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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는 지식이 풍요로워지는 가을을 맞이하여 한국 산업의 중심도시

인 대구광역시의 대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금번 추계학술 축제의 장에 학회 회원님들을 초대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금속 및 재료 각 분야 회원님들께서 열심히 연구한 약 940여 편

의 수준 높은 논문이 15개의 전문분야 심포지엄과 24개의 일반 세션에서 3일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6년 추계 학술대회 때부터 국제화, 융합화, 다학제화, 산업체 전문가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개

설된 New Horizon 심포지엄은 개설 이래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 추계 역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를 다루어 “재료 데이터베이스(빅데이터) 구축 현황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회 기간 중에 진행되는 Tutorial session에서는 “

연구 논문 작성법”을 주제로 강의 하여,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

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밖에 철강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제92회철강기술심포지엄 및 CO2 저감 제

철 심포지엄 등이 개최되며, 철강 외 여러 소재 분야의 심포지엄 등이 진행되오니 참가자분들의 많

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금속 및 재료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41개의 산업체 및 연구원에서 전시 부스 

업체로 참여해 주시었습니다. 추계학술대회를 통하여 금속 및 재료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시

고, 연구에 매진하시는 산•학•연 등 모든 유관 분야에 종사하시는 회원 여러분 모두 학문적 발전

을 이루시고, 서로의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9월 

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 김  성  준



위원장 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9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한국섬유산업의 중심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심포지엄 세션과 일반 세션의 내실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

습니다. 심포지엄 세션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추계에도 전문적으로 특화된 20여개의 심포지엄 세션

을 기획하여 개설하였으며, 새로운 학술 분야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뉴호라이

즌 심포지엄을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조직위원회를 운영을 활성화 하여 행사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학회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학술 프로그램의 내실화, 전문화의 기조를 이어가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

니다.

우리나라의 금속 및 재료분야 학술연구와 산업의 수준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세계 정상급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우리 학회 춘/추계 학술대회가 가 큰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그동안 매년 봄, 가을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금속 및 재

료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새로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학술정보를 실시간 교류하는 활동을 

확대•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학술대회 활동이 밑바탕이 되어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3개

의 SCI(E)학술논문지 Impact Factor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학회가 이룩한 발전과 성과는 모두 회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연구와 참여의 노력

들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변 지 영, 이 승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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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발표 진행 안내

❖ 대회 기간 : 2019년 10월23일 수요일 ~ 10월25일 금요일, 3일간

❖ 대회 장소 : 대구 EXCO, TEL: 053-601-5000

❖ 학술대회 등록비

- 23일(수)~24일(목) 중식 및 24일(목) 간친회 석식 만찬이 포함 됩니다.

구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회원 회원+연회비 납부 비회원 회원 회원+연회비 납부 비회원

일반 140,000 200,000 210,000 160,000 220,000 230,000

학생 90,000 130,000 140,000 110,000 150,000 160,000

※ 사전등록 취소 및 환불은 10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회원은 학술대회 등록비가 면제 되오니, 현장에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두 발표자료 준비 

- 발표자료는 개인별로 이동용 저장 장치에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MS오피스 2010)

- 발표자료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발표장 노트북에 미리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 강연장에는 연사용 노트북이 준비되어 있으며, 개인노트북 연결 사용은 불가합니다.

- 발표자께서는 발표시간 20분 전까지 입장을 하셔야 합니다.

❖ 구두 발표 시간

- 일반발표 : 15분 발표, 10분 발표 후 5분간 질의응답으로 진행

- 초청강연 : 25분~30분(질의 및 응답 5분 포함) 

※심포지엄의 발표시간은 심포지엄 별로 발표시간이 다르게 배정됨.

-   포스터 발표 보드 부착 공간은 가로(폭) 100cm × 세로(높이) 120cm 크기로 준비하며, A4 기준으로 12장이 (가로 또는 세로로)부착 될 수 

있습니다. 

-   포스터 보드판 상단에 발표 번호가 마킹이 되어 있으므로 해당 포스터 번호에 포스터 부착물을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착도구는 행사장 내에 비치된 부착물품을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부착물은 첫 장에(또는 서두에) 발표제목, 발표자 성명, 발표자 재직처가 명시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 포스터 질의 및 응답시간에는 본인 발표 포스터 앞에 정위치 하여야 합니다.

-   포스터 발표시간이 종료된 이후는 종료 후 10분 이내에 부착물을 탈착 하여야 하며 15분 이후 부착된 발표물은 학회 진행 요원에 의하여 

임의 탈착되어 임의 처리 됩니다.

- 포스터발표자 출석체크는 질의 및 응답시간에 게시된 부착물 여부로 출석을 체크합니다.

- 모든 포스터발표에 대해서 심사를 거친 후 우수포스터를 선정하여 시상을 하게 됩니다.  

- 학생구두발표에 대해서 심사를 거친 후 우수발표에 대하여 시상을 하게 됩니다.

 

- 좌장위원 : 좌장위원은 해당 발표장에 20분전에 입실 해 주시고 발표장 운영 요원에게 출석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 심사위원 : 포스터 심사위원은 등록대 옆 포스터 운영 부스로 오셔서 출석 확인 후 심사용지를 수령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세션 안내

포스터세션 안내

학생구두발표 및 우수포스터 시상안내

좌장위원, 포스터 심사위원 출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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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행사 행사 일정

시간 행사 일정 비고

08:30-17:00 학술대회 행사등록 3층 등록대

09:00-12:00 구두세션 발표 각 발표장

12:30-13:30 점심시간 3층 그랜드볼룸B

13:30-18:00 구두세션 발표 각 발표장

15:00-18:00 튜토리얼 세션[별도 등록] 325 A/B호

18:30-20:30 학회상 수상자 및 역대회장 초청만찬 인터불고 호텔

10월 23일 수요일

시간 행사 일정 비고

08:30-17:00 학술대회 행사등록 3층 등록대

09:00-12:00 구두세션 발표 각 발표장

09:00-16:00 포스터세션 발표 I 3층 그랜드볼룸A

09:00-18:00 전시부스 홍보 진행 3층 그랜드볼룸A

11:00-12:00 포스터세션 질의 및 응답시간 3층 그랜드볼룸A

12:00-13:00 점심시간 3층 그랜드볼룸B

13:00-18:00 구두세션 발표 각 발표장

13:00-13:30 포스터세션 질의 및 응답시간 3층 그랜드볼룸A

17:00-17:30 경품 추첨 3층 그랜드볼룸A

18:00-18:15 총회 강연 3층 그랜드볼룸B

18:15-20:00 총회 / 학회상 시상식 / 간친회 3층 그랜드볼룸B

10월 24일 목요일

시간 행사 일정 비고

08:30-13:00 학술대회 행사등록 3층 등록대

09:00-13:00 구두세션 발표 각 발표장

09:00-13:00 포스터세션 발표 II 3층 그랜드볼룸A

09:00-12:00 전시부스 홍보 진행 3층 그랜드볼룸A

11:00-12:00 포스터세션 질의 및 응답시간 3층 그랜드볼룸A

12:30-13:00 경품 추첨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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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정

구분

구두 발표

320A 320B 321A 321B 322 323 324A 324B 325A/B 325C 325D

08:30
~17:00

행사 등록

09:00
~12:00

상변태 집합조직 재료강도 CO2 저감
제철기술
심포지엄

철강Ⅰ 철강Ⅱ 철강Ⅲ 표면처리 고엔트로피
합금

적층제조 및
분말

타이타늄

12:00
~13:00

점심 식사(3층 그랜드볼룸B)

13:00
~15:00

차세대 
발전소재

및
초내열합금
심포지엄

에너지재료 재료강도 CO2 저감
제철기술
심포지엄

철강Ⅰ 철강Ⅱ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I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II

고엔트로피
합금

적층제조 및
분말

타이타늄

15:00
~15:15

Break

15:15
~18:00

차세대 
발전소재

및 
초내열합금
심포지엄

에너지재료 재료강도 CO2 저감
제철기술
심포지엄

철강Ⅰ 철강Ⅱ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I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II

[튜토리얼강좌]
(15:00

~18:00)
등록비 별도

적층제조 및
분말

타이타늄

※   튜토리얼 강좌는 학술대회 등록비 외에 별도의 등록비를 납부 하셔야 참석 가능 합니다.

(석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 진행: 변지영, 이승훈 학술부회장 / 구두세션 진행: 성백석 학술이사

학생구두발표우수상 선정위원: 김동익, 이효종 위원

튜토리얼 진행위원: 김성웅 위원

10월 23일(수) 발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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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정

총 진행: 변지영, 이승훈 학술부회장 / 구두세션 진행: 양철웅 학술이사

학생구두발표우수상 선정위원: 김정한, 장호원 위원

포스터세션 진행위원: 임재원 학술이사 / 우수포스터상 선정위원: 최윤석, 홍재근 위원 

10월 24일(목) 발표 일정

구분

구두 발표

320A 320B 321A 321B 322 323 324 325A/B 325C 325D
전시장 

(그랜드볼룸A)

08:30
~17:00

행사 등록

09:00
~12:00

재료분석 중성자 및 
방사광 X-선 
이용 금속 

및 나노구조 
재료분석

국제심포지엄

마찰마모 생체재료 전통과학
내일을
만나다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

심포지엄

뉴호라이즌
심포지엄

철강기술
심포지엄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III

열전재료 포스터 발표

11:00
~12:00

포스터 발표 질의 및 응답 시간[발표자 정위치 및 우수포스터 심사시간]

12:00
~13:00

점심 식사(3층 그랜드볼룸B)

13:00
~15:00

제22회 피로 
및

파괴 심포지엄

중성자 및 
방사광 X-선 
이용 금속 

및 나노구조 
재료분석

국제심포지엄

여성세션 생체재료
심포지엄

전통과학
내일을
만나다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

심포지엄

뉴호라이즌
심포지엄

철강기술
심포지엄

나노에너지
소재 심포지엄

소재 및
부품 안전
신뢰성 

심포지엄

포스터 발표

15:00
~15:15

Break

15:15
~18:00

제22회 피로 
및

파괴 심포지엄

중성자 및 
방사광 X-선 
이용 금속 

및 나노구조 
재료분석

국제심포지엄

WISET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결과발표대회

생체재료
심포지엄

전통과학
내일을
만나다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

심포지엄

뉴호라이즌
심포지엄

철강기술
심포지엄

나노에너지
소재 심포지엄

소재 및
부품 안전
신뢰성 

심포지엄

포스터 발표

18:00
~18:15

총회 강연(3층 그랜드볼룸B)

18:15
~20:00

총회 / 학회상 시상식 / 간친회 (3층 그랜드볼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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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행: 변지영, 이승훈 학술부회장 / 구두세션 진행: 안효준 학술이사

학생구두발표우수상 선정위원: 최인철, 강지현 위원

포스터세션 진행위원: 김유찬 위원 / 우수포스터상 선정위원: 어광준, 이관형 위원

10월 25일(금) 발표 일정

구두 발표

320A 320B 321A 321B 322 323 324 325A/B 325C 325D
전시장 

(그랜드볼룸A)

08:30
~13:00

행사 등록

09:00
~13:00

전산재료과학 복합재료 ※ 08:30 시작

나노소재
용접 및 접합 ※ 08:30 시작

알루미늄
※ 08:30 시작

비철금속
신개념
에너지

저장소재
및 소자

첨단가공기술
심포지엄

마그네슘 항공재료 포스터발표

11:00
~12:00

포스터 발표 질의 및 응답 시간[발표자 정위치 및 우수포스터 심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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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정

10월 24일 포스터 발표 (POSTER-I) 10월 25일 포스터 발표 (POSTER-II)

P1 철강

P2 에너지재료

P3 가공-표면처리

P4 상변태

P5 집합조직

P6 타이타늄

P7 마찰마모

P8 고엔트로피합금

P9 전통과학기술, 내일을 만나다

P10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

P11 재료강도

P12 적층제조 및 분말

P13 나노소재

P14 비철금속

P15 복합재료

P16 알루미늄

P17 전산재료과학

P18 융합재료과학

P19 마그네슘

P20 생체재료

P21 가공-열처리

P22 전자재료

P23 가공-소성가공

P24 재료분석

P25 가공-주조 및 응고

P26 열전재료

P27 신개념 에너지저장 소재 및 소자 심포지엄

P28 가공-용접 및 접합

P29 항공재료

포스터 발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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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변지영 학술부회장

AW-1 Interfacial Reaction-Structure-Property Relationships in Screen-Printed Ag Contacts of Si Solar Cells

 Joo Youl Huh
 Korea University

A majority of the researche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oncern with the relationships among processing, 

structure and properties for the indented applications of materials. In this presentation, our last-10-years 

journey to understand such a relationship will be presented for the screen-printed Ag contacts of crystalline 

Si solar cells. Contact metallization is a key processing step in the fabrication of industrial crystalline Si (c-Si) 

solar cells. Currently, the front-side contacts to n+ emitter Si is commonly produced by screen-printing Ag 

paste followed by spike firing at ~800oC in air ambience. The quality of front-side Ag thick-film contacts to 

textured, thin n+-Si emitter critically affects the cell performance through its influence on the series and shunt 

resistances. Recent trend toward high-efficiency industrial c-Si solar cells with lightly doped, shallow emitters 

necessitates the formation of high-quality screen-printed contacts to high sheet resistance (>100 Ω/sq) emitters 

without damaging p-n junction. This in turn requires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fire-through Ag contact formation during the firing process. In the presentation, we will discuss the state-of-

the-art understanding for the reactions involved in the fire-through Ag contact formation, together with relevant 

experimental results. Some Emphases will be given to the effect of the oxygen partial pressure in the firing 

ambience on the formation of Ag crystallite and hence on the contact resistance. Emphases will also be given to 

the electrochemical nature of the firing reactions to form Ag crystallites on the emitter Si surface, together with 

our recent results obtained from electrochemical analyses. Finally, we will outine how the knowledge on the firing 

reaction nature can be utilized in developing Ag paste and optimizing the firing process parameters.

총회 강연
3층 그랜드볼룸B, 10월 24일(목) 18: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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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발 표 자

10:00~ 10:10 개회사 현대제철 이계영 부사장 

Sessionⅰ 
친환경 자동차 기술 동향 

(좌장 : 현대제철 김성주 상무) 

10:00~ 10:40 친환경차 전략에 따른 사회 정책 방향  울산테크노파크 우항수 단장

10:40~ 11:30 수소사회 도래 및 수소전기차 개발 현황 현대자동차 박순찬 상무

11:30~ 12:00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한 철강재 이용기술 개발 방향  포스코 주세돈 전무

12:00~13:30 [중식]

Sessionⅱ 
친환경 자동차용 구동계 소재 개발 현황 

(좌장 : 포스코 주세돈 전무) 

13:30~ 13:50 자동차용 구동모터 개요 및 전기강판의 성능 성균관대학교 정상용 교수 

13:50~ 14:10 모터용 자성분말 재료 및 부품 개발 현황 창성 이병윤 상무 

14:10~ 14:30 친환경차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 동향 포스코 김재성 전문

14:00~15:00 [Coffee Break] 

Sessionⅲ 
친환경 차체 구현 위한 요소 기술 개발 

(좌장 : 현대제철 정유동 상무) 

15:00~ 15:20 현대제철 H-solution EV 개발 및 경량화 솔루션 현대제철 이동열 책임 

15:20~ 15:40 친환경차 배터리 케이스용 부품 개발 성우하이텍 유경선 책임 

15:40~ 16:00 수소전기차 연료전지분리판용 STS소재 개발 현황 포스코 김종희 수석

16:00~ 16:20 핫스탬핑 강재 적용 기술 솔루션 개발 현대제철 윤승채 책임

제92회 철강기술 심포지엄
"친환경 자동차 소재 개발 전략"

Room 325(A/B), 10월 24일 10: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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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세션 좌장 : 포스코 이상호 전무

10:00 ~ 10:10 심포지엄 및 프로젝트 개요 발표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김영주 박사

10:10 ~ 10:40 (초청) 철강산업 온실가스 정책 및 이슈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동헌 박사

COOLSTAR 프로젝트 성과 발표

10:40 ~ 11:05 고로기반 CO2저감형 하이브리드 제철기술 포스코 김완호 박사

11:05 ~ 11:30 배가스 활용 CO2 간접저감 기술 포항공과대학교 박성민 연구원

11:30 ~ 12:00 오전세션 질의응답

12:00 ~ 13:00  점심식사

오후세션 좌장 : 연세대학교 손일 교수

13:00 ~ 13:25 Coke Oven Gas로부터 수소회수 및 메탄 농축을 위한 흡착 공정 개발 에너지기술연구원 조동우 박사

13:25 ~ 13:50 Cokes Oven Gas로부터 수소생산 및 증폭을 위한 수증기 개질 공정 연구 KAIST 배중면 교수

13:50 ~ 14:15 대체철원 기반 제철공정 CO2저감 기술 현대제철 김동식 박사

14:15 ~ 14:40 제철 부생가스 활용 고탄소/고금속화율 DRI 제조 기술 부경대학교 김용하 교수

14:40 ~ 15:00 오후세션 질의응답

15:00 ~ 15:30 Coffee Break

15:30 ~ 16:15

패널토의   수소환원기술, 철강업계 CO2 저감을 위한 유일한 해답인가

* 좌장 :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 패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송동훈 PD, 서울대학교 강윤영 교수, 포스코 이상호 전무, SAC 유병돈 연구소장,  

현대제철 최주태 상무, 한국철강협회 김영주 실장. 

 

CO2저감 제철기술(COOLSTAR*)  
심포지엄

Room 321B, 10월 23일 10:0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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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임혜인 (숙명여자대학교)

15:30~15:35 개회 및 심사위원 소개

15:35~17:41 심화과정 7개팀 결과발표

시 간 연 구 주 제 책임연구자

15:35-15:53 상 제어를 이용한 고온 경도가 우수한 공정하이엔트로피 합금 개발
김민정

(세종대학교)

15:53-16:11 나트륨이차전지용 MoS2/rGO 복합체음극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삽입/전환 반응 조절 연구
김수지

(숙명여자대학교)

16:11-16:29 Cu-Ni-Si 합금의 가공 및 열처리에 따른 물성 확인 및 미세구조와의 상관성 연구
김황선

(서울대학교)

16:29-16:47 SnO2 Nanoparticles (NPs)의 아세틸렌 검지 특성
박민선

(연세대학교)

16:47-17:05 비납계 유무기할라이드 발광 다이오드 특성 개선
배사랑

(중앙대학교)

17:05-17:23 차량 주행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 미러
손민희

(한양대학교)

17:23-17:41 효과적인 광전기화학적 물분해를 위한 환원된 그래핀 산화물과 질화탄소로 이루어진 이종접합 촉매개발
심예린

(전남대학교)

17:41~17:50 폐회 및 사진촬영

2019 WISET 공학연구팀제 심화과정 결과발표대회
"소재·금속분야"

Room 321A, 10월 24일(목) 15:3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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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I 10월 23일

O
ral Session 23일

상변태
위원장 : 정우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총무간사 : 박준식 (한밭대학교) 

Room 320A, 10월 23일 

좌장 : 정우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변태1-1 | 10:00
347H 오스테나이트계 내열강에서 결정립 크기에 따른 입내 및 입계 석

출거동 차이 
홍창완1, 허윤욱1, 김성준1

1GIFT POSTECH.

상변태1-2 | 10:15
Preferred growth directions of dendrites in Hot-Dip Galvanized Zn 

Coatings: Observation and simulation 
김성균1, 허주열2, 황현석3

1군산대학교. 2고려대학교. 3포스코.

좌장 : 홍창완 (포항공과대학교철강학과) 

상변태2-1 | 10:30
저온 템퍼링 공정 기반 Mn Segregation을 이용한 고인성 9Cr강의 조

성 및 기계적 특성 회복 공정 개발
김민석1, 김상준1, 윤국노1,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상변태2-2 | 10:45
Si/Al 멀티 코팅을 통한 Mo-3Si-1B 합금의 온도에 따른 산화 거동 비

교 
양원철1, 백경호2, 김영무3, 이성3, 이종원1, 박준식1

1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3국방과학연구소.

상변태2-3 | 11:00
상분리 비정질 합금의 구조적 불균일성에 의한 기계적 거동 
안혜상1, 김소연2, 유근희1, 박은수1

1서울대학교재료공학부 상변화제어신소재연구실. 2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상변태2-4 | 11:15
Microstructural Evolution during Thermal Cycling in Additive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Hobyung Chae1, E-Wen Huang2, Jayant Jain3, Wanchuck Woo4, Ke An5, 

Soo Yeol Lee1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3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4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5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제10회 차세대 발전소재 및 초내열합금 심포지엄
위원장 : 정우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영수 (재료연구소)

실무위원 : 심재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진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대원 (재료연구소)

Room 320A, 10월 23일 

좌장 : 심재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1-1 | 13:00 초청강연

단결정 초내열합금의 2차 반응층 성장 거동 
정중은1, 김인수1, 최백규1, 도정현1, 정인용1, 조창용1

1재료연구소(KIMS).

차세대1-2 | 13:20 초청강연

니켈기 초내열합금의 내환경성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 
윤대원1, 유영수1, 정희원1, 서성문1, 정인용1

1재료연구소.

차세대1-3 | 13:40 초청강연

Microstructural study of precipitates in Alloy 709 using electron 

microscopy 
박동희1, James Stubbins2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and Champaign.

차세대1-4 | 14:00 초청강연

머신 러닝을 이용한 중수로 Zr 압력관 재료의 중성자 조사변형 예측 
이경근1, 안동현1, 김성수1, 임상엽1, 류이슬1

1한국원자력연구원.

차세대1-5 | 14:20 초청강연

미래 핵융합 발전을 위한 저방사 철강소재 개발 
이창훈1, 문준오1, 이태호1, 홍현욱2, 신찬선3, 장동찬4, 이명규5, 김형찬6

1재료연구소(KIMS). 2창원대. 3명지대. 4KAIST. 5서울대. 6국가핵융합연구소.

차세대1-6 | 14:40
핵융합로용 저방사화강에서 Ti 첨가에 따른 MX석출물과 고온 피로 특

성 고찰 
임소영1, 문준오2, 이창훈2, 홍현욱1

1창원대학교. 2재료연구소 철강재료연구실.

Break Time | 14:55

좌장 : 윤대원 (재료연구소)

차세대2-1 | 15:15  

Mo-3Si-1B 합금에 형성된 MoSi2-YSZ 열차폐 코팅층의 고온 산화 

및 손상 특성
백경호1, 강상운1, 박희진1

1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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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2-2 | 15:30 초청강연

발전 터빈 Fir-Tree 부 변형거동 예측을 위한 단결정 탄소성 모델링 및 

검증
최윤석1, 김한종2, 박성훈2, 전준영3, 윤태준3

1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2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3두산기술원.

차세대2-3 | 15:50 초청강연

9Cr-1Mo강재 용착금속 합금설계 및 생성된 탄화물이 고온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 
문병록1, 강남현1, 이태호2, 정우상3, 박철규4

1부산대학교. 2재료연구소. 3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고려용접봉.

차세대2-4 | 16:10 초청강연

1.25Cr-0.5Mo 내열강의 등온가속열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

성 분석 
김명연1, 서진유1, 정우상1, 이영국2, 심재혁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연세대학교.

차세대2-5 | 16:30 초청강연

[100] Directional Alignment of Ni-based Single- Crystal 
Superalloys to Measure Orientation and Accurate Misfit between γ 
and γ’ Phases via High-Resolution X-ray Diffraction 
송승우1, 도정현2, 정인영1, 김창수1

1한국표준과학연구원. 2한국재료연구소.

차세대2-6 | 16:50  

다결정 니켈기 초내열합금 CM247LC의 고온 크리프 특성에 미치는 미

세조직의 영향
김인수1, 최백규1, 정중은1, 도정현1, 석우영1, 이유화1, 정인용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Break Time | 17:05

집합조직
위원장 : 정효태 (강릉원주대학교)

총무간사 : 이효종 (동아대학교) 

Room 320B, 10월 23일 

좌장 : 이효종 (동아대학교) 

집합1-1 | 09:00
EBSD를 이용한 대구경 내부식성 용접관의 미세조직 분석을 통한 미세

조직 불균일성 제어 
박현1, 이우진2, 천임정1, 홍성규1, 김상혁2, 이효종2

1리녹스(주). 2동아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집합1-2 | 09:15
Method Using Image Quality Value Measured by EBSD to Quantify 
the Degree of Recrystallization in Zirconium Cladding for Nuclear 
Fuel 
정태식1, 김윤호1, 이승재1

1한전원자력연료.

집합1-3 | 09:30
Effect of Annealing Temperatures on Texture Evolution in High 

Entropy Alloy Deformed by Cold Rolling 

Lalit1, Jaiveer singh1, Min-Seong Kim1, Shi-Hoon Choi1
1순천대학교.

집합1-4 | 09:45
A Preliminary Study on Anisotropic Damage Parameter Using 

Crystal Plasticity 
Youngung Jeong1, Dirk Steglich2

1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Helmholtz-Zentrum Geesthacht.

집합1-5 | 10:00
Development of Cube-on-face Texture in Fe-Si Electrical Steel 
induced by Surface Nucleation During Heat Treatment
Yongkeun Ahn1, Yongkwon Jeong1, Taeyoung Kim1, Nongmoon Hw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Break Time | 10:15

좌장 : 정영웅 (창원대학교) 

집합2-1 | 10:25
새로운 압연방법 등주속이형압연(equal speed asymmetric rolling, 

ESAR)
정효태1, 최시훈2, 권상철3, 김순태1, 김민성2, 김다빈1, 이성음2, 이철우3

1강릉원주대학교. 2(주)솔룸신소재. 3순천대학교.

집합2-2 | 10:40
압연공정에 따른 Al-1wt% Mg의 변형/재결정 집합조직 발달 메커니즘 

규명 
최시훈1, 김민성1, 이성음1, 김정균1, 권상철2, 김순태2, 이성3, 정효태2, 이지현4, 김

환욱4

1국립 순천대학교. 2국립 강릉원주대학교. 3국방과학연구소. 4한국기초과학지

원연구원.

집합2-3 | 10:55
MADF 공정에서 면단조 및 복귀단조 후 관찰되는 AA1100의 변형띠 형

성 기구에 관한 연구 
김민성1, 권상철2, 김순태2, 김환욱3, 이성4, 정효태2, 최시훈1

1순천대학교. 2강릉원주대학교. 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국방과학연구소.

집합2-4 | 11:10
ISO EBSD 분석 표준 제정 활동 소개 (EBSD를 이용한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리스강 기계적 손상 평가를 위한 어긋남각 분석) 
강주희1

1재료연구소.

집합2-5 | 11:25
반복 굽힘 변형 시 연성 동박 적층판(FCCL)의 변형 및 파괴거동에 미치

는 미시집합조직의 영향 연구 
박기성1, 최시훈1

1국립 순천대학교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Break Time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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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재료
위원장 : 신병하 (한국과학기술원)

부위원장 : 박찬진 (전남대학교)

총무간사 : 오지훈 (한국과학기술원)

Room 320B, 10월 23일 

좌장 : 오지훈 (한국과학기술원) 

에너지1-1 | 13:00
P2-Na2/3MnO2 by Co Incorporation: As a Cathode Material of High 

Capacity and Long Cycle Life for Sodium-Ion Batteries
명승택1, Aishuak Konarov1

1세종대학교.

에너지1-2 | 13:15
Diffusion along dislocations mitigates self-limiting Na diffusion in 

crystalline Sn 
변영운1, 안재평2, 이재철1

1고려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1-3 | 13:30
Effect of Li Concentration-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on 

Diffusion Induced Stresses of a Sn Anode 
남현균1, 홍충수1, Nadeem Qaiser2, 한승민1

1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2한국과학기술원 EEWS대학원.

에너지1-4 | 13:45
상온형 소듐/황 전지용 황-폴리아크릴로니트릴 나노선 전극의 제조 및 

전기화학적 특성평가 
성민준1, 김희훈1, 조권구1, 안주현1, 김기원1, 남태현1, 안효준1

1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에너지1-5 | 14:00
Controllable Charge Capacity Using a Black Additive for High-

Energy-Density Sodium-Ion Batteries
조창흠1, 명승택1

1세종대학교.

에너지1-6 | 14:15
Hollandite-type VO1.75(OH)0.5: Effective Sodium Storage for High-

Performance Sodium Ion Batteries 
JaeHyeon Jo1, Seung-Taek Myung1

1Sejong University.

에너지1-7 | 14:30
Development of Super Na Ion Conducting Ceramic and its 
Application on Seawater Battery 
Wooseok Go1, Youngsik Kim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Break Time | 14:45

좌장 : 오지훈 (한국과학기술원)

에너지2-1 | 14:55
탄소나노튜브 (CNT) 도전재 기반 고에너지 밀도 리튬이차전지 개발 
유정근1, 이강은1

1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

에너지2-2 | 15:10
Development of Novel Cathode Materials with Superior Energy 
Densities Using First-Principles Calculation and Structural Analyses
김종순1

1세종대학교.

에너지2-3 | 15:25
Microstructures and Magnetic Properties of High Density 
Sm(Fe0.8Co0.2)11Ti Bulk Magnetic Materials 
Jihoon Park1, Hui-Dong Qian1, Jung Tae Lim1, Jong-Woo Kim1, Chul-Jin 

Choi1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에너지2-4 | 15:40
Nanoporous Sn/SnOx as a Fracture Resistant Anode for Lithium 

Ion Batteries 
한승우1, Wok Sik Kim1, Seung Min Han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에너지2-5 | 15:55
A Composite Solid Electrolyte of Poly(Propylene Carbonate) and 

Li1.5Al0.5Ge1.5(PO4)3 for All-Solid-State Li-ion Batteries
성봉준1, Pravin N. Didwal1, 박찬진*1

1전남대학교.

에너지2-6 | 16:10
Porous N-doped carbon and Sb composites for high performance 

K-ion batteries 
기형서1, Rakesh Verma1, 박찬진*1

1전남대학교.

에너지2-7 | 16:25
Enhancing the coercivity and thermal stability of Nd-Fe-B sintered 

magnets by grain boundary diffusion process 
Sumin Kim1, Hyun-Sook Lee1, Donghwan Kim2, Jong Wook Roh3, 

Wooyoung Lee1

1Yonsei University. 2Star Group. 3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reak Time | 16:40

좌장 : 오지훈 (한국과학기술원)

에너지3-1 | 16:50
Highly Efficient Transparent Conducting Electrode with Suppressing 

Pinhole Formation in Electron Transport Layer for Flexible 

Perovskite Solar Cells 
정은욱1, 이건환1, 나종주1, 윤정흠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에너지3-2 | 17:05
Organic-Inorganic Hybrid Piezoelectric Materials for Energy 
Harvesting Applications 
현동열1, 함성수1, 권유정1, 박귀일1

1경북대학교.

에너지3-3 | 17:20
Edge Oxidized Grapehe (EOG) 첨가가 N형 열전 후막 필름 툭성에 

미치는 영향
이기승1, 엄영성1, 김병기2, 김경태1

1재료연구소 3D프린팅소재연구센터. 2울산대학교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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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3-4 | 17:35
C60로 표면처리 된 TiO2 촉매의 자발적인 물 분해를 이용한 수산화 라디

칼 생성 연구 
손소담1, 김요한1, 정성철2, 강정수1, 한희준1, 김광수3, 박기복2, 신형준1

1UNIST 신소재공학부. 2UNIST 물리학과. 3UNIST 화학과.

에너지3-5 | 17:50
셀룰로오스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다공성 티타니아의 광전지 전극소재 

연구 
윤용희1, 김소영1, 정철환1, 이선영2, 권재경2, 이원희1

1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2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에너지3-6 | 18:05
Tailorable Bifunctional Electrochemical Biomass Reforming and 

H2 Production with Architecture-Property Relations of Bimetallic 
Multilayer Electrodes 
Minju Park1, Minsu Gu2, Byeong-Su Kim*2

1UNIST (울산과학기술원). 2연세대학교.

재료강도
위원장 : 장재일 (한양대학교)

총무간사 : 김주영 (UNIST)

Room 321A, 10월 23일 

좌장 : 강승균 (서울대학교) 

재료강도1-1 | 09:20
Study on the Twin Boundary SLiding Occurring in Nanocrystalline 

fcc Metal
김성훈1, 박준형1, 김홍규2, 안재평2, 이재철1

1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

재료강도1-2 | 09:40
Galvanic Corrosion Behavior of an Electrically Assisted Pressure 

Joint of Stainless Steel and Inconel Alloys: An Experimental and 

Modeling Study 
Sam Anaman1, Solomon Ansah1, Sung-Tae Hong2, Jong-Sook Lee3, 

Hoon-Hwe Cho1

1Hanbat National University. 2University of Ulsan. 3Chonnam National 
University.

재료강도1-3 | 10:00
Deformation Twinning in Au30Ag70 Alloy Nanowire under Tensile 

Strain
김원식1, 황병일2, 한승민1

1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2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재료강도1-4 | 10:20 Canceled
반복중첩접합압연을 이용한 초고강도 벌크 금속-그래핀 멀티레이어 제

작 
김대호1, 한승민1

1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재료강도1-5 | 10:40
나노포러스 금의 인장 및 압축에 따른 기계적물성과 리가먼트 크기 효

과에 관한 분석
전한솔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재료강도1-6 | 11:00
스트레처블 전자소자의 배선재료로 응용 가능한 구리-비결정성금속 다

층구조의 제조 및 기계적 거동 분석 
황경석1, 박선영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재료강도1-7 | 11:20
원자층 증착법으로 증착한 비정질 알루미나 박막의 저온 합성 및 기계

적 물성 분석 
우정현1, 김시훈1, 안승민1, 박선영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Break Time | 11:40

좌장 : 이정구 (울산대학교) 

재료강도2-1 | 13:00
직수냉각 핫스탬핑된 보론강의 템퍼링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박현태1, 권의표1, 임익태2, 박현경3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2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3(주)동해금

속 기술연구소.

재료강도2-2 | 13:20
마르텐사이트가 포함된 소부경화강의 항복 및 시효 거동 
이승완1, 이상인1, 홍태운1, 한상호2, 박경태3, 황병철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2포스코 기술연구소. 3한밭대학교.

재료강도2-3 | 13:40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변화가 SA508 Gr.1A 저합금강의 미세조직 

형성 및 파괴저항성에 미치는 영향 
현세미1, 홍석민2, 김민철2, 이요섭3, 홍순익1

1충남대학교. 2한국원자력연구원. 3한국수력원자력.

재료강도2-4 | 14:00
TRIP 변형거동을 가지는 Fe-Mn-Al-C 경량 철강에서 저온 열처리를 

통한 기계적 물성 향상 및 B 첨가의 영향 
김대웅1, 유지성1, 곽재현2, 손석수3, 이성학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POSCO. 3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재료강도2-5 | 14:20
Small punch 시험 곡선의 비탄성 변형 에너지 및 변위 함수를 활용한 

Mn-Mo-Ni 계 저합금강의 Charpy 충격천이온도 평가 
이태경1, 홍석민2, 김종민2, 김민철2, 장재일1

1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강도2-6 | 14:40
나노압입시험을 이용한 적층제조 스테인리스 강의 수소 영향 연구 
박정민1, 양광휘1, 이동현2, 고윤석3, 김동익4, 서진유4, 한흥남3, 장재일1

1한양대학교. 2막스 플랑크 연구소. 3서울대학교. 4한국과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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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5 | 15:00 서정상 수상기념강연

핵융합로용 저방사화 구조재 ARAA 개발 현황과 크립저항성 향상을 위

한 공정기술 개발
천영범1

1한국원자력연구원

Break Time | 15:25

좌장 : 김영천 (안동대학교) 

재료강도3-1 | 15:40
봉지재료용 SiO2 박막의 이축 탄성변형 거동
김나향1, 김한글1, 김시훈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재료강도3-2 | 16:00
물결구조의 적용을 통한 고신축 봉지재료의 기계적 특성평가
김한글1, 김나향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재료강도3-3 | 16:20
강소성 가공 후 열처리에 따른 고망간강의 기계적 특성 변화 
김정기1, 설재복2, 김형섭3

1경상대학교. 2나노융합기술원. 3포항공과대학교.

재료강도3-5 | 16:40
Cyclic softening Behavior and Damage Accumulation of Reduced 

Activated Ferritic-Martensitic Steel Under Different Fatigue Modes 
Ahiale Kwame Godwin1, Yong-Jun Oh1, Young-Bum Chun2, Yi-Hyun 

Park3, Seung-yon Cho3

1Advanced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Div. Hanbat National 
University Korea. 2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3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 NFRI.

재료강도3-6 | 17:00
Mo+V 첨가효과가 SA508 Gr.1A 저합금강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

향 
홍석민1, 현세미2, 김종민3, 김만원1, 김민철4

1한국원자력연구원. 2충남대학교. 3원자력연구원. 4한국수력원자력.

재료강도3-7 | 17:20
Electron-Beam Assisted Amorphization of Alpha-Quartz Pillar 
During in-situ Uniaxial Compression Test 
Sung-gyu Kang1, Hwangsun Kim1, Woo Jin Cho1, In-Suk Choi1, Heung 

Nam Han1

1Seoul National University.

C02 저감 제철기술 심포지엄
위원장 : 김영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실무위원 : 이상호 (포스코 기술연구원), 유병돈 (인하대하교),

 최주태 (현대제철), 민동준 (연세대학교)

Room 321B, 10월 23일 

좌장 : 이상호 (포스코)

 

저감1-1 | 10:10 초청강연

철강산업 온실가스 정책 및 이슈 
김영주1

1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저감1-2 | 10:40
고로 기반 CO2 저감형 Hybrid 제철기술 개발 
김완호1, 신명균1, 이운재1, 이영석1, 고창국1, 이상호1

1(주)포스코 기술연구원.

저감1-3 | 11:05
배가스 활용 CO2 간접저감 기술 
박성민1

1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좌장 : 손일 (연세대학교)

저감2-1 | 13:00
Coke Oven Gas로부터 수소 회수 및 메탄 농축을 위한 흡착 공정 개발 
조동우1, 박종호1, 장현성1, 이찬현1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저감2-2 | 13:25
Cokes Oven Gas로부터 수소 생산 및 증폭을 위한 수증기 개질 공정 

연구
배중면1, 전형준1

1한국과학기술원.

저감2-3 | 13:50
대체 철원 기반 제철공정 CO2 저감 기술 개발
김동식1, 조종오1, 최주태1

1현대제철(주).

저감2-4 | 14:15
제철 부생가스를 이용한 고탄소/고금속화율 DRI 제조 
김용하1

1부경대학교.

철강I
위원장 : 최주 (포스코)

총무간사 : 최종교 (포스코)

실무위원 : 박주현 (한양대학교), 황병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oom 322, 10월 23일 

좌장 : 강영조 (동아대학교)

철강1-1 | 08:45
Perovskite Formation Mechanism in Hematite-Ilmenite ore Sinter 
Blend in Argon Atmosphere by in-situ X-ray Diffraction
Edson K. Chiwandika1, 정성모1

1포항공대 철강대학원.

철강1-2 | 09:00
자철광의 직접 환원 거동에 미치는 입도와 탄재의 영향
송성림1, 강영조1

1동아대학교 금속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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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1-3 | 09:15
Effect of Basic Oxygen Furnace (BOF) Slag on NOx Reduction in 

Iron Ore Sintering Process
Leonardo T. da Rocha1, 정성모1

1포항공대철강대학원.

철강1-4 | 09:30
전기로 내에서 화학 에너지 증대를 위한 Fe 스크랩 내 Coke와 

Al-dross의 질량 배합비에 따른 용해 속도 측정
김규완1, 김선중2

1조선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 2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철강1-5 | 09:45
산업부산물 첨가에 따른 전기로 슬래그의 탈린효율 변화에 관한 연구 
오민교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철강1-6 | 10:00
전로 조업에서 O2 가스 취입에 따른 2차연소 거동 해석
이지아1, 하창수2, 한정환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스코 기술연구원.

철강1-7 | 10:15
Wetting and Spreading Kinetics Between Liquid CaO-SiO2 Slags 
and A Solid SiO2 
유채연1, 정용석1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좌장 : 강윤배 (포항공과대학교)

철강2-1 | 10:30
무코크스 철광석 괴성화 방법에 대한 연구 
김강민1, 한정환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철강2-2 | 10:45
2차정련에서 형석 저감을 위한 산업부산물 활용에 관한 연구 
정태수1, 강진규1, 김태성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철강2-3 | 11:00
Li2O의 Cuspidine 결정생성속도 제어 효과에 대한 비 등온 분석 
여태민1, 조중욱1

1포항공대철강대학원.

철강2-4 | 11:15
오스테나이트 계 Fe 중 AlN 석출거동에 미치는 Si의 영향
장준익1, 강영조1

1동아대학교 금속공학과.

철강2-5 | 11:30
연속주조 몰드의 공기기둥 형성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이종희1, 박일석1, 한상우2, 조현진2

1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2포스코 기술연구원.

철강2-6 | 11:45
Study of Uneven Solidification for Peritectic Carbon Steels and its 
Prediction 
권상흠1, 백구슬1, 원영목2, 허윤욱1, 이재상1, 임창희1

1포항공대철강대학원. 2포스코 기술연구원.

철강2-7 | 12:00
Effect of Cooling Rate on Delta-Ferrite Behavior of the 304 

Stainless Steel During Solidification and Solid State Cooling 

Fazlollah Sadeghi1, Kwon SangHum1, Heo YoonUk1, Lee JaeSang1, Kim 

JongWan2, Yim ChangHee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포스코 기술연구원.

좌장 : 한상우(포스코 기술연구원)

철강3-1 | 13:00
소결광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유효 열량에 관한 연구 
박태준1, 김병철1

1현대제철.

철강3-2 | 13:15
전로 공정 랜스를 통한 초음속 산소 가스의 거동 
권재홍1, 한정환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철강3-3 | 13:30
Electrochemical mechanism of oxidation desulfurization in the 

CaO-SiO2-Al2O3 system 
이상훈1, 민동준1

1연세대학교신소재공학과.

철강3-4 | 13:45
C 함량이 다른 용강과 MgO-C 내화재의 반응 특성 
이주훈1, 정용석1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철강3-5 | 14:00
Effect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lags on the cleanliness of 
steel melts during refining and casting process 
TAESUNG KIM1, JOO HYUN PARK1

1Hanyang University.

철강3-6 | 14:15
Development of a New Technique for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Soluble Oxygen and Insoluble Oxygen in Al-killed Steel Using 

the Inert Gas Fusion Infrared Absorption Method 

Hae-Mi Hong1, Youn-Bae Kang1

1Graduate Institute of Ferrous Technology. POSTECH.

철강3-7 | 14:30
박슬라브 연주기에서의 몰드 오실레이터의 조업 영향도 분석
신민철1

1(주)POSCO.

철강3-8 | 14:45
Remelting 인장 시험법을 활용한 V-Mo 첨가에 따른 고 Mn강의 고온 

연성 거동 
정지연1, 권상흠1, 허윤욱1, 이재상1, 이운해2, 강명훈2, 최종교2, 김동규3, 임창희1

1포항공과대학교철강대학원. 2포스코 기술연구원. 3동아대학교.

Break Time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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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손일 (연세대학교) 

aW-6 | 15:15 철재상 수상기념강연

고Mn강 대량생산을 위한 신제강 프로세스 개발
강수창1, 한웅희1, 송민호1, 안종태1

1포스코 기술연구원

철강4-1 | 15:40
Inclusion Behavior in Ultra Low Carbon Steel with Various Titanium 

Sources 
Yong-Min Cho1, Jung-Ho Park2, Youn-Bae Kang1

1POSTECH GIFT. 2POSCO.

철강4-2 | 15:55
용강 중 비금속 개재물의 개질 거동에 미치는 2차정련 슬래그의 물리화

학적 특성의 영향 
강진규1, 정태수1, 김태성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철강4-3 | 16:10
연속주조 슬라브 표면의 응고불균일에 의한 몰드 탕면 헌팅 
문상운1

1POSCO기술연구원.

철강4-4 | 16:25
Investigation about Molten Steel Flow in a Continuous Casting 

Mold according to the Variety of the Magnetic Field Conditions 
sangwoo Han1, hyunjin Cho2, il Sohn3

1Steelmaking Research group. 2Technical Research Lab. 3POSCO.

Break Time | 16:40

철강II
위원장 : 최주 (포스코)

총무간사 : 최종교 (포스코)

실무위원 : 박주현 (한양대학교), 황병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oom 323, 10월 23일 09:00 - 11:00

좌장 : 허윤욱 (포항공과대학교)

철강5-1 | 09:00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of Q＆P processed medium 

Mn steel by introducing bainitic microstructure 
김지훈1, 권민혁1, Awang Arjana1, 이세웅2, 이규영2, 서동우1

1포항공과대학 철강대학원. 2포스코 기술연구원.

철강5-2 | 09:15
핫스탬핑과 페인트 공정을 활용한 6Mn강의 상온 quenching and 

partitioning  
김우준1, 권민혁1,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철강5-3 | 09:30
10Mn 상온 Q＆P 강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구조와 기계적 물성 변

화 
김동휘1, 강지현2, 류주현3,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3포스코 기술연구원.

철강5-4 | 09:45
Effect of Grain Boundary Characters on Low Cycle Fatigue 

Behavior of Hydrogen Charged High-Mn TWIP Steels 
Gyeonghyeon Jang1, Chong Soo Lee2

1GIFT. 2POSTECH.

철강5-5 | 10:00
NACT 공정으로 제조된 압력용기 강재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에 미

치는 템퍼링 온도의 영향
이현욱1, 이훈1, 강의구2, 권용재1, 이정구1, 신상용1

1울산대학교 공대 첨단소재공학부. 2현대제철 R&D Center.

철강5-6 | 10:15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이상역 압연이 라인파이프강 내 간헐파괴 발생

에 미치는 영향 
조영환1, 이재은1, 주웅용1, 강주석2, 한흥남1

1서울대학교. 2포스코.

좌장 : 김한수 (고려대학교) 

철강6-1 | 10:30
Direct Quenching (DQ) 공정으로 제조된 High Hardness Armor 
(HHA) 강의 미세조직, 인장, 충격 및 피로 특성 
백민석1, 박태현1, 함진희2, 박태원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국방과학연구소.

철강6-2 | 10:45
Effect of Electric Current Density on Recrystallization Kinetics in 

Low Carbon Steel
Ju-Won Park1, Hye-Jin Jeong1, Sung-Woo Jin1, Kyeongjae Jeong1, 

Moon-Jo Kim2, Sung-Tae Hong3, Heung Nam Han1

1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3University of Ulsan.

철강6-3 | 11:00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의 M23C6 석출에 따른 오스테나이트 

열적 안정도 변화
권호준1, 전종진2,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포스코 기술연구소.

철강6-4 | 11:15
FeMnAlC 경량철강 주조재의 Ni 첨가에 의한 κ-carbide 석출 거동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원자단위적 고찰
김치원1, 이재현1, 문준오2, 장재훈2, 박성준2, 이봉호3, 홍현욱*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재료연구소 철강재료연구실. 3대구경북과학기술

원.

철강6-5 | 11:30
Microstructure Characterization of Adiabatic Shear Band Formed 

During High Strain Rate Deformation of Armor Steel 
조민철1, 김세림1, 김대웅1, 박형근1, 홍성석2, 김홍규2, 손석수3, 김형섭1, 이성학1

1POSTECH. 2ADD. 3고려대학교.

철강6-6 | 11:45
Effect of Cutting Methods on Cut-Edge Magnetic Domain 

Structures of 3% Silicon Steel 
최현서1, 구양모1, 홍재완2, 박준수2

1포항공과대학교. 2POSCO.

좌장 : 고성웅 (포스코 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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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2 | 13:00 석천학술상 수상기념강연

Microstructure control for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Importance of retained austenite characteristics
서동우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철강7-1 | 13:25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의 표면 특성에 미치는 강재 표면 미세조직의 

영향
유하영1, 강춘구1, 이경호1, 한성경1

1현대제철 기술연구소.

철강7-2 | 13:40
Effect of (Al,Cr) Addition on Corrosion Behaviour of High Mn Steels 
in Aqueous Environment 
한도경1, 서동우2

1포스코 기술연구원. 2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철강7-3 | 13:55
열중성자 차폐용 Borated 스테인리스강의 NaCl 및 boric acid 용액에

서의 부식거동 연구 
하헌영1, 김성대1, 장재훈1, 이태호1, 이창훈1, 문준오1

1재료연구소.

철강7-4 | 14:10
PVD 공정을 활용한 Zn계 고내식 박막의 합성 및 도금강의 내식/밀착 

특성에 관한 연구
김회근1, 이승환1, 이상율1

1한국항공대학교.

철강7-5 | 14:25
The Effect of SLab Soundness and Forming Condition on the HIC 

Behaviors of Extra Thin and Thick Normalized Steels
김대우1, 차우열1, 고성웅1

1㈜포스코 기술연구원.

철강7-6 | 14:40
Effects of Molybdenum on HIC Susceptibility in Normalized 

Pressure Vessel Steels for Sour Service Applications 
박기정1, 조대현1, 박민호1, 양철웅2

1현대제철. 2성균관대학교.

철강7-7 | 14:55
고강도 핫 스탬핑 강의 수소취성에 미치는 Nb, Mo 첨가 영향
조민철1, 유지성1, 김성우2, 오진근2, Jian Bian3, 강기봉4, 이성학1

1포항공과대학교. 2POSCO. 3Niobium Tech Asia. 4H2 Corporation.

철강7-8 | 15:10
in-situ SP시험 성능지표에 기반한 수소에너지 강재의 수소취화 적합성 

평가
신형섭1, 닉 안토니1, 백운봉2

1안동대학교. 2한국표준과학연구원.

Breal Time | 15:25

좌장 : 서동우 (포항공대 철강대학원) 

철강8-1 | 15:35
열연 마르텐사이트강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템퍼링의 영향 
방찬우1, 김성일1, 한상호1

1㈜포스코.

철강8-2 | 15:50
용기용 냉연강판의 특성에 미치는 제조공정의 영향 
김재익1, 김재형1

1㈜포스코 기술연구원.

철강8-3 | 16:05
Carbon and Microalloy Additions for Higher Mechanical Properties 
on Hot-Stamped Martensitic Steel 
유병길1, 김제우수1, 도형협1, 한성경1, 김성주1

1현대제철 기술연구소.

철강8-4 | 16:20
이상역 열처리 조건에 따른 중망간 강재의 인장 중 항복거동 변화
강신곤1, John G. Speer2, David K. Matlock2, Emmanuel De Moor2

1동아대학교. 2Colorado School of Mines.

철강8-5 | 16:35
In-situ TEM Study of Plastic Deformation in a Precipiation 

Hardened High-Mn Lightweight Steel
Sung-Dae Kim1, Jun Young Park1, Seong-Jun Park1, Tae-Ho Lee1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철강8-6 | 16:50
Effects of Plastic Strain, Arc Welding and Tempering on Fatigue 

Property of Automotive Hot Rolled Steels
hyuksun kwon1, Frédéric Barlat2
1POSCO. 2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철강8-7 | 17:05
Microstructural Influence on Low-Cycle Fatigue Resistance of 
Coiled Tubing Steel 
Kyungmin Noh1, Wooyeol Kim2, Chong Soo Lee2

1POSCO / Technical Research Laboratories. 2POSTECH / Graduate 

Institute of Ferrous Technology.

철강8-8 | 17:20
머신러닝기반 극초고강도 이차경화형 마르텐사이트강의 합금설계에 대

한 연구 
권순우1, 원윤정1, 권훈1, 조기섭1, 송영범2, 김용진2

1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국방과학연구소.

철강8-9 | 17:35
흑연화를 활용한 신개념 쾌삭강 개발 
문동준1, 임남석1, 박인규1

1포스코 기술연구원. 

BreakTime | 17:50

철강III
위원장 : 최주 (포스코)

총무간사 : 최종교 (포스코)

실무위원 : 박주현 (한양대학교), 황병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oom 324A, 10월 23일 

좌장 : 강신곤 (동아대학교) 



21

2
0
1
9
년

도
 추

계
학

술
대

회
 1

0
월

 2
3
~

2
5
일

O
ral Session 23일

철강9-1 | 09:00
Fe-15Cr-15Mn-4Ni 기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탄소와 

질소가 수소취성에 미치는 영향
김경식1, 강지현2,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영남대학교.

철강9-2 | 09:15
2상 스테인리스강의 공식부식 저항성에 미치는 N과 C 복합첨가의 영향 
윤한메1, 하헌영2, 김성대2, 이태호2, 장재훈2, 문준오2, 강남현1

1부산대학교. 2재료연구소.

철강9-3 | 09:30
오스테나이트계 18Cr-10Ni-2Cu 스테인리스강의 수소취성에 대한 집

합조직의 영향 
조형준1, 노한섭2,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철강대학원. 2포스코.

철강9-4 | 09:45
1500-grade HPF 강에서 탈탄층 및 도금층이 벤딩 특성에 미치는 영

향 분석
김세림1, 조민철1, 김성우2, 이성학1

1포항공과대학교. 2POSCO.

철강9-5 | 10:00
초고강도 HPF강 도금재의 수소취성 기구와 파괴 특성 
조경래1, 김성우2, 김성준1

1포항공대철강대학원. 2포스코광양강재연구그룹.

철강9-6 | 10:15
Zn 중간층의 미세구조 제어에 따른 Zn-Mg/Zn 이중층 박막의 밀착력 

특성에 관한 연구 
이승환1, 이기택1, 김회근1, 이상율1

1한국항공대학교.

철강9-7 | 10:30
Al이 포함된 고망간강의 내부산화거동에 미치는 Zr의 첨가 효과 
이동원1, 허윤욱1, 이재상1, 이운해2, 강명훈2, 최종교2, 임창희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포스코 기술연구원.

Breal Time | 10:45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I
위원장 : 이준호 (고려대학교)

실무위원 : 이명규 (서울대학교), 손일 (연세대학교), 

박주현 (한양대학교), 한준현 (충남대학교), 이동근 (순천대학교)

Room 324A, 10월 23일 

좌장 : 서인국 (고려대학교) 

고부가1-1 | 13:00 초청강연

중망간 경량철강의 지연파괴 특성
손석수1

1고려대학교.

고부가1-2 | 13:30 초청강연

자동차용 판재성형 공정 해석을 위한 고차원 재료모델 개발 
이명규1

1서울대학교.

고부가1-3 | 14:00 초청강연

펄라이트강에서 층상간격이 수소 취성에 미치는 영향
유상현1, 이상민1, 이석진1, 남재훈1, 이재승2, 배철민2, 이영국1

1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스코 기술연구소.

고부가1-4 | 14:30 초청강연

Deformation Mechanisms of Formable Ultrahigh Strength Medium 

Mn Steels
김진경1, 김지훈2, 서동우2

1한양대학교. 2포항공과대학교.

좌장 : 권오덕 (고려대학교)

고부가2-1 | 15:05
ZnO를 함유한 소결광에서 Zn의 거동에 미치는 염기도 및 Al2O3 농도 

변화의 영향과 SFCA 광물상의 형성 이력 및 구조 변화에 대한 고찰 
박준우1, 서인국1, 이준호1

1고려대학교.

고부가2-2 | 15:20
Gr 91 강의 모재 및 용접부의 미세조직 변화가 크리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한열1,2, 허주열1, 정우상2

1고려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부가2-3 | 15:35
Analyze Crack Generation During Continuous Cooling Combining 

Phase Change Model and Stress Model. 
조준현1, 이경우1

1서울대학교.

고부가2-4 | 15:50
Coupled Phase Diagram Experiments and Thermodynamic 
Modeling of the Na2O-B2O3-Fe2O3 Ternary System in Air 
김민경1, 최호길1, 최승우1, 정인호1, 이경우1, 남기태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고부가2-5 | 16:05
Reaction Mechanisms of Waste Lithium Ion Battery During High 

Temperature Recycling 

OhSung Kwon1, Il Sohn1

1Yonsei University.

고부가2-6 | 16:20
The Mechanism of type A Serration in the Tensile Flow Curves of 
Fe-Mn-C TWIP Steels 
오선근1, 홍진성1, Mehmet Emin Kilic1, Aloysius Soon1, 설재복2, 이영국1

1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원.

고부가2-7 | 16:35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Lean Duplex Stainless Steel during 

Tensile Deformation 

Rosa Kim1, Cheoljun Bae1, Jongryoul Kim1

1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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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2-8 | 16:50
용융 도금 대체를 위한 진공 상온 분사 공정을 통한 Zn 코팅 적층 연구
김연주1, 권한솔1, 이창희1, 박형권2

1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현대제철 기술연구소.

Break Time | 17:05

고부가 2-9 | 17:10 취업설명회

가공-표면처리
위원장 : 김상식 (경상대학교)

총무간사 : 이호년 (한국생산기술연구소), 이영선 (재료연구소), 

박영도 (동의대학교), 권용남 (재료연구소) 

Room 324B, 10월 23일 

좌장 : 오세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표면1-1 | 10:00
기가스틸의 표면 물성에 미치는 산화물 영향 연구
김영하1, 김명수1

1포스코 기술연구원 자동차소재연구소 자동차소재표면연구그룹.

표면1-2 | 10:15
Ti 첨가 스테인리스강의 고온 가스질화 처리에 따른 표면 TiN 형성거동
공정현1, 김상석1

1㈜포스코 강재연구소 STS연구그룹.

표면1-3 | 10:30
강심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결빙방지 코팅재의 결빙 및 방열특성 평가 
이형준1, 김유섭1, 손송호2, 한상철2, 정용찬2, 김욱현3, 이경익3, 이수열1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3삼화페인트 연구소.

Break Time | 10:45

좌장 : 오세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표면2-1 | 10:55
Microbubbling을 이용한 용융아연도금욕내 드로스 제거기술 개발 
이석규1, 김명수1

1POSCO기술연구원 자동차소재연구소.

표면2-2 | 11:10
고내식도금강판을 활용한 건축 외장용 석재질감 도장기술 
이경황1, 김혜정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표면2-3 | 11:25
극저연질 합금화용융도금 강판에서의 계면미세구조와 계면접합력의 상

관성 
박형권1, 김학철1, 정영중1, 이강노1

1현대제철 기술연구소.

표면2-4 | 11:40
극저연질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에서의 도금층 표면 Crater 거동 변화 

연구 
정영중1, 이강노1, 박형권1

1현대제철㈜.

Break Time | 11:55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II
위원장 : 이준호 (고려대학교)

실무위원 : 이명규 (서울대학교), 손일 (연세대학교), 

박주현 (한양대학교), 한준현 (충남대학교), 이동근 (순천대학교)

Room 324B, 10월 23일 

좌장 : 한준현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고부가3-1 | 13:00 초청강연

철강소재의 부식유기 수소확산 및 취화균열 현상
김성진1

1국립순천대학교.

고부가3-2 | 13:30 초청강연

Current Status of Clean Metal Electrolysis Process for Nonferrous 
Metals 
Jong Hyeon Lee1, Sukcheol Kwon1, Vladislav Ri1, Gyu-Seok Lim1, Woo-

Seok Choi1, Wan-Bae Kim1, Hwa-Young Woo1, HanSik Ryu1

1Dept. of Mat Sci and Eng CNU.

고부가3-3 | 14:00
FeMnCrCo High entropy steel의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의 변형율속

도 의존성 
이병주1, 홍순익1

1충남대학교 공대 금속공학과 에너지기능재료실험실.

고부가3-4 | 14:15
Nanoscale Modulated Structures by Balanced Distribution of Atoms 
and Mechanical/Structural STabilities in CoCuFeMnNi High Entropy 
Alloys
심상훈1, 오승민1, 이정국1, 홍순구1, 홍순익1

1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고부가3-5 | 14:30
알루미늄 6061합금의 열간 비대칭압연이 성형성 미치는 영향 
정무섭1, 한준현1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고부가3-6 | 14:45
알루미늄 합금의 용체화처리시 잔류응력 변화 전산모사 
임규석1, 이종현1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좌장 : 이동근 (순천대학교) 

고부가4-1 | 15:05
초기 석출물이 6061 알루미늄 합금의 전단변형에 미치는 영향 
채원기1, 한준현1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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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4-2 | 15:20
알루미늄 합금 잔류응력 완화거동 전산해석 
우화영1, 임규석1, 이종현1

1충남대학교.

고부가4-3 | 15:35
핫스탬핑용 AlSi 도금의 Mg 및 Zn 첨가가 미세조직 및 전기화학적 부

식 거동에 미치는 영향 
김시온1, 양원석2, 김성진1

1순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현대제철 기술연구소..

고부가4-4 | 15:50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나노복합소재의 3D프린팅 구현 연구
이어령1, 신세은1, Naoki Takata2

1국립 순천대학교. 2Nagoya University.

고부가4-5 | 16:05
순수 타이타늄의 마찰 교반 용접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의 차이와 그에 

따른 기계적 특성
이용재1, 정원기1, 신세은1, 이동근1

1순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고부가4-6 | 16:20
열처리 조건이 자동차용 초고강도급 강재의 부식유기 수소취성에 미치

는 영향
박진성1, 류승민1, 김시온1, 정영재1, 김성진1

1순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고부가4-7 | 16:35
고강도 강재의 고온 산화 및 부식 거동에 미치는 합금 성분의 영향
류승민1, 박진성1, 김성진1

1순천대학교.

고부가4-8 | 16:50
냉간압연으로 제조된 타이타늄 클래드판재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후

열처리의 영향
윤창석1, 조평석1, 김새봄1, 이동근1

1순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Break Time | 17:05

고엔트로피합금
위원장 : 김형섭 (포항공과대학교)

총무간사 : 박노근 (영남대학교)

Room 325A/B, 10월 23일 

좌장 : 손석수 (고려대학교) 

고엔1-1 | 09:00
형상기억특성을 갖는 CrMnFeCoNi기 고엔트로피 합금 개발
이제인1, Wataru Tasaki2, 오현석3, 박은수3, Koichi Tsuchiya2

1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2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3서울대

학교 재료공학부.

고엔1-2 | 09:15
Short-range-order strengthening in high-entropy alloys via soluble 

boron 
설재복1, 배재웅2, Zhiming Li3, 이현휘4, 고원석5, 김형섭2

1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원. 2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3Max-Planck-Institute 

for Iron Research. 4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 5울산대 신소재공학과.

고엔1-3 | 09:30
Atom probe tomography 를 활용한 하이엔트로피 합금의 Local 
chemical ordering 분석 
윤국노1, 오현석2, Baptiste Gault3, Dierk Raabe3, 박은수1

1서울대학교. 2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Max-Planck-
Institut für Eisenforschung.

고엔1-4 | 09:45
Cr-Mn-Fe-Co-Ni계 하이엔트로피 합금의 변형기구 변화에 따른 성

형한계도 
예정원1, 김찬양1, 윤국노1, 이명규1, 박은수1

1서울대학교.

고엔1-5 | 10:00
(CoCrFeMnNi)95.2Al3.2Ti1.6 고엔트로피 합금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

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화 
강지연1, 최누리1, Eka Bobby2, 박노근2, 김진경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2영남대학교.

고엔1-6 | 10:15
Vanadium-containing high-entropy alloy design by using an 

atomistic simulation and thermodynamic calculation 

Won-Mi Choi1, Yong Hee Jo1, Dong Geun Kim1, Seok Su Sohn2, Sunghak 
Lee1, Byeong-Joo Lee1

1POSTECH. 2Korea University.

좌장 : 이제인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고엔2-1 | 10:30
고온나노압입시험을 이용한 내화 고엔트로피합금의 소성변형 거동 분

석 
최인철1

1금오공과대학교.

고엔2-2 | 10:45
AlCoCrFeNi 기반 다성분 합금 박막에서의 조성에 따른 변형 거동 조사
남승진1, 최현주2, 박은수1

1서울대학교. 2국민대학교.

고엔2-3 | 11:00
Effects of 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TRIP) on tensile 

property improvement of FeCoCrVNiMn high-entropy alloys
양준하1, 조용희1, 김대웅1, 최원미1, 김형섭1, 이병주1, 손석수2, 이성학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고엔2-4 | 11:15
CoCrFeMnNi-Y atomized 고엔트로피 합금 분말의 방전플라즈마 소결 

거동 
정승혁1, 류호진1

1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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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엔2-5 | 11:30
사전 변형이 고엔트로피합금(CoCrFeNiMn)의 고주기 피로 거동에 미치

는 영향 
이경태1, 원종우1, 임가람1, 최윤석2, 나영상1

1재료연구소(KIMS). 2부산대학교.

고엔2-6 | 11:45 Canceled
내화금속계 고엔트로피 합금의 온도에 따른 강도변화 고찰
김일환1, 오현석2,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좌장 : 안병민 (아주대학교)

고엔3-1 | 13:00
AlCoCrFeNiTi 고엔트로피 분말 합금의 나노 결정 형성 및 고강도화를 

위한 고 에너지 밀링 시간 제어 연구 
오민철1, 안병민1

1아주대학교.

고엔3-2 | 13:15
Phase Evoluti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erformance of 
FeCoNiAlSix High-Entropy Alloys Processed by Powder Metallurgy
ASHUTOSH SHARMA1, Myoung Jin Chae1, Byungmin Ahn1

1Ajou University.

고엔3-3 | 13:30
내열금속계 BCC 고엔트로피 초합금 개발 및 미세구조 제어 
김상준1, 오현석1,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고엔3-4 | 13:45
상온 연성을 지니는 BCC / B2 구조의 내화원소 다원합금 설계 
전호선1, 최벽파1

1한국과학기술원.

고엔3-5 | 14:00
Al-Cu-Fe-Mn-Ti 기반 고엔트로피 분말 합금의 고강도 경량화를 위한 

Si 조성 제어 연구
채명진1, 오민철1, 안병민1

1아주대학교.

고엔3-6 | 14:15
(Y,La,Ce,Nd,Gd)2O3 고 엔트로피 산화물의 제조 및 미세조직 분석 연

구 
박태성1, 김정한1, 김영국2, 장혜정3, 최하늘3

1국립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재료연구소 기능분말연구실. 3한국과학기술

연구원 특성분석센터.

적층제조 및 분말
위원장 : 김형섭 (포항공과대학교)

총무간사 : 홍순직 (공주대학교), 강민철 (한국마그네슘연구조합), 

최윤석 (부산대학교)

Room 325C, 10월 23일 

좌장 : 전종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적층1-1 | 09:30
Direct Aging 및 표준 열처리가 Selective Laser Melting으로 제조된 

IN738LC 소재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규식1, 김명세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2아우라테크.

적층1-2 | 09:45
Inconel 718 합금 Selective laser melting 에너지 밀도 제어 및 Scan 

전략에 따른 열잔류응력,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 연구 
박정현1, 김원래1, 방경배1, 이기안2, 김형균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강원지역본부. 2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적층1-3 | 10:00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Inconel 625 합금의 미세조

직 및 고온 피로 거동 
강태훈1, 김규식1, Kwang-Tae Son2, Michael E. Kassner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Break Time | 10:15

좌장 : 최현주 (국민대학교)

적층2-1 | 10:25 초청강연

EBAM으로 제작한 다공성 titanium struct의 결함, 미세조직 및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전자빔 연속성의 영향
이병수1, 정석준1, 이해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적층성형가공그룹.

적층2-2 | 10:50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on Micro-Cracking of PBF-

Processed TiAl Single Tracks 
Seulbi Lee1, Jaewoong Kim1, Jae-Keun Hong2, Yoon Suk Choi1
1Pusan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적층2-3 | 11:05
Wet Powder Spraying 공정을 이용한 STS 316L 이중 기공층 다공성 

금속의 제조 및 그 압축 특성 
강태훈1, 김규식1, 윤중열2, 김현주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적층2-4 | 11:20
316L-페라이트계 저합금강 경사조성의 적층제조 및 특성분석 
신기승1, 김정한2, 박용호1, 윤지현3

1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2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3한국원자력연구원 신소

재개발실.

좌장 : 채홍준 (고등기술연구원) 

적층3-1 | 13:30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equiatomic CoCrFeMnNi 고
엔트로피 합금의 고온 크립 거동 
김영균1, 양상선2, 최중호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적층3-2 | 13:45
Solidification Process Analysis of Selective Laser Melted Pure 

Tantalum by Finite Element Method 

Jongyeong OH1, Takuya ISHIMOTO1, Takayoshi NAKANO1

1Osak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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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3-3 | 14:00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Cu-Ni-Sn 합금의 시효 처리

를 통한 기계적·열적 특성 개선 
양동훈1, 윤성준1, 김영균1, 박순홍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적층3-4 | 14:15
Oxygen Consumption and Melt Pool Oxidation in Powder Bed 

Fusion(PBF) type Additive Manufacturing 

Seong Gyu Chung1, Durim Eo1, Jung Wook Cho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적층3-5 | 14:30
Development of Advanced High Strength Ti alloys with Isotropic 
and Refined Microstructure for Additive Manufacturing 

Gwanghyo Choi1, Won Seok Choi1, Pyuck-Pa Choi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좌장 : 박경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적층4-1 | 15:15
적층 세라믹 칩 콘덴서 내부 전극용 나노 사이즈 니켈 분말 제조 조건 

최적화 및 특성 분석
임태협1, 표정석2, 이재성1, 이선영1

1한양대학교재료화학공학과. 2(주) 휴켐기술연구소.

적층4-2 | 15:30
열 수소화법으로 제조한 Ni-based ODS 합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

질 
곽정호1, 윤정모2, 박제신2

1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전공. 2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적층4-3 | 15:45
소결조제 변화에 따라 제조된 WC 소재의 특성평가 
김주훈1, 이정한1, 장준호1, 박현국1, 홍성길2, 오익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전남대학교.

적층4-4 | 16:00
열 수소화법을 통해 제조한 TiO2-Co 복합분말 소결체의 기계적 성질 

및 미세구조에 미치는 Hf첨가의 영향
고명선1, 박일송2, 박제신2

1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학과. 2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적층4-5 | 16:15
LiCl-KCl-NaCl 용융염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입자 표면에 금속 탄화물 

코팅 
김화정1, 최희락2, 정해용2, 안용식2

1부경대학교 LED공학협동과정. 2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타이타늄
위원장 : 김승언 (재료연구소)

총무간사 : 홍재근 (재료연구소), 김정한 (한밭대학교), 

노윤경 (동아특수금속)

Room 325D, 10월 23일 

좌장 : 현용택 (재료연구소)

타이타늄1-1 | 09:30
열간 단조 공법을 통해 제작된 TiAl 합금 잉곳의 기계적 물성 평가 
박지성1, 정윤오1, 이승훈1

1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타이타늄1-2 | 09:45
열간단조된 베타 γ-TiAl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

의 변화 
박성현1, 김재권1,2, 김성웅2, 김승언2, 오명훈1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타이타늄 연구실. 

타이타늄1-3 | 10:00
열간 가공과 열처리를 이용한 γ-TiAl 합금의 미세조직제어 및 기계적 

특성 연구 
김종훈1,2, 김재권1, 김지영1, 김성웅*1, 박용호2, 김승언1

1재료연구소. 2부산대학교. 

타이타늄1-4 | 10:15
열처리를 통한 주조용 γ-TiAl 합금의 완전층상조직 형성
김재권1,2, 김종훈1, 김지영1, 박성현2, 오명훈2, 김승언1, 김성웅*1

1재료연구소. 2금오공과대학교.

타이타늄1-5 | 10:30
Effect of additional elements on deformation mechanism of γ-TiAl
김지영1,2, 김종훈2, 김재권2, 이태구3, 유승화3, 장동찬3, 박은수1, 김성웅2, 김승언2

1서울대학교. 2재료연구소. 3카이스트. 

Break Time | 10:45

좌장 : 이동근 (순천대학교) 

타이타늄2-1 | 10:55
Electron Beam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Ti-48Al-2Cr-2Nb 금속간 

화합물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 
윤성준1, 김영균1, 김성웅2, 홍재근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타이타늄2-2 | 11:10
Cl- 와 Br- 이온을 포함한 수용액에서 3D 프린팅으로 제조된 Ti-6Al-
4V 합금의 공식 저항성과 부동태 피막 특성 간의 상호관계  
서동일1, 이재봉1

1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Break Time | 11:40

좌장 : 임재원 (전북대학교) 

타이타늄3-1 | 13:00
TiO2칼슘열환원에 CaCl2 및 H2를 이용한 Ti분말 제조
박성훈1, 이소영1, 김영준1, 손호상1

1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타이타늄3-2 | 13:15
역극 수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티타늄 스크랩 정련  
홍선양1, 정현도1, 박주현2, 정해철1, 문병문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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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늄3-3 | 13:30
순수 타이타늄의 저주기 피로특성에 미치는 쌍정의 영향 
김건형1, 최성우2, 원종우2, 홍재근2, 이종수*1

1포항공과대학교. 2재료연구소.

타이타늄3-4 | 13:45
저가, 저융점 원소로 구성된 고강도 및 고연신의 TRIP/TWIP 타이타늄 

합금 설계
오정목1, 이상원2, P. L. Narayana2, 강남현1, 박찬희2

1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2재료연구소(KIMS).

Break Time | 14:00

좌장 : 박찬희 (재료연구소) 

타이타늄4-1 | 14:10
Superelastic Porous Ni-free Ti-based Alloy Scaffolds with High 

Porosity for Biomedical Applications 
LI SHUANGLEI1, Yeon-wook Kim2, Tae-hyun Nam3

1경상대학교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2Keimyung University. 3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타이타늄4-2 | 14:25
생체용 Ti-Zr-Nb-Sn-0.25O 합금의 형상기억특성 
박정빈1, 김진용1, 차재호1, 마봉건1, 김재일1

1동아대학교 공과대학.

타이타늄4-3 | 14:40
Ti-39Nb-6Zr 합금의 Si 첨가 및 열처리 조건이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동근1, 장지훈1, 윤창석1

1순천대학교.

Break Time | 14:55

좌장 : 염종택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타이타늄5-1 | 15:15
Ni-rich Ti-Ni-Fe 형상기억합금의 R상변태 거동
김진용1, 박정빈1, 차재호1, 마봉건1, 김재일1

1동아대학교 공과대학.

타이타늄5-2 | 15:30
Addition of Nitrogen and Their  Effect on the Properties of TiNi 
Shape Memory Alloys 
REHMAN IZAZ UR1, 남태현1

1경상대학교.

타이타늄5-3 | 15:45
시효된 Ti-51Ni 합금의 석출물 제어에 따른 상변태 거동
문정태1, 남태현1

1경상대학교.

좌장 : 김재일 (동아대학교)

타이타늄6-1 | 16:05
(35.5-x)Ti-49.5Ni-15Hf-xNb (x = 1.5, 3, 4.5) 합금의 가공열처리 특

성에 미치는 어닐링 온도의 효과
임진환1, 남태현1

1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타이타늄6-2 | 16:20
양극산화를통해 생성된 산화막의 성장거동에 TiNi 합금기판의 결정구조

가 미치는 영향
최수영1, 김민수2, 남태현1

1경상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타이타늄6-3 | 16:35
Ni+Cu rich Ti-xNi-12Cu (x= 39, 40 at.%) 합금의 초탄성특성에 미치

는 시효처리의 영향.
김지현1, 남태현1

1경상대학교.

Break Time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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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분석
위원장 : 김영운 (서울대학교)

총무간사 : 양철웅 (성균관대학교)

Room 320A, 10월 24일 

좌장 : 최시영 (POSTECH)

재료분석1-1 | 10:00
사용후핵연료 중성자 차폐용기용 Gd, B을 첨가한 Austenite 합금의 열

간가공특성 연구 
이상욱1, 정현도1, 정승록1, 문병문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료분석1-2 | 10:15
Microstructural Observation of Ni2Si Discontinuous Precipitate and 

Nano-twin in Cold-drawn Cu-Ni-Si Alloy
Hwangsun Kim1, Jee Hyuk Ahn1,2, Seung Zeon Han2, Janghyun Jo1, 

Miyoung Kim1, Heung Nam Han1

1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재료분석1-3 | 10:30
Investigation of crystallization behavior for NbCoSn metallic glass 
using correlative microscopy
Chanwon Jung1, Seonghoon Yi2, Pyuck-Pa Choi1
1KAIST. 2KNU.

재료분석1-4 | 10:45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the heat affected zone of a Co-Ti-W 

alloy upon laser cladding with a CoNiCrAlY coating 
한재욱1, 최벽파1

1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재료분석1-5 | 11:00
Machine Learning Based Prediction of Microstructures of 
Multicomponent Alloys 
Daegun You1, Dongwoo Lee1

1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재료분석1-6 | 11:15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한 충격시험 파면 자동분석 프로그램 개발
박태창1, 정상배1, 김정관1, 김병훈1

1현대제철연구소.

Break Time | 11:30

제22회 피로 및 파괴 심포지엄
위원장 : 권용남 (재료연구소)

실무위원 : 성효경 (경상대학교), 이동준 (재료연구소)

Room 320A, 10월 24일 

좌장 : 석무영 (재료연구소)

피로1-1 | 13:00
SLM 공정으로 제조한 Ti-6Al-4V 합금의 공정 조건이 인장 특성에 미

치는 영향
성효경1, 이정섭1, 김주식2, 김상식1

1경상대학교. 2ANH structure.

피로1-2 | 13:15
미세조직적 인자가 베타 어닐된 Ti-6Al-4V 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 
최희수1, 권용남2, 김상식1

1경상대학교. 2재료연구소.

피로1-3 | 13:30
잔류응력변화에 따른 피로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민지1, 석무영1, 권용남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좌장 : 성효경 (경상대학교) 

피로2-1 | 13:55 초청강연

Structural Integrity Issues in Military Aircraft
이홍철1

1공군 제20전투비행단.

피로2-2 | 14:25
피로손상률 기반의 대형항공기 수명관리 기법 개발 
원상훈1, Marcel Bos2, Jason Hwang2, 이광우1, 전 일1, 배중우1

1공군 항공기술연구소. 2NLR(Netherlands Aerospace Centre).

피로2-3 | 14:40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 압축기 블리스크 손상원인분석 및 위험에 기반

한 정비주기 최적화 연구 
이두열1, 권혁준1, 배중우1

1공군 항공기술연구소.

Break Time | 14:55

좌장 : 이두열 (공군 항공기술연구소)

피로3-1 | 15:15
Heat-resistance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열-기계적 피로 특성에 

영향을 주는 미세조직 인자 
유지성1, 김대웅1, 이성학1, 최원두2, 오용준2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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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3-2 | 15:30
Effect of Pre-Straining on High Cycle Fatigue and Fatigue Crack 
Propagation Behaviors of CP (Complex Phase) Steel
김수민1, 송태진2, 성효경1, 김상식1

1경상대학교. 2포스코.

피로3-3 | 15:45
고경도강의 미세조직이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 
안우진1, 함진희2, 박태원2, 손진일3, 김상식1, 성효경1

1경상대학교. 2국방과학연구소. 3엠티디아이(주).

제15회 중성자 및 방사광 X-선 이용 금속 및 

나노구조 재료분석 국제심포지엄(NeXS2019)
위원장 : 성백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실무위원 : 우완측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태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은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영수 (한국원자력연구원)

Room 320B, 10월 24일 

좌장 : 한영수 (한국원자력연구원)

neXS1-1 | 10:00 invited lecture
The Present Setup of Neutron Imaging System at TRR-1/M1 

Research Reactor 
Sar in ra t Wong lee 1, Thawatchar t Chu lapakorn 1, Weerawat 
Pornrungruengchok1, Thainsin Liamsuwan1,2, Sasiphan Khaweerat1, 

Jatechan Channuie1, Roppon Picha1

1Thailand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2Chulabhorn Royal Academy.

neXS1-2 | 10:40 invited lecture
A thermal TAS and its Application for PDF measurement 
Baek Seok Seong1

1KAERI

neXS1-3 | 11:10 invited lecture
Engineering Diffraction and Imaging at ISIS Neutron Source 

Saurabh Kabra1

1STFC.

Photo Time | 11:50

좌장 : 신은주 (한국원자력연구원) 

neXS2-1 | 13:00 invited lecture
Bragg-edge Neutron Transmission Imaging and its Activities at a 

Compact Pulsed-neutron Beam Facility 
Hirotaka Sato1

1Faculty of Engineering.

neXS2-2 | 13:40 invited lecture
Crystalline Phase Analysis of a Knife made by Korean Traditional 
Manufacturing Method Using Neutron Imaging
JongYul Kim1, TaeJoo Kim1, ByunGil Jeon1, WanChuck Woo1, YoungJu 

Kim2, Seung Wook Lee2, Hirotaka Sato3, SungMo Cho4, NamChul Cho4

1KAERI. 2Pusan National University. 3Hokkaido University. 4Kongju 

National University.

neXS2-3 | 14:00 invited lecture
Triple-axis Spectrometer for Material Science 

Haruhiro Hiraka1, Jisung Lee1, Byoungil Jeon1, Baek-Seok Seong1

1KAERI.

neXS2-4 | 14:30 invited lecture
Neutron and X-ray Scattering Study of Ni base Superalloys for 
Next Generation Coal Fired Power Plant
한영수1, 이성수1, 정우상2, 정희정2, 양원3

1한국원자력연구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한국생산기술연구원.

Break Time | 14:50

좌장 : 김태주 (한국원자력연구원) 

neXS3-1 | 15:20 invited lecture
Plastic Anisotropy and Deformation-Induced Phase Transformation 

of Additive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Hobyung Chae1, E-Wen Huang2, Wanchuck Woo3, Stefanus Harjo4, Soo 

Yeol Lee1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3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4Japan Atomic Energy 
Agency.

neXS3-2 | 15:50 invited lecture
Deformation microstructure observation in additive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and medium entropy alloy 
Wanchuck woo1, Chulmin Lee1, Jin-Yoo Suh2, Shi-Hoon Choi3, Soo Yeol 
Lee4

1KAERI. 2KIST. 3Sunchon National University. 4Chungnam National 
University.

neXS3-3 | 16:10 invited lecture
Microstructural Effects on Hydrogen Diffusion and Trapping for 
Ferritic Steels
Cheolho Park1, Wanchuck woo1, Namhyun Kang2

1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Pusan National University.

neXS3-4 | 16:30 invited lecture
Fabrication of Gd-B-Duplex Stainless Steels for Neutron Shielding 

Materials of Spent Nuclear Fuel
Baik Youl1, Wan Cheok Woo2, Baek Seok Seong2

1Dankook University. 2KAERI.

Break Time | 16:50

마찰마모
위원장 : 김윤준 (인하대학교)

총무간사 : 박창규 (한국기계연구원), 함명관 (인하대학교)

Room 321A, 10월 24일 

좌장 : 함명관 (인하대학교) 



29

2
0
1
9
년

도
 추

계
학

술
대

회
 1

0
월

 2
3
~

2
5
일

O
ral Session 24일

마찰1-1 | 09:00 초청강연

Surface hardening and tribological behaviors of Ni-based HVOF 

coatings after laser-assisted fusing treatment 
천은준1, 박남규2, 박창규3

1경남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2(주)제이테크. 3한국기계연구원.

마찰1-2 | 09:30
Effect of laser shock peening of copper on fretting wear behavior
박창규1, 천은준2, 정동혁3, 김윤준3

1한국기계연구원(KIMM). 2경남대학교. 3인하대학교.

마찰1-3 | 09:45
차세대 연료시스템 부품용 고내구 코팅의 특성 고찰 
이진한1, 정해혁1, 박헌준1, 이준석2, 신창현2, 차성철1

1현대자동차그룹-현대케피코. 2동우HST 주식회사.

마찰1-4 | 10:00
차세대 파워트레인 연료시스템 고압인젝터용 복합 코팅 기술의 효과 연

구
박헌준1, 이진한1, 고광율2, 이준석2, 신창현2, 차성철1

1현대자동차그룹-현대케피코. 2동우HST주식회사.

Break Time | 10:15

좌장 : 서지훈 (고려대학교) 

마찰2-1 | 10:25
GA 강판의 상변태에 따른 마찰 특성 변화 
정동혁1, 백승우1, 장호2, 김윤준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마찰2-2 | 10:40
2차원 전이금속 칼코제나이드 물질의 조성 및 트라이볼로지 특성 분석 
신원상1, 김진우2, 장호2, 함명관1, 김윤준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마찰2-3 | 10:55
자동차 브레이크 용 마찰재에 사용되는 강화재의 종류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
송완수1, 장호1

1고려대학교.

마찰2-4 | 11:10
고평부 물성에 따른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 및 마모 특성 
주병수1, 장호1

1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기능재료연구실.

마찰2-5 | 11:25
분자동력학을 통한 계면의 거동과 마찰 특성 간의 연관성 분석
신상희1, 장호1

1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기능재료연구실.

Break Time | 11:40

여성세션
위원장 : 임혜인 (숙명여자대학교)

총무간사 : 박진우 (연세대학교), 이선영 (한양대학교)

Room 321A, 10월 24일 

좌장 : 최현주 (국민대학교)

여성1-1 | 13:30 WiSeT•KiM젊은연구자상 수상기념강연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Partially Double-filled (Ce1-zNdz)yFe4-

xCoxSb12 Skutterudites
Ye-Eun Cha1, Il-Ho Kim*1

1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여성1-2 | 13:40 WiSeT•KiM젊은연구자상 수상기념강연

Simulation of κ-Carbide Precipitation Kinetics in Aged Low-Density 
Fe-Mn-Al-C Steels and its Effects on Strengthening
Jaeeun Lee1, Siwook Park1, Hwangsun Kim1, Seong-Jun Park2, Keunho 

Lee3, Mi-Young Kim1, Phaniraj P. Madakashira1,  Heung Nam Han1,*
1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3Agency for Defense

여성1-3 | 13:50 WiSeT•KiM젊은연구자상 수상기념강연

Fabrication of Conductive Macroporous Structures Through Nano-

Phase Separation Method
Soohyun Kim1, Hyunjung Lee1

1Kookmin University

여성1-4 | 14:00 초청강연

Life is...... BCD.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Break Time | 14:50 

WiSeT | 15:30 위셋팀제 결과발표대회

생체재료
위원장 : 한준현 (충남대학교)

총무간사 : 김유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Room 321B, 10월 24일 

좌장 : 이지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생체1-1 | 09:30
Metal-based nano-architectured surface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Tae-Sik Jang1, HYUN-DO JUNG1

1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생체1-2 | 09:45 Canceled
생분해성 Mg-Ca-Zn 합금에 PEO 공정을 통한 MgO 산화막 형성 및 

이로 인한 부식저항성 향상에 관한 연구 
정철환1, 윤용희1, 김소영1, 홍성환1, 남석현2, 이원희1

1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2유앤아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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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1-3 | 10:00
하이드로겔 가압환경 세포배양 기법을 이용한 대식세포의 분극화 유도 
이경우1, 서영민1, 전호정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단.

Break Time | 10:15

생체재료 심포지엄
위원장 : 한준현 (충남대학교)

실무위원 : 김유찬(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강식 (서울아산병원), 박준규 (시지바이오), 

옥명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Room 321B, 10월 24일 

좌장 : 한준현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생체S1-1 | 10:30 초청강연

Various Researches of New Drug-eluting Stents for Clinical 
Application 
배인호1, 정명호1

1전남대학교병원.

생체S1-2 | 11:00 초청강연

Selectively modulated vascular cell functions on metallic materials 
with defined topographical patterns using nanosecond laser surface 

texturing  
전인동1, 한형섭2, 송재준1, 전호정2, 김유찬2

1고려대학교구로병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S1-3 | 11:30 초청강연

나노/마이크로 패터닝된 약물방출스텐트의 특성
박준규1

1(주)시지바이오.

좌장 : 이강식 (서울아산병원) 

생체S2-1 | 13:30 초청강연

The Layer of Soft and Rough hybrid Property on Metal Stent for 
Cell Behavior Modulation 
손영주1, 김민수1, 정영도1, 김유찬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생체S2-2 | 14:00 초청강연

관상동맥 스텐트의 현재와 미래 
조성우1

1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심장내과.

생체S2-3 | 14:30 초청강연

Translation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박정훈1

1서울아산병원.

Break Time | 15:00

좌장 : 전호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S3-1 | 15:15 초청강연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혈관계 스텐트용 난성형성 금속소재 미세튜브 개

발 
염종택1, 김재호1, 박찬희1, 최성우1, 강승원1, 이상원1, 홍재근1, 김유찬2, 조증원3, 

박지태3, 안순태3

1재료연구소.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삼화스틸.

생체S3-2 | 15:45 초청강연

비혈관용 스텐트 개발 현황 및 향후 R＆D 방향
전진경1

1(주)엠아이텍.

생체S3-3 | 16:15 초청강연

니티놀 스텐트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생분해금속 박막 기반 세포선택적 

기능화 기술의 응용
옥명렬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S3-4 | 16:45 초청강연

오스템 스텐트의 개발 현황 및 향후 제품 개발 방향
금창헌1

1오스템카디오텍.

Break Time | 17:15

전통과학기술, 내일을 만나다
위원장 : 조남철 (국립공주대학교)

실무위원 : 이재성 (문화재보존과학센터)

Room 322, 10월 24일 

좌장 : 서진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통1-1 | 10:00 초청강연

전통소재 옻칠의 활용 
한호규1, 이연희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통1-2 | 10:30 초청강연

첨단 공정 / 분석기술의 활용을 통한 전통 방짜유기 합금의 재발견 
김긍호1, 윤진국1, 김기태2, 한준현3, 김혜성4, 김우진5, 김희수6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3충남대학교. 4부산대학교. 5홍익

대학교. 6조선대학교.

Break Time | 11:00 

좌장 : 서진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통2-1 | 11:15
금속문화재에 적용된 칠박도금법에 관한 연구
이재성1

1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전통2-2 | 11:30
신라 금관의 성분과 제작 기술적 특성 
신용비1, 유혜선2, 김규호3

1국립부여박물관. 2국립중앙박물관. 3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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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2-3 | 11:45
조선의 철제 시한폭탄 비격진천뢰의 제작 기술(Manufacturing 

Technique of Iron Time Bomb Bigeokjincheolloe in the Joseon 

Dynasty) 
허일권1, 김해솔1, 정지완2

1국립진주박물관. 2공주대학교.

좌장 : 신용비 (국립부여박물관)

전통3-1 | 13:10
초기철기시대 청동유물 동사의 미세구조에 대한 고찰
김하영1,2, 김긍호1, 서진유1, 김동익1, 김도향2, 홍경태1, 조남철3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연세대학교. 3공주대학교.

전통3-2 | 13:25
Metallographic and radiometric investigation of nine iron objects 
from the medieval site at Talgar in southeast Kazakhstan 
박장식1

1홍익대학교.

전통3-3 | 13:40
창녕 송현동고분군 출토 행엽 제작기법 
한우림1, 박지연1, 김소진2

1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Break Time | 13:55 

좌장 : 신용비 (국립부여박물관)

전통4-1 | 14:10
고대 제련로 복원을 위한 야금학 및 전산해석적 접근 
이동조1, 박종력1, 이은우2, 이상호1

1㈜포스코. 2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4-2 | 14:25
효종 영릉 정자각 철정(鐵釘)의 형태별 제작기술 비교 연구 
곽병문1, 조남철2

1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전통4-3 | 14:40
조선시대 오금(五金, Fe, Au, Ag, Pb 및 Cu)의 자원과 제련기술 
이상호1, (故)백영현2

1㈜포스코. 2(前)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 명예교수(28대 금속재료학회장).

전통4-4 | 14:55
전통 제철법 적용 사철강 및 응용강의 표면무늬 비교연구 
조성모1, 오민지2, 조남철1, 한정욱3

1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2충남문화유산. 3나이프갤러리.

Break Time | 15:10 

좌장 : 이재성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5-1 | 15:25
이종금속 접합을 적용한 주방용 칼 제작 및 재료과학적 연구 
권호영1, 조남철2, 조성모2

1우석엔지니어링. 2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전통5-2 | 15:40
주방용 칼 제조용 고 Cr 함유 스테인리스 강재에서 전통 단접 구조 구현

을 위한 축적압연접합 기술의 적용 
김민성1, 서하늘2, 김동익3, 서진유3, 조남철4, 한정욱5, 김호겸6, 최시훈1

1순천대학교, 2고려대학교, 3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공주대학교, 5정강원, 6두앤

비디자인

전통5-3 | 15:55
전통 칠보 유약의 무연화 기술 
박재영1, 김호형1, 이민수1, 임태홍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통5-4 | 16:10
칠보 유약 분말의 형상 및 크기 제어 기술
김용진1, 양동열1, 정재원1, 양상선1, 김기봉1, 곽지나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전통5-5 | 16:25
메탈 마스크를 이용한 칠보 유약의 패턴 자동화 연구 
강희석1, 강경태1, 신권용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Break Time | 16:40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 심포지엄
위원장 : 김승언 (재료연구소)

실무위원 : 김성웅 (재료연구소)

Room 323, 10월 24일 

좌장 : 김승언 (재료연구소) 

타이타늄S1-1 | 09:30 초청강연

금속간화합물 γ-TiAl 합금의 실용화 연구 
오명훈1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타이타늄S1-2 | 10:00
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소재 선정 
송영석1, 전채홍1

1두산중공업㈜.

타이타늄S1-3 | 10:15
Development of TiAl alloys for Gas Turbine Blades
김성웅1, 김종훈1, 김재권1, 김지영2, 홍재근1, 김승언1

1재료연구소(KIMS). 2서울대학교.

Break Time | 10:30

좌장 : 오명훈 (금오공과대학교) 

타이타늄S2-1 | 10:40 invited lecture
History of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Hot-Forged 

Type TiAl Alloys and Latest Research Results
Toshimitsu Tetsui1
1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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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늄S2-2 | 11:10
진공아크용해법을 이용한 가공용 TiAl 잉곳 및 중간재 제조
임광혁1, 권혁주1, 윤성호1, 이용범1, 구혜연1

1(주)한스코.

타이타늄S2-3 | 11:25
진공정밀주조를 이용한 TiAl 주조 기술 연구
박종범1, 이초롱2, 강태웅1, 노윤경1

1(주)동아특수금속. 2천지산업(주).

타이타늄S2-4 | 11:40
The Effects of Cyclic Heat Treatment Process for Fine 

Microstructure of TiAl Cast Alloy 
공만식1, 양현석1

1고등기술연구원.

좌장 : 공만식 (고등기술연구원) 

타이타늄S3-1 | 13:00 초청강연

Electron beam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Ti-48Al-2Cr-2Nb 금속간 화

합물의 미세조직, 상-고온 기계적 특성 및 특성 개선 방안
이기안1, 김영균1, 윤성준1, 김성웅2, 홍재근2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타이타늄S3-2 | 13:30
적층조형 TNM-B1 합금의 후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김승언1, P. L. Narayana1, N. S. Reddy2, 김성웅1, 홍재근1

1재료연구소. 2경상대학교.

타이타늄S3-3 | 13:45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 multi-layered 

material composed of titanium and stainless steel produced by 
direct energy deposition 
김정한1, 나나1, 김하늘2, 장혜정2

1국립한밭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원.

Break Time | 14:00

좌장 : 김성웅 (재료연구소) 

타이타늄S4-1 | 14:10 초청강연

Systematic Investigation of the Deformation Mechanisms of a 

γ-TiAl Single Crystal 
유승화1, 이태구1

1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타이타늄S4-2 | 14:40
나노역학 실험법을 활용한 γ-TiAl의 소성 변형 거동 변화 연구 
장동찬1, 도현수1, 김지영1, 김성웅2

1한국과학기술원. 2재료연구소.

New-Horizon : 재료 데이터베이스(빅데이터) 
구축  현황과 미래 과제
위원장 : 유석현 (두산중공업)

Room 324A, 10월 24일 

좌장 : 유석현 (두산중공업) 

nH1-0 | 09:00 학회장 환영사 및 개회식(사진촬영)

nH1-1 | 09:15
Big Data for Advanced Materials Desig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Dongwon Shin1

1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nH1-2 | 10:00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진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 정책 현황

과 미래 전망 
장웅성1, 박인선1

1산업통상자원전략기획단.

nH1-3 | 10:30
CALPHAD 재료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이병주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nH1-4 | 11:00
From CALPHAD Thermodynamic database to Smart Factory in 

Steelmaking process  
정인호1

1서울대학교.

nH1-5 | 11:30
Deep Learning technologies for Materials Science 
손기선1

1세종대학교.

좌장 : 정인호 (서울대학교) 

nH2-1 | 13:00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 생태계 구축 방안 
이상환1, 최명석1

1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nH2-2 | 13:30
Introduction to KIST R＆D Informatics (KIRI) System 
이광렬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산과학센터.

nH2-3 | 14:00
Data-Driven Thermoelectric Materials Research Platform 

Hyunju Chang1, Yea-Lee Lee1, Seunghun Jang1, Jino Im1, Hyun Woo Kim1, 

Jungho Shin1

1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nH2-4 | 14:30
상용 소재 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대

의 이슈 
박종관1

1(주)태성에스엔이. 

좌장 : 유석현 (두산중공업㈜) 

nH3-1 | 15:15
발전소재의 재료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정과 활용사례 
유석현1, 공병욱1, 최윤일1, 이연수1

1두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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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3-2 | 15:45   패널토론 (주제: 한국의 
재료데이터베이스 발전방향)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III
위원장 : 이준호 (고려대학교)

실무위원 : 이명규 (서울대학교), 손일 (연세대학교),

 박주현 (한양대학교), 한준현 (충남대학교), 이동근 (순천대학교)

Room 325C, 10월 24일 

좌장 : 이준호 (고려대학교) 

고부가5-1 | 09:00 invited lecture
Recent Activities of High Temperature Process Metallurgy at 
Kyushu University 
Noritaka Saito1

1Kyushu University.

고부가5-2 | 09:30 invited lecture
Dislocation Glides as Thermally Activated Processes in Severely 
Deformed Ti-added Ultralow-Carbon Steels 
Masaki Tanaka1

1Kyushu University. 

나노에너지소재 심포지엄
위원장 : 류호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병하 (한국과학기술원), 박찬진 (전남대학교)

실무위원 : 김정환 (한밭대학교), 오지훈 (한국과학기술원)

Room 325C, 10월 24일 

좌장 : 박찬진 (전남대학교)

나노에너지1-1 | 13:00  

금속산화물 나노 입자 코팅을 통한 소듐이온전지용 O3-type 층상계 양

극 소재 표면 안정성 향상 연구 
황장연1

1전남대학교 공대 신소재공학부.

나노에너지1-2 | 13:30
High-capacity lithium-ion-storage material development for lithium 

ion secondary batteries
Hyung Cheoul Shim1, Jihun Oh2, Seungmin Hyun1, Jae-Pyoung Ahn3

1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KIMM). 2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3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나노에너지1-3 | 14:00
뒤틀린 나노카본을 이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연구
강석주1

1울산과학기술원.

Break Time | 14:30

좌장 : 김정환 (한밭대학교) 

나노에너지2-1 | 14:45
Spectroscopic Analysis for Understnading of Energy Storgae 

Mechanism in Dimethylphenazine
Chunjoong Kim1, Vitalii Ri1, Hongkwan Yoon1, Dojin Kim1, Joonhee Moon2, 

Cheolho Jeon2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나노에너지2-2 | 15:15
In Situ Nanostructure Formation of 2D Metal-Sulfide/r-GO 

Material to Enhance the Capacity and Stability as Next-Generation 

Lithium-Ion Battery Cathode 
엄광섭1, 장의진1, 이하은1

1광주과학기술원.

나노에너지2-3 | 15:45
In situ electrochemically synthesized Pt-MoO3-x nanostructure 

catalysts for efficient hydrogen evolution reaction 
김형주1

1한국화학연구원.

나노에너지2-4 | 16:15
Physical Synthesized Plasmonic Nanoparticles and Their 
Applications 
Jung-Sub Wi1, Jeong Hwan Kim2

1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2Hanbat National 
University.

Break Time | 16:45

열전재료
위원장 : 박수동 (한국전기연구원)

총무간사 : 김일호 (한국교통대학교), 이종수 (경희대학교)

Room 325D, 10월 24일 

좌장 : 이호성 (경북대학교) 

열전1-1 | 09:00
Effect of Cu Substitution on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in 

CuxAg1-xBiSe2 

Hanhwi Jang1, Yeon Sik Jung1, Min-Wook Oh2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Hanbat National 
University.

열전1-2 | 09:15
Thermoelectric Transport Properties of 2D layered NbSe2 

nanosheets 
Hongjae Moon1, Jeongmin Kim2, Seokkyoon Hong2, Wooyoung Lee2

1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2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Yonsei Univ.

열전1-3 | 09:30
굽힘 및 열 반복 하중에 의한 유연 열전소자 신뢰성평가 
신승익1, 한승우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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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1-4 | 09:45
An Experiment-based Rational Design of Heterostructured 

Thermoelectric Higher Manganese Silicide by Interfacial Band 

Engineering 

Gwansik Kim1, Jeongmin Kim1, Jong Wook Roh2, Wooyoung Lee1

1Yonsei University. 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열전1-5 | 10:00
Correlation with the Composition of the Different Parts of p-type 

Bi0.5Sb1.5Te3 Sintered Bulks and their Thermoelectric Characteristics
MAY LIKHA LWIN1, Peyala Dharmaiah1, Suk-min Yoon1, Soon-Jik Hong1

1Kongju national university.

열전1-6 | 10:15
Thermoelectric Properties Modulation via Semimetal to 

Semiconductor Transition in Bi1-xSbx Nanowires
Seokkyoon Hong1, Hongjae Moon1, Jeongmin Kim1, Wooyoung Lee1

1Yonsei University.

Break Time | 10:30

좌장 : 오민욱 (한밭대학교)

aW-7  | 10:40 김용진상 수상기념강연

열전소재 에너지변환효율 측정기술 개발 및 응용 – 나노스케일부터 벌

크스케일까지
송재용1

1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열전2-1 | 11:05
Hf0.25Zr0.25Ti0.5NiSn1-xSbx half-Heusler 소재의 합성 및 열전특성 
주성재1, 임혜진1, 민복기1, 김봉서1, 이지은1, 장정인1

1한국전기연구원.

열전2-2 | 11:20
Semimetal to Semiconductor Transition and Tunable Thermoelectric 
Power Factor in 2D PtSe2 nanosheets 
JEONGMIN KIM1, Hongjae Moon1, Seokkyoon Hong1, Wooyoung Lee1

1Yonsei University.

열전2-3 | 11:35
Bi-Te계 열전모듈의 접합강도에 미치는 표면거칠기 및 무전해 Ni-P 확

산방지층의 영향
손인준1, 배성화1, 조상흠2, 박관호2, 김경태3

1경북대학교 금속신소재공학과. 2(주)대양 기술연구소. 3재료연구소.

Break Time | 11:50

제14회 소재부품 안전 및 신뢰성 심포지엄
위원장 : 양원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함종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Room 325D, 10월 24일 

실무위원 : 변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상용 (울산대학교)

좌장 : 신상용 (울산대학교) 

신뢰성1-1 | 13:00 invited lecture
Assembly and reliability of advanced packaging technologies in 

high-temperature SiC power modules 
Chanyang Choe1, Donjin Kim1, Chuantong Chen1, Seungjun Noh2, Semin 

Park2, Katsuaki Suganuma1

1Osaka University. 2Hyundai Mobis.

신뢰성1-2 | 13:25
지역 난방 노후 축열조 건전성 평가 및 고찰 
윤대호1, 채호병1, 송민지1, 하태백2, 김우철2, 이수열1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지역난방공사.

신뢰성1-3 | 13:40
지역 난방 배열회수보일러 튜브의 부식특성 
조정민1, 송민지1, 윤대호1, 채호병1, 하태백2, 김우철2, 이수열1

1충남대학교. 2한국지역난방공사.

신뢰성1-4 | 13:55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은 코팅 구리입자 첨가에 따른 은코팅 구리플레이

크 페이스트의 소결접합 특성 
김명인1, 이종현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Break Time | 14:10

좌장 : 양원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신뢰성2-1 | 14:20
CGHAZ 모사 열처리한 해양플랜트용 후판 강의 미세조직과 충격 인성 
이훈1, 이현욱1, 조성규2, 권용재1, 이정구1, 신상용1

1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2현대제철 R & D Center.

신뢰성2-2 | 14:35
HSLA강의 열영향부 미세조직과 저온 충격 인성에 미치는 탄소와 니켈

의 영향
엄해원1, 조성규2, 이현욱1, 이훈1, 권용재1, 이정구1, 신상용1

1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2현대제철 R&D Center.

신뢰성2-3 | 14:50
피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화물 열차 차축 부품의 신뢰성 설계 방안 

연구
박준형1, 함종오2

1(주)케이씨티센터. 2(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성2-4 | 15:05
SRB(Sulfate reducing bacterial)에 의한 STS304 강관의 손상원인 분

석 
함종오1, 한신호1, 박기덕1, 조병일1

1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성2-5 | 15:20
Failure analysis of Co alloy cladding layers applied to pressure 

reducing valves
박기덕1, 조병일1, 박문석1, 함종오1

1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Break Time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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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이정구 (울산대학교) 

신뢰성3-1 | 15:45
에어컨용 열교환기 Cu튜브 부식 원인 분석
박이호1, 이건하1, 양원존1

1재료연구소(KIMS).

신뢰성3-2 | 16:00
파괴인성 평가를 통한 손상원인분석 
이건하1, 양원존1

1재료연구소.

신뢰성3-3 | 16:15
3D-DIC 기법 적용을 통한 자동차 부품의 충돌 안전성 평가 측정 신뢰

도 향상 
권준범1, 장홍규1, 김지훈1, 양원존1

1재료연구소(KIMS).

신뢰성3-4 | 16:30
ROOT CAUSE ANALYSIS on FAILURE in DUPLEX PIPE LINES 
정성욱1, 김대경1, 박종민1, 한기형1

1대우조선해양.

Break Time |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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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SeSSiOn III 10월 25일

전산재료과학
위원장 : 남호석 (국민대학교)

총무간사 : 이동화 (포항공과대학교)

Room 320A, 10월 25일 

좌장 : 남호석 (국민대학교)

전산1-1 | 09:00
Effect of Magnetic Ordering on the Spinodal Decomposition of the 

Fe-Cr System: A GPU-Accelerated Phase-Field Study 
장근옥1, 이정환1

1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전산1-2 | 09:15
Phase-field study : the transformation of lath martensite in steel 
조민규1, 차필령1

1국민대학교.

전산1-3 | 09:30
Diverse Growth Morphology of Directionally-solidified Microstructure 

with Different Preferred Growth Directions 
Geunwoo Kim1, Shinji Sakane2, Tomohiro Takaki2, Yasushi Shibuta3, 

Munekazu Ohno1

1Hokkaido University. 2Kyoto Institute of Technology. 3The University of 
Tokyo.

전산1-4 | 09:45
A Numerical Investigation on Effective Properties Depending on 

Pore Structure for Optimal Property 
Dongmyung Jung1, Yongwoo Kwon1

1Hongik University.

전산1-5 | 10:00
A Phase Field Model to Study the Formation of Conducting 

Filament in Memresistive Systems 
ARIJIT ROY1, Pil-Ryung Cha1

1Kookmin University.

전산1-6 | 10:15
ThermoCalc API Integration in to Phase Field Simulation
NAVEEN KUMAR1, Pil-Ryung Cha1

1Kookmin university.

Break Time | 10:30

좌장 : 이동화 (포항공과대학교) 

전산2-1 | 10:40
An analysis of drag mechanisms during the motion of dislocation 

and grain boundary
Soon Kim1, Sung Youb Kim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전산2-2 | 10:55
EDEM-CFD Modelling to Characterize Effects of Slag Holdup on 

Gas Transport in the Dripping Zone of BF 

DEREJE DEGEFA GELETA1, Mintae Kim1, Joonho Lee1

1Korea University.

전산2-3 | 11:10
J2, J3 불변량을 고려한 이방성 항복함수 
김영석1, 누엔 푸 반2

1경북대학교. 2경북대학교 대학원.

전산2-4 | 11:25
First-principles Studies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at Grain 

Boundaries and Twin Boundaries in Metallic Materials
김원준1

1국립창원대학교 생물화학융합학부.

전산2-5 | 11:40
Atomistic Simulation of Nickel-Silicon Interface Reaction by 
Machine-Learning Interatomic Potential 
정원석1, 유동선1, 이규현1, 한승우1

1서울대학교.

전산2-6 | 11:55
First-principles investigation on the fundamental limit in the 

linewidth of CdSe nanocrystal 
강성우1, 강영호2, 한승우1

1서울대학교. 2재료연구소.

복합재료
위원장 : 이상관 (재료연구소)

총무간사 : 이상복 (재료연구소)

Room 320B, 10월 25일 

좌장 : 이욱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복합1-1 | 09:00
in-situ 중성자회절법을 이용한 계면처리된 고체적분율 Al/SiCp 복합재

의 기계적 특성 분석 및 내마모성 향상 
이태규1, 채호병2, 신상민3, 조일국4, 조승찬3, 이수열2, 이상관3, 류호진1

1한국과학기술원. 2충남대학교. 3재료연구소. 4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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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1-2 | 09:15
용탕교반 및 압연공정으로 제조된 B4C/Al6061복합재료의 미세조직에 

따른 기계적 특성 및 열중성자 흡수능 분석 
이동현1, 이상관1, 이상복1, 조승찬1, 김양도2

1재료연구소(KIMS). 2부산대학교.

복합1-3 | 09:30
다이캐스팅공정으로 제조된 SiC/Al2024 금속복합재료의 열적/기계적 

특성 연구 
박현재1, 신상민1, 조승찬1, 이상복1, 이상관1, 최두호2, 조일국2

1재료연구소(KIMS). 2동의대학교.

복합1-4 | 09:45
용융가압함침 공정을 이용한 고체적률 TiB2 입자 강화 Al 복합소재 개발 
고성민1, 조승찬1, 이상복1, 김양도2, 이상관1

1재료연구소(KIMS). 2부산대학교.

Break Time | 10:00

좌장 : 조승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복합2-1 | 10:10
고볼륨 세라믹 강화재가 추가된 Fe계열 금속복합소재의 인성 및 내마모

성 증대 방안 
김대하1, 황지현1, 김지윤1, 이원혁1

1(주)DAT신소재.

복합2-2 | 10:25
Network structure of TiN in consolidated STS316L-based metal 
matrix composite 
김수현1, 김승범1, 조중욱2

1포항공과대학교철강대학원. 2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복합2-3 | 10:40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Toughness Epoxy 
Resin Using Thermoplastic Polymer PES 
정현석1, 박용민2, 이선영1, 김기영3

1한양대학교. 2EZ Composites. 3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복합2-4 | 10:55
다층 구조로 제작된 알루미늄/탄소 섬유 복합소재의 전자파 차폐 특성 

연구
김정준1, 최현주1

1국민대학교.

나노소재
위원장 : 류호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무간사 : 김정환 (한밭대학교)

Room 321A, 10월 25일 

좌장 : 위정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1-1 | 08:30
물분해 광전극용 Ti 합금 설계 기반 산화물 나노 구조체 제어 기술 개발
김태경1, 박혜진1, 김영석1, 문상철1, 강결찬1, 김민정1, 김영순1, 김기범1

1세종대학교나노신소재공학과.

나노1-2 | 08:45
항암면역치료를 위한 마이크로 섬유에 방사상으로 성장한 ZnO 나노선

과 종양항원 복합체
변상원1, 박범철1, Prashant Sharma2, 신지범1, 이재원2, 장나윤2, 김유진1, 김유

리2, 조남혁2, 김영근1

1고려대학교. 2서울대학교.

나노1-3 | 09:00
표면증강라만산란 활동을 위한 템플릿에 조립 된 금 씨앗에서 바이메탈

층 성장의 엔지니어링 
김명수1, 박범철1, 김유진1, 이주헌2, 구명석1, 고민준1, 김영근1

1고려대학교. 2한양대학교.

나노1-4 | 09:15
Revealing the Distribution of Cetrimonium Surfactant Molecules on 

Multiple-twinned Pd Nanoparticles by Atom Probe Tomography 
Kyuseon Jang1, Seho Kim2, Hosun Jun1, Chanwon Jung1, Pyuckpa Choi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Max-Planck-
Institut für Eisenforschung.

aW-4 ㅣ 09:30 청웅상 수상기념강연

Quantum dot-DNA Nanogel for Enzyme-free Sub-picomolar DNA 

Assay
Jae ChulPark1,†, Cheol Am Hong2,†, Yoon Sung Nam1,3,*

1Department of Materials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 i tu 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School of Chemist ry 
andBiochemistry, Yeungnam University.3KAIST Institute forNanocentury,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Break Time | 09:55

좌장 :김천중 (충남대학교) 

나노2-1 | 10:00
Breath Acetone Analysis Using SnO2 Nanorod Arrays Based Gas 
Sensors with Diverse Metal Catalyst (Pd,Pt,Au) 
Yeonji Jang1, Hwaebong Jeong1, Junho Lee1, Yongsahm Choe2, Wooyoung 

Lee1

1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Isenlab.

나노2-2 | 10:15
Sol-gel 합성법으로 제작한 WO3 전극의 소결 방법에 따른 전기변색 특

성 관찰 
김효준1, 손민희1, 이선영1

1한양대학교.

나노2-3 | 10:30
Highly Sensitive Acetone Gas Sensors Based on In-doped ZnO 

Quantum dots Fabricated by Morphology Controlled Synthesis
Jun Ho Lee1, Seung-Eun Baek1, Dahl-Young Khang1, Wooyoung Lee1

1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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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김정환 (한밭대학교) 

나노3-1 | 10:45
In-situ Monitoring of Chemical Vapor Deposition Graphene on 

Cu by Reflectance Contrast using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Yun Sung Woo1, Dong Jin Kim2, Chang-Won Lee3, Byung Hee Hong2

1Korea Polytechnics. 2Seoul National University. 3Hanbat National 
University.

나노3-2 | 11:00
Thermal Atomic Layer Deposition of Silicon Nitride Film Using 

Silicon Halide Precursor 
신종우1, 문찬희1, 이한보람1

1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나노3-3 | 11:15
Atomic-Layered WSe2-based Porous 3D Architecturing for Highly 
Sensitive Chemical Sensors 
Min Ji Kang1, Jin-Young Kim1, Myung Gwan Hahm1

1Inha University.

나노3-4 | 11:30
Study about Combined Exposure of H2O and O3 Reactant in HfO2 

by Atomic Layer Deposition 
고병국1, 박종서1,2, Sumaira Yasmeen1, Mohammad Rizwan Khan1, 이한보람
1,2

1인천대학교. 2인천대학교 화학공학 혁신 센터.

Break Time | 11:45

좌장 : 문제현 (전자통신연구원) 

나노4-1 | 11:50
Deformable Light-emitting Diodes fabricated by Remote Epitaxy of 
GaN Microrod Heterostructures 
정준석1, 진대권1, 홍영준1

1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나노4-2 | 12:05
Highly Transparent and Colorless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with 

Indium-Tin-Oxide Electrode 
오제헌1, 박진우1

1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나노4-3 | 12:20
기계화학적 볼밀링 공정을 이용한 고분산성 MoS2 nanoflake 제조 

(Efficient hydrazine-assisted ball milling of highly soluble MoS2 

nanoflake) 
김슬기1, 김도훈1, 강지연1, 송성호2, 이동주1

1충북대학교. 2공주대학교.

나노4-4 | 12:35
계산된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한 g-C3N4/환원된 TiO2 나노 섬유의 CO2 

광환원에 대한 연구 
강수희1, 이선영1

1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과.

가공-용접 및 접합
위원장 : 김상식 (경상대학교)

총무간사 : 박영도 (동의대학교), 이영선 (재료연구소), 

박은수 (서울대학교), 이호년 (한국생산기술연구소)

Room 321B, 10월 25일 

좌장 : 박영도 (동의대학교)

용접1-1 | 09:00
DP980 고강도강과  A6061 알루미늄합금 이종 이음부의 FDS 접합부 

피로특성에 관한 연구 
이목영1, 엄상호2, 정홍철2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2포스코.

용접1-2 | 09:20
Ti-Zr계 삽입재로 이종 접합된 Ti-STS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표면처리의 영향 
박진수1, 장보훈1, 이진규*1

1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용접1-3 | 09:40
HF surface pre-treatment and oxidation effect on the joining 

strength of AZ31 Mg alloy / CFRP composite by thermal laser 
joining technique. 

Andrews Nsiah Ashong1, Jeoung Han Kim*1, Youn Seoung Lee1, Mok-
Young Lee2

1Hanbat National University. 2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용접1-4 | 10:00
적층 제조된 Type 316L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성
강용준1, 박소영1,2, 오동진3, 김기동1,4, 송상우1

1재료연구소 접합기술연구실. 2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3재료연구소 원자력

공인검사단. 4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용접1-5 | 10:20
크리프 중단 시험을 통한 IN740H/P92 이종용접부의 P92-HAZ에서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위걸1, 최시훈1, 이한상2, 유근봉2, 서진유3, 신재혁3

1순천대학교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2힌국전력공사 청정발전연구소 발전시스

템그룹. 3한국과학기술연구소 고온에너지 재료연구센터.

용접2-1 | 10:40
Post-weld heat treatments in the Cr-added austenitic FeMnAlC 

lightweight steels 
정성훈1, 김봉윤1, 문준오2, 박성준2, 이창희1

1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용접2-2 | 11:00
도금 방법에 따른 아연도금 TRIP 강판의 LME 거동 분석 
김도엽1, 강지현2, 최두열3,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3포스코 글로벌 

R&D Center.

용접2-3 | 11:20
점용접 시 발생하는 용융아연취화에서 Fe-Zn 합금화 반응의 중요성: 

TWIP강에서 합금원소 Si 영향 
홍석현1, 김도엽1, 강지현2,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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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2-4 | 11:40
고강도 합금화 아연도금강판의 고온인장시험 시 도금층 ex-situ 합금화 

거동과 LME 균열 상관관계 연구
박영도1, 시바 프라사드 무르간1, 김준수1, 이창용2, 육완2

1동의대학교. 2현대제철.

알루미늄
위원장 : 김목순 (인하대학교)

총무간사 : 어광준 (재료연구소), 김명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박현순 (인하대학교)

Room 322, 10월 25일 

좌장 : 어광준 (재료연구소) 

알루미늄1-1 | 08:30
Sc, Zr 미량 첨가가 Al-Mg-Si 합금의 헤밍성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성녕1, 강헌2, 구남훈1

1현대제철. 2기술연구소.

알루미늄1-2 | 08:45
Microstructure evolution of two-step aging characterized by three 

dimensional atom probe 
송민영1,2, 김인수1,2, 김재황1, 이광진1, 홍성길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전남대학교.

알루미늄1-3 | 09:00
Two-step aging behavior in Al-Cu-Mg and Al-Mg-Si-Cu alloys 
김인수1,2, 송민영1,2, 김재황1, 이광진1, 홍성길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전남대학교.

알루미늄1-4 | 09:15
Influence of pre-aging conditions on the paint bake response of 
AA6016 aluminium sheets 
Cui min1, Min-Seok Kim1, Yun-Soo Lee1, Hyoung-Wook Kim1, Je-hyun 

Lee2

1재료연구소(KIMS). 2창원대학교.

알루미늄1-5 | 09:30
Orientation relationships between Al-matrix, η phase and  

dispersoids  formed in the heat-treated Al-Zn-Mg-Cu alloy 
saif haider kayani1, Jae-Gil Jung2, Min-Seok Kim2, Kwangjun Euh2

1과학 기술 연합 대학원대학교. 2재료연구소(KIMS).

좌장 : 신제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알루미늄2-1 | 09:45
LP-EGR용 인터쿨러 다층클래드 소재의 부식수명 
이동석12, 오광헌1, 지용준1, 이찬우3, 김목순2

1(주)한온시스템. 2인하대학교. 3Shanghai Huafon Aluminum. 

알루미늄2-2 | 10:00
Microstructure Simulation of a Hypereutectic Al-Mn-Fe Casting 

Alloy in Phase-Field Approach 
박지원1, 오창석1, 정재길1

1재료연구소.

알루미늄2-3 | 10:15
AA7003 합금의 기계적 성질과 에너지 흡수능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 
김희주1, 김수현1, 정제기1, 임차용1, 최윤석2

1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2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알루미늄2-4 | 10:30
알루미늄의 부식 거동에 미치는 Na2S, CuCl2, NaCl의 영향
이주희1, 장희진1

1조선대학교.

Break Time | 10:45

좌장 : 신재혁 (자동차부품연구원) 

알루미늄3-1 | 10:55
Additive Manufacturing (AM) 공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미세

조직, 마모, 인장 및 피로 변형 거동 
이기안1, 박태현1, 백민석1, Yongho Sohn2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알루미늄3-2 | 11:10
용질원소를 10%이상 함유한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빌렛 연속주조, 

압출 및 부품화기술 
김명균1, 박준표1, 김세훈2, 성시영2, 황종일3, 손현성4, 이규창5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2자동차부품연구원. 3(주)아니스엘엠에스. 4신영유니크. 
5강릉원주대학교.

알루미늄3-3 | 11:25 Canceled
Al-Cu-Si 3원계 공정조성 합금의 주조공정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및 

기계적 특성 분석 
김병주1, Arne K. Dahle2, 박용호3, 이영철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Jönköping University. 3부산대학교.

알루미늄3-4 | 11:40
Zr을 첨가한 다성분계 Al-14Si-CuNiMg 합금의 Zr-rich 상의 규명 
조민수1,3, 조영희1, 이정무1, 김수현1, 강전연1, 정재길1, 김수배1,2, 장재일3

1재료연구소. 2연세대학교. 3한양대학교.

좌장 : 김명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알루미늄4-1 | 11:55
Al-Zn-Mg계 알루미늄 신합금의 유동응력 전산모사 및 소성변형거동 
양승현1, 연규호1, 김목순1, 김세훈2

1인하대학교. 2자동차부품연구원.

알루미늄4-2 | 12:10
불균일 핵생성 입자 크기와 알루미늄 합금의 결정립 미세화의 통계적 

관계 해석
김수배1,2, 조영희1, 조민수1,3, 이영국2, 이정무1

1재료연구소(KIMS). 2연세대학교. 3한양대학교. 

알루미늄4-3 | 12:25
Mg 함량 변화에 따른 Al-Mg 합금의 고온변형 특성 
이재철1, 김상욱1, 손현우1, 조창희1, 김용재1, 김세광2, 윤영옥2, 이지운2, 현승균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재료구조제어연구실.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알루미늄4-4 | 12:40
Al-Mg 합금의 Mg 함량에 따른 전단 변형 및 어닐링 특성 
조창희1, 손현우1, 김상욱1, 이재철1, 김용재1, 윤영옥2, 김세광2, 이지운2, 현승균1

1인하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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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위원장 :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총무간사 : 강정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현식(한국지질자원연구원)

Room 323, 10월 25일 

좌장 : 김리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비철1-1 | 08:30
황화 반응을 통한 SiO2 가 함유된 FeTiO3 에서 Fe-Ti 황화물의 형성에 

대한 온도 및 sulfur 비의 영향 
김용우1, 김선중1

1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비철1-2 | 08:45
니오븀 산화물의 마그네슘 환원에 의한 니오븀 금속분말 추출 
박수진1,2, 황선민1, 손영국2, 이동원*1

1재료연구소. 2부산대학교.

비철1-3 | 09:00
탄탈륨 산화물의 마그네슘 환원에 의한 탄탈륨 금속분말 추출 
황선민1, 왕제필2, 이동원*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KIMS) 타이타늄 연구실. 2부경대학교 금속

공학과.

비철1-4 | 09:15
액체금속 음극을 이용한 산화 마그네슘의 전해 제련을 통한 고순도 금

속 마그네슘 제조
이태혁1, 김영민2, 이진영1, 강정신1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2재료연구소.

비철1-5 | 09:30
일메나이트광 활용 효율적인 TiCl4 제조를 위한 열역학적 거동 고찰 
정은진1, 김진영1, 이미선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Break Time | 09:45

좌장 : 이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aW-3 | 09:50 윤동석상 수상기념강연

방향성 기공구조의 다공성동 제조 및 응용 
현승균1

1인하대학교

비철2-1 | 10:15
Development of Electrochemical Evaluation Methods for Filling 

Performance of Copper Electrodeposition 

Jeong-Ho Moon1, Jaewook Shin2, Tae-Hee Kim1, DongHoon Song1, 

EunAe Cho1

1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t KAIST. 2KAIST Institute for 
NanoCentury at KAIST.

비철2-2 | 10:30
Cu-6Ni-1.5Si(wt%)합금의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Co첨가 

효과 
이상진1,2, 한승전2, 최은애2, 안지혁2, 허기녕2, 조의정2, Satoshi Semboshi3, 임
성환4, 이재현5, 신현석2, 최윤석1

1부산대학교. 2재료연구소. 3Tohoku University. 4강원대학교. 5창원대학교.

비철2-3 | 10:45
The effects of alloying elements on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γ/γ′-strengthened Co-Ti-based alloys 
Hyeji Im1, Subin Lee2, Won Seok Choi1, Surendra Makineni2, Baptiste 

Gault2, Dierk Raabe2, Pyuck-Pa Choi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Max Planck-
Institut für Eisenforschung.

비철2-4 | 11:00
Al/Cu 주조접합 시편의 열처리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층의 두께 변화가 

열확산도에 미치는 영향
김용원1, 최세원2, 김유미1, 김영찬1, 강창석1, 홍성길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비철2-5 | 11:15
금속의 고용 및 상 석출 제어를 이용한 자체 색상 컬러 합금 개발 연구 
문상철1, 강결찬1, 김영석1, 박혜진1, YUSUPOV DILSHODBEK1, JUMAEV 

ELYORJON1, 홍성환1, 송기안2, 김기범*1

1세종대학교 공대 나노신소재공학부. 2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비철2-6 | 11:30
Preliminary study on Fe–Gd alloys as binary alloys and master 
alloys for spent nuclear fuel (SNF) application 

Ji-Ho Ahn1, Sang-Wook Lee1, Byung-Moon Moon1, Young-Jig Kim2, 

HYUN-DO JUNG1

1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Sungkyunkwan University.

Break Time | 11:45

좌장 : 오윤석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비철3-1 | 11:50
니켈기 초내열합금 소재에 대한 슬래그 재용해 공정개발 및 부품 제작 
배현나1, 김영득1, 김정욱1, 구지호1

1두산중공업 소재기술개발팀.

비철3-2 | 12:05
Effects of crystal orientation on high temperature low cycle fatigue 

properties 
송전영1, 구지호1, 마영화1, 이연수1

1두산중공업.

비철3-3 | 12:20
HIP처리된 니켈기 초내열합금의 기계적 특성평가 
구지호1, 송영석1, 송전영1, 배현나1, 마영화1, 석진익1

1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비철3-4 | 12:35
선박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보수용접 품질 개선을 위한 쇼트피닝 적용 

연구 
김동욱1, 배철현1, 심윤성1, 김현주1, 허지행1

1한국조선해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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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에너지저장 소재 및 소자 심포지엄
위원장 : 이관형 (서울대학교)

실무위원 : 이관형 (서울대학교)

Room 324A, 10월 25일 

좌장 : 윤명한 (광주과학기술원) 

에너지저장1-1 | 09:00
고성능 전고체전지를 위한 슬러리 기반 시트형 복합 전극 기술 
정윤석1

1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에너지저장1-2 | 09:23
Wet-chemical fabrication of sulfide-based solid electrolytes
임희대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1-3 | 09:46
Understanding Interfacial Reaction of LiCoO2 Positive Electrode  in 

Aqueous Lithium-Ion Batteries 
Hyunjeong Oh1, Hirona Yamagishi2, Keisuke Yamanaka2, Toshiaki Ohta2, 

Hye Ryung Byon*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Ritsumeikan 

University. 

에너지저장1-4 | 10:09
Seawater battery and its extended concept for seawater 
desalination, CO2 capture, and H2 production 

Youngsik Kim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에너지저장1-5 | 10:32
그래핀 기반 카본 전극 소재 및 에너지 저장 소자 응용기술 
김태영1, 
1가천대학교. 

Break Time | 10:55

좌장 : 이관형 (서울대학교) 

에너지저장2-1 | 11:05
Operando characterization revealing multiscale dynamics in 

lithium-ion batteries 
임종우1

1서울대학교.

에너지저장2-2 | 11:28
Mechanistic Studies and Operando X-ray Imaging of Electrical 
Energy Storage Materials 
Seung-Ho Yu1

1Korea University.

에너지저장2-3 | 11:51
Bioinspired Neuron-like Energy Harvesting 

Wooyoung Shim1

1Yonsei University.

에너지저장2-4 | 12:14
Redox-Enhanced Electrochemical Capacitors: Electrolyte Design 

and Device Engineering 

Seung Joon Yoo1

1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에너지저장2-5 | 12:37
Ruthenium on Fused Aromatic Networks for Water Splitting 

Catalysts 
Jong-Beom Baek1

1울산과학기술원.

첨단 가공기술 심포지엄
위원장 : 김상식 (경상대학교)

실무위원 : 이영선 (재료연구소)

Room 325A/B, 10월 25일 

좌장 : 박은수 (서울대학교) 

첨단1-1 | 09:00 초청강연

The Fabrication of 3D Copper Structure by Electrochemical based 

Additive Manufacturing 
유봉영1, 김성빈2, 강동화1

1한양대학교. 2애니캐스팅.

첨단1-2 | 09:30 초청강연

미세조직학적 불균일성을 이용한 적층제조 소재의 강도 향상 및 활용 

방안
김정기1, 박정민2, 설재복3, 최중호4, 유지훈4, 양상선4, 김형섭2

1경상대학교. 2포항공과대학교. 3나노융합기술원. 4재료연구소.

첨단1-3 | 10:00 초청강연

적층 제조 소재의 피로 및 파괴 특성
성효경1

1경상대학교.

Break Time | 10:30  

좌장 : 이호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2-1 | 10:40 초청강연

국내 열처리 기술의 현황과 개발 동향
이종훈1

1재료연구소(KIMS).

첨단2-2 | 11:10 초청강연

미래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금속기지 나노복합소재 제조 기술 개발 
이건배1, 김대영1, 최현주1

1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첨단2-3 | 11:40 초청강연

자동차 중량 경쟁력을 위한 경량화 차체 접합방법 개발현황
고세진1

1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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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2-4 | 12:10 초청강연

Inspecting and measuring system with machine vision in 

conventional manufacturing processes 
윤종헌1, 최승호1

1한양대학교.

마그네슘
위원장 : 유봉선 (재료연구소)

총무간사 : 박성혁 (경북대학교)

Room 325C, 10월 25일 

좌장 : 이태경 (부산대학교) 

마그네슘1-1 | 09:00
원자단위 전산모사를 통한 pure Mg 및 Mg 합금의 입계 이동도 해석 
장효선1, 이병주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마그네슘1-2 | 09:15
Solid solution dependence of deformation mechanisms in Mg-xZn 

(x = 0, 1, 2 wt.%) alloys investigated by in-situ neutron diffraction 

and polycrystal plasticity modelling 

Huai Wang1, Soo Yeol Lee1, Huamiao Wang2, Wanchuck Woo3, Ke An4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3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4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마그네슘1-3 | 09:30
Mechanisms underlying high tensile ductility of extruded Mg-1Gd 

alloy
이상원1, 김상훈1, 박성혁1

1경북대학교.

마그네슘1-4 | 09:45
에릭슨 시험 시 E-form Mg합금 판재의 성형성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

에 관한 연구 
이성음1, 김민성1, 채영욱2, 최시훈1

1순천대학교. 2POSCO.

마그네슘1-5 | 10:00
초기 집합조직이 마그네슘 압연재의 굽힘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이종언1, 김상훈1, 김예진1, 박성혁1

1경북대학교.

Break Time | 10:15

좌장 : 서종식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마그네슘2-1 | 10:20
압출 온도에 따른 난연 AZXW8000 합금 압출재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물성 변화
김상훈1, 이상원1, 김영민2, 문병기2, 박성혁1

1경북대학교. 2재료연구소.

