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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i 도금층 두께가 22MnB5강의 핫스탬핑 공정 마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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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Si coated ultra-high strength steels (UHSS) are widely used in automotive applications

because of their high strength-to-weight ratio, corrosion protection and good weldability. The hot

stamping (also called hot press forming) process is an effective and suitable technique for producing

automotive parts from Al-Si coated UHSS. However, critical issues, such as the transfer of the coating

materials and the build-up of these materials on the tool surface, have been encountered. These defects

affect tool life and product quality. The wear behaviour of Al-Si coated 22MnB5 and Cr coated SKD11

tool was investigated using a high temperature friction test which mimicked the actual hot stamping

environment. Two kinds of Al-Si coated 22MnB5 with ~19.6 (AlSi-A) and ~29.3 (AlSi-B) µm coating

thicknesses were used in this study. After the friction test the coated layer of AlSi-A was found to be

worn up to the diffusion layer, while for AlSi-B, the coating layer mostly remained after the friction test.

Adhesive wear predominantly occurred on the tool surface in both cases, but the wear increased

significantly in case of AlSi-B. This suggests that the coating thickness and the associated surface

roughness are critical factors affecting wear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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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유가 시대 및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차체 경량화의 필요성이 급증하

고 있으며 가볍고 안전성을 높인 소재가 개발되어 상용화

단계에 있다. 경제성 및 환경친화성 등의 강점을 갖는 철

강 소재 역시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고성능의 철강

재료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인장강도 1 GPa

이상의 초고강도강(Ultra-High Strength Steel, UHSS)이

차세대 자동차 구조용 강재로 주목받고 있다 [1,2]. 강도의

증가에 따른 성형성 감소의 일반적인 소재 특성으로 인해

초고강도강이 개발된 초기 단계에는 차체 구조용 등에 적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는 핫스탬핑 (또는 핫프레

스포밍) 공정이 개발됨에 따라 점차 개선되었다 [3-6]. 핫

스탬핑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강판을 가열로에 통과

시켜 열처리를 한 후 금형 프레스에서 성형과 냉각을 동시

에 시행하는 공정이다. 

핫스탬핑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22MnB5 강판은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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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이트와 펄라이트로 구성된 미세조직을 시작으로 900oC

부근에서 4~6분간 열처리를 통해 오스테나이트 단상으로

변태된다 [7,8]. 이 후 금형에서 성형과 급랭을 동시에 시

행하여 오스테나이트를 마르텐사이트로 변태시켜 최종적으

로 1.5 GPa 이상의 초고강도강을 제작할 수 있다 [8-11].

고온 공정 중 산화 스케일 등의 위험에 노출된 강판을 위

해 여러 도금재가 연구 되었으며[12], 이 중 Al-Si 도금재

가 산화와 부식 측면에서 뛰어났다. 결과적으로 Al-Si 도

금재는 핫스탬핑 공정에서 널리 적용되었다.

Al-Si 도금강을 대상으로 한 핫스탬핑 공정은 강도 측면

에서의 뛰어난 이점과 동시에 마모에 대한 취약점 또한 공

존한다. 고온의 강판은 급랭 시 수축하게 되며 동시에 금

형과 강판 간에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13]. 이로 인해 성

형 후 금형과 강판 표면에 Al과 Fe 계열의 금속간화합물

이 존재하는 이른바 ‘소착’현상[14]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생산품의 품질 저하 및 금형의 수명 단축 측면에서 결함으

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마모에 대한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Hardell과 Pelcastre는 모재

