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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o confirm the effect of alloying elements on the phase transformation and conditions of the friction

stir process, we processed two materials, SS400 and SM45C steels, by a friction stir process (FSP) under various conditions.

We analyzed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of the friction stir processed zone of SS400 and SM45C steels

processed under 400RPM - 100mm/min conditions. We detected no macro (tunnel defect) or micro (void, micro crack) defects

in the specimens. The grain refinement in the specimens occurred by dynamic recrystallization and stirring. The microstructure

at the friction stir processed zone of the SS400 specimen consisted of an α-phase. On the other hand, the microstructure at

the friction stir processed zone of the SM45 specimen consisted of an α-phase, Fe3C and martensite due to a high cooling rate

and high carbon content. Furthermore, the hardness and impact absorption energy of the friction stir processed zone were higher

than those of base metals. The hardness and impact absorption energy of FSPed SM45C were higher than that of FSPed SS400.

Our results confirmed the effect of alloying elements on the phase transforma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riction stir

processed zone.

Key words friction stir process, steel, phase transformation, grain refinement.

1. 서  론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들은 표면의 마모를 방지하고 높

은 연성과 탄성을 갖기 위하여 표면경화 처리를 하여 사

용한다. 주로 침탄 및 질화, 고주파열처리와 같은 표면

처리 공정을 통하여 표면의 조직을 변화시켜 표면은 높

은 경도를 가지고 내부는 높은 연성과 탄성을 갖도록 한

다.1-4) 하지만 고주파열처리와 침탄, 질화 등의 표면 처

리 공정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고온에 의한 작

업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균일한 특성을 가지

게 하기 위하여 정밀한 공정조건의 제어가 필요하다. 침

탄이나 고주파열처리 공정 외에도 표면 경화를 시키는

방법으로는 코팅이나 표면 가공 등의 방법들이 있다. 그

러나 코팅을 통한 표면 경화 방법은 코팅층의 박리 및

마모, 균열 등과 같은 현상으로 인한 내구성이 저하되

고 균일한 코팅층을 얻기 위하여 진공분위기나 상온보

다 높은 고온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5-7) 이러한 단점으로 인하여 레이져나 플라즈마 현상

를 이용하여 순간적인 표면 열처리나 표면 가공 등을 통

한 표면경화 방법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8,9)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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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경화 방법 중 표면 가공을 통한 경화 방식인 마

찰교반공정은 빠른 시간 내에 경화가 가능하며 필요한 국

부적인 영역의 경화를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상

온에서 표면 경화하는 공정으로 다른 표면 경화 방법보

다 작업자의 안전 및 공정의 제어가 쉬우며 우수한 기

계적 성질을 가지는 표면부를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10-12)

하지만 마찰교반공정을 적용하였을 경우, 같은 기지의

소재라도 합금원소에 따라 마찰교반공정 영역의 미세조직

과 기계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13-15)

여러 연구에서 각각의 합금의 마찰교반공정 처리 후 마

찰교반공정 영역의 공정조건과 기계적 성질을 분석한 결

과는 다수 있지만 합금원소 상이에 의한 상변태 및 기

계적 성질의 변화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기계적 성질을 가지

는 두 강종인 SM45C와 SS400에 마찰교반공정 처리 후

처리부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은 마찰교반 공정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

다. 모식도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툴

이 소재의 표면에 삽입되어 마찰열이 생성되어 소재가

연화되고 툴의 회전으로 인한 교반력에 의하여 소재가

교반되어 열과 소성가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강소성

가공이 일어나는 표면개질 공정이다.

Table 1은 마찰교반 공정에 사용된 모재인 SS400과

SM45C 소재의 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에서 C

과 Si를 제외한 모든 원소는 거의 동일한 량을 갖는다.