마그네슘2-2 | 10:35
ZK60 공형압연재의 압축 이방성과 집합조직 분석 
곽병제1, 공태인1, 이정훈2, 이태경1

1부산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마그네슘2-3 | 10:50
Effect of Bi addition on recrystallization and precipitation behaviors 
during extrusion of pure Mg
Jongbin Go1, Jong Un Lee1, Sang-Hoon Kim1, Sung Hyuk Park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마그네슘2-4 | 11:05
시효열처리 AZ91D 합금에서 불연속 및 연속석출물과 부식율의 정량적 

상관관계 연구 
김재연1, 현창용1, 변재원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마그네슘2-5 | 11:20
냉각 압출을 통한 AZ91 압출재의 피로 특성 향상 
김예진1, 김상훈1, 김하식2, 유봉선2, 박성혁1

1경북대학교. 2재료연구소.

Break Time | 11:35

좌장 : 박성혁 (경북대학교) 

마그네슘3-1 | 11:45
불순물 및 공정 이력에 따른 Mg의 부식 거동에 대한 Al 첨가의 영향
우상규1, 김남룡1, 서병찬2, 임창동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마그네슘3-2 | 12:00
Microstructure Analyses and Phase-Field Simulation Study of 
Partially Divorced Eutectic Solidification in a Mg-Al Alloy 
Joo-Hee Kang 1, Jiwon Park 1, Kyung Song 1, Chang-Seok Oh 1, Oleg 

Shchyglo 2, Ingo Steinbach 2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2Ruhr-University Bochum.

마그네슘3-3 | 12:15
마그네슘 로드 휠 특성향상을 위한 주조결정립 미세화 기술
배준호1, 문영훈1, 김하식1, 서종식1, 서병찬1, 문병기1, 유봉선1

1재료연구소(KIMS).

마그네슘3-4 | 12:30
Yield asymmetry of age-treated AZXW9100 alloy in terms of 
microstructure and texture development 
Joung Sik Suh1, David Klaumuenzer2, Byeong-Chan Suh1, Young Min 

Kim1, Bong Sun You1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2Volkswagen AG.

마그네슘3-5 | 12:45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of bio-degradable Mg alloy using 

a severe plastic deformation at room temperature 

Byeong-Chan Suh1, Chang Dong Yim1, Hwa Cheol Jung2, Won Hyun 

Shim2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IMS). 2U&I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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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재료
위원장 : 박규철 (한국항공우주산업)

총무간사 : 성효경 (경상대학교), 정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Room 325D, 10월 25일 

좌장 : 권용남 (재료연구소) 

항공1-1 | 09:00
항공소재의 설계허용치 생성 소개 
손진일1, 정유인2, 김상식3

1MTDI. 2KAI. 3경상대학교.

항공1-2 | 09:15
Tensile Allowable Derivation of Powder Bed Fusioned Ti-6Al-4V 

Alloy for Aerospace Components 
조서연1, 권용남2, 김대환1, 정유인1

1한국항공우주산업(주). 2재료연구소.

항공1-3 | 09:30
가스터빈엔진  Flameout 발생사례 원인분석
권혁준1, 배중우1, 이두열1, 손경숙1

1공군 항공기술연구소.

Break Time | 09:45

좌장 : 성효경 (경상대학교) 

항공2-1 | 09:55
항공주조품 개발 및 주요 주조공정 기술
이재현1

1창원대학교 공대 금속재료공학과.

항공2-2 | 10:10
Ti 합금 열간판재성형 후 물성변화에 관한 연구
권용남1, 김대용1, 이진우1, 석무영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항공2-3 | 10:25
Al 확산침투에 의한 MoSiB내 SiO2의 상변화 거동 고찰 

Phase Chages Behavior of SiO2 Phase in Sintered MoSiB Alloy 
during Aluminum Pack Cementation 
이성1, 박정효1, 김동훈1, 김영무1, 김미현2, 이성호1

1국방과학연구소 4본부 4부(소재). 2창원대학교 공동실습관.

Break Time | 10:40

좌장 : 정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3-1 | 10:50
열변형해석 기법을 활용한 대형 복합재 부품 성형툴 설계 
정대호1, 이정철1, 정유인1

1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항공3-2 | 11:05
부식환경 노출시간이 7xxxx 합금의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미치는 영

향 
이철주1, 구가은1

1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항공3-3 | 11:20
항공기 기지별 대기부식환경 모니터링 연구 
윤주희1, 최동수1, 이두열1, 김성욱1, 김경우1, 박승렬1

1공군 항공기술연구소.

Break Time | 11:35

좌장 : 석무영 (재료연구소) 

항공4-1 | 11:45
Thermal Failure of Rene' 80 Superalloy Turbine Blades 
손경숙1, 김익식1, 김만수1, 최화순1, 김성욱1, 이두열1, 배중우1

1공군 항공기술연구소.

항공4-2 | 12:00
Ni기 초내열합금 CMSX-4 장기간 열 노출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화 
임근영1, 김찬미1, 이현우1, 구지호2, 신종호2, 정연길1, 이재현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두산중공업㈜ 기술연구소.

항공4-3 | 12:15
단결정 초내열합금 CMSX-4의 열처리를 통한 공정 분율과  기계적 특

성 변화 
성기태1, 권석환2, 안종기3, 주윤곤1, 정연길1, 이재현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로스트왁스㈜ 기술연구소. 3한화에어로스페

이스㈜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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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 철강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09:00 - 16:00

P1-1
A Study on the Crystallization behavior of Fe2O3 Base Molten 

Oxide with Cooling Rate  

Tae-Jun Park1, Joon-Sung Choi1, Dong-Joon Min1

1Yonsei University.

P1-2
Local Brittle Zone의 저온 CTOD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열영향부 미세

조직의 영향 
이석규1, 김보희1, 김우겸2, 엄경근2, 이성학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스코.

P1-3
HSB460 후판의 전단 및 가스 절단에 따른 절단면의 특성 분석
송승호1, 김영우2, 심호섭1

1동국제강중앙기술연구소. 2동국제강당진공장.

P1-4
(CO2-SO2-O2), (N2-H2S-H2O)-혼합가스 분위기에서 Fe-(2,9)
wt.%Cr 강의 고온 부식특성 연구
김민정1, Xiao Xiao1, 이동복1

1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P1-5
Effect of Copper Addition on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SKD11 Stainless Steel
최광묵1, 채홍준2

1고등기술연구원 신소재공정센터. 2고등기술연구원 융합소재연구센터.

P1-6
Effect of Ti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590 

MPa Cold-Rolled Steel 
주연아1, 문인기1, 박봉준1, 박진성1, 한성경1

1현대제철 기술연구소.

P1-7
경량철강 주조합금의 Si 첨가 및 시효 열처리가 κ-carbide 석출 거동 

및 변형 거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원자단위적 해석
김치원1, 박병훈1, Mathieu Terner1, 이재현1, 문준오2, 장재훈2, 박성준2, 이봉호2, 

홍현욱*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재료연구소 철강재료연구실.

P1-8
Effect of Atmosphere on Surface Decarburization After Coiling of 
Hot-Rolled Steel 
유창재1, 김득중2, 서동우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POSCO 기술연구원.

P1-9
노치인장실험을 통한1GPa급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DP강의 홀확장

성 해석
이건희1, 백종희1, 박승훈1, 박봉준2, 권용재1, 신상용1, 이정구1

1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2현대제철 R&D Center.

P1-10
High Co-Ni 초고강도강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
김영균1, 김규식1, 송영범2, 박정효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국방과학연구소.

P1-11
1.6 GPa 급 High Hardness Armor (HHA) 강의 Retained Austenite 

제어 열처리를 이용한 기계적 특성 향상 연구 
백민석1, 김영균1, 함진희2, 박태원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국방과학연구소.

P1-12
Effect of Tempering on Impact Toughness of Intercritically Annealed 

Fe-6.5Mn-0.08C Medium-Manganese Steel 
Sang-In Lee1, Seung-Wan Lee1, Young-Chol Yoon1, Byoungchul Hw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1-13
해양플랜트용 후판강의 FCAW 보호가스에 따른 용접부 미세조직과 샤

르피 충격 특성
박지원1, 이훈1, 이현욱1, 조성규2, 최동기3, 권용재1, 이정구1, 신상용1

1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2현대제철 R&D Center. 3하이드로훼스트.

P1-14
철계 소결부품의 표면탄소침착에 분말이 미치는 영향 
송혜진1, 정재훈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대광소결금속.

P1-15 Canceled
페라이트-펄라이트 조직 저탄소강의 수소 취성에 미치는 결정립 크기 

및 Nb의 영향
이지민1, 고석우1, 황병철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P1-16
소결 광석에서 CaO 계 칼슘페라이트 형성에 대한 소결 염기도의 영향
류근용1, 이기우2, 윤호준2, 김선중1*
1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2현대제철 제선생산기술팀

P1-17
Cu 합금강의 가열로 온도 조건에 따른 descaling 공정 시 표면 결함 거

동 
김경아1, 박주호1, 김성연2, 문상운2, 권상흠3, 허윤욱3, 임창희3, 김동규1

1동아대학교. 2포스코 기술연구소. 3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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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8
Cu 단독 첨가강의 산화 온도 및 분위기에 따른 고온 연성 거동
박주호1, 김경아1, 김성연2, 문상운2, 권상흠3, 허윤욱3, 임창희3, 김동규1

1동아대학교. 2포스코 기술연구소. 3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GIFT).

P1-19
MgO Single Crystal의 CaO-Al2O3-SiO2 Slag에서의 용해 거동 연구 
김예림1, 정용석1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1-20
철도 차량용 Cr-Mo강의 미세조직 및 석출물의 열처리 제어기술 개발 
나혜성1, 윤지현1, 김근호2, 박상선2, 최재영1

1(주)한국진공야금. 2세명테크.

P1-21
Red mud의 용융환원 공정에 의한 CaO-Al2O3계 저융점 플럭스 제조

에 관한 연구 
박주호1, 정태수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P1-22
Giga급 Austenite계 경량철강의 수소취성 특성에 미치는 Cu 첨가 영향 
조용희1, 유지성1, 구민서2, 곽재현2, 이병주1, 이성학1

1포항공과대학교. 2POSCO.

P1-23
Fe-Cr-Ni-Al-Mo 페라이트 합금에 Ta와 Ti 첨가를 통한 계층적 미세

조직 형성 및 기계적 물성 연구
박강현1, 정윤종1, 김종태1, 홍순직1, 박진만2, 송기안*1

1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삼성전자 글로벌기술센터.

P1-24
배열회수 보일러 환경에서 열교환용 핀 튜브의 고온산화 특성 및 부식

방지제 적용 효과 
김민준1, 최진주1, 박상환1, 신경아2, 장재혁3, 김우철3

1고등기술연구원. 2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3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

원.

P1-25
베어링강의 압하율에 따른 피로 수명 거동 
박상준1, 김진호1, 권오철1

1(주)일진글로벌.

P1-26
황산나트륨 수용액 환경에서 산화된 SA192 강의 부식방지제 적용에 따

른 전기화학 특성 평가 
김민준1, 최진주1, 박상환1, 신경아2, 장재혁3, 김우철3

1고등기술연구원. 2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3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P1-27
Na2O Flux 첨가 슬래그에 따른 MgO-C 내화재의 부식 특성 
박범신1, 이주훈1, 정용석1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1-28
슬래그와의 계면에서 spinel 성장에 미치는 MgO 고상 계면의 영향성
윤철민1, 민동준1

1연세대학교.

P1-29
화학적 탈린 한계 극복을 위한 전기화학적 기법의 적용 
이동구1, 이상훈1, 민동준1

1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P1-30
26톤급 단조용 합금공구강에서 검출된 내부 균열의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한 미세조직 및 해석적 연구 
송용현1, 배종은1, 이영선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P1-31
Ferritic/Bainitic Steels에서 Mo, Nb, Ti 첨가에 따른 미세조직 및 내화/

내진 특성 고찰 
심정호1, 홍현욱1, 이창훈2, 문준오2, 정준호3, 조효행2

1국립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재료강도실험실. 2재료연구소 철강재료연구실. 
3현대제철 연구개발팀.

P2 : 에너지재료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09:00 - 16:00

P2-1
2종 액체금속의 U 전해회수 특성평가
김가영1, 장준혁1, 이성재1

1한국원자력연구원.

P2-2
환형 금속연료심 제조공정 변수에 따른 특성 변화에 대한 미세조직학적 

고찰
박상규1

1한국원자력연구원.

P2-3
Influence of Long-Term Degradation of Microstur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 Temperature in Gas Turbine 
공원식1, 최현선1, 김선호2, 김동관3

1(주)피레타. 2연세대학교. 3한국중부발전(주).

P2-4
A High Rate Lithium Battery Anode Using Nanoporous Sn 

Deposited by High-Pressure-Assisted Evaporation 

Hyung Cheoul Shim1, Sangwoo Ryu2, Ilhwan Kim1, Jihun Oh3, Seungmin 

Hyun1

1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KIMM). 2Kyonggi 
University. 3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P2-5
Sn 음극에서 Li과 Na 확산에 따른 계면 구조 실시간 관찰 
이영환1, 최용석1, 박준형1, 변영운1, 안재평2, 이재철1

1고려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P2-6
공학규모 원격사출 금속연료심 제조 
송훈1, 박상규1, 박정용1

1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핵연료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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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
Influence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n Operatio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in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 
Boiler
공원식1, 최현선1, 김희을2, 장현수1

1(주)피레타. 2(주)한국남동발전.

P2-8
고효율/고안정성 탠덤 태양전지 제작을 위한 Wide-bandgap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김대한1, 김동회2, 신병하1

1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2세종대학교.

P2-9
Enhancing Luminous Efficiency of Bismuth-Bromide Based 

Perovskites Nanocrystals via Addition of Transition Metal Chlorides 
Joonyun Kim1, Jinu Park1, Byungha Shin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P2-10
Vertically Grown BaTiO3 Nanotube Arrays for Piezoelectric Energy 
Harvester 
JaeHoon Lee1, Kwi-Il Park2

1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2-11
The Test Method for the Analysis of High Temperature Oxidation 

Behavior in Station Blackout Accident Condition 
이성용1, 장훈1, 고대균1, 김윤호1, 이승재1

1한전원자력연료.

P2-12
High Rate of Bismuth Anode Using DME Electrolyte for Sodium ion 

Batteries 
Seung hwan Cha1, Changhyeon Kim1, Milan K Sadan1, Kwon-Koo Cho1, 

Jou-Hyeon Ahn1, Gyu-Bong Cho1, Tae-Hyun Nam1, Hyo-Jun Ahn*1

1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RIGE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2-13
Effect of Iron Deficiency on the Magnetic Properties of Sr-La-Co 

M-type Hexaferrites 
이강혁1, 박준호1, 유상임1

1서울대학교.

P2-14
Tungsten Oxide Hydrate/Polyvinylpyrrolidone/Sulfur Core-shell 
Hollow Particles as LieS Battery Cathode Materials: Synthesis and 

Electrochemical Characterization 

YongMin Kwon1, Sukeun Yoon1

1Kongju University.

P2-15
Impact of Hydrogen on MgZrNx Thin Films Fabricated by 
Combinatorial Sputtering
김제경1, Sage R. Bauers2, Imran S. Khan2, Kevin R. Talley2, John Perkins2, 

박보인1, 김대한1, Andriy Zakutayev2, 신병하1

1한국과학기술원. 2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P2-16
Nickel Sulfide Coated with Cadmium Sulfide (Ni3S2/CdS) as Highly 
Stable Electrode Material for Electrochemical Capacitors
BUSHRA SAFDAR1, Kwang-Soon Ahn1

1Yeungnam University.

P2-17
Si@SiOx/carbon Nanocomposite with Highly Stable Capacities as 
an Efficient Anode Material for Li-ion Batteries
ARUNAKUMARI NULU1, VENUGOPAL NULU1, Keun Yong Sohn1

1인제대학교.

P2-18
Potentiodynamic Electrodeposition of CoSe2 Films as Efficient 
Counter Electrodes for Dye-Sensitized Solar Cells 
VU HONG VINH QUY1, Kwang-Soon Ahn1

1Yeungnam University.

P2-19
파이로 전해회수공정에서 전기화학적 전착 및 RE 선택환원을 통한 우

라늄 회수 특성 
장준혁1, 김가영1, 이창화1, 이성재1

1한국원자력연구원 파이로공정연구부.

P2-20
리튬이온전지용 다공성 중공 구조의 MnxCo1-xOy 음극활물질의 전기화

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지성1, Venugopal Nulu1, 임수현1, 박원욱1, 손근용1

1인제대학교.

P2-21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ithium Ion Insertion Mechanism 

Within Primary Battery Particles Investigated by in-situ Scanning 

Transmission X-ray Microscopy 
Jinkyu Chung1, Bonho Koo1, Juwon Kim1, Jongwoo Lim1

1Seoul National University.

P2-22
전기투석장치의 전압 변화에 따른 리튬이차전지 제조 공정폐액의 잔여 

리튬 농축 공정에 관한 연구 
한덕현1, 정항철1, 김보람1, 김대원1

1고등기술연구원.

P2-23
Cuprous Sulfide/Lead Sulfide Counter Electrode for Highly Efficient 
and Stable Quantum Dot-sensitized Solar Cells 
조인록1, 안광순1

1영남대학교.

P2-24
Comparison Sintering Method of Aluminum Doped LLZO Powder 
Fabricated by Modified sol-gel Process 
Sung Gue Heo1,2, Won Sik Yang1, Bin Lee1, Soong Ju Oh2, Seok-Jun Seo1

1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Korea University.

P2-25
Effect of NH4OH Treatment on CZTSe Interface Passivation Layer
정기욱1, 김제경1, 신병하1

1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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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6
MnFe계 자기열량 합금 plate의 제조 및 결정자기이방성에 의한 자기열

량 특성 변화 관찰
이아영1, 김송이1, 장하늘1, 김영도2, 이민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본부. 2한양대학교.

P2-27
Ag-Co bimetallic Electrocatalysts for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Cathodes 
박민1, 이혁모1

1한국과학기술원.

P2-28
Electrochemical Nitrogen Fixation for Ammonia Production with 

3D-Printed Cobalt-Containing Tungsten Carbide Catalyst at 
Ambient Conditions 
이동규1, 심욱1

1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P2-29
Transparent and Flexible Self-Powered Sensors based on 

Piezoelectric Polymer Thin Film 

Chang Kyu Jeong1, Dong Yeol Hyeon2, Kwi-Il Park2

1Chonbuk National University. 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2-30
Germanium Telluride-based Nanocomposite with High-Volumetric-
Capacity for Li- and Na-ion Battery Anodes 
남기훈1, 박철민1

1금오공과대학교.

P2-31
Microstructure Formation and Magnetocaloric Effect of the Fe2P-

type phase in (Mn,Fe)2(P,Si) Alloys 
김진영1

1연세대학교.

P2-32
Nb-Sb Compounds as High-Performance Anode for Rechargeable 

Lithium-ion Batteries 
유동근1, 박철민1

1금오공과대학교.

P2-33
Flexible Piezoelectric Energy Harvester by adopting Lead-free 

KNN(KNaNbO3) Particles 
Seong Su Ham1, Dong Yeol Hyeon1, Kwi Il Park1

1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2-34
고성능 리튬이온 이차전지 음극소재용 인계 금속산화물 복합체의 전기

화학적 특성 연구 
김태현1, 박철민1

1금오공과대학교.

P2-35
층상구조 MoS2를 활용한 고속 충전 및 고용량 리튬이온전지용 음극 소

재 연구 및 개발 
김도현1, 박철민1

1금오공과대학교.

P2-36
Electrochemical Nitrogen Reduction Reaction for Ammonia 

Production using Vanadium Oxide and Nitride Compound Catalyst 
at Ambient Condition 

Tae-Yong An1, Hyunkyu kim1, Uk Sim1

1Chonnam National University.

P2-37
고성능 나트륨 이온 이차전지용 CoSbS의 전기화학적 특성 및 반응 메

커니즘 분석 
장연호1, 박철민1

1금오공과대학교.

P3 : 가공-표면처리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09:00 - 16:00

P3-1
S45C강의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시 가스조성 및 처리시간이 피로특성

에 미치는 영향  
이인섭1, 이천호1

1동의대학교.

P3-2
SCM440강의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시 가스조성 및 처리시간이 피로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인섭1

1동의대학교.

P3-3
고강도 엔진 밸브용 스프링강(II)의 피로특성에 미치는 플라즈마 질화처

리의 영향 
이인섭1, 이준모2, 최상우2

1동의대학교. 2포스코기술연구소 열연선재연구그룹.

P3-4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of Thin Films Coated with Ni 
Using a Heat Treatment 
Suyoung Park1, Sangwoo Kim2, Changhyun Jin3

1Far East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3Yonsei 
University.

P3-5
내플라즈마 특성을 갖는 이트리아 코팅층의 코팅거리 및 Y2O3 공급량

에 따른 미세조직 분석 
김인수1,2, 송민영1, 김재황1, 이광진1, 이종권3, 김영근3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전남대학교. 3세원하드페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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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
Effects of Gas Flow Ratio and Working Pressure on Amorphous 
Mo-Si-N Coating by Magnetron Sputtering 

Kiseong Lim1, Youngseok Kim1, Youngsoon Kim1, Sunghwan Hong1, 

Sangchul Mun1, Haejin Park1, Elyorjon Jumaev1, Jehyung Park1, Kibuem 

Kim*1

1Sejong University.

P3-7
전류제어 마그네트론 스퍼터로 형성된 TiMoN 코팅층 특성평가
신현정1, 김동배1, 이영민1, 김봉고1, 강해동1, 김성철2, 이충규2, 김남수2

1(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2미래써모텍.

P3-8
Magnetron Sputtering 공정을 이용한 High-Entropy 합금 코팅의 미세

조직 및 기계적 물성 최적화 
김영순1, 임기성1, 김영석1, 박혜진1, 문상철1, 박제형1, 홍성환1, 김기범*1

1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P3-9
DED 공정을 활용한 SM45C 강의 내마모성 향상 방안 연구 
김유미1, 최세원1, 김영찬1, 신광용1, 김용원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3-10
티타늄 컬러 양극산화 피막의 내식성에 관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석 

연구
최보은1, 김민수1, 김용환1, 정원섭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P3-11
Effect of Plasma Pre-Treatment on the Surface Morphology of Cu 

and PDMS 
장규봉1,2, 임성철1, 민성욱1, 박수근1, 현승균2

1한국생산기술 연구원. 2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3-12
고강도 엔진 밸브용 스프링강(I)의 피로특성에 미치는 플라즈마 질화처

리의 영향 
이인섭1, 조진희1, 이준모2, 최상우2

1동의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2포스코 기술연구소 열연선재연구그룹.

P3-13
자동차용 기가급 냉연강판의 표면특성이 인산염 처리성에 미치는 영향 
박중철1, 송연균1, 조재동1

1포스코 기술연구원.

P3-14
해수배관 피막재 손상사례 분석 
이종훈1

1한수원중앙연구원.

P3-15
PTFE 함량에 따른 무전해 Zn-P-PTFE 복합피막에 대한 특성 연구 
박종규1, 변영민2, 윤진두3, 정희주1

1에스비피 썰택. 2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주)동진금속.

P3-16
분말 붕소처리된 Inconel630강의 특성연구 
차병철1, 차여훈2, 정재윤2, 김유성1, 이인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 2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P3-17
해수배관 방식피복 종류 및 특성 분석
이종훈1

1한수원중앙연구원.

P3-18
직수형 수전해 시스템용 치수안정성전극의 전기화학 성능 및 내구성에 

관한 연구
박성철1, 손성호1, 정연재1, 박종하2, 조정호2, 장재형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주)케스트.

P3-19
레이저를 이용한 지르코늄 탄화물의 표면처리 연구 
하성준1,2,*, 김기환2, 박정용2, 국승우2, 이영국1

1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2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핵연료기술개발

부.

P3-20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 처리 연구 및 특성 평가
진연호1, 양재교1

1고등기술연구원.

P3-21
Molybdenum Disulfide 함량에 따른 Mn-P-MoS2 복합피막의 특성 

연구 
박종규1, 최선우2

1에스비피 썰택. 2강원대학교 재료융합공학부.

P4 : 상변태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09:00 - 16:00

P4-1
Mo/Nb 분율에 따른 Silicide 코팅층의 산화저항성 비교
양원철1, 박종원1, 최찬식1, 황철홍1, 박준식1

1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4-2
확산 방지 코팅에 의한 Al-based 타이어 금형의 ZrS 오염 개선
양원철1, 황철홍1, 박종원1, 최찬식1, 이효룡2, 이종원1, 박준식1

1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주)신우금형.

P4-3
3D 프린팅으로 제조된17-4PH 합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평가
임상엽1, 강석훈1, 이수열2

1한국원자력연구원. 2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4-4
FeNi-based Magnetic Materials Comprising Fe-Ni Compounds 
Using Amorphous Precursors 
Jin Young Kim1, Tae Gi Noh1, Seong Hoon Yi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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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
육성용접 후 가공열처리 공정기술에 의해 복원 제조된 재생 철도화물 

차륜의 기계적 물성 비교
양원철1, 최찬식1, 황철홍1, 박종원1, 이영진2, 박준식1

1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주)아프로테크.

P4-6
배관 강재 X65의 중심편석 
이상우1, 최병학1, 한성희1, 이충혁1, 김철만2, 김우식2

1강릉원주대학교 신소재금속공학과. 2한국가스공사.

P4-7
Ti64 레이저 클래딩의 미세조직 구성 및 상분석 
이상우1, 김청인2, 김재휘2, 이호연1, 김대현1, 최병학1

1강릉원주대학교 신소재금속공학과. 2클래드코리아.

P4-8
Deep learning Neural Networks를 이용한 TZM 기지에 Si 확산코팅의 

두께 예측 및 분석
양원철1, 박은춘1, 윤충섭1, 김정민1, 박준식1

1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4-9
Ti64 GTAW 클래딩의 미세조직 구성 및 상분석
이상우1, 김청인2, 김재휘2, 배재준1, 이승백1, 정효섭1, 최병학1

1강릉원주대학교 신소재금속공학과. 2클래드코리아.

P4-10
열처리에 의한 Ti-Ni 합금의 미세구조 변화가 양극산화법에 의해 제조

된 TiO2 나노튜브 성장거동에 미치는 영향 
김민수1, 김연주1, 임정욱1, 김용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4-11
스테인레스강 SS304H 응력부식균열의 균열전파 기구
이상우1, 김청인2, 김재휘2, 김종문1, 이민재1, 백혜원1, 최병학1

1강릉원주대학교 신소재금속공학과. 2클래드코리아.

P4-12
스테인레스강 SS304H의 수소취성균열
이상우1, 김청인2, 김재휘2, 김유석1, 라찬식1, 이승백1, 최병학1

1강릉원주대학교 신소재금속공학과. 2클래드코리아.

P5 : 집합조직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09:00 - 16:00

P5-1
냉간압연된 Al-1wt%Mg합금 판재의 재결정 집합조직 발달에 미치는 열

처리 조건의 영향 
김정균1, 이성음1, 김민성1, 최시훈1

1국립 순천대학교.

P5-2
Deformation Mechanisms of Extruded Zr Alloy Depending on 

Loading Direction. 

Chang Gun Yun1, Hyung Lae Kim2, Sun Ig Hong1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KAERI.

P5-3
AZ80 마그네슘 합금의 압연시 변화하는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 연구 
이지호1, 박노진1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P5-4
2상 타이타늄 합금의 결정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변형 특성 분석
정혜인1, 김은영2, 강주희2, 오창석2, 김지훈1

1부산대학교. 2재료연구소.

P5-5
강의 무윤활 비대칭 압연과 집합조직 변화 강의 무윤활 비대칭 압연과 

집합조직 변화 
이철우1, 정효태2, 이동녕3, 김인수1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강릉원주대학교 금속신소재공학과. 3서울대

학교 재료공학부.

P5-6
Ni 합금 용접관의 소성가공 및 열처리 후 재결정 거동과 내식성 관찰 
이우진1, 김상혁1, 신한균1, 박현2, 홍성규2, 이효종1

1동아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2리녹스(주).

P5-7
다축대각단조(MADF) 가공한 Al-5.44Zn-2.64Mg-1.07Cu 합금의 미

세조직 및 집합조직 변화 연구 
박노진1, 이희재1, 권상철2, 김순태2, 정효태2

1금오공과대학교. 2강릉원주대학교.

P6 : 타이타늄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09:00 - 16:00

P6-1
마그네슘을 이용한 Ti-48Al-2Cr-2Nb 분말의 고상탈산 연구 
이도성1, 조계훈1, 오정민1, 임재원1

1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P6-2
Ti-6Al-4V 합금 스크랩으로부터 저산소 분말 제조를 위한 고상탈산 신

공정 개발
조계훈1, 오정민1, 박상철1, 임재원1

1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P6-3
Ti 스크랩 전처리 및 플라즈마 아크 용해를 통한 Fe-70Ti 잉곳 제조
유수환1, 채지광1, 한송희1, 오정민1, 임재원1

1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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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4
Ti 스크랩 재활용을 위한 침지 및 스팀 세척 전처리 최적화 연구
채지광1, 유수환1, 오정민1, 임재원1

1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P6-5
Shape memory characteristics of Ti-Mo-Zr-Sn Biomaterial alloy
Jinhyeok Son1, Yeon-wook Kim1

1Keimyung University.

P6-6
Novel Ti-46Al-6Nb-0.5W-0.5Cr-0.3Si-0.1C 금속간 화합물의 미세

조직 및 기계적 특성 
윤성준1, 김영균1, 김성웅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P6-7
TiCl4의 마그네슘-열환 중 수소 취입에 대한 TiH2 생성거동 
김영준1, 박성훈1, 이소영1, 홍성민1, 손호상1

1경북대학교.

P6-8
Ti-6Al-4V 합금의 Solution Treatment and Aging 공정 시 Solution 

Treatment 온도로부터 냉각속도가 Age Hardening에 미치는 영향 
서성지1,2, 이기영3, 최호준1, 이기안2, 정민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3(주)케이피씨엠.

P6-9
Influence of Heat Treatment on the Micro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i-4.5Al-1.5Fe-1.5Mn-0.18O alloy
Yusupov Dilshodbek1, Kim Tae Kyung1, Jumaev Elyorjon1, Mun Sang Chul1, 
Park Hae Jin1, Kim Young Seok1, Park Je Hyung1, Kim Ki Buem*1

1세종대학교 공대 나노신소재공학부.

P6-10
Surface Analysis of Micro-arc Oxidized Coatings Deposited on Ti 
Alloy 
YeonJi Kim1, Yeon-Wook Kim1

1Keimyung University.

P6-11
합성 루타일의 Cl2 +CO 혼합가스에 의한 TiCl4 제조 
홍성민1, 김영준1, 이소영1, 박성훈1, 손호상1

1경북대학교.

P6-12
Ti-Ni-Co 형상기억합금의 R상 변태 거동에 미치는 Co첨가의 효과
차재호1, 김진용1, 박정빈1, 마봉건1, 김재일2

1동아대학교 공과대학. 2동아대학교.

P6-13
PLASMA COLD HEARTH MELTING 기반 타이타늄합금 용해기술개

발에 관한 연구 
백승원1, 박상협1, 하민철1, 현용택2, 최재영1

1(주)한국진공야금. 2재료연구소.

P6-14
Phase Stabi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Mechanical Properties on 

Near/Metastable β-type Ti-Cr-(Mn) Cast Alloys 
홍성환1, 김태경1, 박찬희2, 염종택2, 박진만3, 김기범1

1세종대학교. 2재료연구소. 3삼성전자.

P6-15
유동층 반응기에서의 루타일 활용 TiCl4 제조를 위한 공정조건별 최적 

염화 반응효율 도출 
이미선1, 김진영1, 정은진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P6-16
일메나이트 광의 염화반응을 활용한 TiCl4 제조에 환원제의 상태가 미치

는 영향
김진영1, 이미선1, 정은진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P6-17
B, Ce 첨가에 따른 TiAl 합금의 산화 거동 및 미세조직 분석
정윤오1, 이승훈1

1경북대학교.

P7 : 마찰마모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09:00 - 16:00

P7-1
자동차 부품용 소결합금에 대한 마찰•마모특성에 관한 연구 
채규석1, 신원철1, 정현의1, 노시준1, 김기갑1

1명화공업.

P8 : 고엔트로피합금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09:00 - 16:00

P8-1
변형유기변태 촉진을 이용한 극저온 2GPa 강도를 갖는 초고강도 이상 

고엔트로피 합금 
김동근1, 조용희1, 양준하1, 최원미1, 김형섭1, 이병주1, 손석수2, 이성학1

1POSTECH 고엔트로피합금 연구단. 2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P8-2
Dislocation Dens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ingle Phase 

High Entropy Alloys 
Junhee Han1, Pramote Thirathipviwat2, Gian Song3, Kyungwun Won4, 

Seokjun Seo1, Jinman Park5, Uta Kuehn6

1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TECH). 2Leibniz Institute 

for Solid State and Materials Research (IFW). 3Divisio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4Kongju National Univ. 5Global Technology 
Center, Samsung Electronics Co. 6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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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3
저온 상변태를 통한 고인성 나노복합구조 고엔트로피 합금 개발
김민석1, 윤국노1, 안혜상1, 오현석1,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P8-4
Chemical Evolution Influenced on Strength of Quaternary dual-
phase High-Entropy Alloy  
Jumaev Elyorjon1, Park Je Hyung1, Kim Min Jung1, Mun Sang Chul1, Lim 

Ki Seong1, Yusupov Dilshodbek1, Park Hae Jin1, Kim Young Seok1, Kim Ki 
Buem*1

1세종대학교 공대 나노신소재공학부.

P8-5
A Thermodynamic Modelling of Spinodal Decomposition Solid-

solution Phases in the Al-Cu-Fe-Mn System
Hyeon-Seok Do1, Jongun Moon1, Hyoung Seop Kim1, Byeong-Joo Lee1

1POSTECH.

P8-6 Canceled
서울대학교재료공학부상변화제어신소재연구실 
김일환1, 오현석2,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8-7
방전 플라즈마 소결된 Ti-V-Nb-Ta-W 복합재의 준안정 상형성 거동 

분석 
김상준1, 송다혜2, 오현석1, 이진규2,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8-8
Tensile Properties of CoCrFeMnNi Alloysat Elevated and Cryogenic 
Temperature
Jungsub Lee1, Nokeun Park2, Sangshik Kim1, Hyokyung Sung1

1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Yeungnam University.

P8-9
Ni-Fe-Cr 기지 FCC 단상 고용체의 고용강화에 미치는 첨가원소의 효

과 
안혜상1, 오현석2, 윤국노1, 박은수1

1서울대학교재료공학부 상변화제어신소재연구실. 2매사추세츠 공과대학.

P8-10
조밀 수지상 기공을 가지는 다공성 HEA제조를 통한 고강도 단열 소재

의 개발 
윤국노1, Khurram Yaqoob2, 이제인3, 김진연4, 김수현5, 김동응6, Baptiste 

Gault7, 박은수1

1서울대학교. 2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s and Technology. 3부산대학

교. 4Cornell University. 5재료연구소. 6한국생산기술연구원. 7Max-Planck-
Institut für Eisenforschung.

P8-11
Cold-Spray 공정을 이용한 Co20Cr20Fe20Mn20Ni20 High Entropy 
Alloy의 미세 조직과 물성 
안지은1, 김영균1, 김형준2, 윤상훈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항산업과학연구원.

P8-12
삼원 공정 고엔트로피 합금 설계 및 미세조직에 따른 기계적 특성 분석 
김민정1, Jumaev Elyorjon1, 박제형1, 강결찬1, 김태경1, 문상철1, Yusupov 
Dilshodbek1, 홍성환1, 김기범*1

1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P8-13
Cooling Rate Effect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CrFeNi High Entropy Alloys 
Jehyung Park1, Jumaev Elyorjon1, Yusupov Dilshodbek1, Minjung Kim1, 

Sunghwan Hong1, Sangchul Mun1, Youngseok Kim1, Haejin Park1, Kiseong 

Lim1, Kibuem Kim*1

1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Sejong University.

P8-14
분말야금법에 의해 제조된 내열 TaNbVW 하이엔트로피 합금의 미세조

직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Ti 첨가의 영향 
김영겸1, 송다혜1, 이진규*1

1국립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8-15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Equiatomic CoCrFeMnNi 
고엔트로피 합금의 고온 압축 특성 
김영균1, 양상선2, 최중호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P9 : 전통과학기술, 내일을 만나다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09:00 - 16:00

P9-1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수리에 사용된 구조 보강용 철물(鐵物)의 금

속학적 특성 
유하림1, 이재성1, 이태종1, 박희정1

1국립문화재연구소.

P9-2
소형 금동여래입상의 금속재질 특성 및 표면마모 상태 분석 
윤혜성1, 이재성1, 유동완1, 박영환1, 김한슬1

1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P10 :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09:00 - 16:00

P10-1
고 Cr 스테인리스 용강 중 질소 용해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 
손해솔1, 김건우1, 박종진1

1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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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2
고상 이온전도성 박막 소재의 이온전도도 측정 방법 개발 
신호철1, 박준형1, 심형철2, 안재평3, 이재철1

1고려대학교 나노복합재료연구실. 2한국기계연구원 나노응용역학연구실. 3한

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

P10-3
금속 3D 프린팅된 Ti-6Al-4V 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HIP 처리

의 효과 
장지훈1, 최영신2, 이병수3, 이동근4

1순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지역본부. 3한양대학교. 
4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P10-4
In-situ Observation of ε↔γ Phase Transformation During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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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 Jun Kim1, Hye Hyun Kim1, Bora Ye2, Hong-Dae Kim2, Jeong Min 

Baik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 2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TECH).

P12-7
Powder Bed Fusion 공정으로 적층한 머레이징강의 미세구조 및 기계

적특성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 
김도형1, 김태환1, 하경식1, 김찬진2, 전종배1, 박용호3, 이욱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한국해양대학교. 3부산대학교.

P12-8
나노 니켈분말에 대한 초음파 인가 및 분산안정제 첨가의 영향 
이도엽1, 이목영1

1(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P12-9
열 수소화법을 통해 제조한 TiO2-Co 복합분말 소결체의 기계적 성질 

및 미세구조에 미치는 Nb첨가의 영향
이상준1, 고명선2, 박일송3, 박제신3

1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금속시스템공학전공. 2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

공학과. 3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P12-10
적층제조 Co-Cr-W 합금의 미세조직 및 기공 분포 
강지훈1, 신민하2, 장진성1, 권준현1

1한국원자력연구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P12-11
Effects on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Cr Alloy 
Fabricated by Selective Laser Melting with Laser Re-Scanning 

Strategy 
방경배1, 김원래1, 박정현1, 현승균2, 김형균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인하대학교.

P12-12
PBF 방식을 이용한 Hastelloy X alloy 적층물의 후열처리에 따른 물성 

및 미세조직 변화 
장지은1,2, Da Hye Kim1, Woosung Kim1, Ji-Hyun Sung1, Hojin Lee1, Yoon-

sun Lee1, Park Sung Hyuk2, Young-Joo Kim3

1Extreme Fabrication Technology Group.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Development Institute Plant Technology Group, 

KEPCO KPS Global Institute of Technology.

P12-13
연자성 소재 Fe-Si 합금의 SLM 적층 제조 조건별 미세조직 및 집합조

직 특성 연구
장호성1, 전종배1, 이규흔1, 하경식1, 이욱진1, 신선미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2-14
Effects of Process Parameter During DLD Type Additive 

Manufacturing on the Microstructure of IN738 Alloy 
KenHee Ryou1, Gwanghyo Choi1, Pyuck-Pa Choi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12-15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on Melt Pools of Single 

Tracks Processed by Laser Powder Bed Fusion (PBF) technique 

JAEWOONG KIM1, SEULBI LEE1, JAE-KEUN HONG2, YOON SUK CHOI1
1Pusan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P12-16
방전 플라즈마 공정적용 난삭재 가공용 WC-Co 합금소재 개발
박현국1, 이정한1, 오익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2-17
3차원 전자빔 적층 변수에 따른 Inconel 718 의 미세조직과 크리프 특

성
전선영1, 임소영1, Mathieu Terner1, 이병수2, 이해진2, 홍현욱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2-18
세라믹 강화재의 차이에 따른 알루미늄 금속복합소재의 특성 평가
김대하1, 황지현1, 김지윤1, 이원혁1, 신동원2, 홍순직2

1DAT신소재. 2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12-19
KAERI의 원심분무방법을 활용한 적층제조용 분말 제조기술 현황 
이규홍1, 김종환1, 황재준1, 김기남1, 정용진1, 김성환1, 박종만1

1한국원자력연구원.

P12-20
PBF 공정으로 제조된 SUS 316L의 건식 마모 특성 평가
배기창1, 이욱진2, 박용호1

1부산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2-21
고온안정성 비정질 구조를 함유하는 W-Fe-C 3원계 비정질 합금의 소

성변형 거동에 대한 연구 
권영준1, 박수근2, 조기섭1

1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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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22
밀링 시간에 따라 제조된 구리 및 알루미늄 분말의 열간 압출 공정 후 

압출재 미세조직 및 물리적 특성 평가 
한덕현1, 김건홍1, 김재성1

1고등기술연구원.

P12-23
분말 제조 방법에 따른 Ni-1.2Y2O3 ODS 합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

성 
정건우1, 곽정호2, 윤정모3, 박제신3

1전북대학교. 2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학전공. 3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신

소재공학부.

P12-24
피드스톡 압출성형공정에 의한 마이크로 링 기어 제조기술 
장진만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2-25
분말사출성형공정을 이용한 라인형 마이크로 구조체 제조기술개발 
장진만1, 이원식1, 김용대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공정소재그룹.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그룹.

P12-26
전자빔 적층가공으로 제조한 Ti6Al4V ELI 나사의 향상된 골유착능: 토

끼 실험 연구 
이병수1, 이해진1, 이강식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적층성형가공그룹. 2서울아산병원.

P12-27
전자빔 적층가공으로 제조한 Ti6Al4V 합금의 내부 기공형성에 대한 

분석
이병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2-28
전자빔 적층가공으로 제조한 René80 초합금의 미세조직 형성 기구
이해진1, 이병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2-29
공정 변수 및 열처리 조건이 CoCrMo 기판과 DED 방식의 3D 프린팅

에 의해 제조된 다공성 Ti 간 계면의 미세 구조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 
양준영1, 곽태양2, 허연범2, 김우진3, 임도형2

1삼성서울병원. 2세종대학교 기계공학과. 3홍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12-30
DED(Direct Energy Deposition) 공정으로 제작된 Hastelloy X 의 미세

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후 열처리 효과 
이윤선1, 이민규1, 김다혜1, 차경제1, 김영주2, 조기현2, 조홍석2, 성지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한전 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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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 : 나노소재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13-1
이온주입법을 이용한 산화아연 나노막대의 비소 도핑

Jinseok Choi1, Ki-Sik Im1, Jongseong Ryu1, Yeo-jin Choi1, Sung Jin An1

1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P13-2
TiO2 Nanotubes with Open Channels on Mesoporous Media for 
Photo-Catalytic CO2 Reduction 
김현1, 양비룡1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13-3
Facets Dependence of TiO2 Nanotubes on Carbon Dioxide 

Reduction 
김현1, 양비룡1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13-4
전기영동법을 이용한 산화그래핀 분산액의 점도 제어 및 이를 활용한 

잉크젯 프린팅
류종성1, 임기식1, 최진석1, 최여진1, 안성진1

1금오공과대학교.

P13-5
Study of He Irradiation Damaged W-Based Alloy Thin Films 
Haechan Jo1, Injun Oh1, Donghyun Park1, Daegun You1, Euimin Cheong1, 

Dongwoo Lee1

1Sungkyunkwan University.

P13-6
Preparations of Color Epoxy Resin-TiO2 Nanotubes Composites 
김현1, 김영백2, 양비룡1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IPTEC.

P13-7
Synthesis of ZnO Nanorods on Graphene Substrate 
최여진1, 최진석1, 류종성1, 임기식1, 안성진1

1금오공과대학교.

P13-8
Electrical Properties and Fabrication of Highly Aligned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 Structures for Electronic Device 

Applications
김영래1, 박천형1, 김준협1, 김지수1, 조범수1

1강릉원주대학교.

P13-9
Cu, Ca 및 Zr를 함유하는 Fe-Si-B계 나노결정 합금의 연자성 특성에 

관한 연구
임현아1, 안수봉1, 정준영1, 손근용1, 박원욱1

1인제대학교 나노공학부.

P13-10
Ag 나노 분말/와이어 제조 및 미세구조 특성평가 
장창윤1, 현윤호1, 박현순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금속•재료분석연구실.

P13-11
Seed layer 제작을 위한 Ni 스퍼터링 공정 조건 최적화 연구 
이승훈1 , 유영은2, 김정환3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기계연구원 나노 공정연구실. 3한밭대학교 신

소재공학과 

P13-12
Ultrafast Excitonic Behavior in Two-Dimensional Metal-
Semiconductor Heterostructure
Seunghyun Nam1, Deok Min Seo1, Jeong-Hwan Lee1, Suryeon Lee1, 

Myung Gwan Hahm1

1Inha University. 

P13-13
Encapsulated Polypyrrole-MWCNT Nanowire for Non-Enzymatic 
Detection of Lactic Acid in Sweat 
최영민1, 임하나2, 박영민2, 김현종*2, 박진성1

1한양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3-14
판상형 FeCo입자의 제작과 이의 특성평가 
박종환1, 박찬2, 서수정1

1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P13-15
Modulating with Work Function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Non-

Oxidized Graphene Flakes 
Chung Kyeong Lee1, Jin Gwan Seo1, Hyun Jun Kim1, Sung Ho Song1

1Kongju National University.

P13-16
Sensitive Detection of Methane by In2O3 Nanoparticles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ZHENG QIAN1, Lee Jun Ho1, Kim Seong-Jun1, Jeong Hwaebong1, Lee 

Wooyoung1

1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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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17
Cellulose based Artificial Nacre with Non-Oxidized Graphene for 
excellent Mechanical and Conductive properties 
Jin Gwan Seo1, Chung Kyeong Lee1, Hyun Jun Kim1, Sung Ho Song1

1Kongju National University.

P13-18
나노전사프린팅 기반 디웨팅을 통한 정렬된 20 nm 이하 Au 나노입자

의 형성 및 플라즈모닉 구조체로서의 활용 
조승희1, 정연식1

1한국과학기술원(KAIST).

P13-19
Size Effect of NiTi-Based Shape Memory Nanoparticles on 

Recoverable Strain
김지영1, 김소연1,2, 김진우1,2, 고원석3, 박은수1

1서울대학교. 2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울산대학교.

P13-20
Long-lasting Hydrophilicity Study of Sputtered TiO2 Thin Film 

According to Crystalline Phase
손요한1

1한동대학교.

P13-21
유리 및 Si 기판 위 Au 박막의 어닐링에 따른 광학적 특성의 변화 
계인석1, 이지영1, 박진1, 오용준1

1국립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13-22
Nanoindentation을 이용하여 측정한 Cr 박막의 두께변수에 따른 경도

의 변화    
강영준1, 하윤근1, 심준형1, 조영래1

1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P13-23
Enhanced Anti-Candida Activity of A Smartly Engineered 

Ensemble of Silver Nanowires and Zinc Ferrite Nanoparticles 
Deepika Thakur1, Eunbin Cho1, Jin-Seo Noh1

1가천대학교.

P13-24
Controlled Synthesis of Graphene/h-BN in-plane Heterostructure 

on Ge (110) Substrate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Hyun Sang-hwa1, Hong Min-ki1
1Ajou university.

P13-25
초음파 합성법을 이용한 가시형 니켈 나노 입자 합성 
신재경1, 김선우1, 노재철2, 서수정2

1성균관대학교 공대 신소재공학과 자성재료실험실. 2성균관대학교 공대 신소

재공학과.

P13-26
그래핀이 코팅된 구리 나노 분말의 열전도도에 대한 연구 
신동호1, 최다현1, 김효준1, 이선영1†, 김사라은경2

1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과 다기능재료및소자연구실. 2과학기술대학교 나노

IT디자인융합대학원

P13-27
Toward Real-Time Self-Powered Electronics Driven by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Jin Pyo Lee1, Jae Won Lee1, Bo-Kyung Yoon1, Hee Jae Hwang2, Sungwoo 

Jung1, Katherine A. Kim1, Dukhyun Choi2, Changduk Yang1, Jeong Min 

Baik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 2Kyung 

Hee University (KHU).

P13-28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Reduced Graphene Oxide 

Electrode on Thermal reduction of Graphene Oxide Films 
길혜준1, 박진우1

1연세대학교.

P13-29
Fabrication of Core-shell Iron@ Graphene Nanoparticles 
Sangmin LEE1, Sun-Woo Kim1, Jae-chul Roh1, Su-Jung Suh1

1Sungkyunkwan University. 

P13-30
Controlled Morphology Growth of Flower-like SnO2 by Different 
Synthesis Time using Hydrothermal Synthesis
JOO MI SONG1, SE HEE SHIN1, JAE CHUL ROH1, SU JUNG SUH1

1Sungkyunkwan University.

P13-31
Triboelectrification-Based Porous Pressure Sensor with Enhanced 

Linear Sensitivity Fabricated by 3D Printing 
한기현1, 백정민1

1울산과학기술원.

P13-32
Effect of Ultraviolet–Ozone Treatment on the Properties and 

Antibacterial Activity of Zinc Oxide sol-gel  Film 

Ji Hyeon Kim1, Junfei Ma1, Seunghun Lee1, Chang Su Kim1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IMS).

P14 : 비철금속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14-1
pH 제어를 통한 용매추출 공정 운영에 관한 연구 
이고기1, 조성구1, 김병원1, 제남진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P14-2
고온산화 후 Cr 합금과 Zr 합금 계면의 미세구조 분석 연구 
박동준1, 정양일1, 박정환1, 최병권1, 이영호1, 김일현1, 김현길1

1한국원자력연구원.

P14-3
Cr 합금이 코팅된 Zr 피복관의 마멸기구에 미치는 지지격자 표면산화층 

영향 
이영호1, 김일현1, 박정환1, 박동준1, 정양일1, 최병권1, 김종열1, 김현길1

1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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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4
사고저항성 핵연료 Cr 코팅 피복관의 고온 수증기 내산화 특성평가 
김종열1, 박정환2, 김일현2, 박동준2, 정양일2, 이영호2, 최병권2, 김현길2, 이종현1

1충남대학교. 2한국원자력연구원.

P14-5
CaO-SiO2-Al2O3계 슬래그에서 Al과 C에 의한 NiO의 환원거동 
남정우1

1경북대학교.

P14-6
Cu-Ni-Co-Si계 합금의 열적-기계적 2단 석출(TMDA) 효과
황지인1, 최영철1, 차정민1

1(주)풍산소재기술연구원.

P14-7
Effect of Morphology and Precipitation on Thermal Properties of 
Al-Si-Mg-Cu Foundry Alloy
Se-Weon Choi1, Yu-Mi Kim1, Young-Chan Kim1, Chang-Seog Kang1

1KITECH.

P14-8
동합금의 항균성 평가 연구 
문선영1, 박철민1, 권태양1, 차정민1, 임완택2

1(주)풍산소재기술연구원. 2한경대학교 생명공학부.

P14-9
합금화를 통한 자체 색상 구현 컬러 합금 개발 연구 
문상철1, 강결찬1, 김영석1, 박혜진1, YUSUPOV DILSHODBEK1, JUMAEV 

ELYORJON1, 송기안2, 홍성환1, 김기범*1

1세종대학교 공대 나노신소재공학부. 2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P14-10
사고저항성 강화 피복관 사고안전성 평가 
박정환1, 정양일1, 박동준1, 이영호1, 최병권1, 김일현1, 김종열1, 김현길1

1한국원자력연구원.

P14-11
350MPa급 고강도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의 열처리 최적화 및 부식특성 

연구
김지훈1, 노시준1, 문중화1, 이지수1, 김기갑1

1명화공업(주).

P14-12
유기산(MSA)의 전기투석시 유가금속과 비스무트 이온의 거동 분석 
박상미1, 신기웅2, 김권웅2, 강용호2, 현승균1

1인하대학교. 2인천화학(주).

P14-13
합성 Rutile로부터 고순도 TiO2 제조를 위한 불순물 제어 연구
주성호1, 신동주1, 이동석1, 강정신2, 김민석1, 신선명1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활용연구부.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P14-14
니켈 제련 중간물로부터 염산기반 용매추출을 통한 유가금속 회수 연구
이병필1, 제남진1, 이고기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P14-15
Morphology and Compressive Deformation Behavior of Copper 
Foams 
홍기철1, 한기갑1, 박혜지1, 최희만1

1국민대학교.

P14-16
Cyanex272를 이용한 염산용액 기반 코발트 용매추출 기술연구
이병필1, 제남진1, 이고기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P14-17
Hunter법을 이용하여 환원제 공급 방식에 따른 탄탈륨 금속분말 물성평

가 
심재진1, 최상훈1, 이용관1, 박경태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P14-18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재의 환원 공정에 관한 연구
이소영1, 박성훈1, 남정우1, 손호상1

1경북대학교.

P14-19
Cu-Ti 조금속으로부터 불화물계 공융염 기반 전해정련을 이용한 Ti 회
수 기술 
변종수1, 최상훈1, 심재진1, 이기안2, 박경태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인하대학교.

P14-20
고전도도•고내열 Cu-Cr 합금에 관한 연구 
정원석1, 곽원신1, 최준영1, 전보민1, 이시담1, 차정민1

1(주)풍산소재기술연구원.

P14-21
분말압출공정을 이용한 TiH2분말의 치밀화 
장진만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4-22
순 Cu 및 Cu-%CNT 압분체의 미세구조와 SPS 공정변수의 관계 
이희창1, 김혜성2 
1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2부산대학교 나노메카트로닉스 공학과

P14-23
Effect of Rolling Speed on Microstructural and Microtextural 
Evolution of Nb Tube During Caliber-Rolling Process 
이종범1, 정하국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4-24
3D 레이저 프린팅 DED 방법을 이용한 핵연료피복관의 표면처리 기술
김일현1, 김현길2, 최병권2, 이영호2, 정양일2, 박동준2, 박정환2, 김종열3, 김선진1

1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원자력연구원. 3충남대학교.

P14-25
A Study of Lithium-Ion Battery Impedance Using Pseudo-Two-

Dimensional Model-Based Simulation 

Solomon Ansah1, Namsoo Shin2, Jong-Sook Lee3, Hoon-Hwe Cho1

1Hanbat National University. 2Deep Solution Inc. 3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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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26
미세구조 제어를 통해 고절삭성 무연 황동 
예정원1, 윤국노1, 박은수1

1서울대학교.

P14-27
Halide 교환반응을 이용한 폐영구자석으로부터 Nd 금속 추출 기술 

개발 
최상훈1,2, 심재진1, 변종수1,2, 양원식1, 현승균2, 박경태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인하대학교.

P15 : 복합재료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15-1
생체 신호 감지를 위한 조정 가능한 감도를 가진 전도성 폴리머 기반 다

층구조의 압력 폴리우레탄 폼 센서 
김재형1, 신유진1, 정인화1

1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P15-2
3D Graphene-Ni Composite Fabricated by a Simple Two-Step 

Process 
Byung-Sang Choi1, Xue Li1, Zahid Hussain1

1Chosun University

P15-3
인체 자세 측정을 위한 조절 가능한 신축성을 가진 곡률 패턴 기반의 스

트레인 웨어러블 센서 
신유진1, 김재형1, 정인화1

1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P15-4
Fly ash를 첨가한 에폭시 고분자 복합소재에서 필러의 입자크기에 따른 

기계적 특성 분석 
심지수1, 강영정1, 박용호2, 이영철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P15-5
Ti-barrier의 초기 미세조직 제어에 따른 Ti-barrier 적용 MgB2 초전도 

선재의 미세조직 변화 및 변형거동 연구
박상용1, 현승균2, 황덕영3, 이종범1, 정하국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지역본부. 2인하대학교. 3케이에이티.

P15-6
분말야금법과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으로 제조된 Al-Cu 복합재료의 특성

에 미치는 금속간화합물의 영향 
김경주1,2, 조명훈1, 김다솜3, 권한상1,3

1(주)차세대소재연구소. 2 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3부경대학교 신소

재시스템공학과. 

P15-7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을 이용한 Al-Mg 복합 재료의 제조 및 특성 연구 
조명훈1, 김경주1,2, 김다솜3, 권한상1,3

1(주)차세대소재연구소. 2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3부경대학교 신소재

시스템공학과. 

P15-8
Al Dipping 된 주철Insert의 계면 특성 분석 
정찬현1, 김상욱1, 장병록1, 현승균1

1인하대학교.

P15-9
BaTiO3/PVDF를 이용한 복합 필름 특성 연구 및  최적화 
이상민1, 나영일2, 서수정2, 노재철2, 오용수2, 박화선2

1성균관대학교 공대 신소재공학과 자성재료실험실. 2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

과.

P15-10
열처리 온도 및 입도에 따른 Sendust의 자기적 특성
신세희1, 송주미1, 신재경1, 이상민1, 이상민1, 노재철1, 이경섭1, 서수정1

1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신소재공학과.

P15-11
강화상의 형상 변화에 따른 금속기지복합재료의 고온 결정립 성장 거동 

관찰 
장하늘1, 최현주2, 장혜정3, 이민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본부. 2국민대학교. 3한국과학기술연구

원 특성분석센터.

P15-12
이온교환을 이용한 Cu-glass 플라즈모닉 안료의 제조 연구
최광덕1, 최윤정1, 조소혜2, 변지영2

1서울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P15-13
분말사출성형공정을 이용한 Mo-Cu 복합체 제조
장진만1, 이원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공정소재그룹.

P15-14
냉간 인발가공에서 이종복합재의 튜브두께 변형특성 분석 
윤덕재1, 김응주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5-15
Correlation Between Electrical Performance and EMI Shielding 

Effectiveness of Metal Coated Carbon Fiber Tape 
김지연1, 박대희2, 김원석1

1(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2원광대학교.

P15-16
분말 활용 금속복합재료의 중력주조공정 적용가능성 평가 
김효섭1, 홍순직2, 정재헌1, 이상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15-17
High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TiC Reinforced Stainless Steel 
Fabricated by LPI Process
Yeong-Hwan Lee1, Seungchan Cho2, Sang-Kwan Lee1, Yangdo Kim1, 

Sang-Bok Lee2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2Pusan National University.



61

2
0
1
9
년

도
 추

계
학

술
대

회
 1

0
월

 2
3
~

2
5
일

Poster Sessions II 25일

P16 : 알루미늄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16-1
다이캐스팅으로 제조된 Silafont-36 합금의 T6 열처리 변화에 따른 기

계적 특성 분석
서남혁1, 전준협1, 최승규1, 오승빈2, 이석재1

1전북대학교 금속공학과. 2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P16-2
초음파 피닝된 Al 6061합금의 잔류응력에 대한 열처리 영향
허채을1, 김정석1

1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P16-3
TIB2 첨가를 통한 공정 Mg2Si상의 개량이 Al-Si-Mg계 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병주1, 장광주1, 박용호2, 이영철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P16-4
자체 색상제어 Al-Mg-Si 블루 컬러 합금 개발 
강결찬1, 문상철1, 박혜진1, 김영석1, 홍성환1, 김민정1, 김태경1, 김기범*1

1세종대학교 공대 나노신소재공학부.

P16-5
Sm 희토류 원소 첨가에 따른 Al-Si-Cu 합금의 열전도도 향상 연구 
최진주1, 임병용1, 강유빈1, 주소영1, 김대근1

1고등기술연구원.

P16-6
Nano-Al2O3 입자분산 알루미늄 2618 합금기 복합재의 미세조직 및 소

성변형거동 
연규호1, 양승현1, 전한결1, 박승호1, 박지원1, 나준희1, 김목순1, 유승백2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동양피스톤.

P16-7
A356과 ADC12 합금 용탕의 수소함량이 수축결함에 미치는 영향 
김창근1, 박경섭2, 김희수1

1조선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 2애니캐스팅.

P16-8
Al-Zn-Cu-Mg-RE 합금의 압출온도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화 
김용호1, 손현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6-9
경량화 자동차용 AlSiCu 합금의 이단계 고용화 열처리 및 첨가원소 영

향에 대한 속도론적 해석
안성빈1, 김정석1

1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P16-10
Al-2Zn-1Cu-0.7Mg합금 압출재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전

기전도도 및 열전도도 특성 변화
나상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6-11
Effect of Strain Path on Dislocation Density Distribution of Al-Mg 

Alloy 
Hyeon-Woo Son1, Chang-Hee Cho1, Jae-Cheol Lee1, Hyun Soon Park1, 

Soong-Keun Hyun1

1Inha University.

P16-12 Canceled
연속 용융 알루미늄 강판에서 도금 후 냉각속도가 도금층 조직 및 가공

성에 미치는 영향 
장은석1

1㈜동부제철 기술연구소.

P16-13
7xxx계 알루미늄 합금의 Fe, Mn 첨가에 따른 특성 변화 분석
김민상1, 김세훈1, 주경석1, 신재혁1, 김진평1, 성시영1

1자동차부품연구원.

P17 : 전산재료과학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17-1
Characterizing Multiple Continuous Phase Transitions at an Alloying 

Anode with Voltammetric Measurement and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최용석1, 이재철1

1고려대학교.

P17-2
Effect of Halogen Dopants on the Ionic Conductivity of Li7P3S12 

Based Solid Electrolytes
최용석1, 이재철1

1고려대학교.

P17-3
데이터 기반의 철계 벌크 비정질 합금 설계
전준협1, 서남혁1, 최승규1, 김광훈2, 최현주3, 김희준4, 이민하5, 이석재1

1전북대학교 금속공학과. 2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3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

부. 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조공정그룹. 5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공정소재

그룹.

P17-4
Revealing the Structural Origin of the Ionic Conductivity of the Solid 

Electrolyte Interface (SEI) layer 
Jun-Hyoung Park1, Ho-Chul Shin1, Hyung Cheoul Shim1, Jae-Pyoung 

Ahn3, Jae-Chul Lee1

1Korea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3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17-5
Effect of Pipe Diffusion Though Dislocation Cores on the Transport 
of Carrier Ions 
Jun-Hyoung Park1, Jae-Hwan Kim1, Jae-Pyoung Ahn2, Jae-Chul Lee1

1Korea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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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6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주철 미세조직 이미지의 분류
이현지1, 정상준1, 황인규1, 김희수1

1조선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

P17-7
머신러닝을 이용한 알루미늄 응고조직 이미지의 생성과 검증
황인규1, 이현지1, 정상준1, 김희수1

1조선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

P17-8
가동 중 검사 주기가 확률론적 파괴역학 기반 관의 파손확률 예측에 미

치는 영향 분석 
안동현1, 이경근1, 김종민1

1한국원자력연구원.

P17-9
Machine-Learning-Assisted Prediction of Li Intercalation in 2D 

Hetero-Structures 
Hyangsun Kim1, Rizcky Tamarany1, Chan-Woo Lee1, Kanghoon Yim1

1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P17-10
Second Nearest-Neighbor Modified Embedded-Atom Method 

Interatomic Potential for the Cu-M (M= Co, Mo, Ti) Binary Systems 
Jaemin Wang1, Donghyuk Seol1, Sangho Oh1, Byeong-Joo Lee1

1POSTECH.

P17-11
First Principle Molecular Dynamics Investigation on TiO2 Electrolysis 
in CaF2 Molten Salt 
도경연1, 이동화1

1포항공과대학교.

P17-12
Silicon 내 Phosphorus의 Clustering 거동에 대한 제일원리 연구 및 시

뮬레이션 
김재선1, 이동화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17-13
균일온도 제어를 위한 SMR 반응관 형상 및 유동반응 특성 최적화
채홍준1

1고등기술연구원.

P17-14
O2 Dissociation Barrier on Cu (111) Surface via ab Initio Calculation
Joonhee Kang1, Wonzee Jung1, Kanghoon Yim1, Chan-Woo Lee1

1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P17-15
Pressure Dependent Phase Diagram of Liquid Ga-In Alloys 
Han Gyeol KIM1, Shir Ben Shalom2, Moran Emuna2, Uri Argaman2, Yaron 

Greenberg3, Eyal Yahel3, Guy Makov2, Joonho Lee1

1Korea University. 2Ben-Gurion University of the Negev. 3Nuclear 
Research Centre-Negev.

P17-16
Modified Embedded-Atom Method Interatomic Potentials for Pure 

Ce and Mg-Ce Binary System
이종관1, 이병주1

1포항공과대학교.

P17-17
Second Nearest-Neighbor Modified Embedded-Atom Method 

Interatomic Potential for the Co-M (M=Mo, Ti, V) Binary Systems 
Sang-Ho Oh1, Donghyuk Seol1, Jin-Soo Kim1, Byeong-Joo Lee1

1POSTECH.

P17-18
DFT Screening of Ag-Based Alloys with Various Crystal Structures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Catalyst of Anion-Exchange 

Membrane Fuel Cell 
최정우1, 권순호1, 이혁모1

1한국과학기술원.

P18 : 융합재료과학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18-1
Organic Charge-Transfer Complexes for High-Power Organic 
Recharegable Batteries 
이세찬1, 홍지현2, 정성균3, 구교진4, 권기윤1, 강기석1

1서울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삼성전자. 4Argonne national lab.

P18-2
Theoretical Analyses on Sodium Diffusion Mechanism in 

Na11Sn2PS12-Type Conductors 
오경배1, 강기석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P18-3
Bio-Inspired Molecular Redesign of a Phenazine-Based Multi-
Redox Catholyte for High-Energy Non-Aqueous Organic Redox 
Flow Batteries 
권기윤1, 이규남1

1서울대학교 공대 재료공학부.

P18-4
Uncover the Effect of Chemical Reaction between CFx and 

Electrolyte on Discharge Performance in CFx Discharge 

Mechanism 

Taehyun Hwang1

1서울대학교.

P18-5
High-Output Triboelectric Nanogenerator Based on Dual Inductive 

and Resonance Effects-Controlled Highly Transparent Polyimide 

for Self-Powered Sensor Network Systems 
Jae Won Lee1, Sungwoo Jung1, Changduk Yang1, Jeong Min Baik1

1울산과학기술원(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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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6
Detrimental Effect of Carbon Additives in All-Solid-State Lithium 

Battery Employing Sulfide Solid Electrolyte 

Kyungho Yoon1, Kisuk K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P18-7
conversion 반응을 이용한 고용량 전극 실현에 관한 연구 (LiF-FeSO4 

나노복합체) 
허재훈1, 강기석1

1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P18-8
Nicotinamide Cofactor from Natural Energy Transduction for 
Towards Bio-inspired Energy Storage via Molecular Modification
Jihyeon Kim1, Sunghyun Ko2, Chanwoo Noh1, Heechan Kim1, Sechan Lee1, 

Dodam Kim1, Hyeokjun Park1, Giyun Kwon1, Giyeong Son2, YounJoon 

Jung1, Dongwhan Lee1, Chan Beum Park2, Kisuk K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P18-9
Paving the Way Toward the High-Voltage and Safe Aqueous 
Battery with High-Concentration Electrolyte and Protective Layer
Myeong Hwan Lee1, Sung Joo Kim1, Kisuk K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P18-10
Triggering Mechanism for Anionic Redox by Transition Metal in 

Li-Excess Cathode Materials
Jun-Hyuk Song1, Byunghoon Kim1, Donggun Eum1, Kisuk K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P18-11
Enhanced Stability of Coated Carbon Electrode for Li-O2 Batteries
배영준1, 이선영1, 권혁재2, 민요셉3, 임동민2, 강기석1

1서울대학교. 2삼성전자. 3건국대학교.

P18-12
Enhancement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athode for 
Li-ion Battery 
박지혜1, 박선화1, 신호선1, 송재용1

1한국표준과학연구원.

P18-13
3D Titanium Nitride Sandwiched LiFePO4 Cathode: Towards High-

Performance Energy Storage 

Youngjin Ham1, Ju Mi Kim2, Young-Gi Lee2, Seokwoo Jeon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2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P19 : 마그네슘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19-1
Effect of Substitution of Zn with Ni on Microstructure Evolu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g-Zn-Y Alloys with LPSO Phase 

JINBEI LYU1, Hongxin Liao1, Jia She1, Jiangfeng Song1, Fusheng Pan1, Bin 

Jiang1, Jonghyun Kim1

1Chongqing University.

P19-2
Mg-Zn-Ca 함량에 따른 생분해성 연구 
고근호1, 예대희1, 강민철1, 김우종2, 강성민2

1한국마그네슘기술연구조합. 2(주)대건테크.

P19-3
금속 리튬 첨가 마그네슘 합금의 저온 성형성 연구 
김용호1, 손현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9-4
Grain Refinment of Mg-Al Alloys by Superhaeating 
정성수1, 박용호2, 이영철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P19-5
{10-12} 쌍정이 AZ80 압출재의 석출거동에 미치는 영향 
김현지1, 김예진1, 이종언1, 박성혁1

1경북대학교.

P19-6
후열처리 조건에 따른 AZ31 공형압연재의 재결정 거동 및 인장 성능 변

화 분석 
공태인1, 곽병제1, 이정훈2, 이태경1

1부산대학교. 2생산기술연구원.

P19-7
다중공형압연을 활용한 ZK60 마그네슘 합금 봉재의 항복 이방성 제어 
곽병제1, 공태인1, 박성혁2, 이정훈3, 이태경1

1부산대학교. 2경북대학교. 3생산기술연구원.

P20 : 생체재료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20-1
Surface Modification on 3D-printed Mesh Structure by Anodization 

for Bone Reconstruction 

Yong-Hoon Jeong1, Tae-Gon Jung1, Jae-Woong Yang1, Jae-Young 

Jeong1, Kwang-Min Park1, Su-Heon Woo2, Tae-Hyun Park2

1Osong Medical Innovation Foundation. 2Medysse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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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
3D 프린팅 기법을 접목한 골 대체/재생용 PLA/Calcium phosphate 복

합소재 스캐폴드 제조 및 세라믹 분말 함량에 따른 특성 변화 분석 
이진아1, 장태식1, 안지호1, 정현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20-3
생체친화적 임플란트를 위한 지르코늄기 3원계 합금설계
김민석1, 김정석1

1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P20-4
Effect of the Conjugation of a Cell-Penetrating Peptide on 

Methylene Blue for the Photodynamic Therapy 
Jinjui Ser1, Athira Raveendran1, Hoonsung Cho1

1School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20-5
Cell Penetrating Peptide – Protamine Conjugated with Florescent 
Dye for cancer Therapy   
RAVEENDRAN ATHIRA1, Jinhui Ser1, Hoonsung Cho1

1School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20-6
Synthesis of Graphene Oxide by Atmospheric Plasma and its 
Effect on Biocompatibility of Biomaterials 
KHURSHED ALAM1, Hoonsung Cho1

1School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21 : 가공-열처리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21-1
F70 플랜지 열간단조 열처리 공정 최적화를 위한 머신러닝 데이터 구축 

체계 
조해주1, 강문석1, 박건우1, 김권일2, 최창용3, 박희상3, 김병준1, 안용식4, 전종배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주)c51. 3(주)펠릭스테크. 4부경대학교재료공학과.

P21-2
연속로침탄과 진공침탄처리된 강재에서 MnS 개재물 수준에 따른 구름

접촉피로의 X선적 해석 
노재훈1, 변상호1, 최병호1

1현대트랜시스.

P21-3
열에너지수치를 이용한 SKH51강의 Master Nitriding Curve(MNC) 
개발 
전동술1, 안경준1, 박성중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열처리그룹.

P22 : 전자재료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22-1
Super-elastic Metallic Glass Mesh for Flexible Transparent 
Electrode 

Eun Soo Park1, Juho Lee1, Jonguk Hwang1, Keum Hwan Park2, Changwoo 

Jeon3

1R&D Center. EML. Co. Ltd. 2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3Brown University.

P22-2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Gas Sensing Capability by NiO 

(p)-SnO2 (n) hetero Structures 
Kyeongbin Choi1, Gyujin Jeong1, Bumhee Nam1, Soongkeun Hyun1, 

Taegyung Ko1, Chongmu Lee1

1Inha University.

P22-3
Characteristics of Sn-doped In2O2 Grown at Room Temperature 

with Oxygen Radical-Assisted Electron Beam Deposition
Seongin So1, Ki-Yeon Kim2, Minsuk Oh1

1Divisio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2Chonbuk National Uni.

P22-4
NiO/ZnO 적층형 이종접합 자외선 센서의 특성 연구
성형석1, 권진구1, 전용민1, 안동훈1, 이성의1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P22-5
Fabric sensor for Smart Fashion 
이원재1, Abdur Rahim1, Son singh1, 이재갑1

1국민대학교.

P23 : 가공-소성가공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23-1
Thermomechanical Treatment for Manufacturing High-density LEU 

Dispersion Targets Using Atomized Uranium Alloy Powder 
Ki Nam Kim1, Tae Won Cho1, Sunghwan Kim1, Kyuhong Lee1, Yong Jin 

Jeong1, Jong Man Park1

1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23-2
관통볼트 냉간단조 공정 적용을 위한 비조질강의 열처리 설계
김기한1, 배성준1, 송용현1, 배종은1, 윤은유1, 이상용2, 이영선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2안동대학교.

P23-3
고강도 스테인리스강 중공형 튜브의 잔류응력 저감 인발 공정 설계 
배성준1, 조한솔1, 성진영1, 이광석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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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4
Al 7075 합금의 압출에서 압출속도 변화에 따른 미세 조직 및 기계적 

물성 분석 
이상용1, 우영호1, 배성환2, 오상호2

1국립안동대학교. 2선우엔지니어링.

P23-5
Al 7075 합금의 압출 공정에서 금형 냉각에 따른 압출재 표면 결함부의 

미세조직 분석 
이상용1, 우영호1, 강현준1, 성상규1, 최성훈1, 김준수1

1국립안동대학교.

P24 : 재료분석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24-1
염소 가스 제거용  흡착제 물성 평가 및 실장 적용 평가
박규진1, 김유성1, 최상국1, 노윤영1

1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

P24-2
3A,13X Molecular Sieve 물성에 따른 수분 흡착 성능 평가
임예솔1, 진새라1, 김성훈1, 이현준1, 노윤영1

1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

P24-3
니켈 촉매 물성에 따른 촉매 특성 비교 평가
진새라1, 임예솔1, 김성훈1, 이현준1, 노윤영1

1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

P24-4
Evaluation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y of 316L Weld 

after Thermal Aging at 400°C 
이호중1, 이종훈1

1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P24-5
Effect of Manufacturing Process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y of 304L Stainless Steel Tubes 
이호중1, 이종훈1

1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P24-6
X-ray Diffraction Residual Stress Measurement Vari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of Co-Based Alloy According to Scanning 

Direction and Substrate Temperature 

MINHA SHIN1, Byeong-hyeon Lee1, Junhyun Kwon2, Jinsung Jang2, Sung 

ok Won1

1KIST Advanced Analysis Center. 2KAERI Advanced Materials 
Research Division.

P24-7
Effects of Hot Rolling Conditions on the Microstructure, 

Homogeneity of the Dispersion Fuel Plates 
Dong Hyeon Kang1, Cheol Hong Park1, Hwa Young Song1, Sunghwan 

Kim1, Yong Jin Jeong1, Jong Man Park1

1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24-8
The Homogeneity Inspection of U3Si2 Dispersion Fuels Based on 

Atomized Powders 
Dong Hyeon Kang1, Cheol Hong Park1, Hwa Young Song1, Sunghwan 

Kim1, Yong Jin Jeong1, Jong Man Park1

1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24-9
In-Situ Heating TEM Study of Microstructural Development in 

a Nanolaminated Amorphous ZrAlCuFe/Crystalline CuCoFeNi 
Composite Structure 
박윤창1, Sergey Romankov2

1나노종합기술원. 2Chonbuk National University.

P24-10
Effects of the Powder Sizes on the Homogeneity of the Nuclear 
Fuel Plates 
박철홍1

1한국원자력연구원.

P24-11
디스크 모터 회전 속도에 따른 원심분무 U-7wt%mo 분말 입도 분포 분

석 
황재준1, 이규홍1, 김종환1, 박정민1, 박종만1

1한국원자력연구원.

P24-12
Fe계 비정질 합금의 조성에 따른 내식 특성 변화 관찰 
김송이1, 이아영1, 장하늘1, 이민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P24-13
Combinatorial Synthesis and High-Throughput Mechanical 
Characterization to Study Multi-Components Alloy thin Films 
Donghyun Park1, Euimin Cheong1, Haechan Jo1, Injun Oh1, Dongwoo Lee1

1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P24-14
열수송관의 장기 부식 모사 시험범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전류 가속

화 시험법
소윤식1, 홍민성1, 김정구1

1성균관대학교 공대 신소재공학과 전기화학응용연구실.

P24-15
카보오스템퍼링의 표면 경화 조직 분석 기술 연구
이규석1, 최병호1

1현대다이모스.

P24-16
열수송관에서 pH에 따른 부식생성물이 탄소강의 부식특성에 미치는 

영향 
임정민1, 홍민성1, 소윤식1, 김정구1

1성균관대학교 공대 신소재공학과 전기화학응용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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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17
Crystallization Behavior and Its Effect on Magnetic Domain 

Structure in FeSiB Metallic Glass 
Hyunjong Lee1, Se-Ah Hong1, Kyung Taek Kim1

1Advanced Process and Materials R&D Group, KITECH.

P24-18
ARIZ 기법을 응용한 재료손상 원인분석 방법 연구
이종훈1

1한수원중앙연구원.

P24-19
방향성 전기강판의 결정방위에 따른 변형거동 연구 
한승창1, 박형기2, 전태성1

1인천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P24-20
Degradation Mechanism of LiNi1/3Co1/3Mn1/3O2 Cathode Material in 

Lithium-ion Batteries via 2D Phase Mapping 

Young Woon Byeon1, Jae-Chul Lee1, Jae-Pyoung Ahn2

1Korea University. 2KIST.

P24-21
구름접촉 베어링 강구(Steel ball)의 피로수명 연구
강희재1, 김지훈1

1㈜일진글로벌.

P25 : 가공-주조 및 응고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25-1
Zr 조성변화에 따른 우라늄 핵연료심 평가 
김종환1, 김기환1, 국승우1, 박정용1, 천진식1

1한국원자력연구원.

P25-2
Al-Mg 합금에서 Mg 함량 및 용해온도가 용탕 청정도 및 고온 산화에 

미치는 영향 
장호성1, 윤필환1, 강호정1, 이규흔1, 박진영1, 김억수1, 신선미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25-3
주철 표면의 흑연 제거에 따른 알루미늄 침투 분율이 주철-알루미늄 이

종소재 계면접합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태형1, 양지바름1, 김상우1, 김동응*1, 신제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25-4
주조CAE를 이용한 일체형 캠 샤프트 캐리어 자동차 엔진부품의 고압 

다이캐스팅 금형 및 주조기술 개발 
강성하1, 강슬기1, 정인모1, 진경찬2, 고민재2

1(주)코다코.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P25-5
Knife gate valve용 고크롬강의 물리적 특성 연구 
변영민1, 김호영1, 고성훈2

1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서강산업(주).

P25-6
고 Cr계 초내열합금의 Cr 함량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김용래1, 박성수1, 김동배2, 마승환3, 이락규2, 김주업2

1(주)영신특수강. 2대구기계부품연구원. 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P25-7
존 멜팅 공정과 흑연도가니 형상에 따른 게르마늄 정제에 관한 연구 
전영준1, 조규섭1, 김상섭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인하대학교.

P25-8
유동응고해석을 이용한 고압주조 알루미늄/구리 회전자 금형 설계에 관

한 연구 
김영찬1, 김유미1, 김용원1, 최세원1, 강창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25-9
Effect of Silicate Compounds, Fused Silica, Iron Oxide, and 

Bentonite Addition on Flexural Strength and Moisture Resistance of 
CBAPC Binder 
오현곤1,2, 박동국1, 김양도2, 이만식1,3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P25-10
Cu-x%Sn 합금 주조 슬라브 특성에 미치는 주조 냉각속도의 영향 
김기태1, 임영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26 : 열전재료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26-1
Cu-In-Se계 화합물의 미세구조와 열전특성에 관한 연구

Hyunji Kim1, So Heong Lee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26-2
NbFeSb계 재료의 열전특성과 미세구조 
정혜린1, 이호성1

1경북대학교.

P26-3
Optimization of Bismuth Telluride Based Thermoelectric Generator 
via Solution Phase Bi2Te3 Ink 
양우정1, 백정민1

1울산과학기술원.

P26-4
도핑원소 첨가가 GeTe계 열전재료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호1, 이호성1

1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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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5
Improving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Pristine SnTe Through 

Synergetic Mn and Bi co-doping 

SAMUEL KIMANI KIHOI1, HO SEONG LEE1

1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26-6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P-type Skutterudites YbFe3NiSb12-

xSnx 
Minseok Jeong1, Nguyen Van Du2, JangYeul Tak2, Rahman Jamil Ur2, 

WeonHo Shin3, WonSeon Seo2, JungYoung Cho2, WooHyun Nam2, 

KyungSeok Moon1

1경상대학교 대학원. 2한국세라믹기술원. 3한국세라믹기술원.

P26-7
Enhanced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Interface-Controlled n-type 

Skutterudite/Graphene Composites 
Jang-Yeul Tak1, Woo Hyun Nam1, Jung Young Cho1, Won-Seon Seo1, 

Hyung Koun Cho2, Weon Ho Shin1

1Korea Ins t i tu te of Ceramic Eng ineer ing and Techno logy. 
2Sungkyunkwan University.

P26-8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Tellurium Prepared by Directional 
Solidification 

ABBEY STANLEY1, Min-Wook Oh1

1Hanbat National University.

P26-9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Ge0.95-x Al0.05 Sbx Te (Sb=0.03, 

0.06, 0.09) 
Juhee Ryu1, Ho Seong Lee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26-10
Bi2Te3-Based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er and Uni-couple 

Modular Process 
마희승1, 김연규1, 이재훈1, 박귀일1

1경북대학교 금속신소재공학과.

P26-11
Enhancement of Thermoelectric Performance in GeTe by Iodine 

Doping
SongYi Back1, Hyunyong Cho1, Seokyeong Byeon2, Hyungyu Jin2, Jong-

Soo Rhyee1

1Kyung Hee University. 2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26-12
Permingeatite Cu3SbSe4의 고상합성 및 열전특성
이고은1, 피지희1, 김일호*1

1한국교통대학교.

P26-13
MA-HP 공정으로 제작한 Ge이 도핑된 Famatinite Cu3Sb1-xGexS4의 

열전특성
피지희1, 이고은1, 김일호*1

1한국교통대학교.

P26-14
(La/Ce/Yb)yFe4-xCoxSb12계 부분 이중 충진 스커테루다이트의 열전특

성
차예은1, 최덕영1, 정세인1, 김일호*1

1한국교통대학교.

P26-15
중저온용 Bi-Te계 열전소자의 제작방법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김종태1, 김동환1, 김호영1, 윤덕기2, 김태훈2

1DGIST. 2(주)정관.

P26-16
Effect of Extruding Diameters ＆ Temperature on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Bi2Te3–Based Materials 
Seongtae Kim1, Gitae Park1, Jinyoung Kim1, Seonghoon Yi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26-17
Fe가 도핑된 테트라헤드라이트 Cu12-xFexSb4S13의 합성 및 열전특성 
김성윤1, 권민철1, 이고은1, 김일호*1

1한국교통대학교.

P26-18
금속계 다중 다열 배열식 열전발전모듈를 이용한 열배관 원격감시시스

템 및 측정평가기술 개발 
전현구1, 오병성1, 신호선2, 김용규2

1충남대학교. 2한국표준과학연구원.

P26-19
테트라헤드라이트 Cu12Sb4S13-zSez의 열전특성에 미치는 Se 도핑효과 
곽성규1, 안희재1, 이고은1, 김일호*1

1한국교통대학교.

P26-20
Effect of Hybrid Porous Carbon on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MNiSn(M=Ti,Hf,Zr) Half-Heusler Compounds 
Gitae Park1, Seongtae Kim1, Jongmin Shin1, Jinyoung Kim1, Sangeun 

Chun1, Seonghoon Yi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26-21
능동 습도제어형 헤드램프 개발 
윤태영1, 백주영1, 김종태1, 황인지1, 김동환*1

1대구경북과학기술원.

P26-22
Development of High Power Density Skutterudite Modules 
김영선1, 윤하나1, 윤기완2, 박상현1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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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 : 신개념 에너지 저장소재 및 소자 심포지엄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27-1
Direct Observation of Redox Mediator-Assisted Solution Phase 

Discharging of Li–O2 Battery by Liquid Phas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ayoung Park1, Donghoon Lee1, Jungwon Park1

1Seoul National University.

P27-2
Understanding the Redox Property of Ceria-based Nanoparticles 
in Liquid Using in Situ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성종백1, 최백규1, 김병효1, 김주덕1, 이동훈1, 박정원1

1서울대학교.

P27-3
Mechanistic Study on the Phase Transformation of MoO2 

Nanoparticles to MoS2 Layers by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김지훈1, 최백규1, 정준혁1, 박정원1

1서울대학교.

P27-4
Understanding Coalescence Behavior of Nanoparticles by using 

Graphene Liquid Cell with Self-Assembled Nanochamber Arrays 
YUNA BAE1, Jungwon Park1

1Seoul National University.

P28 : 가공-용접 및 접합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09:00 - 13:00

P28-1
적층 제조된 Inconel 625 합금의 후열처리법 제안과 고온 기계적 특성

에 미치는 영향 
이지원1, Mathieu Terner1, Etienne Copin2, Philippe Lours2, 홍현욱*1

1창원대학교. 2IMT Mines d'Albi.

P28-2
9% 니켈강재의 FCA 및 레이저 용접부 기계적 특성 비교
김지선1, 김재웅1, 김인주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가공공정그룹.

P28-3
저융점 글래스 프릿 적용 Vapor Cell 레이저 패키징 특성 연구 
권진구1, 성형석1, 전용민1, 노기연1, 김지영1, 이성의1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P28-4
폭발 용접한 Ti/Cu 클래드 판재의 TIG 용접 특성 연구 
조평석1, 윤창석1, 이동근1

1순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28-5
레이저 기반 접합(Laser-Assisted Bonding) 공정이 Sn-3.5Ag solder 
cap/Cu pillar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 
이지영1, 주지호2, 장기석2, 엄용성2, 최광성2, 하재준3, 김태진3, 오용준1

1국립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창의연구소 신소재

연구실. 3(주)비엔에프코퍼레이션.

P28-6
페라이트계 STS의 GTAW 용접부 미세화 기구 고찰
김진혁1, 박병훈1, 조영태2, 이원배3, 홍현욱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창원대학교 기계공학과. 3포스코 철강솔루션마케

팅실.

P28-7
Fiber laser을 이용한 9% 니켈강재의 용입특성 
김지선1, 김재웅1, 김인주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가공공정그룹.

P28-8
Al-Mg-Si계 알루미늄합금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에 미치

는 GMAW와 FSW 복합공정의 영향
이광진1, Das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울산대학교.

P28-9
Cluster-wise model를 이용한 9%니켈강 레이저 용접부 비드 형상예측 
김지선1, 김재웅1, 김인주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P28-10
열처리 및 인발 공정이 Gas Tungsten Arc Welding으로 제조된 고망간

강 용접부에 미치는 영향 
박건우1, 박민하1, 조해주1, 김병준1, 안용식2, 전종배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2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P28-11
Zr-Ti계 삽입금속을 이용한 CP타이타늄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접합 
윤건영1, 김상욱1, 손현우1, 현승균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재료구조제어연구실.

P28-12
이종금속 용접 시 용접 와이어의 Mn 함유량에 따른 용접부의 특성 
엄민혁1, 조영우1, 정택균2, 현승균1

1인하대학교. 2알투비.

P28-13
Ti-Zr계 삽입재 및 중간재에 의해 브레이징 접합된 Ti6Al4V – STS304 

이종접합 시편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장보훈1, 박진수1, 이진규*1

1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P28-14
Fe계 내열강과 Ni기 초내열합금의 이종용접부 크리프 및 파괴 메커니즘 

상관성 고찰 
김진혁1, 심정호1, 이지원1, 한정민2, 공병욱2, 홍현욱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두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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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15
배기후처리시스템 내 SUS439 적용 GMAW 공정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송민영1,2, 김인수1,2, 김재황1, 이광진1, 강성욱1, 지창욱1, 김재웅1, 김남일3, 황인봉
3, 안명덕3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전남대학교. 3(주)세움.

P28-16
해양플랜트용 후판강의 FCAW에서 보호가스에 따른 용접부 미세조직

과 샤르피 충격 특성 
최동기1, 신상용2, 김형찬3, 조성규4, 정준모5, 정택균5, 현승균5

1하이드로훼스트. 2울산대학교. 3한국생산기술연구원. 4현대제철. 5인하대학교.

P28-17
원자로용기 노즐 이종금속배관 내면에서 용접결함 검출 및 깊이측정을 

위한 PAUT 기법 개발
김정빈1,2, 김영만3

1한전KPS주식회사. 2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재료공학과. 3전남대학교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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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Impact Velocity on Interface Characteristics of HT-9 steel 
Joints Fabricated by Magnetic Pulse Welding 
송준우1,2, 박진주2, 이경자2, 이민구2, 박규현2, 홍순직1, 이정구3

1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원자력연구원 센서시스템연구실. 3울산대학

교 첨단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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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배1, 사인진2, 김응선2, 홍순익1

1충남대학교. 2한국원자력연구원.

P28-21
Dissimilar Welding Between Duplex Steel and Co-Cr-Ni-Fe-Mn 

High Entropy Alloy 
나나1, Jeoung Han Kim1

1국립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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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1, 주윤곤1, 정명휘2, 이병로2, 김상식3, 홍현욱4, 이재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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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경남 센터. 3경상대학교신소재 공학부. 4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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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1, 박기범2, 김대환2, 김승언3, 주윤곤1, 이재현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항공우주(주). 3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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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1 | 18:00]

Interfacial Reaction-Structure-Property Relationships in Screen-Printed Ag Contacts of Si Solar Cells : 허주열1 ; 1고려대학교
A majority of the researche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oncern with the relationships among processing, structure and

properties for the indented applications of materials. In this presentation, our last-10-years journey to understand such a relationship will
be presented for the screen-printed Ag contacts of crystalline Si solar cells. Contact metallization is a key processing step in the
fabrication of industrial crystalline Si (c-Si) solar cells. Currently, the front-side contacts to n+ emitter Si is commonly produced by
screen-printing Ag paste followed by spike firing at ~800 oC in air ambience. The quality of front-side Ag thick-film contacts to
textured, thin n+-Si emitter critically affects the cell performance through its influence on the series and shunt resistances. Recent trend
toward high-efficiency industrial c-Si solar cells with lightly doped, shallow emitters necessitates the formation of high-quality screen-
printed contacts to high sheet resistance (>100 W/sq) emitters without damaging p-n junction. This in turn requires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fire-through Ag contact formation during the firing process. In the presentation, we will discuss the
state-of-the-art understanding for the reactions involved in the fire-through Ag contact formation, together with relevant experimental
results. Some Emphases will be given to the effect of the oxygen partial pressure in the firing ambience on the formation of Ag
crystallite and hence on the contact resistance. Emphases will also be given to the electrochemical nature of the firing reactions to form
Ag crystallites on the emitter Si surface, together with our recent results obtained from electrochemical analyses. Finally, we will outine
how the knowledge on the firing reaction nature can be utilized in developing Ag paste and optimizing the firing process parameters.

[상변태1-1 | 10:00]

347H 오스테나이트계 내열강에서 결정립 크기에 따른 입내 및 입계 석출거동 차이: 홍창완1, 허윤욱1, 김성준1; 1GIFT POSTECH.
Keywords: Keyword: 347H, Grain size, MC, M2P, M23C6, Sigma, Precipitation.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용 보일러의 핵심 부품인 보일러 튜브에는 고온강도와 내산화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347H와 Super304H 오
스테나이트계 내열강이 사용된다. 고온, 고압 수증기의 통로가 되는 보일러 튜브는 용접을 통해 연결되어 사용되는데, 내열강 사용
중 조기 균열은 항상 모재보다 용접부에서 발생된다. 오스테나이트계 내열강 347H의 용접 시 주요한 미세조직 변화는 입계 조대화
(약 200um)와 기존 석출물들 (MC, M2P, M23C6, Sigma)의 재고용이다. 용접 시 미세조직 변화에 따른 고온강도 차이는 오스테나
이트계 내열강의 주된 경화 메커니즘인 석출 경화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바, 용접 시 발생되는 입계 조대화 정도에 따라 석출거동
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오스테나이트계 내열강의, 모재 입내 강도와 연관된 입내 및 입계 석출거동은 수없이 보고 되었지만
결정립 크기에 따라 입내 및 입계 석출거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347H 강에 대하
여 1300도 열처리를 통해 결정립 크기(50, 120, 250, 350 um)를 조절하였으며 750도에서 stress rupture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간
에 따라 입내 석출물 (M(=Nb)C, M2(=NbNi)P)과 입계 석출물 (M23(=Cr)C6, Sigma(=Fe,Cr))의 석출거동을 관찰하였다. 입내에서는
결정립 크기에 따라 MC의 석출 site가 되는 Stacking fault 거동이 달라지고 이는 Nb를 동시에 소비하는 MC와 M2P의 두 석출
거동에 영향을 주었다. 입계에서는 초기 활발한 입계 석출물 M23C6의 석출 site인 결정립의 크기가 달라질 때, 전체 M23C6 석출량
이 달라지고 이는 matrix 내 Cr 고용량을 다르게 하여 이후 석출되는 Sigma(Fe,Cr)) 상의 석출 거동에 영향을 주었다. 즉 결정립
크기에 따라 입내, 입계 석출거동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분석 및 해석 하였고 나아가 347H 강에서 모재와 용접부의 석출거동을 이
해하고자 하였다. 

[상변태1-2 | 10:15]

Preferred Growth Directions of Dendrites in Hot-Dip Galvanized Zn Coatings: Observation and simulation: 김성균1, 허
주열2, 황현석3; 1군산대학교. 2고려대학교. 3포스코.
Keywords: galvanizing, dendrite, growth direction, solidification, phase-field simulation

The dendritic morphologies of hot-dip galvanized Zn-0.2 wt pct Al coatings on steel sheets were systematically examined as functions
of the inclination angle and axis of the Zn basal plane with respect to the sheet surface by using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When
the inclination axis of the basal plane was , the dendrite changed its morphology by following the sequence of six-fold à eight-fold à
elongated X à elongated X+C patterns with increasing inclination angle. When the inclination axis was , the sequence of morphological
patterns was six-fold à eight-fold à two-fold à four-fold. These morphological changes of dendrites cannot be explained based on the
two previously known families of preferred growth directions, and , but they suggest the presence of another family of weakly preferred

AW-1 총회강연
Room 3층 그랜드볼룸, 10월 24일 

상변태
Room 320A,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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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directions. Considering a new family of the third preferred directions that are close to the normal directions of the {1-211}
planes, we proposed a anisotropy function of the growth kinetics as a function of the polar angle and the azimuthal angle. Most of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equences of the morphological changes depending on the inclination axis and the existence
of the two-fold, eight-fold and elongated X patterns, could be qualitatively explained based on the two-dimensional sections of the
anisotropy function. We simulated the three-dimensional growth patterns by using the phase-field model. All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could be reproduced from the simulations. 

[상변태2-1 | 10:30]

저온 템퍼링 공정 기반 Mn segregation을 이용한 고인성 9Cr강의 조성 및 기계적 특성 회복 공정 개발:  김민석1, 김상준1, 윤
국노1,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Keywords: 9Cr steel, Grain boundary segregation, Austenite reversion, High toughness, Resetting property

일반적으로 구조 소재로써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높은 강도와 우수한 연성을 필요로 한다. 한편,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경량 소재의 개발 또한 시급한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재료의 경량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며, 소재를 효율적으로 재사용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 소
재로 널리 사용되는 9Cr강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변형 후 추가적인 공정을 통해 그 성질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Mn segregation을 통해 미세 구조를 정밀 제어함으로써 기계적 특성을 선 및 제어하고자 하였다.
부연하면, 본 연구에서는 9Cr 강(Fe-9Cr-1.4W-0.12C) 을 바탕으로 열역학 데이터베이스 기반 시뮬레이션(CALPHAD)을 활용하여
강한 grain boundary segregation 경향을 가짐과 동시에 Austenite 상을 안정화시키는 원소인 Mn을 선정하였다. 이후 합금의 상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편 제조 공정 후에600°C이하의 저온에서 템퍼링 공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고, 템퍼링 공정 시 결정립계 영
역에서 segregation 된 Mn원소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안정화 된 Austenite상이 석출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BCC/BCT 기지 내
에 나노두께의 FCC(Austenite) 상이 필름 형태로 존재하는 미세구조를 얻었으며, 공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결정립계 영역에
segregation 된 Mn 원소가 템퍼링시 의 결정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작은 결정립 크기 및 오
스테나이트 상의 strain hardening 거동에 의하여 기존 9Cr강 대비 최대 2.5배 이상으로 강도 특성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
시에 연신율은 15 %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수한 기계적 성질과 더불어, 소재 사용과 템퍼링 공정의 반복 적용 시에
결정립계 근처에 편석된 Mn원소에 의한 국부적 상변태가 가역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소재의 미세 구조 및 기계적 특성의 복귀 거동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재의 수명 향상과 더불어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변태2-2 | 10:45]

Si/Al 멀티 코팅을 통한 Mo-3Si-1B 합금의 온도에 따른 산화 거동 비교: 양원철1, 백경호2, 김영무3, 이성3, 이종원1, 박준식1; 1한밭
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3국방과학연구소.
Keywords: Pack cementation, High temperature, Oxidation, Coatings, Alloys

본 연구에서는 Si/Al pack cementation 코팅을 통해 Mo-3Si-1B (wt.%) 합금의 중저온을 포함한 넓은 온도 범위에서의 내산화성
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중저온과 고온 산화 분위기에서의 미세구조 및 상변화에 초점을 두어 산화 매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코팅원(Si, Al), 활성제(NH4F), 소결방지제(Al2O3) 분말을 이용해 확산 팩 코팅을 진행하였다. Mo-Si-B 합금은 1100 oC의
온도에서 다양한 시간 조건 동안 Si/Al 분말에 확산 코팅을 실시하였다. Si/Al pack cementation 코팅 결과로 Mo(Si, Al)2,
Mo3Al8와 T2 층이 형성되었다. 정적 산화 분위기에서 Al의 빠른 확산에 의해 Al2O3 보호 산화층이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Mo-
Si-B 합금 표면 위에 Si/Al pack cementation 코팅을 통해 Al2O3 산화층을 통해 넓은 온도범위에서 우수한 내산화성을 향상시켰다. 산
화거동 및 그 메커니즘은 고온에서 노출된 산화층의 미세구조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상변태2-3 | 11:00]

상분리 비정질 합금의 구조적 불균일성에 의한 기계적 거동: 안혜상1, 김소연2, 유근희1, 박은수1; 1서울대학교재료공학부 상변화제어신소

재연구실. 2매사추세츠 공과대학.
Keywords: metallic glass, pop-in event, statistical analysis, phase separation 

무질서한 원자 구조를 가지는 비정질 합금은 동일 합금계의 결정질 합금에 비해 강도, 탄성한계, 내마모성의 관점에서 우수한 기
계적 물성을 가지나, 소재의 취성으로 인해 구조재료로서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비정질 합금의 단점인 부족한 연성을 극
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복합재 비정질 합금을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스피노달 분해를
통한 상분리 현상을 이용하여 복합재 형태를 가지는 상분리 비정질 합금을 제작하였다. 비정질 형성능이 우수한 Ni-Nb 이원계 비정
질 합금에 큰 양의 혼합열을 가지는 원소(Y, Gd 등)를 첨가하여 상분리 현상을 유발 시켰고, 비정질 합금의 조성에 따른 다양한
미세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분리 현상으로 발생하는 상분리 비정질 합금의 미세구조의 불균일성을 체계적으로 제
어하고자 열역학적 계산을 통해 miscibility gap을 계산하였고 다양한 인자에 따른 비정질 미세구조의 불균일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상분리 비정질 합금의 미세구조로부터 기인하는 특성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nano-indentation을 통한 변형의 pop-in
events의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압입에 의한 압흔 형태과 연결지어 비정질의 변형 거동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miscibility gap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제어하여 상분리 비정질 합금의 미세구조를 제어함으로써 상분리 비정질 합금의 특성을 조
절하는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시금석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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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태2-4 | 11:15]
Microstructural Evolution during Thermal Cycling in Additive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Hobyung Chae1, E-Wen Huang2,
Jayant Jain3, Wanchuck Woo4, Ke An5, Soo Yeol Lee1;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3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4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5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Keywords: additive manufacture, stainless steel, thermal cycle, phase transformation, neutron diffraction 
Cylindrical specimen of 15-5PH martensitic stainless steel was additively manufactured using direct metal laser sintering methods.

Thermal cycles (heating and cooling) were applied to examine microstructural chang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cycle using
neutron diffraction and dilatometry. Neutron diffrac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at the Vulcan engineering diffractometer of the
Spallation Neutron Source of the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Two detectors are situated with ±90° from the neutron incident beam,
which enabled us to obtain entire diffraction peaks in two orthogonal directions. Lattice parameters and phase fraction were determined
using Rietveld refinement from the diffraction spectra. Changes in lattice parameters of phase constituents varying with temperature and
cycles revealed the development of internal residual stresses relative to the initial state. 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and full width at
half maximum have been paid to discuss the evolution of grain size, dislocation density, and microstrain. The design of these thermal
sequences to influence the microstructure and residual stresses represents well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generated under A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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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1-1 | 13:00] 초청강연

단결정 초내열합금의 2차 반응층 성장 거동: 정중은1, 김인수1, 최백규1, 도정현1, 정인용1, 조창용1; 1재료연구소(KIMS).
Keywords: Secondary reaction zone, Furnace cycle thermal fatigue, Superalloy, Bond coat, Non-localized diffusion 

본 연구에서는 반복 열피로 시험에 따른 단결정 초내열합금의 2차 반응 층 생성 및 성장 거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2차 반응 층
은 초내열합금과 본드 코팅 층의 조성 차이, 초내열합금 내의 변형 층 등이 원인이 되어, 초내열합금과 본드 코팅 층의 계면에서
생성되는 재결정 층으로, 통상적으로 크리프 변형에 대한 유효 단면적을 감소시켜 부품의 크리프 수명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 재결정 영역은 고온에 노출됨에 따라 점점 모재 안쪽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가스터빈 부품 등의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
록 소재의 크리프 특성은 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복 열피로에 따른 2세대 상용 단결정 초내열합금 (CMSX-
4)과 최근 재료연구소에서 개발된 Re 저감 2세대 급 단결정 초내열합금 (KMXP202)의 2차 반응층 성장 거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반복 열피로 시험은 코팅된 쿠폰 형상의 시편을 1000oC, 1100oC에서 각각 100사이클, 571사이클까지 수행하였으며, 시험이 완료된
후 단면을 관찰하여 2차 반응층의 두께 및 반응층 내 TCP 상분율 등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열피로 조건에서 2차 반응층의 두께는
KMXP202에서 다소 얇게 나타났고, W, Re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TCP 상 분율 또한,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KMXP202 합금에
서 상용 CMSX-4 대비 안정한 계면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차세대1-2 | 13:20] 초청강연

니켈기 초내열합금의 내환경성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 윤대원1, 유영수1, 정희원1, 서성문1, 정인용1; 1재료연구소.

Keywords: 초내열합금, 고온산화 
가스터빈의 효율향상 위해서 터빈 입구 온도(Turbine inlet temperature, TIT)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TIT를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높은 온도 수용성을 갖는 소재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소재의 사용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고온 강도, 크리프 저항성과
같은 기계적 물성의 향상과 더불어 내산화성의 향상도 중요하다. 특히 실제 가스터빈 부품에서 trailing edge나 냉각홀 주변과 같이
부품의 두께가 얇거나 코팅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산화성이 낮은 소재는 오랜 가동시간 중 신뢰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 기계적 물성의 향상을 위해서 W, Mo같은 내화원소의 첨가량을 늘리거나, Cr의 함량을 낮출 경우 일반적으로 내산
화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계적 물성의 향상시키면서 내산화성에 주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합금 설계나 기계적 물성에
영향이 미미한 미량의 합금원소 첨가로 내산화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인공신경망 기법을 활용하여 기계적
물성과 내산화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합금 설계와 미량의 희토류 원소 첨가를 통한 내산화성 향상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자 한다.
인공신경망 기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합금원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한 경향성이 나타났다.특히, Cr, Al의 함량에 따라 W,
Mo, Re, Ru 과 같은 내화원소가 내산화성에 주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희토류 원소의 영향 부분에서는 합금계에 따라 효과를
나타내는 희토류 원소에 차이가 있었다. 

[차세대1-3 | 13:40] 초청강연

Microstructural study of precipitates in Alloy 709 using electron microscopy: 박동희1, James Stubbins2;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and Champaign.

Keywords: Alloy 709,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ynchrotron X-ray diffraction , M23C6

The microstructural properties of M23C6 (M: mainly Cr), the predominant precipitate phase of Alloy 709(Fe-20Cr-25Ni), were studied
with respect to the correlation with the austenite matrix, γ-Fe. Alloy 709 specimens, aged at 550, 650, and 750oC in air for 1 - 3000
hours, were investigated using electron microscopy and synchrotron X-ray diffraction (XRD). Intergranular M23C6 precipitates were first
formed on high angle grain boundaries, followed by the formation of lamella-shaped M23C6 precipitates on twin boundaries. The
presence of the intergranular M23C6 caused compressive stress on the austenite matrix and tensile stress on the M23C6 precipitates. With
increasing aging time, the stress became higher due to the volumetric expansion of the M23C6 precipitates. The crystall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intergranular M23C6 were investigated analyzing diffraction patterns of the intergranular M23C6 precipitates and the
neighboring austenite. The intergranular M23C6 were formed on the grain boundaries in a cube - cube relationship with the austenite,
[001]γ-Feǁ[001]M23C6 and [110]γ-Feǁ[110]M23C6. The intergranular M23C6 on the high angle grain boundaries grew toward the opposite side
of the parent austenite grain while maintaining a lattice correspondence, 3·aM23C6 ≈ aγ-Fe. The lamella-shaped M23C6 precipitates on the
twin boundaries also exhibited the analogous growing behavior. 

[차세대1-4 | 14:00] 초청강연

머신 러닝을 이용한 중수로 Zr 압력관 재료의 중성자 조사변형 예측: 이경근1, 안동현1, 김성수1, 임상엽1, 류이슬1; 1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압력관, 직경변화, 머신 러닝, 다층모형, 예측모델 
중수원전의 압력경계 재료로 사용되는 Zr 압력관은 중수로의 출력관리 및 수명관리에 핵심이 되는 재료이다. 원전 가동 중에 핵연
료로부터 발생하는 중성자 조사와 1차계통에 가해지는 온도 및 압력으로 인하여 중수로 압력관은 최초 제작된 형태에서 직경 증가,

제10회 차세대 발전소재 및 초내열합금 심포지엄
Room 320A,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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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증가 및 처짐이 발생하게 된다. 이중 직경 증가는 압력관 내부를 지나가는 냉각재의 by-pass flow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원전
의 운전여유도를 감소시켜 발전소의 출력 저감을 유발할 수 있다. 압력관 직경 변화량의 정량적인 분석 및 예측을 위해서 재료의
조사 특성 및 크리프 특성을 고려한 기구 기반 모델이 연구되었으나, 실제 원전 환경에서의 복잡한 거동으로 인하여 개별 압력관에
대한 정확한 직경 변화 예측은 쉽지 않다. 최근에 직경 변화에 대한 사용중검사 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경험식 기반의 통계 모형을
이용한 직경 변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중 하나인 마코프체인 몬테카를
로 방법을 도입하고, 국내 발전소에서 측정한 직경 증가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모수(parameter)를 적합하였다. 또한 개별 호기에
대한 모수뿐 아니라 전체 국내 중수원전에 대한 경향을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방법은
기존의 빈도주의적 선형회귀에 비하여 예측력이 향상되었고, 예측구간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재료 특성
예측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차세대1-5 | 14:20] 초청강연

미래 핵융합 발전을 위한 저방사 철강소재 개발: 이창훈1, 문준오1, 이태호1, 홍현욱2, 신찬선3, 장동찬4, 이명규5, 김형찬6; 1재료연구소(KIMS). 2

창원대. 3명지대. 4KAIST. 5서울대. 6국가핵융합연구소.

Keywords: 저방사강, RAFM강, 핵융합 
미래의 대량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14MeV의 중성자 조사,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 환경 등 극한
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구조용 소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저방사 철강재 (Reduced Activation Ferritic/Martensitic steel,
RAFM), 산화물분산강화강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steels, ODS), W alloys, V alloys, SiCf/SiC복합재료 등이 후보소재
로 거론되나, 현재의 기술력과 대량 생산성을 고려하면 저방사 철강소재가 가장 유력한 소재로 평가된다. 저방사 철강소재는 화력발
전용 9Cr-1Mo계 내열강에서 고방사성 합금원소인 Mo, Nb가 저방사성 합금원소인 W, Ta로 치환된 합금성분을 가진다. 노말라이징
과 템퍼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립, 래스 경계에 상대적으로 조대한 Cr계 M23C6탄화물과 래스 내부에 미세한 Ta계 MX 석출물
을 함유하고 있는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를 나타낸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저방사 철강소재는 EU에서 개발 중인
Euorfer97 (9Cr-1W계)과 일본에서 개발 중인 F82H (8Cr-2W계)가 있다. 저자들은 고유 성분계의 저방사 철강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Ta 첨가형 RAFM강에 미량의 Ti를 첨가함으로써 강도와 충격 특성이 동시에 향상된 Ta+Ti 복합 첨가형의 RAFM강을 합
금설계하였다. Ta+Ti의 복합 첨가로 RAFM강의 파괴의 시작점으로 작용하는 상대적으로 조대한 M23C6탄화물이 미세화되었고, 이
를 통해 충격인성뿐만 아니라, 크리프 특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핵융합로 내부의 중성자 및 He 조사 효과를 모사하기 위해
Fe 이온 조사와 He 조사 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조사 취화와 스웰링 (swelling) 특성을 평가하였고, 기존 Ta 첨가 RAFM강에 비해
동등 수준 이상으로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CP-FEM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 전후의 인장 특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차세대1-6 | 14:40]

핵융합로용 저방사화강에서 Ti 첨가에 따른 MX석출물과 고온 피로 특성 고찰: 임소영1, 문준오2, 이창훈2, 홍현욱1; 1창원대학교. 2재료

연구소 철강재료연구실.
Keywords: Blanket, RAFM steel, MX precipitates, Degradation, Low cycle fatigue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인해 미래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
로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된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며, 차폐 역할을
하는 핵융합로 블랑켓(Blanket)은 높은 중성자속 및 열속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저방사화(Reduced
Activation Ferritic Martensitic, RAFM)강인 Eurofer97강이 가장 사용 가능성이 높은 후보재로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rofer97강의 미세조직 안정성 및 고온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한 MX의 석출물의 양을 증가시키고자 Ti을 첨가하였다.
또한, Ti 함량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0.01 wt.%(Low-Ti RAFM강)와 0.05 wt.%(High-Ti RAFM강)에 대하여 미세조직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Ti 함량이 증가할수록 Prior Austenite Grain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High-Ti RAFM강의 경우 크기가
불균일한 Bimodal한 결정립들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결정립이 작고, 크기가 균일한 Low-Ti RAFM강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고온인장시험 결과, High-Ti RAFM강은 기존 Eurofer97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Low-Ti RAFM강의 경
우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550oC/200 MPa 조건에서 크리프 시험을 한 결과, Low-Ti RAFM강이
1823시간으로 기존 Eurofer97강의 592시간 대비 약 3배 이상 크리프 수명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Low-Ti RAFM강을
적정 강재로 선정하게 되었고 550oC/2.4×10-3s-1 조건에서 Total strain amplitude를 각각 0.4%, 0.8%, 1.2%으로 하여 저주기 피로
시험을 실시하여 기존 Eurofer97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Total strain amplitude에 대해서 Eurofer97강은 3504,
1375, 502 cycles의 피로수명을 보이며, Low-Ti RAFM강은 2883, 720, 374 cycles의 피로수명을 보였다. 초기 항복 강도는 예상
대로 Low-Ti RAFM강이 Eurofer97강보다 높게 얻어졌으나 Low-Ti RAFM강의 높은 softening rate로 인해 열위한 피로 수명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높은 softening rate는 초기 전위 밀도가 큰 기여한 것으로 유추되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Low-Ti RAFM
강의 템퍼링 온도를 700oC → 760oC로 상향 조정하여 초기 전위 밀도를 낮춘 후 Δεt=0.8% 조건에서 저주기 피로 시험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1523 cycles의 피로 수명을 나타내었고, 이는 Eurofer97강(1375 cycles)과 이전의 Low-Ti RAFM강(720 cycles)보
다 우수한 피로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크리프 시험에서는 MX석출물의 크기와 분율이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만, 저주기 피
로 시험에서는 초기 전위밀도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차세대2-1 | 15:15]

Mo-3Si-1B 합금에 형성된 MoSi2-YSZ 열차폐 코팅층의 고온 산화 및 손상 특성: 백경호1, 강상운1, 박희진1; 1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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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Mo-3Si-1B, 열차폐코팅, 고온산화,내구성, 계면반응
Mo-Si-B 합금은 높은 용융점과 고온에서의 우수한 크립 강도로 인하여, Ni계 합금의 적용이 어려운 1200-1500oC의 온도영역에서
의 구조용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3Si-1B 합금에 약 100 μm 두께의 MoSi2 또는 Mo3Al8 본드 코팅층을
pack cementation 공정으로 형성하고 그 표면에 YSZ, 단열 세라믹 코팅층을 약 500 μm 두께로 형성하여 duplex 열차폐 코팅층
을 제조하였으며, 이를 1400oC 대기분위기에 노출하여 본드 코팅층의 산화거동과 개별 코팅층의 미세조직 및 계면 미세조직을 조사
하였다. MoSi2-YSZ 열차폐 코팅층은 1400oC에서 50 시간의 고온 노출에서 별다른 손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100 시간 고온 노출
이후에 YSZ 코팅층 표면에 균열을 생성하였다. MoSi2 본드 코팅층의 산화로 인하여 MoSi2-YSZ 계면에 연속적인 SiO2 산화층이
생성되었으며, 인접한 영역에 Mo5Si3 상의 생성과 함께 Kirkendall 기공이 생성되었다. 1400oC에서 100 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
의 경우, 단열 YSZ 코팅층의 치밀화 및 상변화 그리고 YSZ 코팅층의 결함영역에서의 ZrSiO4 화합물의 생성 등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열차폐 코팅의 손상이 초래되었다. MoSi2-YSZ 계면에 형성된 산화지연 중간층은 MoSi2 본드 코팅층의 고온 산화반
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또한 코팅층 간의 물리적/화학적 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열차폐 코팅층의 고온 내구성을 크게 향상
시켰다. 

[차세대2-2 | 15:30] 초청강연

발전 터빈 Fir-Tree 부 변형거동 예측을 위한 단결정 탄소성 모델링 및 검증: 최윤석1, 김한종2, 박성훈2, 전준영3, 윤태준3; 1부산대학
교 재료공학부. 2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3두산기술원.

Keywords: 발전 터빈, 단결정 블레이드, 결정소성 모델, Fir-tree
발전 터빈의 fir-tree 부는 터빈 디스크와 체결되는 블레이드의 하단부로서 운전시 인장과 압축 응력 구배가 접촉부위에 집중적으
로 걸리므로 정확한 응력 및 변형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ir-tree 구조해석에 사용되었던 탄성 및 소성 등방성에
기초한 구성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단결정 탄소성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fir-tree 접촉부에서 두 모델의 응력분포를
비교하였고, 그 차이를 탄성 이방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fir-tree 지그 시험편의 온도 별 변형거동 예측 결과를 실험 결과
와 비교하였으며, 탄소성 천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온도별 이상 거동을 단결정 블레이드의 미세조직 강화기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차세대2-3 | 15:50] 초청강연

9Cr-1Mo강재 용착금속 합금설계 및 생성된 탄화물이 고온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 문병록1, 강남현1, 이태호2, 정우상3, 박철규4; 1부산
대학교. 2재료연구소. 3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고려용접봉.

발전용 플랜트 재료인 9Cr-1Mo-V-Nb강의 주요 합금조성(wt. %)은 C (0.08-0.12), Mn (0.30-0.60), Si (0.20-0.50), Cr (8.00-
9.50), Mo (0.85-1.05), V (0.18-0.25), N (0.03-0.07), Ni (max. 0.40), Al (max. 0.02), Nb (0.06-0.10), Fe (bal.) 이며, 용접부
용착금속의 합금조성도 이와 유사하다. 미세조직은 용접 및 용접후열처리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용착금속은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기
지에 Cr-rich M23C6 및 (V, Nb)-rich MX 등의 석출물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9Cr-1Mo-V-Nb 강은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크리
프 변형이 일어나면, Z-phase(Cr(V, Nb) nitride) 석출물이 생성되고 이는 강도 저하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V,
Nb)-rich MX 형태 석출물이 소진되고 Z-phase가 생성되어 크리프 강도를 비롯한 고온 물성이 가속적으로 저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9Cr-1Mo-V-Nb 용착금속의 고온물성 확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합금설계를 통하여 Cr-rich M23C6

석출물 양을 증가시켜 강도를 높이고, 장시간 고온에서 노출되어 생성되는 Z-phase 석출물 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였다. 그리고 용착금속에서 생성되는 탄화물이 고온 인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차세대2-4 | 16:10] 초청강연

1.25Cr-0.5Mo 내열강의 등온가속열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분석: 김명연1, 서진유1, 정우상1, 이영국2, 심재혁1; 1한국과학
기술연구원. 2연세대학교.
Keywords: 1.25Cr-0.5Mo steel, Accelerated degradation, Aging, Precipitates, Replic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온실가스의 감축과 에너지 효율의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20년 넘게 사용된 표준석탄화력시스템의 성능개선사업(retrofit)
을 계획하고 있다. 냉간 재열기 (CRH: Cold-Reheater) 배관은 낮은 설계 온도 (310 oC) 및 압력 (52 MPa)을 고려하여 보일러
출력증강 사업추진의 교체 대상목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변경된 설계 조건에서 기존 소재가 향후에 연속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는 해당 소재의 물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RH의 소재로 사용되는 1.25Cr-0.5Mo 강을 설계 온
도 조건보다 높은 550 oC 에서 15,000 시간 까지 가속열화 하여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열화재의 경도 값은 열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5,000 시간 열화 이후 페라이트 영역에서 생성된 HCP 구조의 M2C
(M=Mo, Cr, Fe) 탄화물은 석출강화 효과를 일으켜 경도 값이 일정시간 (1000 - 10,000 h) 동안 유지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X선회절 및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M2C 탄화물의 형성 거동을 관찰하였으며, FCC 구조의 CrN과 일정한 결정방위관계를 가지
며 생성됨을 증명하였다. 

[차세대2-5 | 16:30] 초청강연
[100] Directional Alignment of Ni-based Single- Crystal Superalloys to Measure Orientation and Accurate Misfit between

γ and γ’ Phases via High-Resolution X-ray Diffraction: 송승우1, 도정현2, 정인영1, 김창수1; 1한국표준과학연구원. 2한국재료연구소.
Keywords: Ni-based single-crystal superalloy, Orientation, Lattice misfit,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ion

Although it is important to measure the lattice misfit and orientation in Ni-based single- crystal superalloys to predict their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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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exact orientation and lattice misfit owing to deviations between the surface and growth direction
using conventional x-ray diffraction. Therefore, we developed the growth directional alignment method to measure the orientation and
misfit accurately via high-resolution x-ray diffraction. Using this method, we obtained the dominant orientation information both for the
out-of-surface and in-surface directions. Moreover, we could achieve sufficient angular resolution during diffraction to measure the
lattice misfit between the γ and γ’ phases. 

[차세대2-6 | 16:50]

다결정 니켈기 초내열합금 CM247LC의 고온 크리프 특성에 미치는 미세조직의 영향: 김인수1, 최백규1, 정중은1, 도정현1, 석우영1, 이
유화1, 정인용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eywords: CM247LC, conventional cast, microstructure, creep properties

가스터빈과 같은 고온에서 작동하는 부품에 적용하기 위하여 니켈기 초내열합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니켈기 초내
열합금 CM247LC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스터빈의 블레이드 소재로 적용되고 있다. 초내열합금은 제조공정에 따라 다
결정, 방향성 응고, 단결정 합금으로 발전해 왔고, CM247LC 합금은 방향성 응고용 합금으로 개발되었지만 고온 균열 등의 주조
결함을 억제함으로써 일체형 터빈 로터와 같은 다결정 주조품에도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주조용 초내열합금들이 높은 부
피 분율의 γ′ 입자를 기지에 석출시킴으로써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확보한다. γ′ 입자의 크기와 분율, 형상 등은 주조 후 용체화 및
시효 열처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니켈 합금의 기계적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열처리 공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반적
으로 초내열합금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조과정에서 형성된 조대한 공정상들을 최대한 용해시킨 후 다시 석출 시키
므로써 다량의 미세한 γ′들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크리프 변형기구는 온도와 응력에 따라 전위에 의
한 입자전단, 전위상승 등으로 달라지며, 결정립의 형태와 γ′ 입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른 변형 거동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진
공정밀주조 공정에 의하여 다결정 CM247LC 합금을 주조한 후 다양한 형태의 열처리를 통하여 미세조직이 이 합금의 고온 크리프
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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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1-1 | 09:00]

EBSD를 이용한 대구경 내부식성 용접관의 미세조직 분석을 통한 미세조직 불균일성 제어: 박현1, 이우진2, 천임정1, 홍성규1, 김상혁2,
이효종2; 1리녹스(주). 2동아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Keywords: Large-Diameter Tube, Corrosion Resistance, GTAW, Heat Affected Zone, EBSD

플랜트 및 해양 기자재용 내부식성 대구경 용접관 제품에 대해, 용접부와 모재부의 미세조직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미세조직 영
역과 매칭된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사용 중 발생한 용접부를 중심으로 한 형상 열화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된 대구경 관
은 두께가 1.5 mm 이하인 고니켈합금 판재를 가스 텅스텐 아크용접 (GTAW)을 이용하여 접합하여 제작된 것으로, 광학현미경으로
는 그 미세조직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에 EBS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를 이용하여 용접부와 열영향부 (heat
affected zone), 그리고 용접부에서 떨어져 있는 모재부의 결정립 크기를 비교한 결과, 용접부는 용융에 의한 조대한 주상조직이 발
달하였고, 열영향부는 결정립 성장이 뚜렷한 영역과 미미한 영역이 존재하였으며, 모재부는 균일한 크기의 미세한 결정립이 분포하였
다. 미세조직을 분석한 영역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고온 환경에 노출된 시료일수록 경도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
을 통해, 테스트 관 용접 시 과다한 열이 발생하면서 불균일하게 용접되어 소재 내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역시 불균일해졌고,
이로 인해 외부에서 열이 가해질 시 용접부 부근의 변형에 의해 국부적인 형상 열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불균일성을 최소화 하는 용접 공정 조건을 확보하고, 용접 후 추가적인 형상 개선을 위
한 롤 밴딩기를 이용한 교정공정을 적용하여, 치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용접관 제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분석 시 관찰한 용
접부와 모재부 간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불균일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접 후 압연 및 열처리 공정을 추가하는 실험을 실시
하였고, 이를 통해 용접부와 모재부의 미세조직 불균일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집합1-2 | 09:15]
Method Using Image Quality Value Measured by EBSD to Quantify the Degree of Recrystallization in Zirconium Cladding for

Nuclear Fuel: 정태식1, 김윤호1, 이승재1; 1한전원자력연료.
Keywords: EBSD, Image quality, Recrystallization, Zirconium cladding 

In industries, the properties of metallic materials are enhanced through improvement of their microstructure via heat treatment after
processing, and the effect of heat treatments on the microstructure can usually be quantified on the basis of the degree of
recrystallization. Zirconium alloy claddings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when subjected to final annealing after cold-pilgering, exhibit
a recrystallization degree that renders them suitable for in-pile applications. Because the degree of recrystallization can influence fuel
performance, its accurate and simple measurement is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producing nuclear fuel cladding. Recently,
methods for calculating the recrystallization degree us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measurements have been reported, including a calculation method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the image quality values. However, no
studies have been reported on determining the recrystallization degree of zirconium using image quality. To apply this method to
zirconium, we first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microstructural changes and image quality of zirconium cladding. Specifically, we
found that the image quality value was increased by the recrystallization and that the mode, which is the most frequent image quality
value, was observed at a higher position with increasing heat treatment temperature. In addition, larger recrystallized grains led to higher
kurtosis, which is a measure of the degree of sharpness of the image quality distribution. In other words, the appearance of newly
formed microstructures was observed as a change in the image quality frequency distribution, and its shape was analyzed using various
results obtained with the aid of EBSD software (OIM) and previously reported details of the recrystallization behavior of zirconium.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a new calculation formula suitable for recrystallization calculations for a zirconium?niobium cladding tube
was derived and subsequently compared with the calculation formula presented in a previous study. 

[집합1-3 | 09:30]
Effect of Annealing Temperatures on Texture Evolution in High Entropy Alloy Deformed by Cold Rolling: Lalit1, Jaiveer

singh1, Min-Seong Kim1, Shi-Hoon Choi1; 1순천대학교.
Keywords: High entropy alloys, Symmetric Rolling, EBSD, Hardness test, Recrystallization. 

In the present study, a high entropy alloy (HEA) of equiatomic CrMnFeCoNi was processed by vacuum induction melting followed
by cold rolling. In order to break down the coarse cast structure, the homogenized specimens at 1200°/48 hrs were subsequently cold-
rolled to ~80% reduction in thickness to a thickness of ~5 mm. These fully annealed specimens with thickness ~5 mm were used as the
starting materials for subsequent symmetric rolling (SR). The 80% reduction in thickness to a final thickness of ~1mm was imposed in
multiple passes and annealed for a time ranging from 1 min to 1 hr at temperatures varying from 700°C to 1,100°C. This was done to
investigate the evolution of microtexture and recrystallization kinetics during thermo-mechanical processing of HEA. Hardness tests
were also performed for different annealing conditions to optimize the recrystallization behavior. Grain orientation spread(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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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was used to estimate the fraction of recrystallization from partially recrystallized EBSD map.

[집합1-4 | 09:45]
A Preliminary Study on Anisotropic Damage Parameter Using Crystal Plasticity: Youngung Jeong1, Dirk Steglich2; 1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Helmholtz-Zentrum Geesthacht.

Various fracture models based on the decoupled approach have used the damage indicator to quantify the amount of damage
accumulated to the material. The damage indicator is often described by an empirical rule which requires the invariants derived from
stress state. The intrinsic challenge of this approach is ascribed to the difficulty in experimental measurement of the multiaxial stress
state. Yet, the stress state is usually calculated from phenomenological plasticity models calibrated by simple mechanical tests and finite
element analyses. Therefore, the accuracy of the fracture model is limited by that of phenomenological plasticity models. In this talk, an
example using mean-field crystal plasticity, instead of phenomenological plasticity model, is discussed. The method is applied to a
magnesium sheet which exhibits anisotropic failures.

[집합1-5 | 10:00]
Development of Cube-on-face Texture in Fe-Si Electrical Steel induced by Surface Nucleation During Heat Treatment:

Yongkeun Ahn1, Yongkwon Jeong1, Taeyoung Kim1, Nongmoon Hw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texture, non-oriented electricals steel, cube-on-face
Magnetic properties such as iron loss and magnetic flux density of Fe-based electrical steel can be enhanced by controlling

compositions and texture. In general, 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GO) with a strong Goss texture {110} has one-directional magnetic
property and can be used in transformers. The Fe-Si electrical steel with cube-on-face texture with ND // , TD and RD // orientation is
ideal for rotated motor core. Silicon has been added for low iron loss and high magnetic flux density. In this study, development of cube-
on-face texture was investigated in Fe-Si steel, which was conducted under the 2-D stress condition. In order to make a cube-on-face
texture, the surface nucleation was induced by the heat treatment from g to a transformation after contact with alumina plates with
different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This treatment produced high fraction of cube-on-face texture using Fe-1%Si stee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cube-on-face texture development was caused by physical contact or by chemical
reaction with the alumina plates. As a result, the effect of physical contact was made cube-on-face texture. After that, self-load method
was devised to induce surface nucleation as a new method, and we confirmed that a high fraction cube-on-face texture was formed
under this condition. Orientations of grains were examined by inverse pole figure (IPF) map and orientation distribution function (ODF)
of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analysis. The results imply that cube-on-face texture was generated by surface nucleation
which was induced by grain growth and external strain. 

