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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소결 마찰재의 마찰특성에 대한 니켈 실리사이드 함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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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nickel silicide on the friction properties of Cu-based wet sintered friction materials

was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nickel silicide added Cu-based wet sintered

friction materials were examined. Nickel silicide was prepared by mechanically alloying Ni and Si powder.

Three types of Cu-based wet sintered friction materials with different nickel silicide contents (0 wt%, 5 wt%,

10 wt%) were fabricated by the powder metallurgy route. The phase transformation of Ni2Si to Ni31Si12 was

observed in nickel silicide after a sintering process. The friction coefficient and wear rate decreased with

increasing nickel silicide content. The wear scar changed from ploughing to micro-cutting with increasing

nickel silicide content.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nickel silicide can be used as a friction modifier when

added to Cu-based wet sintered frict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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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건설 및 농업 장비 또한

발달하고 있다. 굴삭기, 트랙터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장비

내 클러치, 브레이크 등의 마찰 system 또한 변화하고 있

다. 기존에 존재해왔던 건식 마찰 system은 습식 마찰

system이 서서히 대체해오고 있다 [1]. 건식 마찰 system의

경우 스틸 판과 마찰재 판이 서로 접촉하여 제동 시, 마찰

재가 마찰열을 버티지 못하고 손상되어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습식 마찰 system은 오일을 같

이 사용하여 제동한다. 오일은 냉각, 하중 분산, 윤활 작용

을 통하여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부드러운 제동을 가능하게 한다.

습식 마찰 system의 마찰재는 주로 마찰열을 빠르게 외

부로 배출시킬 수 있는 우수한 열전도성과 인성을 가진

Cu matrix를 이용하여 제조된다. 또한 Cu matrix 응착 방

지 및 기계적 특성 향상을 위해 Sn, Zn, Ni 등의 보강제

를 첨가한다. 또한 마찰 특성을 조절하는 마찰 조절제

(friction modifier)를 사용하며 silica, SiC [2], MgO 등이

있다. 니켈 실리사이드 또한 여기에 해당하며 Ni2Si, NiSi,

NiSi2, Ni31Si12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 중 NiSi,

Ni2Si 등 특정한 니켈 실리사이드는 전기저항이 10.5~

30 uΩ으로 매우 작아 Interconnects, FET(Field effect

transistor) 등 전자 부품으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3-6]. 또

한 안정적인 원자결합에 의해 경도가 높고 우수한 내마모

성을 나타낸다 [7-9]. 따라서 니켈 실리사이드는 내마모 특

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마찰재 제조시 마찰조절제로도 사용

이 가능하다.

니켈 실리사이드의 마찰 특성 관련 연구로는 Ni과 Si분

말을 용융한 뒤 니켈 실리사이드를 형성시키고 건식 분위

기에서 마모시험을 진행하여 마찰계수 및 마모량을 측정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9-10]. 반면, 니켈 실리사이드를

마찰 조절제로 직접 첨가한 소결 마찰재에 대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니켈 실리사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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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조절제로 첨가하여 복합 소결체를 제조하고 마찰특성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i 및 Si 분말을 기계적 합금화를 통해 니

켈 실리사이드 분말을 합성하고, 이를 Cu, Sn, Ni,

Graphite 원소분말과 혼합 및 소결하여 습식 마찰재를 제작

하였다. 또한 니켈 실리사이드 첨가가 마찰재의 마찰계수와

마찰계수 안정성 및 마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니켈 실리사이드 분말 제조를 위해 평균

입도 14.72 um의 Ni과 113.97 um의 Si 원소분말을 사용

하였다. 두 원소분말의 응집을 방지하기 위해 500 ml의

PE 광구병과 직경 5 mm의 STS볼을 통해 Ni과 Si의 중량

비를 4:1로 하여 예비혼합 하였다. 이 후, STS볼과 혼합

분말의 비율을 5:1(100 g:20 g)로 하여 490 rpm의 속도로

10시간 동안 기계적 합금화하여 제작하였다. 이 때 사용한

볼은 예비혼합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도가니는 직

경 105 mm, 내경 75 mm, 높이 85 mm의 SKD11소재를

이용하여 특수 제작하였다. 그림 1에 도가니 사진을 첨부

하였다. 제조된 니켈 실리사이드의 평균입도는 9.8 um로 측

정되었다. 그림 2와 3에 니켈 실리사이드 분말의 X선 회

절 패턴 및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합성한 니켈 실리사이드와 Cu, Sn, Ni 분말을 3시간 동

