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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52-H112 합금의 겹치기 마찰교반접합 조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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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riction Stir Welding(FSW) has mainly been used for making butt joints in Al alloys. Development 
of Friction Stir Lap Welding(FSLW) would expand the number of applications. Microstructure of FSLW in 
A5052-H112 alloy was investigated under varying rotation and welding speed.
  As the rotation speed was increased and the welding speed was decreased, a amount of heat was 
increased. As a result, bead interval was narrower, bead width are larger, and experimental bead interval 
was almost similar to theoretical bead interval. 
  Typical microstructures of FSLW A5052-H112 alloy consist of three zones, including Stir Zone(SZ), 
Thermo-Mechanically Affected Zone(TMAZ) and Heat Affected Zone(HAZ). As a amount of heat was 
increased, average grain size was larger in three zones. Nevertheless, the aspect ratio was almost fixed for 
FSLW conditions.
  The misorientation of SZ, HAZ and TMAZ was examined. A large number of low angle grain 
boundaries, which were formed by severe plastic deformation, were showed in TMAZ as comparison with 
SZ and HAZ.
  Microhardness distribution was high in order of BM, SZ, TMAZ, and HAZ. The Micro-hardness 
distribution in HAZ, TMAZ of upper plate were lager than lower plate.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grain size and microhardness was almost corresponded to Hall-Petch 
equation.

Key Words : FSLW, A5052-H112, EBSD, Grain size, Aspect ratio, Misorientation, Hall-Petch equation

1. 서    론

알루미늄 합금은 높은 비강도, 내식성, 인성 저온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

요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A5052 냉

간압연판재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운송 분야에 이

용되고 있으며, 리벳접합으로 구조물로 제작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구조물은 약간의 진동에도 부식, 파손, 고

장의 원인이 되어 적절한 성형 가공 기술 및 접합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에 

응용 접합법을 적용할 경우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

면에서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1,2)
.

이러한 알루미늄 합금의 용융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기 술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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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Fe Cu Mn Mg Cr Zn Others Al

0.25 0.4 0.1 0.1 2.5 0.65 0.1 0.15 bal.

Table 2 Friction stir lap welded conditions

Parameter Conditions

Rotating speed (rpm:ω) 600,900,1200,1500

Welding speed (㎜/min:ν) 100,400,700

Tool force (kN) 9.8

Tool tilt (˚) 3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 (wt%)

Fig. 1 Schematic of friction stir lap welding process

는 새로운 기술로서 비용융 고상접합 공정인 마찰교반

접합(Friction Stir Welding
3)
)이 개발되었고,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4)
.

겹치기 접합(lap joint)은 맞대기 접합(butt joint)

이 어려운 박판 접합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저항 점용접(resistance spot welding)과 필릿 

이음(fillet weld joint) 등이 있다. 하지만 융점이 낮

은 알루미늄 합금 박판의 경우 저항 점용접이 현실적으

로 어렵기 때문에 겹치기 접합에 대한 실용적인 적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열처리형 알루미늄 합금인 A5052-

H112 냉간 압연 판재를 겹치기 마찰교반 접합법

(Friction Stir Lap Welding : FSLW
5)
)으로 접합 

후 조직을 관찰하였다.

2. 사용재료 및 실험방법

2.1 사용재료

본 실험에서는 비열처리형 합금인 A5052 -H112를 

사용하였으며, 합금의 조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2.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마찰교반접합기는 회전속도가 최대 

4500rpm, 이송속도는 최대 1000mm/min, 재하하중

은 최대 15kN까지 제어가 가능하다. 숄더(shoulder)

와 프루브(probe)의 직경은 각각 15mm, 5mm이며 

프루브의 길이는 3.7mm인 왼나사(left-thread)로 제

작하였으며, 접합 툴의 재질은 SKH51을 사용하였다.

시편 제작은 100×100×2mm3(가로×세로×높이)의 판재

를 35mm씩 겹치고 인장시험시 파단면이 앞부분

(advancing side:AS)으로 오도록 접합하였다. 접합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고, Fig. 1은 겹치기 마찰

교반접합공정의 개략도이다.

