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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al shock resistance property has recently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basic properties,

in the same way that the transverse-rupture property is important for sintered hard materials such as ceramics, cemented

carbides, and cermets. Attempts were made to evaluate the thermal shock resistance property of 10 vol% TaC added Ti(C,N)-

Ni cermets using the infrared radiation heating method. The method uses a thin circular disk that is heated by infrared rays

in the central area with a constant heat flux. The technique makes it possible to evaluate the thermal shock strength (Tss) and

thermal shock fracture toughness (Tsf) directly from the electric powder charge and the time of fracture, despite the fact that

Tss and Tsf consist of the therm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tested. Tsf can be measured for a specimen with an edge notch,

while Tss cannot be measured for specimens without such a notch. It was thought, however, that Tsf might depend on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edge notch. Using the Tsf data, Tss was calculated using a consideration of the stress concentration. The

thermal shock resistance property of 10 vol% TaC added Ti(C,N)-Ni cermet increased with increases in the content of nitrogen

and Ni. As a result, it was considered that Tss could be applied to an evaluation of the thermal shock resistance of cerm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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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질소(N)첨가 TiC-Ni계 서멧은 강제 절삭 시 우수한 내

마모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인성도 높아 고속절삭에 적

합한 공구재료로 응용되고 있다. 특히 질소와 TaC가 동

시에 첨가된 Ti(C,N)-TaC-Ni계 서멧은 강도와 열충격에

대한 저항성도 뛰어나 최근에는 내열구조 분야에도 응용

이 확대되고 있다.1) 이와 같이 공구 및 내열구조 분야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Ti(C,N)-TaC-Ni계 서멧은 대개 동

적마모 뿐만 아니라 기계적, 열적 충격에 의한 파괴로 수

명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분리하여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서멧과 같은 취성재료의 내열충격 특성

평가는 주로 수중 급냉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2) 이

방법은 시험편을 수중에서 급냉 후 잔존강도와 급냉 온

도차와의 관계로 나타내어 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온

도차를 열충격 저항으로서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

나 이 급냉 온도차는 시험편의 크기, 시험 환경에 크게

의존하여 물성 값으로 보기 어려우며, 시험편 표면온도

에 따라서도 냉매의 열전달율이 변화하는 등 시험조건

에 좌우되는 값이라 하여 다수의 연구자에 의하여 그 문

제점이 지적되고 있다.3)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간편한 수단으로

적외선 방사가열을 이용한 평가법이 제안되고 있다.4) 여

기서는 먼저 열충격 파괴의 주요 문제로서 열충격 인자

를 특성값의 하나로 볼 것과 그 값을 열 부하에 따라

직접 측정 가능한 시험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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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인자로서 재료를 급열급냉 시 온도 변화에 저항하

는 온도차로 얻어지는 열충격 강도(thermal shock strength,

Tss)와 열충격에 따른 재료 내부의 미소 크랙 성장에 의

하여 좌우되는 열충격 파괴인성(thermal shock fracture

toughness, Tsf)을 제안하고 이 두 값을 직접 측정하고 있

다. 또 열충격 인자는 본질적으로 온도 의존성을 가지

므로 그 측정값은 온도의 함수로서 표시 되어져야만 한

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즉 이것은 적외선 방사가열

에 의하여 일정 두께의 원판형 시험편 중앙부를 팽창시

켜 가장자리 부분에 인장응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재료

를 파괴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원판형 시

험편의 가장자리 부분에 크랙을 사전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Tss, V노치를 도입한 경우에는 Tsf가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각종 공구 재료에의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N첨가량, 결합상(Ni)량을 달리

