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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기계  표면 활성화 기술을 이용한 세라믹 분산강화재 제조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Ⅱ.1. 연구개발의 목

▪ 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기술에 활용하기 한 세라믹 입자와 기지 

속과의 융화성 (compatibility)  젖음성 (wett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라믹 표면 에 지 활성화 기술 개발을 해, 기계  활성화 (mechanical 

activ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세라믹 입자의 표면에 심한 결함  변형 구

조를 형성시키고, 다양한 속을 검토 선정하여 코  표면 처리를 함으로

써 세라믹 강화재의 표면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음.

Ⅱ.2. 연구개발의 필요성

▪ 최근 새로운 국가 에 지 정책에 있어서 원자력의 요성이 그 어느 때보

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 에 원자력발  부품의 효과  개량 기술 확보를 

통해 소재단가, 제작비용  용 비용이 매우 높은 스테인리스강으로 교체

하기 보다는 감육 항성  괴인성이 매우 우수한 세라믹 입자분산강화

에 의한 탄소강 소재개량 기술을 개발하여 경제 이고 실용화 가능한 원  

배  제조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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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연 구 범 

연구수행방법

(이론 ․실험  

근방법)

구체 인 내용

조사 상 재료계의 선정

- 속: Cu, Cr, Fe

- 세라믹스: SiC, Y2O3, 

Al2O3, TiN, TiC

- 개별 원재료의 분말 

  특성 조사

- 속과 세라믹스 분말

  혼합 조합 선정

기계  활성화 처리에 따

른 세라믹 강화재 물성 변

화 조사

- 세라믹스 원재료의 고에

지 링

- 속-세라믹스 원재료 

분말 혼합 조합별로 고에

지 링 후 특성 변화 조

사

고에 지 링 시 에 지 

크기를 변수로 하여, 

- 세라믹스 원재료 분말의

  고에 지 링 후 분말특

  성 조사

- 속-세라믹스 조합별

  로 고에 지 링 후 강

  화입자의 미립화, 분산

  도, 계면 특성에 한

  비 기  조사  

세라믹 강화재별 기계  

활성화 실험 결과의 정성 

 정량  해석

- 분쇄에 지 크기와 분말

특성간의 상 계 조사

- 고에 지 링 후 세라믹

스 분말의 특성 변화와 

링 조건간의 계 조사  

Ⅳ. 연구개발결과 

Ⅳ.1. Fe-TiC 분말의 기계 합 화에 의한 복합화

(1) 복합화된 분말의 형상: 고에 지 유성 을 사용하여 기계 합 화 공정으

로 제조한 Fe-TiC 복합분말의 형상은 등축상의 응집된 형상을 나타낸 반

면, 볼 에 의해 비한 복합분말은 편상(flake)을 나타내었음

(2) Fe/TiC 조성비의 향: Fe 분말의 양이 감소하고 TiC 분말의 양이 증가

할수록 복합분말의 응집도가 낮아지고 복합분말 내부의 TiC 입자 크기도 

감소함을 확인하 음

(3) 링시간의 향: 동일한 Fe/TiC 조성비의 경우에는 링시간이 증가할수

록 조사된 실험 조건 내에서 TiC 입자가 감소하 음

(4) Fe-TiC 복합분말 내 TiC 입자의 크기: 링시간을 10분에서 60분으로 증

가시킬 경우, Fe-TiC 복합분말 내 TiC 평균 입자크기는 측정 방법에 따라 

상이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 산란법에 의한 측정에서는 270 ㎚에서 

190 ㎚ 로 감소하 고, X-ray line broadening법에 의한 측정에서는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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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7-10㎚로 감소하 음 

Ⅳ.2. TiC에 한 Fe 젖음성 거동 조사

(1) Fe-TiC 복합분말 성형체의 Fe 융  이상으로의 가열 실험

- 가열 실험  기공도가 36%이었던 성형체가 가열 실험 후 6-11%로 기

공도가 감소하여 가열 실험  성형체의 치 화가 일어났음

- 다양한 조성의 Fe-TiC 성형체에 한 실험 결과, 순수 Fe와 90% Fe 조

성의 성형체는 Fe 액상 형성 이후에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되었음

- TiC 조성을 10wt% 이상으로 증가시킬 경우 Fe의 융  이상에서도 복합

분말 성형체는 디스크 형태의 원래 형상을 유지하며, 이러한 결과는 추

후 복합분말을 Fe 용탕에 투입할 때 균일 분산을 한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2) Fe-TiC 복합분말 성형체 내부로의 Fe 용침 실험

-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TiC 조성 10wt% 이상에서부터 성형체 형상이 

유지되었으며, 용침도 용이하게 일어나 기공이 없는 균일한 TiC 입자 분

산을 갖는 미세조직을 나타내었음. 이는 이미 문헌 등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TiC에 한 액상 Fe의 젖음각이 40도로 젖음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임

- TiC 양을 증가시킴에 따라 성형체 형상 유지와 용침 상은 더욱 뚜렷

해졌으며, 단면에서도 기공을 찾아볼 수 없이 치 화 되었음. TiC 미세

입자와 Fe 기지 간의 계면도 매우 건 함을 확인하 음 

- 그러나 볼 로 비된 Fe 70wt%, 75wt% 조성의 Fe-TiC 복합분말 성

형체의 경우에는 용침이 불균일하게 일어나 성형체 표면을 용침을 해 

추가로 사용된 Fe 액상이 덮고 있었으며, 이는 성형체의 기공도가 상

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고에 지 링에서 기 할 수 있는 활성화 효

과 한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상됨 

Ⅳ.3. Fe-TiC 성형체의 가열 과정의 소결거동 조사

- 일반 인 상과는 달리, Fe-TiC 복합분말 내 Fe 함량이 많을수록 상

도 값이 낮아짐을 확인하 으며, TiC 양이 작을 경우, 성형체 형상을 유지

해 주는 네트워크 골격이 유지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 으로 많은 양

의 도가 높은 Fe 액상이 만들어지면서 내부의 미세 기공들이 Fe 액상 

밖으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해 조  잔류기공을 형성하는 것과 련이 있

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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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TiC 복합분말 성형체를 융 까지 승온하는 과정에서 TiC 조성에 따라 

77-89%의 상 도를 갖는 소결이 일어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Fe-TiC 

복합분말을 Fe 용탕 안에 강화재로 투입할 때 성형체 내부의 Fe, TiC가 

용탕 안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분산되게 하기 한 방법을 추가로 고안해 

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Ⅳ.4. 분산성 향상을 한 제2 속원소 첨가의 향

(1) 혼합방법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혼합균일성 조사

- 300rpm으로 48시간 동안 볼  혼합한 경우와 3D-Turbular Mixer에서 

최  rpm으로 48시간 동안 혼합한 경우 모두 제2 속원소(Cr, Ni)이 첨

가되기  기 Fe-TiC 분말과 추가로 첨가된 제2 속원소 분말이 분리

된 형태로 혼재하고 있으며, 기계 합 화 등 고에 지 링에서 찰될 

수 있는 층상조직 등은  찰되지 않았음

-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

말의 경우, Cr 첨가의 경우에는 10분의 링시간에서 볼 이나 

3D-Turbular Mixer의 경우와 비슷하게 서로 분리된 형태의 혼합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30분의 링시간에서 층상의 미세조직을, 60분의 링

시간에서 세 개의 원소가 모두 고르게 공존하고 있는 조직을 나타내 기

계 합 화 단계에 도달하 음을 알 수 있음. Ni 첨가의 경우에는 10분

의 링시간에서 층상 미세조직이, 30분의 링시간에서 기계 합 화에 

의한 균일분산 미세조직이 찰되었음

(2) 링시간과 Fe/TiC 조성비에 따른 복합분말 미세조직 변화

- TiC 조성이 25wt%, 50wt%, 75wt%인 Fe-TiC 복합분말을  고에 지 

유성 을 사용하여 회 수와 ball-to-powder ratio는 400rpm과 20:1로 각

각 고정하고, 링시간을 10, 30, 60분으로 변화시켜 제조한 후 분말의 

미세조직 변화를 조사한 결과, 단순 혼합 상태, 층상조직, 미세 균일 혼

합의 3단계 변화를 보임을 확인하 음

Ⅳ.5. 제2 속원소가 첨가된 Fe-TiC 복합분말의 젖음성 거동 

(1) 젖음성 시편들의 외  찰 

[Cr을 첨가한 경우]

- TiC 조성이나 링시간에 무 하게 모든 시편들이 기 성형체의 형상

을 거의 그 로 잘 유지하고 있으며, 용침을 해 추가된 Fe 성형체도 

1550도의 가열 온도에서 모두 액상을 형성하여 Fe-TiC 성형체 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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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침되었음

- 특히 TiC 조성이 작아질수록 (Fe 조성이 상 으로 커질수록) Fe 액상

이 력에 의해 성형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상이 뚜렷하 으며, 이

는 Cr 첨가에 따른 TiC에 한 액상 Fe의 젖음성 개선과 연 이 있을 

것으로 단됨

[Ni을 첨가한 경우]