[집합2-1 | 10:25]

새로운 압연방법 등주속이형압연(equal speed asymmetric rolling, ESAR): 정효태1, 최시훈2, 권상철3, 김순태1, 김민성2, 김다빈1, 이
성음2, 이철우3; 1강릉원주대학교. 2(주)솔룸신소재. 3순천대학교.
Keywords: Asymmetric Rolling, Equal Speed Asymmetric Rolling, Texture, Microstructure, Grain Refinement

금속제품의 제조공정에서 압연, 압출, 인발, 단조 등의 1차 소성가공기술들은 오랫동안 연구 개발된 기술들로서 가공공정의 특성과
소재물성의 변화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현재 금속소재부품의 대량생산에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들이다. 기존의 이러한 가공기
술들의 공통적인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대칭적인 가공기술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이와 같은 대량생산이 용이한 대칭적
인 가공기술들의 기술개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동일한 소재에 대한 새로운 재료물성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들로서 다양한 강소성가
공법(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 또는 이주속압연(differential speed rolling, DSR)과 같은 비대칭가공법들이 연구되고 있으
며, 그 결과 소형 시편들에서 혁신적인 재료물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재료물성의 혁신 효과에도 불구하고 SPD 비대칭가공법의
가공특성상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대량생산의 대표적인 가공공정인 압연가공법에 상?하 압연롤 형상
의 차이에 의한 기하학적인 전단변형(geometric shear)을 현격하게 부여하고, 상?하 압연롤의 원주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비
대칭 압연의 특성을 최대화하면서도 기존 대칭압연공정의 대량생산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압연방법인 등주속이형압연(equal speed
asymmetric rolling, ESAR)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을 통하여, ESAR과 기존의 대칭압
연(symmetric rolling, SR), DSR에서의 변형모드의 차이점을 해석하였다. 최근에 다양한 결정구조를 갖는 금속에서의 집합조직 변화
와 결정립미세화에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집합2-2 | 10:40]

압연공정에 따른 Al-1wt% Mg의 변형/재결정 집합조직 발달 메커니즘 규명: 최시훈1, 김민성1, 이성음1, 김정균1, 권상철2, 김순태2, 이
성3, 정효태2, 이지현4, 김환욱4; 1국립 순천대학교. 2국립 강릉원주대학교. 3국방과학연구소. 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eywords: Equal speed asymmetric rolling(ESAR), Al-Mg, Recrystallization, Deformation, Texture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연비절감, 친환경적 운송수단 개발을 위하여 경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l, Mg 합금
과 같은 경량금속을 활용하고자 하며, 고성형성?고강도 합금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고성능 Al 합금 판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의 공정 및 합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1wt% 합금의 판재 제조 시 압연공정 조건에 따른 초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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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직 및 재결정 집합조직의 발달 거동에 대하여 실험적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조와 열연공정으로 제조된 Al합금 판재를 이용하
여 대칭 및 비대칭 냉간압연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칭압연과 달리 등주속 이형압연(equal speed asymmetric
rolling, ESAR) 공정을 활용하였으며, 서로 상이한 직경의 압연롤을 동일한 선속도로 회전시켜 판재의 두께방향으로 비대칭 변형을
효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었다. 광학 현미경(optical microscope, OM)을 이용하여 공정별 변형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XRD(X-ray
diffraction) 및 EBSD(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기법을 사용하여 두께 방향별 거시?미시집합조직을 측정하였다. 서로 상이
한 변형 이력으로 제조된 Al-1wt% Mg 합금을 이용하여 열처리 조건에 따른 재결정 집합조직의 발달 거동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
다. 비커스 경도계(Vickers hardness) 및 EBSD기법을 활용하여 변형 이력에 따른 재결정 거동을 비교하고 재결정 집합조직 발달에
미치는 초기 변형 집합조직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차원 대칭 및 ESAR 공정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압연 공정조건에 따라 나
타나는 변형거동을 비교하고 변형/재결정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냉간 압연 시 공정 조건에
따른 Al-1wt% Mg 합금에 발달하는 미세조직학적 인자의 변화를 실험적?이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변형 및
재결정 집합조직 간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집합2-3 | 10:55]

MADF 공정에서 면단조 및 복귀단조 후 관찰되는 AA1100의 변형띠 형성 기구에 관한 연구: 김민성1, 권상철2, 김순태2, 김환욱3, 이
성4, 정효태2, 최시훈1; 1순천대학교. 2강릉원주대학교. 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국방과학연구소.
Keywords: Multi-axial diagonal forging, AA1100, Deformation band, Texture, Microstructure 

다축대각단조(multi-axial diagonal forging, MADF)는 정육면체 소재의 면과 수직하는 방향의 면단조(plane forging, PF), 대각선
방향의 대각 단조(diagonal forging, DF) 그리고 각각의 복귀 단조(return plane/diagonal forging, R-PF/DF)로 구성되어 있다. 총
4가지 단조 공정을 단계적으로 1 cycle(12 pass) 수행하여 공정 전×후 시편의 형상 변화 없이 재료에 변형 및 결정립 미세화를 부
여할 수 있는 강가공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조공정 시 AA1100의 변형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 발달 거동에 미치는 변형이력의 영
향을 실험적×이론적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주조 후 면단조 및 복귀단조로 제조된 AA1100을 이용하여 중심부 영역에 발달하는 변형
미세조직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전자후방산란회절(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기법을 활용하여 변형 조건에 따
른 미시집합조직을 측정하였으며 Kernel 평균불일치각(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KAM) 분석법을 통하여 AA1100의 변형 미
세조직 및 집합조직 발달 거동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복귀단조 후 중심부 영역에서 띠 형태의 변형띠(deformation band, DB)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미소역학적 형성기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다 정밀한 변형조직 및 집합조직 분석을 위하여 집속이
온빔(focused ion beam, FIB) 및 transmission Kikuchi diffraction(TKD)기법을 결합한 t-EBSD기법을 활용하였으며, t-EBSD의 결
과에서 얻어진 변형 결정립 내 아결정립(subgrain)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사투과전자현미경(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EM)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초기 미세조직 및 결정학적 방위를 고려한 결정소성 유한요소법(crystal
plasticity finite element method, CPFEM)을 활용하여 변형이력에 따른 DB 발생기구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단조공정 시 변형이력에 따라 AA1100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DB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CPFEM 결과를 이용하여 DB의
생성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었다. 

[집합2-4 | 11:10]

ISO EBSD 분석 표준 제정 활동 소개 (EBSD를 이용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기계적 손상 평가를 위한 어긋남각 분석): 강
주희1; 1재료연구소.
Keywords: ISO Standar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Austenitic stainless steel, Mechanical damage, Misorientation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각국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1947년
출범되어 나라마다 다른 산업, 통상 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SO은 2019년 현재 164개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783개의 기술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TC202 Microbeam
analysis 위원회는 전자를 입사빔으로 사용하고 전자와 광자를 감지하는 분야의 측정, 파라미터, 방법, 기준 물질에 대한 표준을 관장
하고 있으며, 고체의 조성과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ISO/TC202에서 제정된 전자후방산란회절(EBS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분석 관련 표준은 ISO 24173 (Microbeam analysis – Guideline for orientation measurement using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과 ISO 13067 (Microbeam analysis –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 Measurement of
average grain size)가 있다. 현재 제안된 표준인 Working group 9 “Guideline for misorientation analysis to assess mechanical
damage by EBSD” 제정 활동에 한국 대표 전문가로 저자가 참여하게 되어, 제안된 표준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전문가 및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집합2-5 | 11:25]

반복 굽힘 변형 시 연성 동박 적층판(FCCL)의 변형 및 파괴거동에 미치는 미시집합조직의 영향 연구: 박기성1, 최시훈1; 1국립 순천

대학교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Keywords: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fracture, Synthetic 3D Microstructure, Fast fourier transform, microtexture

연성 동박 적층판(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FCCL)의 굽힘 피로 변형 시 Cu층에 미치는 변형 및 파괴거동이 전기적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반복 굽힘 시험(cyclic-bend testing)을 통하여 구리 층의 전기 저항(electrical
resistance) 특성과 Cu층의 변형 및 파괴와의 상관관계를 실험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을
이용하여 반복 굽힘 변형 시 Cu층의 변형 거동(deformation behavior)을 이론적으로 모사하였다. 그 결과 Cu층 내 미소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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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rack)의 전파 메커니즘은 결정립계(grain boundary, GB) 및 쌍정계(twin boundary, TB)와 같은 미세조직 특성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반복 굽힘 변형 시 Cu층에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률 분포 (stress/strain distribution)를 이론
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굽힘 피로 변형 시 Cu층의 결정립 형상(grain morphology), GB와 TB와 같은 미세조직 특성이
Cu층에 발생하는 균열 생성 및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원 미세조직 기반으로 실험 및 해석을 수
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BSD기법을 활용하여 Cu층의 결정학적 방위를 통계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DREAM.3D 활용하여 가상의 3차원 미세조직(synthetic 3D microstructure)을 생성하여 대표체적요소(representative volume
element, RVE)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3차원 FEA를 수행하기 위해 생성한 3차원 미세조직 기반의 RVE를 활용할 경우 요소 수
(number of element)와 해석에 필요한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미세 조직의 복잡성 및 크기를 반영하는데 상당히 긴 계산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미세조직 기반의 RVE를 활용하여 기존 FEA의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 기반 다결정 모델(Polycrystal model)을 사용하여 FCCL의 Cu층의 미소역학적 변형 및 파괴거동
에 미치는 미시집합조직(microtexture)의 영향을 이해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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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1-1 | 13:00]
P2-Na2/3MnO2 by Co Incorporation: As a Cathode Material of High Capacity and Long Cycle Life for Sodium-Ion

Batteries: 명승택1, Aishuak Konarov1; 1세종대학교.
Keywords: Layered structure, Structural stability, P2-type, Cathode, Sodium, Battery

The P2-Na2/3MnO2 compound is one of the attractive cathodes for sodium-ion batteries due to its high initial capacity and abundance
of Na and Mn elements in nature. The existence of Mn3+ Jahn–Teller ion, however, impedes electrode performance for long term. Here,
we challenge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Jahn–Teller distortion caused by Mn3+ in the structure, via substitution of Mn3+ by Co3+ in P2-
Na2/3[Mn1–xCox]O2 (x=0–0.3). The P2-Na2/3[Mn0.8Co0.2]O2 compound substantializes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with a capacity
of about 175 mAh g–1 (26 mA g–1) and retained over 90 % of its initial capacity for 300 cycles at 0.1 C (26 mA g–1) and 10 C (2.6 A g–1).
The operando X-ray diffraction study indicates that a single-phase reaction is associated with the insertion of sodium ions into the
structure, accompanied by a small volume change of approximately 3 %. Furthermore, ex situ X-ray diffraction and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results show that the crystal structure remained after 300 continuous cycles. It is believed that such
good electrode performances attribute to the structural stabilization assisted by the presence of Co3+ in the crystal structure. Our finding
provides a way to take advantage of low-cost Mn-rich cathode materials for sodium-ion batteries. The details will be presented in the
conference. 

[에너지1-2 | 13:15]

Diffusion along dislocations mitigates self-limiting Na diffusion in crystalline Sn: 변영운1, 안재평2, 이재철1; 1고려대학교.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ywords: Diffusion, Na-ion battery, crystalline Sn, in situ experiment, TEM 

배터리 충·방전 사이클 동안 합금 계 음극에서 발생하는 잔류응력은 이온의 자발적인 확산을 억제하고 때로는 음극 내로의 이온의
완전한 침투(full penetration)를 제한한다. Self-limiting diffusion (SLD)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배터리의 성능을 저하할 뿐만 아니
라,동시에 음극 재료에서 전기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배터리의 실제 용량을 이론값보다 현저히 낮추는 주된 원인
으로 작용한다.본 연구에서는 결정질Sn을 음극 재료로 사용할 때, Na의 빠른 확산과 함께SLD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FIB을 이용한 실시간 확산 실험 및TEM을 통한 미세구조 관찰은 확산에 따라 이동하는 반응계면 근처에서 발생한 응력이 아직 반
응하지 않은Sn영역에 고밀도의 전위 구름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었다.이러한 전위는 파이프 확산의 통로로 작용함으로써Na이온
이 결정질Sn으로 확산하는 것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잔류 응력 축적을 완화함으로써SLD거동을 완화하고,결정질Sn을 고속 충전이
가능한 음극 물질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 연구의 결과는SLD거동의 원인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를 위한 높은 속도성능을 갖는 음극 재료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제공한다.

[에너지1-3 | 13:30]

Effect of Li Concentration-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on Diffusion Induced Stresses of a Sn Anode: 남현균1, 홍충
수1, Nadeem Qaiser2, 한승민1; 1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2한국과학기술원 EEWS대학원.
Keywords: Sn anode, volume expansion, stress, concentration-dependent material property, simulation 

Sn is one of promising anode materials with high theoretical capacity for Li ion batteries. Typical anode materials with high capacity
expand up to 300% in lithiation process, and this severe volume expansion leads to pulverization of anode materials, hence capacity
fading. However, since Sn has low elastic modulus and yield strength, applied stress by volumetric strain can be effectively relaxed via
plastic deformation. Furthermore, creep behavior at ambient temperature and low melting temperature of Sn also contribute to the stress
relaxations. Material properties, therefore, are important parameters for stress evolution by volume expansion. However, in lithiation
process, material properties of Sn are varied due to phase transformation of Sn that lead to transition in stress state of Sn anode. In this
study, effect of concentration-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in stress evolution of Sn micropillar was numerically analyzed by finite
element method simulation. Simulation results using concentration-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indicated completely different failure
mode in comparison to those using concentration-in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In order for crack propagation to occur, tensile hoop
stresses are needed, and this was found to be at the surface rather than the core of the pillar when concentration-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were incorporated. In addition, failure of Sn micropillar due to tensile hoop stress at the surface is experimentally
demonstrated, where the critical size for failure of Sn micropillar was determined to be 5.3mm at C/10 charging rate. 

[에너지1-4 | 13:45]

상온형 소듐/황 전지용 황-폴리아크릴로니트릴 나노선 전극의 제조 및 전기화학적 특성평가: 성민준1, 김희훈1, 조권구1, 안주현1, 김기원1, 남
태현1, 안효준1; 1경상대학교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에너지재료
Room 320B, 10월 23일 



82

Keywords: 2차전지, 소듐-황 전지 
최근 전자기기는 노트북, 휴대폰 등과 같이 보다 뛰어난 휴대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기기의 에너지
원으로 보다 가벼운 무게와 큰 용량을 가지고 유연성이 있는 전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전지는 리튬
이차전지이다. 하지만 리튬은 한정된 매장량으로 가격의 상승이 예견된다. 이에 따라 소듐/황 전지가 차세대 전지로 각광받고 있다.
소듐/황 전지는 소듐과 황의 저렴한 가격과 황의 높은 이론용량(1230 mAh/g)을 바탕으로 높은 이론 에너지 밀도(1230 Wh/Kg)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간 생성물인 고차원의 폴리설파이드가 전해질에 녹아 나오는 점과 황의 절연체적 특성의 단점을 가진
다. 이러한 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황-폴리아크릴로니트릴 복합물이 보고되었다[1,2]. 황-폴리아크릴로니트릴 복합물은 전기방사
를 이용하여 유연성을 가지며, 도전재와 바인더를 첨가하지 않은 웹 전극으로 제조 가능하다. 전기방사 조건에 따른 황-폴리아크릴로
니트릴 복합물 전극의 특성을 평가해보았다.
참고문헌
1. Icpyo Kim, Chang Hyeon Kim, Sun hwa Choi, Jae-Pyoung Ahn, Jou-Hyeon Ahn, Ki-Won Kim, Elton J. Cairns, Hyo-
Jun Ahn, Journal of Power Sources (2016), 307, 31-37.
2. Tae Hoon Hwang, Dae Soo Jung, Joo-Seong Kim, Byung Gon Kim, and Jang Wook Choi, Nano Letters (2013), 13,
4532-4538. 

[에너지1-5 | 14:00]

Controllable Charge Capacity Using a Black Additive for High-Energy-Density Sodium-Ion Batteries: 조창흠1, 명승택1;
1세종대학교.
Keywords: battery, sodium, additive, NaNO2, cathode

Sodium-deficient P2 or P′2 type layered materials are known to deliver high capacity with acceptable capacity retention. However, the
initial charge capacity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discharge capacity because of the insufficient amount of sodium in their crystal
structure, hindering practical application of these materials as cathodes in sodium-ion batteries (SIBs). This limitation can be overcome
by introducing a sacrificial salt additive, which participates in the electrochemical oxidation reaction by releasing enough sodium ions to
compensate for the insufficient sodium content in the cathode material. Herein, the sacrificial salt NaNO2 was blended with a high-
capacity orthorhombic P′2 type Na2/3[Co0.05Mn0.95]O2cathode material, increasing the initial charge capacity from 154 to 210 mA h g−1.

During electrochemical oxidation, the NaNO2 was oxidatively decomposed by the following reaction: NaNO2→ NO2 + Na+ + e−, where
NO2 is an oxidizer that enables full desodiation to Na0[Co0.05Mn0.95]O2. The first coulombic efficiency of Na2/3[Co0.05Mn0.95]O2 was
improved from 1.38 to 0.98 by virtue of the sacrificing and oxidizing roles of NaNO2.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introduction
of NaNO2 as an additional sodium source in cathodes can open new opportunities for the adoption of sodium-deficient cathode materials
in practical SIBs. The details will be presented in the conference. 

[에너지1-6 | 14:15]
Hollandite-type VO1.75(OH)0.5: Effective Sodium Storage for High-Performance Sodium Ion Batteries: JaeHyeon Jo1, Seung-
Taek Myung1; 1Sejong University.

Keywords: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Hollandite, intercalation, sodium batteries, Operando XRD
Lithium-ion batteries (LIBs) have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as high-energy-density rechargeable power sources for electric

vehicles and large-scale energy storage applications. Although LIBs have been successfully commercialized in the world battery market,
the expected shortage of lithium resources resulting from the ever-increasing demand for LIBs needs to be addressed. This issue has
accelerated the search for alternative power sources such as sodium-ion batteries (SIBs), which are emerging as promising candidates to
replace LIBs. Sodium is one of the most plentiful resources on earth: thus, SIB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because of their low cost
as well as their competitiveness in terms of energy density versus LIBs. However, the ionic size of Na+ (1.02 Å) is larger than that of Li+

(0.76 Å), which affects the phase stability, transport properties, and interphase formation. The low standard redox potential of sodium
(−2.71 V vs. standard hydrogen electrode (SHE)) compared with that of lithium (−3.04 V vs. SHE) is another demerit of SIBs: hence, a
high capacity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low operation voltage to approximate the energy density levels of LIBs. Thus far,
various types of electrode materials have been suggested as cathode materials for SIBs, including Na2/3MnO2, Na2/3[MxMn1−x]O2 (M:
transition metals), NaCrO2, α-MnO2, and Na3V2PO3. Vanadium oxides (VxOy) is of interest because of the wide range of oxidation states
available from +2 (as in VO) to +5 (as in V2O5), which affects the structural, electrochemical, and magnetic properties. This property
has led to the application of vanadium oxides in catalysts, chemical sensors, and energy storage devices such as rechargeable lithium
batteries. Herein, we introduce new nanosized hollandite-type VO1.75(OH)0.5 as a novel cathode material for Na-ion batteries. Structural
investigation based on X-ray diffraction (XRD), neutron diffraction (ND), and Rietveld refinement suggests the presence of numerous
vacant sites for Na+ intercalation and structural information on hydrogen in the VO1.75(OH)0.5. All of the possible Na+ sites and tunnel-
type Na+ diffusion pathways along the c-axis are confirmed by bond-valence-sum analyses. The nanosized hollandite-type VO1.75(OH)0.5

delivers an unexpectedly high specific capacity of approximately 351 mAh g−1 at 15.5 mA g-1 in the voltage range of 1.0–3.7 V (vs. Na+/
Na), which agrees well with the results predicted by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In addition, combined studies using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and several experimental techniques including in-situ operando X-ray diffraction and ex situ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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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 that the nanosized hollandite-type VO1.75(OH)0.5 undergoes a single-phase reaction with a capacity retention of 71% over 200
cycles. Furthermore, the open structure and nanosized particles of hollandite-type VO1.75(OH)0.5 contribute to its excellent power
capability with 56% of the capacity measured at 0.05C being delivered at 7C. These results indicated the outstanding cyclability of
NaxVO1.75(OH)0.5 as a promising cathode material for SIBs. We believe that our novel approach will provide insight for the discovery
and understanding of novel electrode materials for not only SIBs but also other rechargeable batteries.

[에너지1-7 | 14:30]
Development of Super Na Ion Conducting Ceramic and its Application on Seawater Battery: Wooseok Go1, Youngsik
Kim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Seawater battery, Solid electrolyte, NASICON
For the wide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energy storage system (ESS) is essential. Seawater battery (SWB) is having attention for

large scale ESS system due to low cost and environment friendly. The SWB utilized Na+ of seawater and SWB consists of seawater,
cathode current collector, solid electrolyte, organic electrolyte and anode. The solid electrolyte does critical role for selective Na+

transfer. For the effective Na+ transfer, high ionic conductivity (~1x10-3S/cm), chemical stability against seawater, 0~5V electrochemical
window, thermostability (4~25oC) and strong mechanical strength is required. So far, Hong-type NASICON (Na3Zr2Si2PO12) has been
used as solid electrolyte due to its reasonable ionic conductivity (~5x10-4S/cm) and higher chemical stability than sodium beta alumina.
However, the Hong-type NASICON suffer from secondary ZrO2 phase which inhibits Na+ transfer lowering ionic conductivity. In order
to reduce the ZrO2 phase, Na3.1Zr1.55Si2.3P0.7O11 composition was proposed by V. von Alpen in 1981.  This Von-type NASICON is
known to have high ionic conductivity (>1x10-3S/cm) with less ZrO2 phase and more amorphous phase than Hong-type NASICON.
Since the amorphous phase is known to unstable to water, Von-type NASICON has never been applied into electrochemical devices
especially with aqueous solutions. But recent study showed that the amorphous phases are stable in seawater due to seasalts.
Therefore, in this study, Von-type NASICON (Na3.1Zr1.55Si2.3P0.7O11) is rediscovered as solid electrolyte for SWB. The Von-type
NASICON pellet was synthesized by solid-state reaction and resulting pellet had high ionic conductivity (>1.5x10-3S/cm) with less ZrO2

phase as reported in the previous studies. But in contrast to the previous studies, competitive seawater stability was exhibited. Also,
when it applied into SWB, the Von-type NASICON showed long cycle life and increased power due to comparable seawater stability
and high ionic conductivity. By this study, Von-type NASICON composition is rediscovered and is expected to extend application. 

[에너지2-1 | 14:55]

탄소나노튜브 (CNT) 도전재 기반 고에너지 밀도 리튬이차전지 개발: 유정근1, 이강은1; 1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

Keywords: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양극, 도전재, 카본나노튜브 
리튬이차전지의 적용이 소형기기에서 중대형 (ESS, EV) 용 확대됨에 따라, 주행거리, 사용시간을 늘릴 수 있는 고에너지 밀도의
전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고에너지 밀도 전지 설계를 위해서는 전지를 구성하는 전극 소재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그 중 고용량의
활물질 개발이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중인 Ni-rich NCM계 양극 활물질, 실리콘 기반 음극 활물질의 경우
표면 부산물 이슈 및 부피 팽창 문제 등으로 양산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지 업체에서는 활물질 외의 전극 구
성 요소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 중 기존의 도전재로 사용하던 카본블랙(Carbon black)을 높은 비표면적의 도전재로 교체하는 연
구를 진행 중인데, 고비표면적의 도전재를 사용할 경우 전극 내 도전재 함량을 줄여 활물질의 로딩량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비표면적의 도전재 중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의 경우 기존 Carbon black 대비 가격 경쟁력 및 생산량이 확보되어 기
존 carbon black 안정적으로 대체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NT 적용에 있어 CNT분산액, 슬러리, 전극, 전지 성능까
지의 물성 확인을 통해 CNT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에너지 밀도 설계를 위한CNT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Percolation threshold 계산을 통해 적정 CNT 함량을 도출해내고, CNT 분산액 물성이 슬러리에 끼치는 영향을 슬러리 유변물성
(shear viscosity, 점탄성) 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CNT/바인더 의 기계적 강도와 셀 성능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셀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슬러리 유변물성 기반의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통해 전극 품질을 예
측하고자 하였다. 

[에너지2-2 | 15:10]
Development of Novel Cathode Materials with Superior Energy Densities Using First-Principles Calculation and Structural

Analyses : 김종순1; 1세종대학교.
Keywords: Na ion batteries: Cathode, First-principles calculation, Operando XRD

Renewable energies play important roles in resolving recent environmental issues associated with global climate change. To date,
lithium-ion batteries (LIBs) are the major power sources for portable electronics and are currently used to power vehicles and to store
electricity generated from power plants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Although the merits of the current LIBs are undeniable, the
depletion of lithium sources implies that alternatives to LIBs should be sought to help satisfy the rapidly growing public demand for
rechargeable batteries. Because of the low cost and wide distribution, the interest in sodium-ion batteries (NIB) as a substitute for LIBs
in particular energy storage applications has surged. Cathode materials for NIBs that are comparable to those of LIBs regarding capacity
and retention have been recently investigated to many researchers in the world. [1-3] We designed several cathode materials tha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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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 a reversible intercalation–deintercalation reaction and achieve superior sodium storage performance for the first time. First-
principles calculation and X-ray diffraction with Rietveld refinement are combined to verify the details of the sodium storage
mechanism and to optimize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electrode materials. We believe that our findings will open up new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athode materials for sodium storage with high energy density, high power, and low cost. 
References [1] Nano Energy, 2019, 59, 197-206 [2] Adv. Energy Mater., 2019, 1803346 [3] Energy Storage Mater., 2019, In Press, DOI:
10.1016/j.ensm.2019.07.013 

[에너지2-3 | 15:25]
Microstructures and Magnetic Properties of High Density Sm(Fe0.8Co0.2)11Ti Bulk Magnetic Materials: Jihoon Park1, Hui-
Dong Qian1, Jung Tae Lim1, Jong-Woo Kim1, Chul-Jin Choi1;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eywords: Permanent magnet, ThMn12, Maximum energy product 
Iron-rich rare-earth (RE) alloys with tetragonal ThMn12 structure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as a potential high performance

permanent magnetic material due to its high saturation magnetization of 1.43 T, anisotropy field of 10.9 T and Curie temperature of 800
K [1]. However, its low intrinsic coercivity prohibits its use as a permanent magnetic material. In addition, phase decomposition and
grain growth during sintering and high pressure compaction degrade the magnetic properties of bulk samples. Therefore, in this work,
we have developed a new fabrication method to produce microstructure refined high density Sm(Fe0.8Co0.2)Ti bulk magnet. Amorphous
Sm(Fe0.8Co0.2)11Ti ribbons were prepared by arc-melting raw material pieces and melt-spinning. The melt-spun ribbons were ground and
pressed to produce green bodies, and the green bodies were annealed at various temperatures and times ranging from 800 to 1000 oC and
10 to 30 min, followed by quenching. Here, the purity, density, and magnetic properties were controlled by optimizing pressing,
annealing, and quenching conditions. The fabricated high density Sm(Fe0.8Co0.2)11Ti bulk sample (7.72 g/cc: 99.3%) exhibits high purity
ThMn12 phase of higher than 93 %,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 low density pellet sample of about 84 %. The saturation and remanent
magnetizations are higher than the reported data, which results in greater maximum energy product (BH)max of 8.65 MGOe than the
reported 5 MGOe [2].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BH)max is the highest value with composition of Sm(Fe-Co)Ti without any Zr,
La, Ce, V, etc. doping. The details of the fabrication procedure, microstructure and magnetic properties will be discussed.  References
[1] P. Tozman, H. Sepehri-Amin, Y. K. Takahashi, S. Hirosawa, K. Hono, Acta Materialia, 153, 354 (2018). [2] T. Saito, F. Watanabe,
and D. Nishio-Hamane,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773, 1018 (2019). 

[에너지2-4 | 15:40]

Nanoporous Sn/SnOx as a Fracture Resistant Anode for Lithium Ion Batteries: 한승우1, Wok Sik Kim1, Seung Min Han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Keywords: Sn anode, fracture resistant, porous structure
Sn is being considered as one of the promising active material for Li ion battery anode due to the high theoretical capacity in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graphite. However, Sn experiences large volume changes upon lithiation and delithiation that can cause
pulverization thereby reducing its cyclability. In this study, a new nanoporous design that consists of Sn/SnOx structure is proposed to
overcome this problem where the nanoscale Sn ligaments allow for reduction in the Li ion diffusion distance, which leads to reduction
in concentration gradient and consequently diffusion induced stresses. SnOx layers are converted into Li2O layers to react with Li+ ions
and the formed Li2O layer suppresses volume expansion of Sn ligaments: Sn core is then allowed to plastically deform and creep that
results in stress relaxations to prevent fracture while also stabilizing the SEI formations via minimal dimensional change. Effect of
variation in thickness of formed SnOx layers with by changing the annealing temperature on the cyclic life will be analyzed to determine
optimal thickness of SnOx layer for Li ion batteries. Nanoporous structure with SnOx layer more than 15nm shows near 98.5% of
coulombic efficiency and 80.2% of capacity retention at 35 cycle: It shows the more stable electrochemical results than one with 2~3nm
SnOx layer.

[에너지2-5 | 15:55]
A Composite Solid Electrolyte of Poly(Propylene Carbonate) and Li1.5Al0.5Ge1.5(PO4)3 for All-Solid-State Li-ion Batteries:

성봉준1, Pravin N. Didwal1, 박찬진*1; 1전남대학교.
Keywords: composite solid polymer electrolyte, PPC, LAGP filler, All-Solid-State Battery 

The development of lithium-ion batteries(LIBs) with high energy density and long cyclability is aspired due to the increased needs in
electric vehicles (EVs), large scale energy storage systems (ESSs), and portable devices. Though LIBs have various benefits, the
conventional LIBs using organic liquid electrolyte have suffered from the safety issues related to electrolytes, such as flammability and
volatility of electrolytes, and dendrite growth through porous separator. These issues may be addressed by substituting the appropriate
composite solid polymer electrolyte (CSPE) for the organic liquid electrolyte. Among the numerous polymer electrolytes, poly(ethylene
oxide) (PEO) based electrolyte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However, PEO based electrolyte has some disadvantages, such as
narrow potential window, poor mechanical strength, lithium-ion transference number, and ionic conductivity due to its semi-crystalline
nature. In contrast, poly(propylene Carbonate) (PPC) has attracted attention as an alternative due to its higher ionic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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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ence number, and wider potential window. However, this polymer electrolyte needs support membranes such as poly(propylene)
separator, poly(acrylonitrile) fiber membrane due to week mechanical strength of the PPC. It is a great option to combine a ceramic
solid electrolyte filler into polymer to improve ionic conductivity as well as mechanical strength of the polymer electrolyte. Among the
ceramic fillers, NASICON type Li1.5Al0.5Ge1.5(PO4)3 (LAGP) possesses good stability to moisture, thermal stability, and electrochemical
stability. In this work, we studied the PPC combined with LAGP in aspect of the phys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CSPE for
all-solid-state LIBs. The formation of LAGP phase was analyzed by XRD, SEM. The XRD pattern of CSPE showed PPC peak be more
broaden. This phenomenon indicate PPC become more amorphous. Furthermore, the thermal stability of prepared CSPE was evaluated
using XRD, DSC and TGA. The weight loss percentage in the TGA graph indicated CSPE12 has better thermal stability compared with
CSPE without LAGP. In addition, The CSPE7 exhibited the higher ionic conductivity compared with others, leading to improvement in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all-solid-state LIB composed of Li/CSPE/NCM622. 

[에너지2-6 | 16:10]

Porous N-doped Carbon and Sb Composites for High Performance K-ion Batteries: 기형서1, Rakesh Verma1, 박찬진*1;
1전남대학교.
Keywords: K-ion battery, Anode, Nitrogen doped carbon, Antimony, Composite 

Lithium-ion batteries (LIBs) have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energy storage devices in the past decades with
growing demand for clean and sustainable energy resources. However, rapid growth of LIBs has been restricted due to unevenly
distributed and limited natural lithium resources. Therefore, alternative battery systems to current LIBs are required. Recently,
potassium-ion batteries (PIBs) have been studies intensively due to the benefits of abundant and low cost of raw materials for PIBs.
Moreover, re-dox potential of K+/K (-2.93 V vs. SHE) is lower than Na+/Na (-2.71 V vs. SHE), which indicates higher cell potential and
energy density for PIBs compared with those for sodium-ion batteries (SIBs). Recently, alloy type antimony anode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as a promising anode material for PIBs, since carbonaceous materials have approached its limits of energy
density. Sb has low and suitable potential for alloying/dealloying with K and high specific capacity corresponding to K3Sb phase.
However, the large volumetric change during repetitive cycling leading to pulverization of active materials and resultant rapid capacity
fading. To address the issues, many strategies have been suggested such as nano-sized particles, porous structures, and embedding active
materials into carbon layer, thereby improving the cyclability of Sb-based anodes. In this study, porous N-doped carbon and Sb
composites (NC-Sb(5, 10, 15)) were synthesized through simple pyrolysis route with citric acid and urea as carbon sources and
combined with Sb by simple ball-milling process. The gel complex of citric acid-urea was pyrolyzed in Ar atmosphere for the
carbonization. Moreover, resultant N-doped carbon (NC) was ball-milled with Sb to obtain NC-Sb composite. The crystal structure,
chemical structure, and elemental composition of the NC-Sb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by XRD, Raman spectroscopy, and XPS. The
morphology, microstructure, and porosity were examined by SEM, TEM, and N2 adsorption-desorption method. Furthermore, coin cells
(CR2032) containing NC-Sb anodes were assembled in Ar filled glove box. Effect of the Sb contents on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the Sb-C composites have also been investigated within a potential range from 0.01 to 3.0 V vs. K/K+. The NC-Sb10
electrode delivered high specific capacity of 220 mAh g-1 even after 100 cycles at a specific current of 200 mA g-1. The superior specific
capacity and cyclability are attributed to well distribution of Sb nanoparticles in defective structured carbon layer.  

[에너지2-7 | 16:25]
Enhancing the Coercivity and Thermal Stability of Nd-Fe-B Sintered Magnets by Grain Boundary Diffusion Process:

Sumin Kim1, Hyun-Sook Lee1, Donghwan Kim2, Jong Wook Roh3, Wooyoung Lee1

1Yonsei University. 2Star Group. 3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Permanent magent, NdFeB, grain boundary diffusion, rare-earth
High-coercivity Nd-Fe-B sintered magnets have been widely used in a variety of practic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since their

discovery in1984, but there is still a need to be able to operate magnets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reducing coercivity in high-
temperature environments. In a general way, the coercivity of Nd-Fe-B magnets can be improved by partially replacing Nd with Dy, Tb,
or both. However, due to the high cost and scarcity of these heavy rare-earth elem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lternatives more
economically. One of such alternatives is to reduce the use of heavy rare-earth elements (e.g., Dy and Tb) and minimize the loss of
remanence and energy product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grain boundary diffusion process. The principle of grain boundary diffusion
process is that the heavy rare-earth elements diffuse along the grain boundaries from the surface of the magnet to the inside during the
heat treatment process. In this study, we employed consecutive heat treatment-driven Tb-H diffusion to fabricate large-size Nd-Fe-B
magnets exhibiting enhanced coercivity without any decrease of remanence (Br) and energy product ((BH)max). In detail, the coercivity
of the base magnet increased by 62.7% (from 15.28 to 24.86 kOe) after grain boundary diffusion process, whereas Br and (BH)max

concomitantly decreased by 1.66 % (from 13.89 to 13.66 kG) and 1.43 % (from 46.72 to 46.05 MGOe), respectivel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b-diffused area and coercivity enhancement, we performed a microstructure analysis based on electron probe
microanalysis compositional maps. We have found that core-shell structures generated in a stepwise annealing process successfully
suppressed the nucleation of reverse domains at Nd-rich phase/main phase interfaces and therefore enhanced magnet coercivity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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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ing remanence and energy product . Furthermore, for practical applications in high-temperature environments, we should
consider not only coercivity of Nd-Fe-B magnets but also thermal stability, such as flux loss, temperature coefficients (β), and
squareness. For this reason, we have improved thermal stability parameters as well as coercivity through the changes in heat treatment
conditions and diffusion materials. As a result, we obtained the Nd-Fe-B sintered magnet with a coercivity lower than the maximum
coercivity but with much better thermal stability. 

[에너지3-1 | 16:50]
Highly Efficient Transparent Conducting Electrode with Suppressing Pinhole Formation in Electron Transport Layer for

Flexible Perovskite Solar Cells: 정은욱1, 이건환1, 나종주1, 윤정흠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eywords: transparent electrode: electron transport layer: flexible perovskite solar cells

유연 폴리머 기판 위에 제조하는 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유연 유기 태양전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가벼운 무게와 기계
적 안정성과 함께 기존의 유리 기판 기반 태양전지에서 구현되는 높은 에너지변환효율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차
세대 광전소자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고효율 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효율적인 전하 수송 특성을 가지는 전하 수송층 및 높은 광전 특성을 가지는 투명전극의 개발에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하 수송층과 투명전극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TiO2/Ag(O)/ZnO 구조를 개발
하였다. TiO2/Ag(O)/ZnO 구조는 가시광 영역에서 평균 투과도 88% 이상인 높은 투과 특성과 면저항 8.4 Ω sq-1인 우수한 투명전
극 특성을 보였다. TiO2와 ZnO 사이에 삽입된 Ag(O)가 완전한 연속 박막을 형성함에 따라 전자 수송층 역할을 하는 상부 TiO2

내부에 핀홀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TiO2/Ag(O)/ZnO를 기반으로 제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에너지변환효율이
최대 11.2%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에너지3-2 | 17:05]

Organic-Inorganic Hybrid Piezoelectric Materials for Energy Harvesting Applications: 현동열1, 함성수1, 권유정1, 박귀일1

; 1경북대학교.
Keywords: Piezoelectric, PVDF-TrFE, Energy harvester, Flexible, Nanogenerator 

Flexible piezoelectric energy harvesters (f-PEHs) which can generated the sustainable and long-lasting energy source has attracted a
great interest because it can harvest the electricity from the tiny mechanical/vibrational deformation that are more accessible in almost
everywhere. Recently, for enhancing current and charge performance of f-PEHs, many researchers have proposed the various inherently
excellent piezoelectric nanomaterials or polymers using a simple and cost-effective process. Herein, we develop fully-piezoelectric
nanocomposite using perovskite nanostructures-employed poly(vinylidene fluoride-co-trifluoroethylene) (P(VDF-TrFE)) for a high
performance organic-inorganic f-PEH. Inorganic piezoelectric nanomaterials were synthesized via a facile solid-state reaction. The
hybrid-pizoelectric composite was produced by dispersing the inorganic piezo-materials into organic P(VDF-TrFE) piezo-polymer.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simulations study that this outstanding performance of energy devices attributes to not only the
piezoelectric synergy of piezo-ceramics and within P(VDF-TrFE) matrix but also the effective stress transferability of piezopolymer. We
also characterized the output performance of f-PEH under the periodic bendings and pushing: moreover, demonstrated the practical
application by using the generated electricity from a flexible energy harvester. 

[에너지3-3 | 17:20]

Edge Oxidized Grapehe (EOG) 첨가가 N형 열전 후막 필름 툭성에 미치는 영향: 이기승1, 엄영성1, 김병기2, 김경태1; 1재료연구
소 3D프린팅소재연구센터. 2울산대학교 공과대학.
Keywords: Bismuth telluride, Thermoelectric, Edge oxidized graphene

상온에서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변환 효율이 높은 Bi-Te계 소재는 전원 장치로 적용되며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열
전소자는 두께에 따라 벌크, 후막, 박막으로 구분된다. 벌크형 소자는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워 온도차이를 유지하기 쉬우나, 곡면
영역과 같이 굴곡이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 적용에 제한이 있다. 후막형 소자는 얇은 두께로 인해 플렉서블 열전 모듈로 제작이 가
능하며, 웨어러블 전자 장치 및 사물 인터넷의 전원에 적용된다. 그러나 후막 형태의 소자 내에는 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 전도도가 크게 저하되고 열전 에너지 변환 효율도 또한 저하된다. 따라서, 밀도 증가를 통해 전기적 특성, 열전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형 Bi-Te소재에 전기 전도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Cu 분말을 통해 도핑하였고 또한 전하
의 이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Edge-Oxidized Graphene (EOG)를 첨가하였으며, 유기 바인더로 혼합하여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제
조된 페이스트를 핸드 프린팅으로 후막형태로 성형하였다. 또한 열처리를 통해 유기 바인더를 제거하였다. 결과적으로 Cu 분말의 첨
가로 전기 전도도가 향상되었고, EOG는 전하 이동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BTSe/CuNP
+ 0.5 wt%EOG 후막 소자는 BTSe/CuNP 후막 소자에 비해 전하 이동도 및 전기 전도도가 향상되어 파워펙터가 약 2.4배 높은
1.54×10-3 W/mK2임을 확인하였다. 

[에너지3-4 | 17:35]

C60로 표면처리 된 TiO2 촉매의 자발적인 물 분해를 이용한 수산화 라디칼 생성 연구: 손소담1, 김요한1, 정성철2, 강정수1, 한희준1,
김광수3, 박기복2, 신형준1; 1UNIST 신소재공학부. 2UNIST 물리학과. 3UNIST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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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촉매, 수산화 라디칼, 주사 터널링 현미경, TiO2,물 분해 
TiO2는 광촉매 효과를 이용한 수질 정화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이다. 광촉매 반응을 통해 생성된 OH 라디칼 및 HO2 라디칼
은 유기 오염 물질을 분해하여 수질을 정화한다. TiO2에 자외선을 쬐어주었을 때 전자-정공 쌍이 생성되고 이를 통해 물이 분해되
어 OH 라디칼이 생성된다. Rutile TiO2는 넓은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고 있어서 자외선 영역에서만 광촉매 역할을 하여 빛의 흡
수 범위가 좁고 낮은 광촉매 효율을 나타내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태양광 조건에서의 광촉매 효율을 높이
기 위해 TiO2에 도핑을 하거나 금속이온을 그래프팅하거나 탄소재료 물질로 표면처리를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광촉매 반응은
빛의 세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깊은 물 속까지 도달하지 못하므로 빛이 없는 곳에서의 수질 정화에 대
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과 주사 터널링 분광법(STS)을 사용하여 빛이 없는 환경에서
표면 개질한 TiO2의 촉매 반응에 의한 물 분해에 대해 규명하였다. TiO2의 전자 구조를 조절하기 위해 강한 acceptor역할을 하는
풀러렌(C60)을 활용하였다. C60가 TiO2 표면에 흡착하면 전하이동에 의해 TiO2 표면의 정공 농도가 증가하며 이는 빛이 없는 환경에
서도 자발적인 물 분해를 일으킨다. STS를 통해 TiO2의 휘어진 전도대와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TiO2의 전도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
했고 이는 TiO2 표면에 증가된 정공 농도를 나타낸다. Hall measurement와 계산 결과에서도 TiO2 표면의 정공 농도가 증가한 것
을 확인했다. 물은 TiO2 표면의 정공에 의해 abstractive adsorption을 하여 수소와 수산화 라디칼로 분해된다. STM 이미지에서
C60/TiO2(110)에 물 흡착 시 물 분해 생성물을 확인했고 이는 정공에 의한 산화반응을 통해 물이 분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질
오염 물질 중 하나인 염료를 빛이 없는 조건에서 분해하는 실험에서 TiO2 분말과 비교하여 C60로 표면처리한 TiO2 분말이 우수한
촉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에너지3-5 | 17:50]

셀룰로오스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다공성 티타니아의 광전지 전극소재 연구: 윤용희1, 김소영1, 정철환1, 이선영2, 권재경2, 이원희1; 1세종
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2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Keywords: DSSC, TiO2, cellulose nanocrystal, photoelectric transformation efficiency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주 에너지 공급원으로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로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핵심 소재
라고 할 수 있다.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하는 소재의 종류에 따라 크게 1세대 결정질 실리콘계, 2세대 화합물반도체계 (CIGS,
CdTe), 3세대 유기계(염료감응, 유기박막, 페로프스카이트)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른 태양전지에 비해 비교적
소자의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이 용이하며 친환경적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 sensitized solar cell)의 효율적인 제조 공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저비용과 친환경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DSSC의 가장 큰 단점은 일반적인 실리콘계 태양전지에 비해 효율이 4~7
%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점인데, DSSC의 고효율화 공정을 위해 전자 이동을 담당하는 wide bandgap 반도체인 티타니아(TiO2)를
다공체로 제조하여 염료 흡착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공체 유도를 위한 지지체는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cellulose
nanocrystal, CNC)로 하여 티타니아 제조 후의 비표면적을 230 m2/g 수준으로 최적화하였다.뿐만 아니라, 티타니아 전구체에
molybdenum 전이금속을 도핑하여 UV-Vis 전 영역의 흡광도를 90 %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제작된 DSSC의 빛에 대한 반응성을
제고하였다.  다공성 티타니아의 비표면적, 기공의 분포, 결정성, 흡광도 등과 DSSC 제작에 사용된 염료, 전해질 등의 변수에 따른
DSSC의 광전 변환 효율 분석을 주로 진행하며 최대 8.5 % 이상의 효율을 가질 수 있는 DSSC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에너지3-6 | 18:05]
Tailorable Bifunctional Electrochemical Biomass Reforming and H2 Production with Architecture-Property Relations of

Bimetallic Multilayer Electrodes: Minju Park1, Minsu Gu2, Byeong-Su Kim*2; 1UNIST (울산과학기술원). 2연세대학교.
Keywords: Hydrogen evolution reaction, Biomass reforming, electrocatalyst, Layer-by-Layer assembly, nanoarchitectonics

Hydrogen (H2) is a green energy carrier and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a future sustainable energy. Water electrocatalytic
splitting is considered as an ideal process to generate hydrogen without any byproducts. However, in the process of water splitting
reaction, high overpotential is required to overcome high energy barrier by slow kinetics of oxygen evolution reaction (OER). Moreover,
the co-existence of H2 and O2 gas, which might lead to the formation of explosive H2/O2 mixture, requires additional gas separation
system. Inspired by these limitations, herein, we choose 5-hydroxymethylfurfural (HMF) oxidation reaction to replace OER in water
splitting reaction, which is much thermodynamically favored reaction. Furthermore, we fabricate layer-by-layer (LbL) assembled three-
dimensional (3D) hybrid electrocatalytic electrodes toward simultaneous HMF conversion and H2 production to unravel the effect of
electrocatalytic activity depending on their nanoarchitecture. Nanosized graphene oxide (nGO) is used as a negatively charged building
block for LbL assembly to immobilize two electroactive components, positively charged Au and Pd NPs. We highlight how the internal
architecture of LbL multilayer films can be precisely controlled and affect their electrocatalytic performance in multiple reaction
pathways of HMF oxidation by not only the film thickness, but also the position of each metal NPs within 3D multilayer films. Even
with the identical composition of constituent NPs, they represent highly tunable electrocatalytic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reaction
kinetics as well as diffusion-controlled process by sequential oxidation reaction of HMF, which has not been investigated in other
studies. Furthermore, bifunctional two-electrode electrolyzer coupled on both anodic HMF oxidation and cathodic HER, which was
optimized LbL-assembled films for each reaction, was able to represent outstanding electrocatalytic activity rather than that of water
splitting electrolysis. We believe this concept is potentially extendable to combine HER with many other organic reactions for
establishing valuable electrochemical reform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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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강도1-1 | 09:20]

Study on the Twin Boundary SLiding Occurring in Nanocrystalline fcc Metal: 김성훈1, 박준형1, 김홍규2, 안재평2, 이재철1;
1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
Keywords: : FCC, Nanowire, Deformation twin, sliding, deformation mode

재료가 나노화되면 내부 전위 밀도가 감소하면서 기존의 벌크 단위의 재료가 갖지 않는 독특한 특성들을 나타낸다. 특히 나노 재
료에서는 쌍정의 생성이 용이해지며, 이 쌍정은 재료를 강화시키거나 초소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쌍정이 쌍정면
의 슬라이딩 (twin boundary sliding, TBS)을 통해 소성의 국부화와 파괴를 유발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 결과들
은 Cu 에만 국한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TBS의 발생 에 대해 서로 상이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TBS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나노재료의 소성변형의 주요 인자인 재료의 크기, 방위, 그리고 fault energy를 고려하
여 TBS 발생 조건을 예측하는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이론을 활용하여 기존의 Cu에 대한 결과를 재해석하였다. 그
후, Cu에만 국한된 기존의 결과를 다른 fcc에도 적용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Cu와 SFE조건이 크게 다른 Al에서의 TBS 발생 조
건을 예측하였고 이를 실시간 인장실험을 통해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 이론을 통해 예측 가능한 TBS의 size
dependence를 실시간 인장실험 및 MD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이 이론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였다. 

[재료강도1-2 | 09:40]
Galvanic Corrosion Behavior of an Electrically Assisted Pressure Joint of Stainless Steel and Inconel Alloys: An

Experimental and Modeling Study: Sam Anaman1, Solomon Ansah1, Sung-Tae Hong2, Jong-Sook Lee3, Hoon-Hwe Cho1; 1Hanbat

National University. 2University of Ulsan. 3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Electrically assisted pressure joining, dissimilar joint, galvanic corrosion, corrosion simul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galvanic corrosion behavior that exists between stainless steel (SUS316l) and Inconel (IN718) alloys joined

together by electrically assisted pressure joining (EAPJ) method. The EAPJ joint is immersed in a 3.5% NaCl solution at room
temperature and studied. A finite element model (FEM) is then established using the corrosion parameters from the experiment to
stimulate the corrosion behavior. The results showed that, at the contact area of   the joint, the stainless steel side close to the joint
experiences worse galvanic effect and this effect decreases towards the end as we move away from the EAPJ joint. However, the
Inconel side of the joint stays intact.Additional, grain refinement and high dislocation densities at the joint caused by the EAPJ method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the corrosion rate. 

[재료강도1-3 | 10:00]

Deformation Twinning in Au30Ag70 Alloy Nanowire under Tensile Strain: 김원식1, 황병일2, 한승민1; 1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

공학과. 2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Keywords: Twinning, AuAg, Alloy, Nanowire, Tensile

Defect-free AuAg alloy nanowire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in various plasmonic devices due to their high chemical stability and
broad applicable range of wave length. Alloyed nanowires have different stacking fault energies that can result in different deformation
behavior compared to single element nanowires: however, an in-depth analysis of such material system is yet to be explored. In this
study, a defect-free single crystalline Au30Ag70 alloy nanowires are synthesized by topotaxial growth method and tested in tension using
an in-situ pico-indenter. Deformation twinning that results in superplastic deformation of alloy nanowires is experimentally observed.
The critical dimension of Au30Ag70 alloy nanowires at which transition from ordinary plasticity to deformation twinning is
experimentally determined to be ~333 nm, which is about 2 time larger than that of Au nanowires. Stacking fault energy, which is the
key element determining the deformation mode, of Au30Ag70 alloy nanowires is 21 mJ/m2, which is smaller than that of Au nanowire
with stacking fault energy of 31 mJ/m2. The decrease in the stacking fault energy in the case of the alloy nanowire resulted in
stabilization of deformation twinning to a larger critical dimension before transitioning to ordinary plasticity. 

[재료강도1-4 | 10:20] Canceled

반복중첩접합압연을 이용한 초고강도 벌크 금속-그래핀 멀티레이어 제작: 김대호1, 한승민1; 1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Accumulative roll bonding(ARB), Graphene, Multilayer, Bulk size 

그래핀 복합재료에서는 그래핀의 높은 intrinsic strength와 modulus로 인해 변형시 발생하게 되는 전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뛰어난 기계적 물성의 그래핀을 이용한다면 금속-그래핀 합성 물질에서의 강도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금속-그래핀 구조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작방법은 그래핀 플레이크를 metal
powder와 섞어서 랜덤 복합소재로 만드는 방식이고 이 방식은 속도가 느리거나 과정이 복잡하여 쉽게 제작하기 힘들며 벌크화했을
때 높은 강도를 얻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속 위에 그래핀을 균일하게 코팅한 후 멀티레이어로

재료강도
Room 321A,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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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고 그래핀의 sliding effect를 이용하여 air-spray 방법으로 금속 위에 그래핀 플레이크를 도포
한 후 Accumulative Roll Bonding (ARB) 기법을 이용하여 bulk size의 균일한 멀티레이어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멀티레이어를
FIB를 이용하여 그래핀의 영향으로 인한 입자의 단면적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덴터로 미세 압축 실험을 진행하여 제작된 금속-그래핀
멀티레이어의 강도 강화 효과를 확인하였다. ARB기법을 통해 layer 당 수십nm의 나노 스케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멀티
레이어 제작 방법과 비교하면 멀티레이어를 훨씬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된 멀티레이어는 단위 무게 및 부피 대비 우수
한 강도를 가지므로 이러한 특성이 요구되는 항공우주산업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재료강도1-5 | 10:40]

나노포러스 금의 인장 및 압축에 따른 기계적물성과 리가먼트 크기 효과에 관한 분석: 전한솔1, 김주영1; 1UNIST.

Keywords: 나노포러스 골드, 디얼로잉, 기계적물성
나노포러스 금(Nanoporous gold)은 나노크기의 리가먼트(고체 부분)와 기공으로 구성된 복연속성(bicontinuous)의 open-cell 구조를
가지는 소재로서, 낮은 상대밀도와 높은 비표면적 특성으로 인해 촉매, 센서, 엑추에이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재료
이다. 나노포러스 금의 상용화를 위한 기계적 물성 평가와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노포러스 금의 뼈
대를 이루고 있는 리가먼트(ligament)의 크기가 나노스케일(nano-scale)인 점에서, 나노역학에서의 크기 효과(size effect)와 마찬가지
로, 나노포러스 금의 리가먼트(ligament) 크기가 작아질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리가먼트 크기 효과(ligament size effect)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보이고 있다. 나노포러스 금의 기계적 물성은 nanoindentation 시험법을 통해 많은 분석이 이루어 졌지만,
nanoindentation을 통해 계산된 경도 값을 항복강도 값으로 정확히 변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순수한 항복강도 측정을 위한 기
존 인장 또는 압축 실험의 경우, 재현성과 통계성을 띄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가먼트 크기 효과에 관한 객관적이며
심도있는 분석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안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를 통한 다양한 리가먼트 크기를 가지는 나노포러
스 금 시편을 제작한 뒤, 인장 및 압축실험을 통한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고 이와 더불어 리가먼트 크기가 나노포러스 금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디얼로잉(dealloying) 공정을 통해 제작된 나노포러스 금을 다양한 열처리 조건을 통해 리가먼트 크
기를 제어하였으며, 기계적 물성에 외부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결정립계,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닐링을 통해 결정 크기를 최대
화 하였고, 미소크기를 가지는 시험편을 제작하여 모사-단결정을 가지는 인장 및 압축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전자주사현미경(SEM)에
서의 PtoP(Push to Pull) 디바이스를 이용한 실시간(in-situ) 인장실험 및 플랫펀치 팁(Plat-punch tip)을 이용한 나노인덴터에서의
압축실험을 통해 나노포러스 금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고, 본 실험에서의 인장 및 압축 특성 차이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리가먼
트 크기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재료강도1-6 | 11:00]

스트레처블 전자소자의 배선재료로 응용 가능한 구리-비결정성금속 다층구조의 제조 및 기계적 거동 분석:  황경석1, 박선영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Keywords: 스트레처블, 전자소자, 구리, 비정질금속, 다층구조
최근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디스플레이나 이를 활용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또는 다양한 스트레처블 전자소자를 구현하기 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들어가는 전자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배선재료로는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는 금이
나 구리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형 전자소자에서는 대부분의 응력이 배선재료에 집중되어, 배선재료의 높은 기계적
신뢰성이 필요하다. 반면 기존에 사용되는 금 또는 구리는 매우 작은 탄성 변형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기계적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도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형 전자소자의 상용화를 위한 근본적인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탄성 변형 한계와 높은 전기 전도도를 함께 가
지는 재료를 배선재료로써 사용하며, 잘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따라서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구리와 함
께 비결정성금속을 적층하여, 높은 전기전도도와 높은 기계적 신뢰성을 가지는 재료를 제작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조를
위해서 스퍼터링을 사용하였으며 비결정성금속의 두께를 변화시켜 기계적,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두 가지 방법(4침법, 패
터닝을 사용한 2침법)으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고 실시간 일축 인장실험을 통해서 기계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스트레처블 기
판 위에 본 재료를 제조하고 반복 신축 이후의 저항 변화와 재료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재료강도1-7 | 11:20]

원자층 증착법으로 증착한 비정질 알루미나 박막의 저온 합성 및 기계적 물성 분석:  우정현1, 김시훈1, 안승민1, 박선영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Keywords: 비정질 알루미나, 원자층 증착법, 인장 실험 
플렉시블 소자는 기계적 변형이 가능한 소자로 기존의 유리 기판을 사용했던 소자와는 다르게 대부분 유연성을 가지는 유기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재료를 사용할 경우 유연성은 뛰어나지만 수분과 산소에 취약하여 공기 중에 노출되면 열화현상이 발생하게 된
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기 중의 수분을 막아주는 봉지재료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수분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핀 홀과
같은 결함이 최소화되는 고밀도의 봉지재료를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자층 증착법을 사용하였다.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하여 증
착한 알루미나 박막은 비정질 구조로 증착되며 높은 밀도와 균일성을 갖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소자의 절연층 및 봉지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높은 증착온도와 인장 취성 거동으로 인해 플렉시블 소자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원자층 증착법의 저온공정 기술 개발과 유연성 향상을 위한 나노 스케일에서의 물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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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취성 거동을 갖는 세라믹 재료들도 재료의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재료 내부에 결함을 포함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
에 따라 강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자의 열적 변화를 막기 위해 고밀도 박막이
증착 가능 한 저온(<100oC) 공정 개발과 알루미나 박막의 인장 물성을 분석하였다. 전기적 칼슘 실험을 통해 WVT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값을 측정하여 봉지재료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두께에 따른 인장 물성을 측정하여 강도 및 연신율의 변
화를 분석하였다. 인장 시험편은 push-to-pull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접속이온빔장비로 패턴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인장 시험편을 가
지고 SEM 장비 안에서 시험편에 인장 변형이 가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재료강도2-1 | 13:00]

직수냉각 핫스탬핑된 보론강의 템퍼링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특성: 박현태1, 권의표1, 임익태2, 박현경3;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

북지역본부. 2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3(주)동해금속 기술연구소.

Keywords: 핫스탬핑, 열간성형, 고강도강, 보론강, 템퍼링
최근 자동차 산업의 기술발달로 경량화와 고강도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냉간성형의 스프링백과 1.5GPa이상의 고
강도 제품을 만들기 힘든 단점을 보완한 열간성형(Hot stamping, Hot press forming) 부품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열간성
형 판재의 경우 인장강도를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취성 증가를 동반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반적으로 템퍼링을 진
행하여 인성 및 항복강도를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두꺼운 소재(3.2t)의 고강도화를 위해 직수냉각 핫스탬핑 기술을 적용하여 소
재를 성형하였고, 템퍼링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특성을 분석하였다. 

[재료강도2-2 | 13:20]

마르텐사이트가 포함된 소부경화강의 항복 및 시효 거동: 이승완1, 이상인1, 홍태운1, 한상호2, 박경태3, 황병철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2포

스코 기술연구소. 3한밭대학교.
Keywords: bake hardening steel, strain aging, martensite volume fraction, aging index

소부경화강(bake hardening steel)은 극저탄소강에 침입형 원소를 적절히 첨가하여 도장 소부 후 항복 강도가 증가하도록 설계한
강재로서, 일반 철강 소재에 비해 내덴트성(dent resistance)이 우수하기 때문에 hood, door outer 등과 같이 높은 내덴트성과 성형
성이 요구되는 부품에 사용되고 있다. 소부경화강으로 사용되는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2상 조직강(dual phase steel)은 높은 강도
와 연성의 조합, 연속 항복 거동 및 우수한 용접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경량화와 안정성을 개선하여 고강도를 가지는 소부경
화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시효 특성을 활용하는 소부경화강은 장거리 운송시 성형 전에 시효에 의해 표면 주름이
발생하여 성형 불량을 야기하기 때문에 성형 전 시효를 억제하고 성형 및 도장 후 우수한 소부경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부경화 특성은 변형 시효(strain aging)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탄소(C)와 질소(N)와 같은 침입형 원소들과 전위들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항복 거동 및 기계적 특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변형시효에 따른 소부경화강의 항복 거동 및 기계적 특성은 초기 변형
량과 시효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탄소 함량, 페라이트 결정립 크기 및 마르텐사이트 분율에도 상호보완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소
부경화강의 미세조직적 인자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마르텐사이트 분율을 갖는 소부경화강을
제조한 후 미세조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인장 실험을 통해 마르텐사이트 분율에 따른 항복 및 시효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재료강도2-3 | 13:40]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변화가 SA508 Gr.1A 저합금강의 미세조직 형성 및 파괴저항성에 미치는 영향: 현세미1, 홍석민2, 김민철2,
이요섭3, 홍순익1; 1충남대학교. 2한국원자력연구원. 3한국수력원자력.

Keywords: SA508 Gr.1A, 주증기배관, 기계적특성, LBB,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파단전누설 개념(Leak Before Break: LBB)은 배관이 파단에 이르기 전에 발생하는 누설을 감지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배관의 양
단순간파단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안전이 중요한 원자력발전소 1차 계통 주요 배관에 적용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차 계통 주요 배관인 주증기배관에도 LBB 개념을 적용하려 한다. LBB 개념 적용을 위해
서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지닌 재료의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형 원전에서는 기존 SA106 Gr.C 소재보다 강도와 인성이
우수한 SA508 Gr.1A 저합금강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LBB 안전 여유도 확보를 위해서는 SA508 Gr.1A 저합금강
의 강도와 파괴저항성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합금강의 강도와 인성은 결정립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는 미세조직 형성, 최종 결정립 크기,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SA508 Gr.1A 저합금강의 강도 및 파괴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변화가 미세조직 형성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A508 Gr.1A 저합금강의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에 따른
미세조직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기계적 특성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석출물도
변화를 주었다.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변화를 위해 서로 다른 온도에서 austenitizing 열처리를 수행한 뒤 동일 템퍼링 열
처리 공정을 수행하였고, 석출물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온도에서 austenitizing 열처리를 수행한 후,
tempering 유지시간을 달리하여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이후 생성된 phase, 결정립 크기, 석출물 분포와 같은 미세조직을 분석하고 상
온과 주증기배관의 가동온도인 286oC에서의 인장특성과 Chapry Impact test를 평가하였다. 또한 286oC J-R fracture resistance 실
험을 통하여 결정립과 석출물이 고온에서의 균열성장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prior austenite grain size 변화
및 석출물 크기 변화가 SA508 Gr.1A 저합금강의 미세조직 형성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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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강도2-4 | 14:00]

TRIP 변형거동을 가지는 Fe-Mn-Al-C 경량 철강에서 저온 열처리를 통한 기계적 물성 향상 및 B 첨가의 영향: 김대웅1, 유지성1,
곽재현2, 손석수3, 이성학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POSCO. 3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Light weight steel, TRIP, Subzero treatment, Boron 

Fe-Mn-Al-C 경량철강에서 저온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계적 물성향상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다. 각 재료들
은 1200도에서 균질화 되었고 이후 수냉을 하여 Ferrite, Austenite, Martensite의 Triplex 미세조직을 가진다. 각 재료를 상온 아래
의 저온에서 열처리를 하게 되면 Stability가 낮은 Austenite가 Martensite로 변태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강도향상이 발생한다.
이후 추가 열처리를 통하여 Tempered Martensite를 형성하였다. Ferrite Band에 접한 Austenite에서 TRIP이 발생하게되면 다량의
전위의 발생으로 Crack이 Initiation되지만 Ferrite Band에 접한 Austenite를 저온열처리 및 추가 열처리를 통하여 Tempered
Martensite를 만듦으로써 Crack Initiation Site를 줄이고 그에 따라 연신률도 함께 향상되었다. 추가적으로 B을 첨가하여 Prior
Austenite Boundary를 Bonding을 강화하여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켰다.  

[재료강도2-5 | 14:20]

Small punch 시험 곡선의 비탄성 변형 에너지 및 변위 함수를 활용한 Mn-Mo-Ni 계 저합금강의 Charpy 충격천이온도 평가: 이
태경1, 홍석민2, 김종민2, 김민철2, 장재일1; 1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Small punch test ,ductile-to-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 ,miniature tests ,RPV steel ,T41J

소형시험편을 이용한 시험 방법 중 하나인 Small punch 시험법은 제한된 크기의 시험편으로도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적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유럽 CWA (CEN Workshop Agreement)에서는
SP 시험법의 표준화를 위해 ASTM work item number WK61832를 만들고 Interlaboratory test (ILS1408)를 통해 표준화 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SP 시험법 표준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표준화 진행 중인 SP 시험서인 ASTM WK61832에서는 시험편 크
기 및 제작법, test rig 모양 및 규격, 시험 속도 등과 같은 시험 방법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SP 시험을 통해 얻은 data를
통해서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명기만 해둔 상태이다. 그 중 천이 특성 측정 방법의 경우
Normalized SP 흡수에너지로부터 얻은 SP 천이온도와 충격 시험의 천이온도와의 상관식은 제시 되어있으나 식 변수에 대한 수치
및 측정 신뢰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없으며 SP 시험으로 측정된 천이 영역이 실제 파단면의 천이 영역과 일치하지 않
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내 원자로용기강의 건전성 평가에서는 연성취성 천이온도(DBTT)가 아닌 T41J 지점의 온도인
Index temperature를 사용하기 때문에 SP 시험을 통한 원자로용기강의 천이온도 예측을 위해서는 index temperature T41J와 SP 천
이온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중-변위 곡선에서 얻어낸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천이온도 예
측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방법보다 Normalized SP 비탄성 변형 에너지 (EnpL) 의 특정 지점을 통한
천이온도 평가 방법이 표준 충격 시험의 T41J 과 비교 시 가장 우수한 측정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변위 Um과 Uf를 이용한 SP
천이온도 평가 방법의 경우, 파단면으로부터 관찰된 천이영역과 일치하는 천이영역을 가지며 극저온(-160oC) 이하 온도의 시험을 필
요로 하지 않아 기존 방법보다 용이한 천이온도 평가가 가능하였다. 

[재료강도2-6 | 14:40]

나노압입시험을 이용한 적층제조 스테인리스 강의 수소 영향 연구: 박정민1, 양광휘1, 이동현2, 고윤석3, 김동익4, 서진유4, 한흥남3, 장재
일1; 1한양대학교. 2막스 플랑크 연구소. 3서울대학교. 4한국과학기술연구소.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austenitic stainless steel, hydrogen, nanoindentation

적층제조 기술은 기존의 제조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시간적, 경제적 관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어 제
조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적층제조 기술로 제작된 금속이, 기존의 동종
금속과 다른 미세조직에 기인하여 독특한 기계적 거동을 보이는 연구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적층제조 금속을 실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그 중에서 수소취성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전기화학적 수소장입법을 이용하여 적층제조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수소를 장입한 후, 나노압입시험을 수행하여 기계
적 거동에 미치는 수소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수소장입한 기존 스테인리스 강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수소가
적층제조 스테인리스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과제 (No.2015R1A5A1037627 and No.2017R1A2B4012255) 입니다. nanoindentation 

[AW-5 | 15:00] 서정상 수상기념강연

핵융합로용 저방사화 구조재 ARAA 개발 현황과 크립저항성 향상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천영범1; 1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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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강도3-1 | 15:40]

봉지재료용 SiO2 박막의 이축 탄성변형 거동: 김나향1, 김한글1, 김시훈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Keywords: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주름 구조, 이축 변형 거동, 탄성변형한계, 인장시험
대부분의 유기광전자소자는 수분과 산소에 매우 취약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속산화물과 같이 밀도가 높은 재료를
보호층으로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증착법에 비해 보다 우수한 막질을 나타내는 열산화법을 이용하여 낮은 수분투습도
와 높은 탄성변형한계를 가지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을 성장시켰고 이를 이용하여 스트레처블 봉지재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의 신축성은 박막에 주름구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증가시켰고, 주름구조는 프리스트레인이 가해진 탄
성체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을 부착시킨 후 프리스트레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높은 신축성을 가지는 주름구
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박막이 높은 탄성변형한계를 가져야 한다. 1 μm 두께의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의 경우 0.7% 정도의
탄성변형한계를 가지고 탄성변형한계를 증가시키기 위해 두께 효과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박막의 두께를 500 nm 이하로 성장시켰고
가장 정량적인 기계적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인장시험을 진행하여 탄성변형한계를 측정하였다. 인장시험시편 제작 시 박막의 두께
가 얇으므로 Pt 코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Push to Pull 장치에 전사한 후 패터닝을 진행하였다. SEM 안에서 피코인덴터를 이용
하여 시험의 정확도를 높였고 전자빔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표면에 불포화 결합을 발생시키고 이는 기계적 거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자빔을 끈 상태로 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인장시험으로 더 얇은 두께의 필름이 더 높은 탄성변형한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하였다. 얇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을 이용하여 제작한 주름구조를 인장하여 신축성을 측정하였고 인장 전후의 진폭과 파장을
포함한 주름구조의 형태를 측정하여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박막의 변형 거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재료강도3-2 | 16:00]

물결구조의 적용을 통한 고신축 봉지재료의 기계적 특성평가: 김한글1, 김나향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Keywords: 봉지재료, 이산화규소, 봉지재료, 신축성, 기계적 특성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화학적 안정성과 장기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는 수분투습도가 낮은 봉지재료가 필수적이다. 고온에서 단결정 실
리콘 기판으로부터 산화된 이산화규소는 핀홀과 결함이 없는 고밀도 재료로서 다른 비정질 무기박막에 비해 매우 낮은 수분투습도를
갖는다. 하지만 열적 산화된 이산화규소와 비정질 무기박막은 낮은 탄성한계를 가지고 취성파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봉지재료의
주 구성 재료의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유기발광다이오드의 유연 혹은 신축성 디스플레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분 투습도
는 매우 낮지만 신축성을 가지는 봉지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신축성을 가지는 열적 산화된 이산화규소 박막을 제작하기 위해 물
결구조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인장시험을 통해 물결구조가 적용된 열적 산화된 이산화규소 박막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물결구조의 신축성 향상과 기계적 특성 변화의 분석을 위해 평평한 열적 산화된 이산화규소 박막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한
요소법 분석을 통해 물결구조의 크기와 박막의 신축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재료강도3-3 | 16:20]

강소성 가공 후 열처리에 따른 고망간강의 기계적 특성 변화: 김정기1, 설재복2, 김형섭3; 1경상대학교. 2나노융합기술원. 3포항공과대학교.

Keywords: 고망간강, 강소성가공, 기계적특성, 미세조직
강소성 가공 후 열처리 공정은 변형 후 과다하게 형성된 내부 결함을 감소시키거나 일부 용질 원소 확산에 의한 석출물 및 이차
상의 형성을 유도해 소재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소성 가공 된 고망간강에 후 열처리를 가했
을 때 기계적, 미세구조적 특성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300도에서의 열처리 공정은 전체적인 전위밀도의 감소를 일으키지는 않
으면서도 오스테나이트 상 내의 e-마르텐사이트 상 형성을 감소시켰다. 특히 열 에너지에 의해 일어난 칼날 전위로의 탄소원자의 확
산으로 인해 소성 변형 중 전위 이동의 방해가 일어나게 되며, 이는 열처리된 소재의 추가적인 강도 향상을 유발하게 된다. 본 결
과는 강소성 가공 후 열처리 공정을 통한 미세조직 및 전위 분위기 제어가 소재 기계적 성질 향상에 큰 영향을 줌을 보이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 

[재료강도3-4 | 16:40]
Cyclic softening Behavior and Damage Accumulation of Reduced Activated Ferritic-Martensitic Steel Under Different

Fatigue Modes: Ahiale Kwame Godwin1, Yong-Jun Oh1, Young-Bum Chun2, Yi-Hyun Park3, Seung-yon Cho3; 1Advanced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Div. Hanbat National University Korea. 2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3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 NFRI.

Keywords: cyclic softening, martensitic steel, fatigue, EBSD, microstructure
Cyclic softening behavior and damage accumulation during low cycle fatigue (LCF) and creep-fatigue (CF) with tensile (TH) and

compressive (CH) holds of reduced activated ferritic-martensitic (RAFM) steel at 823 K were investigated using an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method. The LCF and CF samples displayed similar cyclic behavior at the early stage of cycling, but the TH
samples showed lowest cyclic peak stress throughout the entire cycling. Flow stress analysis showed that friction and back stresses
contributed to the softening behavior. The microstructural observation of the LCF samples exhibited high angle boundaries which
decreased with increasing strain amplitude and therefore correlating higher amount of recrystallization. The TH samples induced larger
amount of recrystallization relative to CH samples. The competing mechanisms of recovery and recrystallization are suggested as partial
determinants of the cyclic softening behavior of the RAFM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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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강도3-5 | 17:00]

Mo+V 첨가효과가 SA508 Gr.1A 저합금강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홍석민1, 현세미2, 김종민3, 김만원1, 김민철4; 1한국원자력연
구원. 2충남대학교. 3원자력연구원. 4한국수력원자력.

Keywords: SA508 Gr.1A 저합금강, 주증기배관, 파단전누설, 기계적 특성, 합금설계 
원자력 발전소 배관의 파단전 누설(Leak Before Break:LBB) 개념 적용은 배관이 파단에 이르기 전에 발생하는 누설을 감지함으
로써 배관에 발생된 균열을 미리 발견하고 조치함으로써 양단순간파단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 배관의 안전성을 향상
시킨다. 파단전 누설 개념은 1차 계통 고에너지 배관에 주로 적용되었지만 발전소 안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2차 계통 주증기배관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LBB 안전여유도 향상을 위해서는 소재의 강도와 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신형 표준원전인 APR1400의 주증기배관에 적용을 고려중인 SA508 Gr.1A 소재의 합금원소 설계를 통해
강도와 인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기존 상용 SA508 Gr.1A 소재를 기반으로 C함량을 조절하고 Mo+V을 첨가한 합금설계를 수행
했다. 기존 상용소재 조성의 기준합금과 합금설계된 모델합금을 VIM을 통해 제조하였다. 기존 SA508 Gr.1A 제작 공정인 단조 및
quenching & tempering 공정을 모사한 압연 및 열처리를 통해 모델합금을 제작한 뒤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인장, 충격, J-R 시험
을 통해 기계적 특성을 평가했다. Mo+V이 첨가된 모델합금의 경우 기준합금보다 저온변태상인 bainite가 많이 생성된 미세한 미세
조직을 보여주었다. 286oC에서 인장시험과 J-R 시험 결과 항복강도는 100MPa 이상 증가하는 동시에 2 mm 균열길이에서 J-
integral 값은 400 kJ/m2 이상 증가해 강도와 J-R 특성이 모두 증가했다. 또한 Chapry 충격시험시 USE가 증가하고, 천이온도가 감
소해 충격 특성 역시 향상되었다. SA508 Gr.1A강에 Mo+V 첨가를 통해 강도 및 인성 모두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재료강도3-6 | 17:20]
Electron-Beam Assisted Amorphization of Alpha-Quartz Pillar During in-situ Uniaxial Compression Test: Sung-gyu Kang1,
Hwangsun Kim1, Woo Jin Cho1, In-Suk Choi1, Heung Nam Han1; 1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Electron beam, Deformation behavior, Ceramics, Amorphization, Plastic deformation 
Electron-beam irradiation have been a breakthrough in the plasticity of an amorphous silica. The amorphous silica is widely

known brittle material, only exhibit a brittle fracture when subjected to stress at a temperature under Tg. However, the electron-beam
irradiation with an acceleration voltage of tens to hundreds of kV makes the amorphous silica soft and malleable. Previous researches
suggests that incident electrons affect and even break Si-O interatomic bonds and make easier an interatomic bond switching process
which is an main plastic deformation mechanism of the amorphous silica. This brings up a question of whether the deformation
behavior would be affected by the electron-beam when the silica is crystallin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eformation behavior of
the alpha-quartz under the electron-beam irradiation. We fabricated submicron sized pillars through a focused ion beam milling process
and compressed with a flat punch diamond tip under the electron-beam irradiation. In the absence of the electron-beam irradiation, only
small plastic deformation occurred in an upper part of the alpha-quartz pillar. On the other hand, under the 5 kV 16.1 A/m2 electron-
beam irradiation, more prominent plastic deformation occurred throughout the whole pillar. Furthermore, the deformation behavior
changed sensitively depending on the electron-beam condition, especially the current density. From a microstructure analysis, we
confirmed that the alpha-quartz pillar accommodates the plastic deformation through a crystalline-to-amorphous phase transformation,
namely, amorphization. Notably, we also figured out that the electron-beam irradiation makes the amorphization easier and leads to a
further electron-beam induced plastic deformation of the amorphized region. 



94

[저감1-1 | 10:10] 초청강연

철강산업 온실가스 정책 및 이슈: 김영주1 ;1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저감1-2 | 10:40]

고로 기반 CO2 저감형 Hybrid 제철기술 개발: 김완호1, 신명균1, 이운재1, 이영석1, 고창국1, 이상호1; 1(주)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CO2, Ironmaking, COOLSTAR, Hydrogen, LRI 

'15년부터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CO2로 대변되는 온실가스의 국가 감축목표가 '30년 전망치 대비 37% 감축
하는 것으로 수립됨에 따라,제철산업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종의 배출량 감축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통상 국내 조
강 생산량의 70 % 이상을 차지하는 일관제철공법은 철광석을 환원하여 1500 oC 이상 고온의 용선을 생산하는 제선공정에서 환원제
와 열원으로 석탄을 직접 사용하고 있어 탄소계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국내의 경우 제선 조업기술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에너
지 설비투자로 세계 최저 수준의 석탄사용 및 에너지 원단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감축목표에 상응하는 CO2 배출 저감
달성에는 현재의 탄소기반 제선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기술적 도약이 요구되는 바,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산-학-연
이 연계하여 수행하는 국내 일관제철 및 전기로제철 산업의 CO2 저감 기술 개발 프로젝트(COOLSTAR : CO2 Low emission
technology of STeelmaking And hydrogen Reduction, 17.12~'24.11) 1과제에서 해당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현재 1단계(~'20)
로 요소기술 개발 중인 본 과제에서는,기존 제철소내 발전소 열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내 수소함유 부생가스를 철광석 환원제로 전
환하여 유동환원 기술로 고로용 환원철(LRI : Low-Reduced Iron)을 제조하는 한편 고로에 직접 취입하여 탄소계 환원제 일부를 대
체함으로써 전체 석탄 사용량을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때 탄소중립의 바이오매스 원료를 환원 및 열원으로 함께 사용
함으로써 추가적인 탄소 대체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발전소 열원을 환원제로 전환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필요 발전량의 부족은
소내 미활용 배열 기술을 통해 회수된 전력으로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수전 등 석탄 대비 CO2 배출 계수가 낮은 에너지원으로 대체
하여 제철소 전체 차원에서의 CO2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추가적으로 미활용 배열을 통해 회수된 전력의 일부로 CO2를 자
원화할 수 있도록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통한 CO2의 고부가 Chemical 전환 기술도 함께 개발중에 있다. 본 발표에서는 상기의 기술
개념에 대한 소개와 함께 특히, 수소함유 부생가스 자원을 철광석 환원제로 사용하는 기술에 관하여 고로 괴상대에서의 LRI 사용 및
함수소 가스 취입 시 야기될 수 있는 환원효율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탄소계 환원제비 저감 효과를 살펴보았다.이를 위하여,
고로 괴상대 반응을 구현할 수 있는 모사장치를 활용하였으며, LRI 사용 및 함수소 가스 취입 시 예상되는 고로 내 조건으로부터
간접환원 효율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실제 고로에 해당 기술을 각기 및 동시 적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고로 환원 지표의 변화를 고
찰하였다.또한,수반되는 석탄 및 전기 에너지 수급 변동과 CO2 배출 계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일관제철소 차원에서의 CO2

저감 메커니즘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저감1-3 | 11:05]

배가스 활용 CO2 간접저감 기술: 박성민1; 1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Keywords: CO2 간접저감, 고체산화물 전해전지, H2S 내구성 
2021년 新기후체계출범과 함께 凡 국가적으로 국내 CO2 감축에 대한 이슈가 재조명 받음에 따라, CO2 배출량이 큰 철강산업에
서 CO2 저감이 가능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철강 공정 발생 CO2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된 상황에서,
기 발생한 CO2를 고부가 화합물이나 연료로 전환하여 자원화하는, CO2 간접저감 기술이 있다. CO2 자원화 기술은 CO2를 활용함
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재 CO2를 CO, CH3OH, HCOOH, CH4 등으로 전환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체산화물 전해전지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SOEC)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온에서 전
기화학적으로 CO2를 분해해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CO나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방법과 저온(상온)의 수용액 상에서 CO2를 전기화
학적으로 환원시켜 경제성이 높은 다양한 생성물 (CO, CH3OH, HCOOH, CH4 등)을 합성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
존 연구들은 고순도 CO2 조건에만 특화되어 있으며 공정에서 발생되는 배가스에 포함된 H2S, HCl과 같은 불순물에의해 촉매 표면
이 오염되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기분해를 통한 배가스 내 CO2 자원화를 위해서는 Toxic한 배가스 환
경에 특화되어 전기분해 가능한 촉매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이를 위해 H2S등이 다량으로 포함된 배가스 환경
에 특화된 고활성 및 고내구성 세라믹 기반 전극 소재와 SOEC를 활용한 전기환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온), 배가스 내 H2S 사전
정제 시스템 및 나노 구조체가 형성된 금속촉매 개발 (저온) 하고자 한다. 

[저감2-1 | 13:00]

Coke Oven Gas로부터 수소 회수 및 메탄 농축을 위한 흡착 공정 개발: 조동우1, 박종호1, 장현성1, 이찬현1;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eywords: 흡착, COG, 수소 회수, 메탄 농축, 분리 공정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파리 기후 협정 이후, 세계 각국은 막대한 양의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제철 산업은 대표적인 CO2 배출 업종으로, CO2 저감과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태이
다. 최근 국내에선 제철소 CO2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고로에 수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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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소의 수소 요구량을 맞추기 위해서, 메탄 개질 반응을 통한 추출 수소 생산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팀은 막대한 양의 Coke Oven
Gas (COG)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COG에서 수소를 회수하고 추출 수소 생산에 필요한 메탄을
농축할 수 흡착 기반의 분리 공정을 연구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흡착 공정에 대한 전박적인 소개와 함께, 관련된 연구 진행 사
항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저감2-2 | 13:25]

Cokes Oven Gas로부터 수소 생산 및 증폭을 위한 수증기 개질 공정 연구: 배중면1, 전형준1; 1한국과학기술원.
Keywords: Cokes oven gas: Hydrogen: Steam reforming: Iron & Steel industry: Desulfurizer

철강산업은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
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 수소를 이용해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수소 환원제철 공정의 경우 기존의 탄소 환원제
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이 가능하다. 수소 환원제철 공정에 사용되는 다량의 수소를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는 철강산업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부생가스가 이용될 수 있다. 이 중 Cokes Oven Gas (이하 COG)는 50% 이상의 높은 수
소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 공급원으로서 적합하다. 하지만 COG에 포함된 수소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COG
를 환원가스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OG를 이용한 효과적인 수소 생산 및 증폭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COG는 높은 수소 함유량 뿐 아니라 비교적 높은 메탄 함유량 (~27%) 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메탄으로부터 수소를 화
학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증기 개질 공정을 통해 효과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COG 수증기 개질 공정의 경우 부족한 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소 공급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COG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공급원으로 천
연가스와 바이오가스를 통해 효율적인 개질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COG에는 함유 된 H2S, BTX, Tar 등의 불순물이 포
함되어 있다. 특히 황화합물인 H2S는 개질 촉매 열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COG를 통한 수소 생산 및 증폭을
위해서 탈황기를 포함한 공정 설계 연구 및 개질 촉매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COG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및 증폭 공정 기술
에 대한 개발이 수행되었으며 공정에 포함되는 탈황기 및 수증기 개질 촉매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저감2-3 | 13:50]

대체 철원 기반 제철공정 CO2 저감 기술 개발: 김동식1, 조종오1, 최주태1; 1현대제철(주).
Keywords: y-product gas, Hydrogen reduction DRI, Hot charging, Electrical energy, Converter HMR

전 세계 기후협정에 의해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가 발효됨에 따라 철강산업에서 CO2를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 제철공정 요소기
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과제는 대체철원(DRI, 스크랩)을 기반으로 하는 제강공정에서의 CO2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해
제철소의 함수소 부생가스(COG)를 활용하여 에너지 저감형 대체철원인 수소환원 직접환원철(H2-DRI)을 제조할 수 있는 원천기술과
전기로 DRI 고온장입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또한 대체철원을 전기로 및 전로 제강공정에서 사용 증대를 위해 전기로 공정
효율화 기술과 전로 공정 중 대체철원 다량 이용 기술로 세분화하여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계 및 연차
별 기술 개발 전략, 개발 목표 및 추진 계획를 수립하였고, 전문 수행기관과의 체계적 연구 협업을 통해 현재 1단계 3차년도 요소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기술 개발 결과로서, Lab.scale 유동환원로에서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조업 모드 및 다양한
조업변수(온도, 시간, 가스)에 따른 연차별 목표로 하는 금속화율과 적정 탄소함량의 수소환원 DRI 제조를 위한 유동층 환원 공정
개념을 제시하였고, 환원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환원 최적화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DRI의 고온 장입을 위해 요구되는 HBI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 요소 기술을 개발중에 있다. 또한 대체철원의 제강공정 사용량 증대를 통한 CO2 저감을 위해 조연버
너 등 보조 열원에 의한 화학에너지 효율 향상, 발열재 내장 탄소 대체재에 의한 열원제 다량 이용 기술 등의 전기로 공정 효율화
기술과 전로 하부 취련 기술, 상부 2차 연소 기술 등의 전로 HMR 저감 기술을 개발중이다. 일부 개발된 요소 기술은 현장 평가
를 통해 전력에너지 및 CO2 저감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신뢰성있는 공인시험을 통해 기술 항목별 연차 목표 달성에 대한 인증 평
가를 진행하고 있다.  

[저감2-4 | 14:15]

제철 부생가스를 이용한 고탄소/고금속화율 DRI 제조: 김용하1; 1부경대학교.

Keywords: 유동층 환원, 직접환원철(Direct Reduction of Iron Ore), 금속화율, 탄화철(Fe3C)  
직접환원철(DRI) 제조기술은 고로방식 제철조업의 필수 원료인 코크스와 소결광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철공정으로, 철광석을
소결없이 석탄/코크스 기반 가스로 유동 환원하여 궁극적으로 용융로에 장입하는 FINEX 공정도 상기 DRI 기술의 하나이다. 수소와
탄소가 함유된 제철소 부생가스를 열원 연료가 아니라 DRI 제조상의 환원제나 탄소원으로 효율적 활용하는 것이 철Scrap의 대체철
원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저감과 CO2 감축에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본 과
제는 제철소 부생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로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 저감형 DRI를 유동층 환원방식으로 제조하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생가스를 활용한 철광석 환원 DRI 제조에서 열역학적 환원조건, 광종별 온도, 반응시간과 환원가스의
조성에 따른 환원거동 변화 파악 등의 수평로에서의 기초연구를 통해 저온에서의 1차 환원과 고온에서의 2차 환원의 Two-Stage 유
동층 환원의 공정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상기 유동층 환원 공정개념의 확인과 설계/조업에 필요한 공정 data 확보를 위해 Lab. scale
유동로에서 조업 mode 및 조업변수 (: 1단로 시간/온도, 2단로 시간/온도, 가스원단위, 환원가스내 메탄 조성 등)에 따른 철광석의
부생가스 활용 환원 최적화 test를 DRI의 환원성 (환원율, 금속화율, 탄화율)과 경제성 (유동성 향상, 가스원단위, 가스이용율, 반응
온도, 분광의 사용폭 확대, 설비 scale-up) 제고에 개발 의미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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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1-1 | 08:45]
Perovskite Formation Mechanism in Hematite-Ilmenite ore Sinter Blend in Argon Atmosphere by in-situ X-ray Diffraction:

Edson K. Chiwandika1, 정성모1; 1포항공대 철강대학원.
Keywords: Sintering: Perovskite formation: In-situ X-Ray Diffraction: Hematite: ilmenite

In the sintering of Ti-containing iron ores, perovskite formation was reported to negatively affect the formation of SFCA. Clarifying
the mechanism of perovskite formation can provide clues on how to overcome this challenge. The perovskite formation mechanism in a
sinter mix consisting of hematite and ilmenite ores was investigat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1100 to 1250oC employing high
temperature in-situ XRD in Ar atmosphere. The melting temperature of the sinter mix was estimated in terms of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Hematite ore was thermally decomposed to magnetite at high temperatures accompanied by loss of weight from the
release of oxygen combined with Fe. Ilmenite ore was found to be very stable in Ar atmosphere even at 1250oC. TiO2 was locked in the
ilmenite ore in the form of 2FeO·TiO2 and MgO·2TiO2. FeO·TiO2 was oxidized to a metastable Fe2O3·2TiO2 phase by catching oxygen
released from thermal decomposition of hematite in the hematite-ilmenite sinter mix at about 1150oC. The Fe2O3·2TiO2 decomposed to
release TiO2 at high temperatures which reacted with CaO to form CaO·TiO2. Most of CaO·TiO2 was expected to be formed at high
temperatures during the sintering of the hematite-ilmenite ore blend.  

[철강1-2 | 09:00]

자철광의 직접 환원 거동에 미치는 입도와 탄재의 영향: 송성림1, 강영조1; 1동아대학교 금속공학과.
Keywords: Direct reduced iron, Carbon composite pellet, Gas reduction, Particle size ratio, Carbon equivalent

최근 CO2 배출량 저감에 유리한 전기로 제강법이 확대되어 주원료인 고철의 공급 부족이 예측되고, 대체 철원으로써 직접환원철
이 주목받고 있다. 직접환원철은 탄재내장 환원법과 가스 환원법으로 주로 생산되는데, 가스 환원법은 탄화수소 연료의 안정적인 공
급에 크게 의존하며, 탄재내장 환원법은 낮은 생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재내장 환원에서 유효탄소사용
율과 기공도를 향상시키고, 후속의 가스 환원에도 유리한 펠렛의 제조 조건을 찾아 두 환원법을 결합한 효율적인 직접환원철의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광석과 탄재의 입도와 당량비를 변화시키는 실험에서 탄재내장 환원의 환원율과 유효탄소사용율은 가스 분석기
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직접 환원에 의해 형성된 기공도 확인하였다. 탄재내장 환원에서 입도의 영향은 광석이 탄재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후속의 가스 환원에서는 속도론적 해석을 통해 탄재가 작아질수록 효율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후, 최적
조건으로 제조한 탄재 내장 펠렛을 환원성 분위기에서 환원시켜 탄재를 넣지 않은 가스 환원의 환원거동과 비교하였다.

[철강1-3 | 09:15]
Effect of Basic Oxygen Furnace (BOF) Slag on NOx Reduction in Iron Ore Sintering Process: Leonardo T. da Rocha1,

정성모1; 1포항공대철강대학원.
Keywords: NOx Reduction, BOF slag, Catalytic effect, Sintering

The iron and steel companies account for more than 10% of NOx worldwide emissions. Iron ore sintering process represents more
than 40% of these total NOx emissions. Use of BOF slag as catalyst material for NOx reduction was investigated. Firstly, catalytic effect
of BOF slag was evaluated by exposing it to NO and CO gases and, then, BOF slag was mixed with coal in combustion atmosphere to
simulate sintering process. It was found that BOF slag had dual effects on NO reduction: direct reduction by FeO and metallic Fe, which
could decrease initial amount of NO gas by 12%. The active surface of BOF slag worked as a catalyst for NO reduction reaction by CO,
which was coupled with direct reduction by FeO and Fe, promoted almost 40% reduction of NO gas inlet value. In the combustion tests,
isothermal experiments above 1000°C were performed to avoid the oxidation of FeO, Fe and the catalytic effect of CaO on NOx

formation. Two different methods of mixing coal and BOF slag at three different adding amounts of BOF slag were employed. NOx was
reduced in both uniform distribution and coated coal samples. In uniform distribution, the highest addition of BOF slag (20%) provided
the highest NOx reduction. In coated coal, the smallest addition of BOF slag (5%) resulted in the highest NOx reduction. Difference in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each mixing method is the key for the proposed NOx reduction mechanism. As BOF slag amount
increased in uniform distribution, more catalysts were available to reduce the NOx formed. In coated sample, two factors were
considered: temperature and adding amount. As temperature increased, BOF slag started to melt and exposed the coal surface to react
with O2, forming more NOx. At 1000°C, CaO catalyzed the formation of NOx. Therefore, less addition of BOF slag might be preferred.

[철강1-4 | 09:30]

전기로 내에서 화학 에너지 증대를 위한 Fe 스크랩 내 Coke와 Al-dross의 질량 배합비에 따른 용해 속도 측정: 김규완1, 김선중2;
1조선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 2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Keywords: CO2 Reduction, Al-dross Recycling, Alternative fuel, Charging method

철강I
Room 322,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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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공정에서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학 에너지의 활용을 증대시켜 Fe 스크랩을 녹이기 위한 전기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
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로 공정의 화학 에너지는 산화 반응열 및 탄소 연소열에 의해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탄소를 단독으로
용강에 투입시킬 시, 높은 융점으로 완전한 용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저밀도로 인해 슬래그층으로 부유하게 된다. 또한 화학 에너
지 증대를 높이기 위한 탄소의 투입량 증가는 CO2 발생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Al-dross는 알루미늄 제련의 부산물로서
27 mass% 이상의 금속 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고, 탄소보다 약 3배 높은 산화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Al-dross의 재활
용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기로 내에서 알루미늄의 높은 산화열을 이용하여 코크스와 함께 발열체로서 재활용 방법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Fe 스크랩 내에 Coke와 Al-dross를 장입하여 용강 온도와 연료 질량 배합비에 따른 코크스와 Al-dross
의 용강 내 탄소와 알루미늄의 용해 속도와 열효율에 대해서 조사하고 최적의 배합비를 도출하였다.

[철강1-5 | 09:45]

산업부산물 첨가에 따른 전기로 슬래그의 탈린효율 변화에 관한 연구: 오민교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Keywords: Red mud, White mud, Dephosphorization, Electric arc furnace slag, Basicity 

보크사이트를 원료로 하는 수산화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는 적니 (Red mud),백니 (White mud) 등 보크사이트 잔사물이 발생한
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연간 20여만 톤의 잔사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별한 처리방법 없이 매립하는 실정이다. 이는 잠
재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보크사이트 잔사물은 FetO, TiO2, SiO2, Al2O3, CaO,
Na2O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이 중 FetO, CaO, Na2O는 제강 공정 중 탈린 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전기로 공정의 탈린 효율 측면에서 RM, WM 등 산업부산물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고주파 유도로를 실험에
활용하였으며, CaO-SiO2-FeO-Al2O3-MgO-MnO (C/S=0.9-1.2) 슬래그에 RM, WM 등을 일정량 첨가한 후 Fe-0.1C-0.1P-0.05S 용
강과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실험 중 일정한 시간에 맞춰 용강과 슬래그 시료를 채취하여 염수에 급랭한 후, XRF, C/S, N/O,
ICP등을 활용하여 각각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C/S=1.2에서 0.9로 감소할 때 탈린 효율은 감소하였는데,염기도 감소에 따
른 탈린 효율 저하는 RM, WM 플럭스의 적정량 첨가를 통해 보상됨을 확인하였다.산업부산물 첨가로 인한 전기로 슬래그의 열역
학적 특성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슬래그/용강 반응에 의한 탈린 거동을 규명하였다. 

[철강1-6 | 10:00]

전로 조업에서 O2 가스 취입에 따른 2차연소 거동 해석: 이지아1, 하창수2, 한정환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converter, oxygen jet behavior, post combustion, numerical analysis, turbulent mixing

세계 조강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로공정에서 배가스에 포함된 CO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배가스는 많은
양의 현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CO 가스의 연소열을 통해 노내 열량을
증가시키는 2차 연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소가 노 상부에서 발생할 경우, 고온에 의한 벽부 내화물 손
상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2차 연소에 의한 효과적인 노 하부 열 전달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O2 가스 취입에 따른 전로 내 가스 유동 및 온도 분포 해석을 실시했다. 전로 상부의 랜스에서 상온의 O2 가스를 취입하고, 하부
에서 1250oC의 CO 가스를 취입했다. 해석은 완전 연소하는 조건으로, O2 가스는 150 L/min, CO 가스는 300 L/min의 유량으로
설정했다. 연소 반응은 반응물 혼합에 의해 속도가 제어되는 eddy dissipation model을 사용하여 계산했다. 노즐 형상 및 노즐 팁
의 위치가 계산 변수로 고려되었다. 노즐 형상은 노즐의 exit/throat 직경비가 1.0, 1.15, 1.3 인 경우를 비교·해석했으며, 노즐 팁의
위치는 전로 바닥에서 250, 380, 530 mm 떨어진 위치로 설정되었다. 2차연소에 의한 거동 해석 결과, 노즐 팁의 위치가 높을수록
노 하부에서 낮은 유동속도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고온부가 넓게 분포한다.

[철강1-7 | 10:15]

Wetting and Spreading Kinetics Between Liquid CaO-SiO2 Slags and A Solid SiO2: 유채연
1, 정용석1; 1한국산업기술대

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Wetting, Spreading, SiO2, Contact angle, Kinetics 

본 연구에서는 SiO2(s)와 CaO-SiO2 Slag(l) 사이의 용해도 차이에 의한 Wetting 및 Spreading 특성을 연구하였다. 슬래그는 용
해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iO2 포화/비포화 조성으로 제조하였다. 기판은 용해반응을 포함하여 Wetting 및 Spreading과 관련된
고유값을 측정하기 위해 β-Quartz single crystal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DDT(Dispensed Drop Technique)와 초고속카메라
(1000frames/s)를 이용하여 1600oC, Ar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용융된 포화/비포화 슬래그를 SiO2 (Cristobalite) 기판에 떨어뜨려
초기 접촉특성을 관찰하였다. 결론적으로 SiO2 비포화 슬래그의 접촉각은 포화 슬래그보다 작고, Spreading이 빨랐다. 슬래그와 기판
사이의 계면특성과 Spreading의 Driving force와 Modeling 적용으로 Wetting 거동을 해석하였다. 

[철강2-1 | 10:30]

무코크스 철광석 괴성화 방법에 대한 연구: 김강민1, 한정환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ltra-fine ore, Agglomeration process, CO2 emission reduction

최근 CO2 배출량 저감 방안 모색이 세계적인 이슈이다. 한국의 경우 산업부문별 CO2 배출량을 보면 철강업이 포함된 제 1차
금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7.73%로 가장 높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은 CO2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특히 제철소 내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제선 공정에서는 열 에너지 사용 효율을 증가시켜 연료인 코크스의
생산량 대비 사용량을 감축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무코크스 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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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괴성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 이 방법은 미분광에 점결제로 물유리를 혼합하여 가압성형을 통해 브리켓으로 제조
한 후 CO2 분위기에 노출시키면 물유리에 함유된 규산나트륨(Na2SiO3)이 CO2와 반응하여 탄산나트륨(Na2CO3)과 이산화규소
(SiO2)를 생성하게되고, 광석입자간 마찰 증가, 기공 감소에 따른 밀도 증가에 기인하여 강도가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 고온 소성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아 CO2가 전혀 배출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반응가스로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CO2 함유 배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조건에 따른 브리켓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최적조건을 도출하였으며 기존 제품인 소결광과의 비교를 통해 무코크스 철광석 괴성화 기술로 제조된 브리켓의 유효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물유리가 5% 함유되고 성형압이 4 ton/cm2 이상으로 제조된 브리켓의 분화지수(shatter index)가 기존
소결광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철강2-2 | 10:45]

2차정련에서 형석 저감을 위한 산업부산물 활용에 관한 연구: 정태수1, 강진규1, 김태성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Keywords: Fluorspar, Ladle slag, FeMn slag, Red mud, White mud 

형석은 제강공정에서 슬래그의 점도와 융점을 조절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물질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형석은 불소 유출로 인한
각종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수입가격 또한 증가하여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형석
사용량을 저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래그 중 CaF2 함량 저감 또는 대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CaO-
Al2O3-SiO2-MgO-CaF2계 래들 슬래그에서 CaF2 함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FeMn slag (FMS), Red mud (RM), White mud
(WM) 등의 각종 산업부산물을 첨가하여 용강 탈황실험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기존 10%CaF2 함유 슬래그와 동등한 S
정련능을 보였으나 FMS, RM을 10% 이상 첨가한 경우, 슬래그의 염기도 감소 때문에 S 정련능이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점도가
낮고 고염기도 슬래그를 이용할 경우 S 정련의 율속단계는 용강 중 S의 물질이동이라고 알려져 있다. MnO가 약 40% 함유된
FMS와 Fe2O3가 40% 함유된 RM을 래들 슬래그에 10% 이상 첨가할 경우, 기존 래들 슬래그 대비 용강 중 S의 물질이동계수
(km)가 감소하며 이는 S 정련 mechanism이 용강 중 S의 물질이동에서 슬래그 중 S의 물질이동 혹은 혼합율속 단계로 천이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10% 이하 소량첨가 조건에서는 기존 10%CaF2 슬래그와 유사한 수준의 km을 나타내었다. 이는 산업부산물
을 소량 첨가할 경우, S 정련 mechanism이 슬래그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약 9%의
Na2O를 함유한 WM를 래들 슬래그에 첨가할 경우, 기존 슬래그 대비 km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mechanism을 고찰할 예
정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산업부산물을 형석 대체 flux로서 약 10% 이하 비교적 소량 첨가할 경우에는 10%CaF2를 함유하는 기
존 래들 슬래그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S 정련능 및 S 정련속도의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철강2-3 | 11:00]

Li2O의 Cuspidine 결정생성속도 제어 효과에 대한 비 등온 분석: 여태민1, 조중욱1; 1포항공대철강대학원.

Keywords: Li2O, 비 등온 분석, Kinetics, Nucleation, Activation Energy
Mold flux 내에서 낮은 점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높은 basicity는, 결정화 온도를 상승시킴에 따라 빠른 결정화를 유
발해 주형 내 윤활능을 악화시키는 악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Li2O가 점도를 낮추면서도 결정화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보
고되었으나, 결정화 거동에 있어 Li2O의 명확한 효과와 그에 대한 해석은 충분히 연구되어지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연구진은 비
등온 냉각 시에 Li2O가 Cuspidine의 결정화속도를 지연시킴을 다양한 냉각속도에서 확인하였고, 이의 원인이 Li과 F 사이의 이온
결합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Ozawa 분석을 통해, Cuspidine의 결정화는 핵 생성 속도가 전체적인 결정화속도를 제어하는 Anti-
Arrhenius 거동을 따름을 확인하였고, Friedman 분석을 통해 Li가 첨가될수록 더 큰 활성화에너지를 요구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
로 유한차분법(FDM)을 통해 비 등온 냉각시 결정화 kinetic parameter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번 실험을 통해 Li이 단순히
mold flux의 점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Cuspidine의 핵 생성 속도를 늦춤으로써 결정화 속도를 늦춘다는 측면에 있어, 산업적으로
결정화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철강2-4 | 11:15]

오스테나이트 계 Fe 중 AlN 석출거동에 미치는 Si의 영향: 장준익1, 강영조1; 1동아대학교 금속공학과.
Keywords: Interaction parameter, AlN precipitation, Solubility product

강 중 AlN은 응고 후 강 중 빈번하게 관찰되는 개재물로 미세구조와 최종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 등 재질 특성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속주조, 열간 압연, 열처리 중 AlN의 석출과 성장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된 바 있다. 한편, 강의 주요 합금원소인 Si의 경우 제강공정 중 대표적인 탈산 원소일 뿐만 아니라 잔류
오스테나이트 형성 촉진, 고용강화에 의한 강도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는 합금원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i이 AlN의 석출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Si-Al 및 Si-N 간 열역학적 상호작용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1373K-1473K의 온도범위에서 오스테나이트상인 Fe 호일을 용융 Ag-Si-Al합금과 일정 분압의 N2 가스와 평형시켜 용질의 분배 평
형 농도로 부터 Si-Al 및 Si-N 간 상호작용계수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상호작용계수를 이용하여 오스테나이트 상 Fe 중 AlN 석출
거동을 예측하고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였다.

[철강2-5 | 11:30]

연속주조 몰드의 공기기둥 형성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이종희1, 박일석1, 한상우2, 조현진2; 1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2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연속주조, 공기기둥, 몰트 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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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배수하거나 펌프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공기기둥이 형성되면 공기 유입에 의한 배수 유량감소, 펌프 블레이드 손상 및 소음진
동 등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특히, 공기기둥 현상이 철강 연속주조 몰드 내부에서 발생하면 탕면 불순물 유입에 의한 철강 품
질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기기둥이 형성되는 과정을 단순 원통형 배수 모형, 대향 유동 모형, 탕면 보
텍스 모형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연구하였다. 단순 원통형 배수 모형에서 공기기둥의 형성 원인은 Ekman spiral suction 흐름
과 테일러 보텍스 링 적층 구조임을 알 수 있었으며, 대향 유동 모형에서는 공기기둥 형성 원인이 자유표면의 보텍스와 하강유동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선 모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속주조 몰드 탕면에서 공기기둥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철강2-6 | 11:45]

Study of Uneven Solidification for Peritectic Carbon Steels and its Prediction: 권상흠1, 백구슬1, 원영목2, 허윤욱1, 이재
상1, 임창희1; 1포항공대철강대학원. 2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Continuous casting, Uneven solidification, Heat flux, Peritectic carbon steel 

연속주조공정에서 주편의 입계크랙은 아포정강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는 몰드 영역에서 불균일 응고에 의한 열전달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다양한 강종에 대해 응고 쉘의 불균일 정도 및 heat flux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균일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응고 쉘의 불균일 정도를 나타내는 표면 profile 은 포정반응점 좌측 영역에서 최대 값을 나타내었고,
그로 인해 heat flux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변태에 의한 수축반응이 상변태 온도 구간 및 변태 반응시 액
상분율 차이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응고쉘의 불균일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고, 약 80% 정합
성을 가지고 실험결과를 예측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델을 이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주편 크랙 예측 및 최소화에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강2-7 | 12:00]
Effect of Cooling Rate on Delta-Ferrite Behavior of the 304 Stainless Steel During Solidification and Solid State Cooling:

Fazlollah Sadeghi1, Kwon SangHum1, Heo YoonUk1, Lee JaeSang1, Kim JongWan2, Yim ChangHee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

원. 2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Austenitic Stainless Steel, Continuous Casting, d-ferrite

Austenitic stainless steels are one class of this steel group that has complicated solidification behavior because of high alloying
elements. During steel production, δ-ferrite control has a crucial effect on final product quality. Despite various research in this area, a
quantitative relationship between d-ferrite and casting condition is lacking and seems essential. In this research, the effect of slow and
fast cooling rates on the d-ferrite content of 304 Austenitic stainless steel has been performed in the current research using thermo-
mechanical simulator machine. Both solidification and solid-state cooling dependency on d-ferrite content was considered. In order to
verify the experimental tests, thermodynamic calculations have been done using FactSage software. Samples were analyzed using
optical microscopy (O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electron probe micro-analyzer (EPMA) techniques. Results have
shown that the retained d-ferrite content increases as cooling rate decreases similar to the slab condition. 

[철강3-1 | 13:00]

소결광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유효 열량에 관한 연구: 박태준1, 김병철1; 1현대제철.

Keywords: 소결광, 열량, Shatter Index, Reduction Degradation Index 
소결광은 일반적으로 고로 조업에 사용되는 주요 Fe Source 중 하나이다. 특히 높은 소결광 사용비를 유지하는 고로 조업의 경
우,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소결광의 품질이 핵심요소 이다. 소결광의 제조는 철광석 및 부원료(석회석, 규사 등) 배합원료의 부분 용
융에 의한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소결 연료는 이러한 부분결합을 유도하는 열원으로 사용된다. 소결 연료의 사용량 및 조건은
소결광의 생산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소결 연료 사용량은 소성과정 중 최고 도달 온도,
최고 온도 유지 시간 및 냉각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Heat pattern은 소결 조업의 생산성 및 소결광의 품질 확보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어 인자 이다.소결광의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 원료의 고유 물성을 파악하고, 각 원료의
사용비에 따른 적정 연료 사용비를 산정해야만 효율적인 소결 조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결 공장에 사용중인 모든 원료
에 대해 기초물성, 열량 변화 및 소결 과정 중 손실되는 영향 인자를 파악하고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최적 열량을 산정하기 위한
Logic을 도출하였다.

[철강3-2 | 13:15]

전로 공정 랜스를 통한 초음속 산소 가스의 거동: 권재홍1, 한정환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converter operation, soft blowing, lance nozzle, mathematical model

최근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로조업 동향이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탈인 효율 향상 및 취련 시간
단축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취 랜스 노즐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랜스 노즐은 산소 jet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normal expansion type을 사용하였고, soft blowing 패턴을 적용하여 탈린 효율을 증대시켰다. 그
러나, 산소 jet의 blowing soft화는 취련 시간을 증가시켜 전로 내 슬래그 양 증가 및 내화물 수명 저하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따
라서 현재 조업에서 soft blowing 패턴을 유지하며, 산소 공급 속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상취 랜스 노즐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소 공급 속도 증가 및 soft blowing이 가능한 abnormal expansion type 노즐에 대한 설계 및 기초 해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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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해석에는 상용 유동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음속 jet의 유동 특성을 확인하였다.
노즐은 exit/throat 직경비에 따라 설계하였으며, 공급되는 산소량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inlet 유량 변화에 따른 해석을 진행
하였다. Oxygen jet의 속도는 normal expansion type 노즐에서 가장 빠른 경향을 보였으며, abnormal expansion type 노즐에 근접
할수록 jet 속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산소 유량이 증가할수록 jet의 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내었다. 

[철강3-3 | 13:30]

Electrochemical mechanism of oxidation desulfurization in the CaO-SiO2-Al2O3 system: 이상훈1, 민동준1; 1연세대학교신소재공학과.
Keywords: Electro desulfurization: Oxidative desulfurization: Refining capacity: Anodic reaction 

The effect of electrical potential on refining capacity was studied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sulfur removal by slag refining.
Improvement of refining capacity through catiodic reaction of sulfur (S + 2e- = S2-) is well known.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on
the electrochemical behaviour of sulphur when the reverse electrical potential is appli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electrical potential on
CaO-SiO2-Al2O3 system was evaluated by applying -1.5 ~ 1.5 V to the slag-metal interface using power source meter at 1823 K, C/CO
gas equilibrium. The equilibrium of the electrochemical reaction was confirmed by the in-situ current value. The sulfur concentration
was evaluated by C/S analyzer after quenching in the Argon, and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metal after the experiment was
evaluated through ICP and NO analyzer. In the cathodic potential region (-1.5 ~ 0 V), the partition ratio of sulfur increases as the
electrical potential increases based on the mechanism of sulfur cathodic reaction (S + 2e- = S2-). On the other hand, in the anodic
potential region (0 ~ 1.5 V), it was expected that the resulfurization (S2- = S + 2e-) would occur, but the sulfur partition ratio was
increased. Two possible cases have been proposed. First, the mechanism of oxidation refining of sulfur (S+4O2- = SO4

2- + 6e-) has been
proposed in anodic potential region. Next, the possibility of evaporating desulfurization is proposed, which is caused by a change of the
interfacial oxygen partial pressure due to the electrical potential. In order to verify these possibilities, the mechanism of the
electrochemical oxidation desulfurization based on the Nernst equation and thermodynamic aspect of the evaporating desulfurization
due to the change of the interfacial oxygen partial pressure were discussed in detail. 

[철강3-4 | 13:45]

C 함량이 다른 용강과 MgO-C 내화재의 반응 특성: 이주훈1, 정용석1;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Keywords: 내화재, 용강, 용존산소, 침식, 부식
철강제조공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MgO-C 내화재는 염기성 조업에 있어 우수한 저항성을 갖고 고온 조업에서 필요한 내열충격
성 및 우수한 열정도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용강과의 접촉시 내화재와의 반응으로부터 내화재 내 탄소의 탈탄되고 이는 용강의 침
투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용강 침투는 내화재 열화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 함량이 다른 용강이 MgO-C 내
화재와 반응시 달라지는 침식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실험은 FRT(Finger Rotating Test) 실험장치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온도는 1600oC , 침적시간은 60분으로 고정하고 용강 내 C 함량을 변화시켜 달라지는 MgO-C 내화재의 부식 특성을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C함량이 많은 용강일수록 용강내 용존 산소 함량이 적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내화재의 탈탄 반응이 완화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반응 내화재 시편의 단면을 잘라 광학현미경, SEM, EDX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열역학 및
반응속도적으로 해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철강3-5 | 14:00]
Effect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lags on the Cleanliness of Steel Melts During Refining and Casting Process:

TAESUNG KIM1, JOO HYUN PARK1; 1Hanyang University.

Keywords: Alumina inclusion, RH process, CaO-Al2O3-FetO-SiO2-MgO slag, Viscosity, Inclusion removal rate 
The alumina-rich non-metallic inclusions (NMI) are formed by Al deoxidation of molten steel in RH process. The removal rate of

NMI is strongly dependent on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molten slag because dissolution of the inclusion into slag phase is rate
controlling step. Hence,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viscosity of the CaO-Al2O3-FetO-SiO2-MgO slag with various composition to
evaluate the removal rate of NMI. The viscosity of the CaO-Al2O3-FetO-SiO2-MgO slag was measured by varying FeO content at
different CaO/Al2O3 (C/A) ratios. The increase in FeO content and C/A ratios decreases the viscosity of the CaO-Al2O3-FetO-SiO2-MgO
slag. Based on the results of viscosity measurements, the removal rate of alumina-rich NMI was evaluated by taking the slag-metal
reaction into account. Because the addition of FeO to the CaO-Al2O3-FetO-SiO2-MgO slag decreases the viscosity of slags, it was
observed that the increase in FeO content enhances the removal rate of NMI. However, the addition of FeO greater than critical value
decreases removal rate of oxygen because oxygen is continuously diffused from slag-metal interface to bulk steel by dissociation of iron
oxide. Temperature drop in the steel melt during casting process causes an increase of alumina-rich NMI due to a decrease in oxygen
solubility. Therefore, the effect of temperature changes on the removal rate of NMI is also investigated in the present study. 

[철강3-6 | 14:15]
Development of a New Technique for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Soluble Oxygen and Insoluble Oxygen in Al-

killed Steel Using the Inert Gas Fusion Infrared Absorption Method: Hae-Mi Hong1, Youn-Bae Kang1; 1Graduate Institute

of Ferrous Technology.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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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Total oxygen, Soluble oxygen, Inert gas fusion infrared absorption method, Heating pattern, Simultaneous analysis  
It is well known that inclusions such as alumina, which are formed during Al deoxidation in secondary refining process, deteriorate

the process and the final product. Many efforts have been attempted in order to improve the cleanliness of molten steel. Accurate
determination of oxygen content in steel is prerequisite to evaluate the cleanliness of steel. The oxygen exists in the steel either
chemically dissolved form (soluble oxygen) or physically suspended form (insoluble oxygen) in forms of oxide inclusion. As a common
practice, only total oxygen which is sum of the soluble oxygen and insoluble oxygen has been determined using inert gas fusion infrared
absorption method in these days. In Al-killed steel, the total oxygen content has been used as a measure of oxide inclusions in the steel.
However, depending on process condition and steel grade, soluble oxygen content may not be negligible. In the present study, a series of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develop a new oxygen analysis technique that simultaneously measures soluble oxygen and insoluble
oxygen contents in steel using the inert gas fusion infrared absorption method. In order to develop the appropriate analytical method, a
heating pattern, which controls melting of a steel specimen, was optimized. Various steel specimens were employed such as electrolytic
iron and Al-killed steel obtained from a steelmaking plant, Gwangyang works, POSCO. The heating pattern was constructed by dividing
into a low-temperature part for detecting soluble oxygen (dissolved oxygen) and a high-temperature part for detecting insoluble oxygen
(oxygen in alumina). Sum of these two corresponds to the total oxygen content. Feasibi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new technique for
Al-killed steel will be discussed. 

[철강3-7 | 14:30]

박슬라브 연주기에서의 몰드 오실레이터의 조업 영향도 분석: 신민철1; 1(주)POSCO.

포스코에서는 연연속 압연과 연계된 박슬라브 연주기를 운영하였다. 연연속 압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열연 제품의 최종
물성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무리 압연온도 확보를 위하여, 연주에서의 고토출량 조업이 필수적이다.안정적인 연주 조업을 위하
여 몰드 오실레이터가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오실레이터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조업
사고는 줄어들 것이나, 정비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고속주조에서는 몰드 출측에서 더욱 얇은 응고층이 형성되므로, 오실레이터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NST(Negative Strip Time) 확보를 위하여서는 더욱 빠른 진동이 요구되며, 이는 오실레이터에 더욱
큰 부하로 작용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오실레이터 정비를 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POSCO에서 활용한 오실레이터 진단
장치를 소개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실레이터와 조업 안정성 간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오실레이터 정비에 대한
적정 가이드 라인을 제안한다.

[철강3-8 | 14:45]

Remelting 인장 시험법을 활용한 V-Mo 첨가에 따른 고 Mn강의 고온 연성 거동: 정지연1, 권상흠1, 허윤욱1, 이재상1, 이운해2, 강
명훈2, 최종교2, 김동규3, 임창희1; 1포항공과대학교철강대학원. 2포스코 기술연구원. 3동아대학교.
Keywords: remelting, solidification, segregation, precipitation, continuous casting

연속 주조 공정에서의 결함 예측 및 주조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속 주조 공정의 열이력을 모사한 고온 연성 평가가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고온 연성 평가 시, 재가열을 통한 용체화 처리 과정을 거치지만 이는 응고 과정을 수반한 실제 연속 주조 공정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grain size, 편석, 석출물 거동 등에서의 변화가 실제 주조 공정과 상이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재가열 및 용융 인장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고온 연성 거동을 얻고자 하였다. 실험에는 V-Mo
첨가 및 미첨가 고 Mn강을 사용하였으며, 용융 인장 시 재가열 인장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RA trough 영역에서의 고온 연성 값이
상승하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고온 연성 차이에 대한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해 FE-SEM, EDS, EBSD 및 EPMA 등을 이
용하여 미세 조직 및 편석, 석출물 거동 변화를 조사하였다. 

[AW-6 | 15:15] 철재상 수상기념강연

고Mn강 대량생산을 위한 신제강 프로세스 개발: 강수창1, 한웅희1, 송민호1, 안종태1; 1포스코 기술연구원

최근 철강 수요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강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체경량화의 일
환으로 고강도 고연신 제품을, 에너지/조선 분야에서는 채굴 및 이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온인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포스코 및 국내외 철강사들은 이와 같은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강종
개발의 일환으로 여러 종류의 고Mn강(Mn함량 3~27 wt.%)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고Mn강은 Mn함량 조절하
기 위해 투입되는 합금철의 양이 많아서, 통상적인 제강 프로세스에서는 제조시간 증가에 따른 생산성 하락, 합금철 실수율 저하 및
불순 원소의 제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포스코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융 상태
의 합금철을 이용하여 고Mn강 생산 공정을 단순화시키는 포스코형 고Mn 제강프로세스(PosLM : POSCO Liquid Manganese
Proces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고Mn강의 생산성 확보 및 제조원가 저감을 실현함으로써 고Mn강 상용화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본 프로세스는 합금철 제조 공정 중의 용융 상태의 FeMn을 바로 사용함으로써, 합금철의 응고 및 용해과정 중에
서 발생되는 에너지 낭비를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프로세스이다. 

[철강4-1 | 15:40]
Inclusion Behavior in Ultra Low Carbon Steel with Various Titanium Sources: Yong-Min Cho1, Jung-Ho Park2, Youn-Bae
Kang1; 1POSTECH GIFT. 2P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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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ULC steel, Inclusion, Ferro-Ti
Many inclusions are generated during secondary refining process of Al-killed Ultra Low Carbon (ULC) steel.  These cause several

issues such as nozzle clogging and bad quality of final steel products. In particular, Ti addition to ULC steel has been known to cause
severe problems including deterioration related to nozzle clogging and defect related to the evolution of Al2O3 inclusion.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evolution of Al2O3 inclusion has been described by following steps: 1) stable phase of the inclusion turns from
Al2O3 into Al-Ti-O complex oxide since the interface of Al2O3 is affected by locally Ti-accumulated layer in liquid steel, 2) the complex
oxide transforms back to Al2O3 associated with morphological change.  However, Role of impurities in Ti sources (ferro-Ti alloys) has
not been investigated yet. In the present study, the behavior of inclusions in Ti-ULC steel was investigated with regard to the
composition of ferro-Ti alloy (Al and O levels in the alloy). Size, morphology, and clustering behavior were analyzed.  These
characteristics will be presented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the ferro-Ti alloy.  

[철강4-2 | 15:55]

용강 중 비금속 개재물의 개질 거동에 미치는 2차정련 슬래그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영향: 강진규1, 정태수1, 김태성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Keywords: Nonmetallic inclusion, Refractory-Slag-Metal-Inclusion multiphase reaction, Physicochemical property, Modification, Red
mud 

용강 내 잔류하는 유해한 비금속 개재물은 연속주조 공정에서 노즐막힘을 유발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결
함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련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흡수,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비금속 개재물은 내화재/슬래그/용
강/개재물 다상 평형반응을 통해 개질, 제거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련 슬래그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비금속 개재물 개질 거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편, 본 연구그룹에서 수행한 기존의 연구에서 슬래그 개질을 위한 부원료로서 수산
화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red mud 활용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red mud 투입에 따른 정련 슬
래그 물성변화가 용강 중 비금속 개재물의 생성 거동과 용강 청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고주파 유도로를 이용하여
슬래그-용강 반응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용강과 슬래그 시료를 채취한 뒤 ICP, N/O, SEM 분석을 활용하여 개재
물의 조성, 크기, 개수를 포함한 용강 청정도와 탈산 거동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통상적으로 조업에서 사용되는 고염기도의 고액공
존 슬래그에 비해, 고상 석출상을 최소화한 균일 액상 슬래그가 용강 청정도와 개재물 개질거동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철강4-3 | 16:10]

연속주조 슬라브 표면의 응고불균일에 의한 몰드 탕면 헌팅: 문상운1; 1POSCO기술연구원.

Keywords: 연속주조, Mold level hunting, Dynamic bulging, 응고 불균일 
연속주조 공정에서 슬라브의 dynamic bulging은 몰드 탕면의 주기적인 헌팅과 주편 표면의 응고 불균일 현상이 결합하여 발생한
다. 동일한 배열 간격의 반복적인 주기를 갖는 Roll 사이를 슬라브가 통과할 때의 주편의 부피 변화가 미세한 탕면 헌팅을 만든다.
이러한미세 탕면 헌팅에 기인하여 주조방향으로 응고쉘 두께가 주기적으로 변화되는데, 이 주조 방향으로의 응고 불균일 간격이
Roll 간격 주기와 같고 응고셸 강도가 약할 경우 헌팅은 점점 더 심화된다. 탕면 헌팅이 주편 응고 불균일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작용을 반복하여 탕면 레벨의 변화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발산현상을 보인다. 응고쉘 불균일이 심한 아포정 강종을 주조
하거나, 초기 응고쉘 불균일을 심하게 만드는 메니스커부 강냉현상이 있을 경우 이러한 dynamic bulging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위해 주조 말기에 주편 응고셸의 두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몰드 레벨 변동량과 비교하였다.

[철강4-4 | 16:25]
Investigation about Molten Steel Flow in a Continuous Casting Mold according to the Variety of the Magnetic Field

Conditions : sangwoo Han1, hyunjin Cho2, il Sohn3; 1Steelmaking Research group. 2Technical Research Lab. 3POSCO.

Keywords: Continuous cast, Mold, EMS, Molten steel flow
The magnetic fields for controlling the molten steel flow in a mold is continously developed for preventing the defects of a slab. The

electro magnetic devices likely EMS (electro-magnetic stirring), MM-EMS(Multi mode EMS) and EMBr(Electro Magnetic Breaker)
have both advantages and disadvatag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lten steel flow  in a mold about the veriaty of the magnetic fields
conditions. The EMS can control the uniform meniscus temperature and washing flow nearby a solidified shell. However, the drawback
of the steel fluid flow phenomena in a continuous casting mold with EMS under a traveling magnetic field is the severe meniscus
fluctuations due to the high velocity and the excessive downward flow toward the casting direction. To inhibit these defects in as-cast
steel products, implementation of braking forces using static magnetic fields in combination with the traveling magnetic field have been
studied in the present work. Simulation of the fluid flow in the mold under a combined traveling and static magnetic field operation has
been conducted showing not only a lower downward flow speed, but also improved stability in the washing flow and enhanced
rotationa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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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5-1 | 09:00]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of Q&P processed medium Mn steel by introducing bainitic microstructure: 김
지훈1, 권민혁1, Awang Arjana1, 이세웅2, 이규영2, 서동우1; 1포항공과대학 철강대학원. 2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BQ&P steel, Q&P steel, stretch-flangeability, film type astenite

Quenching and partitioning (Q&P) 강은 quenching과정에서 일부 형성되는 마르텐사이트로 인해 높은 항복 강도와 partitioning
과정에서 탄소의 분배로 인해 안정화된 잔류 오스테나이트에 의해 강도대비 우수한 연신율을 나타내는 차세대 강판으로 알려져 있다
. Q&P 강에서 우수한 연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잔류 오스테나이트 분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경우 블록 (block) 형태의 잔
류 오스테나이트가 다량 형성되어 신장플랜지성이 열위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근 Q&P 공정에 앞서 오스템퍼링
(austempering) 열처리를 도입하는 Bainitic based quenching and partitioning (BQ&P) 공정이 제안되었다. Quenching 이전에 오
스템퍼링을 통해 베이나이트를 도입하게 되면 높은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양을 확보하면서도 필름(film) 형태의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Q&P 공정이 강판의 미세조직 및 인장특성, 신장플랜지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
다. 0.26 C - 4.2 Mn - 1.4 Si (wt. %) 조성을 가지는 강재를 870 oC에서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하고, 300 oC에서 오스템퍼링을
거쳐 일부 오스테나이트를 베이나이트로 상변태시킨 후 Q&P 열처리 하였다. BQ&P 공정을 적용을 통해 블록(block) 형태의 잔류
오스테나이트 대신 필름 (film) 형태의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높은 탄소 농도와 필름(film) 형태로 안정화된
오스테나이트로 인해 인장특성 및 신장플랜지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철강5-2 | 09:15]

핫스탬핑과 페인트 공정을 활용한 6Mn강의 상온 quenching and partitioning: 김우준1, 권민혁1,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Keywords: Q&P, Medium Mn steel, Hot stamping

마르텐사이트와 잔류 오스테나이트 이중 미세구조로 이루어진 Quenching and partitioning (Q&P) 강은 정교한 공정 온도 조절을
통하여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확보할 수 있다. Q&P 공정 각각의 온도 조절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와 기계적 물성 변화에 대한 연
구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망간강을 짧은 시간 동안 오스테나이징 후 상온까지 급랭하여 마르텐사
이트와 잔류 오스테나이트 이중 미세구조를 만든 후 페인트 공정의 열처리를 모사하였다. 페인트 공정 모사 중에 마르텐사이트 속
탄소가 오스테나이트로 확산을 하도록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공정화가 어려운 Q&P 공정을 단순화하고, 초고강도 강을 냉간
가공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마르텐사이트 변태 종료 온도를 상온보다 낮도록 하기 위해 Fe-6Mn-1.5Si-0.3C (wt.
%) 중망간강을 설계하였으며 오스테나이징과 페인트 열처리 공정 모사에서의 온도와 열처리 시간에 따른 미세구조 및 기계적 물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설계된 강종은 냉연 후에 상온 Q&P 공정을 진행한 뒤 인장실험에서 각각 1.5, 2.0 GPa 수준의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와 12% 수준의 연신율을 보이며 실제 핫스탬핑 공정을 적용했을 때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철강5-3 | 09:30]

10Mn 상온 Q&P 강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구조와 기계적 물성 변화: 김동휘1, 강지현2, 류주현3,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

대학원. 2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3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중망간강, Q&P, 오스테나이트
3세대 AHSS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중망간강은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망간의 양이 3-10 wt% 포함된 강으로 상온에서
약 700 oC 구간 사이의 넓은 2상 영역을 가진다. 이에 열처리 온도에 따라 변하는 오스테나이트의 조성과 분율의 차이로 인하여,
미세구조가 다양하게 변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Q&P 열처리는 오스테나이트 단상 영역에서 Ms와

Mf 사이의 특정 온도로 냉각하여 오스테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 미세구조를 생성하고,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탄소 분배 열처리를 수
행하여 높은 강도와 연성을 확보하는 열처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70~270 oC 의 칭 온도를 상온으로 낮춰 설계한 강종에 상
온 Q&P가 도입되었다. 10Mn 강의 낮은 Ms 온도로 인하여 상온 칭 후에도 25 %의 오스테나이트 분율을 확보하였다. 다양한
오스테나이트 분율을 얻기 위하여 어닐링을 700, 750, 800 oC 세 가지 온도에서 수행 후 수냉하였다. 또한, 오스테나이트의 안정성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배 열처리 또한 세 가지 다른 온도에서 열처리하였다. 그 결과 어닐링 온도와 분배 온도 변화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와 오스테나이트 내 탄소 농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온 Q&P를 통하여 1500 MPa 인장강도와 약
20%의 연신율을 얻을 수 있었다.

[철강5-4 | 09:45]
Effect of Grain Boundary Characters on Low Cycle Fatigue Behavior of Hydrogen Charged High-Mn TWIP Steels:

Gyeonghyeon Jang1, Chong Soo Lee2; 1GIFT. 2POSTECH.

Keywords: Twinning induced plasticity steel, Hydrogen embrittlement, Grain boundary Engineering, Low cycle fatigue, Coincidence
site lattice. 

High-manganese twinning-induced plasticity (TWIP) steels receive great attention nowadays due to their excellent combin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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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However, TWIP steels often reveal hydrogen embrittlement (HE), i.e., hydrogen delayed fracture,
leading to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structural components. In order to prevent or suppress HE, high stacking fault alloying element
such as Al is added in the TWIP steels. Recently, an alternative approach is used by the application of grain boundary engineering, a
method to increase the fraction of coincidence site lattice (CSL) by imposing a small amount of strain and anneali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ain boundary engineering on low cycle fatigue (LCF) properties of hydrogen charged TWIP steels.
Results showed that LCF properties of GBE processed TWIP steels were similar to those of as-received TWIP steels in the uncharged
condition, while the degradation of low cycle fatigue life of the former was not significant in the hydrogen charged condition. 

[철강5-5 | 10:00]

NACT 공정으로 제조된 압력용기 강재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템퍼링 온도의 영향: 이현욱1, 이훈1, 강의구2, 권용재1, 이
정구1, 신상용1; 1울산대학교 공대 첨단소재공학부. 2현대제철 R&D Center.
Keywords: Pressure vessel, NACT, Tempering, Microstructure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사용되는 대형 구조물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용기강도 기존에 비해 더욱 높은 기계적 특성이 요구된다. 기존
의 압력용기강은 노멀라이징 공정으로 제조되어 페라이트-펄라이트의 미세조직이 나타난다. 이러한 페라이트-펄라이트 미세조직은 우수
한 인성을 보이지만 강도가 비교적 낮은 단점이 있다. NACT 공정(Normalizing Accelerated Cooling Tempering process)은 노멀
라이징 공정에 가속냉각과 템퍼링 공정이 추가된 공정으로 페라이트-베이나이트-펄라이트 미세조직을 형성하여 우수한 인성과 강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형성된 미세조직이 복합조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복잡하며
특히, 템퍼링을 진행하였을 때 각 미세조직의 거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0.14 wt.% 탄소를 갖는 저탄소강을
NACT 공정으로 제조하였다. 열간 압연된 슬라브를 930 oC에서 노멀라이징하여 450 oC까지 15 oC/s의 냉각 속도로 냉각하였고, 그
후 공랭하여 베이나이트를 형성하였다. 템퍼링은 450 oC 이상부터 Ar3온도 이하인 500, 600, 700 oC에서 1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해 비커스 경도, 샤르피, 인장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는 2017년 현대엔지비의 재원으로 현대제철의 지원과 2018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P0002007,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철강5-6 | 10:15]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이상역 압연이 라인파이프강 내 간헐파괴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조영환1, 이재은1, 주웅용1, 강주석2, 한흥남1; 1

서울대학교. 2포스코.
Keywords: Line-pipe steel, DWTT, Separation, EBSD 

간헐파괴는 극저온에서 라인파이프강의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Drop Weight Tear Test (DWTT) 등의 충격 시험에서 파단면 상에
나타나는 수직 방향으로 벌어진 2차 크랙을 말한다. 이러한 간헐파괴는 라인파이프강의 물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실험적으로 강재의
열연 공정 중에 강압하를 주었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강압하를 기반으로 하면서 우수한 물성을 갖는 라
인파이프강의 개발을 위해서는 간헐파괴 발생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압하율 증
가에 따른 간헐파괴 발생량 증가 원인을 미세조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이상 영역에서 압연
조건을 달리한 두 강재를 제작하여 강재들의 온도별 간헐파괴량 차이를 비교하였다. 간헐파괴량, 연성파면율, 천이온도와 같은 충격
물성을 분석하기 위해 극저온에서 각 강재에 대해 DWTT를 수행하였다. 또한, 간헐파괴 발생을 미세조직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간헐파괴 주변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현미경 (SEM) 및 후방산란전자 회절패턴 분석기 (EBSD)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리고 갈라
진 간헐파괴 양쪽의 미세조직 계면을 맞춰 비교함으로써 각 강재별로 간헐파괴가 어떠한 미세조직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는지 분
석하였다. 

