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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미래형 자동차로 변화에 따라 자동차용 커넥터의 부품의 경,박,단,소 및 고집적화로 인해 

우수한 강도, 전기전도도, 내연화 특성, 굽힘가공성을 요구하고 있다. 석출경화형 합금에서 

우수한 경도와 전기전도도를 가진 고기능성 합금군으로는 Corson 합금이 대표적이다. 

석출경화형 합금은 용체화처리, 최종압연, 석출처리를 통하여 경도와 전기전도도를 동시에 

증가시킨다. 현재 대부분 자동차의 커넥터용 동합금은 Corson 계열의 고기능성 동합금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용 커넥터의 소형화 및 고집적화로 인하여 내연화 특성과 

굽힘가공성은 유지하며 기존의 Corson 동합금 보다 경도와 전기전도도가 더 우수한 

커넥터용 동합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Cu-Ni-Si 합금의 경도와 

전기전도도를 동시에 증대하기 위하여 Co 를 첨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Cu-Ni-Si-Co 에서 합금 설계에 있어서 Ni 비율을 1.3 wt%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Si, Co 

원소에서 Ni/Si, (Ni+Co)/Si 화학량적 비율을 최적화 하고 석출처리에서는 경도와 

전기전도도가 최대 구간에서 Cu-Ni-Si 합금계에서 Co 미량 첨가에 따른 석출거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Ab-initio 를 활용하여 메커니즘을 해석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Cu-Ni-Si-Co 합금에 있어 석출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석출 거동과 경도와 

전기전도도와 같은 특성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석출처리 전에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석출거동과 경도, 전기전도도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다. 본 연구에서 Ni 함량은 동일한 조성에서 최적의 조성비와 최적 

석출처리 조건에서 Cu-Ni-Si 합금에 Co 첨가에 따른 석출거동과 경도와 전기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Cu-1.3Ni-0.3Si 합금과 Cu-1.3Ni-0.6Si-1.0Co 합금을 주조, 

열간압연, 중간압연, 용체화처리, 최종압연, 석출처리 공정으로 시편을 제조하였다. Cu-Ni-

Si 합금에 Co 의 첨가는 Ni2Si 에서 Ni 를 Co 로 대체함으로써 미세한 Rod 형태 (Ni,Co)2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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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물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Ab-initio 계산 결과 Cu-Ni-Si 계의 Co 의 미량 첨가시 Cu 

기지와 (Ni,Co)2Si 사이의 계면에너지를 상당히 감소시켜 석출물을 형성을 위한 

활성화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감소 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석출처리 과정에서 

(Ni,Co)2Si 의 석출물의 밀도는 2.4 x 1010 cm-2 에서 9.0 x 1010 cm-2 까지 증가하였다. 5 ~ 20 

nm 크기의 (Ni,Co)2Si 석출물은 전기전도도의 손실은 최소화하며 Orowan 메커니즘을 통해 

경도를 약 70 Hv 증가시켰다. Cu-1.3Ni-0.6Si-1.0Co 합금의 경우 최대 경도와 

전기전도도는 420 ℃ 에서 4 시간 석출처리 후에 220 Hv 및 51 %IACS 이였다. 하지만 

Cu-Ni-Si-Co 합금에서 100 ~ 200 nm 의 석출물과 5 ~ 20 nm 의 석출물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100 ~ 200 nm 의 석출물은 경도를 향상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 설계에서 100 ~ 200 nm 석출물 크기 제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Cu-1.3Ni-

0.6Si-1.0Co 합금의 용체화처리 온도를 증대하여 100 ~ 200 nm 의 석출물의 형상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950 ℃ 와 1050 ℃ 의 서로 다른 온도에서 용체화처리 한 후 최종 

냉간압연 및 석출처리는 동일하게 진행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용체화처리 온도를 950 ℃ 

에서 1050 ℃ 증가로 인해 Ni, Si 및 Co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차상 입자는 Cu 기지내에 

거의 고용되었다. 이러한 과포화고용체는 석출처리 과정에서 석출을 위한 핵생성 자리를 

증가시켜 미세한 (Ni,Co)2Si 석출물의 밀도를 9.0 x 1010 cm-2 에서 12.3 x 1010 cm-2 까지 

증가시켰다. 반대로 계면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950℃ 에서 용체화처리 된 시편에서는 

석출처리 동안 미세 석출물 형성을 억제하고 용체화처리 과정에서 용해되지 않은 이차상을 

조대화 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1,050 ℃ 에서 용체화처리 된 시편에서는 100 nm ~ 

200 nm 크기의 이차상의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5 ~ 20 nm 크기의 (Ni,Co)2Si 의 

석출물만 형성하여 전기전도도의 손실없이 Orowan 메커니즘에 의해 경도가 향상 시켰다. 

최대 경도와 전기전도도는 각각 251 Hv 와 51 %IACS 였고, 950 ℃ 에서 용체화처리 된 

합금의 경우 220 Hv 와 51 %IACS 이였다. Cu-Ni-Si-Co 합금에서 5 ~ 20 nm 의 (Ni,Co)2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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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물을 균일하게 다량으로 형성하여 Cu-Ni-Si 계열 대비 굽힘가공성은 동등 수준이며 

전기전도도, 경도, 내연화 특성이 우수한 동합금을 개발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동차용 커넥터 부품에 있어서 Cu-Ni-Si 계 합금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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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석출경화형 Cu-Ni-Si 계 합금은 고경도, 고전기전도도, 우수한 내연화 특성 및 굽힘가공 

성으로 인해 전기, 전자 부품과 자동차의 다양한 커넥터에 널리 사용된다 [1,2]. d-Ni2Si 및 

b-Ni3Si 석출물과 같은 Cu 기지에서 Ni-Si 석출물의 형성은 전기전도도의 감소를 최소화 

하면서 경도를 증가시킨다 [3,4]. 예를 들어 Cu-1.5~2.0Ni-0.2~0.5Si (wt%) 성분 범위의 

합금일 경우에는 경도와 전기전도도는 각각 180~190 Hv 및 40~46 %IACS 이다 [5,6]. 

또한 Cu-Ni-Si 합금에서 Ni 및 Si의 함량이 6.0 및 1.8 wt%에 증가하면 경도는 310 Hv 

(인장 강도로 약 1 GPa 수준)까지 증가하며 전기전도도는 32 %IACS 까지 감소한다 [7]. 

또한 내연 기관에서 전기자동차에 변함에 따라 자동차용 커넥터의 경우에는 고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증대함에 따라 동합금 소재의 내연화 특성에 대한 요구도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용 커넥터는 엔진룸, 고전압 커넥터와 같은 경우 120 ℃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내연화 특성을 더욱더 요구된다. 석출경화형 동합금은 용체화처리를 

통한 과포화고용체를 형성한 이후 최종압연과 석출처리를 통하여 나노 크기의 미세한 

석출물을 균일하게 분산하여 경도와 전기전도도 뿐만 아니라 내연화 특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또한 자동차용 커넥터의 소형화에 따른 고경도, 고전기전도도와 함께 우수한 

굽힘가공성이 요구된다. 만약 굽힘가공성이 부족하면 타발 과정에서 가공을 받은 부위에 

균열이 발생한다.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적용되는 전기 및 전자 부품의 소형화, 집적화 및 

다핀화의 변화로 인하여 Cu-Ni-Si 합금의 경도, 전기전도도, 내연화 특성, 굽힘가공성과 

같은 특성을 더욱 개선하려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9]. Cu-Ni-Si 합금에 Co, Sn, 

Mg, Cr, Zr, Zn, Ti, V, P 와 같은 미량 원소를 첨가하면 합금의 경도와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10-15]. 그 중에 Cu-Ni-Si 합금의 Co 첨가는 Cu-Ni-Si 합금 대비 

경도, 인장강도, 전기전도도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 [16,17]. 이러한 특성 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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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정계 (orthorhombic)의 Ni2Si 석출물과 동일한 결정구조를 가지는 미세한 (Ni,Co)2Si 

석출물의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또한 Cu-Ni-Si 합금에 Co 첨가는 

전위밀도 뿐만 아니라 석출물의 간격을 감소시켜 경도 강화 효과를 나타낸다 [19]. 본 

연구에서는 Cu-Ni-Si 합금에 Co 첨가와 용체화처리 온도의 따른 석출 거동 및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합금 설계에 있어서는 Ni 함량은 1.3 wt% 로 동일하게 

하였으며 두 개의 Cu-Ni-Si 합금과 Cu-Ni-Si-Co 합금의 샘플을 제조하여 Co 첨가에 

따른 석출물 형성과 물리적 특성에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석출물의 표면지수 

방향에 따른 표면 에너지 및 Cu 와 Ni2Si, Cu 와 (Ni,Co)2Si 계면 에너지를 Ab-initio을 

통하여 계산을 하여 Cu-Ni-Si 합금에 있어 Co 첨가의 따른 석출물의 형상과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경도, 전기전도도, 내연화 온도, 굽힘가공성의 

특성을 최적화 하기 위하여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석출거동과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였다. 또한 Ab-initio를 통하여 Cu와 석출물, 이차상/석출물에 계면에너지를 

계산하여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석출처리 과정에서 석출물의 핵생성과 입자 성장의 

거동에 대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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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자동차용 커넥터 

최근의 미래 자동차 발전 방향은 Connected car, Autonomous driving, Electric vehicle, 

New mobility service 형태로 발전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는 여러 

스마트 전자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신호와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그 정보와 신호를 

전달하는 전장 부품의 수는 더욱 증가되며, 이에 따라 그 부품으로 사용되는 와이어링 

하네스 (Wiring Harness) 와 이를 구성하는 커넥터 부품의 경·박·단·소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한다. 자동차의 커넥터는 와이어링 하네스 (Wiring Harness) 의 전선과 전선 

(wire to wire) 또는 전선과 전장품 (wire to board)을 결합하여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커넥터와 커넥터 부품 간 확실한 접촉이 이루어지며 유지되어야 한다. 커넥터 

터미널은 기본적으로 Male 터미널과 Female 터미널로 구성되며, 서로 결합되어 접촉에 

의해 도체를 구성한다. 자동차용 커넥터는 대부분 다극 커넥터를 많이 사용한다. 

 

Figure 1. 자동차용 커넥터의 적용 부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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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에 따라 바디 전장계, 새시 전장계, 파워트레인 전장계, 세이프티 (safety) 전장계, 

인포메이션 전장계 커넥터로 구분되고, Figure 1 과 같이 약 3,000개 이상의 커넥터로 

구성되며 커넥터 종류는 약 1,000 여종이다. 미래 지능형,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에 따라 

주요 부품은 더욱 집적화, 소형화 되고 이에 따라 전장품 커넥터의 규격도 020 시리즈 

이하 및 집적화 커넥터로 발전하고 있다 [20]. 

2.2 자동차용 커넥터 동합금의 특성 

자동차용 커넥터에 사용되는 소재는 동합금이며, 표면에 부식 및 전기적 특성 유지를 위해 

주석도금이 되어 있다.  

구 분 황동 인청동 고기능성 동합금 

화학성분 Cu-Zn Cu-Sn-P 
Cu-Ni-Si + 

합금 원소 

주요 특징 
전연성 우수 

가공성 우수 

강도, 탄성 우수 

내식성 우수 

가공성 우수 

내열성 우수 

내응력이완특성 

우수 

강도-전기전도도 

Balanced 

강도(MPa)/ 

연신율(%) 
350～600 / 6～10 480～730 / 10～30 600～670 / 8～12 

전기전도도 ～30 %IACS ～13 %IACS 40～55 %IACS 

내연화온도 250～320 ℃ 300～380 ℃ 480～530 ℃ 

내응력이완응력 

(150℃x1000hr) 
25 % 45 % 80 % 

사용환경 

대형 단자 

저온영역(80℃ 

이하) 

대형, 중형 단자 부품 

중저온영역(80~120 ℃) 

소형 단자부품 

고온영역(120 ℃上) 

Table 1. 자동차 커넥터용 동합금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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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요구 특성 및 커넥터의 용도, 규격 등에 따라 동합금 종류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Table 1과 같이 황동 (Cu-Zn), 인청동 (Cu-Sn-P), Corson (Cu-Ni-Si)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1-23]. 또한 커넥터의 규격은 male 커넥터의 폭 치수에 의해서 결정되며 현재까지 

자동차용 소형 커넥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격은 025 시리즈 커넥터이다. 커넥터가 

소형화 됨에 따라 집적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커넥터 내에 많은 커넥터를 집속 

시키기 위해 커넥터 설계, 제조기술 및 이에 적합한 소재 특성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커넥터의 구조에서 동합금으로 이루어진 터미널은 하우징에 삽입되어 있으며, 

터미널 수가 많은 소형, 고집적 커넥터인 경우 터미널과 하우징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쇠 (Shoulder) 또는 걸쇠 (lance)를 설치하고 있다.  

