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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wear behavior of mild steel pins mated against alloyed tool steel discs in

a pin-on-disc type sliding test machine and provides specific clarification regarding the effects of disc hardness

on the wear behavior of a mating mild steel pin. The analysis confirms these effects through the observation of

differences in the wear rates of the mild steel pins at low sliding speed ranges. These differences occur even

though the hardness of the mating disc does not affect the wear characteristic curve patterns for the sliding

speeds, regardless of the wear regime. In the running-in wear regime, increasing the hardness of the mating disc

results in a decrease in the wear rates of the mild steel pins at low sliding speed ranges. However, in the steady-

state wear region, the wear rate of a pin mated against the 42DISC is greater than the wear rate of a pin mated

against the 30DISC, which has a lower hardness value. This means that the tribochemical reactivity of the mating

disc, which is based on hardness value, influences the wear behavior of mild steel at low sliding speed ranges.

In particular, oxides with higher oxygen contents, such as Fe2O3 oxides, form predominantly on the worn surface

of the 42DISC. On the contrary, the wear behavior of mild steel pins at high sliding speed ranges is nearly unaf-

fected by the hardness of the mating disc.

Keywords − hardness, alloyed tool steel, wear behavior, mild steel, tribochemical reactivity

1. 서 론

두 물체가 접촉하여 상대 운동할 때 물체에서 발생

하는 마모는 접촉양식뿐만 아니라 미끄럼거리, 접촉하

중, 미끄럼속도, 상대재의 종류, 온도, 습도 등 많은 운

동 및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마모는 아주

복잡하고 규칙화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인식되어 있다[1].

응착마모가 일어날 때, 재료경도와 마모와의 상관관

계는 일반적으로 Holm-Archard 식으로 알려져, 재료의

경도가 높을수록 마모 진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그러나 동종재료 간의 연구결과를 보면 경도

에 따른 마모특성 변화는 마모면상의 마모형태 즉 산

화물의 생성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3-8]. 그래서 미끄럼 속도에 따라서는 경도에 따른

마모가 Holm-Archard식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응착마모의 대응 설계 방책 중 기본은 동일 재

료 간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 연구의 대부분은 동종재료 간의 조합으로 수행된 것

[3-8]으로, 이종재료 간 조합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재료 종류도 많

고 경도 조합도 다양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tribosystem의

재료설계는 상이한 재료간 또는 최소한 상이한 강종간

의 조합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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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공구강을 열처리하여 경도를 세 수준으로 변화시킨

후 이들을 상대재로 일반구조용 탄소강의 미끄럼 마모

특성을 조사하였다. 시험 후는 시편과 상대재의 마모

면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마모특성에 미치는 이종 상대

재 경도의 영향을 해석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험편

본 연구에서 미끄럼마모시험용 pin 시편은 시판되

는 Φ10 mm의 일반구조용 탄소강 SM45C 환봉에서

소정의 형상(Φ6×15 mm)으로 기계 가공하였다. 이들

의 경도는 Hv 190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재

disc는 냉간금형용 공구강 STD11 환봉에서 소정의

형상(Φ80×8 mm)으로 가공한 뒤 열처리를 행하였다.

Table 1에 이들 pin과 disc 소재의 화학성분을 나타

내었다. 상대재의 소입 열처리는 650oC에서 30분간

유지한 뒤 소입온도인 1020oC까지 재승온한 상태에

서 20분간 유지하는 2단 가열방법을 취한 후 유랭하

였다. 이후 490oC, 630oC, 750oC의 3온도에서 각각 2

시간씩 tempering처리를 행하여, 경도가 각각 약 HRC

56, 42, 30인 세 종류의 상대재 disc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세 경도의 상대재 disc를 각각

56DISC, 42DISC, 30DISC로 칭하고 이들을 상대로

시험한 pin시편을 각각 ON56, ON42, ON30으로

칭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끄럼마모시험은 pin-on-disc형 미끄럼

마찰마모시험기[10]를 이용하였다. 시험 전 pin 시편과

상대재 disc의 접촉면은 동일하게 600# abrasive

paper로 연마하여 거칠기를 조정하였다. 시험은 5.6N

단일하중에서 미끄럼속도를 0.25 m/s에서 5 m/s 간에

8조건으로 변화시켰다. 모든 시험은 실온의 대기 중 무

윤활 상태에서 총 마찰거리를 6 km로 하여 행하였다.

