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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철은 산업현장에서 중장비나 철도차량 등과 

같은 다양한 기계장치의 주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주철 재료의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은 

기계 장치의 성능, 내구성 및 수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특히, 휠/레일 시

스템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운전 성능은 휠과 레

일간의 접촉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 된다. 철도와 

같은 대형 수송차량에 있어서 휠/레일의 마찰/마

모 특성은 주행 성능을 좌우하고 제동성능, 슬립

과 같은 주행 안정성 및 차량의 수명에 큰 영향을 

Key Words: Alumina Particle(알루미나 입자), Cast Iron(주철), Friction(마찰), High Temperature Tribotester(고온 

트라이보테스터), Wear(마모), Wheel/Rail(휠/레일)  

 

초록: 주철은 산업현장에서 중장비나 철도차량 등과 같은 다양한 기계장치의 주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기계장치의 운전 성능은 접촉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래와 알루미나 입자가 주철의 마찰/마모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

한 조건에서의 미끄럼 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 입자의 크기 및 시편 온도 등을 변수로 하여 스틸 볼이 

pin 으로 장착된 pin-on-reciprocator 방식의 트라이보테스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사전자현미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onfocal microscope와 3d profiler를 이용해서 주철 시편과 스틸 볼의 마모 

표면을 관찰하고 마모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마모 특성을 파악하였다. 실험 결과 주철의 마찰/마모 

특성은 입자 주입에 의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철 시편에 가해준 온도에 따라 마찰/마

모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산업에서 주철 재료의 트라이볼로지 특성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Cast iron is widely used in fields such as the transport and heavy industries. For parts where contact damage 

is expected to occu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riction and wear characteristics of cast iron. In this study, we use 

cast iron plates as the specimens to investigate their friction and wear characteristics. We perform various experiments 

using a reciprocating type tribotester. We assess the frict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friction coefficient values 

that were obtained during the sliding tests. We observe the wear surfaces of cast iron and steel balls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onfocal microscope, and 3d profiler. We investigate the friction and wear characteristics of cast 

iron by injecting sand and alumina particles having various sizes. Furthermore, we estimate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friction and wear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btained are expected to aid in the understanding of the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of cast iron i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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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친다. 에너지 손실적인 측면에서 휠/레일간의 

마찰력은 낮은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나

치게 낮은 마찰력은 철도차량 시동 시 차량 견인

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휠/레일 간 슬립을 일으

켜 휠과 레일 표면에 큰 손상을 일으킨다. 또한 

주행 중 휠/레일 접촉면에 낙엽 등과 같은 오염물

질이 파고들면 휠과 레일 표면에 오염층이 형성된

다. 이로 인해 마찰력이 줄어들어 곡선주행 구간

이나 제동 시 슬립이 발생하여 주행 안정성이 저

하되어 탈선과 같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마찰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휠/레일 접촉

면에 경질의 입자를 뿌려 마찰력을 향상시키는 방

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5) 하지

만 과거에는 모래와 같이 제한적인 재질의 입자와 

물이나 낙엽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접촉 조건 등

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6~8) 이와 같이, 

휠/레일 소재인 주철 재료의 마찰/마모 현상에 대

한 근본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입자

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경도가 높은 재

질이 마찰력 향상에 좋으며 특히 세라믹 계열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9) 이에 따라 최근 연

구들은 세라믹 입자를 이용해 작동 조건에 따른 

마찰 특성 최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10) 실제 

철도 차량의 마찰력 개선을 위해 접촉면에 주입해

주는 입자의 크기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 2 mm 정

도이고 프랑스는 0.1 ~0.6 mm를 표준 크기로 지정

하고 있다.(2) 이를 통해 실제 철도차량의 휠/레일 

접촉면 크기 대 입자 크기의 비를 기준으로 실험

에 사용할 입자의 크기를 선정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대표적인 세라믹 재료인 알루미나 입자

를 사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입자와 온도 조건에 

따른 주철 재료의 마찰/마모 특성에 대해 고찰하

였다. 

