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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저항용접기 전극용 동-크롬-지르코늄-마그네슘-세리움-란탄-니오디미움-프라세오디미움 합금의 제조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저항용접기용 전극재인 동(Cu) -크롬(Cr) -지르고늄(Zr) -마그네슘(Mg) -세리움(Ce) -란탄(La) 
-니오디미움(Nd) -프라세오디미움(Pr) 합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경우는 크롬(Cr)과 지르코늄(Zr)의 총 함량을 1%(중량백분률) 전후 함유한 동(Cu)-크롬(Cr) 2원합
금이나 동(Cu)-크롬(Cr)-지르코늄(Zr) 3원합금을 적당한 가공과 열처리로써 도진률을 순동의 80%정도 유
지하면서 강도는 순동의 2∼3배 정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게 하여, 공업적으로는 강판의 저항용접 및 스포
트용접 전극재로서 사용하고 있다.

동(Cu)-크롬(Cr) 2원합금이나 동(Cu)-지르코늄(Zr) 2원합금의 상태도를 보면, 용체화 처리하는 부근의 온
도인 1,000℃ 정도로 가열하면 전자에 크롬(Cr)은 동(Cu)중에 약 0.45% 정도가 고용되며, 후자에서 지르
코늄(Zr)은 0.15% 정도가 고용되며, 이를 시효처리하면 각각 미세한 크롬(Cr)과 지르고늠(Zr) 입자들이 
석출하여 기지를 강화시키나 시효온도가 450℃ 이상에서는 경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현상 재료가 사용중에 450℃ 이상의 열적 영향을 받으면 급격히 열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동(Cu)-크롬(Cr)-지르코늄(Zr) 3원합금은 저항용접 및 점(스프트) 용접용 전극
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순간적으로 높은 가압력 하에서 대전류가 통하여 높은 저항열이 발생하는 상황이
므로  접촉부의  소모가  크며,  피접물에  들러붙는  소위  스티킹(sticking)현상이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극의 수명을 저해하며, 용접부를 개긋하지 못하게 한다.

한펀, 동(Cu)-크롬(Cr)-지르고늄(Zr) 3원합금에 대하여 제반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효경화성이높은 
Al, Si, Be, Co 등과 같은 원소들을 첨가하는 경우에, 그 원소의 종류와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경노는 어
느정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도전률은 크게 저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적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동(Cu)-크롬(Cr) 2원합금에서 심하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일본특개소 63-38543호는 냉간가공후에 용체화 열처리하는 방법이고 용체화처리후 냉
간가공을 하며 일본특개소 63-93837호는 전자기기 리드용 동합금의 제조법으로 본 발명의 저항용접기 전
극용 동합금의 제조 방법과는 그 기술개념이 상이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발명에서는 동(Cu)-크롬(Cr)-지르코늄(Zr) 3원합금 중에 고용할 수 있고, 
주성분인 동(Cu)과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원소들인 마그네슘(Mg), 세리움(Ce), 란탄(La), 니오디미움
(Nd) 및 프라세오디미움(Pr)을 첨가하여 용해후 주괴를 제조하고, 이를 가공열처리하여 높은 온도에서도 
미세하고 안정한 여러가지 석출물들이 기지 전반에 생성하여 재료의 특성을 개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특히 마그네슘(Mg), 세리움(Ce) 및 란탄(La)의 첨가는 합금용해 과정에서 탈산제로서의 효과도 매
우 크다.

즉, 본 발명은 높은 온도에서도 재료의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용접시 스티킹 현상을 현저히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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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용접수명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실시예의 결과를 보면 525℃의 고온시효 후에도 경도와 
도전률은 각각 HRB 68∼72, LACS 84∼89%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제조공정을 실시예에 의거 상
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동(Cu)을 주성분으로 하고, 크롬(Cr)의 함량은 0.20∼1.50%(중량백분률)의 범위로 첨가하고, 여기에 지르
코늄(Zr)의 함량은 0.02∼3.00%(중량백분률)의 범위로 첨가하고, 여기에 가공열처리시 마그네슘동계 석출
물인 Mg2Cu, MgCu2를 생성시킬 수 있는 성분인 마그네슘(Mg)을 0.02∼0.50%(중량백분률) 범위로 첨가하고, 