SS400 강종은 선행연구에서 제작된 시편 중 400RPM-

100 mm/min의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을 이용하였다.16) 그

리고 SM45C 강종의 경우에는 100~800 RPM, 50~500

mm/min의 조건으로 마찰교반공정을 실시하였으며 고온,

고강도 재료에 적합한 convex type 의 PCBN tool(Probe

length-1.8 mm) 을 이용하여 기기의 하중의 집중을 최대

한 억제하였다. 또한 마찰교반공정은 Winxen에서 설계

한 마찰교반접합 및 공정기기를 사용하였으며 Fig. 2와

같이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공정 범위 중에서 SS400 강

종과 동일한 조건인 400RPM-100 mm/min에서 제작된

시편으로 기계적 성질과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Fig. 3

는 마찰교반공정의 방향과 시편제작 및 미세조직 관찰

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찰교반공정을 실시한 영역

의 기계적 성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공정

방향의 단면에서 마이크로 비커스경도를 측정하였으며, 공

정 방향의 수직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상온에서 충격시

험을 하였다. 또한 미세조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도를 측정한 같은 영역에서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

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상의 변태를 확인하기 위

하여 XRD와 EBSD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미세조직 관

찰 시편은 0.04 μm silica분말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연

마를 하였으며 나이탈 용액(5%HNO3+ 95% ethanol)으로

Fig. 1.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FSP.

Fig. 2. The process windows of specimens.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SS400 and SM45C.

C Si Mn P S Cu Ni Cr Fe

SS400 0.14 0.009 0.67 0.01 0.003 - - - Bal.

SM45C 0.42~0.48 0.15~0.35 0.6~0.9 0.03 0.035 0.3 0.2 0.2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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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부식을 하였다. 또한 XRD 시편은 기계적인 연마만

실시하였으며 EBSD 시편의 경우에는 표면의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6 % phosphoric acid + 94 % ethanol용액

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30 V에서 전해연마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마찰교반공정 영역부의 미세조직

Fig. 4는 두 강종의 모재와 마찰교반공정 영역부의 광

학현미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Fig. 4(a,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S400의 경우에는 모든 조직이 α-phase인 반

면에 SM45C의 경우에는 입계는 α-phase로 되어 있으

며 입내는 Fe3C와 α-phase로 이루어져 있는 퍼얼라이트

조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SM45C의 조직은 SS400

보다 높은 C의 함유량, 즉 α-phase에서 고용할 수 있는

C의 고용도보다 많은 양의 C가 존재하여 응고 시 생성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Fig. 4(c,d)와 같이 마찰교

반공정 영역부의 경우에는 결정립 미세화로 인하여 광

학현미경에서 정확한 미세조직과 상분석이 어렵다.

Fig. 5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마찰교반공정 영역부를 관

찰한 사진이다. 마찰교반공정 영역부에 미세조직은 SS400

과 SM45C 두 강종 모두 모재와 유사한 조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SS400 강종의 경우에는 모재와 동일하

게 단일상인 α-phase로 이루어진 반면에 SM45C의 마

찰교반공정 영역부는 α-phase와 퍼얼라이트 등이 매우 복

잡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두 강종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의 XRD 분

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S400 강종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는 일반적인 강종에서 나타나는 페라이트의 회절

피크만이 검출되었지만 SM45C의 경우 Fe3C와 페라이트

피크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르텐사

이트상의 회절피크도 일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Fig. 3.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test specimen and analysis

region. (a) Specimen for Hardness, Microstructure observation, (b)

Charpy test specimen.

Fig. 4. The optical micrographs of base metal (a) SS400, (b) SM45C and stir zone (c) SS400, (d) SM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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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회절 피크의 결과로 보아 마찰교반공정을 실

시한 SM45C의 경우에는 페라이트와 퍼얼라이트, 마르

텐사이트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XRD 결과로 미

루어 보아 SM45C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에서는 마르텐

사이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SM45C마찰교

반공정 영역부에 생성된 마르텐사이트는 Fig. 7 에서 나

타낸 것과 같이 마찰교반공정이 진행되어질 때 A3변태

점 이상의 온도로 상승하였다가 공정이 끝난 후 Fig. 7

와 같은 냉각에 의하여 퍼얼라이트 조직 대신에 마르텐

사이트 조직이 일부 생성되어 마르텐사이트를 포함한 퍼

얼라이트, 페라이트 조직으로 이루어진 3상 조직이 생성

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는 두 강종의 마찰교반 공정 영역부의 inverse

pole figure map과 결정립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Fig.

