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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고온에서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보이며 열적특성

및 화학적 저항성이 우수한 세라믹은 기계구조용 재

료로서 활용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세라.

믹은 인성이 높은 금속과의 이종접합 형태로 실용화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turbo charger rotor, piston

등이 있다head, valve sheet head .

세라믹과 금속의 접합은 고온에서 수행되기 때

문에 물리적 성질의 차이에 기인하는 접합 잔류응

력이 발생하게 되고 하중 부하시의 접합부 근처,

의 응력집중과 접합계면의 미접합부 등의 많은

인자가 접합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1~7)

접합재의 강도시험은 시험방법의 용이성을 고

려하여 굽힘강도 측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시험편 형상도 각형 단면이 많이 이용되, 4

고 있지만 실제의 제품에서는 축과 같이 인장과,

굽힘의 조합응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접합부 형,

상도 원형단면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원. ,

형단면 접합재는 응력집중을 발생시키는 접합계

면의 모서리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과 금속의 이종 접합재를 대

상으로 굽힘강도와 인장강도에 미치는 시험편 형상

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초음파에 의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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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종 접합재( -Siβ 3N4 의 굽힘강도와 인장강도에 미치는 시험편 형상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S45C)

다 평균 굽힘강도와 평균 인장강도는 원형단면 시험편이 각형 단면 시험편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초음파. 4 . , (AE)

를 이용하여 균열발생응력을 성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으며 균열발생응력은 굽힘강도의 이었다 아울, 60~80% .

러 세라믹측 접합계면 근처의 잔류응력 측정을 굽힘강도 시험전에 선 회절법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굽힘강도, X ,

와 균열발생응력은 잔류응력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장시험에서 굽힘변형률 성분의 영향을 평.

가하였으며 인장강도는 굽힘변형률 성분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고 굽힘강도의 약 에 해당되었다, 80% .

Abstract: The effect of specimen geometry on the bending and tensile strengths of dissimilar joints ( -Siβ 3N4/S45C) with

copper interlayers was evaluated. The average bending strength of specimens with circular cross sections was higher

than that of specimens with rectangular cross sections. The crack initiation stress (σi) was successfully determined by
the acoustic emission (AE) method and was approximately 60~80% of the bending strength. The residual stresses near

the interfaces on the ceramic side were measured by X-ray diffraction before conducting the bending test. The bending

strength and the crack initiation stress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residual stresses. The effect of the bending

strain component was evaluated by the tensile testing; the tensile strength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bending

strain component and was approximately 80% of the bend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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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발생응력과 선에 의한 잔류응력을 측정하여 굽X

힘강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인장강도에 미. ,

치는 시험편 굽힘 변형률 성분을 조사하고 굽힘강도

와 인장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시험방법2.

시험편 접합2.1

접합재는 소결 질화규소( -Siβ 3N4 와 구조용 탄)

소강 을 이용하였으며 상온에서 질화규소의(S45C) ,

물리적 성질을 에 나타내었다 접합방법은Table 1 .

질화규소와 탄소강의 접합면 사이에 중간재로써

동 을 사용하였으며 질화규소와 동 탄소강과(Cu) , ,

동 사이에 각각 브레이징재로써 을 삽입Ag-Cu-Ti

하여 진공중에 브레이징 접합을 실시하였다.

접합강도에 미치는 시험편 형상의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해 각형 단면 접합재과 원형단면 접합재를4

제작하였으며 단면크기를 각각, 7×7mm, 7mm, Cuφ

의 두께를 브레이징재의 두께를 약 로0.4mm, 50㎛

하였다.

시험편의 가공2.2

각형 단면 접합재로부터 에 나타낸4 Fig. 1(a)

E(GPa) : 312

ν : 0.27

(×10α -6
/K) : 3.03

KIC(MPa m) : 6.1

σb(MPa) : 966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i3N4

27 27

6S45C Si3N4

Cu

(a) Rectangular-section specimen

27 27

S45C Si3N4

(b) Circular-section specimen

Fig. 1 The schematic of specimen geometries

시험편으로 평면연삭 가공을 하였으며 원형단면,

접합재로부터 에 나타낸 시험편으로 원Fig. 1(b)

통연삭 가공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시험편에 대.

해 형광침투법에 의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접합불량과 결함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시험방법2.3

잔류응력 측정2.3.1

선에 의한 잔류응력은 원형단면 시험편의 경X

우 곡면으로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각형 단면4

시험편만을 측정하였으며 측정위치는 에, Fig. 2

나타낸 바와 같이 세라믹측을 대상으로 하였다.

계면 수직방향 잔류응력 σx는 계면으로부터 0.5mm

이격된 계면 평행선상의 시험편 양단부와 중앙부의 3

곳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에는 미소부 응력측정장치이. (

학전기를 이용하였으며 측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 .

