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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차체는 제작과정에서 신뢰성  안 성을 보

증하기 하여 다양한 기계  특성시험이 이 지고 있

다. 특히 충돌, 피로 손 등에 한 최소기 을 반드시 

만족하여야만 하며, 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계  강도 

특성은 용 단계에서 최종 으로 결정되어진다. 이에 

따라 차체 업계에서는 용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 리를 

통해 그 기 을 리하고 있다. 일반 으로 용 부는 

구조  불연속   야 학  불연속 으로 작용하여 

피로강도를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조 인 

불연속 으로는 형상에 의한 응력집  인자가 표 이

며, 야 학  불연속 으로는 용  입열에 의한 모재, 

용 부  열 향부 간의 물성차이가 표 인 인자이

다1,2). 

  이  용 부 이음형상에 따른 피로강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  용 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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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강도에 향을 미치는 형상 인자에 한 연구들이 있

는데 표 인 형상인자는 용  토우부 반경  비드의 

선각이 있으며 이것들이 클수록 피로강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4). 다음으로는 피로 수

명 향상에 한 연구로써 용  후 발생되는 용  토우

부 등과 같은 응력집  부 를 후처리를 통해 노치 효

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5-6).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 부 이음형상에 따른 피로 수명 

측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7). 

  하지만 용  시 사용되는 다양한 이음 형태  한 면 

겹침 이음 용 을 할 경우에는 유한요소해석 결과 용  

토우부에서 최 응력 값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루트

부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이에 따라 한 

면만을 용 한 겹침 이음일 경우 토우부 반경이나 비드 

선 각도에 따른 향보다 루트부의 응력집 이 피로

강도에 더 큰 향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한 면 겹치기 용  구조에서 루트부의 응력

집 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아크열원을 이용한 Fe/Al 간 이종 합부의 피

로강도를 평가한 연구 사례는 아직 없다. 아크열원을 이

용한 이종 합 기술이 실용화되기 해서는 합 메커

니즘의 명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정 강도  동 강도

에 한 특성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한 지속 으

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종 합부의 피로강도는 정 강

도 특성과 마찬가지로 형상학  인자보다는 알루미늄 

본연의 용 특성으로 인한 용착 속부의 기공과 도 층

에서 기화된 Zn로 인해 루트부에 발생한 기공에 

 향을 받을 것으로 충분히 상된다. 

  여기서 알루미늄 용 속에서 발생한 기공이 피로강

도에 미치는 향은 이미 많은 보고가 있다. Yun9)과 

Jung10)은 알루미늄 용 부의 덧살을 그 로 둔 채 시

험하는 경우 피로강도는 기공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를 가공하여 평활한 시편으로 시험하

게 되면 기공이 존재하는 경우 피로강도가 매우 낮아진

다고 주장하 다. 한 Mathers11)는 기공, 슬래그 혼

입, 용입 부족 등의 용 결함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결

함이 존재하더라도 용 이음의 정 연성강도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지만, 피로강도에 해서는 비교  민

감하고 큰 강도 하를 일으킨다고 주장하 다. 그는 결

함률(피로 면의 면 에 한 결함의 합에 한 백분

율)과 피로강도의 하는 동일한 결함률에서 결함의 종

류에 무 하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하 다. 

  한편 자동차와 같은 불규칙한 하 을 받는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사이클 

카운 (Cycle counting)을 통한 시간 역에서의 피로

해석 기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12). 그러나 자동차의 차

체 구조물은 고유진동수가 노면으로부터 입력되는 동하

의 주 수 범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

존의 통 인 피로해석 방법으로는 구조물의 공진과 

같은 동 인 향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가진 주

수  구조물의 고유주 수에 따른 구조물의 동  향

을 고려한 진동피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동피로를 보다 실

으로 구 하기 해 세라믹 압 소자 (Piezoelectric)

를 사용하여 기에 지를 기계  탄성 진동에 지로 

변환시킨 음  피로시험을 실시하 다. 이러한 음

 피로시험은 기본 으로 재료의 고유진동수에 따른 

공진주 수(Resonance frequency)와 일치하는 진동

를 통해 하 을 인가하므로 피로시편은 재료의 종류 

 형상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특히 Fe/Al 이종

합부는 재료의 고유진동수를 포함한 물리  특성이 매

우 다르며 한 구조 으로도 겹치기 형태로 되어 있어 

진동피로의 용을 해 무엇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

되며, 한 아직 겹치기 구조에 한 음  피로시험 

용은 세계 으로도 연구사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종소재 겹치기 구조에 한 

음  피로시험 용 가능성에 해 우선 으로 검토

하 다. 이에 서로 다른 도  고유진동수를 갖는 소

재의 이음 시편에 한 동탄성계수(Dynamic Young’s 

modulus)를 구하고 이를 시편 설계에 반 하여 실제

로 응력이 설계된 시험편에 제 로 달되는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 다. 시험편의 설계검증이 완료

