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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SKD11 함침 복합재의 온도에 따른 인장 특성과 파괴거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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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osite having 60 vol% of TiC particles was successfully fabricated by the infiltration of 
molten SKD11 tool steel into a TiC preform. The density of this composite was achieved to be 25% lighter 
than conventional steels. The penetration of the liquid metal reached geometrically complex regions 
without any interfacial flaws. The interface between the TiC and steel was semi-coherent nature and had 
a specific orientation relationship, i.e.,    . Tensile tests were 
conducted at 25, 700, 750 and 800 ℃. The composite exhibited the enhanced strength compared with the 
unreinforced SKD11, and its reinforcement was most effective at 800 ℃. The TiC particles were fractured 
preferentially along the {100} cleavage plane,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main fracture of the composite. 
However, at and above 750 ℃ debonding of the TiC interface began to occur. The tensile fracture and 
strengthening mechanism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 TiC/ matrix interface and dis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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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주항공 및 수송 산업에서 제품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특

히 추진체, 연소기 노즐 등에 사용되는 소재는 700 ℃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고 열팽창 하중이 걸리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비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 

혹은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고려되고 있는 소재로는 

*Corresponding Author: Hyun-Uk Hong
[Tel: +82-55-213-3699, E-mail: huhong@changwon.ac.kr]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고강도 강, 타이타늄 합금, 니켈기 합금 그리고 복합소재가 

있다. 이 중 금속기지 복합재 (metal matrix composites, MMC)

는 높은 비강도와 비탄성율을 가지며, 압축강도, 내마모성 등 

우수한 소재특성을 나타내므로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다 

[2-4]. 대부분의 금속기지 복합재는 주로 Al2O3, B4C와 SiC 

같은 세라믹 강화재와 가벼운 금속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또

는 타이타늄 합금이 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2-6]. 하지만 이

러한 금속기지 복합재는 강화재/기지 계면의 낮은 접합강도

와 두꺼운 석출물 층의 형성으로 계면박리 현상이 발생하여 

우수한 강화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보고된 바 있다 [6-8].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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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낮은 밀도와 높은 탄성계수를 나타내고 금속기지와 우수

한 젖음성 (wettability)을 가진다고 알려진 TiC를 강화재로 

사용하고,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보다 우수한 강도, 강성도

와 가격 효율성을 가지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steel을 기지로 사용하여 제작된 고강도 경량 TiC-steel 복합

소재에 대한 연구도 일부 시도되었다 [9,10,12].

금속기지 복합재 제작 방법에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 분말야금법 (powder metallurgy)에 의해 제조된

다. 분말야금법은 금속분말과 세라믹 강화재 분말을 원하는 

비율로 혼합하여, 주조법 보다 낮은 온도로 복잡한 형상의 제

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말야금법은 강화

재 분포의 불균일성, 기공, 복잡한 제작 과정상의 비용부담과 

같은 문제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다 [2,10,11]. 반면에 

Parashivamurthy 등 [10]은 액상의 금속기지를 고체상의 세

라믹 강화재 입자 사이에 침투시키는 가압 함침법 (pressurized 

infiltration)을 소개하고, 강화재와 기지 간 젖음성이 충분하

다면 균일한 강화재 분포, 저비용, 복합한 형상 제작의 용이

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Kaplan 등 [12]은 

함침법을 사용하여 TiC-1080 steel 복합재를 제작하였지만, 

강화재와 기지 계면에서 존재하는 결함으로부터 계면박리 

현상이 발생하여 파괴인성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앞서 제시한 고강도 경량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

수한 함침성과 높은 계면 강도로부터 결함을 최소화하고 충

분한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융 가압 함침재 제작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속기지 복합소재는 공구강의 대체재로 주로 활용되고 있

