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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강화 금속 바인더(Co1-xWx) 적용을 통한 초경합금의 기계적 특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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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tallic binder in WC-Co hard metals was effectively strengthened using the solid solution

phases of Co and W. These metallic phases of Co and W (Co1-xWx, x<1), which consist of two kinds of structures

(FCC and HCP), were successfully formed by hydrogen reduction of milled oxides mixtures (Co3O4 and WO3)

at over 1000 oC. When hard metals are fabricated by pressureless sintering of mixed WC and Co1-xWx, the

hard metals containing the WC2 and M6C phases (Co2W4C and Co4W2C) have brittleness, which degrades

their mechanical properties, like hard metals fabricated from mixtures of WC, Co, and W. By rapidly sintering

the WC-Co1-xWx hard metals for 5 min the W2C and M6C phases were eliminated, and a two-phase (WC and

the metallic phase of Co and W) region was successfully obtaine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C-Co1-xWx

hard metals showed higher values for both hardness (max. 18.8 GPa) and fracture toughness (8.5 MPa·m1/2) than

conventional WC-Co hard metal (HV: 15.9 GPa, KIC: 6.9 MPa·m1/2). The enhancement in toughness was

attributed to the solid solution strengthening of the metallic binder and the elimination of the WC2 and M6C

phases. The suppression of grain growth due to the short duration of sintering also played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the hardness of the WC-Co1-xWx hard metals. The phase-controlled solid solution metallic binder

could be the key material to enhance the hardness and toughness of hard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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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텅스텐 탄화물(WC)은 우수한 내마모성, 고융점으로 인

한 고온 안정성 및 높은 열전도율로 철강, 타이타늄, 니켈

계 내열합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금속 가공을 위한 절삭공구

재료로 사용되는 고경도 세라믹 물질이다 [1-4]. 절삭공구

에서 텅스텐 탄화물은 주로 코발트(Co)와 같은 금속과 복

합체 형태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복합체를 초경합금

(Hard metal)이라 하며 초경합금에 포함되는 금속은 텅스

텐 탄화물 입자들 사이에 존재하며 탄화물 입자를 연결하

기 때문에 바인더라 칭하기도 한다. 금속 바인더는 초경합

금 제조 공정에서 소결 온도를 낮추고 초경합금 특성 면에

서 내충격성과 파괴인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즉, 텅스텐 탄화물에 비해 낮은 융점을 나타내는 금속

바인더의 첨가로 초경합금에 대한 액상 소결이 가능하게

되며 텅스텐 탄화물의 취성으로 인해 사용 시 절삭공구가

쉽게 깨지는 것을 금속 성분이 방지하여 공구 수명이 개선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경합금에서 금속 바인더로는

주로 코발트가 사용되고 있는데 절삭 시 유발되는 고온(약

1000 oC) 환경에서 코발트의 강도가 다른 금속에 비해 우

수하기 때문이다. 코발트의 경우 420 oC에서 육방 밀집 구

조(HCP)의 면심 입방 구조(FCC)로의 상 변화(마르텐사이

트 변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고온에서 사용되는 절삭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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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상 초경합금 내 코발트의 마르텐사이트 변태는 절삭

공구의 고온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된다 [5-6]. 또한

텅스텐 탄화물과 코발트의 높은 친화도는 초경합금에서 코

발트가 금속 바인더로 사용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2,

7]. 텅스텐 탄화물과 코발트의 높은 친화도로 인해 액상 소

결 과정에서 용해된 코발트의 텅스텐 탄화물 입자 사이 공

간 침투가 용이하고 결과적으로 고밀도 초경합금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 텅스텐 탄화물 입자 사이로의 코발트 침투

는 소결 과정에서 텅스텐 탄화물 입자들의 합체를 방해하

게 되는데 따라서 코발트는 텅스텐 탄화물 입자 조대화에

의한 초경합금 기계적 특성 저하 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발트는 자원이 일부 국가(콩고)에 한정되어 있

어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른 금속으로

의 대체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5-6, 8-21]. 또한 독성이

있고 암을 유발한다는 의심으로 유럽 및 미국에서는 코발

트 사용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초경합금에

서 코발트가 아닌 대체 금속 바인더 개발이 산업적인 측면

에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 초기 초경합금의 코발트 대

체재 연구는 코발트를 다른 금속인 니켈(Ni), 철(Fe), 루테

늄(Ru)과 같은 금속으로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5]. 하지만 니켈은 코발트와 달리 마르텐사이트 변

