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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 소를 비롯한 산업계에는 다양한 펌 계통이 용

되고 있으며, 그 에서 탈황 이송용 펌 는 슬러리에 

의한 에로존(erosion)이 심하게 발생되어 내부 임펠러

(impeller)  내마모 (wear plate) 부품의 주기

인 교체가 요구되고 있다1). 펌  부품의 경우 표면에서 

주로 마모  탈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 의 

보수  재생을 통하여 부품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부품의 보수  재생을 한 공정으로 주로 용 / 합 

 클래딩이 시도되었으나2-4), 최근 층제조, 3D 린

 기술의 개발로 정 부품의 국부 인 재생도 가능하

게 되었다5).

  속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층제조(AM)공정은 크

게 분말베드용융(PBF, Powder Bed Fusion) 방식과 

직 분사 층(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

방식이 있으며, 사용  부품의 보수  재생 분야에는 

직 분사 층 공정이 주로 용된다6). 특히, 직 분사

층 공정 이용시 부품의 체  일부분 층이 가능

하며, 부품단종  재고부품이 없는 경우 부품의 공

기간 단축 등의 장 이 있어 향후 많은 활용이 될 것으

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 용 펌 부품의 보수를 한 직

분사 층형 속 3D 린  공정의 용 가능성을 악

하고자 탈황 이송용 내마모 펌  부품의 보수 층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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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ous pump systems are applied to industries including power plants; among these, desulfurization 
transfer pumps are severely eroded by slurry, and require periodic replacement of internal impeller and 
wear plate parts. When directed energy deposition(DED) in the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is used to re-
pair parts, it is possible to repair entire parts or sections of them. If there is no discontinuity or inventory of parts, 
this process is expected to be utilized often in the future.
  In this study, a deposition test and physical property evaluation were carried out using the DED process to 
repair wear resistance pump parts for desulfurization transfer. Althoug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lloys 
with excellent deposition conditions and compositions similar to those of the base material, this study con-
ducted experiments on commercially available alloy materials. As a result of evaluating various materials, it 
was found that a powder composed of an iron-based system had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the ma-
terial to be re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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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성평가를 진행하 고, 모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

는 소재를 선정하고자 하 다. 모재와 유사한 조성계를 

가지면서 층이 우수한 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되나,  시 에서는 시 에서 확보가능한 상용 합

소재를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으며, 향후 추가 인 

조성계의 시험평가를 통하여 층부의 물성향상을 개선

해 나가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보수 상 부품  소재 

  발 용 펌 부품의 보수를 해 Fig. 1의 웨어 이

트(wear plate)에 동종  이종 조성계의 분말소재를 

층하고, 보수재생부의 특성을 평가하 다. 층시험

을 한 기 은 폐기된 웨어 이트를 가공하여 사용

하 다. 내마모성을 높이기 한 기 의 주요성분은 

28%Cr-3%C-Fe이며, Fig. 2와 같이 미세조직은 철

계 기지에 25vol% 크롬 탄화물, (Fe,Cr)7C3 로 구성

되어 있다. 

  층용 소재는 내마모 부품과 동종  이종소재를 

용하 으며, 동종소재는 Fig. 3은 웨어 이트 스크랩

을 이용하여 가스아토마이징 후 분말로 제조하 다. 그

림 은 제조분말의 형상이며, 입도분포는 51~105㎛

(D50 73㎛)이다. 

  이종소재는 내마모용 상용분말을 용하 으며, 철계

(M789®, CORRAX®-Voestapline제조)  코발트계

(Stellite6®-Kennametal제조)를 용하 다. Table 

1과 2는 각각 층용 분말의 화학조성과 ASTM B964 

기 으로 유동도를 평가한 결과이며, 각 분말의 유동도

는 비슷한 수 인 것으로 악되었다.

2.2 직 분사 층제조 장치  공정변수

  Fig. 3은 내마모 펌 부품 웨어 이트의 층시험을 

해 용한 직 분사 층(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방식의 3D 린  장치이며, 병렬 5축(Parallel 

Kinematic Machine, PKM) 층방식이 용되었다. 