- TiC 조성이나 링시간에 무 하게 모든 시편들이 기 성형체의 형상

을 유지하고 있으나, Cr 첨가에서와는 달리 용침을 해 추가된 Fe 성형

체가 Fe-TiC 성형체 내부로 용침되지 못하고 외부로 흘러내린 형태를 

나타내었음

(2) 젖음성 시편들의 단면 찰  분석

[Cr을 첨가한 경우]

- 조사된 모든 조성, 링시간에서 용침 시편 내부 (Fe, Cr) 기지에 미세한 

TiC 입자들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 음

- EDS 분석 결과에서도 기지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로 Fe, Cr이 검출되

었으며 각각의 양의 비도 원자량비로 1:1에 가까운 값을 보여 제2 속원

소로 첨가된 Cr이 균일하게 분산 혼합되어 균일한 기지조직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Ni을 첨가한 경우]

- 조사된 모든 조성, 링시간에서 용침 시편 내부 (Fe, Ni) 기지에 미세한 

TiC 입자들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 음

- 그러나 성형체 내부 기지에서만 Ti이 검출되고 성형체 외부로 흘러내린 

외부 조직의 기지에서는 Ti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 용침을 해 추가로 

첨가된 Fe 액상과 성형체 내부에서 형성된 Fe 액상이 섞이지 않은 것으

로 사료됨

- 성형체 외부로 흘러내린 역에서는 ‘회주철’과 같은 형상을 한 탄소만으

로 구성된 상이 체 역에 걸쳐 범 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

음. 이러한 상은 기계  특성에 악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제2 속

원소로서 Ni을 첨가하는 것은 치 않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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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 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 개량기술은 기존의 통 인 주조 기술을 이

용하므로 기술  부가가치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획기  신기술이

라 할 수 있으며, 개발 기술의 소재 의존도가 없어서 상용 원자력 배 소

재  타 부품 산업으로 서재 가격의 변동 없이 무한 기술 이 기 됨. 

▪ 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를 이용한 부품소재 개량기술은 국내 원  재

료의 장수명 요건을 확립하고 원자력 발 소 부품 수명 연장의 핵심 기술

로 자리 잡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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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Farbrication of Cearmic Dispersoid by Mechanical Surface Activ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Mechanical alloying process was used to develop a technology for 

surface-energy activation of ceramics which can improve the 

compatibility and wettability between ceramic dispersoids and metal 

matrix. A severe defect can be formed on the surface of ceramic 

particulates with distorted structure by mechanical alloying process.  

The composite metal-ceramic powders fabricated will be used as 

strengthening reinforcement materials for casting process. 

▪ Recent high interest in atomic powder plant requires an improvement in 

properties of conventional materials such as carbon steel to have 

high-erosion resistance and fracture toughness. This can be realized by 

addition of ceramic dispersoids with good wettability to normal carbon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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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Scope Methods Contents

Materials

- Metals: Cu, Cr, Fe

- Ceramics: SiC, Y2O3, 

Al2O3, TiN, TiC

- Powder characteristics 

of starting powder 

materials 

- Selection of 

metal-ceramic 

combination

Investigation on property 

change of ceramic 

dispersoids by 

mechanical alloying

- High-energy milling of 

ceramics starting 

materials under various 

conditions

- Investigation of change 

in powder characteristics 

of metals and ceramics 

after high-energy milling

- Selection of milling 

variables

-Characteristics of 

ceramic powder after 

high-energy milling

- Dispersibility and 

particle size refinement 

of ceramic dispersoids in 

metal-ceramic composite 

powder fabricated by 

high-energy milling

Analysis of results from 

mechanical alloying 

experiments

- Relationship between 

milling energy and 

powder characteristics

- Effect of processing 

variables of high-energy 

milling on  powder 

characteristics  

Ⅳ. Result of Project

Ⅳ.1. Fabrication of Fe-TiC Composite Powder by Mechanical Alloying 

(1) Shape of Fe-TiC composite powder: Mechanically-alloyed powder 

showed an equiaxed shape, while powder prepapred by conventional 

ball-mill has a shape of 'flake'. 

(2) Effect of Fe/TiC ration: Decrease in Fe (Increase in TiC) led to a little 

agglomeration and a particle size refinement. 

(3) Effect of milling time: Under a fixed Fe/TiC ratio the aprticle size of 

TiC decreased with milling time. 

(4) TiC particle size measured by LPSA and XRD: Increase of milling 

time from 10min to 60min resulted in particle size refinement. In case 

of LPSA it changed from 270 ㎚ to 190 ㎚, while the result calculated 

from X-ray line broadening method  showed a change from 14-17㎚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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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Ⅳ.2. Wetting Behavior of Fe-melt to Fe-TiC Composite Powder Compact

(1) Heating experiment of Fe-TiC composite powder compact to the 

melting of Fe

- Before the heating the porosity of compact was 36% and decreased 

by 6-11% after heating, which means an occurrence of  densification 

during heating. 

- Powder compacts of 100wt% Fe and 90wt% Fe did not retain its 

shape after the formation of Fe-melt. 

- Above 10wt% TiC the powder compact kept its disc shape. These 

results insist that a well-designed process should be made for 

homogeneous distribution of Fe-TiC powder to Fe-melt. 

(2) Infiltration experiment of Fe-melt to Fe-TiC composite powder 

compact

- Above 10wt% TiC the powder compact retained its disc shape. 

Infiltration occurred to fill the pores homogeneously. It seems because 

of relatively good wettability of Fe-melt to TiC. 

- Increase on the amount of TiC enhanced a shape retainment and 

infiltration behavior. It was confirmed that a sound interface between 

Fe-matrix and TiC dispersoid particulates was formed. 

- Fe-TiC composite powder compact prepared by ball-mill containing 

70 and 75wt% of Fe showed an inhomogeneous infiltration and 

thereby extra Fe-melt covered the outer surface of powder compact. 

It seems because the porosity of powder compact was lower and an 

actvation effect by high-energy milling could not be expected. 

Ⅳ.3. Sintering Behavior of Fe-TiC Composite Powder Compact during        

      Heating 

- Unexpetedly, increase in Fe amount brought a lower density after 

heating. This can be explained b the fact that a smaller amount of TiC 

in Fe-TiC make the shape of powder compact retain more difficult and 

pores could not escape from the interior to outside through rel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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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amount of Fe-melt with high viscosity. 

- The sintered density during heating ranged 77-89%, depending on 

Fe-TiC ratio. 

Ⅳ.4. Effect of Addition of Secondary Metallic Element on Improvement of   

      Dispersibility of TiC particulates

(1) Difference in microstructure and mixing homogeneity due to milling 

method

- In case of ball-milling under 300rpm for 48h and 3D-Turbular mixing 

under the maximum rpm allowed for 48h all samples showed a 

separation between original Fe-TiC composite powder and added 

secondary metallic element and no lamellar structure or homogeneous 

distribution of constituent elements were observed. 

- In case of high-energy plenatary milling (AGO-II) under 400rpm for 

10, 30, 60min, For Cr addition, 10min. milling time brought a same 

result as in ball-milling and 3D-turbular mixing. Increase in milling 

time to 30 and 60 min. resulted in a lamellar structure consisting of 

Cr and (Fe, Ti), and homogeneous fine distribution of three elements 

of Fe, Ti and Cr. For Ni addition even at 10 min. milling time a 

lamellar structure was observed and AT 60min. homogeneous 

distribution of three elements. 

(2) Change in microstructure of composite powder with milling time and 

Fe/TiC ratio

- The type of microstructure of Fe-TiC composite powder containing 

25, 50 and 75wt% TiC with additional secondary metallic element 

after high-energy planetary milling under 400rpm for could be 

summarized with simply mixined state, lamellar structure and fime 

homogeneous distribution of constituent elements. 

Ⅳ.5. Wetting Behavior of Fe-melt to Fe-TiC Composite Powder Compact     

      Containing Secondary Metallic Element 

(1) Appearance of specimen after wetting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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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Addition]

- Irrespective of TiC amount and milling time, all specimens retained 

their shape and extra Fe-melt infiltrated well into pore of powder 

compact. 

- For the specimen with small amount of TiC Fe-melt flowed to the 

bottom of compact. It seemed because of the improved wettability by 

the addition of Cr to Fe. 

[Ni Addition]

- Irrespective of TiC amount and milling time, all specimens retained 

their shape, but extra Fe-melt did not well infiltrate well into pore of 

powder compact. 

(2) Observation and analysis of cross-section of wetting specimens

[Cr Addition]

- For all specimens investigated fine TiC particulates were 

homogeneously distributed in the matrix of (Fe, Cr). 

- From the ED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trix consists of 

Fe and Cr with 1:1 atomic%, which means that the secondary element 

Cr was mixed homogeneously in Fe. 

