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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s of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ge hardenable Cu-2.0wt%Be alloy are performe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it can be used as a welding electrode for projection welding. The microstructure examinations,
hardness measurements, and tensile tests of selective aging conditions are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ging
treatment with the fine-grained microstructure exhibits better hardness and high tensile properties than those of the coarsegrained microstructure. The highest hardness value and high tensile strength are obtained from the aged condition of 300 oC
.
for 360 min due to the presence of the metastable γ precipitates on the grain boundaries. The values of the highest hardness
.
and tensile strength are measured as 374 Hv and 1236.2 MPa, respectively. The metastable γ precipitates are transferred to the
equilibrium γ precipitates due to the over-aged treatment. The presence of the γ precipitates appears as nodule-like precipitates
decorated around the grain boundaries. The welding electrode with the best aging treated condition exhibits better welding
performance for electrodes than those of electrodes used previously.
Key words age harenable Cu-2.0wt%Be alloy, projection welding electrode, aging treatment.

1. 서

론

전도도를 급속히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시
효경화, 분산강화, 가공경화, 결정립미세화는 전기전도도
의 희생을 줄이면서 합금 강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4-6) 저항용접용 전극이나 전자재료 분야에 적용되는
Cu-Be 합금은 각종 가공과정 및 열처리 공정을 통해 요
구되는 수준으로 재료의 강도를 향상시켜 사용하고 있
는데, 시효처리를 통해 형성된 석출상은 재료의 강도 및
전기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프로
젝션 용접에서(Fig. 1) 전극 소재는 높은 전기전도도와
함께 높은 강도, 높은 인성 그리고 우수한 내마모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Cu-Be합금을 이용한 전극의 활용에 관
심이 높다. 열악한 용접 조건에서 전극이 지속적으로 사

시효 경화성 합금으로 알려진 Cu-Be 합금은 높은 경
도, 강도 및 내마모성과 더불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다. Cu-Be 합금의 우수한 기계·전기적 특성 때
문에 불꽃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높은 경도가 요구되는
스프링, 기어, 베어링, 다이어프램 및 전기 접점재, 플라
스틱 성형용 금형 등에 사용된다. 또한 전기저항을 이용
한 용접 산업에서는 용접 전극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1-5)
Cu-Be 합금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고용강화, 가공 경
화, 결정립미세화, 시효경화, 분산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고용강화는 합금원소가 기지 내에 고용됨에 따라 전기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kgwangs@sch.ac.kr (G. Kim, Soonchunhyang Univ.)

©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68

프로젝션 용접 전극을 위한 시효경화성 Cu-2.0wt%Be 합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성질

469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Base Materials Used.
Nominal composition
Base
material
Fig. 1. Photographs of the projection welding electrode.

용되면 용접 전극이 심하게 마모되고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7-9) Cu-2.0wt%Be 합금은 강도가 우수하지만 제조
단가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전극으로의 활용이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Cu-2.0wt%Be 합금에 대하여 그
동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10-15) 용접 전극용으로
의 목적으로 시효처리 하였을 때 시효 열처리와 열처리
후의 강도 및 미세조직 변화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
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Cu-2.0wt%Be 합금을 프로젝션 용접용
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금의 시효처리에 따라 변화
하는 합금의 미세조직, 경도 및 강도를 측정하여 전극
열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
였다. 시효처리를 통한 강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효처리전에 결정립 크기가 다른 미세조직을 갖는 두 모
재를 대상으로 시효처리를 실시하고 시효가 용접 전극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직경이 30 mm로 고온 단조
된 실린더 형태의 상용 Cu-2.0wt%Be 합금(C17200)을
사용하였다. 연구 목적상 동일한 조성으로 단지 결정립
크기만 다른 소재가 시효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용체화처리시 열처리시간을 달리하여 두
종류 결정립 크기를 갖는 소재를 준비한 후 시효 처리
하였다. 용체화처리 시편의 직경은 30 mm, 두께는 10
mm로 하였다. 이러한 규격의 시편에 대하여 800 oC에서
25분(FG, fine grain, 25 mm/60min)과 50분(CG, coarse
grain)동안 용체화처리 하였다. 결정립크기가 다른 두 모
재, FG와 CG에 대하여 동일한 시효처리를 실시하였고
시효조건은 280~400 oC 온도에서 15~600분 동안의 범위
에서 실시하였다. 조대한 결정립을 갖는 모재에 대하여
는 일부 조건에서만 시효처리를 하였다. Table 1은 사용
된 모재의 통상적인 화학 조성과 함께 분석한 결과를 함
께 나타냈다. 시효처리가 완료된 시험편들은 광학 현미
경과 Coxem사 CX-100S 모델의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
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EDS를 이용하여 석출물을 분
석하였다. 시효 조건 중 선택된 조건에 대하여는 전기

