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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육성법을 이용한 S45C 탄소강에 대한 STS304의 코팅층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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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iction surfacing of STS304 consumable rod on S45C substrate was investigated by microstructural observation and
mechanical tests. STS304 layer formed a strongly-bonded thick layer under a wide range of surfacing conditions. The
highest coating efficiency was obtained in the condition of 1000rpm-2.5mm/sec-2.5mm/sec. The hardness distribution
showed the peak value in the boundary layer and as the consumable rotation speed increased, the boundary layer also
hardness increasing. As the consumable rotation speed and the traveling speed increased, the coating efficiency tended
to decrease. On the other hand, as the feeding speed increased, the coating efficiency appeared to be increased. The
new Fe-Cr-Ni alloy layer is showed in the interface layer on 5~15㎛ width. After friction surfacing, corrosion
resistance of STS 304 surfacing layers were equaled to that of STS304 consumable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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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재에 또 다른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코팅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은 수 mm 두께의 육성을
위한 오버레이 육성뿐만 아니라 화학적 증착(CVD)과
물리적 증착(PVD)과 같은 얇은 육성층을 형성하는 방
법등이 있다. 수 mm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육성층의
형성은 스프레이 또는 폭발 용접으로 가능하지만, 스프
레이 된 육성층은 낮은 접착강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기공도가 높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해서, 저압 스프레이 또는 폭발 스프레이와 같이
고속으로 입자를 이송하는 공정과 PTA 육성 용접, 레
이저 스프레이등과 같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이용하는
공정이 개발되었지만, 이러한 방법들 역시 용융에 기초
를 둔 방법들이므로 근본적으로 희석률과 기공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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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낮은 접착강도, 모재변형, 모재와 육성층의 특성 변
화, 취약한 작업 환경등이 형성됨으로 항상 똑같은 문
제를 가지게 된다1).
마찰 육성법은 1941년 마찰용접이 개발이 되면서 그
유사 기술로 등장하여 1959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용융프로세스의 연구로 인해 마찰 관련 연구의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1년 TWI에서
마찰 교반 접합을 개발하면서 마찰 프로세스가 다시 주
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마찰 육성법도 약 10
년전부터 다시 연구가 시작되었다2).
마찰 육성은 소모성 육성봉을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
킨 다음 적절한 속도로 이동시키면서 축하중을 주게 되
면 육성봉이 모재와의 마찰에 의해 마찰열이 발생되고
모재와 육성봉의 접합계면에서 소성 변형층이 형성되어
모재에 육성되는 공정으로서 낮은 희석률과 기공률, 열
영향부 및 변형 최소화, 매우 우수한 기계적 특성,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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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와 모재의 고유특성 유지등의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체 제작한 위치 및 하중 제
어가 가능한 마찰 육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수한 내식
성을 가지는 육성층의 형성을 위한 마찰 육성 공정 확
립, 코팅 메카니즘 규명 및 야금학적 분석을 통하여 상
용화 가능한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된 모재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S45C 탄소강을 사용하였고 육성
봉은 내식성 향상을 위해 STS304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합금의 조성을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마찰 육성 공정은 그림 1과 같이 200×150×10t 의
S45C plate 에 20Φ의 STS304 소모성 육성봉을 사용
하여 시계 반대 반향으로 회전시킨 뒤 각각의 조건으로
1패스 육성하였다. 마찰 육성 공정의 주요 변수인 육성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45C substrate and
STS304 consumable rod
Mechanical Properties
Yield
strength
(kg/㎟)

Tensile
strength
(kg/㎟)

Elongation
(% in 5㎝)

Hardness
(Hv)

S45C

28

55

46

190~210

STS304

30

59

55

205~23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45C substrate
and STS304 consumable rod.(wt%)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P

S

S45C 0.45 0.3 0.75 0.03 0.035

Cr

Ni

Mo

Fe

-

-

-

Bal.

STS
0.066 0.58 0.82 0.029 0.002 18.29 8.79 0.14
304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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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회전속도(Rotation speed), 이동속도(Traveling
speed), 피딩속도(Feeding speed)는 Table 3에 나
타내었다.
육성층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
고 육성층은 왕수, 모재는 nital 3% 부식액을 사용하
였다. 또한 접합부 내의 결함부분과 석출물, 파단면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를 이용하였다. 경도는 마이크로 비커
스를 이용하여 하중 500g, 시간 10sec를 주어 측정하
였으며 접합계면의 희석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EPMA
(Electron Micro Probe Analysis)를 이용해 선분석
을 실시하였다. 포텐쇼스태트/갈바노스태트를 이용하여
분극 특성 시험을 실시한 후 육성층의 내식성을 평가하
였다. 측정에 사용된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
은 포화 크로멜전극(SCE), 보조전극(counter electrode)
은 고밀도 탄소봉을 사용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육성봉 회전속도와 이동 속도, 피딩속도를 변화시킨
조건으로 육성한 육성부의 표면 형상과 단면 마크로 조
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조건 모두 비교적
양호한 비드 형상을 보였고 모재와의 코팅 상태도 양호
한 것으로 보이지만 육성층의 양쪽 끝단부에 언더컷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성층의 두께와 폭이 조건
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성 변수에 따른 육성층의 두께와 폭의 변화를 측정
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회전속도와 이동속도를 증
가시키면 육성층의 폭과 두께는 감소하였고 피딩속도를
증가시키면 육성층의 폭과 두께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 실험의 조건 중에서는 1000rpm2.5mm /s-2.5mm/s에서 가장 높은 육성 효율을 나타
내었다. 즉, 동일한 크기의 육성봉을 사용하여 실험했
을 때, 코팅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고 폭이 가장 넓다는
것은 소성층이 코팅 공정간에 육성봉으로 업셋 되어지
는 양이 적고 그만큼 더 모재로 적층이 많이 되어 진다
는 것이다.
Table 3 Friction surfacing parameters