그리고 마모량 산출은 소정의 미끄럼거리마다 시험을

중단한 후 중량감소로 계산하였으며 동일 조건에서

2~3번의 시험을 하여 재현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상대재 경도에 따른 미끄럼마모 특성 변화

Fig. 1은 상대재 경도 별로 여러 속도에서 미끄럼거

Fig. 1. Wear characteristics as a function of sliding distance

at various sliding speeds according to hardness levels of

the mating material.

Table 1. Composition of pin and disc material for wear test

C Si Mn P S Cr Mo V

Pin 0.43 0.24 0.7 0.01 0.02 - -

Disc 1.45 0.35 0.26 0.025 - 12.4 0.89 0.23



이종 상대재 경도에 따른 철강재료의 미끄럼 마모 특성 해석 197

Vol. 32, No. 6, December, 2016

리에 따른 pin시편의 마모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어느 것도 거리증대에 따라 마모량이 증가하는 일반적

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마모 거동은 미끄럼속도 및

상대재 경도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대

재 경도에 따라 마모량 차이가 현저하여 그림의 종축

의 크기가 상이하다. 이중 ON42의 저속시험(0.25 m/s

와 0.5 m/s)에서는 미끄럼거리 2 km 부근에서 현저한

마모거동의 급변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마모에 대한 거리특성 곡선은 일반적으로 미

끄럼거리에 따라 초기마모와 정상마모로 구분하고 있

다. Fig. 2는 Fig. 1의 각 속도 별 결과를 초기마모영

역 및 정상마모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 별로 각 속도

에서의 마모율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상

대재 경도에 따라 마모율의 크기 차이는 있으나 어느

경우도 마모영역에 관계없이 0.5 m/s ~ 1 m/s 부근에

서 마모율의 극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

루어 연강의 마모는 상대재 경도에 따라 마모율은 변

화하나 마모에 대한 속도특성 곡선의 위치는 변화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8,11]. 사실 Holm-Archard식에

는 상대재의 경도 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실제

1.5 m/s 이하의 속도에서는 상대재 경도에 따라 마모율

의 증감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정

상마모영역에서는 마모율의 극대가 이루어지는 속도

(예를 들어 0.5 m/s)에서 ON30→ON42→ON56 순으

로 상대재 경도가 높을수록 마모가 적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초기마모의 동일한 속도(예를 들어

0.5m/s)에서는 ON42→ON30→ON56의 순으로 마모율

이 감소하여 저경도 상대재로 시험한 ON30의 마모율

이 중간 경도 상대재로 시험한 ON42 보다 마모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1.5 m/s이상의 고속도

구간에서는 상대재의 경도와 무관하게 거의 동일게 낮

은 마모율을 보이나 경도가 가장 낮았던 ON30의 경

우는 오히려 정상마모영역에서 내마모성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상대재의 경도 변화에 따라서 pin 시편의

마모거동이 변화하는 것은 상대재 경도에 따라 마모형

태가 변화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2. 마모면 해석

Fig. 3은 상대재 경도에 따른 마모거동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해 0.5 m/s에서 시험한 상대재 경도 별 pin시

편의 마모면을 광학현미경 및 SEM으로 관찰한 결과

Fig. 2.  Wear characteristics as a function of sliding speed

according to hardness levels of the mating material for

each period of wear.

Fig. 3. Optical micrographs and SEM images on worn

surface of mild steel pin depended on the hardness of the

mating discs after testing at a sliding speed of 0.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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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SEM 관찰 시에는 부위별

EDX분석을 병행하였으나 그 결과의 일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도 보듯이 부위에 따라 산소검출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밝혀져, 여기서는 크게 A, B,

C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Fig. 3의 SEM사진

중에 병기하였다. A유형과 B유형은 산소가 검출되었

으나 특히 A유형은 산소농도가 높아 주 구성 산화물

이 Fe2O3계 산화물인 것으로 추정되고 산소농도가 다

소 낮은 B유형은 Fe3O4계(또는 FeO계) 산화물로 추정

된다. 반면 C유형은 산소의 검출이 없어 철 기지인 것

으로 추정되었다. Fig. 3에서 보듯이 ON30의 마모면

의 경우는 모두 C유형인 것으로 밝혀졌고 광학현미경

사진 상으로도 이 경우의 마모는 응착에 의한 기계적

마모(severe wear)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ON30의 마모율은 마모영역에 관계없이 현저히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ON42와 ON56의 마모면의 광

학현미경 사진 상의 흑색 반점은 대부분 철 산화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일부의 산화물들

은 마모면에 부착(주로 B유형)되어 있으나 일부는 기

지에 몰입(주로 A 유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 ON42와 ON56의 마모면상의 철 산화물은

