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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샤프트(532)와 테이퍼진 프로브(504)를 포함하는 마찰교반 용접 도구에 관한 것으로, 상기 프로브는 그 기

부(530)에서 말단(531) 방향으로 뻗어있는 다수의 나선형으로 피치가 형성된 면(512)을 가지며, 상기 프로브(504)의

각 종방향 횡단면에서의 직경이 기부(530)에서 단부(531)까지 연속적으로 줄어든다.

대표도

도 5a

색인어

프로브, 마찰교반 용접(FSW)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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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마찰교반 용접 도구에 관한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향상된 프로브(probe)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마찰교반 용접은 비교적 새로운 접합기술에 해당한다. 이 기술은, 예를 들면, 접합되는 금속/합금의 두께로 인해 종래

융접기술을 사용하여 접합하기가 어렵다고 판명된 용접 금속 및 합금, 또는 단순히 용접되기가 어렵고 특수 실딩 가

스(shielding gases)를 필요로 하는 금속/합금을 용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다공성(porosity)또는 응고성 균열(solid

ification craking)과 같이 일반적으로 융합용접과 관련된 결점들이 용접냉각으로 방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찰교반 용접에 있어서, 접합되는 금속/합금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양호한 무결성의 용접을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찰교반 용접에서 회전하는 숄더가 있는 실린더형 도구가 빠르게 회전하는 실린더형 도

구와 접촉한 금속에 기계적 마찰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기계적 마찰은 도구와 접합되는 금속 사이의 마찰에 의해 

방출되는 열로 인해 회전 도구와 접촉한 금속을 연화시킨다.

프로브는 워크피스(workpiece) 재료보다 더 단단한 재료로 제조되며, 접합영 역의 양쪽에서,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접합영역 및 워크피스의 대향부분들에 진입하게 되고, 동시에 상대적인 주기운동, 예를 들어, 프로브와 워크피스 

간의 회전운동 또는 왕복운동을 유발함으로써 마찰열이 생성되어 워크피스의 대향부분들을 연화시킨다. 용접을 하는

데 있어 프로브는 접합영역 방향으로 이동된다. 프로브가 움직임에 따라 연화된 금속/합금이 프로브 주위에서 유동하

고 프로브 뒤에서 굳어져 워크피스와 함께 접합된다.

마찰교반 용접의 예가 유럽특허 제EP-B-0615480호 및 국제특허 제WO95/26254호에 개시되어 있다. 도구의 예는 

영국특허출원 제GB-A-2306366호, 국제특허 제WO99/52669호 및 국제특허 제WO99/58288호에 개시되어 있다.

마찰교반 용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은,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더 큰 직경의 평면형 또는 돔형 숄더로부터 돌

출한 실린더형 프로브 또는 테이퍼진 프로브를 포함한다. 알루미늄 합금의 3㎜ 두께와 6㎜ 두께의 시트 및 판의 용접

에 대한 유럽특허 제EP-B-0615480호에 최초로 개시된 바와 같이, 프로브의 길이 대 일반적인 직경의 깊이 대 폭비

는 바람직하게 1:1 크기이며 숄더 직경 대 프로브 길이의 비는 3:1 또는 4:1 크기이다.

한번의 통과로 15 내지 25㎜ 사이에서 변하는 15㎜ 에서 25㎜까지의 두꺼운 판을 용접하기 위해, 길이/직경비가 1:1

인 형태의 프로브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이들 프로브는 과도한 양의 재료를 제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판이 더 두꺼워

짐에 따라 공지된 단순히 평행한 프로브 형태의 스케일 업 프로브(scale-up probes)들은 더 많은 양의 재료를 제거할

것이며, 이런 시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추천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두꺼운 재료의 용접은 프로브 상에

가해지는 입력 압력을 더 높여야 할 것을 필요로 하므로 접합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프로브를 더 넓게 하지 않고 프로

브를 길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큰 치수의 워크피스에 대하여 마찰교반 용접을 사용하여 워크피스를 접합하는 공정에 있어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플런지 시퀀스(plunge sequence)', 즉, 프로브가 접합라인 속으로 내려갈 때 용접공정의 시작이다. 플런지 시퀀스 동

안 겪는 문제중 하나는 발생된 열은 상당량이 구리 벌크(bulk)를 통해 접합영역으로부터 재빨리 빠져나가 도구가 고

착되고 그 후 절단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구 프로브가 초경합금(cemented carbides) 또는 세라믹과 같은 제한

된 연성을 갖는 합금으로 제조될 때 특히 사실이다.

대략 50㎜ 두께의 두꺼운 워크피스를 용접하려고 시도할 때 부닥치는 또 다른 문제는 표면에 인접한 프로브의 기부 

부근의 용접부위에서 발생되는, 아마도 사용되는 프로브 주위의 불균일한 흐름으로 인해 생성되는 간극(voids)들이

다. 이들 간극은 용접부의 상단면 부근의 진행면 상에 보여질 수 있다(도 3b와 도 3b에 대한 아래 설명).

