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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alloy system, such as Cu-Sn-Ti, Cu-Ag-Ti, and Ni-B-Cr-based alloy are used for the brazing of 
diamond grits. However, the problem of the adhesion strength between the diamond grits and the brazed 
alloy is presented. The adhesion strength between the diamond grits and the melting filler alloy is 
predicted by the contact angle, thereby, instead of diamond grit, the study on the wettability between the 
graphite and the brazing alloy has been indirectly executed. In this study, Cu-13Sn-12Ti filler alloy was 
manufactured, and the contact angles, the shear strengths and the interfacial area between the graphites 
(diamond grits) and braze matrix were investigated. The contact angle was decreased on increasing holding 
time and temperature. The results of shear strength of the graphite joints brazed filler alloys were observed 
that the joints applied Cu-13Sn-12Ti alloy at brazing temperature 940 ℃ was very sound condition indicating 
the shear tensile value of 23.8 MPa because of existing the widest carbide(TiC) reaction layers. The micrograph 
of wettability of the diamond grit brazed filler alloys were observed that the brazement applied 
Cu-13Sn-12Ti alloy at brazing temperature 990℃ was very sound condition because of existing a few TiC 
grains in the vicinity of the TiC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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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이아몬드는 컷팅, 그라인딩, 연마(polishing) 공구

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1-5)
, 다이아몬드 그릿(grit)의 

Single layer를 브레이징에 의해 제조하는 방식은 다

이아몬드 공구 제조방법 중의 하나로2-4)
. 다이아몬드 

공구의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6-9). 다이아몬드의 브레이징 합금으로 Cu-Sn-Ti

계, Cu-Ag-Ti계, Ni-B-Cr계 합금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4,10-11)
, 이런 합금은 다이아몬드의 열화(흑연화)

을 막기 위해 보통 1200℃ 이하의 온도에서 브레이징

을 행하여 왔다. 또한 브레이징 합금에 활성금속(Ti,

Cr, V, Zr)을 소량 첨가 함으로써 다이아몬드와 접합

모재 사이의 계면층을 형성하여 계면접합강도를 향상 

시켜왔다4,5,10-12)
.

그러나 임계값 이상의 활성금속을 첨가할 경우 계면

층에 다이아몬드와 접합모재 사이의 열팽창계수 및 결

연 구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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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er alloy

Drop of filler alloy

Graphite

Fig. 1 Schematic of wettability test specimen
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for

vacuum brazing

정격자의 차이에 의해 계면응력이 작용하여 오히려 접

합강도를 저하시켜 다이아몬드와 브레이징 합금간의 접

착성에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접착성 혹은 접합강

도는 액상 금속과 다이아몬드 간의 젖음성(wettability),

즉 접촉각(contact angle) 측정에 의해 예측되며, 흑

연과 브레이징 합금간의 젖음성 연구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13)
. 특히 Cu-Sn-

Ti계 삽입금속(filler metal)에 대한 접합부 계면층의 

연구는 있었지만14,15)
,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재와 다이아몬드와의 접합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활성금속(Ti)을 첨가한 Cu-

13Sn-12Ti합금과 흑연(graphite)및 다이아몬드 그릿

(grit) 브레이징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온도 

및 시간에 따른 접촉각을 조사하였고, 접합부 미세조직 

분석을 통하여 계면층 반응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접합

부의 전단접합강도를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2.1 삽입금속의 접촉각 측정방법

Fig. 1은 젖음성 측정을 위하여 준비한 시험편의 모

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젖음성 측정은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정사각형(20×20×12t mm) 초순도 흑연(EX-70,

IBIDEN Co.) 모재을 가공하여 사용하였으며, 젖음성

과 브레이징 접합 실험 시 적정온도와 시간의 관찰을 

위하여 측면에 열전대를 삽입할 수 있는 Φ 1 mm 구

멍을 뚫어 열전대를 고정시켰다. 그 후 고주파 가열로

에 모재를 투입하고 그 위에 삽입금속(봉상: Φ3 mm)

