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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Cu-4Ti 합금을 상으로 0.4 wt% Ni, 0.8 wt% Ni 를 첨가함에 따른 석출 

거동 변화와 이에 따른 기계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 변화에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rmal Cal.를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Cu-4Ti, Cu-4Ti-0.4Ni, Cu-4Ti-0.8N 합금을 

850 ℃에서 45 S 동안 용체화 처리를 진행하였다.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의 용체화 처리 후 경도는 각각 137 Hv, 157 Hv, 164 Hv 이며 E.C 는 각각 3.8 %IACS, 

3.7 %IACS. 6.3 %IACS 이다. 입자 크기는 Ni 첨가에 따라 37 μm, 17 μm, 7μm 로 미세화 

되었다. 용체화 처리 중 Cu 모재 안으로 Ti, Ni 이 고용이 일어나며 과포화 고용체가 

형성되며, 경도와 전기전도도는 떨어지며 Ni 원소 첨가에 따라 용체화 처리 후에 입자 

성장을 억제하였다. 미세조직 확인 결과 Cu-4Ti, Cu-4Ti-0.4Ni 합금은 850 ℃에 45 s 동안 

과포화 고용체를 형성했지만 Cu-4Ti-0.8Ni 합금은 용체화 처리 전 주조와 열간압연에서 

형성된 정출물이 용체화 처리 과정에서 재고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정출물이 잔존하였다.  

과포화 고용체를 형성한 후 최종 33 % 압하율로 최종 압연을 실시하였다. 압연 후 Cu-

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의 경도는 225 Hv, 238 Hv, 245 Hv로 증가하였으며 

전기전도도 4.5 %IACS, 4.6 %IACS, 6.5 %IACS로 미량 증가하였다. 최종 압연 후 석출 

처리는 300 ℃ 에서 3 hr, 24 hr, 400 ℃에서 3 hr, 24 hr 실시하였다. 석출 처리 결과 Cu-

4Ti 합금의 Ni 첨가로 경도와 전기전도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300 ℃에서 석출처리 보다 

400 ℃에서 석출 처리할 경우 경도와 전기전도도가 증가하였다. SEM 확인결과 Cu-4Ti 

비 Cu-4Ti-0.4Ni, Cu-4Ti-0.8Ni에서 석출물의 분포도 높았으며 특히 Cu-4Ti-0.8Ni 

합금에서 판상 형상의 정출물이 형성하였다. 400 ℃에서 24 hr 석출 처리 후에 연속 

석출물이 입자로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Cu-4Ti-0.8Ni 합금의 경우에는 판상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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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물 형성으로 인한 굽힘 가공 시 균열이 발생하였다. Cu-4Ti 합금과 Cu-4Ti-0.4Ni 

합금의 최  물성 구간에서 석출물 형상, 석출물 구조, 석출물 밀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TEM 분석을 실시하였다. TEM 분석을 실시한 결과 Cu-4Ti 합금의 석출물 크기는 87 nm, 

석출물 밀도는 1.6 x 108 개/cm2, β-Cu4Ti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Cu-4Ti-0.4Ni 합금의 

석출물 크기는 130nm, 3.8 x 108개/cm2, β-(Cu,Ni)4Ti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Cu-4Ti-0.4Ni 합금은 400 ℃에 5 hr에서 경도는 330 Hv, 전기전도도는 11.2 %IACS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Cu-Ti 합금에 Ni 첨가에 따른 용체화 처리 시 입자 미세화 및 

석출물 구동력을 증 시켜 경도와 전기전도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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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 동합금은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진 합금으로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 분야에서는 

황동 및 인청동이 부분 소재에 적용되고 있으며 고기능성 동합금은 고특성을 요구하는 

소재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1]. 황동은 Cu-Zn [2-4] 합금으로 강도는 350~600 

MPa, 전기전도도는 30 %IACS 수준이며 형단자 및 저온 영역(80 ℃)에서 사용되며 적

용 부품은 일반 단자류, 자동차 내장용, 실내용 열교환기, 전자부품이다. 인청동은 Cu-

Sn-P [5-7] 합금으로 강도는 480~730 MPa, 전기전도도는 10~30 %IACS으로 형, 중형 

단자부품으로 사용 환경은 중저온 영역인 80~120 ℃이며 일반 단자류, 정보통신기기에 

적용되고 있다. 고기능성 동합금으로는 Cu-Ni-Si [8-11]계, Cu-Ni-Co-Si [12-14] 계는 

600~800 MPa, 40~55 %IACS의 강도와 전도도가 균형이 좋은 합금이며 고온영역 (120 ℃)

에서 사용가능하여 자동차 엔진룸 단자용이나 정보 통신 기기 단자용으로 적용되고 있다

[15-16]. 현재 자동차 및 전기 전자 산업의 소형화, 직접화에 따른 동 및 동합금에서 고

기능성 동합금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17]. 또한 1GPa에 달하는 고강도 동합금으로는 

Cu-Be, Cu-Ti 합금이 있으며 Cu-Be 합금의 경우에 주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Be 유해 성분

으로 인한 환경 규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 [18-21].  

본 연구에서는 Cu-Be 체가 가능한 Cu 합금 중에서 석출처리 합금인 Cu-Ti 합금을 연

구하였다. Cu-Ti합금은 1 GPa의 높은 강도를 가지지만 다른 고기능성 동합금과 비교하였

을 때 10~15 %IACS 정도의 낮은 전기전도도를 가진다. 이는 Ti가 순동의 전기비저항에 

불순물 기여도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22-23]. 또한 전기전도도를 증 하기 위하여 석출

시간이 길어지면 안정상인 β-Cu4Ti 변태가 일어나며 전기전도도 증 하는 효과는 있지만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24].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Ni 성분을 미량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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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용체화 처리 이후 과정에서 (Cu,Ni)Ti 합금의 미량 석출로 인하여 입자 미세화 형

성하였다. 이에 따라 석출 처리 입자는 미세화며 석출물 밀도는 높아지며 기존 Cu-Ti합

금 비 강도와 전기전도도가 동시에 향상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Cu-Ti-Ni 합금에서 용

체화 처리 변화에 따른 석출 처리 이후 경도, 전기전도도, 미세조직 변화, 석출물 구조에 

하여 고찰 해보았다. TEM을 활용하여 미세조직 및 석출물 구조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미량의 Ni 첨가에 따른 통한 Cu-Be을 체할 수 있는 Cu-Ti-Ni 합금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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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금속 강화 기구 

금속 강화 기구의 종류는 고용 강화, 석출 강화, 분산 강화, 가공 경화가 있다. 

