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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공정(hypereutectic) Al-Si 합 은 정출된 실리콘 

입자에 의한 내마모성과 윤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경량과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산업분야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1). 그러나 Al-Si 합 은 실리콘 함량이 증가할수

록 내마모성은 증가하나 인성은 감소하는 단 이 있다
2). 따라서 인성이 큰 알루미늄 합  표면에 내마모성이 

우수한 과공정 Al-Si 합 을 클래딩(cladding)하여 사

용하면 내마모성과 인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한 

Al-Si 합 의 인성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결정립 크기

(grain size)를 미세화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1). 

  많은 클래딩 방법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클래딩 방법을 선택하

다3). 특히 Al-Si 합 의 이  클래딩에서는 일반

으로 얻기 어려운 매우 미세한 결정립을 얻을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4). 보통 이  클래딩은 이  빔에 동

축(coaxial) 혹은 측면에서 분말을 공 하고, 분말에 

이 를 조사하여 용융시켜 클래딩한다5). 이 방법은 희

석률이 작으며, 모재의 형상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등 

많은 장 이 있다. 그러나 용착효율이 낮으며, 분말의 

손실이 많으며, 다량의 미세분진이 발생하여 건강에 해

롭다는 단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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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분말분사 방식은 희석률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순

수한 실리콘(Si) 분말을 분사하여 과공정 Al-Si 합  

클래드 층을 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순수한 실리콘(Si) 분말을 유기용제와 혼합하

여 페이스트(paste)로 만든 후, 알루미늄 합  모재 표

면에 얇게 도포하고, 이 를 조사하여 합 화하는 방

법을 사용하 다. 페이스트 층의 유기용제는 150 ℃ 

정도로 가열하여 증발시킨 후, Si 분말 도포면에 펄스

형 Nd:YAG 이 를 조사하여 모재 표면에 Al-Si 합

층을 형성시킨다. 이 방법의 장 은 분말의 손실이 거

의 없으며, 클래드 층의 두께를 정 하게 조 할 수 있

으며, 미세분진의 발생이 없어 작업환경이 깨끗하다. 

한 Nd:YAG 이  빔의 흡수율이 알루미늄은 0.06 ~ 

0.2 정도로 낮으나, 실리콘은 0.7 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작은 이  출력에 의해서도 클래딩이 가능하

다6). 단 은 희석률이 비교  크며, 형상에 향을 받

는다는 것이다. 한 펄스형 이 의 특징은 한 개의 

이  펄스가 조사되는 순간 용융되고, 펄스가 정지된 

순간에는 응고한다3). 따라서 냉각속도가 매우 빠르며 

모재에 한 열 향이 다는 것이다.

2. 실험 방법

2.1 실리콘 분말 페이스트의 도포

  알루미늄 합  모재로는 상업 으로 순수한 Al 합

인 A1050을 사용하 다. A1050 모재는 25*45*2 mm

의 치수로 단하 다. 모재의 표면은 #220 사포로 연마

한 후 음  세척하 다. 클래딩 분말로는 Aldrich 사에

서 제조한 순도 99.0% 이상, 분말입도 325 mesh 이

하(90% 이상이 44㎛ 이하)의 순수한 Si 분말을 사용

하 다. 따라서 클래드 층은 단순히 Al-Si 조성을 가지

기 때문에 해석이 비교  간단하다.

  Si 분말은 유기용제와 혼합하여 페이스트로 제작하

다. Si 페이스트를 린 (printing)하는 방법은 Fig. 

1(a)에서 보여 다. 단단한 plastic tape를 spacer로 

모재의 양쪽 끝에 부착한 후 blade를 사용하여 린트

하 다. Si 페이스트 층의 두께는 tape의 두께를 달리

하여 조 할 수 있다. Tape를 사용하여 두께를 조 하

는 방법은 여기서 처음으로 고안되었다. 이 방법의 장

은 screen을 특별히 제작하지 않더라도 페이스트 층의 

두께를 자유롭게 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g. 1(b)는 

실험에서 사용한 3 종류의 plastic tape(A, B, C)의 두

께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두께측정은 KEYENCE 

사의 분해능 1 ㎛를 갖는 LK-030 이  변 센서를 

사용하 다. A tape는 107㎛, B tape는 138 ㎛, C tape

는 197 ㎛의 균일한 두께를 가진다.

