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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umina dispersion strengthening copper(ADSC) alloy has great potential for use in many industrial applications

such as contact supports, frictional break parts, electrode materials for lead wires, and spot welding with relatively high strength

and good conductiv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oxidation behavior of ADSC alloys. These alloys were fabricated in

forms of plate and round type samples by surface oxidation reaction using Cu-0.8Al, Cu-0.4Al-0.4Ti, and Cu-0.6Al-0.4Ti(wt%)

alloys. The alloys were oxidized at 980 oC for 1 h, 2 h, and 4 h in ambient atmosphere. The microstructure was observed with

an optical microscope(OM) and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equipped with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EDS). Characterization of alumina was carried out using a 200 kV field-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TEM). As a result, various oxides including Ti were formed in the oxidation layer, in addition to γ-alumina. The

thickness of the oxidation layer increased with Ti addition to the Cu-Al alloy and with the oxidation time. The corrected

diffusion equation for the plate and round type samples showed different oxidation layer thickness under the same conditions.

Diffusion length of the round type specimen had a value higher than that of its plate counterpart because the oxygen

concentration per unit area of the round type specime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late type specimen at the same diffusion

depth.

Key words alumina, dispersion strengthening, surface oxidation, diffusion, Cu alloy.

1. 서  론

동 및 동합금은 다른 금속 소재에 비해 전도도가 우

수하여 전기 및 전자부품의 기본 원소재로 사용된다. 금

속에서의 전기전도도는 열전도도와 비례관계를 가지므로

열의 확산 및 전달이 요구되는 부품에도 동합금이 사용

된다.1-2) 또한 동합금은 높은 전기 전도도로 인해 저항

발열이 적어 사용시 빠른 냉각이 요구되는 용접 팁에 이

용된다. 그러나 용접공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용접 팁

의 변형 및 마모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동합

금이 지니고 있는 높은 전기전도도 이외에도 고강도, 고

내마모성 그리고 내열성이 동시에 요구된다.3-5)

동합금은 고용, 석출 그리고 분산강화기구에 의해 기

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기전도

도의 감소가 적은 분산강화합금이 다른 강화기구를 가

지는 동합금에 비해 저항용접소재에 적합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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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동합금은 기지 내에 불순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전기 및 열전도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첨가 원

소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가 기지 내를 이동하는

평균자유행로(mean free path)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따

라서 고용 및 석출강화 동합금에 비해 기지가 순수한 산

화물 분산강화합금이 저항용접소재로 적용될 수 있다.6-11)

이러한 분산강화기구를 이용한 대표적인 동합금은 알

루미나를 구리 기지 내에 분산시킨 알루미나 분산강화

합금이다. 알루미나 분산강화합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구리 및 알루미나 분말을 기계적으로 혼합

하고 압축성형 한 후 소결하여 제조하는 방법과, 알루

미늄이 고용된 동합금을 제조한 후 산소를 내부 확산시

켜 동 기지 내에 알루미나를 생성시키는 방법이 있다.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가 미세한 알루미나 상을 구리

기지 내에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부산화법에

의한 알루미나 분산강화합금을 제조하는 것이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12-17) 

내부산화에 의해 알루미나가 구리 기지 내에 형성되는

것은 확산기구의 지배를 받는다. 즉 공급되는 산소 및

동합금 내에 고용된 금속의 농도와 확산계수는 구리 기

지 내 알루미나의 평균입자크기와 분포를 결정하므로 매

우 중요한 변수이다.18)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고온의 대

기압 하에서 산화물이 산소의 내부확산에 의해 동합금

내부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비정형의 분

말형태가 아닌 판재 또는 봉재의 형태로 제조하여 내부

확산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산화물 형성원소인 알

루미늄과 티타늄이 고용된 합금을 제조하여, 내부산화 시

합금의 조성에 따른 산화물의 형성거동을 미세조직 변

화에 근거한 확산방정식에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Cu, Al, Ti(순도 99.99 %)을 고주파 유도 용해로를 이

용하여 Cu-Al과 Cu-Al-Ti 합금을 주조하였고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주조된 합금을 950 oC에서 약