한 Ti(C,N)-TaC-Ni 서멧의 내열 충격 특성에 대하여 조

사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험편

첨가 N량이 다른 3종류의 Ti(C,N)(TiC/TiN = 10/0, 5/

5, 3/7 이하 N/(C+N)비로 각각 0, 0.5, 0.7로 나타냄),

TaC, Ni분말을 이용하여 분위기 소결과 열간 정수압 소

결(hot isostatic pressing, HIP) 공정으로 TiC-10vol%TaC

-20vol%Ni, TiC0.5N0.5-10vol%TaC-20vol%Ni, TiC0.3N0.7-

10vol%TaC -20vol%Ni의 조성을 갖는 시험편을 제조하

였다. 결합상의 역할을 하는 Ni량을 변화시킨 경우에는

N/(C+N)비가 0.5인 TiC0.5N0.5를 이용하여 TiC0.5N0.5-10vol

%TaC-(10~30)vol%Ni 조성의 시험편을 제조하였다. 소결

조건은 N/(C+N)비가 0, 0.5의 경우에는 각각 1673 K,

1723 K에서, 0.7의 경우에는 1723 K, 1.3 kPa의 질소 분

위기로 하였다. 또 HIP 공정은 시험편 종류에 관계없이

1623 K, 5 MPa의 Ar 분위기의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

였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시험편에 대하여 연마 후, SEM

조직을 관찰함과 동시에 결합상 폭(mean free path, λ)

을 Fullman이 제안한 (1-f)/NL(f: 고상입자의 체적율, NL:

현미경 조직에서 임의 직선상의 단위 길이당 고상입자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5) 질소함유 서멧은 대개 소

결 중의 질소 분압에 따라 배합 질소량과 합금 질소량

이 달라서 구분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리상 배

합 질소량으로 나타내었다.6) 서멧의 강도(σ)는 시험편을

8 mm × 4 mm × 24 mm의 크기로 가공 후, 지점거리 20

mm의 3점 굽힘법, 영율(E)은 공침법(JIS R-1602)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또 열전도율(k)은 JIS R-1611에 따

른 레이져후렛슈법(시험편 10∅ × 2 mm, 진공 분위기), 열

팽창계수(α)는 압봉식 열팽창계(표준 SiO2, 하중 0.098 N,

시험편 5∅ × 20 mm, Ar분위기), 파괴인성 값(KIC)은 선

균열도입법(single edge precracked beam method, SEPB

법) (시험편 크기 3 mm × 4 mm × 12 mm, 지점거리 10

mm, 형상 계수 ASTM STP601을 이용)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2.2 내열충격 특성 측정

Fig. 1, 2에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적외선 방사 가열

장치와 시험편을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2의(A)와

같은 일정 반경(ro)과 두께(d)를 갖는 원판형 시험편을

Fig. 1과 같이 장착 후, 중앙 부분에 일정 열유속(Q)을

가하면 시험편의 원주 방향으로 열응력이 발생한다. Q

는 ηW/πa2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7) 여기서 η는 시험

편에 흡수되는 열유속 효율, a와 W는 시험편의 가열부

분 반경과 가열 전력을 나타낸다. 시험편을 가열하여 일

정 시간(t) 경과 후에 파괴가 일어나면 t의 무차원 시간

(τ)은 xt/ro
2이 된다.7) 여기서 x는 열확산율이다. 원주 방

향의 열응력은 시험편 중앙 부분에서는 압축, 외주 부

분에서는 인장응력이 되며, 그 인장응력은 시험편 가장

자리에서 최대값을 나타낸다. 그 가장자리 부근 응력의

Fig. 2. Thin circular disk-shaped specimen for (A) thermal shock

strength test and (B) thermal shock fracture toughness tests, where

a is radius of the heating area, r0 and c is specimen radius, depth

of the notch.

Fig. 1. A schematic drawing of the apparatus (heat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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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시간(τ)에 있어서 무차원 값의 최대(S)는 S(τ) =

σθ(τ)/EαX식으로 얻어진다.7) 여기서 σθ는 원주 방향 열

응력, X는 Qro
2/dk로 얻어진다. 또 시험편을 가열할 때,

Tss = σk/Eα의 관계7)로부터 Tss는 SηW/πd(a/ro)
2로 나타내

어진다. 여기서 S는 τ가 1/2이하일 경우에는 시간의 함

수가 된다. 따라서 이 식 Tss = SηW/πd(a/ro)
2로부터 일정

가열전력 하에서 파괴시간을 측정하면 그 재료의 열적 성

질을 포함한 인자인 Tss를 직접 측정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Tsf 평가를 위한 Fig. 2의(B)와 같이 원판 외주

