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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소결에 의한 WC-Graphene-Al 복합재료 제조 및 기계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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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ngsten carbides are very attractive because of their superior properties, e.g., high thermal and

electrical conductivities, high melting point, high hardness, and relatively high chemical stability. Tungsten

carbides with a binder metal, for example Ni or Co, are mainly used to fabricate nozzles, molds and cutting

tools in the composite form. Al has been reported as an alternative binder in Tungsten carbide since Al shows

a higher oxidation resistance than Ni or Co and is less expensive. Nanostructured WC-Graphene-Al

composites were sintered rapidly using pulsed current activated sintering (PCAS). The mechanical properties

(hardness and fracture toughness) and microstructure were investigat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Vickers hardness tester. The PCAS method successfully obstructed grain growth, resulting in

nanostructured materials, and induced a very fast consolidation nearly at the level of theoretical density.

The grain size of WC in WC-Graphene-Al composite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Al content. The fracture

toughness and hardness of the WC-5vol.% graphene-x vol.% Al (x=0, 5, 10, 15) were 4.7, 5.5, 5.9, 7.9

MPa·m1/2 and 2008, 1961, 1883, 1731 kg/mm2, respectively. The fracture toughness was improved without

remarkable decrease of hardness due to the small dimensions of the WC grain and the consolidation facilitated

by adding Al to WC-Graphen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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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WC는 경도와 용융온도가 높기 때문에 니켈이나 코발트

를 바인더로 첨가해서 현재 금형재료, 노즐, 절삭 공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인더로 사용하고 있는 코발트나

니켈은 희유금속으로 고가이고, 경도를 크게 낮추고, 내부

식성이 나쁜 단점이 있다 [1-3]. 따라서 여러연구자들이 단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인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재료의 경도와 파괴인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경도가

높은 재료를 첨가하여 나노 결정립을 갖는 복합재료를 제

조하는 것이다. 첨가할 제 이상으로는 그래핀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핀은 전기적, 열적 그리고 경도가 우수하다 [4-

6]. 따라서 그래핀을 텅스텐 카바이드에 첨가해서 복합재료

를 제조하여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켰다 [7,8]. 복합재료에

서 그래핀은 결정립을 미세화 시키고, 균열 전파를 막아주

어서 파괴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7,8].

또한 Al은 니켈이나 코발트에 비해 내산화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바인더로 보고되고 있다 [9,10]. 나

노 재료는 높은 경도와 동시에 파괴인성을 향상시키기 때

문에 나노재료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11,12]. 

나노 분말은 현재 공침 법, 전기폭발 방법, 연소합성 및

고에너지 볼 밀링 방법에 의해 제조되고 있다 [13,14]. 이

러한 방법 중에 볼 밀링 방법은 밀링으로 분말이 미세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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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말에 스트레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결하는 온도를

낮추는 장점이 있다 [15]. 그러나 소결 전 초기 분말이 나

노 크기로 미세할지라도 기존의 소결 방법에서는 높은 온

도에서 여러시간 가열해야 하기 때문에 소결하는 중에 결

정립 성장이 크게 일어나므로 나노 결정립을 갖는 소결체

를 제조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결 도중에 입자 성장을 억

제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고속 소결해야 한다. 이

런 관점에서 펄스전류 활성 소결 장치가 개발되었다. 이

소결방법의 소결 기구는 분말에 펄스된 고전류를 가해 분

말과 분말사이에 프라즈마를 발생시켜서 표면 정화 효과가

있고, 분말과 분말 접촉점에서 높은 주울 열 발생으로 온도

가 높아지므로 접촉점에서 원자 확산이 빠르게 일어날 뿐아

니라, 전기장을 가하면 액상 바인더의 젖음성이 향상되고,

원자의 확산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6-18].

본 연구에서는 WC, 그래핀, Al을 고 에너지 볼 밀링으

로 혼합된 나노 분말로 제조하고, 펄스전류 활성 소결 장

치로 혼합된 분말을 가열하여 짧은 시간(2분 이내)에 나노

구조인 WC-그래핀-Al 복합재료를 제조하고자 한다. 또한

Al의 첨가가 WC-그래핀 복합재료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경도, 파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초기 분말로 사용한 텅스텐 카바이드는 독

일 Starck 회사에서 구입하였고, 분말의 크기는 1.5 μm 이하

이고, 순도는 99.9% 이였다. 그래핀은 미국 XG Science회

사에서 구입하였고 분말의 길이와 두께는 각각 2 µm와

2 nm 이하였다. Al분말은 미국 Alfa회사에서 구입하였고

분말의 크기와 순도는 각각 45 µm 이하이고, 99.99%이었

다. WC-5vol.% graphene-x vol.% Al (x=0, 5, 10, 15)

조성에 맞도록 텅스텐카바이드, 그래핀, 알루미늄 분말을

측량하였다. 측량한 분말들은 직경 15 cm인 원통형 용기에

직경이 9 mm인 텅스텐카바이드 초경 볼과 함께 넣고 8시

간 고 에너지 볼 밀링을 하였다. 고 에너지 볼 밀링은 분

말의 혼합과 동시에 분말들을 나노 크기로 미세화 하기 위

해서 행하였다.

