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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온 용융 아크 용접 접합온도 이상 에 의한 모재의 기계적 성( 1700 )￭ ℃
질 열화 높은 내부응력 형성 민감성 변형 및 기공 구조 형성 전후열처리에 의한 장시간 소요, , SCC , , ,
및 공정의 복잡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또한 구조적으로 접합이 어려운 얇은 튜브 부품 및 긴 접,
촉 부위를 요구하는 부품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원전 주요 취약 기술인 이종금속 접합을 성취할 수

있는 의 이종금속 저온고상접합 핵심 기술을 확보하였음700 800 .℃～ ℃
융점 및 기계적 성질이 전혀 다른 이종 모델 금속에 대해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이종 접합 연Ti-Cu￭
구를 통해 완벽접합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이종 접합 핵심 기술을 확보하였음 또한.
모재성분이 함유된 저융점 삽입재를 개발하여 모재에 영향이 거의 없는 의 저온 접합 기780 820 (～ ℃
존 온도의 이내 목표온도 초과 달성 을 실현함과 동시에 모재강도를 초월하는 확산결합에 의한1/2 , )
강한 접합력을 성취하였음 모재강도의 의 목표접합강도 초과 달성 아울러 동종 접합의 경우( 90% ). Ti
에도 에서 모재강도 를 초과하는 완벽접합을 구현하여 튜브 부품에 대한 저온접합 가790 (390MPa) Ti℃
능성을 확보하였음.
기존 아크용접 시 조직 복원 및 잔류응력 제거를 위해 적용되었던 복잡한 전 후열처리 공정이HAZ ,￭
필요 없으며 승온 유지 냉각의 단순공정 분이내의 신속 공정을 구현함으로써 공정의 단순화, , , , 10 20～
에 기여하였음.

색 인 어

각 개 이상( 5 )
한 글 저온접합 이종금속접합 티타늄브레이징 삽입합금 복수기튜브, , , ,
영 어

Low temp. joining, dissimilar joining, Ti brazing, amorphous filler,
Condense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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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Ⅰ
비정질 준안정 합금 분말을 이용한 이종 금속 고상접합기술 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차측의 원자로헤드 노즐 및 계통 노즐을 비롯한 각종 노즐 증기발생기 각종 배관 및1 RCS , ,
파이프류 차측의 열교환기 복수기 튜브 등 서로 다른 금속 또는 다른 조성 간의 접, 2 ( ) Ti
합 및 용접이 필요한 기기부품이 많이 있으나 두 이종 금속간의 용융점 및 열팽창계수 차,
이 또는 고온 열처리에 의한 내부 잔류 응력 형성으로 인해 기존의, TIG Welding, SMAW
등의 고온 액상 용융 용접 기술의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음 따라서 다양한 원.
자력 구조 부품의 이종 금속 및 합금 간에 충분한 인장강도 및 접착강도 그리고 우수한 누,
설 방지 특성을 부여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건전한 접합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주위의 이종 금속 모재의 조직 열화 및 불건전한 내부응력을 초래하지 않으며 계면에서 강,
한 확산접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비용융 방식을 이용한 저온 고상 접합 기술이 필요함.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이종 접합 모델금속 을 위한 최적 저온 삽입재 제조1. (Ti-Cu)
접합변수 중 온도에 따른 비정질 분말 삽입재의 이종금속 내 고상 확산 접합 기술2. (Ti-Cu)
개발

접합부위의 조직 균일 특성 및 접착 강도 평가3.
최적 비정질 분말의 이종금속 과의 삽입 치밀화 기술 개발4. (Ti-Cu)
원전 복수기에 비정질 고상 접합기술 적용성 검증 두산 중공업 및 실용화 방안 제시5. ( )
접합부위 조직 특성 및 접착강도 누설방지 특성 평가 방안 제시6. ,
다양한 원전 부품 노즐 배관 등 소재의 이종 금속 접합 기술 적용 검토 계 계7. ( , ) (Ni , Fe , Ti
계 합금)

연구개발결과.Ⅳ
융점 및 기계적 성질이 전혀 다른 이종 금속의 경우 취약한 금속간화합물들이 아주Ti-Cu
용이하게 형성됨으로 인해 건전한 접합부 형성이 매우 어려우나 다성분계 공정 합금 및 비,
결정질 삽입재 개발과 이를 이용한 티타늄 구리 이종금속간의 저온접합 방법 출원번호- (

접합부 상구조 및 미세조직 제어를 통한 최적 조직 개발 은 확산제어층을07-13850), , (Ag)
이용한 티타늄과 이종금속 접합부의 취성방지 및 접합력 향상 방법 출원번호 등( 07-13849)
취약한 금속간화합물의 조직 제어 및 확산 접합 기술을 독창적으로 개발함으로써T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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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금속 접합을 세계 최초로 실현하였음 또한 모재성분이 함유된 저융점 삽입재를Ti-Cu .
개발하여 모재에 영향이 거의 없는 의 저온 접합 기존 온도의 이내 목표온도780 820 ( 1/2 ,～ ℃
초과 달성 을 실현함과 동시에 모재강도를 초월하는 확산결합에 의한 강한 접합력을 성취하)
였음 모재강도의 의 목표접합강도 초과 달성 아울러 동종 접합의 경우에도 최적( 90% ). Ti-Ti
비정질 삽입재 및 조직 최적화를 통해 에서 모재강도 를 초과하는 완벽접합을790 (390MPa)℃
구현하여 소재 튜브 부품에 대한 저온접합 가능성을 확보하였음 또한 기존 아크용접 시Ti . ,

조직 복원 및 잔류응력 제거를 위해 적용되었던 복잡한 전 후열처리 공정이 필요 없HAZ ,
으며 승온 유지 냉각의 단순공정 분이내의 신속 공정을 구현함으로써 공정의 단순, , , , 10 20～
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당해 연도에서 개발된 이종 접합 핵심 요소 기술을 근간으로 열교환기 복수기 튜브 증기발생기( ) ,
튜브 원자로헤드 노즐 계통 배관 용접부 등 다양한 원전 기기부품으로의 적용 및, CRDM , RCS /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원전 기기부품의 용접부 성능 및 재, /
료 열화로 인한 결함 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 보수 및 손상관리 대책으로 활용할 계획임 이를.
위해 발전 현장 실무진과의 지속적인 연구 결과물의 검증 및 국내 관련 전문가들과 연구방

향을 검토하고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개발된 기술의 지속적인 검증을 필요로 하며 또

한 원전 기기 부품의 개선 개량에 관련한 공정 기술의 국산화 및 국내 원전 기기계통의 수/
명관리기술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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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TitleⅠ

Development of solid-state joining technology of dissimilar metals using amorphous metastable
alloy powders

. Goal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projectⅡ

Goal : Development of solid-state joining technology using amorphous alloy filler for
applying to the nuclear tube dissimilar joints
Importance : Many nuclear components such as nozzles, steam generator, pipes,
condensers, and heat exchangers require a realization of the reliable and
high-performance joining or welding between the dissimilar metals or alloys, despite the
fact that their melting points,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and physical properties a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conventional arc welding processes (SMAW, TIG),
however, which is currently used as a welding process for NPP components, have not
met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a reliable and high-quality dissimilar joints, as
demonstrated from a number of the previously reported accidents or material failures in
the welded joints. This originates from the various weaknesses of the arc welding
processes such as high residual stresses which is sensitive to SCC, porous or deformed
joint structures, a formation of grain-coarsened HAZ and an induced degradation of the
base metals in the vicinity of the joint. Moreover, they are not applicable to a joining of
the dissimilar metals when their melting point or mechanical/physical properties are
quite different. Therefore, the low-temperature joining and simultaneously strong diffusion
bonding technologies between the dissimilar metals are needed to achieve a reliable
dissimilar joints of various nuclear tube components.

. Scop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projectⅢ

1. Fabrication of the optimum low m.p. amorphous filler alloy for the joining of
dissimilar Ti and Cu as model metals

2. Development of the solid-state joining technology using amorphous filler alloy by
controlling various thermal history factors

3. Estimation of structure uniformity and bonding strength in the joints
4. Development of insertion technology of the developed amorphous filler
5. Feasibility study on the condenser tubes in NPP and estimation of applicability to the
nuclear tube components with the dissimila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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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Ⅳ

1. The multicomponent eutectic Zr-base amorphous filler Zr41.2Ti13.8Cu12.5Ni10.0Be22.5 (TL=72
5 ) and Ag-base filler Ag-27Cu-2Ti (T℃ L=780 ) with containing the base metal℃
elements, have been fabricated as a low melting point filler alloy for the joining of
dissimilar Ti and Cu as model metals.

2. The technology of low-temperature Ti-Cu dissimilar joining less than 800 using a℃
Zr-base amorphous filler Zr41.2Ti13.8Cu12.5Ni10.0Be22.5 has been developed (Patent
application no. 07-13850).

3. The technology of both an elimination of the brittle Ti-Cu intermetallic compound and
an achievement of the superior bonding strength (more than the strength of base
metal) has been developed by using both an Ag-base filler Ag-27Cu-2Ti and an Ag
diffusion control layer on Ti base metal (Patent application no. 07-13849).

4. The technology of Ti-Ti joining with a superior bonding strength more than the
strength of Ti base metal at 790 using a Zr-base amorphous filler℃
Zr41.2Ti13.8Cu12.5Ni10.0Be22.5 has been developed.

5. The developed technology is so fast (10 to 20 min.) and simple that the complicated
pre- or post- heat treatments, which was necessary in the high temperature arc
welding process, is unnecessary.

. Potentials for applicationⅤ

The developed technology is very useful to joining the dissimilar metals or alloys at low
temperature levels, so that the high quality and reliability of the joints for various nuclear
components such as nuclear nozzles (CRDM nozzles), steam generator tubes, pipes,
condenser tubes, and heat exchanger tubes could be obtained. In addition it will be
applicable to repair the damage or cracks of various nuclear materials operating under
the severe nuclear environments, so that the lifetime and performance of various nuclear
material wi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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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기술적 측면

현재 상용 원자로의 경우 주요 기기부품 중 을 이용하는 차측의 원자로헤드 노즐Alloy600 1￭
및 계통 노즐을 비롯한 각종 노즐 증기발생기 각종 배관 및 파이프류 차측의 열교RCS , , , 2
환기 복수기 튜브 등 서로 다른 금속 또는 다른 조성 간의 접합 및 용접이 필요한 기기부( )
품이 많이 있으나 두 이종 금속간의 용융점 및 열팽창계수 차이 또는 고온 열처리에 의한, ,
내부 잔류 응력 형성으로 인해 기존의 TIG(Tungsten Inert Gas) Welding, SMAW(Shielded

등의 고온 액상 용융 용접 기술의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Metal Arc Welding)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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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차측 이종금속 용접부[Alloy600 1 ]

특히 이러한 이종 금속부의 구조적 건전성 강화를 통한 원전 주요 구조물의 수명 관리 및￭
보수 분야는 기술적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바 국내외적으로 원전 운영 및 관리,
시 주요 취약기술 및 혁신 대상 기술로 부각되고 있음.
국내 원전의 경우 그간 각종 배관 및 열교환기 복수기의 이종금속 용접부의 균열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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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누설 사고 및 용접 결함 발생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등 용접부 균열 저감화 방안 및

보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최근 국내 원자력 발전. (2005. 3. 15)
소 울진 호기 복수기의 경우 재질의 튜브와 클래딩 탄소강 재질5, 6 Super SUS (SR50A) Ti
의 관판사이의 이종 금속 접합 기술의 부재로 인해 기계 물리적 확관만 되어 있어 틈새로

해수가 침투하여 관판에 부식이 발생하고 진공이 상실되면서 터빈 발전기의 정지 및 원자/
로 수동정지 사례가 보고되는 등 그간 이종 금속 접합 불량으로 인한 복수기 진공 상실 및,
원자로 운전 정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음 과기부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자( , NCIS
료 참조 [1]).
또한 그간 유럽을 비롯한 미국 원전 등 원자로 헤드 부분의 노즐DB, ONS, ANO CRDM￭
에서 접합부의 붕산 부식에 의한 노즐 관통 균열의 발생 및 냉각재 누설 사례가 지속적으

로 다수 보고 되어 왔음 이는 제어봉 재질인 과 원자로 헤드 재질인 클래딩. Alloy600 SUS ,
사이의 이종 금속 접합부의 용접 및 가공에 의한 내부 잔류응력 형성과 그로 인한 붕SA533

산수의 응력 부식 균열 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면서 노즐의 이종 금속 접합부(SCC) CRDM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수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됨 규제지침(NRC bulletin

참조2002-02 [2]).