기 때문에, 내마모성과 경도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었고, 인장 

특성에 대한 고찰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Kim 등 [13]은 냉

간금형강 STD11에서 응고 중 조대한 탄화물이 정출한 후 균

열 발생처로 작용하여, 인성 및 피로 저항성 수준이 현저히 감

소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조대 탄화물이 복합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또한, Maerky 등 [14]은 비커

스 경도를 사용하여 단결정 TiC의 {001}면이 가장 약한 결합

력을 가진다고 보고 하였지만, 이로부터 TiC 강화상을 포함

한 금속기지 복합재의 인장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

하기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진의 선행 연구 결과 [15]에 따르

면, TiC-SKD11 복합재의 상온 및 700 ℃ 인장 시험에서 TiC

를 따라 벽계파괴가 일어나 균열이 전파되어 최종 파단이 일

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계면박리가 나타나는 천이 온도 

(transition temperature)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설명한 TiC 강 복합재의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

를 몇몇 논문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 [12,14,15], 강화재

와 기지 계면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강화기구와 인장 특성 고

찰 사례는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융 가압 함침법으로 제조된 TiC 강 금속기지 복합재의 강

화재와 기지 간의 방향관계를 고찰하여 TiC 강 복합재의 계

면 강도를 예측하고, 비강화재와의 비교를 통해 복합재의 강

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TiC 벽계파괴에서 강화

재와 기지 간 계면박리가 일어나는 천이 온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용융 가압 함침법으로 TiC 입자로 강화된 

공구강 SKD11 (TiC-SKD11) 금속기지 복합재를 제조하여 

미세조직, 온도에 따른 인장특성, 강화효과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TiC 형틀 (preform)을 제작하기 위해, TiC 

(Changsha Langfeng Metallic Material Co., Ltd.) 분말과 바

인더 역할을 하는 소량의 SKD11 강 분말 (1.4C-11.1Cr- 

0.80Mo-0.23V, wt%)을 볼 밀링으로 혼합하였다. 혼합 분말

을 325 mesh의 체로 체질 (sieving)하여 3-5 ㎛ 크기로 분류한 

후 파라핀 왁스를 첨가하여 80 ℃에서 6시간 건조하였다. 이

렇게 제작된 혼합 분말을 일축 가압 수동 프레스를 사용하여 

80 MPa 압력으로 원통 형상을 만든 후, 진공 소결로에서 

1100 ℃/1시간 가소결하여 60%의 체적율을 가지는 원통형 

TiC 프리폼을 제작하였다. TiC 형틀의 입자들은 약한 결합력 

(weak-bonded TiC preform)을 유지하기 때문에, 액상의 

SKD11 melt가 고온 가압 조건에서 형틀 내부로 함침 되더라

도 TiC 입자 간 결합만 끊어질 뿐 초기 형상은 유지할 수 있

다. TiC-SKD11 복합재 제작은 1600 ℃ 온도, 10-4 Torr 진공 

분위기에서 SKD11 공구강을 액상으로 녹여 TiC 형틀 내부

로 함침 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SKD11 용탕을 5 bar의 

아르곤 (Ar)가스 압력으로 1분간 함침 시킨 후 열팽창계수 차

이에 의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냉하였다. 이러

한 과정으로 직경 100 mm, 높이 50 mm의 TiC-SKD11 금속

기지 복합 함침소재를 성공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16].

인장 시험은 측정 길이 5 mm, 단면 2×1.5 mm2 판상시편으

로 방전 가공한 후, 25 ℃, 700 ℃, 750 ℃ 그리고 800 ℃ 인장 

시험을 각각 3회씩 실시하였으며, 상온에서 5×10-3/s와 고온

에서 1.6×10-3/s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장 시험 

전에는 방전 가공 후 생긴 미소 결함이 인장특성에 미치는 영

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최종 #2000의 연마지를 사용하



대한금속･재료학회지 제55권 제3호 (2017년 3월) 158

Fig. 1. SEM micrographs of (a) the flake-shaped TiC powder and 
TiC-SKD11 composites fabricated by (b) the powder metallurgy 
for reference and (c) the infiltration in the present study. (d) SEM 
micrograph of the infiltrated TiC-SKD11 composite showing 
core-rim structure. (e) TEM micrograph of the infiltrated 
TiC-SKD11 composite showing TiC particles completely wet by 
the SKD11 tool steel matrix without any interfacial flaw. (f) The 
steel matrix phase showing a martensitic structure subjected to 
tempering by slow cooling after infiltration.