태가 일어나지 않아 니켈이 금속 바인더로 사용된 초경합

금은 코발트가 포함된 초경합금에 비해 경도와 강도 특성

에서 열세인 단점이 있다. 철의 경우 텅스텐과 유사하게

탄소와 반응하여 탄화물을 형성하는 탄화물 형성 금속이기

때문에 코발트를 철로 대체하게 되면 초경합금 내 상 제어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철이 적용된 초경합금은 액

상 소결 과정에서 2상(텅스텐 탄화물과 금속) 영역으로 상

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철계 탄화물의 존재로 인하

여 코발트가 적용된 초경합금과 같이 텅스텐 탄화물과 금

속 바인더의 특성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다 [5]. 루테늄은

육방 밀집 구조의 금속으로 낮은 마찰계수를 나타내어 루

테늄이 포함된 초경합금이 절삭공구 소재로 사용되었을 때

높은 온도가 유발되지 않아 공구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루테늄은 지각에서 희소한 금속으로 코발트보다 값

이 비싸 코발트 대체재로 사용되기에는 경제성 면에서 타

당하지 못하다 [22].

이와 같이 초경합금에서 코발트의 완전한 대체재 개발이

소재의 특성과 가격적인 면에서의 한계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하여 현 개발 단계에서는 코발트를 한 성분의 금속 대신

여러 성분이 포함된 합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5-6, 8-21]. 이러한 연구에서는 초경합금 금속

바인더가 2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 바

인더의 상태는 금속간 화합물 또는 고용상 금속 형태가 된

다. 금속간 화합물과 고용상 금속은 금속 강화 기구인 석

출 강화와 고용 강화를 예상할 수 있어 초경합금에 적용

시 초경합금의 기계적 특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까지 개발된 금속간 화합물 형태의 금속 바인더는 Ni3Al,

Ti3Al, FeAl3, FeAl 등이 있으며 금속간 화합물의 고경도

특성으로 초경합금에 첨가되었을 때 초경합금의 경도 향상

이 가능하다 [11-12, 14]. 다만 초경합금 내 금속 바인더

부분은 미세조직 상 수 μm 수준의 좁은 영역인 이유로

금속간 화합물에 의한 석출 강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반면 고용상 금속 형태의 바인더는 Fe, Ni, Si 등의 원소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상 금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용

강화는 원자 단위에서 발생되는 격자 뒤틀림에 의한 것이

므로 초경합금의 바인더 영역에서도 그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8-14, 16-18, 20-21]. 이러한 초경합금 바

인더의 특징으로 인해 합금 형태의 금속 바인더에서는 금

속간 화합물보다는 고용상 금속이 초경합금 특성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상 금속이 바인더로 적용된 초경합금에서 유념해야

하는 점은 소결 과정 중 바인더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원

소들에 의해 금속간 화합물이나 불건전상(W2C, M6C,

M12C 등)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상 금속 바인더에 포함된 원소 중 탄화물 형성 원소가 존

재한다면 이 원소는 소결 과정 중 텅스텐 탄화물에 포함된

탄소와 반응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탄화 반응에 의해

텅스텐 탄화물은 탄소가 부족한 W2C 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고용상 금속 내 원소와 텅스텐 탄화물 내 탄

소와의 반응을 통해 M6C, M12C 등 텅스텐 탄화물과 다른

종류의 탄화물이 생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소결 중 의도

하지 않은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상들은 금속 상에 비해

취성이 강하여 깨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며 형성되게 되면

대체로 초경합금의 특성을 저하시켜 절삭공구 수명을 단축

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경합금 기계적 특성 향상을 위한 신규

고용상 금속 바인더 재료(Co1-xWx, x<1)와 상 제어가 가능

한 소결 공정(급속 소결 공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4, 5, 6

족 전이금속 중 코발트와 원자 반경 차이가 가장 큰 텅스

텐이 고용된 Co1-xWx 금속을 바인더로 사용하여 초경합금

에서 바인더 영역의 고용 강화 효과를 최대화하고 소결 과

정에서 텅스텐 탄화물과 Co1-xWx 이외의 상이 형성되지

않도록 상을 제어하여 최종적으로 특성이 개선된 초경합금

을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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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출된 초경합금은 기계적 특성 향상으로 금속 가공 생

산성 향상을 위한 고속 가공용 절삭공구 소재로 적합할 것

으로 예측되며 타이타늄, 니켈계 내열합금, 탄소섬유강화플

라스틱(CFRP)과 같은 난삭재 가공을 위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어 초경합금의 적용 범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23-25].