강화기구들은 금속 내 전위의 이동을 막아 소재의 소성 변형을 최 한 억제시키고 그 

결과 금속의 강도가 올라간다. 고용강화는 금속 내 원소를 치환 또는 침입형으로 

고용시켜 주변에 응력장을 형성하여 전위의 이동을 막아준다.  

석출 강화는 용체화 처리를 통하여 금속내 과포화된 고용체를 급냉시킨 후 석출 처리 

과정에서 제 2 상의 균일하게 분산시켜 전위의 이동을 방해한다. 분산 강화는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 2 상을 분산시켜 전위가 이동하는 것을 억제한다. 가공경화는 압연과 

같은 소성 변형을 일으켜 내부에 전위 밀도를 증가시켜 전위의 이동을 막는다.  

 

 

Figure 1.  금속  강화기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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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석출 강화 

Figure 2. 와 같이 고온에서 Cu 모재안에 제 2성분을 다량으로 고용하여 과포화 고용체

를 형성한 다음에 저온에서 석출처리를 통하여 제 2상으로 석출 처리를 시켜 강도와 전

기전도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25]. 이는 일반적인 강화기구를 통해 Cu 합금의 강도

는 증가 시킬수 있으나, 전도성을 감소한다. 이에 따라 석출 경화형 합금인 Cu-Fe-P, Cu-

Ni-Si, Cu-Be, Cu-Ti 합금은 자동차 및 전기전장의 커넥터, 리드프레임등의 소재로 널리 

Figure 1.  석출  강화  기구   

Figure 3. Orowan ‐ ashby 이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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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이는  Figure 3 Orowan의  석출  강화  기구를  도식화  한  것이다.  석출된  제  2

상은  Figure  2.  와  같이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여  강도를  향상시킨다.  Orowan‐Ashby  이론식

은  다음과  같다. 

Δσ=0.13Gb/λlnr/b 

Δσ 증가된 항복 강도, λ 입자 간 거리, r 입자 반경, b 입자의 폭이다. 제 2상은 고정과정

에서 여러 가지 인자에 영향을 받으며, 첨가 원소와 최종압연, 석출처리의 영향을 받는다. 

동합금 판재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강화기구 즉 석출경화나 분산강화 등 제 2상의 강

화기구만을 이용하여 강화시키지 않는다. 특히 판재의 경우 최종 압연율에 의해 경도를 

판단하는데 Table 1. 과 같은 표적인 판재 질별 분류가 있다. 판상형태의 동합금은 가

공경화와 석출경화를 동시에 실시하여 최종의 기계적 특성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효 및 어닐링 처리 시 가공경화와 석출경화는 기계적 강도의 

상승에 있어서 반 의 경향을 보인다. 어닐링 시 가공경화는 온도 및 시간의 증가에 따

라 기계적 특성이 감소하고 석출경화의 경우 그 반 의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판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공정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며 이것은 사업화 및 양산화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Table 1.  냉간  압화율에  따른  판재  질별  분류   



6 

 

2.3. 동합금의 불순물 첨가에 따른 전기적 상관 관계 

 동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합금에  첨가원소를  첨가한다.  첨가원소는 

구리  기내  고용되어  그  주변에  응력장이  형성되고,  외부  하중을  받을시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여  강도를  향상한다.  하지만  구리  기지내  고용  되어  있어  자유  전자들의  이동을 

방해하여  전도성을  감소시킨다. 

Figure  4.  는  첨가된  원소별에  따른  Cu의  전도성을  나타낸  것이다.  강도와  전기전도도는 

첨가  원소인  Ag, Co, Cr, Al, Zr, Fe, P, Nb, Ni, Si, Ti  등과  합금화  과정에서  제  2상의  강도,  구조, 

모양,  크기,  분포,  기지와  방위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Cu  합금화를  위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석출  경화형  합금인  경우  제  2상의  분포도  및  크기에  따른 

강도  및  전기전도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  2상의  제어가  필요하다  [14‐16]. 

 

Figure 4. Cu 합금의  원소별  전기  저항에  미치는  영향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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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기능성 동합금 개발 Road Map 

일반적으로 고기능성 동합금은 전기전도도와 인장강도에 따라서 고전도도합금, 강도와 

전기전도도 Balanced 합금, 고강도 합금으로 나누어 진다. Figure 5.와 같이 전기전도도와 

인장강도는 반비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전도도 합금은 Cu-Fe-P, Cu-Cr 계 합금, 

강도와 전기전도도 Balanced 합금으로는 Cu-Ni-Si 계 합금, Cu-Ni-Si-Co 계 합금, 고강도 

합금으로는 Cu-Be, Cu-Ti 합금이 있다. 고전도도 합금은 인장강도 500 ~ 600 MPa, 

전기전도도 75 ~ 85 %IACS, 강도와 전기전도도 Balanced 합금은 경우 인장강도 600 ~ 

80MPa, 전기전도도 40 ~ 60 %IACS, 고강도 동합금 경우 인장강도 800 ~ 1200 MPa, 

전기전도도 10 ~ 30 %IACS 이다. 현재 고강도와 고전기전도도를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합금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Figure 5.  고기능성  동합금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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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성별 동합금 Group 