[Ni Addition]

- For all specimens investigated fine TiC particulates were 

homogeneously distributed in the matrix of (Fe, Ni). 

- But Ti was detected only in the Fe-TiC powder compact, no Ti was 

detectd in the outer layer of compact. This means that Fe-melt from 

Fe-TiC powder and extra Fe outside was not mixed.  

- Additionally, in the whole outer region of powder compact a phase 

composed of carbon only with a similar shape of gray cast iron was 

observed. It seemed undesirable to add Ni as second element because 

such inclusions must cause a lowering mechanical propert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an 

innovative technology with high value-added and excell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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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ty in the sense it uses conventional casting technology, because 

no change in materials and processing are needed. 

▪ This technology can improve the materials properties for atomic powder 

plants and can be used as a core technology for fulfilling a requirement 

of long life of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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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개발의 목

▪ 고강도, 고인성 개량형 소재 개발을 한 강화재인 세라믹과 모재인 속의 

이종 복합화 분야는 주로 물리  방법에 의존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

나 세라믹과 속간의 근본  이질성  표면에 지 차이(γceramic<γmetal)로 

인해 복합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기술을 이용하여 부품소재를 개량하기 해서는 

주조 용해된 액상 용융 속에 미세한 세라믹 입자들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세라믹 입자와 기지 속과의 융화성  젖음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라믹 표면 에 지 활성화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술은 국내외 으로 연구가 무한 기술 분야이며 러시아의 Institute 

of Solid State Chemistry & Mechanochemistry (Russian Academy of 

Science)에서 일부 련 기술, 즉 기계  방법을 이용하여 세라믹의 표면을 활

성화 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하기와 같이 강 계열 합 의 기계  성질을 향상

시킨 사례가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강화재로서 이용되는 산화물, 탄화물 등의 세라믹 입자

가 주조 공정 시 액상 기지 속내에 직  용입될 때 세라믹 입자들의 기지 

속과의 융화성(compatibility)  젖음성(wett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해 속에 비해 낮은 표면 에 지를 갖는 세라믹 입자의 표면 에 지

(γceramic)를 높여  수 있는 세라믹 표면 활성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음. 

▪ 이를 해 기계  활성화 (mechanical activ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세라믹 입

자의 표면에 심한 결함  변형 구조를 형성시키고, 다양한 속을 검토 선정

하여 코  표면 처리를 함으로써 세라믹 강화재의 표면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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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개발의 필요성

▪ 최근 원자력 발 의 요성에 하여 미국의 Cheney 부통령은 미국 원자력 

산업계 연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국가 에 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이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공개 으로 강조하

고, 재의 기술 수 을 고려할 때, 에 지원을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을 언 하고 수요에 비해 공 이 부족한 재의 심각한 력 공 난을 해결하

기 해서는 새로운 에 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선무라고 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력 수요가 지속 으로 늘어(연평균 10%이상) 력 부족

상에 한 우려가 실로 다가오고 있어 신규 원 의 불가피성이 두되고 있

고 향후 정된 원 도 4～5기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으로 원자력 발 에 

한 정 인 시각이 부상함에 따라 향후 건설되는 발 소  재 가동 

인 발  계통 부품의 안 성에 많은 심이 집 되고 있음. 

▪ 원자력발  부품의 효과  개량 기술 확보를 통해 발 소의 효율성, 경제성, 

안 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많은 공감 를 형성할 

것이며 원자력발  이외에도 화력  수력 등 타 발  분야  각종 기계 부

품에 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산업에 효과가 지 할 뿐 아니라 기  소재

개발기술 수 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최근 보고된 EPRI 통계자료는 2차계통 부품의 침식  마모 손상 사례의 증

가와 그에 따른 유지보수  교체 비용의 상승을 보고하면서 원 의 건 성, 

안 성, 경제성을 하는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음.

▪ 향후 건설 정인 1400 ㎿  발 소의 경우 발  용량 상승에 따른 2차계통 

배  부품의 용량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배  부품의 손상은 더욱 심

각해질 것으로 상됨.

▪ 특히, 감육 단에 한 책 방법으로써 소재단가, 제작비용  용 비용이 

매우 높은 스테인리스강으로 교체하기 보다는 감육 항성  괴인성이 매우 

우수한 세라믹 입자분산강화에 의한 탄소강 소재개량 기술을 개발하여 경제

이고 실용화 가능한 원  배  제조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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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2.1. 국내외 기술개발 황

▪ 재까지 고강도 내마모 소재 개발을 한 강화 합  소재 기술 수 을 고려

할 때 강화재인 세라믹과 모재인 속의 이종 복합화 는 세라믹에 의한 

속소재의 개량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세라믹과 속간의 근본  이질성

이 존재함으로 인해 복합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분말야  기술이 발 하면서 속 분말과 세라믹 분말을 기계․물리  

분쇄  혼합과정에 의해 복합화 하는 기계 합 화 소재 기술이 개발되면서 

일부 부품에 용되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들며, 공정  민감하게 조 되어야 할 인자들이 많아서 최종 생산 재료 

단가가 매우 고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 소재 생산 후 부품 성형에도 많

은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부품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어서 세계 으로 연간 

350ton 분량의 제한  생산  일부 소규모 부품의 제한  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계  활성화에 의한 세라믹 분산 강화재 제

조 기술은 주조 용해된 액상 용융 속에 100nm 이하의 세라믹 강화재 입자들

을 균일하게 분산시킨 후 주조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로서, 이를 해서는 세

라믹 강화재의 기지 속과의 융화성  젖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라믹 

표면 에 지 활성화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국내외 으로 연구가 

무한 기술 분야이며 다만 러시아에서 일부 련 기술, 즉 기계  방법을 이

용하여 세라믹의 표면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강 계열 합 에 일부 

용시킨 사례가 있었음.

2.2.  기술상태의 취약성

▪ 국내의 경우 소재 개량기술이 미비하여 고가의 소재를 수입하거나 부품 체

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진국 비 약 40%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단됨.

▪ 재 국내에서는 두산 공업  삼신(주) 밸  등이 원  구동 부품을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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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일부 품질 개선도 이룩하 으나 선진국의 최 재료에는 아직 미치

지 못하고 있고, 한 외형 으로 알려진 재료규격 이외에 각 제조업체의 

know-how를 악하고 있지 못해 제조상 어려움이 있음. 

▪ 국산소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질의 불균일성 등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는 외산 소재 특히, GE, Westinghouse사 소재의 심도 있는 분석과 

개선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재 외국에서 개발 인 고기능 재료의 특성

분석 한 철 하게 분석되어야 하나 이에 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임.

2.3. 기술 망

▪ 원자력의 안 성은 각 부품 기기의 건 성  성능에 직 으로 련이 있

고, 특히 가동 인 원 의 부품 손상은 경제  손실과 함께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이 약화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장 용이 용

이하면서도 효과 인 수명 향상 기술이 개발된다면 원  분야는 물론, 다른 산

업체 부품에도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지 할 것임.

▪ 세라믹 강화재를 이용한 소재개량 기술은 원 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가동되

는 부품의 장수명화  부품 기기 요소의 성능 개선을 한 획기 인 처 기

술로서 구조물  부품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공 하고 설계된 구조물의 재료 

수명 향상에 성공 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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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① Fe 용탕 속에 해 가장 합한 세라믹스 강화재료를 선택: Fe-TiC

② 입도 등 출발물질 특성과 고에 지 링(기계  활성화) 간의 계를 조사

③ 기계  활성화 처리에 따른 속-세라믹스 강화재료 분말의 젖음성 거동 변

화 조사

3.1 Fe-TiC 분말의 기계 합 화에 의한 복합화 

- Fe 용탕 속에 해 양호한 젖음성을 나타내기 해서는 속결합에 가  

가까운 원자결합 특성을 갖는 세라믹스 강화재료를 선택해야 함

- 이런 에서 이온결합성이 강한 세라믹스보다는 공유결합성 세라믹스 재료

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당  과제 계획서에는 모든 세라믹스 재료를 상으로 하 으나, 와 같은 추

론과 문헌 검색, 비실험 등을 거쳐 산화물 세라믹스 재료는 배제하 음

- 공유결합 세라믹스 재료 에서도 젖음성이 우수한 것으로 문헌에 보고되고 

있는 TiC 세라믹스를 최종 선택하 음

- 1차 으로 용탕 속 내의 분산성을 확인하기 해 Cu 속을 이용하여 비

실험을 행하 으나, 젖음성이 불량하여 TiC에 해 우수한 젖음성을 갖는 Fe 

(젖음각 40도)를 상으로 최종 실험을 수행하 음. Cu 속에 한 실험 결과

는 본 보고서에 기술하지 않았음 

- 고에 지 링에 의한 기계 합 화 공정은 재료 표면의 결함 농도를 높여 불

안정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젖음성 등 표면 거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정으로 

