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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고온･고압 소결된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의 미세조직 및 마모 
특성에 미치는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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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olycrystalline diamond compact (PDC) is a two-stage sintered body manufactured by placing 
diamond powders on a WC-Co hard material and then applying the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HPHT) sintering proces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e and wear properties of the PDC 
depending on initial diamond particle size. Three different sizes (12–22 μm, 10–20 μm, and 8–16 μm) of 
initial diamond powders were used to manufacture PDCs with the HPHT sintering process. Some Co and 
WC were observed alo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diamond particles in the three manufactured PDCs. 
The diamond layer formed using small diamond particles showed finer and more even area distribution of 
Co along the diamond particles. VTL equipment was used to conduct a granite cutting wear test. The result 
confirmed that smaller initial diamond particle size leads to greater wear resistance properties. 
Observation of the PDC wear surface confirmed that the PDC made with larger diamond particles was more 
prone to be weak alo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diamond particles, and there were instances where the 
diamond particles were displaced as a whole. For PDCs of smaller diamond particle size, abrasive wear 
occurred where the diamond particles were gradually worn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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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이아몬드 소재는 뛰어난 경도, 높은 열전도율, 낮은 열팽

창 계수, 높은 내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 IT 산업, 

건설 산업 등에서 불가결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1-3]. 

Genaral Electric사에 의해 처음으로 합성 다이아몬드가 제조

된[4] 이 후, 현재 인공 다이아몬드의 대표적인 제조 방법으

로는 흑연을 넣고 초 고온·고압 소결 공정(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sintering, HPHT sintering)을 이용하여 소결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흑연으로부터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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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태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금속 촉매를 이용

하는 방법도 제시된 바 있다 [5].

합성 다이아몬드는 경도 및 인성이 높고 내마모 특성이 우

수하여 절삭공구 등의 내마모 소재 및 드릴링 소재로 사용되

고 있다 [6-8]. 최근에는 불규칙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실시되

는 지반 작업 환경의 효율성과 시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

반 공구 소재보다 더 단단하고 마모 환경에서 수명이 긴 고품

질 다이아몬드 소재의 제조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9-11]. 본 저자들도 합성 다이아몬드의 내마모 특성 평가에 

미치는 초기 성형 압력의 영향 등의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12].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polycrystalline diamond 



791 백민석･박희섭･이재일･이기안

Fig. 1. Morphologies and XRD analysis results of three kinds of 
diamond particles used in this study having different particle sizes 
of (a) 12∼22 μm, (b) 10∼20 μm, and (c) 8∼16 μm.

compact, PDC)소재는 초경 합금 층(WC-Co) 위에 다결정 다

이아몬드(PCD) 층이 덮여있는 이중 소결체이며, 다이아몬드

가 안정화되는 1400 ℃ 이상, 5 GPa 이상의 초 고온·고압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HPHT) 소결 공정에 의해 제

조된다 [13,14]. 이때 초경 합금 층으로부터 침출되어 올라오

는 금속 바인더에 의해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입자간의 

직접 결합이 유도되고 소결이 촉진된다 [15,16]. 그러나 소결

체 내에 다이아몬드 함량이 저하되고 다이아몬드 입자간 결

합이 불완전할 경우 [17],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의 성능

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최적 양의 금속 바인더를 활용하여 

충분한 다이아몬드 층의 소결을 유도하고 특성을 향상시키

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PDC 소재에 사용되는 초기 

다이아몬드 분말 입자 크기의 영향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기가 다른 초기 다이아몬드 분말 입자들

을 사용하여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 소재를 제조하고 그 

미세조직과 마모 특성에 미치는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의 영

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마모 전, 후의 상변화 및 마모면 

관찰을 통하여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 소재의 마모 거동

에 대해서도 토의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이아몬드 세 종류 분말 입자들의 형

상 및 분말의 XRD(X-ray diffraction) 상 분석 결과를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다이아몬드 입자 (a) 12∼22 μm, (b) 10∼20 

μm, (c) 8∼16 μm의 크기를 가지는 세 가지 종류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분말의 크기와 관계없이 날카로운 면들이 포함

