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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구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구리 가격이 동일 중량의 알루미늄 대비 높게 

형성되어, 전력 전송용 케이블에도 구리 도체를 대체하여 알루미늄 도체를 

적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Al-

Cu 이종 도체 접합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종 도체 접합 

계면에서는 금속간화합물이 생성 및 성장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열화 되고, 

임계 두께 이상으로 성장하면 취성 파괴될 위험이 있다.  

또한, 최근 장거리 전력 전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직류 전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종 금속재료 접합계면에서 직류 전기 인가 조건에 따른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에 의해 금속간화합물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전력 전송용 케이블에 적용이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Al-Cu 이종 도체 접합부에서, 접합 메커니즘 및 직류 전기 인가 효과에 의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접합 

메커니즘은 확연히 구분할 수 있으면서도, 용접 작업자 역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반자동화된 냉간 압접과 용융 저항 접합 방법을 이용하여 이종 도체 

접합 샘플을 제작하였다. FE-SEM, EDS, FE-EPMA, EBSD 및 XRD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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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계면에서의 미세 조직과 금속간화합물 성장 거동을 관찰 하였다. 

접합 메커니즘에 따른 연구 결과, 용융 저항 접합 샘플과 비교하여 냉간 압접 

샘플에서 금속간화합물의 두께가 더 증가하였다. 냉간 압접 공정 후 강한 소성 

변형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에 따라, 저온에서 원자 확산 경로인 결정립계 등 

결정 결함의 증가로 인해 확산이 가속되었기 때문이다.  

직류 전기 인가 실험 결과로부터 전력 전송용으로 사용되는 상용 전류 밀도 

영역(10 A/㎟ 이하)에서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처리 노를 이용하여 간접 가열한 경우와 비교하여 직류 전기로 직접 가열한 

샘플에서의 금속간화합물 두께가 최대 약 20 %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교류 

통전 효과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이 약 7 배 빨라짐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와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접합 방법뿐만 아니라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성장 거동의 

정량화를 통해, 이종 도체 접합 방법 및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활성화 에너지를 도출하고 접합부 형성 및 가열 방법, 온도 및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금속간화합물 두께의 예측이 가능한 실험식을 제안하였다.  

실험식으로부터 전력 전송용 케이블 사용 조건에서 Al-Cu 접합 계면의 

금속간화합물 두께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임계 두께(2.5 ㎛)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결과로 금속간화합물 성장에 의한 취성 파괴 

발생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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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 전력 케이블용 도체 

  

산업 발달 및 도시화에 따른 전력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전력 케이블의 신규 

수요도 지속하고 있다. 전력 케이블은 도체와 절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체에는 전기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높은 전기전도도 특성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물질 중 전기전도도가 높은 순서대로 표 1-1에 

나타내었으며, 동일 중량 대비 대략적인 원소재 가격을 함께 적었다. 전기 전도 

특성은 카본(C, Graphene), 은(Ag), 구리(Cu), 금(Ag), 알루미늄(Al), 칼슘(Ca) 

그리고 텅스텐(W)의 순으로 우수하며, 이들 중에서 전력 전송용 케이블에 적용 

가능할 정도의 적정한 원소재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재료는 구리와 

알루미늄이다 [1]. 

전선 도체용 구리 소재로는 Southwire® continuous rod(SCR) 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순도 99.9 % 이상의 C11000이 사용되며, 알루미늄 소재에는 

Properzi® 시스템을 이용한 99.7 % 이상의 AA1070이 사용된다 [2-4]. 

전력 케이블 도체로 적용이 가능한 구리 및 알루미늄의 재료 특성을 표 1-

2에서 비교하였다. 밀도를 제외한 전기적 특성 및 기계적 특성에서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월등히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적, 기계적 특성 

차이로 인해 현재까지 생산된 대부분의 전력 케이블용 도체에는 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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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왔으며, 알루미늄 도체는 전기전도도 이외에도 경량화가 중요한 요구 

특성인 가공 송전선 용도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5, 6]. 

전선 도체용으로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할 경우, 알루미늄의 전기전도도가 

구리의 전기전도도보다 낮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체 단면적을 구리 도체 

대비 160 %로 크게 하여, 전력 손실을 구리 도체 적용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7]. 

최근 10여 년간 지속한 구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구리 가격이 동일 

중량의 알루미늄 대비 4~6배 높게 형성되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전력 

전송용 케이블에도 알루미늄 도체를 적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해 왔으며,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지 않는 저 전압 케이블을 중심으로 알루미늄 도체의 

적용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알루미늄 소재의 가격은 동일 중량 기준의 구리 소재 대비 20~25 % 수준에 

그치므로, 총 도체 사용 부피(도체의 소재가 변경되어도 총 길이는 같으므로 

단면적 비율과 동일함)를 160 %로 증가시키더라도 도체와 관련된 원재료비를 

80 %까지 절감할 수 있어, 도체 소재를 구리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하는데 

충분한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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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lectric conductivity and nominal price of  

conductive material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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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Properties of copper and aluminum conductors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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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operties of copper compared with that of alum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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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Nominal area and current carrying cost ratio between cond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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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전력 케이블용 도체 접합 방법 

 

전력 케이블 산업 현장에서는 연선 도체 접합 방법으로 여러 접합 방법들 

중에서 주로 아크 용접(arc welding) 및 브레이징(brazing)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접합 방법은 공정의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접합부 특성에 

대한 반복 재현성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종 재료의 접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지만[13], 업계에서는 숙련 작업자 육성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냉간 압접(cold pressure welding)[14] 및 용융 저항 

접합(upset butt welding)[15]은 작업 공정이 반자동화되어 있어 접합부 품질에 

대한 높은 반복 재현성의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종 재료의 접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전선 도체와 같이 연선 된 구조체의 접합에는 적용이 

매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어, 소구경 봉상 재료 접합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다. 

전력 케이블용 도체와 관련된 품질 불량 문제는 대부분 도체 접합부에서 

발생하므로 접합 건전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체 접합부에서 품질 

불량 발생 비중이 높으므로 전력 케이블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전문 작업자 

교육 및 육성 이외에도 접합부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접합부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존 케이블용 도체에는 주로 구리가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알루미늄 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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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적용에 따라 구리 도체와 알루미늄 도체의 직접 접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Al-Cu 이종 도체의 접합 시에는 

금속간화합물의 생성 및 성장 등 동종 재료의 접합 시에는 겪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들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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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금속간화합물   

 

본 연구는 구리와 알루미늄으로 이뤄진 이종(dissimilar) 금속재료 접합 

계면에서의 재료 이동 현상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종 재료의 접합 

계면에서는 재료 이동 현상의 결과로 금속간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s, 

IMC)이 생성되어 성장한다. 금속 원자들이 비교적 간단한 

정수비(stoichiometry)로 결합하여 있고 각 금속 원자가 결정 격자 내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합금을 금속간화합물이라고 한다 [16]. 

금속간화합물과 같이 규칙 구조(ordered structure)를 갖는 재료는, 구성 

원자간의 일정한 정수비 유지를 위해 조성적(constitutional) 또는 

구조적(structural) 결정 결함(crystal defect)을 갖는다는 점이 일반 금속 

재료와는 다르다 [17].  

금속간화합물은 모재인 금속 재료에 비해 더 단단하여 접합 계면에서의 

취성이 증가하고 전기전도도가 낮지만, 여전히 세라믹 재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성과 전기 전도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6에서 Al-Cu 상태도를 살펴보면, 상온에서 알루미늄 기지에 대한 

구리의 고용한(solid solution limit)은 매우 적으나, 구리 기지에 대한 

알루미늄의 고용한은 약 13 % 수준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태도로부터 알루미늄과 구리를 접합하면 5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화합물이 접합 계면에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형성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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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간화합물들은 구리 함량의 증가에 따라 Al2Cu(θ), AlCu(η2), Al3Cu4(ζ2), 

A2Cu3(δ) 및 Al4Cu9(γ2)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20]. 540 ℃에서 

상온까지의 범위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상(phase)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 상승에 따라 확산(diffusion)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540 ℃ 이하의 온도 범위에서 인가 가능한 최대 

온도로 가열하면, 금속간화합물 서로 간의 상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 

Wei 등은 반도체 패키징용 구리 본딩 와이어(Cu bonding wire)를 알루미늄 

재질의 반도체 패드(pad)에 초음파 접합(ultrasonic welding)한 후 150 ℃ 및 

200 ℃에서 가열하여, 금속간화합물 두께는 원자의 확산에 의해 온도 및 

시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며,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접합 계면에서의 

전기전도도가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22]. 