알려져 있음

- 본 연구에서는 TiC 세라믹스 분말을 Fe 순 속 분말과 혼합하여 고에 지 

링 처리하여 표면 활성화를 꾀하 음

- Fe-TiC 복합분말 제조 과정의 분말 특성 (형상, 입도, 미세조직)을 조사하고, 

이들 특성과 젖음성 간의 계를 도출하고자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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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출발원료 분말

- 아래 그림 1은 실험에 사용된 Fe와 TiC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찰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임

- Fe와 TiC 분말 모두 불규칙하고 각진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평균 

입도는 그림 2와 3에 각각 나타낸 바와 같이 number%로 측정할 때 2.14㎛과 

0.98㎛임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Fe와 TiC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찰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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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에 사용된 Fe 분말의 이 입도분석 (LPSA) 결과

그림 3 실험에 사용된 TiC 분말의 이 입도분석 (LPSA) 결과



- 8 -

3.1.2 Fe:TiC 조성비를 달리하여 제조한 복합분말의 형상 

- 그림 4는 Fe/TiC 조성 비율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기계 합 화법으로 제조한 

복합분말의 형상을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임

- Fe의 조성은 량% (wt%)로 98%에서 50%로 변화시켰으며, 러시아산 고에

지 유성 인 AGO-II 장비를 사용하여 Ball to Powder Ratio (BPR) 20:1로 

1000rpm에서 6분 동안 기계 합 화 하 음

- 링 방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해 에 지 강도가 낮은 일반 볼 에 의

해서도 300rpm, 1시간 동안 분쇄하 으며, 해당 분말의 찰 결과를 그림 4의 

마지막에 함께 나타내었음 

-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Fe 양이 감소하고 TiC 양이 상 으로 증가함에 

따라 분말의 응집도가 낮아지고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에 지 링으로 제조된 분말의 형상은 구형에 가까운 등축상을 하고 있으

나, 볼 링에 의한 분말은 편상 (Flake)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마지막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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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e/TiC 조성 비율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기계 합 화법으로 제조한 복합

분말의 형상을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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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Fe/TiC 조성비의 향

- Fe/TiC 조성비가 기계 합 화 공정과 제조된 복합분말의 분말 특성에 미치는 

향을 체계 으로 조사하기 하여, Fe:TiC의 량% 비율을 각각 25:75, 

50:50, 75:25로 변화시켜, 고에 지 유성 , AGO-II를 이용하여 Ball to Powder 

Ratio (BPR) 20:1로 1000rpm, 10분간 기계 합 화 하 음

- 그림 5~7은 각각 Fe:TiC 량% 비가 각각 25:75, 50:50, 75:25로 비된  

Fe-TiC 복합분말의 형상을 계방사형 주사 자 미경 (FE-SEM)으로 찰한 

결과임

- 그림 8은 그림 5~7에서 고배율로 찰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TiC에 한 

Fe 양이 증가함에 따라 TiC 분말 입자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정성

으로 보여주고 있음

그림 5 Fe:TiC 량% 비=25:75로 비된  Fe-TiC 복합분말의 형상을 계방사

형 주사 자 미경 (FE-SEM)으로 찰한 결과 (1000rpm, 10분, BPR=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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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e:TiC 량% 비=50:50으로 비된  Fe-TiC 복합분말의 형상을 계방

사형 주사 자 미경 (FE-SEM)으로 찰한 결과 (1000rpm, 10분, BPR=20:1)

그림 7 Fe:TiC 량% 비=75:25로 비된  Fe-TiC 복합분말의 형상을 계방사

형 주사 자 미경 (FE-SEM)으로 찰한 결과 (1000rpm, 10분, BPR=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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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림 5~7의 고배율 찰 결과 비교: TiC에 한 Fe 양 증가에 따라 TiC 

분말 입자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정성 으로 보여주고 있음

3.1.4 링 시간의 향

- 그림 9~11은 TiC 분말 입자 미세화에 미치는 링 시간의 향을 조사하기 

해 Fe:TiC 량% 조성비를 75:25로 고정하여, 앞에서와 같은 기계 합 화 조

건 (1000rpm, 10분, BPR=20:1)으로 각각 10분, 30분, 60분간 링한 Fe-TiC 복

합분말을 FE-SEM으로 찰한 결과임

- 그림 12는 그림 9~11의 고배율 찰 결과만을 비교를 해 한꺼번에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링시간이 10, 30, 6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TiC 분말 입자 크

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정성 으로 보여주고 있음. 함께 나타낸 Fe:TiC 량% 

조성비 50:50인 Fe-TiC 복합분말의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정성  입도 미세화 거동을 보다 정량 으로 조사하기 해 기계

합 화로 제조된 분말을 염산으로 산세하여 Fe를 제거하고 TiC만을 수거하여 

LPSA (Laser-Scattering Particle Size Analysis)와 X-ray Line Broadning법

을 이용하여 분말입도를 조사하 으며, 이에 한 결과는 다음 에서 기술하

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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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e:TiC 량% 조성비를 75:25로 고정하고 고에 지 유성 , AGO-II를 

이용하여 1000rpm, BPR=20:1의 조건으로 10분간 기계 합 화한 Fe-TiC 복합

분말의 FE-SEM 찰 결과

그림 10 Fe:TiC 량% 조성비를 75:25로 고정하고 고에 지 유성 , AGO-II를 

이용하여 1000rpm, BPR=20:1의 조건으로 30분간 기계 합 화한 Fe-TiC 복합

분말의 FE-SEM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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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Fe:TiC 량% 조성비를 75:25로 고정하고 고에 지 유성 , AGO-II를 

이용하여 1000rpm, BPR=20:1의 조건으로 60분간 기계 합 화한 Fe-TiC 복합

분말의 FE-SEM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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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그림 9~11의 고배율 찰 결과 비교: 링시간이 10, 30, 60분으로 증가

함에 따라 TiC 분말 입자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정성 으로 보여주고 있음 

(Fe:TiC 량% 조성비 50:50인 Fe-TiC 복합분말의 경우도 함께 나타내었음: 

그림 내 상단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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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LPSA와 X-Ray Line Broadening법에 의한 입도분석 

- 앞의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계 합 화 과정에서의 입도 미세화 거동을 

보다 정량 으로 조사하기 해 기계 합 화로 제조된 분말을 염산으로 산세

하여 Fe를 제거하고 TiC만을 수거하여 LPSA (Laser-Scattering Particle Size 

Analysis)와 X-ray Line Broadning법을 이용하여 분말입도를 조사하 음. 분

말 처리 과정은 다음 그림 13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사용된 방법은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두 4가지이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

음: (1) 산세 처리 후 여과, 에탄올 세척 후 건조, (2) 산세 처리 후 여과, 에탄

올 세척 후 에탄올 액체 내에서 음  처리,  (3) 산세 처리 후 여과, 에탄올 

세척 후 에탄올 액체 내에서 음  처리  침 에 의한 조  입자 제거, (4) 

산세 처리 후 여과, 이소 로 올 세척 후 음  처리

3.1.5.1 LPSA에 의한 입도 분석 

- 의 4가지 처리 방법으로 각각 비된 분말들의 LPSA 입도분석 결과를 그

림 14~17에 나타내었음 

- 표 1은 그림 14~17의 조사된 입도분석 결과 부를 d10, d50, d90의 형태로 정리 

요약한 것임

- 그림 18은 그림 14~17의 입도분석 결과에서 Fe:TiC 량% 조성비 50:50의 복

합분말에 해 링시간 변화에 따른 평균입도 변화를 정리한 것임

- 표 1과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링시간이 10분에서 3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 입도가 0.267㎛에서 0.186㎛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60분

으로 링시간을 더 증가시킬 경우 평균 입도는 0.193㎛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이는 기계 분쇄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임계 입도에 도달하 기 때문으로 사

료됨

  



- 17 -

그림 13 기계 합 화로 제조된 분말을 염산으로 산세하여 Fe를 제거하고 TiC

만을 수거하여 LPSA 분석을 시행하기 해 사용한 4가지 분말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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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산세 처리 후 여과, 에탄올 세척 후 건조하는 처리 방법(방법 1)으로  

비한 TiC 분말의 LPSA 입도분석 결과 

그림 15 산세 처리 후 여과, 에탄올 세척 후 에탄올 액체 내에서 음  처리,  

하는 처리 방법(방법 2)으로  비한 TiC 분말의 LPSA 입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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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산세 처리 후 여과, 에탄올 세척 후 에탄올 액체 내에서 음  처리  

침 에 의한 조  입자 제거의 처리 방법(방법 3)으로  비한 TiC 분말의 

LPSA 입도분석 결과 

그림 17 산세 처리 후 여과, 이소 로 올 세척 후 음  처리하는 처리 방법

(방법 4)으로  비한 TiC 분말의 LPSA 입도분석 결과 



- 20 -

표 1 그림 14~17에서 조사된 입도분석 결과의 정리 요약

그림 18 그림 14~17의 입도분석  Fe:TiC 량% 조성비 50:50의 복합분말에 

해 링시간 변화에 따른 평균입도 변화를 정리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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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X-Ray Line Broadening법에 의한 입도 분석 