Fig. 1 Schematic diagram of friction surfac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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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speed
(rev/min)

Traveling speed
(mm/s)

Feeding
speed
(mm/s)

1000

2.5

2.5

1500

3.5

2.0

2000

4.5

1.0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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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ont surface and macrostructure of crosssection of friction surfacing layer

Fig. 3 Microstructure of friction surfacing layer
and substrate. (1000rpm-2.5mm/sec-2.5mm/sec)

Fig. 2 Variation of thickness and width of surfacing
layer with friction surfacing parameters.

Fig. 3은 1000rpm의 회전속도, 2.5mm/sec의 이
동속도, 2.5mm/sec의 피딩속도 조건으로 육성한 육성
층과 모재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A~D STS 304 육
성층의 조직으로 표면층(A,B)과 코팅 경계층(D)는 마
찰 교반 접합시 TMAZ에 해당되는 조직으로써 기계적
영향으로 인해 연신된 조직을 보이고 있다. 중간층(C)
은 SZ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으로써 동적재결정으로 인
해 재결정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F는 S45C 모재 조직으로 E는 조대결정립 영역
(CGHAZ), F는 미세 결정립 영역(FGHAZ), G는 부
분 변태 영역(SC+ICHAZ), H는 BM의 조직을 보여
570

Copyright (C) 2006 NuriMedia Co., Ltd.

주고 있다. 또한 접합 계면(E)은 기공이나 결함이 없는
깨끗한 계면을 형성하고 있지만 육성층의 가장자리 부
분에 언더컷 결함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더
컷의 발생은 공정의 특성상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최적
조건에서 그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언더
컷은 실제 제품에 적용될 때에는 후가공으로 제거해야
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Fig. 4는 각각의 조건으로 육성한 육성부의 종방향
경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1000 rpm을 가지
는 조건들은 모두 비슷한 경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회전속도가 1000, 1500, 2000rpm으로 증가
할수록 접합 계면의 경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소성층의 외부면이 모재와 직접
적으로 발생하는 높은 마찰로 인해 FSW의 TMAZ와
같이 매우 큰 가공경화가 발생함과 동시에 접합계면의
야금학적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5는 육성층 접합계면의 특성 분석을 위해
EPMA와 EDS 분석을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모든
Journal of KWS, Vol. 23, No. 6, Dec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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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e-Cr-Ni alloy layer depth with friction
surfacing conditions

Fig. 4 Hardness profiles in cross section of friction
surfacing layer

Fig. 5 EPMA and EDS analysis of interface layer.
(1000rpm-2.5mm/sec-2.5mm/sec)

조건의 접합계면에서 5~15㎛ 정도의 새로운 층이 형
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와 (b)에서 나
타내듯이 새로운 층은 Fe-Cr-Ni 합금층으로 판별되었
다. 또한 SEM 관찰 결과, 전 조건에서 Fe-Cr-Ni 합
금층에는 1um 이하의 매우 미세한 기공이 형성되어 있
었는데, 이는 마찰시 대기중의 산소와 S45C 모재내의
탄소가 결합하여 CO2 가스가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3).
마찰 육성 조건에 따른 Fe-Cr-Ni 합금층의 두께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육성봉의 회전속도와 피딩속도
가 증가할수록 합금층의 두께는 증가하였고 이동속도는
감소할수록 합금층의 두께는 증가하였다. 이는 인해 마
찰 입열량에 따라 합금층의 두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접합 계면에서
의 Fe-Cr-Ni 합금층의 깊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S45C 모재, STS304 육성봉, 마찰 육성층의 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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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ction surfacing conditions

Alloy layer
depth (um)

1000rpm-3.5mm/s-2.5mm/s

7.1

1500rpm-3.5mm/s-2.5mm/s

8.4

2000rpm-3.5mm/s-2.5mm/s

12.9

1000rpm-2.5mm/s-2.5mm/s

11.3

1000rpm-3.5mm/s-2.5mm/s

8.2

1000rpm-4.5mm/s-2.5mm/s

6.3

1000rpm-2.5mm/s-1.0mm/s

6.7

1000rpm-2.5mm/s-2.0mm/s

9.1

1000rpm-2.5mm/s-2.5mm/s

11.3

Fig. 6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for
surfacing layer in 3.5% Nacl solution.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극 저항 거동을 Fig. 6에 나타
내었다. S45C는 매우 높은 전류 밀도를 나타내었으며
STS304 육성봉과 여러 조건의 마찰 육성층은 동일한
전류 밀도를 가지는 것을 보였다. 이로 인해 육성전의
재료의 내식 특성이 육성후에도 어떠한 변화 없이 동일
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1) 육성봉 회전속도(1000rpm), 이동송도(2.5mm/s),
피딩속도(2.5mm/s)의 조건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가
지는 육성충을 얻었다.
2)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라 접합계면의 경도값은 상
승하였다.
3) 접합계면에서 5~15um 정도의 새로운 Fe-Cr-Ni
합금층이 존재하였다. 또한, 접합계면의 합금층에 1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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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기공이 발생되었다.
4) 마찰 육성 후에 육성층의 내식성은 변하지 않고
육성봉의 내식성과 동일하였다. 즉, 마찰육성으로 인해
재료 고유 특성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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