와 도금의 종류[13], 금형의 표면 조도[15,16], 열처리 조

건[17] 등의 측면에서 핫스탬핑 공정 마모를 Pin-on-disc

형식의 왕복 마찰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지만, 매번 새로운

강판을 성형하는 핫스탬핑 공정에 모사하기에는 방법론적

인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Venema[18]는 핫스탬핑 공

정을 모사하고자 기존의 왕복 마찰 방식이 아닌 고온 평면

마찰(‘Strip drawing test’) 방식을 이용하여 마찰 시험 온

도에 따라 마모 거동을 분석하였지만 소착 현상에 대한 구

체적인 원인 규명은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면 마찰 방식의 자체 제작한 마

찰기와 가열로의 적용을 통해 핫스탬핑 공정을 모사하여

Al-Si 도금층 두께에 따른 22MnB5강의 핫스탬핑 마모에

대한 영향을 도금층, 고온 마찰 및 금형 마모 측면에서 비

교 분석해 보았다.

2. 시험 방법

시험에 사용된 소재는 시중에 판매 중인 Al-Si 도금된

22MnB5강이며 모재의 OES(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분석을 통한 화학조성은 표 1과 같다.

핫스탬핑 공정에서 Al-Si 도금층 두께에 대한 영향을 비

교 분석하기 위하여 모재 및 도금층 종류가 동일하며 도금

층 두께만 다른 두가지 소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께가 비교적 얇은 소재를 AlSi-A, 두꺼운 소재를 AlSi-

B로 정의하였으며 소재의 초기 도금층은 그림 2와 같다.

초기에는 합금화가 진행되지 않은 Al과 Si이 지배적으로

존재하였으며 도금층과 모재 사이에는 Al, Si, Fe가 혼합

된 층이 확인되었다. 해당 층은 AlSi-A 소재에서 Al

55.46, Si 9.55, Fe 33.65 wt%로, AlSi-B의 경우 Al

55.11, Si 9.09 그리고 Fe가 33.9 wt%로 검출되었다. 도

금층 두께는 AlSi-A에서 약 19.6 ± 7.3 μm, AlSi-B는 약

29.3 ± 6.3 μm로 AlSi-B 소재에서 좀 더 두꺼운 도금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처리는 900 oC에서 6분간 시행하였으

며 열처리 시편 크기는 마찰 시편과의 크기 영향(size

effect)을 고려하여 130 × 75 × 1.4 mm3 판재로 열처리 후

중앙 부분에 10 × 10 mm2 정사각형 시편의 단면으로 도금

층을 분석하였다.

핫스탬핑 공정을 모사하기 위하여 가열로와 마찰기로 고

온의 마찰 환경을 구성하였다. 가열로는 Lenton사의 AWF-

12/25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마찰기는 자체 제작하였다. 기

존에는 마찰 및 마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pad-on-

disc[19], pin-on-disc[20], ball-on-plate[21], pin-on-plate

[22] 등 왕복 운동형 마찰시험기를 이용하였다. 왕복 마찰

시험기는 일반적으로 위쪽 금형과 아랫쪽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 동안 일정 트랙을 따라 반복된다. 이를 핫스

Fig. 1. Schematic of hot stamping processing and temperature.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22MnB5(wt%)

C Mn Si Cr B

0.2~0.3 1.1~1.25 0.2~0.3 0.13~0.25 0.002~0.004

Fig. 2. Initial phase distribution on the as-received Al-Si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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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핑 공정을 모사하는데 접목할 시 위쪽 금형을 성형기의

금형, 아랫쪽 판을 강판으로 가정할 수 있다. 금형 측면에

서 시험 초기에는 마모가 되지 않은 강판과의 마찰이지만

시험이 거듭 될수록 부분적으로 마모가 발생한 강판과의

반응이며 이는 새로운 강판을 성형하는 핫스탬핑 공정을

모사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trip drawing test’

방식[9]을 기반으로 제작한 마찰시험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3은 마찰기 형상과 마찰 시험 방법 및 금형의 모식도이다.

해당 마찰기를 이용하여 도출한 마찰 계수(μ)는 다음과 같

은 식으로 나타낸다.

