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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cture in the titanium carbonitride-metal composites occurs by crack propagation through the 

carbonitride grains or in the interfaces. Thus, intrinsic properties of the carbonitride need to be enhanced 

and the interfaces should be also modified to coherent structure to strengthen the composites. Especially, 

interfacial structure can be the main factor to determin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itanium carbonitride-

metal composites because the interfaces between carbonitride grains and metallic phase are weak parts 

due to heterogeneous nature of carbonitride and metallic phase. In this paper, methodologies for improving 

the interfacial structure of titanium carbonitride-metal composites are suggested. Total area of the interfaces 

can be reduced using solid solution type carbonitrides as raw materials instead of a mixture of various 

carbonitrides in the composites. Also, synthesis of titanium carbonitride-metal composite powders and the 

low-temperature sintering of the composite powders for short time can be the way for formation of coherent 

interfaces. The sintering of the composite powders for short time at low temperature can reduce the potential 

of formation of interfaces by dissolution and precipitation of carbonitride in the liquid metal. As a result of 

formation of coherent boundaries due to low-temperature and short-time sintering, interfaces between 

titanium carbonitride grains and metallic phase have the favorable structure for the enhanced fracture 

toughness. It is believed that the low-temperature sintering of solid solution type composite powders for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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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can be the way to improve the low toughness of the titanium carbonitride-metal composites.

 Keywords: Composite, Cermet, Fracture toughness, Interface, Mechanical properties 

1. 서론

탄/질화물 금속 복합재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탄소 및 질소)의 강한 공유결합으로 융점이 높아 고온 

및 부식성 환경에서 안정한 특성을 갖는 탄/질화물과 연

성이 우수하여 가공이 쉽고 열/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금

속 물질이 복합화되어 있는 소재로 탄/질화물과 금속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탄/

질화물 금속 복합재료는 구조용 제품에서 세라믹스 소

재에 비해 제조가 용이하고 금속에 비해 고온 안정성, 

내부식성이 우수하여 기존 소재의 한계 극복 및 활용 범

위 확장을 위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1).

탄/질화물 금속 복합재료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이

금속의 탄/질화물과 니켈, 코발트가 복합화되어 있

는 서멧트가 있다. 서멧트는 세라믹(Ceramic)과 금속

(Metal)의 합성어로 경도가 높고 내마모 특성이 우수한 

탄/질화물과 같은 세라믹스 물질과 파괴에 대한 저항성

이 큰 금속 물질의 특성을 갖고 있어 고온 환경과 마찰

이 극심한 부분에 적용되는 소재이다. 서멧트의 활용 분

야는 절삭공구, 금형, 압연 롤 등이 있으며 이 활용 분

야는 모두 사용 시 마찰이 심하고 고온 환경이 유발된다

는 특징이 있다. 절삭공구의 경우 자동차 엔진과 같은 

기계 부품을 가공하기 위한 도구로 기계 부품의 원자재

인 철강 소재와의 마찰로 인하여 고온이 유발되기 때문

에 고온 안정성이 중요하며 철강 소재에 대한 절삭과 다

듬질에 적합한 고경도 물질로 제조되어야 한다. 또한 파

괴에 취약한 절삭공구는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어 절

삭공구 활용도를 높이고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원재

료에 금속 성분이 추가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절삭공

구의 소재로 서멧트가 사용되고 있으며 절삭공구의 수

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멧트에서는 경도, 내마모 특성 

이외에 파괴인성이라는 공구 수명과 관련된 기계적 물

성 또한 중요하다.

서멧트의 미세조직은 세라믹 물질인 탄/질화물 입자

들과 탄/질화물 입자들 사이에 금속 성분(니켈, 코발트)

이 분포되어 있는 형태이며 서멧트가 부품 소재로 사용

될 때 파괴는 탄/질화물 입자들이 깨지거나 탄/질화물 

입자와 금속 성분 간 계면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일어

나게 된다. 따라서 서멧트의 파괴에 대한 저항성(파괴인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탄/질화물 입자에 대한 

강화와 탄/질화물 입자와 금속 성분 간 계면의 특성 향

상의 2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멧트의 파괴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면 개선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서멧트의 미세조직 및 물성

서멧트를 구성하는 탄/질화물 물질로는 텅스텐 탄화

물, 타이타늄 탄/질화물이 대표적이며 금속 성분으로

는 니켈과 코발트가 서멧트에 포함된다. 텅스텐 탄화

물과 타이타늄 탄/질화물은 녹는점이 각각 2,870 ℃

, 3160 ℃로 서멧트를 제조하는 소결 공정의 온도인 

1400~1500 ℃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니켈과 코발

트와 같은 금속 성분은 녹는점이 각각 1455 ℃, 1495 ℃

로 소결 중 최종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결국 소결을 통해 제조된 서멧트의 미세조직에서 텅스

Fig. 1.   Microstructure of cermets: (a) WC-Co and (b) Ti(CN)-Ni 
cer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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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 탄화물과 타이타늄 탄/질화물은 입자로 남아있고 금