국내 원전 용접부 사고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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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원전 원자로 헤드 노즐 이종 용접부 사고 이력[ ]

따라서 다양한 원자력 구조 부품의 이종 금속 및 합금 간에 충분한 인장강도 및 접착강도,￭
그리고 우수한 누설 방지 특성을 부여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건전한 접합 기(leak tight)
술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주위의 이종 금속, 모재의 조직 열화 및 불건전한 내부응력을

초래하지 않으며 계면에서 강한 확산접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비용융 방식을 이용한,
저온 고상 접합 기술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에서는 최적 조성의 비정질 합금 분말을 개발하고 이를 이종 금속 간에 삽입한 후￭
적절한 저온 열처리를 하여 비정질 상내에 과고용되어 있는 합금화 원소들이 비정질 분말,
결정화과정에서 용해도 감소에 따른 확산을 유도하여 이종 금속 간의 강한 화학적 결합 및

접합을 야기하는 비정질 분말 삽입재를 이용한 저온 고상 확산 접합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원전 주요 구조 부품들의 건전한 이종 접합 대책과 가동 중 부품 수명관리를

위한 결함 및 균열 보수 핵심 요소기술을 마련하여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주요기기의 운전

성능 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제안 기술 개념[ ]
비정질 접합 공정은 기존의 원전 현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상 공정TIG, SMAW (1700 )￭ ℃
에 비해 공정온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음 예를 들면 와 의 이종금속 접합의 경우. , Ti Cu Ti
의 용융점이 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공정을 이용하는 경우 이상이 필요하나1660 1700 ,℃ ℃
비정질 접합 시 삽입재로서 Ti50Zr10Cu40, Ti33Zr17Cu50, Ti35Zr10Cu55, Ti34Zr11Cu47Ni8 등

계 비정질합금을 이용하는 경우 용융점이 약 이므로 미만에서 공정이Ti-Zr-Cu 830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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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음 [3-8].
￭ 다성분계 공정조성 비정질 합금 삽입재를 이용한 저온 고상 접합 기술의 특징 [9-18]
저온 접합이 가능하다 삽입합금이 다성분계 공정 조성에 가까운1. : (multicomponent eutectic)
합금이므로 융점이 매우 낮다.
고상선2. (TS 과 액상선) (TL 의 간격이 좁다 액상선 및 고상선의 간격이 매우 좁으므로 액상과) :
고상의 상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며 매우 빠른 용융을 구현할 수 있다.
모재 성분 함유 가능 등 모재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합금 성분을 삽입재내3. (Ti, Zr, Cu, Ni ) :
에 함유시킬 수 있으므로 접합부의 내환경 저항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종접합이 가능하다, .
접합온도는 낮으나 접합 후 확산 및 결정화 반응에 의해 접합부 융점은 상승한다4. , .

Tg
350oC

Crystallization

Melting

Tx
400oC

Brazing (>1100 °C)

Amorphous bonding

(Liquid: <900 °C)

Amorphous bonding

(Solid: <400 °C)

Tm
830oC

TIG,SMAW

(>1700 °C)β transus
900-

1000oC

계 비정질 합금의 열분석 곡선[Ti-Zr-Cu ]

비정질 이종 접합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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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종금속 저온접합 공정은 주변 모재의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내￭
부 잔류 응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획기적 접합 공정으로서 모재열화 잔류응력 제거를, ,
위한 복잡하고 정밀한 열이력 제어를 요하는 전 후열처리 공정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용접,
공정 절차의 단순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특히 대부분의 원전 부품 합금 소재 계. (Fe , Ti
계 계 에 대해 비정질 합금 소재를 제조할 수 있고 소재 의존도가 거의 없으므로 다양한, Ni )
부품 소재의 동종 용접은 물론 이종금속 저온 용접이 가능하며 난접합성 특수 소재에도 활

용이 가능하므로 기술 파급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비정질 분말의 경우 결정화 온도 T￭ x 이상에서는 결정화가 일어나므로 삽입 및 코팅

시에 결정화를 억제하고 초기 비정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온 용사나 플라스마 용

사와 같은 고온 공정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정질 입자들의 초기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치밀한 삽입 코팅 및 우수한 접착력을 부여할 수 있는 초음속저온용사기술을 적

용하고자 함 이는 비정질 입자들이 초음속 영역 약 의 매우 큰 운동 에너지를 갖게. ( 2000 )㎧
하여 부품 표면에 코팅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코팅층 내 입자들의 소성변형을 유

발하여 매우 치밀하고 접착력이 우수한 삽입 코팅이 가능함 [19-22].

경제 산업적 측면·
최근 미국의 보고자료 및 규제 지침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bulletin￭

에 의하면 에 의한 원자로 헤2002-02, 2002-01, 2001-01, Generic letter 97-01, 88-05) PWSCC
드 노즐 용접부 관통 균열 사례의 심각성을 보고하면서 원전 구조재 접합부 문제를 원전

산업의 건전성 안전성 경제성을 위협하는 주요 핵심 이슈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음, , .
국내 원전의 경우에도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자료 참조 다수의 복수기 관판 부식( , NCIS )￭
및 진공 상실에 의한 원자로 정지 사고가 보고되면서 원자력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물의

이종 금속 접합부에 대한 용접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는 비단 복수기 및 원자로 헤드 노즐 뿐만 아니라 원전 주요 기기 중 하나인 증기 발생￭
기 그리고 각종 열교환기 밸브 및 파이프 등 다양한 이종 금속 접합을 요구하는 원전 기, ,
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위협하는 공통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종 금속 접합 기술 개

발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음.
향후 건설 예정인 등 급 발전소의 경우 발전 용량 상승에 따른 차 차APR1400 1500 1 , 2￭ ㎿
계통 주요 기기 부품 소재의 이종 접합부의 성능 열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접합부의 내

환경 특성 향상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원전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종 금속 접합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
라서 본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선점 및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

점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국가 연구 과제화 하여 우선적 중점 연구 개발 및 육성의 필,
요가 있음.
터빈과 해수 냉각계통 분야의 펌프 케이싱 축 임펠러 터빈 블레이드 노즐 클래딩 튜브, , , , , ,￭
부품 등의 보수에 약 억 정도의 국내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는 조 억의2000 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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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어서 본 기술의 확보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사회 문화적 측면·
최근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국의 부통령은 미국 원자력 산업계 연례Cheney￭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새로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자력이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공개적으로 강조하였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에, ,
너지원을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재의 심

각한 전력 공급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

라고 판단하고 있음.
하원의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 의장인 또한 기조 연설에서 미국의 에너지 자Billy Tauzin￭
립을 유지하기 위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 부족 상황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은 신규 원전 건설 및

건설 중단된 원전의 건설 재개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여 미국 내에서 신규 원전 건

설에 대한 관심이 지난 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30 .
우리나라에서도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연평균 이상 년경에는 전력 부족현( 10% ) 2006￭
상이 심각하게 되어 신규 원전의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있고 향후 예정된 원전도 기에4 5～
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부상함에 따라 향후 건,
설되는 발전소 및 현재 가동 중인 발전 계통 부품의 안전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원자력발전 부품의 구조적 건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발전소의 효율성 경제성 안전성을 향, ,￭
상시키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원자력발전 이외에

도 화력 및 수력 등 타 발전 분야 및 각종 기계 부품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산업에 파

급효과가 지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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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이종접합기술과 관련하여 현재로서 반영구적이고 현장 적용 및 실용화 가능한 원전 구조부￭
품의 이종금속 및 난접합성 고온 특수소재의 접합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1
차측의 을 이용하는 각종 노즐이나 배관 증기발생기 차측의 열교환기 복수기 등Alloy600 , , 2 ,
이종금속 접합을 요구하는 구조물의 경우 공정상 이종 금속간의 용융점 및 열팽창계수 차

이 또는 고온 열처리에 의한 내부 응력 형성으로 인해 기존의 고온 액상 용융 용접 기술,
의 적용으로는 건전한 접합부를 제조하는데 한계가 있음(TIG, SMAW) [23,24].

또한 열교환기 복수기 등 이종용접이 어려운 구조소재의 경우 접촉부위의 수압확관 폭발, ,￭
확관 등 주로 기계 물리적 접촉에 의존하는 공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취약 계면 형성으로,
인해 부식 및 누설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음SCC, .
현재 원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와 같은 용접 공정은 예열을 위한 전열처TIG, SMAW￭
리 용접공정 응력제거를 위한 후열처리 등 단계 공정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음, , 3 .
특히 전열처리의 경우 아크 열원과 모재와의 급격한 온도차에 의한 열팽창과 수축 높은 응,
력 및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후열처리 공정의 경우 용접재의 고유 잔류응력,
을 줄이고 부식 및 취화에 대한 저항성 및 용접재의 치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
지는 공정으로서 전반적으로 용접공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장시간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
음.
고상접합기술 중의 하나인 마찰접합에 대한 연구는 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1990￭
접합 원리상 접합할 수 있는 재료의 형상이 제한되어 원형 단면을 가진 재료의 접합이나

판재의 접합에만 적용이 가능함 확산접합은 다른 접합 기술과 비교하여 강한 접합 강도를.
얻을 수 있지만 접합을 위해서는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하고 분위기 조절을 위한 챔버가 필

요하여 설비비가 매우 고가이며 부품으로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음[25-27].
특히 고상접합기술로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인 브레이징 기술은 최근 세라믹이나 고￭
온용 재료 등의 신소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브레이징 온도

가 삽입 금속의 액상선 이상으로 높으며 접합하는 소재에 따라 삽입 금속의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이들 삽입 금속들은 원재료 값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도 여러 번의 압연을 거쳐야 하므로 매우 복잡다는 단점이 있으며 대개는 최소, 1000
이상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므로 모재의 열적 변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28-30].℃
합금계의 경우 계 비정질 삽입 금속을 이용한 브레이징 기술에 대한 연구Ti Ti-Zr-Cu-(Ni)￭

가 진행되고 있지만 간의 접합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고 있으며 이종 금속 재료의 접Ti-Ti
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임 [3-8].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접합 기술은 비정질 분말이 결정화 될 때 비정질 상내에 고￭
용되어 있는 합금화 원소들의 용해도 감소에 따른 확산을 유도하여 이종 금속을 접합하는

것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정질 분말의 결정화 온도는 비교적 저온이기 때문에 접합 온.
도가 기존의 용융용접법은 물론 브레이징 온도보다 훨씬 낮으며 비정질 분말을 접합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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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을 한 후 접합이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접합할 수 있어 응용 범위가 매

우 넓음 또한 비정질 분말은 다양한 합금화 원소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접합을 위한 확.
산에 기여하는 원소를 소재에 따라 조절하기가 용이하므로 이종 금속 접합에 매우 적합함.
따라서 본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선점 및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 연구 과제화 하여 우선적으로 중점 연구 개발,
및 육성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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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3 .

제 절 이종 접합 모델금속 을 위한 최적 저온 삽입재 제조1 . (Ti-Cu)
본 연구에서는 이종금속 접합을 수행하기 위해 의 이종접합 대상 소재로서 를 선정Ti Ti Cu

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의 융점이 이고 의 융점이 이고 의 인장강도가. Ti 1660 , Cu 1083 Ti℃ ℃
의 인장강도가 약 로서 융점 및 기계적 성질의 차이가 매우 심하므로 현재390MPa, Cu 200MPa

의 고온 용융 아크 용접 기술로서는 접합이 불가능하고 또한 그림 의 상태도에서 보이, 1 Ti-Cu
듯이 간에Ti-Cu Ti2Cu, TiCu, Ti3Cu4, Ti2Cu3, TiCu2, TiCu4 등 과 같이 다양한 취약한 금속간
화합물들이 용이하게 형성되어 접합이 매우 어려운 합금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 이종. Ti-Cu
접합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다양한 취성이 큰 금속간 화합물들의 형성으로 인해 문헌 상에서

도 성공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접합이 매우 어려운 합금계로 알려져 있다.

Brittle Ti-Cu

intermetallics

그림 이원계 상태도1. Ti-Cu .

