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AA3004 알루미늄합금의 Refill FSSW

접합부특성에 미치는 공구 회전속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luence of tool rotation speed

on properties of Refill FSSW joints of AA3004 

aluminum alloy

울산대학교 대학원

첨단소재공학과

서 원 석

공 학 석 사 학 위 논 문

[UCI]I804:48009-200000290021[UCI]I804:48009-200000290021



AA3004 알루미늄합금의 Refil FSSW

접합부특성에 미치는 공구 회전속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지 도 교 수   권 용 재

이 논문을 공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0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첨단소재공학과

서 원 석



           

서원석의 공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0년 02월



I

감사의 글

대학원을 들어와 졸업까지 2 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2 년이라는

시간을 마무리하고,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학부연구생으로 연구실에 들어와 아무것도 모를 때, 연구의 재미를 알려주시고,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권용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신감을

주신 신상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분석을 진행할 때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정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신 신영의 조재동 연구원님,

생산기술연구원의 윤필환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항상 조언과 응원을 해주셨던 시훈이형, 지훈이형, 종우형, 종민이형,

경준이형, 비손이형, 성빈이형, 상협이형, 종호형, 현준이형, 명보형, 상훈이형, 춘호형,

영식이형 감사합니다.

2 년동안 함께 고생하고 즐겼던 건희와 현욱이도 고맙고 졸업을 축하합니다. 실험을

진행하고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준일이와 수영이도 고맙습니다. 한 곳에 빠지지

않게 항상 새로운 질문을 해주었던 종희, 훈이, 원구형, 태우, 승훈, 지원이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게 힘이 되어주시고 믿고 응원해주신 아버지, 어머니, 누나,

매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으로 학위 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II

국문 요약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의 강화로 인해서 자동차

경량화는 필수 사항이 되어, 알루미늄합금과 같은 경량금속의 사용량이 확대되고 있다.

알루미늄합금의 점용접에 기존의 저항점용접(Resistance Spot Welding, RSW)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철계 금속재료에 대비하여 고전류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찰교반점접합(Friction Stir Spot Welding, FSSW)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기술의 경우에도 용접 후에 공구에 의해

keyhole이 형성되기 때문에 응력집중, 부식가속화 등의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 중에 Refill Friction Stir Spot 

Welding(Refill FSSW)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FSSW 기술과 기본적인 원리는 유사하지만,

Refill-FSSW 기술에서는 공구의 특이한 형상 및 작동으로 인하여 keyhole이 형성되지

않는다.

Refill FSSW의 연구는 대부분 두께가 1.0 mm에서 3.0 mm인 알루미늄합금 판재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알루미늄합금의 개발동향을 확인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알루미늄합금으로 제작된 제품의 박육화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알루미늄합금 중에 두께가 1.0 mm이하인

판재에 대한 Refill FSSW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efill FSSW 기술을 두께가 0.5 mm인 AA3004-O 알루미늄합금 판재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구 삽입 깊이를 0.3 mm로 고정시킨 후, 공구 회전속도를 500 

rpm부터 3000 rpm까지 증가시키며, 접합하여 공구 회전속도가 접합부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500 rpm을 제외하고 육안으로 관찰가능한 결함이

없는 건전한 접합부를 얻을 수 있었다. 결정립 크기는 접합부가 모재부의 결정립 크기인

4.90 ㎛보다 작게 형성되었으며, 접합부 내에서는 Sleeve영항부가 1.68 ㎛로 Pin영향부의

결정립 크기인 2.16㎛보다 더 작게 형성되었다. 2차상 크기도 모재부 2차상 크기인 3.03 

㎛보다 작게 형성되었으며, 접합부 내에서는 Sleeve영항부가 1.37 ㎛로 Pin영향부의

2차상 크기인 2.48 ㎛보다 더 작게 형성되었다. 그에 따라 경도는 접합부가 모재부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접합부 내에서는 Sleeve영향부가 Pin영향부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공구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leeve영향부의 결정립 크기는 500 rpm일

때, 0.83 ㎛, 2000 rpm일 때, 1.68 ㎛, 3000 rpm일 때, 1.89 ㎛로 증가하였으나, Pin영향부의



III

결정립 크기는 500 rpm일 때, 2.14 ㎛, 2000 rpm일 때, 2.16 ㎛, 3000 rpm일 때, 2.18 ㎛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공구회전속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Sleeve영향부의 2차상의 크기

500 rpm일 때, 1.50 ㎛, 2000 rpm일 때, 1.51 ㎛, 3000 rpm일 때, 1.47 ㎛로 큰 변화가

없었고, Pin영향부의 2차상 크기는 500 rpm일 때, 1.64 ㎛, 2000 rpm일 때, 1.70 ㎛, 3000 

rpm일 때, 1.70 ㎛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에 따라 공구 회전속도가 증가하면 경도는

Sleeve영향부의 경우 증가하였지만 Pin영향부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장전단하중은 공구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후 포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회전속도가 낮을 경우 접합부 내에 결함이 발생하여 낮은 인장전단하중을