[철강6-1 | 10:30]

Direct Quenching (DQ) 공정으로 제조된 High Hardness Armor (HHA) 강의 미세조직, 인장, 충격 및 피로 특성: 백민석1, 박
태현1, 함진희2, 박태원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국방과학연구소.
Keywords: High hardness armor steel, Direct quenching process, Tensile, High cycle fatigue, Impact toughness

본 연구에서는 direct quenching (DQ) 공정으로 제조된 초 고강도강의 미세조직, 인장 및 고주기 피로 특성에 미치는 냉각 속도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DQ 공정은 가압 수(pressurized water)를 사용하여 일반 reheating quenching (RQ) 공정에 비해 빠른 냉각
속도를 나타내며, reheating 및 quenching step이 줄어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재는 cooling rate
차이를 두기 위해 A 소재(두께 6 mm)와 B 소재(두께 15 mm)의 판재 두께를 다르게 제조 하였다. 두 소재의 XRD 상 분석 결과
martensite  와 bainite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BSD를 통해 정략적인 상 분율을 조사해 보았으며 martensite 분율은
81.88 vol.% 그리고 B 합금은 68.11 vol.%로 측정되었다. 초기 미세조직 관찰결과 두 소재 모두 surface영역이 center 영역에 비해
fine한 조직을 보였으며, A 소재가 B 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한 martensite 및 bainite 조직이 관찰되었다. 인장 시험 결과, A
소재가 B 소재에 비해 항복강도 (YS) 및 최대 인장강도 (UTS)가 우수한 반면, 연신율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충격 인성의 경
우 A 합금은 B 합금에 비해 4 J/mm3 낮은 30 J/mm3 값을 가졌다. 이는 A 합금이 B 합금에 비해 강도는 높지만 martensite 분율
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고주기 피로에서의 피로한(fatigue limit)은 A 소재가 B 소재에 비해 약 150 MPa 이상 높은 결과를 보
였다. 상기 결과들과 함께 인장, 충격 인성 및 피로 시험 후 파단면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high hardness armor 강의
변형 및 파괴 기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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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6-2 | 10:45]
Effect of Electric Current Density on Recrystallization Kinetics in Low Carbon Steel: Ju-Won Park1, Hye-Jin Jeong1, Sung-
Woo Jin1, Kyeongjae Jeong1, Moon-Jo Kim2, Sung-Tae Hong3, Heung Nam Han1; 1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3University of Ulsan.

Keywords: low carbon steel, electropulsing treatment, recrystallization, kinetic analysis
In recent years, electrically assisted manufacturing has been suggested as a promising new technology, in which the mechanical

behavior and microstructure of a metal alloy can be altered by applying electric current to the alloy. Especially, the accelerated
microstructural change under electric current has been observed in the electrically assisted manufacturing. Here, the control of the
microstructural change by applying electric current is named as ‘electropulsing treatment’. In this study, as one of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pulsing treatment, the effect of electric current on recrystallization kinetics was investigated in low carbon steel. Direct electric
current was applied to a cold-rolled specimen for various temperatures and times. In addi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electric
current density, one pulsing treatment was conducted. The progress of recrystallization was evaluated by Vickers hardness measurement
and grain orientation spread (GOS) analysis in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The effect of electric current on recrystallization
kinetics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kinetics. To distinguish athermal effect of electric current from joule heating, heat-treatments in a
furnace were conducted under the same temperature condition as electro-treatment. Finally, athermal effect of electric current which is
distinct from Joule heating was evaluated.

[철강6-3 | 11:00]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의 M23C6 석출에 따른 오스테나이트 열적 안정도 변화: 권호준1, 전종진2,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 철

강대학원. 2포스코 기술연구소.

Keywords: 오스테나이트 안정도,스테인리스강, 석출물, M23C6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로 인한 준안정 오스테나이트강의 TRIP(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효과는 합금 성분을 조정
하거나 열처리 공정을 추가하여 다양한 물성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최근 자동차 강판 등 구조재료용 철강 연구 주제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오스테나이트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탄소 농도, 결정립 크기, 결정립의 형상과 분포, 오스테나이트의 강도와 다
른 상의 존재 여부 등이 있다. 그 중 탄소 농도는 오스테나이트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탄소 농도를 말하는 것으로, 석출물이
형성되었을 때는 고용 탄소 농도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오스테나이트의 안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300계 준안정 오
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열처리를 통해 M23C6 석출물을 형성시킴으로써 시편 조성의 변화 없이 고용탄소 농도를 변화시켜 그
에 따른 오스테나이트 안정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700°C-1000°C 온도에서 열처리 시 다량의 M23C6 석출물이 형성되었고, 형성된
석출물은 TEM 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석출물 잔사추출 분석을 통해 석출물의 부피분율과 석출로 인한 고용탄소 농도의 감
소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오스테나이트 안정도의 변화는 열처리 후 오스테나이트 분율 측정을 통해 정량적으로 측정하였고, 딜
라토미터 실험을 통해 열처리 후 냉각 중 마르텐사이트 변태로 인한 부피변화를 관찰함으로써 Ms 온도를 측정하여 정성적인 변화도
관찰하였다. 

[철강6-4 | 11:15]

FeMnAlC 경량철강 주조재의 Ni 첨가에 의한 κ-carbide 석출 거동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원자단위적 고찰: 김치원1, 이재현1, 문
준오2, 장재훈2, 박성준2, 이봉호3, 홍현욱*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재료연구소 철강재료연구실. 3대구경북과학기술원.
Keywords: Lightweight steel, Ni addition, κ-carbide, 3D atom probe tomography, shearing

최근 산업용 수송기기 및 육군 기동 무기체계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되면서 경량 고강도강으로 알려진 FeMnAlC 합금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단조 처리된 합금에 대해 진행 되었으며, 주조합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용성을 고려하여 주조합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합금은 고강도화를 위해 무게분율 약 30% Mn
과 0.9% C의 첨가로 상온에서 austenite기지를 안정화 하고, 경량원소 Al을 9.7% 가량 첨가하여 기존 철강 대비 약 15% 이상
경량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조 시 용탕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고 재료의 융점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Si을 첨가하
여 주조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Si 과다 첨가 시 결정립계에서의 유해상 β-Mn 석출이 촉진되므로 0.5 wt.%로 제어하였다.
FeMnAlC 합금은 석출경화형으로, Si 이 첨가됨에 따라 시효열처리 시 규칙격자를 갖는 κ-carbide의 석출 거동이 초기단계에서 가
속화 되어 석출경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FeMnAlC 합금계에서 Ni이 첨가될 경우, 기계적 특성이 미첨가
합금 대비 향상되며 열처리 시 Ni-Al type의 BCC 규칙격자 구조인 B2 상의 석출로부터 고강도 및 고연신율이 얻어진다는 연구결
과도 알려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Ni 첨가 시 FeMnAlC 합금계의 특징인 석출경화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Ni 첨가량에 따라 열처리 시 나타나는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기본 합금은
Fe-30Mn-9.7Al-0.9C-0.5Si-1.5Mo로 구성되어 있으며, Ni 첨가량을 1.5wt. %와 3.0wt. %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Ni 첨가량과 관계
없이 미세조직은 austenite 기지와 ferri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체화 처리된 상태의 경우 3.0Ni을 포함한 합금의 인장강도는 1.5Ni
에 비해 약 70 MPa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나, 20 % 수준까지 연신 되지 못 하고 파단 되어 최대인장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본 합금계의 특징인 시효 경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κ-carbide 석출 영역인 550oC에서 100시간 동안 열처리 하여 경도
를 비교하였다. 용체화 처리된 경우 1.5Ni과 3.0Ni 합금의 경도는 262, 274 Hv이며 시효 열처리 초기단계에서 3.0Ni 합금의 경도
가 약 20 Hv 높게 유지되며 증가하고, 20시간 이후 1.5Ni 합금의 경도는 약 370 Hv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3.0Ni 합금의 경도
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100시간 열처리 시 450 Hv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본 결과를 통해 Ni 함량 증가 시 시효 경화 효과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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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Ni 첨가가 주 강화상 κ-carbide의 석출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시효 열처리 시 Ni 첨가량에 따른 κ-carbide 석출거동과 기계적 특성 및 변형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철강6-5 | 11:30]
Microstructure Characterization of Adiabatic Shear Band Formed During High Strain Rate Deformation of Armor Steel:

조민철1, 김세림1, 김대웅1, 박형근1, 홍성석2, 김홍규2, 손석수3, 김형섭1, 이성학1; 1POSTECH. 2ADD. 3고려대학교.
Keywords: Adiabatic shear band (ASB): Armor steel: Ballistic impact: Dynamic compression test

Adiabatic shear band (ASB)는 탄도충격 시험을 비롯한 금속재료의 초고속변형에서 형성되어 파괴경로로 작용하기 때문에,재료의
동적 파괴거동을 해석함에 있어 ASB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05~106 strain rate를 갖는 탄도충격시험에서 형성
되는 transformed ASB (tASB)를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SHPB)를 통한 동적압축 시험을 통해 형성시켰고 형성된 ASB
의 형성거동과 미세조직분석을 깊이있게 진행하였다. Interrupted dynamic compression test결과 ASB는 deformed ASB (dASB)에
서 tASB로 발전하였고 tASB의 propagation과 동시에 tASB를 따라 crack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파괴가 일어났다. tASB 내부조
직은 200 nm ~ 300 nm크기의 매우 작은 equiaxed grain으로 이루어져있고 주변 matrix와 비교하여 ~100 HV 만큼 높은 경도
를 갖는다. tASB의 nm 사이즈의 equiaxed grain은 dynamic recrystallization에 의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동적압
축 변형 시 온도, 시간을 계산, 측정해 보았을 때, rotational dynamic recrystallization (RDR) mechanism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강6-6 | 11:45]

Effect of Cutting Methods on Cut-Edge Magnetic Domain Structures of 3% Silicon Steel: 최현서1, 구양모1, 홍재완2, 박
준수2; 1포항공과대학교. 2POSCO.
Keywords: 3% Si steel, Core loss, Cutting methods, Cut-edge magnetic domains 

Electrical steel is an important soft magnetic material that is widely used in generation, transfer and utilizing the electrical energy. For
the higher efficiency of electrical energy circulation cycle, lower core loss and higher magnetic flux density are required. The
manufacturing process affects core loss and magnetic flux density of electrical steels. Some portion of them can be improved by proper
post-processing. In this study, for highly efficient electrical devices, the effect of cutting methods on magnetic properties and correlation
between magnetic domain structures of near cut-edge and magnetic properties will be discussed. The magnetic properties of polished
and electric discharge machined specimen were similar, while sheared specimen demonstrates deteriorated core loss. The loss separation
method reveals that the major factor for deteriorating core loss is increased anomalous loss of shearing-prepared specimen. The hardness
test near cut-edge shows that the origin of poor core loss of shearing prepared specimen is residual stress developed during the
processing. According to the Kerr-microscopy, post-process driven residual stress causes the complex magnetic domain structure near
cut-edge and such entangled magnetic domain structure hinders the movement of magnetic domain wall. 

[AW-2 | 13:00] 석천학술상 수상기념강연

Microstructure Control for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Importance of Retained Austenite Characteristics: 서동우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미세조직에 잔류하는 오스테나이트는 가공 중 변형유기 상변태를 통하여 지속적인 가공경화를 발생시켜 강재의 균일 변형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높은 강도와 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1960년대 후반 Zackay에 의해 오스테나이트의 변태유기소성
(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TRIP) 현상이 관찰된 이후, 1970~80년대 저탄소 TRIP강, 1990년 이후 중망간 TRIP강 등 최
근에 이르기까지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강재의 성능을 뛰어 넘고자 하는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오스테나이트를 포함하는 강재의 기계적 물성은 오스테나이트 분율, 기계적 안정성에 크게 좌우되므로 최적의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합금원소 분배 및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제어하는 방안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론은 인장강도-연신율로 대표되는 기계적 특성 확보에 더하여 신장플랜지성 (stretch flangeability) 확보와 수소취성 억제 등 초고강
도화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형상학적인 특성에 대한 제어를 통하여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오스테나이트 특성 제어에 의해 강재에 고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 방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철강7-1 | 13:25]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의 표면 특성에 미치는 강재 표면 미세조직의 영향: 유하영1, 강춘구1, 이경호1, 한성경1; 1현대제철 기술연구소.
Keywords: Interstitial free steel, Galvannealed steel,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Galvannealed steel)은 뛰어난 내식성, 용접성, 도장성을 바탕으로 가전 및 자동차용 내/외판재로 널리 적
용되어왔다. 해당 도금 공정은 합금화 열처리 공정 중 생성되는 다양한 금속간 화합물들을 소재 위에 형성시킴으로 이루어진다. 자
동차용 외판재에서는 이러한 금속간 화합물의 생성 정도에 따라 강판의 표면 색상, 조도, 마찰계수 등의 물성이 변하기 때문에 금속
간 화합물의 성장속도의 제어를 통한 표면 품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합금화 공정
조건 제어에 따른 표면 특성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금 공정 이전 소재의 결정립 크
기 및 집합조직을 도금 공정 이전의 공정조건을 변경하여 제어하고,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BSD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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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scatter Diffraction) 장비를 활용하여 관찰함으로써 그에 따른 합금화 속도차이와 국부적인 합금화 색차를 발생시키는 기구를 규
명하였다. 그 결과 열연 소재의 표면 결정립 크기가 미세해질수록 Fe-Zn 확산 경로가 증가하면서 도금층 표면의 크레이터 (Crater)
불율이 높아지고 도금층 표면의 색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철강7-2 | 13:40]

Effect of (Al,Cr) Addition on Corrosion Behaviour of High Mn Steels in Aqueous Environment: 한도경1, 서동우2; 1포스

코 기술연구원. 2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Keywords: Corrosion resistance, atmospheric corrosion, TWIP steel, electrochemical polarization, 

Manganese-rich austenitic twinning-induced plasticity (TWIP) steel is one of the attractive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AHSS),
which have an extraordinary combination of strength and elongation. In spite of the excellent tensile properties, application of the alloy
is limited in automotive industries, since addition of high amount of manganese as an alloying element detrimentally decreases
corrosion resistance in chloride containing aqueous environments. Material design has been focused on improvement of corrosion
resistance with addition of alloying elements, especially Al and Cr. Even though effect of those alloying elements on the corrosion
behaviour of TWIP steel was evaluated with various amount, investigation of the corrosion products formed on the steel surface has
received much less attention. Therefor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 of Al and Cr on corrosion behaviour of 0.6 wt.% C
and 18 wt.% Mn TWIP steels in chloride environment by applying electrochemical polarization methods and characterization of the
corrosion products formed on the surface. Improved corrosion resistance is thought to be related with not only formation of (Al,Cr)
oxides, but less formation of defective β-FeOOH. The possible role of Al and Cr 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WIP steels will be
discussed. 

[철강7-3 | 13:55]

열중성자 차폐용 Borated 스테인리스강의 NaCl 및 boric acid 용액에서의 부식거동 연구: 하헌영1, 김성대1, 장재훈1, 이태호1, 이창
훈1, 문준오1; 1재료연구소.
Keywords: boron, borated stainless steel, Cr2B, pitting corrosion 

국내외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확충 요구 증대 및 안전 규제 강화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저장 및 수송기기용 구조재료 개발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사용후 핵연료 저장 및 수송기기용 구조재료로 활용되는
borated stainless steel (BSS)의 성능개선 및 신합금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BSS에 요구되는 여러 성능 중 내부식성은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저장용 구조물로서의 안전한 BSS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특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TM
A887-89에 정의된 BSS의 부식거동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AISI S30400 기지(Febalance18Cr12Ni1.5Mn, in wt%)의 합금에 B를
0.2-1.8 wt% 포함시킨 BSS 3 종을 ingot metallurgy 로 제조하였고, 제조합금의 부식거동을 사용후 핵연료 습식 저장조 환경을 모
사한 용액(H3BO3+NaCl)에서 분극시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B 함량 증가에 따라 Cr2B의 분율이 증가하고 모재의 Cr 농도가 낮아지
며, 따라서 NaCl 용액에서의 공식저항성 및 H3BO3 용액에서의 일반부식저항성은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모재 내 B 함량이 증가할
수록 부동태 피막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NaCl 및 H3BO3 농도가 감소하였다. 관찰된 부식거동을 부동태 피막 형성거동과 연
계하여 해석하였다. 

[철강7-4 | 14:10]

PVD 공정을 활용한 Zn계 고내식 박막의 합성 및 도금강의 내식/밀착 특성에 관한 연구: 김회근1, 이승환1, 이상율1; 1한국항공대학교.

Keywords: PVD 공정, 고내식, Zn계 박막, 내식성
아연 도금은 우수한 내식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자동차나 건축자재 등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최근 한정된 아연 원자재의 매장량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습식 도금과정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문제로 인해 아연 도금을 대체
할 수 있는 코팅 물질 및 도금 공정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아연 도금에 Al, Cr, Ni, Mg 등을 첨가하여 아연의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아연 도금 대비 내식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금 공정을 친환경적인
건식 공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중 Zn-Mg 박막은 타 금속 원소를 첨가한 박막 대비 우수한 내
식 특성을 보이며 이와 같은 우수한 내식성은 Mg2Zn11, MgZn2와 같은 Mg-Zn 이원계의 합금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
리 기상 증착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공정은 습식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PVD 공정 중 Sputter 및 Electro-Magnetic Heating Deposition (EMHD) 공정을 활용하여 Zn-Mg 박막을 합성하고,
특성 평가를 통해 최적의 공정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Zn-Mg 박막 합성 시 Mg타겟의 조성은 3~10 wt.%로
변화하였으며 Zn-Mg 합금 타겟의 온도를 제어하여 박막의 Mg 조성과 타겟 온도가 Zn-Mg 도금강의 내식성 및 밀착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합성된 Zn-Mg 박막은 FE-SEM, EDS, XRD를 사용하여 미세조직, 두께, Mg 조성, 합금상 등을 분석하였으며,
염수분무시험 및 0T 굽힘 시험을 활용하여 Zn-Mg 박막의 내식성 및 내식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FE-SE및 EDS분석 결과 Zn-Mg
박막의 Mg 조성은 합금 타겟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Mg 함량이 증가할수록 미세구조가 치밀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Zn-Mg 박막 합성 중 타겟의 온도가 상승할수록 박막의 치밀도는 감소하였다. XRD분석 결과 박막을 이루는 주요 합금상은 Zn상과
Mg2Zn11상이며 본 연구에서는 증착 조건에 따른 합금상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염수분무실험 및 밀착성 평가 결과 박막의 미
세조직이 치밀할수록 Zn-Mg 도금강의 내식성은 향상되었으나, 밀착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Zn-Mg
박막이 치밀한 미세구조일수록 부식환경에서의 강판에 대한 보호 효과는 증가하는 반면, 변형 시 박막의 파괴로 인한 박리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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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WPM(World premier Materials)사업을 수행하는 스마트 강판소재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철강7-5 | 14:25]
The Effect of SLab Soundness and Forming Condition on the HIC Behaviors of Extra Thin and Thick Normalized

Steels: 김대우1, 차우열1, 고성웅1; 1㈜포스코 기술연구원.
Hydrogen induced cracking (HIC) behavior of extra thin plate (under 10mmt) and thick plate (over 200mmt) have been investigated

with different Total [O] in the slab rolling condition and degree of Mn segregation, respectively. The main crack initiation site of extra
thin plate steel were oxide inclusions and amount of total oxygen in the molten steel has been decreased from 15ppm to 8ppm by using
new Ca-treatment methods with bottom bubbling in 2nd refining process. As a results, CAR (crack area ratio) has been degreased from
3.0% to below 0.01%. It has been also shown that CAR was increased when oxide inclusions were crushed during RM (rough mill)
especially at low temperature with high reduction ratio. The main crack initiation site of extra thick plate steel were mainly center
porosity and Mn segregation. The maximum size of center porosity was about 0.6mm3/g and it has been compressed below 0.01mm3/g
by using high aspect ratio forging. As a results, CAR has been decreased from 5.0% to below 0.05%. However, we could also found that
the formation of localized upper bainite could deteriorate HIC properties when Mn segregation enrichment phenomenon occurred
during forging. According to the current observation, extremely low level of oxide inclusions and high temperature rolling in RM
promote ferrite-banded pearlite microstructure without broken huge size oxide inclusions exhibiting good HIC initiation resistance.
Moreover, excellent HIC resistance of extra thick plate was achieved by full mechanical bonded porosity and initially low level of Mn in
the center of the slab 

[철강7-6 | 14:40]

Effects of Molybdenum on HIC Susceptibility in Normalized Pressure Vessel Steels for Sour Service Applications: 박
기정1, 조대현1, 박민호1, 양철웅2; 1현대제철. 2성균관대학교.
Keywords: sour service, molybdenum, hydrogen induced crack (HIC), normalizing steel, pressure vessel steel 

This paper discusses a molybdenum-added alloy design for normalized pressure vessel steels, to reduce hydrogen induced cracking
(HIC) and inhibit crack propagation. The change in microstructure produced by the modified alloy composition was analyzed to
determine its effect on HIC characteristics. The microstructural change was observed by optical microscopy, hardness test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The crack length ratio and crack thickness ratio were evaluated using the
NACE TM 0284 standard, and ultrasonic testing was used for HIC analysis. The formation of polygonal ferrite and pearlite during the
processing of the alloy creates localized areas of high stress concentration at the polygonal ferrite/pearlite interface, due to the
expansion/contraction of various structures during the transformation. This results in the generation of potential hydrogen-trapping sites,
subsequent HIC, and crack propagation. The addition of molybdenum leads to a decrease in the volume fraction of the pearlite structure
in the steel in favor of a more beneficial bainitic ferrite microstructure, which is generated during the normalizing process. This bainitic
transformation creates a more favorable expansion/contraction compatibility and reduces/breaks up the ferrite/pearlite banding.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characteristics can result in an overall lower stress-intensity state, which can minimize hydrogen-trapping and
crack propagat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resistance of normalized pressure vessel steels to HIC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by incorporating molybdenum in the alloy design. 

[철강7-7 | 14:55]

고강도 핫 스탬핑 강의 수소취성에 미치는 Nb, Mo 첨가 영향: 조민철1, 유지성1, 김성우2, 오진근2, Jian Bian3, 강기봉4, 이성학1; 1

포항공과대학교. 2POSCO. 3Niobium Tech Asia. 4H2 Corporation.
Keywords: Hot Stamping Steel: Hydrogen Embrittlement, Precipitation, Slow Strain Rate Test

최근 자동차용 강판 시장에서 구조용 파트에서 핫 스탬핑 강은 높은 강도와 함께 스프링백에 거의 없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5GPa급 핫 스탬핑 강인 22MnB5와 함께 탄소 양을 증가하여 강도를 높여 적용하고 있지만 수소취성에서 열위한 특
성이 다수 보고된다. 핫 스탬핑 강의 수소 취성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Prior austenite grain size를 미세화 시키거나 탄화물을
석출시켜 수소의 확산 속도를 낮추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b와 Mo를 첨가하여 결정립 미세화 뿐만 아니라
탄화물 석출, 결정립계 결합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 수소 취성 경향을 분석하였다.

[철강7-8 | 15:10]

in-situ SP시험 성능지표에 기반한 수소에너지 강재의 수소취화 적합성 평가: 신형섭1, 닉 안토니1, 백운봉2; 1안동대학교. 2한국표준과학연구원.
Keywords: hydrogen embrittlement (HE): in-situ small punch (SP) test: relative reduction of thickness (RRT): high pressure
hydrogen: low-temperature: structural steels

In this study, a simple screening technique based on the high pressure hydrogen embrittlement (HE) behaviors of the structural steels
for hydrogen energy facilities was established, adopting an in-situ small-punch (SP) test method and a characterizing influenc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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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able for the SP test. To investigate the HE behaviors of metallic materials, the in-situ SP tests were carried out under a high-pressure
hydrogen gas environment and at the temperature ranges sensitive to HE. The relative reduction of thickness (RRT) at the fractured parts
of the specimen occurred by the SP tests was measured under both H2 and inert gas environments. The RRT has a similar meaning in
quantitatively as the relative reduction of area (RRA) obtained by the slow strain-rate tensile test (SSRT) because it was based on the
ductility induced. Especially, the HE behaviors of the Cr-Mo steels which are considered as candidate materials for the hydrogen devices
were evaluated. Consequently, a screening technique for determining the practical environmental conditions where the materials to be
used could be established by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fluencing factor, RRT, obtained by the in-situ SP test method.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9~2021 KAIA/MOLIT Project (No.19TLRP-C152334-01) leaded by KRISS, Republic of Korea.  This
research was also supported by Development of Reliability Technology of Standard Measurement for Hydrogen Convergence Station
fund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 2017- GP2017-0014). 

[철강8-1 | 15:35]

열연 마르텐사이트강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템퍼링의 영향: 방찬우1, 김성일1, 한상호1; 1㈜포스코.
Keywords: Tempering, Hot rolled martensitic steel, bendability, impact properties  

최근 환경규제 대응 및 고성능 구현을 위해 소재 고강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규정 대응, 연비 및
수송능력의 향상을 위해 중량차량의 경량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연 마르텐사이트 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일반
적으로 열연 마르텐사이트 강은 비용을 고려하여 템퍼링을 행하지 않은 상온냉각재(Direct Quenching, DQ)재로 생산되나 DQ재는
불균일한 미세구조로 인해 평탄도 등 형상을 제어하기 어렵다. 따라서, 균일한 미세구조 및 기계적 성질을 확보하기 위해 템퍼링 공
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열연 저탄소 마르텐 사이트 강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템퍼링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DQ
재, 템퍼링재(Direct quenching & Tempering, DQ-T) 및 재가열 및 급랭 후 템퍼링재(Re-austenizing & Quenching &
Tempering, RQT)에 대해 인장 시험, V-굽힘 시험 및 샤르피 V-노치 충격 시험을 수행 하였다. (Fe-0.07C-1.8Mn-Cr-Nb-Ti-B ).급
냉된 DQ 및 RQ재는 대부분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었으며 RQ재의 경우, PAGS(Prior Austenite Grain Size)가 더 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템퍼링 후 침상형 탄화물이 형성되었으며 템퍼링 온도가 증가하며 강도가 감소하였다. DQ와 DQ-T재는
RQ와 RQ-T재보다 약 20~30MPa정도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음에도, 미세한 결정립 크기로 인해 -60°C에서 더 나은 충격특성을 나
타내었다.

[철강8-2 | 15:50]

용기용 냉연강판의 특성에 미치는 제조공정의 영향: 김재익1, 김재형1; 1㈜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Blackplate, Tinplate, Can making, Skin pass elongation

식음료관 등으로 사용되는 금속 소재인 주석 도금원판의 경우 안정성 향상 및 경량화 측면에서 고강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냉연강판의 고강도 방안으로써는 성분 제어 및 열처리 공정 제어를 통한 변태강화법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용기용 소재의 경우 적용 두께가 대부분 0.3mm 미만으로 극박재이므로 이상역 열처리공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목 받고 있는 강화법중 하나가 소둔재의 형상제어 및 조도 부여 공정에서 통상의 조질압연보다 큰 압하를 가
함으로써 재질을 경화시키는 가공경화법이다. 이와 같은 가공경화법은 선공정의 부하를 줄이면서 소재 재질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는 유익하지만 반면에 소재의 연성이 크게 저하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용기용 냉연강판의 강 성분, 소둔공정 및
2차 압연 공정 등 평가 조건을 달리한 소재들에 대하여 재질 및 가공성 등의 평가하였다.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원판의 제조 공정에
관계없이 가공경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질은 경화되었지만 틴-멜팅 및 고온에서의 베이킹 공정에 따른 재질의 변화 거동은 강 성분
및 열처리 공정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판의 제조 공정에 따라 가공경화율의 증가는 최종 용기의 밴딩
및 드로잉 거동에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즉 연속소둔재와 상소둔재의 Ear 벌생 거동에 미치는 가공경화량의 효과는 서로 다
르게 나타나 제조 방버에 따라 적절한 제어 방안의 설정이 필요하였다.  

[철강8-3 | 156:05]

Carbon and Microalloy Additions for Higher Mechanical Properties on Hot-Stamped Martensitic Steel: 유병길1, 김제우
수1, 도형협1, 한성경1, 김성주1; 1현대제철 기술연구소.

Hot stamping was performed with several novel boron steels, exhibiting various carbon contents and different microalloy additions
compared to the standard 22MnB5 boron steel. The lower carbon content of 5MnB resulted in crashworthiness, bending angle according
to VDA238-100 in excess of 100o with a comparable elongation. The higher carbon content of 25MnB, 30MnB, 40MnB resulted in
ultimate tensile strength in excess of 1500MPa. The carbon and microalloy additions were concluded to give rise to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in hot-stamped boron steel for automotive body engineering applications. 

[철강8-4 | 16:20]

이상역 열처리 조건에 따른 중망간 강재의 인장 중 항복거동 변화: 강신곤1, John G. Speer2, David K. Matlock2, Emmanuel De
Moor2; 1동아대학교. 2Colorado School of Mines.

Keywords: 중망간강, 항복점 현상, 이상역 열처리, 인장실험, 잔류 오스테나이트
While intercritical annealing of medium Mn steels provides micostructures containing retained austenite, the morpholog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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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phases vary concurrently with the conditions of intercritical annealing. The complex dependence of the microstructures on
the intercritical annealing conditions leads to variations in the tensile stress-strain curve shapes of medium Mn steels. However, the
evolution of tensile deformation behavior has been discussed primarily with the retained austenite characteristics and its TRIP behavior.
Thu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better understand the overall tensile deformation behavior of intercritically
annealed medium Mn steels. In the present study, six 4.5 wt. % Mn steels were intercritically annealed in different conditions, i.e.
combinations of time and temperature, to obtain samples having various combinations of the microstructures. Intercritically annealed
specimens were tensile tested and the results were discussed with the evolutions of diverse microstructural variables. 

[철강8-5 | 16:35]
In-situ TEM Study of Plastic Deformation in a Precipiation Hardened High-Mn Lightweight Steel: Sung-Dae Kim1, Jun
Young Park1, Seong-Jun Park1, Tae-Ho Lee1;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eywords: lightweight steel, precipitation, plastic deformation, in-situ TEM
Al containing high-Mn steels (Fe-Mn-Al-C alloys), known as the lightweight steels, gain much attention due to their superior

mechanical properties along with lower specific weight. Especially, the alloys exhibit an excellent strength-ductility balance enabled by
their extraordinary strain hardening capacity. Earlier investigations have found that the strain hardening mechanisms of the Fe-Mn-Al-C
alloy system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precipitate state. That is, a peculiar-mannered dislocation/precipitate interaction (i.e., glide
plane softening) leads to a considerable precipitation hardening as well as an enhanced elongation via accommodation of the
deformation by formation of the band-like structures (shear-, micro-, slip-band). Consequently, controlling of the precipitation in the Fe-
Mn-Al-C alloy is a critical factor for obtaining the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Typically, isothermal annealing of the Fe-Mn-(5-10
wt.%)Al-C alloys at temperature of 450~650 oC for several hours results in the formation of the ordered k-carbide precipitates. Despite
various researches about the strengthening by the k-carbide precipitates in the Fe-Mn-Al-C alloys, a detailed investigation clearly
elucidating the deformation mechanism is still needed. In the present study, we conducted the in-situ straining TEM experiments with a
precipitation hardened (PH) Fe-Mn-Al-C alloy. By observing the dislocations/precipitates interaction in real-time, clear understandings
of the hardening mechanism could be extracted.

[철강8-6 | 16:50]
Effects of Plastic Strain, Arc Welding and Tempering on Fatigue Property of Automotive Hot Rolled Steels: hyuksun
kwon1, Frédéric Barlat2; 1POSCO. 2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utomotive steel usually goes through rolling and then forming, joining, heating and painting at the last stage. Therefore, the fatigue
property change in the various history of material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needs to be understood to assess durability
performance. In order to assess the mechanical and low-cycle fatigue properties after a forming process, the behavior of dual-phase steel
sheet samples that had been subjected to 10% pre-strain in uniaxial or plane strain tension wer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
microstructure changes generated by pre-straining on the steel low-cycle fatigue resistance was studied. The pre-strained in plane strain
tension led to the longest low-cycle fatigue life, which was interpreted as a consequence of the differences in microstructural
morphologies that restrict the propagation of fatigue cracks. In welding, the effect of gas metal arc welding (GMAW) on the automotive
chassis components was precisely investigated and design of experiments was conducted with torch angle, push angle, voltage, speed
and gas mixture. For constant heat input condition (7.2kJ/cm), it was observed that the fatigue life improves when the torch and push
angles are increasing. This is because the stress concentration near the weld toe is lower owing to the large weld toe angle. The
mechanical and fatigue properties of heat treatment steel processed through quenching have been accurately evaluated with respect to
variations in the tempering temperature. A modified steel tempered at 250°C exhibited better fatigue performance compared to the same
steel tempered at 100°C. In addition, both of these sample conditions outperformed the conventional and modified steel tempered at
340°C. It is believed that this effect is due to carbon clustering formation in the lath martensite microstructure. 

[철강8-7 | 17:05]
Microstructural Influence on Low-Cycle Fatigue Resistance of Coiled Tubing Steel: Kyungmin Noh1, Wooyeol Kim2, Chong
Soo Lee2; 1POSCO / Technical Research Laboratories. 2POSTECH / Graduate Institute of Ferrous Technology.

Keywords: Coiled tubing, Low cylce fatigue, Extremely low cycle fatigue 
Coiled tubing (CT) is widely used for extracting oil and gas from the wells, and is also attractive for production means in depleted gas

wells because CT can reduce tube-handling time. To increase the lifetime of CT materials, many investigations on fatigue properties
have been made, mostly in relation to the mechanical factors such as pipe-wall thickness and pipe diameter. However, there have been
rare investigations on the microstructural factors such as the types of phases and their fractions, which are also considered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working life of CT. Since the tube is subjected to repeated loading (i.e., bending and straightening) with very high
plastic strain amplitude ranging up to 3%, a major concern is focused on low-cycle fatigue properties. This paper presents how the low-
cycle fatigue resistance of CT steel is affected by its microstructure.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new alloy CT steel
with improved low-cycle fatigue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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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8-8 | 17:20]

머신러닝기반 극초고강도 이차경화형 마르텐사이트강의 합금설계에 대한 연구: 권순우1, 원윤정1, 권훈1, 조기섭1, 송영범2, 김용진2; 1국민
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국방과학연구소.
Keywords: machine lear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generic algorithm, optimization, secondary hardening, ultrahigh strength,
alloy design 

고함량 Co-Ni계 마르텐사이트 합금은 강도비 인성이 우수하여 국방 및 우주항공산업과 같은 첨단구조재료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차경화형 합금이다. 본 합금은 HY180, AF1410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Aermet100 및 Aermet340으로 점차 극초고
강도화 되고 있으나 고가의 전략원소인 Co가 15 wt.% 이상 필수적으로 첨가되기 때문에 관련 합금계의 폭넓은 사용에 제한이 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함량을 대폭 감소시킨 Co저감합금계에 대한 강도확보 가능성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활용하였으며, 이 후 학습된 모델 및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2.5 GPa 이상의 강도수준에서
인성의 열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 설계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철강8-9 | 17:35]

흑연화를 활용한 신개념 쾌삭강 개발: 문동준1, 임남석1, 박인규1; 1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흑연립, 절삭성, 친환경, Pb-free, 흑연화 처리
절삭성(machinability)이 매우 우수하여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JS-SUM24L(AISI12L14, DN-11SMnPb30)로 대표되는 Pb
쾌삭강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Pb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사용을 규제 하는 추세이며, 많은 철강사에서는 Pb가 첨가되지 않은
Pb-free 쾌삭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일부 상용화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Pb와 같이 저융점 원소이지만 인체에 덜
무해한 비스무스(Bi)를 첨가한 쾌삭강을 개발되었다. 그러나 저융점 원소를 첨가한 쾌삭강에서 나타나는 고온 RA(Reduction Area)
의 열위로 인해 작업성과 생산성 하락 및 표면 품질 문제로 기존 Pb쾌삭강을 대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약 0.3% 정도까
지 다량의 S를 첨가하여 MnS 생성을 유도, 절삭성을 향상시키는 S쾌삭강의 경우 MnS 조대화를 위해 고산소 조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생산에 부하가 걸리며, 압연 중 연신된 MnS에 의한 조직 이방성 발생, 압연중 선단부 갈라짐, 그리고 고객사 관점에서는
Pb쾌삭강 대비 절삭성이 열위 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Pb 쾌삭강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는 끊임 없이 시도되어 왔지만 만족할
만한 대체 쾌삭강이 개발 되지 않아, 환경 문제를 유발 시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 쾌삭강은 유럽, 일본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 연간 약 2만톤 정도가 전량 수입되어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종래와는 전혀 다른 컨셉으로 절삭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쾌삭강의 개발이 요구된다. 새로운 쾌삭강은 무엇보다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저융점 원소를 배제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없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쾌삭강의 기본 요구 특성인 절삭성이 기존 Pb 쾌삭강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이 되어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개념 쾌삭강으로 흑연 쾌삭강이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흑연 쾌삭강은 앞서 언급한 저융점 원소나 MnS의 활용 대신 연질의 페라이트 기지 내에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시
킨 흑연립을 이용하여 절삭성을 향상시키는 컨셉을 가지므로 환경 문제, 생산성 저하, 조직 이방성에 의한 기계적 물성 저하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일본, 유럽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종 제품까지는 상용화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흑연립 생성을 위해 장시간 흑연화 열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열역학적으로 흑연이
세멘타이트보다 안정한 평형상에 속하지만, 세멘타이트가 분해되어 흑연이 되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는 생산 비용과도 직
결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高C, 高Si 첨가강 성분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미
세한 흑연립 생성을 촉진할 수있는 핵생성처로 석출물을 활용하였다. 이로써 비교적 단 시간 내(<5Hr)에 미세한 흑연립이 고르게
분포하는 미세조직을 가짐으로써, 우수한 절삭성을 갖는 흑연 쾌삭강용 소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로 흑연화를 이용한 쾌삭강 제조
기술이 개발되어, 성공적으로 상용화 된다면 국내에서는 미생산 되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Pb 쾌삭강을 대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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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9-1 | 09:00]

Fe-15Cr-15Mn-4Ni 기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탄소와 질소가 수소취성에 미치는 영향: 김경식1, 강지현2, 김성준1; 1포항공
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영남대학교.

Keywords: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탄소, 질소, 수소취성
안정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수소의 용해도가 높고 확산이 느리며 수소에 취약한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되지 않아 수소
환경용 강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강종의 안정도를 높이는 탄소와 질소는 수소취성 저항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는 안정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침입형 원소인 탄소와 질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동일한 양의 탄소와
질소가 각각 첨가된 Fe-15Cr-15Mn-4Ni-0.3(C or N) (wt.%)의 두 강종에 대하여 전기화학적으로 수소를 주입하고 저속 인장 실험
을 통하여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수소에 의하여 연신율이 감소했으며 이 감소는 수소가 주입된 표면 부에 형성되는 균
열의 영향임을 확인했다. 표면 균열은 모두 세 개의 입계가 만나는 삼중점에서 시작되었으며 수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표면에서는
입계를 따라 전파하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변형률에서 균열의 크기와 양은 질소 첨가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질소가 첨가된 강에
서는 이 균열이 입계를 따라 내부로 전파하여 입계 파괴가 나타났으며 탄소가 첨가된 강에서는 균열이 결정립을 가로지르는 벽개
파괴가 나타났다. 이런 차이에 따라 두 강종에서 변형 강화율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질소와 탄소 함유 시의 수소취성 민감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 

[철강9-2 | 09:15]

2상 스테인리스강의 공식부식 저항성에 미치는 N과 C 복합첨가의 영향: 윤한메1, 하헌영2, 김성대2, 이태호2, 장재훈2, 문준오2, 강남현1;
1부산대학교. 2재료연구소.
Keywords: duplex stainless steel, high interstitial alloy, pitting corrosion,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 XPS 

2000년대 초반 Ni 가격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AISI 300계(오스테나이트계, FeCrNi계) 스테인리스강의 Ni 의존도를 저감하
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AISI 200계(오스테나이트계, FeCrMn계), AISI 400계(페라이트계, FeCr계), 2상 스테
인리스강(duplex stainless steel, DSS) 등이 개발되었고, 이후, 이는 고질소 스테인리스강(high nitrogen stainless steel) 및 탄질소
스테인리스강(high interstitial alloy, HIA)의 개발로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N과 C를 복합첨가한 HIA의 장점이 DSS에도 구현되
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용 DSS인 UNS S32205 합금과 UNS S32205 기지조성의 N의 일부를 C로 치환한 합금 2종을 제조하여
N과 C의 복합첨가가 DSS의 물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먼저 두 강종을 용체화 열처리한 후 SEM 및 EBSD 로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두 강종 모두에서 석출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분율과 결정립 크기 또한 유사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두 합금의 부식거동을 4~5M NaCl 용액(50oC)에서 동전위 분극 시험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
두 합금의 부식전위는 비슷하나 N과 C 복합첨가강의 공식전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동태 피막을 XPS 시험으로 분
석한 결과 N과 C 복합첨가강에서 피막 내 금속 양이온의 Cr비율이 높아 N의 일부를 C로 치환했을 때 공식전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철강9-3 | 09:30]

오스테나이트계 18Cr-10Ni-2Cu 스테인리스강의 수소취성에 대한 집합조직의 영향: 조형준1, 노한섭2,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철강대학
원. 2포스코.

Keywords: 스테인리스, 수소취성, 집합조직
친환경적인 에너지 대체재로 수소 에너지가 주목받음에 따라, 수소 환경 내에서의 연신율 감소에 따른 인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수
소 확산속도가 느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STS)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한 오스테나이트계 STS에서 집합조
직이 수소취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18Cr-10Ni-2Cu 오스테나이트 STS에 30% 냉간압연과 30% 인장시험
을 각기 실시해 서로 다른 초기 집합조직을 만들었다. 30% 냉연재에서는 brass와 goss가, 30% 인장재에서는 copper와 cube 집합
조직이 발달하였다. 장입된 수소량이 동일하고 오스테나이트 단상을 유지하였음에도, 일축인장시험 결과 30% CR가 30% Tensile보
다 높은 수소취성을 나타냈다. 30% CR에서는 brass, 30% Tensile에서는 copper에서 주로 크랙이 발생해 두 시편 간 차이를 보였
다. 나노압입시험 결과 수소 장입 전에는 높은 Taylor factor 값을 가지는 copper에서 더 높은 경도값이 나타난 반면, 수소 장입
후에는 brass에서 국소 변형이 가속화되어 더 높은 경도값이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집합조직 발달 차이가 수소 장입 후 크랙의 발
생과 전파에 영향을 미쳐 수소취성 차이를 만든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철강9-4 | 09:45]

1500-grade HPF 강에서 탈탄층 및 도금층이 벤딩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세림1, 조민철1, 김성우2, 이성학1; 1포항공과대학교. 2POSCO.

Keywords: 벤딩 특성, 탈탄, HPF 강
동일한 조성 및 강도의 1500-grade HPF 강에 대하여 Al-Si 도금 처리, Zn 도금 처리, Zn 도금 후 탈탄 처리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한 후 3점 굽힘 시험을 시행한 결과, Zn 도금 후 탈탄 처리, Zn 도금 처리, Al-Si 도금 처리 순으로 벤딩 각도가 좋다. 또한

철강III
Room 324A,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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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 도금 후 탈탄 처리 시편에 대하여 한쪽의 탈탄층 및 도금층 영역을 연마한 후 탈탄층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을 각각 3점 굽힘
시험을 시행한 결과, 탈탄층이 있는 쪽으로 벤딩 했을 때 벤딩 각도가 더 높다.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내부의 결정립 크기 및 경
도는 동일하나, 표면부의 결정립 크기는 내부보다 크고 경도는 작다. 표면부의 탄소 농도 구배를 파악하기 위하여 GDS(Glow
Discharge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깊이 방향으로 분석하였고, 표면부의 탈탄 영향 영역을 수치화하였다. 탈탄 효과가 경도 및 벤
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열처리를 통하여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벤딩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철강9-5 | 10:00]

초고강도 HPF강 도금재의 수소취성 기구와 파괴 특성: 조경래1, 김성우2, 김성준1; 1포항공대철강대학원. 2포스코광양강재연구그룹.

Keywords: 핫 프레스 포밍(Hot Press Forming, HPF), 수소취성(Hydrogen Embrittlement), 도금(Coating), 전위(Dislocation) 
핫 프레스 포밍(hot press forming, HPF) 공정은 고강도의 강재를 저비용으로 가공하는 고온 성형법으로 자동차 b-piller 부품
제조에 이용되고 있다. 이 고온의 공정 중에 발생 가능한 표면 산화 및 탈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Al 계열의 도금재가 주로 사용되
고 있다. 이때 높은 산소 친화도를 가지는 금속 도금과 로내 수분간의 산화환원 반응으로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여 강내로 장입된다.
강내로 흡장된 수소는 HPF강내 전위 속도를 증가시키고 국부 소성화(Hydrogen Enhanced Localized Plasticity, HELP)를 일으켜
수소취성을 발생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수소-전위 이동 간의 상관관계와 물성 변화를 실험하기 위해, 일반 인장시험 및 응력 풀림
시험(stress relaxation test)을 통하여, 수소가 흡장된 초고강도 HPF강(2000MPa 급)의 물성을 평가하고 전위 이동의 활성화 부피
(activation volume)와 전위 속도를 계산하였다. 전위 이동의 활성화 부피는 수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전위 속
도는 증가하였다. 수소 흡장에 따른 HPF강의 파괴 방식 변화를 인장시험 파면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파단면은 대부분 연성파
괴 방식을 따랐으나 inclusion 주변으로 취성파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파괴 방식 변화는 수소가 존재하는 시편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초 고강도 HPF 도금재의 수소취성 기구를 촉진된 전위의 이동과 함께 수소 농도가 개재물에 축적되어 취성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철강9-6 | 10:15]

Zn 중간층의 미세구조 제어에 따른 Zn-Mg/Zn 이중층 박막의 밀착력 특성에 관한 연구: 이승환1, 이기택1, 김회근1, 이상율1; 1한국항공대학교.

Keywords: EMH 공정, Zn-Mg 박막, 미세구조, 밀착력
철강재료는 풍부한 매장량, 재료의 성형성, 강성 등의 강점으로 꾸준히 자동차 차체, 건물의 내외장재 등에 활용되었으나 약한 내
부식성이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Zn 박막과 더 우수한 Zn-Mg 박막을 개발하여 내부식성을 크게 향상시켰
다. 하지만 쓰이는 재료의 형상이 복잡해지면서 내부식성 뿐만 아니라 밀착성 역시 중요한 특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모재와 코팅층
사이에 중간층(interlayer) 증착 시 밀착력은 향상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연구에 앞서 Zn interlayer를 Zn-Mg 박막
과 모재 사이에 증착하여 단층에 비해 향상된 밀착력의 Zn-Mg/Zn 이중층 박막을 합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밀착력 향상
을 위해서, 스퍼터 공정을 활용하여 Zn interlayer 미세구조 제어를 함으로써 Zn-Mg/Zn 이중층 박막의 밀착력 향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량생산과 고속 증착이 가능하여 실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공정을 적용하고자 Electro-
Magnetic Heating(EMH) 장비를 활용하여 실공정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였다. 박막의 밀착성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
기 위해서 lap shear test를 활용하였다. 코일의 인가전력의 세기가 증가 할수록 챔버 내부의 Zn의 증발량은 상승하여 공정 분압
또한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기판에 도달하는 Zn 입자의 Mean Free Path는 감소하여 박막의 미세조직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인가 전력이 최종적으로 Zn-Mg 박막의 성장 거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을 XRD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Lap
shear test 결과, Zn interlayer의 미세조직 제어를 통하여 Zn-Mg/Zn 이중층 박막의 밀착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
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WPM(World premier Materials)사업을 수행하는 스마트 강판소재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철강9-7 | 10:30]

Al이 포함된 고망간강의 내부산화거동에 미치는 Zr의 첨가 효과 : 이동원1, 허윤욱1, 이재상1, 이운해2, 강명훈2, 최종교2, 임창희1; 1포항
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고망간강, 내부 산화, 지르코늄, 석출, 현미경 관찰
Al이 포함된 고망간강은 열처리 시 타 강종보다 상대적으로 깊은 내부 산화층을 형성하며, 이는 열간 압연 시 표면 결함을 유발
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Al이 포함된 고망간강의 내부 산화 거동에 미치는 Zr의 효과를 고온에서 관찰한다. Zr이 첨가된 고
망간강의 잉고트와 첨가되지 않은 고망간강의 잉고트 모두 진공 유도 용융법으로 제조되었다. 시편을 잉고트 표면에서 절단 및 연마
한 후 30분간 열처리를 했고, 시편의 단면을 EPMA, EDS 및 TEM으로 분석했다. 실험 결과,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산화층의 형성 두께가 증가했다. Zr이 첨가된 시편은 내부 산화층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게 형성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AlN
과 ZrN의 형성과 그 거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입내에 형성된 ZrN는 AlN의 heterogeneous nucleation을 유발하며, 이는
EDS로 관찰된다. Zr 첨가 시, 내부 산화층 두께가 감소된 결과는 AlN 석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산화물을 형성할 수 있는 Al이 국
부적으로 고갈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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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1-1 | 13:00] 초청강연

중망간 경량철강의 지연파괴 특성: 손석수1; 1고려대학교.

Keywords: 경량철강: 지연파괴: 성형성
자동차 강판의 경량화 이슈에 대응하고자 Fe-Mn-Al-C 의 주요 구성 원소로 이루어진 경량철강에 대한 연구가 최근 수년 동안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경량철강은 저비중의 이점과 더불어 구성상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높은 강도와 연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소
재의 고강도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취약해지는 지연 파괴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경량철
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2상 조직으로 이루어진 중망간 경량철강에 대한 야금학적 소개, 그리고 이 강
판의 기계적 성질을 먼저 다루고자 한다. 관련 연구에서는 강판이 실제 자동차 부품에 적용될 것을 고려하여 컵 성형된 시편에 대
해 지연파괴 평가를 하였다. 이를 통해 중망간 경량철강의 미세조직, 성형성, 성형 후 잔류 응력 등과 염산 분위기 하 지연 파괴
성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고부가1-2 | 13:30] 초청강연

자동차용 판재성형 공정 해석을 위한 고차원 재료모델 개발: 이명규1; 1서울대학교.

Keywords: 판재성형, 재료모델, 성형성, 스프링백, 초고장력강 
연비 향상 및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는 차량 경량화 기술이 필수적이다. 차체 경량화 기술은
초고장력강,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복합소재로 대표되는 경량화 신소재의 개발과 더불어 이들 경량화 소재를 최적의 공정 조건과
비용으로 원하는 형상으로 제조할 수 있게 하는 생산기술을 포함한다. 경량화 소재는 기존의 소재 대비 통상적으로 낮은 성형성과
높은 (항복 및 경화) 이방성을 나타내는데, 차체 부품 설계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한요소 전산모사의 효율성과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경량화 소재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된 재료모델 (또는 구성방정식)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초고장력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량소재를 적용한 자동차 판재 성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재료모델 개발 과정과
개발된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부품 파단 및 형상복원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개발된 구성방정식의 재료 모델 상수 확보
를 위한 실험법과 함께 가상실험법에 의한 기존 실험법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고부가1-3 | 14:00] 초청강연

펄라이트강에서 층상간격이 수소 취성에 미치는 영향: 유상현1, 이상민1, 이석진1, 남재훈1, 이재승2, 배철민2, 이영국1; 1연세대학교 신소재

공학과. 2포스코 기술연구소.
Keywords: Pearlitic steel, Lamella spacing, Hydrogen embrittlement, Hydrogen desorption, Silver decoration

등온변태온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층간간격 (Lamellar spacing, λ)을 갖는 펄라이트강 시편들의 수소취성 (Hydrogen
embrittlement, HE)과 수소 포획처 (H trapping site) 등을 느린 변형속도 인장시험 (Slow strain rate tensile testing, SSRT)과 열
탈착 분석법 (Thermal desorption analysis, TDA)을 통해 평가되었다. λ가 감소할 때, 인장 강도와 HE 저항성이 동시에 향상되었
는데, 이는 인장강도와 HE 저항성이 반비례라고 알려진 일반적 결과와는 반대이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수소 유기 균열의 시작인
tearing이 미세한 λ 와 단속적으로 끊어진 시멘타이트 판들을 갖는 시편에서 지연되기 때문이다. 소성변형되지 않고 수소주입 된 시
편은 수소 탈착 속도 곡선 (H desorption rate curves)에서 하나의 peak을 보여준다. 이 peak은 λ와 상관없이 두 개의 sub-peaks
(peak 1-1 and peak 1-2)으로 분리된다. Peak 1-1과 peak 1-2는 각각 페라이트/시멘타이트 계면과 페라이트 내에 있는 전위에서
탈착된 수소로부터 생성된다. Peak 1-1과 peak 1-2에 대한 수소 탈착을 위한 활성화 에너지 값은 각각 23.2 kJ/mol, 26.1 kJ/mol
이다. 한편, 소성변형 후 수소주입 된 시편들은 ~375 K (peak 1)와 ~600 K (peak 2)에서 두 개의 peak를 보였다. 인장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peak 1이 감소하는 반면, peak 2는 증가하였다. Peak 2에 대한 주요 수소 포획처들은 변형받은 페라이트/시멘타이
트 계면과 계면 전위들이다. 

[고부가1-4 | 14:30] 초청강연

Deformation Mechanisms of Formable Ultrahigh Strength Medium Mn Steels: 김진경1, 김지훈2, 서동우2; 1한양대학교. 2포

항공과대학교.
Keywords: Medium Mn steel: Mechanical propertie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Medium Mn steel: Mechanical
propertie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Deformation: Dislocation
We report initial and deformation microstructures of a Fe-6Mn-0.15C-1.5Si-1Al (wt. %) medium Mn steel having an ultrafine
duplex microstructure of ferrite and austenite. The cold-rolled and annealed material shows partially recrystallized ferrite grains.
The ferrite grains contain screw dislocations formed by dislocation rearrangement upon recovery of deformed martensite. The cold-
rolled and annealed material shows the activation of multiple plasticity enhancing mechanisms such as deformation twinning and
deformation-induced martensitic transformation. Both partially recrystallized ferrite grains and multiple plasticity enhancing mechanisms
could contribute to high yield strength and high strain hardening of the investigated medium Mn steel.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I
Room 324A,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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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2-1 | 15:05]

ZnO를 함유한 소결광에서 Zn의 거동에 미치는 염기도 및 Al2O3 농도 변화의 영향과 SFCA 광물상의 형성 이력 및 구조 변화에

대한 고찰: 박준우1, 서인국1, 이준호1; 1고려대학교.
Keywords: Rietveld analysis, Sintered ore, Zinc oxide, SFCA, Recycling

본 연구에서는 ZnO를 함유한 소결광에서 Zn의 거동에 미치는 염기도 및 Al2O3농도 변화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소결광은 Fe2O3,
CaO, SiO2, Al2O3, ZnO 시약을 사용하여 조립되었으며 1,300 oC에서 가열되었다. 실험 후 시편은 X-ray diffraction(Rietveld 분석),
습식 화학분석 그리고 SEM-EDX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광물상으로는 SFCA, Fe2O3, Fe3O4, Franklinite, Dicalcium silicate 그
리고 Al2O3 가 관찰되었다. 특히 SEM-EDX 분석 결과 Zn이 SFCA 상에서 검출되었다. Rietveld 분석 결과 및 습식화학분석 결과
로 계산을 실시 하였을 때 ZnO는 소결 중 SFCA 상 내에 고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Rietveld 분석을 통해 ZnO가 고
용된 SFCA 광물상에 대한 구조 분석을 실시하고 SFCA 광물상의 형성 이력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고부가2-2 | 15:20]

Gr 91 강의 모재 및 용접부의 미세조직 변화가 크리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한열1,2, 허주열1, 정우상2; 1고려대학교.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ywords: Heat resistance steel, High Cr steel, creep, creep strength

9~12%Cr 마르텐사이트 내열강은 크리프 강도가 우수하여 내열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온도가 600oC 이상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 될 경우 마르텐사이트가 불안정해지고 금속간 화합물인 Laves phase가 생성된다. 또한 입계에 존재하는 M23C6 나 입
내에 존재하는 MX 석출물이 조대화되어 크리프 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크리프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이 소재를 내열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온도에서 10만시간 기준 100 MPa 이상의 크리프 강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9 Cr – 1 Mo 튜브재 및 용접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튜브재와 용접재의 크리프 특성 평가와 미세조직 변화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550~650oC의 온도와 80~260 MPa 응력 조건에서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였고, 크리프 진행 시간에 따른 조직
변화를 보기 위해 SEM, XRD, TEM을 이용하여 크리프 파단재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LMP (Larson-miller parameter)
법을 이용하여 크리프 수명을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튜브재와 용접재의 600oC에서의 10만 시간 환산 크리프 강도는 각각 84.7,
90.5 MPa로 용접재가 튜브재에 비하여 7% 높은 크리프 강도를 나타냈다.

[고부가2-3 | 15:35]

Analyze Crack Generation During Continuous Cooling Combining Phase Change Model and Stress Model: 조준현1,
이경우1; 1서울대학교.
Keywords: Peritectic steel, Phase transformation, Stress, modeling, Crack generation 

Carbon contents of steel affects the behavior of phase transformation during continuous cooling. Especially initial solidification
behavior has an effect on surface quality of slab in continuous casting. Hypo peritectic steel (0.08 wt%C to 0.16 wt%C) has high crack
generation ratio because stress in the solidified shell is developed by δ/γ phase transformation and thermal contraction at cooling
condition. Many researchers suggested that the mechanisms of crack generation are stress generation in solidified shell and non feeding
of stress by incomplete liquid filling in dendrite arm spacing during solidification. For understanding the behaviors of phase
transformation, we develop phase change model of low carbon steel and peritectic steel considering kinetics, thermodynamics and
results of experiments. Phase fraction and strain rates accoring to carbon contents, undercooling and cooling rates are calculated using
the phase change model. The results of phase change model show that there are three paths of phase transformation from low carbon
steel to hyper peritectic steel and the mechanism of crack generation depends on carbon contents and undercooling of γ formation.
Additionally we develop stress model for analyzing stress generation in solidified shell. The results of stress model show that massive
transformation causes larger stress than diffusional transformation. Finally, we calculate pore formation susceptibility using strain rates
and temperature at which massive transformation occurs using stress model, and predict crack possibility according to carbon contents
using these results. 

[고부가2-4 | 15:50]
Coupled Phase Diagram Experiments and Thermodynamic Modeling of the Na2O-B2O3-Fe2O3 Ternary System in Air:

김민경1, 최호길1, 최승우1, 정인호1, 이경우1, 남기태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As part of the complete thermodynamic modeling of the Na2O-B2O3-Fe2O3 system in air, the phase diagrams of binary B2O3-Fe2O3

and ternary Na2O-B2O3-Fe2O3 system in air were investigated using the quenching method followed by Electron Probe Micro-Analyzer
(EPMA) and X-ray Diffraction (XRD) phase analysis. Both Na2O and B2O3 are hygroscopic and volatile materials, the phase diagram
experiments need special attention. The phase diagrams of the binary and ternary system were well revealed for the first time.
Thermodynamic optimization of the Na2O-B2O3-Fe2O3 system was conducted based on the critical evaluation of all available
experimental data in literature and the present study. In particular, the complex liquid solution in the system was well described by the
Modified Quasichemical Model with the consideration of NaFeO2 and NaBO2 associate formation in the liqui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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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2-5 | 16:05]
Reaction Mechanisms of Waste Lithium Ion Battery During High Temperature Recycling: OhSung Kwon1, Il Sohn1; 1Yonsei

University.

Keywords: Recycling: LIBs: Pyrometallurgy: Reduction:Urban mining 
Lithium cobalt oxide (LiCoO2) is a widely used cathode material commercialized in mobile electronics using LIBs (lithium ion

batteries) such as smart phones, electric vehicles, and computers. The short life span of portable equipments have culminated in an
urban mining industry utilizing waste LIBs to solve the problem of global resource exhaus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o meet the
potential demand of LIBs, valuable metals like Co and Li from waste LIBs require recycling. Several methods of LIB recycling have
been developed in hydrometallurgy and pyrometallurgy. However, recycling through hydrometallurgy ultimately results in additional
hazardous wastes that require supplemental facilities that drastically lowers the economics. To deeply understand a pyrometallurgical
LIBs recycling, the reaction mechanism from major components of LIB needs to be studied. In this study, fundamental studies on a
novel approach using a high temperature pyrometallurgy process for LIB are introduced by incorporating the reaction with major
components comprising the LIBs. From the TGA (thermos-gravimetric analysis) and subsequent SEM-EDS (scanning ele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and XRD (x-ray diffraction), the main reaction mechanism of the recycling process is
detailed. 

[고부가2-6 | 16:20]

The Mechanism of type A Serration in the Tensile Flow Curves of Fe-Mn-C TWIP Steels: 오선근1, 홍진성1, Mehmet
Emin Kilic1, Aloysius Soon1, 설재복2, 이영국1; 1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원.
Keywords: dynamic strain aging, atom probe tomography, serration, TWIP steel, C diffusion 

Fe-Mn-C TWIP steel에서는 상온 인장 커브에서 type A serration을 보여준다. 이는 인장시편 표면에서 나타나는 PLC band와
dynamic strain aging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Fe-Mn-C TWIP steel의 DSA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
지 서로 다른 두 개의 model이 제안되어져 왔다. (Short-range diffusion model and long-range diffusion model). 또한, short-
range diffusion model에서도 C-Mn complex와 C-V complex, 두 개의 다른 complex로 주장되어져 왔다. 즉, Fe-Mn-C TWIP
steel에서 나타나는 DSA에 잘 맞는 model이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에서의 인장실험과 계산을 진행하였다. 

[고부가2-7 | 16:35]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Lean Duplex Stainless Steel during Tensile Deformation: Rosa Kim1, Cheoljun Bae1, Jongryoul
Kim1; 1Hanyang University.

Keywords: Duplex stainless steel, microstructure, EBS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Deformation behavior analysis of in lean duplex stainless steels (LDX) was conducted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specimens were

tested under uniaxial tension loading with different degree of deformation.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were used to observe the deformed microstructure. Microstructural analysis with EBSD showed that the increase of KAM
in austenite phase was relatively active in the early deformation stage than in ferrite phase. In TEM analysis, the present LDX exhibited
active stacking fault and deformation twin formation in austenite, and i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It was observed that mechanical twins were generated by the formation of stacking faults at the early stage of deformation
and subsequently their superposition in the latter stage. Dislocation behaviors were revealed to follow the three-layer twin formation
mechanism. 

[고부가2-8 | 16:50]

용융 도금 대체를 위한 진공 상온 분사 공정을 통한 Zn 코팅 적층 연구: 김연주1, 권한솔1, 이창희1, 박형권2; 1한양대학교 신소재공

학과. 2현대제철 기술연구소.
Keywords: vacuum kinetic spray, Zn coating, microstructure, adhesion strength, deposition mechanism

자동차용 외판재로 주로 사용되는 용융도금 (Galvanizing, GI) 강판은 주로 외부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외판재 상에 용융도금층을
형성시켜 제품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그 중 융점이 낮으며 경제성이 좋은 Zn가 주로 사용된다. 도금된 Zn는 먼저
강판 상에 응고 및 부착되어 강판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Zn의 산화환원 전위가 Fe 보다 낮기 때문에 도금층
손상에 의한 모재 노출시에도 희생방식에 의한 강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용융도금강판을 제조함에 있어 여러 공정 변수
에 따른 균일한 도금 품질 관리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정 제어 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도금욕에 침지 되어 나오는 강판의 표
면에 dross (Zn-Fe alloy, Zn-Al-Fe alloy, Al2O3 등)가 부착되어 표면의 품질과 도금의 밀착성을 저하시킨다. 진공 상온 분사
(vacuum kinetic spray, VKS) 공정은 서브마이크론의 입자를 고속으로 충돌시켜 코팅층을 얻는 방법으로, 비교적 공정이 단순하면서
코팅층 제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진공 상온 분사 공정을 활용
하여 Zn 코팅을 적층 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코팅의 미세구조, 접합강도 측정을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진공 상온 분사 공정에서 금속소재 입자가 적층 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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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1-1 | 10:00]

기가스틸의 표면 물성에 미치는 산화물 영향 연구: 김영하1, 김명수1; 1포스코 기술연구원 자동차소재연구소 자동차소재표면연구그룹.

Keywords: 기가스틸, 고강도강, 표면 물성, 표면 산화물
 자동차 차체 충돌규제 및 연비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사들은 Giga pascal급 강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수한
강도 및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합금원소 첨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합금원소들은 약 800도의 고온 열처리 과정에서 강
판 표면에 산화물을 형성하기 용이하다. 대표적인 표면 산화물에는 Si 단독 산화물, Si,Mn 복합 산화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산화물
의 형태, 두께, 면적분율 등이 강판의 다양한 표면 물성 즉, 인산염 처리성, 도금성, 내식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1180MPa급 Complex Phase (CP)강의 선택산화 거동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Glow Discharge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GDOES) 등을 통해 분석하고 표면 산화물과 강판의 표면 물성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표면1-2 | 10:15]

Ti 첨가 스테인리스강의 고온 가스질화 처리에 따른 표면 TiN 형성거동: 공정현1, 김상석1; 1㈜포스코 강재연구소 STS연구그룹.
Keywords: Ferritic Stainless Steel, High Temperature Gas Nitriding, TiN

Titanium Nitride(TiN) 코팅법은 강재 표면의 내마모성 및 내식성을 향상시켜 가공 tool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gold color를 발현하는 심미적 특성으로 인해 건축 내/외장재로도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의 표
면에 TiN 층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ion nitriding, PVD 및 CVD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고진공을 비롯한 복잡한 설비 및 공정을 요구하여 대형 size의 대량 생산체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gas
nitriding법을 이용하여 티타늄이 첨가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에 TiN 층을 형성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스테인리
스강 표면에서의 합금원소(Ti, N) 거동 및 색의 변화(b*)를 관찰하였다.

[표면1-3 | 10:30]

강심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결빙방지 코팅재의 결빙 및 방열특성 평가: 이형준1, 김유섭1, 손송호2, 한상철2, 정용찬2, 김욱현3, 이경익3, 이수열1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3삼화페인트 연구소.
Keywords: transmission line, ACSR cable, icephobic coating, dissipation property, pigment 

높은 기계적 물성과 전기전도율을 가지고 있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은 전력수송의 역할을 하는 가공 송전선로의 주요부품으
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높은 강설량, 낮은 기온, 강한 바람에 의해 강심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얼음이 부착, 축적되면
케이블이 양력과 항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과도한 진동으로 인해 전압강하, 단락과 같은 심각한 사회 경
제적 피해나 인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결빙방지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결빙방지 코팅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팅재의 표면조도나 표면에너지가 결빙접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규명되
지 않았으며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코팅재가 케이블에 코팅되었을 때의 방열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
에서는 상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에 실리콘 파우더를 비롯한 첨가제를 혼합한 후 입자크기와 타입이 서로 다른 알루미늄 안료를 첨
가하여 표면조도와 열전도율이 다른 코팅재들을 제조하였다. 결빙특성 평가는 코팅재들을 강심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의 외선으로 사
용되는 알루미늄 6061 합금 판상에 스프레이 코팅하여 시편 제작 후 경도, 표면조도, 표면에너지, 결빙접합강도 측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방열 특성 평가를 위해 실제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410 mm2에 코팅재를 적용하여 연속허용전류를
인가하였을 때의 표면온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표면조도와 경도가 낮을수록 결빙접합강도가 낮아 결빙방지 성능이 우수했으
며, 코팅을 하지 않은 기존 케이블보다 코팅제가 적용된 케이블이 더 낮은 표면온도를 보였다. 

[표면2-1 | 10:55]

Microbubbling을 이용한 용융아연도금욕내 드로스 제거기술 개발: 이석규1, 김명수1; 1POSCO기술연구원 자동차소재연구소.

Keywords: 용융도금, 드로스, 마이크로버블링
용융아연도금강판은 우수한 내식성으로 인해 자동차 및 가전, 건자재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용
으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판용으로도 기존의 전기아연도금강판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외판용으로 적용되기 위해
서는 표면품질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표면결함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결함이 드로스 결함이라 할 수 있다. Dross는 소지철에서
용출되는 Fe와 Zn 또는 Al과 반응하여 형성된 화합물로 수십~수백 마이크로의 크기를 가진다. Fe-Zn 화합물은 비중이 용융아연보
다 높아 도금욕 바닥에 가라앉는 특성이 있으므로 bottom dross로 불리며 Fe-Al 화합물은 비중이 용융아연보다 낮아 도금욕 표면
에 부상되므로 top dross로 불린다. Dross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트버블 등과 같은 기체를 이용하여 바닥에 가라앉은 bottom
dross를 탕면으로 부상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나 도금욕 중 Al이나 pot의 온도를 제어하여 Fe의 용해도를 제어함으로서 dross를 제거
하는 방법이 있다. Top dross는 비교적 용이하게 제거되나 bottom dross는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할 수 있
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마이크로 버블링 기술을 용융도금욕에 적
용하여 dross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마이크로 버블은 10~100 μm 수준의 크기를 가지며 낮은 부력, 느린 부유속도,

가공-표면처리
Room 324B,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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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 표면적, 높은 용해도 및 높은 확산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용융아연도금욕에 적용하면 도금욕 바
닥에 가라앉은 bottom dross를 효율적으로 표면으로 부상시켜 용이하게 제거하여 드로스 결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면2-2 | 11:10]

고내식도금강판을 활용한 건축 외장용 석재질감 도장기술: 이경황1, 김혜정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Keywords: architectural finish, metal panel, stone-like paint, high corrosion resistance, high weatherability

건축 외장 마감재는 내후성 및 내식성 뿐만 아니라 시공성, 경량성, 외관성 등이 요구된다. 석재는 대리석, 화강석 등의 원석을
공장에서 적정 크기의 판상으로 절단 및 표면 가공하여 제품화하고 있다. 석재는 시공현장으로 운송되어 건축물 벽면에 앵글, 하지재,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있다. 석재는 충격 강도가 약하여 절단/표면가공 제작, 운송 및 부착시공 등의 과정에서 파손되기 쉬
운 단점을 갖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 30 mm의 두께로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꺼운 석재는 무게 증가로 취
급이 어렵고,외장 마감재 시공상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시공비가 상승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반면,건축 외장 마감재로서 금속판넬
은 석재 대비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다양한 형상으로 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고내식 합금도금강판에 석재
무늬를 갖는 후도장 기술 적용을 통해 내식성, 내후성, 시공성, 경량성, 외관성 등이 우수한 건축 외장 마감재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본 발표는 PosMAC3.0 도금강판에 석재 패턴과 질감을 갖도록하는 후도장기술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건설 시장에서의 건축
마감재로서의 금속 판넬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표면2-3 | 11:25]

극저연질 합금화용융도금 강판에서의 계면미세구조와 계면접합력의 상관성: 박형권1, 김학철1, 정영중1, 이강노1; 1현대제철 기술연구소.

Keywords: 합금화용융도금, Flaking, 극저연질 강판, Fe-Zn 합금상
합금화용융아연도금(GA, galvannealed)은 용융아연도금 후, 연속열처리를 통해 Fe-Zn의 금속간화합물로 이루어진 도금층을 형성시
킨 도금강판이다. 이를 통해 내식성 뿐만 아니라 도장성과 용접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동차 강판으로서 활용도가 높다. 이러한 GA
도금층의 금속간화합물은 순수한 Zn보다 경도와 취성이 높기 때문에 성형시 도금층이 파괴되어 박리되는 문제가 발생되며, 이는 제
품의 품질 문제 및 프레스 생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계면미세구조적 특징와 계면접합력의 상
관관계에 대한 규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높은 성형성이 요구되는 극저연질(IF, interstitial free) 강판을 사용하였으며, 연속용융
도금라인을 통해 합금화용융도금을 진행하였다. 제조된 강판은 V-bending과 HAT channel drawing with bead (HAT-bead) 시험을
통해 각각 powdering성과 flaking성을 평가하였으며, stud-pin test를 이용하여 접합력을 평가하였다. Flaking저항성과 계면접합력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접합력이 높은 시편일수록 계면에 특정한 미세구조가 관찰되었다. 또한 접합력 실험 후 특정위치에서 도
금 잔여물이 주로 관찰되었다. 이는 합금상 성장과정 및 강판 표면에서 관찰되는 crater 형성과정과 연관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초
기 합금상 성장과 계면미세구조 발달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표면2-4 | 11:40]

극저연질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에서의 도금층 표면 Crater 거동 변화 연구: 정영중1, 이강노1, 박형권1; 1현대제철㈜.
Keywords: Interstitial-free steel, Galvannealed steel, Crater, Degeneration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GA, Galvannealed steel)은 ζ, δ, Γ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상들은 특정 조건하에서 확산억제층
(Inhibition layer)의 파괴 이후 급격하고 불균일하게 성장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Outburst 라 하며, 그 결과 모세관
효과로 인해 인근 Zn 가 소모되면서 Crater 가 형성된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Crater 형성 기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Crater 가 분포할 경우 Crack 전파를 억제함으로써 도금박리 저항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반면, GA합금화에
따라 Crater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GA합금화가 진행됨에 따라 Crater 형상 변화를 분
석하고, Crater 형성과 계면접합력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CGL 라인에서 생산된 GA IF(Interstitial-free)강을 활용하였고,
도금량은 46 g/㎡ 으로 제어하였다. 서로 다른 합금화도를 부여하기 위해 합금화 온도를 460~580oC 범위로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합금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Crater 크기와 개수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표면 조도(Ra)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합금화 온
도가 증가할수록 HAT-bead 도금박리 특성이 열위해졌다. 흥미롭게도 Crater 가 많은 시편의 경우 Crater 직하 계면이 거친 형상을
띈 반면, Crater 가 적은 시편의 경우 계면이 평탄해졌고, Γ상 두께가 두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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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3-1 | 13:00] 초청강연

철강소재의 부식유기 수소확산 및 취화균열 현상: 김성진1; 1국립순천대학교.

Keywords: 부식유기 수소확산, 취화균열, 수소투과, 전기화학실험, 고강도/초고강도강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군 내 적용되는 철강소재의 적용영역 확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기존 소재대
비 보다 높은 수준의 고강도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산업군에서는 고비용의 경량합금을 경제적인 고강도 강재로 대체·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철강소재의 주요 단점인 내식성 저하와 함께, 고강도 특성에 기인한 수소취화민감도 증
가는 소재의 적용성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종래에는 전기화학 기반의 부식거동 연구와 야금학 기반의 수소취성 연구가 별
도로 이루어져, 두 가지 특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실제 현상을 바탕으로 한 공학적 실용성이 충
분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소취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 산업군 (자동차, 석유)을 대상
으로 적용강재의 부식이슈와 부식에 기인한 수소발생, 확산 및 취화균열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전기화학적 분극, 임피
던스, 수소투과, 저변형율 인장실험 등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실험적 결과를 토대로 고강도/초고강도 철강소재의 부식유기 수소취화
저항성 향상을 위한 접근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고부가3-2 | 13:30] 초청강연
Current Status of Clean Metal Electrolysis Process for Nonferrous Metals: Jong Hyeon Lee1, Sukcheol Kwon1, Vladislav
Ri1, Gyu-Seok Lim1, Woo-Seok Choi1, Wan-Bae Kim1, Hwa-Young Woo1, HanSik Ryu1; 1Dept. of Mat Sci and Eng CNU.

Keywords: nonferrous, aluminum, group IV, electrolysis 
Group IV transition metals are typically produced by the Kroll process, but the multiple stages, especially the chlorination step,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the extraction, and increases the cost of the final product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Direct reduction
could significantly simplify the isolation of the metals from their corresponding oxides (for example TiO2, ZrO2, and HfO2). Despite
much effort, commercial success of the direct electro reduction methods have not yet been reported except aluminum. The main
problem of conventional molten salt based direct reduction of the group IV metal oxide is the higher impurity level than industrial
standards, especially gas impurities due to their high oxygen and nitrogen affinities. Here, we report an alternative metal production
technology that lowers the oxygen and halide contents of group IV metals to meet the industrial requirements. And recent progress on
the GHG free aluminum smelting process will be introduced.  

[고부가3-3 | 14:00]

FeMnCrCo High entropy steel의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의 변형율속도 의존성: 이병주1, 홍순익1; 1충남대학교 공대 금속공학과 에

너지기능재료실험실.

Keywords: high entropy steel, 변형속도 
본 연구에서는 FeMnCrCo high entropy steels합금에서 미세구조와 기계적 특성의 strain rate 의존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온과 77K에서, 그리고 10-4/sec~10-2/sec 변형율속도 구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FeMnCrCo high entropy steels합금
의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항복응력, 인장강도 및 uniform strain, 연성의 변형율속도 및 온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
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내부에서의 상변태와 관다.련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온도 및 변형률 속도, 그리고 변형율에 따른 미세
구조 및 격자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XRD, EBSD 및 TEM으로 미세구조 및 나노구조를 정밀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미
세구조의 변화가 변형기구에 미치는 영향 및 변형기구를 제시하기 위해 활성화 체적 계산 등을 포함화 열적활성화 변형분석
(Thermally activated deformation analyses)도 병형하였다. 

[고부가3-4 | 14:15]
Nanoscale Modulated Structures by Balanced Distribution of Atoms and Mechanical/Structural STabilities in CoCuFeMnNi

High Entropy Alloys: 심상훈1, 오승민1, 이정국1, 홍순구1, 홍순익1; 1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Keywords: High entropy alloy, Decomposition, Lattice strain energy, Interface, Modulated structure 

We observed the nanoscale modulated structures in the homogenized CoCuFeMnNi and CoCu1.71FeMnNi high entropy alloys and
the mechanical/nanostructural stabilities of modulated structures were studied by compressive deformation up to the true strain of 1.0.
Constituent elements in CoCuFeMnNi and CoCu1.71FeMnNi alloys with dendrite structure comprised of the Cu-Mn rich interdendritic
region and Co-Fe rich dendrite arms in the as-cast alloys appeared to be uniformly distributed on the microscopic scale after
homogenization.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unique observation in the homogenized alloys is the presence of nanoscale phase
separation  with no distinct separation or splitting of electron diffraction spots, suggesting two separated phases have the same structure
and similar lattice constants. We propose that the reduction of lattice strain and interface energies through selective and balanced
distribution of various atoms to minimize difference of lattice constants enabled nano-scale separation of the alloy into two FCC phases.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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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tice strain energy decreased from 0.93 kJ mol−1 to 0.75 kJ mol−1 in CoCuFeMnNi and from 0.85 kJ mol−1 to 0.38 kJ mol−1 in
CoCu1.71FeMnNi by separation into two phases with similar lattice constants. Both CoCuFeMnNi and CoCu1.71FeMnNi alloys
exhibited rapid strain hardening up to the strain of 0.23 and then saturation of the flow stress. The initial rapid increase of hardening is
attributed to the presence of nanoscale modulated two-phase structure. 

[고부가3-5 | 14:30]

알루미늄 6061합금의 열간 비대칭압연이 성형성 미치는 영향: 정무섭1, 한준현1;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Asymmetric rolling, Aluminium 6061 Alloy, Lightweight material, Formability, Recrystallization

알루미늄합금은 높은 비강도와 내식성으로 수송기의 경량소재로 수요와 적용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수송기에 적용되고 있는 알루미
늄 함금에는 가공경화형 합금인 5xxx계(Al-Mg)와 석출경화형 합금인 6xxx계(Al-Mg-Si)있다. 특히 6xxx계 합금은 석출경화 시 높
은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동차의 후판으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철강과 비교하여 60~70의 낮은 연신율과 소성변형비가
0.6~0.7로 낮아 가공 시 earing과 같은 결함이 발생한다. 낮은 성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합금 판재는 열간가공으로 제품
을 생산하고 있다. 열간가공 시 석출상의 재고용으로 인하여 다시 시효경화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제품의 공정비용
은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합조직의 개선을 통해 소성이방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알루미늄
합금의 주조조직은 {001}의 Cube 집합조직이 발달하게 되는데, 압연 시 Brass{011}과 S{123}, Copper{112}이 형성되어 β-fiber조
직이 발달하게 되는데, 소성이방성 향상 효과는 크지 못했다. 비대칭 압연 시에는 γ-fiber의 {111}전단집합조직의 형성으로 인하여
소성이방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소성이방성은 향상되었지만, 냉간가공으로 인하여 연신율의 심각한 감소가 나타
났다. 지금까지 열간 비대칭 압연에 의한 집합조직의 개선 및 기계적특성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압연 후 어닐링 처리
에 따른 Rotated cube{001}조직이 소성이방성의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는 보고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열간 비대칭 압연에 의해
서 전단변형과 동적재결정에 의한 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압연하기전 시편의 Transverse direction에 직선의 Grid를 압
연에 의한 각도의 변화량을 변형률로 계산하였다. 또한 변형률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비커스 경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집합조직
과 온도에 따른 동적재결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EBSD를 사용하여 Inverse pole figure과 Misorientation angle boundary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열간가공에 따른 석출물의 형성은 XRD를 통해서 분석하였으며, 성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축인장실험 및 소성변형비
측정이 수행되었다. 

[고부가3-6 | 14:45]

알루미늄 합금의 용체화처리시 잔류응력 변화 전산모사: 임규석1, 이종현1;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simulation,Al6061,Solution Treatment,Finite element method 

알루미늄합금은 가볍고 우수한 가공성 및 높은 비강도를 가진금속으로 자동차 산업과 우주산업을 비롯한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재료이다. 알루미늄 합금은 금속의 강화를 위해 석출경화가 필수적이며 석출경화를 위해서는 빌렛의 용체화처리가 필수적이다. 빌렛을
고온에서 유지 후 급냉시키는 단계에서 열변형이 생기게 되면 빌렛 내부에 큰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생긴 잔류응력은 후속
가공 중 부품의 왜곡이 발생하여 정밀도룰 크게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알루미늄 부품의 정밀도 높이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빌렛의
용체화처리에 따른 잔류응력 분포를 분석하고 잔류응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방법을 이용하여 Al6061합
금 빌렛의 용체화처리시 빌렛의 온도변화와 잔류응력를 전산모사를 통하여 계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알루미늄 합금의 용체화
처리로 인한 잔류 응력의 변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재료의 신뢰성 및 기계적 특성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부가4-1 | 15:05]

초기 석출물이 6061 알루미늄 합금의 전단변형에 미치는 영향: 채원기1, 한준현1;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6061 알루미늄 합금, 비대칭 압연, 석출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어 연비 규제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강도가 높은 알루미늄 합금을 차체에 적용하여
차체의 중량 을 감소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의 성형성은 현재 차체로 쓰이는 강판보다 70~80% 정도로 떨
어진다. FCC 구조를 가진 금속판의 성형성은 //ND 집합조직이 존재함으로써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강도 높은 전단 변형과 //ND 집합조직을 도입하여 알루미늄 시트의 성형성을 향상시키는 공정인 비대칭 압연을 통해 성형성을 증가
시키려 하였다. 또한 6061 알루미늄 합금은 주요 합금 원소로 마그네슘과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는 석출경화용 합금이기 때문에 석
출물이 전단 변형 및 집합조직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석출물이 6061 알루미늄 합금의 전
단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초기 석출물에 의한 성형성을 평가하고 비대칭 압연한 알루미늄 합금 시트의 집합조직을 분석
하였다. 

[고부가4-2 | 15:20]

알루미늄 합금 잔류응력 완화거동 전산해석: 우화영1, 임규석1, 이종현1; 1충남대학교.

Keywords: 알루미늄 합금, 용체화처리, 잔류응력, 전산해석 
알루미늄 합금은 높은 강도와   내식성으로 인해 많은 구조재료 및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성은 합금 원소의 조성에
따라 다양하며, 용도에 따라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이 이용된다. 그러나, 알루미늄 합금은 석출 경화를 위해 용체화 열처리 후 급냉
시키는 과정에서 표면과 내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인한 잔류 응력이 존재하게 된다. 이 잔류응력은 후처리 공정에서 제품의 정확도
를 떨어뜨리고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응력 해소가 필요하며, 현재 Up-hill quenching, Vibratory stress relie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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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ing 등의 방법을 통해 잔류응력을 완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열적 및 기계적 처리를 통
해 알루미늄 합금 내 잔류응력 완화거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잔류응력을 제거하는 공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고부가4-3 | 15:35]

핫스탬핑용 AlSi 도금의 Mg 및 Zn 첨가가 미세조직 및 전기화학적 부식 거동에 미치는 영향: 김시온1, 양원석2, 김성진1; 1순천대학
교신소재공학과. 2현대제철 기술연구소.

Keywords: 핫스탬핑, AlSi 도금, 희생방식, self-healing
최근, 자동차용 강판 개발에 있어 고강도 및 고성형성의 물성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성형법으로서 핫스탬핑 공정이 크
게 주목 받고 있다. 핫스탬핑 공정 중 강판은 필연적으로 고온에 노출되며 이는 소지 강판 표면에 산화막 생성을 야기하는데, 산화
막이 두껍게 형성되면 일반적으로 도장 밀착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편화된 도금재로서 열처리 시
우수한 Barrier protection을 제공하는 Al-10 %Si 합금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코팅 표면에 물리적 손상 등에 기인한 결함이 형
성될 경우, 향후 부식환경 내에서 도금강판 자체의 내식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융 AlSi 도금욕에 Mg 및 Zn을
첨가하여 희생방식과 Self-healing 효과를 통한 내식성 확보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방식 메커니즘을
도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Si 기반의 도금욕에 일정량의 Mg 및 Zn 첨가가 미세조직 및 전기화학적 부식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특히 합금원소의 첨가로 인해 형성된 2차상 및 표면 부식생성물이 도금재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부가4-4 | 15:50]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나노복합소재의 3D프린팅 구현 연구: 이어령1, 신세은1, Naoki Takata2; 1국립 순천대학교. 2Nagoya University.
Keywords: Powder metallurgy, Al alloy, Carbon nanotube (CNT), 3D printing, ball milling

3D 프린팅(3-dimensional printing)은 제품 생산 시 소재의 낭비가 적고 단일 공정만으로 완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
고 경제적인 공법으로 적용 사례가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 하지만 3D 프린팅 시 공정 변수로 작용하는 조건이 많아 이를 제어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는 철의 무게의 1/3 수준으로 대표적 경량 금속인 알루미늄 기지에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를 강화제로 적용하여 강도를 보완한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복합소재를 3D 프린팅 공법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한다.
이 때 3D 프린팅 공법 중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selective laser melting, SLM)의 재료로 적합한 복합 분말을 설계하기 위하여 알
루미늄 초기 분말의 크기, 볼 밀링 시 회전 속도와 시간을 변수로 두고 부피분율 1, 2의 CNT가 분산 된 알루미늄 기지의 복합
분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복합분말의 미세구조 관찰을 통해 복합 분말 제조 시의 변수가 3D 프린팅 용이성의 차이를 야기 하는지
미세구조 관찰을 통해 파악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3D 프린팅 완료 후 소결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고부가4-5 | 16:05]

순수 타이타늄의 마찰 교반 용접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의 차이와 그에 따른 기계적 특성: 이용재1, 정원기1, 신세은1, 이동근1; 1순천대
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Titanium, Friction stir welding,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Digital image correlation

타이타늄과 타이타늄 합금은 높은 비강도와 내식성 및 넓은 온도범위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때문에 항공 우주 산업, 해양 구조물
, 화학공업, 생체재료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열전도성으로 인해 액상용접 후 뒤틀림 현상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높은 산화성으로 인해 고온산화, 결정립 조대화 등의 이유로 기계적 특성이 낮아지므로 용접 시 비활성 분위기하에
서 용접을 진행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상접합의 일종인 마찰 교반 용접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마찰 교반 용접은 tool의 회
전으로 마찰 및 마찰열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소성유동으로 용접이 진행되며 이때 발생하는 용접열이 변태점 이하의 온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정립 미세화와 산화를 억제할 수 있어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 타이타늄 판재를 마찰 교반
용접하였을 때 TOOL의 회전속도와 하중의 변화에 따라 미세조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였고 미세조직의 변화가 기계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DIC(Digital Image Correlation)를 통해 인장 시험시 변형 분포 및 균열성
장을 국부영역의 이미지 정보를 고해상도로 집중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부가4-6 | 16:20]

열처리 조건이 자동차용 초고강도급 강재의 부식유기 수소취성에 미치는 영향: 박진성1, 류승민1, 김시온1, 정영재1, 김성진1; 1순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열처리, 내식성, 수소취성, 잔류응력, 탄화물
최근, 자동차, 조선 및 건설 등 다양한 산업영역에서는 적용되는 철강소재의 초고강도화를 목적으로 합금 설계, 열처리 등의 다양
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내 초고강도급 강재는 차량 경량화를 위한 강판의 두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장강도를 바탕으로 승객의 사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고강도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전략은 내부 탄소
함량을 증가시키고 A3온도 이상에서 유지 후 급냉시켜 미세조직을 저온변태조직으로 형성시키는 것에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강재
내부 탄소함량의 증가는 변태 시 미세조직 내 잔류응력과 전위밀도를 높게 형성시키게 되고 전기화학적으로 음극역할을 수행하는 탄
화물의 석출을 촉진하게 된다. 석출된 탄화물은 강재 내부 전기화학적 전위차를 증폭시켜 기지 금속의 양극용해반응을 촉진시키고
표면 수소환원반응을 통해 형성된 수소원자를 강재 내부로 유입하게 한다. 특히, 초고강도급 강재의 경우, 미량의 수소원자 유입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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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취화현상이 민감하게 발생하여 우수한 물성을 보증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산업계에서는 부식 및
수소취화 특성이 열위한 초고강도급 강재의 내식성 및 수소취화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금설계부터 표면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열처리 공정을 통한 미세조직 제어가 내식성 및 수소취화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고강도급 강재를 대상으로, 강재에 상이한 열처리 공정을 부여한 후 전기화학적 분극 및 수소
투과 실험과 부식환경 내에서 수행되는 SSRT 실험을 통해 부식반응에 기인한 수소원자의 유입 및 확산이 유발하는 취화거동을 분
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수한 내식성 및 수소취화저항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열처리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고부가4-7 | 16:35

고강도 강재의 고온 산화 및 부식 거동에 미치는 합금 성분의 영향: 류승민1, 박진성1, 김성진1; 1순천대학교.

Keywords: Martensite 강재, Ni, Cu, 고온 산화, 부식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는 연비 향상을 목표로 자동차의 경량화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서 소재의 고강도화가 제시되었
다, 현재 다양한 고강도급 강재가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Martensite 강은 A3이상의 고온에서 일정시간 유지 후 급냉 시킴으로써
얻어지는 Martensite 조직으로 인해 높은 강도를 확보한다. 하지만 고강도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고온에서의 열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표면에서 고온 산화가 발생한다. 고온 산화로 형성된 산화 Scale은 강재 표면의 결함으로 작용하며, 압연 롤 등 장
비의 수명 단축시킨다. 강재 내부에 첨가된 합금 성분은 이러한 고온 산화 Sacle의 형성 거동, 특성 및 강재의 부식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5 GPa이상의 고강도급 Martensite 강재의 합금 원소 (Ni, Cu) 첨가에 따른
고온 산화 특성 및 부식 거동 분석을 목적으로 고온 산화 이후 표면·단면 관찰, 전기화학적 부식 실험으로 Linear polarization
resistance (LPR) 및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를 수행하였다. 

[고부가4-8 | 16:50]

냉간압연으로 제조된 타이타늄 클래드판재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후열처리의 영향: 윤창석1, 조평석1, 김새봄1, 이동근1; 1순천대학교 신

소재공학과.
Keywords: Ti/Cu clad, Cold rolling, Post heat treatment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은 내식성과 고온 내열성이 월등히 뛰어나지만 낮은 전기 및 열전도성을 나타낸다. 타이타늄은 높은 단
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열교환기에서 적합한 재료로 사용된다. 우수한 내식성 및 높은 열전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냉간압연 공
정을 통해 타이타늄 클래드판재를 제조하였고 계면의 금속간 화합물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클
래드의 이점은 이종금속의 우수한 특성들의 조합을 통하여 선택적 복합적 우수 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압연 공정에서 계
면 접합 특성과 미세조직은 소성가공이나 변형공정 등 차후 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클래딩 방식에 따라 접합계면 부위의
특성이 달라지며, 재료학적 특성에 따라 클래드판재의 기계적 및 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Ti-Cu 원소의 금속간 화합물이 계면
에서 쉽게 형성되더라도 이종금속 간에 높은 계면 결합을 유도한다.



123

[고엔1-1 | 09:00]

형상기억특성을 갖는 CrMnFeCoNi기 고엔트로피 합금 개발: 이제인1, Wataru Tasaki2, 오현석3, 박은수3, Koichi Tsuchiya2; 1부산대
학교 재료공학부. 2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3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Keywords: High-entropy alloy, shape memory effect, martensitic transformation, thermodynamic calculation

최근 다수의 금속원소를 유사한 몰분율로 갖는 고엔트로피 합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계적 특성 및 기능성이 우수한 신합
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 면심입방 (FCC) 결정구조를 갖는 CrMnFeCoNi 합금은 극저온에서 우수한 파괴 인
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극한 환경에 적합한 구조용 소재로써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CrMnFeCoNi 합금계에서 구성원소
의 몰분율 조절을 통해 합금의 적층결함 에너지를 제어함으로써 TWIP 및 TRIP 효과를 보이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의 고엔트로피
합금 개발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역학 계산을 이용한 구성원소의 몰분율 조절을 통해 오스테나이트 상 (FCC)과
마르텐사이트 상 (HCP)이 가역적인 상변태를 보이는 합금을 개발하였다. X-선 회절분석과 시차주사열량계 (DSC) 분석을 통해 온도
변화에 따른 합금의 상변태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상변태 거동이 형상기억특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열기계 분석을 통해 드러
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는 신합금 개발에 중점이 맞춰져 온 고엔트로피 합금 연구가 우수한 형상
기억특성을 갖는 신합금 개발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엔1-2 | 09:15]

Short-range-order Strengthening in High-entropy Alloys Via Soluble Boron: 설재복1, 배재웅2, Zhiming Li3, 이현휘4, 고원
석5, 김형섭2; 1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원. 2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3Max-Planck-Institute for Iron Research. 4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 5울산

대 신소재공학과.

본 연구에서는, 결정립계에 편석된 보론이 아닌, 결정내부에 있는 보론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FCC 기반 고엔트로피 합금
들 (Fe40Mn40Cr10Co10 와 Cantor)의 극저온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향상시켰다. 극저온 변형 시, FCC결정내부의 octa.위치에 있는
보론은 “planar dislocation slip band”의 출현과 ‘slip band 위에서의 SRO 증가’에 기여한다. SRO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포항가속기 XRD, TEM, atom probe tomography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실험결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First-principles
calculations을 이용하였다. SRO의 직접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항복강도와 인장강도의 증가 원인에 대한 각각의 mechanism들을
규명하였다. 또한, 왜 보론이 들어간 시료에서 극저온 변형시에만 SRO가 나타나고 증가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추가적으로, 다른 연구
실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SRO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분석법”, “SRO와 long-range order(LRO)를 구별할 수 있는 분석법”
을 소개할 예정이고, “왜 SRO현상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웠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겠다. 

[고엔1-3 | 09:30]

Atom Probe Tomography 를 활용한 하이엔트로피 합금의 Local chemical ordering 분석: 윤국노1, 오현석2, Baptiste Gault3, Dierk
Raabe3, 박은수1; 1서울대학교. 2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Max-Planck-Institut für Eisenforschung.
Keywords: High entropy alloy, Local chemical ordering, Stacking fault energy, Deformation behavior, Atomprobe tomography 

하이엔트로피 합금(HEA, High entropy alloy)는 다종의 주원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합금 시스템으로, 기존의 상용 합금 대비 높은
상안정성을 가져 넓은 온도 및 조성의 범위에서  안정한 고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철강을 포함하는 여
타 상용 금속 소재 대비 낮은 적층 결함 에너지(SFE, Stacking fault energy)를 가져, 변형 시에 상변태 혹은 쌍정 형성 등에 의
한 우수한 기계적 특성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한편, HEA은 다종의 주원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부적인 조성적 편차에도 다른 특
성(SFE 등)을 보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다양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규명된 바 있다. 따라서 HEA의 변형 거동을 완
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단위의 국부적 조성 편차가 만드는 Local chemical order (LCO)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LCO 형성에 따른 HEA 특성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r-Mn-Fe-Co-Ni 의 5원계 HEA를 제조
하고, LCO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도 영역에서의 장시간 열처리를 통하여 각 합금에  LCO 를 형성하였다. 또한 LCO
형성이 소재의 변형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Atomprobe tomography (APT) 를 활용해 원자 단
위의 조성 편석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LCO 의 형성 여부 및 중심 원자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비단 Grain
boundary strengthening 등의 거시적 소재 특성 제어 뿐만 아니라, 원자 단위의 LCO 제어를 통한 특성 제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엔1-4 | 09:45]

Cr-Mn-Fe-Co-Ni계 하이엔트로피 합금의 변형기구 변화에 따른 성형한계도: 예정원1, 김찬양1, 윤국노1, 이명규1, 박은수1; 1서울대학교.
Keywords: stacking fault energy, deformation mechanism, Forming Limit Diagram, void formation.

하이엔트로피 합금은 높은 응력과 고온 환경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기존의 상용합금 대비 높은 강도와 연신을 포함하여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재료가 구조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축 응력 상태의
변형 거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력 상태에서의 성형성을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변형 메커니즘을 갖는

고엔트로피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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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트로피 합금을 선택하여 기계적 특성 평가 및 성형성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열역학적 계산을 통해 적측결함에
너지를 제어하여 Slip, Twin induced plasticity(TWIP),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TRIP) 그리고Dual Phase와 같이 서로
다른 변형 메커니즘혹을 갖는 하이엔트로피 합금 조성을 선택하였다. 이후, 일축 응력 상태에서의 기계적 특성 평가 및 Marciniak-
Kuczinsky (M-K) model을 사용하여 성형 한계도 작도하여 이축 상태에 재료의 특성을 평가하였고, 최종적으로CrMnFeCoNi 계 하
이엔트로피 합금의 조성을 튜닝하여 성형능에 최적화된 조성을 찾을 수 있었다. 성형성 평가와 더불어 일축 상태와 이축 응력 상태
에서 재료의 변형기구 변화 및 공공 형성능(decohesion 또는 inclusion)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CrMnFeCoNi 계 하이엔트로피 합금
의 성형성 거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계적 성능을 나타내는 하이엔트로피 합금의 상용화를 위해서 필요한
성형성 평가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고엔1-5 | 10:00]

(CoCrFeMnNi)95.2Al3.2Ti1.6 고엔트로피 합금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화: 강지연1, 최누리1, Eka Bobby2, 박
노근2, 김진경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2영남대학교.
Keywords: Nano precipitates, High entropy alloy, Mechanical property, Heat treatment, Microstructure 

최근 CoCrFeNi 고엔트로피 합금에 소량의 Al과 Ti를 첨가하여 나노 석출물 형성에 의한 고강도화 연구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 기존 고엔트로피 합금에 대한 연구들은 진공용해 방식으로 제조된 소량의 시편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그룹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진공 분위기와 Ar-3%H2 분위기에서 제조한 CoCrFeMnNi 고엔트로피 합금의 기계적 특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3%H2 분위기 하에서 제조된 (CoCrFeMnNi)95.2Al3.2Ti1.6 합금의 불순원소 함량을 분석하고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와 석출상 형성에 의한 강화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세조직 관찰을 위해 냉간 압연 시편을 873K-
1273K에서 1시간 열처리를 하였으며, 석출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1273K에서 1시간 열처리 후 추가적으로 873K-1023K에서 4시간
열처리를 하였다. 불순원소들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C/S, N/O 분석기를 이용하였으며, 미세조직 분석을 위해 XRD, SEM-EDS,
EBSD를 활용하였다. 실험 결과, 압연된 시편은 1173K 이상에서 완전히 재결정되었고, 1273K에서 FCC 단일상을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석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경도 측정을 진행했으며 873K, 923K에서 4시간 열처리했을 때 경도 값이 50HV0.1 증가했
고 973K, 1023K에서 10HV0.1 증가했다. 이를 통해 추가 열처리에 의해 석출물이 형성되었다는 것과 비교적 저온에서 석출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엔1-6 | 10:15]
Vanadium-containing High-entropy Alloy Design by Using an Atomistic Simulation and Thermodynamic Calculation:

Won-Mi Choi1, Yong Hee Jo1, Dong Geun Kim1, Seok Su Sohn2, Sunghak Lee1, Byeong-Joo Lee1; 1POSTECH. 2Korea University.

Keywords: High-entropy alloy, atomistic simulation, CALPHAD, thermodynamic calculation 
To increase the strength of representative equiatomic CoCrFeMnNi HEAs (high entropy alloys), many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generate a secondary phase or to maximize solid-solution hardening effects. Because V is a strong sigma (σ) and body-centered cubic
(bcc) phase stabilizer and has a relatively large atomic size, The addition of vanadium (V) could be an effective way to achieve both
effects. For the high strength HEA design with vanadium, the effect of individual elements on solid solution hardening should be
clarified. We first investigate the effect of individual elements on solid solution hardening based on an atomistic simulation technique.
The CALPHAD-type thermodynamic approach also be utilized to control the second phase.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ent
computational approach for the advanced HEA design is demonstrated with experimental confirmation. 

[고엔2-1 | 10:30]

고온나노압입시험을 이용한 내화 고엔트로피합금의 소성변형 거동 분석: 최인철1; 1금오공과대학교.
Keywords: Refractory high-entropy alloy, High-temperature nanoindentation, Nanohardness, Rate-dependent, Temperature-dependent

높은 융점을 가진 내화금속은 고온에서의 우수한 상 안정성과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Ni계 초내열합금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재료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어, 최근에는 내화금속 기반 고엔트로피 합금 개발 및 물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대
부분의 내화 고엔트로피합금은 일정 온도 이하에서는 취성이 매우 높아 정확한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고 변형기구를 구축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 및 Cr 첨가를 통해 밀도를 낮추고 산화성을 높인 체심입방구조의 단일 고용체 내화 고엔
트로피합금에 대한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온나노압입시험을 수행하였다. 관측된 시간 및 온도의존적 나노경도 데이터를 이
용하여 변형률 속도 민감도와 활성화 에너지 등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어진 온도 범위에서의 변형 거동을 적합한 결함
(defect)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고엔2-2 | 10:45]

AlCoCrFeNi 기반 다성분 합금 박막에서의 조성에 따른 변형 거동 조사: 남승진1, 최현주2, 박은수1; 1서울대학교. 2국민대학교.
Keywords: High-entropy alloy: Composition: Metastable phase: Microstructural evolution: Deformation behavior

최근 준안정상(metastable phase)을 갖는 고엔트로피 합금(high-entropy alloy, HEA)가 기존의 합금보다 우수한 강도와 연성을 보
여주고 있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조성에 따른 합금의 변형 거동에 대하여 활발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고상 및
액상 공정으로 합금을 제조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나 불균일한 미세조직이 형성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고진공 다층 증
착법 및 열처리를 이용하여 불순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AlCoCrFeNi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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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분 합금을 제조하였고, 조성에 따른 상 형성 및 변형 거동을 조사하였다. 먼저, 전자빔 기상 증착법(e-beam evaporation)으로
제조된 AlCoCrFeNi 기반의 다층 박막을 고진공에서 열처리함으로써 고용상을 갖는 다성분 합금을 제조하여 형성된 상과 기계적 물
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로써, 모든 조성에 대하여 면심입방정계(face-centered cubic, FCC) 구조를 갖는 고용상을 형성하였으며,
높은 함량의 Cr을 포함하는 조성에서는 Sigma 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Co와 NI의 함량의 비율에 따라 전위(dislocation), 적층 결
함(stacking fault, SF), 변형 쌍정(deformation twin), 상 변형(phase transformation) 등의 서로 다른 변형 거동이 관찰되었다. 이는
Co의 함량이 높아지고 Ni의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합금의 적층 결함 에너지(stacking fault energy, SFE)가 낮아지면서 합금 내부에
준안정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성분 합금에서 조성에 따른 변형 거동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고엔2-3 | 11:00]
Effects of 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TRIP) on Tensile Property Improvement of FeCoCrVNiMn High-entropy

Alloys: 양준하1, 조용희1, 김대웅1, 최원미1, 김형섭1, 이병주1, 손석수2, 이성학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High-entropy alloy (HEA), 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TRIP), Thermodynamic calculation, Stacking fault energy

A new metastable high-entropy alloy (HEA) system was suggested, based on the Gibbs free energies of FCC and HCP and the
associated stacking fault energy (SFE) by thermodynamic calculations. The FeCoCrVNiMn alloys were fabricated, and their tensile
properties were evaluated at room and cryogenic temperatures. The role deformation-induced FCC-HCP-BCC martensitic
transformation on the tensile properties was investigated in detail by correlating the deformation mechanism with the strain hardening
behavior. The difference in Gibbs energy decreases with increasing Mn content, leading to the decreased SFE in sequence. At room
temperature, ~60% of BCC martensite in the 5Mn HEA contributes effectively to the improvement of strain hardening and the delay of
its gradual decrease. This TRIP effect achieves much eminence in the cryogenic deformation, enabling the tensile strength to reach over
1.6 GPa due to ~97% of BCC and HCP martensite. In addition to the fraction of martensite, the increased Mn content reduces a critical
strain required to trigger the martensitic transformation and then raises the transformation rate. The present findings may provide a guide
for the design of metastable HEAs to enhance tensile properties for cryogenic applications through adjusting SFE and TRIP effect.

[고엔2-4 | 11:15]

CoCrFeMnNi-Y atomized 고엔트로피 합금 분말의 방전플라즈마 소결 거동: 정승혁1, 류호진1; 1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Keywords: High Entropy Alloy, Oxide Dispersion Strengthen, Gas-atomizing, Spark Plasma Sintering, Alloyed powder

고엔트로피 합금은 5가지 이상의 원소가 동원소분율 또는 비슷한 원소분율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성원소 분율에도 불구하고 단상을
형성하며 우수한 기계적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망한 합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과 같은 고온, 고압, 고방사능의 특수환경에서 고엔트로피 합금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강화기구
를 적용한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그 중 산화물 분산강화 기구는 나노크기의 산화물을 기지에 분산시켜 소성변형시 결정립의 성
장과 전위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방해하여 강도와 크립 저항성을 높임과 동시에 조사환경에서 조사결함의 소멸강도 (sink strength)를
증진시켜 조사저항성을 높이는 강화기구로 알려져 있다. 산화물 분산강화 합금은 원소분말의 혼합, 기계적 합금화, 소결 및 열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되며, 산화물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계적합금화 과정에서 Yttria 분말을 함께 기계적 합금화 한다. 하지만 고용
체를 형성하고, 산화물을 고르게 분산시키기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분무법을 이용하여 Y이 포함된
CoCrFeMnNi 고엔트로피 합금 분말을 제조하여 방전플라즈마 소결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와 분산된 산화물의 거동을 연구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분무법을 통해 제조된 CoCrFeMnNi 고엔트로피 합금 분말과 0.5 wt% Yttria 분말의 혼합분말과 가스분무법
용융단계에서 1.12 wt%의 Co-Y합금 (84wt%Y)을 CoCrFeMnNi 고엔트로피 합금 원소들과 함께 용융 시켜 0.5 wt%의 Y이 포함된
0.5 wt%Y-CoCrFeMnNi 고엔트로피 합금분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분말은 액화질소를 이용하여 97 K의 초저온환경에서 24시간동안
600 rpm의 밀링회전속도에서 기계적합금화 하였다. 0.5 wt%Y-CoCrFeMnNi 합금 분말을 이용해 제조된 산화물분산강화
CoCrFeMnNi 고엔트로피 합금은 혼합분말로 제조된 합금에 비해 나노 크기의 결정립 크기와 산화물들이 1173 K의 높은 소결 온
도에도 기지 내에 1022 m-3이상의 높은 개수밀도를 가지며 분산된 것을 관찰하였다. 나노결정립과 산화물 분산강화의 영향으로 혼합
분말로 제조된 산화물분산강화 CoCrFeMnNi 고엔트로피 합금과 비교하여 약 500 Hv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커스 경도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엔2-5 | 11:30]

사전 변형이 고엔트로피합금(CoCrFeNiMn)의 고주기 피로 거동에 미치는 영향 : 이경태1, 원종우1, 임가람1, 최윤석2, 나영상1; 1재료연
구소(KIMS). 2부산대학교.
Keywords: CoCrFeNiMn high entropy alloy, deformation twin, microstructure, pre-straining, high cycle fatigue.

본 연구에서는 CoCrFeNiMn 합금의 소성 변형 기구 차이에 의한 변형 쌍정과 전위 조직들이 피로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피로 강도는 인장강도와 관련이 있으며, CoCrFeNiMn 합금을 상온 (293 K)에서 30%, 극저온 (77
K)에서 20% 압연하여 인장강도를 비슷하게 조절한 후 인장 시험과 고주기 피로 시험을 진행 하였다. 피로 시작 영역에서의 사전
변형 조직과 피로 시험 이후 미세 조직에 대한 EBSD분석을 진행 하였다. 사전 변형을 통하여 피로 강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인장 강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온과 극저온 시편간의 피로 강도의 차이가 관찰 되었으며, 미세 조직의 차이가 피
로 거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 되었다. KAM map 분석 결과 피로 시험 이후 극저온 시편의 결정립계에 집중되어있는 응력 분
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IQ map 분석을 통해서 상온 시편의 경우 결정립계의 상중점에서 균열이 형성 되었으며 극저온 시편은 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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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계 그리고 결정립계와 쌍정 입계가 만나는 영역에서 많은 양의 피로 균열들이 형성된 것을 발견하였다. 쌍정 입계는 균열 핵생성
영역으로 작용하였으며, 결정립계를 따라서 형성된 많은 양의 피로 균열은 균열 성장을 촉진시켜 극저온 시편의 피로 특성에 악영향
을 끼친다. 

[고엔2-6 | 11:45] Canceled

내화금속계 고엔트로피 합금의 온도에 따른 강도변화 고찰: 김일환1, 오현석2,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Keywords: Solid solution hardening, BCC solid solution, High entropy alloy, Ductility, Hardening mechanism

BCC 합금은 DBTT를 가지고 있어,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강도가 높고 취성이 강한 반면에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연성이 증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온에서의 강도 유지와 저온부에서의 연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BCC합금의 고엔트로피 합금화가 제안되어 있으며, 기존 초합금 소재의 사용온도 이상의 온도까지 고강
도를 유지할 수 있음이 Senkov에 의하여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화금속계 고엔트로피 합금에 대하여 온도에 따른 기계적
거동 실험을 통하여 기본적 강도 변화와 연신 변화를 평가하였고, 이에 따른 기계적 변형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엔트로피
합금과 순물질 및 이원계 합금과의 비교를 통해 고용강화 효과에 따른 온도 별 강도 특성 변화와 원자가전자농도 (VEC)에 따른
인장률 변화 정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합금화 원소 및 함량제어에 의한 구성엔트로피 조절을 통해 내화금속계 고엔트로
피 설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고엔3-1 | 13:00]

AlCoCrFeNiTi 고엔트로피 분말 합금의 나노 결정 형성 및 고강도화를 위한 고 에너지 밀링 시간 제어 연구: 오민철1, 안병민1; 1아주대학교.
Keywords: High entropy alloy, High energy milling, Mechanical properties, EBSD, STEM

기존의 금속 합금과 상이하게, 각 원소들이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어, 하나의 주요원소에 소량의 첨가원소가 고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원소들이 주요원소로 작용하여 새로운 특성을 가진 고엔트로피 합금은, 상용 합금들에 비하여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
어서 현재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엔트로피 합금 연구는 주조 공정을 이용한 합금 제조가 주를 이루어 왔지만,
주조 시 편석 및 수지상 구조, 수축결함과 같은 일반적인 주조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함들이 발생하여 기계적 물성을 저하시키
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말 공정 중 하나인 고에너지 밀링으로 AlCoCrFeNiTi 고 엔트로피 합금
을 제조하였으며, 밀링 시간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밀링 시간을 1, 5, 10, 15, 30, 45 시간으로 선정하였다.
XRD 및 SEM-EDS를 이용하여 합금화 거동을 연구하였으며, EBSD 분석을 통해 전위 밀도, BCC와 FCC 상 분포 거동 및 결정
립 미세화 거동을 관찰하였다. 또한 STEM을 이용하여 미세상의 형성 및 분포 여부를 관찰하였으며, 압축 및 경도 시험 결과와 비
교하여 미세조직이 AlCoCrFeNiTi 고엔트로피 합금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고엔3-2 | 13:15]
Phase Evoluti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erformance of FeCoNiAlSix High-Entropy Alloys Processed by Powder Metallurgy
: ASHUTOSH SHARMA1, Myoung Jin Chae1, Byungmin Ahn1; 1Ajou University.

Keywords: Entropy, silicon, milling, hardness, crystal structure, spark plasma sintering. 

In this study, FeCoNiAlSix (0≤ x ≤0.8 in at.%) high-entropy alloy (HEA) filler was fabricated by advanced powder metallurgy
(PM) route. The FeCoNiAlSix HEA filler was mechanically alloyed for 45 h and subsequently densified by advanced spark plasma
sintering (SPS) method. The phase evolution and microstructure of FeCoNiAlSi HEAs were studi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Si
content in FeCoNiAlSi alloy. Further, the SPSed FeCoNiAlSix alloy (?500 µm thick) was also brazed with Ti-6Al-4V. The results show
the formation of a supersaturated solid solution face-centered cubic (FCC) phases after 45 h of mechanical alloying. However, the
densification facilitates the transition of the FCC phase partially into the FCC and body-centered cubic (BCC) phases. The enhancement
of mechanical and compressive strength was achieved with an increment in Si content in the present HEA.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correlated theoretically to an intrinsic residual strain model for this PM fabricated HEA.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is
alloy for structural and joining applications were also explored. 

[고엔3-3 | 13:30]

내열금속계 BCC 고엔트로피 초합금 개발 및 미세구조 제어: 김상준1, 오현석1,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Keywords: Refractory alloy, High entropy alloy, Spinodal decomposition, Order-disorder transition, Nano-cuboidal 2nd phase

최근 4~6족의 전이금속으로 구성된 BCC 구조의 고엔트로피 합금이 1000oC 이상의 고온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초합금보다
우수한 고온 기계적 물성을 가짐이 보고됨에 따라 고엔트로피 합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초내열 신합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i계 초합금의 γ-γ’ 구조에 착안하여 불규칙 BCC A2 상과 규칙 BCC B2 상으로 구성된 BCC 2상 복합구조의 내열
금속계 고엔트로피 초합금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Ti-Al-Nb 3원계 내열 합금을 바탕으로, 합금의 구성 원소간의 결합력과 Al계 금속
간 화합물의 상 안정성을 제어함으로써 다성분계 고엔트로피 합금계를 설계하였고, 이러한 합금계 내부 A2 상과 B2 상이 공존하는
상태도 내 영역을 탐색하였다. 다성분계 합금에서 특정 원소 비율을 선택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넓은 조성 영역에서 나타나는 미세구
조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합금계 영역 복합구조가 형성되는 조성 및
온도 영역 나타냄으로써 내열금속계 BCC 고엔트로피 초합금 물성 제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단일상 B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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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특성 연구에 국한된 내열 고엔트로피 합금과는 차별적으로, 미세구조 정밀 제어를 통해 내열 고엔트로피 초합금 복합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고엔트로피 합금의 물성 향상 기술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1000 oC 이상의 온도 환경에서 사용되
는 Ni계 초내열 합금을 대체할 수 있는 초고온 내열 신합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엔3-4 | 13:45]

상온 연성을 지니는 BCC / B2 구조의 내화원소 다원합금 설계: 전호선1, 최벽파1; 1한국과학기술원.

Keywords: 내화원소 다원합금, 분배 거동, 조성 설계, 석출경화, 압축 강도 
내화원소 다원합금 (Refractory Multi-Principal element alloy) 은 높은 융점과 더불어 고온에서 우수한 압축강도와 크립 저항성을
보여 차세대 고온 구조재료로써 각광받아왔다. 상온에서의 낮은 연성은 내화원소 다원합금의 주된 단점의 하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
서 최외각 전자 밀도를 조정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함이 밝혀졌다. 내화원소 다원합금의 연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고온에서의 압축강도와
크립 저항성의 감소가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연성을 유지하면서 고온에서의 강도와 크립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모상과 결정격자
를 공유하는 석출물에 의한 석출경화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화원소 다원합금의 경우 알루미늄의 첨가를 통해 서로 결정격자
를 공유하는 체심입방구조와 B2 구조의 이중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이중상의 내화원소 다원합금은 연
성이 낮은 B2상이 모상이 되며, 연성이 높은 체심입방구조 상이 석출상이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상온에서의 연성이 유지되지 않
는 문제가 존재한다. 상온에서의 연성과 고온에서의 높은 강도와 크립 저항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심입방구조 상을 모상으
로 지니며 B2상이 석출상으로 존재하는 미세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세구조를 지니는 내화원소 다원합금을 설계하는 데
에는 크게 두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다원합금의 넓은 조성 범주로 인하여 종래의 합금 설계법을 이용해 조성을 설계하는 데에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내화원소 다원합금의 열처리 방식을 통한 미세구조 조절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화원소 다원합금의 조성과 미세구조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새로운 합금 설계법을 제안하였다. 이중상
구조의 내화원소 다원합금의 상분화 과정에서 원소들이 일정한 분배 경향을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원소들의 혼합이 아닌 합금간의
혼합을 통해 내화원소 다원합금의 조성을 설계함으로써 조성 설계과정을 간략화하고자 하였다. 이어 고정된 온도에서의 열처리를 통해
상분화 성향을 통제하였다. 제안된 설계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Ti-xNb와 Hf-yAl이라는 두 조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합금을
설계하였고, 그 결과로써 체심입방격자의 모상과 B2 석출상을 지니는 새로운 조성을 발견하였다. 열처리 조건의 통제를 통하여 0.5에
서 0.8 나노미터의 직경을 지니는 불연속적인 B2상을 형성시킬 수 있었으며, 상온에서 크랙 형성 없이 60% 이상 압축이 가능한 연
성에 더해 1070MPa의 압축강도를 지니게 할 수 있었다. 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육방밀집구조상의 형성이 관찰되어, 추가적인 강도
및 크립 저항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성 및 열처리에 따른 상 변화 거동의 관찰과 계산화학적 접근을 통해, B2
상과 육방밀집구조상의 안정성 및 상 분율이 합금 조성의 조절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엔3-5 | 14:00]

Al-Cu-Fe-Mn-Ti 기반 고엔트로피 분말 합금의 고강도 경량화를 위한 Si 조성 제어 연구: 채명진1, 오민철1, 안병민1; 1아주대학교.
Keywords: High entropy alloy, Lightweight alloy, High energy milling, Spark plasma sintering, Mechanical properties.

현재 대부분의 고엔트로피 합금 연구에서는 단상 고용체를 형성하기 위해 Cantor 합금으로 대표되는 Co, Cr, Ni 등의 고융점 안
정화 원소를 첨가한다. 이러한 Cantor 고엔트로피 합금은 높은 기계적 물성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제조된 합금의 밀도가 높다
는 단점이 있어 구조재료의 경량화가 중시되는 자동차, 항공산업 분야 등에 적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엔트로
피 합금의 경량화를 위해 Al-Cu-Fe-Mn-Ti 기반 합금에 Si (0≤x≤1, in molar ratio)조성을 선정하여 기계적 합금화 방법 중 하나
인 고에너지 밀링으로 제조 하였다. Si 첨가량에 따른 고엔트로피 합금 분말의 합금화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로 분석하였고,
방전 플라즈마 소결을 이용하여 고엔트로피 합금 분말을 치밀화한 후 SEM-EDS를 이용하여 고엔트로피 합금의 합금화 및 상분리
거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커스 경도 시험과 압축 시험을 통해 미세조직과 기계적 물성의 상관 관계를 세부적으로 연구하였다.

[고엔3-6 | 14:15]

(Y,La,Ce,Nd,Gd)2O3 고 엔트로피 산화물의 제조 및 미세조직 분석 연구: 박태성1, 김정한1, 김영국2, 장혜정3, 최하늘3; 1국립한밭대학
교 신소재공학부. 2재료연구소 기능분말연구실. 3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
Keywords: High entropy oxide, Refractory, Powder, XRD 

최근 발견된 고 엔트로피 산화물(High entropy oxide, HEO)은 기존의 고 엔트로피 합금의 기본 원리를 가져와 개발된 것으로
5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고 이 원소들이 불규칙적으로 분포된 단일상의 산화물이 특징이다. HEO는 높은 유전율, 내산화성, 내마
모성 등의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도 및 내산화성이 우수한 Y, La 등
의 원소를 포함하는 HEO를 설계하여 구조와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금속염과 지방산을 이용하여 (Y,La,Ce,Nd,Gd)2O3 조성의 산화
물을 제조하였다. 이를 500oC의 1차 열처리 후 1000oC 이상의 2차 열처리를 통해, 단일상의 HEO를 이끌어냈다. 열처리 후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를 진행해 원소들의 분포를 확인하고 X-ray diffraction(XRD)분석을 통해 얻은 패턴을
이용하여 Rietveld 를 수행하여 상을 확인했다. 추가로 Transmission electon microscopy(TEM)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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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1-1 | 09:30]

Direct Aging 및 표준 열처리가 Selective Laser Melting으로 제조된 IN738LC 소재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 김규식1, 김명세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2아우라테크.
Keywords: Inconel 738LC, Selective laser melting, Post heat-treatment, Microstructure evolution, Mechanical properties 

IN738LC 합금은 우수한 고온 크리프 강도와 내식성을 보이고 있어 우주/항공, 발전소 등 고온 및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터빈 블
레이드 소재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IN738LC 소재는 진공 주조 및 석출 경화 열처리를 수행하여 제조가 되고 있으나 최근
3차원 적층 공정 (Additive manufacturing)을 이용하여 고밀도, 균열이 없는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IN738LC 소재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direct aging 및 표준 열처리를
각각 수행하여 미세조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as-built 미세조직에서는 빠른 냉각속도에 의하여 fine cell과 columnar
structure를 보이고 있었으며 Ti 원소의 편석이 inter-cell/inter-columnar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후열처리를 수행한 경우, 초기에 관찰
되었던 cell 조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bimodal Ni3(Al, Ti) 석출물이 관찰되었다. 인장 시험 결과, as-built는 733.5 MPa (항복 강
도, YS), 1089.9 MPa (최대 인장 강도, UTS), 16.9 %의 연신율을 나타내었다. Direct aging을 수행한 경우에는 1170.3 MPa
(YS), 1294.5 MPa (UTS), 그리고 3.1 %의 연신율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표준 열처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1012.2 MPa
(YS), 1201.9 MPa (UTS), 6.3%의 연신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기계적 특성의 차이를 초기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및 결함의 변
화, 변형 미세조직 분석, 인장 파면 관찰 등을 통하여 해석하였다.  

[적층1-2 | 09:45]

Inconel 718 합금 Selective laser melting 에너지 밀도 제어 및 Scan 전략에 따른 열잔류응력,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 연

구: 박정현1, 김원래1, 방경배1, 이기안2, 김형균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강원지역본부. 2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Selective laser melting, Inconel 718 alloy, Thermal residual stress,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Ni기 Super alloy은 내열성, 고온내식성, 고온특성이 우수하며 금속 적층성형제조기술 (Additive manufacturing, AM) 접목과 함
께 고효율 부품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AM 공정 중에서도 Powder bed fusion (PBF) 방식의 Selective
laser melting (SLM)을 이용하여 공정 조건에 따른 특성 변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열잔류응력에 의한 시편의
변형 및 파손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써포트 혹은 잔류응력 해소 열처리로만 해결하고자 하고, 공정 중 잔류응력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는 빌드 플레이트 가열 외에는 보고된 바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Inconel 718의 고밀도 공정 조건으로 레이저
조사 직후, 매우 낮은 에너지 밀도로 re-heating을 유발하도록 공정조건을 설계하여 시편의 특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특히, 기존의
고밀도 단일 공정조건방식과 re-heating 후의 미세구조와 상, 기계적 특성 및 열잔류응력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적층1-3 | 10:00]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Inconel 625 합금의 미세조직 및 고온 피로 거동: 강태훈1, 김규식1, Kwang-Tae Son2,
Michael E. Kassner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Keywords: Selective laser melting, Inconel 625, High temperature, Fatigue behavior, Microstructure

Inconel 625는 대표적인 Ni base superalloy로 우수한 고온 특성, 내산화성, 내부식성으로 인해 항공 및 플랜트 산업 등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난가공 소재로 알려져 있다. 한편, selective laser melting (SLM)공정은 적층 제조 공정으로서 소재를 near
net shape로 제조 가능한 공정으로 절삭 가공을 요하지 않아 Inconel 625 합금의 제조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적
층 제조된 Inconel 625 합금의 고온 피로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lective laser melting
(SLM) 공정으로 Inconel 625 합금을 제조하고 그 미세조직과 고온 피로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미세조직과 결함을 제어하기
위해 hot isostatic pressing (HIP) 을 1,175oC, 150 MPa 조건에서 3시간 수행하였다. 초기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HIPed
Inconel 625 소재에서 nano size precipitates (Ni3Nb, TiN)가 관찰되었다. 반면, 비교재인 (conventional) wrought Inconel 625
소재에서는 micro–scale carbide가 검출되었다. 상온 및 650oC 인장 시험 결과, 650oC 항복 강도는 HIPed Inconel 625 합금이
246.2MPa, wrought Inconel 625 합금은 242.6MPa로 얻어져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연신율의 경우, HIPed Inconel 625
소재는 38.7%, wrought 소재는 73%를 나타내어 차이를 보였다. 650oC 고온 고주기 피로 시험 결과, 피로한(fatigue limit)은
wrought Inconel 625에서 550MPa, HIPed Inconel 625 합금이 500MPa로 SLM 소재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650oC 항복 강도
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이한 거동을 보였다. 상기 결과들과 함께 파단면 관찰을 통하여 SLM HIPed Inconel 625 합금의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변형 거동 간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적층2-1 | 10:25] 초청강연

EBAM으로 제작한 다공성 titanium struct의 결함, 미세조직 및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전자빔 연속성의 영향: 이병수1, 정석준1, 이
해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적층성형가공그룹.
Keywords: Electron-beam additive manufacturing, Commercially pure titanium, Porous structures, Electron-beam continuity, FeTi4

적층제조 및 분말
Room 325C,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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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s
The effects of the electron beam (EB) continuity on the defects,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orous commercially

pure titanium (CP-titanium) structures with cubic geometries produced with EB additive manufacturing (EBAM) were studied.
Continuous line and discontinuous spot scans were applied for the EB continuity. The porous structures produced with continuous line
scans have a lower defect density than those produced with discontinuous spot scans. Most defects of the continuous line scans have
spherical morphologies, whereas non-spherical defects are formed in the porous structure produced with discontinuous spot scans
because of the availability of sufficient heat for fusion (i.e., energy density). Thus, a stable melt pool could be formed. The
microstructures are composed of an α-titanium matrix, martensitic α′ phases, and elongated FeTi4 phases on the grain boundaries.
Furthermore, the atom probe tomography (APT) results show that the FeTi4 phase has a network structure with a diameter of 5 nm after
the continuous line scan, which enhances the compressive strength.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of the porous
structures produced with the continuous line scan are more than 400 MPa and 11 GPa, respectively. Despite the high porosity,
continuous line scans are preferable for achieving high compressive strengths with low elastic moduli for biomedical devices. By
contrast, discontinuous spot scans result in huge defects with non-spherical morphologies and low FeTi4 phase fra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porous CP-titanium structures with excellent mechanical strengths and low elastic moduli can be fabricated using EBAM
by controlling the EB continuity.

[적층2-2 | 10:50]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on Micro-Cracking of PBF-Processed TiAl Single Tracks: Seulbi Lee1, Jaewoong
Kim1, Jae-Keun Hong2, Yoon Suk Choi1; 1Pusan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AM), powder bed fusion (PBF), melt pool, single track, TiAl 
The formation of micro-cracks was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process parameters for the single tracks of TiAl (Ti-4822) processed

by the powder bed fusion (PBF) technique. Micro-crack patterns were categorized by the cracking directions, which were parallel,
diagonal and perpendicular to the laser path, depending on the laser power and speed. An extra effort was made to relate those cracking
patterns with microstructures of single tracks and melt pools. Also, the electron microscopy aided with focused ion beam (FIB) and the
FEM-based thermal stress analysis were performed to clarify the nature and the cause of those micro-cracks. Both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were analyzed together to understand micro-cracking behaviors of TiAl single tracks. 

[적층2-3 | 11:05]

Wet Powder Spraying 공정을 이용한 STS 316L 이중 기공층 다공성 금속의 제조 및 그 압축 특성: 강태훈1, 김규식1, 윤중열2, 김
현주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Keywords: Inorganic membrane, wet powder spraying, stainless steel, compression

분리막(membrane)은 수 μm의 미세한 개기공(open pore)을 통해 유체를 분리하고 유동 특성을 제어하는 부품이다. Wet powder
spraying (WPS, 습식 분말 분무) 공정은 금속 분말 slurry를 표면에 도포하는 공정으로써 소재 표면에 금속 미세 기공층 형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wet powder spraying 공정을 이용하여 표면에 미세 기공층을 가지는 이중 기공층 다공성 금속을 튜브 형
태로 제조하였다. 또한 non-WPS support를 비교재로 선정하여 기공 및 압축 특성에 대해서 함께 조사하였다. 상기 다공성 소재를
제조하기 위해 평균 기공 크기 30 μm를 가지는 316L stainless steel membrane support에 평균 입도 6 μm의 316L stainless
steel powder slurry를 도포한 뒤 소결하였다. 소재 별 상대 밀도(relative density)는 공정 변수에 따라 0.503~0.570으로 측정되었으
며, 이는 이중 기공층 두께가 증가한 결과로 사료된다. 미세조직 관찰 결과 기공은 분말의 소결목(sintering neck)을 통해 형성되어
있었다. Porosimetry를 통해 WPS 소재와 non-WPS 소재의 기공 크기를 비교한 결과 WPS 소재의 표면에서 1 μm 수준의 미세
기공이 관찰되었다. 상온 압축 실험은 변형률 속도 10-3/s로 설정하여 수행하였으며, 상온 압축 실험 결과 47~73 MPa의 압축 강도
를 나타내었다. 파단된 시편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균열은 support를 따라 형성되어 이중 기공층의 박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기
결과들과 함께 변형 후 소재를 관찰하여 금속 이중 기공층 다공성 소재의 압축 거동을 미세조직과 연계하여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적층2-4 | 11:20]

316L-페라이트계 저합금강 경사조성의 적층제조 및 특성분석: 신기승1, 김정한2, 박용호1, 윤지현3; 1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2한밭대학교 신

소재공학과. 3한국원자력연구원 신소재개발실.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Direct Energy Deposition, Functionally Gradient Material  

원자로 내의 배관(Pipe nozzle)과 냉각수 배관(Primary piping) 접합은 페라이트계와 오스테나이트계 합금으로 이종금속접합
(dissimilar metal weldment, DMW) 한다. 그러나 이종금속 접합은 두 금속간의 열적 또는 물리적 성질 차이로 인해, 적층간의 계
면 결합이 약한 영역에서 균열 및 박리가 발생 된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균열과 박리가 발생되는 기존 원자로 배관접합
방법(DMW)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로 내의 배관과 냉각수 배관 사이의 Safe-end pipe 재료를 금속함
량이 변화되는 경사조성재료 (functionally graded materials, FGM)로 사용하여, 이종금속간의 급격한 물리적 물성변화를 방지하지
하도록 하였다. 3D 프린팅공정을 통해 적층하였으며, 적층된 계면과 각 층의 특성분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편 제조는 총 5층으
로 고에너지 직접 적층법 (direct energy deposition, DED)으로 적층하였으며, 기판(S45C)위에 페라이트계 저합금강을 적층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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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중간층(3층)은 페라이트계 저합금강 0.2C와 오스테나이트계 316L 분말을 일정 비율로 혼합 후 적층하였다. 가장 윗층에는 316L
분말을 적층하였다. 적층된 시편의 계면과 층 분석은 페라이트 함량측정(Ferrite scope), EBSD, 압입시험(Nano indenter), Micro-
XRD, 잔류응력 측정 등으로 특성분석 되었다. 

