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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Γ   : 하드페이싱부의 두께 

Γp   : 돌출부의 두께 

Γp   : 삽입부의 두께 

h   : 자연대류계수 

Q   : 열유량 

Qmax  : 최대 열유량 

ta   : 열유량 부가시간 

tc   : 비정상 열전달해석 시간 

t   : 시간 

T   : 온도 

Tmax,i  : 각 계산시간에서의 최대 온도 

Tmax,20  : 계산시간 20초에서의 최대 온도 

ρ   : 밀도 

k   : 열전도도 

Cp   : 비열 

Key Words: Hardfacing Material(하드페이싱 재료), Hardfacing Thickness(하드페이싱 두께), Hot-working Tool 

Steel(열간금형강), Temperature Distribution(온도분포), Stress-Strain Distribution (응력-변형률분포) 

초록: 이 연구에서는 STD61 열간금형강 상부에 생성되는 하드페이싱층에 적합한 하드페이싱 재료와 두

께를 3차원 비정상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을 통하여 예측하고자 한다. Stellite6, Stellite21 과 19-9DL 초합

금을 하드페이싱 재료로 적용하였다. 하드페이싱 재료와 두께가 하드페이싱된 시편 내부 온도, 열응력 

및 변형률 분포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큰 열전도도를 가지는 재료로 

얇은 하드페이싱 층을 생성하는 것이 열전달 특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tellite21 초합금으로 2 mm 두께의 하드페이싱부를 STD61 열간 금형강 상부에 생성할 경우, 하드페이싱

부와 기저부의 경계부에서 유효응력 및 주변형률 편차가 최소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STD61 열간금형강에 적합한 하드페이싱 재료와 두께를 예측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proper hardfacing material and thickness of STD61 hot-working tool 

steel through three-dimensional heat transfer and thermal stress analyses. Stellite6, Stellite21 and 19-9DL superalloys 

are chosen as alternative hardfacing materials. The influence of hardfacing materials and thicknesses on temperature, 

thermal stress and thermal strain distributions of the hardfaced part are investigated using the results of the analyses. 

From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t has been noted that a hardfacing material with a high conductivity and a thinner 

hardfaced layer are desired to create an effective hardfacing layer in terms of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deviation of effective stress and principal strain in the vicinity of the joined region are 

minimized when the Stellite21 harfaced layer with the thickness of 2 mm is created on the STD61. Based on the above 

results, a proper hardfacing material and thickness for STD61 tool steel have been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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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탄성 계수 

α   : 열팽창 계수 

σe   : 계산시간 20초에서의 유효응력 

∆σe  : 계산시간 20초에서의 기저부와 하드 

        페이싱부의 유효응력차 

εm   : 계산시간 20초에서의 주변형률 

∆ε m  : 계산시간 20초에서의 기저부와 하드 

        페이싱부의 주변형률차 

 

1. 서 론 

열간 성형(Hot-working) 금형에서는 성형공정 중 

성형재료에서 금형으로 전달되는 열에 의하여 

국부적인 금형의 열연화(Thermal Softening) 현상이 

발생한다.
(1)
 이 현상은 금형 표면의 경도 감소에 의한 

금형 국부 마모를 발생시킨다.
(2)
 열간 성형 금형의 

국부 마모는 열간 성형 금형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3)
 열간 성형 금형의 열연화 현상에 

의한 금형면 마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써 하드페이싱(Hardfacing) 공정이 제시되고 

있다.
(2~4)

 

하드페이싱은 고밀도 열원을 이용하여 기저부 

재료의 표면에 융점이 높으며 고온 물성이 우수한 

초합금 재료를 일정두께 이상 적층하여, 기저부 

재료의 윤활/마모/마찰 특성을 향상시키는 공정이다.
(2,5)
 

최근 하드페이싱 기술의 기반 기술인 레이저 

클레딩(Laser cladding), 레이저 합금(Laser alloying) 및 

레이저 화학 증착(Laser 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 

등 레이저 활용 재료 표면 특성 향상 기술들이 

발전됨에 따라 하드페이싱 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6,7)
 특히, 3 차원 금속제품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레이저 기반 직접식 금속 

쾌속툴링공정(Laser assisted direct metal rapid tooling 

process)이 개발된 후, 금형의 수명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하드페이싱 적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5,9)
 