2. 실험 방법

2.1 고용상 Co1-xWx 금속 분말 및 잉곳 제조

본 실험에서 합성된 고용상 Co1-xWx 금속의 조성은 표

1에 나타냈으며 고용상 금속 분말 합성을 위해 산화 코발

트(Co3O4, Alfa Aesar, > 99.7% purity)와 산화 텅스텐

(WO3, Fluka chemical, > 99% purity)이 원료로 사용되었

다. 산화 코발트와 산화 텅스텐과 같은 원료 분말들은 유

성 볼 밀(Model Pulverisette 5, Fritsch, Germany)에 투

입하여 고에너지 밀링 과정을 통해 혼합되었으며 밀링 후

산화물 혼합체는 나노 결정립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

되었다. 밀링 용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었으며 초경

합금 재질 볼을 40:1의 BPR (Ball to Powder ratio)로

산화물 혼합체와 함께 용기에 장입하여 200 PRM의 속도

로 20시간동안 밀링을 진행하였다. 

밀링이 완료된 혼합체는 600~1200 oC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수소 분위기열처리하여 고용상 금속 분말로 변화되었

다. 또한 텅스텐 고용에 의한 코발트 금속의 특성 변화 양

상을 확인하기 위해 표 1의 조성을 갖는 버튼형 잉곳을

제작하고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작된 버튼형 잉곳은

20~30 g 중량이었으며 Ar 분위기에서 아크 용해법을 통해

제작되었고 균일한 조성의 합금을 얻기 위해 5회 반복 용

해하였다. 버튼형 잉곳 제작에 사용된 코발트와 텅스텐은

순도 99.5%, 크기 3~20 mm의 괴 형태 금속이었다. 

수소 분위기 열처리를 통해 합성된 고용상 금속 분말과

아크 용해법을 통해 제작된 버튼형 잉곳은 X선 회절 분석

장치(SmartLab, Rigaku, Japan)를 통해 상 분석을 진행하

였다. X선 회절 분석 장치는 Cu 타겟(Kα: λ = 1.5418 Å)

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Si표준 시료를 통한 보정이 분석 전

선행되었다. 합성된 분말 내 비금속 불순물 함량은 N/O/H

분석기(TCH-600, LECO,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2 고용상 금속 적용 초경합금 제작

1200 oC에서 수소 환원을 통해 합성된 Co1-xWx 분말을

금속 바인더로 사용하여 초경합금을 제작하였다. 초경합금

제작을 위해 상용 텅스텐 탄화물(Kennametal, > 99.95%

purity)과 합성된 Co1-xWx 분말을 수평 볼 밀을 사용하여

혼합하였고 혼합체에서 금속 바인더의 함량은 10 wt.%로

고정하였다. 수평 볼 밀을 통한 혼합은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한 습식 방식이었고 24시간 진행되었다. 비교를 위하

여 고용상이 아닌 코발트(Sigma-Aldrich, 99.8% purity)와

텅스텐(Sigma-Aldrich, > 99.99% purity) 혼합 분말이 바

인더로 포함된 혼합체(WC-Co+W)도 준비하였는데 Co1-x

Wx 분말을 사용하여 준비된 혼합체와 동일한 조성으로 제

조되었다. 

수평 볼 밀을 통해 준비된 혼합체는 진공 소결 장치와

방전 플라즈마 소결 장치(AGUS, SPS-210Sx, Japan)에서

초경합금 제작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다. 혼합체는 1축

하중을 적용하여 8 mm 직경의 디스크 형태로 성형되었고

성형체는 진공 소결 장치에 장입하여 진공도: 10-3 Torr,

소결 온도: 1450 oC, 승온 속도: 분당 10 oC, 유지 시간:

1시간의 조건에서 진공 소결하였다. 혼합체에 대한 방전 플

라즈마 소결을 위해 혼합체를 흑연 다이(outer diameter

35 mm; inner diameter 10 mm; height 40 mm)에 충전하

여 방전 플라즈마 소결 장치 내부에 장착하고 진공도를 약

40 mTorr로 유지하였다. 혼합체가 충전된 흑연 다이에

80 MPa의 압력을 가하면서 승온 속도: 분당 100 oC, 최종

온도: 1200 oC, 유지 시간: 5 분의 조건에서 방전 플라즈

마 소결을 진행하였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 장치에서 온도

는 광학 고온계(optical pyrometer)를 통해 측정되었고 소

결이 완료된 후 흑연 다이는 분당 25 oC의 속도로 1시간

이내에 상온으로 냉각되었다. 