분 류 
전도도 

(%IACS) 
인장강도 

(MPa) 
강화방법 

전자․전기용 동합금 
석출물 

고전기전도도 ≥80 
300～500 Fe2P, Co2P, 

Mg3P2, Cr, 
Cu3Zr 

KFC(PMC90), KLF-2, TAMAC1, 2, 4, 
C151, EFTEC3, 6, 7 

500～600 C197, CCZ, SLF-3, KFC-SH 

고전기전도도․ 
중간강도 

60～79 
300～550 

Fe, Co, Fe2P, 
Ni2Si, TiFe2, 

Cr 

C194, EFTEC4, DK2, 3, 4 

550～600 
C194-SH, EFTEC64T, PMC102, 

EFTEC670 

중간전기전도도․ 
중간강도 

40～59 
600～680 

C195, KLF-1, 4, TAMAC5, ML-23, 
NB105 

30～39 
KLF-5, MF202, HF202, NK202, 

EFTEC8, KLF-5Z 

고강도 25～59 700~1000 Fe, Ni2Si, Ti2Ni 
C7025, PMC26, KLF125, EFTEC23Z, 

DK5, KLF118, TAMAC750 

Table 2. 커넥터용 동합금의 분류 [24] 

커넥터 결합에 의한 불량은 주로 자동차 전장품 조립시 커넥터의 체결에 의한 불량이나 

전선의 리페어 (repair) 과정에서 발생하는 터미널의 밀림 현상에 의한 결함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불량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는 부품의 체결 구조와 전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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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자의 숙련도와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설계시 이러한 부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래형 자동차 및 초소형 전자부품의 사용 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전장의 중요성이 매우 중시되고 있으며 그 사용 환경이 보다 고온에 노출되고 신뢰성 항목은 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합금에 있어서 고경도, 고전기전도도 특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내열성, 굽힘가공성, 고내연화 특성, 고탄성 등이 아울러 요구된다. 일반적인 동합금은 고용강화, 

가공경화, 석출경화, 분산강화로 나누어진다. 이들 합금의 경우는 인장강도 및 전기전도도에 따라 

여러 용도로 나뉘게 되고 아래 Tale 2 과 같이 인장강도에 따른 대표적인 합금군이 있다. 현재 

커넥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중간강도와 중간전기전도도라 할 수 있고 전기 및 전자부품용 

동합금용으로 중간강도와 고전기전도도의 사용 영역이 매우 확장되고 있다. 

강화 Type 방 법 Alloy 종류 특징 

Cu-Fe-P 
Fe 와 P 석출물 
형성, Sn, Zn은 
고용강화 효과 

KLF Series(PMC90), 
일부 CAC, EFTEC 5, 7, 
C194, C195, TAMAC, 

DK 등 

Low alloy계통이므로 타 
기능성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조 및 가공열처리가 단순 

Corson 
계열 

Ni과 Si 석출물 
형성 

CAC65, 70, 85, 
EFTEC97, C23Z, 

CC101, C7025, PMC26, 
PMC102, MAX251등 

기능성 동합금의 주류로 주조 및 
열처리가 다양하며 가공열처리 

방법에 따라 특성이 변화 

Spinodal 
분해형 

Ti에 의한 스피노달 
분해에 의한  
강화 효과 

MX96 

최근 등장한 소재로써 고강도(약 
800-1000 MPa)를 나타냄 

전기전도도는 12 %IACS로 낮은편, 
제조시 주조 Cost 증가 

기 타 
산화성이 강한 Zr, 

Ti, Cr, Mg등을 
다양하게 조합 

CAC12, MSP1, C151, 
YCuT, ML21, 22, 23, 

C1990, MSP1 등 

Be, Zr동 등을 제외하고 잘 
사용되지 않음. 

Table 3. 강화 기구에 따른 합금의 분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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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합금의 강화 기구는 Table 3 과 같이 분류한다. 동합금에 있어서 경도와 전기전도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Cu-Fe-P 계열의 

동합금에서 Fe 와 P 석출물 형성 [25] Corson 계열의 동합금은 Ni, Si 석출물을 형성하여 

경도와 전기전도도를 동시에 향상시킨다. Cu-Ti 합금 계열은 스피노달 분해에 의한 강화 

효과를 나타내며 340 Hv (인장강도 1GPa 수준 )의 고경도를 나타낸다 [26]. 자동차용 

커넥터에 있어서 합금 설계시 가장 중요한 점은 합금 원소를 첨가하여 전기전도도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며 경도를 최대로 확보하는 합금 설계를 요구한다. 또한 고경도와 

고전기전도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금 설계뿐만 아니라 용체화처리, 최종압연, 석출처리를 통한 

석출물의 제어기술이 필요하다.  

2.3 고기능성 동합금 개발 방향 

동합금은 대체적으로 Figure 2 와 같이 고전기전도도 합금, 경도와 전기전도도 Balanced 합금, 고경도 

동합금으로 구분되어 사용될 수 있다. 동의 함량이 높은 고전기전도도 동합금은 대전류 부품에 적용되며, 

경도와 전기전도도 Balanced 합금은 1927 년 미국 Corson 이 발명한 동합금으로 Cu 에 Ni 과 Si 을 

첨가함으로 석출경화을 활용하여 일정한 경도와 전기전도도가 동시에 만족한다. 자동차용 커넥터나 

리드프레임등 고기능성 동합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용 커넥터나 리드프레임용 동합금의 소재 

요구 특성은 인장강도 500~700 MPa, 전기전도도 40 %IACS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소형 IT 용 커넥터의 

경우에는 최근 인장강도 700~800 MPa, 전기전도도 30 %IACS 이상 급이 적용되고 있다. 고경도 동합금의 

경우에는 Cu-Ti 계열과, Cu-Be 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환경문제로 인하여 Cu-Be 계에서 Cu-

Ti 계열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이는 다른 동합금 대비 우수한 경도와 고스프링성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용 고전압 릴레이 Body나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의 Contract spring에 적용 되고 있다. 

 

 



8 

 

 

Figure 2. 고기능성 동합금의 개발 방향 [27] 

2.4 석출경화형 동합금 

Figure 3 과 같이 Cu 합금은 일반적으로 고용강화, 가공경화, 석출경화, 분산강화 같은 

다양한 강화기구가 있다. 고용강화는 다른 강화기구 보다 Cu 기지내에 원소를 고용시킴에 

따라 전기전도를 크게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으며, 가공경화는 온도 상승에 대한 내열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28]. 하지만 석출경화는 기지 내 과포화된 고용체를 석출처리를 통해 

이차상으로 석출시켜 경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Cu 합금계에서 석출물을 만들 수 있는 

상과 온도에서 고용한계를 Table 4 에 나타내었다. 기지내에 고용체는 온도에 따른 

고용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석출이 일어난다. 일반적인 강화기구를 통해 Cu 합금계의 

석출경화형 강화기구에는 액상에서 결정이 생기는 정출과는 달리 Cu 기지에서 새로운 

고상이 생성되는 석출물은 석출처리 전에 과포화고용체를 형성과 최종 압연을 통하여 전위 

밀도를 증대시켜 석출구동력을 바탕으로 원자의 확산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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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동합금의 강화기구 [29] 

경화 원소 경화상 고용도 한계 (wt%) 

Be γ 2.4 (800 ℃), 0.75 (400 ℃) 

Cr Cr 0.8 (1000 ℃), 0.08 (500 ℃) 

Co Co 3.4 (1000 ℃), 0.35 (상온) 

Fe Fe 3.5 (1050 ℃), 0.2 (상온) 

Si Cu3Si 6.8 (800 ℃), <2 (상온) 

Ag Ag 8.3 (779 ℃), 0.09 (상온) 

Ti Cu3Ti 4.5 (878 ℃), 0.4 (상온) 

Co+Si Co2Si+Co 3.3 (1000 ℃), 0.3 (300 ℃) 

Table 4. 석출경화형 동합금 원소에 따른 용해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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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경화는 운동 전위와 상호작용은 Figure 4 의 Orowan’s mechanism 에 기반으로 

석출물은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여 경도를 향상시킨다. 일반적으로 Orowan-Ashby 

이론식은 다음과 같다 [31].  

∆σ = 0.13   ∆σ  항복강도의 변화량,   석출물 간 거리,   은 석출물의 반경,   는 석출물의 폭으로 

나타낸다. 석출물의 운동전위 이동 억제 요인으로는 석출물을 자르는 경우 5 가지로 

고려된다.  

(a)                             (b) 

 

Figure 4. (a) 정합, (b) 부정합 형상 모델 [32] 

 

Figure 5. 전위 루프 (Dislocation loop) 기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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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strengthening 는 입자 양쪽에 버거스 벡터 크기의 계단이 생겨 기지와 석출물 

간의 계면 형성에 의한 강화, Coherency strengthening 는 정합 석출물의 변형장 사이의 

탄성 상호 작용에 의한 강화, Modulus strengthening 는 기지와 석출물의 탄성계수 차이에 

의한 강화, Stacking fault strengthening 는 적층결함 에너지 차이에 의한 응력 차이에 

의한 강화, Order strengthening 는 규칙 구조를 가진 석출물에 의한 강화이다. Figure 6 

과 같이 석출된 이차상에 전위가 지나가게 되면, 전위는 이차상을 전단 하며 지나가거나, 

이차상 주변에서 전위들이 휘어져 지나가면서 전위 루프를 남기며 진행한다. 이차상의 

크기이게 따라 전단 응력이변화를 나타내며 이차상의 평균 크기는 통상적으로 석출경화 시 

5 ~ 30 nm 정도이다 [33].  

 

Figure 6. 석출물의 크기에 따른 전단 응력 변화 [33] 

2.5 석출경화형 동합금의 전기전도도 변화  

순동류 계열의 동합금은 100 %IACS 의 전기전도도를 가지며 전기 전자 및 자동차 부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자동차용 커넥터용 동합금의 경우에는 강도와 전기전도도를 동시에 

요구함에 따라 석출처리에 따라 전기전도도 감소는 최소화 하며 강도를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하고 있다 [34-37]. 합금원소들은 고용상태에서 전자의 산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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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므로 전기비저항을 증가 (전기전도도를 감소) 시키는데, 그 차이는 Figure 7 과 같이 

합금 원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Figure 7. 동합금의 첨가원소에 따른 전기비저항 변화 [38] 

Figure 7 과 같이 Zn 나 Ag 의 경우에는 Cu 기지내에 고용이 되더라도 높은 전기전도도를 

유지하만 Ti, P, Fe, Co 와 같은 경우에는 미량의 원소를 첨가하여 전기전도도가 크게 

감소한다.  

Scattering Mechanism Host Metal Resistivity 
Dislocation Cu 2x10-19 Ω㎤ 

Vacancies 
Ag 
Au 

1.3 μΩ per 1% 
vacancies 

1.5 μΩ per 1% 
vacancies 

Frenkel Fairs Cu 
1.3 μΩ per 1% 

defects 
Phonons at 0℃ Cu 1.5 μΩ 

Chemical Impurities (Sn) Cu 
2.8 μΩ per 1% 

atomic % 

Table 5. 전기비저항에서 결함의 종류에 따른 영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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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질 전자 외에도 결정내에 존재하는 결함들은 전기비저항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결함의 종류나 분포에 따라 다르다. 결함의 종류에 따른 영향은 Table 5 에 표시하였다. 

Mattiessend의 법칙에서 온도 T에서 희석 (dilute) 합금의 비저항은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 = i +  ()    i : the residual resistivity measured at temperature low enough for phonon 

scattering to be negligible       () : the resistivity of the pure host material at temperature T i  는 전도와 불순물의 상호작용에 관계하는 항으로 불순물의 농도에 의존한다. 기지 

금속에 용질을 첨가시 Nordheim [40]의 법칙은 아래와 같이 표기된다. ∆ρ = AC(1 − BC) ∆ρ : the difference in electrical resistivity between the alloy and copper A and B : empirical constants C : the solute concentration in matrix  

고용체 합금에서 석출물 형성시 전기전도도는 용질 원자가 기지에서 석출물로 이동하는 

속도와 기지와 석출물 간의 정합 변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많은 용질 

원자들이 석출처리 과정에서 석출물로 이동할수록 전기전도도는 증가하며 석출물과 기지의 

정합 변형은 전기전도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두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6 석출경화형 동합금의 주요 조절 인자 

용체화처리는 용체화처리 온도, 시간, 냉각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용체화처리의 온도에 

따라 고용도가 증가하며 재고용으로 인하여 Cu 기지내에 많은 응력이 형성이 되며 이는 

석출처리시 핵생성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포화 고용체 형성시 제 2 원소의 

함량, 용체화처리 온도, 시간, 냉각속도에 따라 석출 처리 과정에서 석출물 형성과 입자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 [41]. 석출물의 형성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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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화처리가 유리하지만 이에 따른 입지크기가 커지는 단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석출처리를 하기 전에 소성변형을 통하여 석출 속도가 빨라지고 더 높은 강도를 얻을 수 

있다. 석출처리 전 소성 변형으로 인하여 형성된 전위와 같은 결함들이 형성되어 석출처리 

과정에서 핵성성 속도를 증가시키고 미세한 석출물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용 

커넥터용 동합금으로는 스탬핑 (Stamping) 과정에서 굽힘가공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석출처리 전 최종 압연시 압하율은 10 ~ 50 % 범위에서 실시하는게 유리하다. 

석출처리 과정의 온도 설정은 최종 물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석출 

처리 온도구간에서 낮은 석출처리 온도에서는 석출 구동력이 크며 확산 속도가 느리게 

되며 높은 석출처리에서는 확산속도가 빨라지지만 석출 구동력은 작아진다. 또한 특정 

온도에서 시간이 지나면 최대의 강도를 지나면서 점점 강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석출물의 

크기가 성정하여 강도가 감소하게 되는 구간이며 과시효 구간이라고 한다. 

