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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pin-on-disk test is performed to measure the wear volume of a ductile cast iron (DCI) roll when

it wears down using a high carbon steel and two alloy steels at different sliding velocities between the roll and

the material (steel). Normal pressure is set as constant and test temperatures are 400, 500 and 600 oC. In addition,

thermal softening behavior of the DCI roll is examined using a high-temperature micro-hardness tester and the

surface hardness variation of the DCI roll is expressed in terms of temperature and heating time. Based on exper-

imental data, a wear coefficient used in Archard’s wear model for each material is obtained. The wear volume

is clearly observed when the test temperature is 400
o

C and sliding velocity varies. However, it is not measured

at temperatures of 500 oC and 600oC even with variations in sliding velocity. From the optical photographs of

the pin and disk, the abrasive wear is observed at 400 oC clearly, but no at 500 oC and 600 oC. At higher tem-

peratures, the pin surface is not smooth and has many tiny caves distributed on it. It is found that wear volume

is dependent on the carbon contents rather than alloy contents. Results also reveal that the variations of wear

coefficients are almost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carbon contents of the material. 

Keywords −wear coefficient(마모 계수), archard wear model(아차드 마모모델), thermal softening(열적 연화), wear

volume(마모 부피), ductile cast iron roll(구상 흑연 주철롤)

1. 서 론

압연 공정(Rolling process)은 초기 소재를 여러 단

의 압연기를 통해서 원하는 형상 및 치수의 제품을 생

산하는 공정이다. 압연기에서 소재에 가압하여 형상을

얻어내도록 하는 부분을 롤(Roll)이라고 하는데, 제품을

생산할수록 이것에 마모가 더욱더 유발되어 제품의 치

수편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압연 산업현장에서

는 제품 생산량에 따라 얼마 만큼의 마모가 발생되는

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롤 마모관련 연구는 현상론적인 연구와 마모 모델 연

구의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마모에 대한 현

상적인 연구는 William 등[1]이 열간압연에서 소재의

표면 산화층의 마모 거동을 고찰하면서 시작되었다.

Kihara 등[2]은 산화층이 소재의 표면 뿐만 아니라 롤

표면에서 존재하여 복잡한 마모 거동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Ohnuki[3]는 압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마모

가 상승함을 보였다. 마모모델 연구 관련해서는 Sachs

등[4]이 생산량에 따라 롤의 형상을 측정하여 압연하중

이 마모에 가장 중요한 인자임을 밝혔다. Oike 등[5]은

평롤에 대해 압연하중, 판폭, 롤 접촉길이, 압하율 등의

함수로 마모모델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수치해석 기법인 유한요소법을 통해 롤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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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상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Kim 등[6]은

공형롤에 대해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롤 표면의 마

모 형상을 계산하였다. 이 접근방법에서 소재의 국부

적 마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Archard[7]의 마모모

델을 도입하였다. 즉, 유한요소해석에서 구한 롤과 소

재사이의 상대 속도 및 접촉압력을 Archard 모델에 입력

으로 제공하여 롤 표면의 각 위치별 마모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의 마모형상 예측 정확도는 Archard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마모계수(Wear coefficient)의 정확

도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함량이 다른 3가지 종류의 강

(Steel)이 열간 선재 조압연기를 통과한다고 할 때 롤

표면의 마모계수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서 고찰한다. 포스코 제 2선재 공장의 조압연기에 사

용되는 DCI 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열간

선재 조압연 상태에서의 롤의 마모 환경을 고려하여

실험하기 위해서 마모 시편의 온도는 롤 표면 최대 온

도인 500 oC 전, 후의 값을 선택하였고, 상대속도는 롤

회전속도인 60 rpm 전, 후의 값을 선택하였다. 또한, 고

온 상태가 되면 DCI 롤은 열간 연화(Thermal softening)

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온 마이크로

경도계 시험도 도입하였다. 최종적으로, 시험한 결과들

을 종합하여 DCI 롤의 마모 계수를 3가지 강종

(SAE9254, SWRH72B, SUJ2)에 대해서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2. 마모계수

본 연구에서는 마모계수 도출을 위한 기본모델로

Archard[7] 모델을 도입하였다. Archard 모델은 다른

마모모델이 여러 마모계수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단일

마모계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마모

계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시험의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으므로 시간과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Archard는 마모를 접촉 표면에서 거칠기가 붕괴되는

과정으로 모델링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마모부피

W를 수식화할 수 있었다. 

(1)

여기서, k는 서로 접촉하고 있는 소재 및 접촉조건에

의존하는 마모계수를 나타낸다. P 및 L은 접촉 수직

력 및 상대 미끄러짐 길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H는

접촉하는 동안의 표면온도에 의존하는 표면 경도를 나

타낸다. 본 연구는 W, P, L 및 H를 실험적으로 측정

하여 식 (1)에서 나타난 마모계수 k를 결정하는 것이

연구의 주 내용이다. 