- LPSA법에 의한 입도 분석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Sherrer의 식을 

이용하는 X-Ray Line Broadening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여 Fe:TiC 

량% 조성비 50:50과 75:25 복합분말의 TiC 결정 미세입자 (crystallite) 입도를 

구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음 

- 그림 19는 Fe:TiC 량% 조성비 50:50과 75:25의 복합분말에 한 조사 결과

를 그래 로 나타낸 것으로 링 시간 증가에 따라 수 nm 크기까지 입자 미세

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음

- Fe:TiC 량% 조성비가 클수록 입자 미세화 효과가 큰 것도 찰할 수 있는

데, 이는 앞서 3.1.3 에서 정성 으로 확인하 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임

- 이와 같이 Fe-TiC 복합분말 내 Fe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미세화 효과가 커

지는 것은 Fe/TiC간 젖음성이 우수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계면

정합성이 우수하여 Fe/TiC간 계면에서의 단 분쇄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일 

것으로 상됨 

표 2 X-Ray Line Broadening법으로 구한 TiC crystallite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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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X-Ray Line Broadening법으로 구한 Fe:TiC 량% 조성비 50:50과 

75:25의 복합분말 내 TiC crystallite 크기의 링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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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iC에 한 Fe 젖음성 거동 조사

- TiC에 한 Fe 용융 속의 젖음성은 여타 세라믹스와는 달리 젖음각이 40도 

정도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 Cr, Ni 등 제2원소가 첨가될 경우, 각각 34, 32도 등으로 젖음성이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본 실험에서는 기계 합 화법으로 제조된 Fe-TiC 복합분말을 Fe 용탕에 투

입할 때의 균일 분산 가능성을 조사하기 해 TiC에 한 젖음성 거동을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조사하 음

(1) Fe-TiC 복합분말 성형체의 Fe 융  이상으로의 가열 실험

(2) Fe-TiC 복합분말 성형체 내부로의 Fe 용침 실험

3.2.1 Fe-TiC 복합분말 성형체의 Fe 융  이상 가열 실험

- 아래 표 3은 다양한 조성의 Fe-TiC 복합분말 성형체를 일축가압 스로 성

형한 후 성형체 도 (기공도)를 조사한 결과와 1550도까지 가열 실험한 후의 

도 (기공도) 변화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임

- 성형체의 기공도는 조성이 상이한 분말이라 하더라도 성형압력을 조 하여 

36-38% 범 가 되도록 하 음

-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열 실험  기공도가 36%이었던 성형체가 가

열 실험 후 6-11%로 기공도가 감소하여 가열 실험  성형체의 치 화가 일

어났음을 알 수 있음

- 고에 지 링이 아닌 일반 볼 을 사용하여 제조한 70wt%와 75wt% Fe 복

합분말 성형체의 경우 성형체의 기공도가 고에 지 링으로 제조된 동일 조

성의 복합분말 성형체의 37-38%에 비해 약 32%로 낮은 것은 일반 볼 에 의

해 제조된 분말의 평균 입도가 상 으로 조 하여 성형성이 더 높았기 때문

으로 단됨 

- 그림 20은 다양한 조성의 Fe-TiC 성형체의 Fe 융  이상 가열 실험 과 후

의 형태 변화를 찰한 결과를 정리, 요약한 사진으로 순수 Fe에서부터 90% 

Fe까지 TiC 양이 증가할 때까지는 융  이상에서 Fe 액상이 형성됨에 따라 

성형체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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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TiC 조성이 10wt% 이상으로 증가하면 Fe의 융  이상에서도 복합분

말 성형체는 디스크 형태의 원래 성형체 형상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복합분말을 Fe 용탕에 투입할 때 균일 분산이 용이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표 3 Fe 융  이상 가열 실험을 비한 다양한 조성의 Fe-TiC 성형체의 실험 

과 후의 상 도  기공도 변화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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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다양한 조성의 Fe-TiC 성형체의 Fe 융  이상 가열 실험 과 후의 형

태 변화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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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Fe-TiC 복합분말 성형체 내부로의 Fe 용침 실험

- 기공도가 높은 Fe-TiC 복합분말 성형체를 강화재로 Fe 용탕에 투입할 때 Fe 

용탕이 성형체의 기공 내부로 용이하게 침투하고 성형체를 쉽게 분해시킬 수 

있다면 강화재의 TiC 분산이 용이한 유리한 공정이 될 것으로 상됨  

-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TiC 조성을 갖는 Fe-TiC 복합분말을 기계 합 화법과 

일반 볼 법으로 제조하여 42-47%의 기공도를 갖는 성형체를 가압성형하고 

성형체 내부 기공을 채우기에 충분한 Fe를 성형체 상단에 올려놓은 상태로 승

온 가열하여 용침이 되도록 하 음

- 표 4는 실험을 해 가압성형된 성형체들의 상 도와 기공도를 정리 요약한 

것임

- 그림 21은 표에 나타낸 시편들의 용침 과 후의 시편 외양을 찰한 결과임. 

앞의 에서와 마찬가지로 TiC 조성이 10wt%까지에서는 용침에 의해 성형체

의 기 형상이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상의 TiC 조성에서는 

성형체의 형상이 그 로 유지되면서 용침도 비교  용이하게 일어나고 있음

- Fe 70wt%, 75wt%의 조성을 갖도록 볼 로 비된 Fe-TiC 복합분말 성형체

의 경우에는 용침이 불균일하게 일어나 성형체 표면을 Fe 액상이 덮고 있으며, 

이는 성형체의 기공도가 상 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고에 지 링에서 기

할 수 있는 활성화 효과 한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상됨. 

- 그림 22는 순수한 TiC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킨 시편으로 성형체의 형상을 그

로 유지하면서 Fe의 용침이 매우 용이하게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이미 문헌 등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TiC에 한 액상 Fe의 젖음각이 40도로 

젖음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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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열  용침 실험을 해 가압성형된 Fe-TiC 복합분말 성형체들의 상

도와 기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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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표 3에 나타낸 시편들의 용침 과 후의 시편 외양 찰 결과 

그림 22 순수 TiC 성형체에 한 Fe 용침 시편의 용침 과 후의 시편 외양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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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Fe-TiC 젖음성 조사 시편들의 단면 미세조직 찰

- 3.2.1 과 3.2.2 에서 기술한 Fe 융  이상으로 가열한 성형체 시편들과 Fe 용

침 시편들의 용침 후 단면을 찰하여 성형체 내부의 Fe 액상 거동과 계면 미

세조직을 확인하 음

- 그림 23은 순수 Fe 성형체를 융  이상으로 가열한 시편의 가열 과 후의 외

양과, 가열 후 시편 단면을 단, 연마한 면을 찰한 결과임. 가열 후 단면 사

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형체 내에 당  존재했던 기공이 액상 Fe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24는 순수 Fe에 TiC를 2wt% 첨가한 복합분말 성형체를 융  이상으로 

가열한 시편의 가열 과 후의 외양과, 가열 후 시편 단면을 단, 연마한 면

을 찰한 결과임. 가열 후 성형체의 당  형상은 성형체 내부의 Fe 성분이 액

상을 형성함에 따라 액 의 형상으로 변화하 으나, 액  내부 기공이 잔류하

여 성형체 내부 기공이 액상 Fe로 완 하게 채워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

음 

- 그림 25는 그림 24와 동일한 시편에 Fe를 추가로 용침 시킨 시편의 외 과 단

면을 찰한 결과로서 그림 24에서 찰되었던 기공들이 추가 Fe 액상으로 완

히 채워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연마된 단면 찰 결과 Fe-TiC 성형체 부

분이 추가 Fe 부분보다 어둡게 나타나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이며, Fe 

액상의 균일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26은 순수 Fe에 TiC를 6wt% 첨가한 복합분말 성형체를 융  이상으로 

가열한 시편의 가열 과 후의 외양과, 가열 후 시편 단면을 단, 연마한 면

을 찰한 결과임. 성형체 내부의 기공이 2wt% TiC의 경우에 비해 증가한 모

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마단면에 한 FE-SEM 고배율 찰 결과 TiC 입자

들이 성형체 내부에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 음

- 그림 27은 Fe에 TiC를 20wt% 첨가한 복합분말 성형체의 외 과 단면을 찰

한 결과임. TiC 양이 6wt% 던 그림 26의 시편과 달리 TiC 양을 20wt%로 

크게 증가시켰음에도 성형체 체에서 기공이 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이

는 TiC 조성 차이에 따라 가열 는 용침 과정에서 Fe-TiC의 소결 는 치

화 거동이 상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승온과정의 소결 거동 조사가 필요할 것

