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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첨가에 의한 심재의 결정립미세화 처리가 4343/3003/4343
알루미늄 클래드 판재의 브레이징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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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obtain a useful guide line for design and production of automotive heat exchanger components made of
4343/3003/4343 aluminum clad sheets, it was aim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bout the grain refinement effect on brazing
characteristic of the clad sheets. Al-10Ti master alloy was used for grain refinement of 3003 core alloy, and the Ti inoculation level
was systematically changed up to 0.1 wt%. The three-layer aluminum clad sheets were fabricated by hot roll bonding process. The
effect of grain refinement on brazing characteristic of the clad sheets was investigated by evaluating wettability, bonding strength
and sagging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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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계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환경 규

제 문제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차체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편의장치들이 계속 추가되면서도 운전자가 머무는 실내 공간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품들을 장착하기 위한

공간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

서 자동차 부품들의 소형/경량/고효율화는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에어콘 콘덴서 튜브, 증발기, 콘덴서 등

자동차 열교환기 부품 생산 분야 역시 부품을 더욱 소형/경량

화 하면서도 냉각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열전도성이 우수하면

서도 비중이 작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얇고 소형이면서

도 냉각에 유리한 복잡 형상의 조밀 부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 더욱이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지구온난화물질로 지정된 종래의 에어콘 냉매를

대체하게 될 차세대 친환경 냉매는 훨씬 높은 고압환경에서 작

동하게 됨에 따라[2], 열교환기는 박육/복잡화 되면서도 고압

하에서의 높은 내구신뢰성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형성,

강도, 접합특성이 향상되면서도 이들 특성들이 고루 잘 조합된

열교환기 전용 알루미늄 소재의 개발이 당 분야의 중요한 이

슈로 부각되게 되었다.

전신재 알루미늄 합금 중 하나인 3003 Al-Mn 합금은 Mn을

소량 첨가함으로써 알루미늄 고유의 뛰어난 성형성과 내식성을

유지하면서도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열교환기

부품소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다[3,4]. 열교환기

생산공정을 살펴보면 우선 핀, 파이프, 각재, 캡 등 얇고 다양

한 형상의 부품들을 먼저 제조한 후 기계적 조립 및 브레이징

공정 등을 통하여 최종 열교환기 제품으로 조립되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3003 합금 재질의 심재 표면에 저융

점의 Al-Si계 4343 필러 합금을 피복한 4343/3003/4343 클래

드 판재를 이용한 브레이징 공정에 기반한 생산법이 3003 단일

층 판재를 이용한 기계적 조립 기반 생산공정을 대체하며 각광

을 받고 있다[4]. 클래드 판재를 이용한 브레이징 공정은 클래

드 판재를 상온 프레스 성형공정에 의하여 다양한 형상의 부품

들로 제조하고 최종형상으로 조립한 후 가열하게 되면 피재층이

용융되며 부품들이 접합되는 one-stop 브레이징 공정으로서, 복

잡/조밀 형상의 제품 생산에 적합하며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

감에도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5,6]. 하지만 열교환기용 클

래드 판재가 점점 박육화되는 추세 하에서 브레이징 공정 중

의 처짐, 뒤틀림 또는 파손을 억제하고, 고압의 냉매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클래드 판재의 성형성과 브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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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동시에 향상시켜야만 할 것이다.

최근 여러 연구 그룹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루미늄 클래

드 판재의 브레이징 공정 중에 피재층의 재용해, 유동, 심재/피

재간 용질원자 이동, 심재 용융 침식, 재응고 등 매우 복잡한

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브레이징 접합부 및 잔류 피재층

의 형상과 미세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9]. 또한 결정립 미세화 처리에 의해 알루미늄 합금 주조 빌