이러한 이종 접합을 위한 저온 삽입재를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Ti-Cu
삽입 합금 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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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재에는 모재의 성분인 및 가 다량 포함되어야 한다- Ti Cu . (Ti, Cu)
고온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Ti, Zr, Ni)
삽입재의 용융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원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Zr, Ni, Be)
모재의 성분인 및 와의 충분한 고용도가 있어야 한다- Ti Cu . (Zr, Ni)
와 와 가 각각 완전 고용체를 이룸(Ti Zr, Cu Ni )

금속간 화합물 생성을 줄일 수 있는 조성이어야 한다-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 조성을 선택하여 삽입재로 사용Ti-Zr-Cu-Ni-(Be)
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법으로 리본을 제조하여 조성 변화에 따른 용융 온도의melt spinning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계의 경우 금속간 화합물을 쉽게 생. 1 Ti-Zr-Cu-Ni
성시키는 및 의 함량비가 적으면서도 용융온도가 가장 낮은Cu Ni 40Ti-40Zr-10Ti-10Ni 조성을
선정하였으며 계의 경우는 현재까지 보고된 및 를 포함한 조성 중 용융온Ti-Zr-Cu-Ni-Be Ti Cu
도가 가장 낮은 11Ti-62.7Zr-13.2Cu-9.8Ni-3.3Be 조성 을 선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Vit-1) .
합금 접합에 사용되고 있는Ti 70Ag-28Cu-2Ti 조성의 계 삽입재를 이종 접합에 적용Ag Ti-Cu

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계 삽입재의 경우 주로 합금 접합에 사용되고. Ag Ti
있지만 합금의 접합에도 적용 사례가 있어 본 연구에서 이종 적합에 적용하고자 하Cu Ti-Cu
였다 위와 같이 선택한 저온 삽입재의 용융온도를 표 에 나타내었다. 1 .

표 여러 가지 저온 삽입재 조성의 용융 온도1.
Composition (wt.%) Solidus( )℃ Liquidus( )℃
25Ti-25Zr-50Cu 820 880

25Ti-25Zr-25Cu-25Ni 920 1010
30Ti-30Zr-20Cu-20Ni 880 915
35Ti-35Zr-15Cu-15Ni 835 890
40Ti-40Zr-10Cu-10Ni * 830 850
45Ti-45Zr-5Cu-5Ni 1280 1330

11Ti-62.7Zr-13.2Cu-9.8Ni-3.3Be * (Vit-1) 665 725
70Ag-28Cu-2Ti * 775 78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저온 삽입재 조성* :

이와 같이 선택한 조성의 저온 삽입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표 와 같은 방법으로 박판 및 분말2
형태로 제조하였으며 제조한 삽입재의 예를 그림 에서 볼 수 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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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삽입재 제조 방법2.
삽입재 형태 제조방법 삽입재 조성 비고

박판형

Melt spinning 40Ti-40Zr-10Cu-10Ni
Vit-1 두께 40~80 mμ

Rolling 70Ag-28Cu-2Ti 두께 100~200 mμ

분말형

Gas atomization Vit-1 의 구형50~100 mμ
분말

Melt spinning →
Pulverization

40Ti-40Zr-10Cu-10Ni
Vit-1

의200~400 mμ
flake

(a)
(b)

(c) (d)

그림 여러 가지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삽입재2. ; (a) Melt spinning, (b) Rolling, (c) Gas
atomization, (d) Melt spinning Pulverization→

요약 이종접합을 위한 삽입재로서 모재 성분인 와 가 함유된 비정질 소재- : Ti-Cu Ti Cu
및 공정조성 합금을 설계 및 검토하여 다성분계 공정조성의 Ti-Zr-Cu-Ni-Be(TL: 725 )℃
와 70Ag-28Cu-2Ti (TL 등 최적의 저융점 삽입재 분말 및 박판을 제조하였음: 780 ) .℃
추진체계 최적 비정질 준안정 조성의 삽입재 개발을 위해 국내의 생기연 포항공대- : ,
및 세종대와 협력 연구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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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튜브 튜브간 접합을 위한 급속 가열 냉각 시스템 구축2 . - /
본 연구에서는 튜브 튜브간 접합에 적합한 국부 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가열 방식 중 방법을 선택 적용하였다 은 쿼츠 튜브 안에 장infrared brazing . Infrared brazing
착된 텅스텐 필라멘트를 가열할 때 나오는 적외선 에너지를 광학렌즈를 통하여 특정부위에 집

적하여 가열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31,32].

매우 짧은 시간에 집중된 열을 얻을 수 있다- .
아주 높은 승온속도 와 냉각속도를- (up to 3000 /min, c.f. furnace brazing (10-30 /min))℃ ℃
얻을 수 있다.
매우 좁은 영역 즉 접합 부위만을 가열할 수 있다 즉 모재의 열영향을 줄일 수 있다- , . , .
빠른 열이력 때문에 접합 초기에 일어나는 접합부의 미세조직 형성과정을 분석할 수 있-
다 따라서 접합시 유지 시간 및 유지 온도에 따른 접합부 미세조직의 변화과정을 용이하.
게 관찰할 수 있다.
빠른 승온속도로 인하여 접합시 넓은 용융온도 구간을 가지는 삽입재의 상 조성 분리를- ( )
방지할 수 있다 즉 균일한 접합부 조직을 얻을 수 있다. , .
텅스텐 필라멘트와 광학렌즈의 구조 변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부품을 열처리 할-
수 있다 튜브 튜브간 접합에 적합한 구조 설계를 할 수 있다. ( - .)

위와 같이 방법은 접합 온도 접합 시간 승온속도 및 냉각속도 등의 접합infrared brazing , ,
조건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편리하며 이를 통하여 접합 조건을 최적화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방법으로 이종 접합 연구를 진행하였다infrared brazing Ti-Cu .
그림 은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3 infrared brazing .
것과 같이 시스템은 크게 가열부 진공시스템 및 제어부 의 세부분infrared brazing (A), (B) (C)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열부는 튜브 튜브 간의 접합을 행할 수 있도록 수직형으로 설계하였으. -
며 외경 의 튜브를 접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제어용 쿼츠 튜브의 내경을 로 설50 mm 80 mm
계하였다 또한 그림 의 부분과 같이 이중 챔버를 설치하여 튜브 튜브 간의 접합시 추를. 3 D -
이용하여 하중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시스템의 경우는 하중을 가하. infrared brazing
지 못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설계를 통하여 접합시 하중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D .
또한 진공시스템은 로타리 펌프 및 확산펌프를 이용하여 10-5 의 고진공을 이룰 수 있게 하torr
였으며 를 장착하여 일정한 양의 분위기 가스를 흘려줄 수 있게 설계 하였다MFC .

요약 승온 및 냉각이 매우 빠르고 분 이내의 단순 신속 공정을 구현할 수 있- : 10 20 ,～
는 적외선 반사로 접합 공정을 개발하였음 개발한(infrared brazing) . infrared brazing
시스템은 실제 튜브 튜브간 부품접합에 적합하도록 텅스텐 필라멘트와 광학렌즈 구조-
를 이용하여 접합부의 제한적 국부열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였음, .
추진체계 용접센터와의 연구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접합 열처리 시스템과 관련- : 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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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튜브 튜브간 접합을 위한 구조 설계 기술을 확보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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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본 연구에서 구축한 적외선 반사로 접합 시스템 및 정밀 온도 이력3. (infrared joining)
곡선 구성 가열부 진공시스템 제어부 하중을 가하기 위한 챔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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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접합변수 중 온도에 따른 저온 삽입재의 이종금속 내 고상3 . (Ti-Cu)
확산 접합 기술 개발

Ti-Zr-Cu-Ni
Ti-Zr-Cu-Ni-Be

Ag-Cu-Ti

TL: 850
oC

Cu

Ti

Cu

Ti

Ti

Ag

Ti

Ag

Diffusion control ;

Ag layer on Ti

Diffusion control ;

Ag layer on Ti

Diffusion control ;

Ti layer on Cu
TL: 725

oC

TL: 780
oC

Ti11Zr62.7Cu13.2Ni9.8Be3.3

Ti40Zr40Cu10Ni10

Ag-28Cu-2Ti

*Tα-β=880
oC

Low joining temperature

Microstructure (Intermetallic)

TiAg : 인성이 매우 우수
Ag-Cu : 고용체 형성

FillerFillerFiller

TL

TL이 낮으면서 Cu, 

Ni가 적은 조성

Ti와 Cu를 포함하는 비정질
계 중 가장 낮은 융점

Ti

Ag

Ti

Ag

Cu

Ti

그림 이종 금속 접합 연구 내용의 개요도4. Ti-Cu

그림 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접합 연구 내용을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4 .
같은 세가지 조성의 삽입재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삽입재에 대하여 접합 온도 및 유지시간,
넹각속도 등 열처리 이력을 변화시켜 그에 따른 접합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

삽입재와 삽입재간의 용융온도 차40Ti-40Zr-10Cu-10Ni 11Ti-62.7Zr-13.2Cu-9.8Ni-3.3Be (Vit-1)
이에 따른 접합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계 삽입재와 계 삽입재Ti-Zr-Cu-Ni-(Be) Ag
사이의 조성차이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접합부 미세조직 제어 즉 간 금속간. , Ti-Cu
화합물의 생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모재 위에 모재 위에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켜Ti Ag, Cu Ti

이종접합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확산 제어층의 존재에 따른 접합 특성 변화를 고찰하였Ti-Cu
다 확산 제어층으로 를 선택한 것은 간에 생성되는 상이 간 금속간 화합. Ag Ti-Ag TiAg Ti-Cu
물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인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종접. Ti-Cu
합 연구이외에 삽입재를 이용하여 동종접합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의 동종접Vit-1 Ti-Ti Ti-Ti
합 온도 이상 를 이하로 낮추고자 하였다(900 ) 800 .℃ ℃
접합 실험에 사용된 모재는 상용 고순도 순도 와 순도 로Ti( : 99.5 %) Cu( : 99.8 %) 1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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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사각봉 형태로 가공하여 접합실험에 사용하였다 접합 전 시편은 접10 mm × 15 mm .
합 표면을 연마지를 사용하여 번까지 연마한 후 아세톤으로 초음파 세척하여 사용하SiC #2000
였다 준비된 모재의 면을 접합면으로 하여 가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 10 mm × 10 mm Cu
사이에 삽입재를 삽입하였으며 반사로에 장착한 후 을 실시하였다 접합은 접infrared brazing .
합시에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5.0 × 10-5 의 고진공을 만든 후 초고순도 을 분당 리터torr Ar 4
의 양으로 주입하면서 실시하였으며 약 의 하중을 가해 주었다 접합을 위하여1.3 kg . 100 ℃
으로 승온한 후 삽입재의 경우에는/min 40Ti-40Zr-10Cu-10Ni 860 900 ,～ ℃

삽입재의 경우에는 삽입재의11Ti-62.7Zr-13.2Cu-9.8Ni-3.3Be (Vit-1) 700 850 , 70Ag-28Cu-2Ti～ ℃
경우에는 의 온도 구간에서 분간 유지하여 접합 온도와 접합 시간의 영향을770 835 1 20～ ℃ ～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접합온도에서 유지한 후 과 로 냉각하여 냉각속. 10 /min 150 /min℃ ℃
도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 접합 특성1) 40Ti-40Zr-10Cu-10Ni Ti-Cu

표 에 접합온도와 유지시간의 변화에 따른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한3 40Ti-40Zr-10Cu-10Ni
이종접합부의 접합 특성 변화를 요약하였으며 그림 에서 대표적인 접합부 미세조직을Ti-Cu 5

볼 수 있다.
표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접합온도 및 접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접합부를 이루는 주3
요 상이 TiCu, Cu2TiZr Cu→ 2Ti, Cu4 로 의 함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접합부 미세조직이Ti Cu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접합온도와 접합시간의 증가에 따라 접합부 미세조직이 변화.
하는 것은 접합 중에 모재의 용해 가 일어남에 따라 그림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접(dissolution) 6
합부의 조성이 영역에서 화살표와 같이 한 조성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접합A Cu-rich .
온도 및 접합시간이 증가할수록 모재의 용해가 모재의 용해보다 더 우세하게 발생하는Cu Ti
것을 나타내며 이는 의 용융온도가 의 용융온도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Cu Ti .