된 후, 실제 이종 합부의 정 강도를 결정짓는 형상학

 변수(비드 크기  갭)에 한 피로시험을 실시한 

후 그 특성을 분석하 다. 한 실험에 사용된 Al5052 

비열처리합  신 Al6061 소재와 스틸간의 피로특성

에 해서도 비교하 다. 마지막으로 피로시험이 완료

된 시험편의 단면 분석을 통해 진동피로에 의한 이종

합부의 단 특성에 해 악하고자 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장치

  음  피로시험은 15∼25 kHz 역에서 재료의 공

진주 수를 이용하여 주기 인 응력을 가하는 가속피로 

시험방법으로, 압 소자를 이용하여 시험편의 공진주

수와 일치하는 진동 를 발생시켜 시험편에 주기 인 

응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이다13-15). 음  피로시험을 

해서는 시험편의 끝단에 최  변 가 발생하고 시험

편의 게이지 앙부에 최  응력진폭이 발생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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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음  피로

시험에서는 Fig. 1과 같이 진동 를 달  증폭시키

는 혼(Horn)의 길이를 공진 장의 반으로 설정

한다. 그로 인해 압 소자에서 발생되는 진동 를 시험

편의 시작부 에 달하여 시험편 끝단에 최  변 가 

형성되고, 시험편 앙부에는 변 가 ‘0’ 인 노드 포인

트가 형성된다. 노드 포인트에서 변형률이 최 가 되면

서 최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 인 변 와 변형률

의 계, 변형률과 응력의 계를 이용하여 시험편에 

가하는 주기 인 하 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속

피로시험을 하는 원리이다. 

  이와 같이 음  피로시험은 보통의 300 Hz 한계

를 갖는 기존의 피로시험법과는 다르다. 음  피로시

험은 약 20 kHz의 시험 속도를 갖기 때문에 피로한도

의 결과를 얻기까지의 소요시간을 히 여  수 있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종래의 피로 시험

기를 이용하여 300 Hz 시험주 수로 시험을 진행할 

경우 고주기 역인 기가 사이클에 도달하는데 약 38

일이 소요되지만 20 kHz의 시험주 수로 연속하여 시

험할 경우 14시간이 소요된다16). 

  반면 음  피로시험의 결과는 기존의 피로시험과 

거의 일치한다. 음  피로시험법의 확 에 따라 과연 

기존의 피로시험을 체할 수 있는지에 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었다. 특히 Furuya31)는 SCM440에 해 동

일한 시험편으로 107까지 상온에서 기존 피로시험과 

음  피로시험 결과를 비교하 으며, 그의 결과에 따르

면 시험결과가 거의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음  피로시험은 열  

향만 없으면 기존의 피로시험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발표되었다14,15).       

  음  피로시험에 사용된 시험 장치는 Fig. 2와 같

이 신호 발생기(Signal generator), 압  발진기(Piezo 

oscillator), 음  진폭을 증폭하는 부스터와 혼  

최 끝단에 장착되는 시험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진 시

스템과 함께 정  변   공진 주 수 측정을 한 센

싱  모니터링 제어부가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

다. 한 필요에 따라서는 시편의 온도를 감시하는 온

도센서와 열변형량 특성 최 화를 한 냉각시스템 등

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다. 여기서 발진기는 기본 으로 

연속 발진 시 자동튜닝 기능(Phase locked loop)이 

설정되어 있으며, 변 제어 방식으로 0.1 ㎛ 이하의 정

 테스트를 해 신뢰성 있게 회로를 구성하 다. 

한 탄성진동을 달하고 증폭시키는 부스터(Booster)

와 혼은 최  내구성과 게재물로 인한 횡 의 방지를 

해 티타늄(Ti-6Al-4V)소재를 사용하 다.

  한편 시험편에 걸리는 응력을 정확히 산출하기 해서

는 시험 주 수에서의 동탄성계수(Ed) 값을 알아야 한

다. 이와 련해서 ASTM E1875-13에는 동탄성계수

의 측정시험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산출식은 다음 

식 (1)과 같다17).

