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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체 각 분야에서는 기존 금속부품의 경량화

를 목적으로 새로운 합금형태의 개발을 제외하고, 용

접 및 접합과 같은 제조 기술이 새로운 관심분야로 대

두되고 있다. 가벼운 중량, 고강도, 그리고 기계가공성 

및 재활성이 우수한 경량재료로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강화 플라스틱 등이 많은 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마그네슘 합금은 밀도가 알루미늄 합금의 2/3, 철강

의 1/5 수준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합금 중 가장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 여타 경량 재료와 비교하여 손색

이 없는 비강도 및 비탄성 계수를 갖고 있으며 이외에 

진동, 충격, 전자파동에 대한 흡진성이 탁월하고 전기, 

열전도도, 가공성 및 고온에서의 피로, 충격 특성이 우

수하여 자동차, 항공기, 방위 산업 및 일반 기계 등에 

경량화 소재로서 요구되는 여러 우수한 특성1,2)을 지니

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마그네슘 합금을 접합하기 위해서는 

GTAW(Gas tungsten arc welding) 용접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높은 에너지 입력 때문에 넓은 확산 영역과 매

우 큰 열영향 영역(Heat affected zone, HAZ) 그리고 예

열 처리를 필요로 하는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레이저 빔 용접과 전자 빔 용접은 집중되는 고밀도 에

너지 때문에 좁은 확산 영역과 최소한 열영향부가 샘

플의 두께를 크게 관통3)하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열확산 접합(Diffusion bonding)은 낮은 온도, 낮

은 압력하에서 접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접합방법에 비해 안정적이라 평가를 받으

며, 최소한의 변형으로 모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질수 

있다는 장점5,6)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열확산에 의한 계면간의 반응

을 유도할 수 있는 삽입재료 선정의 중요성7-9)을 지적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제작한 열확산 접합 장비(Diffusion 

bonding system)를 이용하여, 마그네슘 공정온도(Eutectic 

temp)보다 낮은 공정온도에서 안정적인 계면반응(Interface 

reaction)을 발생시키기 위해 순수 니켈 포일 삽입재 (99% 

Ni foil interlayer)를 사용하였으며, 접합부에서 Mg-Ni의 

공융액(Eutectic liquid)에 의한 접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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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열확산에 의한 마그네슘 합금의 최적 접합조

건을 찾기 위해 동일한 조건하에서 접합시간의 변화에 

따른 계면간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또한 기계적 특성

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반응 영역(Reaction zone)의 

미세조직 변화와 화학적 성분 구성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 한다. 

2. 열확산 접합

열확산 접합은 압착된 2개의 부품을 고온에서 경계

면의 열확산에 의한 상호 원자이동으로 결합하는 공정

으로 접합성에 미치는 요인들은 접합면의 거칠기, 가

압력, 가열온도 및 접합시간 그리고 접합재와의 조합 

등주요변수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가압력과 가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접합시간 

변화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니켈 삽입재를 사용한 

마그슘 합금의 열확산 최적조건을 선정하고자 한다. 

2.1 열확산 시스템 및 접합용 재료

본 연구에서는 직접 제작한 열확산접합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시스템의 개략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먼저 접합로의 크기는 직경 300 mm의 챔버로 진공분

위기에서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이 가능하며, 또한 

백금 열전대(Thermocouple)를 접합면 가까운 부근의 

홀에 삽입하여 접합온도를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열확산 접합에 사용한 재료는 영국의 Goodfellow COP.

에서 생산한 마그네슘 합금과 순수니켈을 사용하였으며, 

모재인 마그네슘 합금(AZ31B)은 직경 9.5 mm 압출 성형

된 환봉이며 화학적 조성비는 Mg(96%), Al(3%), Zn(1%)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삽입재는 두께 13 ㎛의 박막형태로 

Fig. 1. Schematic of diffusion bonding apparatus.