된 덩어리 형태의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분말 입자 형상을 가

지고 있었다. 오른쪽의 상 분석 결과에서는 다이아몬드 상 이

외의 다른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분말 입자들을 골고루 혼합

하기 위해 2시간 동안 볼 밀링(ball milling)을 수행하였으며, 

그 후 진공 분위기 800 ℃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볼 

밀링 후 혼합된 분말을 이용하여 cubic press 타입의 초 고압 

발생 장치를 사용하여 6 GPa의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1500 ℃의 온도가 도달되도록 제어하고 15분 동안 소결을 진

행하였다. 이 때 윗 부분의 다결정 다이아몬드 아래 기지

(substrate)에 초경 합금 WC-Co를 배치한 후, 초 고온·고압 소

결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상층부 다이아몬드 층과 하층부 

초경 합금으로 구성된 컴팩트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의 상 분석을 위해 마이

크로 X-선 회절기를 이용하였다. Cu 타겟(Kα, λ=1.5405Å)

을 사용하였으며, 가속 전압과 전류는 각각 40 kV, 30 mA로 

하였다. X-선 회절 스펙트럼은 연속 주사의 방법으로 30°∼
100°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제조된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

팩트의 내부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wire-EDM 기기를 이

용하여 절단하였고 이 후 표면을 연마하여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과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의 내마모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해 수직 선반(Vertical Turning Lathe, VTL)을 사용한 절삭 실

험을 실시하였다. 수직 선반 실험은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

트가 피삭재를 절삭하는 방법(실제 드릴링 환경과 유사한 조

건)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삭재를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

고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를 고정시켜 일정 절입량, 이송

량, 절삭 거리 하에서 각각의 파손된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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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ay diffraction analysis results of HPHT sintered polycrystalline diamond compacts (PDCs) having different diamond particle 
sizes of (a) 12~22 μm, (b) 10~20 μm, and (c) 8~16 μm.

Fig. 3. Microstructures of HPHT sintered polycrystalline diamond 
compacts (PDCs) having different diamond particle sizes of (a) 
12~22 μm, (b) 10~20 μm, and (c) 8~16 μm.

트의 부피를 측정, 비교하여 다이아몬드의 마모 특성을 확인

하였다. 피삭재로는 화강암을 사용하였으며 화강암의 절삭 

속도는 101 m/min., 절입량은 0.254 mm,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의 이송 속도는 6.5 mm/rev., 로 습식 조건에서 진행하

였다. 마모된 면에 대해서 SEM을 이용한 표면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이와 함께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및 마이크로 XRD(X-ray Diffraction) 분석들을 이용하여 마

모 전, 후의 상변화도 함께 조사,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다이아몬드 컴팩트(PDC)에서 다이아몬드 층의 미세

조직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에 따른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

의 XRD 상분석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세 가지 종류의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에 상관없이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

트 모두에서 다이아몬드, Co, WC 상들이 검출되었다. XRD 

상 분석 결과에서 PDC 층에 다이아몬드 이외에 Co 와 WC상

이 함께 검출되는 이유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 고

온･고압 소결 공정의 제조 특징에 기인한다. H. T. Hall 등 

[15] 과 R. H. Wentorf 등 [16] 은 초 고온･고압 소결 시 모세

혈관 현상(capillary phenomenon)으로 인해 PDC 층 아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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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E-SEM microstructures of HPHT sintered PDCs having 
different diamond particle sizes of (a) 12~22 μm, (b) 10~20 μm, 
(c) 8~16 μm.

Fig. 5. VTL wear test results of HPHT sintered PDCs having 
different diamond particle sizes of (a) 12∼22 μm, (b) 10∼20 μ
m, and (c) 8∼16 μm.

초경 합금 층(WC-Co)에서 Co 와 WC 가 상부 다이아몬드 층

으로 침출되어 올라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때 상부 다이아

몬드 층으로 침출되어 올라온 Co 및 WC 는 다이아몬드 입자

와 다이아몬드 입자 사이 결합을 연결해주는 바인더의 역할

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3은 제조된 세 종류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들의 

초기 미세조직을 관찰한 사진이다. 초 고온·고압 소결 공정을 

통해 제조된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는 다이아몬드 기지 

내에 초경합금 층으로부터 침출되어 온 Co와 WC가 다이아

몬드 계면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a)12~22 μm와 

(b)10~20 μm의 입자 크기가 큰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는 

Co와 WC가 상대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하였으며 국부적으

로 응집된 부분(점선 동그라미)들이 많이 관찰되었다. 그러

나 입자 크기가 작은 (c)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의 경우 

(a), (b)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와 달리 Co 와 WC가 고르

게 분산되어 있었다. 