8(a,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강종 모두 결정립이 미

세하고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8(c,d)와 같이 결정립 크기는 SM45C 강종의 마찰교반공

정 영역부가 SS400 강종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보다 미

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M45C 강종의 마찰교반공

정 영역부가 SS400 강종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보다 미

세한 원인은 SS400 강종의 경우에는 마찰교반공정 시 일

어나는 재결정현상과 교반에 의하여 결정립이 미세화되

었으며 SM45C에서는 재결정현상과 교반이 완료되고 냉

각에 의하여 재결정된 조직에서 상변태가 일어나게 되

어 단상으로 존재하는 SS400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보

다 미세한 결정립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마찰교반공정 영역부의 기계적 특성

Fig. 9에서는 두 강종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의 단면

에 대한 경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SS400 강종의 경우

에는 경도의 상승이 약 180 Hv로 상승한 반면 SM45C

의 경우에는 337 Hv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The results of XRD (a) SS400[BM], (b) SM45C[BM], (c)

FSPed SS400 and (d) FSPed SM45C.

Fig. 7.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TTT curve.

Fig. 5. The SEM images of stir zone (a) SS400, (b) SM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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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00 강종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의 경우에는 결정립

미세화에 의하여 경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SM45C 강종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의 경우에는 마르텐

사이트의 생성과 SS400 강종보다 미세화된 결정립에 의

하여 SS400 강종보다 경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충격흡수에너지의 경우, Fig. 10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모재의 경우에는 SS400 강종이 SM45C 강

종보다 높은 중격흡수에너지를 가지는 반면에 마찰교반

공정 영역부는 SM45C 강종이 SS400 강종보다 높은 충

격흡수에너지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충

격흡수에너지 값은 일반적으로 취약한 상이 생성되는 조

직에서 저하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SM45C 강종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가 SS400 강종 보다 높은 경도를 가

지는 반면에 SS400 강종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보다 높

은 충격흡수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충

격에 약한 경하고 취성이 강한 조직, 즉 마르텐사이트

와 Fe3C가 생성된 결과와는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SS400 강종의 마찰교반공

정 영역부보다 미세한 결정립 크기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결정립 크기에 따른 균열이 전파되는 과정

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결정립이 조대하면 균열의 전파가 소수의 결정립

계만을 통과하여 결정립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결정립이 미세할 경우 다수의 결정립계를 통과하여 균

Fig. 8. The inverse pole figure maps of (a) SS400, (b) SM45C and grain size of (c) SS400, (d) SM45C.

Fig. 9. The hardness profile of FSPed SS400 and SM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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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전파되어야 하므로 결정립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SM45C 강종에서 취약한 마

르텐사이트상과 퍼얼라이트상이 존재하더라도 결정립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어 취약한 상이 존재하

지 않는 SS400 강종의 마찰교반공정 영역부의 충격흡수

에너지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마찰교반공정을 통한 강재의 개질 영역에서의 미세조

직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탄소

함량이 거로 다른 SS400(0.14C)과 SM45C(0.45C) 소재

에 대하여 마찰교반공정을 실시 후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을 평가해본 결과 탄소강의 마찰교반공정 영역의 미

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은 소재의 탄소함량에 의존하며, 탄

소함량이 많을 경우 모재의 상 외에 경하고 취약한 마

르텐사이트 상이 형성되어 경도가 상승한다. 하지만 경

하고 취약한 마르텐사이트 상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충

격특성은 submicron의 초미세립 조직의 형성에 의해 향

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또한 마찰교반공

정을 통한 강재의 표면 개질 시에는 합금원소와 함량을

고려하여 공정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함금원소에 의한 상

변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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