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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 friction stir welded Ni

based alloy. Inconel 600 (single phase type) alloy was selected as an experimental material. For this material, friction stir

welding (FSW) was performed at a constant tool rotation speed of 400 rpm and a welding speed of 150~200 mm/min by a

FSW machine, and argon shielding gas was utilized to prevent surface oxidation of the weld material. At all conditions, sound

friction stir welds without any weld defects were obtained. The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grain boundary character distributions (GBCDs) of the welds. As a result, dynamic recrystallization was observed

at all conditions. In addition, grain refinement was achieved in the stir zone, gradually accelerating from 19 µm in average grain

size of the base material to 5.5 µm (150 mm/min) and 4.1 µm (200 mm/min) in the stir zone with increasing welding speed.

Grain refinement also led to enhancement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 200 mm/min friction stir welded zone showed 25%

higher microhardness and 15% higher tensile strength relative to the bas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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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니켈기 초합금은 고온에서 고강도를 유지하는 특유의 성

질과 우수한 부식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력발전설

비, 항공기 동력부품과 화학플랜트 주요부품에 주로 사용

되고 있다.1-3) 이와 같은 플랜트설비의 구축이나 항공기

동력부품과 발전설비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 gas tungsten

arc welding (GTAW)이나 laser welding과 같은 기존의

용융용접(fusion welding)이 주로 적용이 되고 있다.4) 하지

만, 니켈기 초합금에 용융용접을 적용할 경우, hot cracking

과 입계편석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재료의

물성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5,6) 이들 문제점의 근원은 용융용접의 높은 입열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

존의 용융용접에 비해 현저하게 입열량이 적은 마찰교

반접합의 적용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마찰교반접합은 고상접합 프로세스로서, 기존 용융용접에

비해 입열량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blow holes, cracking과

segregation 등의 접합결함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잇

점이 있다.7,8) 더욱이, 용접변형과 잔류응력이 현저히 적

기 때문에 새로운 접합프로세스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

히, 마찰교반접합을 통한 교반부의 결정립 미세화는 재료

의 물성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고, 이는 접합속도의 증

가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9-12) 그러나 아

직까지 니켈기 초합금에 대한 마찰교반접합 연구는 부

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접합속도와 기계적 물

성향상에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서, 추가적인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3,14) 따라서, 이 연구는 니

켈기 초합금에 대하여 마찰교반접합의 적용가능성을 평

가하고, 접합속도변화에 따른 결정립 미세화와 기계적 물

성의 향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2. 실험 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니켈기 초합금 중 인코넬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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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이었고, 이에 대한 화학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

다. 마찰교반접합을 수행하기 위해, 시편은 37.5 mm ×

150 mm × 2 m의 크기로 제작되었고, 쇼울더 직경 15 m

와 프로브 직경 6 mm와 길이 1.8 mm를 갖는 WC-Co이

준비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툴 회전속도 400 rpm과 접

합속도 150~200 mm/min 조건하에 마찰교반접합이 수행

되었고, 접합 시 시편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아르

곤 가스를 충분히 흘려주었다. 또한, 원활한 마찰교반접

합을 위해, 툴이 접합진행방향에 대해 3o 기울어진 상태

로 접합을 수행하였다. 접합 후 접합재의 거시조직과 미

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시편은 2 mm × 20 mm크기로 제

작되었고, 기계적 연마를 통해 시편의 경면을 얻었다. 이

후 제조된 97 ml HCl, 2 ml HNO3와 1 ml H2SO4 용액

을 이용하여, 시편표면에 대해 15초간 부식시킨 후 광

학현미경을 통하여 거시조직과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이

후 모재와 교반부의 결정립형상, 결정립크기와 입계특성

분포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자후방산란회절(electron back

scattered diffraction, EBSD) 분석이 수행되었다. EBSD

분석은 FEG-SEM에 부착된 TSL-OIMTM을 이용하여 시

편표면에 대해 수행하였다. 

마찰교반접합된 소재의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비커스 경도와 인장시험이 도입되었다. 경도 측정을 위

하여, 시편은 2 mm × 20 mm의 크기로 절단되었고, 기계적

연마를 통하여 경면을 얻은 후 시편의 cross-section면에 대

해 경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사용된 장비는 비커스 미소

경도기 FM 7465였으며, 측정은 다이아몬드 압입자 1000 g

의 하중으로 15초간 압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인

장시험의 경우, 교반부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Fig.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께 1.5 mm를 갖는 횡방향과 종

방향 두 종류의 판상시편에 대해 수행되었다. 인장시험은

INSTRON 4481형 기계식 만능재료 시험기를 이용하여 상

온에서 인장속도 0.72 mm/min의 조건으로 수행되었고, 각

시편의 인장값은 3회 측정치의 평균값을 취하여 얻어졌다.