70 %의 압하율로 열간 압연하여 13.5 mm 두께의 판재

로 제조하였다. 냉간 압연을 이용한 5 mm 두께의 최종

판재와 스웨이징(swaging)을 이용한 직경 10 mm의 최종

봉재를 제조하였다. 산화 처리를 위해서 판재는 20 mm ×

20 mm × 5 mm, 봉재는 Φ 10 mm × 10 mm의 크기로 가

공하여 알루미나 보트 위에 각각의 시편을 산소가 원활

히 공급되도록 세워서 산화 처리 후 공냉하였다. 산화

처리는 980 oC 대기압 하에서 1시간, 2시간, 4시간 동안

튜브로(Tube furnace, LENTON, model: LHA-12/300)로

시행하였다. 산화처리 후 시편의 표면에 생성된 구리 산

화물(Cu2O)19)은 브러싱 및 증류수에서 초음파 세척을 이

용하여 제거하였다. 산화된 시편을 시편 표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절단기로 잘라내어 에폭시 수지로 콜드마운팅

(Cold mounting) 후 Allied사의 Dualprep 3-AP4 power

head 자동연마기를 사용하여 기계 연마 하였다. 각각의 시

편을 SiC 연마지 #180, #320, #400, #600, #800, #1200

까지 순서로 연마한 후 3 μm 및 1 μm 다이아몬드 현탁

액(diamond suspension)을 이용하여 연마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0.05 μm 콜로이달 실리카 현탁액(colloidal silica

suspension)으로 10분 동안 연마하였다. 연마 시 시편당

18 N의 하중을 가하였으며 시편 및 회전판은 같은 방향

으로 120 rpm의 속도로 회전시켰다. 미세 조직은 연마

한 시편을 에칭액(FeCl36H2O : HCl : H2O = 5 g : 12.5 ml :

100 ml)에서 3초간 에칭하여 내부산화된 부분과 내부산

화 되지 않은 부분의 경계를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

cope, OM, OLYMPUS, model: GX51)과 주사전자현미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EOL, model:

JSM-6610LV)을 이용하여 관찰함으로써 내부산화의 정도

를 조사하였고, 에너지분광분석(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을 통해 내부산화된 부분의 산소 농

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내부산화를 통한 산화물 생성층

을 50 μm이하로 기계 연마 후, disc punching 머신을

이용하여 3 mm disc 형태로 만들고, Dimpling과 Ar ion

milling을 통해 최종적으로 관찰할 두께를 100 nm 이하

로 제작하여 200 kv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JEOL, model: JEOL-2100F)으로 내

부산화된 부분의 산화물을 관찰하고 EDS 성분분석을 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c)는 Table 1에 나타낸 합금을 판재 형태로

제조하였고, 980 oC의 대기압 하에서 2시간 내부산화 시

킨 후 주사전자현미경 조직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Fig. 1(d)에는 각 합금의 산소농도를 표면으로부터 내부

까지 그림에서 보인 점선과 같이 약 0.06 mm 간격으로

ED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Fig. 1(a-c)에서 조직

상이 음영의 차이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를

발견하였으며, Fig. 1(d)에 나타낸 산소농도와 비교할 경

우, 밝은 부분이 내부의 어두운 부분에 비해 산소농도

가 높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음영의 차이

Table 1. The alloy composition for oxidation.

Composition (wt %) Cu Al Ti Al + Ti

Alloy 1 Bal. 0.8 - 0.8

Alloy 2 Bal. 0.4 0.4 0.8

Alloy 3 Bal. 0.6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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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소의 확산에 의해 산화물이 생성되고, 합금의 밀

도 변화 및 기지의 고용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산화물이 형성된 부분이라는 것의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산화물이 생성되었다고 예

상되는 부분의 두께는 Fig. 1(a)의 alloy 1에서 0.257 mm,

Fig. 1(b)의 alloy 2에서 0.310 mm 그리고 Fig. 1(c)의

alloy 3에서는 0.233 mm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산화물 생

성층은 같은 산화조건에서, alloy 1에 비해 티타늄이 첨

가된 alloy 2의 두께가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알루미늄과 티타늄의 첨가량이 제일 많은 alloy 3의 경