안 혼합하였다. Cu, Sn, Ni 분말 혼합비는 표 1에 나타내

었다. 분말 혼합은 볼밀링 공정을 이용하였으며, 혼합 분말

과 볼의 중량비를 1:1로 하고 100 rpm 이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성형 상대밀도 78%의 A사 마찰재와 동일한 성형

상대밀도의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 각 시편의 혼합 분말 장

입량을 계산하여 직경 29 mm의 성형틀에 넣었다. 이 후,

15톤 상온프레스로 일축 가압하여 높이 약 10 mm의 성형

체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성형체를 8 oC/min의 승온 속도

로 850 oC에서 30분간 상압소결 후 노냉하였다. 소결 분위

기는 소결 도중 시편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

소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각 시편의 성형 상대 밀도와 소결 상대 밀도는 아르키메

데스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후, X-선 회절패턴

및 SEM-EDS 분석을 통해 소결 후 시편 내 니켈 실리사

이드의 상변화 유무를 확인하였다. 마모시험 전 기계적 연

마를 통해 표면 거칠기가 마찰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였다. 시편의 경도시험은 R 스케일(1/2인치 볼 압입자)

의 로크웰 경도계를 통해 일정한 간격을 두어 측정하였다.

또한,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계를 통하여 시험 하중 10 gf로

시편의 니켈 실리사이드 지역과 Matrix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Fig. 1. Crucible used for mechanical alloying.

Fig. 2. XRD pattern of nickel silicide powder.

Fig. 3. FE-SEM image of powder: mechanically alloyed nickel
silicid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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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시험은 pin on disc 타입의 마모시험기를 이용하여

하중 20 N, 속도 250 rpm, 마모트랙 반경 11.5 mm에서 1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마모시험 상대재는 핀 형태의

S45C소재(직경: 5 mm, 높이: 30 mm)를 사용하였다. 시편

과 핀을 오일에 침적한 후 상온 마모시험을 진행하였다. 시

간에 대한 마찰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마찰 계수 안정성은

식(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1]. 마찰계수 안정성의 비

교재는 silica(SiO2)를 첨가한 시편 D를 이용하였다. 시편

D의 조성은 70Cu- 8Sn- 10Ni- 7.5SiO2- 4.5C (graphite)

이다. 

(1)

us =마찰계수 안정성(%)

uave=평균 마찰계수 

umax =최고 마찰계수

umin =최저 마찰계수

마모 체적과 마모율은 식(2)와 (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12].

(2)

Vd =마모 체적(Volume less, mm3)

D =마모 트랙의 직경

W =디스크의 마모 트랙의 너비

R =핀의 반경(=2.5 mm)

(3)

K =마모율(Wear rate, mm3/Nm)

F =적용된 하중(Load, N)

S =거리(Distance, m)

3. 결과 및 고찰

그림 4에 A~C시편의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림

2의 니켈 실리사이드 분말의 X-선 회절패턴에서는 Ni2Si,

Ni31Si12상 중 대부분 Ni2Si상이 형성되었지만, B, C시편에서

는 Ni31Si12상으로 상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i Jia

등 [13]은 이론적 계산과 정적 수냉법(Static water-

quenching method)을 통하여 Ni2Si의 상변화를 제시하였

다. 소결 온도가 700~900 oC가 되면 분말 간 경계에서 온

도에 대한 Gibbs 자유에너지 변화(ΔG)가 가장 낮은 마이

크로 규모의 Ni31Si12가 형성되고 생성 엔탈피가 니켈 실리

사이드 상들 중 가장 낮은 Ni2Si는 나노 규모의 형태로

Cu Matrix 내부로 확산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B, C시

편의 X-선 회절패턴과 EDS 분석(그림 5)에서 Ni2Si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Ni31Si12상의 피크만이 검출되었다. 따

라서 니켈 실리사이드의 상변화는 Ni2Si가 Cu Matrix 내

부로 확산하고 분말 간 경계에서 Ni31Si12상의 성장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시편의 시간에 대한 마찰계수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마모시험은 시편과 상대재가 접촉 후 마찰 면적이 일정해

질 때까지 900초 동안 길들이기 기간(Running-in period)

후 마찰 특성을 평가하였다.