얇은 워크피스를 용접할 때, 도구 속도의 변화 또는 숄더와 프로브에 대한 서로 다른 회전속도는 용접영역에 대한 열

입력을 제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프로브 및 접합되는 워크피스의 치수를 증가시

킬 때, 용접에서의 양호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료/프로브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일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연구한 바에 따르면, 400 rev/min 아래로 프로브 회전속도를 낮추는 것이 프로브가 받게되는 토크를 증가시키는 것

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프로브의 파손을 피하기 위해서는 토크가 더 클수록 프로브의 치수도 더 커져야 함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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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00 rev/min 이상으로 회전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워크피스의 상단면의 온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밑에 있

는 구리가 용접되도록 충분히 연화되기 전에 워크피스의 상단면을 극도로 연화되게 한다. 이 상황은 도구의 숄더가 

연화된 상단면층 안으로 과도하게 침투하거나 돌입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앞서 시도된 두께보다 더 큰 두께, 즉, 약 50㎜ 이상 나가는 두께를 갖는 워크피스를 용접할

수 있는 마찰교반 용접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또한 이런 치수의 용접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힘에 견딜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시에 용접되는 재료에서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또한 

도구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약 50㎜ 이상까지의 두께를 나타내는 워크피스를 교반하는 마찰용접에 의하여 접합하기 위한 교반용접 프

로브를 개시하고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마감 용접에서 간극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브를 개시하고 있다.

도구는 상기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형태를 갖는 나선형으로 감겨지는 설계로 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목적은 샤프트와 테이퍼진 프로브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브는 기부에서 말단 방향으로 뻗어있는 다수

의 나선형으로 피치가 형성된 면을 가지며, 상기 프로브의 각 종방향 횡단면에서의 직경이 기부에서 말단까지 연속해

서 줄어드는 마찰교반 용접 도구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목적은 프로브의 상기 나선형으로 피치가 형성된 면각각이 나선형으로 배열된 면에 의해 상

기 프로브의 인접한 나선형으로 피치가 형성된 면에 연결되고, 상기 면의 종방향이 프로브의 회전축에 대해 본질적으

로 공면(共面)에 있는 마찰교반 용접 도구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목적은 선단 나선형 릿지가 각각의 나선형으로 배열된 면과, 말단 방향에서는, 인접한 나선형

으로 배열된 면 사이의 연결라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보이는 프로브에 의해 해결된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목적은, 상기 프로브의 각 종방향 횡단면에서, 각 직경이 상기 프로브의 기부에서 단부로 가

면서 증가하는 경우 없이 줄어드는 프로부에 의해 해결된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목적은 상기 나선형으로 피치가 형성된 면이 본질적으로 오목한 형태를 갖는 프로브에 의해 

해결된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목적은 프로브의 테이퍼링 각도가 45°까지, 바람직하게는 5°내지 25°, 가장 바람직하게는

10°내지 20°인 프로브에 의해 해결된다.

'연속적으로 줄어든다'라는 표현은 직경이 결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2개의 인접한 피치가 형성된 면 사이의

거리보다 더 짧은 단거리에 대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프로브는 많은 잇점을 갖는다. 먼저, 용접되는 가소화되는 재료가 나선상 홈을 갖도록 설계된 

프로브에서 후미엣지 뒤에서 한데 모이게 하는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프로브의 형태는 프로

브가 용접을 따라 이동하면서 프로브 주위에 더 양호한 흐름 경로를 제공한다.

더 양호한 흐름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또한 프로브 상의 과도한 힘으로 인한 프로브의 파손을 피하는 것을 보조한다.

일정하고 재현가능한 용접의 미세구조와 신뢰할 수 있는 도구 프로브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프로브를 냉각하는 

것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용접에 사용될 때 프로브를 따라 가능한 한 균일한 열을 제공하도록 프로브 길이의 가능한

여러 지점에, 프로브의 온도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인 감시 장비를 필요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공지된 마찰교반 용접 프로브와 숄더를 도시하고 있다;

도 1b는 마찰교반 용접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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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는 나선상 홈을 보이는 종래 기술의 마찰교반 용접 도구를 도시하고 있다;

도 2b는 도 2a에 따른 종래 기술의 도구를 도시하고 있다;

도 3a는 50㎜ 구리에 대하여 사용되는 스케일 업 프로브(scaled up probe)를 도시하고 있다;

도 3b는 간극을 나타내는 용접부 단면을 도시하고 있다;

도 4a는 용접부에 있는 간극의 문제를 도시하고 있다;

도 4b는 용접에 있어서 이러한 간극을 도시하고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마찰교반 용접 프로브의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6은 워크피스의 다른 두께와 일부 선택된 프로브 테이퍼링 각도를 가지고 사용되는 프로브의 스케일링 업을 도시

하고 있다.