2. 실험 방법 및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는 주철 재료의 마찰/마모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Fig. 1 과 같이 왕복운동 방식의 

tribotester 를 설치하였다.(11) 시편을 왕복운동 시킬 

때 미끄럼 속도와 거리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하

여 리니어 액추에이터 기반의 정밀 스테이지를 이

용하였다. 상대 팁으로는 직경 5 mm 의 스틸 볼

을 사용하였고, 팁 장착 부분에 로드셀을 설치하

여 마찰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팁 장착부 상단에 

무게추를 올려 dead-weight 방식으로 일정한 하중

을 지속적으로 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지름 

50 mm인 주철 재료를 10 mm 두께로 일정하게 잘

라 실험 시편을 준비하였다. 또한, 주철 시편의 

표면을 연마하여 일정한 표면 거칠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실험에 앞서 micro-hardness tester 를 이용

하여 주철 시편과 스틸 볼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주철과 스틸 볼 재질의 물성치와 

측정한 경도 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12,13) 또한,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과 confocal microscope 를 이용하여 실험 전후의 

시편 표면에 형성된 마모 트랙과 팁의 마모 표면

을 관찰하고 시편과 팁의 마모량을 정량적으로 측

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3d profiler 를 이용하여 

마모 트랙 표면의 거칠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cast iron and steel ball 

 
Elastic modulus 

(GPa) 

Poisson’s 

ratio 

Hardness 

(Hv) 

Cast iron 160 0.3 248 

Steel ball 210 0.29 515 

 
 

 
(a) 

 

(b) 

Fig. 1 (a) Schematic design and (b) real image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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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제 휠/레일의 크기와 재료의 물성 및 

접촉 하중을 고려하여 Hertzian contact theory를 통

해 접촉면의 반지름은 대략 5 mm, 접촉압력은 약 

1.1GPa 로 계산된다.(14) 이와 같이, 본 실험에서 

사용한 주철 시편과 스틸 볼 간의 접촉면 반지름

과 접촉압력은 500 gf 의 하중을 가할 때, 각각

0.05 mm 와 1,140 MPa 로 계산된다. 실제 철도의 

휠/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접촉압력과 유사한 값

을 유지하면서 접촉면의 반지름은 약 100 분의 1

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사용할 입자의 크기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에서 정한 표준 크기보다 더 크거나 작은 

입자에 대한 영향을 비교해 보기 위해 0.05, 1, 20, 

50 µm 등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을 사용하였다. 또

한, Table 2 와 같이 다양한 입자분포를 가지는 모

래 입자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주

철 시편과 스틸 볼 사이의 마찰/마모 특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시

편에 가해주는 온도만 변화를 주며 실험을 진행하

였다. 철도차량과 같은 대형 수송 기계에서 제동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자를 주입하기도 하는데, 

이때, 디스크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 장치에서 마

찰에 의해 높은 열이 발생한다. 즉, 제동 조건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최소 수십에서 최대 수백 ℃까

지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5,16) 이처럼 주

철 재료의 입자에 따른 마찰/마모 특성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상온(25 ℃) 뿐만 

아니라 150 ℃와 250 ℃로 시편을 가열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실험장치는 Fig. 2 와 같이 고온 

트라이보테스터를 이용하였다. 단열 챔버 내에 주

철 시편을 고정시키고 시편 표면의 온도를 150 ℃

와 250 ℃로 증가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입

자에 대한 실험은 하중을 가하기 전에 시편 위에 

일정한 양의 입자들을 주입한 후 팁을 접촉시켰다. 

모든 조건들에 대해 미끄럼 거리 5 mm, 미끄럼 

속도 5 mm/s, 왕복 횟수 400 회로 실험을 진행하

였다.  

 

Table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and 

Particle 

size(µm) 

Below 

1 
1~20 20~50 50~100 

Above 

100 

% ratio 10 31 21 33 5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상온에서의 주철 시편과 스

틸 볼간의 마찰/마모 특성을 파악하였다. 여러 크

기의 입자가 섞인 모래를 주입한 경우와 일정한 

크기의 알루미나 입자를 입자 크기별로 주입한 경

우에 대한 마찰/마모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3과 

같이 모래 입자와 알루미나 입자 크기별 마찰 계

수의 평균값과 미끄럼 횟수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

화를 비교하였다. 알루미나 입자와 모래를 주입한 

경우 모두 주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마찰 계수

가 높았으며 알루미나 입자를 주입한 경우가 모래

를 주입한 경우보다 마찰 계수가 높았다. 입자를 

주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 cycles 동안 마찰 계수

가 0.1 에서 0.25 까지 계속 증가하다 그 후 일정한 

구간을 유지하는데 반해, 알루미나 입자 주입 시

에는 미끄럼 운동 초기에 0.3 이상으로 마찰 계수

가 높게 측정되고 그 값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50 µm 입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마찰 계수