속 성분은 입자 형태를 잃어버려 탄/질화물 입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Fig. 1은 서멧트의 미세조직을 모식적으

로 나타낸 것으로 탄/질화물 입자가 금속 성분에 분포되

어 있는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2-4). 텅스텐 탄화물

이 포함된 서멧트의 경우 소결 온도에서 용해되지 않은 

탄화물 입자들은 각진 형태를 갖고 타이타늄 탄/질화물

이 포함된 서멧트에서 탄/질화물 입자는 불규칙적인 형

태를 나타낸다. 서멧트는 소결 온도에서 액상이 존재하

는 액상 소결에 의해 제조되는데 액상 소결 과정 중 탄/

질화물 입자의 형태는 탄/질화물 입자의 계면 에너지의 

이방성과 관련이 있다. 즉, 육방정계의 결정계에 속하는 

텅스텐 탄화물의 경우 면에 따른 계면 에너지의 차이가 

크고 액상 소결 과정 중 계면 에너지가 낮은 면의 성장

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진 입자 형태를 나타내

며 면에 따른 계면 에너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둥근 

형태의 입자가 형성되게 된다. 타이타늄 탄/질화물 기반 

서멧트는 Fig. 1(b)에서 볼 수 있듯이 입자의 형태가 단

순하지 않고 코어-림 구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타이타늄 탄/질화물 기반 서멧트의 경우 물성 보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첨가 원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타이타늄 탄/질화물은 텅스텐 탄화물에 비해 

탄/질화물 내 금속 성분과 비금속 성분 간 결합력이 크

고 열역학적 안정성이 높아 경도는 우수하나 인성은 상

대적으로 낮아 타이타늄 탄/질화물을 원료로 제조되는 

서멧트는 텅스텐 탄화물로부터 제조되는 서멧트에 비해 

쉽게 깨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타이타늄 탄/질화물은 

서멧트에 포함되는 금속 성분과의 친화도가 낮아(Ni과

의 젖음각: 약 30°) 타이타늄 탄/질화물 기반 서멧트는 

소결성이 떨어지고 완전하게 치밀화된 소결체 제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즉, 액상 소결 시 소결 온도

에서 액상의 금속이 타이타늄 탄/질화물 입자 사이의 공

간으로 침투가 용이하지 않아 고밀도 소결체를 얻기가 

쉽지 않다. 타이타늄 탄/질화물 기반 서멧트에서는 위와 

같은 물성과 제조 공정에서의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전이금속 혹은 전이금속 탄/질화물이 추가되게 

된다. 추가되는 물질로는 몰리브데넘 금속과 바나듐, 나

이오븀, 탄탈럼 등의 탄/질화물이 있으며 이렇게 추가되

는 원소 혹은 화합물은 액상 소결 과정 중 용해-재석출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상대적으로 안정한 

물질은 용해 속도가 작고 불안정한 물질은 용해 속도가 

큰 것이다. 타이타늄 탄/질화물의 안정성이 가장 높고 

타이타늄 탄/질화물이 서멧트 내 가장 많은 양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소결 시 액상에 용해된 성분들은 용해되

지 않은 타이타늄 탄/질화물 입자 주변에서 고용상을 형

성하면서 석출하고 코어-림 조직을 형성한다. Fig. 1에

서 알 수 있듯이 텅스텐 탄화물계 서멧트에 비해 타이타

늄 탄/질화물 기반 서멧트의 경우 코어-림 조직으로 인

해 계면 면적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계면의 특성이 타

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의 파괴 거동과 전체적인 물

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표 1은 서멧트의 기계적 물성을 문헌 조사를 통해 정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cermets2-12)

Material
Hardness 
(Hv, GPa)

Fracture toughness 
(KIC, MPa·m1/2)

Cermet

TiC-Ni 9.2 7.4

Ti(CN)-WC-Ni 9.1~14 10~7.2

WC-Co 12.5~18.3 16.4~8

Ceramics

(Ti,W)C 20.5 7.7

TiC-WC 18 5.5

Al2O3-SiC 17.9 3.3

Si3N4-SiC 16.6 5.2

Si3N4-TiN 15.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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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표로 비교를 위하여 세라믹스 소재의 물성을 제시

하였다2-12). 서멧트 내에서는 타이타늄 탄/질화물 계열

의 소재가 텅스텐 탄화물 기반 소재에 비해 파괴인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이타늄 탄/질화물 물질

의 자체적인 파괴인성이 텅스텐 탄화물에 비해 낮은 것

과 Fig. 1에 나타낸 것처럼 미세조직 상 계면 면적이 큰 

것이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의 낮은 인성의 원인

이 될 수 있다3-4). 이와 같은 이유로 서멧트가 절삭공구

와 같은 부품에 적용될 때 텅스텐 탄화물계 소재가 타이

타늄 탄/질화물계 소재에 비해 부품 수명에서 유리할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텅스텐 탄화물계 소재의 파괴