소결된 초경합금은 미세조직 관찰과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해 6, 3, 1 μm 입도의 다이아몬드 슬러리를 사용하여

표면 연마되었다. 초경합금 미세조직은 전계 방출 주사 전

자 현미경(FE-SEM; Quanta 650, FEI, USA)과 전계 방출

투과 전자 현미경(FE-TEM; JEM-2100F, JEOL, Japan)을

통해 관찰되었고 초경합금 미세조직 상 WC 입자의 평균

면적은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i-Solution DT-L, Image &

Microscope Technology Inc., Korea)을 활용하여 측정되었

다. 또한 투과 전자 현미경 관찰 시 에너지 분산형 분광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및 선택적 면적

Table 1. Compositions of the Co-W alloys (unit: wt.%).

Metal A B C D E

Co 100 90 80 70 60

W 0 10 20 30 40

Chemical 

formula
Co Co0.97W0.03 Co0.93W0.07 Co0.88W0.12 Co0.82W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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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절 패턴(SAED,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분석을 통해 미세 영역에 대한 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초경합금의 기계적 특성은 비커스 경도 측정을 통해 확

인되었으며 측정은 하중: 30 kg, 유지 시간: 15초의 조건에

서 수행되었다. 비커스 경도 측정 후 압흔의 크랙 길이를

측정하여 파괴인성이 계산되었는데 결과는 Niihara에 의해

고안된 식을 사용하여 도출되었다 [27]. 각 측정 시편마다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고 파괴인성 계산은 다음

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서 c는 압흔 모서

리에서 발생된 크랙의 길이, a는 압흔의 대각선 길이 평균

값, HV는 비커스 경도이다.

KIC= 0.203(c/a)-3/2·HV·a
1/2

3. 결과 및 고찰

3.1 고용상 Co1-xWx 금속의 기계적 특성

그림 1은 아크 용해를 통해 제조된 코발트와 텅스텐의

고용상 금속에 대한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코발

트와 텅스텐의 2원계 상태도에서 예측된 것과 같이 표 1

의 조성에서 코발트와 텅스텐은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코발트와 텅스텐의 고용체 형성은 표 2

에 나타낸 고용상 금속에 포함된 상들의 격자 상수 및 격

자 부피 변화를 통해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CP

상의 경우 텅스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격자의 a축과 c축

변화 경향이 달랐지만 격자 부피는 커지고 FCC 상의 경

우 텅스텐 함량이 증가하면서 격자 상수 및 격자 부피의

증가가 확인되어 코발트와 텅스텐의 고용체 형성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Co1-xWx 고

용상에서 텅스텐 함량이 증가할수록 고용상의 결정구조가

육방 밀집 구조에서 면심 입방 구조로 변화된다는 것으로

코발트의 결정구조는 온도 변화이외에도 텅스텐 고용에 의

해서도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6]. 표 3는 아크

용해를 통해 제조된 고용상 Co1-xWx 금속의 경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텅스텐 함량이 증가할수록 고용상 Co1-xWx

금속의 경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용상

Co1-xWx 금속의 경도 증가는 텅스텐 고용에 따른 고용 강

화와 결정구조 변화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고용상 Co1-xWx 금속 바인더가 적용된 초경합금은 순수한

코발트 바인더가 사용된 초경합금에 비해 기계적 특성이

우월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2 합성된 고용상 Co1-xWx 금속 분말 분석

그림 2는 산화물 혼합체에 대한 수소 환원 후 형성된

상을 분석한 것으로 수소 환원 온도와 조성에 따라 생성된

상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소 환원 온도가 600 oC인 경우 텅스텐 함량이 가

장 큰 E 조성에서는 완전한 환원이 일어나지 않아 WO2,

CoWO4와 같은 잔류 산화물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산화

코발트의 수소 환원은 530 oC에서 가능하지만 산화 텅스텐

Fig. 1. XRD patterns for Co-W ingots prepared by arc melting in
Ar.

Table 2. Lattice parameter of Co1-xWx in the Co-W alloys (unit: Å).

Metal A B C D E

HCP

a axis 2.4902 2.5136 2.5134 - -

c axis 4.0576 4.0508 4.0568 - -

Cell volume 65.3705 66.4923 66.5828 - -

FCC
a axis - 3.5538 3.5576 3.5976 3.6025

Cell volume - 44.8840 45.0250 46.5626 46.7522

Table 3. Hardness of Co-W ingots prepared by arc melting in Ar
(unit: MPa).a

A B C D E

1192

(116)

1877

(142)

2084

(52)

2227

(48)

2435

(21)
a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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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소 환원에 의한 텅스텐 형성은 850 oC 이상의 온도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9-30]. 즉, 600 oC의 온도 조