가 높게 시작되지만 미끄럼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에 반

해 모래 입자를 주입한 경우에는 미끄럼 반복 횟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 계수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크기의 모래 입자들이 혼합되어 있

어 미끄럼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

의 모래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접촉하기 때문인 것

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20 µm 크기의 알루미

나 입자를 주입한 경우의 마찰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High temperature tribo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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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Average COF and (b) COF history according to 
the various sizes of particles and sliding cycles 

 

다음으로 SEM 과 confocal microscope 를 이용하

여 주철 시편과 스틸 볼 표면에 발생한 마모의 정

도를 파악하였다. 마모는 기계장치의 성능과 수명

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이다. 마찰 개선을 위

해 입자를 사용하면 마모 양상은 크게 변하여 장

치의 성능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접촉면에 입자를 주입하면 마모로 인해 접촉면적

과 접촉압력이 급격하게 변하고, 이러한 변화는 

마모의 경향을 바꾼다. 따라서, 주입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주철 시철의 마모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마모 트랙의 표면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SEM 을 이용해 마모 트랙

의 폭 변화와 표면 상태를 관찰하였다. Fig. 4 와 

같이 마모 트랙의 경우 입자를 주입한 경우 마모 

트랙의 폭이 주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좁아졌으며,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

낸다. Confocal microscope로 마모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Fig. 5와 같이 입자를 주입한 경우의 

마모량이 주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작고 입자가 큰 

경우(20, 50 µm)의 마모량이 작은 입자의 경우(0.05, 

1 µm)보다 작다. 전체적으로 마찰 계수가 가장 높

았던 20 µm 의 입자를 주입한 경우의 마모량이  

 
(a) Bare condition 

 
(b) 0.05 µm 

 
(c) 1 µm 

 
(d) 20 µm 

 
(e) 50 µm 

Fig. 4 SEM images of wear track with respect to the size 
of alumina particle 

 

가장 작다. 또한, 마모 트랙의 표면은 작은 입자

를 주입한 경우 입자를 주입하지 않는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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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 표면을 형성하고, 큰 입자(20, 50 µm)의 경

우 마모 트랙이 거친 표면을 형성하였다. 

Fig. 6 과 같이 3d profiler 를 통해 마모 트랙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여 입자 크기에 따른 표면 

거칠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입하는 입

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작은 입자를 주입한 경우의 표면 거

칠기는 주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작아졌다. 이것은 

작은 입자가 미세하게 분쇄되어 주철 시편과 스틸 

볼 사이의 접촉면에서 지속적으로 연마작용을 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큰 입자의 경

우에는 입자가 분쇄되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입자

들이 표면에 파고들거나 긁어서 거친 표면을 형성

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Fig. 7 과 같이 스틸 볼의 경우에는 입자를 주입

한 경우의 마모 정도가 입자를 주입하지 않은 경

우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Fig. 8과 같이 정량적

인 마모량을 측정한 결과, 작은 입자를 주입한 경 

우보다 큰 입자를 주입한 경우의 마모량이 더 큰 
 

 
Fig. 5 Average wear volume of cast iron specimen 

 

 

Fig. 6 3d profile images and surface roughness of wear 
track according to the particle size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 µm 의 알루

미나 입자를 주입한 경우 스틸 볼의 마모량이 가

장 컸으며, 주철 시편의 마모 경향과 완전히 대조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주철 시편

과 스틸 볼의 경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마모 메커니즘을 고려

해 보면, 큰 입자의 경우에는 주철 시편과 스틸 

볼 사이에서 분쇄된 입자가 상대적으로 무른 재질

인 주철 시편 표면에 박히면서 샌딩 페이퍼와 같

은 작용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철 시편 

표면에 박힌 알루미나 입자가 상대면 스틸 볼 표 

면을 지속적으로 마모시킨 반면, 스틸 볼로부터 

ᅚ 

 
(a) Bare condition 

 
(b) 0.05 µm             (c) 1 µm 

 
(d) 20 µm              (e) 50 µm 

 