Fig. 2. (a) High resolution-TEM image of the interface between 
TiC and SKD11 steel matrix in the infiltrated composite. The 
zone axis is . Note that the faceted 
semi-coherent interfaces terminate on the dense atomic planes of 
SKD11. (b) Computed diffraction patterns of the interface 
showing that  is slightly deviated 2° from .

여 경면을 만든 후 시험을 수행하였다.

미세조직 및 파괴 거동은 #240~#1500의 SiC 연마지와 

3~1 ㎛ 연마천을 사용하여 기계 연마한 후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JEOL JSM-5800, 가속

전압 20 keV)으로 관찰하였다. 함침 정도, 성분 분포 및 

TiC-SKD11 계면 관찰은 구면수차보정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JEOL JEM-2100F 

with Cs corrector, 가속전압 200 keV)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TEM 시편은 FEI 社의 Dual beam FIB (focused ion beam, 

Helious 650)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두께 200 nm 이상에

서는 30 keV, 이하에서는 5 keV의 Ga 전자빔을 사용하여 기

계 가공하였다. 또한, TiC의 벽계 파단면 (cleavage fractured 

plane)은 후방산란전자회절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TSL OIM analysis program)의 면 계측 기법으로 분석

하였으며, 실험 장비는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EM, FE-SEM: TESCAN CZ/MIRA I LMH, 가속

전압 20 keV)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함침 복합소재 초기 미세조직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용융 가압 함침 공정법에 의해 제작된 

TiC-SKD11 함침재의 미세조직을 기존 분말야금법 [분말혼

합-볼 밀링-압축성형(compaction)-소결-열처리]에 의해 제조

된 복합소재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그림 1(a)는 함침재 제

작에 사용된 TiC 분말, 그림 1(b)는 분말야금법으로 제작된 

TiC-SKD11 복합재를 나타내며, 약 45% TiC 부피 분율을 가

진다. 그림 1(c)는 60%의 TiC 부피 분율을 가지는 TiC-SKD11 

함침재를 나타낸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된 복합재는 모두 

마르텐사이트 기지에 미세한 Cr-rich 탄화물이 분포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1(f)].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2,10,11], 분말야금재의 경우 불균일한 TiC 입자 분포와 기

공 (porosity)이 빈번히 관찰되는 반면, 함침 복합재는 TiC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TiC 입자 간의 접점나 결함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nuoha 등 [17]은 강화재 분포가 균일

하고 강화재 간 접점이 적을 경우에 균열 발생 가능부가 최소

화되어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그림 1(e)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액상의 SKD11 기지가 

TiC-TiC 입자들 사이 수 십 nm의 매우 좁은 구역까지 계면 

결함 없이 우수하게 함침 되었다. Kaplan 등 [12]은 상압 함침

법에 의해 TiC-1080 강 복합재를 제작하여 강화재와 기지 계

면에서 결함이 빈번히 관찰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TiC-SKD11 사이 계면에서 결함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제안된 가압 함침 공정법과 제어된 공정변수의 우수성을 반

영한다. Archimedes 원리에 의해 TiC-SKD11 금속기지 복합

재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 5.81 g/cm3 로서 기존의 steel 대비

하여 약 25%의 경량화를 달성하였다.