  Si 페이스트의 도포가 완료된 후 tape를 제거하고, 

150 ℃의 hot plate에서 약 10분간 가열하여 유기용

제를 증발시켰다. Fig. 2에서는 유기용제가 제거된 후 

Si 분말층의 높이를 이  변 센서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Si 분말층의 높이는 A와 B tape에 비하여 

C tape에서 더욱 높았다. Si 분말층의 높이가 불균일

한 것은 분말/유기용제 비율의 편차, paste층 도포과정

에서의 편차, 유기용제의 불균일한 증발 등 많은 요인

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이  조사에 의한 클래드 층의 형성

  이 로는 장 1064 nm, 최 출력 400 W를 가지

는 펄스형 Nd:YAG 이 를 사용하 다. 이  빔은 

600 ㎛ 직경의 섬유로 송하 으며, 거리 203 mm

의 집속 즈로 집속하 다. 에서 측정한 용융 spot의 

직경은 약 1.2 mm를 가졌다. Si 분말층 표면에 이  

을 치시키고, 넓은 면 을 주사(scanning)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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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선 간격은 0.5 mm로, 주사속도는 10 mm/s를 사

용하 다. 주사선 사이의 겹침(overlap)은 약 58%에 

해당한다. 시험편 표면의 산화방지를 하여 Ar 보호가

스를 흘렸다.

  실험변수로서 tape 두께와 이  출력을 변화시켰

다. 이  출력은 펌핑 압과 펄스주 수는 260 V와 

60 Hz로 고정시키고, 펄스폭을 조 하여 변화시켰다. 

이  출력은 Ophir사의 BA500 power meter로 측

정하 다. Fig. 3에서는 펄스폭에 따른 이  출력은 

보여 다.

  Table 1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tape 두께와 이  출력 

조건을 보여 다. A tape에서는 이  출력을 119 ~ 

199 W까지 변화시켰으며, B와 C tape에서는 199 ~ 

282 W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tape의 두께범 와 이  

출력범 는 비실험을 통해서 선정하 다. 시험편 명칭

의 표기방법은 Table 1에서 보여 다.

  클래딩된 시험편들은 음  세척에 의해 이 가 조

사되지 않은 지역의 Si 분말들을 모두 제거하 다. 

이  변 계를 사용하여 표면으로부터 클래드 층의 높이

는 측정하 다. SEM과 EDS에 의해 횡단면에 한 미

세조직, 용융깊이와 화학성분을 분석하 다. 

2.3 마모시험 방법

  마모시험은 block-on-roll type의 마모시험기를 사

용하 다. Fig. 4에서는 마모시험기의 개략도를 보여주

며, Table 2에서는 마모시험 조건을 보여 다. 클래드 

층은 #2000의 사포로 조심스럽게 연마하여 표면요철을 

제거하 다. 상  마모재로는 직경 50 mm, 폭 7 mm

의 annealing된 상태의 SKD11 강으로 제작된 roll을 

사용하 다. Roll의 마찰면은 #800 diamond paper

로 연마하 다. 윤활재로는 물을 사용하 다. 마모시험 

동안 시험편의 표면에 0.65 kg의 수직하 을 가하 으며, 

805 rpm의 roll 회 속도를 사용하 다. 이때  표

면에서 마찰속도는 2.1 m/s에 해당한다. 180 (379 m) 

동안 마모시킨 후 마모손실량을 측정하 다. 마모손실

량은 마모시험 ·후의 무게차이로 측정하 다. 수직하

은 마모시험 에 load cell을 사용하여 미리 측정하

으며, 수평하 은 load cell과 data acquisition 장

치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 다. 마찰계수는 수

평하 /수직하 으로 환산하 다.