여기에 가공열처리시 또다른 안정한 석출물인 CuwCe, CuxLa, CuxNd 및 Cu2Pr 등을 석출시킬 수있는 세리움

(Ce), 란탄(La), 니오디미움(Nd) 및 프라세오디미움(Pr)의 총함량을 0.02∼0.50%(중량백분률)을 합금 용
해한 후 주괴를 제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분으로 제조된 주괴는 다음의 3가지 가공열처리 공정을 거쳐 재료나 전극을 제조함으로
써, 기지중에는 미세하고 안정한 석출물이 균일하게 다량 분포되어 저항용접용 전극으로서의 내구성을 향
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실시예 1]

크롬(Cr)을 0.20∼1.50%(중량백분률) 함유하고, 상기에 지르코늄(Zr)의 함량은 0.02∼3.00%(중량백분률)
의 범위로 첨가하고, 상기에 마그네슘(Mg)을 0.02%∼0.50(중량백분률) 함유하고, 상기에 세리움(Ce), 란
탄(La), 니오디미움(Nd) 및 프라세오디미움(Pr)의 총함량을 0.02∼0.50%(중량백분률) 함유하고, 동(Cu)올 
나머지로 하는 동(Cu) 합금을 용해후 주괴를 제조하고, 상기 주괴의 주조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7S(약 
85%) 이상의 가공비로써 800∼950℃에서 단조, 압연, 압출 등을 행하고, 상기를 800∼1,050℃에서 두께 1
인치당 30분이상 유지한후 수냉, 유냉등으로 급냉하여 용체화처리를 행하고, 상기를 상온에서 70%이상의 
가공비로써 압연, 단조, 인발 등의 냉간가공을 행하고, 상기를 350∼550℃에서 1시간 이상 유지후수냉, 
유냉, 공냉 등으로 시효경화 열처리를 행하고 상기의 과정을 마친 소재는 그 상태댈호 사용하거나 전극 
등의 부품을 제조한다.

[실시예 2]

크롬(Cr)을 0.02∼1.50%(중량백분률) 함유하고, 상기에 지르코늄(Zr)의 함량은 0.02∼3.00%(중량백분률)
의 범위로 첨가하고, 상기에 마그네숨(Mg)을 0.02%∼0.50%(중량백분률) 함유하고, 상기에 세리움(Ce), 란
탄(La), 니오디미움(Nd) 및 프라세오디미움(Pr)의 총 함량을 0.02∼0.50%(중량백분률) 함유하고, 동(Cu)
을 나머지로 하는 동(Cu) 합금을 용해후 주괴를 제조하고, 상기를 주조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7S(약 85%) 
이상의 가공비로써 800∼950℃에서 단조, 압연, 압출 등을 행하고, 상기를 800∼1,050℃에서 두께 1인치
당 30분이상 유지한후에, 수냉, 유냉등으로 급냉하여 용체화처리를 행하고, 상기를 350∼550℃에서 1시간 
이상 유지 후 수냉, 유냉, 공냉 등으로 시효경화 열처리를 행하고 상기를 상온에서 70% 이상의 가공비로
써 압연, 단조, 인발 등의 냉간가공을 행하고, 상기의 과정을 마친 소재는 그 상태대로 사용하거나 전극
등의 부품을 제조한다.

[실시예 3]

크롬(Cr)을 0.20∼1.50%(중량백분률) 함유하고, 상기에 지르고늄(Zr)의 함량은 0.02∼3.00%(중량백분률)
의 범위로 첨가하고,  상기에 마그네슘(Mg)을 0.02%∼0.50%(중량백분률) 함유하고,  상기에 세리움(Ce), 
란단(La),  니오디미움(Nd)  및 프라세오디미움(Pr)의 총함량을 0.02∼0.50%(중량백분률) 함유하고,동(Cu)
을 나머지로 하는 동(Cu) 합금을 용해후 주괴를 제조하고, 상기를 주조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7S(약 85%) 
이상의 가공비로써 800∼950℃에서 단조, 압연, 압출 등을 행하고, 상기를 800=1,050℃에서 두께 1인치당 
30분이상 유지한후에 수냉, 유냉등으로 급냉하여 용체화처리를 행하고, 상기를 350∼550℃에서 1시간 이
상 유지 후 수냉, 유냉, 공냉 등으로 시효경화 열처리를 행하고, 상기의 과정을 마친 소재는 그 상태대로 
사용하거나 전극 등의 부품을 제조한다.

