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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 시리즈(VD재) : TP1, TP4, TP4M, TP4MS, TP4MHH

- SMAT 시리즈(특수정련재) : SMAT E, SMAT F, SMAT V, SMAT G

- TP 시리즈(VD재) : 두께 200~1,100mm × 폭 200~1,900mm

- SMAT 시리즈(특수정련재) : 두께 200~1,100mm × 폭 200~1,300mm (단면적 기준 Max. 900,000mm2)

    * 상기 치수 외의 제품은 별도 협의

플라스틱 금형강 시리즈(단조품 기준)

생산 범위

분류 강종 화학 성분
사용
경도

(HRc)

충격
인성

(J/cm2)

인장 특성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단면

감소율

프리하든강

TP1 S55C 개량 (HB)215 45 350 710 24 49

TP4 P20 개량 25~32 40 730 900 15 50

TP4M P20+Ni 개량 30~35 40 880 1040 20 56

TP4MS P20 개량 28~31 20 930 1050 15 37

TP4MHH P20+Ni 개량 35~38 30 1030 1190 16 51

SMAT E P20+Ni 개량 37~41 45 1050 1200 14 45

SMAT F P21 개량 37~41 20 1060 1220 17 51

Q/T강
SMAT G STD61 개량 46~52 110 325 640 31 70

SMAT V STS420J2 개량 50~55 65 330 630 27 50

플라스틱 금형강의 종류와 용도            

※ Q/T강의 충격인성과 인장특성은 SA열처리 기준 DATA임 

(단위 : MPa, %) 

분류 강종
사용경도

(HRc)

품질 특성

기계
가공성

경면성
부식

가공성
내식성 용접성 내마모성

프리하든강

TP1 (HB)215 5 1 5 1 3 1

TP4 25~32 4 2 4 2 3 2

TP4M 30~35 4 3 4 2 3 3

TP4MS 28~31 5 3 3 3 5 3

TP4MHH 35~38 4 3 3 3 4 3

SMAT E 37~41 3 4 5 3 5 4

SMAT F 37~41 3 4 4 3 5 4

Q/T강
SMAT G 46~52 5 5 3 4 3 5

SMAT V 50~55 5 5 3 5 3 5

품질 특성 비교                       

※ 상기 품질 특성 비교는 당사 금형강 기준으로 정성적으로 상대 비교한 참고 자료임

(우수 5 - 양호 3 - 열위1) 

○ 용접성이 우수하며 용접 및 열영향부의 경도 상승이 적음

○ Pit발생 및 Orange Peel현상이 적어 경면성이 양호

○  기존 유사 강종 대비 동일한 질화 열처리시간에도 질화 

    깊이 등 품질 우수

○ 기존 유사 강종 대비 피삭성이 우수

○  대형 치수 제품에서도 물성이 균일하여 중대형 금형  

사용 가능

    -  최적화된 합금설계와 우수한 열처리 기술로 소재 표면과 

중심부의 물성과 미세조직이 균일

    -  Prehardened강으로 공급되므로 별도의 열처리 공정  

불필요

TP4MS 강종은 0.3% S첨가함으로 SNCM계 합금 금형강인 TP4M 대비 피삭성이 매우 우수하며 경도 HRc28~31수준의 

프리하든강입니다. 쾌삭 플라스틱 금형강 TP4M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일반 특성

경도 분포

420T×1,360W치수 소재의 양단을 경도 측정 결과 경도 HRc 

28.0~30.0이며 경도 편차가 3point이내로 균일한 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엔드밀 가공

TP4MS의 엔드밀 가공 후 공구마모도를 측정한 결과 경사면 

마모측면에서는 TP4M대비 우수하나, 정면마모, 외주마모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가공 조건 :  공구 10Ø(4t) 초경, 건식 / ap 15mm, ae1mm    

절삭속도 80m/min, 주축회전 2550min-1

이송 속도 : 820mm/min

건드릴 가공

TP4M의 건드릴 가공 길이는 19.9m 가공한 반면 TP4MS의  

것은 32.6m가공하고도 공구마모 여유가 있어 TP4M 대비  

건드릴 가공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가공 조건 :  공구 10Ø, 초경, 습식 / 가공깊이 510mm    

절삭속도 60.3m/min, 주축회전 1920min-1

이송 속도 : 38mm/min

미세 조직

TP4MS의 미세조직은 균일한 Tempered Martensite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초 특성

기계 가공성

TP4MS강종은 피삭성이 우수하고 알맞은 경면성을 나타내므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 복잡하고 정교한 형상을 가진 사출품 성형용 금형