인성이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소재와 비교하여 우수하

기 때문에 텅스텐 탄화물계 소재의 파괴에 대한 저항력

이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소재에 비해 우월하고 결과적

으로 텅스텐 탄화물계 소재가 적용된 부품이 더 긴 수명

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절삭공구 시장에서 점유율

을 확인해보면 Fig. 2와 같이 텅스텐 탄화물계 소재가 

전체 시장의 약 53%를 점유하고 있으나 타이타늄 탄/질

Fig. 2. Global market for cutting tools13)

Fig. 3. Types of fracture in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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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계 소재는 10% 미만의 시장 규모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13). 이는 타이타늄 탄/질화물이 텅스텐 탄화물에 비

해 밀도가 낮아 제품 당 원료 가격이 낮다는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소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늄 탄/질

화물계 소재의 낮은 물성이 절삭공구에서 타이타늄 탄/

질화물계 소재의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소재의 물성을 고경도 

세라믹스 소재의 물성과 비교해보면 파괴인성 측면에서

는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가 세라믹스 소재에 비

해 우위에 있지만 경도는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는 고경도 특

성이 필요한 분야(금형, 내마모 부품 등)에서도 세라믹

스 소재에 자리를 뺏기고 있어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에

도 한계가 있다.

2.2. 서멧트의 파괴거동

세라믹스 소결체의 파괴 시 미세조직 상 균열의 전파

는 Fig. 3과 같이 입내 파괴와 입계 파괴의 2 가지 양상

으로 진행된다. 입내 파괴에서는 파괴 시 균열은 입자

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며 균열의 방향은 각 입자들의 원

자 배열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즉, 균열이 진행하면

서 균열은 결정 방향 중 가장 균열 전파가 쉬운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고 새로운 입자를 통과할 때에는 입자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균열 진행 양상은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자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입내 

파괴는 입자들이 맞닿고 있는 경계를 따라서 균열이 진

행하는 것이고 입계에서 강도가 약하고 취성이 강한 물

질에서 주로 발생된다14-15).

세라믹스 물질과 금속 물질이 복합화 되어 있는 서멧

트의 경우 금속 성분의 양이 적은 경우 이외에 대부분의 

계면은 세라믹스 입자와 금속 성분 간 계면인 세라믹/금

속 계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라믹스 소결체와 달리 서

멧트의 경우 계면이 이종 성분들이 접하여 형성되기 때

문에 재료의 파괴 중 균열 전파에 대한 기여도가 클 수 

있으며 서멧트의 파괴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멧

트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특성을 개선하는 것보다 계면

에 대한 강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3. 서멧트 내 입자 강화 연구

서멧트의 파괴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서멧

트를 구성하는 탄/질화물 입자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

다. 서멧트를 구성하는 금속 성분은 소성 변형이 용이하

여 외부에서 주어지는 응력을 흡수하기 쉬워 균열 전파

가 잘 되지 않는다. 즉, 서멧트에서는 금속 성분을 통한 

균열보다는 탄/질화물 입자의 균열이 용이하기 때문에 

서멧트의 파괴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탄/질화물과 

같은 세라믹스 입자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서멧트 내 탄/질화물 입자의 강화는 주로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타이타늄 탄/질화물의 낮은 인

성으로 타이타늄 탄/질화물을 원료로 제조되는 서멧트

의 파괴인성이 낮기 때문이다. 타이타늄 탄/질화물의 파

괴인성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을 통한 

특성 개선이 있으며 이 방법에서는 기존에 원료로 사용

되던 Ti(CN) 형태의 단순 타이타늄 탄/질화물 대신 타

이타늄 이외의 전이금속이 고용된 형태인 (Ti,M)(CN) 

(M=W, Mo, Nb, V, Ta 등) 상을 서멧트 원료로 사용하

게 된다5). 고용된 형태의 타이타늄 탄/질화물은 단순 타

이타늄 탄/질화물에 비해 고용 강화 효과로 강도 및 파

괴인성이 우수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타이타늄 탄/

질화물계 서멧트는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과 높은 경도 

및 낮은 가격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텅스텐 탄화물

계 소재보다 강도, 파괴인성, 내열 충격성 등이 열등하

여 주로 강재의 마무리 가공에 적용 분야가 한정되어 왔

다. 즉,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 공구의 경우 가공 

후 미려한 피조물의 면조도로 부품 생산 공정의 후공정 

단축 및 고속 정밀 가공이 가능하여 공정원가 및 환경적

인 면에서도 텅스텐 탄화물계 소재에 비해 효과가 월등

하지만 텅스텐 탄화물계 소재에 비해 낮은 인성으로 중

절삭 분야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 공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미비한 것이다. 현재 

고용된 형태의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 원료를 개

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없으며 대학과 연구원에서의 

기술 개발만이 진행된 상태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고용된 형태의 타이타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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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물을 제조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연구되고 선호되

는 기술은 고에너지 밀링을 이용한 분말 제조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타이타늄을 비롯한 금속 성분과 탄소 및 

질소를 밀링 과정을 통해 반응시키거나 타이타늄 산화

물을 원료에 대해 밀링을 이용한 혼합 분쇄 과정 후 고

온 열처리를 통하여 고용된 타이타늄 탄/질화물을 제조

하게 된다. 높은 순도와 우수한 특성을 보유한 고용 타

이타늄 탄/질화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밀링 효과가 탁

월한 유성 볼밀링 (planetary ball milling) 법을 사용하

는데, 장비의 특성상 공정 스케일 업이 용이하지 않다.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batch 당 3 kg 제조 공정이며 특히 타이타늄 스크랩을 

활용하여 제조 원가를 낮춘 것이 핵심이다.