을 50 mg 올려 놓았다. 고주파 가열로의 승온 속도는 

10 ℃/min 로 하였으며 승온 시키는 동안 육안 관찰에 

의하여 삽입금속의 용해와 젖음 현상이 발견되는 시점

에서 유지시간을 1 분에서 10분 사이로 하였으며, 통

전 종료 후 노냉 하였다. 삽입금속의 drop 형상을 실측 

현미경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형상측정기(CV-2000)

를 이용하여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접촉각 측정 시험편

은 3개씩 제조하여 왼쪽 및 오른쪽 각을 측정하여 총 6

번의 접촉각 측정을 하였다.

2.2 접합방법

삽입금속은 고순도 아르곤 가스 분위기 하에서 Spark

plasma melting법으로 제조하였으며 균일한 조성의 

합금을 얻기 위하여 시료를 뒤집어 가면서 3회 이상 용

해를 반복하였으며 용해된 삽입금속을 suction casting

법으로 봉상형태로 제조하였다.

제조한 삽입금속은 200 ㎛ 두께로 방전 가공 하였으

며, 삽입금속의 표면은 산화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

포(sand paper)로 #1800까지 연마 후 아세톤으로 초

음파 세척하고 수세하였다. 삽입금속의 최종 두께는 평

균 100 ㎛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흑연 접합의 경우 순도 99.99% 이상의 초고순도 흑

연(EX-70, IBIDEN Co.)을 10×10×15 mm 크기로 

절단하여 접합용 시험편으로 사용하여으며, 접합 시 가

압하중(1 MPa)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다이아몬드 그

릿 접합의 경우 100㎛의 고순도 공업용 다이아몬드

(MBS960H)와 기지금속으로 STS 304 (Φ 14 × 50 mm)

를 사용하였으며, 다이아몬드 그릿 형태상 접합 시 하

중을 부여하지 않았다.

Fig. 2는 본 접합에 사용된 장치의 계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열방식은 고주파 가열방식으로 가압하중은 1

MPa 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온도



다이아몬드 grit(흑연) / Cu-13Sn-12Ti 삽입금속 진공 브레이징 접합체의 젖음성 및 계면반응 

大韓熔接․接合學會誌 第28卷 第3號, 2010年 6月 279

51

(a)

(b)

(c)

(d)

Temperature(℃)

920

6.0

W
e
tt

in
g
 a

n
g
le

(°
)

5.5

5.0

4.5

4.0

3.5

3.0

2.5

2.0

940 960 980 1000 1020 1040

Fig. 4 Effect of temperature on wettability of graphite by

Cu-13Sn-12Ti alloy. Hoding time 10 min at each

temperature :(a) 930℃ (b) 940℃ (c) 990℃ (d)

1040℃ (e) Plot of Contact angle versus

temperature

Graphite

Filler alloy

Specimen

Fig. 3 Schematics of jig used for fracture shear strength

test

측정은 흑연에 드릴로 Φ 1 mm 구멍을 뚫어 이곳에 

직경 0.3mm의 R 타입 열전대를 삽입하여 고정시켰으

며, 온도 제어는 프로그램에 의한 PID 제어방식으로 

실시하였다.

2.3 접합강도 및 계면특성 평가방법

흑연과 Cu-13Sn-12Ti 삽입금속과의 최적의 접합조

건을 알아보기 위해 접합부의 전단강도를 측정하였다.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단시험용 시편(접합면적:

100×100mm)을 제작하였으며, 지그는 본 시편에 적합

하도록 제작하였다. 전단강도는 만능재료시험기 (Instron

5582)를 이용해서 최대하중 1 ton, 시험속도 0.2 mm/min

의 조건으로 접합부 전단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전단강

도 측정용 접합시편은 총 3개 제작하여 평균값을 측정

하였다.