고강도 동합금과 같은 Cu-Be, Cu-Ti 합금은 석출경화형 합금으로 고강도, 고탄성강도, 내

응력 이완 특성이 우수하여 소형 단자, 릴레이 단자에 적용된다. 고전도도 동합금은 Cu-

Fe-P계 합금은 고전기전도도 석출경화형 합금으로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Multi gage, 내

열성이 뛰어난 Cu-Cr 계 합금은 전기자동차 전류 소재로 활용된다. 강도와 전기전도도 

Balanced 합금인 경우에는 Cu-Ni-Si계 합금과 Cu-Ni-Si-Co계 합금이 있으며 적절한 강도 

전기전도도와 내열성이 우수하여 자동차용 커넥터 소재에 적용되고 있다. 전기·전자부품

이 적용되는 통신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항공기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는 기기

에는 그 특성에 맞도록 많은 부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기기에는 시스템의 구동 및 

기능 작동을 위하여, 전선이나 유니트를 서로 연결하는 매체로써 커넥터가 사용된다. 특

히, 자동차 산업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 기능의 다양화에 따라 요구되는 회로구성은 복잡

하고 그에 따른 커넥터의 적용은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또한 

자동차 부품은 기능다양화에 따라 전기 회로구성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경량화를 요구하고 있어 커넥터의 경우도 소형화, 고집적화를 구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커넥터를 구성하는 동합금의 특성 또한 고강도 및 고탄성 특성을 나타내며 동시에 자동

차가 가지는 진동, 열, 충격 등 가혹한 환경에 잘 견디는 고기능성 동합금이 요구되고 있

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커넥터는 사용부위에 따라 비방수형과 방수형, 그리고 PCB 형으

로 구분된다. 비방수형은 자동차의 실내인 카페트 바닥과 IP(Instrument Panel)부위에, 방

수형은 물이 직접 닿을 수 있는 엔진룸 등의 노출부위에 사용되며, PCB(Printed Circuit 

Board)형은 ETACS(Electronic Time & Alarm Control System)나 ECU(Electronic Control Unit) 

부위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커넥터들은 PCB 형을 제외하고는 전선에서 전선을 직접 

연결하고 있어서 Wire to Wire 커넥터라고 한다. 이러한 커넥터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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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부위인 터미널과 터미널을 감싸고 있는 절연부인 하우징, 그리고 터미널과 연결되

어 전류를 통전 시키는 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하학적 형상은 Figure 6같다. 

 

Wire-to-Wire 커넥터는 허용 전류 수용이 가능한 크기로 구분되며 그 구분은 탭 터미널

(tap terminal)의 폭 치수를 인치로 하여 표시 한다. Figure 7. 은 탭 터미널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제품의 명칭은 터미널 핀(pin) 부위의 폭(w)에 의하여 결정된다. 

(a) Tap terminal 

(b) 090 Series tap terminal 

Figure 6. Wire‐ to Wire  커넥터  구성 

Figure 7. Wire‐ to Wire Male  터미널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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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에 제품명의 분류를 나타내었다. 폭에 의하여 0.025, 0.050, 0.070, 0.090, 0.250 인

치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명칭은 025, 050, 070, 090, 250 커넥터 series 로 각각 불려

진다. 커넥터가 소형화 될수록 인치 수가 작아지며 020 series까지 발전되고 있다. 

 

Table 2.  자동차  커넥터용  Wire‐to‐Wire male terminal 의  품명  및  규격 

 

Table 3. 에 실제 적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커넥터를 나타내었다. 현재 부분의 커넥터 

소재에 적용되는 동합금은 동(Cu)에 아연(Zinc)을 첨가하여 강도를 향상시킨 황동, 동(Cu)

에 주석(Sn)을 첨가하여 스프링성을 향상시킨 인청동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내열성을 요구하는 고기능성 동합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합금은 

용도에 따라 주석(Sn) 도금이나 금(Au), 은(Ag)도금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처리하여 부

식 등에 의한 전기전달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다. Table 3. 에서 인청동(Bronze)

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동합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는 소재이다. 

 

     

구분 품 명 Size (w×t) mm Size (w×t) inch 

1 025 Series 0.64 × 0.64 0.025 × 0.025 

2 050 Series 1.3 × 0.64 0.050 × 0.025 

3 070 Series 1.8 × 0.64 0.070 × 0.025 

4 090 Series 2.3 × 0.64 0.090 × 0.025 

5 250 Series 6.3 × 0.64 0.250 ×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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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커넥터  형태와  사용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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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u- Be 합금 

Cu-Be 합금은 동합금 중에 석출 경화형 합금으로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며. 이 계의 

석출과정은 과포화 고용체 → G.P 존 → →γ＇중간상 →γ＇평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G.P.

존과 γ＇중간상은 모상에 정합해서 이들이 경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Cu-Be 주조 과

정에서 발생하는 중독성 물질로 인하여 환경 규제에 제한을 받으며 최근 Cu-Be의 고강

도 물성을 구현할수 잇는 Cu-Ti 합금에 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9-20]. 

 

 

 

 

 

 

Figure 8. Cu‐ Be  상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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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u- Ti 합금 

Cu-Ti 합금은 석출 경화형 합금으로 석출 처리 과정에서 Cu-Ti합금의 기계적 및 전기저

적 특성은 특히 석출 처리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효 동안 발생하는 β’- Cu4Ti 및 

β-Cu4Ti 석출물의 형태, 분포밀도, 입자크기에 따라 변화한다. 

β’- Cu4Ti 연속 석출물은 정방정 (tetragonal crystal, a=5.84 and c=3.62)이며 β- Cu4Ti인 불

연속 석출물은 사방정 (orthorhombic crystal, a=4.53, b=4.34 and c=12.93)의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β’- Cu4Ti은 Ni4Mo 또는 D1a 타입의 구조를 가지며, β- Cu4Ti은 Au4Zr 타

입의 구조를 가진다. 

