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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자동차의 고성능화 대형화 고속화가 진행되면서, ,

파워트레인 등의 고성능화를 이루기 위한 마찰부품

의 마찰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

엔진의 출력증대와 이에 따른 클러치의 용량증

대, 주행상태에 맞게 구동력을 변환하는 변속기의

크기 증가 등으로 인한 회전체의 관성증가로 상

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기어의 속도를 동기

화 시켜야하는 가혹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즉 짧은 시간에 고속회전 하는 주축과 변속, 기

어의 회전속도를 동기화 시키는 경우 싱크로나,

이저 시스템 마찰면의 온도상승을 가져오고 이,

온도가 한계에 도달하면 급격한 마찰면의 마모가

발생한다 또한 기어는 높은 충격에너지를 견뎌. ,

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결공법이 연구되고 있

다 특히 소결공법은 복잡한 형상 부품의 정형성. ,

형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자동차 파워트레인 분, ,

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1~3)

소결공법에 따라 온간성형, DPDS(double pressing

소결 단조 표면and double sintering), (sinterforging),

치밀화 등을 적용하여 소재의(surface den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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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엔진의 출력증대와 이에 따른 변속기의 크기 증가 등으로 인한 회전체의 관성증가로 변속기의 변:

속성능은 악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마모성이 높은 마찰소재의 개발이 요구. ,

된다 디젤차량 수동변속기용 싱크로나이저 링에 요구되는 마찰특성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하고 이에. ,

대한 접합 특성을 평가하였다 즉 철합금 모재와 동합금계 마찰재를 접합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접합층. , ,

에 대하여 분석 분석을 수행하여 접합특성을 평가하였으며 해당 시험편에 대하여 전단강도를BSE , EDX ,

평가하였다.

Abstract: The speed change performance of transmissions has become a serious issue because of the increase

in the inertia moment that has accompanied increases in engine output and transmission siz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better wear resistant friction materials. In this study, an appropriate sintered friction

component for the synchronizer ring of a diesel manual transmission was developed, and its bonding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hat is, a process for bonding an Fe-based base material and Cu-based sintered

friction material was developed. BSE and EDX analyses of this bonding layer were conducted, along with a

shear strength test, to determine the bond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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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화 및 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등 고가의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고, Ni, Mo

강도화를 실현하고 있다.
(4~6)

본 논문에서는 디젤차량 수동변속기용 싱크로,

나이저 링에 요구되는 마찰특성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마찰특성을 평가하였다, .

즉 철합금 모재와, 동합금계 소결마찰재를 접

합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접합층에 대하여 분, BSE

석 분석을 수행하여 접합특성을 평가하였다, EDX .

소결마찰재 선정 혼합 및 접합2. ,

동합금계 소결 마찰재료 구성성분2.1

싱크로나이저 링용 소결마찰재의 분말은 마찰

계수 마모량 접합특성을 고려하여 과 같, , Table 1

이 혼합분말을 선정하였다.
(7~9)

Table 1 Components and density of sintering friction
material

Friction material
Friction
modifier

Friction
stabilizer

The
rest

Cu Fe Sn
SiO2,
Al203

Graphite,
Mos2

Lubricant

Component
(wt%)

70~75 2.0~7.0 3~7 1.0~5.0 1.0~4.5
max.
1.0

Density
(g/ )

8.96 7.87 7.3 2.24 2.25 2.0

Fig. 1 Cu-Sn phase diagram

모재가 철합금계이므로 마찰재는 소착을 방지,

하고 마찰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합금(Cu,

을 기지로 사용하였다 동합금기지Fe, Sn) . (Cu, Fe,

마찰재 분말은 마찰조정재Sn) (friction modifier 로)

서 고경도 세라믹성분(SiO2, Al203)이 포함되며,

마찰안정제 역할을 하는 고체윤(friction stabilizer)

활재(Graphite, Mos2) 성분이 혼합된 복합재료이

다 열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하여 고온에서 급격.

한 마찰계수의 감소가 없으며 급격한 마모가 발,

생되는 페이딩 현상이 없어서 변속성능의 향상과

내구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진다.