CG
(coarse grain)
FG
(fine grain)

Be

Co + Ni + Fe

Cu

1.85-2.10 %

0.6 max

Bal.

1.91

Co(0.15)
Ni(0.22)
Fe(0.12)

Bal.

분해에 의한 상분리(electrolytic extraction of phase separ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석출물을 분석하였다. 직류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전해 에칭을 하는 방식으로 시편을 부
식시키도록 하였다. 시편은 #100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표면을 준비하고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백금전극을 상대편 음극으로 하여 부식하였다. 부식액은
무수크롬산(CrO3 1 g)과 H2O 100 ml 비율로 혼합한 용
액16,17)을 이용하였고 동일한 크기의 모든 시편에 대하여
2 A/cm2의 일정한 전류밀도로 96시간동안 실험을 진행하
였다. 장시간 용액에 노출시킨 후 비커 저면에 용해된
분말들을 필터로 분리한 후, X선 회절분석기를 이용하
여 조사하였고, 완료된 시편에 대해서는 알코올로 세척
한 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표면을 관찰하였다. 기
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도시험 및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경도 시험은 로크웰 경도기와 비커스 경도
기를 이용하였고, 인장시험은 SHIMADZU사의 AG-100
KNX plus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인장시험은 두께를
10 mm로 하고 길이가 150 mm인 판재를 가공하고 동일
한 조건에서 시효처리 후 얻어진 각 조건별 3개의 판
재 시편을 방전 가공하여 시험한 후, 결과를 평균하여
나타냈다. 인장시험후 파단 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주
사전자 현미경으로 파단면을 관찰하였다. 끝으로 시효 처
리된 전극의 수행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용접 공정
에 일정한 시간 적용 후 전극 표면 상태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용체화처리전 모재(a)의 미세조직과 동일한 온
도에서 시간을 변화하여 용체화처리 후 얻어진 미세조
직을 보여주는데, 결정립 미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b)
와 조대화를 위한 경우(c)의 미세조직을 나타냈다.
모재(a)는 등축 결정립을 가진 α상내에 다량의 미세한
석출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결정립 크기는 불균
일하지만 대략 평균 30 μm 정도로 관찰되었다. 일부 영
역에서는 그룹으로 형성된 띠 형태의 조대한 석출물이
관찰되었다. 결정립 내에는 미세하게 분산된 석출물들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석출물들은 Ni계와 Co계 베릴라이드
로 알려져 있으며4) 이 석출물들은 Cu-Be의 용체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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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structures of base metal and solution treated conditions. (a) base metal (b) solution treated for 25min(FG) (c) solution treated
for 50min(CG).

Fig. 3. EDS results for matrix and precipitate (A) matrix (B) coarse ppt (c) fine ppt.

시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여 나중에 시효경화 열처리시
더 높은 경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동시에 전기적
도전율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1,4) Fig. 2(b,c)
는 800 oC에서 25분과 50분간 용체화처리된 미세조직을
보여준다. 25분간 용체화처리(b)후에는 모재에서 확인되
었던 석출물들이 용해되어 더욱 미세해지고 그 분포가
더 적어진 것이 관찰되었다. 결정립 크기는 모재에 비
하여 약간 조대화 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큰 변화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체화처리 시간이 길어진 경우에
는 석출물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결정립 크기는 조
대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2(c)). 25분간 용체화
한 경우 결정립크기는 약 30~40 μm 범위이고, 50분간
용체화한 경우에는 균일하지 않지만 약 50~100 μm 범
위로 조대해지고, 25분간 처리한 경우의 약 2배 이상으
로 나타났다. 용체화처리 후에 결정립 크기가 조대해진
것은 결정립성장을 방해하던 석출물들이 고용되어 결정
립 성장을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용체화처리
후에 모재에는 없었던 소둔 쌍정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