다결정 다이아몬드 층에서 다이아몬드 입자들 사이에 존

재하는 Co 및 WC 분포 부위의 접합성(치밀화)을 좀 더 면밀

히 관찰하기 위해 수행한 FE-SEM 관찰 결과를 그림 4에 나

타내었다.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가 큰 (a), (b) 다결정 다이아

몬드 층들의 경우 Co 와 WC 가 응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불

완전 치밀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쉽게 관찰 할 수 있었다. 

반면 입자 크기가 작은 (c)의 다결정 다이아몬드 층에서는 

(a), (b) 와 달리 상대적으로 다이아몬드 입자 사이가 잘 결합

되어 치밀하게 나타났다. 즉,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가 클수록 

입자들 사이 침출, 소결된 영역의 불완전 치밀화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다결정 다이아몬드 

층의 입자 사이에 분포하는 두 상 중 금속인 Co 상이 WC 상

에 비하여 더 크게 다이아몬드 특성의 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3.2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PDC)의 마모 특성

그림 5는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의 마모 특성 평가를 

위해 수직 선반(VTL) 절삭 실험 후 마모된 다이아몬드의 부

피를 화강암 절삭 길이에 따라 정량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이

다.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가 다른 세 가지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 모두 절삭 길이가 길어질수록 다이아몬드 층의 마모

된 부피가 증가하였다. 2.4 km 를 절삭 한 후 PDC 소재의 마

모된 부피의 양을 측정한 결과, 비록 (c)가 소폭 적은 마모량

을 보였지만,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유

사한 마모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마모 거리가 증가함에 따

라(4.8 km 이후)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가 작은 (c) PDC 소재

의 마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우수한 내 마모 특성)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절삭 길이 7.2 km 에서는 다이아

몬드 입자 크기가 가장 큰 (a) 조건이 (c)에 비하여 약 5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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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cro image after VTL wear tests having different 
diamond particle sizes of (a) 12∼22 μm, (b) 10∼20 μm, and (c) 
8∼16 μm.

Fig. 7. Surface observation results of wear specimens of HPHT 
sintered PDCs having different diamond particle sizes of (a) 12∼
22 μm, (b) 10∼20 μm, and (c) 8∼16 μm.

마모량(낮은 내 마모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6은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 및 화강암 절삭 길이에 따

른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들의 마모 후 마크로(macro) 표

면 관찰 사진들이다. 먼저 다이아몬드 입자 사이즈가 가장 작

은 (c) 컴팩트의 마모 부위가 모든 절삭 조건에서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절삭 거리 4.8 km 조건까

지는, 비록 그 마모 부위의 크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모든 

컴팩트들에서 다아이몬드 층의 마찰에 의한 마모가 일어남

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7.2 km 절삭 조건,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가 큰 (a)와 (b)에서는 마찰에 의한 마모면 외에 (그 

윗부분에서) 다결정 다이아몬드 층이 쪼개어지고 한꺼번에 

박리되어 탈락되는 칩핑(chipping) 현상이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7.2 km 조건 (a)와 (b)를 비교하였을 때 다이

아몬드 크기가 더 큰 (a)에서 더 현저한 칩핑이 일어났다. 이

에 반해 다이아몬드 입자가 작은 (c)의 경우는 7.2 km 화강암 

절삭 후에도 여전히 마찰에 의한 마모 거동을 유지하고 있었

다. 상기 관찰 결과를 통하여 그림 5 의 마모 특성에서 7.2 km 

절삭 조건 시 나타난 (a), (b) 컴팩트의 급격한 마모량 증가는 

기본적인 마찰 마모가 아닌 다이아몬드 층 박리에 의한 칩핑

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은 미세 마모 기구를 조사하고자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에 따른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들의 마모면(마찰에 

의한 마모 부위)들을 SEM 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화강암을 

절삭하는 특이한 환경에 기인하여 모두 전형적인 연삭 마모

의 거동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가 

증가할수록 연삭 마모된 면의 거칠기도 점차 증가하였으며, 

특히 입자 크기가 가장 큰 (a) PDC 의 경우 마찰 응력에 의해 

일부 다이아몬드 입자가 각각 국부적으로 뽑혀 탈락되는 것

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입자 크기가 가장 작은 (c) 

PDC 는 다이아몬드 입자 탈락 없이 전체적으로 고른 연삭 마

모면을 보이고 있다.

