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독스 하이템프 (HARDOX® HITEMP)
▣ 600° C ~900°C까지 고온 환경에서 내 마모성이 필요한가요 ?
☞ 하독스 하이템프가 그 해답을 드립니다.

열 환경에서 내마모성 유지

■ 고온 환경조건에서 최고의 내 마모강판
■ 적용 환경
☞ 600°C ~900°C 고온 환경에서의 내 마모성이
필요한 부품

■ 적용 대상
− 1. 아스팔트 공장
− 2. 세멘트 공장

: 드라이기 내 리프트 플레이트 , 드라이어 드럼
: 클링커 냉각 플레이트, 가마(kiln)의 출구 플레이트,

− 3.제철소

:슬래그 버켓/덤프트럭 적재함 /운반용 파레트, 가열 로

− 4.석탄(코르크스) 공장

: 슬라이딩 슈, 퀜칭용 대차, 냉각용 베드, 로 입구 스크래퍼(scraper)

− 5. 화력발전소

:운반용 라이너 , 재 (ash)배출용 닥터, 체인 컨베어

− 6. 주 단조 공장

:스크레퍼(Scrapers), 스크린(screeners), 라이너 ( liner plates)

− 7. 크랴샤

: 크랴샤 내부 라이너, 석고 햄머, 크랴샤 햄머

■ 하독스 하이템프(Hardox Hitemp)의 특성
■ 탁월한 열전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기적인
고온상태 ( 고온상태 –냉각 의 반복적 환경)
에서 내마모성을 유지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대상 제품의
사용 온도
(600도 이상 환경)

제품에 적 용

열 전도성

하독스 하이템프
선택 사이클

제품의 선정
(하독스
하이템프)

열 환견
노출 시간
(가열/냉각
반복)

열 전도
(전파)에 의한 영향
분석

■ 900°C 슬러그 버켓 ( 적용 예)
 슬러그 (Slag): 900 °C
 버켓 온도(Loader bucket/dumper ):25 °C

Temperature [°C]

 하이템프표면온도(Temperature of the plate) : 400 °C

슬러그 온도 (900°)

하독스 하이템프 : 400° 이하 유지

시 간 (초)
▶ 슬라그 온도가 900°C ~800°C 로 3시간 이상 시간이 유지 되는 동안에도
하독스 하이템프에는 400°C 정도로 유지 된다.
▶ 전달되는 온도 보다 열전달이 적게 유지되는 것은 열 전도성 및 열 반사성 우수하므로
▶ 고온에서도 경도가 유지 되는 현상을 보인다

■ 500 °C 환경에서 경도 시험 및 사용 수명 비교
■ 적용 환경
☞ 500°C 고온 환경에서의 측정한 재료의 경도 변화
재료

500°C에서 경도

비고

AR 450

167HV (160 HB)

수명기준 1

Hardox HiTemp

274HV(260HB)

1.64배

Toolox44

324HV(305HB)

1.94배

194%
164 %

경도

100%

AR450

Hardox
HiTemp

Toolox44

▣ Toolox 44 재질에 대한 상세 사양은
www.gmisteel.co.kr 참조

코르크스 슬러그

■ 하독스 하이템프 적용 사례 (고온 슬러지 운반용 덤프트럭)
■ 600 °C~ 900 °C 고온 슬러지 운반 덤프트럭
☞ 적재함 탈착식 형태
☞ 적재함 하부에 있는 각종 유압장치 , 차체 , 기타 부품이 열전달에 의한 손상 ( 녹아내림, 터짐 등)
을 최소로 하기 위해 하이템프 적재함을 탈착식으로 하면서 기존 적재함과 30mm 가량 간격을 줌
하독스 하이템프 적재함

장착/제거

고정용 훅

틈새
20mm~30mm

■ 고온의 열 영향에 의한 주변 부품의 보호
1) 발산되는 고온에 의한 각종 부품의 손상을 최소로 하기 위해 기존 적재함에 별도의
분리 적재함을 만들어 탈착형으로 하면 각종 부품을 열 손상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다.
2) 기존 바닥 철판에 하독스 하이템프 철판으로 용접 보강하는 경우에는 기존 바닥 철판과
20~30mm 간격을 두고 용접하면 열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다.

■ 하독스 하이템프 (Hardox HiTemp) 기계적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