초기 Archard 마모식은 응착마모(Adhesive wear) 상

태를 가정하고 개발되었다. 그런데, 본 마모식의 물리

적 의미가 마모량이 접촉 수직력 및 상대 미끄러짐 길

이에 비례하고 경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므로 다른 마

모의 원인(즉, 연삭마모(Abrasive wear), 피로마모(Fatigue

wear), 부식마모(Corrosive wear) 등)이 되더라도 식의

기본 형식은 적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마모를 정량

적으로 평가할 때, 제일 먼저 시도되는 마모식으로 활

용되고 있다[8]. 특히, 본 연구 대상인 압연 공정과 같

이 금형과 소재 사이에 연삭마모가 주로 많은 금속 성

형 공정(Metal forming)에서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많

이 사용되고 있다[9-13].

3. 마모시험

3-1. Pin-on-disk 시험

압연 중에 직접적으로 롤의 마모를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마모시험 방법[14, 15]으로 롤의 마모를 측정

해야 한다. 이를 위해 Pin-on-disk 시험방법을 도입하

였다. Pin은 롤에 해당되고 Disk는 소재에 해당된다. 따

라서, 현 연구의 대상인 DCI 롤의 일부를 절단하여 Pin

형상으로 가공하였다. 소재로는 SAE9254, SWRH72B,

SUJ2의 세가지 실제 압연소재를 사용하였고 각각에 대

해 Disk형태로 가공하여 시험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

의 대상인 열간 선재 압연에서는 DCI 롤에 특별한 표

면처리를 하지 않고 또한, 압연 중에 윤활제를 사용하

지 않는다. 따라서, 마모 시편인 Pin에도 표면처리를 하

지 않았고, 마모시험 중에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Fig. 1은 Pin-on-disk 시험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Pin은 2개가 사용되는데 두 Pin 사이의 거리

는 40 mm이고 Disk와 접촉하는 각 Pin의 직경은

2.2 mm이다. Disk는 내측, 외측 직경이 각각 8 mm

및 52 mm 이었다. Fig. 1(c) 및 (d)의 상부 원형판에

서, 중심으로 부터 동일한 위치에 두개의 Pin이 사용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두개의 Pin에서 발생하는

마모량의 편차로 부터 마모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

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정상적인 마모일 경우

는 반복 시험 횟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열간 선재압연 공정에서 소재가 무윤활 상태로 소재

가 압연되므로 Pin-on-disk 시험에 건마찰 조건을 주었

W k
PL

3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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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간 압연 중에 롤 표면은 소재에 의해 가열되어

500 oC까지 온도가 상승하였다가 냉각수에 의해 200 oC

까지 하강한다[16]. 롤 마모는 롤 연화가 뚜렷한 최대

롤 표면 온도 근처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500 oC

를 롤의 마모 기준 시험온도로 선택하였다. 롤 마모

시편(즉, Pin)의 온도 조건은 500 oC 전, 후 온도인

400 oC 및 600 oC를 추가하여 세가지 경우를 고려하였

다. 마모 온도의 인가는 Disk를 가열 챔버에 장착하여

구현하였다. Fig. 1(d)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n과

Disk가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부분이 모두 동일

한 목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마

모시험을 실시하였다. 전기로 방식의 가열 챔버는 열

전대를 통해 측정된 온도로 부터 챔버 내의 온도가 일

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Table 1은 DCI 롤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물성치

를 보여주고 있다. DCI 롤은 열간압연 공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롤 중의 하나로 통상적으로 25~30%의

카바이드와 3~5%의 그래파이트를 가진 펄라이트 금속

조직을 가지고 있다. Table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세

가지 소재 즉, SAE9254, SWRH72B, SUJ2의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3-2. 시험조건

Pin-on-disk시험에 사용된 조건은 Table 3에 요약하

여 놓았다. 열간압연 중에 롤의 속도 변화와 강종의

교체가 빈번하므로 이에 따른 마모부피를 고찰하기 위

해서 주어진 하중조건과 상대 미끄러짐 길이에 대해 3

가지 상대속도와 3가지 온도와 3가지 소재에 대해 시

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전에 Pin을 아세톤으로 세척한

다음 전자저울로 무게를 재고, 시험 후에 Pin 주위에

마모로 인해 발생한 잔여물을 세척한 다음 Pin의 무게

를 재어 마모로 인해 감소된 부피를 파악하였다. 