(a) Micrograph

(b) XRD analysis

Fig. 2. Micrograph and XRD analysis spectra for magnesium 

alloy.

Fig. 3. XRD analysis for pure Ni foils.

99.9% 니켈 포일을 사용하였으며, Fig. 2와 Fig. 3에서는 

사용한 재료의 조직 상태와 XRD (X-ray diffraction)에 의

한 성분 분석한 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2.2 열확산 접합과정

접합용 샘플은 먼저 마그네슘을 약 8 mm정도 절단 

후 표면을 연마 및 세척한 후 원기둥의 옆면에 열전대 

삽입이 가능하도록 직경 1 mm 정도의 홀을 생성시켰

다. 동일한 형태로 1쌍을 제작한 후 마그네슘의 경계면

에 니켈 포일을 삽입시킨 후 열 확산에 영향이 없는 유

리 테이프로 샘플을 일시적 고정시켰으며, 완성된 샘

플의 일예를 Fig. 4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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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ffusion bonding sample of Mg-Ni-Mg.

Fig. 5. Magnesium rich side in the Mg-Ni binary equilibrium 

phase diagram. 

열확산의 많은 접합 조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작

용압력, 접합온도 그리고 접합시간을 주요변수로 활용

하였다. 최소한의 변형으로 모재와 동일한 성질을 유

도하기 위해 열확산 접합조건에서 먼저 작용 압력은 

변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0.16 MPa의 낮은 압력을 사

용하였으며, 접합온도는 Fig. 5에 나타난바와 같이 마

그네슘과 니켈의 이원 상태도(Binary phase diagram)11)

를 기준으로 최저 공정온도 506℃부근인 515℃를 선정

하였다. 

그리고 작용압력 및 접합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유

지하면서 접합시간을 변화주면서 열확산 접합시간에 

따른 계면작용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3. 접합부의 미세구조

마그네슘 합금과 니켈의 열확산에 의한 계면접합의 

최적 조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접합

시간을 5분에서 60분까지 변화시키면서 미세구조의 특

(a) Microstructure

(b) EDS analysis

Fig. 6. SEM microstructure of Mg-Ni interface after bonding at 
515℃ for 10 min.

성을 관찰하였다. 

Fig. 6에서는 작용하중 0.16 MPa, 접합온도 515℃에서 

접합시간을 10분인 샘플을 전자현미경 SEM (Sca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접합부는 금속간 화합물이 반응을 일으키는 반

응층(Reaction layer, L),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하여 블록

형상(Blockey phase, B)으로 존재하는 영역 그리고 금속

이 액체상태에서 완전히 녹아 섞이는 영역인 공정영역

(Eutectic structure, E)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반응영역은 

접합시간이 5, 10, 20, 30 및 60분으로 증가하면서 반응

의 폭과 구성비도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접합시간에 따른 계면의 반응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

여 Fig. 7에서는 접합시간이 60분인 샘플의 반응영역의 

폭을 WDS(Wavelength dispersive spectroscopy)선을 따

라가면서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검출된 화학적 요소는 Mg, Ni, Al, 및 Zn, 그리고 Fe의 

성분이 나타났으며, 그중 접합시간의 변화에 따라,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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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micrograph and WDS line analysis Mg-Ni joint 

bonded at 515℃ for 60 min. 

과 Ni의 성분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8에서는 접합시간에 따른 Mg과 Ni의 거동을 비

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접합시간이 5분인 경우는, 

금속간 화합물이 반응을 하는 영역에서는 마그네슘 합

금이 약 40%, 니켈이 약 9.2%의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

으며, 접합시간이 60분으로 증가할 경우는 마그네슘은 

약 94%로 증가하는 반면에 니켈은 확산에 의해 약

(a) 5 minuts

(b) 60 minutes

Fig. 8. Quantitative elemental concentration profiles of Mg and 
Ni for the joints bonded.

