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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phite was diffusion-bonded by hot-pressing to W-25Re alloy using a Ti interlayer. For the joining, a uniaxial

pressure of 25 MPa was applied at 1600 oC for 2 hrs in an argon atmosphere with a heating rate of 10 oC min−1. The interfacial

microstructure and elemental distribution of the W-25Re/Ti/Graphite joints were analyz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Hot-pressed joints appeared to form a stable interlayer without any micro-cracking, pores, or defects. To investigate the

high-temperature stability of the W-25Re/Ti/Graphite joint, an oxy-acetylene torch test was conducted for 30 seconds with

oxygen and acetylene at a 1.3:1 ratio. Cross-sectional analysis of the joint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thickness of the oxide

layer and its chemical composition. The thickness of W-25Re changed from 250 to 20 µm. In the elemental analysis, a high

fraction of rhenium was detected at the surface oxidation layer of W-25Re, while the W-25Re matrix was found to maintain

the initial weight ratio. Tungsten was first reacted with oxygen at a torch temperature over 2500 oC to form a tungsten oxide

layer on the surface of W-25Re. Then, the remaining rhenium was subsequently reacted with oxygen to form rhenium oxide.

The interfacial microstructure of the Ti-containing interlayer was stable after the torch test at a temperature over 2500 oC. 

Key words W-25Re, diffusion-bonding, microstructure, oxi-acetylene torch test, oxidation.

1. 서  론

21세기 들어 고에너지 관련 산업의 급속한 증가로 인

하여 초고온의 환경에서 좋은 강도를 가지는 재료에 대

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 레늄은 유망한 내열 금

속중 하나로써 높은 융점(3180 oC), 높은 열충격 저항, 높

은 탄성계수(461~471 GPa), 전단 탄성률(155 GPa), 우수한

인장강도(1000~2500 MPa)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물

질이다. 이러한 우수한 특성을 기반으로 레늄 및 이에

기반한 합금 등이 삭마와 부식으로부터 내열 부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코팅 물질로써 내열 구조체, 연소기, 추

진체 노즐 등에 적용되고 있다.1) 그러나 레늄 등의 소

재는 과학/기술, 산업적으로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자원

보존량이 적을 뿐 아니라 고융점으로 인해 제련, 가공

및 제조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열 금

속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화학 기상

증착법(CVD)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2-4) 그러

나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증착된 레늄은 내부 기공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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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물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레늄 자체의 기계적, 물

리적 물성 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증착된 레늄은 기둥형 구조 등의 특정한 미세구

조를 가지고 있어 세라믹 모재와의 접착력이 떨어진다. 이

외에도 여전히 화학 기상 증착법을 통한 내열 금속 코

팅은 높은 공정 가격, 낮은 생산성, 공정의 복잡성 등이

해결해야 될 주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확산 접합을 통한 이종 물질 간의 웰

딩 기술이 있다.5-8) 확산 접합의 장점은 접합 강도가 모

재와 같거나 비슷해서 재료 강도의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수 변화가 거의 없어 기계 가공비가

절약되고 내식성, 내마모성, 전기적 특성의 개선도 가능

하다는 것이다. 확산 접합은 일반적으로 고온·고압 조

건에서 금속과 세라믹 접합계면에서 화학적인 반응에 의

해서 접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모재에 따라서 다른

중간층을 도입하여 고온에서 열팽창계수 차이가 작은 중

간 물질 생성을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레늄 합금으

로써 텅스텐-레늄 합금(W-25 wt% Re)9-10)와 그래파이트

간의 티타늄을 중간층11-14)으로 하여 확산 접합을 진행하

고 산소-아세틸렌 토치 테스트를 통하여 계면의 상변화

및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텅스텐-레늄 합금(75 wt% W-

25 wt% Re)과 시판용 티타늄(Ti) (순도 99.99 %, 알파

에이사), 그래파이트이다. 고온 압축 성형을 위해 텅스텐

-레늄 합금, 티타늄, 그래파이트의 지름과 두께는 각각 15

mm/250 µm, 15 mm/25 µm, 18 mm/1 cm로 준비하였다.