상대재로부터 이착된 것이 분명하다. 또한 ON42의 마

모면상에 관찰되는 많은 scratch는 초기마모과정에서

상대재의 마모면에 생성된 산화물이 pin 시편의 마모

면을 연삭 탈락시켜 마모율을 현저히 증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상대재 산화물의 일부가 pin 시편의 마

모면에 몰입되거나 이착되면서 마모 발생이 급감하여

정상마모로 전환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 5는 Fig. 3의 상대재 disc 마모면의 광학현미경

사진 및 SEM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경도가 낮은

30DISC의 경우는 pin 시편과 마찬가지로 마모면상에

는 산화물이 거의 없고 거시적으로도 금속광택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42DISC 및 56DISC 상에는

철 산화물 생성이 확인되었다. 그림에서도 보듯이

42DISC 상에는 커다란 덩어리 형태로 산소함유량이 높

은 A유형의 Fe2O3계의 산화물이 생성되어 기지와 강하

게 부착되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56DISC 상에는 B

Fig. 4. Results of EDX analysis for several positions on

worn surface.

Fig. 5. Optical micrographs and SEM images on worn

surface of disc with different hardness after testing at a

sliding speed of 0.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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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추정되는 Fe3O4계 산화물들이 미세하게 분산,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대재 경도

에 따라 마모면에 생성되는 산화물의 형태나 종류가

상이한 것은 이들의 열처리 조직 때문으로 생각된다.

56DISC는 고경도의 martensite 조직이므로 강한 산

화마모의 경향에 의해 산화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12-14]. 특히 42DISC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철강

재료 조직 중 내식성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troostite

조직이므로 산소와의 반응성이 높아 높은 산소 농도의

철 산화물이 우선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15].

그런데 이들 산화물들은 사실 금속간 접촉을 방지하므

로 산화물 종류와 무관하게 pin 시편의 마모발생을 감

소시킬 것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Fe2O3계 산화물이

Fe3O4계의 산화물보다 내마모성이 열악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4]. 이러한 상대재의 조직 차이가 Fig. 2의

ON42과 ON56 간의 마모율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은 미끄럼 속도에 따른 상대재 마모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30DISC 상대재의 마모면을 미끄럼방향

과 수직되는 방향으로 측정한 단면 profile 곡선을 나

타낸 것이다. 그 결과 상대재의 마모도 pin 시편의 마

모율이 가장 높았던 0.5 m/s ~ 1 m/s부근에서 동시에

현저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42DISC

와 56DISC 처럼 상대재 경도가 증대하면 그 속도에서

의 마모는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Fig. 7는

0.5 m/s에서 30DISC와 42DISC의 미끄럼거리1.5 km 및

Fig. 6. Profile curves for worn track on 30DISC at

various sliding speeds.

Fig. 7. Profile curves for worn track on 30DISC and 42DISC tested at a sliding speed of 0.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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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m 후에 측정한 단면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

서 보듯이 초기마모 영역 구간으로 추정되는 1.5 km

미끄럼 후에는 42DISC와 30DISC의 groove는 거의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6 km 이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42DISC의 경우는 정상마모 영역

에서 산화마모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Fig. 8은 상대재의 경도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

은 4 m/s에서 시험한 pin 시편 및 상대재 disc의 마

모면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도

보듯이 pin 시편 및 상대재 disc의 마모면은 전면이

외관상 회색의 철 산화물(FeO로 추정)들로 덮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상대재의 경도와 무관하게 온

도상승으로 생성되는 산화물로 금속간 접촉을 방지하

여 시편 및 상대재의 마모를 방지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4. 결 론

이종 상대재 DISC의 경도에 따른 연강 pin 시편의

미끄럼 마모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해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종 상대재 disc의 경도에 따라 연강 pin 시편

의 마모에 대한 속도특성 곡선은 마모율 차이만 있을

뿐 형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연강 pin시편의 마모거동에 미치는 이종 상대재

경도의 영향은 저속도 구간에서만 나타났다. 고속도 구

간에서는 마찰면의 온도상승에 따라 산화물 층이 형성

되어 상대재의 경도와는 무관하게 모두 낮은 마모율을

나타내었다.

3) 저속도 구간의 연강 pin의 마모 거동은 상대재

경도가 높아 질수록 정상마모 영역에서의 마모율은 감

소하였다. 그러나 초기마모영역에서는 42DISC에 대한

마모율이 30DISC에 대한 것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상대재 경도에 따라 마모면상의 산화물 생성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42DISC의 경

우는 산화물 생성이 용이하나 높은 산소농도(Fe2O3계)

의 산화물이 생성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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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ptical micrograph on worn surface of (a) pin

and (B) the mating disc tested at a sliding speed of 4 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