그림 2는 강화재와 기지 사이의 정합성 여부와 방향 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TiC와 SKD11의 계면을 HR-TEM으

로 관찰한 결과이다. TiC-SKD11 계면이 저배율 이미지 상으

로는 곡선의 계면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 단위인 

HR-TEM 이미지 [그림 2(a)]에서는 계면이 과 

 같은 TiC나 SKD11의 특정 조밀면 (close-pa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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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EM micrograph of the interface between TiC and 
SKD11 steel matrix. The element TEM/EDS mapping results of 
corresponding interface: (b) Fe, (c) Ti, (d) Mo and (e) Cr.

plane)을 따라 측면 패턴으로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회

절 패턴으로부터 얻어진 TiC-SKD11 계면은 //

, //의 방향 관계를 가진다. 계면의 

회절 패턴을 그림 2(b)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회절 패턴

으로부터 면과 면이 완전 평행에서 약 2°

벗어나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진의 이전 연

구 결과 [15]에서도 HR 격자 이미지로부터 얻은 TiC와 

SKD11의 특정 면들이 2.1°틀어진 반정합 성질을 이룬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TiC-SKD11 계면이 우수한 강도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가압 함침 공정과정에서 금속

의 SKD11 액상 용탕이 고상의 세라믹 TiC 입자 사이로 흘러

들어가 계면과 반응하여 온전히 젖은 (fully wetted) 상태에서 

응고가 진행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때, TiC 입자는 고

상을 유지한 채 액상의 SKD11이 응고하게 되므로, 기존의 

고상 상변태 (solid-state phase transformation)에서 예측되는 

Baker–Nutting (B–N) 방향관계 [18,19], //, 

// 와는 전혀 다른 방향관계를 형성함을 새

롭게 확인하였다. 아울러, 고상의 SKD11 기지 내부에서 TiC 

탄화물이 석출되는 고상변태 과정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특

정한 방향관계가 본 연구와 같은 응고과정에서도 계면 방향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Terry와 

Chinyamakobvu [20]는 액상의 순철 (pure iron)에 TiC 분말

을 부상시켜 분산시키는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그들에 따르

면 액상의 순철 내에 탄소 (C)와 타이타늄 (Ti) 함량이 낮다면 

TiC 분말 입자들이 녹는점 (TiC 녹는점: 3065 ℃) 이하에서

도 용해 (dissolution)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ooker 

[21]는 준 2원계 TiC0.9–Ti0.015Fe0.985 성분계에서 액상 steel의 

온도가 1475 ℃ 보다 높을 경우, TiC가 용해될 수 있다고 예

측하였다. 한편, 본 실험에서 프리폼 제조시 초기 TiC 분말 

형상이 뾰족한 조각(flake) 형상을 나타냈다면, 함침 이후 

TiC 입자들은 다소 곡선의 원형 모양으로 관찰된다 [그림 

1(a)와 1(c)]. 또한, 함침 직 후 TiC를 확대할 경우, 조각 형상

의 TiC 입자가 원형의 가장자리에 둘러싸인 이중 구조를 관

찰할 수 있다 [그림 1(d)]. 상기의 일련의 고찰로부터, 함침과

정에서 TiC 입자의 계면은 액상의 SKD11과 반응하여 TiC 

가장자리 (rim)부위는 용해되고, 응고 과정 중에 steel 기지로

부터 가장자리가 다시 석출 (reprecipitate)되는 과정을 추론

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함침과정의 기구 해석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TiC와 SKD11 계면을 TEM 이미지 상에서 성분 분포도화 

하였다 (그림 3). 그림에서 TiC- SKD11 계면을 기준으로 성

분 분포를 비교분석 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점선으로 나타내

었다. 그림 3(b)와 그림 3(c)는 Fe와 Ti의 분포도화 결과를 각

각 나타내었다. TiC 가장자리에 Fe-rich 영역과 Ti 결핍 영역

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TiC의 용해와 재석출 과정이 있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림 3(d)에서 250~300 nm 두께

로 TiC 가장자리에 Mo-rich 밴드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Liu 등 [22], Samsonov 등 [23]과 Kivio 등 [24]은 TiC-금속 

복합재에 Mo이 첨가될 때, TiC와 금속기지 간의 젖음성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o 첨가가 TiC의 공유결합 

강도를 향상시키고, 탄소 확산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켜 전

위 이동성을 제한시키는 데 용이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25]. 