고용된 형태의 타이타늄 탄/질화물을 원료로 하여 서

멧트를 제조하게 되면 미세조직은 Fig. 4에 나타낸 것처

럼 기존 서멧트 대비 계면의 면적이 적은 구조로 변화하

게 된다. 기존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의 경우 여

러 종류의 탄화물이 포함되므로 용해되지 않은 상과 용

해된 성분들의 고용상이 코어-림 조직을 형성하지만 고

용된 형태의 타이타늄 탄/질화물을 원료로 서멧트가 제

조되면 소결 과정 중 용해-재석출이 동일한 조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Fig. 4의 오른쪽 Fig.과 같이 단일상

의 미세조직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구조의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는 기존 서멧트와 달리 계면의 면적

이 줄어든 것과 고용 강화된 탄/질화물의 물성 향상 효

과로 인해 개선된 파괴인성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표 2는 고용된 형태의 타이타늄 탄/질화물을 원료

로 하여 제조된 세라믹스 소결체 및 서멧트의 특성을 나

타낸 것으로 표 1의 기존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

의 파괴인성과 비교해보면 고용된 타이타늄 탄/질화물

계 서멧트에서 파괴인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텅스텐 탄화물계 소재와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16-24).

2.4. 서멧트 내 계면 형성 과정

현재 서멧트는 탄/질화물 입자와 금속 성분이 혼합되

어 있는 혼합체에 대한 액상 소결 과정을 통해서 제조되

기 때문에 소결 온도에서 탄/질화물 입자들의 용해가 이

루어지고 냉각 중에 탄/질화물 입자의 재석출 및 결정화

가 일어나게 된다25). 만약 탄/질화물 입자가 여러 종류

가 아닌 한 가지 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용해 및 재

석출에 의해 형성되는 입자는 단일상으로 존재하게 되

며 탄/질화물 입자가 여러 종류의 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면 각 상들은 온도에 따른 안정성이 다르므로 액상에서

의 용해도 차이로 인하여 완전히 용해되지 않는 상이 있

을 수 있으며 용해된 성분들의 재석출은 용해되지 않은 

입자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결국 코어-림 조직이 

형성되게 된다.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는 물성의 

보완 및 공정 개선을 위해 첨가되는 여러 종류의 금속 

성분 및 탄화물로 코어-림 조직을 나타내며 코어-림 조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ermets prepared from solid solution type titanium carbonitride16-24)

Material
Hardness 
(Hv, GPa)

Fracture toughness 
(KIC, MPa·m1/2)

(Ti,Mo)C 19.1 7.6

(Ti,Al,V)(CN) 20.6 6.2

(Ti,Mo,Si)(CN) 17.5 5.7

(Ti,Cr)C 20.3 7.8

(Ti,W)C-Ni 10.6 12.5

Nano TiC-TiAl3 22.7 9.5

(Ti,Nb)(CN)-Ni 13.2 11.9

(Ti,V)C-Ni 12.6 10.7

(Ti,W)C-Ni with whisker 10.2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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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양상(코어-림 비율, 림 내 조성 등)에 따라서 서멧

트의 물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에서 코어-림 조직 변화 과정과 조직을 제어하기 

위한 공정 변수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에 첨가되는 대표적인 

성분은 텅스텐 탄화물(WC)이다. 텅스텐 탄화물은 타이

타늄 탄/질화물에 비해 인성이 우수하여 타이타늄 탄/

질화물의 낮은 인성을 보완해줄 수 있고 타이타늄 탄/

질화물과 금속 성분 간 낮은 적심성을 개선시킬 수 있

다. 1300 ℃에서 액상에서의 용해 속도는 텅스텐 탄화

물이 타이타늄 탄/질화물에 비해 약 5배 높은데 이것은 

열역학적 안정성이 텅스텐 탄화물이 타이타늄 탄/질화

물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2000년 Ahn et al.은 타이타

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에서 텅스텐 탄화물 첨가량과 타

이타늄 탄/질화물 내 질소량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관

찰하고 코어-림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과 림 조직의 조

성이 결정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25). 

이 연구에서는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에서 미세

조직에 미치는 텅스텐 탄화물의 첨가량의 영향은 지극

히 제한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텅

스텐 탄화물의 용해 속도가 타이타늄 탄/질화물의 용해 

속도에 비해 훨씬 큰 이유로 림 조직 형성에 있어서 주

요한 인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이타늄 탄/질화물 

내 질소량은 텅스텐 탄화물 첨가량과 달리 서멧트 미세

조직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는 타이타늄 탄/질화물 상의 안정성이 질소량에 따라 달

라지고 안정성이 달라짐에 따라서 타이타늄 탄/질화물

의 용해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타이타늄 탄/질

화물의 안정성은 텅스텐 탄화물에 비해 훨씬 높고 높은 

안정성으로 인하여 액상 소결 시 액상으로의 용해 속도

가 낮아서 미세조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타

이타늄 탄/질화물의 안정성은 타이타늄 탄/질화물 내 질

소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적으로 타이타늄 탄/질화

물 내 질소량은 서멧트 미세조직 변화의 주요 인자가 되

는 것이다. 