철합금 모재 에 동 계마찰재를 접합(SCM415) (Cu)

하기 위한 소결 및 접합온도는 정도이다900 .℃

의 양은Sn , Fig. 2의 의 상태도에서 접합온Cu-Sn

도 를 고려하여 첨가하였다900 7wt% .℃ (7)

소결마찰재의 마찰계수를 향상시켜 마찰토크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질의 세라믹을 사용하

며 또한 경질의 세라믹에 의하여 마찰재의 마모

가 감소하는 기지 강화역활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재료이다 특히 이러한 세라믹성분과 금속성.

분만 존재 시 상대축을 마모시킬 우려가 있고 반

복적인 마찰에 의하여 상대축과 스틱 슬립-

현상이 발생되어 수동변속기의 조작 성(stick-slip)

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가짐으로 절적한 윤활

재가 필요하다 감속기내의 이러한 윤활재 역할.

은 감속기내의 기어오일과 소결마찰재에 첨가된

윤활재가 마찰재의 마찰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950 1000

1020 1035

Fig. 2 Liquid state test for sintering temperature
between base material and frictio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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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혼합이 되도록 더블콘 믹서에서 혼합하

였다 차 혼합은 기지금속과 유기화합물을 분. 1 10

이상 혼합하고 차 혼합은 밀도가 낮은 세라믹, 2

분말을 장입하여 분 이상 혼합한다 마지막으15 .

로 윤활재 역할을 하는 고체윤활재를 장입하여,

분 이상 균일 혼합하였다25 .

모재와 소결재 접합2.2

디젤차량의 싱크로나이저링은 철합금모재 기계(

구조용합금강 에 소결마찰재를 접합한(SCM415))

다 싱크로나이저 링에 작용하는 토크가 상대적.

으로 크기 때문에 철합금 모재를 침탄 등 열처리

가 요구된다 따라서 열처리온도보다 상대적으로. ,

높은 온도에서 소결접합이 진행되야만 열처리 시

접합부의 박리 및 소결마찰재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접합시간은 모재와 소결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참고문헌 에과 같이 연속로에서 분간 열처리(7) , 50

하여 접합한다 이때 열처리 온도인 보다. , 920℃

높은 범위에서 연속로 접합조건의950 ~1035℃ ℃

설정을 위하여 기지금속의 액상출현량에 따른 시

험을 실시하였다.
(7)

에서와 같이 에서는 소결은 진행되Fig. 2 950℃

었으나 상대적으로 액상량이 적어서 접합이 이뤄

지지 않았으며 에서는 액상량이, 1020 , 1035℃ ℃

과다 출현하여 소결마찰재의 표면에 스웨트

현상이 발생되어 적합하지 않은 접합(sweating)

온도로 판단되었다.

위의 액상량 출현 시험결과 와 같이 철, Table 2

합금모재와 동합금마찰재의 최적 접합조건은 환

원성분위기 에서 접합온도 유(N2+H2 gas) 1000 ,℃

지시간 분이다50 .

접합 상태 분석3.

3.1 BSE

접합부위를 분석하여 접합조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모재와 소결마찰재의 접합층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합층 부근을 로BSE(Back- Scattering image)

관찰하였다 바인더 재료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

문에 접합층 부근에서 새로운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모재와 접합재 사이 층의 주요 구성 물.

질은 로 나타났으며 접합 후에 접합층에Cu ,

가 관찰되지 않아 치밀한 접합을 이루고porosity

Table 2 Sintering conditions

Fig. 3 BSE(Back-Scattering image) image of sintered
friction region

Fig. 4 EDX analysis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2 EDX분석

의 접합부에 대하여Fig. 4 EDX(Energy Dispe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접sive X-Ray) . EDX

합재의 주요성분은 로 나타났으며 모재Cu, Fe C ,

와의 경계면에서는 모재의 주성분인 이 관Cu, Zn

찰되었다 모재와 접합재의 접합부에 새로운 성.

Sintering temperature 1000

Sintering time 50 min

Gas atmosphere
Reduction castle atmosphere

(N2+H2 gas)

Furnace Continuous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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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분포하지 않았다 즉 모재와 접합재의 경계. ,

면에서 새로운 접합층의 생성에 의한 접합이 아

닌 소재의 확산으로 인한 확산접합이 이루어, Cu

진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 분석결과 동합금계Fig. 4 EDX Mapping

주요성분인 및 이 균일하게 분포되어있Cu, Ni Zn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재와 접합재 사이의 접합.