위의 제1실시예에 따라 제조한 실시한 예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시예에서 합금의 종류와 각각의 성분은 다음의 표 1에서와 같으며, 두께 70mm의 주괴로 용해 주조하였
다.

상기를 880℃에서 두께 10mm까지 7S(약 85%)의 가공도로써 열간압연하고, 960℃에서 1시간 유지후 수냉함
으로써 용체화처리한 것을 상온에서 두께 1.5mm까지 85% 냉간압연한후, 425℃, 450℃, 475℃, 500℃, 525
℃ 및 550℃에서 각각 3시간 유지후 수냉시켜 시효경화 열처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에서와 같으며, 표 2중에는 같은 공정을 거친 기존의 동(Cu)-크롬(Cr)^ 2원합금 2원

합금의 경우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포트용접 전극의 경우는 용접작업시에 피접물과 사로 들러붙는 스티킹(sticking) 효과를 현저하
게 개선하였으며, 용접수명도 다음의 표 3에서와 같이 기존의 동(Cu)-크롬(Cr)-지르코늄(Zr) 3합금의 경
우는 1,100 타점수 이상에서는 용접이 부가능하여 못쓰게 되었으나, 본 발명의 경우에는 1,700 타점 이상
에서도 용접점의 직경이 한계점인 4.0mm를 상회하는 4.4mm를 나타내어 아직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현전
히 개선되었으며, 이는 기지중에 균일하게 분포된 미세하고 안정한 각종의 석출물의 존재에 기인한 것으
로 본다.

[표 1] 동(Cu)-크롬(Cr)-지르코늄(Zr)-마그네슘(Mg)-세리움(Ce)-란타(La)-니오디미윰(Nd)-프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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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미움(Pr) 합금의 예에 있어서 화학성분조성(중량백분률)

[표  2] 동(Cu)-크롬(Cr)-지르코늄(Zr)-마그네슘(Mg)-세리움(Ce)-란탄(La)-니오디미윰(Nd)-프라세오디미움
(Pr)합금의 예와 다른 합금에 있어서 시효온도에 따른 경도와 도전률의 비교

(경도 : HRB, 도전률 : l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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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Cu)-크롬(Cr)-마그네슘(Mg)-세리움(Ce)-란탄(La)-니오디이윰(Nd)-프라세오디미움(Pr)

합금재 스포트 용접전극의 용접횟수와 용접합부 직경(Ø,mm의 감소(용접수명의 비교))

용접조건 : 전류 10KA, 통전시간 10Cycle, 가압력 300Kg

*첨고문헌 ; 1) Binary alloy phase diagrams, ASM, vol.1 (1986) P 820

2) Binary alloy phase diagrams, ASM, vol.1 (1986) P 933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저항용접기 전극재용 합금을 제조함에 있어서, 크롬(Cr)을 0.20∼1.50%(중량백분률) 함유하고, 상기 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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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코늄(Zr)의 함량은 0.02∼3.00%(중량백분룰)의 범위로 첨가하고, 상기에 마그네슘(Mg)을 0.02%∼0.50%
(중량백분룰) 함유하고, 상기에 세리움(Ce), 란탄(La), 니오디미움(Nd) 및 프라세오디미움(Pr) 의 총함량
을 0.02∼0.50%(중량백분률) 함유하고, 동(Cu)을 나머지로 하고 상기 동(Cu)합금을 용해후 주괴를 제조하
는 공정, 상기를 주조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7S(약 85%) 이상의 가공비로써 800∼950℃에서 단조, 압연, 
압출 등을 행하는 공정, 상기를 800∼1,050℃에서 두께 1인치당 30분이상 유지한후 수냉, 유냉등으로 급
냉하여 용체화처리를 행하는 공정, 상기를 상온에서 70% 이상의 가공비로써 압연, 단조, 인발 등의 냉간
가공을 행하는 공정, 상기를 350∼550℃에서 1시간 이상 유지후 수냉, 유냉, 공냉 등으로 시효경화 열처
리를 행하는공정, 상기의 과정을 마친 소재는 그 상태대로 사용하거나 전극 등의 부품을 제조하는 공정으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항용접기 전극용 동-크롬-지르코늄-마그네슘-세리움-란탄-니오디미
움-프라세오디미움 합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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