    예)  자동차 램프, 내외장재, TV Bezel, Cr/Al도금 부품, 

         냉장고 투명용기 그 외에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청소기 등의 다양한 제품 사출 금형 

○ 자동차 램프 렌즈 및 계기판, 인판넬 금형 등 

○  TV Front Bezel / Rear Cover 등 고품질의 대형 금형

적용

Plastic Mold Steel

쾌삭 플라스틱 금형강

TP4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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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면 정밀플라스틱 금형강 

[SeAH’s Mold by Advanced Technologies Excellent] [SeAH’s Mold by Advanced Technologies Victory]

SMAT E는 고광택 정밀 사출 제품 성형용 금형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 경면성, 부식가공, 방전가공 등 우수한 표면 품질의 금형

○ 투명한 렌즈 금형

○ 복잡하고 정교한 형상을 가진 사출품 성형용 금형

○ Cr도금 등 표면이 미려한 제품 성형용 금형

    예)  자동차 램프 렌즈, TV Front Bezel, 화장품 CASE,  

수전금구, 고광택 가전기기,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청소기 등의 고광택 제품 사출 금형 

적용

SMAT E 강종은 경도 HRc40 정밀 플라스틱 금형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일반 특성

○ 우수한 경면성  

    -  특수정련공정을 통해 비금속 개재물을 최소화

    -  Lapping 후 사출성형 과정 중 Pit성 결함 발생 최소화

○ 탁월한 기계가공성

    -  우수한 열처리 기술로 소재 표면과 중심의 기계적 

       특성과 미세조직이 균일함

    -  화학 성분계 최적화 및 미세조직 제어를 통해 균일한 

       가공성 확보 

○ 양호한 용접성

    -  SNCM계의 다양한 용접봉을 적용 가능하며 용접 후 

Weldline 최소화

    -  용접 비드 형상, 젖음성 등 용접 작업성이 양호

○ 양호한 방전가공성

    -  Cu/흑연 전극 사용하였을 때 가공 시간 및 가공면  

품질이 양호 

○ 우수한 질화 특성

    -  고객사 요구 질화 조건에 따라 질화층 두께 제어 용이

Plastic Mold SteelPlastic Mold Steel

고경도 플라스틱 금형강

TP4MHH 강종은 SNCM계 합금 금형강인 TP4M 대비 경화능 원소 첨가량을 조정하여 경도 HRc35~38의 고경도 

금형 소재입니다. 고경면 플라스틱 금형강 TP4MHH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금형 제작이 용이한 경도 HRc35~38의 Prehardened강

    -  최적화된 합금설계와 우수한 열처리 기술로 소재 표면과 

중심부의 물성이 균일

    -  Prehardened강으로 공급되므로 별도의 열처리 공정 

       불필요

○ 고경면 고정밀 플라스틱 사출 제품 성형에 적합

    -  기존 TP4M대비 우수한 경면성

○ 기계가공성이 우수하여 금형 제작 비용 절감

    -  소재 표면과 중심부의 물성이 균일하여 기계가공성 우수

○ 부식 가공성이 우수하여 Hairline부식 금형 적용 가능

일반 특성

TP4MHH는 고광택 정밀 사출 제품 성형용 금형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적용

○ 기존의 TP4M 대비 우수한 경면성을 요하는 금형

○ TV Rear Cover 등 고품질의 대형 금형

○  Hairline 부식과 같이 대단면에 균일한 부식적용 금형

○ 복잡하고 정교한 형상을 가진 사출품 성형용 금형

    예)  자동차 내외장재, TV Rear Cover, Cr/Al도금 부품, 

        냉장고 등 투명용기, 그 외에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청소기 등의 다양한 제품 사출 금형 

경도 분포

840T×1,230W치수의 소재를 길이 1/2절단 후 절단면 경도를 

측정한 결과, 경도 HRc 35.6~38.1이며 경도 편차가 3point

이내로 균일한 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초 특성

[S전자 75”TV 래핑,부식 모형 금형]

기계 가공성

건드릴 가공성

TP4MHH의 경도가 높기 때문에 주축회전속도와 Feed 속도가 

높을 경우 초기 공구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적 가공 

조건은 주축회전속도 1,440rpm, Feed 속도 28㎜/분입니다.