렛의 기계적 강도, 연성, 인성, 물성 및 미세조직의 균일성 등

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술적으

로 잘 정립된 연구 분야이다[10,11]. 하지만 결정립 미세화 처

리가 알루미늄 클래드 판재의 성형성과 브레이징 특성에 미치

는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343/3003/4343 알루미늄 클래드 판재

를 이용한 자동차 열교환기 부품 설계 및 제조를 위한 공정 가

이드라인을 제시해 보고자, 결정립 미세화 처리가 4343/3003/

4343 클래드 판재의 브레이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Al-10%Ti 모합금을 접종제로 첨가하여 Ti 함량을

0.1%까지 증가시켜 가며 3003 심재의 결정립 미세화 정도와

4343 필러에 대한 젖음성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열간압연법에

의해 4343/3003/4343 클래드 판재를 제조하고 브레이징 처리를

행한 후 접합강도와 처짐 저항성(Sagging resistance)등을 종합

적으로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된 3003 Al-Mn 합금 시편은 Table 1과 같은

조성을 갖도록 장입량 4.4 kg을 유도용해한 후 캐비티 직경

170 mm의 금형에 주조하여 준비하였다. 3003 Al-Mn 합금 잉

곳의 조직을 미세화하기 위해서는 Al-10%Ti 모합금을 접종제로

하여 용탕 내 Ti 함량을 0, 0.01, 0.1%로 변화시켜 가며 투입

하였다. 접종 온도는 750oC였으며 용탕 유지시간은 30분으로

하였다. 결정립 크기는 Tucker 용액을 이용하여 디프-에칭

(Deep-etching) 후 화상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343

Al-Si 합금은 접종처리하지 않고 3003 잉곳과 동일한 방법으로

용해 주조하여 준비하였다. 주조한 3003, 4343 잉곳들은 클래

드 압연공정에 앞서 500oC에서 각각 8시간, 1시간 동안 균질화

열처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합금들의 ICP 분석조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4343/3003/4343 알루미늄 클래드 판재는 열간압연법인 Alclad

공정에 의하여 제조하였다[9]. 클래드 판재 시편은 두께 10 mm

의 3003 심재 판재 양쪽에 압하율 86%로 열간압연하여 준비한

두께 2 mm의 4343 피재를 겹쳐 만든 14 mm 두께의 샌드위치

판재를 480oC에서 2 mm 까지 열간압연하고 (압연/재가열 각 3

회, 누적 압하율 86%), 480oC에서 10분간 중간소둔한 후 최종

두께 0.7 mm까지 냉간압연하였다 (압하율 65%).

결정립 미세화 처리가 브레이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하여 Fig. 1의 조건으로 브레이징 처리한 후, 젖음성,

접합강도, 처짐 저항성 등을 Ti 함량에 따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 젖음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4343 필러 합금을 0.1 g의 구형으로 가공한 후 주방상태의

3003 모재 합금 위에 올려놓고 625oC의 진공 분위기에서 60

Fig. 1. The schedules for Brazing treatment.

Fig. 2. Schematic views of (a) wettability, (b) bonding strength and (c) sagging resistance evaluation.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3003 core and the 4343 filler alloys analyzed by ICP (wt.%).

Alloy Mn Cu Mg Si Fe Ti Cr Al

Core Alloy 3003(0Ti) 1.028 0.069 0.001 0.062 0.246 0.000 0.003 Bal.

3003(0.01Ti) 1.123 0.111 0.002 0.079 0.380 0.016 0.003 Bal.

3003(0.1Ti) 1.106 0.110 0.002 0.090 0.363 0.157 0.003 Bal.

Filler Alloy 4343 0.004 0.002 0.001 7.983 0.061 0.004 0.002 Bal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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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열처리 후 필러의 젖음 각도, 퍼짐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Fig. 2(a) 참조). 브레이징 접합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0.7 mm 두께 클래드 판재에서 압연방향에 평행하게 길이

15 mm, 폭 25 mm 크기의 시편 2개를 채취한 후, 역-T 형상이

되도록 조립하고 625oC의 질소 분위기에서 25분간 열처리하여

접합시편을 만들어 인장실험을 수행하였다(Fig. 2(b) 참조). 인장

실험은 상온에서 수행되었으며 인장속도는 1 mm/min으로 하였

다. 처짐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폭 22 mm의 시편을 Fig.