실시예

도 1a에는 마찰교반 용접이 기술에 따라 수행되는 방식과 종래 기술에 따른 프로브가 도시되고 있다. 워크피스(work

piece)의 재료보다 더 단단한 재료의 비소모성 프로브(104)와 함께 접합라인(103)에 서로 접해있는 한 쌍의 알루미

늄판(101 및 102)이 도시되어 있다. 프로브(104)는 접합라인 부근에서 판들을 누르고 있으나 접합되는 재료의 두께

를 완전히 관통하지 않게 나와있다. 침투 깊이는 워크피스와 접촉하는 숄더(shoulder)(107)(도 1b에 도시됨)에 의해 

제어된다. 숄더와 워크피스 사이의 접촉영역(106)의 폭 'd'은 피스의 상단 면상에서 일련의 반원형 주름(semi-circul

ar ripples)으로 나타나있다. 도구의 회전방향은 화살표(110)로 표시되고 접합라인을 따르는 프로브의 운동방향은 화

살표(111)로 표시된다.

도 1b는 워크피스(101,102)와 프로브(104)의 개략 횡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접합라인에서 침투 깊이를 제어하는 

숄더(107)가 또한 도시되어 있다. 프로브는 침투가 숄더(107)와 워크피스(101,102) 사이의 접촉에 의해 저지될 때까

지 침투 를 보조하는 일반적으로 무딘 원형팁을 갖는다.

주목되는 바는 접촉영역(106)의 폭이 워크피스 두께의 적어도 3, 4배의 크기를 갖는 것이다. 또한 약간 테이퍼진(tap

ered) 실린더형 프로브의 공칭 최대직경은 워크피스 두께와 크기가 동일하다.

도 2a에는 심층부 버트용접(deep section butt welding)용의 알려져 있는 프로브(204)가 도시되어 있다. 프로브(204

)는 깊은 나선형 돌출부(212)를 제공하도록 스캘럽(scallop) 가공되어 있으며, 상기 돌출부는 프로브의 길이 내에서 

대략 한바퀴 완전한 회전을 실행하며 3릿지(ridges)(213)가 3홈(groves)(212) 또는 플루트(flutes)를 정의하도록 멀

티스타트 배열(multi-start arrangement)로 제공된다. 플루트 사이에 있는 릿지(213) 또는 랜드(lands)는 폭이 상당

하다. 릿지들이 프로브의 축과 이루는 나선형 각도는 크기가 45°이하이다. 이 프로브는 재료의 주변작업(circumfer

ential working)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숄더(207)에 대향하여 아래방향에 있는 가소화되는 재료(plasticized materia

l)의 이동을 제공한다.

프로브(204)는 기부(基部)에 숄더(207)를 가진다. 숄더(207)에는 나선형 릿지(215)가 보인다. 이들 나선형 릿지는 가

소화되는 재료가, 특히 워크피스의 면상으로 나가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회전에 대해 내측 방향으로 작동한

다. 예를 들어, 릿지는 또한 숄더의 외주에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다.

도 2b에서는 프로브(204)의 횡단면이 도시되어 있다. 3개의 릿지/랜드(213)와 3개의 홈/플루트(212)가 표시되어 있

다.

그러나, 도 2에 도시된 프로브는 상당한 두께, 예를 들면, 약 50㎜의 구리 워크피스에 마찰교반 용접하기 위해 시도될

때의 어떤 불이익을 나타낸 것이다.

도 3a에서는 50㎜ 구리에 대해 사용되는 스케일 업 3플루트 프로브가 도시되어 있다.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런 형태의 프로브는 마감 용접에서 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도 3b는 화살표 지점에서 간극을 나타내는 

용접부 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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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서는, 예를 들면, 도 3a에서의 프로브와 유사한 설계의 프로브를 사용하여 용접될 때의 마감 용접에서 어떻게 

간극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플루트 프로브는 가소화되는 구리(402)에 의해 둘러싸여 있

는 단면으로 도시되어 있다. 프로브의 팁(401)이 표시되어 있다. 이 프로브에서 플루트(412)는 본질적으로 대칭 엣지

(416,417)를 갖는 3개의 돌출 랜드(413)에 의해 형성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브의 회전에 따라 선도엣지는 엣지(

416)가 되고 후미엣지는 엣지(417)가 된다. 프로브가 화살표(410) 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 가소화되는 구리가 랜드

의 후미엣지(427) 뒤에 동공(420)을 채우지 못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면, 간극(420)이 플루트의 후미엣지(404) 뒤

에 생성된다. 가소화된 재료에서 이들 생성된 간극은, 용접이 냉각될 때, 용접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결점으로 남아 있

다. 따라서 마찰교반 용접 공정동안 재료내에 어떠한 간극도 남기지 않는 프로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 5a에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브(504)가 도시되어 있다. 프로브는 상기 프로브의 샤프트에 평편부를 제공함으로써 

홀더(미도시)에 끼워지도록 사용된다.