Fig. 1. Dimension and 3-D configuration of (a) a pin

and (b) a disk. (c) actual appearance of two pins inserted in

a circular plate. (d) rotating circular plate by a driving

motor.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DCI roll

Mechanical properties Wt. (%)

Tensile strength

 (N/mm2)
343-540

C : 3.20 – 3.60

Si : 1.40 – 2.20

Mn : 0.30 – 0.60

Ni : 1.60 – 2.30

Cr : 0.30 – 0.80

Mo : 0.20 – 0.60

Elongation (%) 0.2-0.5

Impact value (J/cm2) 1.96-4.91

Hardness (Hs) 55/6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Wt. %) of three types of

steels used in this study.

SAE9254 C:0.547, Si:1.428, Mn:0.666, P:0.0134, S:0.006

SWRH72B C:0.752, Si:0.216, Mn:0.681, P:0.0100, S:0.006

SUJ2 C:1.005, Si:0.218, Mn:0.339, P:0.0120, S:0.003

Table 3. Pin-on-disk test conditions

Load (N) 200

Velocity (m/s) 0.0628 0.1256 0.1885

Sliding length (m) 905

Temperature (°C) 400 5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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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열연화 시험

열간압연 중에 롤이 고온의 소재와 지속적으로 접촉

하고 있기 때문에 롤의 열간 연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DCI 롤의 일부를 체취하여 5 mm

× 5 mm × 10 mm 시편으로 가공하였다. 이것을 고온

마이크로 경도계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경도측정을

통해서 열연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Fig. 2(a)는 열연화

측정장치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치는 크

게 열 챔버, 가압부, 데이터 분석기로 이루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2(b)는 열 챔버부의 내부를 확대

하여 놓은 것이다. 이 그림에서 열챔버 내부에 장착되

어 있는 시편의 모습도 같이 나타내었다. 

경도를 측정한 온도는 200 oC, 300 oC, 400 oC,

500 oC 이었다. 경도를 측정하기 전에 소재는 각 온도

별로 24 및 48 시간 동안 고온 챔버 속에 유지되도록

하였다. 가열율을 200 oC/10 min으로 하였고 챔버의

진공도를 1 × 10−5 torr로 유지하였다.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인덴테이션 포인터는 다이아몬드로 만들

어 졌고 인덴테이션 하중은 3 N 이었다. 

4. 결과 및 고찰

4-1. 마모부피

Fig. 3~5은 소재와 롤 사이의 동일한 상대 미끄러짐

길이에서 미끄럼 속도변화와 온도변화에 따른 DCI 롤

(즉, Pin-on-disk시험에서 Pin)의 마모부피를 나타낸 것

이다. Fig. 3은 SAE9254에 대한 결과이고 Fig. 4 및

Fig. 5은 SWRH72B와 SUJ2에 대한 결과를 각각 나

타내고 있다. 모든 소재에서 미끄럼 속도가 가장 낮은

0.0628 m/sec(30 rpm)에서 마모부피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끄럼 속도가 낮을수록 마찰계수

가 상승[17]함에 따라 연삭된 양이 상승되어 나타난

결과로 고찰된다. 또한, 미끄럼 속도가 작은 경우에

Fig. 2. The experimental set-up used for thermal softening

measurement. (a) high temperature micro hardness

tester (b) inside of the heat chamber.

Fig. 3. Wear volume of DCI roll (pi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SAE9254 (disk).

Fig. 4. Wear volume of DCI roll (pi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SWRH72B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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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과 Disk 사이의 마찰온도의 상승이 미끄럼 속도가

큰 경우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연삭되는 양이 상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현상은 온도가 400 oC 일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반해 500 oC 및 600 oC에서는

명확하지 않고 마모부피도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모시험 중 접촉면의 고온으로 인해 마모된

입자 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Pin 표면에 일부가 들

러 붙어 부피변화가 고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음의 마모부피는 마모시험 후 오히려 마모 시편

(즉, Pin)의 질량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Pin

에서 떨어져 나간 마모 입자들이 고열과 압력으로 인

해 Pin 표면에 과도하게 다시 응착되면서 마모 전

Pin의 질량보다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Fig. 6는 SAE9254가 압연소재로 사용될 때, Pin

(즉, DCI 롤) 및 Disk(즉, 압연소재)의 표면을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400 oC에서

는 연삭 마모(Abrasive wear)가 분명이 관찰되지만,

500 oC 및 600 oC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500 oC 이상

에서는 Pin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매우 작은 불규칙

한 돌기와 흠이 표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모시험 중 고온상태(즉, 500 oC 및 600 oC)에

서 마모된 입자들이 Pin 표면에 붙었다가 떨어져 나갔

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형성된 표면

으로 보여진다. 

Fig. 7 및 Fig. 8은 SWRH72B 및 SUJ2에 대해

Pin 및 Disk의 표면을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SAE9254의 경우(즉, Fig. 6)와 마찬가

지로 400oC에서는 연삭 마모(Abrasive wear)가 관찰되고

500 oC 이상에서는 마모 입자의 표면 응착(Adhesion)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압연에서 롤 표면에

응착된 입자가 있을 경우, 압연 중 소재 표면에 흠을

발생시켜 제품 불량을 유발하므로 정상적인 압연조건

Fig. 5. Wear volume of DCI roll (pi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SUJ2 (disk).