접합 비드를 관찰하기 위해 접합시작부에서 50mm

지점을 실측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접합부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Keller용액(150㎖H20+3㎖HNO3+

6㎖HCl+6㎖HF at 0℃)으로 에칭한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후방 산란회절(EBSD : Electron Back Scattered

Diffraction)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각 영역별 결정립 

크기, 어스펙스 비(aspect ratio) 및 결정립계 방위차

(misorientation)를 측정하였다. 각 조건에서 교반부 

결정립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후방산란회절 분석과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이미지

를 관찰하였다.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여 하중 200g, 압

입시간 10초로 상, 하판의 단면 중심부에 각각 1mm

간격으로 영역별 경도를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접합부 비드

비드(bead)는 접합 툴이 모재와 접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접합속도와 회전속도에 따라 비드 간격과 비드 

폭이 결정된다. Fig. 2는 접합 조건에 따른 접합부의 

비드 형상을 나타낸 사진이며, 각 접합조건에서의 비드 

간격과 비드 폭을 Fig. 3, 4에 나타내었다. 비드 형상

을 관찰한 결과, 접합 속도가 증가할수록 비드 간격은 

넓어지는 반면, 비드 폭은 좁혀지고, 회전속도가 증가

할수록 비드 간격은 좁혀지는 반면 비드 폭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비드 폭이 좁혀지는 원인은 접합 툴에 

의한 가압과 교반이 연화를 발생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비드 간격은 접합속도에 대한 

회전속도의 비로 나타낼 수 있으며(welding speed(ν)/

rotating speed(ω))6), 이를 각 접합 조건에 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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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speed

welding speed
600rpm 900rpm 1200rpm 1500rpm

100㎜/min

400㎜/min

700㎜/min

Fig. 2 Appearances of bead at FSLW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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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bead interval and FS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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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bead width and FSLW

conditions

ω(rpm)

ν(㎜/min)
600 900 1200 1500

100 0.17 0.11 0.083 0.07

400 0.67 0.44 0.33 0.267

700 1.17 0.78 0.58 0.467

B
e
ad

 i
n
te

rv
al

(m
m

)

1.4

1.2

1.0

0.8

0.6

0.4

0.2

0.0
0.0 0.2 0.4 0.6 0.8 1.0 1.2 1.4

ν/ω

Fig. 5 Relationship between bead interval and ν/ω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ν/ω and FSLW

conditions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5는 이론적인 비

드 간격에 대한 실험 후 측정한 비드 간격으로 나타낸

다. 이를 비교해보면 이론적 비드 간격과 실험 후 비드 

간격이 거의 일치하였으며, 이로써 위 실험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마찰교반접합시 발생한 

마찰열은 프루브에 의한 마찰열보다 숄더에 의한 마찰

열이 더 크기 때문에7) 마찰교반접합시 발생한 열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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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crostructure and OM microstructures of cross

section at 1500rpm-400mm/min:(a)macro- ructure,

(b),(c),(d) detail icro- structures of b, c and d

region of (a)

Fig. 8 Typical (a)macrostructure and the EBSD

images in the (b)BM,(c)HAZ, (d)TMAZ, (e)SZ

at 1500rpm-400mm/min

SZ TMAZ HAZ

600rpm-400mm/min 8.64 13.25 25.40

900rpm-400mm/min 10.62 13.76 25.51

1200rpm-400mm/min 11.45 15.45 26.22

1500rpm-400mm/min 13.21 16.38 27.75

Table 4 Average grain size at 600, 900,1200,

1500rpm and fixed 400mm/min(unit:㎛)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Q = ⁴/₃π2μPωD3

(Q:열량, μ:마찰계수, P:숄더에 미치는 균일한 압력,

ω:회전속도, D:숄더 지름)

그런데 마찰교반접합시 숄더의 마찰열은 Q/ν로 표현

되며, ω/ν의 값으로 구할 수 있으며9)
, 이는 이론적인 

비드 간격을 반비례하는 값과 동일하다. 또한 접합 조

건에 따른 비드 간격과 비드 폭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

계가 있으므로, 비드 폭과 (ν/ω)-1의 값의 관계를 Fig.

6에서 나타내었다. (ν/ω)-1이 작거나 혹은 클 때 비드 

폭이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이는 열량이 작거나 클 경우

에는 숄더의 마찰열이 비드 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접합부 미세조직

Fig. 7은 접합조건이 1500rpm-400mm/min일 때 

관찰한 광학현미경 조직을 나타낸다. 교반부와 모재와

의 경계지점이 확연히 구분(b, d)되었는데 앞부분에서 

영역별 경계면이 뒷부분의 경계면보다 더 뚜렷하였다.