가공 조건 :  가공 길이(53D), 습식 관통가공, 공구직경:Ø10Ø,   

최적 가공조건 도출

시편 치수 : 400 x 150 x 530

주축속도
(RPM)

Feed속도
(mm/min) 가공 Hole수

가공길이 
(mm)

1,920 38 5 2,650

1,440 32 10 5,300

1,440 28 28 14,840

엔드밀

다양한 재질과 직경의 공구를 이용하여 하기 가공조건으로 

3Pass 가공 후 공구마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시편 크기 : 70T x 120W x 190L, 3Pass가공 후 공구마모도 측정

습식가공, 공구 제조사 : OSG(HSS), 대구텍(WC)

공구 가공조건
공구마모도

(㎛)재질
직경
(mm)

주축속도
(mm/min)

Feed속도 
(mm/min)

절입량 
(mm)

HSS Ø16 280 45 8 0.68

WC
Ø5 3,020 190 2.5 0.05

Ø16 1,090 110 8 0.13

드릴 가공

다양한 재질과 직경의 공구를 이용하여 하기 가공 조건으로 

시편을 공구 파손시까지 최대 가공 후 가공한 홀수 및 공구

마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시편 크기 :  70Tx120Wx190L, 공구 파손 시까지 가공 홀수 및   

최대 가공 후 공구마모도 측정

습식가공, 공구 제조사 : YG1(HSS), 대구텍(WC)

공구 가공조건 공구마모도
(㎛)/

가공 Hole수재질
직경
(mm)

주축속도
(mm/min)

Feed속도 
(mm/min)

가공깊이 
(mm)

HSS
Ø3 1,880 94 7D 파손/181

Ø7 730 94.9 7D 파손/27

WC
Ø3 6,000 780 6D 0.09/851

Ø16 4,800 912 6D 0.05/322

Plastic Mold Steel

고내식 정밀플라스틱 금형강 

SMAT VSMAT ETP4MHH
SMAT V 강종은 프리미엄 스테인리스계 금형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우수한 내식성 

    -  STS420J2 Modify 강종으로 내식성에 강한 Ni, Cr, 

       N등의 성분 최적화

    -  냉각수 홀의 염소 부식 최소화, 장기 보관 중  

산화 부식 최소화

○ #12,000이상의 경면성 확보

    -  특수정련 설비를 이용하여 비금속개재물을 최소화

    -  QT열처리시 HRc 50이상 경도 확보 가능 

○ 우수한 내마모성

    -  고경도와 미세탄화물 형성으로 Glass Fiber 함량이 

       높은 레진 사용 가능

○ 양호한 기계가공성

    Full Annealing 열처리로 기계가공성 우수 

○ Q/T열처리시 치수 안정성

일반 특성

SMAT V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가능하며 특히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금형 중 아래와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 혹독한 부식 환경

     사출 과정 중 강한 부식 가스를 발생하는 레진에 사용

○ 내마모성

     열경화성 수지 및 많은 함량의 Glass Fiber 첨가된 레진 사출

○ 경면성

    투명 렌즈, 유리 등 광학 기기, 의료 기기 부품 생산

청정도

SMAT V의 청정도는 기존 소재 대비 동등이상 수준이며 비금속 개재물의 크기가 미세하여 고경면 사상에 

유리합니다.

내마모성

실험 장비 및 실험 조건

- OGOSHI Type 마모시험기

- 카 재질 : 초경(WC), 경도 HRc 77, 지름(30mm), 두께(3.2mm)

- 회전속도 : 1.58m/sec     

- 마모거리 : 200m

경면 사상 

Oil Stone 연마(등유) : #180 → #240 → #320 → #400 → #600 → #800

Sand Paper 연마(등유) : #600 → #800 → #1000 → #1200 → #1500

다이아몬드 컴파운드 사상(펠트 섬유) : #1800 → #3000 → #8000 → #12000

1.  이전 공정에서 방전가공을 하였다면 방전가공시 발생한 

   경화층을 충분히 제거한다.

2.  각 Mesh No별로 순서를 준수하여 이행한다. 각 Mesh 

    No를 변경할 경우 연마 방향을 45~90o로 변경하여 이전    

   스크래치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다음 Mesh No.로 변경한다.

3.  각 Mesh No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전 공정의 연마분을 

   제거한다.

4.  경면을 내기 위해 다이아몬드 연마시 과도한 압력과 

   회전속도 작업하는 것을 지양하며 핀홀, 오렌지필이 

   발생되지 않게 단시간에 완성한다.

5.  경면 사상 후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방청을 충분히 한다.

건드릴 가공

동일한 조건으로 공구 파손 시점까지 가공 가능한 최대가공 홀수를 측정한 결과 비교재 대비 많은 수의 Hole을 가공하였습니다. 

특히 금형 제작에 있어 냉각수 Hole용으로 가장 많이 가공되는 10Φ이하 치수에서 SMAT E의 건드릴 가공성이 탁월합니다.