Lee 등은 마찰 용접 방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및 구리 봉재(rod)를 접합한 

후, 300~500 ℃로 설정된 열처리 노에서 24시간 가열한 샘플에서 전기 저항 및 

인장 강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때 금속간화합물 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 저항은 증가하며, 인장 강도는 감소함을 보고 하였다 [23]. 

Abbasi 등은 냉간 압연으로 압착하여 접합된 알루미늄과 구리 판재를 

250~1000 ℃ 온도 조건에서 1시간 가열하고, 가열 온도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금속간화합물 층이 형성된 샘플들에 대한 박리 강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금속간화합물의 총 두께가 2.5 ㎛ 이상으로 성장하면 구리와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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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의 금속간화합물 내부에서 취성 파괴가 발생 하는 것을 보고 하였다 [24].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로부터 Al-Cu 접합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이 

생성되어 성장하면 전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기계적 특성의 열화에 따른 전기 

에너지 손실, 발열 증가 및 취성 파괴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금속간화합물의 생성 및 성장이 Al-Cu 접합 도체의 확대 

적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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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chematic diagram of aluminum and copper conductors’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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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luminum-Copper ph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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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rystal structure and resistivity of intermetallic compound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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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rystal structure of (a) Al2Cu, (b) Al4Cu9 and (c) AlCu [26] 

(     copper atom,     aluminum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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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금속간화합물 성장에 대한 전류 효과 

 

금속 재료에 전기 에너지를 인가하면 줄 발열 효과(joule heating effect)에 

따라 가열된다. 이때 열 에너지만을 인가하여 가열했을 때와는 다른 금속 재료 

미세 조직 변화를 동반한 기계적 특성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 이로부터 줄 발열 

효과에 의한 가열 이외의 전류 인가에 따른 고유한 효과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7-31].  

Braunovic 등은 Al-Cu 이종 재료를 마찰 용접(friction welding) 방법으로 

접합한 후 현재 전력 전송 방식으로 사용되는 교류 (alternating current, AC) 

전기를 인가하여 가열한 시험군과 열처리 노(furnace)를 이용하여 가열한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교류 통전 효과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이 약 7배 빨라진다고 보고하였다 [32]. 

또한, 서로 다른 다양한 이종 금속 재료 접합 시스템에서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 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료 이동 가속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및 보고가 다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는 전자 이동의 거시적 방향성에 

의한 결과로 모재의 원자가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교류 

전기 인가 시에는 관찰할 수 없으며, 직류 전기 인가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33, 34]. 

하지만 전력 케이블용으로 요구되는 Al-Cu 접합 시스템에서 교류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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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재료 이동 현상에 대한 연구 및 보고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현재까지 전력 전송은 주로 교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장거리 전력 전송에는 직류(direct current, DC) 전송이 더 유리하여, 

직류 송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5].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직류 전송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직류 통전 효과에 따른 Al-Cu 접합부에서의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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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연구의 목적 

 

Al-Cu와 같은 이종 재료 접합 시에는 접합 계면에서 재료의 전기적, 기계적 

물성을 열화 시키는 금속간화합물이 생성 및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류의 인가에 따라 금속간화합물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전력 전송용 케이블의 경우 전류 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므로 전류 

인가에 의한 특성 변화가 특히 중요하다. 더구나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DC 

전류 송전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로 의해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이 추가적인 구동력을 얻게 되어 접합 계면에서의 물성 

열화가 더욱 증가할 위험이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해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전력 케이블에 사용이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Al-

Cu 이종 도체 접합부에서 직류 통전 효과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는 Al-Cu 이종 도체 접합부의 상용 사용 조건(전류 

밀도 10 A/㎟ 이하)에서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취성 파괴 발생의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만일 그 위험이 현저히 크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요 접합 메커니즘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각각의 접합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 및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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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접합 메커니즘 및 

접합부 가열 메커니즘을 변경하여 일정 온도 및 시간 동안 가열한 후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두께를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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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합 계면에서의 미세 조직 및 금속간화합물 

   성장의 확산 의존성 

2. 1 서   론   

 

접합 계면에서의 금속간화합물 상 분석 

Al-Cu 확산 쌍(diffusion couple)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다른 금속간화합물에 

비해 Al2Cu(θ) 상(phase)의 생성열(effective heat of formation)이 가장 

낮으므로(Al2Cu(θ) -6.1 kJ/mole, AlCu(η2) -5.1 kJ/mole, Al4Cu9(γ2) -4.1 

kJ/mole), Al2Cu(θ) 상이 Al-Cu 접합 계면에서 맨 처음 생성되는 

금속간화합물로 알려져 있다. Lokker 등은 접합 초기, Cu 원자가 Al 

기지(matrix)로 확산해 들어가 Al 기지의 결정립계(grain boundary), 

계면(interface) 및 전위(dislocations)에 Al2Cu(θ) 상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1].  

두 번째로 생성열이 낮은 금속간화합물은 AlCu(η2) 상이다. Al2Cu(θ) 상에 

이어 두 번째로 형성되는 상이 AlCu(η2)으로 보고되고 있지만[2, 3], 

Al4Cu9(γ2)이 두번째로 관찰된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4-9].  

Xu 등은 반도체 패키징용 구리 본딩 와이어 접합 계면에서 Al2Cu(θ) 상과 

함께 Al4Cu9(γ2) 상을 관찰하였다. Xu 등은 Al4Cu9(γ2) 상이 AlCu(η2) 

상보다 먼저 생성된 이유로, AlCu(η2) 상을 통한 Al 및 Cu 원자의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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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4Cu9(γ2) 상을 통한 이동보다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6]. 이는 

열역학보다는 속도론에 의해 상의 생성이 지배 받았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의 영향을 받았다 [10]. Jiang 등은 스퍼터(sputter)를 이용하여 Al 및 

Cu를 각각 15층의 다층 박막(Cu 90 at%, Al 10 at%)으로 적층한 후 247 ℃로 

가열한 샘플에서 Al2Cu(θ) 상과 함께 Al4Cu9(γ2) 상을 관찰하였다. 

Al4Cu9(γ2) 상이 AlCu(η2) 상보다 먼저 생성된 이유로 박막형태의 시편에서 

Cu 원자에 비해 Al 원자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Al2Cu(θ) 상과 Cu 

원자와의 반응으로 Al4Cu9(γ2) 상이 생성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 [9].  

Lee 등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직경 수 ㎜의 Al 및 Cu 봉재를 마찰 용접법으로 

접합한 후, 접합 계면에서 XRD 분석을 통해 Al2Cu(θ) 상과 함께 AlCu(η2) 

상이 관찰됨을 보고 하였다 [3]. 

또한, Xu 등은 녹는점이 낮은 금속 재료에서의 확산이 더 쉬우므로, Al 기지 

내에서 Cu 원자의 확산에 의해 Al2Cu(θ) 상이 먼저 생성되고, 생성된 

Al2Cu(θ)와 Al 사이의 계면이 Al 기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여 

보고하였다. 이로부터 Al-Cu 이종 금속 접합 계면에서 Cu 원자의 이동에 의해 

금속간화합물이 생성 및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속간화합물 성장의 확산 의존성 

일정한 온도에서 확산에 의한 원자의 이동 거리(x-x0)와 시간(t)은 확산 

계수(diffusion coefficient, D)에 대해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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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 총 두께 증가 및 금속간화합물 각각의 두께 증가가 

원자의 확산에 의해 지배된다면, 일정 온도에서 가열한 시간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두께가 상기 식을 만족해야 한다. 

(𝑥𝑥 − 𝑥𝑥0)2  =  𝐷𝐷 · 𝑡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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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알루미늄 및 구리 소재는 AA1070, C11000 재질이며, 지름 

8.0 ㎜ 봉재로 가공되었다 [13-15]. 알루미늄 및 구리 봉재의 접합에는 

반자동화에 따라 반복 재현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냉간 압접[16] 및 용융 

저항 접합 방법[17]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방법으로 접합한 샘플의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상(phase), 확산 

의존성 및 미세 조직 관찰을 위해, 에폭시 마운트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각 

샘플을 마운팅 한 후, 접합 계면에 수직하게 표면으로부터 3~4 ㎜ 깊이까지 

연마하여 제거한 단면을 다이아몬드 페이스트(~1 ㎛)로 미세 연마하였다. 

400 ℃에서 100시간 가열한 접합 샘플은 Colloidal Silica(~0.02 ㎛)를 이용한 

미세 연마를 추가 하였다. 