부분에 V모양 노치를 도입한 시험편의 경우에는 노치 끝

부분 응력 확대계수(KI)와 무차원 응력 확대계수(NI)와의

관계로부터 KI = NI(πc)1/2EαX의 관계가 성립한다.8) 여기

서 c는 노치 깊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모양의 원판형 시

험편을 가열하여 일정 열유속을 발생시키면 노치 끝 부

분에 인장응력이 생겨 파괴가 일어나면 Tsf = KICk/Eα의

관계9)로부터 Tsf = NI(πc)1/2·ηW/πd(a/ro)
2의 식이 성립하

게 된다. 이 식으로부터 일정 가열 전력 하에서 크랙 전

파가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면 Tsf의 값을 직접

얻을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식을 이용하

여 Tsf의 실측값을 구하였으며, 또 ro = 17 mm, a = 8 mm,

d = 0.5 mm, c = 2.0 mm, 노치끝 부분 곡율반경을 25 µm

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에는 각각 10vol%TaC를 첨가한 TiC-30vol%Ni,

TiC0.5N0.5-30vol%Ni 서멧의 SEM 조직을 나타내었다. 고

상입자는 소위 Ta가 고용된 (Ti,Ta)(C,N) 고용체를 주변

조직(surrounding structure)으로 가지는 유심구조(coring

structure)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1,6) 이 구조의 형

성 기구에 대해서는 Parikh,10) M. Yamaie11)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가 제안되고 있지만, TiC를 핵으로 한 입자 표

면에 (Ti,Ta)(C,N) 고용체 탄화물의 석출로 해석한 Suzuki12)

의 연구결과가 이해하기 쉽다. 또 질소 첨가에 의하여

주변 조직이 얇아지며 고상입자의 성장도 억제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보고 내용

과도 일치한다.6,13) 

Table 1에는 첨가 질소량과 결합상 (Ni)을 달리한 시

험편의 각종 특성 측정결과를 N/(C+N)비와 Ni량을 인자

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λ는 Ni량이 일정할 경우, 질소

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첨

가 질소량이 일정할 경우 Ni량이 증가할수록 λ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σ는 Ni량이 일정할 경우, 이

전의 보고 내용과 같이 질소량이 증가할수록 상승한다.6,13)

E, k, α는 전체적으로 질소량의 증가에 따라서 높아지

는 경향을 보인다. E는 251 GPa의 TiN보다 382 GPa의

TiC쪽이 높으므로 이 결과는 질소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상입자의 주변조직을 구성하는 연질 고용체 탄질화물인

(Ti,Ta)(C,N)의 두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4) k

도 고상입자의 주변조직을 구성하는 고용체 탄질화물 쪽

이 중심 쪽 핵보다도 낮으므로, 즉 E와 같이 고상입자의

바깥부분(주변조직)의 두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α는 7.6 × 10−6·oC의 TiC보다도 9.6 × 10−6·oC의 TiN

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1) 또 질소량이 같은 조건에서

Ni량의 증가에 따른 E, k의 변화는 고상입자에 비하여

Ni의 E는 낮고, k는 높으므로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4에는 SEPB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10vol%TaC 첨

가 TiC0.5N0.5-Ni 서멧의 λ와 KIC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KIC값은 λ가 증가함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상승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금속 성분(Ni량)의 증가로 해

석한 Yamamoto의 보고 내용과 일치한다.15) 한편 KIC는

재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노치 끝부분의 곡율반경의 대

소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곡율반경이 증가하면 노치 끝

Fig. 3. Microstructures of (a) TiC-10vol%TaC-30vol%Ni and (b)

TiC0.5N0.5-10vol%TaC-30vol%Ni cermets.

Table 1. Various properties of Ti (C,N)-10vol%TaC- (10~30)vol%Ni cermets.

N/(C+N) ratio Ni content(vol%) λ(µm) σ(MPa) E(GPa) k(W·m−1K−1) α(10−6·oC−1)

0 30 0.23 1650 367 13.6 8.06

0.5

10 0.07 2100 413 13.9 8.19

20 0.13 2360 390 15.0 8.53

30 0.19 2710 380 15.6 8.74

0.7 30 0.09 2720 395 16.7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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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process zone 크기가 증가하여 KIC는 상승한다.10)

여기서 크랙 끝부분의 모양은 탄성적 성질등에 의존하

는 재료 고유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Fig. 3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TaC와 질소가 동시

에 첨가되면 이러한 첨가물들이 고상입자의 이중구조 형

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λ와 KIC의 상관

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Fig. 5, 6에는 N/(C+N)비에 따른 10vol%TaC 첨가 Ti