2.7 강도, 전기전도도와 석출물 크기의 상호 관계 

동합금의 석출경화형 합금은 기지와 이차상과의 계면이 형성되고, 그 계면에 의해 

자유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지에 대한 이차상의 용해도는 이차상 입자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Gibbs-Thomson 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42]. 

   exp 


        ,  : the concentration of solute in matrix in equilibrium with 

a particle of radius r and infinite radius 

 : radius of particles 

 : interfacial energy          : molar volume of particles 

 : stoichiometric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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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s constant 

 : absolute temperature 

Gibbs-Thomson 효과에 의해 석출물 크기가 커질수록 석출물과 평형 상태에 있는 기지의 

고용도가 감소하여, 기지내 용질 원자의 양이 감소하여 전기전도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석출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Orown [43] 식에 따라 강도는 감소하여 강도와 전기전도도의 

최적의 조합의 석출물 크기가 요구된다. Miyake 는 Nordheim 법척, Orowan-Ashby [44] 

식 등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석출처리 온도에서 평형 석출량에 대한 시간 t 동안 석출된 

석출물의 부피분율은 다음과 같다. ( −  )(eq −  ) = 
eq 

eq = 0 ( −  )( −  )   : the resistivity of an alloy with particles of radius r eq : the resistivity of an alloy with particles of infinite radius   : the resistivity of pure copper (= 1.71 μΩcm)  : the resistivity of fully solution-treated alloy 

입자에 의한 산란은 1 nm 정도의 크기일 경우 나타나며, 자동차용 커넥터용 동합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강도와 전기전도도를 모두 중요함으로 석출물을 전단 할 수 있는 

크기보다는 더 크며 전위가 석출물을 우회할 정도의 크기의 석출물로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출물 부피분율 = ( − )( −  )  



16 

 

2.8 고체에서의 균일 핵성성 및 불균일 핵생성 

고체에 있어 상변태는 5 가지로 나누어진다. 석출 반응 (precipitation reactions), 공성 

변태 (eutectoid transformations), 규칙반응 (ordering reactions), 매시브변태 (massive 

transformations), 다형 변태 (polymorphic changes)가 있다. 이는 대부분 열에 의한 

활성화된 원자가 이동함으로 이루어 진다. 이 중에서 석출 변화는 아래와 같은 반응식으로 

표현된다.  →   +  은 준안정상태의 과포화 고용체이며   는 안정 또는 준안정상태의 석출물이다.   는  
와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가지며 평형 조성에 더욱 근접한 조성을 갖는 안정적인 고용체이다. 상의 핵생성을 위해서는   기지 내에 원자의 확산이 일어나   조성을 갖는 작은 부피가 

형성되어야 하며 /   계면이 형성하여 활성화에너지 장벽이 나타난다. 핵생성 과정에서 

자유에너지는 변화는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5].  

1. 상이 안정한 온도 구간에서 부피 V인 새로운 상 가 형성 시 V∆  만큼 자유에너

지 감소가 일어난다. 

2. / 계면이 형성됨에 따라 Aγ 만큼의 자유에너지가 증가한다. 

3. 석출물은 모상과 결정구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불일치 변형에너지(misfit 

strain energy) ∆가 형성되며 이는 개재물의 부피에 비례한다. 

Figure 8 과 같이 위의 세가지를 합한 자유에너지 변화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G =  −V∆ +  Aγ+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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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균일 핵생성에서 핵의 반경 (r) 에 따른 자유에너지 변화 [45] 

계면 방향에 따라 γ 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핵을 곡률 반경이 γ 인 구라고 가정하면 ∆G = −v∆ +  Aγ+V∆ 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G = − 43 (∆ − ∆) + 4 

미분을 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 = 2(∆ − ∆) ∆G∗ = 163(∆ − ∆) 

또한 핵생성 속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  exp − ∆  exp(− ∆∗ ) ∆G∗  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석출에 대한 구동력   이다.    는 조성에 따라 변하며  

의 양은 자유에너지와 조성으로 얻을 수 있다. Figure 9 와 같이 합금 X0 을 T1 에서 

용체화처리 한 후 온도 T2 로 급랭시키면 이 합금은 B 성분이 과포화 되어   를 석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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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에 따라 Figure 9 와 같이 단위 몰당 ∆  만큼 감소하여 변태를 위한 전체 

구동력이 된다. 

 

Figure 9. 석출시의 자유에너지 변화로 석출물의 핵생성 구동력 [46] 

∆ = ∆ − ∆ (의 단위몰당) 

핵생성시의 핵생성상의 단위부피당의 자유에너지는 감소는 아래 식으로 나타낸다. ∆ = ∆  (의 단위체적당) 

희석용액에서는 아래의 식이 적용된다. ∆ ∝  ∆X ∆X =  −  

따라서 석출에 대한 구동력은 평형 고용한 온도   아래로의 과냉 ( ∆T ) 이 증가할수록 

커짐을 알 수 있다. 고체에서의 대부분 핵생성은 불균일 핵성성이 일어나며 핵생성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위치는 격자결함을 들 수 있다. 즉 과잉 공공, 전위, 입계, 적층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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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재물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자유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격자결함은 자유에너지 (∆ ) 

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활성화에너지 장벽을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불균일 핵생성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46]. ∆ =  −V(∆ − ∆) + Aγ − ∆ 

2.9 Cu-Ni-Si 합금과 Cu-Ni-Si-Co 계 동합금 

Cu-Ni-Si 계 합금은 1927 년 Corson 에 의해 발견되어 Corson 합금이라 불리는 

석출경화형 동합금이다. 석출경화에 의한 정합 및 부정합 Ni2Si 석출물이 주요 

강화기구이다.  

 

Figure 10. Cu-Ni-Si 합금의 상태도 [47] 

전기전자 및 자동차용 커넥터 부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Cu-Ni-

Si 합금의 화학 조성과 특성은 Table 6 과 같다. Cu-Ni-Si 계 합금의 초기에는 Ni 함량은 

1.0 ~ 2.0 wt% 범위에서 인장강도는 600 ~ 700 MPa, 전기전도도는 40 ~ 50 %IACS 수준이다. 

하지만 커넥터 부품의 소형화에 따른 Ni 함량은 점점 증대하여 고강도의 합금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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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Ni 함량이 증대함에 따라 용해 주조 기술을 통하여 

개재물 제어 기술과 열간압엽에서 Side Crack 방지 기술이 필요하다.  

합금명 화학조성 특성 

C7025 Cu-3.0 Ni-0.65 Si-0.15 Mg 650 MPa, E.C 45% IACS 

NKC164 Cu-1.6 Ni-0.4 Si-0.5 Sn-0.4 Zn 680 MPa, E.C 43% IACS 

NKC286 Cu-2.8 Ni-0.6 Si-0.5 Sn-0.4 Zn 800 MPa, E.C 45% IACS 

KC388 Cu-3.8 Ni-0.8 Si-0.1 Mg-0.13 Mn 1,000 MPa, E.C 35% IACS 

P26 Cu-1.8 Ni-0.3 Si-0.3 Sn 650 MPa, E.C 48% IACS 

P102M Cu-1.5 Ni-0.3 Si-0.05 Mg-0.03 550 MPa, E.C 55% IACS 

P1000HS Cu-3.0 Ni-0.8 Si-0.25 Sn 880 MPa, E.C 40% IACS 

MAX251 Cu-2.0 Ni-0.5 Si-1.0 Zn-0.5 640 MPa, E.C 49% IACS 

MAX375 Cu-2.85 Ni-0.7 Si-0.5 Zn-0.5 850 MPa, E.C 40% IACS 

EFTEC97 Cu-2.3 Ni-0.55 Si-0.5 Zn-0.15 Sn 750 MPa, E.C 40% IACS 

EFTEC98S Cu-2.75 Ni-0.9 Si-0.5 Zn-0.15 Sn 950 MPa E.C 38% IACS 

Table 6. 전기전자, 자동차 커넥터용으로 사용되는 Cu-Ni-Si 합금 

Figure 10 과 같이 950 ℃에서 5.6 wt%의 최대 용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온도 감소에 따라 

약 630 ℃에서 1.5 wt%로 용해도가 감소하고 있다. Cu-Ni-Si 계 합금 내 Ni2Si 석출물은 

석출되면 강도와 전기전도도가 동시에 향상되며 석출처리 온도 구간은 400 ~ 500 ℃ 이다. 

Cu-Ni-Si 계열에 합금에 Ni 과 Si 량이 많아지면 Ni2Si 석출량이 증가하여 인장강도는 1 

GPa 까지 증가하지만 석출되지 않고 고용되어 있는 Ni 과 Si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전도도는 하락한다.  최근에는 Cu-Ni-Si 합금에 Co 를 미량 첨가하여 Cu-Ni-Si 계 

합금보다 강도와 전기전도도들 증대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u-Ni-S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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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의 전기전도도와 강도를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하여 Ni, Si, Co 합금의 화학량론적인 

비율과 용체화처리, 최종압연, 석출처리 공정은 석출물의 크기, 모양 밀도를 제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u-Ni-Si-Co 합금에서 화학량적으로 (Ni+Co)/Si 비율이 질량비로 

4/1 일 때 Ni, Si, Co 원자들이 Cu 기지내에 모두 용해되어 과포화 고용체가 형성되어 석출 

처리 과정에서 미세한 석출물을 형성하여 강도와 전기전도도를 동시에 증대할 수 있다 [48]. 

또한 Co 첨가시 사방정계 (orthorhombic) 구조의 (Ni,Co)2Si 석출물이 형성되며 석출처리 

후 경도 250 Hv, 전기전도도 43 %IACS 를 확보하였다. Cu-Ni-Si 합금의 Co 첨가시 석출 

구동력을 증가시킨다 [49]. 또한 공정설계에서는 중간열처리 적용하여 (Co,Ni)2Si 석출물을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하여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50]. 

2.10 제 1 원리 계산  

2.10.1 밀도범함수이론  

양자역학적 기본 이론에서는 원자와 이온, 전자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물리계 임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직접 풀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근사가 필요하다. 전자에 비하여 원자핵 

무게가 천배 이상으로 무거으므로 Born-Oppenheimer 근사에 따라 전자의 운동에 

상대적으로 원자핵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전자 구조 문제를 근사한다. 전자와 

전자간의 상호작용은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밀도함수이론) 에 의해 다른 

전자들에 의한 국부 전자 밀도로 표현되는 전자 포텐셜에 의한 단일 전자 운동으로 근사 

되어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51]. 아래 식을 Kohn-Sham 방정식이라 불리며 

전자구름에서 전자당 교환 상관관계 에너지가 균일한 전자구름에서의 교환 상관관계 

에너지와 같다고 가정한다.   
−ℎ2 ∇ +  () + () + () =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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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전자상태 의 파동함수 ε Kohn-Sham 에너지 고유값   총 정지 전자  주변 전자들에 의한 전자의 Hartee 포텐셜  교환상관 관계 포텐셜 

이와 같은 방정식으로 초기 전자 밀도와 파동 함수를 추정하여 넣은 다음 원하는 

정확도에서 자체 모순이 없어 질 때까지 수렴하도록 반복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분자 동역학적 모사를 이용하여 이온 분포에서 가장 가까운 국부 에너지 최저에 해당하는 

이온과 전자의 분포를 계산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계산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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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Kohn-Sham 방정식의 자기일치 과정의 개략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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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국소 밀도 근사 (LDA)  

상호 작용하고 있는 모든 물리 형상은 []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느린 변화의 

밀도에 대한 균일한 상호작용 전가기체의 특성을 해석이 가능하다. 교환-상관 에너지 

밀도를 라 가정하면 국소 밀도는 ρ(r)에 의존한다. 

 [] =  ρ(r)  [ρ(r)] 

교환-상관 에너지는 각각의 체적 요소  의 주위의 전자밀도에만 의존한다. 이 근사 

방법을 국소밀도근사 (Local Density Approximation, LDA)라고 부른다. LDA 는 두 가지를 

가정하며 첫번째로는 교환 및 상관 효과는 점 주위에서 만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두번째로는 교환 및 상관 효과는 주위의 전자밀도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이러한 근사는 금속 계에서는 아주 잘 맞지만 전자 밀도의 변화가 큰 계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균일한 전가기체의 전자 당 교환-상관 에너지는 Mont Carlo 방법 

등의 여러 가지 근사방법으로 계산되었다 [53]. 실제적인 계산에서는 전자밀도의 

분석함수로 표현하는데 교환 상관 항의 표현에서는 다른 계수를 가진 여러 가지 해석적인 

모델이 있다. 이중에서 스핀 분극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Kohn 과 Sham 에 의해 

주어지는 국소 밀도 교환항은 아래와 같다. 

 =  ( ) ,  = −2( ) 
Hedin 과 Lundquist 에 의해서 주어지는 상관항은 아래와 같다. 

() =   [(1 + ) ∈ 1 + 1 + 3 −  − 13 

여기에서 C=0.0255,  는 보어 반경이고 

 =  ,  = ( ) 
교환-상관 에너지는 와 교환 상관 포텐셜 는 아래와 같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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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국소 밀도 근사 (GGA)  

LDA 방법은 국소적으로 균일한 전가기체의 전하밀도를 이용해서 균일하지 않은 

전하밀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이금속과 같은 전하들이 국소화되어 있는 계에 대해서는 잘 

맞지가 않는다. 이런 LDA 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최근에 GGA(General Gradient 

Approximation) 근사 이론이 개발되었다 [54]. GGA 는 교환-상관 함수를 취급할 때 

전하밀도뿐만 아니라 전하밀도의 기울기까지 고려하여 균일하지 않은 계에서 LDA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GGA 는 Perdew 와 Wang 에 의해서 보완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 지고 있다.  =  +  +   ;    =    1 + 6 ℎ   ;   

 = ∇  =↑  ↓ 

Perdew 가 제안한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 ↑,  ↓)()∇ ∇  

2.10.4 수도포텐셜 방법 (Pseudopotential Method) 

수도포텐셜은 금속에서 가장 잘 설명이 될 수 있다. 금속에서는 가전자는 마치 자유전자 

처럼 돌아다니며, 결합, 전기전도, 이온화 등의 모든 특성들은 가전자로 부터 형성된다. 