 

불연속 석출물은 Figure 9. 와 같이 입계에서 생성된 석출물이 입계의 이동과 입계 

확산에 의해 라멜라(lamellar) 혹은 섬유상 (Fiber) 형태로 생성되는 불연속석출물이다 

[31-34].  

Figure 9. Cu-Ti 석출물 결정 구조 a) β’-Cu4Ti, b) β-Cu4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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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기기의 소형화, 고성능화로 고강도 및 굽힘성이 우수한 소재가 요구 되고 있으

며 기존 Cu-Be 동합금에서 Be의 유해성으로 인해 Cu-Ti 합금으로 빠르게 체 중에 있

다[19-21]. 적용 분야로서는 Spring finger contact, 돔스위치, 각종 커넥터, 휴 폰 라이트

닝 케이블, 카메로 오토포커스 모듈등이며 소재 요구 특성으로 약 1GPa 인장강도와 

10 %IACS 이상의 전기전도도가 요구되고 있다. Cu-Ti 합금의 경우에는 주조시 Ti의 산화 

문제로 인하여 진공용해 혹은 반진공 용해 주조가 필요하다.  

 

Figure 2‐2. Schematic diagram of a heat‐affected multipass weld[7] 

Figure 10. Cu-Ti 불연속 석출물 미세 조직 

Figure 11. Cu-Ti 합금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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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시험편 제조 공정  

3.1.1. 주조 

 주파 진공유도 용해로(VIM)를 이용하여 Cu-Ti 합금 시편을 제조하였다. 고순도 Cu 

(99.9%)와 고순도 Ti (99.9%)를 하였으며 제 3 원소인 Ni (99.9%)의 고순도를 이용하였다. 

Ar 가스 분위기에서 1kg 용해하여, 30 t x 70 W x 150 L 크기의 판상 몰드에 부어 

응고하였다. 시편의 제조는 Table 4. 같은 조성으로 합금 설계를 하였다. 

단위 : wt% 

Cu Ti Ni 

Bal. 4 0 

Bal. 4 0.4 

Bal. 4 0.8 

Table 4. Cu-Ti 합금의 화학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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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압연 공정  

제작된 시험편을 열처리로를 이용하여 950 ℃, 1.5 hr 열처리 후 30 t 에서 10 t까지 열

간 압연 하였다. 열간 압연 이후 시험편면에 형성된 산화물을 면삭기를 이용하여 0.5 

mm 제거한 이후 950 ℃, 1 hr 동안 균질화 처리를 통하여 표면의 CuTi 정물출을 재고용

시켰다. 이후 0.9 t에서 3.5 t까지 냉간 압연을 실시하였다. Cu-Ti합금의 경우는 냉간압하율 

70 % 이상 가공시 Side Crack 발생하여 2차 균질화 처리를 실시한 이후 2차 냉간 압연을 

3.5t에서 0.45t까지 2차 냉간 압연을 실시하였다. 용체화 열처리 조건은 850 ℃, 45 s동안 

실시하였다. 용체화 처리 이후 최종 냉간 압연을 실시하고 석출 처리를 실시하였다. 석출 

처리는 300 ℃, 400 ℃에서 5 hr, 24 hr 진행하였다. 

 

공정 조건 

Casting 30 t 

Hot rolling 10 t (980 ℃ x 1.5hr) 

Scraping 9 t 

Soaking 900 ℃ x 1 hr 

Figure 12. 진공 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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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Rolling 3.5t 

Soaking 900 ℃ x 1 hr 

Cold Rolling 0.45t 

Solid Solution 850 ℃ x 45 s 

Final Cold Rolling 0.3 t 

Precipitation 
300 ℃ x 5, 24 hr 

400 ℃ x 5, 24 hr 

Table 5. Cu-Ti 합금의 공정 순서 

 

3.2. 시험편 제조 공정  

3.2.1. 경도 시험   

비커스 경도계(Vickers Hardness Tester)를 이용하여 1kgf 하중으로 5회 측정하여 평균값

을 내어 사용하였다.  

3.2.2. 전기전도도 시험   

도전율 측정기(SIGMA TEST)를 이용하여 %IACS(International Annealed Copper Standard)

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3.2.3. 상분석   

XRD을 이용하여 Cu-4Ti합금의 Ni 첨가에 따른 용체화 처리, 냉간 압연, 석출 처리 이후 

상변화를 관찰하였으며 Cu-4Ti-0.4Ni 합금의 공정 변경에 따른 상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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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세조직 관찰  

3.3.1. 주사전자 현미경(FE-SEM/EDS)  

 Cu-4Ti-xNi (x= 0.4, 0.8 wt%) 합금의 용체화 처리, 최종압연, 석출 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또한 Cu-4Ti-0.4Ni 합금의 공정 변경에 따른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샘플은 콜드 마운팅(Cold mounting)을 하고 # 100 ~ 6000 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폴리싱을 실시한 이후 다이아몬드 슬러리 6μm 을 이용하여 면을 미려하게 

연마하였다. 에칭에는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약 5 초 동안 에칭을 실시하였다. 고분해능 

전계방출형 주사현미경(High resolution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공정별 미세조직 석출물 크기와 형상을 분석하였으며 EDX(Enegry Dispersive X-

ray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석출물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3.3.2. 투과 전자 현미경 

분석한 시편을 연마지를 이용하여 두께를 50 μm이하로 연마 후 3 mm disc punching을 

이용하여 3 mm disc 형태 제작 후 Dimpling과 ion milling을 통해 최종적으로 100 nm 이

하로 제작하였다. 투과전자 현미경 200 kv TEM(Jeol 2100F)을 이용하여 Cu-4Ti 및 Cu-4Ti-

0.4Ni 합금의 미세조직 석출물 크기, 형상, 결정 방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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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용체화 처리에 따른 물성, 미세조직, 상변화  

4.1.1. Thermal Cal. 시뮬레이션 

Cu-4Ti 합금과 같은 석출 경화형 동합금은 석출 처리 전 용체화 처리와 최종 압연에 

따라 경도와 전기전도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과포화 고용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석출 처리시 석출물 형성이 부족하여 강도가 떨이진다.  