(C,N)-30vol%Ni 서멧의 실측 Tsf값과 Ni량에 따른 10vol

%TaC 첨가 TiC0.5N0.5-Ni 서멧의 실측 Tsf값을 나타내었

다. 여기서 시험편에 V노치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채용한 적외선 방사가열로는 가열전력을 늘

려도 변형만 일어날 뿐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경우에는 Tss의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한

편 시험편의 가장자리 부분에 V노치를 도입한 경우에는

노치 부분에서 파괴가 일어났으며, 가열에 의한 시험편

의 변형, 노치부근의 산화도 없이 Tsf값을 구할 수가 있

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N/(C+N)비, 결합상량(Ni량)이

증가할수록 이들 서멧의 Tsf는 거의 직선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에는 Fig. 4에서 측정한 KIC와

Table 1의 특성값을 Tsf = KICk/Eα의 이론식7)에 대입, Tsf

의 이론값을 구하여 실측값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전

체적으로 보아 비교적 실측값과 이론값의 일치선 주위

에 데이터의 대부분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원판형 시험편의 V노치로부터 안

정 크랙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V노치 끝부분에서 응력 집중에 의하여 원

판형 시험편이 파괴된 것으로 가정하여 Tsf 측정 시의 가

열 전력을 이용하여 Tss를 계산하여 보기로 한다. 노치

끝부분의 응력 집중계수를 2(c/ρ)1/2 (ρ: 노치 끝부분 곡

Fig. 4. Relations between mean free path of binder phase (λ) and

fracture toughness (KIC) obtained by SEPB method in TiC0.5N0.5-

10vol%TaC-Ni cermets.

Fig. 5. Measured thermal shock fracture toughness of Ti(C,N)-

10vol%TaC-30vol%Ni cermets in relation to N/(C+N) ratio.

Fig. 6. Measured thermal shock fracture toughness of TiC0.5N0.5-

10vol%TaC-(10~30)vol%Ni cermets in relation to Ni content.

Fig. 7. Relations between the values of Tsf calculated and measured.

(Fracture toughness used for calculated Tsf is obtained by SEPB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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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반경)로 근사하고, 집중응력(S(τ)·2(c/ρ)1/2)을 고려하면

Tss = (2S(τ)·2(c/ρ)1/2)·Q(ro)
2/d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Fig. 8에는 이 식으로 계산한 Tss를 N(C,N)비를 함수

로, Fig. 9에는 Ni량을 함수로 나타내었다. Tss와 N/(C+

N)비, Ni량과의 관계는 Fig. 5와 Fig. 6의 결과와 동일

한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론적으로 구

한 Tss에는 σk/Eα식으로 구한 값의 변화로부터 강도와

열전도율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도에는 파괴 기원이 되는 조직적 결함의 위치와 크기

가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재료 물성으로 보기에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는 HIP 처리를 하였으므로 기공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

지만, 탄질화물의 거대입자, 응집체 등이 파괴 기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실험 결과로부터 N/(C+N)비, Ni량을 달

리하는 10vol%TaC 첨가 Ti(C,N)-Ni 서멧의 열충격 강

도는 간편한 적외선 방사가열법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적외선 방사가열법으로 N/(C+N)비, 결합상량(Ni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10vol%TaC 첨가 Ti(C,N)-Ni 서멧의 내

열충격 특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

내열충격 특성은 첨가질소량, Ni량이 증가할수록 향상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원판형 시험편을 이용한 열충격

강도는 이 방법으로는 시험편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

직접적인 측정값을 얻을 수 없었지만, 외주부에 V노치

를 도입한 시험편을 이용하면, 열충격 파괴 인성값의 측

정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그 실측값은 기계적, 열적 특

성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보다 다소 크게 나

타났다. 이것은 도입한 노치 형상의 영향으로 생각되었

다. 또 노치 끝부분의 응력 집중을 고려함으로서 가열

전력으로부터 열충격 강도를 구할 수가 있었다. 이 값

은 계산값과 양호한 상관성을 나타내어, 이 방법으로 N/

(C = N)비, Ni량에 따른 10vol%TaC 첨가 Ti(C,N)-Ni 서

멧의 내열충격 특성 차이의 평가가 가능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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