(a) (b) (c)

그림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 미세조직5. 40Ti-40Zr-10Cu-10Ni Ti-Cu ; (a)
분 분 분860 5 , (b) 860 10 , (c) 87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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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 접합 특성3. 40Ti-40Zr-10Cu-10Ni Ti-Cu
온도

(°C)
시간

(min)
접합두께

( m)μ
접합부

주요상

측Ti
계면

측Cu
계면

비고

860 01 40~60 Cu2TiZr,
TiCu 화합물Ti-Cu Cu4(Zr,Ti)

Pore/
Crack

860 05 40~60 Cu2TiZr,
TiCu

Ti SS,
Ti2Cu

Cu4(Zr,Ti)
Pore/
Crack

860 10 60~150 TiCu, Ti3Cu4
Ti SS,
Ti2Cu

Cu4Ti,
Cu4(Zr,Ti)

Pore

875 01 50~70 Cu2TiZr,
TiCu 화합물Ti-Cu Cu4(Zr,Ti)

Pore/
Crack

875 05 70~90 Cu2TiZr,
TiCu 화합물Ti-Cu Cu4(Zr,Ti) Pore

875 10 150~200 Cu2Ti, Cu4(Ti,Zr) 화합물Ti-Cu Cu4Ti 균일조직

875 20 400~500 Cu2Ti, Cu4(Ti,Zr)
TiCu,
Ti2Cu3

Cu4Ti
Pore

(100 m)μ

900 01 70~90 Cu2TiZr,
TiCu 화합물Ti-Cu Cu4(Zr,Ti) Pore

900 05 - - - - 모재의Cu
과도한 용해

이렇게 조성의 삽입재를 이용하여 의 온도까지 이종접합을40Ti-40Zr-10Cu-10Ni 860 Ti-Cu℃
이룰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접합온도가 낮으면 접합부에 균열이3
발생하고 접합온도가 높아지면 접합부에 조대한 기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접합온도가 로 높아지게 되면 모재의 용해가 심하게 발생하여 모재의. 900 Cu℃
형상을 유지하지 못 하는 문제점을 나타냈으며 비교적 용융온도가 높은 이 삽입재를 사용할

경우 의 변태 온도인 이상으로 접합온도를 높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Ti - 880 .α β ℃
점을 고려하면 조성의 삽입재를 사용하여 이종접합을 성공적으로40Ti-40Zr-10Cu-10Ni Ti-Cu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보다 낮은 용융온도를 가지는 삽입재를 사용하는 것이

이종 접합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Ti-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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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삽입재를 이용한 접합 중에 일어나는 접합부의 조성 변화6. 40Ti-40Zr-10Cu-10Ni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 접합2)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Cu
특성

표 에 접합온도의 변화에 따른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4 11Ti-62.7Zr-13.2Cu-9.8Ni-3.3Be (Vit-1)
합한 이종접합부의 접합 특성 변화를 요약하였다 삽입재의 경우 접합온도와 더불Ti-Cu . Vit-1
어 냉각속도의 차이를 두어 그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켜 이들이 이Ti-Cu
종접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온도를 이하로 획기적으로 낮4 Vit-1 800℃
출 수 있었으며 접합 조건 조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접합부 미세조직을 제어할 수 있었다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키지 않고 으로 냉각한 경우 이4 150 /min , 750℃ ℃
하의 접합온도에서는 미세조직을 형성하고 의 접합온도에서는Zr-rich 750 800 (Ti,Zr)-rich～ ℃
미세조직 의 접합온도에서는 미세조직 그리고 도 이상에서는, 800 850 (Cu,Ti)-rich , 850～ ℃ ℃

미세조직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이유는 사용한 삽입재의Cu-rich .
조성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우선 낮은 온도 이하 에서는 및 모재의 용해가 많이. (750 ) Ti Cu℃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접합부는 삽입재의 조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미제조직을Zr-rich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접합 온도가 상승하여 및 의 용해가 증가하게 되면 접합부의 미. Ti Cu
제조직은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삽입재의 주요 구성 성분인 은 그림 의. Vit-1 Zr 7
상태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와는 완전 고용체를 형성하지만 에 대한 의 용해도는 거의Ti Cu Zr
없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온도인 의 접합 온도에서는 접합 초기에 삽입재가 용융되. 750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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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액상을 형성하게 되고 그 후 액상의 과 모재간의 반응 확산 이 과Zr-rich , Zr-rich Zr Ti ( ) Zr
모재간의 반응보다 활발히 진행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 접합 온도에서Cu . 750 800～ ℃

는 모재의 용해가 더 많이 일어나 접합부는 액상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접합Ti (Ti,Zr)-rich .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되면 이상 짧은 시간 안에 모재의 용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800 ) Ti ,℃
이렇게 접합부의 액상에 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에 대한 비교적 큰 용해도를 가지는 가Ti Cu Ti
모재와 반응하게 되어 모재의 용해가 촉진되게 된다 이 때 접합부 액상의 가 모Cu Cu . Ti Cu

재와 반응하여 모재에 고용되기 시작하면 그림 의 상태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Cu 7 Cu-Ti Cu
의 용융 온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모재의 용해는 급격히 촉진되게 된다 따Cu .
라서 접합이 진행될수록 접합부로 용해되어 들어오는 모재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Cu
접합부는 의 접합온도에서는 액상 그리고 도 이상에서는 최종적800 850 (Cu,Ti)-rich , 850～ ℃ ℃
으로 액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삽입재를 사용할 경우 접합Cu-rich . Vit-1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접합부의 미세조직이 이하Zr-rich(750 ) (Ti,Zr)-rich(750 800 )℃ → ～ ℃ →

이상 로 변화하게 된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접(Cu,Ti)-rich(800 850 ) Cu-rich(850 ) .～ ℃ → ℃
합 온도 상승에 따른 접합부의 조성변화를 삼원계 상태도에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Ti-Cu-Zr 8 .

Zr : Perfectly soluble in Ti Zr-Ti

Zr : Not soluble in Cu 

Zr-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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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 Considerably soluble in Cu 

Ti-Cu

그림 상태도7. ; (a) Ti-Zr, (b) Cu-Zr, (c) Ti-Cu

모재 위에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키고 접합을 한 경우를 살펴보면 접합온도 평Cu Ti ( 820 )℃
균 의 접합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키지200 250 m Ti～ μ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접합부의 두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래 의도했던. Ti
확산 제어층의 효과와는 반대로 의 용해가 모재위의 확산 제어층의 존재로 인하여Cu Cu Ti
더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모재 위의 가 접합 중에 모재와의 확산 반응을 하게. Cu Ti Cu
되어 로 가 고용되게 되고 이 때 그림 의 상태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 고용Cu Ti , 6 Ti-Cu Ti
으로 인하여 의 용융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의 용해가 현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판단Cu Cu
된다 접합부는. Cu3 및Ti Cu4 상을 주요 상으로 하는 미세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Ti,Zr)
수 있으며 모재와 접합부의 계면에서는 모재로부터Ti Ti Ti3Cu2, Cu3Ti2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세조직은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키지 않은 경우에 에서 접합한. Ti 850℃
경우보다 의 함량이 더 많은 것이며 이를 통해 모재 위의 확산 제어층 형성이 의Cu Cu Ti Cu
용해를 현저히 증가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모재 위에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키고 접합을. Ti Ag
한 경우 접합후 층이 남아 있으면 모재의 용해가 일어나지 않고 의 용해만이 일어나, Ag Ti Cu
접합부가 상과 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접합후 층이 남아 있Ag-rich Cu-rich Ag
지 않은 경우에는 확산 제어층에 있던 다량의 가 접합부로 용해되고 또한 모재보다Ag Ti Cu
의 용해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므로 접합부가 고용상과Ag Cu4 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Ti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재 위에 형성시킨 확산 제어층이 의 용해를 효과적으로 억. Ti Ag Ti
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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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temp.

High temp.

그림 삽입재를 이용한 접합시의 접합온도 상승에8. 11Ti-62.7Zr-13.2Cu-9.8Ni-3.3Be (Vit-1)
따른 접합부의 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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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4.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Cu
접합 특성

Ag
코팅

Ti
코팅

온도

(°C)
시간

(min)
냉각

속도

(°C/min)
접합

두께

(mm)
접합부 측 계면Ti 측 계면Cu 비고

N N 700 10 150 40~50 Ti27Zr37Cu20Ni16,
Ti12Zr52Cu28Ni8

Ti SS,
Ti31Zr34Cu20Ni15 Cu8(Zr,Ti)3

측 계면Ti crack,
측Cu Zr-rich
영역 형성

N N 730 10 150 40~50 Ti26Zr36Cu25Ni13,
Ti15Zr46Cu32Ni7

Ti SS,
Ti45Zr23Cu20Ni12 Cu8(Zr,Ti)3 측 계면Cu crack

N N 760 10 150 50~60
(Ti,Zr)2(Cu,Ni),
(Ti,Zr)2Cu,

Fine lamellar eutectic
Ti SS TiCu,

Cu4(Ti,Zr) Pore

N N 790 10 150 20~40
(Ti,Zr)2(Cu,Ni),
(Ti,Zr)2Cu,
Ti40Zr21Cu33Ni6

Ti SS TiCu,
Cu4(Ti,Zr)

N N 820 10 150 50~70 TiCu, Ti2Cu, Cu2TiZr,Cu8(Zr,Ti)3 Ti SS Cu4(Ti,Zr)
측 계면의Cu
가 접합부로TiCu
성장함

N N 850 10 150 200~500 Cu2Ti, Cu4(Ti,Zr) Ti2Cu, TiCu, Ti2Cu3 Cu4Ti 측 계면부의Cu
상변화가 일어남

N N 790 10 10 50
(Ti,Zr)2Cu,

Ti31Zr35Cu24Ni10,
Ti66Zr10Cu15Ni9

Ti SS
Ti3Cu4,
Cu4(Ti,Zr),
Cu4Ti

N N 820 10 10 100 Ti3Cu4, Cu8(Zr,Ti)3 (Ti,Zr)3Cu2/
(Ti,Zr)2Cu

Cu4(Ti,Zr),
Cu4Ti

N N 835 10 10 90~100 Ti3Cu4, Cu3Ti,
Cu4(Ti,Zr) Ti SS, Ti3Cu2/Ti2Cu Cu4Ti

N N 850 10 10 140 Ti3Cu4, Cu3(Zr,Ti),
Cu3Ti, Cu4(Ti,Zr) Ti SS, Ti3Cu2/Ti2Cu Cu4Ti

N Y 820 10 150 250~300 Ti3Cu4, Cu3Ti, Cu4Ti Ti SS, Ti3Cu2/Ti2Cu,Cu2Ti Ti3Cu4

N Y 820 10 10 200~250 Cu3Ti, Cu4(Ti,Zr) Ti2Cu, Ti3Cu4, Cu2Ti Cu4Ti Crack

Y N 790 10 150 30 Ti16Zr21Cu47Ni11Ag5,
Ti7Zr12Cu23Ni2Ag57 TiAg Cu51Zr14 층Ag O

Y N 810 05 150 40 Ti17Zr21Cu45Ni13Ag4,
Ti3Zr8Cu24Ni4Ag62 TiAg Cu51Zr14 층Ag O

Y N 820 10 150 200~250 Cu4Ti, Ag SS TiCu, T2Cu3, TiCu2 - 층Ag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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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삽입재를 이용하여 까지의 낮은 온도에서11Ti-62.7Zr-13.2Cu-9.8Ni-3.3Be (Vit-1) 700℃
도 이종접합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하의 온도에서는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접Ti-Cu 760 4℃
합온도가 낮아 접합부에 균열과 기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삽입재를 사. Vit-1
용하여 이종접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상의 접합온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Ti-Cu 760℃
얻을 수 있었다.

그림 삽입재를 이용한 접합시의 접합 조건에 따른9. 11Ti-62.7Zr-13.2Cu-9.8Ni-3.3Be (Vit-1)
접합부 미세조직의 변화

그림 는 이상의 온도에서 접합한 경우의 접합부 미세조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9 760 .℃
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접합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접합부는 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상들로 변Cu
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합온도에 따라 생성된 간 금속간 화합물의 형태가 달라Ti-Cu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접합온도에서는. 790 (Ti,Zr)℃ 2 상이 접합부와 및 모재의 계Cu Ti Cu
면을 따라 조대하고 연속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교적 낮은 온도인

에서는 두 모재의 용해가 접합부 안으로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계면부위에 한정되어 계790℃
면부를 따라 간 금속간 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의 접합온도에서는Ti-Cu . 820℃
Ti2 나 상들이Cu TiCu Cu2 상 사이로 비교적 미세한 침상형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TiZr
수 있으며 의 접합온도에서는850 Cu℃ 3 상이 등축형으로 조대하게 생성되고 그 사이에Ti
Cu4 상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와 의 접합온도에서 생성(Ti,(Zr)) . 820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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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간 금속간 화합물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각각의 접합 온도에서 생성되는 금속간Ti-Cu
화합물의 결정구조 차이에서 기인한다 사료된다 금속간 화합물. Ti-rich (Ti2 의 경우는Cu, TiCu)

구조로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금속간 화합물tetragonal Cu-rich (Cu3Ti,
Cu4 의 경우에는 구조로 방향성이 없이 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Ti) orthorhombic .
냉각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냉각시 고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모재의 용해가Cu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생성되는 상들도 고온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성장하여 조대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접합 조건의 조절을 통하여 접합부에 생성되는 간 금속간 화합. Ti-Cu
물의 종류 및 형태를 제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금속간 화함물의 차이는 뒤에서 설명하는 것

과 같이 접합부의 접합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성의 계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 접합 특성3) 70Ag-28Cu-2Ti Ag Ti-Cu

표 에 접합온도 및 유지시간의 변화에 따른 조성의 계 삽입재를 이용하5 70Ag-28Cu-2Ti Ag
여 접합한 이종접합부의 접합 특성 변화를 요약하였다 계 삽입재를 사용한 접합 연Ti-Cu . Ag
구에서는 모재 위에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켜 모재의 용해를 제어하여 취약한Ti Ag Ti Ti-Cu
간 금속간 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를 확산 제어층으로 선택한 이유는. Ag
다음과 같다.