하지만 코어 전자는 다른 원자들과 거의 상호 작용을 하지 않아서 원자핵에만 강하게 

붙어있다. 그러므로 코어 전자는 특성과 무관하다. 따라서 원자 시스템에 있어서 전자와 

원자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전자와 코어로 보면은 코어전자에 대한 계산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진다. 또한 이 수도포텐셜은 평면파 

바탕함수로 풀어서 나타내기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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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수도포텐셜 기본 개념도 [52] 

2.10.5 Projector augmented wave method (PAW) 

코어전자와 가전자를 모도 고려해 전전자 (all-electron)을 수도포텐셜로 전체 전자밀도와 

전체 어네지가 계산되어 정확한 값을 나타낸다. 코어와 코어 사이를 정확히 나타낸 plane 

wave expansion 과 muffin-tin spheres 부분을 정확히 나타낸 projectors on radical grid 

at atom centers 를 합하고 두개의 전개과정에서 많이 포함한 _net 을 제거함으로 만들어 

진다 [55]. Cl2 의 p − σ 파동함수를 예를 들어보면 Figure 13 과 같다. 

 

Figure 13. Cl2 의 p − σ PAW 파동함수 설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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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Cu-Ni-Si 합금의 석출거동 및 물성에 미치는 Co 첨가의 영향 

Cu-Ni-Si 합금과 Cu-Ni-Si-Co 합금에서 경도와 전기전도도의 최적의 물성을 얻으려면 Ni, 

Si 및 Co 의 특정 화학양론 비율이 중요하다. Ni, Si, Co 원소의 최적 비율은 Cu-Ni-Si 

합금의 경우는 비율이 4.3/1 이며 Cu-Ni-Si-Co 합금의 경우 (Ni+Co)/Si 의 비율은 

3.8/1 로 알려져 있다 [56,57]. 본 연구에서 이전의 논문 내용과 예비 실험을 

바탕으로 Table 7 의 화학성분으로 합금을 설계하여 주조를 하였다. 

                                                                          단위 : wt% 

Table 7. 화학 조성 

Cu-Ni-Si 합금과 Cu-Ni-Si-Co 합금의 Ni 함량은 1.3 wt% 로 동일하게 고정하였으며 

나머지는 Si, Co 는 Ni 함량 1.3 wt% 에서 Ni/Si 함량은 4.3/1, (Ni+Co)/Si 함량은 3.8/1 

최적 비율로 조절하여 합금을 설계하였다. 99.9 % 순도를 가진 전기동, 99.5 % 순도를 가진 

Ni 원재료, 99.5 % 순도를 가진 Si 원재료, Cu-10Co (wt%) 의 모합금을 각각 용해하고 

그라파이트 몰드에 주조하여 200 mm (길이) × 20 mm (두께) × 60 mm (폭) 의 크기의 잉곳 

(Ingot)을 얻었다. 잉곳 (Ingot)은 1000 °C 에서 1.5 시간 동안 열처리 후 20 mm 에서 8 

mm 까지 열간압연 실시 하였다. 이때 압하율은 60 % 이다. 열간압연 과정에서 형성된 표면 

산화층의 상면, 배면을 각각 1 mm 면삭하여 8 mm 에서 6 mm 압연재를 얻었다. 6 mm 

에서 0.45 mm 까지 압하율을 92.5 % 로 중간압연을 실시하였다. 중간 압연 이후 

950 °C 에서 30 초 동안 용체화처리를 실시하고 0.45 mm 에서 0.3 mm 까지 압하율 33% 로 

최종압연을 실시하였다. 420 °C 에서 2, 4, 6 및 24 시간 석출처리를 실시하였다. Cu-1.3Ni-

구분 Cu Ni Si Co Ni/Si (Ni+Co)/Si 
1 Rem. 1.3 0.3  4.3/1  

2 Rem. 1.3 0.6 1.0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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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i-1.0Co 합금의 경우에는 전기전도도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520 °C 에서 1 시간 예비 

열처리를 하였다 [56]. 

공정 
두께 

(mm) 

조건 

Cu-1.3Ni-0.6Si Cu-1.3Ni-0.6Si-1.0Co 

주조 20 20 t x 50 w x 1500 L, 1 kg 좌동 

열간압연 8 1000 ℃ x 1.5 시간 좌동 

면삭 6 상, 하 1 mm 좌동 

중간압연 0.45 압하율 93 % 좌동 

용체화처리 0.45 950℃ x 30 초 좌동 

최종압연 0.3 압하율 33 % 좌동 

석출처리 0.3 420℃ x 0-24 시간 
520℃ x 1 시간 → 

420℃ x 0-24 시간 

Table 8. 제조 공정 

Vickers 경도 시험은 15 초 동안 1kg 하중 (Instron, TUKON 2500)으로 5 회 측정 후 

평균값으로 하였다. 전기전도도는 Sigma 테스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TEM)의 경우는 시편을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50 mm 이하로 연마 한 후 디스크 형태로 

준비하였다. 그 후, 딤플링과 이온 밀링을 통해 두께를 100nm 이하인 TEM 시편을 제조 

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JEOL, 2100F)를 이용하여 200kV 로 가속전압으로 관찰하였다. 

평형 구조와 총 전자 에너지는 Perdew-Burke-Ernzerhof 함수 (GGA-PBE)를 사용하여 

얻었다. 500 eV 의 높은 에너지를 계산에 대한 기본값으로 설정하였다. Methfessel 과 

Paxton 의 1 차 스미어링 방법을 선택하고 0.05eV 의 스미어링 폭을 사용하였다. 이온 

위치는 모든 원자 상호 작용력이 벌크 및 안정 요소의 경우 0.018 eV 미만으로 하였으며, 

표면 및 인터페이스 모델의 경우 0.22 eV 미만이 될 때까지 완화하였다. 모델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Monkhorst-Pack 의 k-point 메쉬를 사용하여 BZ (Brillouin 

Zone)를 통합하였다. 각 모델에 대해 수렴 테스트를 수행하였지만 단순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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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하였다. 모든 안정된 원소와 Cu, Ni, Si, Co, (Ni0.5,CoO.5)2Si 와 같이 Co 를 함유함 

원소에 대한 분극 계산을 수행하였다. Cu 기지와 Ni2Si 석출물 사이의 계면에 대한 Co 

첨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절단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56,58]. γ = ( − ∑)/2A  = (   +   − )/2 

여기서 γ  및  는 각각 인터페이스 및 절단 에너지를 의미한다.    는 고려되는 

인터페이스 모델의 총 전자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와  는 원자의 원자수와 i 의 종류별 

원소의 화학적 포텐셜을 나타낸다     ,   및   는 인터페이스 모델에서 분리 된 

Slab 의 총 에너지이며 A 는 계면 영역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 원소의 화학적 전위 

()는 제한하였다. 

 

Figure 14. Ni2Si 및 인터페이스 모델 개략도 

원소의 화학적 전위의 상한은 단순히 안정된 원소 상태 (순수 원소의 화학적 전위)에 의해 

정의 된 반면 하한은 Ni2Si 및 (Ni0.5CoO.5)2Si 과 같은 벌크 상태의 에너지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연구 [56,59]에 설명되어 있다. (Ni0.5,CoO.5)2Si 의 고용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Ni2Si 의 Ni 원자 절반을 Co 원자로 대체하였다. Co 와 Ni 원자의 무작위 

분포를 모델링 하기 위해 24 개의 원자를 가진 10 개의 무작위 분포 슈퍼셀 모델을 

구성하였다. (Ni0.5CoO.5)2Si 의 에너지 및 재료 특성은 8 개의 무작위로 분포 된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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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최고 및 최저 값은 계산에서 제외함). 사용 된 Ni2Si 및 인터페이스 

모델의 개략도는 Figure 14 와 같이 표현하였다. 

3.2 Cu-Ni-Si-Co 합금의 석출거동 및 물성에 미치는 용체화처리 온도의 영향 

Table 9 와 같이 Cu-1.3Ni-0.6Si-1.0Co 화학 조성으로 용해 및 주조를 하여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00 mm (길이) × 20 mm (두께) × 60 mm (폭) 의 1 kg의 잉곳 (ingot) 을 얻었다.  

잉곳 (Ingot) 은 1000 ℃ 에서 1 시간 동안 열처리 이후 20 mm 에서 8 mm 까지 압하율 

60 % 로 열간압연을 실시하였다. 열간압연 이후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면 

배면을 각각 1 mm 면삭을 실시하였다. 면삭 이후에 중간압연은 6 mm 에서 0.45 mm 

까지 압하율 93 % 로 중간압연을 실시하였다. 

단위 : wt% 

Table 9. 화학 성분 

용체화처리 온도는 950 ℃ 에서 30 초, 1050 ℃에서 30 초 실시하였다. 용체화처리 이후 

0.45 mm 에서 0.3 mm 까지 최종 압하율 33% 최종압연을 하였다. 그리고 420 ℃ 에서 2, 

4, 6, 24 시간 동안 석출처리를 하였다. 전기전도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520 ℃ 에서 1 시간 

동안 예비 석출처리를 실시하였다. 석출 처리 후 압엽재는 Instron 사의 경도계를 

사용하여 하중 1 kgf 조건으로 5 회 측정하였다. 내연화 온도는 0 ~ 700 ℃ 에서 30 분 

동안 열처리 한 이후 초기 경도의 20 % 떨어지 구간을 내연화 온도로 설정하였다. 

굽힘가공성 평가는 R/t = 0, 0.5 로 압연 방향 (G/W) 과 압연 직각 방향 (B/W) 으로 

시편을 180 º 시편을 굽힘 후에 가공의 받은 부위에 균열 및 주름 정도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시편은 폴리싱을 실시한 이후에 6 μm 다이아몬드 슬러리를 이용하여 미세 

Cu Ni Si Co 

Rem 1.3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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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 후에 에칭을 실시하였다. 이후 미세조직은 FE-SME (FEI, Quanta FEG650)을 

활용하여 관찰하였다. 

Table 10. 제조 공정 

TEM 시편 준비는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시편을 50 μm 이하로 연마한 후에 3 mm 

디스크 형태로 만들었다. 이후 Dimpling 과 ion milling을 통하여 100 nm 이하의 시편을 

제작한 후 투과전자현미경 (JEOL, 2100F)를 이용하여 200kV로 관찰하였다. 제 1원리 

계산은 PAW (Projector-Augmented Wave) 방법을 사용하여 VASP (Vienna Ab-Initio 

Simulation Package)에 의해 계산하였다. Perdew-Burke-Ernzerhof 함수 (GGA-PBE)와 

일반화 된 기울기 근사의 교환 상관 함수를 사용하여 최적화 된 벌크, 표면 및 인터페이스 

구조를 모델링 할 수 있었다. 사용 된 모든 모델은 원자간 힘이 벌크, 표면 및 인터페이스 

모델에 대해 각각 0.01, 0.015 및 0.03 eV/Å 미만이 될 때까지 최적화 된 구조를 얻기 

위해 완화하였다. 스미어링은 Methfesse 과 Paxton 수행했으며 스미어링 폭은 0.02 eV로 

하였다. Brillouin 영역은 모델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Monkhorst-Pack 그리드를 사용하여 

통합하였다. 벌크 및 표면 모델에 대해 k-포인트 수렴을 신중하게 실행하였다. 자기 

효과를 포함하기 위해 Cu, Si, Co, Ni 과 같은 원소 위상을 포함하는 모든 모델을 스핀 

편광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Ni0.5,CoO.5)2Si 의 무질서한 구조를 얻기 위해 슈퍼셀 

공정 두께 (mm) 조건 

주조 20 20 t x 50 w x 1500 L, 1 kg 
열간압연 8 1000℃ x 1.5 h 

면삭 6 상, 하 1 mm 
중간압연 0.45 압하율 93 % 

용체화처리 0.45 950 ℃ x 30 초, 1050 ℃ x 30 초 
최종압연 0.3 압하율 33% 

석출처리 0.3 
520℃ x 1 시간 → 
420℃ x 0-2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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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0 개의 무질서한 구조를 생성하였다. 그런 다음 현재 계산을 위한 

인터페이스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구조가 가장 낮은 모델을 선택하였다. 