0.82% 감소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삽입재 니켈 포일의 두께 13 ㎛를 기준으로 

접합시간이 5분에서 30분까지 변하는 동안에는 열확산

에 의한 고용화가 진행되면서 반응영역의 폭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접합시간이 증가할수록 반응영역 내의 블록형

상(Blockey phase)과 공정영역(Eutectic structure)의 폭은 

점점 감소하며 접합시간이 30분을 넘어서면서 부터는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등온응고(Isothermal solidification)

과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열확산에 의한 경도변화

니켈 삽입재를 사용하여 마그네슘 합금의 열확산 접

합시 반응영역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비커스경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9에서는 

접합시간이 5분인 경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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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ardness distribution along the cross-section at 515℃ 

for 5 min.

Fig. 10. Relation between Maximum hardness value and 
bonding time at 515℃.

측정방법은 경계면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200 ㎛정도 

스캔하면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모재의 경우는 경도치가 약 55 Hv정도로 

나타났으며, 반응영역은 경도값이 모재에 비해 상승하

였으며, 경도값은 접합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반응영역의 폭은 니켈 삽입

재의 두께 13 ㎛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접합시간의 변

화에 따라 그 폭도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10에서는 접합시간에 따른 최대 경도값의 변화

를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 경도치는 대부

분 반응영역에서 형성되었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경

도값도 상승하였다. 특히, 접합시간이 30분 될 때까지

는 경도값이 약 180 Hv정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30분

에서 60분에 이르기까지는 경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접합시간이 30분이 지나면서

는 응고가 거의 완료단계에 도달하여 경도값의 변화가 

Fig. 11. Relation between reaction layer width and bonding 
time at 515℃.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Fig. 11에서는 접합시간에 따른 반응영역의 

폭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접합시간이 30분까지는 열

확산에 의해 반응영역 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지만, 열확산 접합시간이 30분에서 60

분으로 증가되는 동안에 등온응고가 완료되어 반응영

역 폭의 윤곽이 희미해지면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

면서 등온응고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최소 공정온도하에서 Mg-Ni의 열확산 접합의 특성

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열확산에 의한 Mg-Ni의 접합영역은 금속간 화합

물이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층 영역과 금속간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된 블록형상 그리고 금속이 액체 상태에

서 완전히 녹아 섞이는 영역인 공정영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접합영역을 WDS 선을 따라가면서 계면의 반응거

동을 살펴본 결과, 검출된 화학적 성분들 중에서 접합

시간에 변화에 따라, Mg과 Ni의 성분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접합시간이 5분인 경우는, 금속간 

화합물의 반응 영역에서는 마그네슘 합금이 약 40%, 

니켈이 약 9.2%의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접

합시간이 60분으로 증가하면서 열에 의한 확산 영향이 

커지는 경우는 마그네슘은 약 94%로 증가하는 반면에 

니켈은 열 확산에 의해 약 0.82% 감소하면서 응고에 

도달하게된 것으로 판단된다. 

3) Mg-Ni접합부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해 비커스 경도실험을 한 결과 마그네슘 합금의 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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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경도값은 약 55 Hv을 나타내고 있다. 접합시간이 

30분까지 증가하는 동안에 경도값은 최대 약 180 Hv까

지 상승하였으며, 접합시간이 30분에서 60분으로 진행

되더라도 경도값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열확산에 의한 Mg-Ni의 접합시간 변화에 따른 반

응영역 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접합시간이 30분

까지는 열확산에 의해 반응영역 폭이 점진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접합시간이 30분에서 

60분으로 증가되는 동안에 등온응고가 완료되어 반응

영역 폭의 윤곽이 희미해지면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최대 경도값과 비교하면, 최소 공정

온도하에서 Mg-Ni의 열확산 접합시간은 등온응고가 

완료되는 30분에서 60분사이가 적정시간이라고 판단

되며, 접합시간이 120분으로 길어질 경우는 오히려 샘

플 전체가 경화되어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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