었다. Fig. 3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모재를 관찰한 것이
고, EDS 결과도 함께 나타냈다. Table 2는 모재에서 기
지 및 관찰된 석출물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EDS를 분석
한 결과인데, 원자비를 고려한 결과 결정립계 및 입내
에 있는 조대한 그룹의 띠 형태의 석출물은 NiBe로, 결
정립내에 존재하는 미세한 석출물은 CoBe계 모두 베릴
라이드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재 및 용체화처리된 조건에 대하여 경도를 측정한 결
과 모재 경도 값이 165 Hv인 것에 비하여 25분간 용체
화후에는 106 Hv로 약 25% 감소하였고 50분간 처리 후
에는 모재의 약 50%인 90 Hv 정도로 측정되었다. 연구
Table 2. EDS chemical analysis of the base metal.
Chemical Composition(wt%)
Be

Fe

Co

Ni

Cu

(a)

4.81

-

-

-

Bal.

(b)

5.36

1.02

-

34.57

Bal.

(c)

4.12

-

0.98

-

Bal.

프로젝션 용접 전극을 위한 시효경화성 Cu-2.0wt%Be 합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성질

471

Fig. 4. Hardness profiles of the aged conditions (a) aging treated with fine grain(FG) (b) aging treated with coarse grain(CG).

Fig. 5. Microstructures of the aging treated at 300 oC. (a) 60min (b) 120 min (c) 240min. (d) 360min. (e) 480min. (f) 600min.

에서 사용된 모재는 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효처리
를 한 소재 상태로 구입된 것임에도 소재 보통 경도인
352 Hv에 비하여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a,b)는 시효처리 조건을 변화하여 얻어진 시편
들로부터 측정된 경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4(a)는 미세한 결정립(FG) 시편에 대한 결과를 나타냈고
4(b)는 조대한 결정립(CG)을 가진 시편에 대하여 제한된
시효온도 280 oC와 320 oC 조건에서 FG 에서와 같이 동
일한 시간 시효처리 후의 경도 변화를 나타냈다. Fig. 4(a)
에서 가장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낸 시효조건은 300 oC에
서 480분 그리고 320 oC에서 360분으로, 경도 값은 374
Hv와 370 Hv로 측정되었다. 280 oC 시효온도에서는 시
간 경과에 따라 600분까지 지속적으로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0 oC와 320 oC의 조건에서는 시간경
과에 따라 과시효로 인하여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리개발협회(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5)
에서 요구하는 동급의 Cu-2.0wt%Be합금 경도가 최대
335 Hv ~ 393 Hv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280~320 oC 온

도 범위에서 360분 이상의 시효처리는 강화효과를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20 oC 이상의 온도에서
는 과시효가 빠르게 진행되어 낮은 경도 값의 상승 후
빠르게 경도가 감소하였다. Fig. 4(b)는 조대한 결정립
(CG)을 가진 시편에서 측정된 경도 값을 나타냈는데, (a)
에서 나타낸 동일한 조건의 시편 경도 값도 비교를 위
하여 중복하여 나타냈다. 결정립이 조대한 경우 미세한 경
우에 비하여 모든 조건에서 낮은 경도 값을 나타냈고, 경
도 값의 경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조대한 결정립 상
태에서도 시효처리에 의하여 강화효과는 발생하지만 경
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효이전 모재
의 결정립 크기가 시효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300 oC에서 시효시간 변화에 따라 얻어진 미
세조직 전개 과정을 관찰한 결과이다. 시효가 진행되면
서 초기 비교적 선명한 선의 형태를 나타내던 결정립계
.
는 γ 상 석출물의 출현으로 부분적으로 폭을 갖는 굵은
선으로 변화된 것이 관찰된다. 시효가 진행됨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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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photographs and EDS results for the precipitates on
grain boundaries. (a) 320 oC aged for 60min. (b) 320 oC aged
600min.
.