본 논문에서 Cu-4Ti 합금의 Ni 합금의 첨가량에 따른 고용 온도를 Thermal Cal.을 이용

하여 시물레이션을 하였다. Figure 13과 같이 Cu-4Ti 합금에서 니켈이 0.4 wt%, 0.8 wt% 

첨가시 과포화 고용체 구간은 780 ~ 980 ℃ 영역이며 저온 영역에서는 Cu와 Cu4Ti 상이 

존재한다. Thermal Cal.을 바탕으로 용체화 처리온도는 850 ℃, 석출 처리 구간은 300 ℃, 

400 ℃로 설정하였다. 

 

Figure 13. Ni 성분에 따른 Cu-Ti 상변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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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계적 분석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 조성으로 주조, 균질화 처리, 열간 압연 이후 

용체화 처리는 850 ℃에서 45 s 처리 이후 경도, 전기전도도, 입자 크기를 측정하였다. 

경도는 Cu-4Ti에는 137 Hv, Cu-4Ti-0.4Ni에는 157 Hv, Cu-4Ti-0.8Ni에는 164 Hv로 Ni 성분

이 0.4 wt%, 0.8 wt% 미량 증 에 따른 경도는 증가하였다. 전기전도도는 Cu-4Ti에는 3.8  

% IACS, Cu-4Ti-0.4Ni에는 3.7 %AICS, Cu-4Ti-0.8Ni에는 6.3 %IACS로 Ni 성분이 0.4 wt%, 

0.8 wt% 증 함에 따라 미량 증 하였다. 입자 크기는 Ni이 첨가되지 않은 Cu-4Ti일 경

우에는 37μm 수준 이였으며 Ni을 Cu-4Ti 합금에 0.4wt% 첨가할 경우 17μm, 0.8 wt% 첨

가할 경우 7 μm 로 입자 미세화 효과가 있다. 

구분 Hv E.C  (%IACS) G/S (µm ) 

Cu-4Ti 137 3.8 37 

Cu-4Ti-0.4Ni 157 3.7 17 

Cu-4Ti-0.8Ni 164 6.3 7 

Table 6. Cu‐Ti  합금에  Ni 첨가에  따른  Hv, E.C, G/S 변화   

4.1.3. 미세 조직 

Cu-4Ti, Cu-4Ti-0.4Ni, Cu-4Ti-0.8Ni 조성의 합금의 850℃에서 45 s 에서 용체화 처리 이

후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Cu-4Ti 합금은 용체화 처리 이후 입자 크기는 37 μm이며 모

재에 부분적으로 CuTi 석출물을 형성하였다. Cu-4Ti-0.4Ni 조성의 합금일 경우에는 Cu-

4Ti 합금 비 100 ~ 200 nm 크기의 CuNiTi 석출믈 입자 경계 및 Cu 모재에 더 많이 분

산되었다. Cu-4Ti-0.8Ni 합금의 조성은 용체화 처리 이후 100 ~ 200 nm 크기의 CuNiTi 석

출물과 3~7 μm 크기의 정출물이 혼합하여 존재하였다. 정출물은 용체화 처리 전에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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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열간 압연 공정에서 형성된 정출물들이 용체화 처리에서 완전하게 고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잔존하였다. 

 

Figure 14. 850 ℃ x 40 s 용체화 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a) b) Cu-4Ti, c) d) Cu-4Ti-0.4Ni, e) f) Cu-4Ti-0.8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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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 조성의 석출물의 성분을 EDS 분석을 하였다. Cu-

4Ti 합금의 경우 석출물은 Cu는 79 wt%, Ti 20.1 wt% 존재하였으며, Cu-4Ti-0.4Ni 합금의 

나노 크기의 미세 석출물을 EDS 분석 결과 Cu 69 wt%, Ti 24.2 wt%, Ni 6.8 wt%로 CuNiTi

이 결합한 석출물이며, Cu-4Ti-0.8Ni 합금의 정출물을 EDS 분석 결과 Cu는 56 wt%, Ti는 

26.1 wt%, Ni는 16.9 wt%로 나노 크기의 미세 석출 비 Ni 성분이 높게 나타났다.  

 

 

 

 

 

 

Figure 15. 용체화 처리 후 미세조직 a) Cu-4Ti, b) Cu-4Ti-0.4Ni c) Cu-4Ti-0.8Ni 

d) SEM/ED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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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XRD 분석 

용체화 처리 이후 완전 고용체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XRD를 장비를 활용하

여 상을 분석하였다. Cu-4Ti, Cu-4Ti-0.4Ni 합금의 조성에서는 850 ℃ 도 45 s에서 용체화 

처리 이후 Cu-4Ti, Cu-4Ti-0.4Ni 합금의 조성에서는 XRD 분석 결과 Cu 상만 형성하였다. 

하지만 Cu-4Ti-0.8Ni 합금의 경우에는 용체화 처리 이후 Cu상과 미량의 β’-Cu4Ti 상이 형

성하였다. 