 

접합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 상 분석 

미세 연마한 샘플의 금속간화합물 각 상에서 알루미늄 및 구리 원자 분율을 

구하기 위해 FE-SEM(FEI, Quanta 200 F) back-scattered electron(BSE) detector 

이미지, FE-EPMA(JEOL, JXA-8530F) 및 EDS(Horiba, X-max50 006) line 

scan을 이용하여 각 상의 위치를 구분하고, FE-EPMA 및 EDS point scan을 

이용하여 각 상에서의 알루미늄 및 구리 성분비를 정량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용접 방법에 따라 이종 접합된 샘플을 400 ℃에서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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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한 후, 접합계면에서 생성된 금속간화합물 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XRD(Bruker, D8-advance)를 이용하여 40kV, 40mA 조건으로 

20~90°범위에서 분석하였다. XRD 2 theta 분석을 위해 각 샘플에서 

금속간화합물 층이 표면에 평행하게 노출되도록 접합면에 수평하게 연마하였다. 

이때 접합 계면에서 노출된 구리와 알루미늄의 비율이 유사하도록 하였다. 

 

금속간화합물 성장의 확산 의존성 

도체 접합 방법에 따른 이종 도체 접합 시스템의 접합 계면에서 온도 및 

시간에 따라 성장한 금속간화합물의 총 두께 및 각 측의 두께가 원자 확산 

거리(x)와 시간(t)의 관계식을 따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냉간 압접 및 

용융 저항 접합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종 도체 접합 샘플을, 300 ℃ 및 

400 ℃에서 각각 1, 16, 49 및 100 시간 동안 열처리 노 내에서 간접 가열하고, 

각 조건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총 두께 및 각 층 두께와 시간의 관계를 FE-SEM 

BSE 모드에서 얻어진 이미지로부터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접합 계면 미세 조직 분석  

증류수 100 ml, 과산화수소수(3 %) 5~25 ml 및 암모니아수 25 ml를 섞고 

교반하여 얻은 에칭액에 미세 연마한 샘플을 약 5 초 동안 침적시켜 

결정립계를 부식시켰다. 결정립계를 부식시킨 샘플에 대해 광학 

현미경(Olympus, QX51)을 이용하여 x1000 배율로 접합 계면에 인접한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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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의 미세 조직을 관찰하였다. 

결정립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구하기 위해, 미세 연마한 샘플에 대해 colloidal 

silica(0.02 ㎛)를 이용하여 추가로 표면 연마하고, EBSD(Hikari, EBSD detector 

with TSL OIM software)를 이용하여 step size 0.3 ㎛에서 결정 방위 데이터를 

얻은 후, OIM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neighbor CI 

correlation(Min. confidence index 0.1) 및 neighbor orientation correlation(grain 

tolerance angle 15, Min. confidence index 0.1, cleanup level 5)을 차례로 

실시하여 역극점도(inverse pole figure, IPF) map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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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금속간화합물의 상(phase) 

 

냉간 압접 

냉간 압접 방법으로 형성된 Al-Cu 이종 도체 접합 계면에 대한 EDS line 

scan 결과에서 변곡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FE-SEM BSE 이미지에서 상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알루미늄 및 구리 원자가 혼재되어 검출되는 영역의 전체 

길이는 약 1 ㎛이다. Xu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구리 원자의 알루미늄 기지 

내로의 확산이 더 우세하므로, 알루미늄 기지에는 구리 원자가 비교적 깊이 

확산하였으나, 알루미늄 원자의 구리 기지로의 확산 거리는 깊지 않음이 

관찰되었다. 이로부터 냉간 압접 직후 금속간화합물은 생성되지 않았으며, 구리 

원자의 알루미늄 기지로의 확산이 우세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 ℃에서 25시간 가열한 후 FE-SEM BSE 이미지를 통해 접합 계면에서 

관찰한 2층의 금속간화합물에 대한 EDS 성분 분석 결과로부터 금속간화합물의 

각 층은 Al2Cu(θ), AlCu(η2) 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400 ℃에서 100시간 

가열한 냉간 압접 샘플의 접합 계면에 형성된 금속간화합물 각 층에 대한 EDS 

point scan 결과로부터 금속간화합물의 각 층은 Al2Cu(θ), AlCu(η2), 

Al2Cu3(δ) 및 Al4Cu9(γ2) 임을 추정할 수 있다.  

동일 샘플에 대한 XRD 분석 결과로부터 Al2Cu(θ), AlCu(η2) 및 

Al4Cu9(γ2) 상이 접합계면에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부터 

FE-SEM BSE 이미지 및 EDS point scan 결과로부터 추정한 4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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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간화합물 상 중 3종의 상이 접합 계면에 존재함이 확인 어, 각의 추정이 

맞음을 확인하였다. XRD 분석으로부터 관찰되지 않은 Al2Cu3(δ) 상은 두께가 

약 1㎛으로 매우 얇아 본 연구에 사용된 XRD를 이용하여 관찰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어질 연구에서는 micro XRD등 추가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Al2Cu3(δ) 상의 존재까지 확인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림 2-3의 FE-SEM BSE 이미지로부터 각 금속간화합물 층에서 결정립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Al2Cu(θ), AlCu(η2) 및 Al4Cu9(γ2)으로 추정한 

상들의 결정립이 접합 계면에 수직하게 일방향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구리 원자의 알루미늄으로의 이동이 알루미늄 원자의 구리로의 이동보다 

더 활발하여, 전체적으로는 금속간화합물의 형성이 구리 원자의 알루미늄 

기지로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리 기지와 Al4Cu9(γ2) 상 사이의 

계면에서 Kirkendall void가 형성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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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ross section of cold pressure welded Al-Cu interface 

 

 
Fig. 2-2. Al-Cu composition profile measured with EDS line scan  

across cold pressure welde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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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ld pressure welded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100 hrs heating at 400 ℃ 

 

 
Fig. 2-4. Al-Cu composition profile measured with EDS line scan  

across cold pressure welded interface after 100 hrs heating at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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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Al-Cu composition ratio of intermetallic compounds  

marked in Fig. 2-3 and Fi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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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XRD 2 theta scan result across cold pressure welded interface  

after 100 hrs heating at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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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저항 접합 

용융 저항 접합 방법으로 형성된 Al-Cu 이종 도체 접합 계면의 FE-SEM 

BSE 이미지에서는 냉간 압접 된 계면에서와 달리 초기 금속간화합물이 

관찰된다. EDS point scan 결과로부터 금속간화합물은 2개의 상(Al2Cu(θ) 및 

AlCu(η2))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열처리 노를 이용하여 

400 ℃에서 100시간 동안 간접 가열한 샘플의 접합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 각 

층에 대한 EDS point scan 결과로부터 금속간화합물의 각 층은 냉간 압접에서 

확인되었던 금속간화합물과 동일 한 상(Al2Cu(θ), AlCu(η2), Al2Cu3(δ) 및 

Al4Cu9(γ2))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일 샘플에 대한 XRD 분석 결과로부터 Al2Cu(θ), AlCu(η2) 및 

Al4Cu9(γ2) 상이 접합계면에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부터 

FE-SEM BSE 이미지 및 EDS point scan 결과로부터 추정한 4종의 상 중 3종의 

상이 접합 계면에 존재함이 확인 되어, 각 상의 추정이 맞음을 확인하였다. 

용융 저항 접합 샘플에서도 냉간 압접 샘플에서와 마찬가지로, XRD 

분석으로부터 관찰되지 않은 Al2Cu3(δ) 상은 두께가 약 1㎛으로 얇아 본 

연구에 사용된 XRD를 이용하여 관찰 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8의 FE-SEM BSE 이미지로부터 각 금속간화합물의 결정립 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Al2Cu(θ), AlCu(η2) 및 Al4Cu9(γ2)으로 추정되는 상들의 

결정립은 접합 계면에 수직하게 일방향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리와 Al4Cu9(γ2) 상 사이의 계면 및 AlCu(η2)와 Al2Cu(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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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계면에서 Kirkendall void가 형성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로부터 

구리 기지에서 알루미늄 기지쪽으로 원자가 이동하여 금속간화합물이 형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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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ross section of upset butt welded Al-Cu interface 

 

 

 
Fig. 2-7. Al-Cu composition profile measured with EPMA line scan  

across upset butt welde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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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Al-Cu composition ratio of intermetallic compounds  

marked in Fi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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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Upset butt welded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100 hrs heating at 400 ℃ 

 

 
Fig. 2-9. Al-Cu composition profile measured with EDS line scan  

across upset butt welded interface after 100 hrs heating at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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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Al-Cu composition ratio of intermetallic compound layers  

marked in Fig. 2-8 and Fig.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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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XRD 2 theta scan result across upset butt welded interface  

after 100 hrs heating at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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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금속간화합물 성장의 확산 의존성  

 

냉간 압접 방법으로 형성된 Al-Cu 이종 도체 접합 샘플을 300 ℃ 및 

400 ℃에서 각각 1, 16, 49 및 100시간 동안 열처리 노에서 간접 가열한 샘플의 

접합 계면에 성장한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를 그림 2-11 및 2-12에 나타내었다. 