접합부의 조직관찰을 위해 접합체 시편을 경면 연마 

후 삽입금속을 중크롬산칼륨(K2Cr2O7)용액으로 부식 

시킨 후 EDX가 장착되어 있는 주사 전자현미경 (JEOL

JSM-6490 LV)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광학현미경 

및 EPMA 분석을 병행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흑연과 Cu-13Sn-12Ti 삽입금속과의 Wetting 
거동

Fig. 4는 유지시간 10 min, 5×10-5 torr의 진공 분

위기에서 온도에 따른Cu-13Sn-12Ti 합금과 흑연 사

이의 접촉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940 ℃에서 2.44°,

1040 ℃에서는 2.23° 로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접촉

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Naidich21)의 흑연과 Cu-Sn-Ti 합금의 접촉각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고상 표면에서 합금의 부착일

(work of adhesion)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cos 

여기서 σi 는 액상계면에서의 합금의 표면장력이고, θ

는 접촉각이다. σi 에 표준상태에서의 표면장력 값과 접

촉각 값을 각각 대입하면 부착일은 940 ℃와 1040 ℃

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흑연/Cu-13Sn-12Ti 합

금 접합 시 경제성을 고려하면 940 ℃에서 가장 효율

적임을 알 수 있다.

Fig. 5는 940 ℃, 5×10-5 torr의 진공 분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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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holding time on wettabiliy of graphite by

Cu-13Sn-12Ti alloy. Test temperature 940℃ at

each holding time : (a) 5 min (b) 10 min (c) 15

min (d) 20 min (e) Plot of Contact angle versus

holding time

(a)

(c)

(b)

(d)

Fig. 6 Optical Microstructure for the graphite joint

brazed with Cu-13Sn-12Ti filler alloy at (a)

890℃, (b) 940℃, (c) 990℃ and (d) 1040℃

시간에 따른 Cu-13Sn-12Ti 합금과 흑연 사이의 접촉

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으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5 min

유지 시에는 접촉각이 23.13° 로 나타났으나 10 min

유지 시에는 2.44° 로 급격이 감속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이는 지속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흑연과 삽입

금속간의 탄화물 생성반응 더욱 잘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940 ℃에서 흑연/Cu-13Sn-12Ti

합금 접합 시 가장 알맞은 유지시간은 10 min 임을 예

측할 수 있다.

3.2 흑연/ Cu-13Sn-12Ti 접합부의 접합 특성

3.2.1 접합부 미세조직 분석

Fig. 6은 각각의 온도에서 10분 동안 브레이징 하였

을 때 흑연/Cu-13Sn-12Ti 접합 계면에 대한 광학현

미경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사진에서 흑연과  접하고 

있는 회색으로 나타나는 층이 반응층으로 다른 온도에 

비해 940 ℃에서 가장 넓게 형성되어 있다. 접합층(노

란색 부위)의 경우 (a), (b)는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고 

있으나 (c), (d)는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흑

연과 Cu-Sn-Ti의 wetting 거동에서 반응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TiC 생성반응 더 잘 일어난다21)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TiC 반응의 활성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7은 Fig. 6의 흑연/Cu-13Sn-12Ti 접합 계면

에 대한SEM image 및 EDX을 이용한 계면층의 line

scanning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접합온도에서 삽입금

속과 흑연이 접하는 접합층 양쪽에 Ti 성분이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활성금속인 Ti가 C와 결합함으로써 

TiC 반응층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Fig. 6의 흑연/Cu-13Sn-12Ti 접합 계면

에 대한XRD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X-선 회절 분석 

결과, graphite, TiC, Cu6Sn5, α-CuSn, Sn3Ti5, SnT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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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image and line scanning with EDX of

brazement for the graphite joint brazed with

Cu-13Sn-12Ti filler alloys at (a) 890℃, (b) 940℃,

(c) 990℃ and (d)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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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XRD pattern from the reaction product formed at

graphite / Cu-13Sn-12Ti filler alloy

Sn5Ti6, γ-CuTi, CuTi2, CuSn3Ti5 등이 관찰되었다.

브레이징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iC 회절 피크가 상대

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1040 ℃ 브레이징 온도에

서는 γ-CuTi 회절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Fig.