건에서는 산화 텅스텐의 수소 환원이 완료되지 않아 텅스

텐이 포함된 산화물들이 잔류하게 된다. 또한 그림 2(a)의

X선 회절 패턴 결과로부터 600 oC의 온도 조건에서 합성

된 분말에서는 코발트와 텅스텐으로 구성된 금속간 화합물

인 Co3W가 존재하게 되어 고용상 Co1-xWx 단일상으로 구

성된 분말이 합성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발트

와 텅스텐의 2원계 상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가

600 oC인 경우 FCC 상과 Co3W의 혼합체가 안정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금속간 화합물이 포함되지 않는 고용상 분

말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환원 온도를 높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수소 환원을 1000 oC 이상의 온도에서 진

행하게 되면 그림 2(b)와 그림 2(c)에서 알 수 있듯이 모

든 산화물은 사라지고 금속 상만이 존재하게 된다. 텅스텐

함량이 큰 조성 E의 경우 1000 oC 이상의 수소 환원 온

도에서도 단일 고용상 Co1-xWx 분말이 형성되지 않고 금속

간 화합물이 존재하는데 이는 코발트와 텅스텐의 2원계 상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텅스텐 함량이 15 at.% 이상인 경

우 고용상과 금속간 화합물의 혼합체가 열역학적으로 안정

하기 때문이다 [28]. 즉, 수소 환원 온도가 1000 oC 이상

으로 커지게 되면 FCC 안정 영역이 확대되어 텅스텐 함

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A, B, C 조성에서는 Co3W 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텅스텐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B,

C, D 조성에서는 1000 oC 이상의 수소 환원 조건에서 합

성된 분말 내 포함된 상은 모두 고용상인 Co1-xWx임을 알

수 있으며 수소 환원 온도가 1000 oC에서 1200 oC로 증가

하게 되면 입방 밀집 구조의 고용상 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1000 oC 이상의 수소 환원 조건에서

합성된 고용상 Co1-xWx 분말 내 포함되어 있는 산소와 질

소 함량을 측정한 것으로 1000 oC 이상의 온도에서 합성된

고용상 분말은 약 0.1 wt.% 이하의 산소, 질소 불순물을

함유하여 비금속 불순물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의 Co1-xWx

분말이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XRD patterns for Co-W powders prepared by hydrogen reduction of Co3O4-WO3 mixtures at (a) 600 oC, (b) 1000 oC, and (c)
12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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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용상 Co1-xWx 금속 바인더 초경합금 제작 및

평가

수소 환원을 통해 합성된 고용상 Co1-xWx 금속 분말은

초경합금 바인더 재료로 사용되었는데 산소 및 질소 함유

량이 최소화된 1200 oC 합성 분말이 초경합금 제작에 투입

되었다. 그림 3(a)는 비교를 위해 제작된 초경합금의 X선

회절 패턴으로 금속 바인더로 코발트와 텅스텐의 단순 혼

합체가 사용되고 1450 oC에서 진공 소결된 초경합금에 대

한 것이다. 그림 3(a)의 X선 회절 패턴을 통해 알 수 있

는 점은 금속 바인더로 고용상 분말이 아닌 코발트와 텅스

Table 4. Oxygen and nitrogen content of the Co1-xWx powders (unit: wt.%).

Metal Element B C D E

Co1-xWx prepared 

at 1000 oC

Oxygen
0.0551

(0.0022)

0.0619

(0.0049)

0.1267

(0.0047)

0.1097

(0.0071)

Nitrogen
0.0066

(0.0016)

0.0046

(0.0006)

0.0045

(0.0003)

0.0060

(0.0001)

Co1-xWx prepared 

at 1200 oC

Oxygen
0.0435

(0.0020)

0.0378

(0.0005)

0.0334

(0.0005)

0.0354

(0.0043)

Nitrogen
0.0046

(0.0003)

0.0039

(0.0003)

0.0037

(0.0005)

0.0155

(0.0201)
a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Fig. 3. XRD patterns for (a) WC-Co+W hard metals fabricated by pressureless sintering at 1450 oC for 1 h, (b) WC- Co1-xWx hard metals
fabricated by pressureless sintering at 1450 oC for 1 h and (c) WC- Co1-xWx hard metals fabricated by spark plasma sintering at 1200 oC for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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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의 단순 혼합체가 사용되고 1450 oC에서 소결된 초경합

금의 경우 텅스텐 탄화물과 금속 상으로 구성된 2상 영역

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초경합금 내 금속 바인

더 강화를 위해 텅스텐이 코발트에 단순 혼합된 금속을 첨

가하게 되면 소결 과정에서 첨가된 텅스텐이 코발트 및 탄

소와의 반응을 통해 M6C (Co2W4C) 상을 생성하며 탄소를

빼앗긴 텅스텐 탄화물은 W2C로 변화하게 된다 [31]. 또한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텅스텐이 고용상 Co1-xWx와

함께 존재하여 결과적으로 텅스텐 탄화물과 금속의 2상 영

역이 만들어지지 않고 특성을 저하시키는 상들이 포함된

초경합금이 제작되게 된다. 