3. 결  과

마찰교반접합된 인코넬 600 합금의 접합단면거시조직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두 개의 접합조건에서, Fig. 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내부결함이 없는 양호한 접합성을 나타내

었으나, 툴과 재료간의 큰 부하로 인해 교반부 중앙에 band

structure가 형성되었다. 모재와 교반부에 대하여 EBSD 분

석이 수행되었고, 이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초기

모재는, Fig.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5 µm에서 30 µm정

도의 비교적 불균질한 결정립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평

균입도는 19 µm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마찰교반접합의

적용은 교반부의 두드러진 결정립 미세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접합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되었다. 그

결과 교반부의 평균입도가, Fig. 3(b)와 (c)에 나타난 바

와 같이, 각각 5.5 µm (150 mm/min)와 4.1 µm (200 mm/

min)로 현저히 미세화되었다.

Fig. 3의 Grain boundary map에서 관찰된 입계 어긋남

각 분포를 Fig. 4에 도시하였다. 초기 모재는, Fig. 4(a)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경각 입계가 95% 이상 분포하

였고, 그 중 60o 분포가 23%를 차지함으로서 가장 높은

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fcc 금속 중 적층결함에너지

가 낮은 재료에서 주로 형성되는 어닐링 쌍정으로 확인

되었다. 모재에 대하여 마찰교반접합을 수행하였고, 교반

부에서 관찰된 입계 어긋남각 분포를 확인한 결과, Fig.

4(b)와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접합조건 모두 전체입

계 중 고경각 입계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초

기 모재와 유사하게 60o 분포가 각각 22% (150 mm/min)

와 17% (200 mm/min)를 차지함으로서, 전체입계 중 가장

높은 분율을 차지하였다. 

마찰교반접합된 인코넬 600 합금의 경도분포 변화를

Table 1. Details of chemical composition on Inconel 600 alloy.

Element Ni Cr Fe Si Mn C S

 mass % 76.0 15.5 8.0 0.25 0.50 0.08 0.008

Fig. 2. Macrostructures of weld zone according to weld speed. (a)

150 mm/min and (b) 200 mm/min in weld speed. 

Fig. 1. Configuration of transverse (weld joint) and longitudinal (stir

zone) tensile specimens used in the present study. (a) transverse and

(b) longitudinal tensil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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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ain boundary maps of base material and friction stir welded material. (a) base material, (b) 150 mm/min and (c) 200 mm/min in

welding speed; blue, black and red lines show low angle boundary, high angle boundary and annealing twin boundary, respectively.

Fig. 4. Changes of misorientation angle distribution by friction stir welding. (a) base material, (b) 150 mm/min, (c) 200 mm/min and (d)

250 mm/min in wel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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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 도시하였다. 모재는,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160 Hv에서 170 Hv 정도의 경도분포를 나타내었고, 평균

164 Hv 값을 나타내었다. 마찰교반접합의 적용은 경도의

향상을 촉진하였고, 이는 접합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접합속도 150 mm/

min과 200 mm/min 조건의 교반부는 각각 180~193 Hv와

180~220 Hv 값을 나타냄으로서, 모재보다 현저히 증가된

경도분포를 나타내었다.

모재와 마찰교반접합된 재료의 인장시험 결과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모재는, Fig. 6(a)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

점거리 전체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면서 연신되었고, 시편

의 중앙부에서 파단이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마찰교반접

합된 재료는, Fig. 6(b)와 (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

적으로 강한 마찰교반접합부의 변형이 거의 발생되지 않

고, 모재부분에서 변형이 일어나면서 파단되는 양상을 나

타내었다. 이 때 각각의 조건에서 관찰된 인장특성 결과

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초기 모재는 인장강도와 연신

율이 각각 643 MPa와 45.6%를 나타내었고, 마찰교반접

합의 적용은 점진적인 강도의 향상을 초래하였다. 그 결

과, 접합속도 150 mm/min과 200 mm/min 조건에서 접합

된 재료의 인장강도가 각각 693 MPa와 699 MPa로 모

재보다 증가된 반면, 연신율은 36.4%와 36.1%로 감소되

었다. 한편, 교반부 시편의 경우, 인장강도가 714 MPa

와 721MPa로 모재와 접합재보다 증가한 양상을 나타내

었으나, 이 역시 연신율(38%)의 감소를 동반하였다.