특정 금속위에 초합금을 하드페이싱 하기 위해서는 

기저 금속에 따른 적절한 초합금 종류와 초합금 적층 

두께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저 

금속에 따른 하드페이싱용 초합금 재료 및 적층 두께 

선정은 마모시험을 통하여 수행된다.
(10,11)

 Ming 등은 

니켈 계열 초합금인 Colmonoy 6, Colmonoy88 및 AI-

1236 을 기저재료 AISI1020 위에 하드페이싱한 

시편을 제작하여, Block-on-ring 마모시험을 수행하여 

적합한 하드페이싱 초합금을 선정하였다.
(12)
 Persson 

등은 316L 스테인리스강 위에 NOREM02 와 Stellite21 

초합금을 하드페이싱한 시편들을 이용하여 마찰/마모 

시험을 수행하여 적절한 하드페이싱 재료를 

선정하였다.
(13)
 Mingxi 등은 레이저 클레딩 공정으로 

HMSP2537 금속위에 니켈계열 초합금을 두께별로 

적층한 시편을 제작하여, 마모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적층 두께를 도출하였다.
(14)
 

이러한 실험적 연구와 달리 해석적 기법을 

이용하여 하드페이싱 두께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Wu 등은 SF50A 탄소강 위에 Stellite6 

초합금을 PTAW(Plasma Transferred Arc Welding) 

공정으로 하드페이싱 하였을 때, 시편의 잔류응력 

분포를 유한요소법으로 계산하였다.
(15)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기저부 재료두께와 공정변수가 

하드페이싱된 시편의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15) 

Bhanu Kiran 등은 연강(Mild steel) 위에 

Cobalarc-9 재료를 SMAW(Shielded Metal Arc Welding) 

공정으로 하드페이싱 하였을 때, 기저부와 

하드페이싱층 두께들이 시편의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기저부와 하드페이싱 

두께들을 도출하였다.
(16)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열전달/열응력 해석을 통하여 

Stellite6, Stellite21 과 19-9 DL 초합금들을 열간 

금형강인 STD61에 하드페이싱하여 시편을 제작된 후, 

열간 성형 공정중 시편에 열이 부가되었을 때 

하드페이싱 재료와 두께에 따른 시편 내부 온도 및 

열응력/열변형률 분포들의 변화를 분석/고찰하였다. 

이 고찰 결과를 이용하여 STD61 열간 금형강에 

적합한 하드페이싱 재료와 두께를 예측하였다. 

2. 3차원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 

3 차원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을 위한 기본 모

델은 Fig. 1과 같다. STD 61 구성된 기저부의 크기

는 100 mm (길이) × 100 mm (폭) × 50 mm (높이) 로 

설정하였다. 하드페이싱부는 기저부 최상면으로부

터 1 mm 돌출 되도록 하였다. 돌출부의 크기는 

30 mm (길이) × 30 mm (폭) × 1 mm (두께)이다. 하드

페이싱부 두께가 증가될 경우 Fig. 1(b)와 같이 기

저부 최상면으로부터 돌출부 두께를 제외한 하드

페이싱 두께 만큼 기저부 방향으로 하드페이싱 영

역이 침투하도록 해석 모델을 설정하였다. 이 연

구에 적용된 침투부 깊이 (Γi)와 하드페이싱부 전

체 두께 (Γ)의 범위는 Table 1과 같다.  

ABAQUS V6.11 Coupled temp-displacement 모듈을 

이용하여 3 차원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

였다. 하드페이싱된 모델의 열전달 특성 분석을 

위한 비정상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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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Heat flux model)에서 열이력(Thermal history) 

은 Fig. 1(c)와 같이 사전 연구에서 적용된 열이력 

모델을 사용하였다.
(17)
 열유량 모델의 최대 열유량

(Maximum heat flux : Qmax), 열유량 적용시간 (ta) 및 

열전달 해석 시간 (tc)는 Table 1 과 같다. 비정상 

열전달 해석 모델의 상면부와 측면부들은 Fig. 1(a)

와 같이 각각 단열 조건과 자유 대류 조건으로 가

정하였다. 자연 대류계수 (h)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ickness of the hardface region and conditions 
of 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 

Γ 

(mm) 

Γi 

(mm) 

Γp 

(mm) 

Qmax 

(kW/m
2
) 

ta 

(sec) 

tc 

(sec) 

h 

(W/m
2
)

1 0 

1 4,000 20 30 5 2 1 

3 2 

 

 

 

 
(a) Analysis model 

 