나타냈지만 회전속도가 높을 경우 접합부 내에 결함이 없는 건전한 접합부가 형성되어서

높은 인장전단하중을 나타내었다. 인장전단하중은 경도 및 미세조직의 영향보다 접합부

내에 발생하는 결함에 큰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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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세계 자동차산업은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로 최대 격변기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 전

산업분야 중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5%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자동차분야 규제강화와 선진 각국을 필두로 자동차 연비규제가 강화되면서 2025년까지

연비 약 2배 향상이 필요 되며, 규제 미달 시 가혹한 벌금이 부가될 전망이다. 이에 연비

향상 기술은 향후 자동차 시장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각 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는 130 g/km (EU, ‘15년), 140 g/km (韓, ‘15년)이고, 연비규제는 16.6 

km/L (美, ‘16년), 17 km/L (韓, ‘15년)이다. 자동차 중량은 연비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로써, 차량 경량화는 연료소비 및 배기가스 배출 감소와 더불어 주행저항 감소, 제동성, 

조종 안정성 향상 등 차량 전반의 성능을 부가적으로 향상 가능하다[1]. 차체중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차체 및 섀시를 경량화하기 위하여 현재 알루미늄, 마그네슘, 고분자 복

합소재, 고강도 철강소재 등이 적용되어 기존의 철강소재를 점차 대체하고 있다[2]. 알루

미늄합금의 경우 비강도가 우수하고 비교적 저렴한 소재가격으로 철강 다음으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경량금속소재이다. 특히 자동차 차체의 경량화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고급대형차를 위주로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소형 차종에 까지 적용될 정도로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경량화 소재이다[3]. 하지만 알루미늄합금은 강판에 비해 열전도도 및

비열이 높고 전기저항이 낮아 발열하기 어려우면서도 열이 방출되기 쉬워 용접하기가 쉽

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존의 점용접 기술로 알루미늄합금 판재를 용접하는 경우, 고전류,

고가압력, 단시간의 용접이 필요하여 용접주변설비의 대형화가 요구된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 표면상에 존재하는 산화피막과 전극과의 반응에 의해 전극수명이 저하하는 문제점

발생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에 마찰교반접합(Friction stir welding : FSW)

의 원리를 응용한 마찰교반점접합(Friction stir spot welding : FSSW) 기술이 개발되어 자

동차 차체용 알루미늄합금을 고상상태로 접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점접합기술로서 주목받

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상접합법이므로 접합부에서 용융이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기존의 용융 용접에 비해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4]. 하지만 툴의 형상적 특

징으로 인하여 마찰교반점접합의 마지막 단계인 툴이 소재에서 빠져나올 때 소재에 삽입

되어 있던 핀이 제거됨으로써 소재내부에 핀이 있던 자리에 키홀(keyhole)이라 불리는

빈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마찰교반점접합에서 이러한 키홀이 존재할 경우 기계적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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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용접부 외관상의 문제, 키홀하단

부에서의 도장의 불균일성, 부식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키홀을 없애기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그 중에서 Refill Friction Stir Spot Welding(Refill FSSW) 기술

이 있다. 이 기술은 FSSW 기술과 기본적인 원리는 유사하지만, Refill-FSSW 기술에서는

공구의 특이한 형상 및 작동으로 인하여 keyhole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림 1 각 국의 자동차 연비 규제 안 [1]

그림 2 국가면 자동차 CO2 배기가스 배출 규제 추이 [1]

1.2. 연구목적

최근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Refill FSSW에 대한 연구동향을 확인해 본 결과, 대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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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알루미늄합금의 두께가 1~3 mm인 판재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6-8]. 하지만 그림 3을 확인해보면 알루미늄합금의 특성이 점점 발전해오는

것을 알 수 있다[9]. 즉 자동차 부품에 대한 박육화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중에 히트프로텍트, 열교환기, 휠 펜더 등의 일부 부품

은 두께가 1 mm 이하의 판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알루미늄합금 중에 두께가

1mm 이하인 판재에 대해서 Refill FSSW를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께가 0.5 mm인 AA3004 알루미늄합금 동종간 겹치기접합을 수행하

였다. 또한 접합변수가 접합부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그림 3 시대별 알루미늄합금의 특성 변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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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배경

2.1. Refill FSSW

2.1.1. Refill FSSW의 원리 및 특징

마찰교반점접합은 마찰교반접합과 유사한 원리인 고상접합공정이다. 그림 4와 같이 마

찰교반점접합의 공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접합 마지막 단계에서 그림 5와

같은 공구의 형상에 의해 키홀이 발생하게 된다. 이 키홀은 기계적 특성과 부식특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인 Refill 

FSSW는 2004년에 특허등록이 되었다. Refill FSSW는 마찰교반점접합과 달리 공구가 독립

적으로 움직이며 그림 6과 같이 접합 후에 키홀을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Refill FSSW는 그림 7과 같이 슬리브가 삽입되는 형태, 그림 8과 같이 핀이 삽입되는 형

태 2가지가 있다. Refill FSSW의 공정은 크게 4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단계 – 공구의 모든 부분이 접합을 할 시편 표면으로 이동하여 회전하면서 마찰열

을 발생시킨다.