측 계면 확산 제어층에 의해 원계만 존재하므로 취약한 간 금속간- Ti : Ag Ag-Ti 2 Ti-Cu
화합물의 형성 방지와 인성이 매우 우수한 상을 측 계면에 형성시킬 수 있다 그TiAg Ti (
림 10(a)).
접합부 및 측 계면 층이 모재의 확산 장벽 역할을 하여 원계만 존재- Cu : Ag Ti Ag-Cu 2
하므로 오직 고용상과 고용상의 공정 조직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림Ag Cu ( 10(b)).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계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 온도를 까지 낮출 수 있었으며5 Ag 780℃
접합온도와 접합시간을 조절하여 여러 가지 접합부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대표적인 접합부 미세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림( 11).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키지 않은 경우 모재의 용해 과다 취약한- Type I : Ag ; Ti →
간 금속간 화합물 형성Ti-Cu (Ti2Cu, TiCu, Ti3Cu, TiCu2, TiCu4 등)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킨 경우 접합 후 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Type II : Ag ; Ag ; Ti
의 용해 억제 매우 얇은 간 금속간 화합물 형성Ti-Cu→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키고 접합 후 층이 존재하는 경우 취약한- Type III : Ag , Ag ;
금속간 화합물은 존재하지 않고 공정 및 고용상 조직을 형성하고 측Ti-Cu , Cu Ag , Ti

계면에는 인성이 우수한 화합물 형성Ti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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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성의 계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 접합 특성5. 70Ag-28Cu-2Ti Ag Ti-Cu

코팅Ag 온도

(°C)
시간

(min)
접합두께

(mm) 층 존재Ag 측 계면Ti 접합부 비고

N 810 10 30~40 X Ti-Cu
intermetallic Cu4Ti, Ag SS

N 835 10 80~100 X Ti-Cu
intermetallic Cu4Ti, Ag SS

Y 770 10 - - - - No melting

Y 780 10 50~60 O TiAg Cu SS, Ag SS No Ti-Cu
intermetallic

Y 790 10 30~40 X Ti-Cu
intermetallic

Cu4Ti, Cu SS,Ag SS

Y 800 10 60~70 X Ti-Cu
intermetallic

Cu4Ti, Cu SS,Ag SS

Y 810 1 - - - - No melting

Y 810 3 - - - - No melting

Y 810 5 60 O TiAg Cu SS, Ag SS No Ti-Cu
intermetallic

Y 810 6 60 O TiAg Cu SS, Ag SS No Ti-Cu
intermetallic

Y 810 7 90 X Ti-Cu
intermetallic

Cu4Ti, Cu SS,Ag SS

Y 810 10 90 X Ti-Cu
intermetallic

Cu4Ti, Cu SS,Ag SS

Y 835 10 90 X Ti-Cu
intermetallic

Cu4Ti, Cu SS,Ag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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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S.S. + Cu S.S.Ag S.S. + Cu S.S.

(a)

(b)

그림 상태도10. ; (a) Ag-Ti, (b) Ag-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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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Ⅰ

Ti S.S Cu S.S + Ag S.S
Ti-Cu 

intermetallic

Ti Cu

Ti S.S Cu S.S + Ag S.S
Ti-Cu 

intermetallic

Ti Cu

No Ag layer, 810oC, 10min

TypeⅡ

Cu S.S + Ag S.S

Ti-Cu intermetallic

Ti Cu

Cu S.S + Ag S.S

Ti-Cu intermetallic

Ti Cu

Ag layer, 810oC, 10min

TypeⅢ

TiAg

Ag Cu S.S + Ag S.S

Ti Cu

TiAg

Ag Cu S.S + Ag S.S

Ti Cu

Ag layer, 780oC, 10min

그림 조성의 계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대표적인 접합부 미세조직11. 70Ag-28Cu-2Ti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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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미세조직 형성 과정은 그림 과 의 상태도 및 삼원계 상태도를10 12 Ag-Cu Ag-Cu-Ti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의 경우에는 접합시 삽입재가 녹게 되면 삽입재의 액상. Type I Ag-rich
과 모재 사이에 삼원계 상태도의 의 반응을 시작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에서Ti Ag-Cu-Ti U1 U1
까지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측 계면에는 층이 생성되기 보다는 모재에U7 . Ti TiAg Ti

서 접합부로 갈수록 의 함량이 많아지는 간 금속간 화합물이 순차적으로 생성되게 되Cu Ti-Cu
며 이에 따라 액상은 모재에서부터 밀려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고용상과 고Ag-rich Ti Ag Cu
용상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조직이 측에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경우Cu . Type II ,
접합이 시작되면 층으로 인하여 모재의 용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삽입재의 와Ag Ti Ag
모재의 반응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용융된 삽입재 안으로 모재의 용해가 일어나 용Cu . Cu

융된 삽입재에는 의 함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며 이렇게 의 함량이 증가하면 증가한Cu Cu Cu
의 함량으로 인하여 층과 용융된 삽입재의 다량의 간의 반응이 활발해져 층의 용해Ag Cu Ag
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 때 그림 의 상태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정온도. 10 Ag-Cu (78

가 접합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의 용해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접합0 ) Ag℃
후 층의 존재 여부가 유지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의 용해가Ag . Ag
급격히 일어나게 되어 층이 없어지게 되면 용융된 삽입재와 모재가 반응하게 되며 이로Ag Ti
인하여 상태도의 에서 까지의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측Ag-Cu-Ti U1 U7 Ti
계면에는 간 금속간 화합물 층이 생성되게 되고 접합부는 고용상과 고용상으로Ti-Cu Ag Cu
구성되는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체적인 접합부의 반응을 정.
리해 보면 용융된 삽입재 와 모재의 반응 용융된 삽입재의 함량의 증가 용융1) (Ag) Cu ( Cu ), 2)
된 삽입재의 다량의 와 층과의 반응 증착층의 용해가 급격히 일어남 층이Cu Ag (Ag ), 3) Ag
없어진 후 용융된 삽입재 와 모재와의 반응 측 계면에 금속간 화합물((Ag,Cu)-rich) Ti (Ti Ti-Cu
층 형성 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킨 경우에 있어 확산 제어층) . Ag Ag
을 형성시키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금속간 화합물 층의 두께가 얇은 것은 확산Ti-Cu Ag
제어층의 존재로 인하여 모재와 비교하여 훨씬 많은 양의 가 용해될 뿐 아니라 확산Ti Cu Ag
제어층의 용해로 인하여 용융된 삽입재의 및 의 함량이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키지Ag Cu Ag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의 경우에는 확산 제어층의 존재로 인하. Type III Ag
여 모재의 용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접합부에서는 그림 의 이원계 상태도에Ti 10 Ag-Cu 　
서 나타나는 반응만 일어나기 때문에 접합부는 오직 고용상과 고용상만으로 이루어지Ag Cu
게 된다 또한 측 계면에는 층의 존재로 인하여 취약한 간 금속간 화합물은 생성되. Ti Ag Ti-Cu
지 않고 인성이 우수한 상이 생성되게 된다Ti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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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계 상태도12. Ag-Cu-Ti 3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동종접합부의 접합4)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Ti
특성

그림 은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동종접합부13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Ti
의 미세조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및 에서 분 유지한 경. 790 825 10℃ ℃
우 모두 뚜렷한 접합 계면 없이 완벽한 접합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접Ti-Ti
합온도를 이하로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 접합부에는 금속간 화합물은 생성되지 않았으800 .℃
며 고용상을 주요 상으로 하여 고용상 사이에 삽입재에 포함되어 있던 가 편석Ti Ti Zr-Cu-Ni
된 접합부 미세조직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의 편석 조직이 조대하게 형성되는 것을. Zr-Cu-Ni
방지하고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미세조직을 제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미세하고 균

일한 편석 조직은 접합부의 접합 강도 향상에 기여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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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동종접합부의13.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Ti
미세조직 분 분; (a) 790 10 , (b) 825 10℃ ℃

접합열처리 시 모재에 미치는 열 영향 및 조직 관찰5) HAZ

그림 는 접합 전 모재와 에서 분간 유지하여 접합한 시편의 접합부 바로 옆의14 Ti 780 10℃
모재의 미세조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결정립의 면적을 측정Ti .

하여 계산된 접합 전 후의 평균 결정립크기는 각각 와 로 접합 열처리에 의, 72 m 74 82 mμ ～ μ
한 결정립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저온.
고상 접합 기술이 기존의 접합 공정 이상 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접합이 가능(1700 )℃
하기 때문에 모재에 미치는 열영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접합 시스템의 경우 접합 열처리시 접합부 부근에만 국부적으로 열이

집중되게 설계되어 모재에 대한 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요약- : Ti-Zr-Cu-Ni-Be(TL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열: 725 )℃
처리 이력을 제어하여 다양한 간 금속간 화합물의 조직을 미세한 침상형으로 제Ti-Cu
어함으로써 최적 조직을 확보하였음. Ag-Cu-Ti(TL 삽입재와 모재 위에: 780 ) Ti Ag℃
확산 제어층을 코팅하여 까지 접합온도를 낮추고 취약한 금속간 화합물이 형성780℃
되지 않고 측에 인성이 매우 우수한 화합물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취성방지 및Ti TiAg
접합력 향상을 위한 고상접합 방법을 구축하였음 이와 더불어. Ti-Zr-Cu-Ni-Be(TL: 72

삽입재를 이용하여 동종접합 온도를 이하로 낮출 수 있었으며 본 연5 ) Ti-Ti 800℃ ℃
구에서 구축한 접합 시스템의 경우 접합 중 발생하는 모재의 열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함.
추진체계 생기연 및 세종대와의 협조를 통하여 접합부 미세조직 제어 및 금속간 화합- :
물 제어 방안을 마련하였음.
특허 출원 비정질 삽입재를 이용한 티타늄 구리 이종금속간의 저온 접합 방법 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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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0-2007-0013850
논문 게재 계 비정질 삽입재를 이용한 이종 접합부의 미세조직 형성에 미치- : “Zr Ti-Cu
는 확산 열처리 온도의 영향 한국열처리공학회지”, , 2007. 01
논문 투고- : “Formation of reactive layers in the brazed Ti and Cu using a melt-spun
Zr41.2Ti13.8Ni10.0Cu12.5Be22.5 alloy", Mater. Lett. (SCI), 2007.02

그림 접합열처리에 따른 접합 계면 근처 모재 의 미세조직 및 결정립 크기 변화14. Ti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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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접합부위의 조직 균일 및 접착 강도 평가4 .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 접합1)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Cu

강도

그림 는 각각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15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Cu
접합 시편들의 인장 실험결과와 그에 따른 강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접합부 미세조직 즉. ,

간 금속간 화합물의 형태에 따라서 접합부의 접합 강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Ti-Cu
있으며 간 금속간 화합물의 형태가 미세한 침상형으로 최적화되었을 때 모재강도Ti-Cu (198

에 육박하는 의 높은 접합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MPa) 196 MPa .
이렇게 간 금속간 화합물의 형태에 따라 접합 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림Ti-Cu 16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파괴 거동의 차이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

다 우선 접합부에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간 금속간 화합물에 응력이 집중된다 이 때. Ti-Cu .
와 의 경우와 같이 하중방향과 수직하게 간 금속간 화합물이 연속적으로 생성790 850 Ti-Cu℃ ℃

되게 되면 이 금속간 화합물에 집중된 응력에 의하여 파괴가 발생하고 연속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간 금속간화합물을 따라 파괴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어 접합 강도는 낮아지게 된Ti-Cu
다 이와 비교하여 및 의 경우와 같이 간 금속간 화합물이 하중방향과. 820 , 825 835 Ti-Cu℃ ℃ ℃
평행한 침상이나 판상형태로 생성되게 되면 하중이 각각의 침상이나 판상의 금속간 화합물로

나뉘게 되어 파괴 저항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금속간 화합물에서 파괴 균열 가 시작되. Ti-Cu ( )
더라도 형태의 조직으로 인하여 그림 과 같이 사이에서 균열 꺾임이 발생하게layer 16 layer
되어 역시 파괴 저항성이 커진다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11Ti-62.7Zr-13.2Cu-9.8Ni-3.3Be

삽입재를 이용하여 이종접합을 행할 경우 비록 취약한 간 금속간 화합물의(Vit-1) Ti-Cu , Ti-Cu
생성을 억제할 수는 없지만 간 금속간 화합물이 생성되더라도 하중방향과 평행한 미세한Ti-Cu
침상의 형태로 제어하는 것이 접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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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15.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Cu
접합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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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

Ti S.S.