2(c)와 같은 지그를 이용하여 지그 밖으로 나온 자유 길이가

50 mm가 되도록 고정하고 브레이징 열처리를 한 후 중력에 의

하여 처진 길이를 측정하였다.

Ti 함량에 따른 브레이징 처리 시 피재층의 재용해/재응고,

피재/심재 간 용질원자 이동, 심재층의 재결정 및 침식 현상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광학현미경(OM), 주사전자

현미경(SEM/EDS/EBSD),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 결과

Al-10%Ti 모합금으로 접종처리한 3003 잉곳의 마크로 결정

립 조직을 Fig. 3(a~c)에 도시하였으며, 접종처리하지 않은

4343 잉곳의 마크로 결정립 사진은 Fig. 3(d)에 함께 도시하였

다. 결정립 미세화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결정립도가

2,000~4,000 µm으로 매우 조대하며 주상정 결정립이 35% 수준

으로 형성되어 있다(Fig. 3(a)). 접종처리하여 Ti 함량이 0.01%

로 증가하게 되면 평균 결정립 크기는 230 µm로 미세화 되고

잉곳의 전 단면에 걸쳐 등축정 결정립 조직이 관찰된다 (Fig.

3(b)). Ti 함량이 0.1%로 더욱 증가하게 되면 결정립은 더욱

미세화 되어 평균 결정립도는 75 µm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

다(Fig. 3(c)). 결정립 미세화 미케니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l-Ti계 합금이

알루미늄 합금의 가장 효과적인 결정립 미세화제 중 하나로 받

아들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핵생성 효과와 결정립 성장 억

제 효과에 의해 결정립이 효과적으로 미세화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5]. 즉, Al-Ti 모합금 내의 금속간화합물인 TiAl3가

이종 핵생성 또는 포정반응에 의하여 핵생성 사이트를 제공하

고, 용탕에 용해된 Ti 용질 원자는 덴드라이트/용탕 경계에 편

석되면서 결정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결정립이 미세화 되게 된

다. TiAl3는 알루미늄 용탕에 가용성인 금속간화합물로서 보통

알루미늄 용탕 내에서 수 분 이내에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연구 결과[12]는 Ti 함량이 증가하게 됨

에 따라 분해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과포정 조성의 범

위에서는 비교적 큰 크기를 갖는 많은 수의 TiAl3 금속간화합

물 입자들이 용해 및 접종처리 공정 후에도 살아남아 효과적으

로 핵생성 사이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 접종 수준이 0.157%로서 Al-Ti 합금계의 포

정 조성(0.15%)[12]보다 높았던 0.1Ti 시편은(Table 1의 0.1Ti

시편의 ICP 분석 조성 참조) 핵생성 효과와 결정립 성장 억제

효과에 의해 탈가스 처리 및 드로스 제거 공정 등을 거치며

용탕을 30분간 유지한 후에도 결정립이 효과적으로 미세화 되

Fig. 3. The representative macrostructures of (a~c) 3003 core alloy ingots as a function of Ti inoculation level ((a) 0%, (b) 0.01%, and (c) 0.1%)

and (d) non-inoculated 4343 clad alloy ingot.

Fig. 4. The representative microstructures of (a~c) 3003 core alloy ingots as a function of Ti inoculation level ((a) 0%, (b) 0.01%, and (c) 0.1%)

and (d) non-inoculated 4343 clad alloy ingot in as-cast and homogeniz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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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에는 Ti 접종 함량에 따른 3003 합금 잉곳의 주방상

태 미세조직과 함께 4343 합금 잉곳의 미세조직 사진을 도시

하였다. Fig. 4(a~c)의 3003 합금 미세조직을 보면 주방 상태

에서 α-알루미늄 덴드라이트 사이의 공정상 영역에 석출되었던

Al6(MnFe) 금속간화합물들이 500oC에서의 균질화처리 이후에

상당량 기지 내로 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43 합금의 경

우에는 균질화 처리 전후로 미세조직 상에서 큰 변화는 관찰

되지 않았다.