3. 실험 결과  검토

3.1 Si 클래드 층의 높이 측정 결과

  이  조사 후, 클래드 층의 높이는 tape의 종류(A, 

B, C)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Fig. 5에서는 표 으로 

A2, B2, C2 시험편들에 해서 클래드 층의 높이 변

화를 보여 다. A와 B 시험편에서 클래드 층의 높이는 

~16과 ~21 ㎛로서 거의 비슷하 다. 반면 C 시험편

에서 클래드 층의 높이는 ~51 ㎛로서 상 으로 큰 

편이다. 클래드 층의 표면에는 상당한 요철이 존재하며, 

치에 따라 클래드 층의 높이가 상당히 변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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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specimens

Tape Type
Power(W)

A
(107㎛)

B
(138㎛)

C
(197㎛)

1 119 199 199

2 159 240 240

3 199 282 282

* Example of the designation for a specimen
  A2 specimen: A tape(107㎛)/159 W(1.2ms)

Bearing

Specimen

Load 
cell

Cladding Weight

SKD 11 Roll
50mmφ × 7mmw

Water

Fig. 4 Schematic diagram of wear tester

Table 2 Block-on-Roll wear test conditions

Parameter Condition
Roll material SKD 11, Hardness: HV226
Rotating Speed 805 rpm
Test time 180 s (Test distance: 379 m)
Test load 0.65 kg on the specimen
Lubricant pure water



이 형 근  

60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6, No. 1, 2018

60

이것은 치에 따라 Si 함량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3.2 클래드 층의 단면 미세조직과 성분분석

  Fig. 6에서는 A 시험편들의 단면에 한 자 미경 

사진과 EDS에 의한 성분분석 결과를 보여 다. Fig. 

6(a)~Fig. 6(c)에서 보면 클래드 층은 반 으로 불

균질하며, 2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존재한다. 1 치

(⊞ 1)에 해당하는 지역(H 지역)은 Si과 Al의 혼합이 

일어난 지역이며, 2 치(⊞ 2)에 해당하는 지역(L 지

역)은 Si이 거의 없는 모재와 조성이 같은 지역이다. 

Fig. 6(e)와 Fig. 6(f)에서 보면, L 지역과 모재 사이

에는 약한 경계(화살표)가 찰된다. 한 Al-Si 용액

이 H 지역에서 L 지역으로 선형으로 깊숙이 침투한 흔

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흔 들로 보아, L 지역은 모

재가 용융·응고되었으나, Si과는  혼합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으로 추정된다. 재로서 이러한 미세조직이 

발생한 원인에 해서는 알 수 없으며, 이에 한 추가

의 연구가 요구된다. Fig. 6(a) ~ Fig. 6(c)에서 

이  출력이 119 W에서 199 W로 증가함에 따라 평

균 용융깊이(화살표까지)도 134 ㎛에서 179 ㎛로 증

가하 다. 그러나 A 시험편들에서 H 지역의 Si 함량은 

이  출력에는 크게 향을 받지 않으며, 모든 A 시

험편들의 H 지역에서 평균 Si 함량은 략 16.8 

wt%Si을 가진다. Fig. 6(d) ~ Fig. 6(f)에서는 2 

개의 지역에 한 확 된 사진을 보여 다. Fig. 6(d)

에서는 단일 이  펄스에 의해 용융․응고된 지역의 

경계(BL)가 뚜렷이 보인다. 이것은 1.0 ~ 1.4 m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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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2, average clad layer height: ~16 ㎛

(b) B2, average clad layer height: ~21 ㎛

(c) C2, average clad layer height: ~51 ㎛

Fig. 5 Height profiles of the clad layers for A2, B2 and 
C2 specimen

(a) A1, melted depth: ∼134 ㎛ (b) A2, melted depth: ∼162 ㎛ (c) A3, melted depth: ∼179 ㎛