또 다른 연구에서, TiC 입자 표면에서 Mo이 Ti의 치환형 원

소로 작용하여 (Ti,Mo)C 고용체 탄화물을 형성함으로써 강

화 효과를 보여준다고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26-29]. 아울

러, Jang 등 [30]은 TiC 입자 표면에서 Mo이 Ti 대신 치환된 

(Ti,Mo)C를 형성할 경우, 제일원리계산 (first-principles 

calculations)을 통해 α-페라이트 기지와의 misfit을 줄여 계면

에너지를 안정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그림 3(d)에 관찰되는 TiC 가장자리의 Mo 밴

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우선, Mo 밴드는 

TiC-SKD11 간 계면 젖음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결과물

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TiC 계면에너지를 충분히 낮추어 

정합성을 확보하고, TiC 강화재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e)에서는 조대하고 

미세한 Cr-rich 탄화물이 각각 TiC-SKD11 계면과 기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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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ensile behaviors between as-infiltrated
TiC-SKD11 composite and as-cast unreinforced SKD11 with 
various temperatures: (a) stress-strain curves and (b) the ratio (K) 
of tensile strength of as-infiltrated TiC-SKD11 composite to 
tensile strength of as-cast unreinforced SKD11.

석출한 것으로 관찰된다.

3.2. 시험 온도에 따른 TiC-SKD11 함침 복합소재 인장 

특성

앞 절에서 TiC-SKD11 복합재의 초기 미세조직을 정밀 관

찰하여, 계면 강도가 우수하고, TiC의 고용강화 효과가 클 것

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함침 복합소재의 인장 

시험을 25~800 ℃ 온도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4(a)는 비

강화재 (as-cast unreinforced SKD11)와 TiC-SKD11 복합재

의 공칭응력-공칭변형률 곡선이다. 비강화재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점선으로, 복합재는 실선으로 표현하였다. 각 곡선은 

3회 반복시험으로부터 대표적인 곡선을 선택하여 나타낸 것

이며, 각 조건의 3회 반복시험으로부터 인장응력은 복합재의 

경우 ±21MPa, 비강화재의 경우 ±11MPa 범위내에서 재현성 

(reproducibility)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신율은 복합재의 경

우 ±2%, 비강화재의 경우 ±4% 범위 내에 존재하였다. 본 연

구에서 금속기지 복합소재가 60%의 고체적율 세라믹 TiC를 

포함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장시험의 재현성은 유의한 

데이터로서 사용하기에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비강화

재 SKD11 공구강은 경화능이 높기 때문에 고온에 비해 상온

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형 정도가 크지 않으나, 나머지 고온의 

전 온도 범위에서는 소성 변형이 뚜렷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TiC-SKD11 복합재의 상온 인장 시험에서는 소

성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결과는 높은 TiC 분율로 

부터 야기된 취성파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고온에서는 기

지가 연화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할수록 소성 변형이 어느 

정도 소량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a)에서 얻어진 

결과 값을 이용하여 비강화재에 대한 TiC-SKD11 복합재의 

인장 강도 비   [복합재의 인장 강도 () / 비강화재의 인장 

강도 ()]를 계산하고, 시험 온도에 따른 비강화재 대비 복

합재의 강화율을 비교하였다. 상온에서   값이 0.943로 비

강화재와 비교하여 복합재의 강도가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 

결과는 취성의 세라믹 TiC의 높은 분율로부터 야기된 조기

파단(premature failure)으로 판단된다 [6]. Pagounis 등 [6]은 

스테인리스강과 같은 고강도 금속기지에 Al2O3, TiC, Cr3C2, 

TiN 등의 세라믹 입자를 분말야금법에 의해 첨가하여 복합

재를 제조하고, 상온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들의 연구결

과에 따르면, 강과 같이 높은 강도를 갖는 금속기지로 구성된 

복합재에서는 강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비강화재 

대비 복합재의 강도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Al이나 Mg을 기지로 하는 복합재는 강도가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고강도 금속기지에 취