 
 

(b) Hardfaced region 
 

 
 

(c) Thermal history 
 

Fig. 1 Model of transient heat transfer and thermal stress 
analyses 

비정상 열전달 해석 결과 도출된 각 시간별 온도

분포를 이용하여, 각 시간별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

였다. 열응력 해석에서는 기저부의 측면들과 바닥부

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시간별 열

응력 해석결과 얻어진 유효 열응력 및 주변형률 분

포중 최대값들을 나타내는 시간에 대한 유효 열응력 

및 주변형률 분포를 도출하였다. 이 데이터를 이용

하여 하드페이싱 재료와 하드페이싱 두께에 따른 유

효 열응력 분포, 최대 주변형률 분포 특성을 고찰하

였다. 또한 하드페이싱부와 기저부의 유효 응력 편

차 및 최대 주변형률 편차를 분석하였다. 비정상 열

전달 해석 및 열응력 해석에서 기저부와 하드페이싱

부는 육면체 요소 (Hexahedral solid element) 들로 표

현하였다. 하드페이싱부와 수직으로 하드페이싱부와 

연결된 기저부는 중심부로 갈수록 조밀해지는 형태

의 유한요소격자(Biased mesh)를 생성하였다. 이때 격

자생성률 (Bias ratio)는 2 로 적용하였다. 그 외의 영

역은 균일한 간격을 가지는 유한요소격자를 생성하

였다. 육면체 요소의 최대 체적과 최소 체적은 각각 

0.5 mm
3 과 45.9 mm

3 이다. 각 하드페이싱부 두께별 

하드페이싱부와 기저부의 유한요소 격자수와 절점수

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Number of elements and nodes for FE model 

Γ  

(mm) 

Hardfaced region Base region 

Element 

(EA) 

Node 

(EA) 

Element 

(EA) 

Node 

(EA) 

1 1,176 1,851 49,532 51,493 

2 2,352 3,085 48,356 50,259 

3 3,528 4,319 47,180 49,025 

 

Table 3 Thermal properties of STD61 and hardfacing 
materials

(18~23,25~27)
 

Material 
ρ 

(kg/m
3
) 

T 

(
o
C) 

Cp 

(J/kg
o
C) 

T 

(
o
C) 

k 

(W/m
o
C) 

STD61 7,760 

20 460 20 25.0 

499 548 350 28.4 

593 590 605 28.7 

Stellite6 8,200 20 423 

20 14.5 

300 16.0 

600 20.5 

Stellite21 8,330 20 423 

20 17.0 

300 18.8 

600 24.2 

19-9 DL 7,900 20 420 

20 13.5 

215 18.5 

35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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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astic modulus and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of STD 61 and hardfacing materials

(18,20,24,26)
 

Material T (
o
C) E (GPa) T (

o
C) α (10

-6
/K) 

STD61 

20 215 100 10.4 

499 176 425 12.2 

593 165 650 13.1 

Stellite6 20 237 

100 13.9 

400 14.1 

700 15.8 

Stellite21 20 248 

427 14.3 

649 15.1 

816 15.6 

19-9 DL 
20 203 

93 15.3 

205 16.3 

650 152 815 18.0 
 

 

하드페이싱부에 적용된 재료는 크롬계 초함금 

재료인 Stellite6 와 Stellite21 및 철계 초합금 재료

인 19-9 DL을 선택하였다. 기저부 재료 STD 61과 

하드페이싱부 재료인 Stellite6, Stellite21 및 19-9 DL 

의 밀도 (ρ), 열전도도 (k) 및 비열 (Cp)는 Table 3 

과 같다. 기저부 재료와 하드페이싱 재료들의 탄

성계수 (E) 및 열팽창계수 (α)는 Table 4와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온도 분포 특성 

3 차원 비정상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Fig. 2 

및 3 과 같은 각 시간대의 해석모델 내부 온도분

포를 산출하였다.  

해석 결과로부터 각 시간대에서 최대 온도가 발

생하는 위치는 Fig. 2 와 같이 하드페이싱 재료에 

관계없이 해석 모델의 최상면 정 중앙부임을 알 

수 있었다.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분석 결과 Fig. 

2 및 3과 같이 열유량이 최대로 부가되는 20초에

서 해석 모델 내부에 최대 온도 분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이용한 열전달 특성 

분석과 열응력 해석을 위한 온도 데이터로는 최대 

온도 분포가 나타나는 해석시간 20 초 때의 해석 

모델의 내부 온도 분포를 선정하였다. 