시간에 대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두께는 2차 함수의 형태인 포물선 모양을 

갖는다. 시간의 제곱근에 대해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두께를 다시 나타내면 1차 

함수에 근사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냉간 압접 방법으로 형성된 Al-Cu 이종 

도체 접합 샘플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은 확산 기구에 의해 지배 

받음을 알 수 있다.  

용융 저항 접합 방법으로 형성된 Al-Cu 이종 도체 접합 샘플을 동일하게 

300 ℃ 및 400 ℃에서 각각 1, 16, 49 및 100시간 동안 열처리 노에서 간접 

가열한 샘플의 접합 계면에 성장한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를 평가하여 시간에 

대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두께는 냉간 압접 샘플에서와 같이 2차 함수의 

형태인 포물선 모양을 갖는다. 시간의 제곱근에 대해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두께를 다시 나타내면 1차 함수에 근사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융 접합 

방법으로 형성된 Al-Cu 이종 도체 접합 샘플에서도 냉간 압접 샘플에서와 

같이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은 확산 기구에 의해 지배 받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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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C layer thickness profile with time at cold pressure welded joint 

 

 

 

(b) IMC layer thickness profile with time at upset butt welded joint 

 

Fig. 2-11. Intermetallic compounds grown after heating at 300 ℃  

according to time and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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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MC layer thickness profile with sqrt(time) at cold pressure welded joint  

 

 

(d) IMC layer thickness profile with sqrt(time) at upset butt welded joint  

 

Fig. 2-11. Intermetallic compounds grown after heating at 300 ℃  

according to time and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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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C layer thickness profile with time at cold pressure welded joint 

 

 

 

(b) IMC layer thickness profile with time at upset butt welded joint 

 

Fig. 2-12. Intermetallic compounds grown after heating at 400 ℃  

according to time and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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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MC layer thickness profile with sqrt(time) at cold pressure welded joint  

 

 

(d) IMC layer thickness profile with sqrt(time) at upset butt welded joint  

 

Fig. 2-12. Intermetallic compounds grown after heating at 400 ℃  

according to time and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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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미세 조직 

 

SCR 공정을 통해 지름 8 ㎜로 열간 압연 된 구리 봉재의 단면 미세 조직 

사진(광학 현미경) 및 EBSD 분석을 통해 얻은 역극점도 map을 그림 2-13에 

나타내었다. 구리 봉재는 열간 압연 공정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등축정(equiaxed grain) 형태의 결정립을 가진다. 접합 계면에 인접한 구리 

기지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15.7 ㎛, 표준편차는 5.6 ㎛이다. 

 

냉간 압접  

냉간 압접 된 샘플의 Al-Cu 접합 계면에 바로 인접한 구리 기지에서 얻은 

역극점도 map을 그림 2-14에 나타내었다. 접합 계면에 가까운 쪽의 결정립 

크기가 가장 작으며, 접합 계면에서 멀어질수록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한다. 

또한, 결정립은 접합 계면에 평행하게 연신 되어 길쭉한 형상을 가진다. 

이는 냉간 압접 공정이 별도의 외부 열원 없이 접합 계면에 수직한 방향의 

강한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동반한 강한 소성 변형에 의해 도체가 

접합 계면에 수직으로 소성 변형되며 결정립이 미세화되었기 때문이다. 접합 

계면에 가까울수록 강한 소성 변형을 겪기 때문에 접합 계면에서 가까울수록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냉간 압접 계면에 인접한 구리 기지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0.5 ㎛이며 표준편차는 0.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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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저항 접합 

용융 저항 접합 샘플의 Al-Cu 접합 계면에 인접한 구리 기지에서 얻은 

역극점도 map에서 결정립은 등축정(equiaxed grain) 형상이다. 접합 계면에 

바로 인접한 결정립의 크기는 열간 압연 공정을 통해 얻어진 결정립의 크기에 

비해 다소 증가하지만, 접합 계면으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구리 

기지에서의 결정립 크기는 열간 압연 공정을 통해 얻어진 모재에서의 결정립 

크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용융 저항 접합 계면에서 구리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24.5 ㎛이며 표준편차는 0.3 ㎛이다.  

이는 용융 접합 공정 중 줄 발열에 의해 도체 접합 계면은 높은 온도로 

가열되었지만, 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매우 크며 열 전도도가 우수한 

구리 재질로 만들어진 기계 장치와 구리 도체가 체결되어 있어 매우 빠르게 열 

전달이 이루어져 충분히 가열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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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Microstructure of copper rod(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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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Microstructure of copper matrix adjacent to Al-Cu interface joined  

by cold pressure welding process 



 58 

 

 

 

 

Fig. 2-15. Microstructure of copper matrix adjacent to Al-Cu interface joined  

by upset butt we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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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결   론 

 

냉각 압점 및 용융 저항 접합 방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및 구리 이종 

도체를 접합한 후 열처리 노 내에서 간접 가열 전과 후의 도체 접합부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상 및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냉간 압접 직후에는 원자 이동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금속간화합물이 발달하지 않으나, 용융 저항 접합 방법으로 형성된 접합 

계면에서는 용융에 의한 열 에너지 공급으로 2층의 금속간화합물(Al2Cu(θ) 및 

AlCu(η2))이 형성된다. 접합 방법에 상관없이 온도 및 시간의 증가에 따른 

구리 원자의 알루미늄 기지로의 이동에 의해 상(Al2Cu3(δ) 및 Al4Cu9(γ2))이 

추가로 생성 및 성장하며 구리와 Al4Cu9(γ2) 상의 계면에 Kirkendall void가 

형성된다.  

 

2. 금속간화합물의 총 두께 및 각 층의 두께가, 접합 방법에 상관없이 시간의 

제곱근에 근사하게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금속간화합물 성장은 원자의 확산에 

의해 지배 받는다고 할 수 있다. 

 

3. 냉간 압접은 강한 소성 변형에 의해 접합이 이루어지므로 계면에서 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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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립 크기는 0.5 ㎛으로 미세하며, 구리 결정립은 접합 계면에 평행하게 연신 

된다. 용융 저항 접합 계면에서는 줄 발열에 의해 계면에서의 구리 결정립이 

24.5 ㎛으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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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합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성장 거동 

3. 1 서   론   

 

금속 재료의 접합은 금속 원자간 금속 결합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원자간 

거리가 적당히 근접하여 원자 간의 인력(cohesive force)이 척력(repulsive 

force)보다 커야 가능하다 [1, 2]. 금속 계면에서 이런 힘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 범위는 매우 작아서 0.3 nm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산업 현장에서는 전선 도체의 접합을 위해 아크 용접(arc welding) [4, 5], 

브레이징(brazing) [6-8], 압착(pressing) [4, 9, 10], 폭발 용접(explosive welding) 

[5, 9], 마찰 용접(friction welding) [11, 12], 냉간 압접(cold pressure welding) 및 

용융 저항 접합(upset butt welding) [13] 등 다양한 접합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냉간 압접 및 용융 저항 접합 방법은 반자동으로 작동하여 반복 재현성이 

우수하며, 이종 재질의 봉재(rod) 접합에 적용이 가능하다. 냉간 압접 및 용융 

저항 접합은 공통적으로 플럭스(flux), 쉴드 가스(shielding gas) 및 용가재 등의 

외부 물질(extra material)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다른 접합 방법과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따라서 접합부의 야금학적 특징이 모 재료 및 인가된 

에너지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로 인해 접합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인자를 줄일 수 있고[14], 공정이 반자동화 되어 있어, 작동이 상대적으로 쉬운 

접합 방법으로 기대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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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냉간 압접 및 용융 저항 접합 방법의 주요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술하였다. 

 

냉간 압접 

냉간 압접은 별도의 외부 열원 및 재료 접합을 위한 용가재(filler metal)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접합 계면의 용융 없이 재료를 접합할 수 있는 

공정이다 [15-17]. 냉간 압접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금속 계면이 위치 해야 하며, 고각 결정립계(large 

angle grain boundary)가 형성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접합을 위한 에너지는 압착 공정에 의해 접합 계면에 제공된다 [18]. 

냉간 압접은 이러한 기구(mechanism)에 의해 재료를 접합하기 때문에, 이종 

재료 간의 녹는점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도 접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용융 상태 또는 고온 영역에서 접합부 물성을 저하할 수 있는 특정 

금속간화합물이 형성되어 접합이 곤란한 경우에도 재료의 용융 및 확산 기구의 

도입 없이 이종 금속 재료의 접합이 가능하다. 