[적층3-1 | 13:30]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Equiatomic CoCrFeMnNi 고엔트로피 합금의 고온 크립 거동: 김영균1, 양상선2, 최중
호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Keywords: Selective laser melting, High-entropy alloy, Co20Cr20Fe20Mn20Ni20, High temperature creep, Deformation behavior 

본 연구에서는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equiatomic CoCrFeMnNi high-entropy alloy (HEA)의 미세조직 및 고
온 크립 거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초기 미세조직 관찰 결과 SLM-built HEA는 face-centered cubic 단상을 나타냈으며, 편석없이
모든 원소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epitaxially growth grains, dislocation network, 및 nano-sized
oxide로 구성된 특징을 보였다. 600 °C 크립 시험 결과 wrought- 및 fully-recrystallized-HEA와 비교하여 모든 응력 범위에서 뛰어
난 크립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함께 저 응력 구간에서는 viscous glide (n=3.45)에 의해, 고 응력 구간에서는
dislocation climb (n=6.45)에 의해 변형이 지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립 변형 후 미세조직 분석 결과 저 응력 구간에서 변형된
시편의 경우 serrated grain boundary가, 고 응력 구간에서 변형된 시편에서는 serrated grain boundary와 recrystallized-grain이 동
시에 관찰되었다. 상기 결과들을 기반으로 SLM-built HEA의 고온 크립 특성과 미세조직의 상관 관계, 및 응력 범위에 따른 크립
거동 차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Fundamental Research Program of the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Grant No. PNK5520)] 

[적층3-2 | 13:45]
S Solidification Process Analysis of Selective Laser Melted Pure Tantalum by Finite Element Method: Jongyeong OH1,
Takuya ISHIMOTO1, Takayoshi NAKANO1; 1Osaka University.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AM), Selective Laser Melting(SLM), pure Tantalum, Process parameter, Finite Element
Method(FEM)

Selective laser melting (SLM) is additive manufacturing (AM) process that can produce functional parts with a complicated 3D
structure in refractory metals. The fabrication of refractory metals has been recently investigated as their texture can be controlled by
developing functionalized materials due to the energy density of laser beams that are high enough to melt refractory metals such as
tantalum. Tantalum is a rare metal that belongs to the group 5A elements and exists in a body centered equilibrium phase (α-Ta) and the
metastable tetragonal (β-Ta) phase. It exhibits, a high density (16.69 g/cm3), high melting point (2996 oC), good resistance to oxidation
and biocompatibility.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tantalum is used in a variety of fields such as aerospace, biomedical and electron
devices. In this study, we conducted comparing the crystallographic texture of pure tantalum fabricated SLM process with the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The specimens were fabricated in the shape of a 10 × 10 × 5 mm cube and we tried to various process
parameters for various aligned crystallographic texture formation in SLM. Crystallographic texture were analyzed by SEM-EBSD and
OM. We achieved nearly fully dense pure tantalum parts more than 99.7 percent. Also, we conducted FEM analysis to set the conditions
to be the same result as the process conditions, and we proceeded to verify the formation of the crystals in the direction of {112} and
{110} .

[적층3-3 | 14:00]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Cu-Ni-Sn 합금의 시효 처리를 통한 기계적·열적 특성 개선: 양동훈1, 윤성준1, 김영균1, 박
순홍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항산업과학연구원.
Keywords: Selective laser melted Cu-Ni-Sn alloy, Heat treatment, Microstructure, Compression, Heat conductivity

최근 내식성 및 복잡한 형상이 요구되는 배관, 냉각수 채널 등에 Cu 계열 합금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기
존 공정으로는 복잡한 형상 제조에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최근 후 가공 없이 3차원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additive
manufacturing (AM) 기술을 이용한 Cu 계열 합금 제조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Cu-Ni-Sn 합금은 우수한 기계적·열적 특성
을 가져 Cu 계열 합금 중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as-built 시편의 강도와 열전도도가 상당히 낮은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AM 기술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selective laser melting (SLM) 공정으로 제조된 Cu-Ni-Sn 합금의 시효 처리를 통한 기계적·열적
특성 개선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합금의 용체화 열처리는 820oC에서 실시했으며, 시효 열처리는 400oC에서 0.25, 0.5, 1, 2,
4시간의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초기 미세조직 분석 결과 수 μm 크기의 (Cu, Ni)3P 상의 석출물이 관찰되었으며, 시효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Ni 원소의 분율이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Cu, Ni)3P 상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상온
압축 시험 결과 용체화 처리된 시편의 항복 강도는 135.7 MPa로 측정되었다. 반면 2시간 시효 처리된 시편의 항복 강도는
454.5 MPa로 약 3배 이상 향상된 기계적 특성을 보였으며, 이후 4시간 시효 처리된 시편은 441.2 MPa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열전도도 측정 결과, 모든 온도 구간에서 열적 특성 또한 열처리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후 특정 값에 수렴
하였다. 상기 결과들을 기반으로 SLM 공정을 통해 제조된 Cu-Ni-Sn 합금의 기계적·열적 특성에 최적화된 시효 열처리 조건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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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3-4 | 14:15]
Oxygen Consumption and Melt Pool Oxidation in Powder Bed Fusion(PBF) type Additive Manufacturing: Seong Gyu

Chung1, Durim Eo1, Jung Wook Cho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Selective Laser Melting (SLM), oxidation, spatter, oxygen partial pressure 

Oxidation is unavoidable phenomena during additive manufacturing (AM) process. To understand oxygen consumption and melt pool
oxidation, two sets of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powder-bed fusion type AM machine: closed system and open system in terms
of oxygen. In the closed system experiment, oxygen consumption was found to be linearly proportional to oxygen partial pressure in the
chamber. Oxygen level decreases from 0.7 % to 0.01 % during the AM process. The results indicated the amount of oxygen consumed
by spatter and metal vapor fume was larger than that of oxygen consumed by melt pool oxidation. In the open system experiment, AM
process was conducted under the three different oxygen partial pressure levels. Oxygen contents in the samples shown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samples, but the amount of spatter obviously increased as oxygen partial pressure increased. The major mechanism of
oxygen consumption during AM and the effect of oxygen partial pressure on the reaction will be discussed. 

[적층3-5 | 14:30]
Development of Advanced High Strength Ti alloys with Isotropic and Refined Microstructure for Additive Manufacturing:

Gwanghyo Choi1, Won Seok Choi1, Pyuck-Pa Choi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Ti-based alloy, Isotropic microstructure 
Prevention of columnar grain growth is significantly challengeable during metal-based additive manufacturing (AM) because of high

thermal gradient. Columnar grains are regarded as unfavorable microstructures due to anisotropic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this work, we obtained isotropic microstructure of refined and equiaxed grains via modifying powder mixtures. The
deposition was conducted by fusing metallic powders with high-throughput laser-aided fabrication. The mixing ratios of alloying
powders were precisely controlled to obtain the targeted chemical composition and microstructure. This resulted in isotropic mechanical
properties irrespective of deposition direction. The thermodynamic stability of intermetallic phases was controlled by alloying
compos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material toughness. We also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alloying composition on microstructure of
deposited materials. This study suggests an alloy design concept for additive manufacturing and provides a viable route for tailoring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적층4-1 | 15:15]

적층 세라믹 칩 콘덴서 내부 전극용 나노 사이즈 니켈 분말 제조 조건 최적화 및 특성 분석: 임태협1, 표정석2, 이재성1, 이선영1;
1한양대학교재료화학공학과. 2(주) 휴켐기술연구소.
Keywords: MLCC(Multi-layer Ceramic chip Capacitor), Ni nanopowder, planetary mill

최근 전자기기의 박형, 소형화와 고특성, 고집적화가 이루어 짐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의 보관과 전송이 이루어지기 위한 연구 개
발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소자를 이루는 재료에 대한 미립화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고주파 필터링 회로, SMPS 전원 회로, 디지털 가전용 회로, PC 및 주변기기 노이즈 제거 및 전원 안정화용, 자동차 (
내연, 전기, 수소) 전원 회로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적층 세라믹 칩 콘덴서(Multi-layer Ceramic Chip Capacitor, MLCC)는
작은 부피에 비해 큰 용량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LCC는 경박 단소화 및 자동 장착이 가능한 부품으로 최근 전기 자
동차의 대량 보급 확산으로 인해 사용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칩의 사이즈 또한 점차적으로 소형화 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전
반의 전자부품의 소형화를 위해 소재의 나노 사이즈 입도 제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MLCC 제조 시 금속 Ni 분
말은 원가 경쟁력과 신뢰성 측면에서 우수하여 내부 전극으로 쓰이는 핵심 재료로써 연구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MLCC의 내부 전극으로 사용되는 나노 사이즈 금속 Ni 분말의 입도 제어에 중점을 두었다. 나노 사이즈 금
속 Ni 분말 제조에는 수열합성법, 용액환원법, 프라즈마 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계적 밀링 후 수소환원에 의한 금속
분말 제조 공정은 다른 공정에 비해 제조가 용이하고 원하는 사이즈 제어가 가능하며 수율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금속 Ni
분말 제조를 위해 공·자전 밀링 장비(Planetary mill)를 이용하였고 NiO파우더 입도 제어의 주요인인 밀링 속도(RPM), 밀링 시간
그리고 볼(milling media)의 충진율(ball filling ratio)을 변화시키며 각각의 조건에 따른 입도와 형상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주사전자
현미경(SEM) 이미지와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입도와 입도 범위에 대한 값을 얻었으며, 추후 연구를 위한 결정성분
석(XRD), 비표면적과 기공량(BET), 진비중 측정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여러 NiO 분말을 이용하여 간단한 전극을 만들어 캐패
시턴스 값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연구의 결과, 저가의 NiO 분말을 고부가 가치를 갖는 나노 사이즈 금속 Ni 분말로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적층4-2 | 15:30]

열 수소화법으로 제조한 Ni-based ODS 합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 곽정호1, 윤정모2, 박제신2; 1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

전공. 2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Keywords: Ni-based ODS alloy, Mechanical alloying, Mechanical properties 

Ni-based ODS(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합금은 금속기지 내부에 나노 크기의 산화물을 미세하게 분산시킨 합금이다. 고온
에서도 안정한 산화물로 인한 피닝 효과와 분산강화 효과로, 고온에서도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 사용 온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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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ODS 합금은 금속 분말과 산화물 분말의 기계적 합금화(MA) 한 후,
소결 시켜 제조한다. 본 연구 그룹에서는 기계적 수소화법을 이용하여 Y2O3 산화물 결정립을 함유하는 Ni-Cr기 합금분말을 제조하
여 통전가압소결(SPS)을 이용하여 소결체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기계적 수소화법은 오염, 낮은 생산성이라고 하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열 수소화법을 이용하여 Y2O3 산화물 결정립을 함유하는 Ni-Cr기 합
금분말을 제조하고, 비교를 위하여 기계적 수소화법 및 conventional MA법으로 제조한 합금분말의 소결, 미세구조, 기계적 성질을
비교하였다. 소결체의 미세구조관찰을 통해 산화물의 크기와 분산 정도가 합금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
였다. 

[적층4-3 | 15:45]

소결조제 변화에 따라 제조된 WC 소재의 특성평가: 김주훈1, 이정한1, 장준호1, 박현국1, 홍성길2, 오익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전남대학교.
Keywords: WC, sintering aid, spark plasma sintering, wettability, mechanical properties

텅스텐카바이드(WC)는 고경도 및 고내열성의 장점으로 정밀가공이 요구되는 제품 가공용 공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WC는 대
표적인 난성형성 소재로써 높은 소결온도가 요구되며 또한 고유의 취성으로 인해 파괴에 민감한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결조제로 Co가 첨가되어 제조되고 있다. Co는 타 소결조제에 비해 젖음성이 우수하여 소결성을 향
상시키고 WC의 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부식 및 산화저항성과 경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고 원소재 단가가 높아 Co를
대체 할 수 있는 소결조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소결조제로 철(Fe)과 니켈(Ni)이 대표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Fe는
FCC계 소결조제 중 고온에서의 결정립 성장을 제한할 수 있고, 원소재 가격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
다. Ni은 내식성 및 내산화성이 요구되는 절삭 환경 및 비자성 금형재료의 가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Fe와 Ni은 낮은
젖음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소결방법으로는 치밀한 소결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공정을
통해 단일공정으로 단시간에 소결체를 제조하였고 소결 온도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미세구조를 통해 WC의 입내
/입계 파괴거동을 비교 분석하여 각 소결조제에 따른 기계적 특성변화를 규명하였다.  

[적층4-4 | 16:00]

열 수소화법을 통해 제조한 TiO2-Co 복합분말 소결체의 기계적 성질 및 미세구조에 미치는 Hf첨가의 영향: 고명선1, 박일송2, 박제
신2; 1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학과. 2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Keywords: TiO2 Sintering, Co binder, Ceramic-metal composite

금속바인더를 함유한 복합분말 제조를 통하여 세라믹 소결체의 취성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 그룹은 기계적 AROS공정을 이용한 세라믹-금속간의 젖음성 향상을 통하여 고인성의 세라믹 소결체의 제조에 관한 연구 결과
를 보고하였다. 기계적 AROS 공정은 기계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세라믹-금속 복합분말을 제조하기 때문에 오염, 생산성 등의 실용
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합성법을 이용한 AROS공정에 적용하여 기계적 합성법과 동일
한 구조를 갖는 금속 결정립을 함유한 복합분말 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열합성법에 의하여 기계적 합성법과
동일한 구조의 복합분말입자를 제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방법으로 제조한 분말의 소결체의 기계적 성질을 비교한 결과 열합성법
에 의해 제조한 분말소결체의 파괴인성, 굽힘강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TiO2-Co 복
합분말에 Hf를 첨가하여 열합성 AROS공정에 의해 제조된 복합분말의 소결 거동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Ti-
33atCo(Hf) 합금은 Ti, Co 및 Hf을 Ar분위기 하에서 Arc용해하여 를 제조하였다. 이때 Hf은 Co의 1.5~6wt%치환하였다. 제조된
합금은 분쇄하여 분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합금분말을 600oC에서 6bar의 수소 분위기로 가압하여 TiH2-Co(Hf)를 제조하고, 선택
적으로 산화 처리를 통하여 TiO2-Co(Hf) 복합분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분말은 12Φ몰드에서 장입하여 프레스로 가압 후 소결하였
다. 소결체는 굽힘 시험과 비커스 경도시험을 통해 굽힘 강도와 비커스 경도, 파괴 인성을 조사하였으며, Hf 첨가 시 파괴 인성과
비커스 경도가 향상되었으며, 상대 밀도값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Hf첨가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XRD, SEM을 이용하
여 조성 및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의 관련성을 통해 규명하고자하였다.

[적층4-5 | 16:15]

LiCl-KCl-NaCl 용융염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입자 표면에 금속 탄화물 코팅: 김화정1, 최희락2, 정해용2, 안용식2; 1부경대학교 LED공학

협동과정. 2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Keywords: Coating, Diamond, Molten salts, Carbide, Chromium, Titanium  

다이아몬드-구리 복합재료는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므로 전자재료 등에 방열재료로써 최근 활용성이 주목 받는 소재이다. 그러나 다
이아몬드의 경우 950oC이상의 온도에서 표면의 그라파이트화가 진행되므로, 1000oC 이상의 온도에서 제조되는 다이아몬드-구리 복합
재료의 경우 급격한 열전도도의 감소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복합재료 제조 시 다이아몬드 입자와 금속 기지 사이의 낮은
계면 결합력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융염을 이용하여 다이아몬드 표면을 크롬 및 티타늄 카바이드층으로 코팅하여
복합재료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용융염법 코팅에서는 NaCl-KCl 혼합염을 사용하여 900oC 이상의 온도에서 코팅처리
되고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NaCl-KCl 염에 비해 공정점이 낮은 LiCl-KCl-NaCl 염을 사용하여 700oC의 낮은 온도에서 코팅을
실시하였으며, 염의 공정 온도 및 코팅온도가 금속 카바이드 형성 유무와 코팅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코팅된 다이아몬
드 입자 표면은 그라파이트화 없이 Cr7C3 및 TiC 로 코팅된 것을 확인하였고, 코팅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코팅층의 두께는 증가하
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혼합염들과 비교하여 LiCl, KCl 및 NaCl의 혼합염을 사용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입자의 코팅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이 결과를 혼합염의 공정온도와 viscosity 및 확산 계수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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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늄1-1 | 09:30]

열간 단조 공법을 통해 제작된 TiAl 합금 잉곳의 기계적 물성 평가: 박지성1, 정윤오1, 이승훈1; 1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TiAl, 열간 단조, 기계적특성, 초기 단조 조직, 열처리 
Titanium aluminide 금속간 화합물은 우수한 비강도 및 내산화성으로 대표되는 고온 물성에 장점을 가지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및
항공기 내연기관 부품으로 사용되는 superalloy를 대체하여 기관의 운동 성능 및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때
α+γ로 이루어진 완전 층상(Fully Lamellar) 구조는 크립 특성 등의 고온 특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상온 연성은 1-2% 정도로 매
우 낮아 가공 및 절삭 공정에 어려움이 있어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선행 연구 결과 중 TiAl 합금의
우수한 고온 물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상온 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지 내 미세층상(Fine Fully Lamellar)조직 형성을 위
한 열간 단조 공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TiAl 합금에 열간 단조 공법을 적용하여 제작된 잉곳을 향후 부품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초기 미세조직 분석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열처리 후의 미세조직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열간 단조 공
정 적용에 의한 효과적인 미세층상구조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타이타늄1-2 | 09:45]

열간단조된 베타 γ-TiAl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의 변화: 박성현1, 김재권1,2, 김성웅2, 김승언2, 오명훈1; 1금오공
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타이타늄 연구실.

Keywords: TiAl, 열간단조, 미세조직, 집합조직 
TiAl기 금속간화합물은 낮은 밀도, 높은 내산화성, 크리프 저항성 등의 뛰어난 기계적 물성들을 바탕으로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
으로 사용되고 있는 Ni기 슈퍼 알로이의 대체 재료로써 잠재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소재이다. 하지만 TiAl기 금속간화합물의 미세
구조적 이방성으로 인한 상온에서의 낮은 연성은 실용화 문제에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합금원소 첨가를 통한 합금설계, 열간 가공 후 열처리를 통한 미세조직 제어 등의 방법은 상온 연성을 개선시킴과 동시
에 우수한 고온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성 향상을 위해 bcc구조의 ?상을 많이 포함하
도록 유도한 조성을 대상으로 열간단조를 실시하여 형성되는 집합조직 및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온도에서 조직
제어 열처리에 따른 변화도 추가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집합조직 및 미세조직이 기계적 성질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상온 및 고온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집합조직보다 미세조직적 성질이 TiAl의 기계적 물성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상온 및 고온에서 우수한 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미세조직을 열간단조 후 열처리를
통해 제어하였다. 

[타이타늄1-3 | 10:00]

열간 가공과 열처리를 이용한 γ-TiAl 합금의 미세조직제어 및 기계적 특성 연구: 김종훈1,2, 김재권1, 김지영1, 김성웅*1, 박용호2, 김승
언1; 1재료연구소. 2부산대학교.

Keywords: 타이타늄,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 열처리, 열간 가공
γ-TiAl 합금은 높은 내열성 및 내산화성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및 우주항공 응용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γ-TiAl은
금속간화합물로서 밀도가 낮아 가볍지만, 취성으로 인해 상온에서의 가공성 및 기계적 특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취성
및 기계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미세조직의 이방성을 감소시켜 취성 개선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재의
가공성 개선을 위해 고온 β상 영역에서 열간 가공을 진행하였고, 상온에서의 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정립 크기를 미세화하였다.
특히, 열간 가공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압하율로 가공하여 재결정에 요구되는 변형 구동력이 증가하고, 재결정화가 활발해
져 미세한 결정립을 형성할 수 있다. 열간 가공 이후 남아있는 β상은 상온에서 B2상으로 상변태가 일어나 취성이 강해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α단상 영역 직상 또는 α+γ영역에서 열처리를 하여 미세한 완전층상조직(Fine Fully Lamellar) 및 준층상조직
(Nearly Lamellar)으로 만들어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여 미세조직 크기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타이타늄1-4 | 10:15]

열처리를 통한 주조용 γ-TiAl 합금의 완전층상조직 형성: 김재권1,2, 김종훈1, 김지영1, 박성현2, 오명훈2, 김승언1, 김성웅*1; 1재료연구소.
2금오공과대학교.

Keywords: 타이타늄,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 열처리
TiAl 금속간화합물은 고온물성과 비강도가 우수하여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우주·엔진의 차세대 경량 고온 재료로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조직제어와 열간가공성 향상의 목적으로 가공용 TiAl합금 (Ti-42~44Al) 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열간가공을 이용한 가공용 TiAl합금은 차량용 터보차져와 같은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공
후 잔류하는 β상은 800도 이상의 작동온도에서 물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는 Kim 등이 개발한 주조용 γ-TiAl (Ti-
46Al) 합금을 열간가공 없이 열처리 공정만으로 조직제어 하였으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목적의 순환열처리 법을 이용해 완전층상
조직 형성을 위한 최적의 열처리 공정을 찾아내었다. 조직제어 전 조대한 주조조직은 (>1000 μm) 열처리 공정을 통해 미세한 층상

타이타늄
Room 325D,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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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65 μm) 으로 대체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온 항복강도는 482 MPa에서 650 MPa로 증가하였고 총 연신율은 0.3%에서 0.71%
로 증가하였다.

[타이타늄1-5 | 10:30]

Effect of additional elements on deformation mechanism of γ-TiAl: 김지영1, 김종훈2, 김재권2, 이태구3, 유승화3, 장동찬3, 박
은수4, 김성웅2, 김승언2; 1서울대학교 / 재료연구소. 2재료연구소. 3카이스트. 4서울대학교.
Keywords: γ-TiAl, additional element, plastic deformation, deformation mechanism

Ti-Al계 금속화합물 중 높은 비강도와 고온에서의 우수한 강성률, 내산화성과 크리프 저항성을 보유한 γ-TiAl은 고온구조용 재료로
서 자동차, 우주, 항공 분야에서 각광을 받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γ-TiAl은 독특한 결정구조로 인해 소성변형이
제한됨으로써 취성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품 제조 과정 등의 실용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계적 특성
을 개선하기 위한 합금 설계에는 γ-TiAl의 조성 변화에 따른 소성 변형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이지만, 복잡한 결정구조로
인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l, Nb, Cr 함량을 제어하여 조성이 변화된 γ-TiAl의 변형 메커
니즘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γ-TiAl의 결정학적 인자를 기반으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Molecular simulation,
MD)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적층결함 에너지(stacking fault energy)와 슈미트 인자 (schmid factor)의 조합을 바탕으로 각각의
조성에서 하중 방향 (loading direction)에 대한 변형 메커니즘을 예측하였다.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 현미경 내에서 기계적 거
동을 관찰하였고, 변형 메커니즘을 관찰함으로써 각 조성에서 우세한 γ-TiAl의 변형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γ-TiAl
의 변형 메커니즘을 예측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구체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여,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는 합금 설계의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좌장 : 이동근 (순천대학교) 

[타이타늄2-1 | 10:55]

Electron Beam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Ti-48Al-2Cr-2Nb 금속간 화합물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 윤
성준1, 김영균1, 김성웅2, 홍재근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Keywords: γ-TiAl intermetallic compound, Electron beam melting, Additive manufacturing, Compression, Heat treatment

Gamma-titanium aluminide (γ-TiAl) 금속간 화합물은 제조가 어려우며 취성으로 인해 형상 제어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
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금속 3D 프린팅 공정 중 하나인 electron beam melting (EBM) 공정을 통해 γ-TiAl을 제
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EBM 공정은 빠른 냉각 속도를 인해 고온 기계적 특성이 낮은 near gamma structure을
형성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EBM-built Ti-48Al-2Cr-2Nb (at.%)의 고온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며 또한 γ-TiAl에서 문제가 되는 상
온 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2단계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초기 미세조직 관찰 결과, 2단계 열처리를 수행한 EBM-built Ti-48Al-2Cr-
2Nb는 평균 100 nm 이하의 두께를 갖는 lamellar structure와 equiaxed γ 상 입자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압축 시험 결과
항복 강도는 25, 600, 750, 900, 1050 °C에서 각각 539 MPa, 458 MPa, 485 MPa, 426 MPa, 252 MPa로 측정되어 EBM-
built 소재와 비교하여 2단계 열처리 이후 기계적 특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ully lamellar structure을 갖는 상
용재와 비교하여 우수한 상온 연성을 나타내었다. 상기 결과들을 기반으로 EBM 공정으로 제조된 Ti-48Al-2Cr-2Nb 소재의 고온 변
형 기구를 미세조직과 연계하여 고찰해 보았다.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Fundamental Research Program of the
Korean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Grant No. PNK5520).] 

[타이타늄2-2 | 11:10]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 Multi-Layered Material Composed of Ti-6Al-4V, Vanadium, and 17-4PH

Stainless Steel Produced by Direct Energy Deposition: 나나1, Jeoung Han Kim1, Hye Jung Chang2; 1국립한밭대학교. 2Advanced
Analysis Center.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bonding strength: interlocks: functional graded interlayer.     
The joint, formed by the laser metal deposition of V, followed by 17-4PH stainless steel Ti-6Al-4V has been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joint was compared to similar reported Ti-6Al-4V // V // 17-4PH stainless steel joint,
processed with alternate joining technique such as welding. A defect-free joint interface with an unprecedented high tensile strength of
574 MPa was achieved after the laser metal deposition process. This ultimate tensile strength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pure V
interlayer and most similar joints, formed by welding. The narrow fusion zone (FZ), negligible HAZ and the presence of the
compositional graded V-Fe with low V concentration in the V // 17-4PH FZ, coupled with the smaller grain size influenced the higher
bonding strength achieved by most additive manufactured Ti-6Al-4V / V / stainless steel joint as compared to welding. In comparing the
present joint with similar additive manufactured joint from previous work in which the V interlayer was diffusion bonded to the Ti-6Al-
4V, the presence of the functionally graded Ti-V interlayer exhibited a higher strength which formed strong bonds and interlocks with
the 17-4PH stainless steel and contributed to the very high tensile strength.  

[타이타늄2-3 | 11:25]

Cl- 와 Br- 이온을 포함한 수용액에서 3D 프린팅으로 제조된 Ti-6Al-4V 합금의 공식 저항성과 부동태 피막 특성 간의 상호관계: 서
동일1, 이재봉1; 1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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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Titanium, Addtive Manufacturing, Pitting Corrosion, Halide Ion, Mott-Schottky

타이타늄 합금은 높은 강도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우주항공, 해양산업 및 생체재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1). 타이타늄 합금 중 Ti-
6Al-4V 합금은 최근에 3D 프린팅이라 알려진 적층가공을 통하여 제조되며 값이 비싼 Ti-6Al-4V 합금을 제조할 시 절삭가공으로
제조할 때보다 적층가공으로 제조할 때에는 사용되는 재료의 양이 1/20로 줄어들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Ti-
6Al-4V 합금은 주로 α와 β상으로 이루어진 이상 조직인데4), 적층가공 Ti-6Al-4V 합금의 경우는 적층가공 시 적층을 위한 레이저
가 지나간 자리에 급속한 냉각이 발생하여 α와 β상 이외에 침상조직인 마르텐사이트 α‘상이 생성된다5). 절삭가공 Ti-6Al-4V 합금과
는 다르게 적층가공 Ti-6Al-4V 합금에 존재하는 α‘상은 에너지 상태가 높은 비평형 상이라 내식성의 감소가 일부 문헌에 보고되고
있으나6,7). 국부부식이나 부동태 피막의 성질에 관한 언급은 매우 드물다. 또한 α‘상의 분율에 따라 내식성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절
삭가공에 비하여 미시적인 전기화학적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8).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인 Cl- 와 Br- 이온을 변화시킨 서로 다른 수용
액상에서 적층가공 한 Ti-6Al-4V 합금에 공식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음이온이 부동태 피막에 미치는 영향을
모트쇼트키 기법으로 조사하여 공식 저항성과 부동태 피막의 성질에 관하여 상호관계를 밝히려 하였다. 실험은 미시적인 전기화학적
측정방법인 Micro-droplet Cell기법을 이용하여 0.6M NaCl과 0.6M NaBr 수용액에서 적층가공 Ti-6Al-4V 합금의 α‘상의 분율이
다른 결정립 각각의 공식 대한 저항성과 부동태피막의 성질을 측정하였다. Microdroplet Cell은 μm2 단위 면적의 재료의 전기화학
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며 사용된 Capillary의 직경은 330μm로 제작하였다. 미세조직에서 발견된 α‘상의 분율이 다른 각
기 다른 결정립에 각각 위치시켜 미시적으로 동전위 분극과 모트쇼트키 시험을 실시하였다. 
References 1. J.P. Kruth, G. Levy, CIRP Ann. Manuf. Technol., 56, 730 (2007) 2. A. K. Shukla, R. Balasubramaniam,
Intermetallics., 13, 631 (2005). 3. T. J. Horn and O. L. Harrysson, Sci. prog., 95, 255 (2012) 4. S. Tamilselvi, V.
Raman, Elctrochim. Acta., 52, 839 (2006) 5. L. C. Zhang and H. Attar, Adv. Eng. Mater., 18, 463 (2016) 6. N. Dai,
Zhang, J. Chen, Y. Zhang, L. C, J. Electrochem. Soc., 164, C428 (2017) 7. J. Yang, H. Yang, H. Yu, Z. Wang, Metall.
Mater. Trans., A, 48, 3583 (2017) 8. D.I. Seo, J.B.Lee, J. Electrochem. Soc., 166, No.13 (2019) (to be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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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늄3-1 | 13:00]

TiO2칼슘열환원에 CaCl2 및 H2를 이용한 Ti분말 제조: 박성훈1, 이소영1, 김영준1, 손호상1; 1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Titanium dioxide, Calciothermic reduction, Calcium Chloride, Hydrogen, Titanium powder

현재 상용화된 금속 Ti제조 프로세스인 Kroll법은 2단계 공정(1st step: TiO2 →TiCl4 / 2nd step: TiCl4 → Ti)으로서 고순도
스펀지 Ti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에, 공정이 복잡하고 실수율의 문제로 생산성이 낮아서 Ti 수요확대의 큰 장애로 되어 있다. 한편,
TiO2의 직접환원은 2단계 공정으로 구성된 Kroll법에 비해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생산성 또한 향상시킬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a을 이용한 TiO2의 직접환원 및 Ti분말 제조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환원반응에 미치는 CaCl2 및 H2가

스의 영향을 실험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실험에는 시약급 TiO2 및 Ca granular, CaCl2 anhydrous를 사용하였으며, 칭량한 후 혼합
하여 steel제 도가니에 장입한 후 설정온도까지 Ar분위기에서 승온하였다. 설정온도에 도달한 후 반응기 내에 수소 가스를 공급하였
으며 반응이 종료된 후 상온까지 냉각시키고 시료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시료 중 부산물들은 산세 및 수세를 통해 제거하였으며, 이
후 산소분석 및 XRD, SEM-EDS 분석을 수행하였다.

[타이타늄3-2 | 13:15]

역극 수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티타늄 스크랩 정련: 홍선양1, 정현도1, 박주현2, 정해철1, 문병문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한양대학교.

Keywords: 수소플라즈마, 티타늄, 재활용, 전자기 연속주조
내 티타늄 스크랩은 주로 제강용 탈산재, Al 모합금 제조, 수소화-탈수소화법에 의한 티타늄 분말 제조 등에 일부 쓰이지만, 대부
분의 스크랩은 저가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 티타늄 스크랩 시장은 저가에 수출하고 고가에 수입하는 수요/공급이 불안정한 상태로서,
티타늄 스크랩 재활용 기술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스크랩에는 소재의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산소 및 질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적정수준으로 제어하는 정련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티타늄이 갖는
고융점과 높은 화학적 활성으로 인해 제련-정련-용해공정에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 연속 주조(EMCC, Electro Magnetic Continuous Casting)법과 수소 역
극 플라즈마를 사용하였다. 전자기 연속 주조(EMCC)는 전자기를 이용하여 금속을 용해하는 방법이며, 금속을 round billet 형태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용해법이다. 유도로를 통해 도가니에 유도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발생하며, 페러데이 법칙에 의해 도가니
벽면으로부터 로렌츠 힘이 발생하여 도가니와의 접촉 없이 용탕 교반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가니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할 수 있으며, 교반을 통해 용탕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플라즈마에 의한 정련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플라즈마는 토치가 음극, 모재가 양극인 정극 플라즈마를 사용한다. 정극 플라즈마의 경우, 수소 가스를 넣어주면 용탕이 양극을 띠
고 있기 때문에 수소 이온과의 반응보다는 전자와의 반응이 더욱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토치가 양극, 모재가 음극인 역극
플라즈마를 사용하게 되면 용탕이 음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소 이온과의 반응이 좀 더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정련에 더욱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실험에서는 전자기 연속 주조법을 이용하여 티타늄 스크랩을 용해하였으며, 수소 역극 플라즈마
를 이용하여 티타늄 정련을 진행하였고, 원소 분석을 통해 불순물 정련 효과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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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늄3-3 | 13:30]

순수 타이타늄의 저주기 피로특성에 미치는 쌍정의 영향: 김건형1, 최성우2, 원종우2, 홍재근2, 이종수*1; 1포항공과대학교. 2재료연구소.

CP-Ti는 가벼운 무게와 우수한 내식성 등의 이유로 여러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훌륭한 생체 적합성 때문에 최근에는
의료산업에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강도와 부족한 피로 특성 등의 이유로 임플란트 등의 생체 재료로 사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ECAP등의 강소성 가공 공정을 통해 강도와 피로 특성을 높이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강소성 가공 공정이 아닌 신공정을 통해 deformation twin을 다량 발생시켜 초미세립 CP-Ti 판재를 제조한 후 저주기 피
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저주기 피로 실험의 진동수는 1Hz, strain ratio는 -1, strain amplitude는 0.4%에서 1%로 설정하였다. 저주기
피로 실험의 hysteresis loop 분석 및 SEM, EBSD, TEM 장비를 이용한 저주기 피로 실험 전후의 미세조직 분석을 바탕으로 cyclic
softening/hardening 거동, strain amplitude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crack 개시 및 전파 거동 등을 분석하였다. 

[타이타늄3-4 | 13:45]

저가, 저융점 원소로 구성된 고강도 및 고연신의 TRIP/TWIP 타이타늄 합금 설계: 오정목1, 이상원2, P. L. Narayana2, 강남현1, 박
찬희2; 1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2재료연구소(KIMS).
Keywords: TRIP, TWIP, Metastable alloy, ANN

타이타늄 합금은 높은 비강도와 우수한 내식성 및 피로저항성 등의 특징으로 항공우주 및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산업에 적용된다.
또한 낮은 영률과 우수한 생체적합성으로 생체재료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렇듯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는 타이타늄
합금의 고강도에 대한 연구는 타이타늄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강도화에 따른 연신률의 저하는 타
이타늄 합금뿐만이 아닌 금속 합금의 대표적인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TRIP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현상 및 TWIP(Twinning induced plasticity) 수반된 합금 설계이다. 타이타늄 합금에서 TRIP/TWIP 현상이 발현되기 위
해서는 준안정상태의 β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합금원소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β안정화 원소는 Mo, Nb, Ta등 중금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금 형성 시 비강도를 저하시킨다. 또한 이들의 용융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합금 제조 시 용
융 공정에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며 이는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안정 β상을 형성하는 저가 및
저융점 합금 원소들을 선정하고 DV-Xα 분자궤도법을 통해 TRIP현상을 수반하는 합금을 설계하였다. 합금계를 이루는 핵심원소인
Mn의 함량을 변화시키며 기계적 물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EBSD 분석을 통해 미세조직적 변형거동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신합
금 설계를 위해 진행된 여러 조건의 실험 데이터들을 Artificial neural network(ANN)에 접목하여 최적의 조성과 열처리 공정을 설
계하였다.

[타이타늄4-1 | 14:10]
Superelastic Porous Ni-free Ti-based Alloy Scaffolds with High Porosity for Biomedical Applications: LI SHUANGLEI1,

Yeon-wook Kim2, Tae-hyun Nam3; 1경상대학교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2Keimyung University. 3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Ti-Zr-Nb-Sn alloy:superelasticity:porous materials:sintering.

Porous Ti-based alloys are promising scaffolds for damaged bone replacement, since they have the potential to provide new bone
tissue ingrowth abilities and low elastic modulus to match that of natural bone. In the present study,Ti-18Zr-12.5Nb-2Sn (at.%) scaffolds
with porosities ranging from 70% to 80% were prepared by sintering of rapidly solidified alloy fibers and then microstructures,
superelastic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means of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X-ray diffraction (XRD)
and tensile test. The sintered scaffolds exhibit three-dimensional networks with fiber-fiber bonds.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of scaffolds are in range of 5.0-16.7 MPa and 0.33-1.05 GPa, respectively, similar to those of human cancellous bones. A
recoverable strain of 3.7% is obtained at human body temperature (310 K) in the scaffolds with porosity of 80%,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of human cancellous bones. Overall, the highly porous Ti-Zr-Nb-Sn scaffolds possess promising potential as human
cancellous bone implant materials due to their high porosity, large recoverable strain and appropriate mechanical properties. 

[타이타늄4-2 | 14:25]

생체용 Ti-Zr-Nb-Sn-0.25O 합금의 형상기억특성: 박정빈1, 김진용1, 차재호1, 마봉건1, 김재일1; 1동아대학교 공과대학.

Keywords: shape memory alloy, 형상기억합금, 베타형 Ti-based 합금, 생체재료, Thermal treatment
최근 Ti에 β 안정화 원소인 Nb과 중성 원소이며 세포 독성이 낮은 Zr을 첨가한 Ti-Zr-Nb계 합금에서 우수한 형상기억특성이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졌다. 또한 Sn을 제 4원소로 첨가한 4원계 합금에서 양호한 인장강도 및 변태변형률이 얻어졌다고 보고되었
다. 그리고 3, 4원계 Ti-기 합금의 형상기억특성에 미치는 집합조직 영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낮은 항복강도가 단점으
로 지적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5원계 원소 첨가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산소 첨가로 인한 슬립임계응력 증가
는 초탄성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보고되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Ti-Zr-Nb-Sn-O 합금 조성을 설계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
하면 0.5O에서 1.0O로 산소조성 증가에 따라 슬립임계응력은 증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산소 원소의 첨가는 형상기억특성인 변태변형
률 감소 및 초탄성 특성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α 안정화 원소인 산소 조성의 증가로 불안정한 상분율을 가지고 있어 최대변태변형
률 및 초탄성 특성이 저하되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합금의 산소 조성을 0.25%(at.)로 설계 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열처
리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texture가 다르고, 이에 따른 형상기억 거동의 이방성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졌다. 따라서 침입형 원소인
산소를 5원계 원소로 첨가한 Ti-기 합금의 집합조직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Ti-Zr-Nb-Sn-0.25%(at.)O
합금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집합조직 및 형상기억 특성 조사를 목표로 하였다. Ti-Zr-Nb-Sn-O 합금을 Vacuum Arc Melting을 이



137

용해 합금을 용해하여 Ingot을 제작 후 97.5% 냉간압연을 하였다. 각 시편을 1173K에서 1.8Ks 동안 용체화 처리 후 칭하였고

합금의 기계적 특성, 변태온도 및 형상기억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열처리시 다양한 온도 범위에서
Annealing을 실시하였고, 집합조직 측정을 위해 EBSD측정을 수행하였다.  

[타이타늄4-3 | 14:40]

Ti-39Nb-6Zr 합금의 Si 첨가 및 열처리 조건이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동근1, 장지훈1, 윤창석1; 1순천대학교.
Keywords: Ti-39Nb-6Zr alloy, Silicon, Bio-medical materials, Heat treatment, Mechanical property

Al, V의 세포독성에 의한 Ti-6Al-4V 합금의 인체 유해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뼈와의 큰 탄성계수 차이에 의한 응력차폐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세포독성이 거의 없고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Ti-39Nb-
6Zr (TNZ40) 합금이 개발되었는데, β-type 타이타늄 합금의 경우 천이상인 ω상 석출에 주의를 해야 하며, 이를 제어함으로써 부품
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NZ40의 기계적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Si 함량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TNZ40+Si 합금을 고진공용해법으로 제조하였다. 베타 타이타늄합금은 시효처리 시 석출되는 ω상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소재의 경도와 탄성계수를 높이고 취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열처리 등 후처리를 수행하여 상변태 및 미세조직 변화와 기계적
특성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타이타늄5-1 | 15:15]

Ni-rich Ti-Ni-Fe 형상기억합금의 R상변태 거동: 김진용1, 박정빈1, 차재호1, 마봉건1, 김재일1; 1동아대학교 공과대학.
Keywords: Ti-Ni-Fe, Ni-rich, shape memory alloy, R-phase, annealing, thermal cycle

Ti-Ni 형상기억합금에서는 B2phase, B19'phase 및 R-phase가 있으며 이 상들 간에는 B2↔R, R↔B19' 및 B2↔B19'의 세 가지
변태를 한다. 이들 모두는 마르텐사이트 변태이며 형상기억 특성을 발현한다. 특히 B2↔R상 변태는 전위, Ti Ni 석출물 및 제 3원
소 첨가에 의하여 발생하며 R상변태의 출현으로 B2↔R↔B19'의 2단계 변태과정을 거치게 된다. B2↔R상 변태는 작은 격자 변형을
가지므로 작은 변태 변형율과 온도 히스테리시스를 가진다. 이 때문에 반복적인 변태에서 작은 미세조직의 구조적 결함을 보이므로
온도응답성이 우수하며 actuator의 재료로써 응용이 기대된다. 따라서 B2↔R변태의 응용을 위해서는 R상 안정화 원소인 Fe 첨가를
이용한 변태온도의 제어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Ti-(50-X)-XFe합금에서 Fe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R상 변태온도는 19K/
1.0at%Fe 감소하고 R↔B19' 마르텐사이트 변태온도는 51K/1.0%Fe 감소함을 보였다. Fe첨가는 R상을 안정화시키는 반면 형상기억
효과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i-Ni-Fe합금의 형상기억특성의 향상을 위하여 Ni-rich 합금 조성을 설계하여 석출물이 형상기억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Ni-rich 석출물의 형성에 따른 Matrix의 Ni농도가 변태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DSC를 이용하여 Ni-rich Ti-Ni-Fe 합금의 조성 및 시효처리에 의한 R상 변태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SEM관찰을 통해 시효
온도와 시효시간이 Ti Ni 석출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타이타늄5-2 | 15:30]

Addition of Nitrogen and Their Effect on the Properties of TiNi Shape Memory Alloys: REHMAN IZAZ UR1, 남태현1;
1경상대학교.
Keywords: Ti-Ni-N alloys, martensitic transformation temperatures, microstructures, superelasticity

In order to check the effect of the addition of nitrogen on the microstructures, transformation tempera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quiatomic TiNi binary alloys, 0.5 atomic percent of nitrogen was added. Alloys were prepared by arc-melting and then
microstructures were investigat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phase constitutions were investigated by X-ray diffraction
(XRD), transformation temperatures were investigated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tested by tensile tests. The microstructure of solutions treated Ti-Ni-N shape memory alloys contains TiNi matrix without nitrogen,
Ti2Ni type phase containing a small amount of nitrogen and a new Ti2N type phase containing a small amount of nickel. Compare with
binary alloys, the martensitic transformation starts temperatures (Ms) of ternary alloys decreased. By adding N, fracture strain decreased
and show incomplete superelasticity. 

[타이타늄5-3 | 15:45]

시효된 Ti-51Ni 합금의 석출물 제어에 따른 상변태 거동: 문정태1, 남태현1; 1경상대학교.

Keywords: 석출물, 베리언트, 마르텐사이트변태, 내부응력장
본 연구에서는 Ti-51Ni (at. %) 합금을 Arc-melting 법으로 주조하였다. 제작된 잉곳은 편석방지를 위해 균질화처리를 거쳤으며,
용체화 처리 후 석출물을 제어하기 위해 인장응력을 가한 상태에서 진공봉입 후 각각 다른온도에서 시효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상변
태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차주사열분석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상변태로 인한 변형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효 시 응력을 가하
지 않은 시편(무응력시편)과 응력시편을 제작하여 정하중 열싸이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효 시 가한 응력은 각각 0, 350(350 MPa시
편), 450 (450 MPa시편) MPa로 설정되었으며, 실험 시 가한 응력값은 최소 10 MPa에서 최대 160 MPa까지 가하였으며 온도범위
는 -95 oC에서 85 oC까지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무응력시편의 경우 팽창만을 하는 거동을 보였으나, 350 MPa, 450 MPa 시
편의 경우 팽창과 수축을 하여 실험 응력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는 거동을 모두 보였다. 실험 응력값 20 MPa-160 MPa에서의
Ms는 각각 무응력시편 : 33.2oC, 350 MPa시편 : 25.5oC, 450 MPa시편 : 23.2oC로 측정되었다. 총변형률의 경우, 위와 같은 온도
의 실험에서 각각 무응력시편 : 0.72%, 3.82%, 350 MPa시편 : -0.49%, 2.63%, 450 MPa시편 : -0.19%, 3.06%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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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늄5-4 | 16:00]

(35.5-x)Ti-49.5Ni-15Hf-xNb (x = 1.5, 3, 4.5) 합금의 가공열처리 특성에 미치는 어닐링 온도의 효과: 임진환1, 남태현1; 1경상대
학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Keywords: Ti-Ni-Hf-Nb alloy, Thermomechanical treatment, Superelasticity

(35.5-x)Ti-49.5Ni-15Hf-xNb (x = 1.5, 3, 4.5) 합금의 가공열처리 특성과 상변태 거동에 미치는 어닐링 온도의 효과가 DSC, 비
커스 경도시험, 인장시험을 통해 조사되었다. 모든 합금의 냉간 가공율은 35 %로 설정하였으며, 어닐링 열처리의 온도범위는 723
K에서 1123 K의 온도 범위에서 진행하였다.모든 합금에서 냉각, 가열 동안 마르텐사이트 상변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
닐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변태 온도가 증가한다. 또한 상변태 피크는 어닐링 열처리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냉간가공에 의해 도입된 전위의 밀도가 어닐링 열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Nb의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재결정 온도가 923 K에서 1073 K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합금에서 초탄성 거동이 관찰되었으며, 가공
열처리된 합금의 초탄성 회복율은 용체화처리된 합금의 초탄성회복율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타이타늄5-5 | 16:15]

양극산화를통해 생성된 산화막의 성장거동에 TiNi 합금기판의 결정구조가 미치는 영향: 최수영1, 김민수2, 남태현1; 1경상대학교. 2한국생산

기술연구원.
Keywords: TiNi alloy, Electrochemical anodization, Nanotubular oxide layer

TiNi 형상기억합금은 뛰어난 형상기억특성 및 초탄성특성 때문에 생체재료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TiNi 생체재료를
체내에 삽입했을 때 발생하는 Ni이온의 용출이 인체에 알러지, 염증반응 등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해 많은 표면처리방법이 연구되었다. 그 중 전기화학적 양극산화는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금속이나 합금의 표면에 비 표
면적이 큰 nanoporous/tubular 산화막을 생성시킬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TiNi합금의 양극산화를 통한 표면처리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 양극산화를 통한 산화막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화학적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전기화학적 양극산화에 의해
생성된 Nanoporous/tube 타입의 산화막의 성장 거동에 대한 전기화학적변수들(인가전압, 시간, 전해질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극산화에 기판으로 사용되는 합금의 조성이나 결정구조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금의 결정구조 및 합금의 조성이 양극산화에 의해 생성된 산화막의 성장거동 및 부식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타이타늄5-6 | 16:30]

Ni+Cu rich Ti-xNi-12Cu (x= 39, 40 at.%) 합금의 초탄성특성에 미치는 시효처리의 영향: 김지현1, 남태현1; 1경상대학교.
Keywords: Ni+Cu rich Ti-Ni-Cu, aging treatment, Ti(Ni,Cu)2

용체화 처리된 Ti-Ni-Cu 합금의 경우 Ti-Ni 합금과 비교 시 응력 히스테리시스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슬립임계응력이 낮
다는 단점이있다.  Ti-Ni-Cu합금의 슬립임계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시효처리 방법이 있지만, 초탄성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i3Ni4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Ti-40.5Ni-10Cu 합금을 시효 시 matrix와
coherent한 관계를 가지는 Ti(Ni,Cu)2 석출물이 matrix에 생성된다. 이를 통해석출물 주위 coherency strain이 전위의 이동을 방해해
슬립임계응력이 향상 될 것이라고 예측,해볼수 있었지만 Ti(Ni,Cu)2 석출물이 시효경화에 의해 초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연구는 Ti-xNi-12Cu (x= 39, 40, at.%)합금을 시효처리 후 초탄성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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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분석1-1 | 10:00]]

사용후핵연료 중성자 차폐용기용 Gd, B을 첨가한 Austenite 합금의 열간가공특성 연구: 이상욱1, 정현도1, 정승록1, 문병문1; 1한국생
산기술연구원.

Keywords: Gd, B, 중성자 차폐, Austenite
사용후 핵연료의 차폐용기 주요 부분인 바스켓의 구조가 보다 많은 양의 사용후 핵연료를 담기위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스켓을 구성하는 합금의 중성자 흡수능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중성자 흡수원소로 사용되는 Gd와 B의 경우 모재에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모재 내에서 2차 상으로 존재하여 열간가공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d와 B을 첨가하였
을 때 발생되는 2차 상의 변화를 열처리 및 열간가공 온도 범위에서 관찰 하였으며 최적의 열간가공 온도 구간을 알아보았다. 이러
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를 차폐하기 위해 ASS(austenite stainless steel)를 모재로 중성자 차
폐가 가능한 원소인 Gd의 함량은 0.5wt%~0.9wt%, B의 함량을 0.3wt%~0.8wt% 첨가하여 진공용해 장비를 이용하여 주조를 하였
다. 또한 DTA 결과로 얻은 상변태 온도구간인 850oC~1150oC까지 범위에서 글리블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열간압연을 하여 기계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재료분석1-2 | 10:15]]
Microstructural Observation of Ni2Si Discontinuous Precipitate and Nano-twin in Cold-drawn Cu-Ni-Si Alloy: Hwangsun
Kim1, Jee Hyuk Ahn1,2, Seung Zeon Han2, Janghyun Jo1, Miyoung Kim1, Heung Nam Han1; 1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eywords: Copper alloys, Precipitation, Draw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Nanotwin
Copper alloys have been used for electric devices due to its good electrical conductivity. These materials require not only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but also high mechanical strength for reliable device application. However, in general, enhancing electrical
conductivity and mechanical strength simultaneously were often considered to be mutually exclusive in structural materials. Recently,
the improvement of both mechanical strength and electrical conductivity by utilizing Ni2Si discontinuous precipitation (DP) and cold
drawing on Cu-Ni-Si alloy has been reported. In this study, we performed microstructural observation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We found internal strain development due to the DP. Besides, we observed nano-twin
formation during cold drawing Cu-Ni-Si alloy. It is known that the nano-twins have low resistivity and are effective dislocation
movement impediments. Therefore, the existence of nano-twins in Cu-Ni-Si alloys implies that their strength can be greatly increased
while maintaining the conductivity.

[재료분석1-3 | 10:30]
Investigation of Crystallization behavior for NbCoSn Metallic Glass Using Correlative Microscopy: Chanwon Jung1, Seonghoon
Yi2, Pyuck-Pa Choi1; 1KAIST. 2KNU.

Keywords: Correlative microscopy, APT, HR-STEM, NbCoSn, crystallization behavior
Half-Heusler materials are having great attention as thermoelectric materials at mid temperature owing to their thermal stability,

hardness, and low cost. However, their moderate figure of merit (ZT) limits their practical use. To overcome this limitation, strategies of
increasing ZT by reducing thermal conductivity are mainly used. Also, complex nanostructures are known for effective on reducing
their thermal conductivity. In this study, we fabricated NbCoSn ribbons using rapid solidification process, which enable to avoid
crystallization. Then, we investigated their crystallization behavior through additional heat treatment. As a result, complex
nanostructures were observed at each crystallization temperature. Finally, the crystallization behavior of NbCoSn metallic glass was
revealed through correlative microscopy.

[재료분석1-4 | 10:45]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the Heat Affected Zone of a Co-Ti-W Alloy Upon Laser Cladding with a CoNiCrAlY Coating:

한재욱1, 최벽파1; 1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eywords: 

This study introduces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the heat affected zone of a γ/γ’-strengthened Co-Ti-W alloy upon laser cladding
with a CoNiCrAlY bond coat. Laser cladding is a method of coating through powder deposition and melting by laser, by which fully
dense and non-porous layer can be deposited. During laser cladding, the high-power laser beam can not only affect the powder deposit
but also the base metal and lead to the formation of a heat affected zone (HAZ) and a partially melted zone (PMZ). Using electron
microscopy and atom probe tomography we observed two distinct structures in the HAZ, namely γ islands containing γ’ precipitate
colonies and heat affected γ/γ’ regions outside the γ islands comprising fine γ’ precipitates. Based on the experimental dat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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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dynamic calculations, we propose a model formation of these two heat affected zones and discuss the differences in the observed
precipitate sizes. 

[재료분석1-5 | 11:00]
Machine Learning Based Prediction of Microstructures of Multicomponent Alloys: Daegun You1, Dongwoo Lee1; 1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Keywords: Machine learning, Microstructure, Multicomponent alloys 
Properties of multicomponent alloys, such as high-entropy alloys and metallic glasses, can drastically change as the composition and

the microstructure vary. Study of composition and microstructure dependent properties of these alloys is crucial to develop novel
materials with improved properties. For characterization of the microstructure of the alloys with vast composition ranges, however,
conventional methods such as X-ray diffraction (XRD) are inevitably time consuming. In this work, we suggest a prediction pathway for
the microstructures of multicomponent alloys using machine learning (ML) and easily accessible chem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We
synthesized thousands of multicomponent alloy thin films using a combinatorial method and their microstructures were investigated
using XRD. Based on several ML algorithms such as support vector machine (SVM)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nd carefully
selected input parameters (features), we trained and predicted the microstructures of the alloys. We demonstrate the proposed method
can predict crystallinity of the combinatorial thin films with accuracy higher than 90 %. 

[재료분석1-6 | 11:15]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한 충격시험 파면 자동분석 프로그램 개발: 박태창1, 정상배1, 김정관1, 김병훈1; 1현대제철연구소.
Keywords: Image Processing, Charpy Impact Test, Fracture Surface, Brittleness, Ductility

샤르피 충격시험은 파단 전에 재질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시험으로서, 이 흡수된 에너지는 재질의 충격 인
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온도에 따른 연성과 취성변화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연성과 취성 파단율은 파단면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
산할 수 있는데, 현업에서는 규격(ASTM E23)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자가 직접 육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방법
은 시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량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 프로세싱(Image Processing)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광학현미경을 통해 얻은 충격시험
파단면 이미지를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연성과 취성 파단율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RGB 파단면 이미지를 Gray 이미지로 변환 후 이미지가 갖고 있는 질감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미
지 내 형상을 구분하는 Texture Segmentat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개발한 충격시험 파면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전체 파단면
에서 취성파면만을 선택적으로 잘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성과 연성파면율을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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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1-1 | 13:00]

SLM 공정으로 제조한 Ti-6Al-4V 합금의 공정 조건이 인장 특성에 미치는 영향: 성효경1, 이정섭1, 김주식2, 김상식1; 1경상대학교. 2ANH
structure.

Keywords: SLM, Ti-6Al-4V, Energy density, Building angle

SLM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한 Ti-6Al-4V 합금의 에너지 밀도, 적층 각도와 같은 공정 조건이 인장 특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레이저 파워와 스캔 속도를 조절하여 에너지 밀도를 93 W, 103 W, 112 W 로 제어하였으며, 적
층 높이 별로 30 mm 에서 채취한 시편을 ‘H’ 시편, 10 mm 에서 채취한 시편을 ‘L’ 시편으로 정의하였다. 응고 과정 중에 층상
조직이 형성되었고 층상 두께는 에너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적층 높이 방향을 따라 주상정 응고 조직이 발달하였다
. 모든 시편에서 인장 및 항복 강도는 각각 850 MPa, 1000 MPa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L 시편의 연신율이 H 시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적층 각도(0°, 45°, 90°)에 따라서 인장 특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시편에서 항복 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낮은
표면조도로 인해 연신율은 90° 시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장 파괴는 시편의 중앙부에서 시작되었으나 표면에서 시작된 균열도
파괴를 가속화 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 때 표면에서의 빠른 냉각 속도로 인해 GOS (grain orientation spread) 값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취성 파괴가 발생하여 인장 특성이 열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로1-2 | 13:15]

미세조직적 인자가 베타 어닐된 Ti-6Al-4V 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최희수1, 권용남2, 김상식1; 1경상대학교. 2재료연구소.

Keywords: beta 열처리, Ti64
항공기 기체 주요 구조물에 사용되는 beta 열처리된 Ti64 합금은 어닐링 후 냉각속도와 같은 공정조건에 따라 a colony의 크기와
분포, grain boundary a의 두께, 침상 a상의 두께, 침상 a상의 무질서도 등을 포함하는 미세조직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세조직의 변화에 따른 beta 열처리된 Ti64 합금의 인장, 피로 및 피로균열전파 특성을 측정하고, 파면과 균열경로 등을 SEM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미세조직의 변화가 인장이나 피로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피로균열전파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조직이 beta 열처리된 Ti64 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피로1-3 | 13:30]

잔류응력변화에 따른 피로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민지1, 석무영1, 권용남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eywords: 잔류응력, 피로균열전파, Al 합금
표면 압축잔류응력은 피로균열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나 피로균열 전파에 관한 영향은 아직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잔류응력이 피로균열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피로2-1 | 13:55] 초청강연

Structural Integrity Issues in Military Aircraft: 이홍철1; 1공군 제20전투비행단.
Keywords: Aircraft Structural Integrity Program, Service Failures, Durability, Fatigue Damage

표면 압축잔류응력은 피로균열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나 피로균열전파에 관한 영향은 아직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잔류응력이 피로균열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Al2124-T851 합금을 이용하여 압
축잔류응력 유무에 따른 피로균열전파시험을 조사하였다. 숏피닝 방법으로 표면에 압축잔류응력을 부가하였으며 이후 X-
stress 3000 장비를 사용하여 압축잔류응력을 측정하였다. 최대 –250 MPa 수준의 압축잔류응력이 compact tension 시편 표면에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로균열전파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잔류응력 유무에 따른 피로균열전파 특성에는 큰 차이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피로2-2 | 14:25]

피로손상률 기반의 대형항공기 수명관리 기법 개발: 원상훈1, Marcel Bos2, Jason Hwang2, 이광우1, 전 일1, 배중우1; 1공군 항공기술

연구소. 2NLR(Netherlands Aerospace Centre).

Keywords: 대형기, 피로손상률, Pseudo-Damage, SF(Severity Factor), EFH(Equivalent Flight Hour)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수송기 및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다수의 대형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도입된 기종은 수명관리
체계(탑재장비 및 분석 S/W)가 함께 도입되어 운용 중이나, 일부 장기운영 기종의 경우 도입시 수명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미공군 등 동 기종을 운영하는 다수의 국가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자국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으로 한국공군에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원(NLR, Netherlands
Aerospace Centre)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부 항공기에 계측장비를 장착하여 운용 중 발생되는 가속도 및 변형률, 고도, 속도
등 한국공군 운용환경 데이터 확보하고 Pseudo-Damage를 적용하여 비행환경별 피로손상률로 정량화하였다. 이를 실제 비행에 적용하
여 피로손상값을 계산하고 기준운용도(Baseline)와 비교하여 운용격렬도(Severity Factor)를 산출하고 등가비행시간(E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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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Flight Hour)으로 환산하면 호기별 실제 운용도를 고려한 수명관리(주요기골 교환시기 설정 및 도태시기 등)가 가능하다.
이를 실무(운영기지)에서 적용하기 위해 엑셀 S/W 기반의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피로2-3 | 14:40]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 압축기 블리스크 손상원인분석 및 위험에 기반한 정비주기 최적화 연구: 이두열1, 권혁준1, 배중우1; 1공군 항공기술연구소.

Keywords: 피로, 압축기, 위험, 정비, 최적화
파단이 발생한 가스터빈엔진 압축기의 블리스크(디스크와 블레이드가 일체형으로 가공된 부품) 손상원인을 분석하고, 위험을 평가하
여 최적의 정비주기를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블리스크의 블레이드 중 하나에서 균열이 생성 및 성장하여 파단에 이르렀다.
미시적인 관찰결과 피로줄무늬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균열은 블레이드 중간에서 발생하여 끝단으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재료강도와 미세조직적인 특이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로균열 시작 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공식 등 초기균열로 작용할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압축기 블리스크 블레이드는 작동 중 공력 및 끝단 마찰로 인한 반복하중에 노출되므로 전형적인 고주기피
로로 판단된다. 결함은 블리스크의 교환주기 도달 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험도평가를 통해 블리스크 교환주기의 타당성을 확인하
였다. 운용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명분포를 결정한 후 피로균열성장을 고려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각 입력변수가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민감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검사능력과 교환주기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보수적인 검사능
력을 가정 후 다양한 교환주기에서 위험을 평가하여 최적의 정비주기를 결정하였다.

[피로3-1 | 15:15]

Heat-resistance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열-기계적 피로 특성에 영향을 주는 미세조직 인자: 유지성1, 김대웅1, 이성학1, 최원
두2, 오용준2l;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Turbo-charger, Thermo-mechanical Fatigue Test,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 Cu-precipitate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 및 고출력을 위해 활용되는 고성능 Turbo-charger는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해 최대 1050 °C까지 온도가 상
승하게 된다. 이는 주기적인 온도 상승과 감소, 구조적 구속에 의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열-기계적 피로 환경에 놓이게 된다.
Turbine housing 소재로는 heat-resistance austenitic stainless steel 소재를 이용하였다. 본 소재의 열-기계적 피로 특성을 평가, 향
상시키기 위해 900 °C 에서 고온인장 시험과 열-기계적 피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기준 합금을 바탕으로 각각 Mo, Cu를 첨가하여
미세조직 특성을 변화 시켰고, 미세조직과 고온인장, 열-기계적 피로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조대한
탄화물은 고온강도를 향상시키나, 열-기계 피로 수명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피로 시험 과정에서 초기 탄화물
주변으로 미세 탄화물과 석출물을 석출시켜 고온강도와 피로수명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피로3-2 | 15:30]
Effect of Pre-Straining on High Cycle Fatigue and Fatigue Crack Propagation Behaviors of CP (Complex Phase) Steel:

김수민1, 송태진2, 성효경1, 김상식1; 1경상대학교. 2포스코.
Keywords: CP steel, pre-straining, high cycle fatigue, fatigue crack propagation

Pre-straining tends to increase yield/tensile strengths and dislocation density by strain hardening of steel, and affect its high cycle
fatigue (HCF) and fatigue crack propagation (FCP) behaviors greatly. The HCF and FCP behaviors of CP (complex phase) steel with
different levels of pre-straining from 0 to 9% 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the resistance to HCF of CP steel decreased with 5%
pre-straining, while it increased with 9% pre-straining, despite the continuous increase in yield/tensile strengths with straining. The
dislocation density examined by EBSD (electron back scattered diffraction) and the dislocation structures by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suggested that such an abnormal HCF behavior of CP steel with different levels of pre-straining could be
attributable to the interaction of cyclic straining with dislocation structures formed after pre-straining. Unlike HCF behavior, the FCP
rates of CP steel specimens increased with 5 and 9% pre-straining. It was hypothesized that pre-straining encouraged the accumulation
of fatigue damage by the presence of dislocation structures. Based on the detailed micrographic and fractographic analyses, the effect of
pre-straining up to 9% on the fatigue behavior of CP steel was discussed.

[피로3-3 | 15:45]

고경도강의 미세조직이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 안우진1, 함진희2, 박태원2, 손진일3, 김상식1, 성효경1; 1경상대학교. 2국방과학

연구소. 3엠티디아이(주).
Keywords: High hardness steel, Stress corrosion cracking, Direct quenching, Tempered martensite

고강도강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군용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극한 환경에서도 활용하기 위하여 응력부식균열 저항
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direct-quenched martensite (DM) 시편과 tempered martensite (TM) 시편을 제조하였
으며, 미세조직이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 3.5% NaCl 수용
액 분위기에서 인가 전위를 제어하여 저속인장시험 (slow strain rate test, SSRT)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측정된 연신율과 대기 중
에서의 연신율을 비교하였다. 음극 방식조건에서, DM 시편의 연신율 감소량(reduction in tensile elongation, RTE)은 크지 않은 반
면, TM 시편의 RTE는 40% 정도로 나타났다. 양극 산화조건에서는 TM 시편과 DM 시편 모두 각각 RTE가 50%, 8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EBSD 와 TEM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응력 집중과 전위 밀도가 낮을수록 응력
부식균열 저항성을 향상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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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S1-1 | 10:00] Invited Lecture
The Present Setup of Neutron Imaging System at TRR-1/M1 Research Reactor: Sarinrat Wonglee1, Thawatchart Chulapakorn1,
Weerawat Pornrungruengchok1, Thainsin Liamsuwan1,2, Sasiphan Khaweerat1, Jatechan Channuie1, Roppon Picha1; 1Thailand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2Chulabhorn Royal Academy.

The neutron imaging system at TRR-1/M1 has been developed to serve as a neutron tomography facility. The aim is to employ
neutron imaging for non-destructive investigation of internal structure of materials. An imaging room was renovated to slightly increase
the L/D ratio to about 60. The external collimator made from polyethylene with 5% boron, was installed at the beam port opening for
collimating the neutron beam to the exposure position. The thermal neutron flux at the end of the collimator is 1.5×105 n/cm2/s at 1 MW
thermal operation of the reactor. For neutron tomography, a sample stage with 2-axis translation and single rotation was installed to
support the sample with more stability and more convenient control compared to the previous setup. A 2048×2048 pixels CCD camera
was used to record photons, as a function of detected neutrons. The camera is equipped with the neutron-to-photon conversion screen
made from LiF/ZnS, and also a 50-mm/f1.2 NIKKOR lens, providing field of view at 20×20 cm2. An in-house software is used for
controlling the camera and also the sample stage. To evaluate the capability of the setup after these improvements, the neutron imaging
performance is studied in terms of the gray value response, image contrast and sharpness. Moreover, a standard specimen and various
types of samples are tested for tomography. 

[NeXS1-2 | 10:40] Invited Lecture
A thermal TAS and its Application for PDF measurement: Baek Seok Seong1; 1KAERI

Keywords: Inelastic neutron scattering, TAS, PDF, sort-range order
Pair distribution function (PDF) is the key to investigate the sort, medium or long-range order of materials PDF can be determined

from neutron or Lab/synchrotron X-ray diffraction data. This technique can be applied to liquid metals and amorphous. Recently a
thermal neutron triple axis spectrometer (Th-TAS) is installed for the inelastic scattering studies at HANARO in KAERI. In this
presentation, PDF measurements and analysis methods from Th-TAS and Lab. X-ray diffraction data will be introduced with some test
results of liquid metals. 

[NeXS1-3 | 11:10] Invited Lecture
Engineering Diffraction and Imaging at ISIS Neutron Source: Saurabh Kabra1; 1STFC.

Neutron diffraction is a niche technique which provides a non-destructive tool to probe deep into materials. These characteristics of
neutrons are especially useful to study real engineering components.  Engineering diffraction activities at ISIS are centred on the
existing engineering diffractometer, ENGIN-X, and upcoming diffraction/imaging station IMAT. As a non-destructive bulk technique,
neutron strain measurement is of immense value to the engineering community. The usefulness of diffraction based strain measurements
was recognised a couple of decades ago and these techniques are now employed routinely on specialized diffractometers like ENGIN-X.
ENGIN-X has led the way both in terms of beamline optimization and development of specialized hardware / software for strain-
scanning and in-situ loading experiments. The recent interest in neutron transmission imaging is being addressed by the commissioning
of a new instrument – IMAT which will combine imaging and diffraction capabilities making it a powerful tool for material scientists.
IMAT will not only complement ENGIN-X as a high flux, medium resolution instrument but the imaging capability will pave the way
for new and unique studies to be conducted at ISIS. 

[NeXS2-1 | 13:00] Invited Lecture
Bragg-edge Neutron Transmission Imaging and its Activities at a Compact Pulsed-neutron Beam Facility: Hirotaka Sato1;

1Faculty of Engineering 
Wavelength-resolved neutron imaging with profile analysis of Bragg-edge transmission (for polycrystalline materials) and Bragg-dip

transmission (for coarse-grained materials and single-crystals) is expected to be a new material characterization tool. This is because it is
achieved owing to neutron transmission ability of this method to analyze the bulk information of several centimeter inside a material, it
is achieved owing to the imaging ability to simultaneously visualize the information over a large area (about 10 cm × 10 cm) with high
spatial resolution (from several-ten micrometer to sub millimeter), and it is achieved owing to the crystallographic analysis ability to
quantitatively evaluate crystal structure, crystalline phase, crystallographic texture, crystallite size, crystal lattice strain and crystalline
grain orientation of the material. For practical use of this new method, neutron imaging group of Hokkaido University is developing and
upgrading various key technologies for this method, through wavelength-resolved neutron transmission imaging experiments using the
time-of-flight (TOF) spectroscopy at accelerator-driven short-pulsed neutron sources. In the symposium, recent progress of Bragg-edge

제15회 중성자 및 방사광 X-선 이용 금속 및 나노구조 재료분석 국제심포지엄(NeXS2019)
Room 320B,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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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transmission imaging method will be presented. In addition, activities of Bragg-edge neutron transmission imaging performed at
a compact pulsed neutron source will be also presented. 

[NeXS2-2 | 13:40] Invited Lecture
Crystalline Phase Analysis of a Knife made by Korean Traditional Manufacturing Method Using Neutron Imaging : JongYul Kim1,
TaeJoo Kim1, ByunGil Jeon1, WanChuck Woo1, YoungJu Kim2, Seung Wook Lee2, Hirotaka Sato3, SungMo Cho4, NamChul Cho4;

1KAERI. 2PUSAN NATIONAL UNIVERSITY. 3HOKKAIDO UNIVERSITY. 4KONGJU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Crystalline phase, Traditional knife, Neutron imaging
The structure of traditional Korean steel is the results of the metallurgical processes of refining and forge-wielding. Because of these

fabrication methods, the crystal structure of traditional Korean steel is mostly ferrite or pearlite (BCC). When a knife was made using
the traditional Korean steel, there was phase transformation from Ferrite or Pearlite to Martensite at the edge of blade because of heat
treatment process. To understand traditional manufacturing method used by ancient Korean blacksmith, it is important to know
microstructure information including crystalline phase distribution, especially on the edge and on the body of the knife. In this work,
neutron Bragg-edge imaging was used to visualize phase distribution in knife made by Korean traditional manufacturing method.
Knives and steel ingots were prepared, and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the Hokkaido University Neutron Source (HUNS). To
perform neutron Bragg-edge imaging, GEM-type neutron time of flight imaging with grid collimator was installed. The analysis results
of crystalline phase in knives and steel ingot will be presented.

[NeXS2-3 | 14:00] Invited Lecture
Triple-axis Spectrometer for Material Science: Haruhiro Hiraka1, Jisung Lee1, Byoungil Jeon1, Baek-Seok Seong1; 1KAERI.

The triple-axis spectrometer (TAS) is the most versatile instrument used for neutron scattering studies. By using TAS, we can measure
not only diffraction profiles (elastic neutron scattering) but also excitation spectra (inelastic neutron scattering), such as phonons and
spin waves. The research using TAS has been of fundamental importance to many fields of condensed matter physics and material
science. In the research reactor HANARO of KAERI, two TASs have been install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the energy range:
“Cold TAS” for low energy excitations and “Thermal TAS” for high energy excitations. At present, both TASs are in the commissioning
phase. In Cold TAS, we started feasibility study by measuring phonon dynamics of a standard sample. We are planning general-user
experiments from 2020 if we can follow through the final commissioning by using neutron beam in this year. In Thermal TAS,
modification of the monochromator shielding is now in progress to reduce dose rate and background signals. The commissioning phase
of Thermal TAS is staggered by 1–2 years than that of Cold TAS. As an example of material science study using TAS, we exemplify
phonon measurements of lead-oxide Pb(Mg1/3Nb2/3)O3, which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well-studied relaxor compounds.
Neutron scattering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tudy of the unusual lattice dynamics and diffuse scattering. If time is available,
we would like to give another example: study of proton dynamics in Fe-based superconductors, which were revealed recently in
inelastic neutron scattering spectra.  

[NeXS2-4 | 14:30] Invited Lecture

Neutron and X-ray Scattering Study of Ni base Superalloys for Next Generation Coal Fired Power Plant: 한영수1, 이
성수1, 정우상2, 정희정2, 양원3; 1한국원자력연구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mall Angle X-ray Scattering, Ni Base Superalloy, Gamma Prime Phase, Coal Fired
Power Plant

Small angle scattering has been a very powerful tool to study nanoscale (1-500 nm) bulk structures in various materials such as nano-
porous materials, nano-magnetic materials, metal and ceramics. The effects of thermal treatment on microstructure of Ni base
superalloys for future coal fired power plant were studied by SANS(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and SAXS(Small Angle X-ray
Scattering). The SANS experiments were performed by the 40 meter SANS instrument at HANARO. The SAXS experiments were
performed by Rigaku NANOPIX SAXS instrument. The existing phases were identified by the electron microscope and the X-ray
diffractometer. In addition, lattice constants of existing phases are determined by HRPD(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The
nano sized microstructures such as gamma prime phase and carbide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by SANS and SAXS. Based on the
difference of the SANS and SAXS intensity in absolute units, the ''alloy contrast variation (ACV) method were used to determine the
type of nano-sized precipitates.

[NeXS3-1 | 15:20] Invited Lecture
Plastic Anisotropy and Deformation-Induced Phase Transformation of Additive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Hobyung
Chae1, E-Wen Huang2, Wanchuck Woo3, Stefanus Harjo4, Soo Yeol Lee1;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3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4Japan Atomic Energy Agency.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Anisotropy, Phase transformation, Neutron diffraction 
Plastic anisotropy and deformation-induced phase transformation of additively manufactured (AM) stainless steels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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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in-situ neutron diffraction,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metallography, and fractography. Two types of tensile specimens were
manufactured: (1) One sample was vertically fabricated with its tensile axis parallel to the z-direction (AM-V), (2) The other sample
was horizontally fabricated with its tensile axis perpendicular to the z-direction (AM-H). A commercial 15-5PH stainless steel (CA) was
used for comparison. AM steel revealed enhanced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and uniform elongation over CA, which was mainly
due to grain refinement and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TRIP). Different onsets of strain nonlinearity between AM-V and AM-H
were closely related to martensitic phase transformation. After plastic deformation, voids were formed and congregated near the
solidified line where fine grains were populated. Higher dislocation density was observed in the fine grain zone, and lower density was
shown in the relatively coarse grain zone. AM steels exhibited significant anisotropic fracture behavior in terms of loading direction.
The fracture surface of AM-H possessed many secondary cracks propagating perpendicular to the building direction. The occurrence of
secondary cracks in AM-H resulted in rapid load drop during tensile loading after necking.   

[NeXS3-2 | 15:50] Invited Lecture
Deformation Microstructure Observation in Additive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and Medium Entropy Alloy: Wanchuck
woo1, Chulmin Lee1, Jin-Yoo Suh2, Shi-Hoon Choi3, Soo Yeol Lee4; 1KAERI. 2KIST. 3Sunchon National University. 4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s-received commercial austenitic stainless steel powder (SS 316L, 17Cr-12Ni) and pre-alloyed CrCoNi medium entropy alloy

powder (CrCoNi HEA) were prepared and plate type (54-mm long by 20-mm wide by 3-mm thick) of tensile specimens were additively
manufactured by using the 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process. The DED specimens were tensile loaded at room temperature and
deformation microstructure was investigated. The deformation substructure and atomic stacking including subgrains, texture,
dislocations, twins, and stacking faults examined by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This study correlates stacking fault energy by neutron diffraction and the twinning substructure behind outstanding mechanical
properties in AM SS 316L and AM CrCoNi MEA. 

[NeXS3-3 | 16:10] Invited Lecture
Microstructural Effects on Hydrogen Diffusion and Trapping for Ferritic Steels: Cheolho Park1, Wanchuck woo1, Namhyun Kang2

; 1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Pusan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hydrogen embrittlement,  hydrogen diffusion, trap
Hydrogen can provide pure and clean energy: however, to use it as an energy source, facilities such as hydrogen carriers and

recharging stations need to be constructed. Structural steels are affected by hydrogen embrittlement (HE), and their susceptibility to this
needs to be investigated prior to their use in construction. Most structural steels are normally fabricated using thermomechanical
controlled processing, which produces a large dislocation density to increase strength and various grain siz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rain size effect and prestrain effect on HE susceptibility of steels using thermal desorption spectroscopy (TDS), hydrogen permeation
test and in situ slow-strain-rate testing. Hydrogen was electrochemically charged into specimens, and the reversible hydrogen content
and that relating to trap sites were measured using TDS. Hydrogen permeation tests were electrochemically performed to measure
hydrogen diffusion and trapping in steels. Permeation transients were measured through charging and decaying cycles. The fine-grained
steel showed superior HE resistance despite exhibiting higher total hydrogen content than the coarse-grained steel. Decreasing grain size
resulted in a larger grain boundary area, thereby better reducing the normalized amount of diffusible hydrogen trapped per unit length of
grain boundary. The amount of irreversibly trapped hydrogen (Cirr) remained approximately the same, regardless of the grain size and
prestrain. The dislocations delay the motion of hydrogen and contain more reversible hydrogen. With an increase in prestrain, there was
increase in the diffusible hydrogen content: furthermore, with hydrogen charging, there was a drastic reduction in total elongation with
an increase in prestrain.

[NeXS3-4 | 16:30] Invited Lecture
Fabrication of Gd-B-Duplex Stainless Steels for Neutron Shielding Materials of Spent Nuclear Fuel: Baik Youl1, Wan
Cheok Woo2, Baek Seok Seong2; 1Dankook University. 2KAERI.

Keywords: Neutron shielding material, Gadolinium, Boron, Duplex stainless steel
0.5 wt.% Gd-1.0 wt.% B-duplex stainless steels (DSTS) for neutron shielding materials of a spent nuclear fuel of a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were prepared by using induction melting and cold rolling. The optimum induction melting and cold rolling conditions
were determined by finite element method (FEM). At least 45 minutes of vacuum induction melting under the condition of 8000 Hz and
2000 A for a homogeneous molten alloy and less than 10% reduction of area under the feed condition of 3 m/min. during cold rolling
for an uniform plastic deformation were required, respectively. X-ray phase analysis of Rietveld refinement by Fullprof S/W showed the
ratio of austenite and ferrite of 48:52 [vol.%].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80% cold rolled plate like micro-hardness, yield
strength, ultimat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were 403 Hv, 612 MPa, 795 MPa, and 36%, respectively. The neutron transmission
cross-section of the 0.5 wt.% Gd-1.0 wt.% B-DSTS with 1 mm thick was 4.6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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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1-1 | 09:00] 초청강연

Surface Hardening and Tribological Behaviors of Ni-based HVOF Coatings After Laser-assisted Fusing Treatment: 천
은준1, 박남규2, 박창규3; 1경남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2(주)제이테크. 3한국기계연구원.
Keywords: Thermal spray, Laser fusing, Ni alloys, Hardness, Wear

용사는 준용융 또는 용융 상태의 금속 및 세라믹 파우더를 피코팅재에 충돌시켜 마모, 부식 특성 등을 향상 시키는 표면 코팅
프로세스의 한 종류이다. 생산 속도가 빨라 경제적이며 코팅재와 피코팅재의 소재 조합에 제약 사항이 비교적 적은 장점이 있지만,
용사 층 내에는 기공 및 매크로 편석등이 내재되어 있어, 코팅층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성능 최적화를 위한 후처리 (fusing) 를 필
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제철 연속주조 시의 주형 (Cu 합금) 은 용강의 응고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내부에는 상당량의 고온
마모가 발생한다. 주형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Ni 합금의 용사 코팅이 고려되고 있으나, Ni 합금 용사 코팅층을 포함한 연속주조 주
형 전체에 대해 furnace fusing 을 수행할 경우, Ni 와 Cu 간의 상이한 열팽창 계수로 인해 코팅층의 변형 및 박리 현상이 발생
한다. 따라서 용사층만의 선택적ž안정적인 fusing 을 수행하는 것은 용사 코팅된 연속주조 주형의 성능 최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주몰드 용사코팅층에 있어 레이저 fusing 의 적용성을 용사층의 건전성, 미세조직 및 표면
기계적 성능 변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연주몰드용 Cu plate 에 NiCrBSiFe (Metco-16C) 및 NiWCrSiB (1276F) 2종
의 Ni 합금 분말을 용사 (high velocity oxygen fuel spray) 하였다. 레이저 fusing 은 최대출력 4 kW 급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
용하였으며, 레이저 조사 시 용사 층 표면 온도 변화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이오드 레이저 발진은 pyrometer 와 연동되는 시스
템 구성을 취하였다. 레이저 fusing 에 따른 표면 기계적 성질 변화는 비커스 경도 시험 및 pin-on-disk 마모 시험을 통해 평가하
였고, 해당 결과는 미세조직 분석 (EPMA 및 TEM) 결과를 통해 고찰하였다. 최적화된 조건의 레이저 fusing 을 통해, 용사층에
잔류하는 결함 (편석 및 기공) 들은 대부분 제거되어 치밀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기지 조직의 나노스트럭쳐링 및 Cr5B3, M23C6,
M7C3, M5B3 등의 미세 석출물 형성으로 인해 용사층의 경도는 약 190%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표면 경화 거동에 기인
하여, 레이저 fusing 처리된 용사 코팅층은 레이저 fusing 처리 전 대비 우수한 내마모성 (낮은 마찰계수와 마모량) 을 나타내었다.

[마찰1-2 | 09:30]

Effect of laser shock peening of copper on fretting wear behavior: 박창규1, 천은준2, 정동혁3, 김윤준3; 1한국기계연구원(KIMM). 2

경남대학교. 3인하대학교.

Keywords: 레이저 피닝, 구리, 마찰마모, 프레팅, 전지저항
스위치나 커넥터 등으로 사용되는 전자 제품은 전기 접점에서 발생되는 미끌 림 접촉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전자 제품의 오작동
을 발생시킨다. 전기 접점에서의 미끌림 접촉은 프레팅 마모와 프레팅 부식 등을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전기 접촉
불량이 야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자 제품의 오작동이 발생된다. 이러한 전자 제품에서의 오작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전기 접점으로 사용되는 물질 중 하나인 구리에 레이저 피닝 기술을 적용하였다. 레이저 피닝 기술은 고출력 에너지를 물질
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되는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물질의 조직, 잔류 응력, 그리고 경도를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구리에 레이저 피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구리 조직의 미세화, 압축 응력 증가, 그리고 표면 경화가
유도되었다. 레이저 피닝으로 인해 발생된 구리의 압축 응력 증가 및 표면 경화가 마찰마모 특성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구리 모재 시편과 레이저 피닝을 적용한 구리 시편을 이용하여 프레팅 실험을 진행하였다. 레이저 에너지 별 구리의 마찰 계수, 전
기 저항, 그리고 마모량을 비교하였다. 

[마찰1-3 | 09:45]

차세대 연료시스템 부품용 고내구 코팅의 특성 고찰: 이진한1, 정해혁1, 박헌준1, 이준석2, 신창현2, 차성철1; 1현대자동차그룹-현대케피코. 2

동우HST 주식회사.

본 연구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연료시스템의 고압인젝터 및 고압펌프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코팅에 대한 것이다. 글로벌 시장의
배기가스와 연비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해 가솔린 연료시스템은 현재 350바 수준에서 향후 1000바 이상 초
고압으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료시스템 내부의 환경은 더욱 가혹해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습동부의 부품들 (볼,
밸브시트, 아마추어, 마그네틱코어, 니들바, 압력해제밸브, 아웃렛체크밸브 등)은 초고압 환경에서 고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현재 습동부에 적용되는 부품들은 내마모성 / 내충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DLC (Diamond Like Carbon) 및 SiO-DLC
코팅 (PVD+PACVD)이 양산 적용중이며, 차기 코팅재로 ta-C (Tetrahedral Amorphous Carbon)코팅 (FLAD)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iO-DLC (2.6 μm, 1,909 HV) 대비 2.6배 얇은 ta-C (1.0 μm, 5,445 HV) 코팅의 경도가 약 2.9배 증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반복 응력에 대한 내구성 확인을 위해 각 코팅에 따른 고주기 피로특성을 비교하였다. 코팅된 재료의 피로수명은 인장
강도의 95% 수준에서 두 코팅 모두 무한수명 (10E+7 사이클) 을 나타냈으며, 그 이상의 강도에서는 SiO-DLC가 ta-C 대비 3.7배
긴 수명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많은 경험으로 최적화가 완료된 SiO-DLC 코팅과 아직 초기 수준으로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한 ta-C
코팅의 피로한도를 현재 수준에서 비교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과제로 Droplet 크기제어 등을 통한 ta-C
코팅층의 균일성 및 고품질 확보, 양산 적용을 위한 최적화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마찰마모
Room 321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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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1-4 | 10:00]

차세대 파워트레인 연료시스템 고압인젝터용 복합 코팅 기술의 효과 연구: 박헌준1, 이진한1, 고광율2, 이준석2, 신창현2, 차성철1; 1현대
자동차그룹-현대케피코. 2동우HST주식회사.

Keywords: 연료시스템, 볼, SiO-DLC 코팅, 복합 공정
본 연구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연료시스템에 적용되는 고압인젝터용 볼의 고품질 SiO-DLC 양산적용 코팅 기술에 관한 것이다. 코
팅 대상인 볼은 고경도와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을 가져야 하고 니들바와의 용접도 용이하여야 한다. 초기 공정에서 볼은 니들바와
용접 및 조립된 상태에서 코팅이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코팅 장비 내 장입량이 제한되어 비용적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았다.
하여, 볼을 단독으로 코팅하여 장입량을 최대로 늘리고 코팅된 볼을 비쥬얼 장비를 사용하여 니들바와 용접하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직경 2-3 mm인 초소형 볼의 표면에 코팅의 고품질 균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배치당 약 3만개 볼의 코팅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코팅기술이 개발, 최적화되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코팅재료, 코팅공법, 레이어 디자인, 장착 치구 설계가 있다. 장착
치구는 치구 뒷면에 자석 기판을 설치한 자기적 고정법으로 해결하였고, 마스킹 영역 확보는 치구 높이, 폭, 두께, 거치 간격 최적
화로 양산기술을 확보하였다. 코팅 재료와 공법은 DLC, SiO-DLC를 PVD, PACVD 및 PVD+PACVD 복합 공정을 테스트하여 결
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코팅두께 2 um, 24 GPa의 SiO-DLC (PVD+PACVD)를 개발하여, 코팅의 고품질 균일성 및 대량용 코팅품
질 확보로 초기 시도 대비 장입량 약 3배 증대를 통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였다.

[마찰2-1 | 10:25]

GA 강판의 상변태에 따른 마찰 특성 변화: 정동혁1, 백승우1, 장호2, 김윤준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Galvannealed Steel Sheets (GA), Powdering, Γ상 (Fe3Zn10), Atomic Force Microscope
기존의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인 GI을 열처리를 통해 도금층과 모재의 합금화 (Galvanealing, GA) 현상을 적절히 제어하면 강도,
용접성, 내식성 등의 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자동차용 강판 재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열처리 과정 중 형성
되는 합금 상 중 하나인 Γ상 (Fe3Zn10)은 취성이 높아 도금층의 박리 및 파우더링 현상을 일으켜 강판의 품질을 저하 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GA 강판의 파우더링 현상을 일으키는 도금 층 내부의 Γ상과 모재 사이의 형성 거동을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및 후방산란전자회절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패턴 분석법을 통해 분
석하고, 도금층의 합금화에 따른 상변태와 기계적 물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경도 측정, 왕복동 마모시험 및 원자 힘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AFM) 분석 수행하였다. 

[마찰2-2 | 10:40]

2차원 전이금속 칼코제나이드 물질의 조성 및 트라이볼로지 특성 분석: 신원상1, 김진우2, 장호2, 함명관1, 김윤준1; 1인하대학교 신소재

공학과. 2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NbSe2, MoS2,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Raman Spectroscopy, Atomic Force Microscope 

TMD는 기존의 2차원 구조를 갖는 물질들의 합성법과 같이 박리법(Mechanical Exfoliation), 화학증기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등으로 합성이 가능하며, Nano-size 의 크기를 가짐으로써 나노전자기계 시스템(Nanoelectromechanical System,
NEMS)에서 사용되는데, NEMS에서는 기존의 마이크로 이상의 시스템과는 다른 트라이볼로지 (Tribology) 특성을 보인다. 층상구조
를 갖는 2차원 물질인 전이금속 칼코제나이드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TMDs)는 반데르발스 힘을 이용하여 만드는 이종
구조의 구조상에 따라 금속성, 반도체성을 가지는 다양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TMD는 구조적으로 안정하며 실리콘과 비슷
한 전자 이동도를 갖는 것뿐 아니라, 그래핀과는 달리 적당한 밴드갭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는 TMD 물질 중 각각 반도체 특성과 초전도 특성을 갖는 MoS2 와 NbSe2 를 CVD 합성 및 박리법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제작
된 TMD 박막의 조성 및 트라이볼로지 특성을 라만분광법(Raman Spectroscopy)과 원자힘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를 이
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마찰2-3 | 10:55]

자동차 브레이크 용 마찰재에 사용되는 강화재의 종류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 송완수1, 장호1; 1고려대학교.
Keywords: brake pad, particulate matter, reinforcement, wear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브레이크 패드에 사용되는 강화재의 종류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브레이크 패드에
사용되는 강화재는 마찰재의 강도 및 내마모성을 향상하기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제품 양산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강화재 들
중 대표적인 4가지 강화재(아라미드 섬유, 철 섬유, 셀룰로오스 섬유, 세라믹 섬유)를 대상으로 그에 따른 마찰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분석하였다. 마찰시험을 위해 크라우스 방식의 정속마찰시험기를 이용하였으며 다양한 제동조건하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상대량을 측
정하였다. 미세먼지 발생량은 광학적 입자계수기(OPC: Optical particle coun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입자 크기 별 배출 개
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셀룰로오스 섬유를 이용한 시편이 가장 낮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보였다. 반면, 세라믹 섬유를 이
용한 마찰재 시편의 미세먼지 발생량 및 마찰재 마모량이 가장 크게 측정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도가 높은 세라믹 섬유가 연마
재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대면 공격성이 강해져 발생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마찰입자의 분석을 통해 강화
재의 종류에 따른 대면공격성 변화 및 마찰재의 열분해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였다.

[마찰2-4 | 11:10]

고평부 물성에 따른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 및 마모 특성: 주병수1, 장호1; 1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기능재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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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브레이크 마찰재, 접촉 고평부, 파괴 강도, 스틱-슬립 
브레이크 제동 시, 디스크 로터와 브레이크 패드 접촉면사이에서는 마찰에 의해 마모 분진이 생성되며 접촉면의 마모 분진은 응집
하여 접촉 고평부를 형성한다. 접촉 고평부는 상대재와 강하게 접촉하여 고압의 접촉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마찰 및 마모 특성을 결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 고평부의 물성을 마찰재 분진을 이용하 펠렛을 제작하여 기계적 물성(파괴 강
도) 측정함으로써, 고평부 물성과 마찰재의 마찰 및 마모 특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크라우스 타입의 마찰 시험기를
이용하여 마찰재의 마모율을 측정하였다. 또한, 축소형 제동시험기를 이용하여 저속에서의 마찰 떨림(스틱-슬립)과 속도에 따른 마찰
계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 실험 후, 마찰면의 접촉 고평부의 분포 및 면적은 감압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유사한
수준의 마찰계수를 가지는 제작 마찰재의 마모율과 속도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는 고평부의 물성이 강할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단단
한 접촉 고평부가 표면에 형성되었을 때, 마찰에 의한 마모가 감소하였고 외부 조건(속도)에 따라 적게 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저
속에서의 마찰 떨림의 고평부의 물성과 고평부 면적 모두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마모 분진의 응집으로 생
선되는 접촉 고평부의 기계적 물성이 제동 시 발생하는 마찰 특성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찰2-5 | 11:25]

분자동력학을 통한 계면의 거동과 마찰 특성 간의 연관성 분석: 신상희1, 장호1; 1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기능재료연구실.
Keywords: Molecular dynamics, Stick-slip, Mu-v

계면의 특성과 마찰 특성과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두 표면이 닿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는 중의 계면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분자동력학을 통해 마찰 시 표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분석하여 스틱-슬립의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분자동력학은 원자간의 결합력(포텐셜)에 따라 결정되는 미시 운동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분자들의 동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접촉 고평부를 모사하는 단순한 형상과 실제와 유사한 형상의 모델을 제작하여 마찰 시 계면에서 일어나는 마
찰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정지 시에 고평부의 표면에는 에너지 분포가 생성되고, 이에 따라 미끄럼 시에
표면 원자들의 거동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마찰 시의 원자들의 거동은 마찰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틱-슬립 발생 및 마찰 특성의 속도 의존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원자 단위에서의 마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근
본적인 스틱-슬립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계면의 거동과 마찰 특성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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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1-1 | 13:30] WISET·KIM젊은연구자상 수상기념강연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Partially Double-filled (Ce1-zNdz)yFe4-xCoxSb12 Skutterudites: Ye-Eun Cha1, Il-Ho Kim*1; 1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Skutterudite has a body-centered cubic structure (space group: ) with a framework of 8MX3 (M: Fe, Ru, Os, Co, Rh, Ir, Ni, Pd,
Pt, and X: P, As, Sb) and two voids per unit cell. If the voids are filled with specific atoms (fillers or rattlers), the rattling effect of the
fillers can greatly reduce the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and thus improve the thermoelectric performance. This skutterudite is called a
filled skutterudite and, in general, the chemical formula RM4X12 (R: alkali, alkaline-earth and rare-earth elements) is used. In this study,
(Ce1-zNdz)yFe4-xCoxSb12 skutterudites were prepared by encapsulated melting, annealing, and hot pressing. The formation of a marcasite
phase (FeSb2)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by partially filling the voids with Ce/Nd and making a Co substitution at the Fe site. Both
the Hall and the Seebeck coefficient values were positive, indicating that all specimens had p-type characteristics. The electrical
conductivity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s, as in a degenerate semiconductor. The Seebeck coefficient increased with the
charge compensation of Co and filler content of Nd; however, the electrical conductivity decreased. The partially double-filled
specimens had a higher electrical conductivity and lower Seebeck coefficient than the completely double-filled specimens did, due to
the increase in carrier concentration. The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was expected to decrease via partial double filling with Ce and Nd;
however, it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because of the comparable atomic masses and ionic radii of Ce and Nd. Therefore, the partially
double-filled specimens had lattice thermal conductivities comparable to those of the completely double-filled ones. Co substitution had
an influence on the ZT values due to the change in the intrinsic conduction onset temperature, which decreased with increasing Co
content. Thus, the (Ce1-zNdz)yFe4-xCoxSb12 skutterudites are a promising material for thermoelectric power generation in the mid-to-low
temperature regions.

[여성1-2 | 13:40] WISET·KIM젊은연구자상 수상기념강연
Simulation of κ-Carbide Precipitation Kinetics in Aged Low-Density Fe-Mn-Al-C Steels and its Effects on Strengthening:

Jaeeun Lee1, Siwook Park1, Hwangsun Kim1, Seong-Jun Park2, Keunho Lee3, Mi-Young Kim1, Phaniraj P. Madakashira1, Heung
Nam Han1,*; 1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3Agency for Defense

Keywords: low-density steel; k-carbide; numerical simulation; precipitation hardening.
Fe-Al-Mn-C alloy systems are low-density austenite-based steels that show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fter aging such steels at

adequate temperatures for adequate time, nano-scale precipitates such as κ-carbide form, which have profound effect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amount and size of the generated κ-carbide precipitates in order to control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low-density steels. In this study,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ged low-density austenitic
steel were characterized. Thermo-kinetic simulations of the aging process were used to predict the size and phase fraction of κ-carbide
after different aging periods, and these results were validated by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data derived from dark-fiel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images. Based on these results, models for precipitation strengthening based on different mechanisms
were assessed. The measured increase in the strength of aged specimens was compared with that calculated from the models to
determine the exact precipitation strengthening mechanism.

[여성1-3 | 13:50] WISET·KIM젊은연구자상 수상기념강연
Fabrication of Conductive Macroporous Structures Through Nano-Phase Separation Method: Soohyun Kim1, Hyunjung
Lee1; 1Kookmin University

Porous structures have been used in various energy devices because of the advantages provided by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with
high surface area. Specifically, in the thermoelectric power generator, conductive porous structures have been researched for enhanced
efficiency with low thermal conductivity by phonon scattering at the surface of pores. In this study, we fabricated porous structures for
thermoelectric devices via nano-phase separation of silica particles from polyacrylonitrile(PAN) matrix via a sol–gel process. The
porosity was determined by control of silica particle size with various the mixing ratio of tetraethylorthosilicate(TEOS) as the precursor
of silica particles to PAN.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was achieved by subsequent carbonization of the PAN matrix. As a result, the
conductive porous structures having porosity from 13.9 to 83.3 (%) was successfully fabricated. The fabricated conductive porous
structure is expected to be applied in various fields as well as a thermoelectric device with high surface area and electrical conductivity.
Keywords: conductive porous structure, macroporous structure, nanophase separation, thermoelectric materials

여성세션
Room 321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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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1-4 | 14:00] 초청강연

Life is...... BCD: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WISET | 15:30~17:50] 위셋팀제 결과발표대회



151

[생체1-1 | 09:30]
Metal-based Nano-architectured Surface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Tae-Sik Jang1, HYUN-DO JUNG1; 1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eywords: TIPS, nano-architectured surfaces, tantalum, biomedical applications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improved quality of life, bio-metals are widely used in versatile biomedical applications as a

mechanical fixture or support device for damaged human tissues. Some of them (e.g. titanium (Ti) and cobalt-chrome alloy (Co-Cr))
have been successfully adapted for the fabrication of commercial devices because of their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flexibility,
and ease of fabrication of complex parts. However, their insufficient cellular affinity can induce the development of various implant-
related complications, leading to serious impairment of their intended functionality. Surface nanoengineering of the bio-metal is a
valuable strategy for eliciting favorable cellular responses by mediating from protein adhesion to the cell differentiation on its surface.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target-ion-induced plasma sputtering (TIPS) technique for fabricating a platform to provide cell favorable
environment. This technique enables the facile single-step production of a tantalum(Ta)-implanted surface on the Ti and Co-Cr with a
complex 3D geometry that shows clear nano-roughness and well-defined surface structures. Moreover, the developed surface
nanostructures show good structural integrity and mechanical stability, resulting in apparently stable morphologies under high strain
rates. In vitro cellular responses and in vivo animal study showed considerably enhanced cellular behaviors, such as cell adhesion and
proliferation, on the Ti and Co-Cr after TIPS treat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Ta ion implanted surface nanostructures fabricated
by TIPS technique have immense potential as a solution for enhancing bioactivity and ensuring the long-term patency of metal-based
biomedical devices. 

[생체1-2 | 09:45] Canceled

생분해성 Mg-Ca-Zn 합금에 PEO 공정을 통한 MgO 산화막 형성 및 이로 인한 부식저항성 향상에 관한 연구: 정철환1, 윤용희1,
김소영1, 홍성환1, 남석현2, 이원희1; 1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2유앤아이(주).

Keywords: Mg-Ca-Zn 합금, PEO, 부식저항성 

[생체1-3 | 10:00]

하이드로겔 가압환경 세포배양 기법을 이용한 대식세포의 분극화 유도: 이경우1, 서영민1, 전호정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단.
Keywords: Immune cell, Hydrogel, polarization 

생체 내 세포는 주변 환경에 의해 다양한 외부 자극에 노출되며 이러한 자극은 세포가 특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외부 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최근에는 물리적인 자극을 세포 배양에 활용해서 양질의 세포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이 제안되
고 있으나, 대식세포의 분극화 (polarization)에 적용된 연구는 보고된 적이 없다. 대식세포는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
하는 M1 대식세포와 M2 대식세포로 분극화된다는 사실 아래, 대식세포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식세포의 분극화
기작의 다양성과 환경의 유연성 때문에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식세포를 이용하여 하이드로겔 (Hydrogel)의 가압
환경을 통해 물리적 혹은 기계적 자극을 통한 생체 내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배양시스템을 개발하고 대식세포의 분극화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를 위해, mice에서 유래한 macrophage cell line인 RAW 264.7 세포를 하이드로겔로 직접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세포
에 가역적 가압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산소환경과 물리적 압력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그 결과 RAW 264.7 세포
의 분극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후 하이드로겔 가압환경 세포배양시스템에 의해 배양된 대식세포는 분자생물학적인 분석을 통해
분극화 유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처럼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한 면역세포의 분극화 조절은 그 자체로도 학문적으로 매우 의미
가 있으며, 생체내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면역세포의 변화와 면역반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체재료
Room 321B,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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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S1-1 | 10:30] 초청강연

Various Researches of New Drug-eluting Stents for Clinical Application: 배인호1, 정명호1; 1전남대학교병원.
Keywords: Drug-eluting stent, Polymer-free, Bioresorbable vascular scaffold, Smart stent, Coronary stent

Restenosis and stent thrombosis remain major concerns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for the treatment of coronary artery
disease. The present review was undertaken in order to highlight the various coronary stents that have been investigated in our group.
The conventional requirements for developing a new DES have been considered to include 1) the inhibitory efficacy of eluting agent
against the development of NIH, 2) the stability of the coating agent on the metal stent strut, and 3) cost-effectiveness. However,
currently, we must consider DESs with non- or bioabsorbable-polymers. We established a stent factory several years ago and are
performing research on stent design, polymer-free DES, bioresorbable stent, and smart stent. we are confident that, in the near future, the
safety and efficacy outcomes of domestic DESs will be better than those of imported stents. 

[생체S1-2 | 11:00] 초청강연
Selectively Modulated Vascular Cell Functions on Metallic Materials with Defined Topographical Patterns Using Nanosecond

Laser Surface Texturing: 전인동1, 한형섭2, 송재준1, 전호정2, 김유찬2; 1고려대학교구로병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ywords: : Laser texturing, vascular cell, metallic materials, topographical pattern

Implanted material surfaces make direct contact with body tissues to work on its own purpose. Therefore, studies of the surface
properties of implantable materials that determine cell fate are very important for successful implantation. Although numerous studies
have addr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cells and material surfaces, non-metallic surfaces and metallic surfaces likely produce different
cellular responses because of their intrinsic differences in surface energy, roughness and chemical composition. Herein, we applied nano
laser texturing on Nickel Titanium (Nitinol) to control various topographical patterns with defined nano/microscale roughness. The
generated surface texturing showed nanoscales roughness with the different phase of crystalline of TiO2 from amorphous to mixed
phase structure of anatase and rutile depending on the overlap frequency of the laser surface texturing. The laser-textured nitinol can
selectively regulate behaviors and functions between endothelial cells and smooth muscle cell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laser-
texturing can be utilized as an in vitro cell culture metal platforms and it could be applied to biomedical metallic materials. Further work
may involve clinically used nitinol stents with distinct surface topographies to investigate the communication between vascular cells and
stents based on our fundamental results. 

[생체S1-3 | 11:30] 초청강연

나노/마이크로 패터닝된 약물방출스텐트의 특성: 박준규1; 1(주)시지바이오.
Keywords: Coronary stent, nano/mciro pattern, medical device, drug deliverly system

혈관의 협착된 부위에 스텐트를 이식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스텐트 시술 후 재협착을 막기 위해 세포 증식을 억제
하여 조절 할 수 있는 항암제나 리무스계열의 약물을 스텐트 표면에 코팅을 한다. 이러한 약물을 혈관이 치료하는 오랜 기간 동안
에 충분히 방출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응용되어 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고분자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이 보
편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분자는 이식 부위에 염증과 혈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고분자를 사용하지 않고, 스텐트 금속
표면에 나노/마이크로 패터닝을 통해 약물을 천천히 방출되는 약물방출형 관상동맥용스텐트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스텐트의 약물방출
패턴, in vitro와 in vivo 에서의 혈관근육세포와 혈관내피세포에서 세포증식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혈전억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소판부착 시험을 실시하였다. 나노/마이크로 패터닝이 스텐트 표면에 잘 형성 된 것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였고, 약물
의 방출은 30일 이상 천천히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SMC 세포 증식은 억제하고, 혈관내피세포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
였고, 나노/마이크로 패터닝으로 인하여 혈소판 부착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돼지 협착 동물 모델에서 평가한 결과 기존의 스
텐트에 비하여 재협착 및 재내피화가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이러한 결과로, 새롭게 제조한 고분자를 사용하지 않은 나노/마이크
로패터닝을 갖는 약물방출스텐트가 관상동맥질환 치료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P0002901)”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이다.

[생체S2-1 | 13:30] 초청강연

The Layer of Soft and Rough hybrid Property on Metal Stent for Cell Behavior Modulation: 손영주1, 김민수1, 정영도1, 김
유찬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Keywords: Stent, Metal surface, Smooth muscle cell, Roughness, Softnesss 

Modulation of metal stent surface aim to prevent in-stent restenosis from stent-induced injury preventing overgrowth of smooth
muscle cell (SMC) and on the other hand, accelerate endothelial layer formation. It is a challenge to satisfy these opposite aspect on
metal stent surface. Roughness, stiffness, and geometrical cue are the parameters to control cell behaviors on the metal. SMCs are

생체재료 심포지엄
Room 321B,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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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n to prefer hard surface, on the other hand endothelial cells well proliferate on soft surface. Therefore, we developed hybridized
surface of rough but soft layer on metal substrate for inhibiting SMC proliferation, on the other hand endothelial cell does not. Here,
CoCr surface was coated with poly (ethylene glycol) (PEG) (2K and 5K) and gold nanoparticle (GNP) for flexible rough surface. As
PEG chain layered between CoCr substrate and GNP, cells contact flexible surface expecting cell behavior on soft matrix. PEG-GNP
layered surface was characterized with XPS and scanning electron microcopy. Surface mechanical property was visualized in air and
water with tapping mode of atomic force microscopy. As rough GNP layer flexibly move on CoCr via PEG layer, selective cell
proliferation was evaluated resulting of inhibition of smooth muscle cell proliferation and accelerate endothelial cell proliferation
compared to flat tissue culture plate, respectively. In conclude, flexible rough surface is effective method for metal stent surface
treatment to prevent in-stent restenosis. 

[생체S2-2 | 14:00] 초청강연

관상동맥 스텐트의 현재와 미래: 조성우1; 1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심장내과.
Keywords: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Stent: Coronary artery disease:

관상동맥질환은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사망원인 중의 하나이다. 1978년 Andreas Grüntzig는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에 풍선 확장술
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풍선 확장술 이후 재협착률은 30-40%에 달하였기 때문에 풍선 확장술 이후 발생하는 재협착과 급성
혈관 폐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1980년대 중반에 관상동맥 스텐트(coronary stent)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초기에 개발된 bare-metal
스텐트도 재협착률이 20% 가까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2000년대 초에 약물방출 스텐트(drug-eluting stent: DES)가
개발되었고, 재협착률은 현격히 낮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약물 방출로 이한 스텐트 내의 신생내막 증식의 억제는 오랜 기간 동안 금
속망을 혈액에 노출시키게 되어 스텐트 혈전증 (stent thrombosis)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2가지 항혈소판제를
스텐트 삽입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복용해야하는 실정이다. 스텐트의 재협착 및 혈전증을 막고, 항혈소판제 복용 기간을 단축시
키기 위해 지난 20여년 간 스텐트의 재료 및 디자인, 항증식성 약물의 종류, 약물을 코팅하는 폴리머에 따라 수많은 관상동맥용 스
텐트가 개발되었고, 관상동맥 중재시술영역에서 스텐트의 적용 범위 및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생체융해성 스카
폴드 (bioresorbable scaffold)가 개발되었지만, 스텐트 혈전증의 발생 및 안전성 문제 때문에 최근 2-3년동안 임상에서 사용되다가
퇴출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상동맥 스텐트의 현황과 향후에 출시될 스텐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생체S2-3 | 14:30] 초청강연

Translation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박정훈1, 김유찬2; 1서울아산병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eywords: 

Current therapeutic strategies are insufficient for suppressing stent-related complications in the vascular and non-vascular luminal
organs. Here, various functionalized self-expandable metallic and/or biodegradable stents were developed for suppression of stent-
related complications or for new applications of the stent. The presentation included the content of various stents being studied such as
drug-eluting metallic or biodegradable stents, Eustachian tube intervention, obesity treating devices, lymphatic grafts,
nanofunctionalized stents, surgical stent, self-retainer for the ear, intraoperative stent graft, and endobiliary RFA stent.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was to introduce newly developed stents and a new application of the stent based on clinical unmet needs in Asan
Medical Center. 

[생체S3-1 | 15:15] 초청강연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혈관계 스텐트용 난성형성 금속소재 미세튜브 개발: 염종택1, 김재호1, 박찬희1, 최성우1, 강승원1, 이상원1, 홍재근1, 김
유찬2, 조증원3, 박지태3, 안순태3; 1재료연구소.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삼화스틸.

Keywords: NiTi합금 튜브, CoCr합금 튜브, 나노결정립, 균일 결정립, 혈관계 스텐트
혈관계 스텐트용 금속소재의 경우 CoCr합금과 NiTi합금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피로특성과 상온 성형성이 우수한 CoCr합
금이 혈관계 스텐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NiTi합금의 우수한 초탄성 특성에도 불구하고, CoCr합금에 비해 혈관계 스텐트용으
로의 활용이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피로특성과 함께 낮은 상온 성형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에 기인한 결과이다. 한편, 현재
혈관계 스텐트용 CoCr합금 미세튜브의 경우 피로 및 인장강도 등은 스텐트로 활용하는데 적합한 특성을 가지나, 유연성 측면에서
향상된 특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재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조대결정립과 미세결정립의 혼합된
조직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관계 스텐트용으로 활용되는 있는 대표적인 난성형성 금속소재인
CoCr합금과 NiTi합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조직제어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NiTi합금 미세튜브는 나노결정립화를
CoCr합금 미세튜브는 균일 미세 결정립화를 통해 특성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특히 NiTi합금의 경우 강도향상 및 제조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해외에서 흔히 금속 미세튜브를 제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하드 맨드렐 인발공정을 개선하여 연속공정이 가능한 소프트
맨드렐 인발공정을 선택하여 미세튜브를 제조하였으며, 나노결정립화의 경우 흔히 알려져 있는 강소성가공 공정을 활용하지 않고, 소
재의 상변태와 재결정거동을 활용한 가공열처리공법에 의해서 수행하였다. CoCr합금의 균일 미세결정립화의 경우 인발성형공정과 최
적의 후열처리공정, 즉 최적의 가공열처리공정을 통해 구현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조된 CoCr합금 및 NiTi합금 미세튜브의 생체 적합
성 평가를 통해 두 소재에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미세튜브의 치수검사, 기계적 특성평가와 함께 실제 혈관계 스텐트를 제조하
여 그 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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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S3-2 | 15:45] 초청강연

비혈관용 스텐트 개발 현황 및 향후 R＆D 방향: 전진경1; 1(주)엠아이텍.

스텐트는 크게 비혈관용 스텐트와 혈관용 스텐트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에서 스텐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약 30년 전 비혈
관용 스텐트를 시작으로 사용하였다. 최초의 스텐트는 코일 형태의 스텐트로 시작하였으며 폴리머와 결합된 커버드스텐트, 약물을 담
지한 약물 방출 스텐트 등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스텐트가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형태뿐만 아니라 재료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
가 있었다. 최초 스테인레스를 시작으로 최근에 사용되는 형상기업합금인 Nitinol과 Cr-Co alloy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생분해성 금
속, Mg alloy를 이용한 스텐트가 출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비혈관용 스텐트의 경우 항암제의 발달로 인해 암 발생
후 환자의 생명 유지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피로특성이 우수해야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료의 경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스텐트의 경우 소화기 및 순환기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 내 생분해 기간이 다양하지 못하며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
물성이 기존 소재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으로 인해 적용하기 어렵거나 임상의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개선 또는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필요로 하는 원자재
및 비혈관용 스텐트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생체S3-3 | 16:15] 초청강연

니티놀 스텐트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생분해금속 박막 기반 세포선택적 기능화 기술의 응용: 옥명렬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ywords: 니티놀, 활성산소, 재협착, 세포선택적 기능, 갈바닉부식
금속스텐트 삽입술로 관상 동맥 및 기타 협착 부위를 치료하기 시작한 이래로 신기술의 발전 방향은 재협착 방지, 빠른 재내피화
의 달성, 스텐트의 완전한 소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협착 방지를 위해 약물방출 스텐트가 개발되었고,
스텐트의 완전한 소멸은 마그네슘을 비롯한 생분해성 금속의 적용 또는 PLLA 등의 생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협착 방지를 위해서는 빠른 재내피화를 달성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기존의 약물방출 스텐트는 탑재약물에 세포선택적
작용기전이 없으므로 재협착을 방지하지만 혈관내피세포의 빠른 재생과 재내피화도 동시에 막는 부작용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만으로 이루어진 스텐트에 세포선택적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재협착을 방지하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체내에서 전기화학적으
로 안정한 니티놀 스텐트에 생분해성 금속 박막을 코팅하여 금속간의 갈바닉부식을 유도함으로써 활성산소를 생성시켰다. 재내피화에
관계되는 혈관내피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관외벽에서 혈관내로 이동하여 재협착을 악화시키는 평활근세포는 억제하는 활성산소의 세포
선택적 기능을 이용하여 재협착을 방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해당 금속재료 시스템의 전기화학적 거동 및 활성산소 생성
특성, 그에 따른 in vitro 실험 결과를 통하여 본 기술이 금속 스텐트에 세포선택적 특성을 부여함을 확인하였다. 

[생체S3-4 | 16:45] 초청강연

오스템 스텐트의 개발 현황 및 향후 제품 개발 방향: 금창헌1; 1오스템카디오텍.

Keywords: 스텐트, 심혈관, 중재시술, 심근경색, 협심증
오스템카디오텍(주)은 글로벌 치과분야의 선두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주)의 자회사로 국내 유일한 심장내과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국내 최초의 심혈관 금속 스텐트 시스템, 국내 최초의 PTCA 풍선카테터 및 국내 최초의 약물 방출 스텐트를 국산화 개발에 성공
하여 제품화한 기업으로, 심혈관 중재 시술 분야의 국산화를 이끌어온 기업입니다. 심혈관 질환용 스텐트는 국내 시장 1500억, 해외
시장 10조원에 달하는 단일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현재 심혈관 질환용 스텐트의 98%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용 스텐트의 국산화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고도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내 기업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혈관 스텐트 시장에 오스템카디오텍(주)은 국내 최초의
3세대 에버롤리무스 약물 방출 스텐트 개발을 완료 하고 현재 임상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심혈관 중재 시술에 필요한 중재시술
용 악세사리류 및 가이드 와이어 개발등 오스템 비전 2023 계획에 따라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혈관 중재 시술 뿐
만 아니라 심장내과 질환인 대동맥 질환, 판막 질환, 부정맥, 기타 심장질환등에 필요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여 심장내과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는 오스템카디오텍(주)의 제품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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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1-1 | 10:00] 초청강연

전통소재 옻칠의 활용: 한호규1, 이연희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ywords: 전통소재, 옻칠, 코팅재 
전통소재와 기술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명과 더불어 꾸준히 변화하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었으며 때로는 광범위한 산업
으로 발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대표적인 전통소재 중 하나인 옻칠은 옻나무에서 채취하는 천연물질로 약 7천 년 이상의 역
사를 가졌으며 주로 가구, 주방용품, 공예품 등의 표면 코팅제로 사용해왔으며 최근에는 회화용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탁월한 내
구성, 고강도, 고광택, 방수성, 접착력, 내화학약품성, 방부성, 항균성, 절연성 등의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친환경 소재로서 우루
시올이 주성분이다. 옻칠은 20oC 전후, 상대 습도 70% 이상의 조건에서 락카제 촉매작용으로 산화적 고분자화(oxidative
polymerization) 반응에 의하여 경화하는 상온 경화형 코팅 소재이지만 고온에서도 경화된다. 금속 및 도자기 등의 소지에는 고온
경화 코팅을 사용하는데 이 반응은 Diels-Alder 메카니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옻칠의 접착 특징을 활용하는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옻칠의 역사, 일반적인 특징 및 활용, 현대과학과의 융복합에 의한 분자 수준 연구, 고온 경화
형 옻칠을 이용한 금속 및 도자기 표면코팅 그리고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한 옻칠 유물 분석법 등을 소개한다. 전통소재·기술을 현대
첨단과학기술과 융복합에 의한 창의적인 연구주제를 창출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전통1-2 | 10:30] 초청강연

첨단 공정 / 분석기술의 활용을 통한 전통 방짜유기 합금의 재발견 : 김긍호1, 윤진국1, 김기태2, 한준현3, 김혜성4, 김우진5, 김희수6;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3충남대학교. 4부산대학교. 5홍익대학교. 6조선대학교.

Keywords: 유기합금, 청동, 용해, 표면처리, 열처리
전통유기 합금은 한국의 전통금속으로서 삼국시대에 이르러 열처리와 열간 가공을 활용하는 방짜유기가 출현한 후 다양한 형태 및
용도로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제기나 식기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방짜유기 합금은 주석을 중량으로 22% 함유하는 구
리 합금으로서 크게 고주석 청동으로서 분류되며 용해, 주조 그리고 650~700°C의 고온에서 성형 및 담금질을 통해 얻어지는 마르
텐사이트 기지조직 (β‘ 상)과 구리고용체 상(α)을 가지게 됨으로서 공냉조직의 취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담금질에
의한 변형과 약 300°C의 온도 이상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가스 및 연속주조, 고온성형, 열처
리 및 표면처리와 같은 현대적 공정기술을 전통유기 합금의 제조에 접목시켜 다양한 물성의 향상을 시도하였으며 첨단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전통유기의 미세구조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궁극적으로 최적화된 공정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전통유기 합
금의 여러 물성을 개선하고 산업적 가치를 높임으로서 기능성 금속으로서 산업 경쟁력을 가지는 현대적 유기 합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2-1 | 11:15]

금속문화재에 적용된 칠박도금법에 관한 연구: 이재성1; 1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Keywords: 금속문화재, 칠박도금법, 금박, 수은
고대로부터 금은 아름다운 색과 희귀성으로 인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금속으로 여겨져 왔다. 금의 희귀성은 금속공예품 제작에
한계를 주지만 무른 재질은 작은 크기도 넓게 펴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준다. 특히 금은 청동 합금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금기
법이라는 독특한 가공기술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금속공예품을 만들고 표면을 황금빛으로 도금하는 금속가공기술
이 발달하였다. 금속의 표면을 화려하게 금으로 도금하는 방법은 아말감도금, 클래딩(cladding)도금, 칠박도금 등이 있다. 고대에 사
용된 대표적인 도금기법은 수은을 사용하는 아말감도금법이다. 지금까지 분석된 금속문화재는 대부분 아말감도금법이며, 이는 수은의
검출 여부에 따라 도금기법을 판정한다. 하지만 도금층에서 수은이 검출되지 않는 금속문화재가 드물게 분석되고 있어 다양한 도금
법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칠박도금법은 철제품이나 대형 조각, 조형물 등 아말감도금법으로 도금하기 어려운 금속문
화재에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 칠박도금법은 아말감도금법만큼 활발히 수행되었던 도금법 중 하나일 가능
성도 있다. 하지만 칠박도금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도금기법의 특징을 찾는다면 단절된 전통기
법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칠박도금법의 가능성을 가진 금속문화재의 분석 결과를 서로 비교해 칠박도금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고려시대의 사찰터에서 출토된 금동풍탁은 청동을 종모양으로 주조하고 표면을 금으로 도금하였다. 도금층은 대부분 박락되고
일부분에서만 금박이 관찰된다. 청동으로 된 몸체는 약 87 wt%의 구리, 11 wt%의 주석, 2 wt%의 납으로 합금되었다. 도금에는
1 μm 이내의 두께를 가진 비교적 균일한 금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금박은 약 97 wt%의 순도를 가진 금으로 분석되었으며, 수
은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금동불상은 구리 84 wt%, 주석 5 wt%, 아연 5 wt%, 납 5 wt%의 조성을 가진 합금으로 주조하고 표
면을 도금하였다. 도금층은 대부분 박락된 상태로 불상 표면과의 밀착상태가 매우 나쁘다. 도금에는 91 wt%의 순도를 가진 금박이
사용되었으며, 1 μm 이내로 두께가 균일하다. 도금층과 불상 표면 등 모든 부위에서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 금속문화재의 단
면을 분석한 모든 도금층에서 명확한 옻칠층은 찾을 수 없었지만 금박 성분 및 두께 등 특징을 통해 칠박도금법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옻칠층의 잔존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 위한 재현실험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기술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조사연구(R＆D)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전통과학기술, 내일을 만나다
Room 322,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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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2-2 | 11:30]

신라 금관의 성분과 제작 기술적 특성: 신용비1, 유혜선2, 김규호3; 1국립부여박물관. 2국립중앙박물관. 3공주대학교.

Keywords: 금관, 수식, 황남대총, 천마총, 금순도
신라시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만들어진 왕릉급 무덤인 대형 고분에서 금으로 제작된 화려한 금속품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금관은 지금까지 총 6점이 확인되었다. 우선 일제강점기에는 금관총(1921년), 금령총(1924년), 서봉총(1926년)에
서 금관이 발굴되었다. 이후 경주시 황남동 대릉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황남동 98호분(현재의 황남대총)을 발굴하기 위한 시험 발
굴인 천마총(1973년)과 황남대총(1975년) 북분에서 금관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경주시 교동의 폐고분에서 도굴되었다가 압수된 교동
금관이 있다.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금관 5점과 교동의 폐고분에서 도굴된 금관 1점의 합금비를 조사하여 고분별로 성분비를 비교하
였다. 또한 서봉총, 금령총, 천마총, 금관총 금관 수식의 좌우 부분별 금 합금비를 조사하여 제작 특성을 조사하였다. 신라 금관 6점
의 합금비를 분석한 결과 모두 금과 은으로만 합금되어 있었고, 입식 금판 순도를 비교한 결과 교동 금관이 89.2 wt%로 금의 순도
가 가장 높았고, 서봉총 금관이 80.3 wt%로 가장 낮았다. 이는 금만 사용했을 경우 연성이 강해 굽어지거나 쉽게 휘는 경향이 있
으므로 순금에 인위적으로 은을 합금하여 강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되며, 금관의 크기와 장식 등 용도별 차이로 인해 순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금관의 순도별 합금비와 금관 형식에 따른 편년과 비교해보면 금관 중에서 가장 고식(古式)인 교동 금관이 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5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황남대총과 금관총의 합금비가 유사하였고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천마총, 금
령총, 서봉총의 순으로 금 순도가 낮아 빠른 시기의 고분일수록 금의 순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 금관
수식을 분석한 결과 좌·우 같은 위치에서 거의 같은 합금비를 나타내었지만, 금령총 유환에서만 합금비를 달리해서 제작된 것을 확
인하였다. 천마총 주환과 서봉총 주환 및 제2수식부는 95 wt% 이상으로 거의 순금을 사용해서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전통2-3 | 11:45]

조선의 철제 시한폭탄 비격진천뢰의 제작 기술(Manufacturing Technique of Iron Time Bomb Bigeokjincheolloe in the Joseon

Dynasty) : 허일권1, 김해솔1, 정지완2; 1국립진주박물관. 2공주대학교.

Keywords: 비격진천뢰, Bigeokjincheolloe, 조선시대 무기, 완구,Weapon from the Joseon Dynasty 
비격진천뢰는 철제 포탄 속에 화약과 쇳조각을 넣고 폭발 시간 조절장치를 장착시킨 조선의 최첨단무기이다. 비격진천뢰는 서울
창경궁에서 전해진 보물 제860호를 포함, 전남 장성, 경남 하동, 진주, 창녕 등 전국적으로 5점만이 전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2018년 전북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군기고 앞에서 11점의 비격진천뢰가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어 주목 받았다. 국립진주박물관은
고창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의 과학적 조사 진행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전하는 모든 비격진천뢰와 함께 비교하였다. 비격진천
뢰는 내부 화약이 폭발할 때, 본체가 깨어지고 쇳조각이 흩어지면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발사기(완구,碗口)의 화약이 폭발
할 때와 목표를 향해 날아간 뒤 떨어질 때도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때문에 비격진천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체는 발사와 떨
어질 때의 충격은 견뎌야 하며, 내부의 화약이 폭발할 때는 쉽게 부서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비격진천뢰 본체는 적절한
두께와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 국내에 전하는 비격진천뢰의 발견·발굴 장소에 따라 6점을 선정하고 3D스캔하여 각각의 특징을 기록
하였고, 고창 무장읍성 11점의 경우 컴퓨터 단층 촬영(CT)과 감마선(γ- ray) 투과 촬영으로 내부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 중 3점의
금속 조직을 관찰하였다.비격진천뢰 본체 내부에는 많은 기공(blow hole)이 관찰되었다. 측면에 3개의 형틀받침쇠(chaplet, 型持)가
사용되었는데 기벽의 두께는 위아래에 비해 측면이 비교적 얇게 설계되었다. 또한 본체 아래 부분에는 쇳물주입구 흔적이 관찰되는
데 감마선투과상에서도 이 부분에 기공이 다수 분포한다. 따라서 쇳물은 본체를 뒤집은 상태에서 주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금속 조직
분석 결과 본체는 주조(casting)로 만들어졌고, 뚜껑(개철, 蓋鐵)은 단조(forging)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체는 시멘타이트
(cementite)조직과 펄라이트(pearlite)조직이 공존한다. 부분적으로 흑연 정출이 관찰되어 과공정백주철 조직으로 추정되며 열처리를 비
롯한 인공적 가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주조 조직이다. 뚜껑은 페라이트(ferrite) 조직에 일부 펄라이트가 끼어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비
금속 개재물은 일직선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우스타이트(wustite)와 페이알라이트(fayalite)가 관찰되어 접고 두드려 만든 단조 조직으
로 판단된다. 

[전통3-1 | 13:10]

초기철기시대 청동유물 동사의 미세구조에 대한 고찰: 초기철기시대 청동유물 동사의 미세구조에 대한 고찰: 김하영1,2, 김긍호1, 서진유1, 김
동익1, 김도향2, 홍경태1, 조남철3;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연세대학교. 3공주대학교.

Keywords: 청동기, 유물, 동사, 미세조직
초기 철기 시대의 청동유물 중에서 전북 완주지방에서 발굴된 동사의 미세조직을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화학조성 및 결정학적 분
석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동사의 제조과정을 유추하기 위해 유사한 조성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다양한 열처리 조건에서의 미세조
직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Cu-Sn-Pb로 구성된 주조조직을 갖는 발굴 동사는 함께 발굴된 동검에 비해 높은 Sn 함량을 가
지며 특히 100 nm 내외의 크기를 갖는 Cu3Sn과 Cu41Sn11의 금속간화합물로 구성된 초미세 결정립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본 발표를 통해 이러한 미세구조를 갖게 된 원인 및 결과에 대한 토의를 하고, 미세조직의 비교분석을 위해 제조된 시편의 미세조
직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전통3-2 | 13:25]
Metallographic and radiometric investigation of nine iron objects from the medieval site at Talgar in southeast Kazakhstan:

박장식1; 1홍익대학교.
Keywords: Talgar in Kazakhstan: Medieval site: Iron technology: Radio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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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p of iron objects, excavated from the medieval site at Talgar in Kazakhstan, were metallographically examined. Results
showed that the pertinent ironmaking tradition might be characterized by the use of bloomery iron as the primary raw material and the
application of carburization and quenching as a means for the control of carbon levels and microstructures. Reflected in the objects
under investigation was a highly sophisticated technological status that could only be attained with the full understanding of mechanical
properties of iron materials as determined by carbon contents and thermomechanical treatments. Carbon samples extracted from the
only cast iron object were radiocarbon dated to the age range from the mid 15th to the early 17th century AD. The above metallographic
and radiocarbon data serve as rare evidence, not available otherwise, pointing to the presence of substantial human activities and
charcoal-based smelting of cast iron that was practiced in the region at the specific time period. A detailed account of the analytical
results is presented with an intent to address these and other issues critical in the discussion of local history as influenced by near and
distant neighbors.  (This work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R1A2B4002082]) 

[전통3-3 | 13:40]

창녕 송현동고분군 출토 행엽 제작기법: 한우림1, 박지연1, 김소진2; 1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Keywords: 송현동고분군, 행엽, 철지금장행엽, 철지은장행엽, 가야고분
사적 제5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창녕 교동 및 송현동고분군에서 금동장신구와 각종 마구류, 장식무기류, 비늘갑옷을 비롯한 각종 철
제무기류, U자형삽날을 비롯한 각종 농공구류와 금속용기류, 각종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일부 토기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출토 유물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양상과 형태가 거의 흡사하며 고분의 구조와 함께 볼 때 5~6세기 전반이 중심연대가 되
는 고분군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현 송현동고분군에서 출토된 행엽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제작기법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행엽은 말의 가슴걸와 후걸이에 매달아서 말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장식용 마구로, 분석대상은 편원어미형 행엽으로 추
정되는 편 4점과 표면에 어린문(물고기 비늘모양)이 새겨진 행엽 1점, 철지은장행엽 1점으로 총 6점이다.  행엽 시편은 부식으로 인
해 소지금속이 남아있지 않으며 도금층 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된 상태이다. 4점의 편원어미형 행엽과 1점의 어린문 행엽의 표면에서
는 금 도금층이 확인되며, 소지층에서는 철(Fe), 중간층은 구리(Cu), 표면 도금층에서는 금(Au)이 주성분으로 검출된다. 표면 도금층
에서 금(Au)과 함께 은(Ag), 수은(Hg)이 함께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도금 시 수은-아말감법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
지층과 중간층에서는 구리(Cu), 철(Fe), 규소(Si), 염소(Cl) 등 금속 부식 산화물 이외에 검출되는 성분이 없어 유기물을 이용해 접
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1점의 철지은장행엽의 성분 분석 결과 단면은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소지층은 철(Fe), 도금층은 은(Ag)이
주성분으로 검출되며, 소지층과 도금층 사이에서는 철(Fe), 은(Ag), 염소(Cl), 규소(Si), 황(S) 등 금속 부식산화물 이외에 검출되는
성분이 없어 유기물을 이용해 접착했거나 금속 못으로 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창녕지역 금제유물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신라와 가야의 접경지역에서 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창녕지역의 도금기법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주변지
역과 관계성에 대해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4-1 | 14:10]

고대 제련로 복원을 위한 야금학 및 전산해석적 접근: 이동조1, 박종력1, 이은우2, 이상호1; 1㈜포스코. 2국립문화재연구소.

