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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항을 이용한 안경테용 Ti 합금의 땜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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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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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과 그 합금은 경량성, 우수한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 때문에 주요한 안경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안경테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순 티타늄(P-Ti)과 β-티타늄(β-Ti)에 대하여 전기저항땜질 장치를 이용하여
접합조건의 변화에 따른 접합부의 특성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P-Ti 및 β-Ti 모두 접합부 근처에서 경도값의 감
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기저항열에 따른 결정립의 조대화 때문이다. 결정립 조대화에 의한 경도의 저하량 및 저
하된 부분의 크기는 β-Ti 보다 P-Ti에서 크게 나타났다.
주제어: 티타늄, 전기저항땜질, 경도, 안경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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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그러나 안경테 소재용 티타늄 합금간에 전기저항브레이
징에 따른 접합부의 기계적 성질 및 미세 조직에 대한 연
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티타늄은 가벼우면서도 비교적 높은 비강도, 고온에서
우수한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 우수하여 각종 공업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경테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순 티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생체와의 우수한

타늄과 β-티타늄에 대하여 전기저항용접기를 이용하여 접

친화성으로 의료용에서도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합조건의 변화에 따른 접합부의 특성 변화에 대하여 조사

[1-3]

.

함으로써 향후 이종 재료간 접합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

티타늄 합금은 첨가원소의 종류 및 그 함량에 따른 미
세조직의 차이에 따라 크게 α, α+β, β 합금으로 분류되

보하고자 한다.

며, 각각의 합금은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서 뚜렷이 구

실험방법

분된다[4-6].
안경테의 필수조건은 가벼우면서도, 강인하고, 내식성과
가공성이 우수해야 하며, 접합과 표면처리가 용이해야 한

접합모재로는 일반적으로 안경테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다. 특히 최근 안경테 소재에서 요구되는 특성 중 다양한

있는 순 티타늄(P-Ti) 및 β-티타늄(β-Ti) 판재를 이용하였

기능성과 함께 경량화가 주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으며, 땜납(solder)으로는 Ti 합금 계열의 소재를 사용하였

티타늄(Ti) 및 그 합금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pecimens. (wt%)

다[7].
한편 대부분의 금속 안경테는 이종금속간의 접합[8-10]에

P-Ti

β-Ti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티타늄 안경테

H

Max. 0.0125

Max. 0.015

에서도 소재를 세분화하면 순 티타늄, 베타 티타늄 및 하

N

Max. 0.03

Max. 0.05

프 티타늄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종

C

Max. 0.10

Max. 0.10

류의 티타늄 합금간의 접합에 의한 안경테 제조가 거의

O

Max. 0.25

Max. 0.20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Fe

Max. 0.30

Max. 1.00

따라서 동종 합금 내에서도 합금 종류에 따른 접합특성

Al

·

4.00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안경테

V

·

21.0

Ti

Bal.

Bal.

소재간의 접합 조건에 따른 물성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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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rdness of P-Ti and β-Ti.
Fig. 1. Schematic diagram of specimen and hardness test.

다. Table 1에 본 연구에 사용된 모재의 화학적 조성을 나
타냈다.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편 및 경도시험 방법에
대한 모식도로, 각각의 모재에 대해 30×4×1(mm)의 크기
로 절단 후 그림과 같이 양 시험편이 4 mm 만큼 겹치도
록 하여 입열량의 변화에 따른 기계적 성질 및 미세조직
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전압과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하
고 땜질 시간을 0.8에서 1.4초 까지 변화시켜 시험편을 제
작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제작된 시험편에 대한 기계적 성질의
조사는 시험편을 길이 방향으로 이등분 한 후 Mitutoyo사
의 MVK-H1마이크로 비커스(Hv) 경도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편의 각 부위에 대하여 3회씩 측정하여 평균하였으

Fig. 4. Optical micrographs of P-Ti/β-Ti for heating time. (a)
0.8 sec (b) 1.0 sec (c) 1.2 sec (d) 1.4 sec

며, 이때 경도측정은 접합부의 중심에서 수직방향으로 0.2
mm 간격으로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각 시험편의 두께 중
심부에서 좌우 방향으로 0.5 m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시험편에 대해 NIKON 사의 ME600 광

Fig. 3은 접합하기 전 P-Ti 및 β-Ti에 대한 각각의 경도
시험 결과로 각각 Hv 240 및 300 정도의 경도값을 나타
냈으며, β-Ti가 약 Hv 60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Fig. 4는 땜질시간을 0.8초에서 1.4초 까지 변화시켜 제

이때 조직관찰용 부식액은 10%의 불산(HF)을 이용하였다.