인터페이스 모델에 대한 부적합 변형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인터페이스 에너지 

계산에 대해 여러 크기의 인터페이스 모델을 채택하였다. Cu (110)/석출물과, 

이차상/석출물의 계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이전 실험에서 관찰 된 Cu (110) 표면을 

채택하였다 [60]. 석출물의 경우 이전 실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 표면 지수의 방향을 

계산하였다. 계면의 에너지는 이전 연구에서 보고 된 화학적 결합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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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Cu-Ni-Si 합금의 석출거동 및 물성에 미치는 Co 첨가의 영향 

4.1.1 Cu-Ni-Si 합금에 Co 첨가에 따른 경도와 전기전도도 

Figure 15 는 Cu-1.3Ni-0.3Si 합금과 Cu-1.3Ni-0.6Si-1.0Co 합금의 420 °C 에서 석출처리 

시간에 따른 경도의 변화이다. Cu-1.3Ni-0.3Si 합금의 경우 석출 처리 온도 420 °C 에서 

초기 석출처리 단계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최대 경도를 형성하였다. 이후에 석출처리 

시간에 따른 경도는 미미하게 감소하였지만 과시효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도를 유지하였다. Cu-1.3Ni-0.3Si 합금에서는 420 °C 에서 6 시간 동안 석출처리 후에 

152 Hv 의 최대 경도를 나타내었다. 

 

Figure 15. Cu-1.3Ni-0.3Si 합금과 Cu-1.3Ni-0.6Si-1Co 합금의 420 ℃ 에서 

 석출처리 시간에 따른 경도 변화 

Cu-1.3Ni-0.6Si-1.0Co 합금의 경우에는 420 ℃ 에서 4 시간 석출처리 후 최대 경도는 

220 Hv 이며 24 시간 까지 석출처리에서도 과시효 영역에 들어 가지 않았다. 경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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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처리 초기 단계에서 많은 석출물이 대량으로 형성 되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석출처리 과정에서 석출물이 성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 경도가 유지되었다. 

이는 420 °C 의 낮은 석출처리 온도의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출처리 시간에 

따른 Cu-1.3Ni-0.6Si-1.0Co 합금의 경도는 Cu-1.3Ni-0.3Si 합금의 경도 대비하여 약 70 

Hv 높은 경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Cu-Ni-Si 합금에 Co 의 첨가로 인하여 석출처리 

동안 석출물을 촉진하여 경도가 증대한 것으로 판단한다. 

 

Figure 16. Cu-1.3Ni-0.3Si 합금과 Cu-1.3Ni-0.6Si-1Co 합금의 420 ℃ 에서  

석출처리 시간에 따른 전기전도도 변화 

Figure 16 은 Cu-1.3Ni-0.3Si 합금과 Cu-1.3Ni-0.6Si-1.0Co 합금의 석출처리 온도 420 ℃ 

에서 석출처리 시간에 따른 전기전도도이다. Cu-1.3Ni-0.3Si 합금의 경우에는 석출처리 

시간에 따른 전기전도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4 시간 석출 처리에서는 전기전도도는 

59 %IACS 이다. 그러나 Cu-1.3Ni-0.6Si-1.0Co 합금의 경우 석출처리 초기 단계에서는 

전기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한 후 4 시간 이후부터 석출처리 시간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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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Cu-1.3Ni-0.6Si-1.0Co 합금에서는 석출처리 4 시간에서 

51 %IACS 의 최대 전기전도도를 보였다. 이는 Cu-1.3Ni-0.6Si-1.0Co 합금에서 Co 첨가로 

인하여 석출처리 초기 단계에서 Cu 기지내에서 석출물을 더 빠르고 대량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용체화처리 과정에서 Cu 기지내에 고용된 Ni, Si, Co 원소들을 석출처리 과정에서 

석출물로 형성되며 Cu 기지의 불순물이 제거되어 전기전도도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석출처리 초기 단계에는 Cu-Ni-Si 합금에서 Co 첨가로 인하여 급격하게 전기전도도가 

증가하였지만 4 시간 이후에는 Cu 기지내에서 거의 석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전도도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4.1.2 Cu-Ni-Si 합금에 Co 첨가에 따른 석출거동 

Cu-1.3Ni-0.3Si 합금과 Cu-1.3Ni-0.6Si-1.0Co 합금에서 Ni 함량은 1.3wt% 고정하고 Si, 

Co 의 화학량론적으로 최적화 비율과 경도와 전기전도도가 최적의 석출처리 구간에서 

석출물의 형상, 결정구조, 밀도, 크기를 TEM을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a)                                  (b) 

   

 

 

 

Section A 

Sec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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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Figure 17. Cu-1.3Ni-0.3Si 합금을 420 ℃ x 24 시간 석출처리 후 TEM image (a) 석출물 

BF (Bright Field) image, (b) section A 석출물 HRTEM (High resolution TEM) image, (c) 

석출물 SADP (Selection-area diffraction pattern), (d) (e) 석출물 HRTEM (High 

resolution TEM) image 

Cu-1.3Ni-0.3Si 합금은 420 ℃ 에서 24 시간 석출처리 구간에서 최대 물성을 나타내었다. 

이때 경도는 152 Hv, 전기전도도는 59 %IACS 이다. Cu-1.3Ni-0.6Si-1Co 합금의 경우에는 

420 ℃ 에서 4 시간에서 최대 물성을 나타내었다. 이 때 경도는 220 Hv, 전기전도도는 

51 %IACS 이다. Figure 17 (a)는 Cu-1.3Ni-0.3Si 합금을 420 ℃ 에서 24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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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처리 후 BF (Bright Field) image 이며, (b)는 Section A 부위를 확대한 HRTEM (High 

resolution TEM) image 이며, (C)는 Section A 의 석출물의 SADP (Selection-area 

diffraction pattern) 이다. Figure 17 (d) (e)는 나노 크기의 Ni2Si 석출물의 HRTEM (High 

resolution TEM) image 이다. Figure 17 (a) 에서는 나노 크기의 석출물이 형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Figure 17 (b) (d) (e) 와 같이 HRTEM (High Resolution TEM) 로 

나노 크기의 석출물을 분석한 결과 가로 3 ~ 4 nm, 세로 9 ~ 10 nm 크기의 Rod 형태의 

석출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출물의 결정 구조를 해석하기 위하여 SADP (selection area 

diffraction pattern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방정계 (orthorhombic)의 결정구조를 가진 

Ni2Si 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석출물은 격자 구조는 a = 

0.706 nm, b = 0.499 nm, c = 0.372 nm 를 가진 사벙정계 (orthorhombic)의 결정 구조의 

Ni2Si 잘 일치하였다 [49]. Figure 18 (a) (b) (c) 와 같이 Cu-1.3Ni-0.6Si-1.0Co 합금 420 ℃ 

에서 4 시간 석출처리 후 TEM 의 BF (Bright field) 로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100 ~ 200 

nm 의 석출물을 관찰하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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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18. Cu-1.3Ni-0.6Si-1Co 합금을 420 ℃ x 4 시간 석출처리 후 TEM image  

(a) (b) (c) 석출물 BF (Bright field) image 

Figure 19 (a) 는 100 ~ 200 nm 크기의 석출 처리 부위 TEM 의 BF (Bright Field) image 

이며 (b)는 석출물의 HRTEM (High Resolution TEM) image 이며 (c)는 석출물의 SADP 

(selection-area diffraction patterns) 이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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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19. Cu-1.3Ni-0.6Si-1Co 합금을 420 ℃ x 4 시간 석출처리 후 TEM image  

(a) 석출물 BF (Bright Field) image, (b) 석출물 HRTEM (High resolution TEM) image,  

(c) 석출물 SADP (selection-area diffraction patterns) 

석출물은 구형 형태로 관찰되었으며 석출물 크기는 약 108 nm 이다. SADP (selection-

area diffraction patterns) 분석 결과 사방정계 (orthorhombic)의 결정구조를 가지는 

(Ni,Co)2Si 석출물로 확인 되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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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Figure 20. Cu-1.3Ni-0.6Si-1Co 합금을 420 ℃ x 4 시간 석출처리 후 TEM image 

(a) 석출물 BF (Bright Field) image, (b) (c) (d) 석출물 HRTEM (High resolution TEM) 

image 

Figure 20 은 Cu-1.3Ni-0.6Si-1.0Co 합금을 5 ~ 20 nm 크기의 나노 석출물을 TEM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ure 20 과 같이 나노 석출물은 HRTEM (High resolution TEM) 과 

FFT (Fast Fourier Transform) 분석 결과 석출물 크기는 약 13 nm 이며 석출물의 형상은 

Rod 형태이다. 5 ~ 20 nm 크기의 나노 크기의 석출물은 108 nm 석출물과 동일하게 

사방정계 (orthorhombic)의 구조를 가진 (Ni,Co)2Si 석출물이다. 또한 격자 상수는 a = 

0.707 nm, b = 0.496nm, c = 0.371 nm 이다. 논문 [63]에 따르면 Cu-Ni-Si-Co 계열의 

합금에서 있어서 석출처리 과정에서 미량의 Co 가 Ni 자리에 치환 되어 (Ni,Co)2Si 의 

석출물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Ni2Si 석출물과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갖는다. Cu-

1.3Ni-0.6Si-1.0Co 합금을 420 ℃ 에서 4 시간 석출처리 후 100 ~ 200 nm 의 석출물과 5 

~ 20 nm 석출물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Figure 21 (a) 는 Cu-1.3Ni-0.6Si-1.0Co 합금을 

420 ℃ 에서 4 시간 석출 처리 후 100 ~ 200 nm 석출물의 TEM/EDS Mapping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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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1. Cu-1.3Ni-0.6Si-1Co 합금의 420 ℃ x 4 시간 석출처리 후 TEM/ESD 

(a) 100 ~ 200nm 석출물 TEM/EDS (Mapping), (b) 100 ~ 200 nm 석출물 성분 분석 

(TEM/EDS), (c) 5 ~ 20 nm 석출물 성분 분석 (TEM/EDS) 



42 

 

TEM/EDS mapping 통하여 분석한 결과 108 nm 의 석출물에서 Si, Co, Ni 이 원소가 

존재하였다. 

(a)                                 (b) 

   

       (c)                                  (d) 

  

Figure 22. Cu-1.3Ni-0.6Si 합금과 Cu-1.3Ni-0.6Ni-1.6Co 합금의 TEM image  

(a) Cu-1.3Ni-0.3Si 합금의 석출 처리 후 BF (Bright Field) image, (b) DF (Dark field) 

image, (c) Cu-1.3Ni-0.6Si-1.0Co 합금의 석출 처리 후 BF (Bright Field) image,  

(d) DF (Dark fiel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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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b) 와 같이 TEM/EDS 의 Point 로 석출물을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Si, 

Ni, Co 원소가 확인되었다. Figure 21 (c) 와 5 ~ 20 nm 크기의 나노크기의 석출물을 

TEM/EDS 분석한 결과 Ni, Si, Co 원소가 존재하였다. TEM/EDS 분석 결과는 이전 연구 

[64] 와 일치하였다. Figure 22 (a) (b) 는 Cu-1.3Ni-0.6Si 합금을 420℃ 에서 24 시간 

석출처리 이후에 TEM 의 BF (Bright field) image 와 DF (Dark field) image 이다. Figure 

22 (c) (d) 는 Cu-1.3Ni-0.6Si-1.0Co 합금을 420 ℃ 에서 4 시간 석출처리 이후에 TEM 

의 BF (Bright field) 와 DF (Dark field) image 이다. Cu-1.3Ni-0.3Si 합금을 420 ℃ 에서 

24 시간 석출처리 후 석출물 밀도는 2.4 x 1010 cm-2 이다. Cu-1.3Ni-0.6Si-1.0Co 합금의 

경우에는 420 ℃ 에서 4 시간 석출처리 후 석출물 밀도는 9 x 1010 cm-2 이다. 이는 Cu-Ni-

Si 계에 Co 첨가로 인하여 (Ni,Co)2Si 의 나노 크기의 석출물의 밀도가 석출처리 후 최대 

물성 구간에서 2.4 x 1010 cm-2 에서 9 x 1010 cm-2 까지 증가하였다.  

4.2 Cu-Ni-Si-Co 합금의 석출거동 및 물성에 미치는 용체화처리 온도의 영향 

4.2.1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경도와 전기전도도 

Figure 23 (a) 는 Cu-1.3Ni-0.6Si-1.0Co 합금을 950 ℃ x 30 초, 1050 ℃ 에서 30 초 

용체화처리, 0.45 mm 에서 0.3 mm (최종 압하율 33%)로 최종 압연, 석출처리 온도 420 ℃ 

에서 0 ~ 24 시간에 따른 경도이다. 950 ℃ x 30 초 용체화처리, 420 ℃ 에서 4 시간 

석출처리 구간에서 최대 경도를 나타내었다. 이때 경도는 220 Hv 이다. 1050 ℃ 에서 60 

초 용체화처리, 420℃ 에서 4 시간 석출처리에서는 최대 경도를 나타냈다. 이때 경도가 

251 Hv 이다. 이는 Cu-Ni-Si-Co 합금에서 과포화고용체 형성으로 인하여 석출처리에서 

미세한 석출물의 석출구동력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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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23. 용체화처리 온도 (950 ℃ x 30 초, 1050 ℃ 에서 30 초) 에 따른 최종압연, 

석출처리 후 경도와 전기전도도 (a) 석출처리 시간에 따른 경도 변화,  

(b) 석출처리 시간에 따른 전기전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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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화처리 온도에 상관없이 420 ℃ 에서 석출처리에 따른 초기 석출처리 단계 이후 4 

시간부터 24 시간 까지 경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과시효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Figure 23 (b) 와 같이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석출처리 초기 단계에서 51 %IACS 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전기전도도는 

유지되었다. 