    
            (1)

여기서, m = 바의 질량, b = 바의 폭, L = 바의 길이, 

t = 바의 두께, ff = 바의 고유진동수(Hz), 그리고 T1 = 

보정계수(Correction factor)를 의미한다. 여기서 T1

은 포아송비와 재료의 두께 등에 의한 함수로서 만일 

   ≥ 인 경우 식 (2)와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2)

  한편 본 연구에서는 ASTM E1875의 측정기 에 부

합하는 동탄성계수 계측장비를 통해 동탄성계수를 측정

Transducer Horn Rod Specimen

λ/2 λ λ/2

ε

u

Fig. 1 Variation of the displacement and strain ampli-
tudes along acoustic wave train18) 

Specimen

Horn

Fiber
sensor

Piezo oscillator

Amplitude
Magnifying horn

Amplifier

Personal
computer 

20kHz

Test piece

Gap gage

Oscilloscope

Constant 
strain

Fig. 2  Experimental set-up of ultrasonic fatigue test 

Fig. 3 Measurement system for dynamic Young’s mod-
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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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Fig. 3과 같다. 

2.2 시험편 설계 

  음  피로시험은 20 kHz 내외의 정해진 주 수 

역에서 시험편의 공진으로 주기 인 응력을 시험편에 

가하는 피로시험 방법이다. 피로시험 속도가 매우 빠르

지만 그에 따라 고려할 사항도 많아진다. 공진을 이용

하는 방법이므로 시험편의 형상이 제한 이며, 20 kHz 

근방의 공진 주 수에 맞추어 시험편의 형상을 설계하

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험 재료의 기계  물성을 이용

하여 시험편 크기와 형상을 결정하고 설계하여 시험해

야 한다14). 시험편 형상 결정시 게이지부 길이와 두께 

변화에 따라 앙부에 작용하는 최  응력은 민감하게 

변화한다. 그래서 시험편의 형상은 시험 응력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이이 따라 본 연구에서는 Bathias19)

에 의해 정립된 음  피로시험편의 설계 이론을 기반

으로 합부에 최  응력이 집 되도록 형시험편을 

설계하 다.

  형시험편의 단면 은 평행부와 변곡부로 나 어지

며 각각의 형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Fig. 4와 같이 평

행부인 L1부와 단면 이 변하는 L2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L2의 형상은 지수함수 형상(Exponential pro-

file)으로 설계하 다. 각 역의 시편 크기를 결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용하 다. 

     ,    ≤           (3)

    exp ,   ≤     (4)

    

 ln 

            (5)

  한 형 시험편의 총 길이는 앙에서 최  응력이 

작용하도록 공진 장과 맞추어 설계되었다. Fig. 4의 L1 

길이는 형 시험편 심에서 L2만큼 떨어진 시험편 상

에서 변 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경계조건을 

용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th      (6)

여기서,       이다. 

  이상의 과정으로 도출된 식 (3)부터 식 (6)을 이용

하여, x축 방향의 일차 동방정식에 입하면 단면 감

소부에 작용하는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oshsinhexp (7)

   
  마찬가지로 시험편의 응력은 계산된 변형률에 동탄성

계수 Ed를 곱하여 계산 가능하다. 여기서 는 시편 

끝단에서의 변  진폭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음  피로시험편의 설계에서 결정되어

야 하는 R1, R2, L1  L2는 동탄성계수 측정과 같은 

기 시험과 식 (1)부터 식 (6)까지의 계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최종 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설계 제작

된 시험편은 시험  변 센서에 의해 측정된 변  진

폭()을 바탕으로 식 (7)에 의해 변형률  응력이 

계산되어진다.  

  이종소재에 한 동탄성계수는 Fig. 3의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로 나왔으며, 

도는   으로 측정되었다. 피로시험편은 

최종 으로 Table. 1과 같이 측정 계산된 값에 의해 

Fig. 4와 같이 설계  제작되었다. 혼과 시편의 체결

을 해 보다 두꺼운 알루미늄 상단에 나사가공을 실시

하 다. 본 시험편은 일반 인 형 구조가 아닌 겹치

기 구조를 가지며 알루미늄과 스틸 간 고유진동수와 

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시험편 설계에 한 검증이 

보다 신 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설계를 거처 몇 

번의 비시험을 통해 최종 으로 시편의 설계를 완성

하 다. 