2.5.   서멧트 내 계면 감소를 위한 고용상 타이타늄 

탄/질화물 상 안정성 연구

앞서 소개한 것처럼 서멧트의 입자 강화 연구의 고용

된 형태의 타이타늄 탄/질화물 분말을 합성하고 서멧트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서멧트를 이루는 물질 고유 특성

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 미세조직에서 계면의 면적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된 형태의 타이타늄 탄/질화물 분말을 원료로 사용

하면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의 미세조직 내 계면 

면적은 작아지게 된다. 여러 종류의 탄/질화물이 혼합

된 혼합체를 서멧트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 성분들

이 고용되어 있는 단일 탄/질화물을 서멧트 원료로 사용

하면 Fig. 4의 오른쪽 Fig.과 같은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단일상의 경우 여러 원소들의 용해-재석

출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 코어-림 조직이 형성되지 않

고 Fig. 4 왼쪽 Fig.의 텅스텐 탄화물-코발트 소재와 유

사하게 단순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서울대학교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팀에 의해 여러 조성의 고용된 

Fig. 4. Microstructure of solid solution type Ti based cer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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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늄 탄/질화물 합성 및 서멧트에 대한 적용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고용 원소에 따라 타이타늄 탄/질화물 

격자 내 고용 한계가 다르며 타이타늄 탄/질화물 내 질

소량에 따라 고용 거동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상 안정성 

관점에서 설명하였다26-28). 

Fig. 5는 Ti-M-C-O (Zr, Nb, Ta) 시스템에서 Ti

와 M의 몰 비율이 1:1인 경우에 대해 고용상인 (Ti,M)C

가 형성되는 조건을 알 수 있는 상 안정성 다이어그램을 

그린 것이다. (Ti,M)C 상에 대한 표준 생성 깁스 자유에

너지는 제1원리 계산을 통해 구하였고 나머지 산화물 및 

탄화물 상에 대한 표준 생성 깁스 자유에너지는 문헌으

로부터 얻은 후 각 상들의 평형 조건을 아래와 같이 계

산하면 Fig. 5와 같이 상 안정성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

Fig. 5. Phase boundaries and domains in the Ti-M-C-O (M=Zr, Nb, and Ta) systems at 1800 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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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제1원리 계산을 통해 구한 고용상의 표준 생성 

깁스 자유에너지이며 이 표를 통해서 Zr이 고용된 고용

상의 경우 혼합상에 비해 불안정하여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 안정성 다이어그램 상 (Ti,Zr)C 상은 존재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5를 통해서 산화물에 대한 

탄화환원 과정을 통해 고용상을 제조할 때 공정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2.6. 서멧트 내 계면 강화 연구

서멧트의 파괴 양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내 파괴

와 입계 파괴가 구분되고 탄/질화물 입자와 금속 성분이 

공존하는 서멧트에서 계면은 탄/질화물 성분과 금속 성

분 간 계면이므로 일반 세라믹스 소결체에서의 계면과 

비교하여 정합성이 낮아 파괴에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

다. 특히, 타이타늄 탄/질화물은 타이타늄의 높은 산소 

친화도로 인해 타이타늄 탄/질화물 입자 표면에 산화물 

층이 형성되기 쉽고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물 층은 타이

타늄 탄/질화물을 원료로 제조되는 서멧트 내 미세조직

에서 탄/질화물 입자와 금속 간 계면에서의 정합성을 약

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멧트 내 탄/질

화물 입자와 금속 간 계면의 정합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계면에서의 산화물 층 제거 및 구조 개

선을 위한 방법이 고안되었다.

2.7.   서멧트 내 계면 정합성 향상을 위한 복합 분말 

합성 연구

기존 서멧트는 탄/질화물 원료와 금속 성분에 대한 혼

합 과정을 거쳐 탄/질화물/금속 혼합 분말을 얻고 이 혼

합 분말에 대한 액상 소결을 통해 제조된다. 원료 분말

은 진공이나 비활성 분위기에서 보관 및 이동이 되지 않

기 때문에 표면에 산화층이 형성된 상태이며 이러한 분

말을 사용하여 서멧트를 제조하면 계면에서 산소 농도

가 높아지고 계면 정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계면에서의 산소 영향을 줄이고 계면 정합성을 높이