(d) A1-M1, magnified view of A1 (e) A1-M2, magnified view of A1 (f) A2-M2, magnified view of A2

region
element

A1 A2 A3
1 2 Base 1 2 1 2

Al 82.7 99.87 99.83 83.1 99.92 83.9 99.83

Si 17.3 0.13 0.17 16.9 0.08 16.1 0.17  (g) Chemical analysis by EDS

Fig. 6 Microstructure and chemical analysis for the clad layers formed with A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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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이  펄스 동안에 매우 속한 용융과 응고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Fig. 6(d)의 오른쪽 아래에서 

일부 정 Si 입자들이 찰되었으나, A1 시험편은 

반 으로 매우 미세한 Al-Si 공정조직을 보여 다. A2

와 A3 시험편들도 부분 매우 미세한 Al-Si 공정조직

을 가진다. Al-Si 평형상태도는 12.6 wt%Si(577 ℃)

에서 단 1 개의 공정반응을 가지며, Si 내에는 Al의 용

해도가 거의 없는 매우 단순한 형태를 가진다. A 시험

편들은 모두 과공정(hyper-eutectic) 조성임에도 불구

하고, 부분 매우 미세한 Al-Si 공정조직을 나타낸다. 

Al-Si계 합 에서 빠른 냉각이 일어나면, 공정반응이 

Si이 많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6-8). 이  

클래딩 과정은 매우 격한 냉각과정이다. 따라서 공정조

성이 Si이 많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16.8 wt%Si

의 과공정 조성에서도 부분 매우 미세한 공정조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 7은 B 시험편들의 단면에 한 자 미경 사

진과 EDS에 의한 성분분석 결과를 보여 다. 역시 클

래드 층은 2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단일 이  펄

스에 의해 용융·응고가 일어난 경계선들이 찰된다. 

이  출력이 199 W에서 282 W로 증가하면, 용융

깊이는 약 179 ㎛에서 213 ㎛로 증가하 다. 일반 으

로 동일한 tape를 사용할 때, 용융깊이가 증가하면 Si 

함량이 감소하여야 하나, 여기서 측정된 Si 함량은 용

융깊이에 무 하게 비슷하 다. 이것은 Si 페이스트 내

에 유기용제 함량의 차이, Si 분말층 높이의 불균일성, 

지역 인 조성의 불균일성과 H 지역 두께의 불균일성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지역 으로 조성이 불균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B 시험편들의 H 지역에서 평균 Si의 

함량은 약 14.5 wt%Si을 나타낸다. B 시험편은 A 시

험편에 비해 Si 분말층의 높이는 크나 이  출력이 

크기 때문에 평균 인 Si 함량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Fig. 7(d)에서 보면 B 시험편들은 부분 매우 미세한 

Al-Si 공정조직을 나타낸다. Fig. 7(e)와 Fig. 7(f)에

서 L 지역과 모재의 경계선이 비교  뚜렷이 구분되나, 

H 지역과 L 지역의 경계는 넓게 존재한다. 역시 Al-Si 

합 이 L 지역으로 선형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있다.

  Fig. 8에서는 C 시험편들의 단면에 한 자 미경 

사진과 EDS에 의한 성분분석 결과를 보여 다. 역시 

클래드 층은 2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단일 이  

펄스에 의해 용융·응고가 일어난 경계선들이 찰된다. 

이  출력이 199 W에서 282 W로 증가하면, 용융

(a) B1, melted depth: ∼178 ㎛ (b) B2, melted depth: ∼198 ㎛ (c) B3, melted depth: ∼213 ㎛

(d) B2-M1, magnified view of B2 (e) B2-M2, magnified view of B2 (f) B3-M2, magnified view of B3

 

B1 B2 B3
1 2 1 2 1 2

Al 87.4 99.50 83.2 99.90 85.8 100.0

Si 12.6 0.50 16.7 0.10 14.2 0  (g) Chemical analysis by EDS

Fig. 7  Microstructure and chemical analysis for the clad layers formed with B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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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는 202 ㎛에서 243 ㎛로 증가하 다. 같은 이  

출력에서도 B 시험편들에 비해 C 시험편들에서 용융깊

이가 증가하 다. Si은 Al에 비해 융 은 높으나 이

 흡수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Al보다 쉽게 용융된다. 