 

 

 

 

 

Figure 16. 용체화 처리 후 Cu-4Ti, Cu-4Ti-0.4Ni, Cu-4Ti-0.8Ni XRD 분석 결과 

(a), b) Cu (111) 결정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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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종 압연에 따른 기계적 특성, 상분석 

4.2.1. 기계적 특성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의 용체화 처리 이후 최종 압연시 압하율을 33%

로 하였다. 최종 압연 이후 경도는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 조성의 경도

는 각각 225 Hv, 239 Hv, 245 Hv 전기전도도는 4.5 %IACS, 4.6 %IACS, 6.5 %IACS로 나타났

다. 이는 가공 경화 과정에서 금속의 변형으로 인한 내부에 전위 밀도가 증가하여 경도

는 증가하고 전기전도도는 미량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Hv E.C (%IACS) 

Cu-4Ti 225 4.5 

Cu-4Ti-0.4Ni 239 4.6 

Cu-4Ti-0.8Ni 245 6.5 

Figure 17. 최종 압연 후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 XRD 

Table 7. 최종 압연 후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 Hv,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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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석출처리에 따른 특성, 굽힘 가공성, 상분석 

4.3.1. 경도와 전기 전도도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 조성의 최종 압연 처리 이후 석출처리는 300 ℃

와 400 ℃에서 5 hr, 24 hr 에서 각각 실시한 이후 경도 및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Cu-

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 조성의 300 ℃에서 5 hr 석출 처리 이후에는 경도는 

각각 272 Hv, 292 Hv, 308 Hv 전기전도도는 4.9 %IACS, 5.2 %IACS, 6.2 %IACS로 나타났다.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의 300℃에서 24 hr 석출 처리 이후에 경도는 308 

Hv, 325 Hv, 332 Hv 전기전도도는 6.6 %AICS, 6.2 %IACS, 7.8 %IACS로 증가하였다.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을 400℃에서 5 hr 석출 처리 이후에는 경도는 312Hv, 

326Hv, 339Hv 전기전도도는 10.5 %IACS, 11.2%IACS, 13.1 %IACS이며 400 ℃에서 24 h 석

출 처리 이후에는 254 Hv, 280 Hv, 285 Hv 전기전도도는 13.6 %IACS, 16.6 %IACS, 

16.7 %IACS로 나타났다. Cu-4Ti합금에 Ni의 미량 첨가에 따른 경도와 전기전도도는 증

하였으며 석출처리 조건은 300 ℃에서 석출 처리하는 것보다 400 ℃에서 석출처리에서 

경도와 전기전도도가 균형이 우수한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400 ℃ x 24 hr 에서

는 최  물성을 지나 과시효 영역으로 접어들면서 경도는 감소하며 전기전도도는 계속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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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건 Hv E.C 

Cu-4Ti 

300 ℃ x 5 hr 

272 4.9 

Cu-4Ti-0.4Ni 292 5.2 

Cu-4Ti-0.8Ni 301 6.2 

Cu-4Ti 

300 ℃ x 24 hr 

308 6.6 

Cu-4Ti-0.4Ni 325 6.2 

Cu-4Ti-0.8Ni 332 7.8 

Cu-4Ti 

400 ℃ x 5 hr 

312 10.5 

Cu-4Ti-0.4Ni 326 11.2 

Cu-4Ti-0.8Ni 330 13.1 

Cu-4Ti 

400 ℃ x 24 hr 

254 13.9 

Cu-4Ti-0.4Ni 280 16.6 

Cu-4Ti-0.8Ni 285 16.7 

Table 8. 석출 처리 조건에 따른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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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굽힘 가공성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의 굽힘가공성을 측정하였다. Table 8과 같이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을 400 ℃ x 5 hr 에서 석출 처리 후 G/W와 B/W

로 굽힘가공성을 측정한 결과 Cu-4Ti, Cu-4Ti-0.4Ni에서는 G/W, B/W 모두 주름이 형성되

었다. 하지만 Cu-4Ti-0.8Ni 합금에서는 G/W, B/W 모두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는 용체화 

과포화 고용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잔존하는 석출물들이 최종 석출 처리 과정에서 석출물 

성장이 일어나서 가공이 발생할 때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다. 

 

4.3.3. XRD 분석  

Cu-4Ti, Cu-4Ti-0.4Ni 합금의 경우 300 ℃ x 5 hr 석출처리 이후에 Cu상만 존재하며 

Cu-4Ti-0.8Ni 합금의 경우 300 ℃ x 5 hr 석출처리 이후에 Cu상과 미량의 β‘-Cu4Ti 상이 

형성하였다. Cu-4Ti, Cu-4Ti-0.4Ni 합금에서 석출처리 300 ℃ x 24 hr 이후에 Cu상만 존재

하며 Cu-4Ti-0.8Ni 상에서는 Cu상과 β’-Cu4Ti상이 형성하였다. 석출처리 후 최종압연에서 

강하게 형성된 (220)면은 감소하고 (111)면과 (200)면이 증 하였다. Cu-4Ti, Cu-4Ti-0.4Ni 

합금의 400 ℃에서 5 hr 석출 처리 이후에는 Cu상만 나타났으며 Cu-4Ti-0.8Ni 합금에서

구분 석출 처리  G/W B/W 

Cu-4Ti 

400 ℃ x 5 hr 

주름 주름 

Cu-4Ti-0.4Ni 주름 주름 

Cu-4Ti-0.8Ni Crack Crack 

Table 9. 석출 처리 조건에 따른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의 굽힘 가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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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u상, β’-Cu4Ti상 β-Cu4Ti상이 존재하였다. 석출처리를 400 ℃ x 24 hr 이후에 Cu-4Ti 

합금에서는 Cu상만 존재했으며 Cu-4Ti-0.4Ni 합금에서는 Cu상과 β-Cu4Ti 상이 존재하였

으며, Cu-4Ti-0.8Ni 합금에서는 Cu상, β’-Cu4Ti상 β-Cu4Ti이 존재하였다. 300 ℃에서 5 hr, 

24 hr 석출처리 과정에서는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 조성 중에서 Cu-4Ti-

0.8Ni 합금에서 Cu상과 β’-Cu4Ti상이 공존하였지만 400 ℃에서 5 hr, 24 hr 석출처리 과정

에서는 Cu-4Ti-0.8Ni 합금 400℃ x 5hr, 24hr 석출처리 조건에서 Cu상, β’Cu4Ti, β-Cu4Ti상

이 존재하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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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ure 18. 석출 처리에 따른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 XRD 

 a) 300 ℃ x 5 hr, b) 300 ℃ x 24 hr, c) 400 ℃ x 5 hr, d) 400℃ x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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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미세 조직  