그리고 밀링한 분말들은 직경 40 mm인 흑연 다이에 충

진한 후 펄스전류활성소결 장치로 소결하였다. 참고문헌

[19]에 이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소결은 분말에

70 MPa의 일축 압력을 가하고 분위기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2200 A의 펄스 전류를 분말과 흑연 다이에 가하여 소

결을 하였다. 소결은 수축 길이 변화가 완만할 때까지 진

행하였다. 리니어 게이지로 시편의 수축 길이를 측정하였

고, 광온도계로 흑연 다이 표면온도를 측정하였다. 

소결체의 상대 밀도는 아르키메데스 방법으로 부피를 측

정한 후, 계산하였다. 결정상과 미세조직분석은 시편을 입

자 크기가 3 µm이하인 다이아몬드와 알루미나 분말을 사

용하여 연마한 후, 결정상은 X-선 회절로 분석하였고, 미

세조직은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소결한 시편과

밀링한 분말의 결정자 크기는 X-선 회절 피크의 반가폭을

측정한 후, Suryanarayana 식으로 평가하였다 [20]. WC-

5vol.% graphene-x vol.% Al 시편의 경도는 연마된 시편

을 비커스 경도계를 사용하여 하중 20 kgf 으로 압흔을 형

성시킨 후, 압흔의 면적을 계산한 후, 평가하였다. 파괴 인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raw powders: (a) WC, (b)
Al, (c)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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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압흔자국 모서리에서 발생한 균열의 길이를 측정한

후, Niihara식 [21]으로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초기 분말의 텅스텐 카바이드, 그래핀, 알루미

늄 X-선 회절 도형을 나타낸 것이고, 초기 분말들의 미세

조직은 그림 2에 나타냈다. 텅스텐 카바이드와 알루미늄

분말은 둥근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핀은 판상의 형태

를 나타내고 있다. 밀링한 분말 X-선 회절 패턴은 그림 3

에 나타냈다. 밀링한 분말의 반가폭은 그림 1에 나타낸 텅

스텐 카바이드 초기분말의 반가폭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

는데, 이것은 볼 밀링에 의해 분말에 스트레인이 도입되고

분말이 미세화 되었기 때문이다. 밀링한 WC-5vol.%

graphene-x vol.% Al 분말에서 WC 입자의 크기를

Suryanarayana 식 [20]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sinθ에 대한

Br cosθ를 도시한 것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계산한 WC

입자 크기는 각각 10, 10, 12, 14 nm로 밀링에 의해 매우

작아졌다. 또한 밀링한 분말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그

림 5에서 보듯이 밀링한 분말들은 서로 응집되어 있고, 미

세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밀링한 분말에 70 MPa의 압력을 가하고 펄스

전류로 분말을 가열했을 때, 가열한 시간에 따른 수축길이

와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편

에 펄스전류를 가했을 때, 약 1100 oC까지는 열팽창 현상

을 나타내다가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수축길이가 크게 증

가하였다. 1450 oC에서는 수축길이 변화가 거의 없어서 소

결이 완료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수축길이가 크게 증가가

하기 시작하는 온도는 알루미늄 첨가가 증가할수록 낮아졌

다. 이것은 알루미늄이 소결 중에 액상이 되어서 텅스텐

카바이드가 재배열이 되고 원자의 확산이 용이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22]. 그림 7은 1500 oC로 가열한 소결체 X-

선 회절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X-선 회절 패턴에서는

WC 피크만 관찰되었다. 그리고 X-선 회절 피크 반가폭이

작아진 것은 소결 중에 입자 성장이 일어났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8은 소결한 복합재료에서 텅스텐 카바이드의

결정립 크기를 Suryanarayana 식 [20]을 이용하여 평가하

기 위해 sinθ에 대한 Br·cosθ를 나타낸 것이다. 소결한
Fig. 2. FE-SEM images of raw powders: (a) WC, (b) Al, (c)
Graphene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WC-Graphene (5 vol%)-Al
(x vol%) powders milled for 10h (a) x=0, (b) x=5, (c) x=10, (d)
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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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5vol.% graphene-x vol.% Al (x=0, 5, 10, 15) 소

결체에서 계산한 텅스텐 카바이드 결정립 크기는 각각

221, 172, 137, 120 nm이었다. 소결한 복합재료의 텅스텐

카바이드 결정립은 밀링한 분말의 입자 크기에 비교하면

크게 성장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유은 고속가열

로 소결 시간이 단축되면서 고온에 시편이 노출될 시간이

Fig. 4. Plot of Br(Bcrystalline + Bstrain) cosθ versus sinθ for WC in WC-Graphens (5 vol%)-Al (x vol%) powders (a) x=0, (b) x=5, (c) x=10, (d)
x=15

