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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riction Stir Welded
Dissimilar Joint of AZ31B/A6061

Heung-Ju Kim, Chang-Keun Cheon, Sook-Hwan Kim and Woong-Seong Chang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6061-T6 and AZ31B-H24

Chemical compositions(Weight)(%)

Al Fe Si Cr Mg Cu Mn Zn

A6061 98 0.7 0.7 0.2 1.0 0.35
0.0

7
0.25

AZ31B 3.0 - 0.05 - bal. 0.05 0.2 1.0

Mechanical properties

Yield 

strength(MPa)

Elongation(

%)

Shear 

strength(Mpa)

A6061 275 12 205

AZ31B 220 15 160

1. 서    론

  마찰교반용 은 1991년 국 TWI에서 개발된 새로

운 고상 합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합법은 기존 용융

합에 비해 기계  특성 향상  우수한 합부를 형

성한다. 이 합법은 합용 툴과 시편의 마찰열을 이용

하여 기존의 용융 합에 비해 낮은 입열로 합이 행

해지기 때문에 작은 잔류응력, 은 변형 등의 장 을 

더욱 부각시킨 신 합법이다. 한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  등의 경 속과 더불어 최근에는 철계합 , Cu합

, Ti합  등에도 상당한 발 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

다. 한 산업의 발 과 더불어 구조재 등의 고품질, 고

기능의 신소재가 개발 되어지고 있으나 신뢰성 측면에

서 많은 문제 이 있다. 그로 인해 기 개발된 합 의 조

합에 의한 이종재료 합에 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지고 있다.1) 그리고 Mg합   Al합  등의 

경량재료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자동차, 항공기 

등 수송․기계 산업에 있어서 연비 감이나 환경개선을 

한 경량화에 한 사회  요구는 경량구조재료의 

용비율을 가능한 높이도록 하고 있다
2),3)
. 이러한 과정

에서 최근 들어 Mg합 을 구조재로 용하는 경우가 

차 증 되고 있으며 이 경우 Mg합 의 합기술 확

보가 요한 과제로 두되며 FSW 기술 용이 다양

하게 검토되고 있다. 동종 Mg 속간의 FSW공정 용

에 해서는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지

만 Mg/Al등 이종재료간의 합기술 개발은 아직 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량화  에 지 측

면에서 유리한 이종재 AZ31B/A6061 합 에 하여 

FSW 합을 실시하여 양호한 합부를 확보하 는데 

합부 성능 향상을 한 FSW 합인자의 최 화를 

이루었으며 이 경우 요한 합인자는 tool의 회 속도

와 이송속도 그리고 진각도 등이었다. 최  합조건

에 한 합부의 속학 , 기계  특성 평가를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해 AZ31B/A6061 이종재료간의 합기

구에 해 규명하 다.

2. 실  험

2.1 재료  합 실험 

  본 연구에 사용한 재료는 Al-Mg-Si계 열처리 합  

A6061-T6합 과 신재 합 으로 사용되는 Mg-Al- 

Zn계 AZ31(약 3wt% Al, 1wt%Zn)의 합 4)을 이용

하여 이종 FSW 합을 실시하 다. 사용재료의 화학성

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편의 치수는 길이(L)= 

300mm, 폭(B)=150mm, 두께(T)=4mm로 하

다. 이종재에 한 합 실험은 FSW기기를 이용하여 

특 집 : 마찰교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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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per surface

(B) Rear surface

Fig. 1 Appearance of FSWelded A6061/AZ31B

Parameter Conditions

Tool rotating speed 450rpm

Travel speed 15mm/min

Tool angle 2～3°

Table 2 Friction stir welded conditions

(a) A6061/A6061 (b) AZ31B/AZ31B

(c) A6061/AZ31B

Fig. 2 Macrostructures of Friction Stir Welded   

A6061,AZ31B and AZ31B A6061

합인자 즉, 합용 툴의 회 속도(rotating speed), 

합속도(travel speed), 툴의 제원(shoulder, pin 등) 

 진각등을 변화 시켜 결함이 없는 건 한 합부를 

얻고자 한다. 건 한 합부의 결함의 유무는 육안에 의

한 표면 찰  합부 조직을 찰하기 해서 합 

한 재료를 단하여 마운 을 한 다음 폴리싱 연마 후 

학 미경을 사용하여 찰하 으며, AZ31B에 사용

된 부식액의 조성은 피크린산(picric acid) 4.2g, 산

(acetic acid) 10ml, 알콜 (methanal) 70ml, 증류수 

10ml이고, A6061에 사용된 부식액 조성은 증류수 

200ml, 수산화나트륨 25g을 사용하 다. 