Keywords: 고대 제련로, 전산해석, 철광석 산지, 해면철, 환원율 
지금까지 국내의 고대 제련로 복원을 위해 고고학계 위주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야금학 및 공학적 접근이 부족한 실
정이었다. 따라서 현재 시대의 제철산업내 제선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고대 제철 복원실험을 선
도하는 국립 중원문화재연구소, 국립 문화재연구소와 함께 POSCO 기술연구원이 고대 제련로 복원 및 철광석 산지규명을 위한 융복
합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 중원지역 제철 유적별로 철광석 산지 규명을 위한 연구와
제련로 관련 고대 제철기술 복원에 적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충주 인근 제철 유적 5곳과 철
광산 9곳의 시료에 대해 화학조성, 조직 및 광물학적 특성 분석으로 고대 제철에 사용된 철광석 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철 유
적지별 철광석 산지를 추정하여 향후 고대 제철복원 실험시 실제 고대 조업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다
음으로 고대 제련로 복원 실험을 통해 생산된 해면철의 단접시 발생하는 크랙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복원실험에 의해 생산된 해면철
에 대한 성분 분석과 철광석 환원율 등을 분석함으로써 해면철 단접시 크랙 발생 원인이 낮은 환원율로 인한 것임을 규명하고 복원
실험시 해면철의 환원율 향상을 위해 철광석의 입경 추가 하향 방안을 제시하였고 철정 제작 과정에서 개재물 및 기공분포에 의해
크랙이 발생함을 규명하였다. 끝으로, 제련로 복원시험에 사용되는 노체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현재 시대의 고로 공법과 비교하고
고대 제철로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추정해봄으로써 고대 제련로 복원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원료장입,
송풍조건, 노체형상에 대한 전산해석을 통해 고대 제련로 내부 온도 편차를 확인하고 제련로 효율 하락 원인을 제시하였고 송풍용
풍구 벽부와 풍구 반대방향 벽부의 노내 온도편차 발생으로 제련효율이 하락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금번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
철광석 산지 정보, 단접 시 크랙 원인 규명 및 대응 방안, 그리고 제련로 내부 열분포 정보의 제공으로 고대 제련로의 과학적 복원
에 기여할 수 있었고 현대 제철 분석기술의 적용을 통한 제철복원실험의 방법 및 해석의 과학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전통4-2 | 14:25]

효종 영릉 정자각 철정(鐵釘)의 형태별 제작기술 비교 연구: 곽병문1, 조남철2; 1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Keywords: 철정, 정자각, 미세조직, 집합조직 
I. 서론 철정(鐵釘)이란 철을 사용하여 제작한 쇠못으로 나무 등에 박아 고정하거나 다른 두 부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이
다. 도구의 특성상 다량 생산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생산 집단 내에서는 생산성의 최대화를 위해 정형화된 생산체계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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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정의 연구는 시대 및 지역에 따른 제철기술 또는 금속 가공기술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그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효종영릉 정자각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다수의 철정이 수습되었는데 형태적으로는 두 종류
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형태의 철정은 두부가 둥글게 말린 도내두정(道乃頭釘)으로 몸통은 사각형 단면이며 인부 쪽으로 갈수록 얇
아지는 전통적인 철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철정은 두부가 평평하게 눌린 평원두정(平圓頭釘)이며 원형 단면의
몸통이 일정한 두께로 전통적인 철정과 구분되는 양정(洋釘)의 형태를 띤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관영건축물인 영릉의 정자
각 내에서 수습된 철정 17점에 대하여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제작기술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철정
내에서도 세부적인 조업환경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미세조직 관찰,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집합조직 분석, 탄소·황 분석 등을 실시하
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도내두정(사각형 단면)의 미세조직 관찰결과 아공석강~과공석강 조직으로 확인되었으며 미세조직과 비금속
개재물이 가공방향에 따라 늘어나고 휘어지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미세조직을 통해 제련조업 당시 철을 완전히
용융시키지 않는 고체환원 방식으로 생산한 저탄소의 철괴를 바로 단조가공하여 철정을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금속
개재물의 형태에 따라 wüstite가 형성된 군집(W group)과 유리질 단일상만 확인된 군집(G group)으로 분류되었다. 제철복원 실험
생성물과의 비금속개재물 성분조성을 비교한 결과 두 군집 모두 CaO/SiO2 비율이 0.42보다 낮은 값을 보여 석회성분의 조재제는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삼원상태도를 통한 W group의 추정 가능한 온도 범위는 1150~1300oC이며 G group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온도에서 조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평원두정(원형 단면)의 미세조직 관찰결과 결정립이 균일하고 미세한 아공석강의
조직으로 확인된다. 종단면의 경우 길이 방향으로 미세조직의 연신이 확인되었으며 압연공정의 결함중 하나인 귀나옴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현대적인 제철 방식인 제선→제강→압연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선강일관공정의 생산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세하게 확인되는 비금속개재물의 조성을 확인한 결과 FeO-SO3-MnO 성분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제선·제강
공정까지의 조업방식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탄소·황 분석 결과 도내두정(사각형 단면)은 탄소 0.24 wt%, 황 0.01 wt%인
반면에 평원두정(원형 단면)은 탄소 0.13 wt%, 황 0.18 wt%로 확인되었다. 집합조직의 경우 압연으로 제작된 평원두정(원형 단면)보
다 반복적으로 접고 늘리는 과정을 통해 제작된 도내두정(사각형 단면)이 상대적으로 강한 집합조직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4-3 | 14:40]

조선시대 오금(五金, Fe, Au, Ag, Pb 및 Cu)의 자원과 제련기술: 이상호1, (故)백영현2; 1㈜포스코. 2(前)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 명예

교수(28대 금속재료학회장).

Keywords: 제련, 조선, 금속자원, 오금 
지난 2019년 6월 10일 召天하신 제 28대 금속재료학회장이셨던 故 백영현 교수님이 지난 몇 년동안 조사하여 남기신 자료를 이
세션을 빌어 고인의 업적을 기념하여 현대의 공정과 비교하여 발표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속의 생산이나 그 기술에 있
어서 세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선진 산업국이 되었지만, 발전의 근간이 되는 근대 조선시대에서 중히 여겼던 Fe, Au, Ag, Pb 및
Cu등 오금의 자원과 제련기술에 대해서 정리하여 현대의 공정과 비교하였다. 조선조 시대에 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되는 역사적 사료
들 중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그리고 비변사등록 등의 자료가 근래에 국역되어 참고하였다. 과거 조선 시대에는 현대적 물리,
화학적 기초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금속들의 제련과 정련에 있어서 이 원리들이 적절히 활용되어 산화, 환원의 공정들이 잘
수행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사료들을 통해 조선조의 전국 8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금속 자원들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
으며, 많은 광물들이 전국을 통하여 부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과거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금속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조선조 금속 제련 기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당한 기술적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체계적인 이론적 뒷받침이 없었을 뿐 지금도 까다로운 제철이나 동 제련의 기술을 보면 산화-환원반응의 원
리를 과거에도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탄소강의 제조나 열처리 기술은 아직도 그 시대의 연장성에 있다. 

[전통4-4 | 14:55]

전통 제철법 적용 사철강 및 응용강의 표면무늬 비교연구: 조성모1, 오민지2, 조남철1, 한정욱3; 1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2충남문화

유산. 3나이프갤러리.
Keywords: Traditionl Iron-making method, Sand Iron steel, Surface pattern, Applied steel, Forge-welding process

전통 제철법은 사철이나 철광석을 제련하여 괴련철을 생산한 후, 정련과정과 단접과정을 차례대로 수행하면서 내부 불순물 및 공
극을 줄여 최종적으로 강괴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강괴는 다층구조의 소재가 되면서 다층구조를 통한 표면무늬가 발
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제철법을 통해 생산된 다층구조 소재의 무늬 선명도를 향상시키고자 탄소함량이 각기 다른 3종류
의 현대강인 경강(HS), 고탄소강(CS), 니켈탄소강(NiS)을 사철강(SI)과 접합하여 사철강, 사철경강(SIHS), 사철탄소강(SICS), 사철니
켈탄소강(SINiS)을 생산하였다. 금속현미경 및 SEM으로 관찰한 결과, SINiS의 겨우 다른 강들에 비해 단접면이 잘 접합되어 있었
고 표면무늬 역시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결정립 크기를 Line-Intercept Method로 관찰한 결과 소재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소재별
로 접합된 단면, 즉 표면무늬의 원인이 되는 면을 EPMA로 화학조성을 확인한 결과, SINiS의 경우 Ni의 함량과 C의 함량이 상대
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 선명도가 다른 소재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표면무늬의 생성원인은 C의 함량 차이로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추 후 표면무늬의 선명도를 위해서 탄소함량의 차이를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사 : 이 전통 제철기술을 이용 다층구조 소재 개발 및 슈퍼프리미엄 주방용 칼 제작 표준화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6M3C1B5906955). 

[전통5-1 | 15:25]

이종금속 접합을 적용한 주방용 칼 제작 및 재료과학적 연구: 권호영1, 조남철2, 조성모2; 1우석엔지니어링. 2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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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Dissimilar metal, Copper, Cupronickel, Hot rolling 

본 연구는 이종금속의 접합을 통해 주방용 칼 소재 개발을 위해 진행되었다. 시편 제작은 압연철판을 중심에 두고 구리 또는 백
동을 열간압연 방법으로 접합하였다. 또한 소재의 접합강도 향상을 위해 Insert metal로 Ni을 사용하여 이종금속을 접합하였으며
Insert metal 삽입방법은 접합 대상 소재를 Ni도금한 후 같은 방식으로 접합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총 6종류이다. 시편 A는 백동,
구리, 철, 구리, 백동 순으로 1000-1050 oC의 온도에서 열간압연을 하여 제작하였으며, 시편 B는 구리, 철, 구리 순으로 열간압연
하였고, 시편 C는 구리와 니켈의 합금소재인 백동을 사용하여 접합하였다. 시편 D, E, F는 Insert metal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접합
소재를 Ni도금한 후 접합하였다. 시편 D는 백동, 구리, 철, 구리, 백동 순으로 접합한 소재를 모두 Ni도금하여 제작하였으며, 시편
E는 구리, 철, 구리 순으로, 끝으로 시편 F는 백동, 철, 백동 순으로 접합한 소재를 모두 Ni도금하여 접합하였다. 각 시편의 접합계
면의 접합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금속현미경 및 SEM을 이용하여 접합계면을 분석하였으며, 접합계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개재물의 화
학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EDS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 시편의 접합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장시험을 진행하여 분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종금속 접합계면의 물성특성을 재료과학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사사: 이 전
통제련 단접기술의 양산화 공정개발 및 상품개발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No. NRF-2016M3C1B5907370). 

[전통5-2 | 15:40]

주방용 칼 제조용 고 Cr 함유 스테인리스 강재에서 전통 단접 구조 구현을 위한 축적압연접합 기술의 적용: 김민성1, 서하늘2, 김동
익3, 서진유3, 조남철4, 한정욱5, 김호겸6, 최시훈1; 1순천대학교, 2고려대학교, 3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공주대학교, 5정강원, 6두앤비디자인

한국의 전통칼 제조 기술은 고구려시대의 기마무사, 백제에서 제작되어 일본으로 전달된 칠지도 등의 고대 칼 제조 기술로 시작되
어 조선시대 환도장에 이르기까지 계승 발전되었으며, 주로 접쇠 단조 방식으로 불리는 단접법의 형태로 제조되어 왔다. 하지만 이
러한 전통칼 제조 기술은 일제강점기의 칼 제조 금지 조치를 거치면서 빠르게 단절되었으며, 일본의 사무라이 칼 제조 기술이 주방
용 칼 제조 기술로 계승 발전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쉬움을 갖게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단절된 전통칼 제조 기술을 계승 발전시
키기 위해 전통의 단접 구조를 현대 압연 기술을 이용한 축적압연접합 기술을 이용한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자 한다. 현대의 주방용 칼 소재로는 경도 향상에 초점을 두어 탄소 함량을 2-3%까지도 증가시키는 초 고탄소 계열의 소재와 스테
인리스 특성을 위해 Cr의 함량을 15% 이상으로 첨가하는 고 Cr계 소재가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도 일반 단접 기
술로 접합이 어려운 고 Cr 함유 스테인리스 강재를 이용한 축적압연접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얻어진 미세 결정립
구조에 있어 주방용 칼 소재로 필수적인 경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열처리 공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전통5-3 | 15:55]

전통 칠보 유약의 무연화 기술: 박재영1, 김호형1, 이민수1, 임태홍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칠보, 열분석, 무연유약
꾸준히 이어져 내리고 있는 다양한 전통금속공예 중 발색기술 하나인 칠보기술은 우리나라의 전통 기술 과 기법으로 다양한 유물
에 포함되어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어온 한 분야이다. 실용적 가치와 감성적 디자인의 결합으로 현대 공예로서의 한 분야로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 장인들의 노력과 경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현대 산업 시장에 진출이
매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칠보공예는 기존의 소수 예술품으로서의 가치수준를 탈피하고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칠보기술의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전통 유약의 환경적 측면, 고가의 칠보용 기판재 사용, 수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및 재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였다. 이들 중 소재 측면에서 산업적 활용도가 높이기 위해서는 유해
물질 사용을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체 물질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 전통 유약의 무연화를 통한 산업적 가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무연유약을 제조하고 이에 관한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전통5-4 | 16:10]

칠보 유약 분말의 형상 및 크기 제어 기술: 김용진1, 양동열1, 정재원1, 양상선1, 김기봉1, 곽지나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eywords: 유약 분말, 구형 분말, 구상화, RF 플라즈마, 분급
전통 칠보 공예에 사용되는 유약 분말의 제조 공정은 '원소재 혼합-용해-냉각-분쇄-분급-포장'의 6단계로 구성된다. 볼밀링 공정을
통해 제조된 유약 분말의 형상은 불규칙 다각형이어서 유동성이 좋지 않아 수작업을 통한 칠보 공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 칠보 공예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밀 패터닝 또는 프린팅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칠보 유약 분말의 형상 및
크기 제어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RF 플라즈마 공정을 사용하여 유약 분말의 형상을 불규칙 다각형에서 구형으
로 바꿀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정밀 패터닝 및 프린팅 공정의 적용에 적합하도록 유약 분말 분급 공정도 개발하였다.
이러한 유약 분말 제조 공정의 표준화를 통해 칠보 공예 제품의 산업화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5-5 | 16:25]

메탈 마스크를 이용한 칠보 유약의 패턴 자동화 연구: 강희석1, 강경태1, 신권용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칠보유약, 패터닝, 스크린프린터, 메탈마스크
금속 기판에 칠보 유약을 원하는 형태로 패터닝하는 기술은 전통적으로 장인의 손기술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칠보 기술은 예술성
을 위주로 생산되는 공예품으로서 생산성이 매우 낮아 시장을 확대하거나 상품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칠보 공예품의 기
본적인 품질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칠보공예의 현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즉, 칠보 패터닝 방법은 재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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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현성은 예술적 가치를 크게 손상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칠보 유약을 기판의
특정 위치에 옮겨놓는 기본적인 패터닝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칠보 재료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공정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다양한 칠보 재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성을 위해서는 유약이 형상이나 성질에 따라
표준화된 패터닝 방법을 채용하여야 한다. 현재 유약은 다양한 크기와 성상으로 제공되어 자동화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먼저
유약의 종류에 따라 자동화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가지 패터닝 조건을 고려하여 스크린 프린팅 기법
을 이용한 칠보 유약 패터닝을 제안하였다. 유약 입자의 크기와 패턴 사이즈 등을 고려하여 메탈 마스크를 이용한 패터닝을 수행하
였으며 메탈 마스크의 두께에 따른 패턴 형상의 변화도 관찰하였다. 칠보 유약은 보통 200 μm 전후의 입자크기를 가지는 거친 입
자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린 프린터의 경우 잉크화된 재료의 흐름성 등이 패터닝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칠보 유약의 입자
사이즈를 다르게 하며 실험했을 뿐 아니라 입자를 구상화하여 인쇄하는 실험도 진행하였다. 또한 칠보 유약을 분말 형태 그대로 패
터닝하는 방법과 물과 함께 패터닝하는 방법도 병행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마스크 패턴의 크기와 마스크의 두께, 그리고 유약
입자 크기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구상화된 유약이 분쇄 유약보다 패터닝에 유리하였지만, 물과 함께
사용하였을 때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야 했다. 전체적으로 구상화의 효과 보다는 패턴 크기와 마스크 두께 효과가 크므로 이에 따
라 유약 입자 크기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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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늄S1-1 | 09:30] 초청강연

금속간화합물 γ-TiAl 합금의 실용화 연구: 오명훈1;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Intermetallic Compound, γ-TiAl, Turbocharger, Gas Turbine blade

경량원소인 Ti과 Al이 1:1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금속간화합물 TiAl (통칭으로 γ-TiAl)은 고온재료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 요소
인 고융점, 높은 항복강도 및 고온강도, 우수한 크리프 특성 등의 기계적 성질 뿐만 아니라 다량의 Al을 함유함에 따른 경량화, 비
강도 및 내산화성 향상 등 경량내열재료로서 구비하여야 할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신소재이다. 특히 최근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
는 CO2 배출 총량의 감축을 위한 “Eco Material”로서의 역할이 다시 급부상되면서, 금속간화합물 γ-TiAl은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
되는 제트엔진 재료는 물론 자동차의 터보차저 로터, 피스톤, 밸브 등의 부품용 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
는 발전용 설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응용가치와 실용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어서 미국, 유럽 등 기술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까지 이 재료의 실용화를 위한 치열한 연구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노력의 결과로서
최근 들어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부품 개발에 성공한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
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해외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γ-TiAl의 연구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과 향후 우리나라에서 응용 가능한 분야 등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수행하고자 한다. 

[타이타늄S1-2 | 10:00]

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소재 선정: 송영석1, 전채홍1; 1두산중공업㈜.
Keywords: Gas Turbine, Hot Parts, Ni-based Superalloy, Creep, Fatigue, Material Selection 

발전용 가스터빈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료와 공기의 소모량을 줄여야 하므로, 터빈 입구온도를 상승시켜 왔다. 따라서
가스터빈 고온부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온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가스터빈의 입구온도는 섭
씨 약 1,600도가 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소재의 성능이 직접적으로 효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잡한 가스터빈, 특히
고온부품에 사용하는 소재의 선정은 설계 단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스터빈 고온부품은 높은 온도, 높
은 응력 외에도 다양한 부식 환경에서 운전되어진다는 뿐만 아니라, 제작성, 단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소재 물성에서
단순하게 온도만을 고려하더라도 가스터빈 고온부품에 주로 사용하는 니켈기 초내열합금 (Superalloy)의 내구 온도만으로 터빈 입구
온도를 온전히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재의 개발과 병행하여 어떻게 냉각할 것인가? 어떻게 열을 차단할 것인가? 등이 함께
연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 소재 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고온부품의 내부에 복합한 냉각을 위한 유로를 만들 수 있는 제작방법과 더
불어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열차폐코팅 (TBC, Thermal Barrier Coating)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가스터빈 소재를 선정
하는데 있어서는 소재 자체의 물성도 중요하지만,제작공정이나 표면처리 등 다양한 소재의 특성도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본
자료에서는 가스터빈의 구조, 운전환경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소재의 선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타이타늄S1-3 | 10:15]

Development of TiAl alloys for Gas Turbine Blades: 김성웅1, 김종훈1, 김재권1, 김지영2, 홍재근1, 김승언1; 1재료연구소(KIMS). 2

서울대학교.
Keywords: TiAl, gas turbine blade, hot-forging, beta-phase

Research on developing new TiAl alloys for gas turbine blade applications at KIMS is introduced. TiAl alloys have been gained
interest for automobile and aerospace applications due to their low density, good oxidation resistance and high temperature strength.
However, lack of room temperature ductility and the limitation of operating temperature hindered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TiAl
alloys. In addition, forging process cannot be easily applied due to lack of high-temperature forgeability. At KIMS, we have developed
new TiAl alloys which have excellent forgeability and high temperature properties. The new TiAl alloy contains high beta-phase volume
fraction in the temperature range over 1300oC that can enhance forgeability at high-temperature. The new TiAl alloy exhibit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t room temperature as well as elevated temperature. Some preliminary results on forging process of the new TiAl
alloys an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for gas turbine blade will be introduced. 

[타이타늄S2-1 | 10:40] Invited Lecture
History of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Hot-Forged Type TiAl Alloys and Latest Research Results: Toshimitsu
Tetsui1; 1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 Science.

Keywords: Hot-forging, β phase, structural components, ceramic crucible melting 
Hot-forged type TiAl alloys have attracted attention in recent years and are being studied all over the world. The characteristic of

these alloys is to precipitate a β phase having an excellent deformability at a forging temperature (around 1300 oC) to improve the
forgeability, and its application to large-sized components such as aerospace structural components is promising. The earliest developed
alloy of this category is Ti-42Al-5Mn (at%)(1) which has already been put to practical use on a large scale in specialized products. In this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 심포지엄
Room 323,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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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I will introduce the contents related to the practical use of this alloy within a certain range. However, the hot-forged type TiAl
alloys including this alloy have a problem that the high temperature strength at the time of use is low because the β phase required at the
time of forging finally remains. Therefore, we recently developed a new alloy that solves this problem. In this new alloy, the β phase is
present during forging as in the case of the conventional hot-forged type TiAl alloys, but this disappears by the heat treatment after
forging, and it changes to an almost fully lamellar structu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high temperature strength of the new alloy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hot-forged type TiAl alloys while maintaining the hot-forgeability. 

[타이타늄S2-2 | 11:10]

진공아크용해법을 이용한 가공용 TiAl 잉곳 및 중간재 제조: 임광혁1, 권혁주1, 윤성호1, 이용범1, 구혜연1; 1(주)한스코.
Keywords: TiAl alloy, TiAl ingot, TiAl Hot forging, TiAl billet 

TiAl합금은 경량, 고온강도, 내산화성등 고유한 특성을 이용한 상용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있는 TiAl
합금의 경우 대부분이 주조용 합금으로 진공정밀주조를 통해 부품을 제조하고, 열처리 공정을 통해 미세조직을 조절하여 사용되고
있다. 가공용 합금의 경우 TiAl합금의 상온에서 낮은 연신율으로 인한 열간가공, 가공속도, 가공량등 가공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금개발, 제조공정등을 통해 상온 연신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진공아크용해법을 이용한 가공용 TiAl합금 잉곳 제조공정과 열간 단조를 통해 TiAl 합금 빌렛 제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타이타늄S2-3 | 11:25]

진공정밀주조를 이용한 TiAl 주조 기술 연구: 박종범1, 이초롱2, 강태웅1, 노윤경1; 1(주)동아특수금속. 2천지산업(주).

Keywords: 정밀주조, TiAl, Ti 합금, 세라믹 몰드
최근 자동차 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블레이드, 항공용 터빈블레이드 부품 경량화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소재가 TiAl 합금 소재이다. TiAl 합금은 Superalloy 대비 1/2 가벼우며, 고온성능도 우수하다
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소재는 금속간화합물로 취성이 있어 소성가공이나 주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품으로 응용이 어려운 실
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정밀주조공법 소개와 TiAl 주조 시 세라믹 몰드의 선정, 용탕과의 반응성 및 원심주조 방안 선정 연구와
TiAl 용탕 흐름성 저하로 원심력을 이용한 진공원심주조 공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주조 후 열처리를 통한 특성향상 및 신뢰성 평
가 진행 사항을 소개하려고 한다. 선진국과의 기술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내 TiAl 소성가공 및 주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가
스터빈 블레이드나 항공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제품 주조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타이타늄S2-4 | 11:40]

The Effects of Cyclic Heat Treatment Process for Fine Microstructure of TiAl Cast Alloy: 공만식1, 양현석1; 1고등기술연구원.
Keywords: TiAl cast alloy, cyclic heat treatment, solution, cooling rate, grain refinement 

For expanding the applications and workability of TiAl alloy, elongation is very important property. Fine microstructure is needed for
elonga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TiAl alloy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cyclic heat treatment process for fine microstructure of Ti-
46Al-Nb-W-Cr-Si-C alloy, which was made by VAR(vacuum arc remelting) and VIM(vacuum induction melting) centrifugal casting
process, was investigated. Cycle heat treatment process was very effective for recrystalization of this TiAl system , which has
microstructure size of 50~100 μm through pre-heat treatment, cyclic heat treatment in α+γ phase region and solution heat treatment
respectively. Refined grain size was finally confirmed by photos of optical microscope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타이타늄S3-1 | 13:00] 초청강연

Electron beam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Ti-48Al-2Cr-2Nb 금속간 화합물의 미세조직, 상-고온 기계적 특성 및 특성 개선 방안:

이기안1, 김영균1, 윤성준1, 김성웅2, 홍재근2;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Keywords: Electron beam melting, Ti-48Al-2Cr-2Nb,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Heat-treatment 

Gamma-titanium aluminide (γ-TiAl)는 뛰어난 비강도와 내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온에서 사용되고 있는 Ni계 초합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Ti-48Al-2Cr-2Nb (Ti4822) 합금은 low-pressure turbine blade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γ-TiAl
금속간 화합물은 난 성형 소재로써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구조용 소재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near-net shaping이
가능한 additive manufacturing (AM) 기술이 γ-TiAl 제조에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중 electron beam melting (EBM) 공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BM 공정으로 제조된 Ti4822 합금의 미세조직, 상-고온 기계적 특성을 조사하
였다. 먼저 미세조직 분석 결과 EBM-built Ti4822는 near gamma (NG) structure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온 및 고온 압
축 시험 결과 EBM-built Ti4822는 fully lamellar (FL) structure를 가지는 상용 Ti4822보다 모든 온도 범위에서 낮은 기계적 특
성을 보였다. 또한 고온 크립 특성 역시 동일 응력 범위에서 최대 10 배 가량 빠른 steady-state creep rate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EBM-built Ti4822를 실제 구조용 소재로 적용하기 위하여 상-고온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이와 동시에 TiAl에서 문제
가 되는 연성을 유지하고자 2 단계 열처리를 통해 미세조직을 제어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fine lamellar structure와 island
equiaxed gamma grains로 구성된 duplex 조직을 제어하였고 상-고온 압축 특성 및 고온 크립 특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상기 결과들을 기반으로 열등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 EBM-built Ti4822 합금의 특성을 개선하고, 고온 구조용 소재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Fundamental Research Program of the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Grant No. PNK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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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늄S3-2 | 13:30]

적층조형 TNM-B1 합금의 후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김승언1, P. L. Narayana1, N. S. Reddy2, 김성웅1, 홍재근1;
1재료연구소. 2경상대학교.
Keywords: TiAl alloy, Additive manufacturing, Post heat treatment,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TiAl alloys have been used in aircraft and automotive engine components such as low pressure turbine blades and turbocharger
wheels owing to their low density, high specific strength, excellent creep resistance and good oxidation resistance. However, poor room
temperature ductility, low thermal conductivity and strong chemical reactivity still cause the limited formability and machinability of
TiAl alloys.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have been recently utilized to fabricate TiAl alloy
components such as low pressure turbine blades and so on. In the present study, the effect of post heat treatment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lectron beam melted (EBMed) β solidified TiAl alloy (TNM-B1 alloy) have been investigated. Different post
heat treatments including solution and stabilization treatments were conducted to optimize the final microstructure with balance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EBMed alloy. The formation of fine colony size combined with ultrafine alpha2/gamma lamellae by the
post heat treatments resulted in so high tensile strength as 770 MPa at 800oC. 

[타이타늄S3-3 | 13:45]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 Multi-layered Material Composed of Titanium and Stainless Steel Produced

by Direct Energy Deposition: 김정한1, 나나1, 김하늘2, 장혜정2; 1국립한밭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원.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bonding strength: interlocks: functional graded interlayer.  

The joint, formed by the laser metal deposition of V, followed by 17-4PH stainless steel Ti-6Al-4V has been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joint was compared to similar reported Ti-6Al-4V//V//17-4PH stainless steel joint,
processed with alternate joining technique such as welding. A defect-free joint interface with an unprecedented high tensile strength of
574 MPa was achieved after the laser metal deposition process. This ultimate tensile strength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pure V
interlayer and most similar joints, formed by welding. The narrow fusion zone (FZ), negligible HAZ and the presence of the
compositional graded V-Fe with low V concentration in the V//17-4PH FZ, coupled with the smaller grain size influenced the higher
bonding strength achieved by most additive manufactured Ti-6Al-4V/V/stainless steel joint as compared to welding. In comparing the
present joint with similar additive manufactured joint from previous work in which the V interlayer was diffusion bonded to the Ti-6Al-
4V, the presence of the functionally graded Ti-V interlayer exhibited a higher strength which formed strong bonds and interlocks with
the 17-4PH stainless steel and contributed to the very high tensile strength. 

[타이타늄S4-1 | 14:10] 초청강연

Systematic Investigation of the Deformation Mechanisms of a γ-TiAl Single Crystal: 유승화1, 이태구1; 1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Keywords: Atomistic simulations: superdislocation: generalized stacking fault 

We propose a theoretical framework to predict the deformation mechanism of the γ-TiAl single crystal without lattice defects by
combining the generalized stacking fault energy and the Schmid factor. Our theory is validated against an excellent testbed, the single
crystal nanowire, by correctly predicting four major deformation mechanisms, namely, ordinary slip, super slip, twinning, and mixed
slip/fracture observed during the tensile and compressive tests along 10 different orientations using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Interestingly, although lattice defect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theoretical predictions match well with existing experiments on bulk
specimen with only a few exceptions: the excep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size-dependent deformation mechanism in the presence
of preexisting dislocation sources. We also discuss about the role of third element to the deformation behavior based on the generalized
stacking fault surface obtained from first principle calculations. We expect that the method in this paper can be generalized to study
various ductile intermetallic crystals where conventional Schmid law does not hold well. 

[타이타늄S4-2 | 14:40]

나노역학 실험법을 활용한 γ-TiAl의 소성 변형 거동 변화 연구: 장동찬1, 도현수1, 김지영1, 김성웅2; 1한국과학기술원. 2재료연구소.

γ-TiAl재료는 우수한 고온 강도,내산화성 및 높은 크리프 저항성과 같은 우수한 고온 물성 때문에 자동차,우주,항공 및 여러 산
업 분야에서 각광받는 구조재료 중 하나이다.다만,높은 소성 변형 저항성에서 기인하는 취성 특성은 γ-TiAl재료의 상용화를 위해
서 극복해야 할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소성 변형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정 결함인 전위의 생성과 움직임이 수월하게 일어
날 수 있게 재료의 물성을 조절해야 하며,이를 위한 주된 수단 중 하나로는 합금 원소를 제어하여 재료의 계면 특성 및 적층 결합
에너지의 변화시키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Al, Nb,및 Cr원소의 함량을 조정하여 적층 결함 에너지를 변화시키고,이에 따른 전위
생성 메커니즘 변화를 나노필라 압축 실험법과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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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1-1 | 09:15]
Big Data for Advanced Materials Desig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Dongwon Shin1; 1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Keywords: Big data, data analytics, materials design, correlation analysis, machine learning 
While the interest in applying modern data analytic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last decade, it is not yet clear how to realize

data-driven materials design to the community. Hence, most of the current efforts are focused on creating data repositories from publicly
available data or populating synthetic data based on high-throughput approaches and linking them with rather simple features. In this
presentation, the speaker will share his viewpoint on constructing robust materials databases known pedigree, populating scientific
features to augment high-quality 'raw' experimental/theoretical data, and interrogating the trained surrogate models. The examples of
predicting mechanical properties and oxidation response of high-temperature alloys, thermochemistry of complex oxides, and melt-pool
microstructure of single-track by the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will be discussed. The proposed workflow is anticipat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predictive models as well as generate/validate materials hypothesis to rapidly reveal underlying
mechanisms to go beyond the system of interest. 

[NH1-2 | 10:00]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진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 정책 현황과 미래 전망: 장웅성1, 박인선1; 1산업통상자원전략기획단.

Keywords: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혁신플랫폼, 제조데이터, 산업지능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소비와 물류산업의 혁명을 거쳐 제조업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의 핵심 기술인 IoT, Big data, AI를 통한 전통 제조업의 지능화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서비스와 결합
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 산업에서도 디지털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저성장
기조,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국가적 이슈인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등은 국내 소재산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장기간의 개발기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
는 인내산업인 소재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ig data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기반 소재혁신전략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을 비롯한 소재 선진국들은 국가적 아젠다로서 데이터를 활용한 소재산업 혁신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가공지원 및 표준화, 빅데이터 센터 구
축, AI 기술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조업에서의 빅데이터, AI 활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
다. 소재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물질정보 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소재 개발 소요 시간과 비용을 감
축시키고, 생산단계에서는 획기적인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의 연계?통합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모델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소재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소재?공정데이터의 축적,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산업지능화 및 플랫폼활용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
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추진 전략과 실행력 확보이다. 본 강연은 산업지능화와 데이터 플
랫폼 관련 정부의 최근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소재분야 플랫폼 추진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NH1-3 | 10:30]

CALPHAD 재료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이병주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CALPHAD, Computational Thermodynamics, Computational Materials and Process Design

CALPHAD (CALculation of Phase Diagram)는 합금계를 구성하는 각 상의 Gibbs free energy를 모델링한 후, 상경계, 형성(또
는 혼합)엔탈피, 활동도 등 Gibbs energy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열역학 특성 정보로부터 Gibbs energy 모델 상수 값을
최적화 기법으로 구해 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 확보된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실용 다원 합금계 상평형 예측에 활용하는 기법이다.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는 대상 합금계의 다양한 열역학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대표적인 Materials Genome이라 할 수 있
으며 data informatics에 기반한 재료 연구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기초 정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형성되기 시
작한 CALPHAD 국제 community에서는 다양한 합금계의열역학 특성을 물리적 의미를 반영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열역학 모델링, 열역학 수식화를 통한 각종 합금계 열역학 DB 구축, 상변태 이론과의 접목을 통한 다양한 상변태 예측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지난 40여년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big data 기반 machine-learning 기법이 소재 연구 분야에 도
입되면서 Materials Genome으로서 CALPHAD 데이터베이스는 더욱 그 가치와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CALPHAD의 개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및 현황을 소개한 후, 상평형 계산 기법을 이용한 합금 공정 설계 예를 보이고, 제일
원리계산, phase field 시뮬레이션 등 타 소재 이론 연구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예측 능력 및 분야 확대 현황을 실제 적용 예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NH1-4 | 11:00]

From CALPHAD Thermodynamic Database to Smart Factory in Steelmaking Process: 정인호1; 1서울대학교.

New-Horizon : 재료 데이터베이스(빅데이터) 구축 현황과 미래 과제
Room 324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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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CALPHAD Thermodynamic database, Steelmaking, Smart Factory 
Recently the materials databases get strong attention from academic and industrial researchers and engineers because the database can

be utilized to design new materials using computational algorithm such as AI or machine learning.  The CALculation of PHAse
Diagram (CALPHAD) type thermodynamic database is one of the most classical but successful databases which has been built since
1970s. In the present stud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rmodynamic database for steel industry will be overviewed and application
of this database to steelmaking process will be presented. In particular, the success story for the steelmaking consortium project led by
authors and sponsored by 11 international steel companies since 2009 will be briefed and the applications of the thermodynamic
databases to smart factory in steelmaking will be introduced.  

[NH1-5 | 11:30]

Deep Learning technologies for Materials Science: 손기선1; 1세종대학교공대.
Keywords: Deep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microstructure analysis, alloy design, metaheuristics algorithm ,reinforcement learning 

We presented several examples exhibiting deep learning-associated materials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ed on the deep
learning enabled us to replace rule- or theory-based traditional materials modeling with data-driven modeling. First of all, we established
a powder XRD pattern recognition model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trained with more than 1,700,000 XRD patterns.
This achievement was appreciated as a world first deep learning approach to crystallography research field. The first CNN model
enabled us to pinpoint the symmetry of a XRD pattern of concern, e.g, crystal system, extinction group, and space group. The second
CNN model enabled us to take care of a more practical task that is more frequently faced with material scientist and engineers. That is to
identify an unknown mixture sample by giving us precise information of constituents and their rough measure of relative portions.
These two CNN models outperformed any sort of currently available phase identification tools based on the rule-based computation. We
revealed that a simple, crude material such as a large area CNT+PDMS composite sheet can be converted into a smart tactile sensor by
training it with a deep neural network without any complicated fabrication process. It is commonsense that a large area tactile sensor
enabling instantaneous recognition of touch position and pressure requires a sophisticated sensor array and corresponding logic circuit.
However, we proved that all those complicated high-cost-sensory-devices could be dumped and a simple, crude raw materials can act as
a smart tactile sensor by the assistance of deep learning. We established image processing tools for the microstructure analysis for
various materials based on the fully convoluted network (FCN), and also generated realistic, virtual micrographs using deep
convolutional and cycle consistent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DCGAN, Fix2Fix, and Cycle GAN). Lastly, we employed a
reinforcement learning technique along with deep nets, a variational autoencoder, and a metaheuristics algorithm for the alloy design for
metals. As a result of the above-described cases that AI has been utilized for a variety of materials research areas, AI was proven to be
promising tool for future materials science. 

[NH2-1 | 13:00]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 생태계 구축 방안: 이상환1, 최명석1; 1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Keywords: 연구데이터, 4세대 연구패러다임, 오픈 데이터, 연구데이터 생태계
ICT 기술의 발전과 관측 및 측정 장비의 발달로 인해 다양하고 막대한 연구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구 패러다임도
이러한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과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4차 산업혁
명을 맞이하여 데이터의 중요성을 그 어는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예산을 통해 생산된 논문, 특허, 데이터,
S/W 등 연구 성과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 공유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를 개정하여 연구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이에, 연
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대한 국내외 정책과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 또는 기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생태계 구축
방안 알아본다. 최근, 정부에서는 연구데이터 정의, DMP 제출의무 사항 등을 반영한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019년 9월 1일 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바뀐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과학 연구의 영향력, 재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NH2-2 | 13:30]

Introduction to KIST R＆D Informatics (KIRI) System: 이광렬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계산과학센터.
Keywords: R&D Data, KIRI Platform, KIRI Note, KIST R&D Informatics System, Data Driven Materials Research 

R＆D data that is considered as the invaluable assest of research institute would become a key competency fa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Recent advancement of data driven research based on the machine learning technology reveals the potential and importance of

the R＆D data management. Since 2017, we have developed the R＆D informatic system in KIST named KIRI System to collect,
manage and utilize the R＆D data. KIRI System is composed of two platforms, KIRI Note and KIRI Platform. Basic concept of the
KIRI Note is to convert the routine R＆D activity of researcher to the R＆D data. We also developed the technology to extract the R＆D
data from both KIRI Note and existing publications. KIRI Platform provides various services to manage and utilize the R＆D data for
data driven research. At present we developed the proof of concept system in the field of chemical and electrical catalysis. In the talk, I

will introduce the KIRI system and discuss the present challenge and issues associated with the R＆D informatic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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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2-3 | 14:00]
Data-Driven Thermoelectric Materials Research Platform: Hyunju Chang1, Yea-Lee Lee1, Seunghun Jang1, Jino Im1, Hyun
Woo Kim1, Jungho Shin1; 1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eywords: materials data, thermoelectric material, machine learning, database, research platform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US MGI (Materials Genome Initiatives) in 2011, many open-access databases of materials properties

have been available.  Most of the open-access databases are first principles calculation based property databases, and a lot of researches
on applying machine learning to these calculation data have been published recently. In this presentation, we introduce the
thermoelectric material research platform which is collecting and utilizing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data in “one” platform. We
are constructing “TEXplorer”, a web-based thermoelectric material research platform for collecting data of whole research process
performed for specific thermoelectric material development. We collected experimental data* on synthesis conditions and characterizing
evaluations during the development of doped SnSe-based thermoelectric materials, and also collected electronic structure calculation
data based on the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We also apply machine learning to the data collected on this platform to conduct property
prediction studies related to thermoelectric properties. This presentation provides an example of the construction of a data-driven
research platform to collect and utilize the data actually generated during the material development process, and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is data-driven research platform to other fields.  *The experimental data have been provided by “Energy Materials Lab.”
(Professor In Chung’s group) in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NH2-4 | 14:30]

상용 소재 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대의 이슈: 박종관1; 1(주)태성에스엔이.

Keywords: 소재물성, 데이터관리시스템, 적층제조,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미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에서 신소재 개발 및 물성평가 분야에서도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기술의 등장과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으로 시장에서는 소재 및 제품개발 기간의 단축과 비용절감
을 요구하고 있다. 장시간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확률도 높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구사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쏟
아지는 방대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표시되는 소재의 기본 데이터 위주로 단순 활용하는 시대였다면, 미래는 재료의 탄생부
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전주기 데이터를 거의 100% 활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소재의 구성물질, 미세구조, 공정 데이터, 시험 및
해석 데이터, 사용 중 성능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은 빅데이터와 인
공지능 시대의 필수 플랫폼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큰 흐름속에서, 본 발표에서는 그동안 상용 소재물성 데이터 관
리시스템(Materials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을 국내에 소개하고 구축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용 소재물성 데이터베이스
개발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용 소재물성 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또한 인공지
능 및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소재물성 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국내.외 구축 현황 및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NH3-1 | 15:15]

발전소재의 재료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정과 활용사례: 유석현1, 공병욱1, 최윤일1, 이연수1; 1두산중공업㈜.

Keywords: 발전소재,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신뢰성 
산업의 쌀이 철강에서 데이터로 바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재료 데이터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재료 데이터베이스
는 발전 플랜트의 연구, 설계, 제조, 시공, 서비스 및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전체 가치사슬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자산으로 자리매김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발전 소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지
만, 재료 데이터베이스 강대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분야이다. 본 발표에서는 발전용 (신)소재의 재료 물
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 재료데이터 베이스의 글로벌 운영 및 활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신소재의 상용화 여정에서
필요한 재료 데이터 구축 기준과 사례를 먼저 제시한다. 제시된 내용은 구조설계와 성능설계에 필요한 재료 데이터, 공정 최적화 및
품질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20~60년에 이르는 전체 가동 기간 동안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재료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발전 소
재에서 기준이 되는 재료 물성 값은 권위있는 조직의 검증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료 데이터 확보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공공의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례도 제시한다. 또한
전 세계 어느 장소에서나 연구, 설계, 제조, 시공, 서비스 및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혹은 팀) 간의 재료 데이터에 대한 빠른 액세
스 및 교환이 가능한 인터넷 웹 기반의 재료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에 대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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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5-1 | 09:00] Invited Lecture
Recent Activities of High Temperature Process Metallurgy at Kyushu University: Noritaka Saito1; 1Kyushu University.

In the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Kyushu University, two groups are involved in the process metallurgy at
high temperature. One is high temperature melts group that expertises the evaluation of thermo-physical properties, as viscosity, surface
tension, density, wettability, etc., of molten substances. In actual processes of steelmaking, most of molten oxides, fluxes, and slags are
employed not in uniform liquid, but in so-called multi-phase state that contains gas (cf. CO gas), solid (cf. undissolved CaO, and partly
crystallized slag), and/or other liquid phases (cf. hot-metal). The presence of microscopic secondary phases in molten slag matrix will
affect macroscopic thermo-physical properties as non-Newtonian characteristics of viscoelastic flow, suppression of radiative heat
transfer, and so on. Recently in the group, a novel technique for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secondary phases dispersed in molten
slag matrix was introduced, which utilizes the huge difference in relative permittivities of molten slags against solid and gas phases. The
details will be presented at the symposium. The other is reaction engineering group that specializes in the blast furnace ironmaking
process form sintering to reaction in the furnace. Some of recent results will be shared.  

[고부가5-2 | 09:30] Invited Lecture
Dislocation Glides as Thermally Activated Processes in Severely Deformed Ti-added Ultralow-Carbon Steels: Masaki
Tanaka1; 1Kyushu University.

Materials subjected to 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 show outstanding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high strength and toughness,
in contrast to coarse-grained materials. In pure body-centred cubic (bcc) metals, the dominant activation process of dislocation gliding
varies with the test temperature. At low temperatures, the main obstacles for dislocation gliding are the short-range barriers such as the
Peierls potential. The effects of SPD on the activation process in bcc metals at low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ose
in coarse-grained bcc metals, because the dominant stress component for dislocation gliding is not only the Peierls (or double-kink
nucleation) stress but also the athermal stress necessary for overcoming the long-range stress caused by the high-density dislocations
introduced by the SPD process.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the effects of SPD on the activation process in Ti-added ultralow-carbon
steels at low temperatures were investigated by analysing the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effective stress and the activation energy
in order to discuss the effects on the thermal activation of the dislocations introduced by the SPD process. 

제3회 고부가 금속소재 연구 및 교육 심포지엄III
Room 325C,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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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에너지1-1 | 13:00]

금속산화물 나노 입자 코팅을 통한 소듐이온전지용 O3-type 층상계 양극 소재 표면 안정성 향상 연구: 황장연1; 1전남대학교 공대 신소재공학부.

Keywords: 소듐이온전지, 양극 소재, 나노 입자, 금속 산화물, 계면 반응 
최근 소듐 이온 이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대형 에너지저장장치용 저가 이차 전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세대 ESS 용 대용량 이차 전지로써 지각내 풍부한 자원량을 가진 소듐을 활용한 큰 소
듐이온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O3-type의 층상계 양극 소재는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전지용 양극 소재인 LiCoO2와 동일한 결정구
조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방식으로 구조 내 소듐 이온이 가역적으로 탈/삽입 가능한 소재로 알려져 있다. 이는 리튬 이온 전지용
층상계 양극소재에서 리튬을 소듐으로 치환하게 되면 소듐이온전지용 양극 소재로 활용가능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리튬 대비 낮은
환원 전위를 갖는 소듐의 특성에 기인한 낮은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극 소재의 용량 증대와 구동 전위를 향상시키
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듐이온전지용 O3-type 층상계 양극 소재는 전해질과 맞닿는 전극 계면이 리튬이온전지용 양극 소재
대비 매우 불안정하여 고전위에서의 특성이 매우 불안정해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3-type
층상계 양극 소재의 계면 안정성 향상을 통한 고 전위 특성 및 장수명 특성 개선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는 O3-type 층
상계 양극 소재 계면을 금속산화물 나노 입자로 균일하게 코팅하였다. 충/방전 과정 중 발생하는 HF와 소재표면간의 열화 반응이
억제됨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많은 충/방전 후에도 소재의 구조가 안정하게 유지되었다. 본 연구법을 통해 향상된 O3-type 양극 소
재의 전기화학 특성과 그 이면에 가려져있는 메커니즘 분석에 관련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자 한다. 

[나노에너지1-2 | 13:30]
High-capacity Lithium-ion-storage Material Development for Lithium Ion Secondary Batteries: Hyung Cheoul Shim1, Jihun
Oh2, Seungmin Hyun1, Jae-Pyoung Ahn3; 1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KIMM). 2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3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Keywords: Lithium ion batteries, Lithium rich layered oxide cathodes, Group-IV elements based anodes, Nanostructures
Along with the explosive growth of the electric vehicle market, increasing energy demand ha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high

capacity energy storage materials. This presentation briefly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high capacity energy storage materials for
lithium ion secondary batterie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alk the lithium-rich layered oxide which is a high capacity cathode material.
Lithium-rich layered oxide is a layered structure containing lithium ion in the transition metal layer can express more than half the
capacity of the conventional lithium stoichiometric material. The reason for such high capacity expression is possible due to the
participation in the redox reaction of oxygen in the material. However, the large irreversible capacity loss of initial cycle and voltage
drop with cycling is a significant obstacle to commercialization. In this study, we use electron energy loss spectroscopy (EELS) and X-
ray absorption spectroscopy (XAS) to reveal the origin of irreversible capacity loss during the first cycle in the lithium rich layered
oxide. An unusual reduction phenomenon of manganese (Mn) was found, which may be one of the causes of initial capacity loss. In
addition, various coating treatments on the material surface effectively controlled the voltage drop due to phase transformation from the
layered structure to spinel. Next, I would like to announce a high capacity anode material of group VI elements, which are emerging as
representative high-capacity materials such as silicon (Si) and tin (Sn), are attracting attention with a specific amount of 3-10 times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graphite electrode. However, low reliability is a problem due to various deterioration phenomena due to
volume expansion problems when alloying with lithium. In this study, we fabricated porous nanostructures at high pressures based on
the finite diffusion limited aggregation (DLA) phenomenon or by using carbon nanotubes (CNTs), which are existing one-dimensional
nanostructures, as a template. The nanostructure was formed with a core / shell structure to improve the lifespan of materials while
maintaining high capacity of Sn or Si. The nanostructure fabrication method based on various experimental results suggests that it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useful strategies to improve the lifetime reliability and output characteristics of high-capacity group IV
anode materials. 

[나노에너지1-3 | 14:00]

뒤틀린 나노카본을 이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연구: 강석주1; 1울산과학기술원.
Keywords: Contorted hexabenzocoronene, Li-ion battery, organic anod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organic semiconduct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carbon-based anode materials in Li-ion battery (LIB) systems is of considerable interest in terms of
next-generation LIB host electrodes, because the unique reversible intercalation–de-intercalation process of such materials ultimately
facilitates increases in LIB performance and longevity. This study explored the potential of a new class of carbon-based contorted
hexabenzocoronene (c-HBC) as an anode material for high-performance LIB systems. The exploitation of the polymorphic crystalline
nature of c-HBC resulted in successful development of a LIB anode based on a newly found crystal phase of trigonal R by solvent and
subsequent thermal annealing. Our in-depth analysis based on cross-sectiona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grazing incidence X-

나노에너지소재 심포지엄
Room 325C,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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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diffraction, and computational investigation revealed further advantages of using contorted molecules in LIB systems. For instance,
the resulting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using half-cell architecture clearly reflected single-stage Li inser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the large interspacing and short diffusion length of c-HBC molecule during the discharging process. In addition, the battery
exhibited excellent rate capability and cycle endurance, highlighting the suitability of c-HBC as an anode material for high-performance
LIBs.  

[나노에너지2-1 | 14:45]
Spectroscopic Analysis for Understnading of Energy Storgae Mechanism in Dimethylphenazine: Chunjoong Kim1, Vitalii
Ri1, Hongkwan Yoon1, Dojin Kim1, Joonhee Moon2, Cheolho Jeon2;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eywords: Li-Ion Batteries, Dimetylphenazine, Operando Raman, ex-situ XPS
Li-ion batteries (LiBs) are of the huge demand to power the various types of electric devices. Based on the high energy storage

capabilities of LiBs, the use of LiBs is expected to be expanded to the power sources of large-sized devices such as electric vehicles.
The typical cathodes for LiBs have been transition metal oxides that can allow reversible Li-ion (de)intercalation in their structure by
redox reaction of cations. However, nearly full usage of energy storage capability from the inorganic cathode leads to the several issues
including limited specific capacity, stability of the structures, safety, etc.we introduce combinatorial studies using ex-situ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d operando Raman microscopy in order to study the energy storage mechanism of the 5-,10-
dimethylphenazine (DMPZ) organic cathode materials. Phase transition of DMPZ and concomitant change in the electrode structure
during battery operation could be revealed through real time observation. Reversible transition between solid and liquid phases could
lead the excellent energy storage capabilities of DMPZ. 

[나노에너지2-2 | 15:15]
In Situ Nanostructure Formation of 2D Metal-Sulfide/r-GO Material to Enhance the Capacity and Stability as Next-

Generation Lithium-Ion Battery Cathode: 엄광섭1, 장의진1, 이하은1; 1광주과학기술원.
Keywords: Li-ion batteries: Li-sulfur batteries: metal sulfide electrode: in situ nanostructure formation: electrochemical treatment:  

Although lithium–sulfur (Li–S) batteries have 5–10 times higher theoretical capacity (1675 mAh g–1) than present commercial
lithium-ion batteries, Li–S batteries show a rapid and continuous capacity fading due to the polysulfide dissolution in common
electrolytes. Here, we propose the use of a sulfur-based cathode material, the MSx and/or MSxSey(M= Mo, W, Co, etc) and reduced
graphene oxide (r-GO) composite, which can be substituted for the pure sulfur-based cathodes. In order to enhance kinetics and stability
of the electrodes, we intentionally pulverize the microsized 2D metal surfide sheets into nanosheets, and form an ultrathin nano-SEI on
the surface using in situ electrochemical methods. Then, the pulverized nanosheets are securely anchored by the oxygen functional
group of r-GO. As a result, the electrochemically treated metal-sulfide/r-GO electrode shows superior performance that surpasses pure
sulfur-based electrodes. 

[나노에너지2-3 | 15:45]

In situ electrochemically synthesized Pt-MoO3-x nanostructure catalysts for efficient hydrogen evolution reaction: 김형
주1; 1한국화학연구원.
Keywords: Mo based catalysts, Electrochemical synthesis, Hydrogen evolution reaction, Nanoflakes, Pt-MoO3 interfacial sites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show an in situ electrochemical process to synthesize Pt-MoO3-x nanoflakes (NFs) overgrown on
commercial bulk MoS2 by employing a facile and simple electrochemical method without using any expensive precious metal salts. The
overgrowth of Pt-MoO3-x NFs on the bulk MoS2 surface is conducted by applying electrical energy to the bulk MoS2 and using Pt
counter electrode dissolution in an acidic solution. In spite of their 10 times lower Pt loadings compared to commercial Pt black (Alfa
Aesar), the synthesized Pt-MoO3-x NFs demonstrate excellent catalytic performance with a Pt mass activity of 2.83 A/mgPt at the
overpotential of 100 mV for electrochemical HER, an approximately 4 times higher value than the value of 0.76 A/mgPt at the
overpotential of 100 mV for commercial Pt black. We hypothesize that the outstanding HER characteristics of Pt-MoO3-x NFs are
related to the existence and increase of Pt-MoO3 interfacial sites and oxygen vacancy sites such as Mo5+ in the Pt-MoO3-x NF structures.
In addition, our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s demonstrate that Pt and O sites at Pt and MoO3 interfaces and O sites at
defective MoO3-x in the Pt-MoO3-x NFs contribute to accelerate the HER. 

[나노에너지2-4 | 16:15]
Physical Synthesized Plasmonic Nanoparticles and Their Applications: Jung-Sub Wi1, Jeong Hwan Kim2; 1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2Hanbat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plasmon, nanoparticle, lithography, deposition
Well-designed homogeneous plasmonic nanoparticles are imperative to localize light and to use it for scientific interest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that sense, physical synthesis of nanoparticles by top-down routes, in which materials are vacuum deposited in a
patterned polymer template, is a precise and reliable method to control material composition, multilayer structure, particle siz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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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In this presentation, the author demonstrates that sizes and shapes of plasmonic nanoparticles are simply controlled by
nanoimprint lithography and oblique-angle-deposition: two dimensional gold nanodisks or three dimensional Petri-dish-shaped gold
nanoparticles can be synthesized by adjustment of the deposition angles. As well as the external shapes, internal sub-structures of
plasmonic nanoparticles can be engineered: nanodisk-nanodish hybrid nanoparticles or multilayered nanodisks are synthesized by
utilizing sequential-deposition technique. Since it is possible to yield artificially designed plasmonic nanoparticles with their unique
light absorption/scattering properties, the proposed method is expected to be useful to prepare various plasmonic nanostructures for
energy harvesting as well as bio-medical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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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1-1 | 09:00]
Effect of Cu Substitution on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in CuxAg1-xBiSe2: Hanhwi Jang1, Yeon Sik Jung1, Min-Wook
Oh2;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Hanbat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Thermoelectric, AgBiSe2, Band convergence, X-ray diffraction, crystal structure 
Thermoelectric energy conversion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due to its capability to directly convert heat into useful electrical

energy. However, its low conversion efficiency has been considered as a main obstacle to commercialize the thermoelectric generator to
renewable energy source. While a number of high-performance thermoelectric materials have been discovered, most of them contains
highly toxic, carcinogenic, and expensive elements such as Te, Pb, Tl, etc.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environmentally-
friendly thermoelectric material. Recently, silver bismuth diselenide (AgBiSe2) has receiving a growing interest as a green
thermoelectric material without toxic element. Its intrinsically low thermal conductivity makes it suitable to be used as a thermoelectric
material. Moreover, from the band structure calcu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valence band maximum from various valleys converge
when Cu substitutes the Ag site, which preserves electrical conductivity while increasing Seebeck coefficient. In this work, therefore,
we studied the effect of Cu doping by means of spectroscopy, electron microscopy, and thermoelectric property measurement. Also,
lattice deformation to widen the angle of its trigonal structure is confirmed by X-ray diffraction experiment.

[열전1-2 | 09:15]
Thermoelectric Transport Properties of 2D Layered NbSe2 Nanosheets: Hongjae Moon1, Jeongmin Kim2, Seokkyoon Hong2,
Wooyoung Lee2; 1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2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Yonsei Univ.

Keywords: NbSe2, Nanosheet, Thermoelectric, Seebeck coefficient 
NbSe2 compound belongs to the family of layered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s). The main interest in NbSe2 nanosheets

is focused on their charge density wave and superconducting properties which emerge simultaneously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thereby creating various anomalous properties. In this work, we report thickness dependence thermoelectric transport properties of
NbSe2 nanosheets grown by solid state reaction. The 2D layered NbSe2 were obtained by mechanical exfoliation on doped Si substrates
with 300 nm of thermally oxidized layer (SiO2) for device fabrication.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electrical conductivity and
Seebeck coefficient were measured with back-gate modulation. 

[열전1-3 | 09:30]

굽힘 및 열 반복 하중에 의한 유연 열전소자 신뢰성평가: 신승익1, 한승우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한국기계연구원.
Keywords: Flexible Thermoelectric Module, Reliability test, Bending stress, Thermal stress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열전소자도 기존의 딱딱한 형태의 벌크형 소자와는 달리 유연성이 있는 유연
열전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연 열전소자는 인체와 같은 굴곡진 형태에 부착하여 필요에 따라 냉각 또는 보온
을 도와주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사람의 체열을 이용한 체열 발전을 통해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
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으로 인해 유연 열전소자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지는
않았다. 이는 유연 열전소자가 ZT(열전성능지수) 나 효율 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유연 열전소자에 대한 신뢰성 정보의 부재로 인한
이유 또한 크다. 현재 열전소자 관련 연구들을 열전소자의 ZT나 효율과 같은 것을 증가시키기 위한 성능면으로만 너무 편향되어 있
다. 현재 열전소자의 ZT와 효율 관련 연구는 정체기이기 때문에 상용화를 통한 열전 관련 산업에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용
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열전소자의 신뢰성 연구를 통한 열전소자 신뢰성 정보 개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연 열전소자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뢰성 평가 시스템들을 구축했고 이것들을 활용하여 열피로와 굽힘 피로로 인한 유연
열전소자의 신뢰성평가를 수행했다. 신뢰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실제 어떠한 외부자극을 받는
지 조사하고 외부 자극에 따른 고장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유연 열전소자는 주로 굴곡된 형상에 부착한 상태에서 열피로에 노출
되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굽힘 및 열 하중을 주 스트레스로 정의하여 신뢰성 평가를 했다. 또한 굽힘 및 열하중으로 인한 파괴
메커니즘을 각각 정의했다. 굽힘 하중으로 인한 파괴 메커니즘은 유연 열전소자가 굽힘 피로를 받을 때 곡률이 최대가 되는 부분에
전극과 레그의 접합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였고 열 하중으로 인한 파괴 메커니즘은 벌크형 소자와 마찬가지로 유연 열전
소자가 열 피로를 받을 때 전극과 레그의 열팽창 계수 차이로 인해 전극과 레그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주
스트레스를 정의한 뒤 각각 굽힘 피로시험기 와 열피로시험기를 제작하였다. 두 시험기가 유연 열전소자의 가해주는 하중의 종류는
다르지만 유연 열전소자의 저항측정을 통해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우선 굽힘 피로시험기는 크게 동작부, 측정부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동작부는 소자의 곡률을 가해주는 부분으로 소자 한 쪽은 고정하고 반대쪽을 움직여 굽힘 하중을 준다
. 측정부는 곡률과 저항을 측정하는 부위이다. 곡률은 레이져를 통해 측정되고 저항은 LCI meter를 통해 측정된다. 프로그램은 동작
부와 측정부를 통제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컴퓨터 화면에 보여준다. 열피로시험기는 유연 열전소자의 한 쪽 면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

열전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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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다른 한 쪽 면에만 반복적인 열피로를 가했을 때, 소자의 저항변화를 측정하게 만들어 졌다. 이 때 가해지는 열피로는 소자
직접 전류를 흘려준 뒤 전류의 방향을 바꿔 주는 방식으로 가해줬다. 두 개의 피로 시험기를 통해 유연 열전소자의 곡률-수명곡선
과 온도 차-수명곡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굽힘 및 열 응력해석을 실행하여
곡률과 온도차에 대한 응력-수명 곡선을 각각 하나씩 얻을 수 있다. 곡률에 따른 응력-수명 곡선과 온도차에 따른 응력-수명 곡선을
서로 비교해 보면 굽힘 및 열 하중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유연 열전소자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이러한 신뢰성 데이터는 앞으로 있을 유연 열전소자를 이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열전 시스템 개발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열전1-4 | 09:45]
An Experiment-based Rational Design of Heterostructured Thermoelectric Higher Manganese Silicide by Interfacial

Band Engineering : Gwansik Kim1, Jeongmin Kim1, Jong Wook Roh2, Wooyoung Lee1; 1Yonsei University. 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Thermoelectric, Higher Manganese Silicide, Metal silicide, Heterostructure, Energy Filtering Effect
Heterostructured composite capable of controlling the electronic and thermal transport behavior at the interface is effective to enhance

thermoelectric properties. For this, rational materials design that can precisely manipulate the electronic and thermal transport properties
are requir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higher manganese silicide and metal silicide composites on
the band offset to establish the design rule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silicide based materials. Heterostructured composites of
higher manganese silicide and metal silicide were fabricated by ball mill and spark plasma sintering. The significantly improved power
factor (25% increase) was observed due to the interfacial band engineering between the higher manganese silicide and metal silicides.
The increased thermal conductivity of the composites was unavoidable, and a higher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0.57 was obtained
for the 1 vol. % CrSi2 composites. 

[열전1-5 | 10:00]
Correlation with the Composition of the Different Parts of p-type Bi0.5Sb1.5Te3 Sintered Bulks and their Thermoelectric

Characteristics : MAY LIKHA LWIN1, Peyala Dharmaiah1, Suk-min Yoon1, Soon-Jik Hong1; 1Kongju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Sintered bulk, SPS, HT, thermoelectric properties, p-type Bi0.5Sb1.5Te3 
In this work, p-type Bi0.5Sb1.5Te3 bulks which were fabricated the high thickness (30 mm) with wide diameter (25 mm), were prepared

at various temperatures, and studied the reliability of chemical compositions and thermoelectric properties at different positions. In order
to verify the chemical composition at different portions of large thick size, we have utilized SEM-EDS, EPMA, XRF and XPS, and
measured. The results clearly reveal that SPSed samples didn’t show any significant loss of elements and were fully densified.
Therefore, this provides a platform where a different portion of the same Bi0.5Sb1.5Te3 bulk with a certain concentration of chemical
compositions under the considerable sintered condition that has a very slight effect on thermoelectric properties because of the charge
carrier concentr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native defects. Moreover, this paper supports that the selection of the
fabrication and the compaction techniques places a crucial role on the final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the material, as the combining
technique of gas atomized powder and spark plasma sintering can prohibit the evaporation of tellurium and any possible inhomogeneous
stress field or temperature distribution in large-sized graphite die to SPS.

[열전1-6 | 10:15]
Thermoelectric Properties Modulation via Semimetal to Semiconductor Transition in Bi1-xSbx Nanowires: Seokkyoon Hong1,
Hongjae Moon1, Jeongmin Kim1, Wooyoung Lee1; 1Yonsei University.

Keywords: Alloy nanowires, on-film formation of nanowires, Electronic band engineering, Semimetal to semiconductor transition 
Among the various nanomaterials, the Bi1-xSbx nanowires have attracted increasing interest since not only the conventional size effect

but also alloying effect that can modulate the electronic band structure of the system. Although the Bi1-xSbx nanowires have been
theoretically shown to enhance thermoelectric performance, it is challenging to demonstrate their thermoelectric properties due to the
difficulties of fabricating and measuring those nanowires. Here, we confirm the transport mechanism of the Bi1-xSbx nanowires that have
an ability to enhance Seebeck coefficient as a result of Sb alloying. The underlying physics include the electronic band engineering,
resulting in the unique semimetal-to-semiconductor (SM-SC) transition. The Bi1-xSbx nanowires are successfully developed by on-film
formation of nanowires (OFF-ON) method without utilizing any template and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the Bi1-xSbx nanowires are
carefully evaluated with a reliable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b alloying is responsible for the enhancement of Seebeck
coefficient through controlling the electronic band structure. 

[AW-7 | 10:40] 김용진상 수상기념강연

열전소재 에너지변환효율 측정기술 개발 및 응용 – 나노스케일부터 벌크스케일까지: 송재용1; 1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발전한 인류역사의 바탕인 소재가 의미가 있으려면 유용한 물성을 가지고, 양산이 가능해서 유
무형으로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재 물성을 측정하는 기술은 소재 연구개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정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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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 측정을 위해서는 재료공학, 화학, 물리학, 기계공학 등 다학제간 협력 혹은 융합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학제간 협
동연구를 통해 폐기물로 취급되어온 폐열을 유용한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열전소재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측정하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1995년 탄소나노튜브가 보고된 이후 소재의 미래를 혁신할 아이템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나노소재부터 박막,
벌크 소재에 이르는 열전소재의 에너지변환효율을 결정하는 제벡계수, 전기전도도, 열전도도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연
구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해 더 우수한 열전소재를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표자가 전기도금을 이용한 나노
소재 합성연구를 수행하면서 찾아내고 싶었던 무주형 전기도금기반 나노소재 합성기술 개발에 성공한 예를 짧게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열전2-1 | 11:05]

Hf0.25Zr0.25Ti0.5NiSn1-xSbx half-Heusler 소재의 합성 및 열전특성: 주성재1, 임혜진1, 민복기1, 김봉서1, 이지은1, 장정인1; 1한국전기연구원.

Keywords: 하프호이슬러, 열전소재, 합성
half-Heusler 소재는 중온영역(300~700oC)에서 우수한 열전특성과 높은 기계적 강도, 열적안정성을 가지며, Pb, Te 등 독성·희귀원
소를 포함하지 않아 실용화에 매우 유망한 소재이다. 특히 산업폐열, 차량배기폐열, 태양열발전 등 기존의 Bi2Te3 저온발전모듈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온도영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형 half-Heusler 소재인
Hf0.25Zr0.25Ti0.5NiSn1-xSbx을 합성하고 그 열전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원료분말을 정량비대로 혼합한 후 아크용해를 이용하여 용융시
키고, 900oC에서 48시간 동안 어닐링을 진행하였다. Sb 함량은 0 ≤ x ≤ 0.2 범위에서 합성을 진행하였다. 뒤이어 고에너지 볼밀
링 공정을 통하여 분말을 형성한 후 1100oC에서 스파크 플라즈마 소결(SPS)을 실시하였다. 합성된 Hf0.25Zr0.25Ti0.5NiSn1-xSbx 소결체

는 XRD 분석시 half-Heusler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으나, 격자상수가 5.984 Å, 6.036 Å, 6.074 Å인 3개의 서로 다른 상이 존
재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HfNiSn, ZrNiSn과 TiNiSn의 miscibility gap으로 인해 소결체의 미세조직이 균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Sb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Hf0.25Zr0.25Ti0.5NiSn1-xSbx의 전기전도도는 크게 증가하면서 반도체 거동에서 금속의 거동으로 변화하였
으며, 전기전도도 증가에 힘입어 파워팩터의 최대값은 3.46 WK-2m-1 (x=0)에서 4.71  WK-2m-1 (x=0.2)로 증가하였다. Sb 함량이
증가하면서 전하농도의 증가에 따라 열전도도도 증가하였으나 파워팩터의 증가효과가 더 커서 ZTmax는 0.73 @450 oC (x=0)에서
1.0 @ 550 oC (x=0.2)로 상승하였다. 여기에 볼밀링 최적화 등을 통해 nanostructuring 효과를 가미하면 열전특성의 추가적인 상승
이 예상된다. 

[열전2-2 | 11:20]
Semimetal to Semiconductor Transition and Tunable Thermoelectric Power Factor in 2D PtSe2 nanosheets: JEONGMIN
KIM1, Hongjae Moon1, Seokkyoon Hong1, Wooyoung Lee1; 1Yonsei University.

Keywords: Transition metal chalcogenide, PtSe2, Nanosheets, Thermoelectric, Power factor
A Semimetal to semiconductor transition in 2D layered PtSe2 nanosheets was theoretically predicted based on the quantum

confinement effect, which results in the enhancement of the thermopower. However, this transition and change of transport properties
have been observed only on the electrical transport. In this work, we report on our observations of the semimetal to semiconductor
transition and enhancement of thermopower in ultrathin single-crystalline PtSe2 nanosheets. The 2D layered PtSe2 were obtained by
mechanical exfoliation on doped Si substrates with 300 nm of thermally oxidized layer (SiO2) for device fabrication.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electrical conductivity and Seebeck coefficient were measured with back-gate modulation. We observed the on-off state
of conductivity and rapid increase of thermopower over 1 mV/K at room temperature. Tunable thermoelectric power factor was also
demonstrated using the back-gate modulation. 

[열전2-3 | 11:35]

Bi-Te계 열전모듈의 접합강도에 미치는 표면거칠기 및 무전해 Ni-P 확산방지층의 영향: 손인준1, 배성화1, 조상흠2, 박관호2, 김경태3; 1

경북대학교 금속신소재공학과. 2(주)대양 기술연구소. 3재료연구소.

Keywords: Bi-Te, 접합강도, 확산 방지층, Ni-P layer, 열전모듈
본 연구에서는 Bi-Te계 열전모듈의 접합강도에 미치는 표면거칠기 및 무전해 Ni-P 확산방지층의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Bi-

Te계 n-type 및 p-type 분말을 사용하여 SPS법 이용하여 25 mm, 두께 30 mm의 열전소결체를 제조한 후, 방전 와이어 가공을 이
용하여 두께 3 mm의 열전 디스크를 제조하였다. #80, #200, #400의 알루미나 분말을 사용하여 열전 디스크의 표면거칠기를 조절하
였으며, 열전 디스크 상의 무전해 Ni-P 도금은 시판의 도금약품(ENF, 영인플라켐)을 사용하여 약 3 um 형성시켰다. 무전해 Ni-P
도금을 실시하지 않은 Bi-Te계 열전소자의 접합강도는 n-type, p-type 모두 표면거칠기에 의해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
전해 Ni-P 도금을 실시한 열전소자의 접합강도는 표면거칠기가 증가할수록 즉, 접합계면의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경향을 나타
내었다. 또한, 260도에서 200시간 열처리를 실시한 후에도 접합강도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Bi-Te계 열전재료의
표면거칠기 제어 및 무전해 Ni-P도금 실시를 통하여 열전모듈의 접합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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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1-1 | 13:00] Invited Lecture
Assembly and Reliability of Advanced Packaging technologies in High-Temperature SiC Power Modules: Chanyang
Choe1, Donjin Kim1, Chuantong Chen1, Seungjun Noh2, Semin Park2, Katsuaki Suganuma1; 1Osaka University. 2Hyundai Mobis.

Keywords: Ag sinter paste, Al ribbon, Reliability, Power modules, SiC 
Wide-bandgap (WBG) devices, such as silicon carbide (SiC) and gallium nitride (GaN) have been expected to be established as the

next generation power semiconductors, which provide great opportunities to develop power modules with increased power densities,
reduced energy-loss, and higher integration. The application of them will increase power density resulting in operation temperature rise
beyond 200°C. In this case, it will also increase thermal stress in the power module due to coefficients of thermal expansion (CTE)
mismatch in multiple layers, leading to a reliability issue for its high-temperature application. In general, packaging components
including die-attach, wiring, and substrates play an important role of the power circuit and the radiation of heat. Therefore, reliable
packaging technologies under high temperature is one of the essential key factors for establishing high performance WBG power
modules. Here we report the advanced packaging materials and technologies for high-temperature power modules. Additionally,
reliability issues including thermal shock, power cycling will be summarized and novel real-time condition monitoring methods using
acoustic emission will also be introduced. 

[신뢰성1-2 | 13:25]

지역 난방 노후 축열조 건전성 평가 및 고찰: 윤대호1, 채호병1, 송민지1, 하태백2, 김우철2, 이수열1;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지역난방공사.
Keywords: Failure analysis, Heat storage tank, District heating system, Integrity evaluation

지역난방은 대량의 열을 생산하여 대규모 지역에 이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그 중 축열조는 지역난방 배관망의 고온수와 저온수의
온도차에 따른 비중 차를 이용하여 보일러 수를 저장하는 원리이며, 정상운전 중의 잉여열을 저장하였다가 열원 정지시 또는 수요처
에서 정상부하 이상의 열량이 요구될 때 이 저장된 열을 방출함으로써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증대시키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기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약 30년간 사용된 축열조의 건전성을 부식생성물, 보일러 용수 수질, 부품의 열화도를 야금학적, 화학적,
기계적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축열조를 크게 내부 노즐(Internal part nozzle), 천장부(Roof plate), 측면부(Shell plate), 바닥부
(Bottom plate)로 나누어, 노후 축열조 철거시 위치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였다. 채취된 샘플은 Micrometer 및 단면 관찰을 통해 샘
플과 산화막 두께를 측정하였고, 샘플 표면의 부식생성물은 X-ray Diffraction (XRD),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를
활용하였다. 샘플의 표면 형태 및 미세조직 분석을 위하여 Optical Microscope (O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축열조 내부의 경우 수질 환경에 노출되므로, 가능한 부식을 파악하기 위해 보일러 수질을 Ion
Chromatography (IC)와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검사를 진행하여 관리규정과 비교하였다. 

[신뢰성1-3 | 13:40]

지역 난방 배열회수보일러 튜브의 부식특성: 조정민1, 송민지1, 윤대호1, 채호병1, 하태백2, 김우철2, 이수열1; 1충남대학교. 2한국지역난방공사.
Keywords: District heating system,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Corrosion property,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Slow
strain rate test

지역난방이란 친환경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수송 시설인 수송관을 통해 열사용 시설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이다. 지역난방의 열 생산시설 중 하나인 배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RSG)는 가스터빈에서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 에너지 활용 효율이 높은 설비이다. 배열회수보일러의
저압 증기발생기(Low Pressure Evaporator, LP Eva)는 가스와 튜브 내의 보일러 수가 열 교환을 하면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모듈
이다. 열 교환을 통해 형성되는 온도와 유속 환경에 의해 튜브 내부는 유동 가속 부식 환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 인한 두께 감육
및 파단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P Eva의 튜브재와 동일한 조성의 샘플들로 동전위 분극 실험(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을 통해 부식 특성을 비교하였다. 부식 샘플의 표면은 Optical Microscope (O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Slow strain rate test(SSRT) 장비를 활용하여 부식 환경에서 인장 실험을 통해 부식으로 인한 기계
적 특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신뢰성1-4 | 13:55]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은 코팅 구리입자 첨가에 따른 은코팅 구리플레이크 페이스트의 소결접합 특성: 김명인1, 이종현1; 1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Ag-coated Cu, flake-shape particle, sinter-bonding, paste, bonding property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결접합 페이스트(paste)의 필러(filler) 소재인 Ag는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상온에서 산화안정성이 뛰어
난 장점을 보유한다. 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산업적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 가격 절감을 위한 소재 및 공정이 지속적으로 개
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기전도도가 Ag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Cu를 이용한 소결접합 페이스트에 관한 연구가 현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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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Cu는 쉽게 산화되는 특성이 있으며, 산화 시 소결접합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열적 특성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Cu 플레이크에 Ag를 코팅한 코어-쉘(core-shell) 구조를 가지는 은코
팅 구리 분말을 제조하여 그 소결접합 특성을 평가해 보았다. 플레이크형 입자는 구형의 입자보다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첨가량 조건에서도 입자와 입자간의 컨택(contact)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가열 중 Ag shell의 dewetting 현상은 입자간
컨택부의 빠른 소결이 야기시키게 된다. 그러나 플레이크의 불규칙한 적층으로 인하여 충전밀도(packing density)는 구형입자 사용
시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약 350 nm 크기의 은 코팅 구리 분말을 소량 첨가해 줌
으로써 접합부에 불규칙하게 형성되는 보이드(void)들을 효과적으로 메우고자 하였다. 페이스트는 마이크로 크기의 은코팅 구리 플레
이크와 350 nm 크기의 은코팅 구리 입자의 무게 비를 9:1, 8:2, 7:3으로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Ag finish의 dummy Cu 기판과
dummy Cu chip을 사용하여 10 MPa의 외부압력 하에서 본딩 시간 및 온도를 변수로 소결접합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완성된
접합부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SEM 분석과 전단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공정변수에 따른 접합강도와 파단면을
비교, 분석하였다. 

[신뢰성2-1 | 14:20]

CGHAZ 모사 열처리한 해양플랜트용 후판 강의 미세조직과 충격 인성: 이훈1, 이현욱1, 조성규2, 권용재1, 이정구1, 신상용1; 1울산대학
교 첨단소재공학부. 2현대제철 R & D Center.
Keywords: Steels, Microstructure, Impact test, Heat affected zone

해양플랜트용 강재에는 높은 강도와 인성을 함께 가지는 베이나이트 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용접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영향부의 미세조직은 모재에서 변화하여 요구하는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열영향부는 미세조직의 제어가 어
렵고, CGHAZ(Coarse grain heat affected zone)에서 물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열영향부의 물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는 강재의 화학 조성을 변화시켜 미세조직을 제어하는 방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강재의 화학 조성에 따라 달라지
는 미세조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 조성을 달리하여 제조한
후판강을 입열량 8 kJ/cm로 CGHAZ 모사 열처리하고 이들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충격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20oC에서 샤
르피 충격 시험을 하고, 파면을 조사하였다. 이들 결과를 통해 화학 조성별 HAZ 미세조직과 충격인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2016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지원과 2018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
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10063532, 산업기술혁신사업) (No.P0002007, 산업전문인력역
량강화사업) 

[신뢰성2-2 | 14:35]

HSLA강의 열영향부 미세조직과 저온 충격 인성에 미치는 탄소와 니켈의 영향: 엄해원1, 조성규2, 이현욱1, 이훈1, 권용재1, 이정구1, 신
상용1; 1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2현대제철 R&D Center.
Keywords: High strength low alloy, Bainitic steel plates, Chemical compositions, Heat affected zone

HSLA 강은 용접 과정을 거치면서 열영향부가 형성되고, 열영향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저온변태조
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재에 비해 강도는 증가하나 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HSLA 강의 화학조성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열영향부의 미세조직을 제어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탄소는 저온변태조직의 형성을 촉진시키
고, 니켈은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침상형 페라이트의 형성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량의 탄소와 니켈의 첨가는 열영향부
에 경질상의 형성을 촉진시켜 인성을 저하시키도 한다. 즉, 탄소와 니켈의 함량 변화에 따른 열영향부의 미세조직은 침상형 페라이
트의 형성뿐만 아니라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 탄화물 등이 복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 미세조직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계적 특성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와 니켈의 함량을 조절하여 HSLA 강을
제조하고, 이들의 열영향부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저온 샤르피 충격 시험과 비커스 경도 시
험을 실시하였다. 저온에서의 파괴 기구를 조사하기 위해 충격 시편의 파면 및 파단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탄소와 니켈의
함량 변화에 따른 열영향부 미세조직과 저온 충격 인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2016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
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지원과 2018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 (No.10063532, 산업기술혁신사업) (No.P0002007,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신뢰성2-3 | 14:50]

피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화물 열차 차축 부품의 신뢰성 설계 방안 연구: 박준형1, 함종오2; 1(주)케이씨티센터. 2(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eywords: 화물 열차, 볼스터,보증수명평가방법, 신뢰성, 가속수명시험
화물 열차 차륜 방식 중 볼스터(Bolster)와 사이드 프레임을 적용한 차륜 방식은 중량 화;물을 저속으로 운반하는데 적합한 차륜
방식이다. 차륜 대차축 부품인 볼스터는 차륜과 사이드 프레임을 받쳐주는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볼스터 종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를 선정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하중 적용 부위 및 응력집중 부위를 확인
하였으며 해당 볼스터를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러시아 열차의 필드 조사 및 고장모드영향분석을 통해 주 고장 메커니즘이 피로
열화임을 확인하였다. 피로시험을 통한 해당 부품의 신뢰성 수명분포와 수명 모델의 특성 파라미터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뢰
성 기법을 이용하여 가속수명시험을 통한 신뢰성 보증수명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보증수명평가방법으로 국내 개발제품
과 선진제품과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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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2-4 | 15:05]

SRB(Sulfate reducing bacterial)에 의한 STS304 강관의 손상원인 분석: 함종오1, 한신호1, 박기덕1, 조병일1; 1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eywords: STS 304, Pitting, SRB : Sulfate-reducing bacteria, H2S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파이브(STS 304)가 토양과 접하고 있는 바닥 부위에서 국부적으로 2~10 mm 크기의 핀홀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핀홀이 발생한 손상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화학성분, 비파괴검사, 미세조직 및 내.외부 SEM/EDX
분석을 수행하였다. 손상시료의 정량적 화학성분 결과 KS D 35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304의 기준치에 적합하
게 나타났다. 미세조직 분석 결과 오스테나이트 단일상이며 입계주변에 Ditch 조직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면분석 결과 공식은 표면부
위에서 심부로 진행되었으며, 부식생성물의 SEM/EDX분석결과 S와 Cr 검출되었다. 따라서 강관의 손상원인은 토양에 존재하는 황산
염이 황산염-환원 박테리아(SRB : Sulfate-reducing bacteria)에 의해 환원하여 물과 황화수소(H2S)를 형성하여 강관을 공식(Pitting)
에 의해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성2-5 | 15:20]

Failure analysis of Co alloy cladding layers applied to pressure reducing valves: 박기덕1, 조병일1, 박문석1, 함종오1;
1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ilure cause of co alloy cladding layer applied to pressure reducing valves. The failure of
occurred about 2 years after installation. Metallographic analysis, SEM with EDS, hardness test conducted to find out the reasons of the
failure. As a result of the radiographic test, crack was observed only on specific area. As a result of the cross section observation, the
cladding layer was observed at a thickness of about 4 mm and consisted of 2 passes. The cracks penetrated through the cladding layer
and propagated to base metal. Crack propagation in the cladding layer proceeded in one direction, and microcracks were observed in the
periphery of the main crack. There was a delamination on the bond line between the base metal and the cladding layer. One of the crack
on base metal tends to propagate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main crack of the cladding layer, and Other cracks tended to propagate
diagonally at the edges of the bond line where delamination occur. Also, cracks in the base metal were observed to propagate alone with
grain boundaries and grain. It is considered that this product is damaged due to residual tensile stress and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where It is presumed that cracks were generated due to stress concentration at the weak grain boundary. Based on EDS mapping
analysis, there was no Fe mixed zone on delamination area unlike normal a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rack shape, crack
propagation direction and microstructure analysis, it is considered that damaged samples cause unbalanced residual stresses around the
bond line due to poor bonding process, resulting in cracks in the cladding layer and the base material.

[신뢰성3-1 | 15:45]

에어컨용 열교환기 Cu튜브 부식 원인 분석: 박이호1, 이건하1, 양원존1; 1재료연구소(KIMS).

Keywords: 열교환기 튜브, Cu, Pitting Corrosion
본 연구에서는 에어컨용 열교환기 Cu튜브의 부식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용 History가 없는 에어컨에 냉매 충전이
되지 않아 확인 결과, 열교환기 Cu튜브에 부식이 발견되었다. Al이 함유된 단열재에 접촉된 부분의 열교환기 Cu튜브에만 부식이 발
생하여 일부 hole이 발견되었으며 다수의 Pitting Corrosion 형상이 관찰되었다. 에어컨 보관과정에서 결로 현상에 의해 단열재 접촉
부에 생성된 물방울에 응축된 대기 부식가스에 의해 Pitting Corrosion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신뢰성3-2 | 16:00]

파괴인성 평가를 통한 손상원인분석: 이건하1, 양원존1; 1재료연구소.
Keywords: Fatigue crack propagation, Finite element method, Paris’ law

본 연구는 재료 물성인 피로균열전파(Fatigue crack propagation)를 이용한 손상원인분석 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소재의 핵심 물성
중 하나인 피로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COD(Crack Opening Displacement) 법을 이용하여 피로균열전파 시험을 진행하였고 Paris’
law의 재료상수 c, m과 같은 소재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손상품의 원인 분석을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피로균열전
파 시험으로부터 획득한 소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손상품의 파단 부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균열길이에
따른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신뢰성3-3 | 16:15]

3D-DIC 기법 적용을 통한 자동차 부품의 충돌 안전성 평가 측정 신뢰도 향상: 권준범1, 장홍규1, 김지훈1, 양원존1; 1재료연구소(KIMS).
Keywords: High speed crash testing machine, 3D-DIC, Component crash test, Collapse distance, Measurement reliability

운송수단의 고속화, 경량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로 인한 충돌 안전성 확보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 소비자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충돌안
전 법규 및 상품성 평가제도를 통해 차량의 충돌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 상품성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최근에는 경량화와 충돌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 다양한 신소재와 신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차량 충돌 안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부품 단위에서의 충돌 해석과 충격 에너지 흡수능을 평가하는 시험 평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 단위에서의 고속 충돌 시험을 수행 할 때 3D-DIC 기법을 적용하여 충돌 대상품의 collaps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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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평면 형상이 아닌 3차원 형상의 충돌 대상품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형할 때 발생하는 변위를 두 대의
고속카메라와 VIC-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충돌 하중과 동기화 하여 데이터를 획득함으로써 정확한 하중–변위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의 정확한 충돌 에너지 흡수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CAE와 연동한 충돌 안전성 평가의 정
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뢰성3-4 | 16:30]

ROOT CAUSE ANALYSIS on FAILURE in DUPLEX PIPE LINES: 정성욱1, 김대경1, 박종민1, 한기형1; 1대우조선해양.
Keywords: duplex stainless steel, pipe line, failure analysis, burst 

일반적으로 구조용 강은 상온까지 냉각되면서 100% ferrite 상으로 변태하는데, duplex stainless steel (DSS)은 기존 austenitic
stainless steel 대비 Cr은 증가시키고 Ni을 감소시킴으로써 Ferrite와 Austenite가 약 50% 씩 존재하게 하는 dual-phase stainless
steel이다. Austenite의 높은 인성 및 내식성과 Ferrite의 고강도가 조합되어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 소재 특성 (예를 들어, 기존
austenitic stainless steel보다 높은 강도, 동등의 가공성, ferritic stainless steel 대비 높은 chloride stress corrosion resistance)을
가지게 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DSS는 grade 2205 (UNS S32205)로써, 일반적인 화학 조성은 22%Cr-5%Ni-3%Mo-0.15%N
이다. DSS는 고강도와 내식성을 요구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데, 선박 배출 가스의 황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스크러버의 배관 재질
중 하나로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양공사 건조 도중 발생한 duplex 배관 라인 파손에 대한 원인분석 사례이다. 배관 라인이
라 함은 어떤 특정 유체가 내-외부를 흐르며 내-외부와의 단절을 이루는 배관 벽 혹은 각종 배관류 (Fittings)에 온도와 압력이 가
해지는 부재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해양 공사의 상부구조물 (topside)는 오일이나 가스 등 각종 유체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배관 라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배관 라인은 해상 구조물의 상부 구조물 중 하나인 스크러버에 해수를
공급하는 배관 라인의 일부에서 발생한 파손 사례이다. 본 연구를 통해 파손된 duplex 배관 및 배관류 (Fittings) 들에 대하여 치수
변화 검토, 소재 및 접합부 건전성 확인 및 파손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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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1-1 | 09:00]
Effect of Magnetic Ordering on the Spinodal Decomposition of the Fe-Cr System: A GPU-accelerated Phase-field

Study: 장근옥1, 이정환1; 1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Keywords: Fe-Cr, Spinodal decomposition, Phase-field modeli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gnetic ordering on spinodal decomposition behavior in the Fe-Cr system using graphics
processing unit(GPU) parallelization. We modify the CALPHAD-type free energy to remove its critical behavior near the paramagnetic-
ferromagnetic transition. We solve the Cahn-Hilliard equation using a semi-implicit Fourier spectral method, parallelizing the code to
run on a GPU vi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and OpenMP. We find that the GPU parallelization gives better performance than
that of OpenMP when using fast Fourier transforms to solve the Cahn-Hilliard equation. We conduct nine sets of simulations to examine
the effect of magnetic ordering, and we found that it alters the interfacial energy between Cr-rich and Cr-depleted phases, equilibrium
concentrations, and energy barrier for phase transformations. We apply a phasefield method to examine in detail how these changes
affect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quantitatively evaluating the microstructures obtained in terms of the precipitate number density,
average phase area, and phase boundary density along certain auxiliary lines to analyze the effects of magnetic ordering.

[전산1-2 | 09:15]

Phase-field Study : The Transformation of Lath Martensite In Steel: 조민규1, 차필령1; 1국민대학교.
Keywords: Martensite, Phase field, Habit plane, Elastic, Transformation 

마르텐사이트 상변태 과정에서 확산 없이 격자구조의 변화는 eigenstrain에 의한 집단변형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메커니즘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은 Bain strain에 의한 FCC로부터 Bain 방위관계를 갖는 BCC의 상변태이다. 그러나 어떠한
합금강에서도 Bain 방위관계를 가지는 마르텐사이트는 관찰되지 않으며, 조성에 따라 Kudjumov-Sachs(KS) Nishiyama-
Wasermann(NW) 또는 Greninger-Troiano(GT) 방위관계로 관찰된다. 이후 Nishiyama가 제안한 KSN모델로 알려진 변형은 모상의
FCC가 KS 또는 NW 방위관계의 BCC 상변태 과정이다. 이 메커니즘은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방위관계와 직접적으로 일치하기 때문
에 Bain 메커니즘보다 합리적이지만 원자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마르텐사이트 상변태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icro elastic을 기반으로 한 phase-field 기법을 이용하여 레스 마르텐사이트 형성 과정을 Bain, KS, NW 메커니즘
에 따라 탄성 에너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결과로 KS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경우 Morito가 관찰된 KS ORs에 따른 고유의
{557} Habit plane을 가지는 것이 탄성 에너지를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1-3 | 09:30]
Diverse Growth Morphology of Directionally-solidified Microstructure with Different Preferred Growth Directions: Geunwoo
Kim1, Shinji Sakane2, Tomohiro Takaki2, Yasushi Shibuta3, Munekazu Ohno1; 1Hokkaido University. 2Kyoto Institute of Technology. 3The

University of Tokyo.

Keywords: Phase-field simulation, Dendrite, Directional solidification, Preferred growth direction, GPU computing 
The preferred growth direction of crystal in solidification of metallic materials is mainly determined by anisotropy of solid-liquid

interface energy, g(n), where n represent the unit normal vector to the solid-liquid interface. The anisotropy of g(n) is described by
anisotropy parameters e1 and e2 that characterize and growth, respectively. Effect of e1 has been considered in most of phase-field studies
for dendritic growth in metallic materials of cubic crystals such as fcc and bcc, since the preferred growth orientation in cubic crystals
has been supposed to be . However, it was reported that the preferred growth direction of Al-Zn alloy, which has fcc structure, changes
from to with an increase in Zn concentration [1]. This phenomenon implies that anisotropy parameters depend on not only crystal
structure but also solute concentration. The morphological change of dendritic structures with transition in the growth direction was
investigated in detail by phase-field simulations [2,3] and several important findings were reported in the early work. A further
investigation should be aimed at investigating effects of solidification conditions and type of alloy systems on the morphological change
of directionally-solidified microstructu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ducted quantitative phase-field simulations to clarify the
morphological diversity of directionally-solidified microstructure for different sets of e1 and e2 systematically. To carry out those
extensive survey, we accelerated simulations by using nonlinear preconditioning [4] of phase-field model and performing simulations on
graphics processing unit (GPU). Also, effects of several factors such as pulling speed and temperature gradient in different alloy systems
were investigated. 
References [1] T. Haxhimali, A. Karma, F. Gonzales and M. Rappaz, Nat. Mater., 5 (2006), 660. [2] J.A. Dantzig, P.D. Napoli, J. Friedli
and M. Rappaz, Metall. Mater. Trans. A, 44 (2013), 5532.  [3] G. Kim, T. Takaki, Y. Shibuta, S. Sakane, K. Matsuura, M. Ohno,
Comput. Mater. Sci., 162 (2019), 76.  [4] K. Glasner, J. Comput. Phys., 174 (2001),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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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1-4 | 09:45]
A Numerical Investigation on Effective Properties Depending on Pore Structure for Optimal Property: Dongmyung Jung1,
Yongwoo Kwon1; 1Hongik University.

Keywords: porous material, effective property, finite element simulation, morphology, topology
Effective properties of a porous material consisting of solid and pore phases can be changed between upper and lower bounds by

porosity in the pore structure. Because of the trade-off relationship, engineering the porous structure with high elastic modulus and low
thermal conductivity at the same time is difficult. In this work, we focused on the optimal structure for optimal property. Relations
between effective properties and structural parameters are analyzed for some pore structures with porosity of 50% using finite element
simulation. The structural parameters are local curvatures of interfaces (morphology) and Euler characteristics (topology). Then, rules
between effective property and structure will be deduced and applied to design an optimal structure.  

[전산1-5 | 10:00]
A Phase Field Model to Study the Formation of Conducting Filament in Memresistive Systems: ARIJIT ROY1, Pil-
Ryung Cha1; 1Kookmin University.

Keywords: Phase field modeling: memristor: conducting filaments: ReRAM.
Optimizations of the device performance of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ies (ReRAM) are challenging because of the illusive

nature of the conducting filament formation – inside the memristor layer sandwiched between metal electrodes – during the application
of electric field. Growth of conducting filament is affected by the various physiochemical parameters, such as the diffusivity of the
migrating charged species and the choice of biasing voltages. We describe a phase field model to study the formation of conducting
filaments inside the memresistive layer composed of charged species, due to the application of electric field. We consider two cases, in
first, the charged species are supplied from the active electrode and in second, the charged species are generated due to the application of
electric field. We could model the growth of conducting filaments in such systems successfully and our results show good qualitative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observations. We believe our phase field model can be used to study the rate limiting processes which
influence the filament formation and can be useful in optimizing the device performance of ReRAM. 

[전산1-6 | 10:15]
ThermoCalc API integration in to Phase Field Simulation: NAVEEN KUMAR1, Pil-Ryung Cha1; 1Kookmin university.

Keywords: Phase field, Thermocalc, TC-API
Thermodynamic data plays a major role in phase field simulations. In the field of computational thermodynamics and kinetics,

researchers are using Thermocalc software to obtain thermodynamic data and fit in the phase field simulations. However, this involves
the following two step process to calculate microstructures, (a) Obtain thermodynamic data from Thermocalc software, and (b) Fit these
data into phase field simulation. To combine these two steps, one can use TC-API (Thermocalc) in phase field code. Depending upon
the requirement of thermodynamic and kinetic data for phase field simulations TC-API functions can be modified. We start investigating
the incorporation of ThermoCalc API into phase field simulation. In this study, we are presenting  a seamless incorporation of
Thermodynamic parameters calculated from Thermocalc inside the multi-component phase field model. Our study is useful for the
understanding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multi-component systems.

[전산2-1 | 10:40]
An Analysis of Drag Mechanisms During the Motion of Dislocation and Grain Boundary: Soon Kim1, Sung Youb Kim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dislocation, grain boundary, drag, molecular dynamics
A mobility of dislocation is determined depending on external condition such as temperature or stress. Given that the mobility
is a fundamental parameter to describe the motion of dislocation, the derivation of it with considering its physical origin must
be carried out. In general, the speed of dislocation is determined by fluttering mechanism that accompanies an energy dissipation
under high temperature but by phonon radiation in low temperature. In addition, if the external stress is so high that the
dislocation moves with a speed that is comparable to a speed of sound, a relativistic effect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work,
we develop an equation of motion that describes the speed of dislocation in general environment and prove that it can be also
extended to the grain boundary. The developed equation is further supported by the result of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전산2-2 | 10:55]
EDEM-CFD Modelling to Characterize Effects of Slag Holdup on Gas Transport in the Dripping Zone of BF: DEREJE
DEGEFA GELETA1, Mintae Kim1, Joonho Lee1; 1Korea University.

Keywords: CFD, Discrete Element Method (DEM), dripping zone, gas flow, slag holdup 
In order to mitigate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in hydrogen-enriched ironmaking BF, minimizing of reducing agent such as coke

is typical solution. Optimization of packed coke bed, burden distribution and coke layer thickness and control of slag holdup en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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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able control of gas permeability. Especially, the slag holdup has tremendous effect on gas permeability. Once the gas permeability
gets deteriorated, the BF operation stability such as distribution of gas and temperature, burden distribution and blast pressure will be
affected. In most of our previous works, even though the effect of packed bed materials, particle sizes and slag compositions on slag
hold up has been studied, much has not been done to analyze the effect of slag holdup on gas flow. In present study, the influence of slag
holdup on gas flow and volume fraction was investigated using a three-dimensional coupled EDEM-CFD model. In simulation different
slag concentration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From the simulation results, it was found out that slag was redistributed by the gas
drag force and gas flow was affected both by slag holdup and packed bed of coke particles. The effect of diminished volume fraction
due to slag holdup on gas flow is represented with velocity distribution and its streamlines. Gas velocity distribution was analyzed
qualitatively by vector arrows in vertical and horizontal cross sections of the domain and quantitatively by drawing the graph of average
velocity of gas at different heights from gas inlet throughout simulation tim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verage velocity of gas
decreases with height as more layers of packed bed particles are encountered. 

[전산2-3 | 11:10]

J2, J3불변량을 고려한 이방성 항복함수: 김영석1, 누엔 푸 반2; 1경북대학교. 2경북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이방성 항복조건, 판재, J2와 J3, 유한요소해석, 
압연 판재의 소성 이방성 특성을 묘사하기 위한 이방성 항복함수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가 제안되어 있다. Hill의 48년 항복조건제
안된 식, Barlat의 1979년 항복식을 포함한 일련의 항복조건식, Cazacu의 항복조건식 등이 프레스 가공성의 평가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J2와 J3 불변량을 포함하는 응력 6차항, 12차항의 이방성 항복조건식을 제안하였고 Al, Steel, Mg, Ti 등 다
양한 재료의 이방성 항복거동을 잘 표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된 이방성 항복함수는 기존의 이방성 항복함수들과 비교하여 유
한요소해석에 적용이 간단하고 항복곡면의 형상 변화를 응력의 지수항이 아니고 계수들로 조정가능한 특징이 있다. 제안된 이방성
항복함수에 포함된 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방향별 항복응력, 이방성계수, 등2축인장 항복응력을 피팅하였으며 항복함수의 볼록성을 만
족하도록 계수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전산2-4 | 11:25]
First-principles Studies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at Grain Boundaries and Twin Boundaries in Metallic Materials:

김원준1; 1국립창원대학교 생물화학융합학부.
Keywords: First-principles, Grain boundary, Twinning deformation, Alloy effect

Homogeneous interfacial boundaries in solids, such as grain boundaries (GBs) and twin boundaries (TBs), play important role in
governing macroscopic properties of materials due to their stability properties depending on their structures. Therefore,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homogeneous interfacial boundaries embedded in bulk,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different types of boundaries or between the boundaries and other defects commonly observed in solids. In some cases, the
scale of energy changes at such interfacial boundaries are very small, so that the experimental measurements are difficult to capture the
phenomena at these boundaries quantitatively. The aims of computer simulations can provide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predictions in
this case.In this talk, I present the studies of the physical phenomena, which occur at the GBs and TBs, based on density-functional
theory (DFT). Firstly, I studied the grain boundary segregation of alloying elements in ferritic and austenitic steels. By calculating the
segregation energies of alloying elements and their interaction energies at the GBs, I investigated the effect of other segregated elements
on the segregation of phosphorus, which is known as the grain boundary embrittler of steels. In addition, the atomistic tensile
simulations have provided the effects of segregated elements on the tensile strength of GBs. Secondly, I present the energetics involved
in the (10-12)[-1011] tension and the (10-11)[-1012] compression twinning deformation processes in magnesium, which is important for
metals to be ductile. The atomistic simulations of twinning process showed that the energy barrier in the (10-11)[-1012] compression
twinning deformation pathway is higher than that in the (10-12)[-1011] tension twinning deformation pathway, even though the (10-11)
twin boundary is more stable than the (10-12) twin boundary. I extended these studies to examine the effects of Y and Li as alloying
elements on each twinning deformation processes. The change of energy barriers of two deformation processes has predicted that the
effect of Y on the enhancement of ductility is stronger than that of Li.

[전산2-5 | 11:40]

Atomistic Simulation of Nickel-Silicon Interface Reaction by Machine-Learning Interatomic Potential: 정원석1, 유동선1, 이
규현1, 한승우1; 1서울대학교.
Keywords: Solid-solid interface, Machine-learning potential, Molecular dynamics, Device process 

Molecular dynamics (MD) using classical interatomic potentials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at the atomistic scale. However,
when the simulation involves chemical reactions of bond breaking and forming along with mixed bonding characters, it is challenging to
develop an accurate force field for the system and sometimes practically impossible. In this respect, the machine-learning potentials
(MLPs) are highly anticipated since they are based on flexible mathematical structures with no pre-fixed form. The parameters in the
machine-learning model are automatically optimized on the reference data, often from the density functional theory. Nevertheless, MLP
has a critical drawback: it can produce unphysical results when MLP is applied on configuration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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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This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the solid state reaction that involves constant bonding breaking and formation. In this
presentation, we discuss the process of developing a reliable neural network potential (NNP) for a challenging solid-state reaction -
thermal silicidation of nickel at the Ni-Si interface. We present a systematic way to build up the training set that can describe the
interface reaction. In order to obtain the prediction uncertainty for certain local configurations, we utilize replica NNPs that are trained
directly on the atomic energy of the reference NNP. 

[전산2-6 | 11:55]

First-principles Investigation on the Fundamental Limit in the Linewidth of CdSe Nanocrystal: 강성우1, 강영호2, 한승우1

; 1서울대학교. 2재료연구소.
Keywords: quantum dot, nanocrystal, first-principles, density functional theory, homogeneous linewidth

For decades, semiconducting nanocrystals (NCs) have been studied as an important class of tunable light emitters with narrow
emission linewidths. Although the development of synthetic method has reduced the linewidth contributed from the inhomogeneity in
size and shape (inhomogeneous linewidth), the linewidth of single-particle (homogeneous linewidth) still exists because of exciton-
phonon coupling, exciton fine structure, and spectral diffusion.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homogeneous
linewidth is exciton-phonon coupling in room temperature. In this study, we calculate the homogeneous linewidth of CdSe NCs by first-
principles calculations using Franck-Condon principle and the parallel approximation. Because of the ideal passivation of CdSe model
used in this study, deformation potential coupling of acoustic modes mainly contribute to the line broadening. Our results deviate from
the most of experimental measurements of homogeneous linewidths. On the other hand, it is in good agreement with the value measured

from CdSe/CdxZn1−xSe, which minimized trap generations at the core-shell interface with type-Ⅰ band alignment by gradually
distributing the shell composition [1]. Based on this, we suggest that calculated linewidths in this work are the fundamental limit, and
this can be achieved by suppressing the coupling of the optical mode. We further support this by comparing T-dependence of the
linewidths to the experiment by empirically including the optical mode in our calculation. [1] Park et al. Nat. Mater. 2019, 18, 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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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1-1 | 09:00]

in-situ 중성자회절법을 이용한 계면처리된 고체적분율 Al/SiCp 복합재의 기계적 특성 분석 및 내마모성 향상: 이태규1, 채호병2, 신상
민3, 조일국4, 조승찬3, 이수열2, 이상관3, 류호진1; 1한국과학기술원. 2충남대학교. 3재료연구소. 4동의대학교.
Keywords: Neutron diffraction, Metal matrix composites, Liquid pressing process, Interface modification 

고체적분율 Al/SiCp 복합재는 뛰어난 경도 및 강도로 구조재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허나 그 제조에 있어 고분율 SiC 입자에
의한 넓은 계면형성으로 인해 고온 및 고압이 필요하다. 또한 고온 조건에서 SiC와 용융 Al이 반응하여 취성의 Al4C3 형성함으로
서 복합재의 건전성을 저해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SiC 입자에 SiO2 층을 코팅하여 복합재
제조하였다. 코팅층은 SiC 입자를 1400 °C에서 3시간 동안 공기 중에 노출됨으로써 형성되었다. 이후 코팅된 SiC 입자를 이용해
Al 7075 합금을 기지로 하여 50 vol.%의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복합재로 상온 및 400 °C에서 압축 시험 및 Pin-on-disk
내마모시험을 수행하였다. 코팅한 경우 상온 및 고온에서 강도와 내마모성이 모두 향상되었다. 이 물성 향상의 원인을 주사전자현미
경, 투과전자현미경, 그리고 in-situ 중성자 회절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SiCp/Al 복합재의 실용적인 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복합1-2 | 09:15]

용탕교반 및 압연공정으로 제조된 B4C/Al6061복합재료의 미세조직에 따른 기계적 특성 및 열중성자 흡수능 분석: 이동현1, 이상관1,
이상복1, 조승찬1, 김양도2; 1재료연구소(KIMS). 2부산대학교.
Keywords: Al matrix composite, boron carbide, stir casting process, thermal neutron shielding 

알루미늄 합금은 낮은 비중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연성이 높고 철강소재 대비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SiC, B4C, TiB2, Al2O3와 같은 세라믹 강화재를 첨가하여 강도가 높은 금속복합재료(Metal
Matrix composite, MMCs)를 개발하고있다. 알루미늄 복합재료(Aluminum Matrix composites, AMCs)는 철강소재 보다 비강도,
내마모성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양에서 연구되고 있다. 최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소재로, 중성자 흡수능이 우
수한 B10을 다량 함유한 B4C가 강화된 알루미늄 복합재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말야금 공정과는
달리, 교반 주조 및 열간압연 공정을 이용하여 열중성자 흡수능을 가지는 다양한 구조의 B4C/Al6061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인장시
험을 진행하여 기계적 물성치를 확인하였으며, SEM, EPMA분석을 통하여 미세조직 관찰 및 상분석을 하였다. 또한 열중성자 차폐
시험을 진행하여 중성자 흡수 단면적 계수를 산출하였다. 

[복합1-3 | 09:30]

다이캐스팅공정으로 제조된 SiC/Al2024 금속복합재료의 열적/기계적 특성 연구: 박현재1, 신상민1, 조승찬1, 이상복1, 이상관1, 최두호2, 조
일국2; 1재료연구소(KIMS). 2동의대학교.
Keywords: Die-casting, Metal Matrix Composites (MMCs), Silicon Carbide (SiC), Aluminum 2024 

EU의 자동차 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서는 차량 경량화를 통한 가스 배출 감소 및 연비를 개선하고 있다. 알루미
늄(Al) 합금은 가볍고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나, 자동차 부품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SiC, TiB2, TiC, Al2O3, B4C 와
같은 세라믹 강화재를 첨가한 고강도 금속복합재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 합금 중에서도 강도와 경도 등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Al2024 합금을 기지재로 사용하고, Al 과의 계면 특성 및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SiC 세라믹 입자를 강화재
로 사용하였다. 가혹한 작동 환경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SiC/Al 금속복합재료를 교반주조 및 다이캐스
팅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미세조직 및 열적,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캐스팅 공정을 적용하여 결함이 거
의 없고 분산성이 우수한 박판 형상의 SiC/Al 복합재료를 제조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복합1-4 | 09:45]

용융가압함침 공정을 이용한 고체적률 TiB2 입자 강화 Al 복합소재 개발: 고성민1, 조승찬1, 이상복1, 김양도2, 이상관1; 1재료연구소(KIMS). 2

부산대학교.
Keywords: Metal matrix composites, Titanium diboride, Aluminum, Liquid Pressing Infiltration 

최근 수 십년 간 수송,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량화 및 핵심부품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 철강소재의 대체소재
로써 알루미늄합금 사용 범위가 증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밀도가 낮아 경량화 측면에서 우수하나, 인장강도나 탄성계수
와 같은 기계적 물성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대체재로써의 적용분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알루미늄에
세라믹 강화재를 첨가한 알루미늄기반 금속복합재료 제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금속복합재료는 강화재와 기지재의 종류에
따라 기계적 특성이나 물리적 특성이 상이하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SiC, B4C, TiC, TiB2, Al2O3 등이 세라믹 강화재로써 사용되며,
본 실험에서는 고융점(2790oC), 고경도(960 Hv), 높은 탄성계수(5×103 GPa)와 우수한 내마모성 및 내식성을 가질 뿐 만 아니라, 고
온에서 Al과 젖음성이 우수한 TiB2를 강화재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된 방법으로 제조된 금속복합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온에서 가압이 가능한 용융가압 함침공정을 사용하여 강화재와 기지재간 젖음성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계면을 가지는 TiB2-

복합재료
Room 320B,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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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금속복합재를 제조하였다. 또한 미세조직 및 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열팽창계수, 밀도, 비커스 경도, 상온인장 및 압축시험, 고온
인장실험 등을 실시하여 제조된 복합재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복합2-1 | 10:10]

고볼륨 세라믹 강화재가 추가된 Fe계열 금속복합소재의 인성 및 내마모성 증대 방안: 김대하1, 황지현1, 김지윤1, 이원혁1; 1(주)DAT신소재.

Keywords: Fe계열 금속복합소재, 압연롤, 인성, 내마모성
금속복합소재는 금속 기지에 인위적으로 제 2의 세라믹 강화재를 넣어, 각각의 구성 재료보다 우수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재료
이다. 금속 기지재는 원재료의 기본 특성을 결정하고, 인성을 부여하게 되며 세라믹 강화재는 내마모성 및 강성등의 특성을 부여하
게 되며 주로 내마모성 및 경량화를 필요로 하는 압연롤 및 가이드롤, 단조 금형등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Fe계열 금속복합소재
는 우수한 계면 젖음성을 나타내는 TiC 세라믹 강화재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압연롤 및 가이드롤 등 다양한 소
재에 적용이 되고 있다.압연롤에 적용되는 Fe계열 금속보갑소재는 내마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볼륨의 40 vol.%이상의 세라믹
강화재를 추가하고 있으나 인성이 감소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크랙 및 뜯김등의 불량이 발생하게 되어 내마모성 및 인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소재에 대한 디자인 및 후처리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인성 및 내마모성의 동시 증대가 가능
한 Fe계열 금속복합소재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 국내 및 해외에서 가이드롤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마모성이
강회된 45%vol.TiC소재의 금속복합소재와 동일한 내마모성을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인성 증대를 위하여 30 vol.%TiC의 Fe 금속복
합소재를 습식 볼밀, 단압프레스 성형, 10-2torr의 일반 소결을 진행하여 소재를 제조하였으며, 내마모성 확보를 위하여 Sub-zero 열
처리를 적용하여 소재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소재와 기존 고볼륨 가이드롤 소재의 밀도, 경도, 인성, 내마모성등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여 비교 평가하였으며, 인성 및 내마모성이 동시에 확보된 Fe계열 금속복합소재를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복합2-2 | 10:25]

Network Structure of TiN in Consolidated STS316L-based Metal Matrix Composite: 김수현1, 김승범1, 조중욱2; 1포항공
과대학교철강대학원. 2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Keywords: STS316L composite, Titanium nitride, Metal Matrix Composites, 3D network

STS316L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산업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으로, 좋은 연성과 좋은 내부식성을 지
니고 있다. 그러나 STS316L은 낮은 내마모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경도를 단점으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해, 좋은 내부식성, 경도 및 스테인리스강과의 높은 접합성을 지니고 있는 TiN을 강화재로 첨가하여 강도가 좋은 금속기지복합재료
를 개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속기지복합재료는 분말야금(PM)방법으로 제조되는데 주로 HIP(Hot isostatic press) 공정이나 고온 프
레스 공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공정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말야금 공정과는 달리 STS316L
분말과 TiN 분말을 기계적으로 혼합하여 1차 열처리 후 열간압연 하여 TiN이 3D-Network 형상을 띄는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또한, TiN connectivity에 영향을 주는 Al2O3를 더욱 형성시키기 위해, Al 분말 첨가를 하여 복합재료를 제조하였고, Al 첨가에 따
른 기계적 특성 및 고온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복합2-3 | 10:40]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Toughness Epoxy Resin Using Thermoplastic Polymer PES: 정현석1, 박
용민2, 이선영1, 김기영3; 1한양대학교. 2EZ Composites. 3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Epoxy, Fracture toughness, Poly ether sulfone, Compact Tension, Single Ege Notched Bending 

에폭시의 기계적 특성과 열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Bisphenol-A 타입의 에폭시에 열가소성 폴리머인 PES (Poly Ether
Sulfone)을 첨가하였으며, 고무계열의 강인화제인 CTBN (Carboxyl Terminated Butadiene Acrylonitrile)과 특성을 비교하였다. 경화
제와 경화촉진제는 DICY(Dicyandiamide), DCMU(3-(3,4-dichlorophenyl)-1,1-dimethylurea)를 사용하였으며, 에폭시와 PES의 분산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DDS(4-4’-Diamino Diphenyl Sulfone)를 첨가하였다. CTBN을 첨가한 에폭시는 충격강도와 파괴인성은 향
상되었지만 인장강도, 열 안정성에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PES를 첨가한 에폭시는 PES의 양을 증가시킬수록 파괴인성과 유리전
이온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PES가 10phr 첨가된 시편에서 인장강도 14%, 충격강도 106%가 향상되었다. 데이터
를 분석한 결과 PES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제작한 수지의 소성률이 점차 향상되며 PES가 균열에 필요한 에너지를 분산 및 흡수하
여 파괴인성이 향상된다고 판단하였다. 

[복합2-4 | 10:55]

다층 구조로 제작된 알루미늄/탄소 섬유 복합소재의 전자파 차폐 특성 연구: 김정준1, 최현주1; 1국민대학교.
Keywords: Aluminum, Carbon fiber, EMI shielding, Composite

전자 기기의 소형화 및 고성능화에 따라 사용 주파수 대역의 증대뿐만 아니라 고집적화되어 상호 간에 오작동을 유발하며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파의 악영향을 줄이고자 높은 수준의 전자파 차폐와 더불어 폭넓은 주파수 영역의 전자파 차폐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전자파 반사재와 흡수재를 복합하고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공정이 복잡하고 후처리로 인한 공정
단가가 증대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주파수 영역의 전자파 흡수에 용이한 탄소 섬유 소재와 낮은 주파수
영역의 전자파 반사에 우수한 알루미늄 소재를 적층하여 복합소재를 제조하였다. 이때 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단순한 기계적 가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다층 구조로 배치하여 재료 내부의 다중 반사를 유도하여 전자파 차폐 특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300 um 이
하의 두께로 제작하여 유연성 및 성형성을 확보하였으며, 굽힘에 의한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층 구조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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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소재는 알루미늄 시트와 탄소섬유 시트를 번갈아 적층하였으며, 각 시트의 수를 변화하여 비교 제작하였다. 또한 제작 시 공정
온도와 압력을 변수로 조절하여 미세구조, 전기 전도도 비교를 통해 최적 조건을 설정하고, 각 시트 수의 변화에 따른 전자파 차폐
효율의 상관관계를 고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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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1-1 | 08:30]

물분해 광전극용 Ti 합금 설계 기반 산화물 나노 구조체 제어 기술 개발: 김태경1, 박혜진1, 김영석1, 문상철1, 강결찬1, 김민정1, 김영
순1, 김기범1; 1세종대학교나노신소재공학과.
Keywords: Hydrothermal Synthesis, Functional oxide, Photo-electrode, Metal oxide nanostructures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는 탈탄소화를 선언하고, 대체에너지 관련 분야의 활
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광전극 물분해 분야는 물, 태양광과 소량의 전기만으로 고청정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친
환경 기술로, 이에 사용되는 기존의 광전극은 취성의 전도성 유리에 외부로부터 산화물을 증착시키는 형태로 개발된다. 그로 인해,
기판/산화물 간의 접합성 문제와 함께 다종 산화물 형성을 위한 다단계 공정의 필요로 공정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야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더욱 효율적인 광전극용 나노구조체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의 수열 공정을 통하여 합금 모체로부터 나노 산화물이 성장하는 구조체를 개발함으로써, 금속의 우수한 기계적 물성과 산화물
의 기능적 특성을 동시 구현하며, 첨가 원소 선택을 통하여 나노 산화물의 구조를 제어하고자 하였다. 나노구조체를 형성할 전구체
는 우수한 광효율 및 화학적 안정성을 갖는다고 보고된 TiO2의 형성을 목적으로 Ti계 합금을 선택하였고, 균일한 조성 분포로 인한
나노 산화물의 고른 형성을 위해 고용체 단상을 선택하였다. 또한, 산화 안정도 및 다양한 열역학적 변수를 고려한 첨가 원소 선택
을 통해, 첨가원소와 Ti 사이의 선택적 산화를 유도하여 산화물의 나노 구조를 제어하고자 하였다. X선 회절분석기를 사용하여 결정
구조를 분석하였고, 산화물의 형상 및 층별깊이 분석을 위해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과 X선 광전자 분광기를 이용하였다. 또한,
광전기화학적 특성 평가를 위해 3전극 셀에 1Sun (100mA/cm2) 세기의 태양광 발생기를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나노구조체
의 결정구조와 첨가원소에 따라 형성되는 기능성 산화물들의 형상 및 산화물 나노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광전기화학적 특성의
연관성을 이해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노1-2 | 08:45]

항암면역치료를 위한 마이크로 섬유에 방사상으로 성장한 ZnO 나노선과 종양항원 복합체: 변상원1, 박범철1, Prashant Sharma2, 신지
범1, 이재원2, 장나윤2, 김유진1, 김유리2, 조남혁2, 김영근1; 1고려대학교. 2서울대학교.

Keywords: 나노선,  나노섬유, 산화아연,  항암면역치료
ZnO의 다기능성과 생체적합성 때문에 ZnO 기반 나노복합체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LA 마
이크로섬유에 방사상으로 성장한 ZnO 나노선을 합성하여 항암치료에 사용했다. 합성된 유기-무기 나노복합체는 약한 세포독성을 보
였으나, 효율적으로 종양항원을 수지상세포로 전달했다. 또한 본 연구는 나노복합체의 종양항원특이적 세포면역 유도와 효과적인 암세
포 성장억제를 in-vivo에서 확인했다. PLA-ZnO는 체계적으로 면역억제 T 세포를 감소시켰으며, 종양 내 T세포 침투 효과를 향상
시켰다. 본 연구의 발견은 새로운 백신 플랫폼으로서 무기-유기 복합체의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나노1-3 | 09:00]

표면증강라만산란 활동을 위한 템플릿에 조립 된 금 씨앗에서 바이메탈층 성장의 엔지니어링: 김명수1, 박범철1, 김유진1, 이주헌2, 구명
석1, 고민준1, 김영근1; 1고려대학교. 2한양대학교.

Keywords: 층별 성장, 섬 성장, 표면 리간드, 바이메탈릭 층, 표면 플라즈몬 공명 
표면증강라만산란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SERS)의 성능은 귀금속 나노구조체의 구조와 성분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밀하게 제어 된 플라즈모닉 나노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다양한 기술 응용을 위하여 안정하며 민감한 표면증강라만산란 활성을
지니는 나노구조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널리 연구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들은 플라즈모닉 특성 외에 다른 부가기능
을 지니는 다기능성 나노구조체의 제조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초상자성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높은 표면증
강라만산란 활성도를 지니는 나노프로브를 합성하였다. 흥미롭게도, 라만 분자가 기능화된 자성-플라즈모닉 템플릿(금 나노입자가 탑재
된 산화철-실리카 코어-쉘 나노입자)은 금 성장 시에는 균일한 성장, 은 성장 시에는 한쪽 방향으로 아일랜드 형태의 성장이 일어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은의 높은 표면증강라만산란 신호를 얻기 위해서, 금/은 바이메탈릭 층을 성장시켰다.[1] 이러한 금/은
바이메탈릭 층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은 원자를 균일하게 증착시키기 위한 금 원자를 사전에 라만 분자가 기능화된 자성-플라즈모닉
템플릿 상에 성장시키는 것이다. 사전에 증착된 금 원자는 은 원자가 균일한 층 형태로 증착될 수 있는 결합 지역을 제공하며, 이
는 균일한 금/은 바이메탈릭 층을 성장시키면서 은 아일랜드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금/은 바이메탈릭 층을 가지는 나노구조체는
은 아일랜드를 지니는 헤테로다이머 형태의 나노구조체 보다 높은 표면증강라만산란 활성을 보이며, 이러한 나노구조체는 특정 펩타
이드를 기능화하여 암세포 이미징에 이용될 수 있다.  [1] S. Gómez-Graña, J. Pérez-Juste, R. A. Alvarez-Puebla, A Guerrero-
Martínez, L. M. Liz-Marzán, Adv. Opt. Mater. 2013, 1, 477

[나노1-4 | 09:15]
Revealing the Distribution of Cetrimonium Surfactant Molecules on Multiple-Twinned Pd Nanoparticles by Atom Probe

Tomography : Kyuseon Jang1, Seho Kim2, Hosun Jun1, Chanwon Jung1, Pyuckpa Choi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나노소재
Room 321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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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2Max-Planck-Institut für Eisenforschung.

Keywords: Palladium nanoparticle, Multiple-twinned nanoparticle, Cetrimonium chloride, Surfactant, Atom probe tomography 
Palladium multiple-twinned nanoparticles (Pd MTPs) get a lot of attention because of their superior catalytic properties as a result of

twin boundar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maintain stable MTPs for a long period since their twin boundaries are highly vulnerable to
oxidative etching. Herein we synthesized a high-yield of Pd MTPs with a facile method and their twinned structures are preserved even
after surface cleaning process. After removing cetrimonium surfactant (CTAC), we demonstrate that surfactant covered the Pd
nanoparticle surface by using Atom Probe Tomography. We firstly reveal the structural and chemical interface between surfactant and
nanoparticle in 3D atomic resolution. It provides that the cetrimonium surfactant molecules completely cover the nanoparticles even
after rinsing process and this surfactant coverage contribute to the preservability of the Pd MTPs. 

[AW-4 | 09:30] 청웅상 수상기념강연
Quantum dot-DNA Nanogel for Enzyme-free Sub-picomolar DNA Assay: Jae ChulPark1,†, Cheol Am Hong2,†, Yoon Sung
Nam1,3,*; 1Department of Materials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School of

Chemistry and Biochemistry, Yeungnam University. 3KAIST Institute forNanocentury,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DNA assay; hydrogel; biosensor; For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 quantum dot
Fast, sensitive, and convenient DNA assay is ofhigh importance for clinical diagnosis in biomedical fields. Herein, we suggesta new

method to increase the sensitivity of DNA assay through a shortsingle-stranded DNA (ssDNA)-triggered formation of DNA hydrogel
incorporatingFör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 donor-acceptor pairs. Target ssDNAcatalyzed the repeated loop-opening cycles
of DNA hairpin to produce a Y-shapedDNA bearing FRET acceptor (Y-DNA). Y-DNA was self-assembled withssDNA-functionalized
QDs to form QD-DNA hydrogel, which induces the proximitybetween FRET pairs, resulting in the high sensitivity down to sub-
picomolarconcentrations. 
Acknowledgment This work was supported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NRF-2016R1A2B4013045).

[나노2-1 | 10:00]
Breath Acetone Analysis Using SnO2 Nanorod Arrays Based Gas Sensors with Diverse Metal Catalyst (Pd,Pt,Au):

Yeonji Jang1, Hwaebong Jeong2, Junho Lee2, Yongsahm Choe3, Wooyoung Lee2; 1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3Isenlab.

Keywords: Breath acetone, gas sensors, gas chromatography, SnO2 nanorod, Catalyst 
Breath acetone, by-product of fat metabolism in liver, can be carried through blood streams and lymphatic vessels to the lung tissues,

where it can be released into the air. Consequently, acetone in exhaled breath is a useful and promising biomarker for monitoring of fat
metabolism inside human bodies. Various breath analyzers such as gas chromatography (GC), and ion mobility spectrometry (IMS)
have been utilized to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acetone from exhaled breath. However, these technologies have disadvantages since
they are expensive, importable and complex to use. Therefore, chemical sensors are one of the candidat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for successful breath analysis. Here, we developed a breath analyzer comprised of a sensor based on metal oxides (SnO2 nanorod arrays,
SnO2 NRs) and a miniaturized GC column filled with packing materials. The SnO2 NR arrays were synthesized by glancing angle
deposition method (GLAD) via e-beam evaporator and various kinds of catalyst (Au, Pd, and Pt) were deposited on the surface by DC
magnetron sputtering. The sensing properties were exhibi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kinds of metal catalysts. Especially, Au-coated
SnO2 NR arrays exhibited the superior acetone sensing properties than other sensors. It could detect acetone as low as 0.1 ppm of
acetone at 434 oC in 1 min. By these results, we could verify the most effective catalyst-loaded metal oxide semiconductors for breath
analysis  

[나노2-2 | 10:15]

Sol-gel 합성법으로 제작한 WO3 전극의 소결 방법에 따른 전기변색 특성 관찰: 김효준1, 손민희1, 이선영1; 1한양대학교.
Keywords: WO3, Flash light sintering, electrochromic, color change

금속 산화물은 광학기기, 광촉매, water splitting 그리고 전기변색(Electrochromic)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 전기
변색은 전압을 인가하여 가역적인 산화, 환원반응으로 변색과 탈색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원리이다. 전기변색 소자는 건물에 입
사되는 태양광의 양을 조절하여 냉난방에 소요되는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스마트 윈도우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유리 기판을 사
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 기판 위에 제작된 전기변색 소자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변색으로 쓰이는 재료로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안정적인 변색 특성을 보이는 WO3를 선택하여 소자
로 만들고자 한다. WO3 전극 증착 방법에는 Sputtering, Sol-gel, hydrothermal, Electrodeposition, dry deposition등이 있는데 이
중 Sol-gel 방법은 간단하게 합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solution상태의 금속 산화물을 spin coating 하여 매끄러운 표면에 수 백 nm
이하의 두께를 가진 박막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증착하는 경우에도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열소결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 저온 소결이 필수인 유연 소자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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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sintering 공정을 적용하려고 한다. Flash light sintering 이란 순간적인 광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기 상온에서 ms 급으로
고속 소결이 가능하고 대면적 공정이 가능한 저온 소결 공정이다. Sol-Gel 방법으로 합성한 WO3를 광소결의 장점을 이용하여 저온
에서 빠르게 박막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기존의 방법인 열 소결로 제작한 박막과 광소결로 최적화한 박막은 XRD를 통해 상의 형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SEM을 통하여 박막의 미세구조를 비교하여 저온에서도 광소결 법을 통해 소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만
들어진 금속 산화물 박막을 Electrochromic소자에 적용하여 박막의 상의 형태에 따른 전기 변색의 투과도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나노2-3 | 10:30]
Highly Sensitive Acetone Gas Sensors Based on In-doped ZnO Quantum Dots Fabricated by Morphology Controlled

Synthesis: Jun Ho Lee1, Seung-Eun Baek1, Dahl-Young Khang1, Wooyoung Lee1; 1Yonsei University.

Keywords: Gas sensors, metal oxide semiconductors, acetone, In-doped ZnO quantum dots, morphology control
In this work, we introduced a new approach to prepare gas sensors based on metal oxide semiconductors. We synthesized In-doped

ZnO quantum dots (IZO QDs) by a hydrothermal method and fabricated line-patterned IZO films by soft lithography. After transferring
the film onto Pt interdigited electrodes, additional hydrothermal growth was conducted in order to create nanocolumns on their surfaces.
When sensing performances of drop-casted, line-patterned, and samples with nanocolumns (G-0.5 hr, G- 4 hr) were tested for 10 ppm
acetone, G-0.5 hr samples exhibited the best responses of 26,000 with response times of less than 1 sec. In addition, they were able to
detect down to 0.1 ppm of acetone and did not degrade even after repeated tests. According to UV-vis spectroscopy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 extraordinary characteristics of G-0.5 hr samples were mainly due to the largest optical band energy and
the highest ratio of oxygen vacancies. Based on these results, we could propose sensing mechanisms of sensors which included the
change of electron depletion layers. In conclusion, we have developed highly sensitive acetone sensors with special morphologies and
we believe that these sensors can be utilized for breath analysis. 

[나노3-1 | 10:45]
In-situ Monitoring of Chemical Vapor Deposition Graphene on Cu by Reflectance Contrast Using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 Yun Sung Woo1, Dong Jin Kim2, Chang-Won Lee3, Byung Hee Hong2; 1Korea Polytechnics. 2Seoul

National University. 3Hanbat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CVD graphene, in-situ characterization,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graphene,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method of characterization in real

time and mass synthesis. In this study, we report that the reflection mode of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CLSM) enables
production of highly visible and distinct images of CVD-grown graphene on Cu compared to the images produced through dark field
optical microscopy (DM). Reflectance contrast, RC, defined as the intensity ratio of light reflected from graphene grown on Cu to bare
Cu, depends on the incident laser wavelength, of which the maximum was obtained at 405 nm in this experiment. Remarkably, it was
observed that RC of CVD-grown graphene on Cu varies with the doping and crystallinity of graphene and decreases as the intensity of D
peak increases in Raman spectrum. The RC over 1 calculated using the Fresnel’s interference formula with the optical conductivity of
graphene estimated by tight-binding model is in good agreement with the measured RC. Consequently, it is demonstrated that RC of
CVD-grown graphene on Cu is affected by the quality of graphene in relation with its optical conductivity.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the reflection mode CLSM can be applied as a powerful tool for in-situ monitoring of CVD graphene grown on Cu by
analyzing the RC of graphene.  

[나노3-2 | 11:00]

Thermal Atomic Layer Deposition of Silicon Nitride Film Using Silicon Halide Precursor: 신종우1, 문찬희1, 이한보람1; 1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Silicon nitride films, Atomic layer deposition, SiI4 precursor, Si2Cl6 precursor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SiN (Silicon Nitride)막은 측벽 스페이서, 하드 에칭 마스크 및 passivation 층 등 많은 곳에서 응용된다.
SiN과 같은 반도체 소자 내의 박막들은 집적화로 인한 소자의 미세화와 3차원적인 구조로 인해 높은 종횡비 (aspect ratio)가 요구
된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단차 도보성 및 균일한 피복성을 가진 원자층 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ALD)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SiN 박막을 성공적으로 증착하였다. 원자층 증착법은 기판 표면에 전구체와 반응체를 순차
적으로 노출시켜 표면반응에 의해 박막을 형성한다. 이러한 표면반응은 전구체의 구조나 반응성에 의해 같은 물질을 증착하여도 형
성된 박막의 품질과 물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반응성이 커 다른 전구체에 비해 증착 온도가 낮은 할라이드
(halide) 전구체를 이용하여 thermal ALD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i 프리커서로 두가지 할라이드 프리커서인 SiI4와

Si2Cl6,반응체로 NH3 gas를 이용하여 각각의 공정을 개발하여 고품질의 SiNx 박막을 형성하였다. SiI4의 박막은 350oC에서 0.21Å의
GPC를 가지며, Si2Cl6는 비교적 높은 증기압을 가지고 이를 이용한 박막은 0.27Å의 GPC를 가진다. 또한 증착된 박막의 밀도,
impurity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품질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나노3-3 | 11:15]
Atomic-Layered WSe2-based Porous 3D Architecturing for Highly Sensitive Chemical Sensors: Min Ji Kang1, Ji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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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 Myung Gwan Hahm1; 1Inha University.

Keywords: WSe2, 3D architect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gas sensor 
Two-dimensional (2D) tungsten diselenide (WSe2)-based porous three-dimensional (3D) architecture was fabricated utilizing highly

porous 3D alumina structures. The architecture was produced by combining a Sol-Gel process for fabricating porous 3D alumina and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for the formation of the WSe2. The gas sensing performance of the porous 3D structure overcomes
the limitations displayed by the gas response of a 2D WSe2-based gas sensor. This 2D nanomaterials-based porous 3D architecture is a
promising approach for improving the gas response of sensing devices. 