  주요 공정변수는 이  출력  분말 송 량이며, 

사  비실험을 진행하여 최  공정조건으로 400W, 

3g/min 으로 설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펌 내 이송유체 분석

  탈황 슬러리 이송펌  내 마모  부식환경 악을 

Fig. 1 Damaged wear plate of pump parts

Fig. 2 Microstructure of wear plate material

Fig. 3 28%Cr-Fe Powder from wear plate scrap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wt.%)

CORRAX
C Si Mn Cr Ni Mo Ai O Fe

0.03 0.3 0.3 12.0 9.2 1.4 1.6 0.02 Bal.

M789
C Cr Ni Mo Ai Ti Fe

0.02 12.2 10.0 1.0 0.6 1.0 Bal.

Stellite6
C Si Mn Cr Ni Mo W Fe Co

1.0 1.1 0.5 28.2 1.9 0.9 5.1 2.8 Bal.

Table 2 Flow rate of applied powders

1 2 3 평균값
유동도

(sec/50g)
28Cr-Fe 20.708 20.056 20.839 20.56 13.63

Stellite6 21.124 21.022 21.067 21.06 13.08

CORRAX 21.668 21.682 21.604 21.66 13.45

M789 21.131 21.158 21.172 2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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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 소에서 유체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유체 내에는 탈황반응을 한 슬러리 물질들이 혼합되

어 있으며, 입도 분포를 통한 슬러리는 Fig. 5와 같이 

16~101㎛(D50 50.6㎛)수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슬러리 물질에 한 XRD분석결과는 Fig. 6과 같으며, 

주로 SiC  Al2O3로 이루어져 있으다. 이들의 입자들

이 펌  내에서 유동하면서 침식(erosion)반응을 통하

여 앞서 Fig. 1에서와 같은 손을 발생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3.2 펌 부품 동종소재 층결과

  웨어 이트 스크랩(28%Cr-Fe)으로 제조된 분말

을 이용하여 보수 층을 진행한 결과는 Fig. 7과 같으

며, 총 5패스 높이로 층 후 응고수축하면서 기 과의 

계면분리  층부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계면 분리가 발생한 층부에 하여 SEM 분석을 

진행한 결과, Fig. 8과 같이 벽개 면을 찰할 수 있

으며, 이는 층부와 모재 간 희석(dilution)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보수 상재는 탄소함량이 3%정도로 매우 높고, 이

 층에 의한 랭 조건이므로 용융 층에 의한 동종

소재의 보수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단되었다. 

3.3 상용소재 층결과

  상용소재는 철계 M789®, CORRAX®  코발트계

Stellite6® 분말을 이용하여 Table 3과 같은 공정조건

으로 층하 으며, Fig. 9와 같이 35X35, 1t높이로 

층하 다. 

  Fig. 10은 각 소재별 층부의 단면 미세조직을 나

타낸 것으로 층 간 패스에 의한 경계면을 찰할 수 

있으며, 빠른 냉각에 의한 셀형 수지상을 형성하고 있

Fig. 4 DED type 3D printing system(maxrotec, korea) 
power: 4kW(IPG fiber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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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0.0428
Span 1.681
Uniformity 0.509
Specific surface area 362.2 ㎡/kg
D(3.2) 16.6 ㎛
D(4.3) 55.6 ㎛
Dv(10) 15.9 ㎛
Dv(50) 50.6 ㎛
Dv(90) 101 ㎛

교반후

Fig. 5 Size distribution of slurry particles

Moissanite - SIC
Corundum - AI203

Graphite - C

Fig. 6 XRD result of slurry in the pump

Fig. 7  Deposited layers by 28%Cr-Fe powder

Fig. 8  Fractured surface of 28%Cr-Fe deposited layer

Laser 
powder
(Watt)

Powder 
feeding 

rate(g/min)

PKM 
feeding rate
(mm/min)

Carrier 
gas rate
(L/min)

Shielding 
gas 

rate(L/min)

400 3 700 3 6

Table 3  Process parameters of applied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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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789 층부에서는 일부 역에서 10㎛이하의 미

세한 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찰이 되었다. 이

러한 미세 기공이 기계  물성에 큰 향은 미치지 않

을 것으로 단되나, 피로물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HIP처리와 같은 후처리를 통해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한편, 후열처리에 의한 물성변화를 악하기 해 

층소재의 응력제거 열처리 온도인 570℃, 4시간 열처

리 후 물성을 비교하 다. 