위 식에서 FD는 마찰 시편을 당기는 힘을 나타내며 FN

은 마찰 중 금형이 시편에 부가하는 힘이다. 마찰 시편은

400 × 75 × 1.4 mm3크기로 제작되었고, 금형은 SKD11 공

구강에 Cr으로 표면처리를 하였으며 경도값은 58.2 ± 0.4

HRC였다. 금형 크기는 20 × 20 × 9 mm3에 육면체 형상이

었으며 마찰하는 면의 끝 부분은 1.5 mm로 라운드 처리를

하였다. 제작한 마찰기의 반복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이미 검증된 평면 마찰기와 동일한 금형, 시편, 마찰

조건으로 상온 비교 마찰 시험을 시행하였다. 시험을 3회

반복 시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2개의 유효 숫자를 가지는

마찰 계수[23]를 보다 신뢰성 높게 분석하기 위해 소수점

3째자리 까지 값을 비교하여 이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준편차값과 마찰 계수 평균값을 통해 본 마찰기의 반복성

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마찰 시험 중 시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PTRIS사 적외선 온도계(CTlaser 3MH2 모델)를 사용하

였다. 측정된 온도를 통해 시편이 900 oC에서 6분 동안 열

처리가 된 후 상온에서 초당 약 13 oC씩 공냉이 됨을 확

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핫스탬핑 공정의 조건과 유사하

게 750 oC 부근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마찰

시험을 열처리 후 12초 뒤에 시행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고온 마찰 시험에 적용한 조건은 표3과 같다.

열처리에 따른 도금층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시편의 단

면을 기계적 연마 후, Colloidal silica를 증류수(Distilled

water)와 5:1 비율로 희석한 용액으로 미세 연마를 실시하

였다.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으로 준비된 시편의

도금층과 확산층(Diffusion layer)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금화가 이루어졌음을 판단하였다. 시편과 금형의 미

세조직 및 성분 분석을 위하여 JEOL사 JSM-7800F 모델

의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과 Oxford instruments사의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법(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을 이용하였다. 이

후 도금층에 존재하는 금속간화합물들의 기계적 특성 분석

을 위하여 Anton Paar사의 나노압입시험기를 이용하였다.

압입 시험의 조건은 깊이 방향을 제어하여 300 nm까지 조

건을 설정하였으며 이전 압입 시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어도 30 μm 이상 거리를 두고 시험을 시행

하였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도금층 성분 분석하기 전

모재에 나노압입시험기로 별도의 마킹을 하여 성분 분석한

곳과 최대한 동일한 부분의 특성값을 확인하였다. 도금층

의 상온 경도는 Oliver-Pharr[24,25]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표면 조도는 Bruker사의 표면측정기를 이용하여

µ
FD

2FN

---------=

Fig. 3. Illustration and schematic of friction test components: (a)
friction test machine, (b) testing method and (c) tool surface (all
dimensions in mm).

Table 2. Comparison of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conventional
and newly developed friction test machine. 

No. of friction tests µConventional µNewly developed

1 0.131 0.133

2 0.129 0.123

3 0.125 0.122

Average 0.128 0.126

Standard Deviation 0.003 0.006

Table 3. The parameters of a friction test that mimics the hot
stamping environment.

Test parameters Value

Pressure 5 MPa

Heat treatment condition 900 oC 6 min

Velocity 100 mm/s

Distance 28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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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전·후 시편을 분석하였다. 130 × 75 × 1.4 mm3 크기

의 판재를 마찰 방향을 따라 반으로 자른 후, 한 개의 시

편만 동일한 조건에서 열처리 후 표면 조도를 분석하였다.