선원X : Cu, Kα

필터 : Ni

튜브전압 : 35kV

튜브전류 : 40mA

콜리메타 직경 : 0.5mmφ

회절면 : -Siβ 3N4(3,2,3), 2 =141.7°θ

측정법 : sin
2 법ψ

선 입사각도X : -15, 0, 15, 25, 35, 40°

계수시간 당: 600s(1 )ψ

응력정수 : -806.5(MPa/deg)

회절각 : 포물선 이용 최대치 결정법

굽힘시험2.3.2

에 따라 대기중 실온에서 점 굽힘JIS R 1624 , 4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기는 시험용량 톤의10

이고Servo Pulser(Shimadzu) , 속도는Cross head

이며 하중 부하방법을 에 나타내0.5mm/min , Fig. 3

었다 시험편의 계면이 치구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54.5

0.5

0.5 3

S45C Si3N4

Cu

Fig. 2 Measurement positions of residual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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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L2

AE
Sensor

F

S45C Si3N4

Cu

AE Tester

Fig. 3 4-point bending test

Pin hole
Tab

S45C

Cu

Si3N4

Tab

Strain gage

Pin hole

Fig. 4 Arrangement of specimen and tabs

록 시험편을 설치하였다.

하중 변위 관계는 이종 접합재의 영향을 무시-

하고 직선으로 고려하였으며 식 와 같이, (1), (2)

최대 부하하중으로부터 각각 각형 단면과 원형4

단면 시험편의 굽힘강도 σb1, σb2를 계산하였다.

3Fmax(L1-L2)
σb1 = (1)

2wt
2

8Fmax(L1-L2)
σb2 = (2)

2 dπ 3

여기서, Fmax는 최대 부하하중, L1, L2는 각각

상부 하부의 지점간 거리 는 각각 각형 단, , w, t 4

면 시험편의 폭과 두께 는 원형단면 시험편의, d

직경을 나타낸다.

시험중에 균열발생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Fig. 3

과 같이 세라믹의 측면에 초음파 센서를 부(AE)

착하였다 초음파 센서는 크기는. AE-903N, φ

이고 초음파 센서와 시험편의 부착에는3×3mm ,

감열 접착제를 사용하였다.

인장시험2.3.3

시험편과 합금 의 접착상태를 에Tab(Al ) Fig. 4

나타내었다 시험편과 의 접착은 구조용 접착. Tab

재 를 사용하였으며 접착(Sumitomo 3M, SW-2214) ,

후에 에서 분간 유지하였다120 40 .℃

시험편을 시험기의 축 중심선에 유지하기 위해

의 구멍에 유니버셜 조인트의 핀을 삽입해서Tab

하중을 부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시험편을 시험기에 설치한 후 파괴하중의 약

이하로 부하하고 축의 정렬상태를 점50%(3.5kN)

검하였으며 속도는 이다, cross head 0.5mm/min .

하중 변위 관계는 이종 접합재의 영향을 무시-

하고 직선으로 고려하였으며 식 과 같이 인장, (3)

강도 σt를 계산하였다.

σt = Fmax /A (3)

여기서, Fmax는 최대 부하하중 는 단면적이다, A .

또한 시험중의 시험편 굽힘 변형률 성분을 조,

사하기 위해 세라믹측 면에 를 부착하4 strain gage

였으며 측정한 변형률으로부터 식 를 이용해, (4)

서 굽힘 변형률 성분 를 계산하였다B .

εmax - εmin
B = × 100 (4)
2εmean

여기서, εmax, εmin은 각각 최대 변형률과 최소

변형률이며, εmean은 면의 평균 변형률이다4 .

시험결과 및 고찰3.

굽힘강도 측정3.1

각형 단면 시험편과 원형단면 시험편 모두 파4

괴기점은 Si3N4 의 계면이었으며 파괴형태는/Cu ,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균열이 계면을 따라Fig. 5

진전한 후 세라믹쪽으로 굴절해서 최종적으로 파

괴되는 일반적인 파괴형태(IC형)와 균열이 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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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5C

Cu

S45C Si3N4

(a) IC type

(b) II type

Cu

Si3N4

Fig. 5 Fracture types

0

0.05

0.10

0.15

0.20

0.2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Load, F(N)

1400

Fig. 6 Relation between load and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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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 between load and AE signal

따라 계속 진전하여 최종적으로 파괴되는 파괴형

태 형 로 구분할 수 있다(II ) .

파괴형태가 형인 시험편은 파괴형태가 형을II IC

나타낸 시험편보다 굽힘강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이것은 접합불량 등의 접합상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8)

시험편의 부하하중 와 변위 의 관계를F Fig.δ

에 나타내었다 하중 변위 관계는 앞의 가정에서6 . -

와 같이 직선으로 볼 수 있다 동일 시험편의. AE

신호와 부하하중 의 관계를 에 나타내었다F Fig. 7 .

최종 파괴전에 명확하게 돌발형의 신호가AE

점 에서 발P 생하고 최대하중까지 계속되었으며,

각형 단면 시험편과 원형단면 시험편 모두 동일4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통상 이러한, 신호는 균열발생 혹은 균열AE

진전의 결과이며 위에서 언급한 파괴형태로부터,

균열발생응력은 굽힘강도보다 매우 작다 를. AE

계측한 다른 시험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

기 때문에 점 의 응력을 균열발생응력으로 정의P

하였다.

