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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 AZ61의 마찰교반용접부의 부식 특성을 평가하고자 침지시험

을 하여 부식율을 비교하였다. 마그네슘 합금 AZ61 모재 시편의 치수는 50mm×50mm×5mm(폭×

길이×두께)로 용접 시편의 치수는 90mm×40mm×5mm로 제작하였으며 용접 조건은 800rpm-300 
mm/min 조건으로 하여 부식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시험결과 용접 시편의 경우 표면에 산화정도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였고, 모재와 마찰교반용접부의 부식율 계산 결과 용접

부의 부식율이 모재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동일한 성분을 가진 

마그네슘 합금의 경우에도 마찰교반용접 전후의 부식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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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

계적으로 배기가스의 배출감소에 대한 규제

들이 엄격해지면서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

량 등 수송기기의 경량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그 중 차체 경량화를 위한 

소재로 주목받은 마그네슘 합금은 구조용 금

속재료 중 가장 가볍고 비강도, 기계가공성, 

주조성, 진동흡수능 등이 우수하여 산업에 

적용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하지만 마그네슘 합금은 융점이 낮아 접합하

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기화학적으로 전위가 

낮은 활성금속에 속하여 해수 및 대기에서 

반응성이 높아 부식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

다. 이러한 마그네슘의 합금의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최근 연구에서는 마찰열과 재료

의 소성유동을 이용하는 마찰교반용접(Frict 
ion Stir Welding, FSW)을 활용하여 기존의 

† 교신저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jskim@krri.re.kr)
*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기계로봇공학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소재연구팀

용융용접에서 발생하는 접합 문제를 해소하

고 있으며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 향상을 

위해 표면처리 기술과 자체 내식성 향상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
 마그네슘 합금의 부식과 관련 연구들은 합

금 자체의 부식특성에 관해 많은 연구를 수

행하고 있지만 차체 제작에 있어서 접합 기

술은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마찰

교반용접부와 같은 마그네슘 합금 용접부의 

부식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 마그네슘 합금 

AZ61을 이용하여 마찰교반용접 전후의 부식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시험에서는 AZ61 마그네슘합금의 모재

와 용접부의 시편을 각각 3개,1개 씩 동일한 

부식시험을 진행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높였

다. 모재시편의 치수는 50mm×50mm×5mm
(폭×길이×두께), 용접부의 치수는 90mm× 

40mm×5mm로 제작하였다. 

용접조건은 앞선 연구결과에서 용접부의 건

전성이 가장 양호했던 800rpm-300mm/min 조

2017 년도 한국철도학회 추계계학술대회 논문집          KSR2017A056



건을 대상으로 부식시험을 진행하였다. 

부식시험은 ASTM G1-03 규정에 따라 침지

시험을 진행 하였다. 준비된 모든 시편을 

3.5wt% NaCl용액에 72시간 침지 시켜 결과를 

관찰하였다. 부식 결과는 식 (1)을 참고하여 

부식율을 분석하였다.

Corrosion Rate = (K x W)/(A x T x D)      (1)

3. 결과 및 고찰

Fig. 1에는 72시간 침지시험 이후의 시편 표

면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이다. 모재의 경

우에는 부식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 표면의 

산화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용접

시편의 경우에는 표면이 많이 산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육안관찰로도 모재와 용접

부의 부식 정도가 큰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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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corrosion rate

식 (1)에 적용하여 계산된 부식율 값을 Fig. 
2에 나타 내었다. 모재의 경우 부식율이 

0.58mm/y, 마찰교반용접부는 5.97mm/y로 약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용접시 발

생되는 열과 툴의 회전력에 의해 마그네슘 

합금의 조직 및 표면의 구조가 변경되어 발

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접합되면서 생

기는 용접부 표면의 잔류응력이 생기기 때문

에 표면의 부식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광학현미경과 SEM 관찰을 통하여 용접

부와 모재간의 부식율 차이를 미세조직관점

에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그네슘합금 AZ61의 마찰

교반용접부와 모재의 부식 특성을 평가하여 

용접이 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

다. 연구결과 용접부의 부식정도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식율 계산결과 용접부의 부식

율이 모재의 부식율 보다 10배 이상 크게 나

타났다. 따라서 용접 후 용접부의 부식 방지

를 위한 후처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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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 material (b) FSW 

Fig. 1 Corroded surfaces of magnesium alloy : (a) base material, (b) F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