(Ti,Zr)2Cu

Ti2Cu3
(or TiCu)

Cu4(Ti,Z

r)

TiZrCuNi

파괴경로 : 
매끄러운 파면형상

Ti S.S.

(Ti,Zr)2Cu

Ti2Cu3
(or TiCu)

Cu4(Ti,Z

r)

TiZrCuNi

파괴경로 : 
매끄러운 파면형상

Ti-Cu 
intermetallics

Ti-Cu 
intermetallics

하중하중

Continuous layer

Type II

Ti S.S.

Ti2Cu

Cu4(Ti,Zr)

TiCu

(Ti,Zr)(Cu,Ni)+Ti2Cu

파괴경로 :
불규칙한 파면형상

Ti S.S.

Ti2Cu

Cu4(Ti,Zr)

TiCu

(Ti,Zr)(Cu,Ni)+Ti2Cu

파괴경로 :
불규칙한 파면형상

하중하중

Fine acicul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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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Ⅲ

Ti S.S.

Ti3Cu4 or TiCu

Cu4(Ti,Zr)

Ti2Cu3 or Cu2Ti

Cu4TiCu3Ti

파괴경로 : 
매끄러운 파면형상

Ti S.S.

Ti3Cu4 or TiCu

Cu4(Ti,Zr)

Ti2Cu3 or Cu2Ti

Cu4TiCu3Ti

파괴경로 : 
매끄러운 파면형상

하중

Coarse granule

그림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16.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Cu
파괴 거동

조성의 계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 접합 강도2) 70Ag-28Cu-2Ti Ag Ti-Cu

그림 은 각각 조성의 계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 시17 70Ag-28Cu-2Ti Ag Ti-Cu
편들의 인장 실험결과와 그에 따른 강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접합부에 취약한 간 금. Ti-Cu
속간 화합물이 생성되어 있는 과 의 경우에는 낮은 접합 강도를 나타내고 있지Type I Type II
만 접합 후 층이 남아 있어 간 금속간 화합물의 생성이 억제된 의 경우에는Ag Ti-Cu Type III
그림 와 같이 모재에서 파단이 일어나고 접합 강도는 모재강도 를 훨씬 초과하17 Cu (198 MPa)
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파괴 거동을 살펴보면 그림 에서 보는 것과 같. 18
이 의 경우에는 조대하고 하중 방향에 수직하게 연속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간 금Type I Ti-Cu
속간 화합물 층을 따라 파괴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의 경우에는 얇은 간Type II Ti-Cu
금속간 화합물과 모재 계면을 따라 파괴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의Ti . Type III
경우에는 접합부가 아닌 모재에서 파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재가 심하게 연Cu Cu
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모재 위에 확산 제어층을 형성시킨 후. Ti Ag
접합을 하면 모재의 용해가 억제됨으로써 접합부에 취약한 간 금속간 화합물의 생성Ti Ti-Cu
이 방지되고 이로써 접합부의 접합 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접합 중에 일어나는 확산을 제어함으로써 접합부의 미세조직 및 접합 강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은 간 이종접합뿐 아니라 과 같은 다른 합Ti-Cu Ti-Steel
금간의 이종접합에도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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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경로

Cu4Ti + Cu SS + Ag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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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이종접합부의 파괴 거동18. 70Ag-28Cu-2Ti T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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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접합부의 접합 온도 및 접합 강도 요약3) T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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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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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rse granule

Ag-Cu-Ti
A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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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acicul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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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다양한 저융점 삽입재에 따른 이종접합의 접합력 접합온도 요약19. Ti-Cu -

그림 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여러 삽입재를 이용한 이종접합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19 Ti-Cu .
융융온도 및 기계적 성질이 다른 의 이종접합부 조직 최적화를 통하여 완벽한 접합을 구Ti-Cu
현하였으며 기존 접합온도의 이내의 저온 접합 기술을 확립하였다 최적 삽1/2 (780 820 ) .℃～ ℃
입재를 선택하고 접합 조건 제어를 통하여 높은 접합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접합부 조직 제어

기술을 확립하였으며 확산 제어층 형성을 통한 새로운 접합 강도 향상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접합공정 가열 승온 냉각 을 약 분 이내에 이룰( ) 20→ →
수 있는 단순 및 신속 접합공정을 구현할 수 있었다.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동종접합부의 접합4)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Ti
강도

그림 은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동종접합20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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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들의 인장 실험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접합부가 아닌 모재에. Ti
서 파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접합부의 접합 강도가 모재의 강도인Ti

를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접합부의 접합강도가 모재보다 높아390 MPa . Ti
지게 되는 이유는 그림 의 접합부 미세조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삽입재에 포함되어 있던13

원소들에 의하여 고용강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된Zr-Cu-Ni Zr-Cu-Ni
편석 조직이 이차상의 역할을 하게 되어 강화기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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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삽입재를 이용하여 접합된 동종접합부의20. 11Ti-62.7Zr-13.2Cu-9.8Ni-3.3Be (Vit-1) Ti-Ti
접합 강도

요약-
이종접합 접합1) Ti-Cu (820 ) : Ti-Zr-Cu-Ni-Be(T℃ L 삽입재를 이용하여 미세한: 725 )℃

침상형 조직으로 최적화한 경우 모재강도 에 육박하는 의 매우 높은(198 MPa) 196 MPa
접합력을 성취하였음.

이종접합 접합2) Ti-Cu (780 ) : Ag-Cu-Ti(T℃ L 삽입재와 확산 제어층을 이용: 780 ) Ag℃
하여 계면에 화합물 층과 층 그리고 접합부에 고용상 및 고용상의Ti TiAg Ag Cu Ag
공정조직을 형성한 경우 모재에서 파단이 일어났고 접합력은 모재강도 를Cu (198 MPa)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동종접합 접합3) Ti-Ti (790 ): Ti-Zr-Cu-Ni-Be(T℃ L 삽입재를 이용하여 고용상:725 )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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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편석 조직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함으로써 모재에서 파단이 일어났고Zr-Cu-Ni Ti ,
접합력은 모재강도인 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390 MPa .
추진체계 이종 금속 접합부의 접합력 평가 방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용접센터- : RIST
및 생기연과 기술 교류를 실시하였음.
특허 출원 은 확산 제어층을 이용한 티타늄과 이종금속 접합부의 취성방지 및 접합- : “
력 향상 방법 출원 번호”, : 10-2007-0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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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원전 복수기 이종금속 접합을 위한 실용화 방안 구축5 .
원전 열교환기 복수기 이종금속 접합을 위한 저온 삽입재 개발 방안1) ( ) (Ti-carbon steel)

와 의 이종접합을 위한 삽입재에는 모재의 주요 성분인 및 원소가 다량Ti carbon steel Ti Fe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의 상태도를 보면 약 조성에서 의. 21 Ti-Fe 65Ti-35Fe(wt.%) 1085℃
낮은 공정반응 온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와 의 이종접합을 위Ti carbon steel
한 삽입재의 조성은 의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접합 온도를 낮추는데 적합하다65Ti-35Fe
판단된다 이 조성을 기반으로 삽입재의 용융온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용융온도 저하원소를.
첨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과 를 고려할 수 있다 의 경우는 모재인 와 완전 고용체Zr Ni . Zr Ti
를 이루면서도 그림 의 상태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재인 와 의 낮은 공정21 Fe-Zr Fe 928℃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삽입재의 용융온도를 낮출 수 있다 판단된다 의 경우에도 모재인. Ni Fe
와 이상에서 완전 고용체를 이루면서도 그림 의 상태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400 20 Ti-Ni℃
재인 와 의 낮은 공정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삽입재의 용융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Ti 942℃
할 수 있다 따라서 와 의 이종접합을 위한 저온 삽입재로 계 조성이. Ti carbon steel Ti-Zr-Fe-Ni
적합하다 판단되며 대략 의 용융온도를 얻을 수 있다 사료된다 이 때 와 의 함량비900 . Ti Fe℃
를 공정조성 로 고정하고 과 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용융온도의 변화를 알아보면65:35( ) Zr Ni

계 조성에서 가장 낮은 용융온도를 나타내는 삽입재 조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Ti-Zr-Fe-Ni
다 이에 더하여 계 및 계 삽입재에 용융온도 저하원소로 일반적으로 첨가되는 의 첨가. Ni Fe B
를 고려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계 삽입재 조성이 와 의 이종접합Ti-Zr-Fe-Ni-B Ti carbon steel
에 가장 적합한 저온 삽입재 조성이라 판단된다 계 삽입재의 예상용융온도는 약. Ti-Zr-Fe-Ni-B

로서 저온 접합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및 모재의 용해로 인한720 . Ti Fe℃
간Ti-Fe TiFe, TiFe2 등의 금속간 화합물 등이 형성될 수 있는데 상태도에서 보이듯이 line
가 아니기 때문에 인성이 우수할 것이라 예상된다 더욱 우수한 접합부 물성을 얻기compound .

위해서는 이러한 금속간화합물들의 제어 및 억제가 필요한데 모재로부터의 과도한 확산 제어,
와 금속간 화합물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위에 확산제어층 또는 위에 확산제Ti-Fe Fe Ni Ti Zr
어층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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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e

1085°C

(a)

Ti-Ni

942°C

(b)

Zr-Fe

928°C

(c)

그림 상태도21. ; (a) Ti-Fe, (b) Fe-Zr, (c) T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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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질 삽입재 분말의 삽입 치밀화 기술 개발2)

비정질 삽입재 분말의 경우 결정화 온도 이상에서는 결정화가 일어나므로 삽입 및 코팅 시

에 결정화를 억제하고 초기 비정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온 용사나 플라스마 용사와

같은 고온 공정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정질 입자들의 초기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치밀한 삽입 코팅 및 우수한 접착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저온동적용사기술이 비정질 삽입재 분

말을 부품에 삽입 코팅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저온동적용사기술은 비정질 입/ .
자들이 초음속 영역 약 의 매우 큰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하여 부품 표면에 코팅하는( 2000 m/s)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코팅층 내 입자들의 소성변형을 유발하여 매우 치밀하고 접착력이

우수한 삽입 코팅이 가능한 방법이다.
그림 는 저온동적용사기술의 모식도와 저온동적용사코팅으로 비정질 분말을 코팅한 예를22
보여주는 것으로 저온동적용사기술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미 완성된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비정질 삽입재 분말의 삽입 치밀화 기술을 획득하고자 하였

으며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기술 교류를 통하여 도입하기로 하였다 러시아 구조재(
료연구소와 연구교류 협의 체계 구축M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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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온동적용사코팅의 모식도 저온동적용사코팅으로 코팅된 비정질 코팅층22. (a) , (b)

다양한 원전 부품 노즐 배관 등 소재의 이종 금속 접합 기술 적용 검토3) ( , )

그림 은 본 연구를 통하여 설계한 튜브 튜브 및 튜브 관판 구조의 접합 방안을 보여주고23 - -
있다 튜브 튜브 구조의 경우 그림 와 같이 튜브 튜브 사이에 비정질 삽입재 분말이나 리. - 23 (a) -
본을 위치시킨 후 유도가열 코일을 이용하여 원하는 접합 온도까지 승온하고 일정 시간 유지

한 후 냉각하여 간단히 튜브 튜브의 접합을 이룰 수 있다 튜브 관판 구조의 경우에는 그림- . - 23
와 같이 먼저 튜브 벽면에 저온동적용사코팅으로 비정질 삽입재 분말을 코팅하고 이를 관판(b)

의 구멍에 위치시킨 후 튜브 안의 유도가열 코일을 이용하여 원하는 접합 온도까지 승온하고

일정 시간 유지한 후 냉각하여 튜브 관판의 접합을 이루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이 때에는 접합- .
열처리시에 발생하는 튜브의 열팽창을 통하여 접합 압력이 가해지게 설계하였다 또한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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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먼저 튜브를 관판의 구멍에 위치 시킨후 저온동적용사코팅으로 비정질 삽입재 분말(c)
을 튜브와 관판 사이의 틈으로 삽입시키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비정질 삽입재 분말을 튜브와.
관판 사이의 틈으로 삽입한 후에 관판 바로 위에 위치한 유도가열 코일을 이용하여 원하는 접