Fig. 4 와 5 는 최대 열유량이 부가되는 20 초에

서의 하드페이싱 재료와 하드페이싱 재료의 두께

에 따른 해석 모델 내부 온도 분포이다.  

Fig. 4 와 5 에서 하드페이싱 재료중 열전도도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Stellite21 를 STD61 열간 금

형강 상면에 하드페이싱 하였을 때, 해석모델에 

 
 

(a) Stellite6 hardfaced part 
 

 
 

(b) Stellite21 hardfaced part 
 

 
 

(c) 19-9DL hardfaced part 
 

Fig. 2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the specimen for 
different times (Γ = 2 mm) 

 

 
 
Fig. 3 Variation of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specimen according to time 

 

가장 낮은 온도 분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드페이싱부 두께가 증가할수록 해석 모델 

내부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현

상은 전체 해석 모델 체적에서 STD61 열간 금형

강 재료 보다 열전도도가 작은 값을 가지는 하드

페이싱 재료의 체적이 증가하여, 기저부로 전달되

는 열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대류에 의하여 소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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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량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

들로부터 온도 측면에서 하드페이싱 재료를 선택

할 경우 큰 열전도도 값을 가지는 재료를 선정하

여야 하며, 하드페이싱부의 두께는 얇게 생성하여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 의 각 하드페이싱부 두께에 따른 해석모

델의 깊이 방향으로의 온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하드페이싱부와 기저부의 경계에서도 온도는 연속

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하드페

이싱부와 기저부의 경계에서 깊이 방향의 온도변

화 기울기가 변화하며, 기저부보다 하드페이싱부

에서 깊이 방향의 온도변화 기울기가 큰 값을 나

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하드페이싱

부와 기저부의 경계에서 열응력과 열변형률의 단

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3.2 유효 응력 분포 특성 

비정상 열전달 해석 결과 최대 온도분포가 나타

나는 해석시간 20 초에서 대한 해석모델의 내부온

도분포를 이용하여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 과 7은 열응력 해석 결과 도출된 하드페이싱 재 

 

 
 

(a) Stellite6 hardfaced part 
 

 
 

(b) Stellite21 hardfaced part 
 

 
 

(c) 19-9DL hardfaced part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specimen for 
different materials and thicknesses of the 
hardfaced region (t = 20 seconds) 

료와 두께에 따른 해석모델 내부 유효 열응력 분포

이다.  

Fig. 6 과 7 에서 하드페이싱 재료가 Stellite 6 일 

경우에 해석 모델에 가장 큰 유효열응력이 발생함

을 알 수 있었다. Stellite6과 Stellite21 초합금을 하

드페이싱 재료로 선택할 경우, 19-9 DL 초합금 재

료를 하드페이싱 재료로 선택한 경우 보다 하드페

이싱부에  발생하는  최대  유효  열응력이  각각 

 

 
(a) Stellite6 hardfaced part 

 

 
(b) Stellite21 hardfaced part 

 

 
(c) 19-9DL hardfaced part 

 

Fig. 5 Influence of the thickness of the hardfaced region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thickness 
direction (t = 2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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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ellite6 hardfaced part 
 

 
 

(b) Stellite21 hardfaced part 
 

 
 

(c) 19-9DL hardfaced part 
 

Fig. 6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 in the specimen for 
different materials and thicknesses of the 
hardfaced region (t = 20 seconds) 

 

42.3-57.8 %와 12.2-22.3 %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tellite6와 Stellite21 초합금을 하드페이

싱 재료로 선정한 경우, 하드페이싱부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해석 모델 내부 유효 열응력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드페이싱부의 두께가 증

가할수록 Stellite6 와 Stellite21 재료로 하드페이싱

된 해석 모델들과 19-9 DL 로 하드페이싱된 해석 

모델의 최대 유효 응력의 차가 증가하였다. 그러

나, 19-9 DL 을 하드페이싱 재료로 적용한 경우에

는 하드페이싱부의 두께가 증가하여도 해석 모델 

내부 유효 응력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Fig. 7 과 같은 해석모델의 깊이 방향 유효 응력 

변화를 고찰한 결과 하드페이싱부와 기저부의 경

계에서 유효 응력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드페이싱 재료 및 두께에 따른 

경계부의 유효 응력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8의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Fig. 8과 같이 유효 