Figure 19. 는 Cu-4Ti,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을 용체화 처리, 최종 압연 

후 300 ℃에서 5 hr, 24 hr 석출 처리를 하였다. Cu-4Ti 합금은 300 ℃에서 5 hr, 24 hr 

미세한 석출물이 부분적으로 형성하였다. Cu-4Ti-0.4Ti 합금은 300 ℃에서 5 hr, 24 hr에서 

Cu-4Ti 합금보다는 석출물이 많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Cu-4Ti-0.8Ni 합금은 Plate 형태의 

5 ~ 7 μm 크기의 석출물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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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은 Cu-4Ti, Cu-4Ti, Cu-4Ti-0.4Ni, Cu-4Ti-0.8Ni 합금을 400 ℃에서 5 hr, 24 hr 석

출 처리를 실시하였다. Cu-4Ti, Cu-4Ti-0.4, Cu-4Ti-0.8Ni 합금 모두 400 ℃ x 24 hr 석출 처

리 후에는 입계로부터 부터 연속 석출물이 형성되었다. 석출 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석출물의 분포도가 증가하며 석출물도 성장하였다.  

 

Figure 19. 석출 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a) Cu-4Ti, 300 ℃ x 5 h b) Cu-4Ti, 300 ℃ x 24 hr 

c) Cu-4Ti-0.4Ni, 300 ℃ x 5 hr d) Cu-4Ti-0.4Ni, 300 ℃ x 24 hr 

 e) Cu-4Ti-0.8Ni, 300 ℃ x 5 hr f) Cu-4Ti-0.8Ni, 300 ℃ x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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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미세조직 만으로는 Cu-4Ti합금의 Ni 첨가에 따른 석출 처리 후 석출물의 형태, 크

기, 결정구조, 석출물 밀도에 하여 분석이 불가하여 TEM 분석을 통하여 Cu-4Ti 합금에 

Ni 첨가시 석출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하여 고찰하였다. Figure 21. a)는 석출 처리 후 

Cu-4Ti 합금의 Cu matrix 내에 다양한 석출물을 관찰하였다. Figure 21. b) c)는 석출물의 

형상이며 약 200 nm 크기의 석출물이 형성하였다. SADP 분석 결과 β-Cu4Ti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Figure 20. 석출 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a) Cu-4Ti, 400 ℃ x 5 hr b) Cu-4Ti, 400 ℃ x 24 hr 

c) Cu-4Ti-0.4Ni, 400 ℃ x 5 h d) Cu-4Ti-0.4Ni, 400 ℃ x 24 hr 

e) Cu-4Ti-0.8Ni, 400 ℃ x 5 h f) Cu-4Ti-0.8Ni, 400 ℃ x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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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u-4Ti 합금 400 ℃ x 5 hr 석출처리 후 TEM image a) b) c) 석출물 BF (Bright 

Field) image d) 석출물 HRTEM, SA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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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는 Cu-4Ti 합금의 400℃ x 5 hr에서 석출 처리 후 TEM/EDS mapping을 측정 

하였다. 측정 결과 석출물은 Cu-Ti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2. Cu-4Ti 합금 400 ℃ x 5 hr 석출처리 후 TEM/EDS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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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은 Cu-4Ti-0.4Ni 합금을 400 ℃ x 5 hr 석출 처리 후 Cu 모재내에 다양한 

형태의 석출물이 관찰되었다. Figure 23 a)는 Cu-4Ti-0.4Ni 합금을 400 ℃ x 5 hr 석출물의 

형상, b) 는 석출물의 확  모습이며 c)는 SADP 를 통하여 석출물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e)는 TEM/EDS 를 통하여 석출물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Cu-4Ti-0.4Ni 합금의 400 ℃ x 5 hr 

석출 처리 후에 120nm 크기의 직사각형 석출물이 형성하였으며 석출상의 결정구조는 

β-(Cu, Ni)4Ti 이다.  

 

Figure 23. Cu-4Ti-0.4Ni 합금 400 ℃ x 5 hr 석출처리 후 TEM, 

BF (Bright Fiel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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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는 Cu-4Ti, Cu-4Ti-0.4Ni 합금의 400 ℃ x 5 hr 석출 처리 후 석출물의 평균 

크기와 석출물 면 밀도를 측정하였다. 기존 TEM 방식에서는 100nm 이상의 석출물의 

관찰되어 미세한 석출물의 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replica 방식을 이용하여 Cu 모재는 

화학적 에칭 방법으로 녹이고 순수한 석출물의 평균 크기와 석출물의 면밀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25. 는 a) b) 는 Cu-4Ti 합금의 석출 처리 후 석출물 평균 크기 및 

석출물 면밀도이다. Cu-4Ti 합금은 석출 처리 후 석출물 평균 크기는 93 ± 104 nm, 85 

±81 이며 석출물 면 밀도는 1.6 x 108 개/cm2, 2.1 x 108 개/cm2 이다.  

Table 10 c) d) 는 Cu-4Ti-0.4Ni 합금의 석출 처리 후 석출물 평균 크기 및 석출물 

면밀도이다. Cu-4Ti-0.4Ni 합금은 석출 처리 후 석출물 평균 크기는 119 ± 97nm, 152 

±134 이며 석출물 면 밀도는 4.4 x 108 개/cm2, 2.9 x 108 개/cm2 이다.  