Fig. 5에는 Ti 접종 함량에 따른 4343 필러 합금의 젖음성

변화 거동을 관찰한 실험결과를 정리하였다. 브레이징 처리 후

단면을 화상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젖음 각도에서는 Ti 접

종 함량이 0.01%(Fig. 5(a))에서 0.1%(Fig. 5(b))로 증가하는

경우 측정 정밀도 내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수소 분위기와 같은 환원성 분위기에서 젖음성 실험을 수행함

으로써 필러 합금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에 의한 영향을 배제

하는 방법 등의 좀 더 정밀한 조건에서의 비교평가가 이루어져

야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 모두 젖음

각도는 5o로서 3003 합금과 4343 합금 사이의 젖음 특성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알루미늄 합금 기판에 대한 Al-Si

계 필러 합금의 젖음성은 필러합금의 미세조직이 미세할수록

젖음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α-알루미늄 입자가 크

게 되면 공정 액상의 유동을 방해하게 되고, 실리콘 입자의 크

기가 크면 실리콘 입자가 미세한 필러 합금에 비해 브레이징

열처리 시 용융점이 최대 4oC까지 증가하면서 브레이징 특성을

떨어뜨리게 된다[13]. 하지만 시험편의 상표면 사진을 통해

Fig. 5. Variations of wetting characteristics of liquid 4343 filler alloy on as-cast 3003 core alloy substrates with Ti inoculation level; (a) 0.01Ti

and (b) 0.1Ti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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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필러 합금의 퍼짐 정도를 비교해 보면 동일 필러 합금을

사용하였더라도 Ti 접종 함량이 높은 0.1Ti 시편의 경우에서

퍼짐 정도가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단면 사진에서는 기

판 상부면 위로 돌출되지는 않았지만 상표면 사진 상에서는

4343 필러 재응고층 주위에 브레이징 실험으로 인해 변화된

영역들이 가공 연마된 표면과 대별되어 뚜렷이 관찰되었다. 시

험편의 단면 미세조직을 조사한 결과 0.1Ti 시편의 경우 Si이

심재 합금 내부로 침투하는 침식 현상이 뚜렷이 관찰되었는데,

미세화된 결정립 구조로 인한 심재층의 넓은 면적의 결정립계

들이 용융 필러 합금의 침투 및 퍼짐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사료된다.

Fig. 6은 압연법에 의하여 제조된 4343/3003/4343 클래드

판재의 접합 상태에서의 단면 조직 사진이다. 3003 심재 층에

서는 극심한 압하율로 인한 전단 변형띠들이 형성된 압연 판

재의 전형적인 팬케익 결정립 구조가 관찰되었다. 4343 피재

층에서는 압연방향을 따라 어두운 상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압연공정에서 파괴되어 분산되

어 있는 실리콘 입자들이다. 심재/피재 사이의 계면에서는 박리

결함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접합상태가 아주 양호하였다. 실험에

서 얻어진 클래드 판재는 심재층의 두께가 430~480 µm, 피재

층의 두께는 110~130 µm 범위에 있었다.

Fig. 7(a)는 4343/3003/4343 클래드 판재를 이용하여 역-T

형상의 시편으로 625oC에서 브레이징 접합한 시편의 접합강도

를 측정한 결과이다. 브레이징 접합강도는 Ti 접종 수준이 증

가함에 따라 약 20%까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인장실험 시 대부분의 파손은 역-T 형상 시편의 접합부 끝부분

에서 관찰되었다(Fig. 9 참조). 최근 열교환기가 더욱 박육/복잡

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부속 부품을 최종 형상으로

조립하고 한 번의 브레이징 열처리로 접합하는 공정을 채택하

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징 공정 특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높은

접합강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브레이징 공정 시 우수한 처짐

저항성을 함께 보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Fig. 7(b)는 폭

22 mm 자유길이 50 mm의 외팔보 시편을 Fig. 1의 브레이징

열처리를 행한 후 처짐 길이를 측정한 결과이다. 흥미롭게도

Ti 접종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짐 길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하였다.