4.2.2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석출 거동 

Figure 24 는 Cu-1.3Ni-0.6Si-1.0Co 합금을 다른 용체화처리 온도 (950 °C x 30 초, 1,050 

°C x 30 초) 에서 용체화처리 후 SME 미세조직이다. Figure 24 (a) 는 950 °C 에서 30 초 

동안 용체화처리에서 상당한 양의 이차상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Figure 24 (b)와 같이 1050 

°C 에서 30 초 용체화처리 이후에는 이차상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a)                                     (b)   

      

Figure 24. Cu-1.3Ni-0.6Si-1.0Co 합금의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a) 용체화처리 온도 950 ℃ x 30 초, (b) 용체화처리 온도 1050 ℃ x 3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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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5.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TEM image (a) 950 ℃ x 30 초 용체화처리 후 BF 

(Bright Field) image, (b) 1050 ℃ x 30 초 용체화처리 후 BF (Bright Fiel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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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6.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이차상 형상 및 TEM/EDS mapping 

(a) 950 ℃ x 30 초 용체화처리 후 TEM/EDS mapping, (b) 1050 ℃ x 30 초 

용체화처리 후 TEM/EDS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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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7.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이차상 결정구조 및 성분 분석  

(a) 950 ℃ x 30 초 용체화처리 후 결정구조 및 성분 분석 (TEM/EDS),  

(b) 1050 ℃ x 30 초 용체화처리 후 결정구조 및 성분 분석 (TEM/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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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는 Cu-1.3Ni-0.6Si-1.0Co 합금을 용체화처리 온도 (950 °C x 30 초, 1,050 °C x 

30 초)에 따른 이차상 형상을 TEM 의 BF (Bright field) image 로 분석하였다. 950° C 에서 

30 초 동안 용체화처리 이후 이차상의 평균 크기와 부피분율은 각각 100 ~ 200 nm 와 약 

3.1 % 이였다. 이것은 이차상의 낮은 용체화처리 온도에서 Cu 기지내에 Ni, Si, Co 가 

완전히 용해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용체화처리 온도가 1,050 °C 로 증가하면 

이차상은 0.18 % 의 부피분율로 상당히 감소하여 Cu 기지내에 Ni, Si, Co 가 거의 용해되어 

과포화고용체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Figure 26 과 같이 이차상은 TEM/EDS mapping 결과 

Ni, Co, Si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Figure 27 과 같이 용체화처리에 형성되는 이차상의 

결정 구조는 (Ni,Co)2Si 이다. 또한 TEM/EDS 분석 결과 1,050 °C 에서 용체화처리 시 950 

°C 에서 용체화처리 대비 Cu 기지내에 약 0.4 wt% 더 많은 Ni, Co, Si 용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4.2.3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석출처리 후 미세조직 변화 

Cu-1.3Ni-0.6Si-1.0Co 합금을 950 ℃ x 30 초 용체화처리, 압하율 33 % 로 최종압연, 420  

℃ 에서 4 시간 석출처리 후에 구형 형태의 100 ~ 200 nm 의 크기의 석출물과 Rod 형태의 

석출물은 크기가 5 ~ 20 nm 가 동시에 존재하였다. 또한 구형 형태의 석출물의 밀도는 약 

4.2 ´ 104 cm-2 이며, 미세 Rod 형태의 석출물은 밀도는 약 9.0 ´ 1010 cm-2 이다. 구형 

형태의 석출물은 용체화처리 전에 형성된 이차상들이 용체화처리 과정에 완전하게 

용해되지 못하고 잔존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100 ~ 200 nm, 5 ~20 nm 석출물 모두 

동일한 사방정계 (orthorhombic)의 결정구조를 갖는 (Ni,Co)2Si 이다. 미량의 Co 원소는 

석출처리 과정에서 Ni 자리에 치환을 할 수 있으며, Ni2Si 및 Co2Si 석출물과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갖는 Cu-Ni-Si-Co 합금에 (Ni,Co)2Si 석출물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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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ure 28. Cu-1.3Ni-0.6Si-1.0Co 합금을 1050 ℃ 에서 30 초 용체화 처리, 최종압연, 

석출 처리 후 TEM image (a) BF (Bright field) image, (b) (Ni,Co)2Si 석출물 HRTEM (High 

resolution TEM) image, (c) 5 ~20 nm 석출물 성분 분석 (TEM/EDS) 

Figure 28 은 Cu-1.3Ni-0.6Si-1.0Co 합금을 1,050 ℃ 에서 30 초 동안 용체화 처리, 33 % 

압하율로 최종압연, 420 ℃ 에서 4 시간 석출처리 시편의 TEM 분석 결과이다. 용체화처리 

온도를 950 ℃ 에서 1050 ℃ 증가 시 구형 형태의 석출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5 ~ 

20 nm 크기의 Rod 형태의 석출물이 균일하게 분산 되었다. 5 ~ 20 nm 의 석출물은 HRTM 

(High resolution TEM) 과 Figure 28 (b) 의 FFT (Fast Fourier Transform) image 확인 

결과 (Ni,Co)2Si의 결정 구조로 확인되었다. HRTM (High resolution TEM) 과 Figure 2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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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FT (Fast Fourier Transform) image 확인 결과 (Ni,Co)2Si 의 결정 구조로 확인되었다. 

Figure 29 와 TEM 의 DF (Dark field) 와 같이 석출물의 크기는 용체화처리 온도가 950 ℃ 

에서 1050 ℃ 증가함에 따라 석출물의 평균크기는 13.5 nm 에서 8.9 nm 미세화 되었다. 

또한 석출물 밀도는 9.0 x 1010 cm-2 에서 12.3 x 1010 cm-2 로 증가하였다. Cu-Ni-Si-

Co 합금에서는 고온 용체화처리와 석출처리 과정에서 100 ~ 200 nm 크기의 석출물은 

감소시키고 미세한 Rod 형태의 석출물의 형성을 증대시켰다. 

   (a)                                     (b) 

   

Figure 29. 용체화처리 온도 (950 ℃ x 30 초, 1050 ℃ x 30 초) 에 따른 석출 처리 후 

석출물 밀도 TEM image (a) 950 ℃ x 30 초 용체화처리, 최종 압연, 석출처리 후 DF  

(Dark field) image (b) 1050 ℃ x 30 초 용체화처리, 최종압연, 석출처리 후  

DF (Dark field) image 

4.3 Cu-Ni-Si-Co 합금의 기타 특성 

4.3.1 내연화 특성 

Cu-1.3Ni-0.3Si 합금을 950 ℃ 에서 30 초 동안 용체화처리, 압하율 33% 로 최종압연, 

420 ℃ 에서 24 시간 석출처리 실시하였으며, Cu-1.3Ni-0.6Si-1.0Co 합금은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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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 초 동안 용체화처리, 압하율 33% 로 최종압연, 420 ℃에서 4 석출처리한 시편의 

내연화 온도를 측정하였다. 이 조건은 Cu-1.3Ni-0.3Si 합금과 Cu-1.3Ni-0.6Si-1.0Co 

합금의 최적의 경도와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구간이다. 0 ~ 700 ℃ 온도 구간에서 30 분 

동안 유지한 후 경도를 측정하여 초기 경도 대비 20 % 저감 구간을 내연화 온도로 

설정하였다. 

 

Figure 30. Cu-1.3Ni-0.3Si 합금을 420℃ x 24 시간 석출 처리, Cu-1.3Ni-0.6Si-1Co 

합금을 420℃ x 4 시간 석출 처리 후 내연화 온도 

내연화 온도 평가 결과 Figure 30 과 같이 Cu-1.3Ni-0.6Si 합금은 경우 내연화 온도는 

554 ℃ 이며 Cu-1.3Ni-0.6Si-1.0Co 합금의 경우 내연화 온도는 580 ℃ 로 나타났다. Cu-

1.3Ni-0.6Si 합금의 Co를 1 wt% 첨가시 내연화 온도는 약 26 ℃ 증가하였다. Cu-Ni-Si계 

합금에서 Co 첨가는 경도와 내연화 온도가 동시에 증대하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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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굽힘가공성 

Cu-1.3Ni-0.3Si 합금과 Cu-1.3Ni-0.6Si-1.0Co 합금의 석출처리 후 최대 물성에서 

굽힘가공성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Cu-Ni-Si 계열과 같은 석출경화형 합금은 석출처리 

전 최종압연에 따라 굽힘가공성의 차이가 많이 나며 일반적으로 50% 이하로 최종압하율을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 설계에서 굽힘가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종 압하율을 

33%로 설정하였다. 굽힘가공성의 측정 방법은 압연 방향 (G/W)과 압연 직각 방향 (B/W) 

으로 180 º 굽힘 후 가공 부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주름 및 균열이 발생 여부로 

평가하였다. 

Table 11. Cu-1.3Ni-0.3Si 합금과 Cu-1.3Ni-0.6Si-1Co 합금을 석출 처리 후 압연 방향 

(G/W), 압연 직각방향 (B/W)로 R/t = 0.5, 0 (180 °) 조건으로 굽힘가공성 평가 

Table 11 과 같이 Cu-1.3Ni-0.3Si 합금과 Cu-1.3Ni-0.Si-1.0Co 합금 모두 압연 방향 

(G/W), 압연 직각 방향 (B/W) 으로 R/t = 0.5, 0 조건으로 180° 굽힘 후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세한 주름만 형성되었다. Figure 31 은 Cu-1.3Ni-0.3Si 합금과 Cu-1.3Ni-

0.6Si-1.0Co 합금의 석출 처리 후 최대 물성 구간에서 XRD 분석 결과이다. Figure 31 (a) 

는 Cu-1.3Ni-0.3Si 합금의 석출 처리 후 Cu 의 (111) 의 결정면으로 집합조직이 

발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Cu 의 (200) 결정면과 Cu 의 (220) 결정면은 집합조직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Figure 31 (b) 는 Cu-1.3Ni-0.6Si-1.0Co 합금의 석출처리 후 Cu 의 

(200) 결정면으로 발달하였으며, Cu 의 (111) 결정면과 Cu 의 (220) 결정면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석출경화형 동합금에 있어서 굽힘가공성 향상을 위해서는 집합 조직의 제어가 

조건 
Cu-1.3Ni-0.3Si Cu-1.3Ni-0.6Si-1.0Co 

G/W B/W G/W B/W 
R/t=0.5 winkle winkle winkle winkle 
R/t=0 winkle winkle winkle wi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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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용체화처리와 같은 열처리에서는 Cu 의 (111), (200) 결정면의 집합조직이 

발달하며, 압연공정에서는 Cu 의 (220) 결정면의 집합조직이 발달한다. 이에 따라 

굽힘가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포화고용체를 형성하며 Cu 의 (111), (200) 

결정면을 형성하고 압연시 압하율을 50 % 이하로 하여 Cu 의 (220) 결정면의 형성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Figure 31 과 같이 Cu-1.3Ni-0.6Si-1.0Co 합금의 용체화처리, 석출 

처리를 통하여 Cu 의 (111) 결정면과 Cu 의 (200) 결정면을 발달시키고, 최종 압연시 

압하율을 33% 로 하여 Cu 의 (220) 결정면의 성장을 억제시켰다. 이에 따라 경도는 251 

Hv, 전기전도도 51 %AICS 증대하여도 굽힘가공성은 압연 방향 (G/W), 압연 직각 방향 

(B/W)에서 R/t = 0 에 굽힘 후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미세한 주름만 형성되었다. 

 

Figure 31. Cu-1.3Ni-0.3Si 합금과 Cu-1.3Ni-0.6Si-1Co 합금을 석출 처리 후 XRD 측정 

(a) Cu-1.3Ni-0.3Si 합금 420 ℃ x 24 시간 석출처리, (b) Cu-1.3Ni-0.6Si-1Co 합금 

420℃ x 4 시간 석출 처리 (용체화처리 온도 1050 ℃ x 3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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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Cu-Ni-Si 합금의 Co 첨가에 따른 석출거동에 미치는 영향 

Cu-Ni-Si 합금의 석출거동에 대한 Co 첨가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Ab-initio 계산을 

실시하였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Co 를 미량 첨가하면 석출처리 초기 단계에서 석출물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합금의 경도가 향상되었다 (Figure 15). 따라서 Cu 기지와 석출물 

사이의 계면에 대한 Co 첨가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먼저 Cu, Ni2Si 및 

(Ni0.5,Co0.5)2Si 의 결정 구조와 특성을 계산하여 적절한 표면 및 인터페이스 모델을 얻을 수 

있었다. Co 첨가 후 형성된 석출물은 (Ni0.5,Co0.5)2Si 이고 실제 조성과 약간의 불일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금에 다른 석출물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Table 12 는 결정 구조와 

특성을 나타내었다. 

B, G, and E are the bulk, shear, and Young’s moduli, respectively. 

Table 12. Cu, Ni2Si, (Co,Ni)S 의 결정구조 및 특성 

결정구조는 이전의 실험 및 이론적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65,66]. (Ni0.5,Co0.5)2Si 석출물은 

Cu 및 Ni2Si 보다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것은 Co 가 Ni2Si 석출물의 전반적인 기계적 

특성을 향상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Cu-Ni-Si-Co 합금의 기계적 특성의 향상을 

Model 
Space 
group 

Lattice 
parameter 

[nm] 

B 
[GPa] 

G 
[GPa] 

E 
[GPa] 

Poisson
’s ratio 

Debye 
T. 
[K] 

Ni2Si 
Pnma 

(No. 62) 

a = 0.707 
b = 0.503 
c = 0.373 

189.0 60.5 164.0 0.3554 433.2 

(Ni0.5,Co0.5)2Si 
Pnma 

(No. 62) 

a = 0.707 
b = 0.496 
c = 0.371 

207.5 
(±2.1) 

89.5 
(±0.4) 

234.6 
(±1.1) 

0.3115 
(±0.0) 

521.6 
(±1.3) 

Cu 
Fm-3m 

(No. 225) 
0.363 139.9 41.8 133.9 0.364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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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지만 Figure 15 와 같이 Co 첨가로 인한 석출물의 양으로 경도의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Figure 32 는 Ni2Si 및 (Ni0.5,Co0.5)2Si 석출물의 표면 

에너지를 보여준다. 석출물의 (001) 및 (100) 표면은 Ni-ter. 및 Si-ter. 의 두 가지 다른 

ter. 을 가진다. 따라서 Ni2Si 및 (Ni0.5,Co0.5)2Si 에 대해 각각 Ni-ter. 및 Si-ter. 표면을 

모두 사용하였다 [67]. μNi (Ni 의 화학적 전위) 의 함수로 표면에너지를 얻기 위해 μCo (Co 의 

화학적 전위) 의 하한 및 상한을 제한하였다. Figure 32 (a) (b) 는 각각 μCo 의 하한과 

상한을 사용하여 얻어졌다 [68]. Figure 32 (a) 는 (010) 및 (001) 표면이 각각 Ni2Si 및 

(Ni0.5,Co0.5)2Si 에 대해 가장 높은 표면 에너지를 보인 반면, (100) 표면은 Ni2Si 및 

(Ni0.5,Co0.5)2Si 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보였다. 또한 (Ni0.5,Co0.5)2Si 의 (100) Si-ter. 