Si 분말층의 높이가 클수록 고온의 Si 액상이 많이 형

성되기 때문에 용융깊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C 시

험편들에서는 약 38.8 wt%Si의 매우 높은 평균 Si 함

량을 얻을 수 있었다. Fig. 8(d)와 Fig. 8(e)에서 보

면 미세한 공정조직과 함께 상당히 많은 정 Si 입자

들이 찰된다. 정 Si 입자들의 분포는 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Fig. 8(c)에서 1 치에서 Si 함량은 

40.8 wt%Si이나, 2 치에서는 31.8 wt%Si이다. 

즉 C 시험편들에서는 치에 따라서 Si 함량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펄스 이  클래딩은 1.0 ms ~ 1.8 ms의 짧은 

이  펄스시간 내에서 속한 가열·용융  응고가 일

어나는 과정이다. 이 는 표면열원으로 표면으로부터 

열 달에 의해 내부가 가열된다9). 표면의 Si 분말의 융

은 1414 ℃로 매우 높은 반면, 모재인 A1050(거의 

순수한 Al)의 융 은 660 ℃로 매우 낮다. 표면의 Si 

분말은 융 이 높더라도 Nd:YAG 이 의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 으로 가열되며 용융될 것이다. 순간

인 높은 온도구배로 인해 내부로 달된 열은 융

의 A1050 모재를 용융시킨다. 용융된 A1050 모재의 

일부는 용융된 Si과 혼합되며 Al-Si 합 용액을 형성한

다. 이  펄스가 꺼지면 고온의 Al-Si 합 용액은 표

면에서부터 격히 응고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A1050 

모재로의 격한 열 달에 의해 모재 근처에 존재하는 

용융된 Al도 속히 응고한다. 따라서 클래드 층은 

Al-Si 합 지역(H 지역)과 순수한 Al 지역(L 지역)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석은 단

순한 추정이며, 자세한 용융·응고 과정은 추가의 연구

를 필요로 한다.

3.3 마모시험 결과

  Fig. 9에서는 클래드 층의 마모시험 결과들을 보여

다. 참고로 A1050 Al 합 은 18 mg의 비교  큰 마

모손실을 기록하 다. Si 분말층의 높이가 같으면(즉 

같은 tape 사용), 마모손실량은 이  출력의 변화에 

큰 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Si 분말층의 높이가 같

(a) C1, melted depth: ∼202 ㎛ (b) C2, melted depth: ∼233 ㎛ (c) C3, melted depth: ∼243 ㎛

(d) C3-M1, magnified view of C3 (e) C3-M2, magnified view of C3 (f) C2-M2, magnified view of C2

 

C1 C2 C3
1 2 1 2 1 2

Al 58.2 99.77 66.1 99.74 59.2 68.2

Si 41.8 0.23 33.9 0.26 40.8 31.8  (g) Chemical analysis by EDS

Fig. 8 Microstructure and chemical analysis for the clad layers formed with C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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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Si 함량은 이  출력의 변화에 큰 향을 받지 