9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a), (b), (c)에서는 TiC

반응층 및 Ti 탄화물 domain의 경우, 형성 빈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로 접합 계면 주위에 생성되어 있어 

X-선 회절 피크 상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

다. (d)에서는Ti 탄화물 domain이 접합층 중앙부위까

지 추가로 형성되어 matrix내에 Ti 조성이 감소하게 

되어, 1040 ℃ 온도에서는 γ-CuTi 회절 피크가 검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2.2 계면층 형성 메카니즘

Fig. 9는 온도에 따른 흑연/Cu-13Sn-12Ti 접합 계

면의 조직적 변화를 보다 세밀하기 조사하기 위해 반응

층 및 브레이징 영역의 각 지역을 EDX spot 분석한 

결과이다. (a)는 890℃에서 브레이징한 계면조직을 분

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C부위는 Ti 탄화물층으로써 접

합계면 주의에 1 ~ 3 ㎛ 두께로 반응층이 형성되어 있음

을 보여주고 있으며, B부위는 또 다른 Ti 탄화물 도메

인(domain)을 나타내고 있다. D부위는 Cu 모재 기지

를 나타내고 있으며 Sn의 농도가 모재의 농도와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다. (b)는 940℃에서 브레이징한 

계면조직을 분석한 결과이다. B부위와 C부위는 Ti의 

농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Ti 탄화물층으로써 접합계

면 주의에 2 ~ 4 ㎛ 두께로 반응층이 형성되어 있다.

D부위와 E부위는 또 다른 Ti 탄화물 도메인(domain)

을 나타내고 있으며, F부위는 Cu 모재 기지를 나타내

고 있다. (c)는 990℃에서 브레이징한 계면조직을 분

석한 결과이다. B부위와 C부위는 Ti의 농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Ti 탄화물층으로써 접합계면 주의에 2 ~

4 ㎛ 두께로 반응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D부위는 다른 Ti 탄화물 도메인(domain)을 나타낸 것

으로 위치가 (b)의 사진에 비해 접합부(bonding matrix)

중간 부위에 까지 형성되어 있다. (d)는 1040℃에서 브

레이징한 계면조직을 분석한 결과이다. B부위와 C부위

는 Ti의 농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Ti 탄화물층으로써 

접합계면 주의에 2 ~ 4 ㎛ 두께로 반응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D부위와 E부위는 또 다른 Ti

탄화물 도메인(domain)을 나타낸 것으로 도메인

(domain)의 형성 빈도가 (c)의 사진에 비해 상당히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로 브레이징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흑연과 접합부(bonding matrix) 사이

의 계면주의에 형성되는 Ti 탄화물층의 두께는 크게 차

이가 없으나 또 다른 Ti 탄화물 도메인(domain)의 형

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TiC층의 형성에 대한 열역학적 고찰

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900 ℃ ~ 1040 ℃ 온도범위

에서 TiC 격자 내의 Ti 확산계수는 6.3 × 10-27 ~

9.9 × 10
-24
m
2
/s 이고, 900 ℃ ~ 1040 ℃ 온도범

위에서 TiCx (x=0.47 ~ 0.97)격자 내의 C 확산계

수는 2.6 × 10-18 ~ 9.9 × 10-5 m2/s 이다16)
. 따라서

C이 Ti 보다 확산 속도가 크기 때문에 TiC 층은 브레

이징 합금 쪽으로 성장하고, Ti 탄화물 도메인(domain)

도 브레이징 합금 쪽으로 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Ti 및 Sn의 편석 경향16-18)은 나타나

지 않았지만 TiC 층 성장에서 Ti 및 Sn의 편석에 대

한 열학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2상의 계면

에서 용질의 편석은 아래 Lagmuir-McLean 식1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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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omp. (wt..%)

Areas
C Cu Sn Ti

A 77.21 5.64 1.69 15.46

B 33.71 22.69 6.60 37.00

C 53.46 13.91 2.54 30.10

D 13.25 73.07 10.75 2.94
  

Comp. (wt..%)