표면은 μCo 의 하한값에서 Ni2Si 및 (Ni0.5,Co0.5)2Si 의 표면 중 가장 낮은 표면에너지를 

나타내었다. 대조적으로 (Co0.5Ni0.5)2Si 의 Si-ter. 표면에너지는 μCo 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Ni2Si 의 (100) Ni-ter. 표면은 최저 표면에너지를 형성하였다 (Figure 

32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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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32. Co 화학포텐셜 (chemical potential, μCo) 조건에 따른 Ni2Si, (Co0.5Ni0.5)2Si 

표면에너지 (a) 하한선 (lower limit, μCo ), (b) 상한선 (upper limit, μCo) 

표면에너지를 기반으로 Cu-Ni-Si 계에 Co 첨가는 석출물의 결정구조를 Ni2Si 에서 

(Ni0.5,Co0.5)2Si 변함에 따라 Co-deficient 조건 (낮은 μCo)에서는 석출물의 이방성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방성은 μCo 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Co 

추가의 효과를 더 이해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모델을 구성하였다. 실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Cu 의 (110) 결정면과 석출물의 표면 사이의 계면을 조사하였다 [69]. 또한, Cu 표면의 

격자 매개 변수 및 방향은 Ni2Si 및 (Ni0.5,Co0.5)2Si 표면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Ni2Si 와 

(Ni0.5,Co0.5)2Si 의 영률 모듈 (Young 's moduli)이 Cu 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Table 12). 

Figure 33 은 Cu (110)와 표면의 계면에너지를 보여준다. Figure 33 (a) 의 하한값에서는 

Cu(110)/(Ni0.5,Co0.5)2Si 의 (100) Si-ter. 과 (001) Si-ter. 의 계면에너지가 다른 계면에너지 

보다 낮았다. 또한 Cu (110)와 Si-ter. (100) 표면 사이의 계면은 낮은 μNi 범위에서 음의 

계면에너지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Co 의 첨가는 Cu (110) 와 (Ni0.5,Co0.5)2Si (100) 및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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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사이의 계면을 안정화 시키며, 이는 (Ni0.5,Co0.5)2Si 의 형성을 가속화를 의미한다. Cu 

기지로부터 석출은 결과적으로 Co 를 첨가하면 석출물의 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a) 

 

                    (b) 

 

Figure 33. Cu (110)/Ni2Si 과 Cu (110)/(Co0.5Ni0.5)2Si 의 계면 에너지 (a) 하한선 (lower 

limit, μCo ), (b) 상한선 (upper limit, μ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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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측은 Figure 22 의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석출물이 석출처리 과정 동안 Cu 

기지에서 석출물이 분리되면, 계면 에너지는 합금의 자유에너지를 증가시켜 핵생성을 위한 

활성화에너지 장벽을 생성한다 [34]. 따라서 Ni 를 Co 로 대체하면 석출을 위한 

활성화에너지를 줄이고 Cu-Ni-Si-Co 합금에서 석출의 구동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석출물의 표면 지수에 따른 계면에너지의 차이는 실험 결과에서 관찰 된 석출물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Figure 19, 20). Cu (110) 와 (Ni0.5,Co0.5)2Si 표면 사이의 계면에너지는 μCo 

에 대해 상당히 변경되었다. 낮은 μCo 에서 (Figure 33 (a)) 계면에너지의 이방성이 너무 

커서 석출물이 Figure 20 (c) (d) 와 같이 Rod 형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μCo 가 증가함에 

따라 Figure 33 (b) 와 같이 계면에너지의 차이가 상당히 감소한 반면 Cu (110) 와 Si-ter. 

(100) 및 (001)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경우 Figure 19 (a) 와 같이 구형의 석출물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Cu-Ni-Si 합금계열에서 Co 함량이 증가하면 석출물의 

모양과 조성이 변함을 알 수 있었다. 

5.2 Cu-Ni-Si 합금의 Co 첨가에 따른 물리적 특성 

이전 연구에 따르면 Cu-Ni-Si 합금과 Cu-Ni-Si-Co 합금의 주요 강화 기구는 나노 크기의 

석출물과의 전위 상호 작용에 기반한 석출경화라고 제안하였다 [70]. 이는 Orowan–Ashby 

방정식 [71,72]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0.812(1 − )/ ln( )( − ) 
여기서  는 전단 계수,  는 Burgers 벡터,  는 평균 입자 크기,   는 포아송비,   는 

석출물 간 거리이다.   값은 아래 방정식을 사용하여 석출물의 부피 분율 (fv ) 와 관련된다 

[73,74]. 

λ = 12  32fv 



60 

 

마지막으로 Orowan 강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여기서  은 동합금의 테일러 계수이다. Cu-Ni-Si 합금과 Cu-Ni-Si-Co 합금에 대한 계산 

된 결과는 Table 13 에 나열하였다. 결과는 Cu-1.3Ni-0.6Si-1.0Co 합금에서 훨씬 더 높은 

강화가 얻어 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합금 
 

(%) 
 

(nm) 
λ 

(nm)  
 

(nm) 
 

(GPa)   . ∆  
(MPa) 

Cu-1.3Ni-
0.3Si 

0.003 9.7 183 0.36 0.255 41.8 3.1 0.036 112 

Cu-1.3Ni-
0.6Si-1.0Co 

0.017 13.5 113 0.36 0.255 41.8 3.1 0.069 213 

Table 13. Cu-1.3Ni-0.3Si, Cu-1.3Ni-0.6Si-1.0Co 합금의 

Orowan strengthening 계산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Co 의 첨가는 석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나노 크기의 석출물의 밀도를 

증가 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위는 석출물을 전단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우회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Cu-1.3Ni-0.6Si-1.0Co 합금은 Orowan 강화 메커니즘에 의해 효과적으로 

경도가 증가 되었다. Matthiessen 의 규칙에 따르면 금속의 전기 저항률 (  )은 다음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75].   =  +  +  +  

여기서  은 구리의 고유 저항이고,  ,   및   는 각각 용질 원자, 석출물 및 격자 

결함에서의 저항률이다.  는 합금의 지배적인 요소 인 용질 원자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석출물의 효과 ( )는 부피 분율이 낮기 때문에 제한되며 [76]  는 전위 및 계면과 같은 

격자 결함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용체화처리와 냉간 압연 상태에서 Figure 14 와 같이 

Cu-1.3Ni-0.3Si 합금의 전기전도도는 Cu-1.3Ni-0.6Si-1.0Co 합금의 전기전도도보다 

우수하였다. 그러나 Cu-1.3Ni-0.6Si-1.0Co 합금의 전기전도도는 석출 초기에 급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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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2시간 동안 석출처리 과정에서 Cu-1.3Ni-0.3Si 합금의 전기전도도를 능가하였다. 

이것은 Cu 기지내에 용질 원자의 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Co 첨가에 의한 석출이 

가속화 되었기 때문이다. 석출 시간이 길어지면 Cu-1.3Ni-0.6Si-1.0Co 합금의 

전기전도도가 안정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입자와 기지 계면이 수많은 

(Ni0.5,Co0.5)2Si 석출물에 의해 상당히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격자 결함 (  )의 

효과는 Co 로 인하여 추가로 생성되었다. 반면에 Cu 기지에서 지속적인 석출로 인하여 

Cu-1.3Ni-0.3Si 합금의 전기전도도는 석출처리의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5.3 Cu-Ni-Si 합금의 용체화처리 온도가 석출거동에 미치는 영향 

Figure 29 에서 (Ni,Co)2Si 석출물은 1,050 °C 에서 30 초 동안 용체화처리 된 합금에서 더 

미세하고 밀도가 높았으며, 용체화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석출처리 과정에서 과포화 

고용체로 인한 Cu 기지내에서 (Ni,Co)2Si 의 석출물을 촉진했음을 보여준다. Figure 24 (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금을 950 °C 에서 30 초 동안 용체화처리 한 후 상당한 이차상이 

용해되지 않았고 잔존하였다. 용체화처리 온도가 1,050 °C 로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향상되어 더 많은 Ni, Si 및 Co 원소가 Cu 기지내에 용해되어 결과적으로 Cu 기지내에 

전체 용질 양이 증가하였다. 이 과포화고용체는 석출처리 동안 생성되는 미세한 Rod 형태 

석출물의 부피 분율을 증가 시켰다. 석출처리 중 석출물의 핵생성과 관련된 자유 에너지 

변화 (DG) 는 이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낸다 [77,78]. 

DG =-V(DGv - DGs) + Ag - DGd 

여기서 DGv 는 화학적구동력 이고, DGs 는 석출물의 단위 체적당 변형에너지, g는 기지와 

석출물 사이의 단위 면적당 계면에너지, DGd 는 석출물이 불균일 핵성성으로 인한 결함으로 

인한 자유에너지, V 는 석출물의 부피이며, A 는 석출물의 표면적이다.  용액의 경우 약 DGv 

가 DX 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DX 는 주어진 온도에서 과포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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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050 °C 에서 용체화처리 된 합금인 경우, 이차상 입자가 거의 용해되었고 더 많은 

Ni, Si 및 Co 용질이 Cu 기지내에 과포화 되었다. 즉, 높은 DX 은 석출처리 중 석출의 

구동력은 950 °C 에서 용체화처리 된 것보다 높았으며, 이는 Figure 2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세 (Ni0.5 Co0.5)2Si 의 석출물을 촉진하였다. 석출경화 합금이 용체화처리 온도에서 급냉 

될 때 과도한 공공이 형성된다 [77,79]. 이러한 공공은 확산 속도를 증대하거나 부정합 

변형 에너지를 완화함으로써 석출물의 핵생성을 증가시킨다 [80]. 더욱이, 공공은 

클러스터로 함께 끌려가는 경향이 있으며, 식에서 DGd 와 같이 자유 에너지 기여도를 가진 

불균일 핵생성을 제공 할 것이다 [81]. 이러한 과잉 공공의 영향을 감안하면 1,050 ℃ 에서 

용체화처리와 석출처리 과정에서 (Ni,Co)2Si 석출물의 밀도가 증대함을 알 수 있다 (Figure 

29). 공공의 평형 농도는 온도에 따라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82], 합금이 

고온에서 용체화처리 될 때 높은 공공 농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Figure 34 는 Co 의 

화학적 포텐셜에 따른 Cu (110)/석출물, 이차상/석출물의 계면에너지를 보여준다. Figure 

34 (a)와 같이 석출물의 (001) 및 (100) 면은 Ni (또는 Co)-ter. 및 Si-ter. 을 모두 가진다. 

따라서 ((Ni0.5,Co0.5)2Si 에 대해 Ni (또는 Co)-ter. 및 Si-ter. 면을 사용하였다. 

(Ni0.5,Co0.5)2Si 의 (010) 면의 경우에는 (010) 면에 Ni (또는 Co)와 Si 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ter. 이 없다. Figure 34 (b) 와 같이 Cu (110)/석출물에서는 (010) 에서 Co 화학 

포텐셜에 따른 가장 낮은 계면에너지를 나타내었으며, 이차상/석출물에서는 (010)/(010) 

에서 가장 낮은 계면에너지를 나타내었다. 점선은 불안정한 계면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Cu (110)/석출물에서는 (001) Si-ter. 

이차상/석출물에서의 (001) Ni-ter./(001) Ni-ter. 이 형성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실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Figure 34 (c)의 이차상/석출물의  (010)/(010)에 

주목해야 하며 Cu (110)/석출물의 (100) Si-ter.에 대비 낮은 계면에너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 된 계면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여 용해되지 않은 이차상이 석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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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미세한 (Ni,Co)2Si 의 석출물 형성을 제한했다고 가정 할 수 있다. 계면에너지가 

핵생성을 위한 활성화에너지 장벽을 생성했기 때문에 [77], 이미 존재하는 용해되지 않은 

입자의 성장은 석출처리 동안 새로운 석출물의 핵생성 보다 더 우선적으로 입자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a) 

 

  (b)                                      (c) 

  

Figure 34. Cu(110)/석출물과 이차상/석출물의 계면에너지 (a) 계면 모델 개략도, (b) 

Cu(110)/석출물 계면에너지 (c) 이차상/석출물의 계면에너지 

더욱이, 기존의 입자의 성장은 Gibbs-Thomson 효과에 의해 가속화 될 것이다 [83]. 곡률 

반경이 감소함에 따라 입자에 인접한 Cu 기지내의 용질 농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Cu 

기지에 농도 구배가 있어 용질이 가장 작은 입자에서 가장 큰 입자 방향으로 확산되어 큰 

입자가 성장하는 동안 미세 석출물들은 줄어들고 사라진다. 결과적으로 950 °C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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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화처리 한 합금의 석출물은 1,050 °C 에서 용체화처리 된 합금에 비해 더 석출물의 

밀도는 낮아질 것이다 (Figure 29). 