준안정 γ 상 석출물이 전이 과정을 통하여 결정립계를 따
라 더 진하고 폭넓은 형태의 평형 γ상으로 변화 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3,18) 시효 처리가 600분 동안 진
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시효가 점차적으로 진행된 조
직을 보여주는데 α상 기지에 평형 γ석출상이 마디 형태
로 결정립계를 장식한 조직을 볼 수 있다. Fig. 6은 시
효조건에 따른 경도 측정 결과와 미세조직에서 초기에
.
형성된 γ 상석출물이 과시효에 의하여 평형 γ로의 전이
된 상태의 SEM 이미지와 EDS의 결과를 나타냈다. 동
일한 시효온도 320 oC에서 (a) 60분과 (b) 600분 경과
후 결정립계에서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시효 초기 단계
라고 판단되는 Fig. 6(a)는 결정립경계가 부분적으로 폭
을 넓히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EDS 결
과는 합금 성분중 Be을 포함하여 소량의 Co와 Ni이 검
출되었고 Fe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과시효가 진행
된 것으로 나타난 시편에서는 결정립경계가 구분되지 않
을 정도로 γ상이 확대되었는데, EDS 결과에서는 합금 원
소 Be, Ni, Co, Fe 피크 모두가 관찰되었다. Fig. 7은

Fig. 8. SEM imgaes of the phase separated conditions. (a) 300 oC
480min. aged (b) 400 oC 360min aged.

상분리 실험 후에 얻어진 분말상의 잔유 물로부터 X선
회절 시험을 한 결과를 보여준다. 상분리 실험은 시효
조건에 따라 석출상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실시하
였지만 X선 결과 시효에 의해 경도가 높은 값을 나타
낸 조건과 과시효가 나타난 조건에서 기대와는 달리 Fe
가 관찰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Fig. 8은 미세한 결정립의 시편을 시효하여 가장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낸 시효조건(a)과 과시효가 나타났던 시
편(b)에 대하여 상분리 실험을 실시한 후의 시편을 전
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상분리에 의한 경우 전해
부식에 의해 심하게 부식된 표면과 표면에 잔류한 일부
의 석출상이 관찰되었다. (a,b) 두 조건의 시편 모두에
서 원형(○)으로 표시된 석출물은 Ni계 베릴라이드로, 사
각형(□)으로 표시한 석출물들은 입방정의 Co계 베릴라
이 드계로 관찰되었는데 (b) 400 oC에서 360분 시효한
경우 석출물의 크기는 조대해진 반면 분포는 적게 나타
났다. Fig. 9는 선별된 시편들에 대하여 인장강도 시험
의 결과를 나타냈다. 미세한 결정립을 갖는 시편의 시

Fig. 7. XRD result of the phase separation analysis (a) 300 oC, 6h. aged condition (b) 400 oC 6h. aged condition.

프로젝션 용접 전극을 위한 시효경화성 Cu-2.0wt%Be 합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성질

Fig. 9. Result of the tensile test. (FG: fine grain, CG: coarse grain).

효처리 결과가 조대한 경우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가
장 높은 인장강도 값은 경도측정 결과와 일치하게 300 oC
에서 480분간 시효한 시편에서 얻어졌고 그 값은 1236.2
MPa로 나타났다. 과시효 현상이 관찰된 400 oC 120분의
조건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조대한 결정립 상
태로 시효처리한 조건에서는 과시효가 발생한 경우보다
는 약간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 미세한 결정립에서의 유
사한 시효 처리보다는 낮은 값을 나타냈다. 강도와 함
께 측정된 연신률은 약 5.5 % 내외로 나타났다. 결과를
동일 소재의 다른 값4)과 비교할 때 인장강도 값은 유
효한 시효조건에서는 근접하는 값을 나타냈지만 과시효
된 경우와 조대한 결정립을 갖는 시편은 낮은 값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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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연신률의 경우에는 동종 합금에서 요구되는 3 %
보다는 높게 나타냈다. 프로젝션 용접에서 사용중 마모
나 충격에 의하여 전극이 수명을 다하는 경우 Fig. 10
에서와 같이 대부분 결정립계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인
장시험결과 강도 값은 유지하면서 연신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극으로 활용시 전극의 열화속도를 감소시킬 것
으로 사료된다.
Fig. 11은 인장 시험된 시편들의 파단면을 관찰한 결
과다. (a)는 300 oC에서 480분간 시효된 경우로 파단면
은 결정립계를 분리하는 형태의 취약한 파괴 양상을 나
타내지만 동시에 결정립내에는 연성파괴를 암시하는 다
량의 딤플(dimple)이 동시에 관찰되는데, 이와 같은 파
면양상은 강도와 인성을 겸비해야 하는 전극의 내충격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과
시효를 나타낸 시편(b)에서는 파단면에 다량의 미세한 딤
플이 파면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연성파괴 양
상이 관찰되었다.
Fig. 12은 시효 처리후 가공하여 프로젝션 용접에 직
접 적용 후 전극의 손상된 표면 상태를 관찰한 것이다.
프로젝션 용접 전극의 사용 조건에는 용접물의 표면 상
태, 용접사이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
나 본 실험에서는 단순히 시효처리 효과가 단기적으로
전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대적인 정성
적 비교 평가만을 실시하였다. 전극은 용접 공정에서 하