Areas
C Cu Sn Ti

A 99.55 0.29 0.00 0.17

B 45.84 19.15 3.69 31.31

C 59.76 9.47 2.21 28.55

D 30.57 25.50 5.65 38.28

E 41.91 22.57 5.15 30.37

F 6.11 81.27 12.15 0.47

(c) (d)

Comp. (wt..%)

Areas
C Cu Sn Ti

A 70.42 6.31 2.02 21.25

B 38.89 13.80 4.82 42.50

C 39.15 16.89 3.62 40.34

D 27.24 31.27 11.31 30.18
  

Comp. (wt..%)

Areas
C Cu Sn Ti

A 39.18 19.99 4.37 36.47

B 17.37 44.42 7.13 31.08

C 20.62 31.24 7.34 40.81

D 26.81 31.28 6.11 35.81

E 15.94 36.67 8.80 38.58

F 12.44 62.36 12.61 12.59

Fig. 9 SEM image and EDX spectra for the intermetallic in the graphite joint brazed with Cu-13Sn-12Ti filler alloys at (a)

890℃, (b) 940℃, (c) 990℃ and (d) 1040℃

설명할 수 있다.

  exp  

여기서 Cs = 계면 근처의 용질농도(Ti 또는 Sn)

Cb = bulk의 용질농도

G
s
= 용질 1mol당 편석 자유에너지

Cs가 Cb 보다 향상 크기 때문에 ΔGs는 향상 음의 값

을 갖는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면에서의 

용질의 편석은 감소하여 일정하게 분포하게 된다.

Fig. 10은 흑연/Cu-13Sn-12Ti 접합 계면에서의 

반응층 형성 메카니즘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TiC 층이 반응층을 형성한 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또 다른Ti 탄화물 도메인(domain)이 접합부(bonding

matrix)쪽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이아몬드 grit(흑연) / Cu-13Sn-12Ti 삽입금속 진공 브레이징 접합체의 젖음성 및 계면반응 

大韓熔接․接合學會誌 第28卷 第3號, 2010年 6月 283

55

28

24

20

16

12

8

4

880 920 960 1000 1040

Temperature(℃)

S
h
e
ar

st
re

n
g
th

(M
P

a)

Fig. 11 Plot of the brazing temperature versus the

fracture shear strength of the graphite joints

brazed with Cu-13Sn-12Ti filler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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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XRD pattern of diamond grit with various holding

time attemperature 1200℃ of vacuum furnace

Graphite/ Cu-13Sn-12Ti mechanism

Sn-Ti intermetallic compound
(domains)

Graphite Cu based matrix   

TiC layer Sn-Ti Segregation layer

TiC layer TiC domains 

Fig. 10 Schematic diagram of the interfacial reaction for

graphite / Cu-13Sn-12Ti brazing alloy

interface

3.3 접합강도 평가

3.3.1 접합부 접합강도 평가

Fig. 11는 각각의 온도에서 10분 동안 브레이징 하

였을 때 흑연/Cu-13Sn-12Ti 접합체에 대한 전단강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940℃ 브레이징 온도에서  

23.8 MPa(최대치:25.1, 최소치:23.0)의 최고 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TiC 반응층이 2 ~ 4 ㎛ 두께

로 가장 넓게 형성됨과 동시에 또 다른 TiC 도메인

(domain)이 접합부(bonding matrix) 중간부위 까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90℃ 브레이징 온도에서 

7.7 MPa(최대치:9.9, 최소치:6.2)로 가장 낮은 전단

강도 값을 나타나는 이유는 TiC 반응층 두께가 다른 

온도 구역에서 보다 얇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990 ℃ 

및 1040 ℃의 브레이징 온도에서 전단강도 값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브레이징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TiC 도메인(domain)이 접합부(bonding

matrix) 중간부위 까지 성장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4 다이아몬드 그릿(grit)과 Cu-13Sn-12Ti 삽
입금속의 브레이징 특성

3.4.1 다이아몬드 그릿의 열적 안정성 평가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열화(흑연화)는 보통 1200℃ 

이상의 온도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흑연화가 시작

되는 온도는 다이아몬드의 품종 및 순도, 분위기, 고온

에서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19).

