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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tting Knife의 손상에 미치는 마모의 향

The effect of wear on the damage of slitting kn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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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amage to a slitting knife after cutting steel sheets. Damages to the 

structure were observed and wear tests were conducted. In addition, the degradation on the damaged and 

undamaged parts was compared with a micro Vickers hardness test. Weibull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the micro Vickers hardness measured data. Spalling of the edge 

portion occurred by degradation during use over a long period. Rough parts in the specimens were caused 

by damage because the slitting knife was used for 1 year. The friction coefficient and wear loss at the 

damaged parts of the knife edge were slightly larger from shock due to repetitive cutting operation. The 

micro Vickers hardness followed a two-parameter Weibull probabil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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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계 및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의 사용 중에 발

생하는 열화손상을 견디기 위한 내마모성 및 내

마찰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1)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범퍼빔 부품은 몇 가지 공

정으로 제작되고 있다. 원자재가 입고되면 제일 

먼저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으로 들어간다. 들어 

온 원자재는 대치규격, 초기입고규격 사이즈를 유

지하고 있고 이것을 원규격, 즉 사용목적에 맞는 

규격의 폭으로 절단하는 과정이 슬리팅 (slitting) 

공정이다.2) 이때 일반적인 지관형 커터(circular 

Knife)는 날을 날카롭게 깍아 제품을 절단한다. 하

지만 이와 달리 슬리팅 나이프(slitting knife)는 일

정한 부품 형상을 가지도록 절단하여야 하기 때

문에 지관커터에 비하여 두께를 두껍게 유지하여

야 하며 이로 인해 커터날로 절단하기에는 곤란

하다. 이런 이유로 슬리팅 나이프는 두꺼운 원형

판의 형태로 가공되어진다. 절단가공14)에는 슬리

팅 나이프의 외주부의 날카로운 부분, 즉 나이프

(knife)의 엣지(edge)부분이 사용되어지므로 엣지부

분을 매우 예리하게 연마가공하여 사용한다. 따라

서 이와 같은 이유로 슬리팅 나이프는 외경공차 

및 두께공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공차를 허용하지 않을 만큼 정밀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슬리팅 나이프의 작동원리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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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들어온 원자재 강판 코일을 제품 성형의 크

기에 맞게 절단하기 위하여 상하부의 금형에 강

판을 통과시키면서 세로방향으로 절단을 하는데 

가위의 양날과 같이 상부에 위치한 금형에 체결

된 슬리팅 나이프가 하부에 고정된 홈이 파여진 

단일 금형 위를 회전하면서 절단하는 원리이다. 

단 슬리팅 나이프의 두께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부의 금형 홈과 상부의 슬리팅 나이프 엣지

(slitting knife edge) 부분과의 전단력에 의하여 절

단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커터날이 치수정밀도가 

높은 많은 양의 강판 절단에 이용되어지고, 비용

절감을 위한 반복적인 절단작업으로 인하여 슬리

팅 나이프의 엣지부분의 취약한 부분에 먼저 마

모손상이 발생해서 수명이 저하된다. 또한 절단작

업에 의한 부품 정밀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슬리팅 나이프용 소재로서는 내마모성 및 

내열성에 우수하여 금형용 소재로서 많이 이용되

어지고 있는 SKD61강3,4)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슬리팅 나이프의 내마모성과 충격에 견디는 인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2단 템퍼링열처리를 실시하

여 사용한다. 한5) 등의 유한유소해석을 통한 슬리

팅 가공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실사용에 의한 마모손상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6,13)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강판 절단

용으로 사용되는 슬리팅 나이프에 대하여, 이미 

경년사용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품을 그대로 이용

하여 파손 분석6)을 행하였다. 더불어 파손부의 조

직을 관찰하여 원인 분석과 함께 마모시험을 통

하여 손상에 미치는 마모의 영향12,15,16)을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손상부위와 그렇

지 않은 부위의 마이크로 비커스경도를 측정하여 

열화정도를 비교하였다. 이들 마이크로 비커스경

도값을 이용한 2-parameter Weibull 분포8,9)를 조사

한 결과를 보고한다.
 

2. 재료  실험방법

2.1 재료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슬리팅 나이프의 외

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는 슬리팅 나이프의 파

손 분석이 목적이므로 부품제작 현장에서 1년간 

실사용 후 경년열화에 의해 표면박리가 발생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Fig. 2는 슬리팅 공정

을 나타낸다. 상부 금형에 장착된 슬리팅 나이프

가 하부 금형 위에서 회전하면서 강판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금형용 강 소재인 

SKD61강으로서 그 일반적인 화학성분을 Table 1

에 나타낸다. Fig. 3에는 본 연구에 사용된 SKD61 

강에 실시한 열처리 조건을 나타낸다.11)

Fig. 1 Appearance of metal slitting knife

Fig. 2 Slitting line proces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KD61 steel 

(wt%, JIS G 4105)3)