Figure 24. Cu-4Ti-0.4Ni 합금 400 ℃ x 5 hr 석출처리 후 TEM image a) b) 석출물 BF 

(Bright Field) image, SADP c) 석출물 HRTEM d) TEM/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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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u-4Ti,a) Cu-4Ti,b) Cu-4Ti-0.4Ni, c) Cu-4Ti-0.4Ni, d) 

석출물 평균 크기 (nm) 93 ± 104 85 ± 81 119 ± 97 152 ± 134 

석출물 면밀도 (108 개 /cm2 ) 1.6 2.1 4.4 2.9 

 

Figure 25. Figure 25. 400 ℃ x 5 h 석출 처리 후 TEM image  

a) b) Cu-4Ti, c) d) Cu-4Ti-0.4Ni 

Table 10. 400 ℃ x 5 hr 석출 처리 후 Cu-4Ti, Cu-4Ti-0.4Ni 합금  

석출물 평균 크기 및 석출물 면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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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Cu-4Ti 합금의 Ni 첨가에 따른 석출 거동과 기계적 특성 변화에 하여 

연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용체화 처리에서 Cu-4Ti 합금에 Ni를 첨가하면 

경도와 전기전도도는 미량 증가하며 입자 크기는 미세화 된다. 과포화 고용체 형성 후 

냉각 과정에서 Ni이 입자 성장을 억제시켜 미세한 입자를 형성할 수 있으며 Cu-4Ti, Cu-

4Ti-0.4Ni의 경우는 과포화 고용체를 형성하였지만, Cu-4Ti-0.8Ni에서는 용체화 처리 전에 

형성된 정출물이 완전하게 재고용이 형성되지 못하고 용체화 처리 후 조 한 정출물을 

잔존하였다. 과포화 고용체 형성 후 전위 밀도를 증 하고 석출 거동을 증 하기 위하여 

최종 압연을 실시한 후 석출처리를 실시하였다. 석출 처리는 300, 400 ℃ 에서 5, 24 hr를 

실시하였다. 석출처리 결과 300 ℃ 보다 400 ℃에서 석출 처리 후에 높은 경도와 전기전

도도를 나타났다. 또한 Cu-4Ti 합금의 Ni 원소를 첨가함에 따라 경도와 전기전도도 동시 

증가하였다. SEM과 TEM을 통한 미세조직을 확인 결과 Cu-4Ti 합금에 Ni을 첨가함에 따

라 Ni 원자들이 Cu에 치환이 되며 β-(Ti,Ni)4Ti의 석출물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최  물성

에서 석출물 Cu-4Ti, Cu-4Ti-0.4Ni 석출물을 비교한 결과 Cu-4Ti-0.4Ni 합금에서 석출물 

밀도가 증가하였다. Cu-4Ti 합금에 Ni 원소를 첨가함으로 용체화 처리 과정에서 Ni 원소

가 입자 성정을 억제하며 석출 처리 시 석출 구동력을 증 하여 경도와 전기전도도가 동

시에 증 하였다. 하지만 Cu-4Ti-0.8Ni 합금의 경우 최  경도 물성에서 굽힘가공시 균열

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잔존하는 정출물들에서 가공시 응력이 집중되어 균일이 발생하였

다. Cu-4Ti 합금에 Ni 원소 첨가와 용체화 처리와 석출 처리 조건을 통하여 경도, 전기전

도도, 굽힘가공성이 균형이 우수한 합금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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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요약 

In this study, the change of precipit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content of 0.4 wt% Ni and 

0.8 wt% Ni in Cu-4Ti alloy and its effect on the property change was studied. As 0.4wt% and 

0.8wt% Ni were added to the Cu-4Ti alloy during the solution treatment at 850 ℃ for 45 s, the 

hardness was 137 Hv, 157 Hv, 164 Hv, and EC were 3.8 %IACS, 3.7 %IACS and 6.3 %IACS, 

respectively. The particle size was refined to 37μm, 17μm, 7μm. It seems that the 

supersaturated solid solution is formed by the solid solution of Ti and Ni in the Cu base material 

during the supersaturated solid solution process, the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are 

lowered, and the Ni element inhibits particle growth in the supersaturated solid solution process. 

As a result of the microstructure, Cu-4Ti and Cu-4Ti-0.4Ni alloys were formed in a complete 

solid solution at 850°C for 45 s, but the Cu-4Ti-0.8Ni alloy was not supersaturated solid 

solution and precipitated. After forming a supersaturated solid solution, final rolling was 

performed at a final reduction of 33%. After rolling, the hardness of the Cu-4Ti, Cu-4Ti-0.4Ni, 

and Cu-4Ti-0.8Ni alloys increased to 225 Hv, 238 Hv, and 245 Hv, an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increased slightly to 4.5 %IACS, 4.6 %IACS, and 6.5 % IACS. After the final 

rolling, the precipitation treatment was performed at 300°C for 3 hr, 24 hr and at 400°C for 3 

hr, 24 hr. As a result of the precipitation treatment, the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Cu-4Ti alloy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i. In addition, the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were increased in the precipitation treatment at 400 ℃ than the precipitation 

treatment at 300 ℃. As a result of SEM, the distribution of precipitates was higher in Cu-4Ti-

0.4Ni and Cu-4Ti-0.8Ni compared to Cu-4Ti, and in particular, plate-shaped long crystals were 

formed in the Cu-4Ti-0.8Ni alloy. It was observed that the continuous precipitate was formed 

into particles after the precipitation treatment at 400 °C for 24 hr. Also, in the case of Cu-4Ti-

0.8Ni alloy, cracks occurred during bending due to the formation of plate-shaped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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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shape of the precipitate, the structure of the 

precipitate, and the density of the precipitate in the peak mechanical properties range of the 

Cu-4Ti alloy and the Cu-4Ti-0.4Ni alloy. As a result of TEM analysis, the precipitate size of 

Cu-4Ti alloy was 87 nm, the precipitate density was 1.6 x 108 pieces/cm2, and the β-Cu4Ti 

crystal structure was found, and the precipitate size of Cu-4Ti-0.4Ni alloy was 130 nm, 3.8 x 

108 pieces/cm2, β-(Cu,Ni)4Ti crystal structure. The Cu-4Ti-0.4Ni alloy exhibited a hardness of 

330 Hv and an electrical conductivity of 11.2 at 400°C for 5 hr. It is believed that the 

simultaneous effect of hardnes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ccurred by refining the size of 

grain size during solid solution and increasing the driving force of the precipitate by adding Ni 

to the Cu-Ti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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