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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 마찰교반 합법은 특정한 회 수로 회 하는 용  툴을 이용하여 합하고자 하는 피

합재의 맞 면에 삽입시킨 후 툴을 이동시키거나 혹은 시편을 견고하게 고정시킨 장치(backing 

plate)가 움직여 고상 상태에서 합이 이루어진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비교  융 이 낮은 융

 재료의 재료에 처음 용이 되어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타 용 방법에 비해 우수한 

합특성을 나타내었다.

 최근 이러한 마찰교반 합은 이러한 융  재료를 넘어서 스틸, 타이타늄, 니  등과 같은 고융  

재료 등에 한 용이 늘어나고 있다. 마찰교반 합을 이용하여 이러한 고융  재료의 합 경우 내

마모성  내열성 등의 내구성이 갖추어진 툴과 이러한 툴을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 장치 등이 필요

로 하나 경제  측면이나 합부의 우수한 특성 등을 고려 할 때 그 용  발  가능성이 매우 높

다고 볼 수 있다.

 2상 스테인 스 강은 속 조직 으로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상이 거의 1:1의 동등한 비율로 매

우 미세하게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이상 스테인 스 강은 각상의 개개의 특성에 기인하

여 염소 분 기에서 응력부식 항성이 우수하고, 공식과 틈부식에 한 항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

리고 이상 스테인 스 강은 비교  고가인 Ni이 일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의 약 1/2의 수

으로 게 포함이 되어 경제 인 이 을 지니고 있으며 한 용 성이 좋아 산업계의 수요는 재 

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 스테인리스 강은 용  후 페라이트 상의 조 화, 

그리고 페라이트 상의 분율이 오스테나이트 상의 분율보다 높아지게 되어 용 부에서의 온 인성 

감소  내식성 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용  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서는 입열량의 조 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찰교반용 을 이용하여 두께 3mm의 표 인 이상 스테인리스 강인 SAF2205 스

테인리스 강에 해 맞 기 마찰교반 합을 실시하 다. 툴 회 속도를 변수로 하여 합을 실시하

으며 합 시 툴은 Si3N4 툴을 사용하 다. 합 후 외 상태 검, 미세조직 찰, 경도  인장강도 

측정 등의 실험을 실시하 고,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미세조직과 기계  특성과의 련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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