  2 단계 – 슬리브 또는 핀이 설정한 깊이까지 삽입한다. 동시에 핀 또는 슬리브가 상승

하면서 슬리브 또는 핀에 의해 밀려나는 재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3 단계 – 슬리브 또는 핀이 상승하고 동시에 핀 또는 슬리브가 하강하면서 접합부의

빈 공간을 채워준다.

  4 단계 – 시편 표면에서 공구가 떨어지며 접합이 마무리된다.

대표적인 접합부의 조직을 확인해보면 그림 9와 같이 교반 영역 (stir zone : SZ), 기계적

열 영향부 (thermo-mechanical affected zone : TMAZ), 열 영향부 (heat-affected zone : 

HAZ)로 나누어져 있다. 교반 영역은 슬리브에 의해 교반되는 SZS, 핀에 의해 교반되는

SZP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동적 재결정이 발생하여 모재의 결정립보다 더 작은 결정립이

형성된다. 기계적 열 영향부는 교반 영역보다 변형이 적은 영역이므로 동적 재결정이 일

어나지 않고, 결정립이 연신되는 특징을 가진다. 열 영향부는 온도 상승으로 인해 결정립

이 조대해지는 특징을 가진다.

Refill FSSW는 특히 알루미늄합금을 접합할 때 많은 이점이 있다.

① 용융 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공, 응고 균열과 같은 결함들이 발생하지 않는 고상

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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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합 중 최고 온도가 낮으므로 비틀림 및 수축이 줄어든다.

③ 필러 재료 또는 용가재가 필요하지 않는다.

④ 키홀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2000계열, 7000계열과 같이 용접하기 어려운 알루미늄합금에 적용할 수 있다.

⑥ 연기, 스패터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⑦ 자동화가 용이하여 생산 공정이 적합하다.

⑧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0].

그림 4 마찰교반점접합 공정 [10]

그림 5 키홀의 형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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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efill FSSW의 외관형상 [10]

그림 7 Refill FSSW 공정 (sleeve plunge type) [10]

그림 8 Refill FSSW 공정 (pin plunge type) [10]

그림 9 Refill FSSW 미세조직 형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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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Refill FSSW용 공구의 형상 및 특징

Refill FSSW용 공구는 그림 10과 같이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이름은 클램

핑 링, 슬리브 그리고 핀이다. 클램핑 링은 두 가지 기능을 있는데, 하나는 접합 중에 시

편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접합 중에 재료가 밖으로

나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슬리브와 피는 하나의 모터와 독립적인 액추

에이터에 연결되어 있어서 동일한 회전속도로 회전하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11].

그림 10 Refill FSSW 공구 형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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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피접합재

본 연구에서는 피접합재는 길이 75 mm, 폭 20 mm, 두께 0.5 mm의 AA3004-O 알루미

늄합금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화학조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12].

표 1 AA3004-O 화학 조성 (wt.%) [12]

Element Al Cu Fe Mg Mn Si Zn Other

Wt.% 95.5~98.2 ≤ 0.25 ≤ 0.70 0.80~1.3 1.0~1.5 ≤ 0.30 ≤ 0.25 ≤ 0.15

3.2. Refill FSSW 실험

3.2.1. 접합용 장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Refill FSSW용 장비는 그림 11에 보이는 RPS 100 KS10으로 Harms 

& Wende에서 제작한 Refill FSSW 전용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사양은 표 2에 나타

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접합용 공구의 회전속도를 500 ~ 3000 rpm까지 적용하였다.

그림 11 Refill FSSW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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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efill FSSW용 장비 사양

Voltage 440 Va.C, 50/60 Hz Insertion depth (max) 4.6 mm

Rotation speed (max) 3,300 rpm Torque 14.5 Nm

Idle time (max) 32 sec Controller size 0.60 X 0.40 m

Insertion time (max) 32 sec Welding machine size 1.00 X 1.20 M

3.2.2. 공구의 형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Refill FSSW용 공구의 형상은 그림 12~15에 나타내었다. 접합용

공구는 핀의 직경은 5 mm, 슬리브의 직경은 9 mm, 클램핑 링의 직경은 18 mm로 제작

하였다.

그림 12 Refill FSSW공구 – 핀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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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efill FSSW공구 – 슬리브

그림 14 Refill FSSW공구 - 클램핑 링

10 cm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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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Refill FSSW용 공구 - 전체

3.2.3. 접합조건

본 연구에서는 두께 0.5 mm인 AA3004-O 알루미늄합금 판재를 그림 16의 접합용 지

그를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이때, 판재의 폭 및 길이는 각각 20 mm, 75 mm로 하였으며,

겹침부의 길이를 20 mm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접합부가 판재의 겹침부 중앙에 형성될

수 있도록 접합용 공구의 핀 선단부가 겹침부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접합용 공

구의 회전속도가 접합부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접합용 공구의 삽입깊이

는 0.3 mm로 유지하면서, 접합용 공구의 회전속도를 500, 1000, 1500, 2000, 2500 및

3000 rpm으로 변화시켰다

그림 16 Refill FSSW 접합용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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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성평가

3.3.1. 접합부의 외관형상 관찰

Refill FSSW 후 접합부의 외관형상 관찰을 위해 접합용 공수의 회전속도, 삽입 깊이의

변화에 따른 접합부의 균열 및 조대한 접합결함 형성의 유무, 접합부 뒷면의 상태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3.3.2. 접합부조직 관찰

Refill FSSW 후 접합부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접합부 단명을 절단하여 경면으로 연마한

후 상온에서 HF 10 ml, HCl 15 ml, H2O 90 ml 수용액을 사용하여 12초간 에칭한 후,

Olympus사의 광학현미경 BX51M 장비와 SEM, EBSD를 이용하여 접합부 및 모재 조직을

관찰하였다.