  한 건 한 합부에 하여 기계  특성 악은 경

도시험(0.3Kgf, 13sec)  인장시험을 실시하 으며, 

합부 인장 실험은 서 사이즈 규격에 맞추어 시편을 

제작하여 50Ton 피로 시험기를 사용하 고 5ton의 하

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그리고 미세 조직  특징은 

학 미경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찰하 으며, 각각 상들의 조성 

분석은 ED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zer)를 사용

하 다. 그리고 합부의 열이력을 알기 해서 합부

에 열 를 이용하여 합부의 온도를 계측 하여 합

부의 특성을 기계  특성치와 비교 검토 하 다.

3. 결과  고찰

 3. 1 합부의 조직  합성 평가

  Fig. 1은 합용 툴의 회 속도 450rpm, 합속도 

15mm/min에서 가장 건 한 합부의 외 을 나타낸 

사진으로서 낮은 회 속도와 이동속도에서 좋은 비드

(bead)  결함을 발견 할 수 없으며 면(Rear 

surface)의 경우 매우 우수한 표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본 실험의 합조건을 나타내었다.

  Fig. 2는 A6061과AZ31B의 동종  이종 FSW 

합에 의한 합 단면 마크로 사진이다. Fig. 2(a)의 동

종 A6061/A6061의 합은 회 속도 1000rpm, 합

속도 200mm/min에서 결함이 없는 합부를 보이며 

SZ 역에 형 인 툴의 마찰열과 소성유동에 의한 

onion ring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Fig. 2(b)는 한 AZ31B/AZ31B의 합에서는 툴

의 회 속도 1000rpm, 합속도 100mm/min에서 가

장 좋은 합을 보이며 FSW 합부에서 결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Z31B/ A6061의 이종 합부의 

마크로 사진인 Fig. 2(c)의 경우 Al과 Mg합 이 혼재 

되어 있는 합 앙부 SZ 역은 onion ring의 형상이 

뚜렷하게 보이며, 서로 비 칭 인 합부를 보인다. 

  마찰교반 합부는 합  합 더면과 합된 주

에 발생한 마찰열에 의해 합부가 가열되어 핀에 의

한 기계 인 교반에 의한 소성유동  그로인한 동  

재결정의 교반부(Stir Zone: SZ), 소성변형과 국부

인 재결정이 일어나는 열  기계  향부 (Thermo- 

Mechanically Affected Zone:TMAZ), 그리고 열  

향만을 받는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

로 크게 나  수 있다. 그리고, 합부 양쪽에는 회 하

는 툴의 방향과 합방향이 일치하는 Adv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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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cro and microstructure feature of FSWeled 

(A6061/AZ31B,450rpm,15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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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ardness profiles of FSWeled in cross      

section

side(AS)와 반  방향인 Retreating side(RS)가 존

재 한다. Fig. 3은 FSW 합 후 각 역별 조직을 나

타낸 사진이다. 마찰열원의 향을 받지 않는 Al 모재

부(a), Mg 모재부(BM) (e), Advancing side의 기계

 열향부(TMAZ-Ⅰ) (b),(c),(d) 역과 Retreating 

side의 기계  열 향부(TMAZ-Ⅱ) (f),(h), 그리고 

교반부(SZ) (g)로 나 어 조직을 찰 하 으며, 열  

 기계  향부(TMAZ)는 Advancing side(AS)의 

기계  향부(TMAZ-Ⅰ) 역과 Retreating side(RS) 

의 기계  열 향부(TMAZ-Ⅱ)의 각각 서로 다른 상태

를 보이고 있다. Fig.3(d)의 TMAZ는 완 하지  않은  

부분 인 층상구조의 혼합상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

으며, Fig.3(g)의 SZ부는 기계  힘에 의해 미세한  

혼합상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FSW 합변수인 툴의 회 속도와 합속

도를 축으로 하여 동종(A6061, AZ31B)
5)
  이재

(A6061/AZ31B) 합에 한 용 성을 나타낸 그래

로서, 동종의 합은 이종에 비해 상 으로 넓은 역

의 분포를 보이나 이재 합은 아주 작은 역범 에서 

합을 보임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종 

FSW 합은 서로 다른 결정구조  물성치의 차이로 

인하여 합성이 나쁘게 나타남으로 사료된다.