[나노3-4 | 11:30]

Study about Combined Exposure of H2O and O3 Reactant in HfO2 by Atomic Layer Deposition: 고병국1, 박종서1,2,
Sumaira Yasmeen1, Mohammad Rizwan Khan1, 이한보람1,2; 1인천대학교. 2인천대학교 화학공학 혁신 센터..
Keywords: Atomic layer deposition (ALD), surface reaction, crystallization,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원자층 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ALD)은 우수한 단차피복성,원자 단위의 정밀한 두께 컨트롤, 균일한 대면적 코팅 등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박막 증착공정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ALD는 진공 챔버에서 증착하고자하는 물질인 금속 유기 화합물인
전구체(precursor)와 반응물(reactant)의 교차 노출로 반응이 일어난다. ALD반응은 기판 표면에서만 형성되기 때문에 박막의 성장은
표면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정 중 마지막에 노출 되는 반응물이 최종적으로 박막의 표면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tetrakis(dimethylamido)hafnium (TDMAH)전구체와 H2O와 O3를 각각의 반응물로 사용하여 HfO2박막의 성장을 비교하
였다. ALD는 일반적으로 한가지의 전구체와 그에 반응하는 반응물을 이용하여 박막을 형성한다.하지만 본 연구에서 한가지의 전구
체와 두 가지의 반응물을 순차적으로 노출하는 특별한 공정을 사용했을 때,단일 반응물을 사용하였을 때와는 다른 성장 속도와 화
학적 결합상태를 관찰하였고, 박막의 결정성 또한 기존보다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본 연구진은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X-ray diffractometer (XRD)분석을 및density functional theory
(DFT)를 이용한 이론적 계산을 통해,이러한 현상이 공정 중 사용되는 마지막 반응물이 표면 상태를 크게 변화시켜 기존과 다른 특
성을 나타낸다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나노4-1 | 11:50]

Deformable Light-emitting Diodes fabricated by Remote Epitaxy of GaN Microrod Heterostructures: 정준석1, 진대권1,
홍영준1; 1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Keywords: remote epitaxy, GaN microrod heterostructure, deformable light emitting diodes, substrate recycle 

Demands on deformable lighting devices are rapidly rising for display and flexible lighting apparatus. But, rigid, brittle characteristics
of semiconductor films have precluded for utilizing in flexible lighting panel unless minutely diced and stamp-and-printed. We report
the deformable light-emitting diode (LED) fabricated by remote heteroepitaxy of GaN microrod (MR) radial p–n junction arrays on c-
Al2O3 substrates with a gap of graphene interlayar, which enables (i) fabricating the large-area deformable LED panel and (ii) recycling
the original substrate. Cross-sectiona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ic (TEM) analyses and density-functional theoretical (DFT)
simulation complementarily demonstrate how/why the remote heteroepitaxy is made possible across graphene interlayer. The use of
graphene allows transfer of MRs overlayer onto flexible substrate of interest. Spatially separate MR-LED arrays enables deformation of
LED panel in diverse flexural forms, and repetitive bending test over 1000 cycles represents the robustness of the MR LED. Also, the
original substrate is recycled, which consistently re-yields the flexible LED panels over again. This study expands the epitaxy technique
into fabrication of deformable semiconductor devices and substrate recycle. 

[나노4-2 | 12:05]

Highly Transparent and Colorless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with Indium-Tin-Oxide Electrode: 오제헌1, 박진우1; 1연
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Transparen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T-OLED), Zinc oxide(ZnO), Poly(9,9-di-n-octylfluorenyl-2,7-diyl)(PFO), Plasma
damage free, För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 

투명 디스플레이는 배경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함으로써 디스플레이 미래 기술로 큰 관심을 받고 있
다. 이는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예로서 차량, internet of things (IoT), military
등에 활용될 수 있다.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는 하부전극, hole transfer layer (HTL), emitting layer (EML),
electron transfer (ETL), 상부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 OLED의 경우 indium tin oxide (ITO)를 빛이 나오는 방향인 하부
전극재료로서 사용하고, 빛이 반사되는 방향인 상부 전극은 낮은 work function을 가졌지만 불투명한 Al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한 상부전극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부전극 역시 투명 전극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불투명한 Al을 ITO, Ag nanowire(AgNW), Graphene, Conducting polymer 등의 투명 전극으로 교체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ITO는 투명하면서도 전기전도도가 뛰어난 재료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O를 상부전극으로
사용하면서 ZnO를 ETL로 사용하여 sputtering 시 plasma damage를 줄이고 polymer blending을 통해 EML을 제작하여 OLED의
모든 층이 투명한(visible 범위 투과도 70% 이상) 투명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제작하였다. ITO는 기존의 OLED의 하부 전극으로서
사용되던 물질이며, sputtering 방법을 사용할 경우, sputtering 과정에서 발생하는 plasma 입자들의 damage로 인하여 하부 층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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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를 입게 된다. 특히 soft한 유기 물질들은 이로 인하여 defect와 conduction path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leakage 발생
및 효율 감소로 이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ETL 층으로 무기물질인 ZnO를 사용하여 하부 층에 가해지는 plasma
damage를 감소 시켜 80%이상 PL을 유지시켰다. 또한 투명 OLED의 경우 visible 전 범위에서 투명함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OLED의 발광 물질로서 많이 사용되는 Superyellow(SY)와 같은 물질의 경우 투명하기는 하나 특정 가시광선 파장(400~500nm)의
빛을 흡수하여 특정 색을 가지게 된다. 이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명한 Blue 계열의
Poly(9,9-di-n-octylfluorenyl-2,7,diyl)(PFO)를 기반으로 소자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Blue 계열의 경우 효율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PFO에 SY를 소량 섞어서 투명도는 유지하면서 För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FRET)가 일어
나도록 하여 효율을 높였다. PFO는 상대적으로 낮은 파장의 빛의 흡수하기 때문에 투명하며, PFO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SY의
흡수 파장과 유사하여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층이 투명하면서도 높은
효율을 내는 TOLED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나노4-3 | 12:20]

기계화학적 볼밀링 공정을 이용한 고분산성 MoS2 nanoflake 제조 (Efficient hydrazine-assisted ball milling of highly soluble

MoS2 nanoflake): 김슬기1, 김도훈1, 강지연1, 송성호2, 이동주1; 1충북대학교. 2공주대학교.
Keywords: molybdenum disulfide nanoflake, ball milling, dispersibility, optical properties

그래핀 발견 이후 원자 수준의 두께를 가지며 특성이 뛰어난 다양한 2차원 소재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반도
체 특성을 가지는 이황화 몰리브덴(MoS2)과 같은 전이금속 디칼코제나이드(TMD)는 뛰어난 전기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차세대 2차원 재료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 층의 MoS2를 제조하는 방법은 기계적 박리와 화학 기상 증착법 등 여러
방법이 보고되었으나, 기계적 박리 방법은 대량생산에 적합하지 않고 화학 기상 증착법은 고온공정및 전사공정 필요하기 때문에, 에
너지 저장 및 광학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MoS2 nanoflake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공정 개발이 필수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층간 삽입과 기계적 박리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hydrazine-assisted ball milling을 통해 고품질, 고분산
성의 MoS2 nanoflake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MoS2 nanoflake는 600-800 nm의 크기와 4 nm 이하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
한 용매에서 안정적인 분산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MoS2 nanoflake를 이용하여 용액 기반 공정으로 광센
서를 제조해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나노4-4 | 12:35]

계산된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한 g-C3N4/환원된 TiO2 나노 섬유의 CO2 광환원에 대한 연구: 강수희1, 이선영1; 1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과.

Keywords: g-C3N4, 환원 TiO2 나노섬유, 전기방사, CO2 광환원, 밴드 다이어그램 
오염물질 분해, 수소 생산 또는 이산화탄소 광환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촉매 재료
를 이용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할 TiO2는 광촉매 재료 중, 저렴하고 독성이 없으며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 촉망 받는 재료이
다. 그러나 큰 밴드갭 에너지 (Eg= ~ 3.2 eV)로 인해 자외선 파장대에서만 사용된다는 최대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되어 넓은 태양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환원된 TiO2를 제작하고 여기
에 비금속 반도체인 g-C3N4 (Eg= ~ 2.6 eV)를 헤테로구조로 합성하고자 한다. 환원된 TiO2는 넓은 영역의 스펙트럼을 흡수하는 능
력이 있을 뿐 아니라, disordered 구조로 인해 기존의 TiO2에 비해 높은 광촉매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전기방사법을 이용해 TiO2를 나노섬유로 제작하여 이를 낮은 압력으로 수소 분위기에서 환원된 TiO2를 제작하였고 그 위
에 g-C3N4을 열소결법으로 균일하게 코팅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작된 헤테로구조는 다양한 분석법들을 통해 평가되었다. 특히 TEM
을 통해 환원된 TiO2와 비결정질인 g-C3N4을 확인할 수 있었고, XRD, FT-IR과 XPS 분석을 통해 g-C3N4과 환원된 TiO2의 물리
·화학적 결합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광환원을 측정하여 이산화탄소로부터 일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로 전환되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광학 흡광도에서 얻어진 밴드갭에너지, Mott-Schottky(M-S)에서 얻어진 Fermi level과
XPS/M-S로부터 얻어진 valence band (VB) 값을 통해 conduction band (CB) 값을 얻어낼 수 있었고 밴드 다이어그램을 확인하
였다. 그 결과, 헤테로구조의 에너지 밴드 레벨들이 CO2 광환원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 빛을 받았을 때, 유도된 전자들이 r-
TiO2의 CB에서부터 g-C3N4의 CB로 이동하고 그 곳에 축적된 전자들이 g-C3N4 표면에 흡착된 CO2의 분자들과 반응하여 CO2로부

터 일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환원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빛을 이용하여 재생 가능한 이차 에너지를 생산하는 헤테
로구조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여 밴드 다이어 그램을 통해 천연가스 환원 원리를 규명하였다. 



190

[용접1-1 | 09:00]

DP980 고강도강과  A6061 알루미늄합금 이종 이음부의 FDS 접합부 피로특성에 관한 연구: 이목영1, 엄상호2, 정홍철2; 1포항산업과
학연구원. 2포스코.

Keywords: DP980 고강도강, AA6061 알루미늄합금, 이종접합, FDS(Flow Drill Screw), Pre-hole, Fatigue 
자동차의 배출가스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강도강 및 알루미늄합금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종소재를 이용하여 부품을 제조하
기 위해서는 클린칭, SPR, FDS 등 이종접합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FDS는 Flow Drill Screw의 약자로 나사가 형성된 화스
너를 이용하여 소재를 관통하고 나사를 형성하여 체결하는 대표적인 기계적 체결방법이다. FDS는 자동차 부품제작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고강도강에 대한 FDS 접합 및 피로특성 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DP980 고강도강에 pre-hole을 가공하
고  A6061 알루미늄합금과 FDS 접합성을 알아보고, 접합부에 대한 피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화스너가 소재를 관통하는 단계
(Passage)에서 회전수와 하중은 각각 1500RPM 및 450N이었으며, 나사 성형단계(Thread forming)에서는 각각 1000RPM 및 100N
이었다. 상기 조건에서 DP980 상부 및 하부에 배치되는 경우에 접합된 시편의 전단인장강도는 각각 3.74kN 및 5.53kN이었으며,
피로수명은 각각 2.4 kN 및 2.9 kN이었다. 

[용접1-2 | 09:20]

Ti-Zr계 삽입재로 이종 접합된 Ti-STS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표면처리의 영향: 박진수1, 장보훈1, 이진규*1; 1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Ti-Zr based, Ti, Stainless steel, Heat treatment, Brazing

Ti는 높은 고온 특성 및 비강도, 우수한 내식성으로 인해 해양 산업, 운송 장비 산업 및 화학 플랜트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텐인리스 합금(STS)과의 이종 접합을 통하여 우수한 내식성 및 고온 안정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부
품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Ti-STS 이종 접합의 경우 두 모재의 성분 또는 삽입재의 성분과의 반응으로 취약한 금속간
화합물이 접합부에 형성되어 기계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Ti-Zr계 삽입재 및 V, Cu
등의 중간층을 사용하여 접합 계면부의 금속간 화합물의 형성을 제어하고자 하였으며, Ti-STS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표면
처리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Ti-Zr계 저융점 삽입재를 리본 형태로 제조한 후 열분석(DTA)를 이용하여 삽입재의 열적 특성을 분석한
후, 제조된 Zr-Ti계 삽입재 및 V, Cu 등의 중간층을 이용하여 Ti-STS의 브레이징 접합을 수행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EM) 및 전
자빔 미세분석(EPMA)을 이용하여 접합부의 생성상 및 미세조직을 분석하였으며, 전자후방산란회절(EBSD)을 이용하여 접합 계면 사
이의 방위관계 및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장 시험(Tensile test) 및 경도 시험을 이용하여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용접1-3 | 09:40]
HF Surface Pre-treatment and Oxidation Effect on the Joining Strength of AZ31 Mg Alloy / CFRP Composite by

Thermal Laser Joining Technique: Andrews Nsiah Ashong1, Jeoung Han Kim*1, Youn Seoung Lee1, Mok-Young Lee2; 1Hanbat

National University. 2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Mg alloy sheet, Tensile shear strength,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HF pretreatment 
Laser assisted metal and plastic joining is a promising alternative joining technology for polymer-metal hybrid structures. In this work

the effect of HF surface treatment and oxidation of the Mg alloy sheet on the joining strength of AZ31 Mg alloy to CFRP and the
viability of imputing an oxide layer through annealing followed by HF surface pretreatment of the Mg alloy sheet was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e of the joint interfaces and chemical interactions at the fracture surfaces were examined. Tensile shear strength as high as
4.7 kN was achieved using oxidized-HF pretreated Mg alloy sheets. Additionally, HF pretreated Mg alloy sheet recorded a tensile shear
strength up to 3.7 kN. Finally, the bonding mechanisms of the joints are discussed in detailed. 

[용접1-4 | 10:00]

적층 제조된 Type 316L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성: 강용준1, 박소영1,2, 오동진3, 김기동1,4, 송상우1; 1재료연구소 접합기술연구실. 2창원대학

교 신소재공학부. 3재료연구소 원자력공인검사단. 4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원자력공인검사단.
Keywords: Powder bed fusion, Hot isostatic pressing, Type 316L stainless steel, Varestraint test

적층제조 기술은 재료를 한 층씩 쌓아올려 3차원 형태의 입체물을 제조하는 기술로써, 기존 절삭가공 기술 대비 설계 자유도가
높고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에 유리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금속부품 생산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적층제조용 금속분말 소재 개발, 적층 및 후처리 공정 최적화에 초점을 두고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용접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Varestraint test를 실시하여, powder bed fusion방식으로 적층 제조된 Type
316L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성을 평가하였다. 시험 결과, 단련재(wrought alloy)와 비교하여 적층 제조된 시편의 용접균열 감수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열간등압성형 (hot isostatic pressing) 공정 적용 시 as-built 상태에 비해 용접균열 감수성이 크
게 감소하였다.

가공-용접 및 접합
Room 321B,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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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1-5 | 10:20]

크리프 중단 시험을 통한 IN740H/P92 이종용접부의 P92-HAZ에서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위걸1, 최시
훈1, 이한상2, 유근봉2, 서진유3, 신재혁3; 1순천대학교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2힌국전력공사 청정발전연구소 발전시스템그룹. 3한국과학기술연

구소 고온에너지 재료연구센터.
Keywords: Creep, Welding, Microstructure, Precipitation, Hardness

현재 화력 발전용 소재로는 Ni계 초내열 합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및 고 Cr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인 이
익을 위해서 높은 온도 영역에서는 Ni 합금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고 Cr 강
을 사용하고 있다. 발전 시스템에 이종의 소재가 적용됨에 따라 이종용접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중단 시험을 통해서 TIG(tungsten inert gas) 용접된 IN740H/P92 이종용접부의 Type IV 균열이 발생하는 P92-HAZ에서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Type IV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IN740H/P92 이종용접부를 760 °C에서
2시간 동안 후열처리를 수행하였으며, CGHAZ(coarse grain heat affected zone), FGHAZ I(fine grain heat affected zone),
FGHAZ II와 BM(base metal)로 4개영역으로 P92를 구분하였다. 크리프 시험은 625°C의 130 MPa에서 가속 크리프 시험을 실시하
였으며, 파단 수명 대비 50%, 70%, 90%와 파단 시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크리프 시험 동안 미세조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OM(optical microscope)을 이용하고, 석출물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의 EDS(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기법을 활용하였다. EBSD(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를 기법을 이용하여 결정립 크기, 재결정 분율 및 균열이 발생하는 위치를 분석하였다. 비커스 경도기를 이
용하여 크리프 시험 동안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용접2-1 | 10:40]

Post-weld Heat Treatments in the Cr-added Austenitic FeMnAlC Lightweight Steels: 정성훈1, 김봉윤1, 문준오2, 박성준2, 이창희1

; 1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자동차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Fe-Mn-Al-C조성을 기본으로 하는 경량 철강은 높은 강도와 낮은 비중이 특징이며, 이를 활용하
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경량 철강은 합금 구성의 자유로운 설계와 열처리를 통한 특성의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
문에 연구 가치가 더욱 주목받았는데, 그 중에서 κ-carbide 석출은 경량 철강의 기계적 특성 향상에 매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용접 공정에서 의도되지 않는 κ-carbide 석출이 제품의 특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Cr 첨가를 이용해 κ-carbide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도 경량 철강의 장점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e-30Mn-10.5Al-0.9C-3Cr 오스테나이트 경량 철강에서 다양한 조건의 용접 후열처리(Post-weld heat
treatment, PWHT)를 수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 및 탐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진공 유도 용해 방법을 이용하여 잉곳을 생산한 뒤, 열간 압연 (1150 °C) 및 고용화 열처리 (1050°C)를 이용해 모재 시편을
제작하였고, 각각의 열처리 후에는 수냉 방식을 이용하여 시편을 냉각하였다. 용접 시편 생산을 위해 30 kJ/cm의 입열 조건과 Ar
차폐 분위기에서의 TIG 용접을 실시하였으며, PWHT 공정은 별도의 차폐 없이 전기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PWHT 조건은 선
행 연구들의 시험법을 참조하여 각각 400°C, 500°C 및 600°C를 채택하였다. 조직 분석에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X-ray diffraction (XRD) 및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이 이용되었으며, 기계적 특성 평가는 hardness test
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PWHT에 따라 다양한 특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상변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Cr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접2-2 | 11:00]

도금 방법에 따른 아연도금 TRIP 강판의 LME 거동 분석: 김도엽1, 강지현2, 최두열3, 김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영남대학

교 신소재공학과. 3포스코 글로벌 R&D Center.
Keywords: Liquid metal embrittlement (LME), Resistance spot welding, Hot tensile testing, Galvanized plate steel, TRIP steel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TRIP) 강은 높은 항복점과 적정 수준의 연신율로 차세대 자동차 강판으로 주목 받는 강재이
다. 자동차용 강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계적 성질뿐만 아니라 내식성을 위한 아연 도금성과 차체 조립을 위한 저항 점용
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연 도금된 TRIP 강판의 경우, 저항 점용접 시에, 액체금속취화 (LME)에 의해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며 이러한 균열들은 용접부의 기계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연도금 강판의 액체금속취화는 고온에서 존재하는 용융 아
연양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아연 도금의 방법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연 도금된 TRIP
강의 액체금속취화를 분석하였다.동일한 조성 및 열처리에 의해 제작된 TRIP 냉연판이 용융아연도금, 전기도금, 합금화아연도금의 3
가지 방법으로 아연도금되었다. 고온인장 시험과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도금 방법이 고온 노출 시에 형성되는 도금층의 Fe-Zn 합금
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고온 인장을 이용한 민감도 평과 결과는 점용접 시 발생하는 균열 분포 경향성과 잘
일치하였다. 액체금속취화 민감도가 가장 높은 도금 방법은 용융아연 도금법이며 가장 민감도가 낮은 도금 방법은 전기도금법으로
나타났다. 

[용접2-3 | 11:20]

점용접 시 발생하는 용융아연취화에서 Fe-Zn 합금화 반응의 중요성: TWIP강에서 합금원소 Si 영향 : 홍석현1, 김도엽1, 강지현2, 김
성준1; 1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2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Liquid metal embrittlement, Resistance spot welding, Si effect, TWIP steels, Fe-Zn intermetall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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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도금 강판은 저항 점용접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되며 융점이 낮은 아연이 녹아 강판 표면에 용융 아연을 형성한다. 이는 재료
에 용융아연취화(Zn-assisted Liquid Metal Embrittlement, Zn LME)를 유발하고 용접부에 균열을 발생시킨다. 최근에는 초고강도
강판에서 높은 점용접 균열 감수성이 보고됨에 따라 용융아연취화 현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WIP강에서 합금원소 Si과 Al이 용융아연취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에는 전기아연도금 TWIP강판을 사용하였으며, 기본
조성 17Mn-0.4C에 Si과 Al함량을 다르게 조절하였다. 동일한 조건으로 점용접을 수행하였고 용접부에 발생한 아연 침투를 측정하여
합금원소가 용융아연취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합금원소 S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아연 침투의 크기와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
가하는 경향성을 보인 반면, Al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병행된 열처리 실험에서는 도금층과 모재 사이의 계면에서 진행되는 Fe-Zn
합금화 반응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Si 첨가강에서 Fe-Zn 합금화 반응이 지연되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점용접 시편의 미세조직에서
도 관찰되었다. SEM/TEM을 이용하여 용접점 어깨부에서 도금층과 모재 사이 계면과 아연침투부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이를 토
대로 Fe-Zn 합금화 정도와 아연 침투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도금층과 모재 사이 계면에서 형성되는 α-
Fe(Zn,Mn) 상의 발달이 지연됨에 따라 아연 침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점용접 공정에서 아연
침투의 발생 과정을 제시하였다. 

[용접2-4 | 11:40]

고강도 합금화 아연도금강판의 고온인장시험 시 도금층 ex-situ 합금화 거동과 LME 균열 상관관계 연구: 박영도1, 시바 프라사드 무
르간1, 김준수1, 이창용2, 육완2; 1동의대학교. 2현대제철.

Keywords: LME, 고강도강, 아연도금, 고온인장시험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차체 경량화를 위해 자동차 차체 철강 소재는 강도 및 성형성이 우
수하고 여러 종류의 표면처리 도금강판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연 도금 강판의 저항 점용접 시 liquid metal
embrittlement (LME)에 의한 접합품질 저하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LME는 응력의 작용과 더불어 액상 아연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
며 재료의 기계적 특성(즉각적인 연성의 손실)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 최근까지 고강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LME 민감도 및 고온
에서의 균열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고온인장시험을 이용하여 LME Onset displacement 측정, LME 균열 시작 온도 측정,
LME 균열내 코팅층의 합금화 거동 등의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부분 LME에 의한 기계적 물성 감
소 원인 또는 고온 인장 후 상온 아연도금층 합금화에서 LME 균열 원인들을 고찰하였기 때문에 고온의 LME 균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온인장시험 시 발생하는 도금층 합금화를 열역학적 계산과 고온 인장 후
상온 아연도금층의 ex-situ 분석을 연계하여 고온에서 도금층 합금화 거동과 LME 균열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LME 균열 민감성
의 원인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고강도 강판의 경우 고온인장 시험온도 750oC에서 LME 균열에 따른 연성저하가 관
찰 되었으며, 인장 온도 700, 800, 850, 및 900oC 각각 에서 열역학적 액상 아연의 분율 계산 및 합금화아연 미세조직 분석을 이
용하여 LME 균열 발생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였다.



193

[알루미늄1-1 | 08:30]

Sc, Zr 미량 첨가가 Al-Mg-Si 합금의 헤밍성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성녕1, 강헌2, 구남훈1; 1현대제철. 2기술연구소.
Keywords: aluminum sheet, precipitation, strain-rate, strain localizing, hemming property

자동차 외판재에 알루미늄 판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품 형상 구현을 위한 프레스 성형성과 내/외판 체결을 위한 180º 헤밍성
이 요구된다. 최근 프레스 성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 Si 및 Cu를 첨가한 합금이 개발되어 부품 적용성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부
변형력이 요구되는 헤밍가공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성형성/헤밍성을 겸비한 신합금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고연신
6천계 합금의 헤밍가공성 저하 원인을 분석 평가하였다. 그 결과, 과잉 Si 및 Cu를 첨가한 합금은 제조 과정에서 열적 안정성이 높
은 침상의 Q’-phase 석출되며 헤밍 가공 시 국부 변형 한계 값이 크게 저하되어 응력집중에 의해 크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Cu를 제외한 Al-Mg-Si 합금(based alloy)에 특정 비율의 Sc, Zr을 미량 첨가하여 석출물을 제어하고 성
형성과 헤밍성이 우수한 신합금을 개발하였다. 

[알루미늄1-2 | 08:45]

Microstructure Evolution of Two-step Aging Characterized by Three Dimensional Atom Probe: 송민영1,2, 김인수1,2, 김재
황1, 이광진1, 홍성길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전남대학교.
Keywords: Al-Mg-Si alloys, Aging, Nanocluster, 3DAP, Microstructure 

Al-Mg-Si계 합금은 우수한 시효경화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외판재에 널리 쓰이고 있다. 판재 운송 과정 중에 상온에 노출되면
서 Cluster (1)이 생성된다. Cluster (1)은 판재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negative effect of two-step aging’ 현상의 원인이 되기 때
문에 제어가 요구된다. 자연시효 시 Cluster (1)의 생성으로 인하여 경도가 증가한다. Cluster (1)에는 Si-rich cluster와 Mg-Si co-
cluster로 구분됨으로 보고되어 있다. Mg-Si co-cluster는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170oC 시효 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
분적 분해인지, 완전한 분해인지 또는 재배열을 통하여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3DAP를 활용하여 이단시효 초기 미세조직 변화를 연구하였다. 

[알루미늄1-3 | 09:00]

Two-step Aging Behavior in Al-Cu-Mg and Al-Mg-Si-Cu Alloys: 김인수1,2, 송민영1,2, 김재황1, 이광진1, 홍성길2; 1한국생산기
술연구원. 2전남대학교.
Keywords: Al-Cu-Mg alloys, Al-Mg-Si-Cu alloys, Natural Aging, Two-step aging 

최근 환경오염규제 강화로 인해 CO₂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연비 향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l 합금은 내식성, 성
형성, 비강도가 뛰어나 이를 활용한 차량의 경량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l 합금을 자동차 외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l 합금의 고강도화가 필요하다. Al 합금은 시효처리를 통해 고강도화가 가능하다. Al-Cu-Mg계 합금과 Al-Mg-Si-Cu계 합금은
대표적인 열처리형 Al 합금으로 우수한 시효경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Al-Cu-Mg계 합금에서 Cu-Mg co-cluster 형성에 따른
시효 경화 특성이 보고되었다. Al-Mg-Si-Cu계 합금에서 Cluster와 4원계 석출물 형성으로 인한 시효 경화 특성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두 합금계에서 합금원소 첨가량 및 자연시효 시간에 따른 Cluster 형성 거동이 이단시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Al-Cu계 합금에서 0.5-1.5 mass% Mg을 첨가하여 Al-Cu-Mg계 합금을 설계하였고, Al-Mg-Si계
합금에서 1-4 mass% Cu를 첨가하여 설계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합금에서의 자연시효 시간에 따른 석출물 형성 거동 및 이단시
효 거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알루미늄1-4 | 09:15]
Influence of Pre-aging Conditions on the Paint Bake Response of AA6016 Aluminium Sheets: Cui min1, Min-Seok Kim1,

Yun-Soo Lee1, Hyoung-Wook Kim1, Je-hyun Lee2; 1재료연구소(KIMS). 2창원대학교.
Keywords: Pre-aging: Cluster: Al-Mg-Si alloy: Paint Bake response.

Pre-aging (PA) immediately after solution treatment is considered as the most common method to suppress the detrimental effect of
natural aging (NA) on the paint bake response (PBR) of 6xxx aluminium alloy.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a wide range of pre-aging
conditions, including 60oC to 225oC with various time related to the PA temperature, on the paint bake response of AA6016 aluminium
sheets is investigated using hardness test and tensile test.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are applied to clarify the cluster evolution during PA and paint bake treatment (PB).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usters
formed during PA and the precipitates formed during PB is also been discussed. The results showed that PBR is influenced by both the
PA temperature and time. Samples pre-aged at 120oC to 170oC can obtain an excellent PBR with a good formability in T4 state and a
high yield strength value after PB. A negative effect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fter PB occurred if the PA time is too long (the time
is over a critical time related to each PA temperature). 

알루미늄
Room 322,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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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1-5 | 9:30]
Orientation Relationships between Al-matrix, η phase and Dispersoids Formed in the Heat-treated Al-Zn-Mg-Cu Alloy:

saif haider kayani1, Jae-Gil Jung2, Min-Seok Kim2, Kwangjun Euh2; 1과학 기술 연합 대학원대학교. 2재료연구소(KIMS).
Keywords: Dispersoids, Nucleation, Solution treatment, Orientation relationship

In this stud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ic analysis of extruded Al-7.65Zn-2.59Mg-1.95Cu-0.11Fe-0.03Si-0.11Zr-0.04Ti alloy
was carried out after heat treatment. The alloy was subjected to a solution treatment at 450°C for 24 hours and then cooled to room
temperature in the furnace. Two kinds of dispersoid were observed in the alloy i.e. fine Al3Zr and cuboidal Al18Mg3Ti2. It was found that
the shape, size, and coherency of the dispersoids ar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ir role in η nucleation during cooling from
solution treatment. Al18Mg3Ti2 dispersoids have a cuboidal morphology and their size is around 50 nm. It is observed that the η phase
shares same orientation relationship with Al-matrix and Al18Mg3Ti2 dispersoids that is [111]Al or Al18Mg3Ti2//[1210]η and (110)Al or

Al18Mg3Ti2//(0001)η. 

[알루미늄2-1 | 9:45]

LP-EGR용 인터쿨러 다층클래드 소재의 부식수명: 이동석12, 오광헌1, 지용준1, 이찬우3, 김목순2; 1(주)한온시스템. 2인하대학교. 3Shanghai
Huafon Aluminum.

Keywords: 다층클래드 소재, LP EGR(Low Pressure Exhaust Gas Recirculation),인터쿨러,브레이징, VDA(독일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의 LP-EGR 시스템에서는 인터쿨러의 내부 표면에 산성 응축수가 형성된다.응축수에서는 아세트산, 폼산, 황산, 질산 등의
성분이 주로 검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인터쿨러용 알루미늄 소재의 산성 환경에 대한 내식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층 클래드
압연재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기존의 브레이징 시트인 모재/필러재 사이에 희생양극층이 추가된 소재를 적용하여 내부식성
을 평가 하였다. 평가방법은 자동차용 열교환기 부품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수분무시험(SWAAT)과 EGR시스템용 열교
환기 내부식성 평가방법으로 개발된 독일자동차산업회의 VDA K3.2침지시험을 활용하였다. 시험 후 소재의 부식형태는 금속현미경,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희생양극층의 종류에 따른 부식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5층 클래드 재료가 적용된 인터쿨러는
기존 3층 클래드 재료 대비 부식 저항성이 개선되었으며,희생양극층 합금에 아연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부식깊이가 저감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부식수명이 개선된 다층클래드 압연재를 적용하면 LP-EGR 시스템용 인터쿨러의 부식수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루미늄2-2 | 10:00]

Microstructure Simulation of a Hypereutectic Al-Mn-Fe Casting Alloy in Phase-Field Approach: 박지원1, 오창석1, 정재
길1; 1재료연구소.
Keywords: Al6Mn, precipitate, solidification, phase-field model

Since the material properties of Al alloys strongly depend on their microstructure, it is important to simulate microstructural evolution
under process conditions in materials design. In a technical Al alloy containing Mn and Fe, its mechanical property strongly depends on
distributions of Mn around FCC dendrite and faceted Al6Mn -or Al6(Mn,Fe)-precipitates. The shape and size of the precipitates are
altered by the alloy chemistry, and the presence of external mixing: these factors influence on the kinetics via anisotropic nature of the
precipitate. In this project,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technical Al-Mn-Fe alloy containing trace amounts of Si and Ti during
solidification is simulated in 3-dimensional phase-field simulations. Precipitate distribution, dendrite shape, and elemental segregation
under different cooling rate are examined and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which showing good agreement. 

[알루미늄2-3 | 10:15]

AA7003 합금의 기계적 성질과 에너지 흡수능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 김희주1, 김수현1, 정제기1, 임차용1, 최윤석2;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2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Keywords: Al-Zn-Mg 합금, 에너지 흡수능, 축압축시험, 기계적 성질, 열처리
지난 수년간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존에 자동차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철계 부품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대체하여 차량의 무게를 감소
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차량 충돌 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차체 손상을 줄여주는 크래쉬 영역(crash zone)에도 알루미늄 합
금이 적용되며 알루미늄 합금의 에너지 흡수능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에너지 흡수능은 소재가 변형되면서 흡수
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결정되므로 소재의 기계적 성질이나 부품의 형상을 제어하여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A7003 합금
에 대해 여러 가지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가 AA7003 합금의 기계적 성질과 에너지 흡수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고
그 상관관계를 해석하여 알루미늄 합금의 에너지 흡수능에 미치는 주요 인자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알루미늄2-4 | 10:30]

알루미늄의 부식 거동에 미치는 Na2S, CuCl2, NaCl의 영향: 이주희1, 장희진1; 1조선대학교.
Keywords: Aluminum, corrosion, RSM(Response Surface Methodology), DOE(Design of Experiment technique)

A1100은 순도 99.0% 이상의 순 알루미늄으로서 내식성이 우수하고 가공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난 공업용 재료이다. 하지만 알루
미늄은 철, 구리 등 흔히 쓰이는 다른 금속에 비해 부식 전위가 낮기 때문에 부식 환경 하에서 다른 금속과 접촉하였을 때 갈바닉
부식이 쉽게 발생한다. 또한 부동태 피막에 의하여 부식 저항성을 유지하는 소재이므로 Cl-과 같은 공격성 이온이 존재하는 환경에
서는 부동태 피막파괴되기 때문에의 파괴로 인해 공식과 같은 국부부식에 취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A1100의 부식 거동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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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Cu2+, Cl- 이온의 영향을 동전위 분극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실험계획법 중 반응표면분석을 통해 부식전위, 부식속도, 공식전위
에 미치는 각 이온의 주효과와 각 이온 간의 상호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부식 전위와 부식 속도가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공식 전위의 경우, Cu2+와 Cl-는 공식 전위를 낮추었지만 S2-는 공식 전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식 전위와 부식 속도의 측면에서 Cu2+의 농도가 높을수록 Cl-

의 효과가 강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공식 전위의 측면에서는 Cu2+와 Cl-의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는 S2-에 의해 공식전위가 높아
지는 효과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알루미늄3-1 | 10:55]

Additive Manufacturing (AM) 공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미세조직, 마모, 인장 및 피로 변형 거동: 이기안1, 박태현1, 백
민석1, Yongho Sohn2;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AM), AlSi10Mg alloy, Tensile & High cycle fatigue, Wear (Ball on disc), Microstructure evolution 

본 연구에서는 Additive Manufacturing (AM) 공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미세조직과 마모, 인장 및 고주기 피로 특성
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석출 경화 열처리 효과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석출 경화 열처리로는
Al-Si 합금에 주로 사용되는 T6 열처리 그리고 direct aging (DA)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초기 미세조직 관찰결과, as-built 소재는
molten pool 내부에 cellular/columnar structure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cellular structure boundary에 eutectic Si들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6 열처리 이후 molten pool 및 cellular/columnar structure는 모두 사라졌으며, Si 상들은 조대한 크기로 (μm 수준) 관
찰되었다. 상온 인장 시험 결과 DA 소재는 as-built 소재보다 항복 및 인장 강도가 향상되었지만 T6 소재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고주기 피로 시험결과, 피로한은 DA 소재가 가장 우수한 피로 특성을 보였고 T6 소재는 낮은 피로 특성을 나타내었다. 상온 마모
시험 결과에서 T6 소재는 as-built와 DA 소재보다 우수한 마모특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AM 공정으로 제조된
AlSi10Mg 합금의 석출 경화 열처리에 따른 마모, 인장 및 피로 특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신소재
3D 프린팅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알루미늄3-2 | 11:10]

용질원소를 10%이상 함유한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빌렛 연속주조, 압출 및 부품화기술: 김명균1, 박준표1, 김세훈2, 성시영2, 황종일3, 손
현성4, 이규창5;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2자동차부품연구원. 3(주)아니스엘엠에스. 4신영유니크. 5강릉원주대학교.
Keywords: high solute element, billet, continuous casting, extrusion, forging

대기 중 미세먼지 증가 및 수송기기 환경규제와 동시에 운전자 안전/편의사양에 의한 중량증가로 자동차 경량화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자동차 경량화 중 소재부문 경량화는 개발Risk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그 효과는 상당하므로 알루미늄 소재 채용은 가
속화되고 있다. 알루미늄 합금의 경량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기존 합금 대비 고강도/고성형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합금원소의 첨
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합금 내 용질원소가 다량 첨가되면 응고시 큰 온도구배 형성으로 주조결함 및 조직 불균일을 초래하여 연
주 중 빌렛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알루미늄 합금 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질원소를 10%이상 첨가하면
서 연주 중 응고수축이 적은 알루미늄 합금계를 신규 설계하고, 개발합금은 Pilot Plant급 규모에서 직경 200mm 빌렛에서 연주하
면서 연주결함이 없는 공정을 개발한다. 연주된 빌렛은 균질화처리를 거쳐 압출되며, 이를 이용하여 수송기기용 부품으로 성형하여
부품화 평가과정에 대한 소개한다. 

[알루미늄3-3 | 11:25] Canceled 

Al-Cu-Si 3원계 공정조성 합금의 주조공정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및 기계적 특성 분석: 김병주1, Arne K. Dahle2, 박용호3, 이영철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Jönköping University. 3부산대학교.
Keywords: Aluminum alloys, eutectic alloys, compressive properties, microstructure evolution, 

알루미늄 공정합금은 낮은 융점과 우수한 주조특성, 마모성, 압축강도를 보유할 수 있어 공학소재분야에서 학술적, 기술적인 이유
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전형적인 공정상의 응고는 하나의 액상 내에서 2개 이상의 고체상이 상호 협력적으로 성장하는 것으
로 합금조성 및 주조공정에 따라 lamellar, fibrous, rod 등의 패턴으로 응고된다. 주조공정에 따른 공정상의 패턴 형상과 크기, 분
포는 기계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Al-33Cu, Al-12.6Si등과 같은 2원계 공정합금들
위주로 진행되었다. 3원계 공정합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고체 상이 응고된 공정상을 가지며, 2원계 공정합금들에 비해 복잡
한 미세조직을 가지지만,이러한 공정상의 형상에 따른 기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2원계 합금들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Al-Cu-Si 3원계 공정합금의 주조공정제어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알루미늄3-4 | 11:40]

Zr을 첨가한 다성분계 Al-14Si-CuNiMg 합금의 Zr-rich 상의 규명: 조민수1,3, 조영희1, 이정무1, 김수현1, 강전연1, 정재길1, 김수배1,2,
장재일3; 1재료연구소. 2연세대학교. 3한양대학교.
Keywords: Al-Si casting alloy, multicomponent, intermetallics, microstructure characterization,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다성분계 Al-14Si-3Cu-4.5Ni-0.5Mg 주조 합금에 Zr을 미량 첨가하였을 때, 응고 초기에 수십 μm의 크기를 가지는 조대한 판형
Zr-rich 상이 생성되었다. Zr-rich상은 Al, Si, Ni, Zr및 Fe로 구성되어 있으며 (Al, Si)3(Zr, Ni, Fe)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관찰된 (Al, Si)3(Zr, Ni, Fe)상은 다성분계 Al-14Si-3Cu-4.5Ni-0.5Mg 합금의 열역학 계산에 의하여 예측되지 않는 상이
었다.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EBSD)과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분석을 통하여 (Al, Si)3(Zr, Ni, Fe)



196

상의 결정학 정보를 밝혀 내었다. (Al,Si)3(Ni,Zr,Fe)상의 기계적 특성은 상온 및 350oC에서 nano-indentation을 사용하여 평가를 하
였다. 

[알루미늄4-1 | 11:55]

Al-Zn-Mg계 알루미늄 신합금의 유동응력 전산모사 및 소성변형거동: 양승현1, 연규호1, 김목순1, 김세훈2; 1인하대학교. 2자동차부품연구원.
Keywords: Al-Zn-Mg alloy, Compressive test, Processing map, Simulation, Plastic deformation

최근 자동차 경량화 요구가 증대되면서 우수한 강도 특성을 갖는 Al-Zn-Mg계 합금을 자동차용 구조재료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Al-Zn-Mg계 고강도 상용합금의 경우 강도특성은 우수하나 높은 변형저항으로 인하여 소성가
공성에 문제가 있어 소성가공성과 고강도 특성이 겸비된 Al-Zn-Mg계 신합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
에 따라 개발된 Al-Zn-Mg계 주조재의 고온소성변형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압축시험을 300~500oC의 온도영역에서 0.001~1/s의 변형
속도로 실시하였고, 이 결과로부터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을 구하였다. 아울러 구성방정식과 유한요소해석법(FEM)을 이용하여 다양한
온도 및 변형속도에서 유동응력을 전산모사하였다. 또한 동적재료모델(Dynamic Materials Model)과 에너지분산효율 및 소성불안정기
준을 적용하여 변형공정지도를 작성하였으며, 변형재의 미세조직 관찰을 통해 소성변형거동을 고찰하였다. 

[알루미늄4-2 | 12:10]

불균일 핵생성 입자 크기와 알루미늄 합금의 결정립 미세화의 통계적 관계 해석: 김수배1,2, 조영희1, 조민수1,3, 이영국2, 이정무1; 1재료
연구소(KIMS). 2연세대학교 3한양대학교.
Keywords: Aluminum alloy, Grain refinement, Inoculant particles, Particle size distribution, Exponential distribtuion

알루미늄 합금의 결정립 미세화는 feeding의 향상, porosity의 크기 감소 및 균일한 분포, 편석의 감소 등의 다양한 이점을 가짐
에 따라 널리 수행된다. 이는 주로 알루미늄 결정의 핵생성 사이트 역할을 수행하는 TiB2, TiC, AlB2등과 같은 inoculant 입자를
첨가함으로써 획득된다. 최근, 이들 inoculant 입자의 크기와 수를 제어하여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용탕 처리법들이 개발
/보고 되고 있다. 용탕 전단법, 초음파 용탕 처리 등은 용탕내 물리적 압력을 가하여 inoculant 입자들의 군집체를 붕괴시키고 균일
하게 퍼뜨림에 따라 추가적인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발현시킨다. 그러나 이들 효과가 항상 결정립 미세화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들 용탕 처리에 의한 inoculant군집체의 붕괴는 입자 수를 증가시키지만 입자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Classical free
growth 이론에 따르면, 이들 inoculant 입자들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핵생성에 요구되는 과냉도는 증가한다. 따라서, 첨가된 모든
입자들이 핵생성 사이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결정립 미세화 효과는 주어진 과냉도에서, 적절한 입자의 크기와 수의 균형을
가질 때, 최대화된다. 핵생성 입자의 크기와 수에 관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inoculant의 크
기 및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inoculant 입자들은 세제곱 미터당 약 1013개 수가 존재하며 그 크기 범위는
수 나노에서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갖기 때문에 완벽한 정량 측정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수백개에서 수천개의 입자를 측정하
고, Gaussian, lognormal, exponential 등의 통계학적 함수를 도입하여 입자의 크기 분포도를 예측한다. 이들 통계학적 함수의 도입
은 입자 크기 분포 예측의 편의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straight line fitting method를 이용하여 핵생성에 참여한 입자의 수 및 효
율과 핵생성에 요구되는 과냉도의 산출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oculant 입자의 크기에 대한 정량분석결과를 기초
로, 통계학적 함수를 도입하여, 결정립 미세화에 참여한 입자의 수와 크기 및 미세화 효율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inoculant의
미세화 효율을 증대시키는 용탕 처리법 중 하나인 초음파 용탕 처리를 도입하여 inoculant 입자의 크기를 임의로 제어함으로써, 입
자 크기가 결정립 미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inoculant 입자 크기제어 의한 결
정립 미세화 효과가 발현 및 증대되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알루미늄4-3 | 12:25]

Mg 함량 변화에 따른 Al-Mg 합금의 고온변형 특성: 이재철1, 김상욱1, 손현우1, 조창희1, 김용재1, 김세광2, 윤영옥2, 이지운2, 현승균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재료구조제어연구실.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Flow stress, Hot deformation, Solute strengthening, Dynamic recrystallization 

고온 비틀림 시험을 이용하여 높은 함유량의 Mg이 첨가된 Al-Mg 합금들에 대해 Mg 함량 차이에 따른 고온변형 특성을 평가하
였다 (Al-6Mg, Al-8Mg, Al-9Mg). 비틀림 시험은 300oC~450oC, 0.1s-1~2s-1 의 조건으로 진행하였으며 유동곡선에 기반한 구성방
정식과 동적재결정 분율을 측정하였다. 구성방정식을 통해 도출한 고온변형 시 활성화에너지는 각각 150.21 kJ/mol, 152.24 kJ/mol,
156 kJ/mol 로써 Mg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정한 온도와 변형속도에서 Mg 함량이 증가할수록 동적재결
정 분율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Mg이 Al에 고용됨에 따라 용질 견인 효과 (solute drag effect) 가 커지고,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정립은 변형 방향에 상당한 저항을 가졌다. 이에 따라 결정립계의 이동성 역시도 Mg 함량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
어 Al-9Mg으로 갈수록 파단 변형률이 작았으며 재결정립 크기가 감소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동적재결정이 발생하는 특정
시점에서 EBSD, X-ray line profile을 진행하였고, 전위밀도와 재결정립 분율 차이를 Mg 함량에 따라 비교하였다. 

[알루미늄4-4 | 12:40]

Al-Mg 합금의 Mg 함량에 따른 전단 변형 및 어닐링 특성: 조창희1, 손현우1, 김상욱1, 이재철1, 김용재1, 윤영옥2, 김세광2, 이지운2, 현
승균1; 1인하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Al-Mg alloys, torsion test, annealing 

Al-Mg 합금은 대표적인 고용강화 합금으로 비열처리 알루미늄 합금 계열 중 강도가 높은 합금 종류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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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구조용 재료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알루미늄 판재와 관련한 연구에서 소성 이방성과 관련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금속 판재의
소성 이방성은 결정립의 방위 분포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성 변형 및 열처리에 의해 판재 내 결정학적 우선 방위가 형성되어 집합
조직이 발달하게 된다. 비틀림 집합조직은 단순 전단 변형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로써 비교적 넓은 변형률 영역에서의 특성을 평가하
기에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연, 압축, 인장에 대한 집합조직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만, 비틀림 시험으로 형성된 변형
집합조직과 어닐링 집합조직에 대하여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Al-6, 9 Mg 합금에 대한 비틀림 집합조직과
어닐링 집합조직에 대해 상론한다. 본 연구에서는 Al-6 Mg, 9 Mg 합금의 같은 공정 조건에서 형성된 어닐링 집합조직을 비교 분
석하였다. 변형은 상온에서 0.1/s의 변형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어닐링은 300oC에서 10~60분 진행하였다. 6 Mg 합금에서는 변형률
0.35에서 어닐링이 진행됨에 따라 C 방위가 강하게 발달 되며, 약하게 A1*, B 방위가 발달하였다. 변형률 0.5에 대하여는 어닐링이
진행됨에 따라 B 방위가 강하게 발달하였다. 9 Mg 합금에서는 변형률 0.35에서 어닐링이 진행됨에 따라 B 방위가 강하게 발달됨
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Mg 함량에 따른 적층결함에너지의 차이, 변형 속도에 의한 초기 집합조직의 형성 변화, 변형률에
따른 축적 에너지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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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1-1 | 08:30]

황화 반응을 통한 SiO2 가 함유된 FeTiO3 에서 Fe-Ti 황화물의 형성에 대한 온도 및 sulfur 비의 영향: 김용우1, 김선중1; 1조선
대학교 재료공학과.
Keywords: Ilmenite, Rutile, Sulfurization reduction 

티타늄은 철강, 의료, 항공 우주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금속이며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지만, 티타
늄의 원재료 생산 원가는 다른 구조용 재료에 비해서 현저하게 고가이다. 티타늄의 생산 원료인 TiO2 는 천연 일메나이트 광석을
1873K 이상에서 탄소와 함께 환원 및 산 침출을 통해 티타늄 함량이 높은 슬래그로부터 생산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상 높은 에
너지 소비 및 다양한 침출 잔류물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1673K 이하의 온도에서 Na2SO4에 의한 SiO2가 함유된 FeTiO3 의
고온 황화 반응을 진행하여 Na2SO4 와 FeTiO3 의 몰 비, 온도에 따른 Fe, Ti, Na, Si 의 분포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비철1-2 | 08:45]

니오븀 산화물의 마그네슘 환원에 의한 니오븀 금속분말 추출: 박수진1,2, 황선민1, 손영국2, 이동원*1; 1재료연구소. 2부산대학교.

Keywords: 니오븀산화물, 니오븀, 마그네슘, 환원 
니오븀(Nb)은 융점이 높고 연성 및 내식성이 우수하여 타이타늄 및 니켈 계 제트엔진, 가스터빈 및 원자력 용 연료피복재 제조용
소재로 널리 사용되며, 니오븀 카바이드(NbC)로써는 고성능 절삭공구 용으로도 이용된다. 따라서 니오븀을 함유한 부품 혹은 소재산
업에서는 고순도 니오븀 원료를 확보하는 선행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니오븀 금속 역시 산화물의 환원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데, 니오븀 산화물의 높은 열역학적 안정도 때문에 통상의 탄소 및 수소로의 환원이 불가능하여 Ca, Mg, Al 등의 금속환원제
의 사용으로 환원하는 연구사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환원공정을 적용하였으며 니오븀 금속분말의 추출을 시도하였다.
99.99%의 니오븀 산화물(Nb2O5) 원료를 밀폐된 스테인리스 용기 내에서 마그네슘 가스와의 반응으로 환원을 유도하였으며, 환원
온도는 1073 K ~ 1273 K 그리고 환원 시간은 20~80 hrs 의 범위에서 각각 변화시켰다. 환원 후에는 Nb 및 MgO 의 상으로 형
성되어 이중 MgO 성분은 염산수용액에서 교반 세척하여 제거함으로써 최종 니오븀 금속분말을 얻었다. 충분한 환원을 위한 최적의
환원 조건은 1253 K에서 60 hrs 이었으며, 이때의 분말 입자 크기 및 산소 농도는 대략 1 μm 및 0.45 wt.% 로 각각 나타났고,
따라서 99.5% 순도 이상의 니오븀 금속 추출이 가능함을 알았다. 

[비철1-3 | 09:00]

탄탈륨 산화물의 마그네슘 환원에 의한 탄탈륨 금속분말 추출: 황선민1, 왕제필2, 이동원*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KIMS) 타

이타늄 연구실. 2부경대학교 금속공학과.
Keywords: tantalum, tantalum pentoxide, magnesium reduction, particle size, activation energy 

금속 탄탈륨은 융점이 높고 연성 및 내식성이 뛰어나 제트엔진, 미사일 등에 응용되는 국방산업용 초합금 제조를 위한 합금원료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높은 전기전도율을 보유함으로써 전자산업에서의 커패시터 제조용 소재로의 활용도도 높다. 따라서 탄탈륨을 함
유한 부품 혹은 소재 산업에서는 고순도 탄탈륨 원료를 확보하는 선행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탄탈륨 금속 역시 산화물의
환원에 의해 제조되어지고 있는데, 탄탈륨 산화물의 높은 열역학적 안정도 때문에 보통의 탄소 및 수소로의 환원이 불가능하여 Ca,
Mg, Al 등의 금속환원제의 사용으로 환원하는 연구사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환원공정을 적용하였으며, 초기 산화물 입
자크기(0.2 μm, 1.5 μm) 및 환원온도 (1073K~1273K)의 변화에 따라 환원반응 거동의 차이를 조사고자 하였다. 환원 후 얻어진
분말에서 X-선 분석 결과, 초기 사용입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최소 1123K 이상에서 환원이 잘 이루어진 순수 Ta 피크가 얻어
졌고, 이후 전체 환원온도 영역에서 얻어진 분말의 산소분석 결과로부터 0.2 μm의 미세분말의 사용에서 환원이 더욱 용이함을 알았
다. 이러한 초기 입자크기 별 환원거동은 환원반응에 대한 활성화에너지 (0.2 μm = 5.234 J/mol, 1.5μm = 5.917 J/mol)의 차이
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고의 환원온도인 1273K에서 얻은 분말의 산소농도는 0.2 μm에서 0.88wt.%, 1.5μm에서 0.66wt.% 로 각각
나타났는데 이의 차이는 환원 후 분말의 입도차이(비표면적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하였다. 

[비철1-4 | 09:15]

액체금속 음극을 이용한 산화 마그네슘의 전해 제련을 통한 고순도 금속 마그네슘 제조: 이태혁1, 김영민2, 이진영1, 강정신1; 1한국지
질자원연구원. 2재료연구소.
Keywords: magnesium production, molten salt electrolysis, magnesium oxide, vacuum distillation, high-purity magnesium.

In this study, a novel magnesium production process by utilizing electrolytic method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produce high-purity
magnesium metal from magnesium oxide. Electrolysis of magnesium oxide was conducted using a liquidus tin cathode and a carbon or
platinum anode in eutectic MgF2-LiF molten salt at 1083 K under an applied voltage of 3.0 V. As a result, the Mg-Sn alloy such as
Mg2Sn was obtained with a current efficiency of 68.2 % under certain conditions. To produce high-purity magnesium metal from the
Mg-Sn alloy, vacuum distillation was conducted at 1200 K for a duration of 5-10 h. After the distillation, magnesium metal with a purity
of 99.999 mass% was obtained, and the concentration of magnesium in the residue was 0.16 mass%. Therefore, the electrolytic process

비철금속
Room 323, 10월 25일 



199

developed here is feasible for the production of high-purity magnesium metal from magnesium oxide via an environmentally-sound
method. 

[비철1-5 | 09:30]

일메나이트광 활용 효율적인 TiCl4 제조를 위한 열역학적 거동 고찰: 정은진1, 김진영1, 이미선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Keywords: Ilmenite, Rutile, Partial pressure, Chlorination, FBR

TiCl4(Titanium tetrachloride) 소재는 금속 티타늄 또는 안료, 촉매로써의 TiO2를 제조 공정의 원료로써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92~95 %의 TiO2를 함유하는 고순도 루타일 원료의 염화 반응을 이용한 상용화 공정에 의해 제조되고 있다. 일메나이트 광석
을 활용하여 선택염화공정에서의 FeO의 효율적인 제거는 TiCl4의 반응순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천연루타일로부터 제조된 TiCl4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연속적인 염화공정을 통한 TiCl4 제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eO의 제거 및 TiCl4 제조를 위한
공정조건 제어는 필수적이며 환원제 분압 및 염소 분압에 따른 열역학적 거동 고찰이 병행되어야 한다. 각 분압에 따른 반응구동력
및 생성물 고찰을 통해 효율적인 반응거동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선택염화공정 및 TiCl4 제조시 온도에 따른 반응 구동력을 살펴
보고 이론적인 공정조건의 구현 가능성을 비교하였으며 실제 유동염화시 반응분압 및 공정조건 제어시 발생되는 현상과 이론적 계산
의 차이로 인한 현상을 파악하고 열역학 고찰 기반의 조업 안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W-3 | 09:50] 윤동석상 수상기념강연

방향성 기공구조의 다공성동 제조 및 응용: 현승균1; 1인하대학교

[비철2-1 | 10:15]
Development of Electrochemical Evaluation Methods for Filling Performance of Copper Electrodeposition: Jeong-Ho
Moon1, Jaewook Shin2, Tae-Hee Kim1, DongHoon Song1, EunAe Cho1; 1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t KAIST. 2KAIST

Institute for NanoCentury at KAIST.

Keywords: copper electrodeposition, Additive, Microvia, Polyethylne glycol(PEG),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 
Copper electrodepostion technique is widely used for manufacturing of metal interconnection in printed circuit boards (PCBs) and

semiconductor devices. The PCBs used in mobile electronics requrie microvias to reduce size of the devices. To fully fill the microvias,
the copper electrodepostion solution incorporates additives such as suppressor, accelerator and leveler. The additives are degraded
during electrodeposition, resulting in decreases in filling performance of microvia. Especially, suppressors which are contained in
electrodeposition solution with high concentration than other additive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cay of filling performance.
However, evaluation of the filling performance relevant to the suppressor degradation is still imprecise. In order to improve accurancy
of filling performance measurement,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lling performance and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such as cathodic potential and overpotential difference (Δη) using cathodic scan measurements. As a suppressor, polyethylne glycol
(PEG) of various molecular weight (MW) was used. As the aging time of electrolyte increases, filling performance was lowered with
increase in the cathodic potential. However, when fresh PEG was added to the aging solution, the cathodic potential came back to that
measured in the initial solution and the filling performance was lower than that measured in the initial solution. In addition, we
investigated effects of MW on the decomposition PEG. A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the filling performance of electrolyte
with decomposed PEG can be roughly correlated with the cahtodic potential, Δη can be used as an effective measure of the filling
performance. 

[비철2-2 | 10:30]

Cu-6Ni-1.5Si(wt%)합금의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Co첨가 효과: 이상진1,2, 한승전2, 최은애2, 안지혁2, 허기녕2, 조의정2, Satoshi
Semboshi3, 임성환4, 이재현5, 신현석2, 최윤석1; 1부산대학교. 2재료연구소. 3Tohoku University. 4강원대학교. 5창원대학교.

Cu-Ni-Si합금은 δ-Ni2Si 석출물로 강화되는 대표적인 석출 경화형 합금으로 강도와 전기전도도가 다른 합금보다 우수하여 전기 또
는 전자 부품의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Cu-6 wt.%Ni-1.5 wt.%Si 합금의 미세구조,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Co 첨가
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Co/Ni 최적비를 찾기 위해 Co 0.06~1.92 wt.%를 Ni 대신 첨가하였다. 모든 시편은 V.A.R
(Vacuum Arc Remelting)로 주조를 하였고, 주조한 Cu-Ni-Co-Si 잉곳을 980oC에서 1시간 용체화처리를 한 뒤 450oC, 500oC,
550oC에서 각각 5~720분 동안 시효처리 하였다. 경도 측정 결과 시효처리 전 0.04의 Co/Ni 비를 가진 합금의 경도가 가장 높았으
며, 시효처리 후에는 0.07의 Co/Ni 비를 가진 합금의 경도가 450oC와 550oC에서 가장 높았다. Co/Ni비가 약 0.1이내일 경우 다른
합금보다 석출경화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높은 Co/Ni비 (0.47)를 가질 때 시효강화가 늦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OM (Optical microscope)으로 불연속 석출물과 개재물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Co 첨가량 증가에 따라 기계적 특성에 유해한 영향
을 미치는 불연속 석출물 생성이 억제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특히 Co/Ni비가 0.47 인 합금의 경우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든 시효
처리 온도와 시간에서 불연속 석출물이 생성되지 않았다. 

[비철2-3 | 10:45]
The Effects of Alloying Elements on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γ/γ′-Strengthened Co-Ti-Based Alloys:

Hyeji Im1, Subin Lee2, Won Seok Choi1, Surendra Makineni2, Baptiste Gault2, Dierk Raabe2, Pyuck-Pa Choi1; 1Korea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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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Max Planck-Institut für Eisenforschung.

Keywords: Co-based superalloy, Atom probe tomography, Mechanical properties
Co-based superalloy has received much attention as a promising alternative to Ni-based superalloy in gas turbine application with an

improved oxidation and creep resistance. Especially, Ti-added Co alloy was reported to form thermodynamically stable γ'-(Co3Ti) with
a wider compositional range and lower alloy density compared to Co-Al-W system. However, Co-Ti alloys exhibit a low γ′ volume
fraction of about 20% and γ′ precipitates are prone to coarsen when exposed to high temperature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alloying
elements on γ/γ′ microstructure to optimize the microstructure for high temperature applications. Furthermore, mechanical properties of
Co-Ti-based alloys at various temperatures were studied based on uniaxial compression test. Their deformation mechanism upon
temperatures and alloying elements were investigated utiliz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electron channeling
contrast imaging (ECCI). 

[비철2-4 | 11:00]

Al/Cu 주조접합 시편의 열처리에 따른 금속간화합물 층의 두께 변화가 열확산도에 미치는 영향: 김용원1, 최세원2, 김유미1, 김영찬1, 강
창석1, 홍성길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Cast bond, Intermetallic compound, Thermal diffusion, Aluminum, Copper

최근 서로 다른 두 소재의 단점은 보완하고 우수한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이종 소재 접합에 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구리는 강도가 우수하며, 가공성이 좋고, 열 및 전기 전도성이 좋다. 그러나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알루미늄은 가
격이 저렴하고 밀도가 구리의 1/3정도로, 귀금속 및 구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구리의 이종재로써 적합하다.
Al-Cu 접합에 브레이징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공정이 어려워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며 가공단가가 비싸고, Al-Cu 사이에 충진재
가 들어가므로 전도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브레이징보다 공정이 단순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조를 이용한 Al-Cu
접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주조 시 열에 의한 확산으로 생성되는 금속간화합물층이 전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Al-Cu 주조 접합으로 생성된 시험편이 열처리 조건에 따른 금속간화합물층의 두께 변화와 그에 따른 전도도의 변화를
조사했다. 순도 99.9%인 구리를 202020(mm)로 가공한 후 모든 면을 연마지 #600으로 기계 연마했다. 준비된 Cu 시편을 180
°C로 예열된 10015022(mm)의 흑연 몰드의 중앙에 위치시켰다. Al 용탕(순도 : 99.9%)을 흑연 몰드에 주탕하여 Al-Cu 주조접합
시편을 제작 후 공냉했다. 열처리는 400, 450 및 500°C로 4시간동안 진행했다. 두께 4mm로 절단된 Al-Cu 시편을 기계적 연마
후 금속간화합물 층의 조성과 두께 분석은 광학 현미경, 주사 전자 현미경 및 전자 탐침 미세 분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열확산
도 분석은 laser flash apparatus를 이용했다. 

[비철2-5 | 11:15]

금속의 고용 및 상 석출 제어를 이용한 자체 색상 컬러 합금 개발 연구: 문상철1, 강결찬1, 김영석1, 박혜진1, YUSUPOV DILSHODBEK1,
JUMAEV ELYORJON1, 홍성환1, 송기안2, 김기범*1; 1세종대학교 공대 나노신소재공학부. 2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금속간화합물, CIE L*a*b*, 컬러합금, 색도기계분석 
현재 산업 분야에서 금속 외장소재에 색상을 표현하는 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전기화학적 공법 및 표면 도장
기법을 이용한 표면 처리 방법이다. 이러한 전기화학적 공법 및 금속계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표면 처리한 금속은 우수한 색 재현성
을 통하여 다양한 부품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화학적 표면 처리 공법은 우수한 색 재현성에도 불구하고 표면 마모 및
색 번짐 현상에 취약하고, 다양한 물성 구현에 제한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가 valley 형태의 density of state을 가지며, 이를 통하여 빛의 흡수 및 반사 과정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색상을 지니는 금속간 화합물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자체적으로 색상을 지니는 구리의 고용도를 활용하고 또 색상을 지니는 금속간
화합물의 상 석출 제어를 통해 합금 자체의 고유 색상을 가지며 우수한 색 내구성 특성을 나타내는 컬러합금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컬러합금의 경우 자체 제작한 판형 몰드로 유도 주조를 이용하여 50 * 50 * 5 mm3 크기의 판상 시편을 제작
하였다. 제작된 시편에 대해 상 분석과 미세조직 분석을 위하여 X선 회절분석기와 주사전자현미경, 에너지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였다.
합금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온 압축시험 및 경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합금의 색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L*a*b* 색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성의 변화가 기계적 물성 및 색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최적의 색상 및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는 Al-계 컬러 합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비철2-6 | 11:30]
Preliminary Study on Fe–Gd Alloys as Binary Alloys and Master Alloys for Spent nuclear Fuel (SNF) Application: Ji-
Ho Ahn1, Sang-Wook Lee1, Byung-Moon Moon1, Young-Jig Kim2, HYUN-DO JUNG1; 1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Sungkyunkwan University.

Keywords: Gadolinium: iron: neutron absorbing material: hardness: corrosion resistance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of nuclear industries is to fabricate safe, stable and efficient materials for the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spent nuclear fuels (SNFs), these materials are known as neutron shielding and absorbing materials. Recently, Gd has received much
attention as a neutron absorbing material in SNF applications owing to its high neutron absorption capability. Herein, we propose novel
Fe-Gd alloys as binary alloys and master alloys for nuclear applications. Fe-Gd alloys with 20, 55 and 80 wt% Gd were selected based
on the Fe-Gd phase diagram. All fabricated Fe-Gd alloys had higher hardnesses than pure Fe due to the formed Fe-Gd phas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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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ich phase had a higher hardness than the Gd-rich phase. On the other hand, corrosion resistance of the Fe-Gd alloys decreased as the
Gd content increased. Satisfactory Gd-based intermetallic dispersion and modifying effects were obtained by casting an Fe and a
stainless-steel alloy with Fe-80Gd. The average intermetallic size in the stainless-steel alloy remarkably decreased with a decrease in the
average distance between Gd-based intermetallics. The Fe-Gd alloys have the requisite hardness and corrosion resistance as well as
dispersion ability of intermetallics to make them promising candidates for use in SNF applications. 

[비철3-1 | 11:50]

니켈기 초내열합금 소재에 대한 슬래그 재용해 공정개발 및 부품 제작: 배현나1, 김영득1, 김정욱1, 구지호1; 1두산중공업 소재기술개발팀.

Keywords: 초내열합금, ESR, 슬래그, Macrostructure 
증기 발생 온도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은 증기 발생 온도를 꾸준히
상승시켜 왔으며 이에 따라 소재도 기존의 철기에서 고온 특성이 뛰어난 초내열합금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니켈기 초
내열합금은 고온에서 강도와 크리프 특성이 우수하여 많은 발전용 부품의 대체 소재로 적용되고 있다. 초내열합금 소재는 합금원소
들을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비금속 개재물 및 편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재용해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니켈기 초내열합금에
적합한 재용해 공정은 ESR(Elactro-Slag Remelting)로서 슬래그에 저항열을 발생시켜 VIM(Vacuum Induction Melting) 전극을 용
해한 후 냉각 몰드에서 재응고함으로써 불순물 함량을 낮추고 성분 및 조직을 균일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Inconel 625와 690
소재에 대해 100 kg급 ESR 강괴를 제조하여 슬래그 조성 영향 및 강괴 건정성, 제조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cale-up하여 4톤급 VIM전극(Φ385)으로 재용해 공정을 수행하여 ESR강괴(Φ550)를 제조하였다. 슬래그 조성 변화 및 ESR 강괴
화학성분, 강괴 Macrostructure를 통해 슬래그/용탕 화학반응과 재용해 공정의 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수한 특성의 강괴 제조를
위한 안정적인 ESR 재용해 공정 조건을 확보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술개발 결과가 최종 부품이 되기까지 필요한 후속공정을 간략하
게 소개하고자 한다. 

[비철3-2 | 12:05]

Effects of Crystal Orientation on High Temperature Low Cycle Fatigue Properties: 송전영1, 구지호1, 마영화1, 이연수1; 1두산중공업.
Keywords: Single crystal Ni-based superalloy, Crystal orientation, Orientation dependence, High temperature low cycle fatigue 

Sing crystal nickel based superalloys are widely used for high temperature component such as industrial turbine blade because they
show excellent fatigue, creep and corrosion resistance. These excellent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derived from unique
microstructure composed of gamma matrix and gamma prime precipitate. Compared with the equiaxed and directionally solidified
nickel based superalloys, single crystal nickel based superalloys have superior fatigue and creep properties. It is due to eliminate grain
boundaries. Turbine blade are subjected to multi-axial stress (or strain) during operating.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orientation dependence on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fatigue and creep. In this article, high temperature low cycle
fatigue behavior of single crystal Ni-based superalloy with various crystal orientation ([001], [011], [111]) has been investigated. Also,
we briefly discussed high temperature deformation mechanisms of single crystal Ni-based superalloy during high temperature low cycle
fatigue. 

[비철3-3 | 12:20]

HIP처리된 니켈기 초내열합금의 기계적 특성평가: 구지호1, 송영석1, 송전영1, 배현나1, 마영화1, 석진익1; 1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Keywords: HIP, Nickel-based superalloy, Investment casting, Mechanical property, Directional solidification 

가스터빈 엔진 부품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니켈기 초내열합금 주조재의 HIP(Hot Isostatic Pressing)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와
고온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주조시편은 정밀 주조로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정밀주조는 2E-3 mbar의 진공분위
기에서 용탕온도 약 1450도, 인출속도 2~6mm/min의 공정조건에서 수행되었다. HIP 처리는 1200도, 100 MPa 압력 조건에서 4시
간 동안 실시하였고, 일부 시편은 압력 및 냉각속도를 달리하여 HIP 조건에 따른 기계적 성질의 변화 관찰에 중점을 두었다. HIP
처리된 주조시편은 표준 열처리 후 기계적 특성과 이에 따른 미세조직을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HIP 압력 및 용체화 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크리프 파단수명은 증가하였다.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HIP 압력이 높을수록 주조결함이 감소하였고, HIP온도가 높을수록
감마프라임 및 공정상 분율 감소에 의해 기계적 성질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본 연구에서는 정밀주조로 제작된 가스터빈 고온부
품의 후처리 공정 간소화와 기계적 성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
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 2013101010170C)  

[비철3-4 | 12:35]

선박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보수용접 품질 개선을 위한 쇼트피닝 적용 연구: 김동욱1, 배철현1, 심윤성1, 김현주1, 허지행1; 1한국조선해양(주).

Keywords: Ni-Al bronze, 프로펠러, 보수용접, 표면처리, 잔류응력 
니켈-알루미늄- 브론즈(Ni-Al Bronze, NAB) 합금은 높은 강도와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하의 구조물 소재
로 이용되고 특히 IAC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y) CU3는 구리에 7~11% 알루미늄 및 니켈, 철, 망간
등의 성분이 첨가된 cast alloy 로, 대형 프로펠러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프로펠러 크기의 증가
로 대형주조물 특성상 주조결함 발생이 용이하게 되었고, 일부 표면 및 표면 직하에 존재하는 주조결함 경우 피로수명 향상을 위
해 제거 및 보수처리가 다수 필요한 실정이다. 프로펠러용 NAB합금의 보수는 선급 규칙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의 표면결함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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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함들을 제거한 후 보수용접을 하고 국부 용접에 따른 잔류응력은 후열처리를 통해 제거한다. 그러나 중량이 수십 톤 이상의
프로펠러 대상으로 후열처리 방안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효율적인 후처리 기법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후열처리를 대신하여 쇼트피닝 방안이 용접 잔류응력 제거에 효과 있음을 확인하였고, NAB 재질에 최적화된 쇼트피
닝 공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각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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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1-1 | 09:00]

고성능 전고체전지를 위한 슬러리 기반 시트형 복합 전극 기술: 정윤석1; 1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2(사)대한금속ㆍ재료학회.
Keywords: solid-state batteries: solid electrolytes: electrodes: ionic contacts: sulfides 

최근 리튬 전고체전지는 높은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황화
물계 고체전해질의 경우 공기 중에 취약한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최대 10-2 S/cm 에 이르는 높은 이온전도도와 기계적으로
무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은 복합전극을 이용한 전고체전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
한 물질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물질은 극성이 높은 유기용매에 높은 반응성을 가져 N-methyl-2-
pyrrolidinone (NMP) 와 같은 기존 슬러리 용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xylene 과 같은 극성이 낮은 용매
와 이에 용해가 가능한 rubber 계 고분자 바인더를 이용한 전극 성형이 이루어져왔다.  뿐만 아니라 전극 상에 존재하는 고분자 바
인더는 리튬이온의 전달 경로를 부분적으로 막아 전고체전지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상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본 연구실의 시트형 전고체전지 전극에 관한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슬러리공정에 적용 가능한 리튬이온 전도성
고분자 바인더 기술에 대해 다룰 것이다. 

[에너지저장1-2 | 09:23]

Wet-chemical Fabrication of Sulfide-based Solid Electrolytes: 임희대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Solid electrolyte and all-solid-state batteries have attracted great attentions as a next generation battery system because they have

potential to solve the safety issues in lithium ion batteries (LIBs) as well as enable lithium metal to cycle reversibly. Thus far, many
kinds of solid electrolyt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demonstrated to deliver high conductivities, and especially, sulfide-based
electrolyte have shown a superior conductivity even comparable to the conventional liquid electrolyte (Li10GeP2S12: 12 mS/cm [1],
Li7P3S11: 17 mS/cm [2]). However, the practical use of solid electrolytes in batteries has been limited due to their complicated and
expensive synthesis procedures. Conventional solid electrolyte requires not only several sintering processes at elevated temperatures but
also many compression steps under high pressures for making a solid electrolyte layer. In this work, we have developed an efficient
method to form a thin solid electrolyte layer directly on Li metal using the liquid coating techniques. The formation of LPS (Li2S-P2S5)
based electrolyte is achieved by rational design of the solvent and the Li, P, and S precursor ratios. The solution electrolyte can be
directly coated and formed on Li metal through the in-situ formation of the solid electrolyte layer, which does not require the complex
synthesis process and high temperature sintering step. This liquid-phase coating is a simple and straightforward technique for making a
thin solid electrolyte and can be applicable to anode surface with complex contours. The new liquid coating technique holds the promis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urrent state solid electrolytes. [1] Kamaya, N. et al. A lithium superionic conductor. Nature Mater. 10,
682-686 (2011). [2] Yamane, H. et al. Crystal structure of a superionic conductor, Li7P3S11. Solid State Ion. 178, 1163-1167 (2007). 

[에너지저장1-3 | 09:46]
Understanding Interfacial Reaction of LiCoO2 Positive Electrode in Aqueous Lithium-Ion Batteries: Hyunjeong Oh1, Hirona
Yamagishi2, Keisuke Yamanaka2, Toshiaki Ohta2, Hye Ryung Byon*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Ritsumeikan University.

Keywords: aqueous lithium batteries, lithium cobalt oxide, electrolyte, water in salt
Since the risk of catch fire using non-aqueous electrolyte solution, aqueous solution-based rechargeable lithium batteries (ARLB)

have been highlighted. However, the conventional positive electrodes of lithium transition-metal oxide such as LiCoO2 (LCO) and
LiNi1/3Mn1/3Co1/3O2 (NMC) have suffered from poor cyclability in aqueous medium. Representatively, the layered two-dimensional
structure of LCO shows notably poor stability, possibly due to the surface degradation from water and proton. The understanding of
interfacial reaction of LCO in the aqueous electrolyte solution is still superficial however.  Here we present degradation phenomena of
LCO electrode in aqueous medium using various X-ray measurement techniques, and suggest the solution to avoid such an irreversible
electrochemical reaction. The aqueous solution was prepared with 0.5 M lithium bis(trifluoromethanesulfonyl)imide (LiTFSI) and pH
was controlled to ~6.8 and 10. In both cases, there was no evidence for the formation of cathode-electrolyte interphase (CEI) on LCO in
contrast to the one with non-aqueous electrolyte solution. The direct contact of aqueous electrolyte solution to LCO surface results in the
short-range disorder of LCO structure such as the distortion of octahedral CoO6, and irreversible Li+ desertion during 10 cycles. To
improve electrochemical reversibility and structural stability of LCO, we prepared the organic protection layer that opened the Li+ mass
transport route while inhibiting H2O contact from hydrophobic surface. As a result, the capacity retention was improved to ~85% during
30 cycles at pH ~ 6.8. Furthermore, we developed the way to protect LCO surface by anion engineering and in the absence of protection
layer, which give insight into the inner Helmholtz plane (IHP) structure and its effect for LCO degradation in aqueous medium. 

신개념 에너지저장 소재 및 소자 심포지엄
Room 324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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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1-4 | 10:09]
Seawater Battery and its Extended Concept for Seawater Desalination, CO2 Capture, and H2 Production: Youngsik
Kim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Seawater battery, Desalination, CO2 capture, H2 production
This talk will present a rechargeable seawater battery (SWB) technology and its concept, cell design, working mechanism, and key

component materials of the system. This system uses seawater and its contents of chemicals as the anode and cathode materials. Na-ions
were harvested from the seawater by charging the cell, and the harvested Na-ions were discharged with water (or oxygen dissolved in
the seawater) as oxidants to produce an electricity. Seawater provided both chemicals of the anode (Na metal) and cathode (O2)
materials for the proposed battery, and it is rechargeable. The circulating seawater in this open cathode system results in a continuous
supply of sodium ions, which gives this system superior cycling stability that allows the application of various alternative anodes to
sodium metal by compensating for irreversible charge losses. The overall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the seawater battery and its
effects on the design and materials will be further presented. Considering the unique features of rechargeable SWB such as cathode open
structure for different possible cathode electrochemical process and sodium harvesting (or removal) from seawater and their advanced
cell design, it is expected that there is a great opportunity to extents its concept for seawater desalination, CO2 capture, photo charging of
SWB, H2 production and seawater disinfection without loose of their energy storage characteristics. Some of the reported proof-of-
concept studies for extended rechargeable SWB concept will be also presented. 

[에너지저장1-5 | 10:32]

그래핀 기반 카본 전극 소재 및 에너지 저장 소자 응용기술: 김태영1; 1가천대학교.

그래핀 (graphene)은 평면 구조의 탄소 단일층으로 이루어진 이차원 탄소 소재로서 우수한 전기적 특성과 높은 비표면적 특성으로
인해 수퍼커패시터 (supercapacitors), 2차전지 (secondary batteries) 등의 에너지저장소자 (energy storage devices)의 고성능 전극
소재로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전기차 (electric vehicle) 및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에너지저장
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중 수퍼커패시터는 출력 특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긴 장점으로 인해 2차전지의 단점을 보완하
는 에너지소자로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휴대용 전자장비 (portable electronic device)는 점차 경량화, 소형화, 유연화되고
있는 추세로 유연하고 경량의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그래핀 기반 탄소전극 소재의 합
성 기술 및 이를 에너지 저장소자의 전극 소재로 응용하는 최근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에너지저장2-1 | 11:05]

Operando Characterization Revealing Multiscale Dynamics in Lithium-ion Batteries: 임종우1; 1서울대학교.
Keywords: lithium-ion batteries 

Electrochemistr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technologies, such as lithium-ion batteries, fuel cells, and
microbial fuel cells. Because of porous and heterogeneous nature of the electrodes in these applications, the conventional current-
voltage measurement shows certain limit in untangling complexity of electrochemical reactions (charge transfer, mass transport,
chemical reactions and so on). Here in my talk, I will introduce the in-situ electrochemical platform combined with synchrotron-based
X-ray spectromicroscopy which visualizes nanoscale charge transfer, electrochemical reactions, and solid-state ion diffusion within
individual battery particles.[1,2] I will also discuss how this technique is expansively applied to other electrochemical systems in my
group.
[1] J. Lim et al “Origin and Hysteresis of Li Compositional Spatio-Dynamics within Battery Primary Particles”, Science, 2016, 353,
566-571 [2] Y. Li et al “Fluid-enhanced Surface Diffusion Controls Intraparticle Phase Transformations” Nature Materials, 2018, 17,
915 - 922 

[에너지저장2-2 | 11:28]
Mechanistic Studies and Operando X-ray Imaging of Electrical Energy Storage Materials: Seung-Ho Yu1; 1Korea University.

Keywords: Li metal anode, Sulfur cathode, Li-ion batteries, X-ray microscopy, Synchrotron X-ray
Lithium metal anode and sulfur cathode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candidates for electrode

materials of next-generation rechargeable batteries, because they have high theoretical capacities (1,672 mAh/g for sulfur cathode, and
3,860 mAh/g for lithium metal anode). However, the reaction mechanisms of both two electrodes are very complex and have not been

fully understood. This presentation will focus on investigating the reaction mechanism of post Li-ion batteries (S cathode ＆ Li metal
anode) with operando synchrotron X-ray techniques. Operando X-ray microscopy was performed to study the evolution of morphology
of the sulfur and lithium metal while operating the battery. Direct observation of dissolution and formation of sulfur and lithium metal
during operating the battery, and their dependency on cycling parameters, can bring us new insights to understand the reaction
mechanism. 

[에너지저장2-3 | 11:51]
Bioinspired Neuron-like Energy Harvesting: Wooyoung Shim1; 1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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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 neuron is an electrically excitable cell that communicates with other cells via synapses. These electrical signals are mostly
generated by ion movement, referred to the cellular transport, across a cell membrane with exceptional characteristics: high ion
selectivity and fast ion diffusion kinetics. In this talk, I will present the implement of this foregoing concept of neuron-inspired ion
transport, using inorganic materials as a fast ion-diffusion channel with high selectivity, to build the electrostatic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reservoirs. All the chemical energy of chemical compounds can be converted into electrical energy without paying ‘Second
Law tax’, and therefore is comparable to the power generated by human neuron. This work represents a step toward a promising but
simple passive power generation design for practical energy harvesting apparatus. 

[에너지저장2-4 | 12:14]
Redox-Enhanced Electrochemical Capacitors: Electrolyte Design and Device Engineering: Seung Joon Yoo1; 1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is converging to target systems with battery-level energy density, and capacitor-level
cycling stability and power density. One approach is to utilize redox-active electrolytes that add faradaic charge storage to increase
energy density of supercapacitors. Aqueous redox-active electrolytes are simple to prepare and to up-scale: and, can be synergistically
optimized to fully utilize the dynamic charge/discharge and storage properties of activated-carbon based electrode systems. However,
aqueous redox-enhanced electrochemical capacitors (redox ECs) have performed relatively poorly, primarily due to the cross-diffusion
of soluble redox couples, reduced cycle life, and low operating voltages. In this presentation, we show that these challenges can be met
by the use of liquid-to-solid phase transitions of redox electrolyte molecules, and their reversible confinement in the pores (>2 nm) of
high-surface-area electrodes. This approach is demonstrated by the use of bromide catholyte and modified hydrophobic cations (e.g.,
viologens and tetrabutylammonium) that together induce reversible solid-state complexation of Br2/Br3

–. This mechanism solves the
cross-diffusion issue of redox ECs without using costly ion-selective membranes, and has the added benefit of stabilizing the reactive
bromine generated during charging. Furthermore, our device is simple to fabricate and uses large >10 mg carbon electrodes (BET
specific surface area of 2470 m2/g, mass loading of 12.7 mg/cm2) to ensure that our performance metrics are practical. Using the
concepts learned from this 1st generation configuration, we created a hybrid electrochemical storage system by designing and
implementing stackable bipolar pouch cells with corrosion-resistant non-metallic current collectors. The device using ZnBr2 battery
chemistry and tetrabutylammonium cations enables high-power aqueous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에너지저장2-5 | 12:37]

Ruthenium on Fused Aromatic Networks for Water Splitting Catalysts: Jong-Beom Baek1; 1울산과학기술원.
Keywords: 

Stable fused organic networks have been designed and synthesized. They have uniformly distributed heteroatoms,1 holes with
heteroatoms,2 and transition metal nanoparticles in the holes.3 The structures were confirmed using various characterization techniques.
Based on the stoichiometry of 2D layered structures, they were, respectively, designated C2N, C3N, C4N, and M@C2N (M = Co, Ni,
Pd, Pt, Ru). Furthermore, robust three-dimensional (3D) cage-like organic networks have also been constructed and they show high
sorption properties.4,5 The results suggest that these newly-developed robust fused aromatic 2D and 3D organic networks offer greater
opportunities for energy applications. 
References: 
[1] Mahmood, et al. PNAS 2016, 113, 7414. 
[2] Mahmood, et al. Nat. Commun. 2015, 6, 6486. 
[3] Mahmood, et al. Nat. Nanotech. 2017, 12, 441. 
[4] Bae, et al. Nat. Commun. 2017, 8, 159-Highlighted in Nat. Nanotech. 2018, 13, 4. 
[5] Mahmood, et al. Angew. Chem. Int’l Ed. 2018, 57,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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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1-1 | 09:00] 초청강연

The Fabrication of 3D Copper Structure by Electrochemical based Additive Manufacturing: 유봉영1, 김성빈2, 강동화1;
1한양대학교. 2애니캐스팅.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3D Printing, Electrochemical deposition, Organic additives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three-dimensional (3D) microstructures with high aspect ratio,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 and
effective fabrication techniques for these structures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Currently, 3D metal microstructures are mainly
fabricated by lithography. This lithography technique is limited to two-dimensional shapes, have problem that require expensive
equipment. On the other hand. This layer by layer electrochemical material addition technique has many advantages over other 3D metal
microstructure fabrication processes such as depositing a wide range of conductive materials, simplicity, and low cost at low
temperature, as well as the ability to fabricate flexible geometry features with high aspect ratio by moving micro anode. In this research,
we fabricated copper wall through Electrochemical Additive Manufacturing by moving the micro anode layer by layer. we study that
different morphologies of deposited copper wall can be obtained by controlling the applied current and distance between cathode and
anode. Additionally, the effect of the organic additives to copper wall profiles were investigated.  

[첨단1-2 | 09:30] 초청강연

미세조직학적 불균일성을 이용한 적층제조 소재의 강도 향상 및 활용 방안: 김정기1, 박정민2, 설재복3, 최중호4, 유지훈4, 양상선4, 김형
섭2; 1경상대학교. 2포항공과대학교. 3나노융합기술원. 4재료연구소.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High entropy alloy, Heterogeneous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최근 금속 적층제조 중 빠른 용융 및 응고 반복에 따른 비평형 상태의 환경에 의해 불균일한 미세구조를 갖는 소재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종래의 미세구조 내 불균질성은 소재 변형 중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기계적 성질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근래에는 불균일 미세구조에서의 계면 강화 효과를 이용한 소재 기계적 특성의 향상을 시도하는 사례 역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불균일 미세구조가 나타나는 소재와 조직의 크기 그리고 이에 대한 설계 방향에 따라 소재의 기계적 특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적층 제조에서도 불균일 미세조직 최적화에 의한 기계적 특성의 향상을 시도하게 된다.본 발표에서
는 적층제조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균일성 및 이에 따른 소재의 기계적 특성 변화가 나타난 사례를 소개하고 본 공정에서 나타나는
미세조직학적 불균일성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첨단1-3 | 10:00] 초청강연

적층 제조 소재의 피로 및 파괴 특성: 성효경1; 1경상대학교.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3d printing, selective laser melting, scan strategy, process parameter

본 강연에서는 다양한 금속 적층 제조 방법들을 제시하고 공정 변수가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기공, 개
재물 등이 인장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적의 미세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편의
조건에 따른 고주기 피로 특성 및 피로 균열 성장 특성, 파괴 인성 등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특징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후처리 조건들에 대해서도 강연할 계획이다. 후처리 공정에 있어서는 열간 등압 성형 (hot isostatic pressing, HIP), 응력 제거 어닐
링 (stress relief annealing), 용체화처리 (solution treatment) 등이 어떻게 미세조직을 변화시키고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 알아보며, 이와 함께 앞으로 적층 제조 소재들을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폭 넓게 다룰 예정이다. 

[첨단2-1 | 10:40] 초청강연

국내 열처리 기술의 현황과 개발 동향: 이종훈1; 1재료연구소(KIMS).

Keywords: 국내 열처리 기업 현황, 열처리 변형, 기계 가공성, 기계적 특성 및 내구성, 열처리 공정 결함
국내 전문 열처리 기업의 분포 및 규모에 대한 현황과, 현재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그
외에에도 열처리 기술에 관한 고객 업체인 기계 부품 회사의 수요에 관하여 정성적으로 검토한 사례를 발표한다.특히 최근에 기계
설계 및 제작 업체에서 요구하는 열처리 특성에 관하여 사례 중심으로 개요을 소개 한다.예를 들면 원가 절감을 위한 열처리 변형과
잔류 응력 제어 문제나 기계 가공성 문제,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품 설계 문제, 부품의 전반적인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한
소재 선택에서 제조(주조/단조/절삭 가공 등) , 열처리, 표면 처리 문제등 전반적인 공정 설계에서의 열처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 할 예정이다.

[첨단2-2 | 11:10] 초청강연

미래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금속기지 나노복합소재 제조 기술 개발: 이건배1, 김대영1, 최현주1; 1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알루미늄, 복합재, 탄소나노물질, 분산, 계면 
친환경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고강도 경량 소재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경량 금속인 알루미늄(Al)

첨단 가공기술 심포지엄
Room 325A/B,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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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풍부한 매장량과 가공의 용이성, 뛰어난 내부식성으로 인해 자동차, 우주항공 등의 구조재료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강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최근, 알루미늄 기지에 다양한 강화상을 분산한 복합소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강화상의
분산, 계면 제어, 가격 경쟁력 등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 공정이 지니는 가격 경쟁력 및 대형
제품 생산성과 분말 공정이 지니는 강화상 선택의 자유도 및 균질 분산성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였다.
또한,새로운 공정의 가격경쟁력 및 near-net shape 대형 제품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새로운 공정을 통해 제조한 복합재에서
강화상의 분산성과 계면 구조, 기계적/열적 특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첨단2-3 | 11:40] 초청강연

자동차 중량 경쟁력을 위한 경량화 차체 접합방법 개발현황: 고세진1; 1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Keywords: Light weight, Carbody, Multimaterial, Joining method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비규제 강화에 따른 전기차, 환경차등의 내연기관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배터리 무게
증가와 항속거리 확보를 위해, 그 외의 부분에서 차량의 경량화가 필수적이 되고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차체에서는 차체
설계 구조 변경과 경량소재의 적용을 해결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차량의 요구성능에 따라 고장력강 적용확대, 알루미늄,
CFRP 등 복합재의 적용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승객의 안전을 위한 충돌성능도 자동차 차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
로, 이를 고려한 소재의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량재료를 자동차 차체에 적용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 두 재료
를 접합해야 하는데, 이는 재료의 열적, 기계적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기존의 방법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다. 기존의 강판 차체
는 전통적인 점용접 방법으로 접합을 하였으나, 이종재료 적용시에는 두 소재 사이에 용융온도, 전위, 열변형 계수 등이 다르
기때문에 열을 이용한 용융접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종접합을 적용하기 위한 열/기계적 접합법이 개발
적용되고있고, 강건한 접합을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중에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이종접합의 개발동향,
당사에서 경량부품 적용시에 강건한 접합 품질을 확보하기위해 적용하고 있는 접합법과 평가법 향후 이종접합의 계획에 대
해 발표하고자 한다.

[첨단2-4 | 12:10] 초청강연

Inspecting and Measuring System with Machine Vision in Conventional Manufacturing Processes: 윤종헌1, 최승호1; 1한양대학교.
Keywords: Machine vision system, conventional manufacturing processes, collaborative robot, image processing, CNN algorithm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development of smart inspecting and measuring system with supported by the machine vision for
facilitating the conventional manufacturing processes such as casting and sheet metal forming etc. The inspecting methods for
classifying the defective products or measuring the crack have been proposed with two approaches supported by the CNN and image
processing algorithms. Casting defects have been inspected with the CNN algorithm by training the dataset of the conventional casting
defects, which is compared with the image processing to sort out the casting defects by analysing the greyscale pattern in the image of
the defective products by adopting the adaptive binarization, blob detection, and defect identification. It is expected that these kinds of
inspecting and measuring system can be extensively applied to various types of industrial fields linking with collaborative robots to
enable AI manufacturing and smart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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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1-1 | 09:00]

원자단위 전산모사를 통한 pure Mg 및 Mg 합금의 입계 이동도 해석: 장효선1, 이병주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Pure Mg, Mg alloy, Grain boundary mobility, Atomistic simulation

Mg은 가장 가벼운 구조용 재료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고유 결정구조로 인하여 강한 basal
texture를 가지며, 이로 인해 상온 성형성이 좋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합금 원소를 첨가한 다양한 Mg 합금이 개발되었다.
AZ31과 ZX31은 이렇게 개발된 대표적인 상용 Mg 합금으로, 서로 다른 annealing texture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상온 성형성 또
한 서로 다르다. Al과 Zn가 첨가된 AZ31의 경우 강한 basal texture를 가지며, 상온 성형성이 좋지 않다. Ca와 Zn가 첨가된
ZX31의 경우 약한 basal texture를 가지며, 상온 성형성이 좋은 합금이다. 본 연구팀에서는 유사한 성분의 두 합금이 서로 다른
texture를 가지는 원인을 밝혀 내기 위하여, annealing texture가 주로 재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자단위 전산모
사를 통한 Mg의 내 Al, Ca, Zn solute의 grain boundary segregation 및 clustering 거동 해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두 합금의 유사한 grain boundary segregation 거동에도 불구하고, Ca-Zn cluster가 Al-Zn cluster 보다 matrix 내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위 cluster들이 재결정 시 각각의 합금의 입
계 이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합금원소가 모재에 미치는 영향을 원자 scale로 관찰이 가능한 원자
단위 전산모사 (Atomistic simulation) 을 사용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Mg-Ca-Zn 합금과 Mg-Al-Zn 합금이 서로 다른 texture
및 상온 성형성을 보이는 원인을 유추하고자 한다.  

[마그네슘1-2 | 09:15]
Solid Solution Dependence of Deformation Mechanisms in Mg-xZn (x = 0, 1, 2 wt.%) Alloys Investigated by in-situ

Neutron Diffraction and Polycrystal Plasticity Modelling: Huai Wang1, Soo Yeol Lee1, Huamiao Wang2, Wanchuck Woo3, Ke
An4: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3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4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Keywords: Mg alloy: Plastic deformation: Solid solution: Neutron diffraction: Polycrystal plasticity modelling 
In-situ compression and tensile tests, monitored uninterruptedly by neutron diffraction,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dependence of

plastic deformation mechanisms in extruded polycrystalline Mg-xZn (x=0, 1, 2 wt.%) alloys. The three alloys were prepared with
similar grain sizes and textures. Extension twinning can be easily activated in a majority of grains via tension along the extrusion axis.
An elastic-viscoplastic self-consistent model including a physics-based twinning-detwinning scheme (EVPSC-TDT) was used to model
the activities of major slip and twinning modes in the entire deformation process. The stress-strain curves showed an increasing solid
solution strengthening effect as the Zn content increases in both tension and compression. The modelling results indicate that the 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es (CRSS) of basal slip and {101 2} twinning also obey this law, while the CRSS of prismatic  slip in Mg-1wt.%Zn
alloy is lower than pure Mg as a result of the short-range order effect. As the solid solution strengthening effect surpasses the short-range
order effect, the CRSS of prismatic  slip in Mg-2wt.%Zn is again higher than that in pure Mg. All deformation modes exhibited
increasing strain hardening behavior as the Zn content increases. Besides, texture evolution during the deformation process was also
compared among the three alloys based on the modelling results. 

[마그네슘1-3 | 09:30]

Mechanisms Underlying High Tensile Ductility of Extruded Mg-1Gd Alloy: 이상원1, 김상훈1, 박성혁1; 1경북대학교.
Keywords: Magnesium: Gd addition: Ductility: Twinning: Dislocation slip

마그네슘합금은 금속 구조재료 중 가장 가벼운 재료로서 낮은 밀도와 높은 비강도로 인해 수송기기와 전자기기의 경량화를 위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마그네슘 압출재는 일반적으로 결정립의 c 축이 transverse direction (TD)과 평행하게 배열된 강한
집합조직을 가지고 있어 낮은 성형성과 물성의 이방성을 나타낸다. 이에 희토류 원소 (Rare earth element, RE)의 첨가 또는 강소
성 가공법을 통하여 압연재의 집합조직을 변화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희토류 원소인 Gd를 첨가한 Mg-1Gd 합금 압출재는 c
축이 extrusion direction (ED)으로부터 60.9o 기울어진 RE texture를 가지며 상온 인장에서 37.2%의 높은 연신율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n-situ EBSD 분석을 실시하여 인장변형거동을 분석했다. ED로 인장 시 RE texture로 인해 연신율 감소가 되는
{10-11} contraction twin이나 {10-11}-{10-12} double twin의 형성은 억제되고 오히려 변형을 수용하는 {10-12} extension twin
이 형성되었다. RE texture는 basal slip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변형 중 c 축이 ED로부터 60.9o에서 66.3o로 멀어졌다. 게
다가 RE texture는 basal slip 뿐만 아니라 prismatic slip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In-grain misorientation axis (IGMA) 분석
을 통해 [0001] 축으로 lattice rotation이 발생되는 정도를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완전 재결정된 미세조직과 큰 결정립 크기 그리
고 이차상이 형성되지 않은 점도 연신율의 향상에 기여했다. 

마그네슘
Room 325C,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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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1-4 | 09:45]

에릭슨 시험 시 E-form Mg합금 판재의 성형성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성음1, 김민성1, 채영욱2, 최시훈1; 1순천대학교. 2POSCO.
Keywords: Mg alloy, Uniaxial tension test, Erichsen test, Formability, Texture 

마그네슘 합금은 항공기 및 자동차 등의 수송기기 산업에서 경량화를 위한 잠재적 후보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HCP
구조를 가진 마그네슘은 상온에서 작동 가능한 슬립계(slip system)가 제한적이어서 상온에서 취약한 성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최근에는 마그네슘 합금의 성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200°C 이상의 온간 성형에(warm forming)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릭슨 시험(Erichsen test) 시험을 이용하여 E-form Mg합금 판재의 성형성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온도에 따른 성형성의 변화를 간단하게 평가하기 위해 subsize의 ASTM 시편을 이용하여 RT, 200°C 및 300°에서 일축인장 시험
을 수행하였다. 에릭슨 시험에는 0.8mm 두께의 E-form판재와 AZ31 판재를 사용하여 온도 증가에 따른 에릭슨 지수(Erichsen
index, IE)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집합조직이 에릭슨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XRD(X-ray diffraction)
를 이용하여 압연 시편에 발달하는 거시집합조직을 두께 방향으로 측정하였으며, 고배율의 FE-SEM 에 부착된 EBSD(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를 활용하여 미시집합조직도 함께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form 판재 성형성에 미치는 온도조건의 영
향을 집합조직과 전위 및 쌍정의 거동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마그네슘1-5 | 10:00]

초기 집합조직이 마그네슘 압연재의 굽힘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이종언1, 김상훈1, 김예진1, 박성혁1; 1경북대학교.
Keywords: Magnesium: Three-point bending: Texture: Twinning: Bendability.

The effect of initial texture on the bending behavior of rolled AZ31 alloy is investigated by conducting three-point bending tests at
room temperature using three samples with different textures. In the sample with a ND basal texture, bending deformation is mainly
accommodated by dislocation slip in the outer tension zone and by {10-12} twinning in the inner compression zone. In contrast, in the
sample with a RD basal texture, dominant mechanisms activated during bending deformation are completely reversed: that is, {10-12}
twinning in the outer zone and dislocation slip in the inner zone. In the case of the sample with a 45 basal texture, since its grains are
favorably oriented for basal slip under both tension and compression conditions. Accordingly, basal slip predominantly occurs in the
outer and inner zones, which results in high bending formability. These variations in deformation mechanisms and resultant bendability
caused by the initial texture are systematically analyzed in this study. 

[마그네슘2-1 | 10:20]

압출 온도에 따른 난연 AZXW8000 합금 압출재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물성 변화: 김상훈1, 이상원1, 김영민2, 문병기2, 박성혁1; 1경
북대학교. 2재료연구소.
Keywords: Magnesium: Ca and Y addition: Dynamic recrystallization: Dynamic precipitation: Mechanical properti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dynamic recrystallization (DRX) and dynamic precipitation (DP) behaviors and resultant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recently developed nonflammable AZXW8000 alloy vary significantly with the extrusion temperature. With an
increase in the extrusion temperature from 250 to 350 °C, the DRX behavior of the alloy improves through the transition of dominant
recrystallization mechanisms from twinning-induced DRX and continuous DRX to discontinuous DRX, which causes an increase in the
DRX fraction of the extruded alloy. During extrusion at 250 °C, continuous Mg17Al12 precipitates, which are statically formed during
preheating before extrusion, fully dissolve into the matrix and numerous fine Mg17Al12 precipitates are formed dynamically throughout
the material. These fine precipitates refine the dynamic recrystallized (DRXed) grains through grain-boundary pinning. As a result, the
nonflammable AZXW8000 alloy extruded at 250 °C exhibits a high yield strength of 307 MPa and an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398
MPa. The tensile strength of the extruded alloy decreases with increasing extrusion temperature, which is attributed primarily to
significant weakening of the precipitation hardening and strain hardening effects. However, the tensile ductility improves with
increasing extrusion temperature owing to a decrease in the amounts of precipitates and unDRXed grains. 

[마그네슘2-2 | 10:35]

ZK60 공형압연재의 압축 이방성과 집합조직 분석: 곽병제1, 공태인1, 이정훈2, 이태경1; 1부산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magnesium: caliber rolling: anisotropy: grain refinement: deformation behavior 

마그네슘 합금은 고유의 조밀육방격자 구조와 낮은 적층결함 에너지에 의해 변형 시 슬립과 쌍정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기
계적 이방성이 나타나며, 가공이력에 의해 형성되는 소재의 집합조직과 외부에서 가해지는 응력 사이의 방위 관계에 의해 그 특
징이 구별된다. 한편 철강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다중공형압연이 마그네슘 합금에 적용 시에도 유의미한 결정립 미세화
및 물성 증진을 야기하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다중공형압연은 압출 및 등통로각압축 등의 봉재제조 소성가공법과 대비되는 집
합조직을 유도하는데, 이에 따라 다중공형압연한 마그네슘 소재의 변형 이방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형압연을 적용해 0.6 µm의 초미세결정립과 특유의 집합조직이 형성된 ZK60 마그네슘 합금의 압축 이방성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변형모드 규명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공형압연재에 대해 세 방향으로 상온 압축시험을 시행하여 기계적 이방성 및 변
형 거동을 확인하였으며, 각 압축 조건에서 EBSD 측정을 통해 얻어진 미세조직을 분석함으로써 집합조직에 따른 변형 모드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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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2-3 | 10:50]
Effect of Bi Addition on Recrystallization and Precipitation Behaviors During Extrusion of Pure Mg: Jongbin Go1, Jong
Un Lee1, Sang-Hoon Kim1, Sung Hyuk Park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Magnesium: Bi addition: Extrusion: Recrystallization: Precipitatio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Bi addition on the dynamic recrystallization (DRX) and dynamic precipitation behaviors during hot

extrusion of a pure Mg and the resultant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extruded materials were investigated. The
addition of 6 wt.% and 9 wt.% Bi to a pure Mg yielded numerous fine Mg3Bi2 precipitates during the early stage of hot extrusion.
Consequently, the area fraction of dynamic recrystallized (DRXed) grains decreased owing to DRX-behavior suppression by the Zener
pinning effect. However, the DRXed grain size was significantly reduced through the grain-boundary pinning effect. The size and
number of undissolved Mg3Bi2 particles in the homogenized billets increased when the Bi content was increased. This resulted in
increased DRX fractions owing to the enhanced levels of particle stimulated nucleation. Bi addition yielded considerable strength
improvement of the extruded pure Mg. However, the extruded Mg-Bi binary materials were less ductile than the extruded pure Mg
material. This resulted from the cracking at twins formed in the coarse unDRXed grains of the Mg-6Bi material and the cracking at large
undissolved Mg3Bi2 particles in the Mg-9Bi material. 

[마그네슘2-4 | 11:05]

시효열처리 AZ91D 합금에서 불연속 및 연속석출물과 부식율의 정량적 상관관계 연구: 김재연1, 현창용1, 변재원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Keywords: AZ91, 내식성, 불연속 석출물, 연속 석출물, C 파라미터
AZ91 합금의 내식성은 일반적으로 β상(Mg17Al12)의 분포에 의존한다. 주조과정에서 생성되는 eutectic β상의 분율 및 분포가 내
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시효과정에서 석출되는 불연속 석출물
(Discontinuous Precipitation, DP)과 입내에 연속 석출물(Continuous Precipitation, CP)이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불분명
하다. 본 연구에서는 DP와 CP를 정량 분석하여 각각의 상과 내식성 사이의 정량적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β상을
제어하기 위해 주조재 AZ91D를 100-250oC 범위에서 최대 150 시간동안 열처리하였다. DP는 면적분율이, CP는 단위면적당 개수
및 크기가 각각 정량화 되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DP와 부식율 사이에 정성적인 반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DP의 분
율에 따른 부식율의 변화는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낮은 면적분율의 DP는 입계에서 갈바닉 음극으로 작용하여 시효시편의 부
식율을 증가시켰다. DP 면적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효시편의 부식율은 선형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임계분율 이상에서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DP는 입계 부식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입내에 미세한 CP는 갈바닉 음극으로 작용하여
내식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CP상은 입내에서 부식 장벽으로 작용함으로써 부식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CP의 개수 및 크기의 증가에 의한 CP 연결성 증가로 인해 부식율은 보다 감소될 수 있었다. 부식율을 결정하는 CP
의 미세구조 인자로서 CP사이의 연결성을 반영하는 C 파라미터를 새롭게 정의 하였으며, C 파라미터와 부식율 사이의 선형적 상
관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정량적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DP 면적 분율 및 C 파라미터는 우수한 내식성을 갖는
시편제조를 위한 미세구조 결정인자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그네슘2-5 | 11:20]

냉각 압출을 통한 AZ91 압출재의 피로 특성 향상: 김예진1, 김상훈1, 김하식2, 유봉선2, 박성혁1; 1경북대학교. 2재료연구소.
Keywords: Magnesium alloy: Extrusion: Cooling: Cyclic loading: Fatigue strength

The influence of artificial cooling on the high-cycle fatigue behavior of extruded AZ91 alloy is investigated via fully reversed stress-
controlled fatigue tests of alloy samples indirectly extruded with and without artificial cooling using water.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cooling leads to a decrease in the size of recrystallized grains and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dynamically formed Mg17Al12

precipitates of the extruded alloy: this consequently results in an improvement in its tensile and compressive strengths. The artificially
cooled sample has superior fatigue resistance to the non-cooled sample because the fatigue damage per cycle in the former is smaller
than that in the latter. The dominant cyclic deformation mechanism of the non-cooled sample varies from twinning–detwinning to
dislocation slip with cycling owing to the occurrence of cyclic hardening, which causes the initial asymmetric hysteresis loop to become
gradually symmetric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ycles. On the other hand, the artificially cooled sample has a completely
symmetric hysteresis loop from the first cycle owing to the suppression of twinning in compression by the high compressive strength. In
addition, the shape of the hysteresis loop, the tensile and compressive peak strains, and the total strain amplitude of the artificially
cooled sample remain almost unchanged throughout the entire lifetime because the sample is cyclically stable. These different cyclic
deformation behaviors of the two samples are strongly related to the difference in their dislocation densities in the as-extruded state. 

[마그네슘3-1 | 11:45]

불순물 및 공정 이력에 따른 Mg의 부식 거동에 대한 Al 첨가의 영향: 우상규1, 김남룡1, 서병찬2, 임창동2;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2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eywords: Magnesium, Corrosion, Aluminium, Impurity, Process history

마그네슘합금의 부식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합금 원소의 첨가에 의한 이차상의 종류 및 분포와 표
면 피막의 특성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마그네슘 부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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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 원소의 첨가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수의 연구에서 합금 원소 첨가 영향의 재현성 및 경향
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일한 합금 원소를 첨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마그네슘의 부식 거동에 미치는 합금 원소 첨가 영향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 규명에 어려움을 겪
어 왔다. 이는 마그네슘의 부식 거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 및 공정 이력이 명확하게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금
원소 첨가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동일한 고순도 pure Mg임에도 불구하고, 공정 이력이
다른 주조재와 압출재의 부식 거동의 차이가 불순물로 존재하는 Fe 및 Si에 의해 매우 크게 야기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해 합금 원소 첨가 영향 연구를 위한 초기 상태이자 비교재로 활용되는 pure Mg의 부식 거동에 대한 검토 및 제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금 원소로서 가장 널리 쓰이는 Al을 고순도의 pure Mg 주조재 및 압출재에 각각 첨가함으로
써, 불순물 및 공정 이력이 제어된 상태에서 Al의 첨가가 부식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았던 불순물 및 공정 이력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한 Al 첨가의 영향만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Al의 첨가가 Fe 및 Si과 같은 불순물의 공정 이력의 영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주조재 및 압출재에서 Al 함량에 따
른 부식 거동의 경향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본 결과는 향후 마그네슘합금의 부식에 미치는 합금 원소의 첨
가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의 명확한 규명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그네슘3-2 | 12:00]
Microstructure Analyses and Phase-Field Simulation Study of Partially Divorced Eutectic Solidification in a Mg-Al Alloy:

Joo-Hee Kang1, Jiwon Park1, Kyung Song1, Chang-Seok Oh1, Oleg Shchyglo2, Ingo Steinbach2;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2Ruhr-University Bochum.

Keywords: Divorced eutectic solidification,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Phase-field simulation, Magnesium alloy 
In most of cast Mg alloys containing more than 2wt% Al, eutectic microstructure composed of alpha-Mg and beta-Mg17Al12 are

readily formed during solidification and their morphologies are varied prominently, from lamellar through several intermediate
structures to fully divorced, depending on cooling rate and content of alloying elements. Because the intermetallic beta-Mg17Al12 is
brittle in nature and electrochemically more noble than matrix alpha-Mg phase, control of fraction, distribution and shape of eutectic
constituents and overall morphology is crucial to optimize mechanical properties and corrosion resistance of the alloys. In this study,
partially divorced eutectic microstructure composed of alpha-Mg and beta-Mg17Al12 in Mg-10at%Al cast alloy was investigated by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Phase-Field modeling. No specific orientation relationship
between tertiary alpha-Mg grains and beta-Mg17Al12 phases in the eutectic region was observed in the EBSD and TEM analysis. Two
nucleation scenarios regarding tertiary alpha-Mg nucleation site based on multiphase-field modeling were evaluated. The partially
divorced eutectic solidification of tertiary alpha-Mg grains was validated by the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마그네슘3-3 | 12:15]

마그네슘 로드 휠 특성향상을 위한 주조결정립 미세화 기술: 배준호1, 문영훈1, 김하식1, 서종식1, 서병찬1, 문병기1, 유봉선1; 1재료연구소(KIMS).

Keywords: 마그네슘, 결정립미세화, 저압주조, 로드휠
수송기기 경량화를 위한 마그네슘 소재는 판재, 압출재 및 주조재 등을 활용한 다양한 부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판재
및 압출재와 같은 가공재의 경우 고효율 가공 공정과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성형, 고강도의 소재 개발이 주를 이
루어 왔으나, 주조재의 경우 대부분 고압 다이캐스팅 부품에 제한되어 있고 이를 위한 소재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
조재는 후속 가공 공정을 통한 기계적 특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특성 소재 개발이 필요하지만 마그네슘의 용해 및 주
조공정 특성상 다양한 합금개발이 시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대형 주조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저압주조 공정은 느린 냉각속
도에서 형성되는 조대한 주조조직으로 인해 부품의 물리적 특성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조재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단순한 방법은 주조 조직을 미세화 하는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 십년간 다양한 마그네슘 주조 결
정립 미세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재료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결정립 미세화 연구를 실험실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산업시설의
대형 주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수준의 미세화 기술을 개발하였고 산업현장의 저압주조 공정에 적용하여 고특성의 마그
네슘 로드 휠을 제조하였다. 미세화 기술이 적용된 마그네슘 로드 휠은 상용 마그네슘 소재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약 30% 수준
의 강도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연신율은 부위별로 최대 100%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마그네슘3-4 | 12:30]
Yield Asymmetry of Age-treated AZXW9100 Alloy in Terms of Microstructure and Texture Development: Joung Sik Suh1,
David Klaumuenzer2, Byeong-Chan Suh1, Young Min Kim1, Bong Sun You1;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2Volkswagen AG.

Keywords: Magnesium alloys: Yield Asymmetry: Aging treatment: Microstructure: Textur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ension-compression yield asymmetry of age-treated AZXW9100 alloy regarding microstructure and

texture development. As engineering materials, one of the main challenges is how to reduce tension-compression yield asymmetry of
Mg alloy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In Mg alloys, yield asymmetry can be attributed to the prevalence of {10-12} twinning in
compression. Analysis of mechanical behavior of extruded AZXW9100 plates presents that aging treatment increases yield strength in
uniaxial tension and compression. Especially, the distinct increase in compressive yield strength makes close to yield symmetry as
compared to as-extruded condition. This reduction in yield asymmetry is related to the presence of Mg17Al12 precipitate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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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s tensile twinning in compression. EBSD measurements confirms a reduction in the scale and area fraction of {10-12} twins in
aging-treated samples at equivalent levels of compressive deformation. 

[마그네슘3-5 | 12:45]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of Bio-degradable Mg Alloy Using a Severe Plastic Deformation at Room Temperature:

Byeong-Chan Suh1, Chang Dong Yim1, Hwa Cheol Jung2, Won Hyun Shim2;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IMS). 2U&I

corporation.

Keywords: Mg alloy, Severe Plastic Deformation, Bio-degradable, Strength, Elongation 
Mg alloys are the promising candidate for medical implants since they are bio-degradable and non-toxic to the humans. However,

strength of Mg alloys having satisfactory corrosioin resistance are not sufficient to widen the applications of Mg alloys in medical
industries. Thereofore, lots of efforts have been conducted to improve both mechanical and corrosion properties of Mg alloys by severe
plastic deformation or the addition of alloying elements. In the case of severe plastic deformation, there is the critical issue for mass
production, which is an increase in the cost of product due to the limitation of specimen sizes and high temperature process at above
300oC. In this work, an attempt was made to utilize severe plastic deformation, which is available with intact extruded bar at room
temperature, and thereby superior strength and elongation have been achieved in bio-compatable Mg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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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1-1 | 09:00]

항공소재의 설계허용치 생성 소개: 손진일1, 정유인2, 김상식3; 1MTDI. 2KAI. 3경상대학교.

Keywords: 항공소재, 설계허용치, MMPDS
항공기 기체/엔진 및 부품의 설계는 표준시험편과 구성품의 각 단계별 검증을 통한 완제품을 개발하는 building block approach
를 적용함으로 수많은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소재의 설계허용치 없이는 초기 단계부터 설계가 불가능하다.
항공용 금속 소재의 물성은 AMS(Aerospace Materials Specification)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설계허용치는 MMPDS(Metallic
Materials Properties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에서 규정되어 있다. 금속재의 설계허용치의 경우 MMPDS에서 구조 최적
화를 위해 두께별로 제시되고 있으며 구조 안전도를 고려해서 허용 기준을 S, A, B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MMPDS
handbook에서 이러한 A, B 또는 S-basis 재료 물성을 획득하는 방법과 설계허용치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항공소재
의 설계허용치 생성 원칙과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항공1-2 | 09:15]

Tensile Allowable Derivation of Powder Bed Fusioned Ti-6Al-4V Alloy for Aerospace Components: 조서연1, 권용남2, 김
대환1, 정유인1; 1한국항공우주산업(주). 2재료연구소.
Keywords: Aerospace, Powder Bed Fusion, Titanium, Allowables 

Additive Manufacturing (AM) has been under the spotlight in the aerospace industry during the last years. Unlike the conventional
subtractive process, AM adds material layer by layer to obtain the final shape. For metallic materials, either direct deposition or powder
bed fusion (PBF) is widely used in the aerospace industry. This study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PBF using Ti-6Al-4V Grade 5
powder to obtain tensile properties for aerospace parts. In order to apply the tensile properties obtained for part analysis, statistically
processed allowables must be derived per the aerospace airworthiness guidelines. However, unlike for wrought materials, PBFed parts
possess micropores, roughness, and anisotropic properties, which lead to high varianc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llowables. The
derivation process of tensile allowables for PBFed Ti-6Al-4V is to be addressed in this study and compared to that of conventionally
processed materials. 

[항공1-3 | 09:30]

가스터빈엔진 Flameout 발생사례 원인분석: 권혁준1, 배중우1, 이두열1, 손경숙1; 1공군 항공기술연구소.
Keywords: 

가스터빈엔진에서 발생한 Flameout의 결함원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함엔진은 압축기 4단계 Stator Vane 이후부터 손상이 확인되
었으며, 이후 단계의 손상된 Blade에서 Vane의 성분이 확인됨에 따라 파단된 Vane의 파편에 의한 2차 손상으로 추정되었다. Vane
의 파단면 및 미세조직분석결과 피로파단임이 확인되었으나 피로균열 시작점의 손상으로 뚜렷한 원인분석은 제한적이였다. 한편, 파단
된 5단계 Vane에서 찍힘 손상이 발견되었으나, 이로 인해 피로균열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파단 Vane의 미세조직 관찰결과 정상
Vane과는 달리 다소 조대한 결정립이 확인되었으며, 재료 내부의 조대한 결정립은 피로균열 시작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항공2-1 | 09:55]

항공주조품 개발 및 주요 주조공정 기술: 이재현1; 1창원대학교 공대 금속재료공학과.

Keywords: 적층제조, 정밀주조, 단결정 기술
국내 항공산업은 항공기 기체 및 엔진을 면허 생산, 부품을 유지 보수하는 단계에서 최근 항공기 기체 및 엔진을 자체 설계하
고 생산할 수 있는 전단계에 와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 소재 국산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항공기 부품은 단조 및 가공
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형상이 복잡한 부품, 고온부품은 주조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항공용 주조기술은 진공정밀주
조, 원심주조, 단결정기술 등 특수 주조 공정이 적용되고 있고 최근 3D 적층제조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합금
주조품, 단결정 초내열합금 블레이드, 항공용 대형 주조품, 3D 적층제조 부품 등 최근 항공용 주조품 개발을 소개하고 이들 공
정에서 요구되는 결정립제어, 미세조직 및 결함제어 기술, 주형과의 반응, 열전달 등 특수주조 기술에 요구되는 주조 공정기술을
논하고자 한다.

[항공2-2 | 10:10]

Ti 합금 열간판재성형 후 물성변화에 과한 연구: 권용남1, 김대용1, 이진우1, 석무영1; 1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eywords: 판재성형, Ti 합금, 고온 성형
Ti 합금 판재는 상온 성형성이 부족하여 고온에서 성형을 수행한다. 합금의 종류에 따라 900oC 부근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초소성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Ti 합금은 500℃의 온도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표면에 산화층을 형성한다. 또한, 온도의 증가에 따라
수소의 용해도가 증가하여 상온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한다. Ti 판재의 고온성형시 표면에 산화방지제를 도포하며

항공재료
Room 325D,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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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등의 불활성 분위기를 형성시키지만 변형의 진행에 따라 표면 산화방지막이 깨지며 고온노출에 따른 결정립 성장 등이 불가피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열간성형온도 변화에 따른 Ti6Al4V 판재 등 고온 Ti 성형 후 발생하는 물성변화를 조사하였으며 공정조건에 따
른 미세조직변화와 관계를 고찰하였다. 

[항공2-3 | 10:25]

Al 확산침투에 의한 MoSiB내 SiO2의 상변화 거동 고찰: 이성1, 박정효1, 김동훈1, 김영무1, 김미현2, 이성호1; 1국방과학연구소 4본부

4부(소재). 2창원대학교 공동실습관.

Keywords: Refractory 내열합금, Mo coated Mo금속간화합물의 복합분말, SiO2
Ni 초내열합금은 2차 세계대전동안 1940년을 전후하여 영국의 휘틀과 독일의 폰 오하인(Hans von Ohain)에 의해 상호 독자적으
로 개발된 전쟁의 산물중 하나로, 이 후 고기동 장사정 관련된 많은 비행체 분야에서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 구조내열재료로 각광을
받아져 왔다. 그러나, 점점더 극한환경에 요구되는 부품들 특성상 재료의 상용 한계온도의 돌파가 요구되면서 2000년대를 이후로 차
세? 내열재료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후보들 가운데 실용성이 가장 근접 가능할 차세대
고온 구조내열재료로 Mo 혹은 Nb 기지의 초내열합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합금은 용융온도가 2000도 이상을 가지기에 제조 공
정에 있어 주변장치나 관련 재료들 등 아직 많은 숙제들을 가지고들 있다. 특히 용융제조 공정시, 고온 크? 특성은 매우 우수하나
취약한 파괴인성을 나타내는 연속 금속간화합물(T2, A15 등)을 Mo기지가 둘러싼 단속상(isolated phase)의 미세구조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다갇도로 연구되고 있으며, 분말야금 공정에 의한 해결법을 찾고 있다. 최근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nano Mo-coated IMC
복합분말을 이용한 소결체의 경우 연속 Mo 상과 단속상의 금속간화합물의 미세조직을 가지는 소결체 제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소?체에서 국부적으로 SiO2상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연구 테마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우수한 고온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차세대 고온내열재료 분야에 독보적 자리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차세대 초내열합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MoSiB 합금의 가장 취약한 문제의 하나인 내산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Al이나 Si 과 같은 내산화성 원소를 확산침투시켜 내산화층을 형성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은
분말야금법으로 제조된 소결체내의 SiO2상이 내산화성을 위해 수행된 Al 팩세멘테이션동안 발생되는 상변화과정을 발표하고자 한다 

[항공3-1 | 10:50]

열변형해석 기법을 활용한 대형 복합재 부품 성형툴 설계: 정대호1, 이정철1, 정유인1; 1한국항공우주산업(주).

Keywords: 열변형해석, 복합재, 성형툴 
과거 복합재 부품 개발은 성형툴 제작, 시제품 제작, 치수 측정 및 치수 측정 결과 기반 성형툴 재제작 과정을 반복 수행하는 것
으로 이루어졌다. 소형 부품에 비해 큰 변형이 예상되는 대형 복합재 부품의 성형툴의 경우, 항공용 부품의 정밀한 치수 요구도를
만족하기 위해 고가이지만 열팽창계수가 낮은 Invar 합금이 적용되고 있다. 고급 성형툴을 요구하는 대형 복합재 부품을 과거 Trial
＆ Error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할 경우,과도한 비용 및 개발 기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경화 중
발생하는 변형 예측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었으며, 항공용 복합재 부품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열변형해석 기법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복합재 부품 성형툴의 설계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항공3-2 | 11:05]

부식환경 노출시간이 7xxxx 합금의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 이철주1, 구가은1; 1한국항공우주산업(주).

Keywords: 응력부식균열, 잔류응력, 검사주기, 저항성
7xxx 계열 알루미늄 합금은 비강도가 우수하여 항공기 기체 구조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항공기 기체는 제작 특성상 가공

및 조립 공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 및 조립 단계에서 대부분 잔류응력이 발생되며 이러한 잔류응력을 가지
고 있는 구조물이 부식환경과 조우하게되면 응력부식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작 단계에서 잔류응력 최소화가 필요하며
설계 단계에서는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양호한 재질을 적용하여 부식환경에 노출되어도 응력부식균열로 인한 치명적인 항공기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양호한 7xxxx 합금에 대해 응력부식균열 환경 노출
시간에 따라 저항성 차이를 평가하고 응력부식균열 발생 시점을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운용 항공기의 정비 및 검사 주기 설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항공3-3 | 11:20]

항공기 기지별 대기부식환경 모니터링 연구: 윤주희1, 최동수1, 이두열1, 김성욱1, 김경우1, 박승렬1; 1공군 항공기술연구소.

Keywords: 대기부식, 부식률, ISO 9223, 염화물 흡착률 
항공기 부식예방과 부식관리 절차 개선을 위하여 항공기 운영 위치별 대기부식환경 모니터링 연구를 하였다. 대기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는 온도, 습도, 이산화황 흡착률, 염화물 흡착률을 고려하였다. 대기부식환경 모니터링을 위하여
항공기가 운영되는 13개 지역에 온습도 센서와 탄소강, 은, 알루미늄 합금 시편을 설치하여 1년간 폭로하였으며, 측정된 온습도 데
이터를 이용하여 젖음시간을 산출하였다. 회수된 시편은 재료별 분석하였으며, 탄소강 시편은 질량손실을 이용하여 부식률을 산출하였
다. 은 시편은 XPS 분석을 통해 염화물흡착률을 측정하였고, SEM을 이용하여 표면 분석을 하였다. 산출된 부식률은 ISO 9223을
바탕으로 항공기 운영 기지별 대기부식 위험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들과 부식률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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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4-1 | 11:45]

Thermal Failure of Rene' 80 Superalloy Turbine Blades: 손경숙1, 김익식1, 김만수1, 최화순1, 김성욱1, 이두열1, 배중우1; 1공
군 항공기술연구소.
Keywords: Rene' 80 Superalloy, Turbine Blades, Thermal Failure, Gamma Prime 

운영 중 손상이 발생한 항공기용 제트엔진의 터빈블레이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터빈블레이드는 고온, 고응력 및 부식성 분
위기의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되는 부품으로, 손상된 터빈블레이드는 Rene' 80 니켈기 초내열합금으로 제작되었다. Rene' 80은 터빈
블레이드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금으로 우수한 크리프 파단강도와 고온 부식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손상된 블레이드에 대해
육안 및 실체현미경 관찰결과, 블레이드는 tip에서부터 1/3 위치에 횡방향으로 파단이 되었고, 심한 necking 현상과 함께 코팅층 균
열도 함께 확인되었다.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파단면 분석결과, Inter-dendritic Fracture 및 표면 산화현상 그리고 일부 용융조직
과 void가 관찰되었다. 손상품의 미세조직을 신품과 비교 관찰한 결과, 코팅층의 두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열손상에 의한 감
마프라임상의 변형(rafting, partial solutioning)이 확인되었다. 감마프라임상의 분율 감소는 크리프 저항성과 고온에서의 기계적 강도
를 약화시켜 파손의 원인으로 작용한것으로 판단된다. 

[항공4-2 | 12:00]

Ni기 초내열합금 CMSX-4 장기간 열 노출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화: 임근영1, 김찬미1, 이현우1, 구지호2, 신종호2, 정연
길1, 이재현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두산중공업㈜ 기술연구소.
Keywords: superalloy, CMSX-4, Over-aging, TCP (Topological Closed Packing) Phase 

Ni기 초내열합금을 이용한 단결정 제조 방법은 grain selector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제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노출 시간에
따른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개량된 Bridge-man 일방향 응고 장비에서 Seed 법을 이용 CMSX-4 단결정을 제조하였다. 제
조한 단결정 시편은 용체화 및 1, 2차 시효 열처리를 실시하였고, 1050oC에서 각각 0시간, 500시간, 1,000시간씩 장기간 열 노출
을 진행하였다. 열처리(용체화 및 1,2차 시효)된 시편의 상온 및 고온 인장강도는 각각 50 mm/s와 100 mm/s 응고속도에서 가장 크
게 나타났고, 열노출 후 수지상 중심 및 수지상 사이의 γ’ 석출물은 열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조대화되고, 형상이 매우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열노출된 미세조직이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항공4-3 | 12:15]

단결정 초내열합금 CMSX-4의 열처리를 통한 공정 분율과 기계적 특성 변화: 성기태1, 권석환2, 안종기3, 주윤곤1, 정연길1, 이재현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로스트왁스㈜ 기술연구소. 3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연구소.
Keywords: Superalloy, Directional solidification, Tensile property, Eutectic, Aging

Ni기 초내열합금 CMSX-4는 Re이 3% 첨가된 2세대 단결정 합금으로 산업용 및 항공용 가스터빈엔진의 단결정 블레이드에 널
리 적용되고 있다. 단결정 초내열합금은 γ 기지에 고온특성이 우수한 정합계면을 가지는 미세석출물인 γ’ 상으로 이루어져있다. 석출
된 γ’ 상은 0.5 um 이하의 미세 석출물로 고온에서 강도를 유지하게하는 주 강화상이나 수지상 사이에서 형성되는 γ/γ’ 공정상은
조대한 γ‘상을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공정상 분율 및 크기는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 응고
조직에서 공정상 크기 및 분율이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MSX-4 합금을 일정한 온도 구배 조건에서 50 µm/s
의 속도로 일방향 응고하여 용체화 처리 온도를 조정하여 공정상의 분율과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용체화 처리 온도가 증가
할수록 편석의 정도와 공정상의 분율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공정분율에 따라 상온, 고온 인장 특성을 평가하였다. 인장 시험 결과
공정상이 일정분율 이상에서는 인장강도 및 연신율이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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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A Study on the Crystallization behavior of Fe2O3 Base Molten Oxide with Cooling Rate: Tae-Jun Park1, Joon-Sung Choi1,
Dong-Joon Min1; 1Yonsei University.

Keywords: crystallization, Sinter, SFCA, Fe2O3, Al2O3 
Sinter is a major Fe source, that is, used extensively in blast furnace processes worldwide. Th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sinter are crucial factors that affect the operating stability of blast furnaces. The quality of sinter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phase
fraction of the silico-ferrite of calcium and aluminum (SFCA), which is a low-melting-point bonding phase formed during sintering.
Calcium ferrite (CF)-containing alumina is known to be the structural basis for SFCA and SFCA-1, and provides basic information
regarding the influence of Al2O3 on the formation of CF solid solutions. In this work, experiments a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rystallization behaviors of an Fe2O3–CaO–Al2O3 system based on its Al2O3 content and cooling rate. The effects of Al2O3 additions are
used to analyze changes in the phase formation temperature, phase ratio, and rate of decrease by using an in situ confocal laser-scanning
microscope, optical microscope,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and horizontal tube furnace. The temperatures at which the primary
phase forms for various Al2O3 contents and cooling rates differ from the equilibrium temperatures, and the phase-formation temperature
ranges vary with the cooling rate. . 

[P1-2]

Local Brittle Zone의 저온 CTOD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열영향부 미세조직의 영향: 이석규1, 김보희1, 김우겸2, 엄경근2, 이성학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스코.

Keywords: 열영향부, 용접, Local Brittle Zone, CTOD
극지 자원의 개발이 증대됨에 따라 고강도강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저온에서 고강도강의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CTOD) 인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극지용강이 사용되는 구조물의 경우 용접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열
영향부의 낮은 파괴인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합금원소 조합을 통해 열영향부의 저온 파괴인성을 높이기 위한 연
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Mn, Ni, Cr, Mo 등의 합금원소 첨가를 통해 고강도화를 일으키며 열영향부의 미세조직을 제어하기 위
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Mo 첨가강에서 열영향부 중 Local Brittle Zone으로 알려진 ICRCGHAZ 미세조직
(AF, GB, BF, MA)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CTOD 인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CTOD 균열 개시 및 전파 거동
을 Interrupted Bending 시험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CTOD 시험의 파괴거동과 미세조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P1-3]

HSB460 후판의 전단 및 가스 절단에 따른 절단면의 특성 분석: 송승호1, 김영우2, 심호섭1; 1동국제강중앙기술연구소. 2동국제강당진공장.