Fig. 7 Confocal microscope images of ball wear with 
respect to the size of alumina particles 

 
Fig. 8 Average wear volume of steel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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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 시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틸 볼이 마모됨에 따라 접촉면적이 증가하여 

마모트랙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작은 입자는 입자의 크기가 시편의 표면 거칠기보다 

작기 때문에 시편 표면의 결이나 굴곡 속에서 three-

body abrasion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17,18) 주철 시

편과 스틸 볼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입자들이 연삭 

작용을 하며 주철 시편의 표면을 깊게 파고 들어 큰 

입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마모의 폭은 적지만 전

체 마모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주철 시편을 150 ℃와 250 ℃로 가열시킨 후 진

행한 실험의 결과, 주철 시편과 스틸 볼 사이의 

마찰/마모 특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Fig. 9와 같이 입자를 주입하지 않은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 계수가 증가하였다. 

입자를 주입한 경우에는 모든 입자 크기에 대해 

250 ℃에서의 마찰 계수가 150 ℃보다 높았다. 

Fig. 10 과 같이 온도 변화에 따른 알루미나 입

자 크기별 마모 트랙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150 ℃와 250 ℃ 두 온도 조건 모두에서 작은 입

자 주입 시 마모트랙의 폭은 주입하지 않은 경우

보다 다소 좁고 큰 입자 주입 시에는 넓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온 조건에서의 마모 메커니

즘이 상온에서와 비슷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은 입자 주입 시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

모 트랙 폭이 좁아졌지만 큰 입자의 경우에는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주철 시편의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표면의 경도가 작아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9,20)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약해진 표면

을 작은 입자들이 지속적으로 파고들어 깊게 패인 

마모 트랙을 유발시켰다. 따라서 마모 트랙의 폭

은 좁아졌지만 전체 마모량은 크게 측정되었다. 

반면, 큰 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

들이 주철 시편 표면에 박히게 되어 상대면 스틸 볼 
 

 
Fig. 9 Average COF with respect to temperature change 

을 마모시켜 접촉 면적이 커지면서 마모 트랙의 폭

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과 같이 주철 시

편의 마모량은 전체적으로 상온(25 ℃)보다 고온으

로 가열하였을 때 크게 증가하였으며, 입자를 주입

한 경우에는 입자크기에 관계없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모량이 증가하였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철 시편의 경도가 감소하여 입자들의 연삭 효과가 

커진 것이 마모량 증가의 원인이라고 사료된다.(19,20) 
 

 
(a) Bare condition 

 
(b) 0.05 µm 

 
(c) 1 µm 

 
(d) 20 µm 

 
(e) 50 µm 

 

Fig. 10 SEM images of wear tracks with respect to the 
size of alumina particles and temperat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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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Wear volume with respect to temperature change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 하에서의 실험을 통

해 주철 시편의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을 고찰하였

다. 실험 결과를 통해 마찰 계수와 마모량은 주입

해준 알루미나 입자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양상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철 시편의 온도를 증가

시킨 경우 상온 실험에서 얻은 마찰 계수 및 마모

량과 현저하게 다른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이 주철

의 마찰/마모 특성은 접촉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1) 주철 시편과 스틸 볼 사이의 미끄럼 운동에서 

입자 주입에 따라 평균 마찰 계수는 약 0.2~0.5 정도

를 나타내고, 입자를 주입한 경우의 마찰 계수가 주

입 전보다 최대 약 2배 증가하였다. 

(2) 20 µm 입자를 주입한 경우 마찰 계수가 가

장 높으며 마모량이 가장 작았다. 

(3) 주철 시편의 마모량은 입자 주입에 따라 감

소한 반면, 스틸 볼의 마모량은 대조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4) 상온보다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입자를 주

입한 경우 모든 입자 크기에 대해 250 ℃에서의 

마찰 계수가 150 ℃보다 높았다. 

(5) 온도가 증가할 경우 입자의 유무에 관계없

이 상온보다 마모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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