Al-10Ti 접종제를 이용한 3003 심재 합금의 결정립 미세화

처리가 4343/3003/4343 클래드 판재의 브레이징 접합강도와

처짐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세조직 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역-T 형상 접합시편의 인장실험 시

파손이 일어났던 취약부인 접합부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Fig. 8). 고압의 냉매 누출을 막기 위해서는 브레이징 접합부

가 적절한 미세조직과 형상을 가져야 할 것이다. Fig. 8의 접

합부 미세조직 사진들을 보면 625oC에서 25분간 단열유지 후

로냉된 열처리 이력으로 인해 공정 용융점이 577oC이고 액상

선 온도가 615oC인 Al-Si 합금[14] 필러가 완전히 재용해가

일어난 후 느린 냉각속도로 재응고하면서 조대한 덴드리틱-셀

α-알루미늄 입자와 공정상의 파이버 실리콘 입자가 형성되었음

을 알 수 있다. α-알루미늄 입자와 공정상 영역의 경계에 있

는 밝은 색의 큰 입자들은 EDS 분석 결과 Al(MnFe)Si 금속

Fig. 6.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of as roll-bonded 4343/3003/4343 clad sheets; (a) 0Ti, (b) 0.01Ti, and (c) 0.1Ti specimens.

Fig. 7. Variations of (a) bonding strength and (b) sagging distance of the 4343/3003/4343 clad sheets as a function of Ti inoculation level after

the brazing treatment at 6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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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화합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승온 구간에서의 고상 확산 및

액상 유지 구간에서의 용융 확산에 의하여 심재 층으로부터

Mn, Fe 등 많은 양의 용질 원자가 용융 필러로 혼입된 것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또한 Ti 접종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 실

리콘 입자들의 크기가 뚜렷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003 심재로부터 Ti 또는 Ti 금속간화합물이 유입됨에 따라

재응고 시 α-알루미늄과 공정 실리콘 입자들의 생성 및 성장

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일 것이다. 브레이징 시편의 가장 취

약부였던 접합부 내의 취성이 큰 공정 실리콘 파이버의 미세

화는 Fig. 7(a)의 브레이징 접합강도 향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Fig. 9는 역-T 형상 브레이징 시편의 인장 파단부의 단면

미세조직 사진이다. 파단부의 피재층에서 결정립계를 따른 균열

생성과 결정립 탈락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심재층과 피재

층의 두께 변화를 살펴보면, 심재층에서는 큰 연신으로 인해

단면적 감소가 컸던 것에 비교하여 피재층의 두께 변화는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Fig. 6 참조). 즉 이들 관찰결과로부터

심재 소재에 비교하여 취성이 큰 Al-Si 필러 합금 피재층의

Fig. 9.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 section of the fractured zone of the wedge-tee brazed 0.01Ti specimen.

Fig. 8. Optical micrographs of the brazed joints as a function of Ti inoculation level; (a) 0%, (b) 0.01%, and (c) 0.1%.

Fig. 10. SEM photographs showing the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of the clad/core interface after the brazing treatment; (a) 0Ti, (b) 0.01Ti,

and (c) 0.1Ti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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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한 재응고 결정립 구조가 4343/3003/4343 클래드 판재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피재/심재 간 용질원자 이동을 수반하는 재용해 현상은 브레

이징 접합강도 이외에도 처짐 저항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용융 Al-Si 필러가 심재층의 재결

정 결정립의 입계를 따라 심재층을 용융 침식해 들어감으로써

브레이징 시 클래드 판재의 처짐 저항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보

고되었다[3]. 본 연구에서 Ti 접종을 통한 결정립 미세화 처리

가 피재/심재 계면에서의 재용해 거동에 미친 영향을 좀 더 자

세히 조사해 보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EDS/EBSD)에

의한 미세조직 분석 및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분석 실험을 수

행하였다(Fig. 10~14). Fig. 10의 SEM 이미지는 브레이징 열

처리 후의 4343/3003/4343 클래드 판재의 피재/심재층 경계면

부분에서의 단면 미세조직 사진이다. 조대한 α-알루미늄 셀과

조대한 공정 실리콘 입자가 관찰되었다. 특히 Fig. 6의 열간/냉

간압연 접합공정에 의해 미세한 크기의 입자로 분산되어 있던

실리콘이 재용해 후 로냉시의 낮은 응고속도로 인하여 조대한

판상형의 실리콘 입자로 조대화 되었음을 볼 수 있다.