기 위한 방법으로 탄/질화물-금속 복합 분말 합성 및 이

를 활용하여 서멧트를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즉, 탄/질

화물 입자와 금속 성분이 복합화된 탄/질화물-금속 분

말을 합성하고 이를 소결하는 것인데 복합화된 분말은 

탄/질화물 입자와 금속 성분을 동시에 합성하기 때문에 

분말 상태에서 탄/질화물 입자와 금속 성분은 접한 상태

로 존재하게 된다. 탄/질화물 입자와 금속 성분이 접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타이타늄 탄/질화물의 경우 표

면 산화 정도가 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액상 소결 

과정에서는 탄/질화물 입자들은 액상 출현 온도에서 용

Table 3. Standard Gibbs free energy of formation of (Ti
0.5

M
0.5

)C (M = Zr, Nb, and Ta) at 1800 K (unit: kJ/mole)27-28)

M

Zr Nb Ta

Monocarbide -181.441 -132.578 -140.482

(Ti0.5M0.5)C 
(B1–structured)

-144.875 -154.703 -162.837

Mixture of TiC and MC -171.610 -132.578 -14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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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및 재석출 과정을 겪게 되고 냉각 중 금속 성분은 재

석출된 탄/질화물 입자와 계면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 

대부분의 소결 과정에서 형성되는 탄/질화물 입자와 금

속 성분 간 계면은 정합성이 낮게 된다. 하지만 복합 분

말의 경우 탄/질화물 입자와 금속 성분 간 계면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 계면은 분말 합성 과정에서 탄/질화물

과 금속 상이 형성되면서 생성된 것이므로 정합성이 높

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계면을 유지하면서 소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즉, 용해-재석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복

합 분말 내 계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치밀화된 소결체를 

얻을 수 있다면 정합성이 높은 계면이 포함된 서멧트를 

제조할 수 있다. 소결 과정 중 용해-재석출 과정이 없도

록 하기 위해서는 액상 출현이 없고 용해 및 재석출 과

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야 하므로 가압 및 급속 소결 

공정이 필요하다.

2013년 X. Song et al.은 텅스텐 산화물, 코발트 산

화물 및 카본블랙을 밀링을 통해 혼합 및 분쇄한 후 열

처리하여 텅스텐 탄화물-코발트 복합 분말을 합성하였

다29-30). 합성된 분말에 대한 추가적인 밀링 과정을 통해 

약 65 ㎚ 크기의 나노 복합 분말이 얻어졌고 나노 복합 

분말은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에 의하여 소결체로 제조

되었다. 제조된 소결체의 파괴인성은 14.5 MPa·m1/2으

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경도가 20.5 GPa로 우수한 

것을 감안하면 이 소결체의 기계적 물성은 매우 뛰어나

다고 할 수 있다. 표 1의 기존 텅스텐 탄화물-코발트 서

멧트의 기계적 물성에서 알 수 있듯이 텅스텐 탄화물-

코발트 소결체의 파괴인성이 14~16 MPa·m1/2인 경우 

기존 소결체는 경도가 12~13 GPa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 텅스텐 탄화물-코발트 소결체의 경도가 18 

GPa 이상이 되게 되면 텅스텐 탄화물-코발트 소결체

의 파괴인성은 10 MPa·m1/2 미만으로 저하되게 된다. 

즉, 서멧트의 경도 및 파괴인성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를 갖고 있어 두 가지 물성을 모두 우수한 서멧트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서멧트에서 경도는 탄/질화물 

입자의 사이즈에 반비례하여 입자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경도는 증가하게 된다. 반면, 입자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탄/질화물 입자와 금속 성분이 이루고 있는 계면

의 면적은 넓어지게 되어 파괴에 취약한 영역이 커지게 

되어 파괴인성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나노 입

자가 분포되어 있는 서멧트의 경우 경도는 우수하여 내

마모 부품용 소재로 사용할 때 품질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나노 입자가 분포되어 있는 서멧트의 파

괴인성은 기존 마이크론 사이즈 입자가 분포된 서멧트

와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절삭공구 소재로 사용되면 파

괴에 취약해져 공구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X. Song et 

al.의 연구에서는 나노 사이즈 텅스텐 탄화물 입자가 분

포되어 있는 텅스텐 탄화물-코발트 서멧트의 파괴인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면 구조를 개선하였다. 즉, 텅스

텐 탄화물의 입자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로 작아지면서 

계면 면적의 확대는 피할 수 없지만 계면 구조를 개선하

고 계면 특성을 향상시켜 파괴인성 저하를 방지하였다. 

텅스텐 탄화물-코발트 서멧트 내 계면은 일반적인 액상 

소결을 통해 제조된다면 텅스텐 탄화물이 액상 코발트

에 용해된 후 냉각 시 석출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며 이렇

게 만들어지는 계면의 경우 정합성이 양호한 계면이 될 

가능성이 적다. 정합성이 우수한 계면이 포함된 텅스텐 

탄화물-코발트 서멧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텅스텐 탄화

물-코발트 복합 분말을 합성하고 이에 대한 급속 소결

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텅스텐 탄화물과 코발트를 동시

에 합성하고 급속 소결하여 계면 구조가 소결 과정을 통

해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X. Song et al.의 연구에서 계면 구조 개선을 위해 적

용한 급속 소결법인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은 배치 당 제

조 가능한 제품이 적고 제품 크기에도 한계가 있어 상용 

공정에는 활용이 어려운 소결법이다. 상압 소결 방법이 

가장 기술 상용화에 적합한 공정이며 2014년 H. Kwon 

et al.은 탄/질화물-금속 복합 분말에 대한 단시간의 상

압 소결법 적용을 통해 계면 구조가 개선된 서멧트를 제

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31-34). 이 연구에서는 타이타

늄 합금(Ti-Ni, Ti-Co 합금)과 탄소를 고에너지 밀링을 

통해 반응시켜 복합 분말을 합성하게 된다.