응력차 변화를 분석한 결과 Stellite6 를 하드페이

싱 재료로 적용한 경우, Stellite21 및 19-9 DL 을 

하드페이싱 재료로 적용한 경우보다 하드페이싱부 

 
 

(a) Stellite6 hardfaced part 
 

 
 

(b) Stellite21 hardfaced part 
 

 
 

(c) 19-9DL hardfaced part 
 

Fig. 7 Influence of thickness of the hardfaced region on 
the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 in the thickness 
direction (t=20 seconds) 

 

와 기저부의 경계부에서 큰 유효 응력차가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tellite6 와 Stellite21 을 하

드페이싱 재료로 적용한 경우에는 하드페이싱부 

두께가 1 mm 에서 2 mm 로 증가할 때 경계부 유

효 응력차가 감소하지만 하드페이싱부 두께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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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이상되면 경계부에 거의 유사한 크기의 유효 

응력차가 발생하였다. 19-9 DL 을 하드페이싱부 재

료로 적용한 경우에는 하드페이부 두께가 1 mm 

일때에는 3 가지 하드페이싱 재료중 가장 적은 경

계부 유효 응력차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하드페이

싱부 두께가 증가할수록 경계부의 유효 응력차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하드페이싱부 두께가 3 

mm 일 때 두께 3 mm 의 Stellite6 재료를 하드페

이싱부에 적용한 경우와 거의 같은 크기의 경계부 

유효 응력차를 나타내었다. Fig. 7 과 8 을 고찰한 

결과 Stellite21 초합금을 하드페이싱 재료로 적용

한 경우, 하드페이싱부 두께가 2 mm 일 때 가장 

작은 크기의 경계부 유효 응력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들로부터 19-9 DL 초합금 재료로 1 mm 

두께의 하드페이싱부를 생성 하였을 때, 가장 적

은 잔류 열응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Stellite21초합금 재료로 2 mm 두께의 하드페이

싱부를 생성 하였을 때, 하드페이싱부와 기저부의 

경계에서의 유효 응력 편차가 가장 적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열간성형 금형의 고온에서의 

반복적 온도 및 하중 조건 변화에 따른 경계부의 

분리가 하드페이싱 된 금형의 수명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STD61 금형강 상부에 2 

mm 두께로 Stellite21 초합금 재료를 적층하여 하

드페이싱부를 생성하는 것이 경계부의 피로 현상

에 의한 분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었다. 

 

3.3 주변형률 분포 특성 

Fig. 9와 10은 열응력 해석 결과 도출된 하드페 

 

 
 

Fig. 8 Influence of the material and thickness of the 
hardfaced region on the deviation of the effective 
stress in the joined region (t=20 seconds) 

이싱 재료와 두께에 따른 해석 모델 내부의 주변

형률 변화이다.  

Fig. 9 와 10 에서 19-9DL 을 하드페이싱 재료로 

적용한 경우 하드페이싱부 두께에 관계없이 3 가

지 하드페이싱부 재료 중 가장 큰 값의 주변형률 

분포를 나타내었다. Stellite6 와 19-9DL 초합금을 

하드페이싱 재료로 적용한 경우, Stellite21 를 하드

페이싱 재료로 적용한 경우보다 최대 주변형률이 

각각 16.9-21.1 % 및 18.5-21.8 % 정도 크게 예측되

었다. 경계부의 최대 주변형률은 또한 Stellite6 와 

19-9DL 초합금을 하드페이싱부 재료가 적용된 경

우, Stellite21 를 하드페이싱부 재료로 적용한 경우

보다 주변형률이 각각 10.3-12.5 % 및 22.3-27.2 % 

정도 크게 발생하였다. Stellite6와 Stellite21 재료로 

하드페이싱된 경우를 비교한 결과 하드페이싱부 

두께가 증가할수록 Stellite6 와 Stellite21 로 하드페

이싱된 해석모델에서 발생하는 최대 주변형률 차

이가 증가하였다. 또한, 19-9DL과 Stellite21 재료로 

하드페이싱된 경우를 비교한 결과 하드페이싱부 

두께가 증가할수록 19-9DL 과 Stellite21 로 하드페 

 

 
 

(a) Stellite6 hardfaced part 
 

 
 

(b) Stellite21 hardfaced part 
 

 
 

(c) 19-9DL hardfaced part 
 

Fig. 9 Principal strain distribution in the specimen for 
different materials and thicknesses of the 
hardfaced region (t = 2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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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싱된 해석모델에서 발생하는 최대 주변형률 차