우, alloy 2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화물 생성층의 두께가

감소하였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구리 기지 내에 알루미

늄 및 티타늄의 절대적인 첨가량보다, 알루미늄 대비 티

타늄 첨가량의 비가 큰 합금의 산화물 생성층이 더 크

게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는 판재 형태로 제조된 alloy 2를 980 oC의 대

기압 하에서 각각 1시간, 2시간 그리고 4시간 동안 내

부산화 시킨 시편의 광학현미경 조직 사진이다. 앞서 Fig.

1에서 언급한 결과와 같이, 미세구조상의 밝은 부분은 내

부산화 후 생성된 산화물 생성층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산화물 생성층의 두께는 산화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리고 4시간 일 때 각각 0.229 mm, 0.310 mm 그리고

0.440 mm로 산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Fig. 3은 판재 형태로 제조된 합금들을 980 oC의 대기

압 하에서 1시간, 2시간 그리고 4시간 내부산화 시킨 시

편의 산화물 생성층의 두께를 나타내었다. 알루미늄과 티

타늄이 함께 첨가된 alloy 2는 같은 무게비의 알루미늄

만 첨가된 alloy 1보다 두꺼운 산화물 생성층을 형성하

였다. 일반적으로 산화되는 원소의 첨가량이 증가할 경

Fig. 1. SEM images of (a) alloy 1, (b) alloy 2, (c) alloy 3 aged at 980 oC for 2 h and (d) oxygen concentration profile along the yellow

dotted line of figure (a), (b) and (c).

Fig. 2. OM images of alloy 2 aged at 980 oC for (a) 1 h, (b) 2 h and (c) 4 h.



티타늄이 첨가된 알루미나 분산강화 동합금의 산화물 형성 거동 205

우, 동일 조건에서 산화 시 산화물 생성층의 두께는 감

소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

늄과 티타늄의 전체 첨가량이 앞서의 두 합금보다 많이

첨가된 alloy 3는 알루미늄만 첨가된 alloy 1과 유사한

산화물 생성층 두께를 나타내었다. 즉, 구리 내부의 산

화되는 원소의 전체 첨가량이 증가했음에도 알루미늄만

첨가된 alloy 1과 비교하여 산화물 생성층의 두께가 유

사한 것은 티타늄의 첨가가 산화물 생성층의 두께를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합금을 내부산화 시킨 반응층에 생성된 분

산상은 주로 γ-Al2O3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Fig. 4의

980 oC의 대기압 하에서 2시간 동안 산화 처리한 alloy

2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티타늄

이 첨가된 합금에서는 주로 생성된 Fig. 4(a)의 γ-Al2O3

산화물 이외에도 티타늄과 산소가 반응하여 생성된 Fig.

4(b)의 TiO2 산화물이 발견되었다. 즉 티타늄의 첨가는 알

루미나의 생성 이외에도 티타늄 산화물을 동시에 생성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동일조건에서 내부산화 시

다양한 산화물의 생성으로 인해 산화물 생성층의 두께

가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l2O3의

경우 알루미늄 대비 산소의 화학양론비는 2:3 이지만,

TiO2의 비는 1:2 이다. 또한 티타늄은 알루미늄과 같이

Al2TiO5 등의 산화물을 형성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21)

따라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산소는 알루미늄과 정확하게

화학양론비를 맞출 필요 없이, 다양한 산화물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Fig. 2에서 alloy 2의 산

화층 두께 증가는 티타늄의 첨가로 인해 다양한 산화물

의 형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산화 조건에 따른 산화물 형성층의 두께를 정확히 예

측하기 위해서는 산소에 의한 확산거동을 이해해야 한

다. 이러한 산소의 확산은 식(1)에서와 같이 Fick의 제

2법칙(Fick’s second law)에 의해 설명된다.22)

(1)

위의 식(1)에서 CS는 구리 표면에서의 산소 농도, C0

는 구리 기지 내부의 산소 초기 농도, CX는 t시간 경과

후 구리 내 x 위치에서의 산소 농도, erf는 오차함수

(error function), D는 합금 내 산소의 확산 계수 그리고

t는 확산의 시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산소의 확산 계수

Do는 아래 식(2)으로 구할 수 있다.