Ti-Ni(s) or Ti-Co(s) + C(s)  TiC-Ni(s) or TiC-

Co(s)

니켈과 코발트가 포함되어 있는 타이타늄 합금과 탄



126 || 세라미스트

권한중특 집

CERAMIST

소를 반응시키면 타이타늄과 탄소의 높은 친화도로 인

해 타이타늄 탄/질화물과 금속 니켈, 코발트가 혼합되어 

있는 복합 분말이 합성이 된다. 표 4는 타이타늄 탄/질

화물 격자 내 Ni의 고용에 따른 탄/질화물 상의 표준 생

성 깁스 자유에너지를 제1원리 계산을 통해 구한 것으로 

Ni이 고용되지 않은 순수 TiC와 고용된 상의 안정성을 

비교하면 조성과 온도에 관계없이 순수 TiC가 안정한 

것을 알 수 있어 Ti-Ni 합금을 탄소와 반응시키면 TiC-

Ni 복합 분말이 형성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복

합 분말 내 TiC와 Ni 상이 동일한 전구체로부터 형성되

기 때문에 TiC와 Ni이 이루는 계면의 정합성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6는 복합 분말 합성에 사용

된 합금 및 반응 후 합성된 복합 분말의 상을 분석한 것

으로 반응 시간(밀링 시간)이 증가할수록 합금 상이 사

라지고 TiC 상만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성

된 상은 데이터베이스의 TiC와 패턴은 같으나 피크의 

위치는 이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TiC 

격자로의 Ni 고용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Ni의 원자 

반경이 Ti의 원자 반경에 비해 작아 TiC 내 Ni 고용으로 

인하여 피크의 이동이 나타난 것이다. 표 4의 (Ti,Ni)C 

Table 4.   Standard Gibbs free energies of formation and lattice parameters of (Ti
x
Ni

1-x
)C (x = 1, 0.75, 0.5 and 0), obtained through first-

principles calculations31)

Temperature 
(K)

x in (TixNi1-x)C

1 0.75 0.5 0.25 0

Lattice parameter (Å) 298.15 4.318 4.249 4.172 4.101 4.06

(kJ/mol)

298.15 -180.53 -78.74 9.97 99.48 194.80

1000 -173.40 -69.08 24.51 117.80 216.66

1500 -165.90 -60.06 37.83 134.55 236.29

2000 -157.77 -50.46 52.56 153.26 259.00

 

(kJ/mol)

298.15 0 -56.66 -100.24 -144.61 -194.80

1000 0 -60.97 -111.21 -161.15 -216.66

1500 0 -64.37 -120.78 -176.03 -236.29

2000 0 -67.87 -131.45 -192.70 -259.00

Fig. 6.   XRD profiles for (a) the Ti-Ni raw material and the Ti-Ni 
and graphite powders milled for (b) 5, (c) 10, and (d) 20 
h31)

Fig. 7.   XRD profiles for (a) the synthesized (Ti,Ni)C powder and 
the (Ti,Ni)C powder heat treated for 2 h at (b) 900, (c) 
1100, and (d) 120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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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합성된 (Ti,Ni)C는 준 안정상

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Fig. 7의 열처리를 통한 상 분

리 결과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Fig. 8은 밀링을 통

해 합성된 분말의 형상의 TEM으로 관찰한 것으로 결정

립은 100 ㎚ 미만인 것을 알 수 있으며 Ti와 Ni의 분포

는 나노 단위에서 균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밀링으로 합

성된 분말에 대한 열처리 과정을 통해 TiC와 Ni의 결정

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TiC와 Ni의 결정화

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TiC와 Ni의 계면은 정합

성이 우수할 것이라 사료되었다.

밀링 과정에서 타이타늄 합금과 탄소의 반응으로 합

성된 복합 분말 내 결정립의 사이즈는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10 ㎚ 수준으로 미세한 것을 알 수 있고 복합 분

말 내 Ni의 상태는 결정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결에 

대한 구동력은 기존 혼합체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Fig. 9는 밀링을 통해 합성된 TiC-Ni 

복합 분말에 대한 온도에 따른 열 출입을 조사한 것으로 

비교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존 혼합 분말은 니켈 성분의 

용해로 인한 피크만이 존재하는데 비해 합성된 복합 분

말의 경우 밀링으로 혼입된 산소의 탄화 반응, 결정화, 

니켈의 용해에 해당되는 피크가 발견되었다. 니켈의 용

해 온도는 복합 분말에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복합 분말 내 니켈의 결정성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사료