3.3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의 마모 기구에 미치는 미

세조직학적 인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 입자의 크기가 작

은 (c) PDC 의 마모 특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다이아몬드 

입자가 큰 PDC (a)의 경우는 마모면에서 개별 다이아몬드 입

자들이 뽑히거나(그림 7) 더 나아가 큰 다이아몬드 층이 입자 

계면을 따라 한꺼번에 박리되어 나가는 칩핑 현상(그림 6)도 

관찰되었다. 

상기 마모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된 주요 미세

조직학적 인자를 고려해보면 먼저 다이아몬드 입자에서 바

인더 역할을 하는 Co 및 WC(이중에서도 특히 Co)의 분포 및 

치밀화 상태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림 4의 초기 

미세조직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입자 크기가 큰 (a), (b) 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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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XPS analysis results of before & after wear tests of HPHT sintered PDCs having different diamond particle sizes of (a) 12∼22 μ
m, (b) 10∼20 μm, and (c) 8∼16 μm.

소재들은 Co 및 WC 영역이 국부적으로 크게 뭉쳐있으며 불

완전 치밀화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어, 마모 환경에서는 응

력이 집중되는 부위가 되고 쉽게 결함을 생성시키며 다이아

몬드 입자 사이를 취약하게 만드는 사이트로 작용할 수 있었

다. 또한 다이아몬드 입자가 큰((a), (b)) 소재의 경우 마모 시, 

크고 일체화된 다이아몬드 각 입자 내의 저항 및 응력 전달에 

기인하여 다이아몬드 입자와 입자 사이 영역에서 응력 집중

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마모 시 추가적인 마모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다이아몬드와 Co(WC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의 

열팽창 계수 차이에 기인하여 마모 특성이 더욱 저하될 수 있

다. R. L. Mehan 등[18] 그리고 T. P. Lin 등[19] 은 다이아몬

드와 Co 간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 및 마모 시 발생하는 마찰

열에 의해 다이아몬드-Co 간 계면 결합력이 낮아 질 수 있다

고 보고한 바 있다. 국부적으로 Co 가 뭉쳐 있는 (a), (b) PDC 

소재들(다이아몬드 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의 경우 이러한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하여 마모 특성의 저하가 더 쉽게 일어

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M. Pacella 등[20] 은 laser 연삭 등 고온 환경에서 다

이아몬드가 일부 graphite로 변화될 수 있음을 TEM 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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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icro XRD analysis results showing the (Co,W)6C peaks 
with different diamond particle sizes.

하여 제시한 바 있다. 만약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장거리(7.2 

km) 화강암 연삭 시 발생되는 마찰열에 의해 graphite 분율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마모 특성의 급격한 저하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의 PDC 소재들의 다이아몬드 층들에 대하여 

Co 및 WC 영역과 인접해 있는 다이아몬드 경계 영역에서 

XPS 장비로 binding 에너지에 기인한 C 원소 기반 생성상의 

존재와 분율을 분석,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왼쪽은 마모 전 다이아몬드 경계 영역의 C1s 

분석 결과이고 오른쪽은 마모 후 경계 영역의 결과이다. 먼저 

마모 전 다이아몬드 경계 영역에서는 주 상으로 다이아몬드

가 검출되고 일부 WC 와 graphite 가 함께 나타났다. 여기에

서 graphite 의 분율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난 것은 다이아몬

드의 경계 영역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오른쪽 마모 후 XPS 결과에서도 상기 세 가지 상의 존

재는 동일하게 검출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Co, W)6C 상도 추

가로 검출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마모 전에 비하

여 마모 후에 다이아몬드 경계 영역에서 graphite 상의 분율

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다이아몬드 입자가 큰 (a)의 경우 

초기 경계 영역에 비하여 7.02% 의 분율의 graphite 가 추가

로 증가(마모 후 Graphite/다이아몬드 비 = 0.823)하였고, (b)