Al 3.0t Steel 2.0t

L1L2

R2R1Al 3.0t Steel 2.0t

L1L2

R2R1

Fig. 4  Dimension of ultrasonic fatigue test specimen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Ed (GPa) 142.84  (N/m) 24.1413 

 (kg/m3) 5270.84  (s-1) 125,664 

  (mm) 24.3469  (m/s) 5205.34 

  (mm) 3.15717 f (kHz) 20

Table 1  Calculation value using equation from Eq. 1 t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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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방법  조건 

  피로 수명은 시부품에서 보다 요하게 다루어지므로 

통상 으로 시에 사용되는 두께 범 인 2.0∼3.0 mm를 

고려해 상  Al5052 3.0 mm와 하  DP590 2.0 mm 

두께의 시편에 해 피로시험을 실시하 다. 피로특성

에 한 확인은 앞선 정 강도 특성과 마찬가지로 형상

학  공정변수를 기반으로 ①입열량의 차이에 따른 피로

강도 변화 ②갭의 향 그리고 추가 으로 ③Al5052와 

Al6061 소재에서의 피로특성 차이에 해 비교하고자 하

다. 이때 입열량은 각각 1,000, 1,220  1,460 J/cm

로 하 으며 갭은 Al 3.0 mm 두께에서 최고 강도를 갖

는 0.6 mm로 하 다. 

  피로시험은 각각의 용 조건 당 6∼10세트씩 실시하

다. 음  발진기의 출력 조 을 통해 진동을 인가

한 뒤 그에 따른 변 가 센서에 의해 측정되고, 그 

출력에 해당하는 응력은 식 (7)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시험은 모두 단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 으며, 

단형태는 용착 속 단과 계면 단으로 구분하여 기록

하 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주 수는 20 kHz, 응력

비는 R=-1로 고정하 다.

  한 피로시험  시험편의 설계 검증  열 특성평

가를 해서 외선열화상 카메라(IR Camera)를 이용

하여 실제 응력의 심 에 한 확인  시험 기부

터 단 시까지의 온도변화  분포를 찰하 다. 시

험에 사용된 열화상카메라는 FLIR(社)의 X6540SC 

모델로 5∼300 ℃ 온도범 에서 오차율 ±1 ℃ 이내의 

범 를 갖는다. 시험  방사율(Emissivity)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시편에 미리 흑색 스 이 도

을 하 으며, 시험 장치는 Fig. 5와 같이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피로시험이 완료된 시편의 분석을 해 

실체 미경  학 미경, 주사 자 미경(SEM) 등

을 사용하여 기 균열   방향에 해 분석하

다. 정 단 시험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단면은 

Nital 4 %로 에칭 후 증류수 100 ml + 불산 0.5 ml

로 이 에칭을 실시하여 기공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

게 표 하 다. 한 면의 정 한 분석을 통해 피로

단과 인장 단 간 차이 에 해 확인하고자 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공정변수에 따른 음  피로특성 

  피로 괴란 일정시간을 주기로 반복하 을 가했을 때 

항복강도보다 훨씬 낮은 응력에서 괴되는 상을 말

하며 피로한도란 이러한 단이  발생하지 않는 안

한 응력범  아래를 뜻한다. 이러한 피로한도는 철 

속과 비철 속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일반

으로 철 속에서는 비철 속보다 유효한 피로한도를 

나타내며, 수명은 일반 으로 106∼107의 반복하  범

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그러나 Bathias19)는 속재료에 무한한 수명의 피로

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피로수명 거동은 

피로주기 역에 따라 주기피로(Low Cycle Fatigue, 

LCF, Nf=104∼105)와 고주기피로(High Cycle Fatigue, 

HCF, Nf=106∼107)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그 역

을 넘어서는 고주기피로(Very High Cycle Fatigue, 

VHCF, Nf >107)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15). 많은 연구자들의 고주기의 피로거동에 한 연

구로부터 피로 괴에는 두 가지 립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 밝 지고 있다. 즉 괴는 표면 결함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과 내부 결함에 의한 것이다. 자는 

HCF 역에서 기여하며 분명한 피로한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후자는 낮은 응력 그리고 매우 긴 수명에서의 

괴를 야기한다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e/Al 이종 합부의 피로

특성에 해 HCF 역을 넘어서 기공과 같은 내부 결

함에 의한 향을 확인하고자 비교  낮은 응력진폭 범

에서 음  피로시험을 실시하 다. 하지만 피로한

도는 타 연구결과와의 피로수명에 한 상  비교를 

하여 편의상 106에 해당하는 응력으로 정의하 다.