Fig. 6. Wear surface of pin (DCI roll) and disk (SAE9254)

with different temperature at the sliding velocity of

0.0628 m/s.

Fig. 7. Wear surface of pin (DCI roll) and disk (SWRH72B)

with different temperature at the sliding velocity of

0.0628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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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상

적인 실제 압연에서는 롤과 소재의 접촉면에서의 온도

는 400 oC 근처에 있고 최대한 500 oC는 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는 실제 열간 선재 DCI

압연롤의 표면 사진이다. 연마 마모의 경우에 상대운

동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연삭선 (Abrasive line)이 나

타나야 하는데, Fig. 9에서 롤의 원주 방향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6~8에서 400 oC

의 Pin 시편 표면에 유사한 선을 발견할 수 있다.

온도 400 oC에서 미끄럼 속도가 0.0628 m/sec 일

때 마모부피를 소재에 따라 비교해 보면, SAE9254,

SWRH72B, SUJ2의 경우에 각각 4.48 × 10−9m3,

4.71 × 10−9m3, 5.15 × 10−9m3 이다. Table 2에서 위

소재의 순서는 탄소함량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탄소함량이 높을수록 마모부피가 상승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다른 미끄럼 속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고찰된다. 

4-2. 열연화

Fig. 10은 가열 온도와 시간의 항으로 나타낸 DCI

롤의 경도 측정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가열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도의 변화 정도는 가열 온도가 가

열 시간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열 온도 200 oC~400 oC 까지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열 시간의 효과가 점차로 줄어드는데 비해 500 oC에

서는 가열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어남에 따

라 경도의 강하가 현저하게 늘어남을 알 수 있다. 

4-3. 소재의 탄소함량에 따른 마모계수

식 (1)에서 마모계수, k 결정에 필요한 모든 변수들

을 상기의 Pin-on-disk 시험 및 열연화 시험을 통해서

결정했다. 관련 변수는 마모부피 W, 상대 미끄러짐 길이

L, 및 롤의 고온 경도 H 이었다. 세가지 소재(SAE9254,

SWRH72B, SUJ2)에 대해서 식 (1)을 통해 마모계수

k를 계산한 결과 값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횡축은

탄소함량을 나타내었는데, 각 데이터의 횡축 값은

Table 1에서 제시한 SAE9254, SWRH72B, SUJ2의

Fig. 8. Wear surface of pin (DCI roll) and disk (SUJ2)

with different temperature at the sliding velocity of

0.0628 m/s.

Fig. 9. DCI roll surface of the roughing trains in POSCO

No. 2 Rod Mill.

Fig. 10. Hardness variations of the DCI roll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hea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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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Fig. 11의 마모계수 k는 연삭 마모가 분명이 나타나

는 400 oC 소재 온도 및 0.0628 m/sec(30 rpm) 미끄럼

속도에서의 결과이다. 탄소함량이 높아 질수록 마모량

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경도가 높은 소재를 압연하는 비중이 높을 경

우에 더 빈번한 롤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소재별 경도는 DCI 압연롤을 통과할 때 소재

온도에서 측정해야 한다. 압연 시 소재의 표면온도는

1000 oC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측정이 불가능하므로 간

접적으로, 1000 oC에서 각 소재에 대해 0.5% Offset

항복 강도(Yield strength) 값을 측정하였다. Fig. 12에

측정한 항복 강도에 따른 마모계수의 변화를 나타내었

다. 항복강도가 높아 질수록 마모량이 거의 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DCI(Ductile Cast Iron) 롤의 마모 특

성 고찰 및 마모계수 도출을 위해서 Pin-on-disk 시험

및 롤의 열연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DCI 롤에 해당되

는 Pin과 접촉하는 Disk는 탄소함량이 각각 다른 세가

지 종류의 실제 압연소재를 사용하였다. 본 시험을 통

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소재의 온도가 400 oC 일 때 분명한 연삭 마모

가 고찰되었으나, 500 oC 및 600 oC에서는 연삭 마모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실제 정상적 압연에서는 롤

표면에 연삭 마모가 관찰되므로 소재 표면 온도는

400 oC 근방 혹은 그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미끄럼 속도가 낮을수록 롤과 소재 사이에 연삭

되는 양이 증가하여 마모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고찰하

였다.

(3) 소재의 탄소함량이 높을수록 마모부피 및 마모

계수가 선형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 합금조성 변화에 따른 마모계수 변화를 예

측할 수 있는 등가상관식 도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면 다양한 소재 조합이 존재하는 실제 압연 현장에서

압연 단위 별 롤 마모량 예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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