3.3.3. 접합부 경도시험

Refill FSSW 후 접합부의 경도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KS B ISO 14271에 의거하여 경도시

험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장비는 Mitutoyo사의 Vickers micro-hardness 시험기 HM-200을

이용하였다. 인가하중은 삽입 깊이가 0.1 mm인 경우 10gf를, 0.2 mm 이상인 경우 100gf

로 설정하고, 유지시간은 10 sec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험하였다. 측정위치는 상부판재

의 경우 삽입 깊이의 절반이 되는 영역으로 설정하였고, 하부판재의 경우 판재의 중심인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3.3.4. 상온인장전단시험

Refill FSSW 후 접합부에 대한 상온인장전단시험은 INSTRON사의 5985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때 시편은 KS B ISO14273 규격에 의거하여 제작하였으며, 상온인장전단시

험 시 Crosshead speed를 10 mm/min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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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외관형상

AA3004-O 알루미늄합금 판재의 접합에 있어서 접합용 공구의 삽입깊이를 0.3 m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접합용 공구의 회전속도를 500 rpm에서 3000 rpm까지 변화시켜 접

합시편을 제작하였다. 접합용 공구의 회전속도가 접합된 시편의 외관형상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공구 회전속도가 500 rpm일 때,

접합부의 상부 영역과 하부 영역에서 미세한 결함이 발생하였다. 공구 회전속도가 1000

rpm에서 3000 rpm까지 변화시킬 때는 모든 접합시편에서 keyhole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건전한 접합부가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ool rotation speed Top surface Bottom surface

500 rpm

1000 rpm

1500 rpm

그림 17 공구 회전속도별 외관형상

5mm5mm

5mm 5mm

5mm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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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rotation speed Top surface Bottom surface

2000 rpm

2500 rpm

3000 rpm

그림 17 계속 공구 회전속도별 외관형상

4.2. 접합부특성

4.2.1. 영역별 접합부특성

접합부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접합시편을 제작한 후, 접합시편의 중앙부분을 절단하여

EBSD 분석과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8~19은 EBSD를 통해 촬영한 IPF map과 Unique grain color map이다. 굵은 검은

선은 고경각입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결정립 크기를 확인해본 결과, 모재부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4.09 ㎛, Sleeve영향부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1.68 ㎛ 그리고 Pin영향부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2.16 ㎛으로 나타났다. 즉, 접합부의 결정립 크기가 모재부의 결정립

크기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접합부내에서는 Sleeve영향부의 결정립 크기

가 Pin영향부의 결정립 크기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접합부의 결정립 크기가 모재

5mm 5mm

5mm 5mm

5mm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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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결정립 크기보다 작은 이유는 접합 중에 발생하는 열과 소성변형으로 인한 동적재

결정으로 인해서 작아지게 된다[13, 14]. 접합부내에서 Sleeve영향부의 결정립 크기가 Pin

영향부의 결정립 크기보다 작은 이유는 Sleeve가 삽입되며 접합이 이루어지는 Sleeve 

plunge type의 접합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Sleeve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성변형량이 더

높고[15], Pin의 직경보다 Sleeve의 직경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주속도식

을 확인해보면 � =
�×�×�

��×����
(v : 원주속도, D : 공구직경, n : 회전속도)이기 때문에 Sleeve영

역에서 윈주속도가 더 빨라 소성변형량이 높기 때문에 Sleeve영향부의 결정립 크기가 더

작아지게 된다[16].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그림 188 영역별 IPF map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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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in영향부

그림 18 계속 영역별 IFP map (a)모재부, (b)Sleeve영향부, (c)Pin영향부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그림 19 영역별 Unique grain color map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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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in영향부

그림 19 계속 영역별 Unique grain color map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그림 20은 각 영역별 결정립 크기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모재부의 경우 다양한

크기의 결정립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 접합부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미세한 결정립이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접합 중에 발생하는 동적재결정에

의해서 미세하고 등축정인 결정립이 형성되기 때문이다[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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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재부

그림 20 영역별 결정립 크기 분포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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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계속 영역별 결정립 크기 분포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그림 21는 각 영역별 Grain boundary map이다. 고경각입계의 분율을 확인해본 결과,

모재부의 고경각입계 분율은 59.6%, Sleeve영향부의 고경각입계 분율은 55.8% 그리고

Pin영향부의 고경각입계 분율은 4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알루미늄합금은

어닐링을 한 시편이기 때문에 모재부에서 높은 고경각입계 분율을 가진다. 접합부의 경

우 동적재결정에 의해 모재부와 유사한 수치의 고경각입계 분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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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그림 21 영역별 Grain boundary map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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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은 각 영역별 KAM(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map이다. 이를 통해서 전위