  Fig. 6은 입열량 차이에 따른 S-N 선도를 보여주

고 있다. 피로수명은 입열량이 상 으로 가장 은 

1,000 J/cm 조건에서 106에 해당하는 응력이 46.3 MPa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20 J/cm  1,460 J/cm 

조건에서는 각각 36.1 MPa, 31.2 MPa로 최 입열 

조건과 약 18 %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각각의 피로시

험 결과는 비교  큰 산포를 보 지만, 응력 증가에 따

른 수명 감소 비, 즉 기울기는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 게 피로수명이 차이 나는 이유는 루트부

IR camera
PC controller

Sonic generator

PZT

Specimen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IR camera to observe ther-
m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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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 기공의 크기에 기인한다. Fig. 7은 입열량에 

따른 피로시험 후 단면  기공률을 보여 다. 단

면의 기공률을 살펴보면 1,000 J/cm의 입열 조건에

서는 약 12 % 정도인 반면에 입열이 1,460 J/cm로 

증가하게 되면 기공률이 평균 38 % 이상 증가하게 된

다. 이와 같이 입열의 증가는 기화된 Zn로 인한 기공의 

크기를 보다 성장시키고 이것은 단면 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피로강도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Fe/Al 이종 합부에 한 피로강도 련 연구는 아

직 보고된 사례가 없으나 알루미늄 용 부의 피로강도

와 기공의 향에 한 연구는 이종 합부의 피로특성

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Cremer22)는 

Al6082 소재에 해 GMA 맞 기 용  후 모재, 열

향부  용 부 각각의 고주기 피로특성을 음  피

로시험을 통해 설명하 다. 그는 세 군데 역에 한 

각각의 피로시험 결과에서 피로수명 분포에 한 산포

도는 용 부에서 가장 심하며 강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 다. 특히 그의 논문은 106 이상의 수명 

역에서 균열 시작부  근방에서 많은 기공이 발견된 

을 근거로 단은 토우부 각도와 같은 형상학  향

보다는 내부 기공에 의한 단거동이 나타난다고 주장

하 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알루미늄의 GMA용 이 아

닌 타 용 공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He23)는 8 mm 

두께의 Al6061 소재를 마찰교반용 을 통해 맞 기 용

을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고주기 역까지의 피로거

동을 찰한 결과 106 범 까지는 외부 노치와 같은 

향에 의해 단되지만 그 이상의 역에서는 내부 Mg2Si

와 같은 개재물(Inclusion)로 인해 슬립밴드(Persistent 

slip bands)가 일어나며 내부로부터 단이 시작된다

고 주장하 다. 상기와 같은 결과로부터 Fe/Al 이종

합부의 낮은 응력비에 의한 단은 계면 합길이나 

선각 등 형상학  인자보다는 합부에 있는 기공에 

향을 받으며, 특히 루트부에 존재하는 기공의 크기가 

인 향을 끼침을 충분히 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재 종류  갭의 존재에 따른 피로시험 결

과는 Fig. 8에 제시하 다. 우선 갭의 유무에 따른 피

로수명은 Al5052  Al6061 모두 확연히 증가된다. 

Al 5052에서 갭의 유무에 따라 106에 해당하는 응력

은 31.2 MPa에서 41.8 MPa로 약 25% 정도 피로수

명 향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한 기공율의 차이에 의

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 Al5052보다 Al6061의 피로

강도가 5 %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입열 

조건에서 소재 고유의 합  성분(5천계열:Al-Mg, 6천계

열:Al-Mg-Si)에 따른 용착 속의 경도 차이(Al5052: 

67 Hv, Al6061: 73 Hv)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Fe/Al의 이종 합부에 

한 음  피로시험 조건에서 Al6061의 106에 해당

하는 피로한계 응력은 45 MPa 정도로 나타났다. 106 피

로한계에 한 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A6082 소재의 

경우 GMA 맞 기 용 은 50 MPa, TIG는 60 MPa 정

도로 보고되고 있다24). 이종 합부와 같은 겹치기 구조에

서는 이보다 낮은 한계응력이 나타났는데 2 mm 두께의 

Al6082 소재에 한 이   마찰교반용 부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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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N fatigue data for different heat inpu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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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 각각의 한계응력은 25 MPa  18 MPa로 

맞 기 이음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25)결

과도 있다. 특히 이종 합에 한 가장 실 인 공정

으로 알려져 있는 마찰교반용  조차도 겹치기 용 부

에서의 피로응력이 각각 22 MPa26), 45MPa27)  50 

MPa23)으로 나타난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아크열원을 

이용한 이종 합부의 피로특성은 기공에 한 강력한 

억제방안이 마련될 경우 타 공정과 비교해도 충분한 경

쟁력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3.2 피로거동 찰

  고체에 응력이 격하게 작용하여 변형이 발생되는 경

우, 이에 따른 온도변화도 비례하여 나타난다. 일반 으로 

고체에 인장응력을 작용시키면 응력 변동(Mechanical 

energy)에 비례한 온도 강하가, 반 로 압축 응력을 작용

시키면 온도상승이 발생하는 상을 열탄성효과(Thermo- 

elastic effect)라고 한다28). 이러한 효과는 탄성구간 

내에서 일어나며 열탄성 방정식은 다음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9).