C Si Mn P S

0.32
~0.42

0.8~1.2 ≤0.5 ≤0.003 ≤0.003

Ni Cr Mo V -

≤0.25 4.5~5.5 1.0~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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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eat treatment conditions

1010℃에서 25분 동안 퀜칭한 후 유냉을 하고, 

그런 다음 1차 템퍼링을 560℃에서 120분간 공냉

처리 실시 후 2차 템퍼링을 560℃에서 120분간 공

랭으로 재차 실시하였다. 이는 퀜칭 후 인성이 부

족해지므로 템퍼링을 통하여 인성 회복을 위해 2

회의 고온템퍼링을 실시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파손부위 및 조직관찰

Slitting knife edge의 손상된 부위를 정밀히 관

찰하기 위하여 70배 및 300배 배율로서 SEM 촬

영을 하였다. 또한 조직관찰을 위하여 시험편을 

경면연마한 후 5% FeCl2+증류수 95%의 엣칭액을 

사용하여 금속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2.2.2 마모시험

슬리팅 나이프의 마모손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모시험을 행하였다. 마모시험은 구름미끄럼마모

시험기(BRW140)를 사용하였다. 이때 상대재는 분

말고속도공구강 HAP72를 사용하였다. 시험조건은 

무윤활조건으로 부하하중 1.5 kg, 마찰시간 1시간 

30분으로 하여 내부, 표면, 표면 손상부(edge part)

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2.2.3 경도시험

슬리팅 나이프의 여러 부위에 대하여 마이크로 

비커스경도(micro Vickers hardness)를 측정하였다. 

압입하중 500 g, 압입시간 10 sec로 내부, 손상부 

내부, 표면, 손상부 측의 표면, 손상부의 5곳으로 

나누어 각각 5회씩 측정하였다.

3. 손 분석  조직 찰

먼저, 부품제작공정 현장에서 1년간의 경년사

용으로 인하여 손상된 슬리팅 나이프의 손상부위

를 채취하여 조직을 관찰하였다. 

Fig. 4 Spalling failures of the slitting knife edge

(a) SEM photograph of  

   A in Fig. 4 (×70)

(b) SEM photograph of  

   A in Fig. 4 (×300)

(c) SEM photograph of  

   B in Fig. 4 (×70)

(d) SEM photograph of 

   B in Fig. 4 (×300)

Fig. 5 SEM photograph observation of spalling 

failur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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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실제 슬리팅 나이프의 손상부위를 나

타낸 것이다.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슬리팅 나이

프의 엣지 부분이며 강판을 규격에 맞게 절단할 

때 직접적으로 소재에 접촉하는 부위로서 손상흔

을 보이고 있다. 파손부위를 관찰한 결과 마모에 

의해 손상된 부분이 상하금형의 절단을 위한 접

촉으로 인해 생기는 진동에 의하여 최종 박리

(spalling)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반복적인 절단작업에 의해 표면의 경화층이 닳아  

열화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 박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Fig. 5는 Fig. 4에 나타난 박리현상을 고찰하고

자 SEM분석한 결과이다. 마모가 발생하여 열화된 

부분이 회전에 의한 충격으로 조직이 뜯겨져 나

간 손상흔이 관찰되고 있다. 박리된 부위에는 많

은 결함과 불순물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로방향의 깊은 고랑과 같은 흠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박리 손상의 특성

을 나타내는 것이다.

슬리팅 나이프 엣지에서 마모에 의한 박리현상

이 발생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손상부와 모

재부에서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Fig. 6은 손상

부위와 그렇지 않은 모재부위의 조직사진을 관찰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퀜칭 후 인성이 부족해지

므로 템퍼링을 통하여 인성 회복을 하게 된다. 본 

연구의 시료에서도 퀜칭 후 560℃에서 연속 2번

의 고온템퍼링을 하여 강도와 인성이 우수한 템

(a) Damaged part 

(×1000)

(a) Base metal part 

(×1000)

Fig. 6 Microstructure observation of spalling failure 

part and base metal part

퍼링 마르텐사이트조직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

다. 전반적으로 손상부의 조직이 모재부의 조직과 

비교하여 구상화조직이 다소 조대화되어 있다. 그

러나 오히려 구상화된 조직의 수가 다소 적은 것

으로 보아 손상부 조직에서의 인성이 다소 저하

하여 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침상화된 

마르텐사이트조직이 구상화되어짐으로써 강도가 

다소 저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외부충격에 

의해 쉽게 박리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과  고찰

4.1 마모손실과 마찰계수

무윤활조건, 부하하중 1.5 kg, 마찰시간 1시간 

30분으로 슬리팅 나이프의 내부(inside; 슬리팅 나

이프의 안지름에 가까운 쪽), 표면(surface; 슬리팅 

나이프의 바깥지름에 가까운 쪽), 손상부(knife 

edge)의 3곳으로 나누어 마모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7에는 손상부에 대한 마모시험을 통하여 

구한 마모손실과 마찰계수의 일례를 나타낸다. 