층에 기공 이 관찰되지 않아 접합에 치밀(porosity)

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는 의 분포를 나타내며Fig. 5 (a) Fe , (b), (c), (d)

에서 및 이 고르게 관찰 흰색 점 되었Cu, Zn Ni ( )

다 특히 에서 접합재와 모재에 가 치밀하. , (b) Cu

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보아서 의 확산접합, Cu

에 의하여 접합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단강도 평가4.

접합특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

로서 소결마찰재와 모재 사이의 접합면에 대한,

전단강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은 전단강도. Fig. 6

시험법과 시편 개략도이다 시편은 를 직. SCM415

경 길이 로 기계가공하여 제작하였고10mm, 25 ,㎜

소결마찰재는 직경 길이 로 제작하였다10mm, 7 .㎜

반복적인 실험에도 시험지그 변형이 없어(jig)sms

야하기 때문에 공구강을 열처리하여 와Fig. 6(c)

같은 지그를 사용하였다.

접합조건은 와 같이 환원성 분위기Table 2 ,

에서 모재와 소결마찰재를 접합온도(N2+H2 gas)

(a) Fe (b) Cu

(c) Ni (d) Zn

Fig. 5 EDX mapping

유지시간 로 접합하였다1000 , 50min .℃

참고문헌 로부터 선진제품인 독일 회르비거사(7)

싱크로나이저 링의 전단강도인 을 기준으로1N/㎟

평가하였다.
(7)

본 논문에서는 접합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초음파 탐상에 의하여 접합률 로40%, 60%, 80%

확인된 시편을 만들어 전단강도를 평가하였다.

접합률은 모재 에 대한 초음파 반사 신호(steel)

와 비교하여 접합된 시편의 반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순수 재의 초음파 반사신호를. , steel

기준으로 하여 시편의 신호에서 재의 신호를, steel

검출하고 기준량과 비교하여 접합률을 정하였다, .

시험 후 전단된 시편을 관찰하여 모재부가 전

단에 포함되었을 경우 이 시편에 대해서는 전단,

강도 계산에서 제외시켰다.

전단강도 시험 후 전단된 시편은 과 같이Fig. 7

P

Bonding
area

Base
Material

Sintered
Friction Material

P

(a) Schematic of shear strength test

Sintered
Friction Material

Base
Material(Steel)10

25 7 (mm)

(b) Dimensions of specimen

(c) Jig

Fig. 6 Specimen and Jig for shear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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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hotographs of sheared specimens after shear
strength test

Fig. 8 Shear strength to bonding state

철합금 모재부가 전단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시험결과 과 같이 접합률. Fig. 8 40%,

에 대하여 전단강도는 각각60%, 80% 2N/ , 6N/㎟

으로 측정되었다 접합률 의 경우, 13N/ . 40%㎟ ㎟

에도 전단강도가 로 우수한 접합성능을 확, 2N/㎟

인하였다.

결 론4.

자동차 트랜스미션의 싱크로나이저링용 동합금

계 소결마찰재료의 접합특성과 마찰특성을 평가

하였다 철합금 모재의 표면에 동합금계 마찰재.

를 소결접합시킴으로서 마찰 토크가 향상되고 내

마모성이 개선된 소결마찰재 접합부품개발에 대

한 연구이다 소결마찰부품의 접합공정 비파괴검. ,

사를 수행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성분비(1) Cu 70~75wt.%, Fe 2.0~7.0wt.%, Sn

의 싱크로나이저 링3~7wt.% 동합금계 마찰재를

개발하였다.

(2) 철합금 모재 와 동합금계 마찰재의(SCM415)

최적접합조건은 환원성분위기 에서, (N2+H2 gas) ,

접합온도 유지시간 이다1000 , 50min .

싱크로나이저 링의 접합부를(3) BSE, EDX

방법으로 관찰한 결과 접합층에 기공 이(porosity)

관찰되지 않아 접합이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며,

동합금계 마찰재의 주요성분인 가 고르게Cu, Fe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단강도는 접합률 에 대하(4) 40%, 60%, 80%

여 각각 으로서 우수한 접2N/ , 6N/ , 13N/ ,㎟ ㎟ ㎟

합강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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