  







            (8)

여기에서, c는 비열, 는 도, T는 물체의 온도변화, 

t는 시간, E는 탄성계수, 는 포아송비, 는 열팽창계

수, 는 주변온도 그리고 은 외력에 의한 물체의 변

형을 의미한다. 식 (8)에서 실제 시험하는 동안 주변온

도가 일정하고 탄성구간 내에서 응력-변형율의 계가 

선형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선형미분방정식으로 취

하여 식 (8)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9)

  
여기에서, ∆는 물체의 온도변화,  는 열

탄성계수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식으로부터 IR 외

선카메라를 이용해 온도 변화  분포를 측정함으로서 

응력의 변화  분포를 측할 수 있다. 이에 해 

Choi30)는 음  피로시험 시 발열메커니즘에 해 분

석한 결과 피로균열에서의 발열이 부분 마찰효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발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이종 합부의 피로거동 찰을 

해 IR 외선카메라를 사용하 다. 

  Fig. 9는 피로주기에 따른 온도 분포  변화에 해 

상부 비드 쪽에서 찰한 결과를 보여 다. 이때의 응

력비∆는 30 MPa이었으며, 최종 2.8E+06 지

에서 계면 단이 발생하 다. Fig. 9에 따르면 시험 

기 단계에서 응력집 에 따른 온도는 용  비드 근방

에서 최 가 되며, 알루미늄 쪽으로 열이 서서히 퍼져 나

간다. 그러나 7.3E+05 주기를 넘어서게 되면 알루미

늄 비 스틸 쪽으로의 온도가 더욱 상승한 상태로 오

래 유지된다. 이후 최종 으로 단 직  용 비드 

심에서 국부  발열에 의한 밴드가 순간 으로 찰되

고 이내 계면 단이 발생하 으며 이때 최  온도는 

51.5 ℃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온도의 확산이 기 알루미늄 쪽에서 스틸 쪽으

로 변화된 이유는 소재의 비열과 열 달계수 차이에 의

한 것이다. 기 교번응력(Alternating stress)에 의

해 오버랩(Overlap)되어 있던 스틸과 알루미늄의 

면은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지만 알루미늄 표면에서

의 열 방출이 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결국 스틸의 잠

열보다 낮아짐으로서 최  온도구간은 변하게 된다. 

한 단 직  용 부 근방에서 국부  온도 상승에 따

른 밴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순간  응력 집 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며 이러한 상은 Fig. 10으로 설명

할 수 있다. 

  Fig. 10은 단 직 과 단 0.03 sec. 이후의 용

부 근방에서의 온도 로 일을 각각 측정한 결과이다. 

Fig. 9 Thermography result on aluminum upper plane

+0.03sec.

Root InterfaceFriction contact

Root

Toe

Steel side

Aluminum side

+0.03sec.

Root InterfaceFriction contact

Root

Toe

Steel side

Aluminum side

Fig. 10  Temp. profile distribution at the fractur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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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로 일 찰 결과 국부  온도상승은 정확히 루

트부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로부터 피로균열의 

개시 은 Fig. 7과 같이 루트부에 존재하는 큰 기공임

을 입증할 수 있다. 한 Fig. 10의 단 직후 순간에

서 온도 로 일을 보면 계면 합부는 크게 발열반응

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속간화

합물로 구성된 합계면 내에서의 균열 성장  단은 

진 인 균열의 과정 없이 순식간에 발생됨을 의

미한다.

  최  발열지 (마찰지 )의 변화는 Fig. 11과 같이 

측면 찰 결과를 통해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기 발열은 앞서 찰된 결과와 같이 토우부 뒤쪽에서 

시작되며 차 으로 Fe와 Al간 열 달계수 차이로 인

해 용 부를 거쳐 스틸 쪽으로 발열 지 이 이동한다. 

