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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물성 

  - 인장 특성  
    ☞ TP4M比 항복/인장강도는 동등 수준이나, MnS상으로 인해 연신율/단면감소율 낮음  

구분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감소율 

TP4M 880 1,040 20 56 

TP4MS 927 1,053 15 37 

(단위 : MPa, %) 

구분 경도(HRc) 충격인성(J/㎠) 

TP4M 31.2 40 

H社 수입재 27.8 10 

TP4MS 30.9 19 

  - 경도 및 충격인성  
    ☞ 목표 경도 HRc29~32 만족, 수입재比 충격인성 동등이상  
     *샤르피 2U노치 3회 측정 평균값 

쾌삭용 플라스틱 금형강 TP4MS 



○ 경도 분포 : Spec. HRc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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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삭용 플라스틱 금형강 TP4MS 

(단위 : HRc) 



TP4MS TP4M H社 수입재 

○ 미세조직 : 균일한 Temped Martensite 조직 나타남 

쾌삭용 일반 플라스틱 금형강 TP4MS 

(배율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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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마모 경사면마모 외주마모 

○ 기계가공성 

쾌삭용 일반 플라스틱 금형강 TP4MS 

* 가공조건 : 공구 10Ø(4t) 초경, 건식 /  ap 15mm, ae1mm 
                절삭속도 80m/min, 주축회전 2550min-1 , 이송 속도 : 820mm/min 

- 엔드밀 가공 

(단위 : ㎛) 

[공구마모도 비교] 

☞ TP4MS의 엔드밀 가공 후 공구마모도를 측정한 결과 경사면 마모측면에서는  
    TP4M대비 우수하나, 정면마모, 외주마모는 유사함 



○ 기계가공성 

쾌삭용 일반 플라스틱 금형강 TP4MS 

* 가공조건 : 가공조건 : 공구 10Ø, 초경, 습식 /  가공깊이 510mm 
                절삭속도 60.3m/min, 주축회전 1920min-1 , 이송 속도 : 38mm/min 

- 건드릴 가공 

 19.9  

 32.6  

TP4M TP4MS

(단위 : m) 

[건드릴 가공 길이 비교] 

☞ TP4M의 건드릴 가공 길이는 19.9m 가공한 반면 TP4MS의 것은 32.6m가공하고도  
    공구마모 여유가 있어 TP4M 대비 건드릴 가공성이 매우 우수함 



○ 기계가공성 평가 

구분 
방
향 

TP4MS H社 수입재 

Mean. Min. Max. Mean. Min. Max. 

절삭력 

X -101 -940 311 -97 -871 256 

Y 189 -44 909 178 -39 822 

Z 54 -35 286 47 -35 234 

절삭 Pattern 

 * 밀링가공 조건 : RPM 1,320, 절입량 : 2㎜, 이송 속도 : 0.7m/분 

☞ TP4MS의 경도가 H社 수입재比 HRc2 Point 높아서 절삭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
됨   

(X축:     ,Y축:     , Z축:    ) (X축:     ,Y축:     , Z축:    ) 

쾌삭용 일반 플라스틱 금형강 TP4MS 

(단위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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