 

용융 저항 접합 

용융 저항 접합 장치(upset butt welder)는 샘플 고정 및 전류 통전을 위한 

고정장치(clamp)와 전극(electrode), 대 전류 인가를 위한 전기 변환 

장치(electric power delivery unit) 및 국부적 용융 후 압착을 위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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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upset pressure unit)로 이루어져 있다 [13]. 

용융 저항 접합은 대 전류 인가에 의한 줄 발열 효과를 접합부 가열 및 소재 

용융의 직접적인 열원으로 사용하는 접합 방법으로, 통전 가열 공정 중 접합 

계면 및 재료 내부에 발생한 줄 열에 의해 모재가 녹기 시작하면 압착하여 

접합부를 형성하는 접합 방법이다 [19-21]. 

냉간 압접 및 용융 저항 접합 공정, 이 두 가지 접합 방법 서로 간의 

차이점은 용융 저항 접합 공정에서는 전기에너지 및 변형에너지를 함께 

인가하여 국부적 용융 상태에서 접합하지만, 냉간 압접 공정에서는 외부 열원 

없이 변형 에너지만 공급하여 재료를 용융시키지 않고 접합한다는 데 있다. 

3 장에서는 접합 메커니즘이 차별화된 접합 방법의 적용에 따라 접합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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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chematic diagram of cold pressure we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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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chematic diagram of upset butt we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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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실험 방법 

 

실험용 소재 

본 연구에 사용된 알루미늄 및 구리는 각각 AA1070, C11000 재질의 

봉재로서 C11000는 99.9 % 이상의 높은 구리 함량과, 58 MS/m 이상의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지며, AA1070는 알루미늄 함량이 99.7 % 이상인 것으로, 35 

MS/m 이상의 비교적 우수한 전기전도도를 가져 전선 도체용 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2-24]. 

알루미늄 봉재는 쁘로뻬르찌(properzi system) [25] 제법으로 연속 주조, 열간 

압연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지름 9.5 ㎜ 환봉을 지름 8.0 ㎜로 신선하여 

만들었으며, 구리 봉재는 SCR(southwire continuous rod system) 제법으로 연속 

주조 및 열간 압연 공정을 거쳐 지름 8.0 ㎜로 가공하였다 [26-28]. 

 

Al-Cu 이종 도체 접합 

냉간 압접 샘플은 양 고정장치 간 간격을 20 ㎜로 하고 알루미늄 및 구리 

봉재를 냉간 압접기의 고정장치 양측에 각각 체결하여 고정하였다. 이때 

고정장치 사이에 노출 된 알루미늄 및 구리 도체의 길이는 각각 10 ㎜로 

하였다. 별도의 외부 열원 공급 없이 변위 제어를 통해 고정장치 사이 간격이 

0.5 ㎜ 이하가 될 때까지 압착하여 접합하였다. 이때 접합될 알루미늄 및 구리 

봉재의 표면이 산화되거나, 이물질이 부착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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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야 한다. 

용융 저항 접합 샘플 제작을 위해 알루미늄 및 구리 봉재를 용융 저항 접합 

장치의 양쪽 고정장치에 각각 체결하여 고정하고, 160 A/㎟의 교류 전기를 약 2 

초 동안 인가하여 발생된 줄 열을 통해 알루미늄 봉재가 국부적으로 녹아 상 

변화를 시작할 때 약 300 MPa으로 압착하여 용융된 알루미늄 봉재와 구리 

봉재를 접합하였다. 이때 접합 전류 흐름이 가능 하도록 폐쇄 회로 구성을 위해 

전류를 인가하기 전 약 10 MPa로 가압하였다 [29]. 

 

접합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 

접합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성장 특성의 비교 평가를 위해 냉간 압접 및 

용융 저항 접합 방법으로 각각 형성된 이종 도체 접합 샘플을, 200~400 ℃ 

범위의 온도 범위에서 일정 시간(25 hrs) 동안 열처리 노(Lenton, ECF-

12/10)를 이용하여 동일한 온도 및 동일한 시간 동안 열처리 노 내의 주변 

온도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열하였다. 

 

이종 도체 접합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의 두께 평가 

접합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특성에 대한 비교 평가를 위해, 

열처리 노를 이용한 간접 가열 방식으로 동일 온도 및 동일 시간 조건에서 

가열한 접합 샘플을 각각 에폭시 마운트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마운팅 한 후, 

접합 계면에 수직하게 표면으로부터 3~4 ㎜ 깊이까지 연마하여 제거한 단면을 



 70 

다이아몬드 페이스트(~1 ㎛)로 미세 연마하고, FE-SEM BSE 모드에서 얻어진 

이미지로부터 성장한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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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Upset butt welding conditions(current density a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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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Temperature profile of the Al conductor surface  

during upset but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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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냉간 압접에서의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  

 

냉간 압접 방법으로 형성된 Al-Cu 이종 도체 접합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초기 두께를 FE-SEM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열처리 노를 이용하여 200 ℃ 

조건에서 25시간 가열한 냉간 압접 샘플의 접합 계면에서 FE-SEM의 BSE 

이미지로부터 2 종의 금속간화합물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접합 계면에 

형성된 금속간화합물 두께는 200 ℃, 25시간 조건에서 0.5 ㎛, 235 ℃에서 1.2 

㎛, 260 ℃에서 1.8 ㎛, 290 ℃에서 3.6 ㎛, 330 ℃에서 7.5 ㎛, 380 ℃에서 21.1 

㎛, 400 ℃ 조건에서 29.8 ㎛으로, 온도의 증가에 따라 금속간화합물의 총 

두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속간화합물의 생성 및 성장은 원자의 확산에 의해 지배 받으며, 원자의 

확산은 아레니우스(arrhenius) 식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온도의 

증가에 따라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이 더욱 빠르게 촉진된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30].  

냉간 압접 공정 후에는 아직 원자의 확산이 충분하지 않아 금속간화합물이 

형성되지 못했지만, 200 ℃로 가열 중에 이종 도체 접합 계면에서 생성 가능한 

5개의 금속간화합물 중 활성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2개의 

금속간화합물이 먼저 생성되었으며, 가열 온도 증가에 따라 2개의 

금속간화합물이 추가로 나타나 총 4종의 금속간화합물이 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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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용융 저항 접합에서의 금속간화합물 성장 거동 

 

용융 저항 접합 방법으로 형성된 Al-Cu 이종 도체 접합 계면에서는 냉간 

압접 된 계면에서와는 달리 초기 금속간화합물이 관찰되었다. 초기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는 0.6 ㎛이다. 용융 저항 접합 후 열처리 노를 이용하여 

일정 온도 조건에서 25시간 동안 가열함에 따라 성장한 금속간화합물 두께는 

200 ℃ 조건에서 0.7 ㎛, 235 ℃에서 1.1 ㎛, 260 ℃에서 1.6 ㎛, 290 ℃에서 

3.0 ㎛, 330 ℃에서 6.2 ㎛, 380 ℃에서 19.5 ㎛, 400 ℃ 조건에서 25.1 ㎛으로, 

온도의 증가에 따라 금속간화합물의 총 두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접합 계면에서 관찰된 금속간화합물의 생성 및 성장은 원자의 확산에 의해 

지배 받으며, 원자의 확산은 아레니우스 식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용융 저항 접합 샘플에서도 온도의 증가에 따라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이 더욱 

빠르게 촉진된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접합 계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5개의 금속간화합물 중 활성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2개의 금속간화합물이 저항 용융 접합 공정 직후 

먼저 생성되고, 가열 온도 증가에 따라 2개의 금속간화합물이 추가로 나타나 

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접합 방법(냉간 압접 및 용융 저항 접합) 및 열처리 노 가열 온도에 따른 

접합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의 두께 변화를 그림 3-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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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이하의 저온 영역에서는 용융 저항 접합 방법으로 접합된 샘플에서의 

금속간화합물 두께가 냉간 압접 방법으로 접합된 샘플에 비해 작지만, 260 ℃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온 영역에서는 냉간 압접 방법으로 접합된 샘플에서의 

금속간화합물 두께가 더 두꺼운 것으로 관찰된다. 하지만 용융 저항 접합 

샘플에서는 냉간 압접 샘플에서와 달리 접합 직후, Al-Cu 이종 도체 접합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 층이 형성되고 초기 두께는 0.6 ㎛이므로, 용접 공정 중 

줄 열에 의해 형성된 초기 금속간화합물 층의 두께를 제외하고 열처리 노 

내에서 주변 온도에 의한 간접 가열 효과만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두께는 200 ℃, 25시간 조건에서 0.1 ㎛, 235 ℃에서 0.5 ㎛, 260 ℃에서 1.0 ㎛, 