그러나 균열의 발생  이로 인한 유효 체 (Effective 

volume)이 작아짐에 따라 탄성공진의 응력집 에 따라 

발열이 증 되고 최종 으로는 루트부에서 수직방향으로 

단이 발생하 다. 단 발생 직   직후의 0.01 

sec. 사이에 4.9 ℃의 비교  큰 온도상승이 나타났는

데, 이는 열화상카메라의 촬  속도가 당 100 

임으로서 한 임 당 20 Hz의 교번응력이 추가 으

로 작용된 결과로 사료된다.

  추가 으로 스틸과 이종 합부 간의 발열 특성을 비

교하기 해 스틸에 한 찰을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된 스틸은 1 mm 두께의 핫스템핑 강 으로 인장

강도 1.5 GPa  약 6 %의 연신율을 나타낸다. 단일

재료로 이루어진 핫스템핑 시험편의 경우 Fig. 12와 

같이 시료의 앙부에 발열이 최 로 측정되었으며, 온

도 로 일은 마치 Fig. 1의 변형률(Strain) 곡선과 

같이 나타나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온도 로 일 측정 

결과로부터 음  피로시험편에 한 설계검증이 충분

히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Fig. 13에는 핫스템핑 강과 이종 합 시

편의 피로시험 시 나타나는 발열 거동에 해 비교하

다. 우선 이종 합부는 알루미늄 소재 본연의 발열 특

성에 기인한다. 즉 온도상승 시작과 최고온도까지의 온

도분포를 보면 스틸과는 다르게 진 인 온도 상승의 

차이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재료의 결정  미

세구조와 열 특성인 비열과 열 도도 그리고 피로과정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알루미늄 합 은 FCC 결정구조이고, 조 한 미

세조직이면서 낮은 층결함에 지를 갖는 재료이다. 이

에 반해 핫스템핑 강은 BCC 결정구조이며, 치 한 미

세조직으로 높은 층결함에 지를 갖는다. 한 알루

미늄은 비열과 열 달계수가 스틸에 비해 2배 이상 높

다. 비열은 단  질량의 재료 온도를 1 ℃ 올리는 데 

필요한 에 지로 시편의 온도증가는 상 재료의 비열

과 가해진 일의 함수이므로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높

아진다. 이러한 사실을 피로과정과 연계하여 단해보

면 알루미늄은 연성 재료로서 균열의 수명 동안 온

도 상승 분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핫스템

핑 강의 경우는 균열의 시작과 함께 유효 체 이 감소

되어 격한 단이 일어났음을 단할 수 있다.

3.3 피로 면 찰 

  음  피로시험이 완료된 시험편  용착 속 단과 

계면 단을 표할 수 있는 시료를 각각 선택하여 면 

Fig. 11 Thermography result on side plane

Fig. 12 Temperature profile in case of stee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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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thermal behavior between steel 
and Fe/Al joint  



김  용․김재성․조인식․이보   

378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6, No. 4, 2018

44

찰을 실시하 다. 이  우선 용착 속에서 피로 단

이 일어난 시편의 단면  단면은 Fig. 14에 제시하

다. 우선 측면에서 균열의 진  형상을 보면, 균열은 

토우부의 기공에서부터 시작되고 인장하 의 수직방향

으로 균열이 진 되어 최종 단에 이르게 되어 인장시

편과의 별다른 차이 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면의 거시조직  SEM 찰 결과는 일

반 인 피로시편의 괴 형태를 나타내었다. 우선 Fig. 

14의 (a), (b)는 단면의 거시조직을 나타내고 있는

데, 피로 괴와 응력 괴에 한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

난다. 경계면 아래 부분은 주기 인 교번응력에 의한 

무늬(Striation)가 명확하게 찰된다. 이러한 무

늬는 부하의 반복에 따라 균열 선단의 둔화  날카로

움이 반복되는 피로균열 진  과정에 한 흔 이다.  

일반 으로 피로에 의해 형성된 무늬의 간격은 원칙

으로 1회 하 에 의해 반복된 균열의 진 량에 응

하며, 무늬 모양의 직각방향으로 균열은 진 하게 된

다. 한편 경계선의 윗부분은 응력 괴의 증거인 딤 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찰결과로부터 피로 괴의 균

열은 루트부에 생성되어  진 되어가며, 유효체

의 감소로 인해 탄성공진에 의한 응력집 이 보다 증가

되어 최종 으로 응력 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형

인 피로 괴 양상을 나타낸다.