표면 조도 분석 시 하중은 0.003 kgf, 분석 범위는 3 mm

로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동일한 면의 다른 부분으로 반복

수행하였다. 이때 육안 및 표면측정기의 현미경으로 분석

범위에 존재하는 스크래치 등 표면 결함의 유무를 우선적

으로 확인 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처리 후 합금화층

그림 4는 900 oC에서 6분간 열처리 후 도금층 두께에

따른 합금화층을 나타낸다. 열처리 후 도금층은 기존의 Al

과 Si의 상태에서 Fe-Al 2원계 혹은 Fe-Al-Si 3원계[26]

금속간화합물을 이루고 있었으며 도금층 전체적으로 합금

화 되지 않은 Al과 Si 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도금층 두

께가 비교적 얇은 AlSi-A의 경우, 도금층 상층부에는 산화

층과 Fe2Al5 상이 존재하였다. 도금층 중앙 부분에는 비교

적 밝은 색의 층이 존재하는데, EDS 성분 분석 결과 Al

성분이 Fe2Al5상이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합금화층과 비교

하였을 때 적었으며 이를 Jang[27]과 Kondratiuk[28]는

Low Aluminum Zone(LAZ)이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열처리 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도금층을 분석한

Veit[29]와 Pelcastre[17]는 LAZ의 상을 Fe2Al2Si상으로 정

리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성분 분석 결과와 동일한 상

이다. LAZ와 확산층 사이는 Fe2Al5상만 존재하였으며 확

산층(Diffusion layer)에서는 α-Fe상[30]이 지배적으로 검출

되었다.

각 상들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나노압입시험기를

이용하였다. 나노압입시험기 시험은 모재에 마킹한 곳을 기

준으로 성분 분석한 곳과 최대한 근접하게 시행하였으며

이를 도금층 전체적으로 반복 수행하였다. 푸아송 비는

0.3[31]으로 선정하였으며 압입부 형상을 근거로 모든 압입

시험은 도금층에 존재하는 크랙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시행

하였다. 상온 경도값은 α-Fe상이 508±53 Hv, Fe2Al5상이

1162±12 Hv, Fe2Al2Si상이 875±20 Hv로 측정되었다.

Matysik[31]는 나노압입시험기를 활용하여 Fe-Al계 금속간

화합물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해당 결과와 본 연구

결과의 상 경도값은 유사하였다. 도금층 두께가 두꺼운

AlSi-B의 경우에도 AlSi-A 소재와 유사한 도금층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소재의 기존 도금층 두

께 차이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측면에서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한 상이더라도 도금층에서 차지하는

두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는 열처리 후 소재의 표면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결과이다. 소재 표면에 대한 성분 분석한 결과, Fe는

전체적으로 분포하였으며 Al과 O는 표면의 형태와 유사하

게 존재하였다. Si의 경우 Al과 O의 분포와 유사하였지만

좀 더 전체적으로 분포하였다. Al과 O의 분포가 유사하게

존재하는 것을 통해 알루미늄계 산화물이 표면에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물질이 도금층에서 분포하는 정

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4의 노란색 선으로 나타낸 것

처럼 도금층의 단면부에서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Line

scan을 시행하였고 이를 동일한 시편 도금층의 다른 부분

을 통해 각 3회 반복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Fig. 4. Intermetallic compounds on the Al-Si coating after 6 min
heat treatment at 900 oC.

Fig. 5. Surface components analysis using SEM after heat treatment for 6 min at 900 oC; AlSi-A(left) and AlSi-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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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시편을 몰딩한 재료의 주 성분으로써 C 성분이 급

격히 줄어드는 것을 통해 Line scan 결과에서 도금층의

분석 위치를 판단하였으며 Al, Fe, Si의 분포 경향을 통해

도금층 각 상들의 구간을 정의하였다. 도금층에 대한 Line

scan이 시작된 후 Al이 줄어드는 구간, 즉 LAZ전까지

Fe2Al5상의 구간이며 LAZ은 Fe2Al2Si상에 대한 구간이다.

