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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강과 Ag-Cu 공정 합급간 brazing 특성에 미치는 산소의 영향

Effect of oxygen on the brazing behavior of Ag-Cu eutectic alloy to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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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g-Cu 공정 합금을 이용한 스테인리스 강의 brazing 거동에 미치는 산소의 영향을 조사하고 최적 brazing 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304L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다양한 산소농도의 Ag-Cu 공정 합금의 젖음성을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다. 
0.02~0.07wt%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소를 함유하였을 때 양호한 젖음 특성을 나타내었고, sandwich brazing 테스트를 통하
여 유사한 조건에서 건전한 접합면을 얻을 수 있었다. 

1. 서론 

Brazing은 723K(450℃) 이상에서 용융되는 용가재를 이용하여 모재를 접합하는 방법으로, 모재의 변형이 없고 복잡한 소재
의 접합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어 최근에는 스테인리스 부품의 접합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테인리스 강의 효과
적인 brazing을 위해서는 표면의 산화층 제거를 위한 진공 분위기 등 강력한 환원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1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 강의 보다 효율적인 brazing 조건을 제안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용가재 BAg-8 중 산소농도가 304L 
강의 brazing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본론

0.0~0.016wt%의 범위에서 다양한 농도의 산소를 함유하도록 제작한 Ag-Cu 용가재의 304L 기판 상의 접촉각을 정적법
(dispensed drop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산소농도가 0.02~0.07wt%인 경우 양호한 젖음 특성을 나타내었고(Fig. 1), 
Cu-Cr-O 3원계 합금계에서의 평형관계2를 고려할 때, 이는 본 실험조건에서 용가재 내에 존재하는 동산화물(Cu2O)과의 반
응에 의해 스테인리스 강 표면의 산화막이 변형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유사한 조건에서 실시한 sandwich brazing 테
스트에서 산소를 포함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산소농도가 0.02~0.04wt%일 경우에 건전하고 양호한 접합면을 확보되었다
(Fig. 2). 또,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접합면 관찰을 통하여 산화물층 변형에 의한 금속간 접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론  

일반적으로 표면에 치밀한 크롬 산화층이 존재하는 스테인리스 강은 용가재와의 젖음 특성이 좋지 않으나 용가재 내 산소
농도를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인 brazing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용가재 중 산소 및 동산화물에 의한 산화물층의 변
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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