2 

Rotating speed = 800rpm

Welding speed = 1.0mm/s

Front surface Rear surface

Specimen ID S-6 

Rotating speed = 1600rpm

Welding speed = 0.5mm/s

Front surface Rear surface

Specimen ID S-1 

Rotating speed = 1600rpm

Welding speed = 1.6mm/s

Front surface Rear surface

Fig. 4 Eye investigation of the FSW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Table 4와 같은 용접 조

건으로 7075-T651의 본 실험 재료에 대한 마찰교반

용접을 각 조건에 대하여 3 패스(pass) 씩 수행하여 

기계적 특성을 조사하여 최적의 용접조건을 결정하

고자하였다. 일례로 Table 4의 본 실험 마찰교반용

접 조건에 대한 접합면의 앞면과 뒷면의 사진을 

Table 4 Pre-optimal FSW conditions for 7075-T651

Shoulder
Diameter
(mm)

Rotating 
Speed
(rpm)

Welding
Speed
(mm/s)

Probe
Length
(mm)

Probe
Diameter
(mm)

Spec.
ID

20

600
0.5
0.8

5.85 9.0

SO-1
SO-2

800
0.5
0.8

SO-3
SO-4

(Tilting angle : 2°)

Fig. 5에 나타낸다. 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들 용접 조건에서는 육안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용

접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Specimen ID SO-1 

Rotating speed = 600rpm

Welding speed = 0.5mm/s

Front surface Rear surface

Specimen ID SO-2 

Rotating speed = 600rpm

Welding speed = 0.8mm/s

Front surface Rear surface

Specimen ID SO-3 

Rotating speed = 800rpm

Welding speed = 0.5mm/s

Front surface Rear surface

Specimen ID SO-4 

Rotating speed = 800rpm

Welding speed = 0.8mm/s

Front surface Rear surface

Fig. 5 Eye investigation of the FSW under 
pre-optimal welding conditions

4.2 용 부와 모재의 인장시험 결과 

용접부의 인장시험편은 Fig. 6과 같이 각 조건에

서 마찰교반용접된 용접재에서 압연 방향에 수직방

향으로 판재의 중심부와 좌측 지점에서 3개의 인장 

시험편(Transverse Tensile Specimen, TTS)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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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였으며, 또한 용접부와 압연 방향이 평행한 방

향으로 2개의 시험편(Longitudinal Tensile Specimen, 

LTS)을 채취하였다. 모재의 경우에도 압연방향과 

평행한 시험편과 압연 방향에 수직한 시험편을 제

작하여, 용접 조건에 따른 인장 시험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a) Tensile specimen for transverse direction

(b) Tensile specimen for longitudinal direction 

(c) Shape of the tensile specimen

Fig. 6 Schematic diagram of the tensile specimen

Fig. 7은 일례로 ID SO-2(600 rpm, 0.8 mm/sec)

에 대한 인장 실험 후의 하중과 변위 선도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리고 Fig. 8에 모든 용접 조건에 따른 인

장시험편의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알루미늄 7075-T651 모재의 압연 방향인 종 방향

(longitudinal direction) 시험편에 대한 인장시험 결

과, 인장강도 565 MPa, 항복강도 481 MPa 그리고 

연신율 15 %를 얻었다. 압연 방향과 수직인 횡 방

향(transverse direction)의 인장시험 결과는 인장강

도 583 MPa, 항복강도 517 MPa 그리고 연신율 13 

%를 얻었다.

Fig. 7 Load and displacement diagrams (ID 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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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ults for longitudin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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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sults for transverse direction 

Fig. 8 Results of tensile tests on FS welded joint

본 마찰교반용접 조건에 따른 최고 인장강도는 

종 방향의 경우 ID SO-2 시험편(600 rpm, 0.8 

mm/sec)에서 464 MPa로 측정되었고, 횡 방향 시험

편의 경우는 ID SO-3(800 rpm, 0.5 mm/sec)에서 

383 MPa로 측정되었다. 한편 항복강도의 경우에는 

종 방향의 경우 ID SO-1, ID SO-2 그리고 ID 

SO-3의 시험편에서 거의 300 MPa의 동일한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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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되었으며, 횡 방향 시험편의 경우는 ID 

SO-3(800 rpm, 0.5 mm/sec)의 경우가 281 MPa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연신율의 경우는 종 

방향의 경우 ID SO-2가 13 %, 횡 방향의 경우 ID 

SO-3가 7.1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경우

를 종합하여 보면 본 실험 조건에 의한 강도 측면에

서는 ID SO-2(회전속도 600 rpm, 용접 이송속도 

0.8 mm/sec) 혹은 ID SO-3(회전속도 800 rpm, 용

접 이송속도 0.5 mm/sec) 시험편의 경우가 최적인 

마찰교반용접 조건으로 사료된다.

ID SO-1, ID SO-2 그리고 ID SO-3의 인장 시험

편에 대한 시험편은 모두 Fig. 9와 같이 열영향부에

서 파단되었다. 이는 Mahoney 등4)의 실험 결과와

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ID SO-4의 

경우는 3개의 횡 방향 인장 시험편 중 하나의 시험

편에서는 Fig. 10과 같이 마찰교반용접의 교반부

(Stir Zone)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이는 육안검사

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용접부에서의 내부 결함에 

의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 시험편에 대

한 몇 개의 조직 시험편을 채취 조사한 결과 Fig. 

11와 같은 터널상 결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함은 교반부족 등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라 

사료된다2). 

Fig. 9 Fracture position for tensile test specimen

Fig. 10 Tensile fractured specimen in stir zone

Fig. 11 Tunnel shape defect in SO-4 specimen

이상의 인장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 

Fig. 12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실험 조건

의 범위에 대한 최적의 마찰교반 용접의 조건은 회

전속도 범위는 600∼800 rpm이며, 용접 이송속도 

범위는 0.5∼0.8 mm/sec 임을 알 수 있다.

Fig. 12 results of tensile tests on FS welded joint

4. 결  론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인 7075-T651 판재에 대한 

맞대기 마찰교반용접을 수행한 후 용접부의 인장 

특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실험에 사용된 두께 6 mm의 7075-T651 

판재의 모재에 대한 인장강도는 종방향이 565 MPa, 

횡방향이 583 MPa 그리고 항복강도는 종방향이 

481 MPa, 횡방향이 517 MPa로 나타났다.  

(2) 4개의 본 실험 용접조건(ID SO-1～ID SO-4)

에서 마찰교반용접된 인장강도는 종방향, 횡방향 모

재의 61～82 %, 항복강도는 모재의 54～98 % 결과

를 보였으며, 인장 시험편의 파단위치는 ID SO-4 

시험편의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열영향부(HAZ) 

측에서 나타났다.

(3) ID SO-4(600  rpm, 0.5 mm/sec)의 조건에서

는 일부 교반부에서 인장 파단이 발생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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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부족에 의한 재료 내부에 터널상 내부결함이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시험재에 대한 최적의 마

찰교반용접 조건은 회전속도 600～800 rpm, 이송속

도 0.5～0.8 mm/sec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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