으로 단되었음. 승온 과정에서의 소결 거동에 한 결과는 다음 에서 기술

하 음. 성형체 내부 TiC 입자들의 분산도 비교  균일함을 알 수 있음. 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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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에 한 고배율 주사 자 미경 찰 사진과 EDS 분석 결과 (그림 28)에

서 TiC 입자 (사진 내 어두운 등축상 부분)와 Fe 기지 (사진 내 밝은 부분)가 

서로 매우 건 한 계면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문헌 등에서 

보고된 TiC에 한 액상 Fe의 우수한 젖음성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그림 29는  조성의 성형체에 추가 Fe 액상을 용침 시킨 시편의 찰 결과로

서, 추가 Fe 액상에 의해 성형체 내부 기공이 완 히 채워졌으나, 성형체 외부

와 내부의 명암 차이가 있어 미세조직 차이가 있을 것으로 단되어 주사 자

미경과 EDS로 찰, 분석하 음 (그림 30, 31).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형체 내부  역에서 TiC 입자가 균일하게 존재한 반면, 성형체 외부에는 

TiC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Fe 상을 확인하 고, 그 계면에서 용침 되는 Fe와 

성형체 내부 Fe로부터 형성되는 Fe 액상간의 균일 혼합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알 수 있음

- 그림 32는 TiC 양을 30wt%로 증가시킨 Fe-TiC 복합분말 성형체를 1550도 

로 가열한 실험 시편의 외   단면의 찰 결과로 성형체 형상유지는 더욱 

뚜렷해졌으며, 단면에서도 기공을 찾아볼 수 없이 치 화 되었음

- 그림 33은 그림 32의 시편에 Fe 액상을 용침 시킨 시편의 외양을 찰한 결과

로서, 추가 액상 Fe가 성형체 내부로 부분 침투된 것으로 보이나, 성형체 내

부와 외부의 조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상 (그림 30, 31)이 더욱 뚜렷한 것

을 알 수 있으나 (그림 34), TiC와 Fe 기지 간의 계면도 매우 건 한 것을 다

시 확인할 수 있음

- 앞서의 Fe-TiC 복합분말들이 모두 기계 합 화법으로 비된 반면, 일반 볼

법으로 제조된 Fe-70wt% TiC 복합분말 성형체의 Fe 용침 시편의 주사 자

미경 찰  EDS 분석 결과 (그림 36)는 Fe와 TiC 계면이 고에 지 링

에 의한 경우보다 상 으로 불명확하며 일부 기공과 계면 균열 등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순수한 TiC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킨 경우 (그림 37, 38, 39), TiC 성형체 내부

로의 액상 Fe 침투가 균일하게 이루어져 기공을 부분 채우고 있으며, Fe 기

지에 TiC가 균일 분산되어 있는 미세조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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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순수 Fe 성형체를 융  이상으로 가열한 시편의 가열 과 후 외양과 

가열 후 시편의 단면과 연마면 찰 결과

그림 24 Fe-2wt% TiC 복합분말 성형체를 융  이상으로 가열한 시편의 가열 

과 후 외양과 가열 후 시편 단면과 연마면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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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Fe-2wt% TiC 복합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 시킨 시편의 외 과 단면 

 연마면 찰 결과

그림 26 Fe-6wt% TiC 복합분말 성형체를 융  이상으로 가열한 시편의 가열 

과 후 외양과 가열 후 시편 단면과 연마면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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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Fe-20wt% TiC 복합분말 성형체를 융  이상으로 가열한 시편의 가열 

과 후 외양과 가열 후 시편 단면과 연마면 찰 결과

그림 28 Fe-20wt% TiC 복합분말 성형체를 융  이상으로 가열한 시편의 연마 

단면의 주사 자 미경 고배율 찰  ED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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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Fe-20wt% TiC 복합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 시킨 시편의 외 과 단면 

 연마면 찰 결과

그림 30 Fe-20wt% TiC 복합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 시킨 시편의 연마 단면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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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Fe-20wt% TiC 복합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 시킨 시편의 연마 단면 

주사 자 미경 고배율 찰  ED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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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Fe-30wt% TiC 복합분말 성형체를 융  이상으로 가열한 시편의 가열 

과 후 외양과 가열 후 시편 단면과 연마면 찰 결과

그림 33 Fe-30wt% TiC 복합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 시킨 시편의 외 과 단면 

 연마면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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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Fe-30wt% TiC 복합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 시킨 시편 외부와 내부의 

연마 단면 미세조직 주사 자 미경 찰 결과

그림 35 Fe-30wt% TiC 복합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 시킨 시편의 기지 조직과 

입자상 강화조직의 ED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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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볼 링법으로 비된 Fe-70wt% TiC 복합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 시

킨 시편의 연마 단면 찰  ED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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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순수 TiC 성형체에 Fe를 용침 시킨 시편의 외 과 단면  연마면 찰 

결과

그림 38 Fe를 용침 시킨 순수 TiC 성형체 연마 단면의 주사 자 미경 고배율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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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Fe를 용침 시킨 순수 TiC 성형체 연마 단면의 주사 자 미경 고배율 

찰  ED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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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e-TiC 성형체의 가열 과정의 소결 거동 조사

- 3.2 에서 기술한 Fe-TiC 복합분말 성형체의 가열 과정이나 Fe 액상에 의한 

용침 과정에서 Fe-TiC 성형체의 소결 수축이 일어날 경우 Fe 용탕 내로 TiC 

분말입자들이 용이하게 분산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승온 가열 과정의 성형

체 소결 거동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 그림 40은 TiC의 조성이 각각 25wt%, 50wt%, 75wt%가 되도록 제조된 복합

분말 성형체들을 1550도까지 가열할 때 소결 거동을 조사하기 해 1200, 

1300, 1400, 1550도까지 승온한 후 냉각하여 수축율과 성형체 량으로부터 구

한 상 도를 그래  형태로 나타낸 그림이며, 표 5는 그림 40에 나타낸 데이

터 값들을 모두 정리한 결과임

-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과는 달리, Fe-TiC 복합분말 내 Fe 함량

이 많을수록 상 도 값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TiC 함량

이 10wt% 이하일 때 Fe-TiC 복합분말 성형체 내부에 조 한 기공이 형성되

었던 결과와도 련이 있을 것으로 상됨. 즉, TiC 양이 작을 경우, Fe-TiC 

복합분말 성형체는 기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 이는 융 이 높은 TiC 

세라믹스 분말들이 성형체 형상을 유지해 주는 네트워크 골격 역할을 하기 때

문일 것으로 단됨.  성형체의 기 형상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Fe 액상

이 형성될 경우 특히 TiC 양이 을 경우에는 다량의 액상이 만들어지고 골격

이 붕괴되면서 외부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내부의 미세 기공들은 도가 높은 

Fe 융액 안에서 외부로 쉽게 나오지 못하고 조 한 크기의 잔류기공을 형성하

고 이러한 기공들이 소결 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상됨

- 그러나 Fe-TiC 복합분말 성형체를 융 까지 승온하는 과정에서 TiC 조성에 

따라 77-89%의 상 도를 갖는 소결이 일어난다고 하는 결과는 Fe-TiC 복

합분말을 Fe 용탕 안에 강화재로 투입할 때 성형체 내부의 Fe, TiC가 용탕 안

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분산되게 하기 한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함을 시사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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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TiC의 조성이 각각 25wt%, 50wt%, 75wt%가 되도록 제조된 Fe-TiC 

복합분말들의 1550도까지 승온과정에서의 상 도 변화

표 5 그림 40에 제시한 소결 데이터 정리 결과 

Composition Green 
density 12000C 13000C 14000C 15500C

15500C
10min.
holding

Fe25%-75%TiC 61.66 64.62 75.07 84.66 88.84 95.58
Fe50%-50%TiC 59.67 61.64 71.42 80.33 86.19 90.28
Fe75%-25%TiC 56.16 61.04 69.16 76.16 77.09 91.85

Fe100% 60.37 64.01 83.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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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산성 향상을 한 제2 속원소 첨가의 향

- Fe-TiC 복합분말 강화재를 Fe 용탕에 투입할 때 TiC의 용탕 내 균일 미세분

산은 물성에 크게 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문헌 보고에 따르면 TiC의 액상 Fe에 한 젖음각은 40도로 타 세라믹스 재

료에 비해 매우 우수한 젖음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Fe에 Cr, Ni 원소가 첨가될 

경우, 젖음각은 각각 34도, 32도로 더욱 낮아지며, 이는 용탕 내 분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아울러 Cr, Ni의 제2원소를 첨가할 경우, 젖음성 향상에 의한 분산성 개선 외

에도 기계  물성의 강화 효과도 기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기계 합 화법으로 비된 Fe-TiC 복합분말에 제2 

속원소로 Cr과 Ni을 각각 추가로 첨가하여 젖음성 거동과 미세조직 등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 음  