그림 3(b)는 산화물 혼합체에 대한 수소 환원을 통해 합

성된 고용상 Co1-xWx 금속을 바인더로 사용하고 1450 oC

에서 진공 소결을 통해 제조된 초경합금의 X선 회절 패턴

으로 텅스텐이 포함되지 않은 초경합금의 경우 텅스텐 탄

화물과 금속의 2상 영역이 만들어졌지만 고용상 Co1-xWx

금속이 바인더로 적용된 경우 그림 3(a)의 초경합금과 유

사하게 M6C, W2C, W 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텅스텐이 첨가된 초경합금과 고용상 Co1-xWx 금속

이 바인더로 사용된 초경합금에서 동일하게 바람직하지 않

은 M6C, W2C, W 상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 M6C 및

W2C 상과 같은 불건전상의 생성 여부는 금속 바인더의 형

태가 아닌 초경합금 제조 공정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코발트, 텅스텐, 탄소의 3원계 상태도

에서 알 수 있듯이 1000~1500 oC의 온도 범위에서 본 연

구에서의 초경합금 조성인 텅스텐 몰분율: 0.43~0.46, 탄소

몰분율: 0.42~0.44인 시스템은 M6C, W2C 상이 포함하는

것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여 금속 바인더 형태에 상관없이

텅스텐 탄화물과 금속으로 구성된 2상 영역을 구현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용상 Co1-xWx을 금속 바인더로 사용한 초경합

금에서 불건전상이 존재하지 않는 2상 영역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일반적인 진공 소결이 아닌 급속 소결을 적용해서

초경합금을 제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최종 온도에서

1시간 이상 유지하는 진공 소결 과정과 달리 급속 소결 과

정은 소결 온도에서 유지 시간이 5분 미만으로 단시간에 소

결이 완료되어 열역학적 안정상으로의 상 변화가 소결 과정

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그림 3(c)는 1200 oC의 온도에

서 5분 동안 진행된 급속 소결 과정을 통해 얻어진 초경합

금의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1450 oC에서 1시간

동안 진공 소결을 통해 제작된 초경합금의 X선 회절 패턴

과 달리 M6C, W2C, W 상이 존재하지 않고 텅스텐 탄화

물과 금속의 2상 영역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속 소결 과정 중에는 열역학

적으로 안정한 상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시간이 부족하고

상 변화 없이 단지 치밀화만 일어나 원래 분말이 갖고 있

던 상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4는 코발트와 텅스텐의 단순 혼합체를 바인더로 사

용하여 제작된 초경합금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바인

더에 포함되는 텅스텐의 양이 증가할수록 어두운 회색으로

나타나는 M6C 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고용상 Co1-xWx 금속을 바인더로 사용하고

1450 oC에서 진공 소결한 초경합금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4의 코발트와 텅스텐의 단순 혼합체를 바인

더로 사용한 초경합금과 유사하게 M6C 상이 발견되었고

미세조직 상 M6C 상의 비율은 고용상 금속 바인더 내 텅

스텐 함량 증가에 따라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은 급속 소결에 의해 제작된 고용상 금속 바인더 포함 초

경합금에 대한 미세조직으로 어두운 회색으로 나타내어지

는 M6C 상이 보이지 않았고 텅스텐 탄화물과 금속의 2상

영역이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경합금의 미세조

직 상 텅스텐 탄화물과 금속 바인더 영역에 대한 구분을

위해 TEM/EDS mapping을 시행하였으며 그림 7과 같이

각진 텅스텐 탄화물 입자와 무정형의 금속 바인더 부분을

구분하였다.