이 후 Al 분포가 상승하는 것을 통해 Fe2Al5 구간을 확인

하였으며 Fe가 증가하고 Al과 Si의 분포가 줄어드는 구간

을 확산층으로 판단하였다. 소재에 따른 산화층 분포 정도

를 비교하기 위해 도금층 상층부인 Fe2Al5 구간에서의 O

성분 평균 값으로 이를 비교하였다(그림 6b). 도금층 상층

부에 대한 O의 평균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AlSi-B 소재

에서 더 큰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그림 5에서 Al과 O 성

분이 분포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통해 AlSi-B 소재의 도

금층 상층부에 산화층이 좀 더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열처리 전·후에 따른 표면 조도 변화는 그림 7에 나타내

었다. 열처리 전의 시편의 경우 두 소재 각각 0.27±

0.01 μm, 0.27±0.02 μm로 유사하지만 열처리 후에는 AlSi-

A의 경우 0.81±0.06 μm, AlSi-B는 1.52±0.33 μm로 측정

되었다. 열처리 후 표면 조도 값이 차이나는 것은 그림 6

과 같이 산화물 분포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된다. Pelcastre[16]는 금형의 표면 조도에 따른 마모 거동

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Pelcastre는 시험 전 0.65~0.822,

1.2~2.74 μm 표면 조도 값을 가지는 금형을 동일한 조건으

Fig. 6. Distribution of components on Al-Si coating after heat treatment for 6 min at 900 oC through the line scan(a); average oxygen cps of
the Al-Si coating upper part(b).

Fig. 7. Surface roughness of before(i.e., as-received) and after heat treatment for 6 min at 9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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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왕복 마찰 시험을 시행한 후 표면을 분석하였을 때, 두

금형 표면에는 모두 연마 마모(Abrasive wear)와 접착 마

모(Adhesive wear)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였으며 특히 표면

조도 값이 큰 금형 표면에서 더 많은 접착 마모가 형성된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AlSi-A, B의 유의미한 표

면 조도 수치 차이는 마모 거동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3.2 고온 마찰 시험

그림 8은 고온 마찰 시험에서 마찰 구간 10부터 200

mm까지의 마찰 계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며, 표 4는 소

재 열처리 후 마찰 시험 시 금형 및 소재의 온도를 정리

한 것이다. 첫번째 시험에서 AlSi-A 소재의 경우 0.373으

로 AlSi-B의 0.3234 보다 비교적 큰 마찰 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15번의 고온 마찰 시험 후 평균값은 두 소

재 모두 약 0.35로 거의 유사하였다. 하지만 산포도는

AlSi-A의 폭이 0.03으로, AlSi-B의 0.01 보다 약 3배정도

큰 폭을 보였다. 이는 마찰 계수 측면에서 표면 조도의 직

Fig. 9. SEM images of worn coating layer after 3rd, 9th and 15th friction tests; The yellow arrow indicated where the wear occurred (The
friction direction is penetration in this figure).

Table 4. Temperature of tool and specimen measured at 12 second
after the specimen was heat treated (for 6 min at 900 oC) and taken
out of the furnace.

Friction test

AlSi-A AlSi-B

Tool

(oC)

Specimen

(oC)

Tool

(oC)

Specimen

(oC)

1 30 756 31 748

2 33 770 37 738

3 38 748 38 762

4 31 758 30 753

5 37 748 36 748

6 35 756 30 745

7 34 744 33 731

8 30 730 38 742

9 37 741 35 750

10 38 749 30 751

11 29 762 38 757

12 37 730 38 769

13 38 757 32 759

14 40 742 33 756

15 39 757 32 770

Average 35 750 34 752

Standard 

Deviation
3.7 11.2 3.2 10.8Fig. 8. Friction coefficient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friction

tests that mimics the hot stamp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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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32] 다른 영향이 있었음을 판단하

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 순번 시편의 단면을 분

석하였다. 그림 9는 각 소재의 3, 9, 15번째 마찰 시험

후의 시편 단면을 나타낸 것이며 모든 시편들은 동일하게

마찰 거리 140 mm 위치에서 분석하였다.