3.4.1 혼합방법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혼합균일성 조사

- 제2 속원소를 추가로 첨가하여 혼합하는 방법에 따라 Fe-TiC-(Cr 는 Ni) 

강화재 분말의 형상, 미세조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상되며, 이러한 

미세구조 특성이 젖음성 거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어 (1) 볼 , (2) 3

차원 터뷸러믹서 (3D-Turbular Mixer), (3) 고에 지 유성  (AGO-II)의 세 

가지 서로 다른 링 장치를 사용하여 강화재 분말을 비하 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 음

3.4.1.1 Cr 첨가의 경우 

- 그림 41은 Fe-2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

가하여 300rpm으로 48시간 동안 볼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Cr,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를 나타낸 것임. Cr이 첨가되기 

 기 Fe-TiC 분말과 추가로 첨가된 Cr 분말이 분리된 형태로 혼재하고 있

으며, 기계 합 화 등 고에 지 링에서 찰될 수 있는 층상조직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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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고 있지 않음

- 그림 42는 Fe-2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

가하여 3D-Turbular Mixer에서 최  rpm으로 48시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

사 자 미경 사진과 Cr,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앞서 볼 의 경우에서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 단순혼합 상태에 머

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43은 Fe-2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

가하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

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Cr,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10분의 링 시간에서는 앞서 볼 이나 3D-Turbular Mixer

의 경우와 비슷하게 서로 분리된 형태의 혼합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30분 

이상의 링 시간에서는 세 개의 원소가 모두 고르게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 합 화 단계에 도달하 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고에 지 링 효

과에 의해 균일 미세 혼합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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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Fe-2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300rpm으로 48시간 동안 볼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Cr,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그림 42 Fe-2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3D-Turbular Mixer에서 최  rpm으로 48시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Cr,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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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Fe-2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Cr,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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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Ni 첨가의 경우 

- Ni을 첨가한 경우에도 앞서 Cr을 제2 속원소로 첨가한 경우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그림 44와 45는 각각 Fe-2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여 (1) 볼 에서 300rpm으로 48시간 동안 혼합, (2) 3D-Turbular 

Mixer에서 최  rpm으로 48시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Ni,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단순혼합 상태

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에 그림 46에 나타낸 고에 지 유성  AGO-II를 사용한 경우, 30분 이상

의 링 시간에서 세 개의 원소가 모두 고르게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균

일 미세 혼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이상의 결과로부터 이후의 모든 실험에서는 고에 지 유성 에 의한 혼합방법

만을 사용하여 강화재 분말을 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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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Fe-2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볼 에서 300rpm으로 48시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Ni,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그림 45 Fe-2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3D-Turbular Mixer에서 최  rpm으로 48시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Ni,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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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Fe-2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Ni,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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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링시간과 Fe/TiC 조성비에 따른 복합분말 미세조직 

변화

- 3.4.1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링 방법에 따라 Fe-TiC-(제2 속원소) 복합분

말 강화재의 미세조직의 혼합 균일성과 입도 등 분말특성이 변화하며, 고에

지 유성 에 의한 분말 비 공정이 가장 효과 이었음

- Fe-TiC 강화재 복합분말의 미세조직 변화는 Fe 용탕 내 젖음성과 TiC 입자

의 분산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됨

- 본 실험에서는 고에 지 유성 의 공정 변수  회 수와 ball-to-powder 

ratio는 400rpm과 20:1로 각각 고정하고, 링시간을 10, 30, 60분으로 변화시키

고, Fe-TiC 복합분말의 TiC 조성을 25wt%, 50wt%, 75wt%로 변화시켜 분말

의 미세조직 변화를 조사하 음

3.4.2.1 Cr 첨가의 경우 

- 그림 46은 Fe-7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

가하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

말의 주사 자 미경 찰 결과임 

- 링시간 10분에서 분말들이 서로 뭉쳐 입자크기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링시간이 30분, 6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응집되었던 분말 입자들이 

해체되면서 입자 미세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47은 의 분말에 해 Cr,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을 실시

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링시간 10분에서는 분말간의 단순혼합 상태에 머

물러 있으나, 30분으로 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분말간의 층상 미세구조가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60분의 링시간에서 완 히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음

- 이후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한 일련의 조사 결과들에서도 Fe-TiC 내의 TiC 조

성과 추가되는 제2 속원소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경향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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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Fe-7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찰 결과  

그림 47 Fe-7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Cr,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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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Fe-50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찰 결과  

그림 49 Fe-50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Cr,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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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Fe-2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찰 결과  

그림 51 Fe-2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Cr,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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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Ni 첨가의 경우 

- 그림 52는 Fe-7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

가하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

말의 주사 자 미경 찰 결과임 

- 링시간을 10분에서 30분, 6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자 미세화가 뚜렷이 일

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53은 의 분말에 해 Ni,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을 실시

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앞의 Cr 첨가의 경우와 달리 링시간 10분에서 이

미 기계 합 화 간 과정에서 찰되는 층상조직의 입자들이 형성되었음. 30

분의 링시간에서 분말 입자 내에 Ni, Fe, Ti 원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계 합 화에 의해 균일 분산 혼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링시간을 60분으로 증가시킬 경우 균일 미세 혼합은 더욱 심화되어 조

시된 체 분말 역에 걸쳐 뚜렷한 균일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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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Fe-7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찰 결과  

그림 53 Fe-7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Ni,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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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Fe-50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찰 결과

그림 55 Fe-50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Ni,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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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Fe-2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찰 결과

그림 57 Fe-2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Ni, Fe, Ti 원소에 한 X-ray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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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링조건에 따른 Fe-Tic 복합분말 미세조직의 분류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링 방법과 공정 변수( 링 시간), Fe-TiC의 조성, 

추가되는 제2 속원소 (cr, Ni)에 따라 Fe-TiC-(제2 속원소) 복합분말 강화재 

미세조직의 혼합 균일성과 입도 등 분말특성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말 

특성 변화는 Fe 용탕 내 TiC의 젖음성과 분산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됨

- 앞에서 기술한 실험들로부터 비된 강화재 복합분말들의 미세조직  균일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합분말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Type으로 정

리할 수 있음

Type 1: 링 기 단계에서 구성 원료 분말들이 단순히 혼합된 형태로 서로 분

리되어 존재하는 경우

Type 2: 기계 합 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 변형과 합 등 구성 원료 분

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층상의 분말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

Type 3: 기계 합 화가 완 히 진행되어 모든 구성 원료 분말들이 균일한 혼합 

분산 형태의 분말 형태를 갖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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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2 속원소가 첨가된 Fe-TiC 복합분말의 젖음성 거동 

3.5.1 젖음성 시편들의 외  찰 

3.5.1.1 Cr을 첨가한 경우

- 그림 58-60은 각각 25wt%, 50wt%, 75wt% TiC 조성을 갖는 Fe-TiC 복합분

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

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 성형체를 추가로  

용침시키고 난 후의 외 을 찰한 결과들임

- TiC 조성이나 링시간에 무 하게 모든 시편들이 기 성형체의 형상을 거의 

그 로 잘 유지하고 있으며, 용침을 해 추가된 Fe 성형체도 1550도의 가열 

온도에서 모두 액상을 형성하여 Fe-TiC 성형체 내부로 용침되어 흡수되었음

을 알 수 있음

- 용침 실험 시 모든 성형체의 기공도가 일정한 값을 갖도록 성형압을 조 하

으나 일부 시편의 경우 상 으로 낮은 기공도를 갖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공

도가 낮은 경우 용침되지 않고 외부로 흘러내려간 형태의 외 을 보 음

- 특히 TiC 조성이 작아질수록 (상 으로 Fe 조성이 커질수록) 성형체 아래쪽

으로 Fe 액상이 력에 의해 흘러내려 불룩해지는 것과 같은 상이 더욱 뚜

렷하 음

- 문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TiC에 한 액상 Fe의 젖음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단되며 우수한 젖음성으로 뚜렷한 용침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 Cr을 첨가한 경우에는 외  찰 결과로는 강화재 분말의 미세구조, 입도, 제2

속원소의 균일 혼합성 등이 젖음성에 미치는 향을 명확하게 기술할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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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Fe-7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난 후의 외  찰 결과  

그림 59 Fe-50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난 후의 외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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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Fe-2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난 후의 외  찰 결과  

3.5.1.2 Ni을 첨가한 경우

- 그림 61-63은 각각 25wt%, 50wt%, 75wt% TiC 조성을 갖는 Fe-TiC 복합분

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

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 성형체를 추가로  

용침시키고 난 후의 외 을 찰한 결과들임

- TiC 조성이나 링시간에 무 하게 모든 시편들이 기 성형체의 형상을 유지

하고 있으나, 용침을 해 추가된 Fe 성형체가 1550도의 가열 온도에서 모두 

액상을 형성한 후 Fe-TiC 성형체 내부로 용침되지 못하고 외부로 흘러내린 

모양을 나타내고 있음

- 모든 용침 실험 시편들에서 Fe 액상이 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형상

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형체 내부에 Fe-TiC로 존재하고 있던 내부 Fe까지 흘

