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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산업이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각종 산업분야에서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창출

하기 위하여 제품의 경박단소화 추세로 인해 부품의 가

공이 더욱 복잡해 짐에 따라 고도의 정 도를 요구하는 

접합가공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산업분

야에서 아크용접, TIG용접, 전자빔용접 등의 용융용접

으로 곤란한 고강도 내열 및 내식성이 우수한 초내열합

금, 전기, 전자, 자기적 성질이 우수한 기능성 재료의 접

합 가공기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1-4)
. 

이러한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모재를 용융시키지 않

고 2개의 물체를 접합하여 우수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천이액상확산접합법
5-7)
, 고상확산법, 마찰교반용접법등 

고정  접합가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1970년대 D. S. Duval등에
8)
 의해 개발된 천이액상

확산접합법(Transient Liquid Phase Bonding)은 접

합 후 형태 변화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서 두께가 다

르거나 물성이 상이한 이종금속이라도 접합이 용이하고 

열 향부가 작은 특성이 있으며 주로 Ni기 또는 Co기 

천이액상확산접합에 의한 합금공구강의 접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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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TD11 joints by using TLP (Transient Liquid Phase Diffusion) bonding method 
employing MBF-30 and MBF-80 insert metals were investigated with concerning to the microstructural change. TLP 
bonding of STD 11 was carried out at 1323~1423K for 0.6ks~3.6ks in vacuum.
  The microstructure and the element distribution of the interlayer between tool steels and insert metals showed 
specific feature with bonding conditions. It was found that the width of the interlayer increased at initial bonding 
stage. However, the width of interlayer showed nearly constant value during the isothermal solidification. After 
isothermal solidification was completed, the joint showed homogeneous element distribution and similar microstructure 
with base metal because of the grain boundary migration to the bonded interlayer.
  The bonding strength measured by a tensile test has been varied with the bonding conditions. The maximum joint 
strength, 760MPa, was obtained with the condition of 1423K for 1.2ks using MBF30 insert metal in th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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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내열합금의 항공기 엔진 부품 및 가스 터빈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나, 범용의 철강재료에 있어서 이 방법을 

적용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9)
. 

  금형용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TD11강은 일반

적으로 상온 및 고온 경도가 높고 내 마모성 및 내식성 

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합금공구강에 

대해 용융용접을 행할 경우, 용접부에 용접 균열이 발

생할 우려가 크고 STD11강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제 

특성을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질 Ni기 합금인 MBF30 

및 MBF80계를 삽입금속으로 선정하여 천이액상확산

접합법을 이용하여 접합을 행한 후 접합조건에 따른 접

합부의 미세조직 변화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여 접합

부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2. 실험방법

2.1 사용재료 및 접합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내충격 및 내마모성을 중

시하는 게이지, 트리밍다이, 나사전조(轉造), 다이스용 

등에 사용되는 냉간금형용 합금공구강인 ø13mm 

STD11을 사용하 다. 접합에 사용된 삽입금속은 Ni에 

융점을 낮추기 위하여 공정조성을 이루는 B, Si을 첨가

한 MBF-30(융점:1313K) 및 기계적 성질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Cr을 첨가한 MBF-80(융점:1357K)을 선정

하 다. Table 1에 STD11강 및 삽입금속의 화학조성

을 나타내었다.

  접합하고자 하는 모재의 표면을 연마하여 삽입금속과 

함께 초음파 세척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접합장치

는 Fig. 1에 나타냈다. 접합은 5×10
-4
Torr의 진공분위

기에서 실시하 고, 모재의 기계적인 성질변화를 최소

화하기 위해 고주파 유도로 이용하여, 11K/s의 가열 

속도로 승온하 다. 또한 실험에서 사용되는 시편의 접

합온도는 1323-1423K, 접합시간은 0-3.6ks의 범위

에서 실시하 다.