이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0 을 이용하여 해석모델의 깊이 방향 주변

형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저부와 하드페이싱부

의 경계에서 두드러진 주변형률 차가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하드페이싱 재료별 하드페이싱 

두께에 따른 경계부의 주변형률 차이를 정량적으  

 

 
(a) Stellite6 hardfaced part 

 

 
(b) Stellite21 hardfaced part 

 

 
(c) 19-9DL hardfaced part 

 

Fig. 10 Influence of thickness of the hardfaced region on 
the principal strain distribution in the thickness 
direction (t=20 seconds) 

로 분석하기 위하여 Fig. 11 과 같은 그래프를 산

출하였다. Fig. 11에서 Stellite6와 19-9DL 초합금들

을 하드페이싱 하였을때, Stellite21 을 하드페이싱 

한 경우보다 경계부 주변형률 차가 각각 28.9-

45.9 %와 75.8-84.3 % 정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19-9DL을 하드페이싱 재료로 적용하였

을 경우 하드페이싱부와 기저부의 경계에서 가장 

큰 주 변형률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Stellite6 와 19-9DL 재료를 하드페이싱 재료로 적

용한 해석모델들에서는 하드페이싱 두께가 증가할

수록 경계부의 주변형률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Stellite21 초합금을 하드페이싱 재

료로 적용한 해석모델에서는 하드페이싱 두께가 2 

mm 일때 경계부에서의 주변형률 차이가 가장 적

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들로부터 최대 잔류 주변형률과 경계부 

주변형률 차이 측면에서 STD61 금형강에 두께 2 

mm 로 Stellite21 재료를 하드페이싱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4 하드페이싱 재료 및 두께 선정 

3.1 절에서 도출된 하드페이싱 재료에 따른 해석

모델별 열전달 측면 분석 결과에 따라 3 가지 하

드페이싱 재료의 열전도도를 비교한 결과 Table 2 

와 같이 Stellite21 초합금이 가장 큰 열전도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 적용된 하드페이

싱 재료중 Stellite21 초합금을 하드페이싱 재료로 

적용한 경우 3 가지 하드페이싱 재료중 열전달 측

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드페이

싱부와 기저부의 경계에서 반복되는 고온 및 하중

조건 변화에 의한 경계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 

 

 
 

Fig. 11 Influence of the material and thickness of the 
hardfaced region on the deviation of the principal 
strain in the joined region (t=2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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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경계부에서의 유효응력 차이 및 주변형

률 차이가 가장 적게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3.2 절과 3.3 절의 결과들을 고찰

한 결과 Stellite21 초합금 재료로 두께 2 mm 의 하

드페이싱부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위 결과들로부터 가장 적절한 하드페이싱 재료

와 두께를 각각 Stellite21과 2 mm로 선정하였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3 차원 열전달/열응력 해석을 통

한 STD61 열간금형강의 하드페이싱 재료 및 두께

를 예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비정상 열전달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하

드페이싱 재료와 두께에 따른 열전달 특성과 온도 

분포 변화를 고찰할 수 있었다. 고찰 결과로부터 

열전달과 온도 분포 측면에서 열전도도가 큰 하드

페이싱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드페이싱 두께

는 얇게 생성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3 차원 열응력해석을 통한 하드페이싱 재

료와 두께에 따른 내부 유효응력 분포 변화를 분

석 하였다. 유효응력 분포 변화 분석 결과 최대 

유효응력 측면에서는 19-9DL 재료를 1 mm 로 하

드페이싱 하는 것이 가장 적은 최대 유효응력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Stellite21 초합금 재료로 두께 

2 mm 의 하드페이싱층 생성할 때, 경계부의 유효

응력 차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섯째, 열응력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하드페이싱 

재료와 두께에 따른 내부 주 변형률 변화를 고찰

하였다. 그 결과 Stellite21 초합금 재료로 두께 2 

mm 의 하드페이싱층 생성한 경우에서 최대 주변

형률과 경계부 주변형률 차가 가장 적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위 결과들로부터 STD61 열간금형강에 하

드페이싱공정을 적용할 때, 적합한 하드페이싱 재

료과 두께의 조합이 Stellite21 초합금과 2 mm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드페이싱된 시

편의 고온마모실험을 수행하여, 하드페이싱 재료

와 두께 선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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