성의 세라믹 입자를 분포시켜 제작한 복합소재의 상온 인장

강도가 비강화재 대비 하락한다는 결과는 다른 문헌에서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31]. 이처럼 고강도 금속이 세라믹 입자

에 의해 강화될 경우 상온 인장강도가 비강화 금속에 비해 하

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우선, 금속기지

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복합재의 인장 변형시 금속기지와 세

라믹 입자 계면에서의 응력집중이 저강도 금속기지에 비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세라믹 강화 입자에 만일 결함 

(flaw)이라도 존재한다면, 낮은 응력에서도 복합재는 쉽게 파

단 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실제 기존 연구결과들 [32,33]을 

살펴보면, 금속기지 강도가 높을수록 강화재 입자들의 파괴

가 점차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는 금속기지와 세라믹 강화재 사이의 열탄성 불일치 

(thermoelastic mismatch)를 고려할 수 있다. Bendixen과 

Mortensen [34]은 Al2O3 강화재 입자를 공석강 (eutectoid 

steel) 기지에 분말야금법을 통해 분산시킨 복합소재를 제작

하여 삼중 굽힘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알루미늄 합금 기

지재 보다 강 기지재를 사용할 경우, 열처리 후 냉각 중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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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SEM micrograph of the TiC-SKD11 composite after 
the softening heat treatment. It can be seen that the steel matrix is 
composed of ferrite and pearlite structure. (b) Comparison of 
room-temperature tensile behaviors of as-cast unreinforced
SKD11 and TiC-SKD11 composites with or without softening 
heat treatment.

Fig. 6. SEM micrographs showing cross-sections below fractured 
surface after tensile test at (a) RT, (b) 700 ℃, (c) 750 ℃ and (d) 
800 ℃. The red arrows indicate the interfacial decohesion 
between TiC and SKD11.

라믹 강화재와의 열탄성 불일치가 더 크게 증가하여 Al2O3 

강화재 계면에 더 높은 응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실

제 본 연구에서의 TiC-SKD11 복합소재는 함침 직후 어떠한 

추가 열처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TiC 계면에 높은 잔

류응력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고강도 금속기지 복합소재의 상온 강화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처리를 통한 충분한 응력완화와 금속기지의 연

화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고찰을 검증하기 위

해서, 함침 직후 TiC-SKD11 복합소재에 연화 열처리를 수행

하여, 잔류응력을 제거함과 동시에 SKD11 금속기지의 상을 

페라이트+펄라이트 연질 구조로 변태시켜 상온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연화 열처리는 상온에서 870 ℃까지 3.3 ℃/min

의 속도로 승온 과정과 30분 유지 과정을 거친 후 약 1.18 ℃
/min의 속도로 상온까지 로냉한다. TiC-SKD11 복합소재의 

연화 열처리 후 금속기지가 페라이트+펄라이트 연질 구조로 

변태된 것을 그림 5(a)에서와 같이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5(b)

는 연화 열처리 유무에 따른 TiC-SKD11 복합재의 공칭응력-

공칭변형률 곡선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연화 열처리된 복합

소재의 인장강도가 함침 직후 복합소재에 비해 인장강도가 

훨씬 개선 (647→750 MPa)됨을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비강

화재인 SKD11 소재보다 강도가 더 높아 강화재에 의한 강화

효과가 상온인장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앞서 

언급한 고강도 금속기지 복합소재의 상온 강화효과 부재에 

대한 추론과 상온 강화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안이 타당

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편, 그림 4(b)에서 보듯이, 700 ℃, 750 ℃ 그리고 800 ℃
의   값은 각각 2.666, 2.953, 3.513으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강화율은 점차 증가하였다. 온도가 증가하면 금속기지의 강