3.2 합부의 기계  특성

  Fig. 5는 이종 FSW 합부 단면의 연속경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모재에서 TMAZ, SZ 역으로 갈수록 

높은 경도를 보이며 최고 경도는 200Hv를 보이고, SZ

역이 BM보다 높은 경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기계  교반에 의해 결정립이 미세화 된 과 β상 속

간 화합물
6)
이 이러한 역에서 생성되어 석출경화를 일

으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β상 속간 화합물의 생성조

건은 300℃～450℃ 에서 55%Mg-45%Al 조성 시 발

생되며 결정립계를 따라 석출됨으로써 재료에 석출경화

를 일으켜 강도를 상승시키지만 취약한 특성을 가짐으로 

인성을 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7)
. 그리고 Advancing 

side(AS) 역의 TMAZ에서 최고 경도를 나타내고  있

는 것은 툴의 회 에 의해 합부의 교반으로 인해 Al

량이 증가하여 고용 강화가 되었고 한 AS 역 쪽의 

기계  교반이 RS 역 보다 크기 때문에  도의 

상승으로 인해 경도가 상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툴

의 회 방향과 이동방향이 일치하는 AS 역이 RS 역 

보다 더 높은 열․기계  향을 받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Al/Mg의 이종 FSW 합
8)
 시 SZ 역이 어떠한 분

포로 교반되었는지 알기 해서 SEM-EPMA를 실시하

다. Fig. 6의 결과에서 보듯이 TMAZ-Ⅱ구간은 Al과 

Mg합 들이 교차되어 교반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SZ 역은 Al과 Mg합 들이 완  혼합되어 새로운 결

정립이 형성되었을 알수 있다. TMAZ-Ⅱ 역에서 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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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centration profiles of Mg and Al a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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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nsile property of FSW joints

FSW – Thermocouple 1mm dia. 

Location of thermocouple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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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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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surement of temperature FSWelded joints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툴의 회  방향과 이동방향이 

일치(AS 역)로 인해 Mg합 의 유동을 진시켜 TMAZ- 

Ⅱ 역에서 원활한 교반이 이루진 것이며, 이 결과는 

Fig. 3의 조직의 사진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MAZ-Ⅰ 역은 

TMAZ-Ⅱ 역과는 반 로 툴의 회 방향과 합 이동

방향이 반 이기 때문에 Al유동을 충분히 일으킬 수 없

으므로 TMAZ-Ⅰ 역에서는 TMAZ-Ⅱ 역과 같은 혼

합 역이 생기기 어려운 것이다. Fig. 7은 이종 합부

에 한 인장 단부의 SEM사진으로서, 단면에서 취성 

 연성 단을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EDS분석 결과 

단면에서 속간화합물(β-Mg17Al12)이 분포 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취약한 특성을 가지는 

속간 화합물은 단의 원인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다음  Fig. 8은 이종 FSW 합부  모재에 한 의 

인장 시험 결과 이다. 인장 결과 모재 비 약 40%의 

인장강도를 보인다. 아직까지 강도에 한 기계  특성

은 미비한 수 이지만 타 연구 결과물과 비교 시 좋은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단의 원인인 속간 

화합물을 임으로서 강도를 높이는 문제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3.3 합부의 온도 분포 특성

  Advancing side와 Retreating Side의 다른 교반력 

 경도분포의 특성을  밝히기 해서 각각의 역에서 

해서 합부의 온도 분포 특성을 악하 다. 다음 

Fig. 9와 같이 FSW 합부의 온도측정을 하기 해 1φ

용 K-Type 열 를 이용하여 합선 심에서 3mm

와 6mm지 에 열 를 삽입하여 온도이력을 측정 하

다. 

  Fig. 9는 이종 합부의 Advancing side(AS) 역

와 Retreating side(RS) 역의 측정에 의한 합부의 

온도 분포 특성을 나타낸 그래 이다. 합부에서 3mm 

(SZ 역) 떨어진 부분의 AS의 Mg합 에서 최고온도 

약 580K를 보이며 RS에 치한 Al 합 은 Mg합 보

다 낮은 최고온도 520K를 보인다. 이는 이종 합시 

AS 역과 RS 역의 온도 분포 이력이 다름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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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of FSWelded dis-

similar joint of AZ31B/A6061

으며, 툴의 회 방향과 합방향이 같은 AS 역에서 시

편과 합용 툴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마찰열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AS 역에서 더 많은 회

에 교반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는 

앞의 EPMA의 실험 결과와 경도 특성 결과 와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종재료에 한 FSW 합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g/Al합 에 한 이종 맞 기 FSW 합시 

합부 앙에서 Al합 과 Mg합 이 혼재 되어 있는 

SZ(stir zone) 역에서 확연하게 onion ring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결함이 없는 합부를 형성하 다.

  2) SZ 역에서는 β-Mg17Al12의 속간 화합물 석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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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장 시험 결과 SZ 역에서 단이 발생 하 으

며 인장강도는 모재의 40%를 나타내는데 β-Mg17Al12 

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β상을 임으로써 

더 우수한 합강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개

선 연구가 필요하다.

  4) Advancing side(AS) 역이 Retreating side(RS) 

역보다 높은 온도를 보이며, 높은 마찰력으로 인해 최

고 경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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