이는 뒷부분의 경계면이 툴의 회전방향과 접합방향이 

상반되는 운동으로 인해 교반효과가 감소되어서 계면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0)
.

또한 교반부에 마찰열과 소성유동에 의한 onion ring

형태가 교반부 아래쪽에 나타났다.

Fig. 8은 접합조건이 1500rpm-400mm/min인 경

우의 거시조직(a) 및 EBSD 이미지(b~e)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전형적인 모재부(Base Metal:BM)과 마찰

교반접합 조직인 교반부(Stir Zone:SZ),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HAZ), 열기계적 영향부(Thermo-

Mechanically Affected Zone :TMAZ)로 구분되어진

다. A5052-H112합금 모재(b)는 팬케익 모양의 압연

조직이 관찰되었으며, 열영향부(c)의 경우 마찰열에 의

해 모재의 결정립이 조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열기

계적 영향부(d)는 툴의 마찰에 의한 극심한 소성변형으

로 인해 부분적인 동적 재결정 조직 및 일정한 방향으

로 연신된 조직들이 관찰되었으며11)
, 교반부(e)는 동적 

재결정(dynamic recrystallization)에 의해 매우 균

일하고 미세한 등축정 재결정 조직이 나타났다2)
.

Table 4는 각 영역마다 접합속도 400mm/min일 



A5052-H112 합금의 겹치기 마찰교반접합 조직 특성 

大韓熔接․接合學會誌 第27卷 第6號, 2009年 12月 599

21

600rpm-400mm/min 900rpm-400mm/min

1200rpm-400mm/min 1500rpm-400mm/min

Fig. 9 EBSD images in SZ at 600,900,1200,

1500rpm and fixed 400 ㎜/min

rotating speed

welding speed
600rpm 900rpm 1200rpm 1500rpm

100mm/min

400mm/min

700mm/min

Fig. 10 TEM images in SZ at FSLW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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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grain size and

FSLW conditions in SZ

때, 회전속도별 평균결정립 크기를 나타낸다. 측정한 

결정립의 수는 약 500개 정도이었고 모재의 결정립 크

기는 35㎛이었다.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결정립의 크

기가 조대화 되고, 영역별 결정립 크기는 교반부, 열기

계적 영향부, 열영향부 순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교반부의 앞부분의 결정립 크기가 뒷부분의 

결정립 크기보다 1~2㎛ 더 조대화 되었는데 이는 툴

의 회전방향과 이동방향이 일치하는 앞부분이 뒷부분보

다 더 높은 열, 기계적 영향을 받는다고 사료되고12) 접

합 툴이 지나고 난 후 냉각하는 동안 접합열에 의한 정

적 결정립 성장(static grain growth)으로 인해 뒷부

분의 조직보다 앞부분의 조직이 조대화된 것으로 판단

된다13)
.

Fig. 9는 접합속도 400mm/min일 때, 회전속도별 

EBSD 분석한 교반부 이미지를 나타낸다. 회전속도에 

상관없이 교반부에서는 동적 재결정에 의한 미세한 등

축정 재결정 조직이 나타났으며,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이 조대화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은 각 조건에서의 TEM이미지 사진을 나타

낸다. 각 조건에서의 교반부 평균 결정립크기를 구하기 

위해 EBSD 이미지 및 TEM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관

찰한 결과 Fig. 11에 각 조건별 평균 결정립 크기를 

나타내었다.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접합속도가 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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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grain size and ω/ν 

in SZ

Table 5 Aspect ratio at 600,900,1200,1500rpm and fixed

400mm/min

SZ TMAZ HAZ

600rpm-400mm/min 0.60 0.43 0.55

900rpm-400mm/min 0.59 0.40 0.53

1200rpm-400mm/min 0.59 0.38 0.53

1500rpm-400mm/min 0.62 0.38 0.54

Fig. 13 EBSD images and misorientation in

(a):HAZ, (b):TMAZ, (c):SZat 1500rpm-

400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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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ardness distribution on traverse cross section at

1200rpm-400mm㎜/min

수록 평균 결정립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열량에 따른 평균 결정립크기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열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결정립이 커짐을 알 수 있다.

Table 5는 각 영역마다 접합속도 400mm/min일 

때, 회전속도별 aspect ratio를 나타낸다.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장축과 단축의 비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

나, 열기계적 영향부에서는 다른 영역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 볼 수 없는 극심한 소

성변형으로 인해 연신된 조직이 많기 때문이다.