도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반면에 세라믹 TiC는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TiC-SKD11 복합재의 강화율

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따라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지와 강화재의 강도 차이에 의해 복합재의 

강화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시험 온도에 따른 TiC-SKD11 복합재 인장 파괴거동

각 온도에서의 파면 직하 단면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여 인

장 파괴기구를 고찰하였다. 그림 6은 25 ℃, 700 ℃, 750 ℃ 
그리고 800 ℃의 파면 직하 미세조직이다. 25 ℃와 700 ℃에

서 계면박리 (interfacial decohesion) 없이 TiC 입자 내부를 

따라 파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6(a)와 

6(b)에서 접점이 존재하는 곳에서 균열이 주로 관찰되었다. 

이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TiC 강화재 입자간 거리에 따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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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Variation of maximum equivalent stress near TiC 
particle depending on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TiC particles 
during tension of 500N force at 25 ℃. (b) The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TiC particles is 
0.02 ㎛.

Fig. 8. SEM micrographs showing cross-sections below fractured 
surface after tensile test at RT: (a) initial cracks formed at primary 
Cr-rich M7C3 carbide indicated by the yellow arrow, (b) crack 
propagation as a result of linkage of cracked M7C3 carbide and 
fractured TiC particles. (c)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fracture behavior of TiC-SKD11 composite during tensile 
deformation.

력분포를 유한요소프로그램 (ANSYS program, R15.0)을 이

용하여 해석을 하였다. 형상에 따른 응력영향을 배제하기 위

해 millimeter 단위의 SKD11 원통 안에 구형의 지름 3.4 ㎛ 
TiC를 위치시켜 모델링을 하였고, SKD11 원통 양쪽에 500N

의 힘으로 인장을 가하여 TiC 주변 응력을 해석하였다. 앞서 

상온 인장실험으로부터 확인하였듯이, TiC-SKD11 복합재는 탄

성영역에서 파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LEFM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TiC 강화재와 

SKD11 금속기지가 이루는 계면은 앞서 미세조직 시험결과

에서 보았듯이, 젖음성이 상당히 우수하고 계면에서의 균열 

혹은 박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건전한 계면강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전산모사 해석에서는 완전 접합된 계면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7(a)은 TiC 강화재 입자간 거리에 따른 응

력분포를 나타낸다. TiC 입자간의 거리가 5 ㎛ 이상에서 최

대응력은 약 240 MPa로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이하로 TiC 입자간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최대응력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iC 입자가 서로 거의 근접할 경우 

(접점) [그림 7(b)], 최대응력이 접하는 방향의 TiC 강화재 내

부에 약 1.4배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약 3.4 ㎛ 
크기의 TiC 강화재를 가지는 복합소재의 경우 5 ㎛ 이상으로 

입자간 거리를 유지해야만 응력집중의 추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결과는 그림 6(a)와 6(b)에서 보듯이 

TiC-TiC 접점이 존재하는 곳에서 균열이 주로 관찰되는 것

을 잘 설명해 준다. 즉, TiC 입자간 접점에서 응력이 가장 집

중되어 우선적으로 TiC 계면에서부터 내부로 파괴가 진행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장 시험온도가 증가하여 750, 800 ℃에서는 TiC 

입자의 내부 파괴뿐만 아니라 TiC 계면박리도 빈번히 관찰

되었다 [그림 6(c)와 6(d)]. 특히, 800 ℃에서는 계면박리 현

상이 750 ℃ 보다 더 빈번하게 관찰된다. 이는 TiC-SKD11 

복합재의 인장파괴가 TiC 강화재 내부파괴에서 TiC 계면박

리로의 천이온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강화재-기지 간 계면

박리 현상이 복합재의 강도를 크게 저하시킨다는 보고와 상

반된 결과로 [6-8], 계면박리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800 ℃
에서 강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온에서 계면박리가 관