Fig. 5. FE-SEM images of WC-Graphene (5 vol%)-Al (x vol%) powders (a) x=0, (b) x=5, (c) x=10, (d) 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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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져, 소결도중 입자 성장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그림 9는 1500 oC로 소결한 시편의 미세조

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소결체의 미세 조직

은 매우 작은 결정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량 효과에 의

해 밝은 회색은 텅스텐 카바이드이고 검은 색은 알루미늄

이다. 텅스텐 카바이드의 결정립 크기는 알루미늄 첨가량

Fig. 6. Shrinkage displacement-temperature curve during pulsed
current activated sintering of WC-Graphene (5 vol%)-Al (x vol%)
powders

Fig. 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WC-Graphene (5 vol%)-Al (x
vol%) hard materials produced by PCAS (a) x=0, (b) x=5, (c) x=10,
(d) x=15

Fig. 8. Plot of Br (Bcrystalline +  Bstrain) cosθ versus sinθ for WC in WC-Graphene (5 vol%)-Al (x vol%) sintered by PCAS (a) x=0, (b) x=5,
(c) x=10, (d) 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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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할수록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알루미늄이

제 이상으로 텅스텐 카바이드의 상호 확산을 막아주어서

결정립 성장을 억제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결한 WC-

5vol.% graphene-x vol.% Al (x=0, 5, 10, 15) 복합재료

Fig. 9. FE-SEM images of WC-Graphene (5 vol%)-Al (x vol%) composites produced by PCAS (a) x=0, (b) x=5, (c) x=10, (d) x=15

Fig. 10. Vickers hardness indentation of WC-Graphene (5 vol%)-Al (x vol%) hard materials produced by PCAS (a) x=0, (b) x=5, (c) x=10,
(d) 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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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밀도는 각각 98, 99, 100와 100% 이었다. 알루미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상대밀도가 높은 것은 액상 소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내에

치밀한기공이 거의 없는 복합재료를 소결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분말에 펄스된 고전

류를 가해 분말과 분말사이에 프라즈마를 발생시켜서 표면

정화 효과가 있고, 분말과 분말 접촉점에서 높은 주울 열

발생으로 온도가 높아지므로 접촉점에서 원자 확산이 빠르

게 일어날 뿐아니라, 전기장을 가하면 액상 바인더의 젖음

성이 향상되고, 원자의 확산이 용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6-18].

WC-5vol.% graphene-x vol.% Al (x=0, 5, 10, 15)

재료의 경도는 20 kgf의 하중 하에서 비커스 경도계로 측

정하였다. 그림 10은 압흔 자국을 나타낸 것이고, 압흔 모

서리에서 균열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파

괴 인성은 압흔 자국의 중심에서의 전파된 균열 길이를 측

정하여, Niihara식 [21]으로 평가하였다. WC-5vol.%

graphene-x vol.% Al (x=0, 5, 10, 15) 복합재료의 파괴

인성과 경도는 각각 4.7, 5.5, 5.9, 7.9 MPa·m1/2과 2008,

1961, 1883, 1731 kg/mm2이었다. WC-5vol.% graphene에

Al을 첨가함에 따라 파괴인성은 증가하였지만 경도는 감소

하였다. 파괴인성의 증가는 연성이 우수한 Al의 첨가에 기

인된 것이다. 경도가 매우 낮은 Al 첨가에도 불구하고 복

합재료의 경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Al첨가에 의한

WC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텅스텐

카바이드와 그래핀에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기계적 성질을

평가한 결과, 기존에 바인더로 사용하고 있는 고가인 니켈

이나 코발트를 저가인 알루미늄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WC-5vol.% Graphene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후, 볼 밀링

으로 분말 혼합 및 나노크기 분말을 제조하였다. 밀링한 분

말을 펄스전류 활성 소결 장치로 짧은 시간 내 (2분이내)

에 치밀한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소결한 시편의 경도, 파괴

인성과 미세조직 분석하였을 때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수축길이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는 알루미

늄 첨가가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이것은 알루미늄이 액상

으로 형성되어 액상 소결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소결한 WC-5vol.% Graphene-x vol% Al (x=0, 5,

10, 15) 소결체에서 텅스텐 카바이드 결정립 크기는 각각

221, 172, 137, 120 nm 이었다. 결정립의 크기는 Al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이것은 알루미늄이 제 이상

으로 텅스텐 카바이드의 상호 확산을 막아주어서 결정립

성장을 억제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소결한 WC-5vol.% graphene-x vol.% Al (x=0, 5,

10, 15) 소결체의 상대밀도는 각각 98, 99, 100와 100%

이었다. 알루미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상대밀도가 높은 것

은 액상 소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 WC-5vol.% graphene에 Al을 첨가함에 따라 파괴인

성은 증가하였지만 경도는 감소하였다. 파괴인성의 증가는

연성이 우수한 Al의 첨가에 기인된 것이다. 경도가 매우

낮은 Al 첨가에도 불구하고 복합재료의 경도가 크게 감소

하지 않은 것은 Al첨가에 의한 WC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

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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