러나온 것처럼 많은 양의 Fe가 성형체 외부 아래쪽으로 몰려 있음

- 이상의 결과는 앞서 Cr 참가의 경우와 다른 결과이며 젖음성 거동에 차이가 

있음을 상할 수 있음



- 63 -

- Ni을 첨가한 경우에도 외  찰 결과만으로는 강화재 분말의 미세구조, 입도, 

제2 속원소의 균일 혼합성 등이 젖음성에 미치는 향을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음

그림 61 Fe-7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난 후의 외  찰 결과  

그림 62 Fe-50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난 후의 외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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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Fe-2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난 후의 외  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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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젖음성 시편들의 단면 찰  분석

3.5.2.1 Cr을 첨가한 경우

- 그림 64-70은 25wt%, 50wt%, 75wt% TiC 조성을 갖는 Fe-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분, 60분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임

- 모든 조성, 모든 링시간에서 용침 시편 내부에 Fe 기지에 미세한 TiC 입자

들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EDS 분석 결과에서도 기지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로 Fe, Cr이 검출되었으며 

각각의 양의 비도 원자량비로 1:1에 가까운 값을 보여 제2 속원소로 첨가된 

Cr이 균일하게 분산 혼합되어 균일한 기지조직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지에 분산되어 있는 TiC 입자들의 분포도 균일하게 잘 분산되어 있었으며, 

조성에 따라 기지에서 차지하는 TiC 입자들의 부피분율도 상한 결과와 부합

하 음

- TiC 입자들은 용침과정을 포함한 Fe 액상 형성 과정에서 미세입자들이 응집

하여 조  입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단되며 그림 65에서 이런 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

- 용침처리된 Fe-TiC  성형체의 외부를 따라 내부와는 다른 콘트라스트를 갖는 

부분들도 찰되었는데 확인 결과 용침을 해 추가된 Fe가 액상을 형성하여 

내부로 용침이 되거나 내부의 Fe가 용융되어 서로 섞이지 않고 원래 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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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Fe-7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 67 -

그림 65 Fe-7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3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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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Fe-7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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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Fe-50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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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Fe-7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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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Fe-2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 72 -

그림 70 Fe-25wt% TiC 복합분말에 Cr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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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Ni을 첨가한 경우

- 그림 71-74는 25wt%, 50wt%, 75wt% TiC 조성을 갖는 Fe-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 30분, 60분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임

- 모든 조성, 모든 링시간에서 용침 시편 내부에는 Fe 기지에 미세한 TiC 입

자들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EDS 분석 결과에서도 기지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로 Fe, Nr이 검출되었으며 

각각의 양의 비도 원자량비로 1:1에 가까운 값을 보여 제2 속원소로 첨가된 

Ni이 균일하게 분산 혼합되어 균일한 기지조직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나, 성형체 내부 기지에서는 Ti이 검출되고 성형체 외부로 흘러내린 것과 같은 

외부 조직의 기지에서는 Ti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 용침을 해 추가로 첨가된 

Fe 액상과 성형체 내부에서 형성되는 액상과 섞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성형체 내부의 TiC 입자들의 분포는 균일하게 잘 분산되어 있었으며, 조성에 

따라 기지에서 차지하는 TiC 입자들의 부피분율도 상한 결과와 부합하 음

- Ni 첨가의 경우 특기할만한 사항은 성형체 외부로 흘러내려 성형체 내부와 다

른 콘트라스트를 보이고 있는 역에서는 Ti 원소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반면, 

탄소만으로 구성된 상이 체 역에 걸쳐 범 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탄소만으로 구성된 이 상들은 그 형상이 마치 ‘회주철’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

으며, Cr을 제2첨가원소로 추가했을 때와는  다른 양상임

- Cr과는 달리 Ni을 제2원소로 첨가하는 것은 젖음성 면에서는 유리하나, TiC 

미세입자가 균일하게 Fe 기지에 분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날카로운 상의 고

탄소의 상을 형성시킴으로써 기계  특성에 악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치 않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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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Fe-7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 76 -

그림 72 Fe-7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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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Fe-2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1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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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Fe-25wt% TiC 복합분말에 Ni을 제2원소로 각각 량비 1:1로 추가하

여 고에 지 유성  AGO-II에서 400rpm으로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 성형체에 

Fe를 용침시키고 그 단면을 연마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와 

EDS 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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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목표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 성 도(%)

조사 상 재료계의 선정

- 개별 원재료의 분말 특성 

조사

- 속과 세라믹스 분말 혼

합 조합 선정

100

기계  활성화 처리에 따른 세라

믹 강화재 물성 변화 조사

고에 지 링 시 에 지 크

기를 변수로 하여, 

- 세라믹스 원재료 분말의 

고에 지 링 후 분말특성 

조사

- 속-세라믹스 조합별로 

고에 지 링 후 강화입자

의 미립화, 분산도, 계면 특

성에 한 비 기  조사  

100

세라믹 강화재별 기계  활성화 

기  설정을 한 실험 결과의 

정성  정량  해석

- 고에 지 링 후 세라믹

스 분말의 특성 변화와 

링 조건간의 계 조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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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 성과 (기술  측면)

▪ 개발될 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를 이용한 부품소재 개량기술은 국내 원

 재료의 장수명 요건을 확립하고 원자력 발 소 부품 수명 연장의 핵심 기

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 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 개량기술은 통 인 주조 기술을 이용하므로 

기술  부가가치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획기  신기술이라 할 수 있

으며, 개발 기술의 소재 의존도가 없어서 상용 원자력 배 소재(SS316, 

SA508)  타 부품 산업으로의 무한 기술 을 기 할 수 있음. 

▪ 수소 생산로, 미래형 원자로의 고온, 내조사  내부식 부품 재료  유력한 

추천재료인 산화물분산강화(ODS) 소재 개발 시 원천 소재 기술로서 본 개발 

기술의 용이 가능함. 

▪ 특히 선박, 해양 산업의 screw와 펌  임펠러, 발 용 가스터빈 산업의 블

이드 분야에 매우 한 련이 있고, 각종 수력기계와 군수용 수상  수

함정의 해수  배기계통, 자동차, 항공산업의 추진기 , 터빈 등 고기능 부품

에 기술 이 가능함. 

○ 기 성과 (경제∙산업  측면)

▪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기술에 의한 개량 탄소강 

배 소재는 용탕에 강화재를 0.1wt.% 정도 첨가하여 기존과 동일한 주조기술

을 이용하여 생산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주조기술과 비교하여 생산단가의 상승

요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배 의 소재가격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단됨.  

▪ 생산단가 측면에서, 기존의 입자분산 개량강화 특수합  제조법인 기계 합

화(Mechanical Alloying)에 의해 제조된 소재와 비교하여 약 1/10 정도의 획기

인 생산단가 감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구체 으로 를 들어 비

교하면, 분말야 법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Plansee사의 Ni-계 합 인 PM1000과 

Fe-계 합 인 PM2000의 경우 20φ rod의 kg당 단가가 약 130,000원 (100Euro)

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입자분산 개량 분산주조하는 경우 kg당 단가를 약 

10,000원 정도로 감할 수 있음. 한 세계 으로 연간 350ton 분량의 제한  

생산에 그쳤던 강화소재 생산 분야에 량 생산화  거  시장 형성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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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 터빈과 해수 냉각계통 분야의 펌 , 이싱, 축, 임펠러, 터빈 블 이드, 노즐, 

클래딩 튜  부품 등의 보수  교체 등에 약 2000억 정도의 국내시장이 형성

되어 있고 세계 으로는 1조 3000억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어서 본 기술의 

확보로 보수  교체에 의한 엄청난 경제  손실을 일 수 있으며, 원  부품 

산업의 새로운 경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활용방안

▪ 본 연구의 탄소강 소재 개량 기술은 원 과 같은 극심한 조건에서 가동되는 

부품의 장수명화  부품 기기 요소의 성능 개선을 한 획기 인 처 기술

로써 구조물  부품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공 하고 설계된 구조물의 재료 

수명 향상에 성공 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

조기술이 실용화되면 압력용기  1차측 냉각 계통 배  제조공정에 확  

용이 가능할 것임.

▪ 특히 속과 세라믹의 복합화에 의한 강화 합 과 같은 내환경 특수 소재의 

경우 제조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재료 단가도 매우 높아서 

장 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되므로 공정이 간단하고 렴한 세라

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기술의 개발  용을 통해 고온, 고압, 조사, 부식 등 

극심한 손상 환경 하에 처해 있는 다양한 원  부품의 효율  소재 개량이 가

능할 것임. 

▪ 한 개발된 개량 강화 소재에 하여 각종 가동원  배 부품에 장 용 

가능하도록 특수 합  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원  배  소재의 장수명 

요건을 확립하고 원자력 발 소 부품 수명 연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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