비교적 얇은 도금층인 AlSi-A의 경우 초기에는 부분적으

로 마모가 일어났으며 마찰 시험을 거듭 할수록 마모가 심

해 짐을 확인하였다. 15번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도금

층이 탈락하였으며 심한 곳은 확산층까지 마모가 일어났다.

반면 AlSi-B의 경우, 초기에는 AlSi-A와 유사하게 부분적

으로 마모가 일어났으나 그 정도는 비교적 심하였다. 하지

만 이는 일부분에 해당되며 전체적인 도금층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열처리 후 도금층은 대부분 Fe2Al5와

Fe2Al2Si 상들인 반면 확산층은 비교적 무른 상인 α-Fe가

지배적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마찰 시험의 반복에 따라

부분적으로 확산층까지 마모가 일어난 것은 AlSi-A 소재의

마찰 계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3].

3.3 금형 마모

그림 10은 고온 마찰 시험 후 금형 표면을 보여주며 두

소재 모두 마찰 후 표면에 회색 물질이 존재하였다. 이는

시험이 반복 될수록 육안으로 확인 될 정도로 양이 점차

증가하였지만 두 소재 간에는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

였다.

표 5는 특정 횟수의 마찰 시험 후 측정한 왼쪽과 오른

쪽 금형의 무게이며 그림 11은 왼쪽과 오른쪽 금형의 평

균 무게 증가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소재 대상으로

한 금형이 모두 마찰 시험 후 무게가 증가한 경향과 그림

10의 금형 표면 형상을 근거로 금형에 접착 마모가 발생한

Fig. 10. Transferred coating material on to the tool surface after 3rd, 9th and 15th friction test (The friction direction is upward in this
figure).

Table 5. Tool weight for left and right tool measured after friction
test.

Friction

 test

AlSi-A AlSi-B

Left tool 

(g)

Right tool 

(g)

Left tool

(g)

Right tool 

(g)

Before test 27.38 27.28 27.23 27.36

3 27.38 27.28 27.24 27.37

6 27.38 27.28 27.25 27.37

9 27.38 27.28 27.25 27.38

12 27.39 27.29 27.26 27.38

15 27.39 27.29 27.27 27.39

Fig. 11. Average increment of tool weight for left and right tool
measured after fri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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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AlSi-A 소재를 대상으로 한 3, 6, 9번째

마찰 시험 후 금형 무게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12번째

시험 후부터 금형 무게 증가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Si-

B의 경우 AlSi-A 소재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 비해 금형

무게 증가량이 컷으며 15번째 시험 후에는 약 3배 이상의

금형 무게 증가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두 소재

간에 접착 마모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그림 12에서 AlSi-A 금형 중앙 부의 시험 전·후 성

분 분석을 해당 접착 마모는 Al과 Fe계열의 금속간화합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은 15번째 고온 마찰 시험 후 각 소재에 따른

오른쪽 금형의 최하단부 중앙부터 끝까지의 표면을 보여준

다. 금형 하단부는 마찰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AlSi-A 소재

의 경우 Normal adhesive wear 혹은 입자 형태로 금속간

화합물이 존재하였다. AlSi-B의 경우 하단부에서 입자 형

태와 마찰 시험이 반복됨에 따라 축적된 결과물인

Compaction galling[34]을 확인할 수 있었다. Venema[35]

는 Al-Si 도금재를 대상으로 한 핫스탬핑 공정에서의 마모

메커니즘을 정리하였다. 금형과 소재 간에 접촉하는 단계

에서 주로 단단한 상(Fe2Al5)에 의해 연마 마모가 일어나

며 취성의 특성을 띄는 Fe2Al5상은 입자 형태로 금형 표면

에 존재하게 된다. 마찰 시험이 반복되면 해당 입자들은

마찰 방향에 따라 금형 표면에서 이동하며 Normal

adhesive wear[18,35,36]를 일으키고 특정 부분에 밀집되어

Compaction galling을 발생시킨다. Compaction galling이 발

생된 부분 이후로는 Normal adhesive wear와 Compaction

Fig. 12. SEM images of the tool center: (left) before the friction test and (right) after 15th friction test of AlSi-A specimen (The friction
direction is upward in this figure).