그림 8은 투과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초경합금 내

미소 영역에서 상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초경합금 내 각

Fig. 4. SEM micrographs for WC-Co+W hard metals with metallic
phases of compositions of (a) B, (b) C, (c) D, and (d) E fabricated
by pressureless sintering of WC, Co and W mixtures at 1450 oC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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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입자들은 금속 바인더 및 소결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텅스텐 탄화물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초경합금 내 기지

상의 경우 고용상 Co1-xWx 금속 바인더가 적용되고 급속

소결에 의해 제작된 초경합금에서만 금속 상태로 존재하

였고 진공 소결에 의해 제작된 초경합금의 경우 기지상은

코발트, 텅스텐, 탄소로 이루어진 M6C 상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미세조직의 차이는 초경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림 9의 기계적 특성

Fig. 5. SEM micrographs for WC-Co1-xWx hard metals with metallic phases of compositions of (a) A, (b) B, (c) C, (d) D, and (e) E
fabricated by pressureless sintering of WC and Co1-xWx mixtures at 1450 oC for 1 h.

Fig. 6. SEM micrographs for WC-Co1-xWx hard metals with metallic phases of compositions of (a) A, (b) B, (c) C, (d) D, and (e) E
fabricated by spark plasma sintering of WC and Co1-xWx mixtures at 1200 oC for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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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초경합금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W2C, M6C 상이 포함된 초경합금의 경

우 경도와 파괴인성 모두 2상 영역이 구현된 초경합금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림 10에 나타

낸 경도 압흔 형태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급속

소결에 의해 M6C 상이 형성되지 않은 초경합금의 압흔이

진공 소결에 의해 M6C 상이 포함된 초경합금의 압흔에

비해 작으며 크랙 길이 역시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즉,

고용상 Co1-xWx 금속 바인더를 적용하고 급속 소결을 통

해 제작되어 불건전상이 포함되지 않은 초경합금의 경우

경도와 파괴인성 모두 W2C, M6C 상이 포함된 초경합금에

비해 우세하다. 금속이 아닌 세라믹 물질인 M6C 상의 출

현은 초경합금의 파괴인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

상 영역이 구현되지 못한 진공 소결된 초경합금의 경우

M6C 상의 존재가 파괴인성을 낮추는 원인인 것으로 사료

된다. 기계적 특성 중 경도는 M6C 상이 금속에 비해 물

질 특성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M6C 상을 포함하고 있는

초경합금이 2상 영역으로 구성된 초경합금에 비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림 9의 측정 결과에서는 파괴

인성 뿐 아니라 경도에서도 M6C 상이 형성되지 않고 2상

영역으로 이루어진 초경합금이 우세하였다. 이는 그림 6에

서 알 수 있듯이 급속 소결을 통해 제작된 초경합금의 텅

스텐 탄화물 입자 크기가 미세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즉, 급속 소결에 의한 입자 성장 억제로 인

Fig. 7. TEM/EDS maps for (a) WC-Co hard metal fabricated by pressureless sintering at 1450 oC for 1 h., (b) WC-Co1-xWx hard metal
fabricated by pressureless sintering at 1450 oC for 1 h., and (c) WC-Co1-xWx hard metal fabricated by spark plasma sintering at 1200 oC for
5 min.



권한중 23

해 2상 영역으로 구성된 초경합금의 경우 경도가 높은

M6C 상의 부재에도 높은 경도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다.

표 5는 고용상 Co1-xWx 금속 바인더가 적용된 초경합금에

대해 미세조직 상 텅스텐 탄화물 입자 면적을 측정한 결과

로 짧은 소결 시간으로 인해 급속 소결된 초경합금 내 텅

스텐 탄화물 입자의 평균 면적이 진공 소결된 초경합금 내

텅스텐 탄화물 입자의 평균 면적에 비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초경합금 내 텅스텐 탄화물 입자의 각진 형태는 규

칙적인 원자 배열로 이루어진 텅스텐 탄화물 표면 구조 때

문으로 각진 텅스텐 탄화물 입자 성장은 확산 제어 성장

기구(Diffusion-Controlled Growth)가 아닌 계면 제어 성

장 기구(Interface-Controlled Growth)에 의해 일어나며 각

진 텅스텐 탄화물 입자는 액상 소결 중 계면 제어 성장

기구에 의해 몇 개의 입자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비정상

입자 성장이 발생되기도 한다 [32]. 초경합금에서 텅스텐

탄화물의 비정상 입자 성장은 초경합금의 기계적 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비정상 입자 성장 없이 균일한 미세

조직을 구현하는 것이 초경합금에서 중요하다 [33]. 급속

Fig. 8. TEM micrographs and SAED patterns for WC particles (a) in the WC-Co+W sintered by pressureless sintering at 1450 oC for 1 h.,
(b) in the WC-Co1-xWx sintered by pressureless sintering at 1450 oC for 1 h., (c) in the WC-Co1-xWx sintered by spark plasma sintering at
1200 oC for 5 min. and matrices (d) in the WC-Co+W sintered by pressureless sintering at 1450 oC for 1 h., (e) in the WC-Co1-xWx sintered
by pressureless sintering at 1450 oC for 1 h., (f) in the WC-Co1-xWx sintered by spark plasma sintering at 1200 oC for 5 min.