추천 가공조건 :   10Φ 1200rpm Feed 25~35㎜/min        

8Φ 1400rpm, 27~35㎜/min 

Ø30 Ø18 Ø10 Ø5

PRM 389 800 1,400 3,000

FEED(mm) 30 40 50 40

최대가공 

홀수(EA)

SMAT E 9 6 6 27

비교재 0 1 1 1

SMAT E는 특수정련 제품으로 위치에 따른 성분 편석이 적으며 미세 조직이 균일하고 치밀하여 부식 가공 후 균일한 부식 

가공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식가공

750T×1000W치수의 소재를 길이 절단 후 절단면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HRc38~40.2 수준의 경도를 가지며, 세아창원특수강의 우수한 단조/열처리 기술로 

표면과 중심부의 경도 편차가 약 3point이내 균일한 물성을 가집니다.

기계적 물성

비교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질화 후 표면으로부터 경도 측정 

결과, Hv850이상의 표면 경도를 확보하였으며 질화 깊이  

200㎛이상으로 양호합니다.

질화특성

SMAT E는 양호한 방전가공성을 가집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방전가공 결과 비교재와 동등 수준의 방전가공성을 나타내며  

표면 경화층이 미미하여 후공정인 경면사상 작업이   

용이합니다.

방전가공

용접시 아크안정성, 젖음성, 비드 외관이 양호하며 용접 후 

500~550℃ 온도에서 열처리 결과 용접부와 열영향부의 

경도가 모재 수준과 유사해집니다.

용접 특성

구분 TGA 용접 Laser 용접

설비 Lorch V30 DY 시리즈

용접봉
NICHIA CM-4MR
CRONITEX130ST

ER80S-B2등
유사 성분의 신선제

예열 150~300℃ -

전류 80~160A -

후열처리 500~550℃ 500~550℃

방전 가공한 표면을 Lapping할 

경우 방전가공과정 중에 발생하는 

표면 경화층을 초벌 공정에서 

충분히 제거하면 Pit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K사 자동차 내장재 금형 적용 / Target Etching Depth : 140㎛

[용접 후 비드 외관 및 형상]

엔드밀 가공

비교재와 동일한 가공조건으로 일정 부피만큼 가공 후 공구  

마모도를 측정한 결과 비교재 대비 공구마모가 적으며 가공면 

품질이 양호합니다.

기계 가공성

드릴 가공

다양한 재질과 직경의 공구를 이용하여 동일한 가공   

조건으로 공구 수명이 다할 때까지 최대가공 가능한 Hole수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교재 대비 가공 가능한 Hole수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공구 수명 기준 : HSS 0.3mm, WC 0.15mm / 공구 수명까지 가공한 Hole 수

공구 수명 기준 : HSS 0.3mm, WC 0.15mm / 가공조건 : 공구제조사 추천 조건

배율 : 50배 배율 : 2,000배 

열처리 사이클

소입열처리는 소재를 장입 후 550℃~ 900℃온도에서 1 or 2단 가열을 하며 

최종 1020~1050℃에서 30분/in. 유지한 후 질소 가압 냉각합니다. 냉각 종료 후 

즉시 Tempering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요구 경도에 따라 250~500℃×60분/in. 

온도에서 2회 Tempering열처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경도 HRc51 확보코자 

한다면 우측과 같은 열처리 사이클이 적합합니다.

Tempering온도에 따른 미세조직Tempering온도-경도/충격인성 그래프

소입&소려

[QT 열처리 전]

배율 500배 배율 1,000배

[QT 열처리 후]

구분 SMAT V A社 B社

청정도
Globular Oxide

Thin 1.0
Alumina Thin 0.5

Globular Oxide Thin 1.0
Globular Oxide

Thin 1.5 / Heavy 0.5

Gas(ppm)
N O H N O H N O H

324 9 1.0 154 6 1.1 123 34 1.8

개재물 크기 3~7㎛ 3~11㎛ 3~22㎛

사진

(배율 200배)

구분 공구직경(mm)

재질 강종 1Ø 3Ø 5Ø 7Ø 10Ø

HSS
SMAT E 0 12 16 75 174

비교재 0 3 47 18 116

WC
SMAT E 580 492 385 133 90

비교재 510 510 283 150 81

[단위 : ea]

 [목표 경도 HRc51 확보를 위한 열처리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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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T E

표면 거칠기

비교재

사용장비 : AGIETRON EXACT3, 방전유 : K-501, 전극 : Cu(Copper), Gr(Graphite), 목표 : Ra : 0.89㎛

Cu Gr Target Ra

 [경도 분포]

가공조건 : 가공 길이(30D), 습식 관통 가공 / 공구파손 시점의 최대 가공 홀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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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방법 : Gas질화, 질화 조건 : 500℃ x 10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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