고온 프레스를 통하여 제조되는 텅스텐-레늄 합금, 티타

늄, 그래파이트로 이루어진 접합체의 실험 과정을 나타

내는 모식도는 Fig. 1(a)에 나타내었다. 고온 프레스를 진

행하기 전 레늄 표면의 얇은 산화층과 불순물을 제거하

기 위하여 30 wt% 염산 용액에 약 5분간 에칭시키고 아

세톤으로 세척하였다. 고온에서 텅스텐-레늄 합금과 성형

몰드와의 반응을 막기 위해 몰드 표면에 질화붕소를 코

팅하였다. 고온 프레스는 1600 oC에서 25 MPa, 2시간, 아

르곤 분위기 하에서 10 oC/min의 승온 및 냉각 속도를

가지며 그래파이트 성형로(ASTRO, Thermal Technology,

Santa Barbara, CA)에서 진행하였다. 제조된 접합체는 산

소-아세틸렌 토치를 통하여 내산화 및 내삭마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1.3:1의 산소:아세틸렌의 비율을 가지며 30

초간 시편의 텅스텐-레늄 표면에 불꽃을 4 cm의 거리를

두고 조사하였다. 접합 계면의 상변화 및 원소 분포는

SEM(XL30, Philips, Netherlands), XRD(D/MAX-RB 12

KW, RIGAKU, TOKYO, JAPAN) 등을 통하여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b)는 제조된 접합체를 두께방향으로 잘라 접합

면을 주사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한 것이다. 전면적에

걸쳐 큰 기공, 균열 없이 안정적인 미세조직을 보이며 접

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c)

Fig. 1.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W-25Re/Ti/Graphite joint,

SEM images of interface of the hot-pressed joined sample; (b) the

low magnification, (c) the high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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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성된 접합체의 계면을 고배율로 나타낸 것으로 티

타늄의 두께는 초기 25 µm에서 접합 후 약 20 µm로 약

20 %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텅스텐-레늄 합금과

티타늄 간의 불규칙한 계면 역시 고온 열처리 중에 생

성되는 텅스텐-레늄-티타늄 액상에서의 확산 반응에서 기

인하였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Fig. 2에 고온 프레스를 통하여 제조한 접합체의 계면

에 대하여 두께방향으로의 텅스텐, 레늄, 티타늄, 탄소의

각각의 원소의 상대적 분포를 나타내었다. 텅스텐-레늄 합

금에서 텅스텐과 레늄이 각각의 분율인 75 wt%, 25 wt%

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외의 원소에 대해서는 나

타나지 않았다. 접합 후 각 계면에 대한 원소 분율은 산

소-아세틸렌 토치 테스트 이후의 계면과 함께 비교 분

석할 것이며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텅스텐-레늄 합

금과 티타늄 간의 계면에서 상대 분율이 교차하는 것을

통하여 점진적인 원소 분포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티타늄 층에서는 텅스텐, 레늄 뿐만 아

니라 탄소 역시 그래파이트 층으로부터 확산되어 접합

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파이트로

부터 확산된 탄소가 텅스텐-레늄 합금/티타늄 계면으로 갈

수록 그 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티타늄/탄소 간 확산 접합이 활발히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온에

서의 열처리 동안 각각의 계면을 통해 텅스텐, 레늄, 티

타늄, 탄소 등이 확산하였고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균

일한 접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확산 접합을 통해 제조된 텅스텐-레늄/티타늄/그래파이

트 접합체의 고온에서의 내열성 및 계면 안정성 등을 평

가하기 위하여 산소-아세틸렌 토치를 이용하여 약 30초

간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전후 사진과 온도-시간

그래프를 Fig. 3에 각각 나타내었다. 토치 테스트 진행 후

바깥쪽 접합체 홀더 부분에 밝은 노란색의 물질이 생성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산소와 고온에서 반응 후 생

성되는 텅스텐 산화물 등으로 판단된다. 산소-아세틸렌 토

치는 초기 약 3000 oC의 고온의 불꽃이 생성됨을 Fig.

Fig. 2. Elemental distribution of interface of the hot-pressed W-25Re/

Ti/Graphite joint.

Table 1. Quantitative elemental compositions of the W-25Re/Ti/

Graphite interfaces for the indicated positions(a-f) in Fig. 2 and

Fig. 4(b).

Point W(at.%) Re(at.%) Ti(at.%) O(at.%)

a 75.43 24.57 - -

b 71.77 21.01 07.22 -

c 01.11 0.35 98.54 -

d 28.76 41.25 - 29.99

e 69.46 21.28 - 09.26

f 01.59 0.99 97.42 -

Fig. 3. The photo images of (a) the hot-pressed W-25Re/Ti/Graphite

joint, (b) after oxy-acetylene torch test, and (c) temperature profile of

tor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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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산화물 생성 및 삭마가

진행됨에 따라 접합체의 표면을 구성하는 물질의 방사

율이 달라져 측정되는 표면의 온도가 점차 감소하여 30

초가 지난 후 약 2600 oC에 도달하였다. Fig. 4는 토치

테스트 진행 후 각각의 계면에 대한 SEM이미지를 나

타낸다. 토치의 불꽃이 직접적으로 조사한 중심부와 상

대적으로 낮은 온도에 노출된 주변부에 따라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음을 Fig. 4(a)를 통해 알 수 있다. 직접적