290 ℃에서 2.4 ㎛, 330 ℃에서 5.6 ㎛, 380 ℃에서 18.9 ㎛, 400 ℃ 조건에서 

24.5 ㎛ 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열처리 노 내에서의 간접 가열 효과만을 고려하여 접합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를 그림 3-13에 다시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용융 저항 

접합된 샘플에 비해 냉각 압접 된 샘플에서의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속도가 

전체 온도 범위(200~400 ℃)에서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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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d pressure welded joint 

 

 

(b) Upset butt welded joint 

 

Fig. 3-5.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200 ℃  

according to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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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d pressure welded joint 

 

 

(b) Upset butt welded joint 

 

Fig. 3-6.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235 ℃  

according to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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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d pressure welded joint 

 

 

(b) Upset butt welded joint 

 

Fig. 3-7.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260 ℃  

according to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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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d pressure welded joint 

 

 

(b) Upset butt welded joint 

 

Fig. 3-8.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290 ℃  

according to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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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d pressure welded joint 

 

 

(b) Upset butt welded joint 

 

Fig. 3-9.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330 ℃  

according to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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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d pressure welded joint 

 

 

(b) Upset butt welded joint 

 

Fig. 3-10.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380 ℃  

according to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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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d pressure welded joint 

 

 

(b) Upset butt welded joint 

 

Fig. 3-11.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400 ℃  

according to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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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Thickness of total intermetallic compound layers  

according to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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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Thickness of total intermetallic compound layers  

according to joining methods 

(considering initial IMC lay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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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접합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활성화 에너지 

 

확산 계수(D)의 온도(T) 의존성 관계식으로부터 D를 1/T에 대해 나타낼 수 

있다 [30].  

 

  𝐷𝐷 = 𝐷𝐷0 · 𝑒𝑒𝑥𝑥𝑒𝑒�− 𝑄𝑄/𝑅𝑅𝑅𝑅�      (3-1) 

 

Q는 확산의 활성화 에너지, T는 절대 온도, D0는 전지수(pre exponential), 

R은 기체 상수이며, D는 특정 온도에서의 확산 계수를 의미한다. 식 (3-1)를 

변형한 식 (3-2) (1/RT에 대한 lnD의 관계식)에서 기울기가 활성화 에너지, 

Q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31]. 

 

           𝑙𝑙𝑙𝑙𝐷𝐷 = 𝑙𝑙𝑙𝑙𝐷𝐷0 − 𝑄𝑄/𝑅𝑅𝑅𝑅        (3-2)  

 

이를 이용하여 접합 방법에 따라 각기 얻어진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두께 

데이터를 이용하여 1/RT에 대한 lnD의 관계를 그림 3-14에 나타내었다. 냉간 

압접 샘플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에 관한 활성화 에너지, Q는 108 kJ/mole, 

D0는 9.56 x 10-7 m2/sec 이며, 저항 용융 접합 샘플에서의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에 관한 Q는 143 kJ/mole, D0는 5.37 x 10-4 m2/sec 임을 알 수 있다. 

구리의 입계 확산(boundary diffusion) 및 기지 확산(lattice diffusion)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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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는 각각 104 kJ/mole 및 197 kJ/mole로 알려져 있다 [32]. 이로부터 냉간 

압접 샘플에서는 주로 구리 원자의 입계 확산에 의해 금속간화합물이 성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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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Arrhenius plot of the rate constant for growth of  

intermetallic compound layers according to jo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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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접합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성장 예측 

 

확산에 관한 식 (2-1) 및 식 (3-1)를 조합하여 금속간화합물의 시간(t) 및 

온도(T)에 대한 두께(x)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3-3)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확산의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하여, 냉간 압접 및 용융 

저항 접합 방법에 따라 접합된 Al-Cu 이종 도체 접합 샘플에서 금속간화합물 

두께 예측 실험식을 각각 얻을 수 있었다. 

 

냉간 압접  

(3-4) 

 

용융 저항 접합  

(3-5) 

 

𝑥𝑥(㎛) = 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 �59.1 ∙ 𝑒𝑒𝑥𝑥𝑒𝑒 �−
108.1

0.008314 · (𝑅𝑅(℃) + 273)� · 𝑡𝑡(𝑦𝑦𝑠𝑠)� ∙ 106 

𝑥𝑥(㎛) = 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 �34,200 ∙ 𝑒𝑒𝑥𝑥𝑒𝑒 �−
143.3

0.008314 · (𝑅𝑅(℃) + 273)� · 𝑡𝑡(𝑦𝑦𝑠𝑠)� ∙ 106 + 0.6 

𝑥𝑥 �㎛� = 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 �𝐷𝐷0 ∙ 𝑒𝑒𝑥𝑥𝑒𝑒 �−
𝑄𝑄

𝑅𝑅 · 𝑅𝑅
� · 𝑡𝑡�  +  𝑥𝑥0  



 89 

이렇게 얻어진 시간(t)과 온도(T)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두께(x) 예측 식을 

이용하여, 저온에서 장시간 가열되어 재료의 특성이 열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직접적인 실험 방법으로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저온 및 장기 조건에서 

금속간화합물 두께를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력 전송용 케이블의 보장 수명은 30년이며 상용 조건에서 허용된 

도체 최고 온도는 약 100 ℃ 이다. 외부 가열에 의해 도체가 100 ℃로 

가열되어 30년간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금속간화합물 두께 성장 예측 

식으로부터 금속간화합물의 예상 두께는 냉간 압접 및 용융 저항 접합 

샘플에서 각각 1.1 ㎛ 및 0.7 ㎛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에 

따른 연성/취성 파괴의 임계 두께로 알려져 있는 2.5 ㎛ 보다 충분히 얇으므로, 

외부 열원에 의한 가열을 통해서는 전력 전송용 케이블 수명 내에 

금속간화합물이 임계 두께 이상으로 성장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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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결   론 

 

냉간 압접 및 용융 저항 접합 방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및 구리 이종 

도체를 접합한 후 열처리 노 내에서 간접 가열한 도체 접합부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용융 저항 접합한 경우와 비교하여, 냉간 압접 된 샘플에서 

금속간화합물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 냉간 압접 공정 후 강한 소성 변형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에 따라 저온에서 원자 확산 경로인 결정립계 등 결정 결함이 

증가하여 확산이 가속되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2. 저온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이 결정립계를 따른 구리 원자의 확산에 

의해 지배 받으므로, 접합 계면에서 구리 결정립 크기를 조절하여(용융 저항 

접합 전 구리 도체 어닐링 등)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종도체 접합부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활성화 에너지를 도출하고, 

접합부 형성 방법, 온도 및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금속간화합물 두께의 예측이 

가능한 실험식을 제안하였다. 실험식으로부터 전력 케이블 사용 조건에서 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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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접 된 접합 계면의 금속간화합물 두께는 1.1 ㎛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용융 

저항 접합 계면에서의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는 0.7 ㎛으로 예상된다. 알려져 

있는 임계 두께(2.5 ㎛)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취성 파괴 발생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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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류 효과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성장 거동 

4. 1 서   론 

 

전류 인가에 따른 효과로 줄 발열 이외에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가 잘 

알려져 있다.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는 직류(direct current, DC) 전기 인가 

시 전기장과 전자의 흐름을 구동력으로 하는 고상 재료에서의 원자 이동 

현상이다 [1]. 금속 정련[2] 및 동위 원소의 추출[3]에도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가 적용되므로 공학적으로 이로운 방향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도체 집적회로의 불량 발생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4].  

반도체 집적회로에는 신호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낮은 전류가 흐르지만, 

전자기기의 경박단소화에 따라 최근 반도체 배선이 나노미터 수준으로까지 

얇아지면서 104~106 A/㎟ 수준의 매우 높은 전류 밀도를 갖는 직류 전기가 

흐를 수 있다 [1]. 이렇게 높은 밀도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반도체 집적회로는 

체적대비 표면적의 비율이 높고, 방열을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 도체의 

최고 온도는 100 ℃를 넘지 않는다 [5]. 

재료 내의 원자빈자리(vacancy)는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이동에 

영향을 받으면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궁극적으로 공공의 



 97 

합체(vacancy coalescence)에 의한 공동의 형성(void formation)[1, 6] 및 이에 

기인한 줄 발열 증가에 따른 작동 온도 증가 효과로 금속간화합물 층의 두께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Pinemov 등은 Al-Au 확산 쌍에 100 A의 직류 전기를 인가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접합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의 형성이 전류 통전 방향에 크게 영향 

받음을 보고하였다 [7]. 