밀도를 비교해본 결과, 접합부가 모재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접합부에서는 동적재결정에 의해 모재부보다 전위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13].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그림 22 영역별 KAM(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map

(a) 모재부, (b) Sleeve 영향부, (c) Pin 영향부

그림 23는 SEM을 통해 각 영역별 2차상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AA3004에서의 주

요 2차상은 Al6(Mn,Fe), α-Al12(Mn,Fe)3Si, Mg2Si로 알려져있다[17]. 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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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편에 존재하는 2차상은 Al6(Mn,Fe), α-Al12(Mn,Fe)3Si 이다. 이는 그림 24의 Al-Mn 상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온에서 안정한 상인 것을 알 수 있다[18]. 즉, Refill FSSW 중

에 발생하는 온도에서는 재용해가 되지 않고 교반에 의해서 분쇄가 일어나게 된다[19].

이를 바탕으로 2차상의 크기를 비교해본 결과, 모재부의 평균 2차상 크기는 3.03 ㎛, 

Sleeve영향부의 평균 2차상 크기는 1.37 ㎛ 그리고 Pin영향부의 평균 2차상 크기는 2.48

㎛로 나타났다. 즉, 접합부의 2차상의 크기가 모재부의 2차상 크기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접합부내에서는 Sleeve영향부의 2차상의 크기가 Pin영향부의 2차상의 크기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접합부에서는 교반에 의해서 2차상의 분쇄가 일

어나 모재부보다 작아지게 되고[19], 접합부내에서는 Pin의 직경보다 Sleeve의 직경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주속도식을 확인해보면 � =
�×�×�

��×����
(v : 원주속도, D : 

공구직경, n : 회전속도)이기 때문에 Sleeve영역에서 윈주속도가 더 빨라 Sleeve영향부의

교반량이 더 높기 때문에 Sleeve영향부의 2차상 크기가 작게 형성된다[16].

(a) 모재부

그림 23 영역별 2차상 SEM 이미지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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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그림 23 계속 영역별 2차상 SEM 이미지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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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l-Mn 상태도 [18]

그림 25은 각 영역별 2차상 크기의 분포를 나타낸다. 모재부의 경우 다양한 크기의 2

차상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 접합부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미세한 2차상이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접합 중에 발생하는 교반에 의해서 미세한 2

차상이 형성되기 때문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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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영역별 2차상 크기 분포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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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계속 영역별 2차상 크기 분포 (a) 모재부, (b) Sleeve영향부, (c) Pin영향부

4.2.2.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접합부 단면

그림 26는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접합부 단면을 관찰하기 위해 접합시편을 제작한 후,

접합시편의 중앙부분을 절단한 사진을 나타낸다. 공구 회전속도가 500 rpm과 1500 rpm

일 때, 접합부와 모재의 경계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 1000 rpm과 2000 rpm부터

3000 rpm에서는 접합부 내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건전한 접합부가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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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rpm

(b) 1500 rpm

(c) 1000 rpm

(d) 2000 rpm

그림 26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접합부 단면

(a) 500 rpm, (b) 1500 rpm, (c) 1000 rpm, (d) 2000 rpm

그림 27은 접합부에 존재하는 결함의 확대 사진이다. 결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전속

도가 낮을 경우, 입열량이 낮아져서 접합 중에 소성유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된

다. 따라서 접합 마지막 단계인 Refilling 단계에서 접합부와 모재 경계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다[21, 22].

200㎛

2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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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rpm에서 발생한 결함

(b) 1500 rpm에서 발생한 결함

그림 27 접합부에서 발생한 결함 (a) 500 rpm에서 발생한 결함, (b) 1500 rpm에서 발생한 결함

4.2.3.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Hook의 높이

그림 28은 Hook의 높이를 측정할 때의 기준을 나타낸다. 두 판재가 겹쳐진 영역을 기

준으로 Hook의 윗부분 높이를 Up hook height, 아랫부분 높이를 Down hook height로 측

정하였다. 다양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Hook의 형상 및 높이는 공구 회전속도에 따라 경

향성을 가지며 변화한다고 발표하였다[6, 23, 24]. 따라서 본 연구에서 Hook의 높이를 측

정하여 그림 29에 나타내었다. 공구 회전속도의 변화에 따라 Hook의 높이는 일정한 경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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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8 Hook 높이 측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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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Hook 높이

(a) 접합부 단면의 왼쪽 영역, (b) 접합부 단면의 오른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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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접합부 단면의 오른쪽 영역

그림 29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Hook 높이

(a) 접합부 단면의 왼쪽 영역, (b) 접합부 단면의 오른쪽 영역

4.2.4.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접합부 조직

그림 30~31는 EBSD를 통한 IPF map과 Unique grain color map이다. 굵은 검은선은 고

경각입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결정립 크기를 확인해본 결과,

Sleeve영향부의 경우, 500 rpm일 때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0.83 ㎛, 2000 rpm일 때의 평

균 결정립 크기는 1.68 ㎛ 그리고 3000 rpm일 때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1.89 ㎛로 나타

났다. Pin영향부의 경우, 500 rpm일 때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2.14 ㎛, 2000 rpm일 때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2.16 ㎛, 3000 rpm일 때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2.18로 나타났다. 즉,