2.2 미세조직 관찰 및 상분석

  접합부의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y)

과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관찰하 으며, EPMA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를 이용하여 접합조건에 따른 접합계면의 성분 변화를 

분석하 다. 또한 XRD(X-ray diffraction)를 이용하

여 접합부의 생성물을 조사하 으며 이 때의 가속전압

은 30KV 80mA, scanning speed는 60̊ /min로 하 다.

2.3 경도 및 인장시험

  경도측정은 Micro-Vickers경도기를 이용하여 200g

의 하중으로 접합부를 수직으로 절단한 단면을 접합부

에서 양 모재쪽으로 30㎛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하

다. 또한 인장강도 측정을 위한 시험편은 ASTM 

E-8 규격에 준하여 제작 하 으며, 만능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3×10-2/s의 스트레인 속도 하에서 실험을 행

하 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접합부의 미세조직 및 생성상의 동정

  Fig. 2는 MBF-30 및 MBF-80의 삽입금속을 사용

하여 접합온도 1373K, 접합시간 0.6∼3.6ks의 조건

에서 접합을 행한 후 접합부에 대한 조직 관찰 및 

EPMA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MBF-30과 

MBF-80 모두 접합시간의 증가에 따라 접합부내 액상

Pneumatic
cylinder

Vacuum chamber

Pressure rod

Ceramics

Heating coil

Work piece Thermocouple

Insertmetal

P

Evacuating
system

Pneumatic
Cylinder

High
prequency
induction
generator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base metal and 

insert metal. (wt%)

Ni C B Si Mn Cr Mo Cu Fe

Base
metal

STD11 -
1.40
~
1.60

- <0.40 <0.60
11.0
~
13.0

0.80
~
1.20

0.20
~
0.50

Bal

Insert
metal

MBF30 Bal - 3.00 4.40 - - - - -

MBF80 Bal - 3.70 - - 15.5 - - -  

Fig. 1 Schematic diagram of bond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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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BF-30 

삽입금속을 사용한 경우, 접합시간 0.6ks에서 접합부

내 액상은 사라지고 등온응고가 완료되었으나, MBF 

-80을 사용한 접합부에서는 0.6ks에서는 액상이 잔존

하고 1.2ks의 접합시간에서 액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등온응고 완료후의 접합부 조직

을 보면, MBF-30의 접합부에서는 1.8ks의 접합시간

에서는 접합부내에 직선적인 입계가 형성되고, 접합부

의 구분이 확실하 으나, 접합 접합시간이 증가하여 

3.6ks의 접합시간에서 접합부는 균질화과정을 거치면

서 접합부에는 모재와 거의 동일한 조직이 형성되었다. 

MBF-80의 접합부에서는, 접합시간 1.8ks에서도 모재

와 거의 동일한 접합부 조직을 나타내었다. Fe와 Ni의 

EPMA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3.6ks의 접합시간

에서 MBF-30을 사용한 접합부에 비해 MBF-80을 사

용한 접합부의 농도구배가 완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양쪽 접합부 모두에서 3.6ks의 접합시간에서 접합

부는 모재와 거의 동일한 조직을 나타내었으나, MBF- 

30을 삽입금속으로 사용한 경우, 접합부와 모재에서 

Fe와 Ni의 농도구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접합부의 균질화를 위해서는 등온응고 후 균질화 처리

시간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접합시간이 증

가할수록 모재 뿐만 아니라 접합부 근처에서 결정립의 

조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MBF-30을 사용한 접합부는 MBF0-80을 사용한 

접합부와 비교하여 접합부내 액상이 소멸하는 등온응고 

완료시간은 빠르나, 등온응고 후 접합부의 균질화는 

MBF-80 삽입금속을 사용한 경우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MBF-30이 MBF-80보다 융점이 

44K 정도 낮고, 융점저하원소인 B량이 상대적으로 많

기 때문에 위의 접합온도로 가열 도중 이미 모재의 용

융현상이 활발히 일어나지만, MBF-80은 접합온도가 

융점 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접합초기(0.6ks)에 모재

의 융용현상이 덜 일어나므로 순수 삽입금속의 조직이 

잔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접합중기 (1.2ks)