않은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Si 분말층의 높이(즉 tape 

두께)가 변화하면 마모손실량의 차이가 명확하게 찰

되었다. 특히 199 W의 동일한 이  출력을 사용한 

경우를 보면, Si 분말층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마모손실

량이 명확히 감소하 다. A3 시험편과 B1 시험편의 마

모손실량은 각각 7.1 mg과 6.0 mg으로 약간의 차이

가 있으나, C1 시험편의 마모손실량은 3.5 mg으로 크

게 감소하 다. A 시험편들과 B 시험편들의 평균 마모

손실량은 각각 6.8 mg과 6.2 mg으로 비슷하 다. A 

시험편들과 B 시험편들의 H 지역에서 평균 Si 함량은 

각각 16.8와 14.5 wt%Si이며, 클래드 층의 불균질성

을 고려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C 시험편들의 

평균 마모손실량은 3.8 mg으로 우수한 내마모 특성을 

나타내었다. 역시 C 시험편들의 H 지역에서 평균 Si 함량

은 38.8 wt%Si으로, Si을 다량 함유한 과공정 Al-Si 

합 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24 ~ 38 wt%Si을 

함유한 과공정 Al-Si 합 을 이  클래딩한 연구결과

에서 HV150 ~ HV177의 평균경도를 얻었으며, 내마

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다4). 본 연구에서도 

내마모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클래딩층의 경도가 증가

한 때문으로 보인다.

  Fig. 10와 Table 3에서는 A1050 합 과 A, B, C 

시험편들에 한 마찰계수의 측정결과들을 보여 다. 

A1050 합 은 평균 인 마찰계수가 약 0.69로 높으며, 

마모시험 동안 마찰계수가 매우 심하게 변동하 다. 이

것은 마찰동안 A1050과 SKD11 사이의 adhesion과 

detach가 반복 으로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Si이 

첨가되면 Si 입자들이 윤활작용을 하여 마찰계수가 

어든다고 알려져 있다7). Si이 첨가되면 마찰계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 으며, 마찰계수 변동의 폭도 어들었

다. A와 B 시험편들의 평균 마찰계수는 각각 0.48과 0.49

로 비슷하 으나, C 시험편들의 평균 마찰계수는 0.44

로서 더 작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1050 Al 합  표면에 Si 분말 페이

스트를 도포한 후, 펄스형 Nd:YAG 이 를 조사하

여 내마모성이 우수한 Al-Si 클래드 층을 형성하고자 

하 다. 

  1) plastic tape를 spacer로 사용하여 Si 분말 페이

스트를 린 하는 방법을 시도하 다. 이 방법은 Si 분

말층의 높이를 값싸게, 쉽게, 자유롭게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2) 이  클래드 층은 2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존

재하 다. 즉 Si과 Al이 혼합되어 Al-Si 합 으로 존재

하는 지역과 순수한 A1050 합 이 용융·응고한 지역으

로 구분되어 존재하 다. 

  3) 클래드 층의 용융깊이는 이  출력이 증가하면 증가

하 다. 클래드 층의 Si 함량은 Si 분말층의 높이(tape

의 두께)가 증가하면 증가하 다. A와 B 시험편들에서 

평균 Si 함량은 각각 16.8과 14.5 wt%Si으로 비슷하

며, 미세조직은 부분 매우 미세한 Al-Si 공정조직으

로 구성되었다. C 시험편들에서 평균 Si 함량은 38.8 

wt%Si으로 매우 높았으며, 미세조직은 매우 미세한 

Al-Si 공정조직과 다량의 정 Si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Fig. 9 Wear weight loss measured after the wear tests for 
all th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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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riction coefficient during wear test for A1050 
and A3, B3, C3 specimen.

Table 3 Friction coefficients for all the specimens.

Friction
Coefficient A B C

1 0.47 0.47 0.46
2 0.49 0.48 0.44
3 0.48 0.51 0.43

Average 0.48 0.49 0.44
* Friction coefficient of A1050 Al alloy is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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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모시험에서 마모손실량과 마찰계수는 주로 Si 

분말층의 높이(tape의 두께)에 향을 받았다. A와 B 

시험편들의 평균 마모손실량은 각각 6.8과 6.2 mg으

로 비슷하 다. 반면 C 시험편들의 평균 마모손실량은 

3.5 mg으로 우수한 내마모성을 보여주었다. A와 B 시

험편들의 평균 마찰계수는 각각 0.48과 0.49로 비슷하

으나, C 시험편들의 평균 마찰계수는 0.44로서 상

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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