(2)

위의 식(2)에서 D0는 합금 내 산소의 확산계수, D0는

C
s

C
x

–

C
s

C
0

–
------------------ erf

x

2 Dt
-------------⎝ ⎠
⎛ ⎞=

D D
0

Q–

RT
-------⎝ ⎠
⎛ ⎞exp=

Fig. 3. Thickness of oxygen diffusion layer aged 980
o
C as a

function of aging time.

Fig. 4. Bright-field (BF) TEM images and diffraction patterns of oxide in Cu matrix about alloy 2 aged at 980 oC for 2 h; (a) Al2O3,

(b)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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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내 산소의 확산지수상수, Q는 구리 내 산소이동의

활성화에너지, R는 기체상수 그리고 T는 절대온도를 나

타낸다. alloy 1의 경우, 문헌에 보고된 J.Wu의 활성화

에너지 실험값15)과 식(2)를 이용하여 확산계수를 알 수

있다. 이 때, alloy 1의 활성화 에너지는 111.6 kJ/mol이

고, 확산계수는 0.017 cm2/s이다.

Fig. 1(d)에 나타낸 alloy 1의 표면 산소 농도인 2.68

wt%를 9.59 at%로 환산하여 Cs라 가정하여 식(1)에 대

입하였고, 2시간 내부산화 하였을 때를 계산하여 최종적

으로 Fig. 5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또한, 2시간 내부

산화한 Fig. 1(d)에 alloy 1의 EDS 분석 결과를 Fig. 5

에 계산된 그래프와 함께 나타내었는데, 두 결과가 비

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alloy 1의

내부산화에 의한 산소 확산계수는 앞서 보고한 확산계

수와 어느 정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alloy 3을 판재와 봉재 형태로 각각 제조하

여 980 oC의 대기압 하에서 1시간, 2시간, 4시간 내부

산화시킨 시편의 산화물 생성층 두께를 나타내었다. 내

부산화 2시간까지는 판재의 산화물 생성층이 봉재보다 두

꺼웠지만, 4시간 내부산화 시 봉재의 산화물 생성층이 판

재보다 두꺼웠다. 이는 내부 산화 시간이 길어질 때, 산

소가 판재보다 봉재에서 더 깊은 영역까지 확산되는 것

을 의미한다.

Fick의 제1법칙(Fick’s first law)20)을 이용한 식(3)을

통하여 판재와 봉재 형태로 제조된 합금의 산소 확산 및

산화물 생성층의 생성 거동을 비교할 수 있다.

(3) 

식(3)에서 CS는 구리 표면에서의 산소의 농도, CO는 구

리 내 산소 초기 농도, CAl은 구리 내 알루미늄의 농도,

x는 산화물 생성층의 두께, Do는 구리-알루미늄 합금 내

의 산소의 확산 계수를 나타낸다. 식(3)에서 알루미늄 원

자가 2개와 산소원자 3개가 1개의 알루미나를 생성시키

기 때문에 좌측의 식은 1.5CAldx 로 나타낼 수 있다. 본

합금에서 티타늄의 몰 첨가량이 알루미늄에 비해 적으

므로, 산화물 형성비는 티타늄의 첨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인 값으로 1.5CAl-Ti으로 고정할 수 있다. 여기서 판

재 형태로 제조된 합금은 식(3)을 적분하여 식(4)의 확

산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그리고 봉재 형태로 제조된 합금은 산소의 내부 확산

에 따른 확산거리 x, 즉 봉의 반지름 r이 감소함에 따라

단위 면적(2πr ×봉재의 길이)당 산소농도가 증가한다. 따

라서 식(3)은 식(5)의 확산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적

분하면 식(6)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6)

여기서, Cs-C0항은 합금 내부의 산소 고용도는 표면의

산소농도에 비해 매우 적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Cs항

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에서 도출된 값을 이

용하여 보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확산방정식에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Fig. 6에서와 같

이 판재 형태로 제조된 합금은 확산거리가 시간의 제곱

근에 비례한 포물선 형태로 나타내는 반면, 봉재 형태

로 제조된 합금은 확산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는 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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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tents of oxygen (at %) as a function of diffusion depth

of alloy 1.