Fig. 10. Failures of the electrode on projection welding. (a) Typical cracks on the electrode surface (b) Intergranular cracks.

Fig. 11. SEM images of the tensile fractured surface. (a) 300 oC for 480min aged (b) 400 oC for 120min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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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hotographs of the projection welding electrode after used.
(a) new (b) 300 oC 480min. aged (c) 400 oC 240min. aged (d) not
aged.

루 8시간 기준, 1주일간 적용후 관찰된 결과로, 사용 이
전의 표면 상태(a), 두 조건의 시효처리 후 상태, 적정
시효(b), 과시효(c)와 기존에 구입되어 사용되던 전극(d)
의 열화 상태를 나타냈다. (d)는 가장 심하게 열화된 상
태를 보여준다. (c)와 (d)를 비교할 때 (c)의 측면이 심
하게 변형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작업자들의 부주
의에 의해 전극과 용접물의 중심축이 불일치하여 발생
된 것이다. 마모로부터 기인하는 열화는 용접물로부터 전
달되는 압력에 따라 전극 표면에서 전극 내부로 침입하
는 용접물의 흔적 깊이를 고려하는데 (c)에서 보다 (d)
상태가 흔적 깊이가 더 깊은 것으로 보아 (c)의 상태가
(d)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도와 경도가 가장
우수한 시효 조건의 전극(b)은 동일한 조건에서 용접을
수행했지만 열화상태가 크게 진행 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시효를 통한 전극의 강화효과에 기인 것
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시효경화성 Cu-2.0wt%Be 합금의 시효처리 효과에 따
라 변화하는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여 프로
젝션 용접 전극으로의 활용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280~400 oC 온도범위에서 시간을 변화하여 시효처
리한 결과 280 oC~320 oC범위에서 시효로 경도와 강도가
상승하지만 360 oC 이상에서는 과시효가 빠르게 진행되
었다. 가장 높은 경도와 강도 값을 나타내는 것은 300 oC
에서 360분간 시효한 조건이었고, 경도와 인장강도는 각
각 374 Hv, 1236.2 MPa로 측정되었다. 조대한 결정립을
갖는 모재를 시효처리한 결과 미세한 결정립의 경우와
같은 경향을 보였지만 동일 조건에 비하여 강도 값은 약
5 %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냈다.
2) 시효 온도 및 시간 경과에 따라 결정립계에 준안
.
정의 γ 상이 나타나면서 경도가 증가하는 시효효과가 나
타냈고, 시간 경과후에는 과시효로 인하여 결정립계의 준
.
안정 γ 상이 마디 형태 평형 γ상으로 전이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미세조직에서 나타난 석출물은 Co와 Ni 계
베릴라이드계로 확인 되었고, 시효 증가에 따라 이들 석
출물이 조대화가 관찰되었다.
3) 시효처리에 의해 만들어진 전극으로 프로젝션 용접
을 수행하여 전극 열화 상태를 비교 평가한 결과 시효
처리시 높은 경도와 강도를 나타낸 전극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효가 진행된 전극의 경우에도 기
존 방식으로 사용되던 전극에 비하여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Cu-2.0wt%Be합금을 활용한 프로젝션 용접용 전극 개
선을 위하여 진행한 연구로 전기전도도와 장시간에 걸
친 용접 수행성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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