프로브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숄더(미도시)는 홀더에, 다른 방식으로는 프로 브 자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적절한 숄더를 포함하는 프로브 및 홀더는 물론 당업자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한 피스로 제조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브(504)는 3개의 나선형으로 피치가 형성된 면(512)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이들 면의 형태

는 종래 프로브에서 보이는 플루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종래 기술에 따른 랜드 또는 릿지(513)는 얇은 릿지(513)가

되고, 릿지의 면은 프로브의 회전축(507)과 본질적으로 평행하며, 각 릿지(513)와 인접한 나선형으로 피치가 형성된 

면(512) 사이의 랜드(523)도 또한 프로브의 회전축(507)에 본질적으로 평행하다. 랜드(523)는 릿지(506)에 평행한 

얇은 나선형으로 감긴 평행한 홈(508)을 드러내 보인다. 이들 홈 또는 얇은 릿지는 제조공정의 결과이나 또한 부가적

인 마찰생성 도구로서 마찰교반 용접에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프로브는 연마될 수 있으며 여전히 만족스럽게 

기능을 한다.

압력완화수단(531)은 숄더(미도시)에 인접한 바이패스(bypass)가 프로브의 테이퍼링부의 기부(基部)에 제공되어지

도록 선단 나선형 릿지(513) 중 적어도 하나의 기부에 제공될 수 있다.

도 5a에 따른 프로브를 통해, 상기 프로브의 종축에 수직한 2개 단면이 도 5b와 도 5c에 각각 도시되어 있다. 도 5b는

프로브의 기부에서의 단면을 나타내고, 도 5c는 프로브의 말단 부근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릿지(513), 랜드(523) 

및 면(512)이 도면에 나타나있다. 프로브의 회전방향이 화살표(510)로 표시되어 있다.

도 5b 및 도 5c에 도시된 단면을 보면, 왜 본 발명에 따른 프로브가 마감용 접에서 어떠한 불필요한 간극을 초래하지 

않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브는 릿지(513)의 후미엣지 뒤로 가소화된 금속에 있어 간극을 형

성하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릿지의 후미엣지가 본질적으로 제거되었다.

도 6에서는 다양한 두께의 워크피스로 인해 사용되는 다른 길이의 프로브와 숄더 사이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도시하

고 있다. 도 6a-6e에서 10㎜에서 50㎜까지의 일반적인 프로브 크기가 도시되어 있다. 도 6f-6h에서는 10°, 14°및

18°의 테이퍼링 각이 도시되어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청구의 범위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는 여러 실시예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샤프트(532)와 테이퍼진 프로브(504)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브는 기부(530)에서 말단(531) 방향으로 뻗어있는 다수

의 나선형으로 피치가 형성된 면(512)을 가지며, 상기 프로브(504)의 각 종방향 횡단면에서의 직경이 기부(530)에서 

말단(531)까지 연속해서 줄어드는 마찰교반 용접 도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나선형으로 피치가 형성된 면(512)이 나선형으로 배열된 면(523)에 의해 상기 프로브(504)의 인접한 나

선형으로 피치가 형성된 면(512)에 연결되고, 상기 면(523)의 종방향이 프로브의 회전축(507)에 대해 본질적으로 공

면(共面)에 있는 마찰교반 용접 도구.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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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선단 나선형 릿지(513)가 각각의 나선형으로 배열된 면(523)과, 말단 방향에서는, 인접한 나선형으로 배열된 면(523)

사이의 연결라인에 의해 형성되는 마찰교반 용접 도구.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504)의 기부(530)에서 단부(531)로 가면서 각 직경이 증가하는 경우 없이 줄어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찰교반 용접 도구.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나선형으로 피치가 형성된 면(512)은 본질적으로 오목한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찰교반 용접 도구.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의 테이퍼링 각도는 45°까지, 바람직하게는 5°내지 25°, 가장 바람직하게는 10°내지 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찰교반 용접 도구.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의 온도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프로브를 냉각하기 위한 수단을 특징으로 하는 마찰교반 용접 도구

.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숄더에 인접한 바이패스가 상기 프로브의 테이퍼링부의 기부에 제공되도록 선단 나선형 릿지중 적어도 하나의 기부

에 형성되는 압력완화수단(531)을 특징으로 하는 마찰교반 용접 도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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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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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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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공개특허 10-2004-0000456

- 10 -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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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6a

도면6b

도면6c

도면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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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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