의 액상소멸 과정에서는 동일한 접합온도의 경우, 오히

려 B량이 적은 MBF-80이 빨리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 3은 MBF-30을 삽입금속으로 사용한 경우, 접

합온도에 따른 접합부의 조직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접합온도 1323K, 1373K, 1423K에서 접합시간을 

1.2ks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접합한 접합부 조직을 분

석한 결과이다. EPMA 분석결과로부터 접합온도가 높

을수록 모재와 접합부에서 주요 원소인 Fe, Ni 및 Cr

의 농도구배가 줄어들어 점차 접합부의 균질화가 빠르

게 진전됨을 알 수 있다. 1423K의 접합온도에서는 접

합부의 균질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접합부내서는 모재와 

유사한 결정입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접합온

도 증가에 따른 모재의 용융량의 증가 및 접합계면을 

통한 모재와 접합부에서의 주요원소의 상호확산이 빨라

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4는 접합온도 1373K, 접합시간 0.6ks에서 삽

입금속 MBF-80을 사용하여 접합을 행한 접합부의 접

합계면 근방을 XRD를 이용하여 상 분석한 결과이다. 

접합시간 0.6ks의 조건에서 접합을 행한 접합부에서는 

접합계면에 크롬탄화물(Cr23C6)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삽입금속 MBF-80의 성분원소인 Cr

이 접합초기에는 모재 중의 C와 반응하여 크롬탄화물

을 생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크롬탄화물은 접합강

도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타 연구자들의 

Fig. 2  SEM micrographs and EPMA analysis of in

terlayer for joints bonded at 1373K

0.6 ks 1.2 ks 1.8 ks 3.6 ks

MBF

30

MBF

80

Fig. 3 SEM micrograph and EPMA analysis of      

interlayer for joints using MBF 30 at 1.2ks 

bonding time. (a) 1323K (b) 1373K (c) 1423K

Fe

Cr

Ni

Fe

Cr

Ni

Cr

Fe

Ni

Cr

Fe

Ni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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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 분석에 의하면 스텐리스강과 MBF 계열의 Ni기 

삽입금속의 계면에 크롬계 탄붕화물이 생성되어 접합부

의 인장특성에 악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9)
, 니켈계 

초합금을 이와 유사한 삽입금속을 이용하여 접합을 행

한 경우도 Cr과 B에 기인한 붕화물이 형성된다고 하

다
11)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붕화물의 존재를 관찰할 

수 없었다. 접합부 부근에 형성되는 생성상의 분류 및 생

성거동에 대해서는 추후 정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3.2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

  Fig. 5는 접합온도 1373K에서 MBF-80 삽입금속

을 이용하여 접합한 접합부의 경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전체적으로 모재에 비해 접합부의 경도가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접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접합부의 경

도값은 증가하 으나 모재부의 경도값은 약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0.6ks의 접합시간에서는 접합계면에 

크롬 탄화물이 생성 되었기 때문에 접합계면 부위에서 

부분적으로 높은 경도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접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접합부가 점차적으로 균질화되기 

때문에 접합부의 경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3.6ks의 접

합시간에서의 접합부의 경도는 모재와 거의 유사한 값

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합시간 증가에 따른 

모재에서의 경도의 저하는 모재 결정립의 조대화로 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은 접합온도 1373K에서 접합시간의 변화에 

따른 접합부의 경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접합부의 경

도는 접합부내에서 측정한 경도를 평균한 값이다. 접합

시간이 증가할수록 접합부의 경도값은 점차적으로 증가

하 으며, 삽입금속 MBF-80을 사용한 접합부가 MBF 

-30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접합부의 경도값이 20∼

70Hv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Fig. 2의 접합시간 변

화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및 EPMA에 의한 성분변화

에서도 언급하 듯이, 접합시간이 증가할수록 접합부 

및 모재 성분들의 상호확산으로 접합부의 균질화가 

MBF-80을 사용한 접합부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Fig. 7(a)에는 접합온도 1373K에서 접합한 접합이