마찰계수는 각각 0.1060~0.1379 (A시편), 0.1030~

0.1336 (B시편), 0.0990~0.1221 (C시편)의 범위가 측정되

었다. 건식마찰에서 니켈 실리사이드의 마찰계수는 약 0.3

으로 보고된 바 있다 [14]. 건식 마찰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낮은 마찰계수가 측정되었으며, 이는 습식 마찰에 사

용되는 오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찰 계수는 소폭

증가하다 1800초 에서 감소 후 유지되는 거동을 보인다.

마모시험 1시간 후(End-point) 각 시편의 마찰계수는 각각

0.1234 (A시편), 0.1154 (B시편), 0.1019 (C시편)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 니켈 실리사이드를 첨가할수록 마찰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찰계수 안정성은 A와 B시편

us uave( ) umax umin–( )
1

2
---×–

100

uave( )
------------×=

Vd

π
6
---D

W
 3

R
--------
⎝ ⎠
⎛ ⎞=

K
Vd

F S×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intered samples. (unit: wt%)

Cu Sn Ni Nickel Silicide Graphite

A

Bal.

7.9 7.9 -

5.0B 7.5 7.5 5.0

C 7.0 7.0 10.0

Fig. 4. XRD patterns of each sinter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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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6.8%로 서로 동일하였으며 C시편은 89.6%로 두 시

편보다 약 3% 더 우수하였다. 비교재인 D 시편은 마찰계

수 안정성이 79.1%로 C 시편과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

였다. Chiyuan Feng 등 [15]는 높은 마찰계수 안정성은

시편 내 구성 요소 간의 결합 강도를 보장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열에 의한 마찰재의 파손현상을 방지할 수 있

다고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문헌에 따라 C 시편은 열 안

정성이 시편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A, B 두 시

편의 마모율은 거의 동일하였지만, C 시편은 A, B 시편

대비 약 3배 감소하였다. 시편의 마찰계수 안정성과 마모

율 그래프를 그림 7과 8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마찰특성의 변화는 니켈 실리사이드의 첨가량에

대한 소결체의 표면경도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면경도 증가는 하중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고, 소결체 기

공에 저장된 오일과 함께 하중을 표면에 분산시킨다. 하중

이 표면에 분산됨에 따라 실제 접촉(마찰) 면적에 대해 적

용되는 하중이 감소하며, 이 현상은 소결체의 소성 변형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미끄럼 운동은 접촉 면적 중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생한다. 마찰특성에 대한 표면경도의

Fig. 5. FE-SEM images and EDS of sintered samples. : (a)~(c) images indicated microstructure of A~C samples, respectively. (d) and (e)
images represented EDS of B, C samples. Nickel silicide (Ni31Si12) is identified by spectrums in (d) and (e) images.

Fig. 6. Friction coefficient of sintered samples.

Fig. 7. Stability of friction coefficient of sintered samples. D Sample
is a comparative material for comparing stability of friction
coefficient with each sample. The composition of the sample is
70Cu-8Sn-10Ni-7.5SiO2-4.5C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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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모식도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실제 각 시편의 로

크웰 경도를 측정 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A와 B시편은

각각 104.28, 102.33 HRR로 거의 동일하였으며, C시편에

서 117.98 HRR로 가장 높은 경도 값이 측정되었다. 이러

한 표면경도 차이는 소결 상대밀도의 증가 및 니켈 실리사

이드 고유 특성인 높은 표면 경도에 기인한다. 