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온도가 

750 ℃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TiC 강화재 입자와 SKD11 금

속기지사이 열팽창계수 차이로 계면에 인장잔류응력이 상당

량 발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온도가 증가할수록 

SKD11 금속기지의 강도는 현격하게 감소하게 되므로 [그림 

4(a) 참조], TiC 계면의 응력집중을 통한 TiC 내부파괴 가능

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TiC-SKD11 복합재의 상온 인장 파괴거동을 보다 면밀하

게 분석하기 위해 후방산란전자 (back scattered electron, 

BSE)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여 관찰하였다. 그림 

8(a)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Cr-rich 탄화물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의Cr-rich 탄화물은 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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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C3 탄화물로써, 함침 과정 중에서 SKD11이 응고하다가 

초정 탄화물이 TiC 강화재 입자 사이 브리징 (bridging) 형태

로 정출한 것이다. Theisen [36]는 TiC가 Cr-rich 탄화물 보다 

높은 경도를 가지는 취약한 상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기 균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TiC가 아닌 

M7C3 탄화물에서 먼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TiC의 형상이 응력 집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형이

나 타원형인 것과는 달리, M7C3 탄화물은 TiC 입자 사이에서 

bridging하는 특유의 형상으로 응력 집중 정도가 높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M7C3 탄화물에서 초기 균열 발생 후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접한 TiC 강화재로 균열이 전파되어 최종 

파단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림 8(b)]. 이상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8(c)에 TiC-SKD11 복합재의 파괴 거

동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8(c)의 인장 파괴거동으

로부터, 가장 먼저 균열이 발생하는 M7C3 탄화물의 분율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TiC-SKD11 복합재의 인장 파괴 저항

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다.

4. 결     론

SKD11 공구강 기지에 60% 고체적 분율의 TiC 세라믹 입

자로 강화된 복합재를 용융 가압 함침 공정법에 의해 제작하

여,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 건전성을 파악하고, 시험 온도에 

따른 인장 특성 및 파괴거동 변화를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분말야금재와 비교하여 TiC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고체

적률 TiC-SKD11 함침 복합재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금

속의 SKD11 melt는 고상의 세라믹 TiC 입자 사이로 흘러들

어가 계면과 반응하여 온전히 젖은 상태에서 응고가 완료됨

을 확인하였다.

2) TiC-SKD11 계면이 특정 조밀면 (close-packed plane)을 

따라 faceted 패턴으로 형성된 것을 관찰하였으며, 

//, //의 특정한 방향 관계가 존재

함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또한, TiC 가장자리에서 250~300 

nm 두께의 Mo-rich 밴드가 형성됨을 관찰하여, 기지합금의 

Mo 첨가가 계면의 젖음성 향상과 에너지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 TiC-SKD11 복합재의 25 ℃, 700 ℃, 750 ℃ 그리고 800 

℃에서의 인장 특성을 비강화재 대비 복합재의 인장 강도 비

(K)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계면박리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 

800 ℃에서 강화율이 가장 높았다.

4) TiC-SKD11 복합재의 상온 강화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응력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연화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TiC 강화재 입자간 거리에 따른 응력분포를 해석 한 결

과, TiC 입자간 거리가 5 ㎛ 이하로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최대응력이 증가하여, 거의 근접할 경우 응력이 약 1.4배까지 

집중되었다.

6) 상온과 700 ℃에서 초정 Cr-rich M7C3 탄화물에서 균열

이 우선 발생하여 인접한 TiC 강화재로 균열이 전파하여 최

종 파단이 발생하였고, 750 ℃ 온도부터 강화재와 기지 간 계

면박리 현상이 시작되어 온도가 증가할수록 박리 양상이 두

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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