Fig. 11. Variations of (a) erosion depth, (b) cell size of resolidified filler layer, and (c) surface roughness as a function of Ti inoculation content.

Fig. 12. EBSD micrographs showing the recrystallization behavior of the 3003 core layer just beneath the 4343 filler layer during brazing

treatments; (a) 0Ti, (b) 0.01Ti, and (c) 0.1Ti specimens. The upward side on micrographs are adjacent to the fille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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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징 열처리시 필러층의 미세조직 변화에 미치는 Ti 첨

가량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비교해 보기 위하여, 시편 길

이 10 mm에 걸쳐 SEM 이미지를 얻은 후 화상분석기를 이용

하여 용융 침식 깊이, 재응고 셀 크기, 표면 조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1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용융 침식 깊이

는 브레이징 전과 후의 피재층의 두께 변화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용융 침식 깊이는 Ti 접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약

20 µm에서 30 µm로 증가하였다(Fig. 11(a)). 이는 Ti 접종에

따른 브레이징 시의 3003 심재층의 재결정 거동의 차이에 의

해서 설명이 될 수 있었다. Fig. 12의 EBSD 사진을 보면 Ti

으로 접종한 0.01Ti 및 0.1Ti 시편의 경우에는 브레이징 처리

후 완전히 재결정이 완료되고 결정립 성장이 활발히 일어났음

을 볼 수 있다(Fig. 12(b, c)). Ti 접종처리 되지 않은 0Ti 시

편은 상당량의 회복은 일어난 것으로 보이나 재결정이 완료되

지 않고 압연 변형 조직이 남아 있다(Fig. 12(a)). 때문에 효과

적인 용융 침식 경로인 결정립계를 따른 용융 필러 합금의 심

재층 내부로의 침투가 가장 작았을 것이다. 한편 Ti으로 접종

한 시편들 중에서는 Ti의 함량이 0.01%로 더 낮았던 시편에서

더 조대하고 판재의 두께 방향 대비 압연 방향으로의 종횡비가

큰 결정립 구조가 발달하였다. 즉 압연 방향에 평행하게 길쭉

하게 성장한 결정립 구조로 인하여 필러 용융층에 접한 결정립

계의 수가 줄어 용융 침식 깊이가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결정 및 결정립 성장 거동의 차이는 Ti

용질 원자 및 TiAl3 금속간화합물의 농도 차이에 기인하는 결

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Ti과 같은 천이금속 및 그 금속간화

합물들은 소성가공된 알루미늄의 열처리 시 재결정 변태를 촉

진하거나[15] 또는 저지하는[16] 역할을 하는 등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 용질 원자 및

TiAl3 금속간화합물이 재결정 변태를 촉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Ti 접종 함량이 높았던 0.1Ti 시편에서 좀 더 미세하

고 등방성의 결정립 구조가 발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α-알루미

늄 셀의 크기는 T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보

였는데(Fig. 11(b)), 이는 브레이징 접합강도 증가의 한 원인이

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면 조도 역시 T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11(c)). 거친 표면은 열교환기의

냉매 유동 및 외관 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미세한 결정립으로 인한 넓은 면적의 결정립계는 공정

실리콘의 용융 침식 현상을 조장하고 그 결과 브레이징 처리

시 클래드 판재의 처짐 저항성을 훼손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는 달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는 용융 침식 깊이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Ti 접종 함량이 증가할수록 브레이징 시 클래드