Fig. 13. SEM images showing wear behaviour of the right tool against Al-Si coated 22MnB5 after 15th friction test: (upper) AlSi-A and
(lower) AlSi-B (The friction direction is left to right in this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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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ing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이와 유사한 금형 마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찰이 시

작되는 금형 하단부에는 금속간화합물들이 마찰 방향에 따

라 입자와 Normal adhesive wear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특정 부분에는 Compaction galling이 발생하였다. 그림 13

에 표시된 부분은 Compaction galling이 일어난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Compaction galling이 일어난 곳을 기준으

로 아래쪽과의 높낮이 차이가 존재하였다. Compaction

galling의 성분 분석 결과는 1번과 4번이며 Fe2Al5 상이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낮이 차이

가 나는 아래쪽에는 밝은 금속간화합물의 입자들과 비교적

어두운 표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자들의 성분 분석 결

과는 각각 3번과 6번으로 입자들은 Fe2Al5 상이었으며 이

들의 크기는 AlSi-B에서 비교적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형 표면의 성분 결과인 2번과 5번의 결과에서는 Al보다

Fe가 좀 더 지배적으로 검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접착 마모

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Comapction galling 이 후 마찰 방향으로 두 소재 모두

Normal adhesive wear 등이 발생하였으나 AlSi-A 소재는

금형의 중앙부까지, AlSi-B는 금형의 끝까지 존재하였다.

그림 10과 11을 통해 마찰 시험 후 금형 표면 마모의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성 특성을

보이는 Fe2Al5 상은 연마 마모에 의해 입자 형태로 금형

표면에 남게 되며, 이로 인해 접착 마모가 지배적으로 발

생하였다. Hisakado[37]는 연마 마모에 관하여 표면 조도

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표면 조도 값(tanθ)이 증가

함에 따라 연마 마모에 의한 마모량(wear volume) 또한

증가한다고 정리하였다. 그림 7과 같이 각 소재는 열처리

후 표면 조도 값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는 고온 마찰 후

금형 표면에 존재하는 Fe2Al5 입자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

며, 결과적으로 금형 마모에 지배적으로 발생한 접착 마모

의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평면 마찰 방식의 자체 제작한 마찰기와

가열로를 이용하여 핫스탬핑 공정을 모사하였으며, 이를 통

해 Al-Si 도금층 두께에 따른 22MnB5 강판의 마찰과 마

모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동일한 열처리 조건에서 도금층의 구성은 산화층을

시작으로 Fe2Al5, Fe2Al2Si, α-Fe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

며 도금량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상들의

두께는 소재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평균 마찰 계수 평균 값은 유사하였으나 비교적 얇

은 도금층인 AlSi-A 소재의 마찰 계수 산포도 폭이 더 컸

다. 이는 고온 마찰 시험 시 소재 도금층이 탈락하는 마모

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15번째 고온 마찰 시험 후

도금층이 두꺼운 AlSi-B 소재는 전체적으로 도금층이 남

아있었으나 AlSi-A 소재는 도금층이 대다수 탈락하였으며

심한 곳은 확산층까지 마모가 발생하였다.

(3) 고온 마찰 시험 후 두 소재 모두 Al과 Fe 계열의

금속간화합물이 금형 표면에 존재하였으며 접착 마모가 지

배적으로 발생하였다. 마모의 유형은 유사하나 양적인 측

면에서는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열처리 후 소재 표면

조도에 따른 연마 마모에서 발생하는 Fe2Al5 마모량의 차

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핫스탬핑 공정에서 소재의 Al-Si 도금층 두

께를 선정하는데 있어 소재의 마모와 금형의 마모 간에 적

절한 타협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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