Fig. 12은 1200℃, 5×10-5 torr 고주파 진공로에서 

다이아몬드 그릿의 유지시간(5분, 10분, 20분, 30분,

60분)에 따른 흑연화 평가를 위해 XRD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X-선 회절 분석 결과 30분 까지는 다이이몬드 

회절피크만 검출되며 60분 유지시간 후 흑연의 피크가 

관찰되었다.

Fig. 13는 고주파 진공로를 이용하여 각각의 온도

(1000℃, 1100℃, 1200℃, 1300℃)에서 15분간 유

지했을 때 나타나는 다이아몬드 그릿의 흑연화 변화를 

XRD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X-선 회절 분석 결

과 1200℃ 까지는 다이이몬드 회절피크만 검출되었으

며, 1300℃ 온도에서 흑연의 피크가 관찰된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 다이아몬드 그릿 브레이징 시 사용

한 유지시간 10분 및 최대온도 1090 ℃는 다이아몬드

의 열화(흑연화)에 영향을 주지 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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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XRD pattern of diamond grit with various

temperature at holding time 15 min of vacuum

furnace

Fig. 1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variations in the

wetting pattern of diamond grits/

Cu-13Sn-12Ti filler alloys according to

brazing temperature

(a) (b)

(c) (d)

Fig. 14 Appearance of diamond grit joint brazed with

Cu-13Sn-12Ti filler alloys according to

brazing temperature at (a) 940℃, (b) 990℃,

(c) 1040℃ and (d) 1090℃ 

3.4.2 다이아몬드 그릿과  Cu-13Sn-12Ti 삽입금속의

브레이징 특성

Fig. 14는 온도에 따른 Cu-13Sn-12Ti 삽입금속과 

다이아몬드 그릿의 젖음성을 나타낸 것이다. (a)는 

940℃에서 10분 동안 진공 브레이징한 것으로 계면 근

처에 공동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Cu-13Sn-12Ti 삽

입금속이 충분히 용융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J. O. Ham의 연구결과15) 와 일치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940℃에서 흑연 접합의 경우 최고의 접합강

도 값 및 가장 이상적인 접합조건을 나타냈으나, 다이

아몬드 그릿의 경우 위와 같이 충분한 용융이 되지 않

는 것은 접합 시 하중을 부여하지 못하여 흑연과 다이

아몬드 그릿 사이에 브레이징 온도 조건의 차이가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b)는 990℃에서 10분 동안 진공 브레이징한 것으

로 cubo-octahedral 모양의 다이아몬드 그릿 면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그릿과 Cu-13Sn-12Ti

삽입금속과의 젖음성이 가장 이상적이다. (c)와 (d)는 

각각 1040 ℃ 및 1090 ℃에서 진공 브레이징한 것으

로 다이아몬드 그릿과 Cu-13Sn-12Ti 삽입금속과 과

반응이 일어나 다이아몬드 그릿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입(immerge)되어 있다.

Fig. 15은 브레이징 온도에 따른 다이아몬드 그릿과 

Cu-13Sn-12Ti 삽입금속과의 젖음성 경향을 도식적으

로 나타낸 것으로 990℃에서 가장 이상적인 젖음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의 결과는 Hintermann20)의 연구결

과 즉 2/3정도 젖음성을 갖는 다이아몬드 그릿이 그라

인딩 테스트(grinding test) 결과 내구성이 가장 우수

하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16은 각각의 온도에서 10분 동안 진공 브레이

징한 다이아몬드 그릿/Cu-13Sn-12Ti 접합 계면에 대

한 EDX 원소 mapping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다이아

몬드 그릿과 접합 계면 주의에 형성되는 반응층은 Ti

조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990 ℃ 브레이징 온도에

서 TiC층이 가장 넓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낮은 농도의 Ti 탄화물 도메인

