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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찰교반용 (Friction Stir Welding, FSW)은 고

상용 의 일종으로 용융용 의 응고과정에 발생하는 기

공  균열, 변형 등을 감할 수 있는 용 방법이다. 

FSW공정은 기에 장비의 강성  소재에 삽입되는 

툴의 한계로 주로 알루미늄 합 에 사용되었으나 차 

다양한 재료로 용이 확 되고 있다1,2).

  고강도재료에 FSW를 용할 경우 시스템의 변형이 

발생하여 삽입깊이의 부족이 발생하므로 삽입공정에서 

모재의 항력을 충분히 이겨내고 지시한 삽입깊이를 

달성 할 수 있는 높은 입력하 을 가진 고강성 시스템

을 용하거나 다양한 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형을 보

상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3,4). 기존의 치제어시스

템에 비하여 하 제어를 이용한 제어시스템이 변형 보

상에 유리하 으며, 온도를 동시에 감안한 제어모델 등

도 개발되었다5). 보다 최근에는 자들은 동축 하 측

정  변형모델개발을 통해 온도에 따른 소재의 강성변

화를 고려한 응제어 모델을 제안하 다6,7). FSW 툴

의 재료로 기에는 가공성이 우수한 공구강을 이용하

으나 고강도 모재에 응하기 해 텅스텐 카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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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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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3N4, pCBN 등 고경도 재료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툴의 마모를 최소화하려고 있다8,9).

  고강도재료  가장 요한 소재인 강10-14)이나 Al/ 

Fe 이종재료조합15-17)에 FSW를 용하기 하여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강재료는 알루미늄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항복강도가 하되므로18-21), FSW

를 용 시에 시스템의 변형이 크고6), 툴의 마모 혹은 

손이 발생하기 용이하다22). 이에 한 비책의 하나로 

FSW공정  마찰을 통한 모재의 가열을 보조하여 부가

 열원을 사용하는 하이 리드 FSW(Hybrid FSW, 

HFSW)기술이 제안되었다. 기단계에서는 제어가 용

이한 이 를 이용한 방법이 제안되었으나23,24), 기  

에 지25-28), 음 에 지29-31), 아크 에 지32,33) 등이 

계속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용을 검토한 부가열원은 고주 유도가

열로 기존의 시공에서 용   소재 표면을 미리 열

하기 한 용도로 자주 사용되던 기법이다. 고주  

열 공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하여 용 열원과 선행하

여 이동하면서 인라인으로 열하는 기술도 제안된 바 

있다34,35). 한 고주  유도가열의 경우 Al/Fe 이종재

의 HFSW에서 항복강도가 높은 Fe측만 선택  가열이 

가능한 장 도 가지고 있다. 고주  유도가열 HFSW

에 한 선행연구에서 AIvarez et al.은 FSW 헤드에 

선행하는 유도가열 코일에 최  40 kW의 고주  유도

가열장치를 연결하 으며, 소재 연화로 인해 최  35% 

용하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36). Sun et al.은 

마찰교반 합(Friction stir spot welding, FSSW) 

의 철강재를 유도가열을 통해 열하여 합강도가 8 kN

에서 12.4 kN으로 증가함을 제시하 다24).

  본 연구에서는 440 MPa과 980 MPa의 인장강도를 

가지는 철강재료를 상으로 고주  유도가열 HFSW

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고주  유도가열은 인

라인으로 연결되었으며, 부가 열원 용에 따라 용 공

정속도  부가 하  에서의 장 을 확인하고 용

부의 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평가에 사용한 모재는 1 mm 두께의 인장강도 440 MPa 

(이하 440 MPa 강)과 980 MPa (이하 980 MPa 

강) 자동차용 냉연강 으로 화학  성분은 Table 1과 

같다. 

  마찰교반용 기는 3축 직교시스템을 사용하는 용시

스템이고 교반축의 최  교반 회 수 3000 rpm, 최  

가압하  30 kN  장비이다. 실험에서 교반축은 모재

에 용 방향으로 2도 기울여서 설정하 으며, 시스템에 

내장된 Setech사의 정 도 0.15%, 30 kN  로드셀

인 YC54-3T을 통하여 수직방향의 가압하 을 측정하

다. 용 툴은 WC-Co 12%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더 직경은 10 mm이고 더의 면은 오목한 형상으로 가

공되었다. 핀의 길이는 0.85 mm, 모재 부의 핀 직경

은 3 mm이고, 면은 8도의 각도로 테이퍼 가공되어 

더면에 연결된다. 부가열원으로 사용한 고주  유도

가열기는 10 kW  열원으로 주 수는 145 kHZ 고정

이며, 실험에서 1 kW에서 6 kW까지 출력을 사용하 다.