Sleeve영향부의 경우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

고, Pin영향부의 경우 회전속도가 증가하여도 결정립의 크기 변화가 작은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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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b) 2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c) 3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그림 30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IPF map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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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00 rpm일 때 Pin영향부

(e)2000 rpm일 때 Pin영향부

(f) 3000 rpm일 때 Pin영향부

그림 30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IPF map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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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b) 2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c) 3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그림 31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Unique grain color map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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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00 rpm일 때 Pin영향부

(e) 2000 rpm일 때 Pin영향부

(f) 3000 rpm일 때 Pin영향부

그림 31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Unique grain color map

Sleeve 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 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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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은 회전속도에 따른 결정립 크기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Sleeve영향부

는 그림 33에서 알 수 확인할 수 있듯이 공구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열량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높은 입열량과 이에 따른 긴 냉각시간으로 인해서 결정립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서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 하지만 Pin영향부는 원주속도식 � =
�×�×�

��×����
(v : 원주속도, D : 공구직경, n : 회전속도)

에 따라 Sleeve영향부에 비해 적은 소성변형량과 낮은 입열량에 의해 결정립 크기의 변

화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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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결정립 크기 변화

그림 33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입열량 변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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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은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결정립 크기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Sleeve영향부

와 Pin영향부 모두 미세한 결정립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Sleeve영향부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in영향부의 경우 결정립 크기의 변

화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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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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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그림 34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결정립 크기 분포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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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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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00 rpm일 때 Pin영향부

그림 34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결정립 크기 분포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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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000 rpm일 때 Pin영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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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결정립 크기 분포

Sleeve 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 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그림 35는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KAM(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map이다. Sleeve

영향부와 Pin영향부 모두 앞에 기술한 모재의 전위밀도보다 낮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접합 중에 발생하는 동적재결정에 의해 접합부 내부의 전위밀도가 감소했기 때

문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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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b) 2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c) 3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그림 35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KAM(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map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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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00 rpm일 때 Pin영향부

(e) 2000 rpm일 때 Pin영향부

(f) 3000 rpm일 때 Pin영향부

그림 35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KAM(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map

Sleeve 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 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그림 36은 SEM을 통해 회전속도별 2차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2차상 크기를 확인해본 결과, Sleeve영향부의 경우, 500 rpm일 때의 평균 2차상 크

기는 1.50 ㎛, 2000 rpm일 때의 평균 2차상의 크기는 1.51 ㎛, 3000 rpm일 때의 평균 2차

상의 크기는 1.47 ㎛로 나타났다. Pin영향부의 경우 500 rpm일 때의 평균 2차상 크기는

1.64 ㎛, 2000 rpm일 때의 평균 2차상의 크기는 1.70 ㎛, 3000 rpm일 때의 평균 2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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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1.70 ㎛으로 나타났다. 즉, Sleeve영향부와 Pin영향부 모두 공구 회전속도가 증가

하더라도 2차상 크기의 변화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5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b) 2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그림 36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2차상 SEM 이미지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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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d) 500 rpm일 때 Pin영향부

그림 36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2차상 SEM 이미지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10㎛

10㎛



- 41 -

(e) 2000 rpm일 때 Pin영향부

(f) 3000 rpm일 때 Pin영향부

그림 36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2 차상 SEM 이미지

Sleeve 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 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그림 37는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2차상의 크기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A3004의 주요 2차상인 Al6(Mn,Fe), α-Al12(Mn,Fe)3Si는 고온에서 안정한 상이기 때문에

입열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떄문에 공구 회전속도가 변화하더라고 2차상 크기 변화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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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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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2 차상 크기 변화

그림 38는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2차상 크기의 분포를 나타낸다. Sleeve영향부와 Pin영

향부 모두 미세한 2차상이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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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그림 38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2차상 크기 분포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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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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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000 rpm일 때 Sleeve영향부

그림 38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2차상 크기 분포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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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00 rpm일 때 Pin영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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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2차상 크기 분포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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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2차상 크기 분포

Sleeve영향부 : (a) 500 rpm, (b) 2000 rpm, (c) 3000 rpm,

Pin영향부 : (d) 500 rpm, (e) 2000 rpm, (f) 3000 rpm

4.3. 경도 특성

4.3.1. 영역별 경도 특성

그림 39은 접합용 공구 회전속도를 2000 rpm, 삽입 깊이를 0.3 mm로 일정하게 유지했

을 때의 경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상부 판재와 하부 판재 모든 결과에서 접합부의 경

도값이 모재부의 경도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접합부내에서는 Sleeve영향부의 경도값이

Pin영향부의 경도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AA3004 알루미늄합금은 비열처리형 알루미늄합금이기 때문에 경

도특성은 결정립의 크기와 2차상의 크기 및 분포에 영향을 받게 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결정립의 크기와 2차상의 크기가 가장 작은 Sleeve영향부에서

경도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정립의 크기와 2차상의 크기가 중간정도인 Pin영향부에

서는 경도값이 중간정도, 결정립의 크기와 2차상의 크기가 가장 큰 모재부에서 경도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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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부 판재