의 경우 5.26% 증가(Graphite/다이아몬드 비 = 0.798), 다이

아몬드 입자가 가장 작은 (c)의 경우는 3.78%의 graphite 가 

더 증가(마모 후 Graphite/다이아몬드 비 = 0.701)하였다. 즉 

마모 시 다이아몬드 입자가 큰 PDC 소재의 다이아몬드 경계 

영역에서의 graphite 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

다. 마모에 의한 (a) (다이아몬드 입자가 큰) PDC 소재내 다

이아몬드 경계의 빠른 graphite 화는 그림 7 마모면에서의 다

이아몬드 입자의 이탈과 더 나아가 그림 6에서의 다이아몬드 

층의 박리(칩핑)가 쉽게 일어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

로 추론된다.

이와 관련하여 J. E. Westraadt 등 [21] 은 고온에서 다이아

몬드가 graphite 로 변하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와 Co의 계

면에서 재생성되는 수십 nm 수준의 (Co, W)6C 상들이 다이

아몬드의 graphite 화를 지연(delay) 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Co, W)6C 상들은 Co 및 W 가 분해 되고 다이아몬드

(carbon)와 반응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22,23], 이 때 다이아

몬드-Co 간 계면 결합력이 뛰어나고 치밀할 경우 보다 쉽게 

생성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DC 소재

들의 마모 후 다이아몬드 층에서 (Co,W)6C 생성상의 존재 유

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그림 9 에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에 

따른 (Co,W)6C 상의 미세 XRD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가 가장 작고 Co 

및 WC 영역이 상대적으로 균일하고 치밀했던(그림 3, 그림 

4) (c) PDC 소재의 다이아몬드 층에서 다른 (a), (b) 에 비해 

(Co,W)6C 상의 피크(peak)가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 E. Westraadt 등의 주장과도 잘 일치하는 것이다. 

그림 8과 그림 9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 다이아몬드 입자가 

사용된 (c) PDC 소재의 다이아몬드 층이 상대적으로 원활하

게 (Co,W)6C 상을 생성시키고 이에 graphite 화를 지연시켜 

다른 두 소재와는 다르게 7.2 km 화강암 절삭 조건까지도 급

격한 마모 특성 저하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 고온·고압 소결 공정으로 제조된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의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에 따른 미세조

직 및 마모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초기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가 (a) 12~22 μm, (b) 10~20 

μm, (c) 8~16 μm인 세 종류의 분말을 사용하고 초 고온·고압 

조건에서 소결하여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 소재를 제조

하였다. 제조된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들에서는 다이아

몬드 입자 크기 조건에 관계없이 다이아몬드 층에서 다이아

몬드, Co, WC 상들이 검출되었다.

2.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 다이

아몬드 입자 크기가 큰 (a), (b)의 경우에는 초 고온·고압 소결 

시 침투되는 Co및 WC가 다이아몬드 입자들 사이 영역에서 

불균일하게 분포하였으며 불완전 치밀화도 나타났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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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가 작은 (c)의 경우에는 Co및 WC의 

분포가 균일하게 나타났으며 다이아몬드 입자들 사이에서 

치밀한 결합 조직이 확인되었다.

3.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의 마모 특성을 확인한 결과,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내마모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가 큰 (a) PDC의 경우에는 

7.2 km 장거리 마모 시 다이아몬드 층에서 일부 다이아몬드 

입자가 뽑히는 탈락 거동과 다이아몬드 층이 통째로 박리되

는 칩핑 현상도 관찰되었다. 반면에 입자 크기가 작은 (c) 

PDC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모든 마모 조건에서 다이아몬

드의 연삭 마모(abrasive wear)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본 연구에서 PDC 소재의 마모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인자들로는 첫째 다이아몬드 입자 사이에서 바인더 역

할을 하는 Co 및 WC (이중에서 특히 Co) 영역의 치밀화 및 

분포 균일성, 둘째, 다이아몬드 입자 크기에 기인한 입자와 

입자 사이 영역에 전달되는 응력 집중 정도 차이, 셋째, 다이

아몬드와 Co의 열팽창 계수와 마모열 발생에 의한 마모 특성 

저하, 넷째, 마모 시 생성되는 (Co, W)6C 상들에 의한 다이아

몬드의 graphite 화 지연 등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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