  Fig. 1과 같이 고주  가열코일은 모재에서 2 mm높

이로 설치되었으며, 용 툴의 심과의 코일의 끝단까

지의 거리는 20 mm이다. 코일의 형상은 Fig. 2와 같

으며, 코일 주변을 페라이트로 감싸 고주 가열이 아래

쪽 모재방향으로 집 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코일의 

안쪽은 냉각수를 통해 과열을 방지하 다. 고주  가열

시스템은 용 방향으로 용 툴 보다 선행하도록 설치하

다. 따라서 고주  가열시스템은 용 툴이 이송될 용

440 MPa 
steel

C Si Mn P S Fe

0.072 0.01 1.33 0.024 0.004 Bal.

980 MPa 
steel

C Si Mn P S Fe

0.065 0.076 2.4 0.023 0.004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base materials in 
this study (wt. %) 

Induction coil arrangement

① Distance from tool to heating coil 20 mm

② Distance from material to heating coil 2 mm

ToolTool Heating coil

Material

①

②

Fig. 1 Setup for induction preheating

Coil (60 mm * 8 mm)
Ferrite sheet

         (a) Side view    (b) Bottom view

Fig. 2 Induction heating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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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부분을 열하는 효과를 가진다.

  고주  유도가열 특성을 평가하기 한 실험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 다. 용 부

의 경도측정과 단면 찰을 하여 용 선의 심에서 시

편을 채취 하 다. 경도는 시편 두께 심에서 수평방향

으로 시험하  9.8 N, 하 유지시간 10 , 측정 간격 

0.3 mm로 총 15 mm구간의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 다.

3. 고주  가열 성능평가

  실험에 사용한 고주  가열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먼  이동없이 코일을 고정한 상태에서 출력을 

1.0 kW에서 6.0 kW까지 가변하면서 코일 바로 아래

쪽 모재의 온도를 측정하 다. 이 실험은 FSSW을 

한 열 특성을 평가하거나 FSW 공정에서 툴이 삽입

되는 시기에 모재가 받는 온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실험에서 고주  가열기는 3 간 작동되었

으며, 고주  가열기의 출력에 따라 최  도달 온도는 

Fig. 3과 같이 74도에서 674도까지 변하 다.

  FSW공정에서 인라인 열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고

주  코일을 10 mm/s에서 14 mm/s의 속도로 정속으

로 이송하면서 정상화된 상태의 온도를 기록하 다 (Fig. 

4). 출력 6 kW, 이송속도 10 mm/s일 경우 고주 가

열만으로도 가열온도가 철강재의 항복강도가 하가 시

작되는 400도 이상으로 상승함을 확인하 다18).

4. 용 결과

4.1 용 부 형상  물성 

  440 MPa 강을 상으로 툴 회 속도를 400 rpm

으로 고정하고 용 속도에 따른 비드 형상  인장강도

를 측정하 다(Fig. 5). FSW 단독 실험에서는 용 속

도 6 mm/s ~10 mm/s 범 에서 양호한 용 이 가

능하 고 인장시험에서 모재 단이 발생하 다. 그러

나 12 mm/s의 용 속도에서는 터  결함이 발생하면

서 양호한 용 이 되지 못하 고, 인장 시험에서 용

부 단이 발생하 다. 4 kW의 고주  가열을 부가

으로 용한 하이 리드 FSW 실험에서는 10 mm/s ~ 

14 mm/s의 용  속도에서 양호한 용 비드의 형성이 

가능하 으며, 인장시험에서 모재 단이 발생하 다. 

용 속도 16 mm/s에서는 터  결함이 발생하 고, 인

장시험에서 용 부 단이 발생하 다.

   

 (a) Example of therm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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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d temperature for stationary induction 
coil (base metal: 440 MPa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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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temperature for moving induction coil  
(base metal: 440 MPa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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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가하

  440 MPa 강에 해 툴 회 속도 400 rpm, 용 속

도 6 mm/s에서 마찰교반용 을 단독  4 kW 고주

 가열과 함께 실시하면서 인가되는 하 을 Fig. 6와 

같이 측정하 다. 마찰교반용 을 단독으로 용할 경

우 기 하  15.6 kN에서 서서히 하 이 감소하여 

용  마지막 구간에서는 15.1 kN의 하 이 측정되었

다. 그러나 하이 리드 FSW에서는 기 삽입 후에 

11.6 kN의 하 이 측정되었으나 약 5  이후 서서히 

하 이 감소하여 7.5 kN의 하 에서 안정화되어 용

이 종료되었다. 용 툴 보다 선행하는 고주  가열시스

템은 툴의 삽입  일시정지시간동안 모재를 열함으

로써 열 연화를 통해 체 인 하 감소에 기여한 것

으로 단된다.