(b) 하부 판재

그림 39 영역별 경도분포 (a) 상부 판재, (b) 하부 판재

4.3.2.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경도 특성

그림 40은 접합용 공구 삽입 깊이를 0.3 mm로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공구 회전속도

의 변화에 따른 경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41은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각

영역별 경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Sleeve영향부의 경우 공구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Pin영향부는 공구 회전속도가 증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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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값의 변화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결정립의 크기는 Sleeve영향부에서는 공구 회전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지만, 2차상의 크기는 변화가 적다. 따라서 공구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경도값이 감소하게 된다. Pin영향부에서는 공구 회전속도가 증가하여도 결정립의 크기

와 2차상의 크기의 변화가 적다. 따라서 공구 회전속도가 증가하여도 경도값의 변화는

적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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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경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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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영역별 경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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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온인장전단특성

그림 42은 공구 삽입 깊이를 0.3 m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공구 회전속도를 500 rpm

부터 3000 rpm까지 변화시키면서 접합한 시편에 있어서의 평균 상온인장전단하중의 그

래프를 나타낸다. 공구 회전속도가 500 rpm부터 2000 rpm까지 증가할 때는 평균 상온인

장전단하중이 증가를 하다가 2000 rpm이후에서는 포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구

회전속도가 3000 rpm일 때 가장 높은 약 1.347 kN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상온인장전단하중은 경도, Hook의 높이 및 형상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경도, Hook의 높이 및 형상의 영향은 작고, 접합부 내에 결함 존

재의 유무가 상온인장전단하중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유는 그림 43에 나타난 것처럼

인장전단시험 중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1500 

rpm이하의 경우 접합부 내에 결함이 존재하게 되어 결함에 인장응력을 받게 되어 파괴

가 빠르게 발생되어 낮은 상온인장전단하중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2000 rpm이상의 경우

접합부 내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아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주변의 모재에서 파괴가 발생되

서 높은 상온인장전단하중을 가지게 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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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상온인장전단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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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인장전단시험 중에 발생하는 응력 [22]

4.4.1. 상온인장전단시험 후의 외관형상

그림 44는 공구 삽입 깊이를 0.3 m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공구 회전속도를 500 rpm

부터 3000 rpm까지 변화시키면서 접합한 시편에 있어서의 상온인장전단시험 후 외관형

상을 나타낸다. 공구 회전속도가 500 rpm인 경우 모든 시편에서 접합부에서 파괴가 일어

나는 plug type 파괴가 발생하였다. 공구 회전속도가 1000 rpm과 1500 rpm인 경우 접합

부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plug type 파괴와 접합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여 모재로 전파되는

plug-BM mixed 파괴가 함께 발생하였다. 공구 회전속도가 2000 rpm이상인 경우 모든 시

편에서 모재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BM 파괴가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공구 회전속도가

가장 낮은 500 rpm에서는 입열량이 가장 낮아 원활한 소성유동이 일어나지 못해 모든

접합부에서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구 회전속도가 1000 rpm과 1500 rpm인 경우

중간정도의 회전속도를 가지므로 접합부 내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

우가 모두 존재하여 그림 4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차범위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공구

회전속도가 2000 rpm이상인 경우 충분한 입열량으로 소성유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접

합부 내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모든 시편이 모재에서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 유사

한 상온인장전단하중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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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회전속도 외관형상

500 rpm

(Plug type)

  

1000 rpm

(BM)

(Plug-BM 

mixed)

1500 rpm

(BM)

(Plug-BM 

mixed)

(a) 500 rpm ~ 1500 rpm

그림 44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상온인장전단시험 후 외관형상

(a) 500 rpm~1500 rpm, (b) 2000 rpm~3000 rpm

앞면 뒷면10 mm 10 mm

BM 파괴 Plug-BM mixed 파괴10 mm

BM 파괴 Plug-BM mixed 파괴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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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회전속도 외관형상

2000 rpm

(BM)

2500 rpm

(BM)

3000 rpm

(BM)

(b) 2000 rpm ~ 3000 rpm

그림 44 계속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상온인장전단시험 후 외관형상

(a) 500 rpm~1500 rpm, (b) 2000 rpm~3000 rpm

4.4.2. 상온인장전단시험 후의 파면

그림 45은 공구 삽입 깊이를 0.3 m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공구 회전속도를 500 rpm

부터 3000 rpm까지 변화시키면서 접합한 시편에 있어서의 상온인장전단시험 후 파면을

나타낸다. 공구 회전속도가 500 rpm에서 발생한 plug type 파괴의 파면에서는 전체적으

로 벽개파면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2000 rpm 이상에서 발생한 BM 파괴의 파면에서

는 전체적으로 연성파면이 나타났다. 500 rpm의 경우 접합부에 결함이 존재하여 인장전

단시험시 빠르게 파괴가 일어나 벽개파면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2000 rpm 이상의

경우 접합부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아 모재에서 충분히 연신되며 파괴가 일어남으로 연성

10 mm

10 mm

10 mm

10 mm

10 mm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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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 나타나게 된다.