Fig. 6. Thickness of diffusion layer of plate and round type alloy

3 oxidized at 980 oC with increasing oxid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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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봉재의 산소 확산 거리는 내부산화 시간

이 증가할수록 판재에 비해 증가하였고, 봉재는 판재보

다 더 두꺼운 산화물 생성층을 형성하였다. 동일 확산

거리 x에서 단위 면적당 산소농도가 판재보다 봉재가 더

높기 때문에 봉재의 확산유량은 판재보다 더 커지고, 따

라서 봉재의 산소 확산 거리는 동일 시간 내부산화된 판

재보다 더 길어지게 된다.

실제의 문헌에서 보고된 확산계수 0.017 cm2/s15)를 확

산방정식 식(4)와 식(6)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k 및 k’

는 각각 판재에서 0.95, 봉재에서 13.48이다. 본 연구에

서 구해진 기울기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실제 표면의 산소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고용된 알루미늄 및 티타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 산소의 확산계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

러한 산소의 느린 확산은 Cu2O의 산화물 생성도 저하

시켜, 산화처리 후 시편 표면에서 제거되는 산화 스케

일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앞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리-알루미늄 합금을 내

부산화 하면 산소가 표면에서 내부로 확산되어 산화물

생성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산소가 일정 분율 이하의 농

도, 특히 알루미나를 형성하기 힘든 농도로 확산 되었

을 경우, 구리 기지 내에 고용되어있는 알루미늄과 반

응하기 힘들어 γ-Al2O3를 효과적으로 생성하지 못하고, 결

국 산화물 생성층이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리-알루

미늄 합금에 티타늄이 첨가될 경우, 내부산화 시 γ-Al2O3

뿐만 아니라 티타늄과 관련된 다양한 산화물도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구리-알루미늄 합금에 비해 낮은 산소

분율에서도 산화물 생성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구리에 알

루미늄과 티타늄을 함께 고용시켜서 내부산화 시킬 경

우, 실제 알루미늄만 첨가된 합금에 비해 산소의 확산

속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산화반응으로

생성되는 산화물은 알루미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

화물, 즉 티타늄과 알루미나가 혼합된 산화물 또는 티

타늄 산화물이 함께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산

소의 확산속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산화물의

형성으로 인해 산화물 생성층의 두께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결  론

산화물 형성원소인 알루미늄과 티타늄이 고용된 합금

을 제조하고, 980 oC의 대기압 하에서 내부산화 시킨 후

산화물의 형성거동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동일조건 하에서 내부산화 시 구리-알루미늄 합금

보다 구리-알루미늄-티타늄 합금의 산화물 생성층 두께

가 컸다. 또한 알루미늄 및 티타늄의 절대적인 첨가량

보다 알루미늄 대비 티타늄 첨가량 비가 큰 합금의 산

화물 생성층이 더 크게 생성되었다.

2) 내부산화 시킨 산화물 생성층에 생성된 분산상은 주

로 γ-Al2O3이었고, 티타늄이 혼합 첨가된 합금의 분산상

에서 γ-Al2O3 이외에도 티타늄 산화물이 발견되었다. 이

는 내부산화 시 산화물 생성층 두께 증가에 영향을 미

쳤다.

3) 판재 형태와 봉재 형태로 제조된 합금을 내부산화

하였을 때, 내부 산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산소의 확산

거리는 판재 형태보다 봉재 형태에서 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4) 확산방정식에 의한 계산 결과에서는 구리-알루미늄

합금에 비해 티타늄이 첨가된 합금의 확산계수가 감소

하였지만, 실제 생성되는 티타늄 산화물로 인해 산화물

생성층의 두께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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