EBSD를 분석하면 결정입계 방위차(misorien-

tation)를 알 수 있는데, 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각 

영역별 EBSD 이미지와 방위차를 Fig. 13에 나타내었

다. 열기계적 영향부에서 15˚이내의 소경계 입계(low

angle grain boundary)가 다른 영역보다 더 발달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기계적 영향부에서 소

경계 입계가 많이 관찰되는 이유는 극심한 소성변형,

마찰열과 소성 변형시 발생되는 열에 의해 동적재결정

이 일어나기 바로 전 상태인 동적 회복상태이기 때문이

다14)
.

3.3 접합부 경도

접합조건에 상관없이 각 영역별 경도 변화는 Fig.

14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경도 분포는 마찰교반

접합시 발생한 열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모재가 냉간압연된 A5052를 사용하였기 때문

에 가공경화로 인해 모재의 경도값이 약 67Hv으로 영

역별 최고값을 나타내었다. 열영향부에서는 접합시 발

생한 열에 의해 결정립이 조대화 되어 경도값이 감소되

고, 열기계적 영향부에서는 극심한 소성변형 및 재방위

(reorientation)로 인해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

한 값을 얻었다.

교반부에서는 동적재결정에 의한 매우 미세한 등축정 

재결정 조직으로 인해 경도값이 증가하였다. 경도분포

는 좌우 비대칭 형태를 나타내며, 상판에서의 열영향부

와 열기계적 영향부가 하판보다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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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숄더에 의한 마찰열이 하판보다 상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반부에서 

앞부분의 경도값이 뒷부분의 경도값보다 더 낮게 되었

는데 이는 Table 2에서 설명하였듯이 앞부분의 조직이 

뒷부분의 조직보다 조대화되어 경도값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물질의 이동이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덜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15).

Fig. 15는 교반부에서 각 접합 조건에 따른 경도값

을 나타낸다. 접합속도가 증가할수록 경도값은 높아졌

고,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경도값은 낮아졌다. 접합 

조건에 따른 열량과 경도값이 밀접한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Fig. 16은 앞에서 설명한 ω/ν와 경도값과의 

관계를 나타낸다.열량이 클수록 경도값은 감소하는데,

이는 결정립의 조대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항복강도와 결정립크기와의 관계는 Hall-

Petch식으로 표현하는데16,17)

σy = σ0 + κyd
-1/2

(σy:항복강도, σ0:입내에서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는 

마찰응력, κy:상수, d: 결정립 직경)

위 식은 다음과 같이 경도와 결정립 크기와의 관계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18)
.

HV = H0 + κHd
-1/2

(HV:경도, H0, κH:경도에 따른 상수, d: 결정립 크기)

위 식에 따라 경도값과 결정립 크기와의 관계를 Fig.

17에 나타내었다. 교반부내에 거의 모든 조건에서 

Hall-Petch식의 적용이 가능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열처리형 알루미늄 합금인 A5052-

H112소재를 이용하여 겹치기 마찰교반 접합 조직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드 폭과 간격은 열량과 관계가 있었는데, 접합

속도가 낮을수록 회전속도가 클수록 열량이 크므로 비

드 간격은 작았고, 비드 폭은 컸다. 또한 비드 폭은 이

론치와 실험치가 거의 일치하였다.

2) 겹치기 마찰교반 접합에서의 조직은 팬케익 모양

의 모재부, 일부 재결정 조직과 모재 조직이 혼재되어 

있는 열영향부, 부분적인 동적 재결정 조직 및 일정한 

방향으로 연신된 열기계적 영향부와 매우 미세한 등축

정 재결정 조직인 교반부가 관찰되었다.

3) EBSD 분석한 결과,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접합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결정립이 조대화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열량과 결정립 크기의 관계는 거의 비

례적으로 증가되었고, 열기계적 영향부에서 소경계 입

계가 많아 아직 동적 재결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4) 경도값은 모재, 교반부, 열기계적 영향부, 열영향

부 순으로 높았으며, 상판의 열영향부, 열 기계적 영향

부 영역이 하판보다 더 넓었고, 교반부에서 앞부분보다 

뒷부분의 경도값이 더 높았다.

5) 경도값은 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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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량이 증대함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도값과 결정립크기와의 관계는 Hall-

Petch식의 적용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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