(a) plug type 파괴 시편의 파면

그림 45 파괴 형상에 따른 파면 (a) plug type 파괴 시편의 파면, (b) BM 파괴 시편의 파면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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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M 파괴 시편의 파면

그림 45 계속 파괴 형상에 따른 파면 (a) plug type 파괴 시편의 파면, (b) BM 파괴 시편의 파면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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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AA3004-O 알루미늄합금 판재에 Refill FSSW 기술을 적용하여, 공구 회전

속도가 접합부의 조직특성 및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 접합부의 결정립 크기가 모재부의 결정립 크기인 4.90 ㎛보다 작게 형성되었으며, 접

합부 내에서는 Sleeve영항부가 1.68 ㎛로 Pin영향부의 결정립 크기인 2.16㎛보다 더

작게 형성되었다.

2. 접합부의 2차상 크기가 모재부의 2차상 크기인 3.03 ㎛보다 작게 형성되었으며, 접합

부 내에서는 Sleeve영항부가 1.37 ㎛로 Pin영향부의 2차상 크기인 2.48 ㎛보다 더 작

게 형성되었다.

3. 접합부의 경도값이 모재부의 경도값보다 높게 나타내었으며, 접합부 내에서는 Sleeve

영향부에서 더 높은 경도값이 나타내었다.

4. 공구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leeve영향부의 결정립 크기는 500 rpm일 때, 0.83 ㎛,

2000 rpm일 때, 1.68 ㎛, 3000 rpm일 때, 1.89 ㎛로 증가하였으나, Pin영향부의 결정립

크기는 500 rpm일 때, 2.14 ㎛, 2000 rpm일 때, 2.16 ㎛, 3000 rpm일 때, 2.18 ㎛로 큰

변화가 없었다.

5. 공구회전속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Sleeve영향부의 2차상의 크기 500 rpm일 때,

1.50 ㎛, 2000 rpm일 때, 1.51 ㎛, 3000 rpm일 때, 1.47 ㎛로 큰 변화가 없었고, Pin영

향부의 2차상 크기는 500 rpm일 때, 1.64 ㎛, 2000 rpm일 때, 1.70 ㎛, 3000 rpm일 때, 

1.70 ㎛로 큰 변화가 없었다.

6. 최대평균인장전단하중은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2000 rpm일 때, 약

1.3 kN 근방으로 포화되는 경향을 나타났다.

7. 파괴 형상은 500 rpm일 때 Plug type, 1000~1500 rpm일 때 BM 파괴, Plug-BM mixed 

type 그리고 2000 rpm 이상에서는 BM 파괴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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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요약

Lightening of vehicle is requisite to meet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associated with 

energy efficiency and exhaust gas in the field of vehicle industry. Thus, light metals such 

as aluminum alloys are prevalent as a structural material for vehicle. However, applying 

resistance spot welding (RSW) technology to aluminum alloy requires high electrical current

compared to ferrous metallic materials. To solve the problem, diverse researches have been 

performed for applying another technology of friction stir spot welding (FSSW). 

Nevertheless, the new technology has several problems such as keyhole forming after 

welding. The keyhole acts as stress raiser and corrosion acceleration point. There is a 

renovated technology to resolve the obstacles, refill friction stir spot welding (refill FSSW).

The principal manner for the refill FSSW is similar to FSSW. There is no keyhole at the refill

FSSW joint because of the peculiar shape and motion of tool.

Most of refill FSSW researches have been applied to aluminum alloy plate with thickness 

from 1.0 to 3.0 mm. However, strength of aluminum alloys will be increased along with the 

tim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tendency. It is believed that the usage of thin aluminum 

alloy plate will be increased. Thu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refill FSSW to aluminum alloy 

plate below 1.0 mm thick.

This research is aiming to apply refill FSSW technology to AA3004-O aluminum alloy sheet 

with 0.5 mm thick. The plunge depth of tool was 0.3 mm. The effects of tool rotation speed 

on joint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ool rotation speed was ranged from 500 to 3000 

rpm. Consequently, with the exception of 500 rpm, it was possible to attain sound joint

with no visible defects. The mean grain size was 4.90, 2.16 and 1.68 μm in base metal, pin 

affected zone and sleeve affected zone, respectively. The mean size of second phase 

particle was 3.03, 2.48 and 1.37 ㎛ in the base metal, pin affected zone and sleeve affected 

zone, respectively. Hardness of joint was higher than that of the base metal. Sleeve affected 

zone had higher hardness than pin affected zone. According to increasing tool rotation 

speed, the mean grain size of the sleeve affected zone increased to 0.83 µm at 500 rpm, 

1.68 µm at 2000 rpm and 1.89 µm at 3000 rpm. The mean grain size of the pin affected 

zone was 2.14 μm at 500 rpm, 2.16 μm at 2000 rpm and 2.18 μm at 3000 rpm, respectively, 



- 58 -

with no significant change.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tool rotation speed, the mean 

sizes of second phase particle in the sleeve and pin affected zone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The higher speed of tool rotation speed, the higher value of hardness in the 

sleeve affected zone. Nevertheless, the hardness in pin affected zone was independent of

the tool rotation speed. When the tool rotation speed was low, the defects in the joint 

cause low tensile shear load. Nonetheless, when the tool rotation speed was high, the 

defect free joints were obtained with high tensile shear load. The tensile shear load was 

more susceptible to the defects in the joint than the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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