합 온도까지 승온하고 일정 시간 유지한 후 냉각하여 튜브 관판의 접합을 이루는 방안을 설계-
하였으며 이 때에는 수압을 이용하여 접합 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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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다양한 원전 부품 노즐 배관 등 소재로의 실용화를 위한 열처리 방안23. ( , )

접합부위 조직 특성 및 접착강도 누설 방지 특성 평가 방안 제시4) ,

튜브구조 접합부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접합부의 접합력 접합균일성 및 누설특성을 평,
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각 인발시험 수압시험 및 헬(pull-out-test), (Hydraulic leak test)
륨누출시험 방안을 마련하였다 튜브와 관판의 접합에서 가장 중요한 튜(Helium leakage test) .
브와 관판의 접합력인 인발시험은 접합을 수행한 후에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하게 된다.
시험 방법은 요구 사항인 하중의 일정 압력에서 분 유지한 후 튜브의 유동 정도를560 kg 10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정 거리 이상 유동하는 경우는 불합격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0.508 mm)
였다 수압시험은 일반적으로 접합 부위의 접합력과 균일성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튜브와 관판.
접합부위의 누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튜브를 접합한 후 수압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수압시험은. 120 kg/cm2에서 분 유지 후 다시10 220 kg/cm2에서 분 유지하10
여 누수여부를 조사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하게 된다 헬륨누출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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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헬륨가스를 충전하여 설계 압력의 배 이상의 압력으로 가압하여 튜브와 관판shell 1.5
사이로 헬륨가스의 누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요약 저온용사삽입기술을 이용하여 원전 튜브 구조 부품의 저융점 삽입재 삽입 방안- :
과 튜브 관판 구조의 확산 열처리 접합 방안을 마련하였음 튜브구조 접합부 건전성- .
평가 방안으로서 인발시험 수압시험 핼륨누출시험 기술을 습득하여 건전성 평가 방, ,
안을 마련하였음 저융점 삽입재 개발 삽입재삽입방안 및 부품 실용화 방안을 마련함. ,
으로써 저합금강 인코넬 스테인리스강 티타늄 등 원전 이종 소재 부품인 노즐 배관, , , ,
등 다양한 원전 부품으로의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추진체계 삽입재를 부품에 삽입 코팅할 수 있는 삽입기술로서 비정질 삽입재의 물성- : /
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온 삽입 공정인 저온동적용사기술을 러시아와 기술 교류

를 통해 도입하기로 하였음 러시아 구조재료연구소와 연구교류 협의 체계 구( MOU
축 두산중공업 및 용접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원전 부품 적용을 위한 건전성). RIST
평가 및 검증 절차 방안을 수립함 두산중공업 등 설계 제작자와 다양한 원전 부품.
소재의 접합기술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제점 해결 및 연구방향 조정 등을 위한

협력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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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착안 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련분야의 기술발 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목표 
달성도

(%)
비고

이종 합 모델 속 

(Ti-Cu)을 한 최  

비정질 안정 합  

조성 분말 제조

￭ Ti-Cu 이종 합을 한 삽입재로서 

모재 성분인 Ti와 Cu가 함유된 비결

정질 소재  공정조성 합 을 설계 

 검토하여 합온도를 낮추기 한 

다성분계 공정조성의 

Ti13.8Zr41.2Cu12.5Ni10.0Be22.5 (TL:725℃) 

와 Ag-28Cu-2Ti (TL:780℃) 등 최 의 

융  삽입재 분말  박 을 제조

하 음.

10 100

다양한 비정질 

공정 조성 합

 설계  연

구 력 인 라

를 이용한 최

 삽입재 제

조

합변수  온도에 

따른 비정질 분말 

삽입재의 

이종 속(Ti-Cu) 내 

고상 확산 합 

기술 개발

￭ 승온  냉각이 매우 빠르고 합부

의 국부 열처리가 가능하여 10～20분

이내의 단순, 신속 공정을 구 할 수 

있으며, 원  튜 부품의 국부열처리

가 가능한 외선 반사로 합 공정

을 설계,제작하 음. 

￭ Ti-Zr-Cu-Ni-Be (TL:725℃)삽입재를 이

용하여 합온도를 획기 으로 낮추

고 열처리 이력을 제어하여 다양한 

Ti-Cu 속간 화합물의 조직을 미세한 

침상형으로 제어함으로써 최  조직

을 개발하 음. 

￭ Ag-Cu-Ti (TL:780℃) 삽입재와 Ti모재 

에 Ag확산제어층을 코 하여 780℃

까지 합온도를 낮추고 취약한 속

간화합물이 형성되지 않고 Ti측에 인

성이 매우 우수한 TiAg화합물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취성방지  합력 향

상을 한 고상확산 합 방법을 구

축하 음.

30 120

합부 국부 

열처리 시스템

을 이용하여 

승온, 유지, 냉

각 등 열 이력

을 제어하여 

최 의 합부 

조직 형성  

획기  온

합구  (78

0 ℃～ 8 2 0 ℃ , 

목표온도 

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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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 의 조직 

균일 특성  착 

강도 평가

￭ Ti-Cu 이종 합 (820℃ 합): 

Ti-Zr-Cu-Ni-Be (TL:725℃)삽입재를 이

용하여 미세한 침상형 조직으로 최

화한 경우 모재강도(198MPa)에 육박

하는 196MPa의 매우 높은 합력을 

달성하 음.  

￭ Ti-Cu 이종 합 (780℃ 합): 

Ag-Cu-Ti (TL:780℃) 삽입재와 Ag확

산제어층을 이용하여 Ti계면에 TiAg

화합물 층과 Ag층 그리고 합부에 

Cu 고용상  Ag고용상의 공정 조직

을 형성한 경우 Cu모재에서 단이 

있어났고 합력은 Cu 모재강도

(198MPa)를 훨씬 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 Ti-Ti 동종 합 (790℃ 합): 

Ti-Zr-Cu-Ni-Be (TL:725℃)삽입재를 이

용하여 Ti고용상과 Zr-Cu-Ni 편석 조

직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함으로써 

Ti 모재에서 단이 일어났고, 합력

은 Ti 모재강도인 390MPa를 훨씬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0 120

Ti-Zr-Cu-Ni-B

e와 Ag-Cu-Ti 

삽입재 그리고 

확산제어층을 

이용하여 조직 

최 화  취

약한 속간화

홥물이 없는 

합부를 제조

하여 모재강도

를 과하는 

완벽 합 구

 (모재강도

의 90%인 목

표강도 과 

달성)

최  비정질 분말의 

이종 속 

(Ti-Cu)과의 삽입 

치 화 기술 개발

￭ 필러를 부품에 삽입/코 할 수 있는 

삽입기술로서 비결정질 삽입재의 물

성을 그 로 유지할 수 있는 상온 삽

입 공정인 온동 용사기술을 러시

아와 기술 교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하 음 (러시아 구조재료연구소와 연

구교류 의 체계 구축  MOU 체

결, 2007년 1월).

5 100

부품 실용화를 

한 필러 삽

입 방안으로서 

온동 용사 

기술 습득  

련 러시아 

기 과 기술도

입  공동 연

구를 한 

MOU체결

원  복수기에 

비정질 고상 

합기술 용성 

검증 (두산 공업) 

 실용화 방안제시

￭ 온 용사삽입 기술을 이용하여 원  

튜  구조 부품의 융  필러 삽입 

방안과 튜 - , 튜 -헤드 구조의 

확산 열처리 합 방안을 마련하 음. 

5 100

부품 용을 

한 필러 삽입 

 국부 열처

리 방안 구축

합부  조직 특성 

 착강도, 

설방지 특성 평가 

방안 제시

￭ 튜 구조 합부 건 성 평가 방안으

로서 인발시험, 수압시험, 핼륨 출시

험 기술을 습득하여 건 성 평가 방

안을 마련하 음.

5 100

튜 구조 합

부 건 성 평

가 방안 구축 

( 두 산 공 과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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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  부품 

(노즐, 배  등) 

소재의 이종 속 

합 기술 용 

검토 (Ni계, Fe계, 

Ti계 합 )

￭ 융  필러 개발, 필러삽입방안  

부품 실용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합 강, 인코넬, 스테인리스강, 티타늄 

등 원  이종 소재 부품인 노즐, 배  

등 다양한 원  부품으로의 용 가

능성이 확인되었음.

5 100

다양한 소재 

 부품에 

한 이종 합 

가능성 검증

총계 100 106

연구 성과의 의의

￭ 융   기계  성질이  다른 Ti-Cu 이종 속의 경우 취약한 속간화합물들이 아주 

용이하게 형성됨으로 인해 건 한 합부 형성이 매우 어려우나, 다성분계 공정 합   비

결정질 삽입재 개발과 이를 이용한 티타늄-구리 이종 속간의 온 합 방법(출원번호 

07-13850), 합부 상구조  미세조직 제어를 통한 최  조직 개발, 은(Ag) 확산제어층을 

이용한 티타늄과 이종 속 합부의 취성방지  합력 향상 방법 (출원번호 07-13849) 등 

취약한 Ti-Cu 속간화합물의 조직 제어  확산 합 기술을 독창 으로 개발함으로써 

Ti-Cu 이종 속 합을 세계 최 로 실 하 음. 한 모재성분이 함유된 융  삽입재를 

개발하여 모재에 향이 거의 없는 780～820℃의 온 합(기존 온도의 1/2이내, 목표온도 

과 달성)을 실 함과 동시에 모재강도를 월하는 확산결합에 의한 강한 합력을 성취하

음(모재강도의 90%의 목표 합강도 과 달성). 아울러 Ti-Ti 동종 합의 경우에도 최  

비정질 삽입재  조직 최 화를 통해 790℃에서 모재강도(390MPa)를 과하는 완벽 합을 

구 하여 Ti 소재 튜  부품에 한 온 합 가능성을 확보하 음.

￭ 기존 아크용  시 HAZ 조직 복원  잔류응력 제거를 해 용되었던 복잡한 , 후열처

리 공정이 필요 없으며, 승온, 유지, 냉각의 단순공정, 10～20분이내의 신속 공정을 구 함

으로써 공정의 단순화에 크게 기여하 음.

￭ 국내논문 개제 1건, 국외 SCI논문 개제 1건, 국내논문 발표 1건, 국외논문 발표 2건, 특허 

출원 2건 등 기술의 독창성  원천성을 인정받았으며, 짧은 연구 기간에 다수의 연구 실

을 거두어 목표를 과 달성하 음.