3.4 상용소재 층부의 마모도 평가결과

  내마모 부품으로의 보수 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 

층부의 마모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장비는 Neo-Tribo 

MPW110을 이용하여 BOD(Ball on disk)방식으로 평

가하 으며, 마모조건은 SiC ball 12.7mm, 하  30N, 

회 속도 1,000rpm, 유지시간 5분으로 진행하 다. 

  시험결과 Fig. 11(a)와 같이 마모량은 보수 상재인 

28Cr-Fe 비 M789, CORRAX가 높게 나타났으며, 열

처리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한편, Stellite6

는 28Cr-Fe 비 우수한 내마모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열처리시 마모 성능이 향상되었다. Fig. 11(b)와 같이 

마찰계수를 비교시 28Cr-Fe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나

타내었으며, 열처리 후에도 비슷한 경향인 것으로 악

되었다. 이는 마모시험방법에서 동일한 조건을 용하

고, 정상패턴의 마모에서는 소재물성보다 지 의 

형상 인 요소가 더 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층부의 경도를 로크웰 C스 일로 측정한 

결과는 Fig. 11(c)와 같으며, 모든 층부의 경도가 

상소재 28Cr-Fe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열처리 

후에는 Fe계 소재인 M789, CORRAX 층부의 경도

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높은 경도는 

마모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7), 마모경

향은 시험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열처리

에 의한 경도증가가 곧 마모향상의 결과로 연계된 것이 

아니라고 단된다.

  Fig. 12는 내마모 시험  마모량/마찰하  비를 도

시화 한 것으로 28Cr-Fe 비 CORRAX 소재가 유사

한 마모성능을 나타내었다. M789소재는 열처리  타

소재들과 동떨어진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열처리 후 

CORRAX와 비슷한 경향으로 변화하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용하고자 하는 웨

어 이트의 내마모 특성은 보수 상재와 동등한 물

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이보다 우수한 내마모 특

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웨어 이트의 역할을 상실하

           Stellite6    CORRAX M789

Fig. 9 Deposited layers by DED system

           Stellite6    CORRAX M789

Fig. 10 Microstructure of deposited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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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호하고자 하는 이싱이 오히려 마모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3.5 상용소재 층부의 내식성 평가결과

  유체의 산성도가 부식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

어 ASTM G31에 따른 침지 부식시험을 진행하 다. 

시험에는 발 소에서 채취한 펌 매질 용액을 사용하

고, pH 측정결과 7.58수 으로 분석되어 내식성에 큰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악되었다. 시험은 Fig. 13

에서와 같이 앞서 마모시험을 진행한 디스크 시험편을 

이용하여 48시간동안 반응 후 시험 과의 질량차이를 

측정하 다. 부식속도(ASTM G31)를 다음 식으로 산

출한 결과,

    × ××

  K=상수, T=반응시간, A=반응면  W=질량차, D= 도

  Fig. 14와 같이 나타났다. Stellite6를 제외하고, 보

수 상재와 유사 는 약간 빠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보수 측면에서 웨어 이트에 용된다면 Stellite6

는 상재보다 우수한 특성으로 이싱이 침식당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악되므로, 상재와 유사하거나 약

간 열 한 M789 는 CORRAX 소재를 용하는 것

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발 용 펌 부품의 보수를 해 직 분

사 층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내마모 소재를 층한 후 

층부의 물성을 평가한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동종의 조성계를 분말소재로 이용한 층시험에서

는 높은 탄소함량으로 인하여 층부의 탈락이 발생하

으며, 보수공정에 합하지 않다.

  2) 상용 내마모용 분말소재를 이용한 경우 28Cr-Fe 

보수 상재의 층이 가능하나, 층부 내 일부 역에

서 미세 기공이 찰되므로 공정조건의 조 이 필요하다.

  3) 내마모 분말소재  코발트계의 Stellite6를 용

한 층부는 우수한 내마모 특성을 나타내었으나, 보수 

상재와의 마모특성 차이로 인하여 용이 곤란하다.

  4) 철계 소재인 M789  CORRAX 분말을 이용한 

층부는 보수 상재와 마모특성이 유사하여 보수용 

소재로 용이 가능하며, 응력제거  물성제어를 한 

후열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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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rrosion rate of deposited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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