굽힘강도와 균열발생응력의 관계3.2

시험편의 형상에 따른 균열발생응력 σi와 굽힘

강도 σb의 관계를 에 나타내었다 원형단Table 2 .

면 시험편이 각형 단면 시험편보다 평균 균열발4

생응력과 굽힘강도가 약간 높은 반면 표준편차,

도 큼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형단면 시험편이.

각형 단면 시험편보다 체적효과가 유리한 것과4

함께 접합시의 축 정렬이 어려워 접합불량이 많

이 발생한 결과이다.

또한 모든 시험편을 대상으로 균열발생응력을,

측정한 결과 굽힘강도의 약 수준을 나타60~80%

Crack initiation
stress, σi(MPa)

Bending
strength, σb(MPa) Number

of
testing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Rectangular
- section

179 9.8 294 11.3 4

Circular
- section

221 24.7 300 23.4 5

Table 2 Effect of specimen geometry on crack initiation
stress and bend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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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 between crack initiation stress and
bending strength

30 40 50 60 70 80 90

0

400

300

200

100

Residual stress, σx(MPa)

σi

σb

Fig. 9 Relation between residual stress and crack
initiation stress and bend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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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 between maximum bending strain
and tensile strength

내었다.

균열발생응력 σi와 굽힘강도 σb의 관계를 Fig.

에 나타내었다 균열발생응력의 증가와 더불어8 .

굽힘강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각형 단

면 시험편과 원형단면 시험편 모두에 나타나고

있으며 파괴형태가 형의 시험편은 파괴형태가

형의 시험편보다도 균열발생응력과 굽힘강도가

약간 낮았다

굽힘강도와 잔류응력의 관계3.3

각형 단면 시험편을 대상으로 굽힘시험전에4

측정한 계면 수직방향 잔류응력 σx와 균열발생

응력 σi 및 굽힘강도 σb의 관계를 에 나타Fig. 9

내었다. σx는 파괴기점 근처의 계면으로부터

이격된 위치의 잔류응력이다0.5mm . 잔류응력의

증가와 더불어 균열발생응력과 굽힘강도가 감소

하고 있다.

인장강도 측정3.4

인장강도 σt와 최대하중 부하시의 굽힘 변형률

성분 Bmax의 관계를 에 나타내었다 파괴형Fig. 10 .

태에 무관하게 굽힘 변형률 성분이 증가할수록 인

장강도는 감소하였으며 각형 단면 시험편과 원, 4

형단면 시험편 모두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굽힘강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파괴형태가,

형의 인장강도가 형의 인장강도 보다 현저하IC II

게 감소하고 있다.

인장강도와 굽힘강도의 관계3.5

인장강도와 굽힘강도에 미치는 시험편 형상의 영

향을 에 나타내었다 평균 인장강도는 평Table 3 .

균 굽힘강도 보다 낮았으며, 평균 인장강도가 높은

원형단면 시험편이 평균 굽힘강도도 약간 높았다.

Bending
strength(MPa)

Tensile
strength(MPa) Number

of
testing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Rectangular
- section

294 11.3 202 22.9 14

Circular
- section

300 23.4 210 13.9 14

Table 3 Effect of specimen geometry on bending

and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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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준편차의 경우 인장시험에서는 응력집중,

현상을 발생시키는 접합계면의 모서리 부분을 제

거한 원형단면 시험편이 각형 단면 시험편보다4

작으나 굽힘시험에서는 체적효과로 인해 각형, 4

단면 시험편이 원형단면 시험편보다 작다.

또한 에 따라 굽힘 변형률 성분이, JIS R 1606

미만인 시험편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인10% ,

장강도는 굽힘강도의 약 정도를 나타내었다80% .

맺음말4.

동을 중간재로 한 세라믹( -Siβ 3N4 과 구조용 탄)

소강 의 이종 접합재를 대상으로 굽힘강도와(S45C)

인장강도에 미치는 시험편 형상의 효과를 검토하

였다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초음파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균열발생응력(1)

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균열발생응력은 굽힘강,

도의 약 정도이다60~80% .

계면근방의 계면수직방향 잔류응력의 증가(2)

에 따라 균열발생응력과 굽힘강도는 감소한다.

원형단면 시험편이 각형 단면 시험편 보다(3) 4

평균 균열발생응력 평균 굽힘강도 및 평균 인장,

강도가 약간 높다.

굽힘강도의 표준편차는 각형 단면 시험편(4) 4

이 원형단면 시험편 보다 작으나 인장강도의 표,

준편차는 원형단면 시험편이 각형 단면 시험편4

보다 작다.

굽힘 변형률 성분의 증가와 더불어 인장강(5)

도는 감소하고 굽힘 변형률 성분이 이내의, 10%

시험편의 경우 인장강도는 굽힘강도의 약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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