Fig. 8에는 마모시험을 행한 3곳에서 얻은 마모

손실과 마찰계수의 평균치를 나타낸다. 마모시험

에 사용된 시료가 이미 1년간 경년열화된 상태의 

부품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손상

에 의해 거칠어진 부분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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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of wear loss

Mean
Standard 
deviation

(SD)

Coefficient 
of variation

(COV) 
Inside 0.0169 0.00085 0.050

Surface 0.0050 0.00071 0.141
Damaged 

part
0.0095 0.00310 0.326

Table 3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of friction coefficient

Mean
Standard 
deviation

(SD)

Coefficient 
of variation

(COV) 
Inside 1.241 0.053 0.043

Surface 1.163 0.018 0.015
Damaged 

part
1.246 0.073 0.058

찰계수와 마모손실이 나이프 엣지부에서 다소 크

게 나타났다. 표면부에서는 열처리효과에 의한 경

도상승으로 인하여 마찰계수와 마모손실이 낮았

고 반면 내부에서는 절단을 위해 정밀하게 연마

된 edge부에 비해 연마상태가 상대적으로 거칠어

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측정된 3곳에서의 마찰계수와 마모손실의 평균

(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및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를 Table 2와 3에 각각 정

리하여 나타낸다.

4.2 마이크로 비커스경도

슬리팅 나이프의 5곳의 장소에서 마이크로 비

커스경도를 측정하였다. 마이크로 비커스경도시험

은 압입하중 500 g, 유지시간 10 sec로 하여 각 장

소에서 각각 5회 측정하였다. 측정된 곳은 내부, 

표면, 손상부, 손상부 내부, 손상부측의 표면이다. 

Fig. 9에는 각 위치에서 측정된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의 평균치를 나타낸다. 마이크로 비커스경도

의 평균치는 내부에서 약 760 Hv, 열처리 표면은 

687 Hv를 각각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경년사용에 

따른 장시간의 사용에 의한 손상측의 표면은 530 

Hv, 반복적인 절단 작업으로 인하여 진동에 의한 

충격이 가해져 박리가 발생한 손상부에서는 약 

493 Hv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으로부

터 절단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슬리팅 나이프의 

엣지 부분은 연속적인 작업에 의하여 표면 무딤

현상이 가속화되어지고 이것이 경도저하를 가져

와 결국 박리와 같은 열화에 의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는 각 장소에서 측정된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값의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및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와 더불어 형상

계수(shape parameter) 및 척도계수(scale parameter)

을 각각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상기 Fig. 9에 나타내어진 측정된 각 장소에서

의 마이크로 비커스경도의 분포에 차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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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n values of micro Vickers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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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shape parameter and scale 

parameter of micro Vickers hardness values

ⓐ ⓑ ⓒ ⓓ ⓔ

① 52.54 784.88 777.3 16.78 0.022

② 47.21 773.53 765.2 19.10 0.025

③ 19.41 705.30 687.6 41.27 0.060

④ 34.94 536.64 529.0 18.99 0.036

⑤ 71.62 496.64 493.1 8.32 0.017

Note: ⓐShape parameter, ⓑScale parameter, ⓒ

Mean, ⓓStandard deviation(SD), ⓔCoefficient of 
variation (COV), ①Inside, ②Inside of damaged 
part, ③Surface, ④Surface of damaged side, ⑤
Damaged part

Fig. 10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of measured 

micro Vickers hardness values

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동하는 마이크로 비

커스경도값에 대하여 최약링크 가설을 적용하여 

2-파라미터 와이블분포(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에 따른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식 (1)은 2-파

라미터 와이블분포를 나타낸다. 식 (1)에 의하여 

얻어진 와이블분포의 확률분포함수를 Fig. 10에 

나타낸다.8-10)

  exp



 





           (1)

여기서, α는 확률변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형상

계수(shape parameter)이고, β는 63.2% 확률에서 특

성수명을 나타내는 척도계수(scale parameter)이다. 

Fig. 10으로부터 내부의 형상계수는 약 53과 47

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분산이 적은 편이었으

나 열처리한 표면은 약 19 정도로서 가장 작은 값

을 나타내었다. 손상측의 표면에서는 약 35 정도

를 나타내었으나, 손상부는 약 72로서 측정 부위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측정된 값들

은 와이블분포에 잘 따르고 있다.

5. 결  론

자동차 부품용 강판의 절단에 사용되는 slitting 

knife의 마모의 영향에 따른 파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장시간의 경년사용에 의한 열화현상으로 슬

리팅 나이프의 엣지(edge) 부분에 박리(spalling) 손

상이 발생하였다.

2) 마모시험으로부터 마찰계수와 마모손실량은 

반복되는 연속 절단 작업으로 인한 박리현상에 

의하여 손상부인 슬리팅 나이프 엣지(slitting knife 

edge)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다.

3) 마이크로 비커스경도는 연속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슬리팅 나이프 엣지에 경년열화가 발생하

였고 이로 인해 박리가 발생한 손상부(damaged 

part)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4) 슬리팅 나이프의 마이크로 비커스경도는 2-

파라미터 와이블분포에 잘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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