소결 상대밀도는 각각 82.90% (A시편), 79.45% (B시편),

92.01% (C시편)로 측정되어 표면경도와 비례함을 확인하

였으며,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잘 일치한다 [16].

니켈 실리사이드 분말을 5 wt% 첨가한 B 시편은 A 시편

보다 소결 상대밀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기 B

시편의 성형 상대밀도가 A시편보다 낮기 때문이다. 분말의

성형 압축 과정에서 경한 니켈 실리사이드 분말에 의해 혼

합 분말의 강도가 증가하고 스프링 백(Spring back)효과가

커지면서 분말의 압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

형 상대밀도는 각각 78.00% (A시편), 76.03% (B시편),

74.89%(C시편)로 측정되었으며 B,C 시편은 계산된 성형

상대밀도와 차이가 발생하였다. 니켈 실리사이드 분말을

0~5 wt% 첨가하였을 때 성형 상대밀도 대비 소결 상대밀

도가 약간 증가하는 반면, 10 wt%를 첨가하였을 때 소결

상대밀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kayama

등 [17]은 금속간 화합물을 분말형태로 Matrix에 첨가하면

소결체 내부에 존재하는 가스가 배출되는 기공(Blow hole)

형성을 촉진하며 용융기공(melt-off pores)이 형성되었을 때,

이 기공을 채우면서 소결 능력의 저하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Cu-Sn 혼합 분말을 소결하면

Sn이 소결 도중 용융되어 액상으로 존재하고 액상 Sn은

모세관력에 의하여 Cu 분말 사이의 기공으로 빨려 들어가

게 된다. 그 후 Sn과 Cu의 상호확산을 통하여 합금화가

진행되며 최종 기공 분포는 Sn 입자자리에 액상의 유출로

인하여 생긴 기공과 자연 기공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18]. 따라서 니켈 실리사이드가 Sn이 이탈하여 생긴

기공을 채우게 된다. 5 wt%의 니켈 실리사이드를 첨가한 B

시편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미미하며 10 wt%를 첨가한 C시

편에선 니켈 실리사이드 첨가 효과가 크게 발생하게 되고

치밀화가 촉진되어 결국 소결 상대밀도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C 시편의 높은 경도는 니켈 실리사이드의 첨가량

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한다. A~C 시편 내 Matrix와 니켈

실리사이드 지역의 표면 경도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A~C 시편의 Matrix는 각각 94.92, 97.45, 178.25 HV이며,

Fig. 8. Wear rate of sintered samples.

Fig. 10. Schematic drawing of friction behaviors in sintered sample with nickel silicide.

Fig. 9. Rockwell hardness of sinter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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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시편의 니켈 실리사이드 지역의 경도는 각각 386.74,

397.48 HV로 니켈 실리사이드의 경도가 Matrix보다 약

2~4배 높은 값을 나타내어 Matrix보다 니켈 실리사이드의

경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니켈 실리사이드

를 5 wt% 첨가하면 시편의 표면경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시편의 마모 거동을 SEM을 이용하여 표면을 관찰하

였으며 마모 시험 전 후 시편 표면을 그림 12에 나타내었

다. 전체적으로 상대재인 S45C핀에 의하여 플라우잉

(ploughing)이 진행되었으며, A, B시편은 마모 홈이 형성

되었다. 반면에, C시편은 마모 홈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아

주 미세한 커팅만이 관찰되었다. 각 시편의 마모트랙 넓이

는 1.17 mm (A시편), 1.18 mm (B시편), 0.82 mm (C시

편)으로 C시편에서 가장 작은 값이 측정되었다. 마모 트랙

을 확대하면 A와 B시편의 표면에서 상대재의 전단력에 의

해 소성 변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B시편은 국

부적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소성 변형이 발생하였지만, C시

편은 소성 변형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편

에 대한 마모거동은 전체적으로 연삭마모가 발생하였으며

Fig. 11. Vickers hardness of sintered samples.