Fig. 9. Mechanical properties of WC-Co1-xWx hard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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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된 초경합금에 비해 진공 소결된 초경합금에서 텅스텐

탄화물 입자 면적의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부터 텅스텐 탄

화물의 비정상 입자 성장이 진공 소결된 초경합금에서 상

대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급속 소결된 초경합금의 높은 경도는 짧은 소결 시간으로

인한 제한된 입자 성장과 더불어 비정상 입자 성장의 억제

가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초경합금을 이루는 금속 바인더에 대한 강화를 통해 초

경합금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고용상 금속

의 바인더 적용과 급속 소결에 의한 초경합금 내 상 제어

를 통해 기계적 특성 중 경도와 파괴인성이 기존 초경합금

에 비해 향상된 초경합금을 성공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기계적 특성이 향상된 초경합금 제조를 위한 금속 바인더

합성 및 이를 적용한 초경합금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초경합금에 사용되는 금속 바인더인 코발트에 대한 강

화를 위해 고용상 형태의 금속을 합성하고자 하였고 코발

트와 원자 반경 차이가 커 고용 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텅스텐이 포함된 고용상 Co1-xWx 분말을 산화물

혼합체에 대한 수소 환원을 통해 제조하였다. 1000 oC 이

상의 온도에서 환원 시 잔류 산화물이 없는 고용상 Co1-x

Wx 금속 분말을 합성할 수 있었고 텅스텐 함량 증가에 따

라 고용상 금속의 결정구조는 육방 밀집 구조에서 면심 입

방 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합성된 고용상 금속 바인더, Co1-xWx 분말을 사용하

여 초경합금을 제작했을 때 1450 oC에서 진공 소결한 경

우에는 초경합금의 기계적 특성 저하를 일으키는 W2C,

M6C 상이 초경합금 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초경합금 조성 및 소결 온도에서 W2C, M6C

상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으로 진공 소결이 적용된

경우 금속 바인더로 고용상 Co1-xWx 금속을 사용한 초경

합금과 코발트, 텅스텐의 단순 혼합체를 바인더로 사용한

초경합금에서 동일하게 W2C, M6C 상이 발견되었다.

3. 고용상 Co1-xWx 금속이 바인더로 사용된 초경합금에

대해 급속 소결을 적용하여 미세조직 상 W2C, M6C 상과

같은 불건전상 형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는 급속 소결

공정에서는 최종 온도에서의 소결 시간이 5분으로 짧은 이

유로 열역학적 안정상으로의 변화가 억제되고 금속 바인더

분말에 포함되어 있던 고용상이 소결 중에도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W2C, M6C 상 형성이 억제되어 텅스텐 탄화물

과 고용상 금속의 2상 영역으로 구성된 초경합금의 경우

기계적 특성에서 기존 코발트가 바인더로 사용된 초경합금

과 M6C 상이 포함된 초경합금과 비교하여 기계적 특성이

Table 5. Grain area of WC in the microstructure of hard metals (unit: μm2).

A B C D E

WC-Co1-xWx sintered at 1450 oC for 1 h.
1.353

(1.755)

0.834

(1.130)

0.843

(0.959)

0.882

(1.239)

0.780

(1.948)

WC-Co1-xWx sintered at 1200 oC for 5 min.
0.385

(0.472)

0.347

(0.530)

0.350

(0.438)

0.376

(0.523)

0.280

(0.366)
a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Fig. 10. Indentation images of the hard metals (with Co1-xWx of C composition) fabricated by (a) pressureless sintering at 1450 oC for 1 h.
and (b) spark plasma sintering at 1200 oC for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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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한 것을 확인하였다. 급속 소결을 통해 텅스텐 탄화물

과 고용상 금속의 2상 영역으로 구성된 초경합금의 경우

경도는 최대 18.8 GPa(기존 WC-Co 초경합금: 15.9 GPa),

파괴인성은 최대 8.5 MPa·m1/2(기존 WC-Co 초경합금:

6.9 MPa·m1/2)으로 경도와 파괴인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결

과를 확인하였다. 고용상 금속 바인더 적용 초경합금의 높

은 파괴인성은 금속 바인더의 고용 강화 효과와 M6C 상

의 효과적인 억제가 원인이고 경도의 증가는 급속 소결로

인한 전체적인 입자 성장 및 비정상 입자 성장 억제 효과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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