4. 고  찰

마찰교반접합의 적용은 교반부의 결정립 미세화를 초래

하였고, 이는 접합속도의 증가에 의해 더욱 큰 효과를 나

타내었다. 초기 모재는 19.1 µm 정도의 평균결정립 크기

를 갖고 있었으나, 교반부의 결정립은 Fig. 3에 나타난 바

와 같이 각각 5.5 µm (150 mm/min)와 4.1 µm (200 mm/

min)로 모재에 비해 현저히 미세화 되었다. 이와 같은 교

반부의 결정립 미세화는 동적재결정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마찰교반접합은 금속의 소성유동에 의해

접합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접합 시 많은 축적에너

지를 동반할 수 있고, 접합온도가 대략 0.5 Tm 정도이기

때문에, 재결정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열에너지를 갖고 있

다.7) 즉, 접합 시 결정립계와 결정립 내부에 많은 전위

밀도를 갖게 됨으로서, 재결정 핵생성이 더욱 용이해지

기 때문에 결정립 미세화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더

욱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인코넬 600 합금은 중간의 적

층결함에너지(stacking fault energy, SFE)를 갖는 재료이

다. 이러한 재료는 동적회복(dynamic recovery)에 의한 전

Fig. 7. Transverse (weld joint) and longitudinal (stir zone) tensile

properties of friction stir welded Inconel 600 alloy. Fig. 5. Distribution of Vickers micro-hardness in friction stir welded

Inconel 600.

Fig. 6. An external shape of tensile tested specimens. (a) base

material, (b) 150 mm/min and (c) 200 mm/min in weld speed. 



414 송국현·Kazuhiro Nakata

위의 재배열이 어렵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인 재결정 핵

생성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15,16) 따라서, 인코

넬 600 합금에 대한 마찰교반접합의 적용은 재료적인 측

면이나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결정립 미세화에 큰 효과

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접합속도의 증가

가 더욱 미세한 결정립을 얻는데 효과적이었는데, 이는 더

큰 축적에너지의 동반을 통해 더 많은 재결정 핵생성이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찰교반접합의 적용을 통한 교반부의 결정립 미세화는

접합재의 기계적 물성의 향상에 효과적 이었다. 경도의 경

우, 모재에서 160~170 Hv 정도의 경도분포를 나타내었으

나, 교반부는 180~193 Hv (150 mm/min)와 180~220 Hv

(200 mm/min)정도의 경도분포를 나타냄으로서, 모재보다

현저히 증가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경도의 향

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결정립 미세화로 설명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기계적 물성은 결정립 크기와 직

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에 의하면,

마찰교반접합 과정 중 툴과 재료간에 발생하는 열로 인

하여 재료는, Fig.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든 조건에서

90% 이상 고경각 입계들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동적재결정이 양호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기 때

문에, 이 연구에서 관찰된 경도분포의 향상은, 전위밀도

의 영향이 아닌 결정립 미세화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장시험결과 마찰교반접합된 모든 재료에서 접합부 파

단이 아닌 모재파단이 발생하였고, 초기의 모재보다 인장

강도가 향상되었다. 이 또한 결정립 미세화의 관점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즉, 교반부의 결정립이 미세하기 때문에,

교반부가 상대적으로 모재보다 더 큰 강도값을 갖게 되

며, 이는 인장시험 시 모재의 우선적인 변형을 유발함으

로서, 모재에서 파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접합속도가 증가된 접합재의 경우, 인장시험 시

교반부에서 더 큰 저항성을 갖기 때문에, 더욱 증가된 인

장강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관찰된 인장

강도의 향상 또한 결정립 미세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

다고 할 수 있으며, Fig. 3의 grain boundary map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입자 내부에 저경각 입계의 부재를 통

해 전위밀도의 영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인코넬 600합금에 대한 마찰교반접합이 결함발생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마찰교반접합의 적용은 교반부의

결정립 미세화를 촉진시켰고, 이는 접합속도증가에 의해

더욱 발달되었다. 그 결과, 평균결정립 크기가 19.1 µm(모

재)에서 5.5 µm (150 mm/min)와 4.1 µm (200 mm/min)까

지 미세화 되었다. 이와 같은 교반부의 결정립 미세화는

기계적 물성향상에 효과적이었다. 200 mm/min 조건에서 접

합된 재료의 비커스 경도와 인장강도가 모재에 비해 각

각 25%와 15% 증가하였고, 인장시험 결과, 모든 접합재

에서 모재파단이 발생함으로서, 교반부의 강도가 모재보

다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니켈기 초

합금에 대한 마찰교반접합의 적용은 교반부의 결정립 미

세화를 통한 기계적 물성향상에 효과적이며, 이는 접합속

도증가에 의해 더욱 발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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