￭ 원  운 의 주요 취약기술인 기존의 용  기술의 문제 을 획기 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

종재 온고상 합 기술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원  부품 합부의 성능 향상  실용

화를 한 후속 연구를 통해 각종 열교환기, 복수기 튜 , 증기발생기 튜 , 원자로헤드 CRDM

노즐, RCS계통배  용 부 등 다양한 원  기기/부품으로의 용  실용화에 한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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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 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 ․

논문게재 및 발표1)

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 회의( ) 연도 권/

호/ 주관단체
연 구

발표 자( )

국내

게재 1
계 비정질 삽입재를 이용한Zr

이종 접합부의 미제조직Ti-Cu
형성에 미치는 확산 열처리

온도의 영향

한국열처리공학
회지

2007. 1
개제

한국열처리
공학회

이정구

발표 1 계 비정질 삽입재를 이용한Zr
Ti-Cu Brazing

2006
대한용접학회
추계학술대회

2006. 10.
19

대한용접학
회

이정구

국외

게재 1
Formation of reactive layers
in the brazed Ti and Cu
using a melt-spun

Zr41.2Ti13.8Ni10Cu12.5Be22.5 alloy
Mater. Lett.
(SCI)

2007. 1
월 투고

Elsevier 김기범,
이민구

발표

1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infrared brazed Ti dissimilar
joint using Zr-based
amorphous filler

8th International
symp. on

nanocomposite
& nanoporous
materials

2007. 2.
23

한국분말야
금학회

이정구

2
Bonding strength

improvement of the Ti
dissimilar joint by forming
Ag diffusion control layer on

Ti base metal

8th International
symp. on

nanocomposite
& nanoporous
materials

2007. 2.
23

한국분말야
금학회

이민구

지적재산권 출원등록2) ․
구분 연번 명칭 국명 출원 등록일/ 출원 등록번호/ 발명 연구 자( )

발

명

특

허

출원

1
비정질삽입재를 이용한

티타늄 구리-
이종금속간의 저온 접합

방법

한국 2007. 2. 9 10-2007-0013850 이민구외 4

2
은 확산제어층을 이용한

티타늄과 이종금속

접합부의 취성방지 및

접합력 향상 방법

한국 2007. 2. 9 10-2007-0013849 이민구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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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5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개발된 저온고상접합 및 이종금속접합을 위한 비정질 고상 접합기술은 접합온도를 획기적￭
으로 낮춤과 동시에 확산결합에 의한 강한 접합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원전 구조 소재의

접합부 열화 방지 및 부품 장수명화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 특히 당해 연도에서 개발될 이종 접합 핵심 요소 기술을 근간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열교환기

복수기 튜브 증기발생기 튜브 원자로헤드 노즐 계통 배관 용접부( ) , , CRDM , RCS 등 다양한

원전 기기부품으로의 적용 및 실용화 연구/ 가 이루어진다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원전 기기

부품의 용접부 성능 및 재료 열화로 인한 결함 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 보수 및 손상관리 대/
책이 마련될 수 있음.
차세대 수소생산로 미래형 원자로 등에 적용될 초내열합금 재료나 결정제어형 특수 합금, ,￭
입자 분산강화 형 고온 특수 소재를 비롯한 난접합성 특수 소재 경우 용융 용접법을ODS
이용하면 모재 본래의 강화기구를 용접부에서 유지할 수 없으므로 미래형 고온 특수 소재

의 고성능 이종 접합 핵심 기술로 적용이 가능할 것임.
이종 금속 접합을 위한 비정질 고상 접합기술은 국내 원전 구조 소재의 장 수명 요건을 확￭
립하고 원자력 발전소 부품 수명 연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용접부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가동 중 용접부 결함 또는 균열 저감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종 접합,
구조물의 균열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한 효과적 손상 관리 기술로 활용 가능함.
신규 원전기기 이종 소재 접합 뿐 아니라 상용 원전 현장에서 동종은 물론 이종금속 소재,￭
의 핵심 접합기술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원전의 증기발생기 튜브 관판 용접부 열교환, / ,
기 복수기 튜브 관판 용접부 배관 계통 노즐 용접부 각종 배관 및 밸브 샤프트 파( ) / , RCS , , ,
이프류 등 서로 다른 조성 또는 금속간의 접합 및 용접을 요구하는 부품에 폭 넓게 활용

가능함.
신형 경수로 개선 및 주요 부품소재의 이종접합 및 수명관리 요소기술로 활용 가(APR1400)￭
능함.
해양 선박 등 각종 수력기계와 군수용 수상 및 수중함정의 해수계통 배기계통 자동차 항, , ,￭
공산업의 추진기관 터빈 등 고기능 부품에 기술 파급이 가능함, .
수소생산로 미래형 원자로 등에 적용될 결정제어합금 입자분산강화형 특수 합금 고온, , ,￭

특수 소재를 비롯한 난접합성 특수 조재의 경우 기존의 용융 용접법을 이용하면 모재ODS
의 강화 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고온 특수 소재의 접합 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복제 기술이 아닌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비정질 이종 금속 접합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국￭
내 원자력 산업 적용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 및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원전 운영의 주요 취약기술인 기존 용융 용접 기술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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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 저온고상 접합 기술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원전 부품 접합부의 성능 향상 및 실

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복수기 튜브 증기발생기 튜브 원자로헤드 노즐 계통, , CRDM , RCS
배관 용접부 등 다양한 원전 기기 부품으로의 적용 및 실용화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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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6

합금 접합에 사용되는 삽입재1) Ti

ref.) A. Shapiro and A. Rabinkin: Welding Journal. Oct. (2003) pp. 36 [8].

위의 표는 기존에 합금 접합에 사용되는 삽입재들을 조사한 것으로 크게 계 계Ti Al , Ag ,
계 및 계 삽입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계 삽입재의 경우에는 접합Ti/Ti-Zr Pd . Al

온도가 낮아 접합시 모재의 열영향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접합부의 기계적 성질이 저하되는 특,
히 고온 특성이 저하되어 가 이하로 낮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계 삽service temp. 300 . Ag℃
입재의 경우에는 상온 특성은 우수하나 계 삽입재와 마찬가지로 고온 물성이 좋지 않아Al

가 이하로 낮다 계 삽입재의 경우에는 계 및 계 삽입재와 비교하service temp. 300 . Pd Al Ag℃
여 우수한 고온 물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접합 온도가 근방으로 합금의1100 Ti beta transus℃

및 의 용융 온도 보다 높아 이종 접합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이(880 ) Cu ( Ti-Cu .℃
들 삽입재에 비하여 계 삽입재의 경우는 상온 및 고온 물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접합Ti/Ti-Zr
온도가 정도로 합금의 보다 낮아 접합에 가장 적합한 것을800 900 Ti beta transus Ti-Cu～ ℃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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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계 삽입재2) Ti Ti/Zr

ref.) A. Shapiro and A. Rabinkin: Welding Journal. Oct. (2003) pp. 36 [8].

위의 표는 현재 상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계 삽입재들의 조성을 정리한 것으로 이Ti/Ti-Zr
삽입재들 중 및 조성의 삽입재가 현재까지 합금 접합에 가, 70Ti-15Cu-15Ni 60Ti-15Cu-25Ni Ti
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조성의 경우 낮은 가공성 때문에 리본으로 제조되지 못 하고,

및 층으로 클래딩된 판재 형태로 제조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클래딩된Ti, Cu Ni .
판재 구조의 삽입재는 삽입재 내의 불균일한 조성분포로 인하여 접합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

라 불균일한 접합부 조직 형성으로 접합부 특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최근 들어 삽입재 내의 조성 분포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리본 형태의 비정질 삽

입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비정질 삽입재의 경우 이렇게 균일한 조성 분포를 갖는 리본 형태의 삽입재를 제조할 수 있

는 장점과 더불어 대부분의 비정질 조성이 다원계 공정 조성에 가깝기 때문에 용융 온도가 낮,
아 접합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정 조성에 가까운 조성으로 인하.
여 용융 온도구간 즉 고상선과 액상선의 차이 이 좁아 삽입재를 단시간에 빨리 용융시켜 접합( , )
을 이룰 수 있어 접합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비정질 삽입재의 좁은 용융 온도구.
간은 승온시에 삽입재가 녹아 시편 밖으로 넘쳐 흐르거나 삽입재의 조성 분리가 일어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정질 삽입재의 경우 비정질상이 비평형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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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접합시 두 모재의 성분 모두를 다량 함유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정질 분말 제조 방법3)

비정질 분말은 크게 가스분부법 기계적 합금화법 및(Gas atomization), (Mechanical alloying)
과 을 이용한 세가지의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melt spinning pulverization .

법인 가스분무법은 용탕줄기가 음속이하 또는 초음속으로 분사되는 가스와 충돌하면서 두 유

체사이에 운동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게 되어 용탕이 분산되고 응고되면서 크기의50~100 mμ
균일한 구형 분말이 제조되는 방법이다 기계적 합금화법은 구성 성분 원소를 혼합한 후 고에.
너지 볼밀링과 같은 방법으로 기계적인 에너지를 가하여 성분 원소 사이의 합금화를 유도하고

가해지는 고에너지를 통하여 분말을 비정질화 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는 수십 나노 크기.
의 초미세 분말뿐 아니라 수십 의 다양한 크기의 비정질 분말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 방법m .μ
은 으로 수십 두께의 리본을 제조한 후 이를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형melt spinning m flakeμ
태의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비정질 분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아래 그림은.
가스분무법과 기계적 화금화법을 보여주고 있는 모식도와 각각의 방법으로 제조된 비정질 분

말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용탕줄기

Gas Jet

비정질 분말

Cu-Zr-Ti-Ni

100 µm100 µm

Ni-Ti-Zr-Si

가스분무법 기계적합금화법

차세대소재성형기술개발사업 과제보고서 비평형상 재료 성형기술개발Ref.) , “ ” (200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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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동적용사코팅기술4)

용사코팅 기술은 년대 플레임 용사코팅 기술이 개발된 이래 열 용사코팅이나 플라즈마1900
용사코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팅 기술은 고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분말의 열적 변형을 유발할 수 있어 년대에 새로운 개념의 저온동적용사코팅 기술이1980
러시아의 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저온동적용사기술은 코팅하려는Russian Academy of Sciences .
입자들이 초음속 영역 약 의 매우 큰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하여 부품 표면에 코팅하( 2000 m/s)
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코팅층 내 입자들의 소성변형을 유발하여 매우 치밀하고 접착력

이 우수한 삽입 코팅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 저온동적용사코팅 기술은 코팅 온도가 분말 재료.
의 용융점보다 낮아 코팅 전의 분말 재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비정질 분말의

경우 고온에서는 결정화가 일어나므로 코팅 시에 비정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 용사코

팅이나 플라즈마 용사코팅을 이용할 수 없고 저온에서 행해지는 저온동적용사코팅 기술이 적

합하다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저온동적용사코팅을 위한 용사건 왼쪽 과 저온동적용사코팅. ( )
으로 과 가 코팅된 튜브의 형상 오른쪽 을 보여주고 있다Al Cu ( ) .

Cu on STSCu on STS

Sprayed Al

6061 Al alloy

러시아 보고서ref.) INTECH

초소성을 이용한 비정질 합금 간의 접합 방법5)

초소성을 이용한 비정질 합금 간의 접합 방법은 비정질 합금의 과냉액상영역에서의 낮은 점

도와 초소성을 이용한 비정질 합금 간의 접합을 이루는 기술이다 비정질 합금은 승온시 유리.
화천이온도와 결정화온도 사이의 과냉액상영역을 나타낸다 이 때 비정질 합금의 점도는 낮아.
지게 되고 이 온도구간에서는 초소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정질 합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접합.
하려는 두 비정질 합금을 접촉하게 한 후 과냉액상영역으로 승온 유지하면서 압력을 가하여/
비정질 합금 간의 접합을 이룰 수 있다 이 기술은 비정질 합금의 과냉액상영역이 이하. 400℃
이기 때문에 접합 온도가 다른 접합 방법보다 훨씬 낮아 비정질 합금의 접합에 적합한 방법이

다 아래의 그림은 참고 문헌에서 언급된 기술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다. .



- 62 -

∅Viscosity ↓↓
∅Perfect contact
(no asperity & void)

∅Diffusion

초소성
“Superplasticity”Amorphous Zr-Al-Ni-Cu

Amorphous Zr-Al-Ni-Cu

Pressure

Tg-Tx

Amorphous Zr-Al-Ni-Cu

Amorphous Zr-Al-Ni-Cu

Pressure

Tg-Tx

ref.) H. Somekawa, A. Inoue and K. Higashi: Scripta Mater. 50 (2004) pp. 139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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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줄내외(15-20 )

차측의 원자로헤드 노즐 및 계통 노즐을 비롯한 각종 노즐 증기발생기1 RCS , ,
각종 배관 및 파이프류 차측의 열교환기 복수기 튜브 등 서로 다른 금, 2 ( ) Ti
속 또는 다른 조성 간의 접합 및 용접이 필요한 기기부품이 많이 있으나 두,
이종 금속간의 용융점 및 열팽창계수 차이 또는 고온 열처리에 의한 내부 잔,
류 응력 형성으로 인해 기존의 등의 고온 액상 용융TIG Welding, SMAW
용접 기술의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음 따라서 다양한 원자력 구.
조 부품의 이종 금속 및 합금 간에 충분한 인장강도 및 접착강도 그리고 우,
수한 누설 방지 특성을 부여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건전한 접합 기술의 개
발이 요구되며 또한 주위의 이종 금속 모재의 조직 열화 및 불건전한 내부응,
력을 초래하지 않으며 계면에서 강한 확산접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비용융,
방식을 이용한 저온 고상 접합 기술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원전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온 용융 아크 용접 접합온도 이상 에 의한 모재의 기( 1700 )℃
계적 성질 열화 높은 내부응력 형성 민감성 변형 및 기공 구조 형성, , SCC , ,
전후열처리에 의한 장시간 소요 및 공정의 복잡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
또한 구조적으로 접합이 어려운 얇은 튜브 부품 및 긴 접촉 부위를 요구하는
부품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원전 주요 취약 기술인 이종금속 접합을 성취할
수 있는 의 이종금속 저온고상접합 핵심 기술을 확보하였음700 800 .℃～ ℃
주제명키워드

단어내외(10 )

저온접합 이종금속접합 티타늄브레이징 삽입합금 복수, , , ,
기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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