판재의 처짐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Ti 접종 함량 증가에 따른

처짐 저항성 향상은 용융 침식으로 인한 심재 약화 효과보다는

Ti 용질 원자 및 TiAl3 금속간화합물로 인한 심재 강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는 20~30 µm 범위였

던 용융 침식 깊이가 약 700 µm 정도였던 전체 클래드 판재

의 두께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Fig. 13에는 Ti 접종 함량에 따른 3003 합금의 강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 미소경도 측정 결과를 정리하였

다. 주방상태의 경도를 보면 0.1Ti 시편이 가장 높은 값을 보

Fig. 13. Variation of micro Vickers hardness as functions of Ti inocu-

lation level and processing step such as casting, roll bonding

and brazing.

Fig. 14. (a) BSE image of 0.1Ti specimen after the brazing treatment at 625oC and (b~d) their EDS mapping analysis results; (b) Al, (b) Si, and (d) Ti.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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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압연공정으로 인한 소성강화 효과로 모든 시편의 경도

가 증가한 후에도 그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브레

이징 처리 및 로냉을 거친 후에는 잔류응력이 제거되어 경도

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Ti가 접종되지 않은 0Ti의 시편에

서 가장 낮은 경도 값을 보였다. 알루미늄은 결정립 미세화에

의한 강화효과가 작은 합금계로서 Ti에 의한 고용강화 및 석

출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0Ti 시편의 경우 브레이징

열처리 동안 회복 및 재결정 반응이 일어나서 기지가 크게 연

화된 것으로 보인다.

재용융/응고된 피재층에 대한 EDS 면 맵핑 분석 실험을 수

행한 결과 0.01Ti 시편에서는 Ti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던 것에

비교하여 0.1Ti 시편에서는 상당한 양(0.06%)의 Ti 원자가 검

출되었다. Fig. 14의 EDS 면 맵핑 사진을 보면 Ti 원자가

재용융/응고된 피재층의 전 면적에 걸쳐서 고루 분포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브레이징 시 심재층으로부터 피재층으로 혼입

된 높은 수준의 Ti이 재응고 피재층의 미세조직을 효과적으로

미세화 시켰고, 이는 결국 클래드 판재의 높은 브레이징 접합

강도와 미려한 표면 조도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열교환기 부품 소재로 쓰이고 있는

4343/3003/4343 알루미늄 클래드 판재의 브레이징 특성에 미치

는 결정립 미세화 처리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Al-10%Ti 접종

제를 첨가하여 Ti 함량을 0.1%까지 증가시켜 가며 3003 알루

미늄 심재 합금을 만들어 젖음성을 조사하고 4343/3003/4343

클래드 판재를 제조하여 접합강도 및 처짐 저항성을 조사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Ti 접종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3003 Al-Mn 합금 잉곳

의 결정립은 75 µm 이하 크기로 미세화 되고 완전한 등축정

결정립 조직이 얻어졌으며, 결정립이 미세화 되어 결정립계 면

적이 증가함에 따라 용융 필러 합금의 심재 합금으로의 침투

및 퍼짐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심재 소재에 비교하여 취성이 큰 Al-Si 필러 합금 피재

층의 조대한 재응고 결정립 구조로 인해 인장실험 시 피재층

에서 결정립계 균열 및 결정립 탈락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

는 클래드 판재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 Ti 접종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브레이징 처리 시 심재층

으로부터 피재층으로 혼입된 높은 수준의 Ti은 재응고 피재층

의 미세조직을 효과적으로 미세화 시켰으며 이로 인해 클래드

판재의 브레이징 접합강도가 증가하였다.

4) Ti 접종량이 증가함에 따라 브레이징 처리 시 심재층의

재결정 변태가 촉진되어 등방성의 미세한 결정립 구조가 발달

하였으며, 그 결과 용융 필러의 심재층 내부로의 용융 침식

깊이가 증가하였다.

5) 클래드 판재의 두께에 비교하여 Ti 접종 함량 증가로 인

한 용융 침식 깊이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Ti

첨가로 인해 심재층 기지가 효과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Ti

접종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브레이징 시 처짐 저항성이 향상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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