인 삭마가 이루어진 부분(Fig. 4(b))에 대해서는 표면에 텅

스텐-레늄 산화물이 약 40 µm 두께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는 산화물 혹은 산화 후 녹은 산화물(Tm·WO3: 1473 oC,

Tm·ReO2: 1000 oC, Tm·ReO3: 400 oC, Tm·Re2O7: 360 oC)

의 지속적인 삭마가 일어나 생긴 결과로 판단된다. 텅

스텐-레늄 합금은 30초 테스트 후 250 µm에서 약 20

µm의 두께로 감소하였으며 약 7.66 µm sec−1 의 삭마

속도를 나타냈다. 직접적으로 삭마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

분의 경우(Fig. 4(c)), 표면의 텅스텐-레늄 산화물이 훨씬

고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아있는 텅

스텐-레늄 합금 역시 150 µm 이상 남아 있어 3.33 µm

sec−1 이하의 삭마 속도를 나타냈다. Ti-C 간의 계면은

큰 변화 없이 접합이 유지되고 있었다. 각각의 계면에

대한 상 변화 및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온 삭마

테스트 전(Fig. 2(a))과 후(Fig. 4(b))의 각각의 계면에 대

한 EDS 분석을 진행하였고 원소 분율을 Table 1에 정

리하였다. 고온 삭마 실험을 수행하기 전 포인트 a의 경

우 텅스텐-레늄 합금의 기존 분율과 일치하였으며 삭마 후

산화물이 생성되어 포인트 d 및 e에서 볼 수 있듯이 산

소의 분율이 증가하였다. 직접적으로 삭마가 진행된 부

분인 포인트 d가 산화가 시작되는 부분인 포인트 e에 비

해 산소의 분율이 약 3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산소와 반응하여 완전 연소하

여 텅스텐-레늄 산화물을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한 포인트 d에서 텅스텐의 분율이 포인트 e에 비해 급

격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텅스텐 산화

물의 녹는점이 레늄 산화물의 녹는점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산화 반응속도의

차이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산화물 생성 후 액상

의 삭마 혹은 산화물의 고상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삭

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텅스텐이 레늄에 비해 현

저히 감소하는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텅스텐의 산화

속도가 레늄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주로 고상 입

자의 깎임에 의해 일어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텅스텐-레

늄 합금 표면에 대한 XRD 측정 결과를 Fig. 5에 나타

냈다. 표면에는 삭마되지 않은 텅스텐 및 레늄과 산소

와 고온에서 반응으로 생성된 텅스텐 산화물, 레늄 산

화물 등이 관찰되었다. 삭마가 직접적으로 일어나 텅스

Fig. 4.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e W-25Re/Ti/Graphite joint after oxy-acetylene torch test; (a) the low magnification, (b) the

ablation centre, (c) around the ablation centre of the W-25Re, and (d) the Ti/Graphit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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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레늄 합금이 산화된 후 삭마가 일어나 완전히 소비

된 부분에 대해서는 티타늄 층까지 불완전한 산화가 진

행되어 Ti3O5 및 TiO2 등의 다양한 티타늄 산화물 역시

측정되었지만 티타늄/그래파이트 계면에 큰 영향을 미치

지는 않았다. 티타늄 계면에서의 텅스텐-레늄 분율이 삭

마 후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고온

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확산에 의한 것이며 티타늄 중간

층이 산화로 인한 기공, 열충격으로 인한 크랙 등이 없

이 안정적으로 접합면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산소 분위기 2500 oC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 텅

스텐-레늄 합금의 표면부의 산화가 이루어지지만 성공적

으로 티타늄 계면 및 그래파이트를 토치 불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고온 프레스 공정을 통해 텅스텐-레늄 합금/티타늄/그

래파이트 접합체를 제조하였으며, 접합 계면의 미세 구

조 및 원소 분포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계면 EDS

를 통하여 텅스텐, 레늄, 티타늄, 탄소가 각각의 계면을

통하여 균일하게 확산 접합이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

였다. 확산 접합을 통해 제조된 텅스텐-레늄/티타늄/그래

파이트 접합체의 고온에서의 내열성 및 계면 안정성 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소-아세틸렌 토치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2500 oC 이상의 토치 불꽃을 직접적으로 접합체

텅스텐-레늄 합금부에 조사한 중심부에서 텅스텐 산화물

이 일차적으로 생성된 후 레늄 산화물의 생성 및 삭마

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텅스텐-레늄 산화물이 삭

마되며 소비된 후 표면에서 일부 티타늄 산화물 등이 관

찰되었으나 티타늄/그래파이트 계면은 안정적으로 접합 계

면을 유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산소 분위기 2500 oC

이상의 극한의 환경에서 텅스텐-레늄 합금이 그래파이트

를 30초간 성공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는 산

화하기 쉬운 세라믹 모재를 보호하는 내열 금속 코팅 기

술을 고온 프레스 공정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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