Fig. 12. SEM image of surface in sintered samples before and after w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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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 거동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소결체

의 경도 차이에 의한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니켈 실리사이드를 마찰 조절제로 사용하여

Cu계 마찰재의 마찰 특성을 분석한 결과 10 wt% 니켈 실

리사이드를 첨가로 인해 Cu계 마찰재의 내마모성이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니켈 실리사이드의 마찰 조절제로

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니켈 실리사이드 첨가량에 따라 Cu계 마

찰재를 제조하고 마찰특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니켈 실리사이드 분말을 다른 원소분말과 혼합 및 소

결 도중 결정상이 Ni2Si에서 Ni31Si12상으로 상변화 하였다.

이는 Ni2Si상이 Cu Matrix 내부로 확산되고 Ni31Si12상은

분말 간 경계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2) 니켈 실리사이드를 첨가할수록 마찰계수는 감소하며

첨가량이 10 wt% 일 때, 마모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소

결체의 기공을 크게 감소시켜 상대밀도가 증가하고 니켈

실리사이드 고유의 경한 특성에 기인한다.

3) 소결 상대밀도는 니켈 실리사이드를 5 wt% 첨가한 B

시편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니켈 실리사이드 첨

가에 따른 스프링 백 효과에 의한 혼합분말의 압축률 감소

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

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P0008425, 2021년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Joseph R. Fox, Int J Automot Eng. 810696, 1 (1981). 

2. I. J. Shon. Korean J. Met. Mater. 59, 439 (2021).

3. C. Yu, N. Lars, Properties and Applications of Silicon

Carbide, 171, Intech, Slavka Krautzeka, Croatia (2011).

4. A. Dahal, G. Jagath, H. Leland, D. K. Singh, and D. J.

Singh, J Alloys Compd. 672, 110 (2016).

5. S. J. Kim, H. K Kim, M. W. Lim, S. H. Jeong, M. J. Kang,

M. S. Kang, N. S. Lee, T. V. Cuong, H. S. Kim, T.

Erlbacher, A. Bauer, and H. K. Shin, J. Nanomater. 1

(2019).

6. S. H. Lee, H. S. Shin, E. A. Choi, J. H. Ahn, Y. S. Choi, S.

S. Kim, J. H. Lee, and S. Z. Han, Korean J. Met. Mater. 58,

488 (2020).

7. H. M. Wang, D. Y. Luan, and L. X. Cai, Metall and Mater

Trans A. 34A, 2005 (2003).

8. X. Chen and C. Liang, Catal Sci Technol. 9, 4788 (2019).

9. H. M. Wang, C. M. Wang, and L. X. Cai, Surf Coat Technol.

168, 204 (2003).

10. L. Y. Ping, G. B. Li, Y. Y. Du, Y. S. Ji, Q. Jin, and T. J. Li, Sci

Bull. 57, 1595 (2012). 

11. S. H Kim and H. S Lee, Int. J. Precis. Eng. Manuf, 12, 643

(2011).

12. D. Y. Zhang, F. F. Zhao, X. Wei, F. Gao, P. Y. Li, and G. N.

Dong, Wear. 472, 428 (2019).

13. J. Lei, M. F. Yang, S. P. Tao, H. Xie, Z. L. Lu, K. Kondoh,

and Z. G. Xing, Mater. Chem. Phys. 271, 1 (2021).

14. H. X. Wang, C. L. Chu, X. B. Sheng, P. H Lin, and Y. S.

Dong, J Wuhan Univ. Technol. Mater. Sci. Ed. 24, 883

(2009). 

15. C. Y. Fang, G. F. Wen, X. F. Wang, and C. L Yin, IOP Conf.

Ser. Earth Environ. Sci. 639, 1 (2021).

16. R. M. German, Sintering Theory and Practice, 212,

Dasung, Sedaemun District, Seoul (2000). 

17. U.S. Patent, 6844085, 2005 Jan. 18, T. Takayama, T.

Ohnishi, Y. Tanaka, K. Maeda, Komatsu Ltd.

18. J. W Kim and M. S, Effect of Green Density on Flow

Behavior of Sn Melt during Sintering of Cu-Sn Compacts, 1,

KAIST, Seoul (1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