5.4 Cu-Ni-Si-Co 합금의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특성에 미치는 영향 

미세한 Rod 형태의 석출물은 구형 형태의 석출물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의 석출물 

밀도로 인해 Cu-1.3Ni-0.6Si-1.0Co 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세한 석출물이 석출 경화 합금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다 [84,85]. 미세 석출물을 포함하는 Cu-Ni-Si-Co 합금의 경도와 강도는 

Orowan 메커니즘에 의해 제어되며, 여기서 Orowan 응력은 석출물 간 간격 λ 에 

반비례한다 [86]. λ 값은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석출물의 부피 분율 ( ) 및 평균 크기 

( )와 관련 될 수 있다. [87] 

λ = 12  32 

950 °C 에서 용체화처리 된 경우, 이차상의 불완전한 용해로 인해 Cu 기지내의 용질 양이 

제한되어 부피분율이 감소했다 (Figure 24). 석출처리 후 미세한 Rod 형태의 석출물. 

따라서 식에 따라   가 감소하면 λ 가 증가하기 때문에 낮은 용체화처리 온도에서 

Orowan 루프 메커니즘의 강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용체화처리 온도가 1,050 ℃ 로 

증가하면 이차상 입자가 완전히 고용되고 (Figure 24 (b)) Cu 기지내에 더 많은 용질이 

과포화 되었다. 과포화 고용체는 석출 처리 후 미세한 Rod 형택 석출물의 부피분율과 

석출물 밀도를 증가시켰다 (Figure 29). 더욱이 석출물의 평균 크기는 950 ℃에서 용체화 

처리 후 석출처리 된 샘플에 비해 더 미세했다. 결과적으로 높은   와 낮은  는 

Orowan 강화를 추진시킨다. 용체화처리 온도를 950 °C 에서 1,050 °C 로 증가시키면 

Figure 23 (a) 와 같이 약 30Hv 의 경도 증가를 얻을 수 있다. Matthiessen 의 규칙에 

따르면 금속의 전기 저항률 (rt)은 다음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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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여기서  ,  ,   및  는 각각 phonons, 전위, 계면 및 용질 원자에서 발생하는 

저항률이다. phonons 산란 (  ) 의 영향은 전기전도도가 동일한 온도에서 측정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합금이 동일한 압연공정으로 제조 

되었으므로  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 계면 산란 (  )은 석출물과 기지 계면에 의해 

유발되었지만 그 영향은 solution scattering 에 비해 미미하다 [89]. solution scattering 

(  ) 는 석출경화형 합금의 전기전도도 측면에서 주요 인자이며, 이는 용질 원자의 양에 

크게 의존한다 [90]. 석출처리 전 용체화처리 및 냉간압연 상태에서 1,050 °C 에서 

용체화처리한 합금의 전기전도도는 950 °C 에서 용체화처리 된 것보다 약간 낮았다 (Figure 

21 (b)). 두 합금의 전기전도도는 석출처리 시작될 때 급격히 증가하여 모든 석출 시간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1,050 °C 에서 용체화처리 된 합금에서 석출이 

가속화되어 Cu 기지내에서 용질 원자의 양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켰기 때문이다. 용해되지 

않은 이차상 입자를 포함한 석출물의 총량은 고정된 조성에서 열역학적으로 동일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온도에서 용체화처리 된 두 합금의 전기전도도는 석출처리 후 거의 

동일하였다. 요약하면, 용체화처리 온도를 950 ℃ 에서 1,050 °C 로 증대함으로 (Ni,Co)2Si 

석출물의 밀도가 높고 미세한 분산되었으며 용해되지 않은 이차상이 없어 결과적으로 

우수한 경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Cu-1.3Ni-0.6Si-1.0Co 합금에서 전기전도도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최대의 경도를 얻을 수 있었다. 

5.5 물성 비교  

Table 14 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Cu-Ni-Si 계열 합금과 본 연구에서 Cu-Ni-Si-Co 의 

특성을 비교 한 것이다 [91]. 일반적으로 Cu-Ni-Si 계열 합금은 우수한 인장강도, 경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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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Ni, Si 합금 원소의 양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Ni, Si 합금 

원소의 양을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를 감소시킨다. 

합금 종류 
화학성분 
 (wt%) 

경도 
(Hv) 

전기전도도 
(%IACS) 

인장강도 
(MPa) 

항복강도 
(MPa) 

C7025 
Cu-3.0Ni-

0.65Si-0.15Mg 
215 45 724 698 

NKC164 
Cu-1.6Ni-0.4Si-

0.4Zn-0.5Sn 
200 43 664 612 

NKC286 
Cu-2.8Ni-0.6Si-

0.4Zn-0.5Zn 
245 41 821 792 

NKC388 
Cu-3.8Ni-0.8Si-
0.05Mg-0.15Mn 

280 34 932 892 

Cu-Ni-Si Cu-1.3Ni-0.3Si 152 59 524 497 
Cu-Ni-Si-Co 

용체화처리  
(950 ℃ x 30 초) 

Cu-1.3Ni-0.6Si-
1.0Co 

220 51 758 721 

Cu-Ni-Si-Co 
용체화처리 

(1050 ℃ x 30 초) 

Cu-1.3Ni-0.6Si-
1.0Co 

251 51 842 813 

Table 14.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Cu-Ni-Si 합금의 화확 조성과 특성 [91] 

Table 14 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화된 합금은 Cu-1.3Ni-0.3Si 합금에 비해 훨씬 높은 

경도, 인장강도, 항복강도를 보이지만 전기전도도는 상당히 저하된다. 이 점에서 Cu-

1.3Ni-0.6Si-1.0Co 합금은 전기전도도의 큰 손실없이 상용화된 합금에 필적하는 높은 

경도, 인장강도, 항복강도를 가지고 있다. 합금 원소의 양은 상당히 증가했지만 Co 의 

첨가와 용체화처리 온도 증대를 통하여 석출처리 과정에서 (Ni,Co)2Si의 석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여 Cu 기지내에 용질 원자를 제거하여 전기전도도에 감소를 최소화 시켰다. 이 

결과는 자동차용 커넥터 부품에 있어 Corson 계 합금을 대체하는 차세대 커넥터 합금 

(Cu-Ni-Si-Co) 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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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Cu-Ni-Si 합금에 있어서 Co 첨가와 용체화처리 온도에 따른 석출거동과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u-Ni-Si 합금에 Co 를 첨가하면 미세한 Rod 형태의 (Ni,Co)2Si 석출물이 형성되고 

석출물의 밀도가 증가하였다. Cu-1.3Ni-0.6Si-1.0Co 합금에서는 (Ni,Co)2Si 의 석출물의 

밀도는 9.0 × 1010 cm-2 이며, Cu-1.3Ni-0.3Si 합금에서는 Ni2Si 의 석출물의 밀도는 2.4 × 

1010 cm-2 이였다. 

2. Ab-initio 계산 결과 Cu-Ni-Si 합금에서 Co 의 미량 첨가는 Cu 기지와 석출물 사이의 

계면에너지를 감소시켰다. 낮은 계면에너지는 석출처리에서 활성화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Ni,Co)2Si 의 석출물의 형성을 촉진시키 석출물 밀도를 증가시켰다. 

3. Cu-Ni-Si 합금에 Co 첨가에 의해 석출 처리를 촉진시켜, Cu-1.3Ni-0.6Si-1.0Co 합금은 

전기전도도의 많은 손실 없이 우수한 경도를 가졌다. 석출 처리 후 최대 경도와 

전기전도도는 각각 220 Hv 와 51 %IACS 이였다. 하지만 Cu-1.3Ni-0.3Si 합금의 경우에는 

최대 경도와 전기전도도는 각각 152 Hv 와 59 %IACS 이였다. 

4. 용체화처리 온도가 950 ℃ 에서 1,050 ℃ 로 증대하면 석출처리 후 Rod 형태의 5 ~ 20 

nm 크기의 (Ni,Co)2Si 석출물이 더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산되었다. 석출처리 후 석출물의 

밀도는 1,050 °C 의 용체화처리 온도에서 12.3 x 1010cm-2 이였으며, 950 °C 의 경우에는 9.0 

x 1010 cm-2 이였다. 

5. Cu-Ni-Si-Co 합금에 있어서 1,050 ℃ 에서 용체화처리 시 100 ~ 200 nm 크기의 

이차상은 거의 고용되어 Cu 기지 내에 용질이 증가하여 석출처리 과정에서 석출의 

구동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용체화처리 온도 증가로 인한 과잉 공공은 석출을 위한 

효과적인 핵생성을 자리를 제공하였다. 계면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950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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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화처리된 합금에서 용해되지 않은 이차상은 석출처리 동안 미세 석출물 형성을 

억제하고 이차상의 석출물을 조대화 시켰다. 

6. 미세한 (Ni,Co)2Si 의 석출물 촉진으로 1,050 ℃ 에서 용체화처리 한 Cu-Ni-Si-

Co 합금은 전기전도도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경도를 증가시켰다. 1050 °C에서 용체화처리 된 

합금의 경우 석출처리 후 최대 경도와 전기전도도는 각각 251 Hv 와 51 %IACS 이였다. 

하지만 950 °C 에서 용체화 처리 된 합금의 경우 석출처리 후 최대 물성은 220 Hv 와 

51 %IACS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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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문 요약 

With the change from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to a future automobile, excellent 

hardness, electrical conductivity, heat resistance, and bending workability are 

required due to the lightness, high integration of automotive connector parts. Among 

the precipitation hardening type alloys, Corson alloys are representative of high-

functional alloys having medium strength and electrical conductivity. This is a 

precipitation hardening type alloy that simultaneously increases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through solid solution treatment, final rolling, and precipitation 

treatment. Currently, most of the copper alloys for automobile connectors are high-

functional copper alloys of the Corson series. Due to the miniaturization and high 

integration of automotive connector, copper alloys for connectors with increased 

strength and electrical conductivity are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various studies in which Co is added to simultaneously increase the strength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Cu-Ni-Si alloy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re are 

no reports ye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 on the Cu-Ni-Si system in the peak of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in the optimization of the stoichiometric ratio 

and precipitation treatment in the Cu-Ni-Si-Co alloys. In addition, there has been no 

report on the analysis of surface energy and interfacial energy at the interface of Cu 

matrix and precipitate of Cu-Ni-Si-Co alloy using Ab-initio. For Cu-Ni-Si-Co alloys,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the change of the properties of the 

precipitation behavior and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and time of precipitation treatment. But studies on the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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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behavior,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according to 

temperature of solid solution treatment before precipitation treatment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Co addition of Cu-Ni-Si alloy on the precipitation behavior 

and properties under the optimal stoichiometric ratio and optimal precipitation 

treatment conditions was studied. Samples were prepared by solid solution treatment, 

cold rolling, and precipitation treatment of Cu-1.3Ni-0.3Si and Cu-1.3Ni-0.6Si-1.0Co 

alloys. The addition of Co promoted the formation of fine rod-shaped (Ni,Co)2Si 

precipitates by replacing Ni with Co in Ni2Si. Ab- initio calculations demonstrated that 

the small addition of Co considerably reduced the interface energy between Cu matrix 

and (Ni,Co)2Si, which effectively decreased the activation energy for precipitation. As 

a result, the precipitation of (Ni,Co)2Si was accelerated during the aging process and 

the number density of the precipitates increased up to 9.0 × 1010 cm-2. The nano-scale 

(Ni,Co)2Si precipitates with an average size of 5 ~ 20 nm strengthened the alloy 

properly through Orowan mechanism without much loss of electrical conductivity. 

The maximum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were 220 Hv and 51% IACS, 

respectively, for the Cu-1.3Ni-0.6Si-1.0Co alloy aged for 4 hrs at 420 °C. However, the 

precipitates of 100 ~ 200 nm in the Cu-Ni-Si-Co alloy system do not play a major role 

in improving the hardness, so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precipitates. The effects 

of solid solution treatment temperature on precipitation behavior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Cu-1.3Ni-0.6Si-1.0Co alloy (in weight %) were investigated. The 

alloys were prepared by solution treatment at different temperatures of 950 and 1,050 

°C, followed by combined cold-rolling and aging processes. The increase in the solid 

solution treatment temperature led to the complete dissolution of the second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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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s, thereby enriching the Ni, Si, and Co solutes in the Cu matrix. Such enhanced 

supersaturation increased the driving force for precipitation during aging and 

increased the number density of the fine (Ni,Co)2Si precipitates up to 12.3 × 1010 cm-2. 

In view of the interfacial energy, in contrast, the undissolved second phase particles 

in the alloy solution-treated at 950 °C restricted the precipitation during aging and 

coarsened the precipitates. Based on the promoted precipitation of the nano-scale 

(Ni,Co)2Si, the alloy solution-treated at 1,050 °C was strengthened properly through 

the Orowan mechanism without loss of electrical conductivity. Its maximum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were 251 Hv and 51 %IACS, respectively, while those were 

220 Hv and 51 %IACS for the alloy solution-treated at 950 °C. This is expected to 

replace Cu-Ni-Si alloy as a next-generation copper alloy with excellent strength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automotive connector par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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