  반면 계면분리 단이 발생한 경우는 이보다 복잡한 

상이 나타난다. Fig. 15  16은 피로하 에 의한 

계면 단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Fig. 15에서 계

면 단이 발생한 합부 단면사진을 보면, 용착 속 내

에서도 균열의 진 이 일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용착 속 내로 되는 균열은 닫힌 균열(Tip-closed 

crack)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항복응력 비 매우 낮은 

응력비의 교번응력에 의해 발생한 미세균열(Microcrack)

의 에 의한 것으로 인장시험에 의한 열린 균열형태

와 상반된다. 

  계면 분리된 시편의 찰을 해 Fig. 15와 같이 알

루미늄 용착 속부를 채취하 다. 채취된 시료의 루트

부에는 집 된 기공과 함께 미용융 합부가 발견되며 

그 형상은 마치 곡(Canyon)과 같은 형태로 되어있

다. Fig. 16은 채취된 샘 에 한 SEM 거시조직  

면 찰 결과를 보여 다. 여기서는 피로의 증거인 

무늬가 토우부  루트부에서 동시에 발견된다. 이에 

따라 본 단면을 통해 피로 균열의 시작 이 어디인지

는 정확히 단할 수 없지만, 앞선 3.2 의 피로거동 

찰 결과로부터 루트부에서 보다 큰 응력집 이 발생

된 것으로 추정된다.

Fig. 14 Fractography for weld metal fracture specimen 
after fatigue testing 

Fig. 15 Optical & SEM image of the fracture at interface 
after fatigue testing 

Fig. 16 Fractography for interface fracture specimen af-
ter fatigu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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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루트부와 토우부 사이의 계면부는 속 단면

이 갖는 일반 인 특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면은 

부분의 역에서 착계면 괴(Adhesive failure)의 

양상을 나타내며, 일부 기공 근방에서 혼합 괴(Mixed 

failure) 형태를 보인다. 일반 으로 계면 괴는 계면 

내 속간화합물의 결합력보다 젖음(Wetting)에 의한 

계면 결합력이 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공 근방

에서 발견된 일부 혼합 괴 역의 단면은 일부 역

에서 딤 이 찰되지만 체 으로 벽개(Cleavage)면

이 많이 발생한 취성 단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찰결과로서 피로시험 시 계면 단은 

균열의 진 과정이 거의 없이 일단 균열 개시와 함께 순

식간에 단에 도달할 것으로 단된다. 루트부에 균열

이 다수 존재하는 시편(갭이 없는 시편)에서는 단이 

용착 속 는 계면 단이 랜덤하게 나타나지만, 인

인 갭을 인가한 후 용 할 경우 루트부 기공이 상당

량 제거되어 피로시험 결과 모두 계면 단이 발생하

다. 그러나 계면 단이 발생한 경우라도 일부 시편에서 용

착 속부의 미세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이는 취성

의 성질이 매우 강한 속간화합물의 균열 개시시 과 

용착 속의 진 인 피로 단 시 의 차이에 의한 것

으로 보인다. 스틸과 알루미늄 이종 합부의 피로시험

에서 형상학  인자와 단 모드 간의 상 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성공진에 의한 진동피로를 구 하기 

해 이종 합부에 한 음  피로시험을 시도하

다. 이에 우선 동탄성계수  물리  특성이  다른 

이종소재에 한 음  피로시험의 용 가능성에 

해 연구하 으며, 이종 합부의 피로특성에 해 IR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피로거동  면 찰을 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음  피로시험편의 설계 이론을 기반으로 겹치

기 구조의 형시험편을 설계한 후 실제 피로시험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응력 분포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

으로 이종소재에 한 음  피로시험이 충분히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2) 입열에 의한 용 부의 형상학  차이와 갭 유무에 

따른 피로시험 결과 입열량 증 에 따른 피로수명은 루

트부 기공의 성장과 반비례하여 감소되었으며, 갭이 존

재할 경우 기공이 상당량 제거되어 정 강도와 마찬가

지로 최  25 %까지 피로수명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3) 열탄성효과 이론을 기반으로 응력 변동에 따른 온

도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로 IR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

여 응력분포  집 에 해 찰하 다. 이에 한 측

정 결과로 피로균열의 개시 은 루트부에 존재하는 큰 

기공에 의한 것이며 한 속간화합물로 구성된 합

계면 내에서의 균열 성장  단은 진 인 균열의 

과정이 거의 없이 순식간에 발생된 것을 확인하 다.

  4) 피로시험편의 면해석 결과로부터 용착 속의 

단은 진 인 균열 진 에 의한 단이며, 계면 단은 

균열의 진 과정이 거의 없이 일단 균열 개시와 함께 

순식간에 단에 도달된 것으로 확인하 다. 

ORCID: Yong Kim: https://orcid.org/0000-0002-718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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