작한 시험편의 광학현미경조직사진이다. 사진 (a)는 땜질

실험결과 및 고찰

조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대화는

시간 0.8초에서의 조직으로 P-Ti 및 β-Ti 모두 결정립의
땜질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시험편에서 발생하였으며, 결
Fig. 2는 접합하기 전 P-Ti 및 β-Ti에 대한 각각의 광학

정립의 조대화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

현미경 조직관찰 결과로 각각 미세한 α 및 β 상으로 구성

타났다. 다만 P-Ti와 β-Ti의 결정립 조대화 정도를 비교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면 P-Ti가 β-Ti에 비해 결정립의 조대화 정도가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땜질시간에 따른 땜납(solder)의 용융상
태 관찰에서는 사진 (a), (b)와 같이 땜질시간 1.0초 까지
는 완전히 용융하지 못하고 중앙부에서 일부 땜납이 미용
융 상태로 잔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 (c), (d)
와 같이 1.2초 이상에서는 완전히 용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접합부의 수직

Fig. 2. Optical micrographs of (a) P-Ti and (b) β-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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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에 대한 경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땜질시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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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ardness distributions of horizontal direction at β-Ti.
Fig. 5. Hardness distributions of vertical direction.

나 땜질 전 P-Ti의 경도값을 회복하였다. 즉 땜질 시간에

계없이 경도값의 저하가 나타났다. 특히 P-Ti의 경우 접합

따른 연화된 부분의 폭은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

전 모재의 경도값이 약 Hv 240 정도였으나 접합 후 약

았다.

Hv 150~170 정도로 저하하였으며, 이는 β-Ti의 경도값 저

Fig. 7은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접합한 시험편에

하보다도 크게 나타났다. 즉 P-Ti와 β-Ti의 접합에서는 P-

서 β-Ti 부분의 수평 방향에 대한 땜질 시간의 변화에 따

Ti의 연화가 더 크게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Fig. 4

른 경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β-Ti의 경우에도 P-Ti의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Ti의 결정립 조대화 정도가 β-Ti

경우와 비슷한 경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험편 가

의 결정립 조대화 정도보다 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

장자리로부터 약 7 mm 정도 까지는 경도값이 Hv 250 전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면으로부터 1 mm 거리에서

후로 땜질 전에 비해 연화되어 있으나 7 mm 정도에서 경

의 경도값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땜납(solder)의 용융

도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 땜질 전 β-Ti의 경도값을 회복

및 응고에 의한 것으로, 특히 땜납의 미용융부가 존재하는

하였다. 따라서 P-Ti와 β-Ti의 땜질에서 땜질부의 연화 정

0.8초 및 1.0초의 경우보다는 완전 용융이 일어난 1.2초 및

도 및 연화된 부분의 크기가 P-Ti에서 크게 나타남을 알

1.4초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안경테 제작과정에서도 본 연구와

Fig. 6은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접합한 시험편에
서 P-Ti 부분의 수평 방향에 대한 땜질 시간의 변화에 따

같은 조직관찰 및 기계적 성질의 조사를 통한 접합조건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른 경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Ti의 경우에는 땜질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경도의 변화 거동을
나타냈다. 특히 시험편 가장 자리로부터 약 9 mm 정도 까

결 론

지는 경도값이 Hv 150~170 정도로 땜질 전에 비해 연화

안경테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P-Ti와 β-Ti에 대하여 안

되어 있으나 9 mm 정도에서 경도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

경테 접합용 전기저항땜질 장치를 이용한 접합 시간의 변
화에 따른 접합부의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Ti 및 β-Ti 모두 접합부 근처에서 경도값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기저항열에 따른 결정립의 조대화 때
문이다.
2. 결정립 조대화에 의한 경도의 저하량 및 저하된 부분
의 크기는 β-Ti 보다 P-Ti에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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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Brazing of Eyewear Frame Ti Alloy with Electric Resistance
Jeong-Sik Park and Jeong-Yeong Lee
Dept. of Ophthalmic Optics, Daegu Health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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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um and its alloys have been used as the important materials of eyewear frame because of its light weight,
mechanical strength and corrosion resista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P-Ti and β-Ti alloys in
accordance with joining conditions by electric resistance brazing. Hardness of P-Ti and β-Ti has been reduced
because of an increase of grain size by the growth of brazing time. Hardness reduction and reduction area by
grain growth were largely appeared in P-Ti than β-Ti.
Key words: Titanum, Electric Resistance Brazing, Hardness, Eyewear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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