본 연구에 강한 모티브를 제공한 Braunovic 등은 Al-Cu 이종 도체를 마찰 

용접 방법으로 접합한 후 50 A/㎟ 이하의 전류 밀도 조건으로 교류 전기를 

인가하여 200~500 ℃로 가열한 시험군과 열처리 노를 이용하여 동일한 온도 

영역에서 간접 가열한 대조군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400 ℃ 이상의 고온 영역에서는 교류 통전 효과를 통해 열 에너지만을 

인가한 경우에 비해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 

Q)는 136.8 kJ/mole에서 110.9 kJ/mol로 감소하며, 400 ℃ 이하의 저온 

영역에서는 금속간화합물 성장의 Q는 72.0 kJ/mole에서 55.2 kJ/mol로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교류 전기 인가 조건에서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는 전류 없이 가열한 경우에 비해 약 7배 증가함을 주장하였다 [8].  

Braunovic 등은 교류 전기를 이용한 가열 시스템을 Al-Cu 확산 거동 연구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직류 전기 인가 시 나타나는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는 

기대 할 수 없다. 

Al-Ni [9], Sn-Cu [10, 11], Cu-Ni [12], Sn-Ni [11, 13, 14], Sn-Ag [14],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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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 [15], Al-Au [16], Zn-Ni [17], Ni-Ti [18] 및 Bi-Ni [17] 등 다양한 이종 

금속 재료 접합 시스템에 대해 10 A/㎟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전류 밀도 

영역에서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두께 성장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들 이종 금속 재료 접합 시스템 모두에서 전류 인가에 의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가속화 현상이 관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접합 

시스템 중 Sn-Cu, Cu-Ni, Sn-Ni 및 Sn-Ag에서는 직류 전기 인가 방향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이 서로 다르게 평가되었다.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 차이는 해당 이종 재료 접합 시스템에서 직류 전기 인가 방향(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따른 원자 이동의 가속 및 지체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의 전형적인 효과이다. 

따라서 이들 이종 재료 접합 시스템에서는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l-Ni, Ag-Zn, Zn-Ni, Al-Au, Ni-Ti 및 Bi-Ni 시스템에서는 전류 

인가에 의한 성장 가속화 현상은 관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류 전기 인가 

방향에 상관없이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이 동일하게 관찰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직류 전기 인가 방향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성장 거동에 영향이 없으며, 

전류 인가 없이 가열한 시료에 비해 금속간화합물 두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 인가에 따른 줄 발열 효과 및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 이외의 전류 고유의 다른 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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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Kim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속 재료에 전기 에너지를 인가하여 

가열하면, 열 에너지만을 인가하여 가열했을 때와는 다른 금속 재료 내부의 

미세 조직 변화를 동반한 기계적 특성 변화가 보고되었다 [19-23]. 

이상의 연구 결과들로부터 줄 발열 효과에 의한 가열, 직류 전기 인가 방향에 

따른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 이외의 전류 인가에 따른 고유한 효과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Garay 등은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 이외의 전류 고유의 효과를 전류 

인가에 따른 결정 결함의 이동도(mobility) 또는 결정 결함의 밀도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5, 18]. 이를 통해 재료 이동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부수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전류 통전 효과에 따른 재료 이동 가속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융 저항 접합 방법을 이용하여 전력 전송용 케이블의 

도체로 적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및 구리 이종 재료를 접합한 후, 열처리 노와 

직류 전기 인가를 통해 각각 가열하여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두께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직류 전기 인가가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Al-Cu 이종 도체 접합부의 상용 사용 조건(전류 밀도 10 A/㎟ 

이하)에서 접합부 수명 예측을 위해,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활성화 에너지를 

도출하고, 용융 저항 접합법으로 형성된 이종 도체 접합부에서 온도 및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를 예측하는 실험식을 제안하였다. 



 100 

4.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알루미늄 및 구리 소재는 3 장 도체 접합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 확인을 위해 사용된 것과 동일한 AA1070, C11000 

재질이다. 각각의 소재의 가공 방법도 3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제조 공정을 

거쳐 지름 8.0 ㎜의 봉재로 가공되었다 [24-26]. 

본 연구에서는 반자동화에 따라 반복 재현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용융 

저항 접합 방법[27]을 이용하여 이종 도체 접합부를 형성하였다. 용융 저항 

접합 방법은 3장의 결론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냉간 압접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속도를 상대적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의 이동 방향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특성 차이 유무, 즉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4-1에서와 같이 알루미늄 및 

구리 봉재의 접합 계면이 전자의 이동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을 갖도록 

접합 계면을 구성하였다.  

용융 저항 접합법으로 형성된 이종 도체 접합 샘플에, 직류 전기(전류 밀도 

5~10 A/㎟)를 인가하여 200~400 ℃ 범위의 온도 구간에서 일정 시간(25 hr) 

동안 직류 전기에 의한 줄 발열로 접합 계면이 직접 가열한 시험군과 열처리 

노(Lenton, ECF-12/10)를 이용하여 동일한 온도 및 시간 동안 전류 인가 없이 

주변 온도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열한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접합 계면에서 

금속간화합물 성장 특성을 비교 평가할 샘플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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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계면에서 직류 전기를 이용한 직접 가열 방식과 열처리 노를 이용한 

간접 가열 방식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특성에 대한 비교 평가를 위해, 

동일 온도에서 각각 가열된 접합 샘플을 에폭시 마운트로 상온에서 마운팅 한 

후, 접합 계면에 수직하게 표면으로부터 3~4 ㎜ 깊이까지 연마하여 제거한 

단면을 다이아몬드 페이스트(~1㎛)로 미세 연마하고, FE-SEM BSE 모드에서 

얻어진 이미지로부터 성장한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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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chematic diagram of apparatus applying direc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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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전류 방향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 

 

용융 저항 접합된 이종 도체 접합 계면에 직류 전기를 인가하여 발생한 줄 

열로 가열한 샘플 (200~380 ℃, 각 온도에서 25시간)에서, 전자의 진행 방향에 

따라 성장한 금속간화합물의 FE-SEM BSE 이미지를 그림 4-2~7에 나타내었다. 

그림 4-8에는 전자의 진행 방향에 따라 성장한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각 온도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두께를 비교하였다.  

평가 결과로부터 전자의 이동 방향은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특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이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전류 인가 중 다량의 전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알루미늄 원자의 이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므로, 전자의 이동 방향은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속도와 방향에 큰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류 밀도 10 A/㎟ 이하의 상용 사용 조건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Al-Cu 접합 계면에서 전자의 이동에 따른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현상에 의한 원자 이동은 일반적으로 104~106 A/㎟의 

고밀도 전류가 인가 될 경우 관찰되는 현상으로[1], 전류 전송용 전선 

도체에서의 원자 이동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류 밀도 조건(10 A/㎟ 이하)에서는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에 대한 

전자 이동 방향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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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ctron moving direction: Al  Cu 

 

 

(b) Electron moving direction: Cu  Al 

 

Fig. 4-2.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200 ℃ according to 

electron mov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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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ctron moving direction: Al  Cu 

 

 

(b) Electron moving direction: Cu  Al 

 

Fig. 4-3.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235 ℃  

according to electron mov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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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ctron moving direction: Al  Cu 

 

 

(b) Electron moving direction: Cu  Al 

 

Fig. 4-4.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260 ℃  

according to electron mov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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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ctron moving direction: Al  Cu 

 

 

(b) Electron moving direction: Cu  Al 

 

Fig. 4-5.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290 ℃  

according to electron mov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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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ctron moving direction: Al  Cu 

 

 

(b) Electron moving direction: Cu  Al 

 

Fig. 4-6.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330 ℃  

according to electron mov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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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ctron moving direction: Al  Cu 

 

 

(b) Electron moving direction: Cu  Al 

 

Fig. 4-7. Al-Cu interface morphology after 25 hrs heating at 380 ℃  

according to electron mov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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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Thickness of total intermetallic compound layers  

according to electron mov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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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전류 인가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 

 

용융 저항 접합 방법으로 형성된 이종 도체 접합 계면에 직류 전기를 

인가하여 발생한 줄 열로 25시간 가열한 경우, 금속간화합물의 두께는 

200 ℃에서 0.8 ㎛, 235 ℃에서 1.3 ㎛, 290 ℃에서 4.2 ㎛, 330 ℃에서 10.2 ㎛, 

380 ℃에서 23.5 ㎛, 400 ℃에서 31.5 ㎛으로, 열처리 노에서 간접 가열한 

샘플에 비해 총 두께는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260 ℃ 이하의 저온 영역에서는 

열처리 노를 이용하여 가열한 샘플에 비해 수 % 증가하지만, 온도의 증가에 

따라 금속간화합물의 총 두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330 ℃ 이상의 

고온 영역에서는 두께 차이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400 ℃로 가열된 

샘플에서는 가열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총 두께는 약 20 % 증가한다.  

