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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ite6 초합금으로 하드페이싱 된 표면의 고온 마모 특성 분석
A study on wear characteristics of the hardfaced surface at elerated temper-

ature by Stellite 6 super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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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레이저 클래딩을 이용한 금형의 수명향상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레이저 클래

딩은 금속 표면에 향상된 기계적, 화학적 특성의 

합금층을 생성하는 기술로 국부 기능성을 가진 

금형, 고속/균일 냉각 금형 및 이중재료로 구성된 

기능성 금형 등 특수 목적 금형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수행되고 있다.1,2 

열간 단조 금형 및 다이캐스팅 금형의 경우 금형

의 표면에 많은 열량으로 인한 열연화의 발생으로 

마모, 열 균열, 기계적 피로 및 금형의 소성 변형이 

발생하게 되어 금형의 수명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열간 단조 금형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형 표면의 마모 특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수행되고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열간 금형

에서 많이 사용되는 열처리 된 STD 61 시편을 DMT 

(Laser-aided direct metal tooling) 공정을 이용하여 

초합금 Stellite 6 금속층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하드

페이싱 표면에 대한 고온 마모 실험을 수행하여 

표면의 고온 마모 특성을 분석/고찰하였다.

 

2. 시편 제작 및 실험방법

마모 실험 시편은 크기 31 mm × 31 mm × 8 

mm 인 STD 61 열간 금형강의 상면에 초합금 Stellite 

6 를 DMT 공정을 이용하여 2.5 mm 적층을 수행하

였다. 적층 후 균일한 경면을 도출하기 위해 좌, 

우 두께를 각각 1 mm 씩 연마 가공 하였으며, 상면

은 0.5 mm 의 연마 가공을 수행하였다. 최종 마모 

시편의 크기는 30 mm × 30 mm × 10 mm 로 제작하였

다. 하드페이싱 된 표면의 마모체적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열간 단조금형에 많이 사용되는 

열처리된 STD 61 열간 금형강의 시편을 제작하였

다. 그리고 마모량은 정밀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실험 전, 후 질량을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사용된 핀의 재료는 고온에서도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유지하는 세라믹 소재인 Sialon 을 선택하여 

제작하였다.

고온 마모 실험은 Fig. 1 과 같이 Pin-on-disk 방식

으로 30분간 실험을 수행하였다. 고온 마모 실험의 

조건은 분위기 온도를 800 oC 로 설정한 후, 핀과 

시편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전기로 내부에

서 약 30분간 가열하였다. 가열된 시편은 15 kgf 

의 하중을 부여하고 200 rpm 의 속도로 30분간 

총 6000 회 회전을 수행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중 

마찰계수 및 하중은 데이터 로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Fig. 1 Set-up for pin-on-disk tests in high temperature

1011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3. 결과 및 고찰

Table 1 은 마모체적을 비교한 결과이다. 실험결

과 STD 61 보다 Stellite 6 의 마모체적은 약 65.8 

%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800 oC 온도에서는 STD 61 의 풀림현상으로 인해 

경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Stellite 6 는 800 oC 의 온도에서도 높은 경도를 

유지하여 마모체적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STD 61 및 Stellite 6 의 마찰계수는 비교적 

Stellite 6 에서 높게 발생했다. 

STD 61 의 고온 마모 실험결과 마모면의 용융에 

의한 핀과 시편사이의 고체 윤활 현상이 발생하지

만 Stellite 6 의 경우 표면의 고체 윤활현상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핀과 시편 사이의 전단작용에 

의해 마찰계수가 상승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는 시편별 마모 면 사진이다. STD 61 과 

Stellite 6 의 마모면 특성을 분석한 결과 STD 61 

의 마모 면은 Stellite 6 의 마모 면과 비교했을 때, 

줄무늬 흔적인 홈 패임 현상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 현상으로 STD 61 의 마찰부는 연삭작용과 용융

마모에 의해 마모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Stellite 6 의 마모면은 상대적으로 마모면과 핀의 

융착 부분에 의해 뜯기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현상은 Stellite 6 의 용융된 표면에 의해 핀과 시편이 

달라붙는 스틱-슬립 (stick-slip) 현상이 일어나기  

Table. 1 Result of experiments

Specimen STD 61 Stellite 6

Volume of wear (mm3) 20.10 6.87

Fig. 2 Characteristics of the worn surface (Furnace 
temperature = 800 oC)

 때문으로 사료된다.

4. 결론

DMT 공정을 이용해 초합금 Stellite 6 를 하드페

이싱 한 금형재 표면의 고온 마모 특성을  분석/고찰

하였다. 고온 마모 실험을 통해 고온 마모 특성을 

분석한 결과 800 oC 의 온도일 때 STD 61 시편의 

풀림현상에 의해 경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마모량

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Stellite 6 

가 적층된 시편은 STD 61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모

가 적게 발생하여 높은 고온 마모 저항성을 가진 

재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찰계수와 

마모면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STD 61 의 경우 

Stellite 6 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마찰계수는 

낮지만 마찰부의 용융과 연삭작용에 의한 마모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Stellite 6 는 상대적으로 스틱

-슬립 현상으로 인해 마찰계수는 높지만 적은 마모

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열처

리한 상태의 STD 61 을 사용한 열간 금형의 사용보

다 DMT 공정을 이용하여 Stellite 6 를 하드페이싱 

할 경우 금형의 수명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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