음부에 대해 접합시간에 따른 인장 강도의 변화를 모재

의 인장강도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접합시간의 증가

에 따라 모재의 인장강도는 약간 감소하고 있고, 접합

이음부의 인장강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MBF-80 삽입금속을 사용한 경우, 접합시간 0.6ks에

서는 모재 강도의 약 1/3에 머무르고 있으나, 접합시간

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접합시간 3.6ks

에서는 거의 모재와 동일한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MBF-30 삽입금속을 사용한 경우는, 접합시간 1.8ks

에서 거의 모재와 동일한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즉, 

MBF-80 삽입금속을 사용한 경우는 MBF-30 삽입금

속에 비해 균질화 시간은 빠르나, 접합계면에 형성된 

크롬탄화물로 인하여 강도저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b)는 접합시간 1.2ks에서 접합온도 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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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접합이음부의 인장강도를 모재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접합온도가 증가할수록 접합이음부의 인장강도

는 증가하여 접합온도 1423K에서는 모재와 거의 동일

한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MBF-80을 삽입금속으로 사용하여 접합한 경우, 접

합부의 균질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 접합온도를 낮출 

수 있으나 비교적 높은 함량의 크롬 함유에 따른 탄화

물의 생성으로 인하여 MBF-30을 삽입금속으로 이용

한 경우에 비해 접합부의 인장특성이 저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접합부의 인장특성만을 고려한 경우 본 

실험에서 MBF-30을 삽입금속으로 사용하여 접합온도 

1423K, 접합시간 1.2ks에서 접합한 접합체의 인장강

도가 760MPa의 가장 높은 접합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3.3 파괴양상 및 파단면 분석

  본 연구에서 천이액상확산접합한 시험편에 대하여 인

장시험을 행한 후 인장시험편의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 

Fig. 8과 같이 2가지 형태의 파괴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장시험편은 시험조건에 따라 크게 모

재 파단과 접합부 파단으로 구별할 수 있다. 모재 파단

의 경우 모재와 접합부간의 균질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접합이음부에서의 파괴 양상이었으며, 접합이음

부의 인장강도가 480MPa이상이었다. 그러나 모재와 

삽입금속간의 반응이 미비하게 진행된 접합초기의 접합

체에서는 접합부에서 파단이 발생하 고 인장강도값이 

낮게 나타났다. 모재에서 파단이 일어난 경우(Fig.9(a)) 

전형적인 연성파괴의 양상인 딤플(dimple) 파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접합계면에서 파단

이 일어난 경우(Fig. 9(b)) 파단면은 연성파괴의 양상

을 보이고 있으나 입내에는 미세한 제2상의 존재를 확

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접합강도가 우수한 STD11강의 접합

부를 얻기 위하여 비정질 Ni기 삽입금속(MBF-30 및 

MBF-80)을 사용하여 천이 액상 확산 접합을 행한 후 

접합부의 미세 조직 및 기계적 특성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용융된 삽입금속내의 Ni와 모재의 Fe 농도 분포

가 상대적 관계를 가지면서 반응층을 생성하며 접합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합부의 폭이 증가하다가 일정시

간 동안 거의 일정한 접합부의 폭을 유지한 후 균질화 

과정을 거치면 접합부와 모재가 거의 동일한 조직 및 

성분을 가지게 되는 접합과정을 보 다.

  2) MBF80 삽입금속을 사용한 접합부에서는 모재와 

접합부의 접합계면에서 크롬탄화물(Cr23C6)이 생성되었

으며 크롬탄화물의 생성으로 인해 MBF-30에 비해 접합

초기의 경도값은 상승되었으나 접합강도의 저하를 초래

하 다. 

  3) 접합강도는 접합시간과 접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으며 삽입금속 MBF-30을 사용한 접합체가 

더욱 높은 접합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STD11강을 

MBF-30 삽입금속을 사용하여, 접합온도 1423K, 접

합시간 1.2ks로 접합할 경우, 모재의 인장강도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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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인장강도값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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