(domain) 형성 증가로 인해 Ti 원소 mappin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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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6 Dot mapping near the interface for the diamond grit joint brazed with Cu-13Sn-12Ti filler alloys according

to brazing temperature at (a) 940℃, (b) 990℃, (c) 1040℃ and (d)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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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XRD pattern interface for the diamond grit joint

brazed with Cu-13Sn-12Ti filler alloys

according to brazing tempera- ture at (a) 94

0℃, (b) 990℃, (c) 1040℃ and (d) 1090℃

Fig. 18 Schematic diagram of the interfacial reaction for

diamond grit/Cu-13Sn-12Ti brazing alloy

interface

Ti 탄화물 도메인(domain) 형태로 Ti 농도 감소가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17은 각각의 온도에서 10분 동안 진공 브레이

징한 다이아몬드 그릿/Cu-13Sn-12Ti 접합계면에 대

한 XRD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X-선 회절 분석 결과 

graphite, TiC, Cu6Sn5, α-CuSn, Sn3Ti5, SnTi2,

Sn5Ti6, γ-CuTi, CuTi2, CuSn3Ti5등이 관찰되었으

며, 브레이징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iC 회절 피크가 

상대적 많이 검출되었다. 1090 ℃ 브레이징 온도에서 

는 γ-CuTi 회절 피크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TiC 반응층의 활성화로 인해 기지

(matrix)내에 Ti 조성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8는 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이아몬드 그릿/

Cu-13Sn-12Ti 접합 계면에서 반응층 형성 메카니즘

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먼저 TiC층이 다이아몬드 그릿/Cu-13Sn-12Ti 접합 

계면에 형성하면서 Ti와 Sn의 편석층이 TiC층을 감싸

는 형태로 반응이 이루어진다. 점차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질이 일정한 분포를 하게 되면 이런 편석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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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게 되며 다이아몬드의 탄소와 기지(matrix)내에 

존재하는 Ti의 계속적인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TiC층 

주위에 또 다른 TiC 도메인(domain)이 형성하게 된

다. 또 다른 TiC 도메인(domain)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iC lattice내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C의 

확산계수가 Ti의 확산계수 보다 크기 때문에 기지

(matrix) 쪽으로 성장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와의 접합 메카니즘 유추를 

위해 활성금속(Ti)을 첨가한 Cu-13Sn-12Ti 삽입금속

과 흑연의 접합 및 다이아몬드 그릿과의 브레이징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Cu-13Sn-12Ti 삽입금속과 흑연의 온도 따른 접

촉각 변화는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 역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2) 흑연/Cu-13Sn-12Ti 접합 계면 분석 결과 활성

금속인 Ti가 C와 결합함으로써 TiC 반응층을 형성하였

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iC 반응층은 두께의 차이

는 크게 없으나 또 다른 TiC 도메인(domain)이 접합

부(bonding matrix) 쪽으로 성장하였다

3) 흑연/Cu-13Sn-12Ti 접합체에 대한 전단강도 결

과 940℃ 브레이징 온도에서 전단강도가 23.8 MPa의 

최고 강도를 나타냈으며 브레이징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TiC domain이 bonding matrix 중간부위 까지 성

장하여 전단강도가 감소했다.

4) 온도별, 유지시간별 다이아몬드 그릿의 열적안정

성 조사 결과, 1300℃, 유지시간60분에서 흑연의 X-

선 회절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다

이아몬드 그릿 브레이징 시 사용한 유지시간 10분 및 

최대온도 1090 ℃는 다이아몬드의 열화(흑연화)에 영

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5) 온도에 따른 Cu-13Sn-12Ti 삽입금속과 다이아

몬드 그릿의 젖음성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990℃

에서 가장 젖음성이 좋았으며, 접합 계면 분석 결과도

990℃의 브레이징 온도에서 TiC층이 가장 넓게 존재

하였으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낮은 농도의 Ti 탄화물 

도메인(domain) 형성이 TiC층 주위에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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