온도 조건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두께로부터 접합부 가열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두께 성장의 활성화 에너지(Q) 및 전지수(D0)를 각각 도출할 수 

있다. 열처리 노를 이용한 간접 가열 및 직류 전기 인가에 의한 직접 가열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성장의 활성화 에너지는 각각 143 kJ/mole 및 139 

kJ/mole로, 직류 전기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가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림 4-10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온도 구간에서 두 개의 

직선은 평행 이동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현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직류 전기를 

인가하여 가열한 샘플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현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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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못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인가한 전류 밀도는 

최근 많은 통전 성형 관련 연구 논문에서 사용한 전류 밀도 수준과 유사하므로, 

통전 소성 변형(electroplasticity)에서 관찰되는 전류 인가 유기 확산 가속화 

현상과 크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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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Thickness of total intermetallic compound layers  

according to interface he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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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Arrhenius plot of the rate constant for growth of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according to interface he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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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전류 인가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성장 예측 실험식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확산의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하여 Al-Cu 이종 도체 

접합 샘플에서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두께 성장의 예측 

실험식을 얻을 수 있었다. 

 

(4-1) 

 

이렇게 얻어진 시간(t)과 온도(T)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두께(x)의 예측 식을 

이용하여, 전력 전송용 케이블에서와 같이 저온에서 장시간 줄 발열로 가열되어 

재료의 특성이 열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직접적인 실험 방법으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저온, 장기 조건에서 금속간화합물 두께를 예측할 수 있다. 임계 

두께에 이르는 온도 및 시간 조건을 그림 4-1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전력 전송용 케이블의 보장 수명은 30년이며 상용 조건에서 허용된 

도체 최고 온도는 약 100 ℃이다.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줄 발열에 의해 

도체가 100 ℃로 가열되어 30년간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금속간화합물 

두께 성장 예측 식으로부터 금속간화합물의 예상 두께는 약 1 ㎛임을 알 수 

있다. 금속간화합물의 예상 두께가 연성/취성 파괴의 임계 두께로 알려진 2.5 

㎛보다 충분히 얇으므로 전력 전송용 케이블의 사용 중에 금속간화합물의 

𝑥𝑥(㎛) = 𝑠𝑠𝑠𝑠𝑠𝑠𝑡𝑡 �26,000 ∙ 𝑒𝑒𝑥𝑥𝑒𝑒 �−
139.3

0.008314 · (𝑅𝑅(℃) + 273)� · 𝑡𝑡(𝑦𝑦𝑠𝑠)� ∙ 106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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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임계 두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류 전기를 

인가하여 가열한 시험군과 열처리 노를 이용하여 가열한 대조군에서의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을 비교하여, 교류 통전 효과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이 약 7배 빨라짐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8]와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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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Estimated thickness of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under direct current according to heating time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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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결   론 

 

용융 저항 접합 방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및 구리 이종 도체를 접합한 후 

열처리 노 및 직류 전기 인가 방향을 고려하여 가열한 도체 접합부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전자의 이동 방향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성장 거동에 차이가 없으므로, 

전력 전송용으로 사용되는 상용의 전류 밀도 영역(10 A/㎟ 이하)에서는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Al-Cu 이종 도체 접합부 가열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두께 평가 

결과로부터, 열처리 노를 이용하여 간접 가열한 경우와 비교하여, 직류 전기로 

직접 가열한 샘플에서는 금속간화합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최근 통전 소성 변형 

관련 연구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는 전류 인가에 의한 확산 가속화 현상과 크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종도체 접합부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활성화 에너지를 도출하여, 

접합부 가열 방법, 온도 및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금속간화합물 두께의 예측이 

가능한 실험식을 제안하였다. 실험식으로부터 전력 전송용 케이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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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이종 도체 접합 계면의 금속간화합물 두께는 약 1 ㎛으로 예상된다. 

알려져 있는 임계 두께(2.5 ㎛)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이종 도체 접합 계면에서의 취성 파괴 발생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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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결론 

 

접합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접합 

메커니즘은 확연히 구분할 수 있으면서도, 작업자 역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반자동화된 냉간 압접과 용융 저항 접합 방법을 이용하여 이종 도체 접합 

샘플을 제작하고, 접합부 미세 조직과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을 확인하였다.  

금속간화합물 각 층의 두께 및 총 두께가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은 원자의 확산에 의해 지배 받음을 알 수 

있다. 냉간 압접 후에는 원자 이동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금속간화합물이 발달하지 않으나, 용융 저항 접합 방법으로 형성된 접합 

계면에서는 용융을 위한 열 에너지가 공급되어 2층의 금속간화합물(Al2Cu(θ) 

및 AlCu(η2))이 형성된다. 접합 방법에 상관없이 온도 및 시간의 증가에 따라 

Al2Cu(θ) 및 AlCu(η2) 이외에 상(Al2Cu3(δ) 및 Al4Cu9(γ2))이 추가로 생성 

및 성장한다. 또한, 도체 접합 방법에 따라 접합 계면에서 구리의 결정립 

크기가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냉간 압접 공정 후 강한 소성 변형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에 따라 저온에서 원자 확산 경로인 결정립계 등 결정 결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용융 저항 접합한 경우와 비교하여, 냉간 압접 된 

샘플에서의 금속간화합물 두께가 더 두껍게 증가한다.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접합 계면에서의 결정립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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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방법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성장 거동의 영향뿐만 아니라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의 파악을 통해 이들의 영향을 

정량화하였다.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직류 전기 인가 

방향을 변경하여 가열한 접합부에서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을 관찰한 

결과로부터, 전력 전송용으로 사용되는 상용 전류 밀도 영역(10 A/㎟ 

이하)에서는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열처리 

노를 이용하여 간접 가열한 경우와 비교하여, 직류 전기로 직접 가열한 

샘플에서의 금속간화합물 두께로부터 전류 인가에 따라 원자 이동이 최대 약 

20 % 촉진됨을 확인하였다. 

이종 도체 접합 방법 및 직류 전기 인가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활성화 

에너지를 도출하여, 접합부 형성 및 가열 방법, 온도 및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금속간화합물 두께의 예측이 가능한 실험식을 제안하였다. 실험식으로부터 전력 

전송용 케이블 사용 조건에서 냉간 압접 된 접합 계면의 금속간화합물 두께는 

약 1 ㎛으로 예상되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임계 두께(2.5 ㎛)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취성 파괴 발생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력 케이블 산업에서 산업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실사용 조건에서 

금속간화합물 임계 두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에 보고된 교류 

전기 인가 효과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의 성장 거동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는 전류 

통전 효과에 따른 재료 이동 가속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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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wth Behavior of Intermetallic Compounds in 

the Joint of Al-Cu Dissimilar Conductors 

  

 Jeong-ik Kim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aluminum conductors are replacing copper ones due to their low price 

and light weight, the need for Al-Cu joint is increasing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t Al-Cu interface, intermetallic compound is known to grow and result in 

fracture if it grows over critical thickness(2.5 ㎛).  

It was reported that the thickness of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increases 

about 7 times more when alternating current (AC) flows through Al-Cu interface. 

It also has been reported that atomic diffusion may be enhanced more with 

electromigration effect when direct current flows between various dis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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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For long distance power transmission, however, direct current (DC) is 

the preferred because the energy loss could be saved.  

In the present study, the formation and growth behavior of the intermetallic 

compound according to joining methods under direct current was investigated 

with FE-SEM, EDS, FE-EPMA, EBSD and XRD.  

Grain was elongated parallel to the interface and the grain size near the 

interface was finer when joined with cold pressure welding method, while grain 

size was increased with the upset butt welding because of the welding heat.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ntermetallic compound thickness was found to 

increase more with the cold pressure welded joint, because there are more 

crystallographic defects in the cold pressure welded joint than in the upset butt 

welded one, and atoms diffuse along crystal defects such as the grain boundary 

dislocation etc. at low temperature. 

Intermetallic compound layers thickness were measured and compared 

according to the moving direction of electrons,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electromigration effect. Then, it was confirmed that the electric current under 

commercial condition below 10 A/㎟ accelerates the growth of the intermetallic 

compound with the distinct effect from electromigration.  

In addition, an empirical equation for prediction of intermetallic compound 

layer thickness was obtained for the life time estimation of the Al-Cu joi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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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d thickness of intermetallic compound was found to be thinner than the 

reported critical thickness. So it can be said that the intermetallic compound 

growth is not critical in using Al-Cu joint under th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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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ors, Joining, Welding, Intermetallic Compound, Direct Current, 

Diffusion, Electro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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