4.3 경도분포

  용 공정에서 부가열원을 용할 경우 일반 으로 냉

각속도를 낮춰 균열을 감할 수 있지만 냉각속도 하

가 용 부 연화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

하기 하여 440 MPa 강과 980 MPa 강에 단독 

FSW  하이 리드 FSW를 실시하고 경도 분포를 비

교하 다. 이 때, 툴 회 속도와 고주  가열출력은 각

각 400 rpm과 4 kW이었다. 용 속도는 440 MPa 강

과 980 MPa 강에 해 각각 10 mm/s와 8 mm/s이

다. Fig. 7a과 같이 440 MPa 강은 용 부의 경화가 

발생하 으며, HFSW의 경우 용 부의 경도가 단독 

FSW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모재보다 높은 

경도를 확인하 으며 열 향부에서 연화가 찰되지 않

아 HFSW에 의한 합강도 하가 상되지 않는다. 

Fig. 7b와 같이 980 MPa 강은 용 부에서 경화가 더 

심하게 발생하 으나 소재가 충분한 경화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 FSW와 하이 리드 FSW에서 거의 

동일한 용 부 경도가 확인되었다. 한 단독과 하이

Travel 
speed

(mm/s)
Bead appearance Cross-section 

Tensile 
strength
(MPa)

6
Retreating side

Advancing side ADRE

445

8 441

10 446

12 124

(a) FSW

Travel 
speed

(mm/s)
Bead appearance Cross-section 

Tensile 
strength
(MPa)

10
Retreating side

Advancing side ADRE

447

12 443

14 446

16 119

(b) Hybrid FSW

Fig. 5 Bead shapes and tensile strength of welded spe- 
cimens (base metal: 440 MPa steel, tool rotation 
speed: 400 rpm, induction heating: 4 kW)

0 5 10 15 20 25 30 35
0

5

10

15

20

FSW

L
oa

d 
(k

N
)

Time (s)

(a) FSW

0 5 10 15 20 25 30 35
0

5

10

15

20

Hybrid FSW

L
oa

d 
(k

N
)

Time (s)

(b) Hybrid FSW

Fig. 6 Measured load during FSW (base metal: 440 MPa 
steel, tool rotation speed: 400 rpm, travel speed: 6 
mm/s, induction heating: 4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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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FSW용 부에 해 거의 동일한 열 향부 크기 

 연화도가 확인되어 고주  가열을 하는 경우에는 단

독 FSW에 비해 합강도 하가 상되지 않는다.

5. 결    론

  인라인 고주  유도가열을 마찰교반용  공정에 용

하는 기법에 한 특성평가를 하여 440 MPa 강과 

980 MPa 강을 상으로 HFSW 공정에 한 기  연

구를 수행하 다. 고주  유도가열 장치의 열효과를 

먼  정량화하 으며, 단독 FSW 기법과 하이 리드 FSW 

기법의 실험결과에 하여 유효공정속도, 인장강도, 인

가하 , 용 부 단면 경도분포를 통하여 비교하 으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정지조건에서 고주  유도가열장치는 4 kW 출력에

서 3  이내에, 이송조건에서는 6 kW 출력, 10 mm/s 

이송속도에서 시편 표면온도 400도를 달성하 다. 정

지  이송조건에서의 재료표면온도는 출력에 비례하

으며, 이송조건에서는 이송속도에 반비례 하 다.

  2) 440 MPa 강에 해 동일한 공정 조건에서 단독 

FSW 기법의 최  용 가능속도는 10 mm/s로 확인되

었으며 4 kW 고주  가열을 이용한 HFSW 기법의 경

우 14 mm/s로 확인되었다. 용 부의 인장강도는 유사한 

수 을 기록하 으며, 용 속도  기법에 따른 경향성

은 확인 되지 않았다. 최  용  속도 기 으로 HFSW 

기법은 약 40% 수 의 공정 속도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3) 440 MPa 강에 해 동일한 공정 조건에서 4 kW 

고주  가열을 이용한 HFSW 기법의 최  인가하 은 

단독 FSW 기법 비 약 26% 감소된 최  인가하 을 

기록하 다.

  4) 두 기법에 해서 440 MPa 강의 단면경도분포는 

HFSW 용 부에서 반 으로 약간 낮은 경도를 가지

나 모재 보다 높은 경도를 확인하 다. 980 MPa 강재

에 해서는 두 공정의 단면경도분포에서 유의한 차이

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철강재에 해 고주  유도가열 마찰교반용  기법은 

기존의 마찰교반용  기법 비 동등한 수 의 용 부 

품질을 확보하면서 낮은 인가하  조건에서 용 속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라인 방식의 용을 한 추가 인 공간의 확

보가 필요하며 곡선형태의 용 선에 한 용이 어렵

다. 이러한 단 은 고주  유도가열 장치가 용 툴과 

동축으로 구성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동축 고주  

유도가열 장치는 링 형태의 코어를 코일로 감싸고 용

툴 반경의 외측에 장착된다. 이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확인한 인라인 방식의 고주  유도가열 장

치의 장 을 취함과 동시에 공정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FSW 공정에 한 동축 고주  유도가열 방식에 

한 연구결과는 차기 논문에서 서술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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