되었고 이에 따라 복합 분말의 소결 온도는 기존 혼합체

의 소결 온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복합 

분말의 사이즈와 니켈의 용해 온도를 감안하면 복합 분

말은 저온에서 짧은 시간동안 소결을 통해 완전 치밀화

Fig. 8.   TEM micrographs of (a) the (Ti,Ni)C powder milled for 20 h and (b) the (Ti,Ni)C powder heat treated at 1200 ℃ for 2 h. Also 
shown are the EDS maps of (c) the (Ti,Ni)C powder and (d) the (Ti,Ni)C powder heat treated at 1200 ℃ for 2 h31)

Fig. 9.   DSC curves for (a) (Ti,Ni)C and (b) conventional Ti(CN)-
Ni powders32)



128 || 세라미스트

권한중특 집

CERAMIST

된 소결체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0은 온도에 따른 수축율을 측정한 것으로 기

존 혼합 분말은 1500 ℃까지 수축이 완료되지 않는 반

면 복합 분말의 경우 1300 ℃에서 수축이 완료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합 분말은 1300 ℃ 이상의 온

도에서 소결 시 완전한 소결체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Fig. 11은 1300 ℃ 내외의 온도에서 짧은 

시간(5분)동안 소결한 후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것으로 복합 분말의 경우 1330 ℃에서 소결한 경우 기

공이 없는 완전 치밀화된 소결체가 얻어졌으며 반면 기

존 혼합 분말은 채워지지 않은 기공이 관찰된다. 즉, 타

이타늄 합금과 탄소의 반응으로 합성된 나노 복합 분말

은 기존 서멧트 소결 온도(1500 ℃)에 비해 낮은 온도인 

1330 ℃에서 단 5분의 소결만으로 완전 치밀화가 가능

한 것이다. 1330 ℃는 Fig. 9의 열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액상 출현 온도 근처의 온도이지만 유지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TiC의 용해-재석출 과정을 위

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복합 분말 상

태에서 만들어진 정합성이 양호한 계면이 상당 부분 유

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결체 내 TiC와 

Ni이 이루는 계면은 정합성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며 이

러한 점은 소결체의 파괴인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Fig. 12는 저온 및 단시간 소결 후 소결체의 상대

Fig. 10.   Linear shrinkage rates of (Ti,Ni)C and Ti(CN)-Ni 
compacts32)

Fig. 11.   FE-SEM micrographs of (a) (Ti,Ni)C and (b) Ti(CN)-Ni sintered at 1250 ℃ for 5 min, (c) (Ti,Ni)C and (d) Ti(CN)-Ni sintered 
at 1330 ℃ for 5 mi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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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며 복합 분말의 경우 1330 

℃에서 5분 동안의 소결 후 상대밀도 99% 이상의 소결

체가 얻어졌으며 소결 시간을 30분으로 증가시켜도 상

대밀도의 값은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 5분의 소결 

시간에 완전 치밀화된 소결체가 제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합 분말에 대한 저온 및 단시간 소결을 통해 제

조된 TiC-Ni 소결체는 물성 평가 시 경도는 13.6 GPa, 

10.1 MPa•m1/2로 표 1에 나타낸 기존 TiC-Ni 서멧트

에 비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텅스텐 탄화물이 첨

가된 서멧트에 비해서도 파괴인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동

안 소결을 진행하여 용해-재석출에 의한 불완전한 계면 

형성이 억제되고 기존 복합 분말에서 형성되어 있던 정

합성이 양호한 계면이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결론

세라믹 금속 복합 재료 중 탄/질화물과 금속 성분으

로 이루어진 서멧트는 우수한 기계적 물성으로 절삭공

구, 내마모성 부품(압연 롤, 금형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공구 및 초경 부품의 수명은 소재의 물성 중 파괴

인성에 관련이 되어 있으며 파괴인성은 파괴에 대한 저

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재의 파괴는 미세조직 상 입

자의 균열 혹은 입계의 균열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특

히 서멧트 중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의 경우 여러 

첨가 원소 혹은 탄/질화물이 혼합되는 관계로 미세조직 

상 코어-림 조직이 형성되어 계면의 면적이 텅스텐 탄

화물계 서멧트에 비해 넓은 것이 특징으로 넓은 계면 면

적은 타이타늄 탄/질화물의 자체적인 낮은 인성에 더불

어 타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의 파괴인성이 텅스텐 

탄화물계 소재에 비해 열세인 원인이 된다. 고용상 형태

의 타이타늄 탄/질화물의 적용을 통한 계면 면적의 감소

와 나노 사이즈의 탄/질화물-금속 복합 분말에 대한 저

온 및 단시간 소결을 통한 계면 강화(정합성 향상)는 타

이타늄 탄/질화물계 서멧트의 파괴인성을 개선하기 위

한 방안으로 성공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러

한 연구를 통해 텅스텐 탄화물과 비교하여 여러 장점(낮

은 비중, 가격 경쟁력 등)을 갖고 있는 타이타늄 탄/질화

물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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