Keywords: 전단, 가스 절단, 후판, HSB460, 유한요소해석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후판을 절단할 때에는 기계적 전단 혹은 가스 절단 방식을 사용한다. 전단 방식은 절단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끝단부에 기계적 변형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가스 절단 방식은 가장 경제적이며 두꺼운 판도 절단이 가능한 장점
이 있지만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하여 열영향부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HSB460 후판의 전단
과 가스 절단 시에 발생하는 응력 및 형상의 변화를 모사하였다. 또한 전단 및 가스 방식으로 절단된 후판의 단면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P1-4]

(CO2-SO2-O2), (N2-H2S-H2O)-혼합가스 분위기에서 Fe-(2,9)wt.%Cr 강의 고온 부식특성 연구: 김민정1, Xiao Xiao1, 이동복1; 1성균

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Keywords: SO2, SO3, H2S, 황화부식
화석연료에 포함된 유황 성분에 의해 발생되는 SO2, SO3, H2S와 같은 황화합물은 대기 중에 다량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 부품의 부식을 야기시킨다. 특히 황화물의 형성은 산화물에 비해 10~100배 정도 빠른 반응속도를
가져 재료에 더 치명적이며, 캐비티(cavity), 기공(porosity), 미세균열(microcrack), 피트(Pit)와 같은 결함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응력집
중에 의한 균열 등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SO3는 S + O2 → SO2, SO2 + 1/2 O2 → SO3과정을 통해 생성되며,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황산화물 중 95%정도가 SO2, 5%정도가 SO3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Fe-(2,
9)wt.%Cr 강을 600~800oC 온도로 (CO2-SO2-O2), (N2-H2S-H2O)-혼합가스 분위기에서의 황화부식시험을 통해 부식온도, 부식시간, 부
식 분위기 변화에 따른 부식속도, 부식특성, 부식기구, 부식생성물을 조사하여 내열합금의 고온부식 거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입니다. (2019R1A2C1002641)

P1 : 철강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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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Effect of Copper Addition on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SKD11 Stainless Steel: 최광묵1, 채홍준2; 1고등기

술연구원 신소재공정센터. 2고등기술연구원 융합소재연구센터.
Keywords: SKD11 stainless steel, Cu content, Cu-rich precipitates, hardness, thermal conductivity 

The effects of Cu addition with different contents (0, 1, 2 and 3 wt%) and aging treatment on mechan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ensile strength and hardness, and thermal conductivity of SKD11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SKD11 containing Cu had higher
hardness than as-received SKD11. In the case of cast alloy without heat treatment, the hardness of as-cast SKD11 containing 1wt% Cu
was 42.4 HRC, whereas the hardness of as-received SKD11 cast alloy was 19.5 HRC, indicating that the hardness was greatly improved
when Cu was added. After the heat treatment, however, the as-received SKD11 increased significantly in hardness, whereas Cu-added
SKD11 increased relatively less, and as a result, the hardness of Cu-added SKD11 was similar to or slightly larger than that of the as-
received SKD11. In the case of tensile strength, Cu-added SKD11 cast alloy had lower tensile strength than as-received SKD11, and the
tensile strength tended to increase as Cu content increased. After heat treatment, however, tensile strength of as-received SKD11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hereas in the case of Cu-added SKD11, the higher the amount of Cu contents, the less the tensile strength
increased. The thermal conductivity of Cu-added SKD11 cast alloy was about 13 W m-1 K-1, which was lower than that of the as-
received SKD11 cast alloy (28 W m-1 K-1). After the heat treatment, however, the thermal conductivity of as-received SKD11 was
reduced, while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SKD11 added with Cu was increased. Thermal conductivity was generally larger with
less Cu content, and this tendency became more pronounced after heat treatment.  

[P1-6]

Effect of Ti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590 MPa Cold-Rolled Steel: 주연아1, 문인기1, 박봉준1, 박
진성1, 한성경1; 1현대제철 기술연구소.
Keywords: Dual Phase steel, Microstructure, Stretch flangeability, Hole Expansion Ratio, Effect of Ti
주로 자동차용 냉연 강판으로 사용되는 이상조직강(DP steel, Dual Phase steel)은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조직을 지니며 고강도,
고연신을 나타낸다. 그러나 DP 강의 경우 우수한 냉간 프레스 성형성을 가지기 위한 주요 인자 중 하나인 신장플랜지성(Stretch
flangeability)이 복합조직강(CP steel, Complex Phase steel)에 비하여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DP강의 성형성을
향상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590MPa급 냉연 강판의 성형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Ti 첨가량에 변화시켜 Ti 첨가 DP강을 제조하였다. 미세조직 관찰 결과 Ti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감소 및
마르텐사이트 형상의 변화가 관되었다. 상온 기계적 특성 평가 결과 Ti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 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성형
성을 평가하기 위한 HER(Hole Expansion Ratio) 측정 결과 특정 조성까지는 HER이 증가(약 10%)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결과와 구멍 확장 후 파단면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Ti가 DP강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P1-7]

경량철강 주조합금의 Si 첨가 및 시효 열처리가 κ-carbide 석출 거동 및 변형 거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원자단위적 해석: 김치
원1, 박병훈1, Mathieu Terner1, 이재현1, 문준오2, 장재훈2, 박성준2, 이봉호2, 홍현욱*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재료연구소 철강재료연구실.
Keywords: Lightweight steel, 3D atom probe tomography, Shearing, Orowan bypassing, APB Energy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수송기기 및 육군 기동 무기체계 경량화를 위해 설계한 FeMnAlC 계 주조합금의 기계적 특성 및 변형기
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단조 처리된 합금에 대해 집중되어 있으며, 주조합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에 대한 적용성을 고려하여 주조합금에 대해 연구하였다. 합금원소 30 wt.% Mn과 1 wt.% C로 상온에서
austenite 기지를 안정화하여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확보하고, 경량 합금원소 Al을 약 9 wt.% 첨가하여 기존 철강 대비 약 15% 이
상 경량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용탕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재료의 융점을 낮춘다고 알려진 Si을 약 1 wt.% 첨가하여 주조성
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FeMnAlC계 합금은 석출경화형으로, 시효처리 시 규칙격자 fcc인 L`12 구조를 갖는κ-carbide의 석출로부터
경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Si 첨가 시 열처리 초기단계에서 경화가 가속화 되어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계적 특성의 변화
와 이로부터 기인되는 변형거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용체화 처리된 경우 인장 변형 시 전위들의 planar glide에 의한 전위밀도 증가
로 microband가 형성되었으며, Si 첨가에 따른 변형거동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시효 열처리한 경우 인장 변형 시, 기지와
정합관계를 갖는 κ-carbide에 의해 전위의 활주가 제한되어 국부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shearing 변형기구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Si이 첨가된 경우 초기의 κ-carbide 석출 가속화 되었으며 이후 Si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경화 효과가 나
타난다. 3D-Atom Probe Tomography를 통한 원자적 관점에서의 관찰 결과, 시효 열처리 시 Si은 austenite 기지와 κ-carbide 사이
의 계면 부근에 집중되고, C는 κ-carbide 내부에 partitioning 되었다. Si첨가로부터 시효 열처리 시 κ-carbide에 C의 partitioning
계수가 2.3에서 5.3으로 증가되어 κ-carbide의 격자상수가 증가하고, 이로부터 coherency strain field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κ-carbide 내부의 C농도 증가는 shearing 발생 시 unfavorable Al-C bonding과 Anti-Phase-Boundary(APB) Energy의
증가를 초래하여 전위가 κ-carbide를 shearing하는 slip activity가 현격하게 저하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제일원리 계산결과, κ-
carbide내에 C 원자가 존재할 경우, shearing에 요구되는 에너지가 약 515 mJ/m2 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와 달리
전위가 κ-carbide의 분포 및 형상에 따라 shearing이 아닌 Orowan bypassing 변형기구가 우선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κ-carbide와 전위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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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

Effect of Atmosphere on Surface Decarburization After Coiling of Hot-Rolled Steel: 유창재1, 김득중2, 서동우1; 1포항공과

대학교 철강대학원. 2POSCO 기술연구원.
Keywords: Hot-rolled coil, decarburization, CO pressu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tmosphere on decarburization of hot-rolled steel after coiling. Specimens for
simulating the condition of steel coil (CONTACT) and steel strip (SINGLE) were isothermally heated for 1 hour with the atmosphere as
dry air. Depth of decarburization is higher in SINGLE test than in CONTACT test. Because decarburization is known to be affected by
the atmosphere, external oxide in CONTACT test is observed to analyze the atmosphere inside the gap. At about 2.4mm from the edge
of specimen, external oxides block the gap of CONTACT test and aspect of decarburization is divided, which means the external oxides
isolate the atmosphere in the gap. Gas composition in the gap is found from analysis of equilibrium oxygen pressure from Ellingham
diagram, resulting that the pressure of CO increases as temperature increases. It indicates that high CO pressure in CONTACT test
increases carbon activity at Fe-wustite interface and the depth difference of decarburization between SINGLE and CONTACT test is
getting larger as temperature increases due to increasing carbon activity. These results provide an insight on setting atmosphere
condition inside the steel coil to apply existing model to describe decarburization reaction. 

[P1-9]

노치인장실험을 통한 1GPa급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DP강의 홀확장성 해석: 이건희1, 백종희1, 박승훈1, 박봉준2, 권용재1, 신상용1, 이
정구1; 1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2현대제철 R&D Center.
Keywords: Dual phase steel, Stretch flangeability, Hole expansion ratio, Notched tensile test
최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는 차량 경량화를 위하여 1GPa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는 초고강도 강판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
다. 이 중에서도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Dual phase (DP)강은 비교적 간단한 제조공정에 비해 높은 강도와 우수한 성형성을 나타내
어 초고강도 DP강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DP 강판의 고강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Press forming을 위해 필요
한 stretch flangeability가 기존의 강재들에 비하여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폭넓은 적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stretch flangeability을 가지는 1GPa급 DP강판에 대하여 notched tensile test를 실시하여
Force-Displacement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와 함께 균열의 개시 및 전파거동을 관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홀 확장 시험 시 발생
하는 균열의 개시 및 전파 거동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결과적으로 notched tensile test의 결과와 DP강의 홀 확장성(Hole
expansion ratio)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P1-10]

High Co-Ni 초고강도강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 김영균1, 김규식1, 송영범2, 박정효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국방과학연구소.
Keywords: Ultra high strength steel, Heat treatment, Microstructure, Tensile test, Fractography 
본 연구에서는 high Co-Ni 초고강도강 (UHSS, ultra-high strength steel)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 영향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초기 미세조직 관찰 결과 시효 열처리 전 소재의 경우 plate-type martensite 조직과 함께 수 백 nm 수준의 탄
화물이 나타났다. 시효 열처리한 후 plate-type martensite의 두께는 작고 균일하였으며, 수 백 nm 크기의 탄화물과 수 십 nm 크
기의 탄화물이 동시에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martensite plate interface에서 reverted austenite가 관찰되었다. 상온
인장 시험 결과 시효 열처리한 후 항복 강도는 2133 MPa로, 인장 강도는 2468 MPa로 측정되었으며 연신율 역시 12%를 보여 매
우 우수한 강도-연신율 조합을 보였다. 인장 시험편 파단면 관찰 결과 연성 파괴에서 나타나는 dimple이 다량 형성되어 있었고, 조
대한 결함은 관찰되지 않았다. 상기 결과들을 기반으로 high Co-Ni 초고강도강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
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P1-11]

1.6 GPa 급 High Hardness Armor (HHA) 강의 Retained Austenite 제어 열처리를 이용한 기계적 특성 향상 연구: 백민석1, 김
영균1, 함진희2, 박태원2, 이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국방과학연구소.
Keywords: High hardness armor steel, Reverted austenite, Tensile, Heat-treatment, Retained austenite, EBSD
본 연구에서는 1.6 GPa 급 high hardness armor steel 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retained austenite (RA) 열처리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기계적 특성 저하를 야기시키는 RA를 제어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열처리를 통해 reverted
austenite를 형성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상기 연구들은 대부분 medium carbon steel 또는 maraging steel계에서 중점
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low alloy steel (HHA steel)에서의 RA 제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초기 미세조직 관찰 결과
약 80~120 nm 두께의 RA 가 관찰되었으며, 열처리 이후 그 두께는 60~100 nm 수준으로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열처리 이
후 RA 계면에 Ni이 enriched 된 것을 관찰하였고 reverted austenite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열처리 이후 경도는 약 90 HV
이상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장 시험 결과, 인장강도는 약 200 MPa이 향상되어 1.8 GPa 값을 가졌다. 연신율 또한 2 % 가
량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열처리 이후 강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신율이 증가하는 독특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인장 파
단면 관찰 결과, 열처리 이후 ductile fracture에서 나타나는 dimple들이 관찰되었다. Dimple 내부에는 수십 nano size의 carbide들
이 존재하였으며 기계적 특성 향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기 결과들과 함께 인장 파단면의 단면을 EBSD로 분석하였



219

으며 이를 바탕으로 HHA 강의 변형 기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
립니다.] 

[P1-12]

Effect of Tempering on Impact Toughness of Intercritically Annealed Fe-6.5Mn-0.08C Medium-Manganese Steel: Sang-
In Lee1, Seung-Wan Lee1, Young-Chol Yoon1, Byoungchul Hw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tempering, medium-manganese steel, impact toughness, intercritical annealing 
As environmental regulations become more restrictive, the demand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sources, such as natural gas,

is increasing. To date, aluminum alloys, austenitic stainless steels, 9 % Ni steel, and high-manganese austenitic steels have been used as
cryogenic materials for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liquefied natural gas. But all of these materials have disadvantages, such as
relatively high price, welding, low design strength, and others. Recently, medium-manganese steels having a manganese content
between 3~12 wt.% have newly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s a promising material for cryogenic application because of their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combining high strength and ductile as well as good low-temperature toughness. Although studies on impact
toughness of the medium-manganese steels with extremely limited microstructures and plate thickness have been reported by some
researchers, studies of the tempering effect on impact toughness are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medium-manganese steel specimens
with Fe-6.5Mn-0.08C (wt.%) were fabricated by intercritical annealing and tempering treatments, and then Charpy V-notch impact test
according to test temperatures was carried out on them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microstructural feature and impact
toughness of the medium-manganese steels for cryogenic application. 

[P1-13]

해양플랜트용 후판강의 FCAW 보호가스에 따른 용접부 미세조직과 샤르피 충격 특성: 박지원1, 이훈1, 이현욱1, 조성규2, 최동기3, 권용
재1, 이정구1, 신상용1; 1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2현대제철 R&D Center. 3하이드로훼스트.
Keywords: Steels, Microstructure, Impact test, Heat affected zone 
해양플랜트용 후판강은 고강도와 고인성을 갖기 위해서 주로 베이나이트계 조직이 이용된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건설 시 여러 단
계의 용접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베이나이트계 후판강의 모재가 우수한 물성을 가지더라도 용접 공정을 거치면서 열영향부의 미
세조직이 변화하여 요구되는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용접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재의 화
학 조성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열영향부의 미세조직을 제어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강재의 화학 조성 변화에 따
른 미세조직의 변화는 복잡하기 때문에 더 많은 미세조직 분석과 기계적특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 조성을 달리한 강재를 제조한 후, 강재를 용접 모사 열처리를 시행하고 모재와 열열향부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도에서 샤르피 충격 시험과 비커스 경도 시험, 인장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파괴
기구를 조사하기 위해 충격 시편의 파면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화학 조성에 따른 모재와 열영향부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2016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지원과 2018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10063532, 산업기술혁신사업)
(No.P0002007,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P1-14]

철계 소결부품의 표면탄소침착에 분말이 미치는 영향: 송혜진1, 정재훈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대광소결금속.

소결공정은 기계가공 없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용 부품, 가전용 부품, 기계용 부품 등 다양한 부품이
소결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소결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혼합된 분말을 금형에 분말을 채워 압축성형을 한 후, 성형된 제품을 녹는
점 이하의 적정 온도로 가열하여 금속 입자를 결합시키는 소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산업현장에서는 성형된 제품을 탄소 플레이트 위
에 올려놓고 연속 소결로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소결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제품 표면에 탄소침착이 발생하여 제품 품질을 저하시키
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분말의 종류에 따라 탄소침착 발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결 시 발생하는 탄소침
착에 분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말의 조성이나 입도, 사용되는 탄소 플레이트 등 소결부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탄소침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한다면 소결부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1-15] Canceled

페라이트-펄라이트 조직 저탄소강의 수소 취성에 미치는 결정립 크기 및 Nb의 영향: 이지민1, 고석우1, 황병철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Keywords: ferrite-pearlite, low carbon steel, hydrogen embrittlement, grain size, Nb 
최근 새로운 합금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탄소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용접
성 및 가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저탄소 및 저합금강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탄소강인 페라이트-펄라이
트 강은 간단한 열처리 공정, 충분한 강도 및 인성으로 라인파이프, 교량 건설 및 기타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페라이트-펄라이트 강은 수소 취성 저항성이 낮기 때문에 수소 환경에서 재료의 취성 파괴가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페라이트-펄라이트 조직을 갖는 라인파이프강의 경우, 유동 매체 및 외부 요인에 의한 주기적인 응력에 따른 노화와 운반 매체, 부
식 환경에 의한 음극 반응에 의해 수소가 재료 내에 침투하여 취성 파괴가 일어나기도 한다.한편 초석 페라이트-펄라이트 조직을
갖는 저탄소강의 경우 낮은 항복 강도로 인해 일부 산업 분야로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미량합금 원소 첨가 및 변태온도, 냉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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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열처리 조건을 조절하여 강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 중 결정립 미세화는 연신율의 저하를 최소화시키면서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열처리 조건에 의해 복합적으로 미세조직이 변화하여 기계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
반적으로 결정립 크기가 수소 취성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페라이트-펄라이트 강에서 미량합금
원소와 결정립 크기가 수소 취성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페
라이트-펄라이트 강에서의 전기화학적 수소 주입에 따른 수소 취성 특성을 평가하고, 미세조직적 인자에 영향을 주는 Nb과 결정립
크기가 수소 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P1-16]

소결 광석에서 CaO 계 칼슘페라이트 형성에 대한 소결 염기도의 영향: 류근용1, 이기우2, 윤호준2, 김선중1*; 1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2현대제철 제선생산기술팀 
Keywords: Sintering, Calcium-Ferrit, Basicity, EPMA, ICP-AES
소결광은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 등의 원료를 혼합하여 생성된다. 철광석의 염기도는 고로 공정에서 완전히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
에 소결 공정에서 염기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소결된 광석의 용융 상인 CaO 함유상은 염기도에 따라 그 양과 형성 온도가 변
한다. 본 연구는 1473-1523K에서 소결 광의 염기도를 변경하여 CaO 함유상 생성량을 조사하였다. 실험은 대기로에서 진행하였으며
상온에서부터 목표 온도인 1473-1573K에 염기도를 변경한 샘플을 알루미나 도가니 안에 넣어 2시간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온도
및 염기도에 따라 다른 샘플들을 EPMA와 이미지 분석 및 ICP-AES 분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P1-17]

Cu 합금강의 가열로 온도 조건에 따른 descaling 공정 시 표면 결함 거동: 김경아1, 박주호1, 김성연2, 문상운2, 권상흠3, 허윤욱3, 임
창희3, 김동규1; 1동아대학교. 2포스코 기술연구소. 3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GIFT).
Keywords: Selective oxidation, Descaling, Hot Rolling, Cu-enriched phase, Heating Furnace

Cu 첨가강 등에서 후판 압연 후 판재 상면에서 압연방향으로 형성된 결함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후판 표
면에 소량 발생하더라도 최대 수백톤씩의 모재 손실을 유발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일반적인 가열로 공정(약 1150oC) 시,
fayalite(Fe2SiO4) 로 이루어진 내부산화층 및 penetration이 형성된다. 또한, scale/steel 계면에 Cu-enriched phase이 형성되어
descaling 공정 시 취화 현상을 유발한다. 그로 인해 상부의 scale이 박리되어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표면
결함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외부산화층으로의 Cu-enriched phase의 흡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열로 공정
온도를 변경(1200oC)하여 모사시험을 진행하였다. Cu-enriched phase 및 fayalite의 형성과 분포는 표면 결함의 발생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열로 온도 조건에 따른 descaling 공정 시 Cu-enriched phase 및 fayalite가 표
면 결함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SEM, BSE, EDS, I-solution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P1-18]

Cu 단독 첨가강의 산화 온도 및 분위기에 따른 고온 연성 거동: 박주호1, 김경아1, 김성연2, 문상운2, 권상흠3, 허윤욱3, 임창희3, 김동
규1; 1동아대학교. 2포스코 기술연구소. 3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GIFT).
Keywords: Cu alloyed steel, Cu-enriched phase, high temperature oxidation, hot shortness, wet air atmosphere

Cu 첨가강의 경우 연속주조 및 열간압연 공정 시 Fe의 선택적인 우선 산화에 의해 scale/steel 계면에 Cu-enriched 상이 형성되
어 hot shortness 현상에 의해 결함 발생 경향이 크다. 또한 고온  공정시 fayalite(Fe₂SiO₄)로 이루어진 내부산화층 및
penetration도 발생한다. 고온 연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Ar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 공정 분위기인 dry air 및 wet
air 분위기와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 조업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dry air 및 wet air 분위기에서의 고온 연성 평가가 필요
하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등온산화 후 고온 연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 공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냉각 중 산화 거
동의 관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온도 및 분위기에서의 산화조건이 고온연성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실
제 조업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특정 온도에서 유지 하지 않고 냉각 중 산화에 따른 고온 연성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P1-19]

MgO single crystal의 CaO-Al2O3-SiO2 slag에서의 용해 거동 연구: 김예림1, 정용석1;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Dissolution of solid MgO, Alumina containing liquid slag, MgAl2O4 of formation, Single hot thermocouple technique
다양한 CaO-Al2O3-SiO2 slag 조성에서의 MgO Single crystal의 용해 거동을 Single Hot Thermocouple Technique(SHTT)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Slag는 각CaO-Al2O3-SiO2 시료 파우더를 염기로(C/S) 1로 고정하여 Al2O3 함량을 10%, 20%로 변화시켰고
1550oC에서 용융된 Slag에 MgO를 투입하여 시간에 따른 용해 거동을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slag의 Al2O3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MgO의 용해 속도가 감소하였다. 또, 20% Al2O3에 용해된 MgO계면 주위에 Spinel이 형성과 동시에 MgO
용해가 동시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Kinetic, Slag의 조성 및 용해도 등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P1-20]

철도 차량용 Cr-Mo강의 미세조직 및 석출물의 열처리 제어기술 개발: 나혜성1, 윤지현1, 김근호2, 박상선2, 최재영1; 1(주)한국진공야금. 2세명테크.
Keywords: Steel, Microstructure, Carbide, Austenite Grain Size, Microstructural Control Technology 
철도 사용의 증가에 따라 외산으로 사용되는 철도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동시스템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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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인 제동디스크에 대해서는 소재기반 기술개발 이후 시험 평가가 어려운점으로 인해 국산화 적용에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
다. 철도차량용 디스크 설계 및 제조 기술은 일부 철도차량 선진국(독일의 KNORR사, 프랑스의 FAIVELEY 및 IBRE사, 이태리의
POLI 사, 일본의 SUMOTOMO 등) 에서만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국의 철도차량은 물론, 해외시
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소재 국산화 정책으로 철도차량용 디스크 개발을 통해 선진기술의 의존도를 낮추어 독자적인 제동시스템 소
재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재제조 기술에 있어서 열처리로 미세조직 및 석출물을 제어하는 기술을 통해 외산 소재의 물성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동 디스크를 개발 및 연구하였다. 

[P1-21]

Red mud의 용융환원 공정에 의한 CaO-Al2O3계 저융점 플럭스 제조에 관한 연구: 박주호1, 정태수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Keywords: Red mud, Refining flux, Smelting reduction, Basicity, Slag characterization

Red mud는 보크사이트를 주원료로 하여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사물이며, 주로 Fe2O3, SiO2, Al2O3,
Na2O, CaO, TiO2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로 인해 세계적으로 연간 약 1.2억 톤에 달하는 red mud가 발생
하는데, 매립 이외에는 특별한 처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 그룹에서는 red mud, white mud 등 다양한 산업부산물을 정련
플럭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red mud 대비 Fe2O3, SiO2 함량이 낮고 상대적으로 CaO 함
량이 높은 white mud를 투입하면 탈황 효율이 증가됨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red mud에 비해 white mud의 염기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를 환원제로 한 red mud의 용융환원 공정에 의해 철 성분을 환원함과 동시에 적정량의
CaO 첨가를 통해 정련 플럭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염기성 플럭스를 제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주파 유도로를 이용
하여 Fe2O3-Al2O3-SiO2-CaO-Na2O-TiO2 조성의 red mud에 약 40% 함유되어 있는 Fe2O3의 환원을 위해 탄소 도가니를 사용하였
고, 동시에 약 10% SiO2의 추가 환원을 위해 Al을 첨가한 후 1550oC에서 용융환원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종 슬래그의 염기
도 (C/A) 조절을 위해 CaO를 적정량 첨가 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샘플을 채취, 증류수에 급랭한 후 XRF, XRD, SEM를 활용하
여 슬래그 성분과 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red mud의 용융환원을 통해 선철이 얻어지고, 염기도 조절을 통해 white
mud와 성분이 유사한 CaO-Al2O3계 저융점 플럭스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P1-22]

Giga급 Austenite계 경량철강의 수소취성 특성에 미치는 Cu 첨가 영향: 조용희1, 유지성1, 구민서2, 곽재현2, 이병주1, 이성학1; 1포항공

과대학교. 2POSCO.

Keywords: 경량철강, 수소취성, Cu 첨가, B2 석출상 
최근 자동차 강판 연구는 연비 향상을 위한 경량화, 가격 경쟁력을 위한 저합금과 충돌 안정성을 위한 우수한 강도 및 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Austenite계 경량 철강은 경량화 뿐만 아니라 우수한 강도와 연성의 조합을 나타내어 새로운 자동차용 소재로 각광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강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수소취성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가급 Austenite계 경량철강을 기반으
로 Cu 를 첨가하였다. Cu 첨가를 통해 강도와 연신율을 유지하면서 수소취성 저항성을 향상시켰다. 이는 수소취성 특성에 우수한
FCC 상 증가와 함께 미세 B2 석출상을 형성하여, 내부 수소 확산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미세조직과 수소취성 특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최종적으로 기계적 물성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소취성을 지니는 미세조직적 인자를 제시하고자 한다. 

[P1-23]

Fe-Cr-Ni-Al-Mo 페라이트 합금에 Ta와 Ti 첨가를 통한 계층적 미세조직 형성 및 기계적 물성 연구: 박강현1, 정윤종1, 김종태1, 홍
순직1, 박진만2, 송기안*1; 1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삼성전자 글로벌기술센터.
Keywords: Ferritic alloys, Hierarchical, Mechanical properties
최근, Fe-Cr-Ni-Al-Mo 페라이트 합금에 Ti을 첨가하여 계층적 석출상을 형성하고, 이는 고온 크리프 물성을 개선한다는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러한 계층적 구조는 2개 이상의 석출상이 (B2-NiAl + L21-Ni2TiAl) 공동 석출 반응에 의해 형성하고,
이러한 반응을 제어하여, 구조적인 미세차이를 (계면의 탄성 변형량) 조절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적 미세조직 제어를 통해, 고온에서
의 크리프 변형을 억제하고, 뛰어난 고온 물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Ti을 첨가하는 제한적인 합금에
서만 이러한 계층적 석출구조가 발표되고 있어, 다양한 합금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구조를
형성 가능한 원소인 Ta 와 Ti를 복합적으로 첨가하여 계층적 석출상으로 강화된 합금을 개발하고 기계적 물성에 대한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Ta과 Ti을 기존에 연구되어진 Fe-Cr-Ni-Al-Mo (FBB8)에 첨가하고, 주사전자현미경, X-선 회절, 압축 시험을 활
용하여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P1-24]

배열회수 보일러 환경에서 열교환용 핀 튜브의 고온산화 특성 및 부식방지제 적용 효과: 김민준1, 최진주1, 박상환1, 신경아2, 장재혁3, 김
우철3; 1고등기술연구원. 2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3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Keywords: 배열회수 보일러, 핀 튜브, 고온 산화, TGA, 부식방지제 
배열회수 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는 발전소에서 가스터빈 이용 후 발생하는 폐열 또는 배열의 열에너지를 고온,
고압의 증기로 변환하여 스팀 터빈을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로, 열효율이 일반 보일러보다 높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
하고 있다. 배기가스의 열교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열교환에는 표면적을 넓힌 핀 튜브 (finned tube)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
온부에 사용되는 낮은 내식성의 탄소강 재질은 고온환경에 노출될 경우 산화 및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열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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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운전조건을 토대로 핀 튜브에 사용되는 탄소강인 SA192 강을 이용하여 가속화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조건을 토대로 부식방
지제 적용 여부에 따른 등온산화시험을 수행하였다. 등온산화시험을 통한 단위면적 당 무게변화량 측정 결과, 부식방지제 미적용
SA192강의 경우 시간에 따라 무게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형성된 스케일이 보호성 역할을 하지 못해 산소가 지속적으로 스케일을 통
과해 기지금속과 반응하여 스케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부식방지제 적용 시편의 경우 산화 초기에 부식방지제
의 박리 또는 화학적 반응으로 인하여 무게가 감소하였으나 산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무게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증가폭이 매우
작아 우수한 내산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산화초기의 경우 부식방지제의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나
부식방지제 적용시편의 장기 순환 산화시험을 통해 부식방지제 효능의 지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1-25]

베어링강의 압하율에 따른 피로 수명 거동: 박상준1, 김진호1, 권오철1; 1(주)일진글로벌.
Keywords: SM55C, STB2, Rolling Contact Fatigue, Wheel Bearing, Reduction Ratio 
일반적인 자동차용 휠 베어링강은 SM55C와 STB2 소재가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휠 베어링은 자동차의 중요부품으로 일반적인
기계 구조용강 보다 높은 수준의 청정도 품질을 요구한다. 소재의 청정도는 베어링의 피로 물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소재 내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함량과 개재물이 피로 수명에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강을
제조하는 제강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특성상 소재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만족하기
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베어링강을 제조하는 제강사는 각자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따라 공법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
로 유사한 정련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그러나 주조 공법은 빌렛, 블룸, 잉곳 등 다양하게 제조되며 최종 사용되는 소재의 크기는 동일
하기 때문에 최초 주조 사이즈에 따라 다양한 압하율이 소재에 적용된다. 이러한 다양한 압하율은 소재 내부의 기공, 결함의 분포, 조
직의 치밀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최종 베어링 제품의 피로 수명의 거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사이즈로 주조된 베어링강의 압하율에 따른 피로 수명의 거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P1-26]

황산나트륨 수용액 환경에서 산화된 SA192 강의 부식방지제 적용에 따른 전기화학 특성 평가: 김민준1, 최진주1, 박상환1, 신경아2, 장
재혁3, 김우철3; 1고등기술연구원. 2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3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Keywords: 배열회수 보일러, 부식, 핀튜브, 동전위 분극시험, 부식방지제 
배열회수 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내에 적용되는 열교환용 핀튜브(finned tube)는 고온의 산화환경에 노출되어
재료의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배기가스 내에 첨가하는 부취제에는 황을 포함하고 있어 배열회수 보일러의 가동 및 중지의
반복에 따른 노점 부식(dew point corrosion)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열회수 환경에서 핀튜브 재료인 SA192 탄소강의
표면에 고온산화를 통한 산화피막을 형성한 후 부식방지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부식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부취제의 효과를 포함하기
위하여 황산나트륨 용액 환경에서 전기화학시험을 수행하였다. 산화스케일을 형성한 시편의 경우 as-polished 시편에 비해 낮은 부식
속도를 나타내었으며 일정 주기 이후의 시편은 부동태거동을 나타냄을 임피던스 분광시험과 동전위 분극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
라서 산화주기가 증가할수록 표면의 보호성이 점차 증가하여 내식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면에 부식방지제를 적용한 후
산화시킨 시편의 부식거동의 경우, 산화주기가 충분히 지남에도 부동태거동이 아닌 활성화거동을 나타내어, 부식방지제가 배열회수 환
경 내에서 생성된 산화층의 부식 보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P1-27]

Na2O Flux 첨가 슬래그에 따른 MgO-C 내화재의 부식 특성: 박범신1, 이주훈1, 정용석1;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Na2O, 점도, FRT, SEM/EDS 분석, FactSage
제강 공정에서 고품질의 철을 생산하기 위해 우수한 정련능을 가진 슬래그 조성이 중요하다. 이에 다양한 flux가 첨가되는데, 이러한 Flux
첨가는 슬래그의 점성에 영향을 미치고 낮은 점도의 슬래그는 내화재로의 침투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a2O Flux 가
첨가된 슬래그와 MgO-C 내화재의 반응을 통해 점성 거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은 FRT(Finger Rotating Test) 실험 장치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1350에서 60분간 내화재를 슬래그에 침적시켰다. 슬래그는 CaO-SiO2-Al2O3-FeO-Na2O 5원계 슬래그로 Al2O3 15 wt%,
FeO 15 wt%, 염기도(C/S)는 1.2고정시킨 후 Na2O의 함량을 3, 6, 9 wt%로 변화시켰다. 슬래그의 점도는 열역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인 FactSage Software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SEM/EDS 분석을 통해 Na2O의 내화물 반응성을 발표하고자 한다. 

[P1-28]

슬래그와의 계면에서 spinel 성장에 미치는 MgO 고상 계면의 영향성: 윤철민1, 민동준1;1연세대학교.
Keywords: MgO, MgAl2O4 spinel, dissolution behavior, surface property, EPMA

MgO는 제강 공정의 내화재에 주성분으로서, 슬래그 및 용강과의 반응을 통한 침식 거동 뿐만 아니라 용강 내 개재물 형성에도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이러한 MgO가 고 알루미나 계 슬래그로 용해됨에 따라 계면에서 자발적으
로 spinel층이 형성된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면 spinel 층 생성에 관한 슬래그의 열역학 및 속도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으나, 반응하는 MgO 계면의 특성이 spinel 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각각 단결정, 다결정, 다공질의 계면 특성을 가지는 MgO 산화물을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슬래그로의 용해 거동을 평
가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후 Electron probe micro-analysis (EPMA)를 이용해 계면 관찰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MgO 계면 특
성 및 온도에 따른 계면 MgO 용해 및 spinel 생성을 측정하였다. spinel 평형 조건의 슬래그와의 반응에서, MgO 계면 특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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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모두 spinel 층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MgO 고상 계면의 곡률이 증가함에 따라, spinel 층의 성장 속
도 및 이방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속도 상수의 온도 의존성을 바탕으로 각 계면에서의 spinel 성장 메커니즘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해낼 수 있었다. 

[P1-29]

화학적 탈린 한계 극복을 위한 전기화학적 기법의 적용: 이동구1, 이상훈1, 민동준1; 1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Keywords: 탈린, 염기도, 슬래그, IR drop, Side reaction 
P는 저온취성을 야기하는 원소로 최종 제품의 기계적 성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저품위 철광석 중 P
함량의 증가는 super clean steel의 수요 증가와 함께 탈린 반응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기존 BOF 및 EAF 같
은 염기성 정련 공정의 불순물 제거는 슬래그의 조성, 즉 염기도 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CaO 포화 슬래그에서의 포화 조성이라
는 임계치를 고려하면, CaO의 투입에 의존한 슬래그 조성적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화학적 정
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역학적 평형론에 기반한 전기화학적 탈린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1573K, C/CO 가스 평형
의 조건하에서 진행하였으며, 시료 장입 1 시간 후 슬래그-금속 계면에 electric potential을 인가하였다. 예비 실험의 일환으로써
CV (Cyclic Voltammetry) 측정을 통해 전기화학적 탈린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Anodic reaction :
[P]+4(O2-)=(PO4

3-)+5e-. Nernst] eq.에 의해 유도된 cell potential과 인 분배비 간의 상관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인 분
배비 변화에 대한 cell potential의 영향성을 확인하였다. Electrochemical cell에 electric potential이 인가됨에 따라 인 분배비가
2~1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험치와 이론치 간의 불일치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슬래그 고유의 물성인 IR drop과 electrochemical
cell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side reaction의 영향성이라 사료된다. 또한, 전기화학적 탈린에 대한 염기도의 영향성에 관하여 고찰하
였으며, 저염기도 조성에서 인 분배비 변화에 대한 electric potential의 영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슬래그의 염기도에 따른
인 정련에 대한 구동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금속 내 인 농도의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P1-30]

26톤급 단조용 합금공구강에서 검출된 내부 균열의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한 미세조직 및 해석적 연구: 송용현1, 배종은1, 이영선1; 1한국

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eywords: Tool steel, Internal Crack, Quenching, Tempering, Forging Tool, Finite Element Method, Hole Drilling Method Residual
Stress 
철계 소재가 최종적으로 온전한 제품까지 제조되는 과정에서 화학 조성, 가공 방법, 열처리 방법 등에 따라 재료 내부 미세조직의
차이성을 나타내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함으로써 물리적 특성 및 기계적 특성을 제품 용도에 맞게 제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철계 소재는 건축, 자동차,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필수적인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제조과정에 있어
서 사소한 오차에도 최종 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함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재료는 0.4% 이하의 탄소 함유량을 지닌 26톤급 중량의 대형 합금공구강으로써 단조용
공구강의 기계적 특성을 갖추기 위한 제조과정 중 균열이 검출되었고, 균열은 거시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연속된 형태를 갖추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주 연구 내용으로는 대상재의 균열 부위를 포함하여 형성된 미세조직과 잔류응력 분포를 관찰한 후, 단조 및 열처리
과정을 모사하는 유한요소해석과 채취한 대상재에 온도, 시간 조건별 열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미세조직 변화와 열처리 과정에서 형성
되는 잔류응력의 거동을 비교 분석하여 대상 균열의 발생 원인을 검출할 수 있었다. 

[P1-31]

Ferritic/Bainitic Steels에서 Mo, Nb, Ti 첨가에 따른 미세조직 및 내화/내진 특성 고찰: 심정호1, 홍현욱1, 이창훈2, 문준오2, 정
준호3, 조효행2; 1국립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재료강도실험실. 2재료연구소 철강재료연구실. 3현대제철 연구개발팀.

Keywords: 저합금 베이나이트강, 내화내진, 석출강화, 상온 저주기 피로, 열노출 
최근 한반도 지진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구조형강의 내화내진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내진특성을 갖추기 위해, 강은 저
항복비(항복강도/인장강도)를 만족시켜야 하며, 파단 전까지의 충분한 소성변형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내화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온항복강도 대비 600oC 항복강도 값이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low-carbon ferritic/bainitic steels에
Mo, Ti 그리고 Nb 합금원소 함량을 다르게 하여 설계하였다. 0.3wt%_Mo 0.02wt%_Nb강(Steel A)의 미세조직은 Bainite로 구성
된다. 대조적으로, 0.2 wt%_Mo 0.1 wt%_Ti강(Steel B)의 미세조직은 nano-sized MX 석출물들이 높은 밀도로 분포한다. 어떤 미세
조직 구성이 내화내진특성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상온(25oC) 및 고온(600oC)에서 인장시험과 저주기 피로시험을 했다. 상온 인
장시험 결과, Ferrite Matrix 내 MX 석출물들이 분포한 Steel B는 Steel A보다 더 높은 항복강도와 연신율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고온 인장시험 결과, Steel B의 상온 인장시험 결과 대비 항복강도가 매우 감소하여 Steel A가 Steel B보다 더 높은 항복강도 값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Steel A는 내화요구특성(상온항복강도에 대한 고온항복강도 값 ≥ 2/3)을 만족하나 Steel B는 만족하
지 못한다. 600oC에서 200, 500, 그리고 1000시간 열노출한 후 인장시험을 진행했다. 열노출 후 Steel A의 상온항복강도는 더 낮
아졌으나, Steel B보다는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베이나이트 미세조직(Steel A)이 열적 안정성 덕분에 더 높은
고온항복강도 값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Steel B는 높은 분율로 나노 사이즈의 MX 입자들이 항복비를 높이는 데 기
여한 것이다. 상온 strain-controlled 피로시험 결과, Steel A가 더 좋은 피로수명을 가졌다. 높은 초기전위밀도는 Cycle이 진행되면
서 전위 회복을 함으로써 cell 및 subgrain을 형성하며 감소하였다. Strain amplitude가 증가함에 따라 Cyclic Saturation 구간이 줄
어들고 심할 경우 나타나지 않는 것도 보였고 이유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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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2종 액체금속의 U 전해회수 특성평가: 김가영1, 장준혁1, 이성재1; 1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Cd, Bi, U, 전해회수
파이로공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내 유용한 물질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파이로공정은 산
화물 형태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전처리공정, 이를 용융염에 장입하여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시키는 공정, U 및 TRU와 같은 유용
핵물질을 회수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전해회수공정은 U를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정련반응과 남아있는 U와 TRU를 동시
에 회수하는 제련반응으로 나뉜다. U/TRU를 동시에 회수하기 위해서는 고체전극이 아닌 액체전극을 사용하는데, Cd와 Bi가 대표적
인 액체전극물질이다. Cd는 Bi에 비해 U의 용해도가 커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U를 dendrite 성장 없이 전착시킬 수 있으며,
U/TRU의 공전착에 유리하다. 반면, Bi는 Cd에 비해 U와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 RE)들의 분리계수(separation factor,
SF)가 높아 U/TRU 공전착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RE의 동반전착이 적에 일어나므로 유리하다. 지금까지는 전해회수공정의 연구는
Cd 및 Bi를 각각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Cd와 Bi를 혼합사용하여 전해회수공정에 적용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먼저 Bi 및 Bi/Cd 전극을 사용하여 용융염 내 U 및 Nd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관찰하였다. 500도
LiCl-KCl-UCl3 및 LiCl-KCl-UCl3-NdCl3 용융염에서 W 전극(고체전극), Bi 및 Bi/Cd 혼합전극(액체전극)을 이용하여 Open-circuit
potential 및 Cyclic voltammetry를 측정하였다. 또한 Bi/Cd 혼합전극을 이용하여 LiCl-KCl-UCl3-NdCl3 용융염에서 전착실험을 수
행하였다. 정전류법으로 전착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양극(glassy carbon)과 음극(Bi/Cd 혼합 전극)의 전위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용융염 색이 보라색에서 점점 옅어졌으며 이는 용융염 내의 U가 Bi/Cd 혼합금속안으로 전착되어 용융염 내 U 농도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P2-2]

환형 금속연료심 제조공정 변수에 따른 특성 변화에 대한 미세조직학적 고찰: 박상규1; 1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압출제조, EBSD, 환형연료심
현재 원자력발전은 안전성과 함께 가동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문제가 원자력에너지의 확대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경수로보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제 4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제 국제적인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연구원
에서는 기존 핵연료에 비해 연소 효율과 안정성이 높은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현안 중 연소 중 발생하는 조사팽
윤 현상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 INL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핵연료의 형상이 환형일 경우 이러한 핵연
료의 조사팽윤 현상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환형 핵연료 제조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의 제조 방식을 기존의 주조 방식이 아닌 압출을 통한 환형으로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며, 이
에 대한 연구로 우라늄 대신 Cu를 이용한 환형 모의연료심을 압출하여 제조하여 압출 공정조건에 따른 모의연료심의 특성 변화를
미세조직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 빌렛의 초기 미세조직이 모의연료심 미세조직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빌렛의 초기 미세조직을 400oC, 550oC, 700oC 조건에서 한시간 씩 열처리를 수행하여 조
절하였다. 열처리된 빌렛을 바탕으로 압출시험을 수행하여 Cu 환형 모의 금속연료심을 제조한 뒤, OM 및 EBSD를 활용한 미세조
직 분석을 통하여 모의연료심의 미세조직 변화를 평가하였다.

[P2-3]

Influence of Long-term Degradation of Microstur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 Temperature in Gas turbine:

공원식1, 최현선2, 김선호2, 김동관3; 1(주)피레타. 2연세대학교. 3한국중부발전(주).
Keywords: Heat-resistant alloy, CMSX-4, High temperature, Degradation, Gas turbin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amma prime variation with long term Used of Ni-base super heat-resistant alloy, which are widely used
as high temperature components. Ni-base super heat-resistant alloys are used for gas turbine high and low pressure blades and van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CMSX-4 containing 6% Ta as Ni-based single crystal alloy. CMSX-4 cast ingot was subjected to a long
term aging at 850oC for up to 8000 hour in an electric furnace. In addition, analyze was performed on blades operated in gas turbine up
to 20,000 hours. In order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the thermal fluid in the operating conditions, the gas turbine blade section and
surface temperature were calculated, and the change of microstructure was observed accordance with temperature distribution.
Specimen were prepared based on temperature distribution calculated by flow analysis, the shape and size of the gamma prime were
measured by optical and electron microscope for the microstructure transformation. Also, transformation of gamma prime was evaluated
by the changes between the coating layer, base material and the internal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gamma prime shape distributions were measured and heir correlations were investigated. 

[P2-4]

A High Rate Lithium Battery Anode Using Nanoporous Sn Deposited by High-Pressure-Assisted Evaporation: Hyung

P2 : 에너지재료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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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ul Shim1, Sangwoo Ryu2, Ilhwan Kim1, Jihun Oh3, Seungmin Hyun1; 1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KIMM). 2Kyonggi University. 3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eywords: Lithium ion batteries, group-IV elements based anodes, Nanoporous structure, High C-rate, High pressure driven evaporation 
The rate performance associated with the battery's power capabilities have always been an important factor in designing energy

storage materials. Recently, with the gradual increasing of electric vehicles, the request of rapid charging has increased as much as the
capacity of material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high rate performance materials. We introduce high- pressure- assisted deposition
method for the nanoporous structure that enable high capacity at the high current rates. The high porous nanostructure can be deposited
due to diffusion- limited- aggregation phenomenon caused by the reduction of the mean free path of gas molecules under high pressure.
Based on this method, we could fabricate an anode for a lithium ion battery by directly depositing a nanoporous Sn structure on a Cu
current collector. Since the deposited electrode did not contain a binder or a conductive additive, it was possible to realize a high energy
density in addition to inherent high material density of Sn. Furthermore, the high porosity between nanoparticles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the rate performance by increasing the diffusion rate of lithium ions and lowering the charge transfer resistance.
Electrochemical test results showed a high rate performance at 20C, which could be up to 90% of the specific capacity at 0.1C. In
addition, this structure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yclability by alleviating the electrode degradation associated with the large
volume change during the lithium alloying and de- alloying. 

[P2-5]

Sn 음극에서 Li과 Na 확산에 따른 계면 구조 실시간 관찰: 이영환1, 최용석1, 박준형1, 변영운1, 안재평2, 이재철1; 1고려대학교. 2한국과

학기술연구원.
Keywords: Li-ion battery, Na-ion battery, Sn anode, in-situ experiment
합금계 음극은 높은 용량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이온의 유입 및 유출 속도가 느려 전지의 충방전 속도를 제한시킨다는 단
점이 있다. 양이온의 유입 및 유출이 느린 주요 원인은 양이온의 확산이 확산 계면에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합금계 음극
(Si, Sb 등)에서의 양이온 확산은 계면의 결정성을 유지하며 진행되고, 그 결과 결정질 내로의 침입형 확산을 통해 느리게 진행된다.
반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빠르게 양이온을 확산시키는 음극이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음극으로서 Sn은
양이온 확산 시 잔류 응력에 의해 계면에 전위를 형성시킬 뿐 아니라 확산 계면 구조가 비정질화되어 양이온의 확산 속도를 향상시
킨다. 따라서 음극 내에서 앞선 구조 변화들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양이온의 유입 및 유출 속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구
조 변화를 촉진하는 한 방법은 양이온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다. Na이온은 Li이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온 반지름을 가져 계면에
보다 큰 응력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이온의 종류에 따른 음극의 구조 변화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면 빠른 충방전이 가능한 음
극재 개발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Sn 시스템과 Na-Sn 시스템에서의 실시간 실험을 통해 1)확산 속도, 2)확산
형상, 3)계면의 응력 분포를 비교하여 양이온별 확산 거동을 분석하였다. 

[P2-6]

공학규모 원격사출 금속연료심 제조: 송훈1, 박상규1, 박정용1; 1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핵연료기술개발.
Keywords: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metallic fuel, injection, casting parameter 

SFR 원형로 운전에 필요한 재순환 노심 핵연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금속연료심 제조기술 및 원격제조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
용후 핵연료를 파이로 처리한 후 SFR 핵연료로 제조하는 재순환 금속연료 제조기술을 개발하였다. SFR 원형로 금속연료 제조기술
확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사용에 따른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재순환 핵연료가 가지는 높은 방사선
물질 때문에 제조 전 과정이 핫셀 시설에서 수행되므로 원격으로 제조하기 위한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
순환 금속연료심을 핫셀에서 제조할 목적으로 공학규모 금속연료심 원격제조장치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연료심 제조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격으로 용해주조 시험을 수행하여 U-Zr 금속연료심을 제조하였다. 제조시험에 사용한 주조공정변수는 본 시험 이전에 수행된
일련의 Cu, Cu-Ni 예비공정실험을 통하여 선정되었다. 주조시험결과 최대 모의연료심 주조개수인 78개의 연료심이 원격으로 건전하
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조된 연료심을 사용하여 연료심 밀도 측정 및 화학분석을 수행하였고 SEM/EDX 분석하여 연료심의
균질성 및 희토류 석출물 구성 및 분포형태를 통하여 연료심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P2-7]

Influence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n Operatio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in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 Boiler: 공원식1, 최현선1, 김희을2, 장현수1; 1(주)피레타. 2(주)한국남동발전.
Keywords: Austenite stainless steel, Microstructure, Thermal power plant, Mechanical porpert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gradatio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widly used in the power generation and chemical plant industries.
For high efficiency of the power plant, a material having high resistance to damage caused by boiler facilities such as degradation, high
temperature corrosion, fuel corrosion, and thickness reduction due to fluid is required. This study was targeted to Super 304H which
used in supercritical pressure and ultra supercritical pressure of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boiler facilities. The specimen were
carried out from actually operated in a thermal power plant, accelerated degradation test specimen and new material. To perform
accelerated degradation test, maximum life span of power plant were set to 30 years. Acceleration degradation time was calculated using
Larson miller parameter for 262,800 hours at 593oC operating temperature in supercritical pressure thermal power plant and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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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lectric furnace at 700oC for 421 hours. Super304H steels subjected to the degradation test were analyzed for microstructures such as
grain boundary sensitization, secondary phase precipitaion, and grain Spheroidizing. In additi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icrostructures were measured and their correlations were investigated.

[P2-8]

고효율/고안정성 탠덤 태양전지 제작을 위한 Wide-bandgap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김대한1, 김동회2, 신병하1; 1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2세종대학교.

Keywords: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태양전지의 탠덤 기술은 단일 접합 태양전지로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효율인 SQ limit보다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궁극적 목표인 $/W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태양전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이 중 가장 성숙한 기술
로 이미 상용화에 도달한 실리콘 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이중접합 탠덤 기술은 효율적인 스펙트럼 매칭을 가지고 있
어 이론적인 초고효율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하지만 기존에 주로 사용했던 페로브스카이트의 밴드갭은 1.50 ~ 1.60 eV
로 실리콘 태양전지와의 light spectrum matching을 고려했을 때, 1.65 eV 이상의 더 높은 밴드갭을 가지는 wide-bandgap 페로브
스카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하지만 더 많은 양의 Br이 들어간 wide-bandgap 페로브스카이트는 광안정성이 현저히 낮아
지고 이에 따라 높은 VOC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20% 이상의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없었음. 본 연구에서는 2D additive
engineering을 통해 2D phase의 위치와 물성 조절이 가능한 새로운 2D/3D mixed 페로브스카이트를 합성하였고, 이에 대한 화
학적, 구조적 물성 연구를 통해 패시베이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연구를 진행했음. 이렇게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
하여 고효율 wide-bandgap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였고, 실리콘 태양전지와의 이중 접합 탠덤소자를 제작하였음. 뿐만 아
니라 2D additive engineering은 소자 광안정성도 크게 향상시켜 wide-bandgap 페로브스카이트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장기 광안
정성 테스트에서도 개선을 이루어냈음. 이 연구결과는 향후 wide-bandgap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한 초고효율/고안정성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P2-9]

Enhancing Luminous Efficiency of Bismuth-Bromide Based Perovskites Nanocrystals via Addition of Transition Metal

Chlorides  : Joonyun Kim1, Jinu Park1, Byungha Shin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eywords: LARP, Cs3Bi2Br9, metal chloride additives, lead-free perovskites 
Halide perovskites (ABX3, A =Cs, MA, FA: B = Pb: X = I, Br, Cl) can produce very narrow of photo/electroluminescence spectrum

(full width at half maximum ~ 20nm), which makes them promising for light-emitting devices such as LEDs. However, for
commercialization, toxic lead containing issue in halide perovskite should be resolved.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lead free, Cs3Bi2Br9

nanocrystals using ligand assisted re-precipitation (LARP) method. By adding appropriated amounts of metal-chloride salts (such as
SnCl2, InCl3, FeCl3, ZnCl2 …) in the precursor solution, we studied the effect on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nanocrystals. With further
optimization on the synthesis protocol, we obtained PLQY as high as 15 % with FWHM of 52 nm (PL peak position = 410 nm) in
photoluminescence spectrum. The detailed experiments, analysis, and discussions will be presented.

[P2-10]

Vertically Grown BaTiO3 Nanotube Arrays for Piezoelectric Energy Harvester: JaeHoon Lee1, Kwi-Il Park2; 1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cent progress in the field of flexible electronics technology has accelerated the possibility of its practical uses in various real-life
applications, including smart mobile device, healthcare device,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wearable device. Among the many
kinds of flexible devices, the self-powered systems have been attracted great attention because they could guarantee sustainable, long-
lasting, and remote use of devices without additional energy storage systems. Especially, for the stable and permanent operation of
flexible electronic devices without restraints,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high-output flexible energy harvester that can efficiently convert
electrical energy from mechanical energy source. Herein, we will describe the well aligned BaTiO3 nanotube (NT) arrays on a thin Ti
foil were adopted for use in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device that scavenges electricity from mechanical energy. BaTiO3 NTs were
grown onto a Ti substrate by a simple anodization process and a facile hydrothermal process. A BaTiO3 single NT selected from NT
arrays was transferred onto a flexible substrate to characterize the piezoelectric output performance of the individual BaTiO3 NT. We
also fabricated the BaTiO3 NT arrays-based piezoelectric energy harvester and characterized the harvested output signals under
mechanical deformations. 

[P2-11]

The Test Method for the Analysis of High Temperature Oxidation Behavior in Station Blackout Accident Condition: 이
성용1, 장훈1, 고대균1, 김윤호1, 이승재1; 1한전원자력연료.

Keywords: 사고저항성 핵연료, 핵연료 재료, 핵연료 피복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고되었고, 세계 각국에서는 사고조건에서의 원전 안전성에 대하여 많
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조건에서 대응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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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한전원자력연료에서는 기존 지르코늄 피복관에 코팅을 하는 방법과 대체 철계 합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
진중에 있다. 또한 국제 커뮤니티인 OECD/NEA에서는 신규 사고저항성 피복관에 대해 기존 설계기준사고 중 가장 가혹한 사고조
건이었던 냉각재상실사고(Loss-of-coolant Accident, LOCA)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로 분류되었던 발전소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발전
소정지사고(Station Blackout, SBO)에 대해서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특성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기관에서
는 발전소가 정지된 환경을 모사하는 고온 고압 환경의 수증기 분위기에서 핵연료 피복관의 산화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HP-TGA
시험장비를 구축하였다. HP-TGA는 최대 1600oC 온도에서 최대 150 bar의 수증기/아르곤 혼합가스 환경이 제어 가능하며, 샘플의
무게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설계된 장비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사고저항성 피복관 후보 중 하
나인 철 기반 Advanced Ferritic Steel(AFS)합금의 가압 수증기 환경 고온산화 특성을 평가하였다. 1300oC의 온도에서 50
bar 로 가압된 아르곤/수증기 혼합가스 환경에서 시험을 수행한 결과 상압 대비 단위면적당 무게증가량이 약 10배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르코늄 합금 대비 매우 우수한 고온산화저항성을 보였으며, 고온특성이 우수한 철계합금 대비 동등이상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시험장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소재의 가압환경 고온산화 거동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뿐만 아니라 핵연료 소재의 발전소 정지사고 조건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해석 등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P2-12]

High Rate of Bismuth Anode Using DME Electrolyte for Sodium ion Batteries: Seung hwan Cha1, Changhyeon Kim1,
Milan K Sadan1, Kwon-Koo Cho1, Jou-Hyeon Ahn1, Gyu-Bong Cho1, Tae-Hyun Nam1, Hyo-Jun Ahn*1; 1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RIGE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High rate, bismuth anode, sodium ion batteries 
Recently, sodium ion batteries are attracted great interest for large-scale electric energy storage to replace the lithium ion batteries.

However, the development of anode materials with a long cycle life, high-rare, and high reversible capacity are ver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sodium ion batteries. Bi anode is a promising candidate for sodium ion batteries due to it has a high theoretical
gravimetric capacity (385 mAh g-1), high volumetric capacity (3800 mAh L-1) and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7.7 x 105 S/m). The Bi
anode was prepared using micro-sized commercial Bi particles. We used DME-based electrolytes, which was well known for superior
ionic conductivity. The Bi anode showed excellent rate-capability up to 16 C-rate, and long cycle life stability. 

[P2-13]

Effect of Iron Deficiency on the Magnetic Properties of Sr-La-Co M-type Hexaferrites: 이강혁1, 박준호1, 유상임1; 1서울대학교.
Keywords: Hexaferrite, magnetic property, iron deficiency, M-type hexaferrite

Recently, Sr0.85La0.15Fe11.85Co0.15O19 (Sr-La-Co M-type) hexaferrites have been reported to possess higher crystalline
anisotropy without reducing its saturation magnetization (Ms), resulting in higher coercivity (Hc). Previous report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La3+substitution for the Sr2+ site and transition metals substitution for the Fe3+ sites of M-type hexaferrites. However, the
effect of iron deficiency on magnetic properties of the Sr-La-Co M-type hexaferrites remains unexplored. In this study, therefore, we
tri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ron deficiency on the magnetic properties of Sr0.85La0.15FeyCo0.15O19-δ ( 10 ≤ y ≤ 11.85)
hexaferrites prepared by solid state reaction in air. The raw materials were ball-milled for 24 h and calcined at 1280 oC for 2 h in air. as-
calcined powder was pressed into pellets and sintered at 1230 oC for 1 h in air.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powder X-ray diffraction
(XRD),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VSM),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n case of Iron deficient Sr-La-Co M-type
hexaferrties, Powder XRD analyses revealed that M-type single phase were obtained with all Fe contents at sintering temperature.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Ms) of the Sr-La-Co M-type hexaferrite samples was around 72 emu/g. The maximum Ms was obtained for
Fe content of 11.85 at 74.4 emu/g. However, the coercivity (Hc) decreased with higher Fe content because the grain size was larger than
the single domain size. Detailed microstructures and magnetic properties of Sr-La-Co M-type hexagonal ferrites will be presented for a
discussion

[P2-14]

Tungsten Oxide Hydrate/Polyvinylpyrrolidone/Sulfur Core-shell Hollow Particles as LieS Battery Cathode Materials:

Synthesis and Electrochemical Characterization: YongMin Kwon1, Sukeun Yoon1; 1 Kongju University.

Keywords: Lithium-sulfur batteries, Cathode 
Although lithium-sulfur (LieS) batteries exhibit high specific energy densities and are, therefore, promising nextgeneration energy

storage systems, their widespread use is hindered by the low electrical conductivity of sulfur, dissolution of intermediate polysulfides,
and low capacity retention. To address these issues, we herein use simple colloidal coating followed by co-precipitation to prepare
tungsten oxide hydrate/polyvinylpyrrolidone (PVP)/sulfur core-shell hollow particles and examine their performance as a LieS battery
cathode material. Specifically, PVP-coated hollow sulfur particles were easily formed from sodium thiosulfate and PVP under acidic
conditions, and the tungsten oxide hydrate shell was produced by the subsequent addition of ammonium metatungstate hydrate. At a
current density of 100 mA g−1, the tungsten oxide–coated particles featured first discharge and charge capacities of 856 and 867 mAh
g−1, respectively, together with a capacity retention of 70% over 50 cycles. This excellent performance was attributed to the synerg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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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VP and tungsten oxide hydrate shells, i.e., the former accommodated the volume expansion of sulfur, whereas the latter
further alleviated the above volume expansion and minimized polysulfide dissolution. 

[P2-15]

Impact of Hydrogen on MgZrNx Thin Films Fabricated by Combinatorial Sputtering: 김제경1, Sage R. Bauers2, Imran S.
Khan2, Kevin R. Talley2, John Perkins2, 박보인1, 김대한1, Andriy Zakutayev2, 신병하1; 1한국과학기술원. 2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Keywords: combinatorial synthesis, nitride, MgZrNx, passivation
Nitride materials have been utilized in optoelectronic applications such as light emitting diodes or as coatings and diffusion barriers in

semiconducting industries: however, almost no study of photovoltaic devices based on nitride have been reported regarldess of their
remarkable properties. Recently ternary transition metal nitrides have been reported with a high dieletric constant which is desirable for
photovoltaic applications. In this study, MgZrNx thin films were deposited by a combinatorial sputtering technique. Using a high-
throughput combinatorial analysis, we studied their optoelectronic,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as a function of the compositional
(or cationic/anionic) ratio. Furthermore, we incorporated hydrogen to MgZrNx thin films as a passivation means.

[P2-16]

Nickel Sulfide Coated with Cadmium Sulfide (Ni3S2/CdS) as Highly Stable Electrode Material for Electrochemical Capacitors:

BUSHRA SAFDAR1, Kwang-Soon Ahn1; 1Yeungnam University.

Keywords: Electrochemical capacitor, Hydrothermal, Specific capacitance
Active materials with distict structure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supercapacitors. Herein, hierarchical

cadmium sulfide-concealed nickel sulfide (Ni3S2/CdS) nanostructures have been successfully grown on nickel foam using hydrothermal
and Successive ionic layer adsorption and reaction (SILAR) techniques. The resulting Ni3S2/CdS electrode exhibited a high specific
capacitance and outstanding cyclic performance as they combine the merits of the high specific capacitance of Ni3S2, the superior
mechanical stability of along with long cycling life of CdS and the core and shell hiearchical structure. Ni3S2/CdS electrode yielded high
specific capacitance of 1364 F/g at 1 A/g and long cycle life with 103% capacitance retention after 5000 charge-discharge cycles at
current density of 5 A/g. Additionally, asymmetric supercapacitor assembled through Ni3S2/CdS cathode and activated carbon anode
presented a specific capacitance of 103 F/g at 1 A/g and 110% capacitance retention after 5000 cycles signifying excellent long term
cycling life. The asymmetric supercapacitor also presented high energy density of 34 W h/kg with 748.8 W/kg power density at the
current density of 1 A/g. the above results suggested that Ni3S2/CdS can be a prospective candidate for supercapacitors.

[P2-17]

Si@SiOx/carbon Nanocomposite with Highly Stable Capacities as an Efficient Anode Material for Li-ion Batteries:

ARUNAKUMARI NULU1, VENUGOPAL NULU1, Keun Yong Sohn1; 1인제대학교.
Keywords: Silicon, Carbon, Nanocomposite, Anode material, Li-ion batteries

Owing to its high theoretical capacity (200mAhg-1) and low working potential (0.4V vs Li /Li+) silicon has attracted huge attention as
an anode material for Lithium-Ion Batteries(LIBs). However, practical applications of silicon are hampered by the destruction of active
material due to its large volume expansion(300%) during Lithiation process, which leads to rapid capacity loss and unstable cycle life.
Herein, we synthesized nano-thin carbon flakes attached on Si@SiOx nanoparticles and studied as anode material for lithium-ion
batteries. The results have proved that mechanically strong SiOx and attached carbon flakes are effectively prevented the huge volume
expansion and agglomeration of silicon nanoparticles and are benefited to form stable SEI layer. Simultaneously, the additional electrical
conductivity provided by carbon flak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anode
material. The electrode exhibited excellent reversible capacity (1830mAhg-1 at 0.2Ag-1) with 92% capacity retention compare with
initial reversible capacity. Moreover, the electrode showed superior rate capability (1464 mAhg-1 at 3.2Ag-1) with 98.6% coulombic
efficiency, respectively.  

[P2-18]

Potentiodynamic Electrodeposition of CoSe2 Films as Efficient Counter Electrodes for Dye-sensitized Solar Cells: VU
HONG VINH QUY1, Kwang-Soon Ahn1; 1Yeungnam University.

Keywords: Potentiodynamic electrodeposition, CoSe2, electrocatalytic activity, counter electrodes, dye-senistized solar cell
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s) are considered one of the most promising photovoltaic technologies because they have

inexpensive, nontoxic components, and can be designed in diverse colors and degrees of transparency. Typically, a D-SSC is composed
of a dye-sensitized TiO2 photo-anode, an electrolyte containing the iodide/tri-iodide (I¯/I3

¯) redox couple, and a counter electrode. As an
important part in D-SSC, the counter electrode (CE) is responsible for electron transfer from the external circuit back to the redox
couple and catalyzing the reduction reaction of the I3

¯ species in the electrolyte. To date, platinum (Pt)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and best CE materials for D-SSCs due to its high conductivity, high electrocatalytic activity for reduction of I3

¯, and its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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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Nevertheless, the use of Pt-based CEs reveals critical issues such as high cost, relative scarcity, and the requirement for
mandatory high-temperature calcination. Herein, CoSe2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and deposited on the FTO substrate using the
facile potentiodynamic electrodeposition at room temperature. The prepared FTO/CoSe2 electrode exhibited an excellent chemical
stability toward I¯/I3

¯ redox electrolyte and displayed the significantly enhanced electrocatalytic activity, resulting in much higher overall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7.95 %), as compared to Pt CE (7.48 %), when applied to N719-based D-SSCs.  

[P2-19]

파이로 전해회수공정에서 전기화학적 전착 및 RE 선택환원을 통한 우라늄 회수 특성:  장준혁1, 김가영1, 이창화1, 이성재1; 1한국원자

력연구원 파이로공정연구부.

Keywords: 파이로공정: 전해회수공정: 우라늄: RE 산화
최근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포화되어 감에 따라,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파이로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파이로공정은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전기화학적으로 금속형태로 환원하고, 여기에서 금속 U/TRU를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공정이다. 따라서 U 및 U/TRU를 회수하기 위한 전해회수공정이 파이로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현재 전해회수공정에서는 액체 Cd전극를 사용하고 있지만, Cd의 강한 독성으로 인하여 Zn를 대체전극으로 사용하고자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액체 Zn 전극을 사용하여 LiCl-KCl-UCl3-NdCl3-CeCl3 혼합염에서 전기화학전착-증류-전기
화학용해 방법을 통하여 U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하고자 하였다. U, Nd, Ce를 액체 Zn에 전착시킨 후, 750oC의 온도에서 진공증류
를 통하여 Zn 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였다. 그 결과 U, Nd, Ce가 혼합되어 있는 금속 덩어리를 성공적으로 회수하였다. 이 혼합
물을 LiCl-KCl-LaCl3 염에서 -1.7V(vs. Ag/AgCl)의 정전압을 인가하여 RE(Nd, Ce)만을 선택적으로 용해해 내었다. 그 결과 RE
가 용해되어 상당양의 U를 회수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전기화학적 전착-용해 방법을 사용하여 LiCl-KCl 염에서 액체 Zn 전극으
로 U/TRU 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P2-20]

리튬이온전지용 다공성 중공 구조의 MnxCo1-xOy 음극활물질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지성1, Venugopal Nulu1, 임수현1, 박
원욱1, 손근용1; 1인제대학교.
Keywords: Li-ion battery, anode material, Manganese di oxide, cobalt doping, hollow structure 
리튬 이온전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로써 전자기기 및 전기자동차(EV)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탄소
소재인 흑연은 높은 사이클 특성을 가지지만 낮은 이론용량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음극 물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높은 에
너지밀도와 출력밀도를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전지재료로 적합한 이산화망간은 흑연(~372 mAh g-1)에 비해서 우수한 이론용량
(~1,233 mAh g-1)을 가지며 가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낮은 전기전도도 및 이온전도도인해 충·방전시 가역성이 떨어진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산화망간에 코발트를 도핑하여 전기전도도를 높이고 망간의 산화 환원
반응을 동시에 완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전지는 아르곤 분위기의 글러브 박스에서 2032 half cell을 제조하였으며 중공 구조
를 가지는 MnxCo1-xOy 는 전기화학 특성평가에서 우수한 충·방전 효율 및 용량을 보여준다. 

[P2-21]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ithium Ion Insertion Mechanism Within Primary Battery Particles Investigated by in-

situ Scanning Transmission X-ray Microscopy: Jinkyu Chung1, Bonho Koo1, Juwon Kim1, Jongwoo Lim1; 1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Ion insertion dynamics, Operando, Scanning Transmission X-ray Microscopy, Heterogeneity, LiFePO4 
Lithium-ion batteries (LIBs) gain significant attention as power sources of portable electronics, electric vehicles (EVs) and energy

storage systems (ESSs). Understanding lithiation pathway at the single particle level holds the key to improving the rate capability,
charge capacity, and cyclability of lithium-ion battery. Despite the importance and industrial impact of this technology, detailed ion
insertion mechanisms are still poorly understood. LiFePO4 (LFP), as a model intercalation cathode material in LIBs, exhibits the phase
separation behavior between lithium-poor and -rich phases due to the wide miscibility gap. This phase separating property has been
considered non-ideal for high power rate battery operation. However, our in-situ scanning transmission x-ray microscopy (STXM) on
individual LFP particles tracks lithium composition maps with 30nm spatial resolution shows that metastable pathway prevails at
moderate to high rates (0.6 ~ 2 C-rate). Probing that lithium compositions were controlled by heterogeneity of reaction kinetics and
phase separation is suppressed. In order to understand ion insertion chemistry, one should consider the ion insertion mechanisms within
primary particles. In general, lithium insertion can be divided into (1) surface charge transfer reaction and (2) bulk diffusion. Our object
is to investigate the surface reaction and bulk diffusion respectively by tuning the crystal orientation of particles with two different
synthesis routes. LFP is an one-dimensional ion conductor and lithium ions diffuse along [010] axis. We developed [100]-oriented
platelet particle synthesis (similar morphology, 2 um wide and 50 nm thick). [100]-orientation of particles will lie parallel to the beam,
allowing for tracking ion bulk diffusion along [010] direction in STXM. Here, by tracking lithium diffusion pathway or phase
boundaries from [100]-oriented particles, heterogeneity within single particles depending on lithium ion diffusion kinetics is
investigated. We thereby present the rationale of discrepancies between charging and dis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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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2]

전기투석장치의 전압 변화에 따른 리튬이차전지 제조 공정폐액의 잔여 리튬 농축 공정에 관한 연구: 한덕현1, 정항철1, 김보람1, 김대
원1; 1고등기술연구원.
Keywords: Electridualysis, Lithium Recycling, Residual Lithium Concetrate, Lithum-ion Battery, Applied Voltage
에너지 저장장치 및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리튬 이차전지 원료의 수입량 및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라 리튬
수요는 2025년 약 70만 톤 이상으로 2017년 약 25만 톤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튬 이차전지 생산의 경우 전
지 특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구체 하소 후 전극에 코팅하기 전 수세 공정을 통해 잔여 리튬을 제거하는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수세
공정에 따라 발생되는 공정폐액에는 리튬이 300 ppm 이상 함유되어 있어 공정 부산물인 리튬을 회수하기 위한 재활용 공정 기술
이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본 연구는 수세 공정 부산물인 리튬폐액을 원료로 하여 전기투석 공정을 통해 전처리 공정을 수행하여 고
농도의 리튬 용액을 회수하였다. 전기투석(ED, Electrodialysis) 장치를 이용하여 폐액의 리튬 이온 농축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기투
석 장치는 전류를 인가하여 양, 음이온 교환 멤브레인을 통해 이온의 이동을 조절하여 폐액 내 이온을 희석(Dilution)액과 농축
(Concentrate)액을 동시으로 회수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장입 되는 전극액(5% Li2SO4 수용액)은 각 이온막에서 전기를
흐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기 투석 시 인가된 전압은 9, 12, 15V의 정전압이며, 이온 변화량을 전기전도도 측정과 유도결
합 플라즈마(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를 통해 분석하여 각 용액의 농축 및 정제된 정도를 비교하였다.사사 : 본 연구는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청정생산기반산업공생기
술개발사업 No. 20004128) 

[P2-23]

Cuprous Sulfide/Lead Sulfide Counter Electrode for Highly Efficient and Stable Quantum Dot-sensitized Solar Cells:

조인록1, 안광순1; 1영남대학교.
Keywords: Solar cells, Counter electrode, Cuprous sulfide, Lead sulfide, Electrochemistry 

Quantum dot-sensitized solar cells (QDSSCs), which has similar operating principles as Dye-sensitized solar cells (DSSCs),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as a third-generation solar cell. QDSSC, which uses inorganic semiconductor quantum dots as light absorbers,
consists of QD-sensitized photoanode, polysulfide redox electrolyte, and a counter electrode (CE). Because photoexcited electrons move
to CE through external circuits and transfer back to QDs through the reduction reactions of redox couple, the electrocatalytic activity of
counter electrode is important for increasing performance. Recently, Cu2S is widely used as a substitute material for conventional Pt
electrode because of its high electrocatalytic activity and cheap advantages. However, the expected efficiency is still low, and the
electrodes are unstable in the electrolyte. Therefore, we introduce the FTO/Cu2S/PbS electrode with better performance and stability
than bare Cu2S electrode. The Cu2S films are synthesized using electrodeposition method and PbS nanoparticles are deposited on Cu2S
surface by successive ionic layer adsorption and reaction (SILAR) method, respectively. This new counter electrode contributed to
significantly enhanced performance and better stability. Through the electrochemical analysis methods such as cyclic voltammetry,
electrical impedance spectroscopy and Tafel polarization, the charge transfer kinetics and electrochemical activity were systematically
studied. 

[P2-24]

Comparison Sintering Method of Aluminum Doped LLZO Powder Fabricated by Modified Sol-gel Process: Sung Gue
Heo1,2, Won Sik Yang1, Bin Lee1, Soong Ju Oh2, Seok-Jun Seo1; 1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Korea University.

Keywords: Sol-gel process, LLZO, Solid electrolyte, Ion conductivity, Heat treatment 
Lithium secondary batteries are mainly used as batteries for portable electronic devices. And with the increase in the functioning of

portable devices, the need to use large capacity batteries and the use of batteries and energy storage devices in electric automobiles and
hybrid automobiles are being widened. As the demand of lithium secondary batteries increases for various applications, the importance
of stability such as large capacity and high voltage requirement has also increased. However, currently used lithium ion battery has a lot
of problems and one of the major problem is explosion of batteries, and therefore, researches on solid electrolyte which is low in risk of
explosion are actively being carried out. In this research, the optimum composition and calcination temperature of Li7La3Zr2O12(LLZO)
- based solid electrolyte powder with garnet structure were determined for the formation of stable cubic phase. LLZO electrolytes doped
with different amounts of Al were prepared by a polymerized complex sol-gel process. The influence of Al on the structure and Ion
conductivity of LLZO were investigated by x-ray diffraction (XRD), impedance spect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 It was found that even a small amount of Al added to LLZO can greatly accelerate densification
during the sintering process. SEM results showed the existence of a liquid phase introduced by Al additions which led to the enhanced
sintering rate. The addition of Al also stabilized the higher conductivity cubic form of Li7La3Zr2O12 rather than the less conductive
tetragonal form.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beneficial effects of Al enabled greatly to reduce calcination time for preparation of
highly conductive LLZO electrolyte. The green compact of LLZO powders were prepared using Cold Isostatic Press(CIP) followed tube
furnace and microwave oven. The sintered LLZO pellets were characterized. In order to increase the ion conductivity, heat-treatment of
the LLZO pellets were conducted on high oxygen pressur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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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5]

Effect of NH4OH Treatment on CZTSe Interface Passivation Layer: 정기욱1, 김제경1, 신병하1; 1한국과학기술원.
Keywords: Inorganic material, Chalcogenide, Solar cell, Passivation

Cu2ZnSn(S,Se)4 (CZTS) is well-known promising material for achieving high photo conversion efficiency. However, there has a
critical limitation that CZTS has high open-circuit voltage (Voc) deficit (Eg/q-Voc, where q is the elemental charge), considered to be
originated from high non-radiative recombination at the interfaces. Numerous effort has been made to overcome this limitation of CZTS
thin films. Here, we applied an ALD-grown Al2O3 thin film as a passivation layer of CZTS/CdS interface. As a result, Al2O3 inserted
CZTS solar cell had significantly improved Voc and Jsc. Especially, the Voc deficit value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world record CZTS
solar cell. And we found the interesting point that Al2O3 passivation layer is etched by NH4OH solution, which cause a thinning of
Al2O3 layer. Material properties of etched Al2O3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low-temperature photoluminescence, and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We also studied the effects of Al2O3

passivation layer thinning on the device performance with J-V and external quantum efficiency measurement. 

[P2-26]

MnFe계 자기열량 합금 plate의 제조 및 결정자기이방성에 의한 자기열량 특성 변화 관찰: 이아영1, 김송이1, 장하늘1, 김영도2, 이민
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본부. 2한양대학교.

Keywords: 자기열량효과, 자기 엔트로피 변화, 결정자기이방성, 급속 응고
자기열량 합금의 제작에 있어 제조 방법 및 공정 조건들은 자기열량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기계적 합금화
를 통한 분말 제조와 이에 뒤따르는 소결 공정을 통한 벌크 형태의 자기열량합금 제작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들을 통해
제조된 합금들의 자기열량 발현 상들을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 열처리에 의한 균질화 과정 및 annealing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급속 응고 과정(rapid solidification process: RSP)은 용융된 합금을 빠르게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냉각 속도의
조절로 원하는 조성의 균일한 상의 형성이 가능하여 기존 공정들에 비해 균질화 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RSP를 통해 만들어진 리본 혹은 분말 전구체를 이용하여 벌크화하는 과정은 기존의 제작 방법에 비해 비교적 빠른 제
작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기열량 합금에서 상의 변화는 자기열량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같은 상일지라도 결정 방위
의 변화는 자기열량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것을 결정자기이방성이라 하며, 이러한 자기열량합금의 결정자기이방성에 의
해 자화 곡선 및 자기 엔트로피 변화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SP를 통해 제작된 MnFe계 합금의 자기열량
특성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의 자기열량합금이 혼합되어 벌크화(plate)를 하였을 때, 혼합 전(전구체: precursor)과 후(plate)의 변화된
상 및 결정 방위가 자기열량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P2-27]

Ag-Co bimetallic Electrocatalysts for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Cathodes: 박민1, 이혁모1; 1한국과학기술원.
Keywords: Nanoparticles: core-shell: electrocatalysts: microemulsion: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Silver-based electrocatalysts are now gaining attention for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AEMFC) because silver is more
inexpensive than platinum. Silver is less costly than platinum and stable in alkaline media, so it can be used for the AEMFCs, which
utilize an alkaline electrolyte membrane. However, the activity of silver is ten-times less than platinum because of lower oxygen
adsorption energy than that of platinum. In order to deal with this problem, Ag-M (M = 3d transition metals) systems were suggested to
increase the oxygen adsorption energy. In this work, Ag-Co nanoparticles with uniform size distribution (c.a. 5nm) were prepared
effectively by water-in-oil microemulsion method. The prepared Ag-Co/C was electrochemically tested by rotation disk electrode
(RDE) method, and it showed better oxygen reduction reaction (ORR) activity compared to Ag/C for ORR in alkaline media. The
enhanced electrocatalytic activity is attributed to the change of surface electronic structure of the nanoparticles, which shows the
synergistic effect in Ag-3d transition metal systems in terms of the onset potential. 

[P2-28]

Electrochemical Nitrogen Fixation for Ammonia Production with 3D-Printed Cobalt-Containing Tungsten Carbide Catalyst

at Ambient Conditions: 이동규1, 심욱1; 1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3D-Print Tungsten Carbide, Ammonia, Nitrogen reduction, Ambient condition

Ammonia is considered as an indispensable source of energy in terms of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hydrogen source for fuel
cell systems. Ammonia is also used as a raw material of fertilizers. However, the conventional Haber-Bosch process needs lots of energy
source as 150 atmospheric pressure and 500°C to break the triple bond of dinitrogen. So, we need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energy
to nitrogen reduction and ammonia production using the electrochemical method for making high pure ammonia. In this study, we have
researched the electrochemical nitrogen reduction reaction of the tungsten carbide-based material at ambient conditions. Tungsten
carbide has excellent stability and high electric conductivity, but it has not been used as nitrogen reduction reaction yet. In addi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e difficulty that a high temperature is required to design various shapes of catalyst electrode. To overcome this
limitation, we fabricated tungsten carbide electrode by using a 3D printer to maximize a surface area and added Cobalt (Co) element to
increase moldability. Among them, we selected 10% Co in tungsten carbide (WC-10Co) and tried to bulk electrolysis for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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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at ambient condition. The results were 5.6810-10 mol s-1 cm-2 of ammonia yield at -1.5V (vs. Hg/HgO, 0.1M KOH) and
2.12% of faradaic efficiency. Therefore, 3d printing based catalyst materials have a lot of potential for the electrochemical reaction such
as nitrogen reduction reaction.

[P2-29]

Transparent and Flexible Self-Powered Sensors based on Piezoelectric Polymer Thin Film: Chang Kyu Jeong1, Dong
Yeol Hyeon2, Kwi-Il Park2; 1Chonbuk National University. 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nanowire electrode, transparent sensor, flexible sensor, energy harvesting, self-powered 
Energy harvesters which can convert electrical energy from diverse mechanical energy sources are very promising tools to realize the

sustainable energy generation in isolated, inaccessible or indoor environments and even in human body condition. Mechanical energy
harves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to support or power small-scale electronics. Nevertheless, the strategy for
enhancing current and charge performance of flexible piezoelectric energy harvesters using a simple and cost-effective process is still a
challenging issue. Herein, we developed flexible and transparent energy harvester based on piezoelectric poly(vinylidene fluoride-co-
trifluoroethylene) (P(VDF-TrFE)). A P(VDF-TrFE) thin film was spin-casted onto a transparent electrode coated PET flexible substrate:
subsequently, annealed at 145 °C for crystallization. For formation of transparent top electrode, the silver (Ag) nanowires dispersed
solution was spin-casted onto piezoelectric polymer layers and dried in vacuum oven. Finally, the energy device was passivated by
PMMA polymer and connected with copper (Cu) wires. We characterized the output performance of P(VDF-TrFE)-based energy
harvester under the periodic bendings and carried out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o support the measurement results. We also
demonstrated the practical application by using the generated electricity from a flexible energy harvester. The transparent f-PEH devices
were directly modified and used as a self-powered pressure sensor array (5 × 5), which well detected the pattern images of the external
pressure input without serious cross talk. This work can guide the field of transparent and flexible piezoelectric devices to the way to
accomplish transparent self-powered electronics for high-performance applications. 

[P2-30]

Germanium Telluride-based Nanocomposite with High-Volumetric-Capacity for Li- and Na-ion Battery Anodes: 남기훈1,
박철민1; 1금오공과대학교.
Keywords: Li-ion batteries, Germanium telluride, Anode materials, Reaction mechanism, Layered structure
최근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모바일, 자동차 산업 등의 개발과 발전으로 인하여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
으며, 그 중에서도 리튬 이차전지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리튬 이차전지에는 대표적인 음극재료로 흑연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흑연의 이론용량(372 mAh/g)은 고용량 이차전지 음극재료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
는 음극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리튬 이차전지 합금계 재료 중에서, 게르마늄(Ge)을 리튬 이차전지 음극에 적용
하였을 경우, 1624 mAh/g (Li22Ge5)의 고용량이 구현 가능하며 이는 흑연의 이론용량(372 mAh/g)과 비교하여 4배 이상의 용량
을 나타낸다. 반면 나트륨 이차전지의 경우, 나트륨의 큰 이온반경으로 흑연 층사이로 층간삽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용화된 흑연을
음극소재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나트륨 이온전지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음극소재가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게르마늄은 369 mAh/g (NaGe)의 용량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게르마늄의 용량 및 적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리튬 및 나트륨
이차전지 충방전시 큰 부피팽창으로 인한 전기화학적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게르마늄(Ge)과 텔루륨(Te)의 이원계 층상구조 화합물인 GeTe를 제조하여 리튬 및 나트륨이온 이차전지의 전극소재로 적용하였고,
다양한 분석기기를 활용하여 전기화학적 리튬 및 나트륨이온 탈/삽입 메커니즘을 확보하였다. 또한, 탄소가 포함된 나노복합체(GeTe/
C)를 제조해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확보하여 고용량 리튬 및 나트륨이온 이차전지의 음극재료로써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
였다.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NRF-2018R1A2B6007112, NRF-2018R1A6A1A03025761).

[P2-31]

Microstructure Formation and Magnetocaloric Effect of the Fe2P-type phase in (Mn,Fe)2(P,Si) Alloys: 김진영1; 1연세대학교.
Keywords: Magnetocaloric, Magnetic refrigeration, Fe2P-phased alloys 

Traditional refrigeration modes are based on vapor compression, which have quite a few disadvantages such as low efficiency, large
volume, substantial carbon dioxide emissions. By comparison, magnetic refrigeration has better performance and is more environmental
friendly, low noise, compact conformation, high energy efficiency, and high stability. Magnetic refrigeration has potential to achieve a
40% higher energy efficiency compared to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For these reasons, magnetic refrigeration has become the
subject of rising expectations and attention. Magnetic refrigeration is based on the magnetocaloric effect (MCE), solid magnetic
materials heating or cooling when an external magnetic field is applied or removed, due to the entropy transfer(ΔS) between the
magnetic system and the crystal lattice. Since the giant magnetocaloric effect was discovered in Gd5Si2Ge2, various families of first
order magnetic transition(FOMT) materials have been reported such as Mn(As,Sb), LaFe13-xSix, Fe2P-based alloys, NiMn-based Heusler
alloys. Conventional Gd-based alloys have the advantage of wide application temperature range and low thermal hysteresis, bu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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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problems of system enlargement and price competitiveness due to the need of high magnetic field. Because of these problems, the
Fe2P-based materials with low cost, large magnetocaloric effect and non-toxic elements are regarded the promising materials that can be
industrialized as magnetic refrigeration. However, Fe2P-based materials have problems such as small application temperature range,
large thermal hysteresis and relatively low magnetocaloric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magnetic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and maximize the magnetocaloric effect through additional studies such as doping Fe2P-based materials with B, C and N
atom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e and magnetic properties of the (Mn,Fe)2(P,Si) alloys prepared by the arc-melting
technique. The (Mn,Fe)2(P,Si) alloys samples were pulverized into powders using an agate mortar and separated by sieving to obtain
particles with diameters smaller than 53 μm. The microstructure and magnetic properties of the powders were measured via X-Ray
Diffraction Analyzer(XRD) and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PPMS) after heat treatment and water quenching. 

[P2-32]

Nb-Sb Compounds as High-Performance Anode for Rechargeable Lithium-ion Batteries: 유동근1, 박철민1; 1금오공과대학교.
Keywords: Li-ion batteries, Anode materials, Antimony, Niobium, Intermetallic compound, Reaction mechanism
가장 큰 에너지밀도를 가지는 리튬 금속은 발현 용량이 3860 mAh/g로서 다른 어떠한 재료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리튬 금속을 음극재료로 사용했을 때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의 대안으로 현재 사용되는 리튬 이차전지용 음
극 재료는 흑연이다. 흑연은 층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사이클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론용량이 372 mAh/g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리튬 이차전지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흑연계 음극을 사용하는 이차전지보다 높은 용
량 및 고성능 음극 활물질에 대한 연구로 리튬과 전기화학적으로 합금화가 가능한 리튬 합금계 금속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그중
에서도 V족계 원소를 이용한 음극물질 즉, 인(P, 이론용량: 2596 mAh/g), 안티몬(Sb, 이론용량: 993 mAh/g)을 고용량 음극 활물질
로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리튬 합금계 음극 물질은 충전 및 방전 시에 상변화에 의한 부피 변화로 전극
활물질이 균열이 생겨 떨어져 나가서 사이클 특성이 저하되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리튬 합금계 음극물
질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리튬과 반응하지 않는(inactive) 물질인 니오븀(Nb)과 반응하는(active) 물질인 안티몬(Sb)의 금속간 화합
물을 제조하여 전기화학적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리튬이온과의 충전 및 방전시 반응메커니즘을 여러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NRF-2018R1A2B6007112, NRF-2018R1A6A1A03025761).

[P2-33]

Flexible Piezoelectric Energy Harvester by adopting Lead-free KNN(KNaNbO3) Particles: Seong Su Ham1, Dong Yeol
Hyeon2, Kwi Il Park2; 1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KNN P(VDF-TrFE) Flexible Energy Harvester 
Flexible piezoelectric energy harvesters (f-PEHs) which can generated the sustainable and long-lasting energy source has attracted a

great interest because it can harvest the electricity from the tiny mechanical/vibraional deformation that are more accesible in almost
everywhere. Recently, for enhancing current and charge performance of f-PEHs, many researchers have proposed the varius inherently
excellent piezoelectric nanomaterials or polymers using a simple and cost-effective process. Herein, we develop fully-piezoelectric
nanocomposite using perovskite nanostructures-employed poly(vinylidene fluoride-co-trifluoroethylene) (P(VDF-TrFE)) for a high
performance organic-inorganic f-PEH. Inorganic piezoelectric nanomaterials were synthesized via a facile solid-state reaction. The
hybrid-pizoelectric composite was produced by dispersing the inorganic piezo-materials into organic P(VDF-TrFE) piezo-polymer.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simulations study that this outstanding performance of energy devices attributes to not only the
piezoelectric synergy of piezo-ceramics and within P(VDF-TrFE) matrix but also the effective stress transferability of piezopolymer. We
also characterized the output performance of f-PEH under the periodic bendings and pushing: moreover, demonstrated the practical
application by using the generated electricity from a flexible energy harvester. 

[P2-34]

고성능 리튬이온 이차전지 음극소재용 인계 금속산화물 복합체의 전기화학적 특성 연구: 김태현1, 박철민1; 1금오공과대학교.
Keywords: Lithium-ion batteries, Anode materials, Metal oxide, Phosphorus 
최근 화석연료 고갈 및 이산화탄소 감소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필요로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현
재 상용화되어 있는 이차전지 가운데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전지이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 기술로 꼽히고
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넓은 작동 온도, 높은 출력밀도, 높은 에너지 밀도와 같은 다양한 정점으로 인해 스마트폰, 넷북 등의
휴대용 모바일 전원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활동범위가 더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상용화된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약 160 Wh/kg의 에너지밀도를 가지며 천연 흑연 음극 및 니켈, 망간, 코발트를 포함하는 양극
소재가 그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리튬이온 이차전지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시 전지 소요량이 5배로 증
가하여 비용 상승 및 차랑 무게 증가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리튬이차전지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금계 음극소재의 경우 현재 에너지밀도 대비 약 2배 이상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나노 사이즈의 결정립을 가지는 인계복합체(P/MxOy)를 이용하여 복합체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
켰으며, 금속산화물의 완충효과로 인해 우수한 전기화학적 사이클 특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합금계 음극소



234

재로써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NRF-2018R1A2B6007112, NRF-2018R1A6A1A03025761). 

[P2-35]

층상구조 MoS2를 활용한 고속 충전 및 고용량 리튬이온전지용 음극 소재 연구 및 개발: 김도현1, 박철민1; 1금오공과대학교.
Keywords: Litihum-ion batteries, Anode materials, Molybdenum sulfide, Intercalation reaction
휴대성을 기반으로 발전이 된 포터블 디바이스와 친환경 중심으로 개발된 전기 이동수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에너지 저장 시스
템(ESS)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ESS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용되고 있으나, 음극 활물질인 흑연은 낮은 용량(372 mAh/g)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충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흑연은 고속 충전에 부적합한 성능을 나타낸다. 다른 상용화 음극 물질인
Li4Ti5O12는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175 mAh/g 의 낮은 용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속 충전이 가능한 높은 에너
지 밀도를 가진 음극 활물질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음극 물질중에서 황(S)은 리튬과 합금화가 일어나며,
음극에 적용하였을 때 약 1671 mAh/g의 매우 높은 용량이 발현된다. 하지만 충방전동안 황(S)이 전해질에 용해되어 음극 물질의
손실이 발생하여 전기화학적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황(S)과 몰리브덴(Mo)의 층상구조 화합물인 MoS2를 합성하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전극 소재에 적용하였고, 여러 분
석기기를 이용하여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높은 성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압 범위를 자체 설정
하여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능을 이끌어 내었고, 높은 부피당 용량을 가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NRF-2018R1A2B6007112, NRF-2018R1A6A1A03025761). 

[P2-36]

Electrochemical Nitrogen Reduction Reaction for Ammonia Production using Vanadium Oxide and Nitride Compound

Catalyst at Ambient Condition: Tae-Yong An1, Hyunkyu kim1, Uk Sim1; 1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Nitrogen reduction reaction, Nitrogen fixation, Ammonia synthesis 
Ammonia is attractive to future renewable energy because of its high energy density and carbon-free energy. Currently, most ammonia

is produced using the traditional Haber-Bosch method, which has the disadvantages of producing low efficiency and massive emission
of CO2. The electrochemical method is good alternative to the Haber-Bosch method to produce ammonia under ambient condition. To
design catalyst for electrochemical ammonia production is an ongoing scientific challenge, which requires the ability to absorb
extremely strong N-N triple bonds and replace them with hydrogen. Here, we report on the design and preparation of vanadium oxide
and nitride compound catalysts. It has proven to be a electrochemical catalyst for Nitrogen reduction reaction and achieves an NH3

production rate of 8.94 μmol cm-1h-1 at -0.3 V (vs. RHE) and Faraday efficiency 11.9 %. This performance is superior to the
electrochemical transition metal catalyst performance reported for NRR. This finding will provide our knowledge and potential for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active catalysts for electrochemical ammonia production.

[P2-37]

고성능 나트륨 이온 이차전지용 CoSbS의 전기화학적 특성 및 반응 메커니즘 분석: 장연호1, 박철민1; 1금오공과대학교.
Keywords: Sodium-ion batteries, Ternary compound, Anode materials, Reaction mechanism
화석연료의 고갈 및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리튬이온 이차전지가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리튬이온 이차
전지의 수요를 리튬 금속의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리튬 금속이 남미 등 일부 국가에 편재화 되어있어 가격이
비싸고 변동이 심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리튬 금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차전지 시스템으로 나트륨
이온 이차전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트륨은 매장량이 풍부하며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가격이 저렴하
고 리튬과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므로 기존의 이차전지 시스템에 적용이 간단하다. 하지만 리튬이온보다 큰 나트륨의 이온반경
으로 인하여 흑연을 음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흑연에 대응하는 탄소계 음극 재료로 하드카본이 사용되고 있지만 낮은 이론
용량과 고속 충 방전이 불가능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음극의 개발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합금계 음극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이론용량을 가지는 Sb와 S를 inactive matrix 역할로 부피팽창을 억제하는
Co와 함께 CoSbS를 합성하여 나트륨이온 이차전이용 음극을 제조하였다. CoSbS의 전기화학적 특성과 반응 메커니즘을 다양한 분
석기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탄소와의 복합체를 형성하여 우수한 가역성 및 고속 충 방전 특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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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

S45C강의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시 가스조성 및 처리시간이 피로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인섭1, 이천호1; 1동의대학교.
Keywords: plasma nitrocarburizing, fatigue strength, compound layer, diffusion layer, hardness 

S45C강 시편을 처리온도 570°C, 처리시간 5 hr 및 방전전압 400V로 고정하고, N2 농도를 85%으로 유지하면서 CH4 농도를
1%-4%으로 변화시키면서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를 실시하였다. CH4 농도가 증가할수록 표면경도 및 화합물 층의 두께가 증가하였
으며, γ′ peak가 감소하고 ε peak가 증가하였다. CH4 농도가 4%일 경우 Fe3C가 생성되어 화합물 층의 두께가 약간 감소하였
으며, 3%일 경우 ε/ γ′ peak ratio가 최대로 되어서 최적조건이 된다. 이때 표면 경도는 약 750 Hv0.1이며, 경화층의 두께는 약
28 μm이다. CH4 농도를 3%로 고정하고 N2 농도를 20%-85%로 변화시키면서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를 실시하였다. N2 농도가 증
가할수록 표면경도 및 화합물 층의 두께가 증가하였으며, γ′ peak가 감소하고 ε peak가 증가하였다. CH4 농도 3% 및 N2 농도
85%로 고정하고 처리시간을 1 hr-5 hr으로 증가시켜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피로시험은 외팔보 회전굽힘피로시험기(cantilever
rotational bending fatigue tester)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미처리재(약 440MPa)와 비교하여 침질탄화처리된 시편(700MPa)의 피로
한도가 증가하였고, 질소농도및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P3-2]

SCM440강의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시 가스조성 및 처리시간이 피로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인섭1; 1동의대학교.
Keywords: plasma nitrocarburizing, fatigue strength, compound layer, diffusion layer, hardness 

SCM440강 시편을 처리온도 570°C, 처리시간 5 hr 및 방전전압 400V로 고정하고, N2 농도를 85%으로 유지하면서 CH4 농도
를 1%-4%으로 변화시키면서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를 실시하였다. CH4 농도가 증가할수록 표면경도 및 화합물 층의 두께가 증가
하였으며, γ′ peak가 감소하고 ε peak가 증가하였다. CH4 농도가 4%일 경우 Fe3C가 생성되어 화합물 층의 두께가 약간 감소하였
으며, 1.5%일 경우 ε/ γ′ peak ratio가 최대로 되어서 최적조건이 된다. 이때 표면 경도는 약 800 Hv0.1이며, 경화층의 두께는 약
24 μm이다. CH4 농도를 1.5%로 고정하고 N2 농도를 20%-85%로 변화시키면서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를 실시하였다. N2 농도가
증가할수록 표면경도 및 화합물 층의 두께가 증가하였으며, γ′ peak가 감소하고 ε peak가 증가하였다. CH4 농도 1.5% 및 N2 농
도 85%로 고정하고 처리시간을 1hr-5hr으로 증가시켜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피로시험은 외팔보 회전굽힘피로시험기(cantilever
rotational bending fatigue tester)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미처리재(약 440MPa)와 비교하여 침질탄화처리된 시편(700MPa)의 피로
한도가 증가하였고, 질소농도및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P3-3]

고강도 엔진 밸브용 스프링강(II)의 피로특성에 미치는 플라즈마 질화처리의 영향: 이인섭1, 이준모2, 최상우2; 1동의대학교. 2포스코기술연구

소 열연선재연구그룹.
Keywords: plasma nitriding, fatigue strength, hardness,  spring steel, wear resistance 
고강도 엔진 밸브용 스프링강(II) 시편을 진공로를 이용하여 980°C에서 10min동안 오스테나이트화처리후 60°C에서 20 min 동안

Oil Quenching 실시 및 430°C에서 30 min 동안 Tempering하였다. 이 시편을 처리온도 420°C 및 방전전압 400 V로 고정하고 질
소농도를 25%-85%, 처리시간을 3 hr-11 hr 으로 변화시키면서 플라즈마 질화처리를 실시하였다. 질소량이 증가할수록 표면 화합물층
은 ε상이 증가하였고, 질소농도 75%로 고정하고 처리시간을 변화시킬때 처리시간에 따른 상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질소량의 증가
에 따라서 강 표면에 침투된 질소농도가 어느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간(질소량 75%로 고정)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질소농도 75% 및 처리시간 11 hr에서 처리할 경우 표면경도는 약 1230 HV0.1 으로 최대경도를 얻었고, 경화층 깊이는 약 200
µm에 도달하였다. 피로시험은 외팔보 회전굽힘피로시험기(cantilever rotational bending fatigue tester)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미처
리재와 비교하여 질화처리된 시편의 피로한도가 약 20%이상 증가하였고, 질소농도 및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미처리재의 취성파괴
위주에서 shallow dimple과 같은 연성파괴가 함께 관찰되었다. 

[P3-4]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of Thin Films Coated with Ni Using a Heat Treatment: Suyoung Park1, Sangwoo Kim2,
Changhyun Jin3; 1Far East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3Yonsei University.

Keywords: High energy beam, nanoindenter, NiO coating 
After forming Ni coating layer first, we enhanc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Ni coating layer through the irradiating high

energy beam. Various analyses such SEM, XRD, XRF, XPS and Nanoindenter for the surface morphology, hardness, thickness,
crystallinity, element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have been performed. In the nickel coating layer, the energy beam
irradiation showed a kind of heat treatment effect, and the surface was strengthened while phase transformation of the existing NI into
NiO. The coating technique by the heat treatment effect has a great advantage in that it is possible to freely change the existing
properties while changing the process parameters of the beam irradiation. In particular, the detailed mechanical characterization of

P3 : 가공-표면처리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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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indenters clearly shows the possibility of widespread application in the future industry. 

[P3-5]

내플라즈마 특성을 갖는 이트리아 코팅층의 코팅거리 및 Y2O3 공급량에 따른 미세조직 분석: 김인수1,2, 송민영1, 김재황1, 이광진1, 이
종권3, 김영근3;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전남대학교. 3세원하드페이싱.
Keywords: Coating, Plasma, Y2O3 powder, Microstructure, Porosity 

Y2O3 코팅은 우수한 내플라즈마 특성으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디스플레이 드라이 에칭 분야에서 내구성 향상을 위한 치밀막 형
성을 위해 Y2O3 분말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때 발생하는 응집현상을 억제하여 치밀막 구현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치밀막 구현을 위한 최적화 코팅거리 및 Y2O3 공급량 조건을 설정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코팅층 미세조직 분석을
진행하였고, 공정 조건에 따른 기공률 및 표면조도를 평가하였다. 마이크로비커스 경도기를 활용하여 기계적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고,
공정 최적화 조건을 도출하였다. 

[P3-6]

Effects of Gas Flow Ratio and Working Pressure on Amorphous Mo-Si-N Coating by Magnetron Sputtering: Kiseong
Lim1, Youngseok Kim1, Youngsoon Kim1, Sunghwan Hong1, Sangchul Mun1, Haejin Park1, Elyorjon Jumaev1, Jehyung Park1,
Kibuem Kim*1; 1Sejong University.

Keywords: MoSiN: sputtering: amorphous coatings: density: hardness 
Molybdenum nitride coatings are used to impart high hardness, low friction coefficient, and low solubility to non-ferrous metals, such

as Cu alloys, which opens various applications (i.e. hard coating, diffusion barrier, and tribological coating). Recently, ternary MoSiN
coatings have been designed to further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of Mo-N-based coatings or adjust microstructure of the coating
layer. It was reported that the structures of the MoSiN coatings (for example, formation of crystalline or amorphous structure) are
influenced by composition and sputtering parameters. Nevertheless, mechanical properties of MoSiN amorphous coatings have not been
studied compared to crystalline coatings.In this study, MoSiN coatings were deposited on Si wafer and tungsten carbide substrates using
a reactive direct current magnetron sputtering system and MoSi powder target. The influence of sputtering parameters, such as Ar/N2

ratio and working pressure,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hardness, elastic modulus and H/E) of the MoSiN coatings
we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ometry (XRD), scanning-electron microscopy (SEM), nano-indentation, and
transmission-electron microscopy (TEM) and nano-indenter. 

[P3-7]

전류제어 마그네트론 스퍼터로 형성된 TiMoN 코팅층 특성평가: 신현정1, 김동배1, 이영민1, 김봉고1, 강해동1, 김성철2, 이충규2, 김남
수2; 1(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2미래써모텍.

Keywords: PVD코팅, 전류제어, 마그네트로스퍼터, TiMoN
PVD 코팅은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며 소재 및 응용분야에 따라 성능조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팅 조
성물에 따라 이온밀도와 증착속도의 조절이 가능한 전류제어 마그네트론 스퍼터를 적용한 AIP PVD 코팅법으로 TiMoN 박막층을
제조하여 기초실험을 진행하고 분석평가 하였다. 공정조건은 파워와 마그네트론 스퍼터의 전류 조건을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시편은 SKD11종을 사용하였다. 기초분석은 SEM, 초미소경도기, 접촉식 표면거칠기 측정기, 스크레치 테스터를 이용하였다.

[P3-8]

Magnetron Sputtering 공정을 이용한 High-entropy 합금 코팅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물성 최적화: 김영순1, 임기성1, 김영석1, 박
혜진1, 문상철1, 박제형1, 홍성환1, 김기범*1; 1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Keywords: Magnetron Sputtering, High-entropy alloy, Nitride, Coating 
최근 난삭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TiN, AlCrN, AlTiN 등 질화물(Nitride)을 형성하여 고경도의 물성을 이용한 하드코팅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드코팅은 모재에 코팅 층을 만들어 비교적 낮은 생산 비용으로 공구의 표면 경도와 수명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질화물 코팅은 금속 양이온과 질소 음이온 사이의 강한 인력을 반영하는 높은 격자에너지로 인
해 물성이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High-entropy 합금은 높은 경도, 내마모성, 내식성 등의 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하드코팅의 재료로써 적합하다. 본 연구는 Magnetron Sputtering 공정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
서 우수한 물성을 보인 Ti-Zr-Hf-Ni-Cu-Co High-entropy 합금을 기초로 동원소비율의 분말 타겟을 사용하여 Si wafer 기판 위에
증착 시킨 질화물 코팅층의 물성을 분석하며 가장 우수한 물성을 보인 코팅층의 Sputtering 공정 조건을 찾는 과정을 보이려 한다.
Sputtering 공정 조건으로는 Power와 Ar과 N2분율 등이 있다. Power의 효과는 Sputtering yield 변화와 atomic peening effect
등이 있다. 기체분율의 효과는 mean free path에 영향을 주며, N2를 첨가할 때 타겟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Ar과 N2의 활
성화 에너지가 다르므로 첨가하는 분율에 따라 막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어하여 형성된 샘플들의 결정구조
및 상 분석을 위해 X선 회절 분석(XRD) 장비를 사용하였고, 미세구조 분석을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FE-SEM)과 투과전자현미경
(TEM)을 사용하였다. 또한 코팅 층의 화학적 조성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ED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계적 물성 측정을 위하여
나노압입시험(Nano-indentation)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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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

DED 공정을 활용한 SM45C 강의 내마모성 향상 방안 연구: 김유미1, 최세원1, 김영찬1, 신광용1, 김용원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DED, 열팽창계수, 이종소재, 금속접합, 표면 강화
SM45C 강은 탄소강 중 하나로 가격이 저렴하고 열처리를 통한 표면 경화가 가능하여 샤프트, 기어, 체인, 금형 등 다양한
기계 공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TD61 합금과 같은 열간공구강에 비해 내구성이 낮아 다이캐스팅과 같은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구에서는 SM45C 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DED(direct energy deposition)공정을 활용하여 SM45C 표면에 강화층을 형성하여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S45M 강
의 강화층은 STD61, STD11, CPM(Crucible particle metallurgy)9 V 소재의 파우더를 각각 사용하였다. 파우더 용해에는 co2
레이저를 사용하였고, 분당 4.5 g의 금속 파우더가 유입되도록 설정하였다. 이때의 비드 두께는 약 0.25 mm, 너비는 1 mm를 갖
는다. 100 mm×50 mm×10 mm 의 크기를 갖는 모재 위에 1 mm 너비의 비드를 0.5 mm 간격으로 반복하여 쌓아 0.5 mm의 오버
랩 구간이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시편은 각각 조직, 경도, 열팽창계수 및 열확산도 등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조직
시편은 미세연마 후 광학 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DED 공정에 의해 형성된 강화층 형상, 결함 및 각층의 성분 등
을 분석했다. 소재의 강도 변화는 미세 비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여 Hv 값을 측정하였다. 열팽창계수는 동적기계적분석기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종소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화층의 탈락이나 중간층의 변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열확산도는 레이저
플레쉬 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P3-10]

티타늄 컬러 양극산화 피막의 내식성에 관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석 연구: 최보은1, 김민수1, 김용환1, 정원섭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Keywords: 티타늄, 티타늄 양극산화, 컬러 양극산화, 내식성, 전기화학 임피던스
티타늄 및 그 합금은 우수한 비강도와 열적특성, 내식성과 더불어 낮은 생체독성을 가진 금속소재로 항공부품, 방열 등 산업용 부
품을 비롯해 인공뼈, 치과재료와 같은 의료용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티타늄 합금의 부품소재에 대해 피팅(pitting)부식
에 대한 저항성 향상 또는 이종소재와의 표면 결합 및 융합성의 물성 부여를 위해 양극산화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기능적
측면 이외에도 티타늄 양극산화 피막의 특징 중 하나인 표면 색상의 구현을 통해 외관의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소재의 양극산화 처리된 피막에 대해 주요 색상별, 즉 처리 전압조건별 내식성에 대해 전기화학적 방
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임피던스 측정(EIS)을 통해 각 피막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시험편으로는
ASTM Grade 2의 순수 티타늄 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극산화는 황산계 전해액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15에서 95 VDC에 이르
는 전압구간 조건에서 1분간 처리를 실시하였다. 양극산화 결과 blue, yellow, orange, purple, green에 이르는 다양한 전압별 색상
스팩트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중 20, 40, 60, 80 V처리 피막에 대해 전기화학적 내식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PBS(phosphate-
buffered saline)을 전해액으로 하여 순환전위 분극시험을 통해 피팅특성을 조사였으며, EIS 분석을 통해 해당 전해액에서 양극산화
피막의 내식성과 관련된 전기화학적 특성 차이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모든 양극산화 처리된 경우들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높은 내식성과 피팅저항성을 나타내었으며, 40 V이하 낮은 전압에서 처리된 피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EIS분
석 결과 이는 피막의 CPE 커패시턴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 기공 등 피막의 치밀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P3-11]

Effect of Plasma Pre-treatment on the Surface Morphology of Cu and PDMS: 장규봉1,2, 임성철1, 민성욱1, 박수근1, 현
승균2; 1한국생산기술 연구원. 2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plasma pre-treatment, surface energy, Copper, PDMS 

PDMS(Polydimethylsiloxane) and copper(Cu) has received considerable interest in flexible lamination of highly portable
miniaturized sensing devices, robotics, flexible, and wearable systems. These applications require Cu-based sensing electrodes and
circuit components to be firmly attached to the polymer substrate ever after complex flex motions or prolonged operation in humid
environments. As a flexible substrate, PDMS addresses these requirements partially by offering excellent moisture barrier property. In
addition, PDMS also exhibits excellent moldability, chemical stability and durability. However, PDMS has –CH3 bonds, it cause low
surface energy, and do not bond to other polymers or metals. For example, delamination of sputtered electrodes from PDMS substrate
upon prolonged immersion in an air was report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plasma pre-treatment on the surface morphology of Cu and
PDMS were analyzed. 

[P3-12]

고강도 엔진 밸브용 스프링강(I)의 피로특성에 미치는 플라즈마 질화처리의 영향: 이인섭1, 조진희1, 이준모2, 최상우2; 1동의대학교 금속

재료공학과. 2포스코 기술연구소 열연선재연구그룹.
Keywords: plasma nitriding, fatigue strength, spring steel, hardness, wear resistance 
고강도 엔진 밸브용 스프링강(I) 시편을 진공로를 이용하여 980°C에서 10min동안 오스테나이트화처리후 60°C에서 20 min 동안

Oil Quenching 실시 및 430°C에서 30 min 동안 Tempering하였다. 이 시편을 처리온도 420°C 및 방전전압 400 V로 고정하고 질
소농도를 25%-85%, 처리시간을 3 hr-11 hr 으로 변화시키면서 플라즈마 질화처리를 실시하였다. 질소량이 증가할수록 표면 화합물층
은 ε상이 증가하였고, 질소량 75%로 고정하고 처리시간을 변화시킬때 처리시간에 따른 상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질소량및 처리시
간이 증가할수록 표면경도와 강 표면에 침투된 질소의 농도와 침투깊이가 증가하였서 경화층의 깊이가 증가하였다. 질소농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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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리시간 11 hr에서 처리할 경우 표면경도는 약 1120 HV0.1 으로 최대경도를 얻었고, 경화층 깊이는 약 200 µm에 도달하였다.
피로시험은 외팔보 회전굽힘피로시험기(cantilever rotational bending fatigue tester)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미처리재와 비교하여 질
화처리된 시편의 피로한도가 약 15% 이상 증가하였고, 질소농도 및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미처리재의 취성파괴 위주에서 shallow
dimple과 같은 연성파괴가 함께 관찰되었다. 

[P3-13]

자동차용 기가급 냉연강판의 표면특성이 인산염 처리성에 미치는 영향: 박중철1, 송연균1, 조재동1; 1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인산염, 기가스틸, 표면산화물  
최근,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자동차용 고강도 강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장강도를 기가

(GPa)급까지 향상시킨 기가스틸은 자동차의 경량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가급 강판의 강도 확
보를 위해 첨가하는 Si, Mn등의 원소들은, 열처리 시 표면에 산화물을 형성하여 인산염 처리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Si, Mn 산화물을 억제하고 인산염 처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세를 강화하여 산화물을 제거하거나 열처리 조건을 변화시
켜 산화물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장강도 기준으로 980 MPa급, 1180 MPa급 소재의 표면 산화물을
제어하여 자동차용 인산염 처리성을 평가하였다. 산의 농도와 온도를 변화시켜 Si, Mn 표면산화물 제거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산염 처리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소둔로 내 이슬점 (Dew point)를 제어하여 표면 산화물을 분산시킨 후 인산염 처리
성을 평가하였다. 

[P3-14]

해수배관 피막재 손상사례 분석: 이종훈1; 1한수원중앙연구원.
Keywords: Seawater Pipe, Coating System, Case Study, Failure 
해수배관은 주로 플랜트 산업에서 대형기기와 배관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해수배관은 압력이나 온도가 매우 높은
조건의 환경은 아니지만 배관의 규모가 크고 염분이 높은 해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배관이 해수와 직
접적으로 접촉하면 부식에 의해 핀홀이 단기간 내에 생성되기 때문에 배관의 기대수명 이전에 배관을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해수배
관이 해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막재를 도포하여 부식손상을 방지하는데, 배관의 사용연수가 경과하면서 피막재가 손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해수배관 피막재들은 이론이나 실험적으로 우수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해수배
관에 적용되었을 때 손상이나 유지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배관의 곡관부나 오리피스 전후단, 펌프
전후단 등의 난류 형성 구간에서 발생한다. 해수배관 피막재의 특성상 실험적인 연구가 어렵고, 배관의 직경이나 형태, 유체 유동
등의 다양한 변수 조건에 대해서 비금속 재질을 현장에서 견고하게 시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해
수배관에서 발생한 손상사례들을 조사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위나 피막재 종류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해수
배관 설치 및 유지보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P3-15]

PTFE 함량에 따른 무전해 Zn-P-PTFE 복합피막에 대한 특성 연구: 박종규1, 변영민2, 윤진두3, 정희주1; 1에스비피 썰택. 2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3(주)동진금속.
Keywords: Zn-P, Phosphating, Composite, Harness, Morphology, friction coefficient
복합피막은 Alumina(Al2O3), Silicon carbide(SiC) 등의 경질입자로 기능성을 부여하고자 전해 및 무전해 처리 방법으로 피막을
복합화 하는 것이다. 그 예로 고경도·내마모성 등과 같은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Polytetrafluoroethylene(PTFE), Molybdenum
Disulfide(MoS2) 등 윤활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료 등을 첨가하여 기어부품, 금형 등에 응용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 산업에
서의 고효율화로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내연기관 슬라이딩 부품의 윤활성 및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서브 μm 정도
의 입자를 분산시켜 복합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산염 복합피막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기능적 특성이 부여함에도 복
합피막에서의 공석 입자의 분산문제, 분산 강화 메커니즘 등 인자가 다양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PTFE는 C, F을
위주로 한 고분자재료로서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융점이 325oC로 비교적 높으며 표면에너지(surface energy)가 18.6 mN/m로 매우
낮아 다른 물질이 달라붙지 않는 우수한 비접착(anti-adherent)과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을 향상시켜 항공기 내부 코팅, 전자부품 등
여러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연기관 슬라이딩 부품의 내마모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TFE을 이용
한 인산염 복합피막에 대한 연구로 SEM, EDS를 이용하여 표면형상 및 PTFE의 공석량을 확인하였으며, XRD 분석을 통해 복합
도금에 대한 상(Phase)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도 및 내마모성시험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인산염 복합피막에서의 최적 PTFE
함량을 도출하였다.  

[P3-16]

분말 붕소처리된 Inconel630강의 특성연구: 차병철1, 차여훈2, 정재윤2, 김유성1, 이인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 2울산대학교 첨

단소재공학부.

Keywords: Inconel, Boronizing, 경도, 내마모, XRD
니켈-크롬 계 Inconel 630 합금강은 높은 강도와 고내부식 특성으로 조선해양, 원자력, 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
고 있다. 하지만 낮은 표면경도로 인해 마찰, 마모에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표면처리법이 적용되고
있다. 본 실험은 Inconel 630 합금강의 경도 및 내마모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말을 이용한 붕화처리를 실시하였다. 붕화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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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강에 적합한 Ekabor-Ni 분말을 이용하여 900, 950, 1000oC 의 온도에서 각각 4, 8시간 동안 처리하였으며, 붕화처리된
Inconel 630 합금강의 특성평가를 위해 FE-SEM, EDS, XRD 분석을 실시하였고 경도와 마모특성은 마이크로비커스경도계와 볼마
모시험기를 이용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붕화처리된 시편은 시간과 온도의 증가에 따라 경화층의 두께는 증가하였고 X선 분석결과
Ni2B상이 생성되었고 Hk 2100 이상의 최고경도와 처리하지 않은 시편에 비해 낮은 마찰계수를 확인하였다.

[P3-17]

해수배관 방식피복 종류 및 특성 분석: 이종훈1; 1한수원중앙연구원.
Keywords: Seawater Pipe, Coating System, Anti-corrosion, Coating Type
원전의 해수배관은 1,2차 기기냉각수 계통 등에 설치되어 대체 열 제거 수단을 제공한다. 해수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탄소강이
나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배관을 사용하면 부식손상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수배관은 해수가 배관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게 배관에 방식피복을 도포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원전의 해수배관에 자주 사용되는 피막재는 에
폭시, 고무,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터 등이다. 이 피막재들은 각각 내식성, 내충격성, 작업성, 가격 등의 항목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적용 시기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해수배관 피막재의 손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피
막재 선정과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해수배관에서 발생하는 피막재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
존 방식피복재 및 향후 적용가능한 후보소재들의 종류와 특성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해수배관 피막재에 요구되는 대표적인 재료
특성은 경도, 인장강도, 인장신율, 굴곡강도, 굴곡탄성계수, 내마모성, 인장접착강도, 인장전단접착강도, 음극박리, 충격강도 등이 있다.
재료 특성 외에 원전 적용을 위해서 상용화 여부, 산업체 적용 가능성, 적용사례, 유해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방
식피복들에 대해서 위에 나열한 특성들은 분석하여 원전 적용에 적합한 기존 소재를 제시하고 차세대 피막재의 가능성과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P3-18]

직수형 수전해 시스템용 치수안정성전극의 전기화학 성능 및 내구성에 관한 연구: 박성철1, 손성호1, 정연재1, 박종하2, 조정호2, 장
재형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주)케스트.

Keywords: 치수안정성전극, 내구성, nano-embossing 형상 전처리, 차아염소산수 
치수안정성전극(Dimensionally Stable Electrode, DSE)은 일반적으로 티타늄 기판 위에 귀금속산화물을 코팅한 구조의 전극이며
전해도금, 수처리 공정 등 전기화학공정에 주로 사용되고, 우수한 전기화학 반응성 및 고내구성을 요구된다. DSE가 사용된 직수형
수전해 시스템에서 전기를 인가하면 양극에서 수돗물 내 미량 염소와 물이 산소발생반응을 통해 차아염소산수가 제조되며, 이때 차
아염소산수는 자극 없이 안전하게 유해 병원균을 99.9% 제거할 수 있어 친환경 살균소독제로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DSE 내구성은 귀금속 산화물층 두께가 두꺼워지면 우수해지나, 귀금속이 소모되어 제조단가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전해 시스템용 DSE의 전기화학 반응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티타늄 전극소재 표면에 nano-embossing 전처리 및 이
리듐, 루테늄, 백금, 탄탈륨 등의 합금 조성비의 공정변수로 전극을 제조하였다. Potentiostat (PAR, versastat 4) 이용 수돗물에서
DSE별 전기 화학 반응성을 평가하였고, 수돗물 2L, 전극간 간격 1mm, 전압 24 V를 3분간 인가하여 차아염소산수 발생속도를 구
하였다. Ir 계 합금 DSE에서 3.77~5.55 ppm의 차아염소산이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세균을 99.9% 살균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장수명
DSE를 제조하기 위해 티타늄 표면에 nano-embossing형상을 구현하였고, 이후 귀금속산화물 코팅공정을 통해 DSE를 제조하였다. 가
속수명평가법을 사용하여 DSE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티타늄 기지체에 nano-embossing 형상 구현 전극의 내구수명은 2.88~3.74배
로 크게 향상되었다.

[P3-19]

레이저를 이용한 지르코늄 탄화물의 표면처리 연구: 하성준1,2,*, 김기환2, 박정용2, 국승우2, 이영국1; 1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2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핵연료기술개발부.
Keywords: Laser ablation, ZrC, Metallic fuel 
소듐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 SFR)의 핵연료인 U-10wt.%Zr 금속연료심은 주조성, 생산성 및 원격성을 갖는 사출
주조방법으로 제조된다. 제조된 U-10wt.%Zr 금속연료심은 회수율이 약 60%로 용해 장입량의 약 40%의 금속연료심 스크랩이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고가의 핵연료물질 재활용 및 방사선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금속연료심 스크랩 폐기물 재활용 주조기술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갖는 U-10wt.%Zr 금속연료심 스크랩인 잔탕에 형성되는 흑연도가니와 Zr과 반
응을 모사한 Zr 불순물층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사된 Zr 불순물층은 대체 물질로 Zr Plate에 침탄처리를 하여 Zr 불순
물층을 형성하였고, 레이저를 활용하여 표면오염층 제거실험을 수행하였다. 표면처리 공정은 Intensity pattern, Intensity level, pulse
frequency 및 scanning pass와 같은 변수를 조정하여 표면오염층 제거실험을 수행하였다. 표면 처리된 Zr Plate는 SEM 및 XRD를
통하여 표면형태 및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공정변수별로 비교하여 스크랩 재활용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P3-20]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 처리 연구 및 특성 평가: 진연호1, 양재교1; 1고등기술연구원.

Keywords: 알루미늄, 표면처리, 아노다이징, PEO, MAO
최근 알루미늄 합금은 자동차를 포함한 전기 및 전자산업, 수송기기 등 고강도 경량화, 소형화, 고성능화를 목표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알루미늄 합금은 합금설계기술, 용해/주조 기술, 가공 기술, 열처리 기술, 표면 처리 기술 등 다양한 수요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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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 고강도 알루미늄을 이용한 섀시, 휠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 하고 있으며, 사
용 비중이 크게 확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알루미늄 자동차 휠 시장은 수년 사이 기술 개발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2010년 전세계 자동차 휠 시장 규모는 약 56조원으로 알루미늄 휠 시장 규모는 약 19조원으로 약 34%에 육박하고 있으며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비증가와 CO2 배출 감소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수송기기의 경량화는 지속 될 전망이다. 
알루미늄 합금중 7xxx 계열의 합금을 이용해 표면 처리 공정을 통해 표면 산화층을 형성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황산 기반의 양극 산화 공정과 플라즈마를 이용한 PEO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혹은 MAO (Micro Arc Oxidation)로
불리는 기술을 이용해 표면처리를 수행하였다. 양극 산화 공정을 위해 20% 의 황산 용액을 사용하고, PEO 공정을 위해 Silicate,
Vanadate, Phosphate, Hydroxide 등의 전해액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두 공정의 전압 범위는 서로 다르게 인가 하였으며, CV
모드로 전류를 인가하였다. 형성된 표면 산화층은 산화막 두께 분석, 내마모 특성 평가, 염수분무 평가, 전기화학 평가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등을 통해 표면 산화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P3-21]

Molybdenum Disulfide 함량에 따른 Mn-P-MoS2 복합피막의 특성 연구: 박종규1, 최선우2; 1에스비피 썰택. 2강원대학교 재료융합공학부.
Keywords: Mn-P, Phosphating, Composite, Harness, Morphology, friction coefficient  
금속의 화성처리에서 인산염 화성처리는 철강을 기본 소재로 하는 금속 소재의 표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고착성과 안정성이 높
은 인산염 또는 산화피막 화합물 층을 금속 표면에 형성시키고 형성된 표층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내마모성 및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대표적 금속 표면의 화학 공정 처리법이다. 특히 인산망간계 화성피막은 내마모성, 윤활성 및 내식성 향상 목적으로 기
계부품 및 자동차 부품 등에 적용되고 있는 화성처리로서 특히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 기어류(Gear set)와 같은 부품 등에 적용되
고 있다. 현재 내연 기관 자동차 부품의 특성상 윤활성과 내마모성 등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Molybdenum Disulfide(MoS2),
Polytetrafluoroethylene(PTFE) 등을 첨가하는 복합피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석 입자의 분산문제 및 강화 메커니즘 등
인자가 다양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어류와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윤활성 및 내마모성
향상시키기 위하여 Molybdenum disulfide(MoS2)을 이용한 Mn-P-MoS2 복합피막에 대한 연구로서 MoS2 함량에 따른 복합피막의
형상을 SEM, EDS를 이용하여 표면형상 및 MoS2의 공석량을 확인하였으며, XRD 분석을 통해 복합피막에 대한 상(Phase)을 분
석하였다. 더불어 기계적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도 및 내마모성시험을 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무전해 Mn-P-MoS2 복합화성
처리시 최적 MoS2 함량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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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

Mo/Nb 분율에 따른 Silicide 코팅층의 산화저항성 비교: 양원철1, 박종원1, 최찬식1, 황철홍1, 박준식1; 1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Pack cementation, High temperature, Oxidation, Coatings, Alloys
가스 터빈의 Hot section 부분과 우주항공분야의 고온재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들은 재료의 사용가능 온도가 높아지면 시스템
의 효율을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차세대 초내열재료로 융점이 약 2000 oC 이상인 Refractory metals를 사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refractory 원소 중에서 Mo-based 및 Nb-based 합금이 많이 쓰인다. 다른 refractory 금속에 비해
10.28 g/cm3으로 높은 밀도를 가진 Mo의 함량을 높여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Nb-silicide 합금에 Mo를 첨가하는 연구나 Mo-
Nb-Si-B 합금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Mo/Nb 분율에 대한 guideline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refractory 금속의 산화
특성에 의한 열악한 산화 저항성의 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조성의 Mo-Nb 2원계 합금에 Si pack
cementation 코팅을 통해 (Mox, Nby)Si2 코팅층에서의 Mo와 Nb의 분율을 조절하여 내산화성을 향상하고 최적의 Mo/Nb 합금 비
율을 찾고자 하였다. 코팅된 시험편은 (Mox, Nby)Si2 코팅층이 형성되었고, 1200 oC에서의 정적 산화테스트를 통해 합금 표면에
SiO2 세라믹 보호층을 형성하였다. SEM BSE, XRD, EDS를 통해 Mo-Nb 합금과 silicide 코팅층에서의 Mo와 Nb의 분율을 분석
하여 내산화성의 향상을 미세조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P4-2]

확산 방지 코팅에 의한 Al-based 타이어 금형의 ZrS 오염 개선: 양원철1, 황철홍1, 박종원1, 최찬식1, 이효룡2, 이종원1, 박준식1; 1한

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주)신우금형.
Keywords: Al alloys, Mold coating, CVD, Oxidation, Precursor
타이어의 제조 환경에서의 금형이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유황 및 화학약품에 노출되고 표면 확산을 통해 ZnS가 금형의 표면으로
오염되고 이는 타이어 제품에 외형적 결함을 초래해 타이어 제조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 금형이 ZnS 고온
확산 오염을 방지 및 지연시키기 위해 CVD 코팅법을 이용한 표면 코팅 및 개질을 통하여 Al 금형 재료보다 고온 확산 속도가
느린 Mo-based, Cr-based 코팅하고자 하였다. 특수 제작된 CVD 장비를 통해 Mo(CO)6 등과 같은 코팅원을 이용해 Al 금형에
확산방지 코팅층을 형성하였다. 코팅 시, Mo(CO)6, Cr(CO)6와 같은 코팅원과 안정화 열처리의 온도 및 시간 조건을 조절하여 코
팅층의 최적화 및 밀착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XRD(X-ray diffraction),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통해 제조된 Mo-based, Cr-based 코팅층의 미세구조 및 두께, 코팅층의 균일도 등에 대한 분석
을 진행하였다.  

[P4-3]

3D 프린팅으로 제조된 17-4PH 합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평가:  임상엽1, 강석훈1, 이수열2; 1한국원자력연구원. 2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17-4PH, 3D Printer, XRD

3D printer는 기존의 가공방법을 대안할 새로운 제작기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3D printer는 기존의 물질을 연삭하여 제작하는 방
식과는 달리, 파우더로 혹은 와이어로 부터 레이저 용융 후 적층하는 제작방법으로 형상의 자유도가 높다. 또한 용융 금속을 통한
주조품의 제작 시 요구되는 몰드의 제작이 요구되지 않아 제품의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원자력 산업에서는 약 1백만 가지의
부품이 사용되며, 시스템의 안전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지하면 신속하게 부품을 교환 하여야 한다. 그러나 1백만 가지
의 제품을 여분으로 보유하기에는 비용과 장소의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제품을 도면 상태로 보유하고, 필요한 시기에 부품화를 통
하여 교체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슬로베니아의 Krško 원전에서 방화펌프의 임펠러 부품을 3D 프린
팅 기법을 이용하여 교환 하였으며, 여러 기관에서 다방면의 부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중이다. 본 발표에서는 원자력 산
업에 사용하는 컨트롤 밸브의 제작을 목표로 17-4PH 파우더를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기법으로 벌크 시료로 제작하였
다. 시료의 제작 시 파우더의 캐리어 가스는 아르곤을 사용하였으며, 425 Watt의 레이저를 400 µm Step으로 X/Y 스캔하여 제작
하였다. 제작된 시편의 물성 향상을 위하여 석출화 열처리, 용체화, 용체화 후 석출화 열처리를 수행하였고, 이를 상용 소재와 비교
하였다. 각각의 열처리 된 시편은 XRD 분석을 통하여 결정구조 및 시편 내 상분율을 측정하였고, 인장실험을 통하여 서로간의 기
계적 물성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가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P4-4]

FeNi-based Magnetic Materials Comprising Fe-Ni Compounds Using Amorphous Precursors: Jin Young Kim1, Tae Gi
Noh1, Seong Hoon Yi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FeNi-based magnetic materials, amorphous precursors, low temperature crystallization 
The chemically ordered L10 FeNi is a very famous rare-earth-free replacement for next-generation high-performed permanent

magnets. Several researchers have thus reported how to realize their dreams about successfully artificial synthesis of L10 FeNi alloys.
However, many researchers have faced serious difficulties in synthesis processes caused by the extremely low atomic Fe and Ni

P4 : 상변태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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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below the L10 transition temperature of 320oC (590K) and conventional metallurgical methods were unable to induce its
formation. Therefore, various methods such as some mechanical treatments and adopting metastable state alloys to enhance atomic
mobility have been employed and there were successful cases to produce artificial L10 FeNi phase via those methods. Hence, we have
also mounted the challenge to synthesize artificial L10 FeNi phase by using 2 types of precursors such as multi-layered Fe amorphous
composite containing 50 wt.% Ni and FeNi-based amorphous ribbon. The as-melt-spun ribbons were prepared by melt spinning with Cu
wheel rotating at a 40 m/s linear velocity and high-energy ball mill was employed to prepare Fe-based amorphous composite precursor
containing 50 wt.% Ni. Prepared precursors were annealed under optimized temperature and conditions and the annealed samples were
analysed via XRD, DSC, SEM and VSM to investigate and reveal a feasibility on the successful synthesis method of artificial L10 FeNi
alloy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defect density on diffusion rate under low temperature, we investigated phase transformation
behavior of the FeNi-based amorphous ribbon as a fewer defect precursor after annealing compared with those of composite precursor
containing more various defects. 

[P4-5]

육성용접 후 가공열처리 공정기술에 의해 복원 제조된 재생 철도화물 차륜의 기계적 물성 비교: 양원철1, 최찬식1, 황철홍1, 박종원1, 이
영진2, 박준식1; 1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주)아프로테크.

Keywords: 철도화물, 차륜, 육성용접, 기계적 특성
철도화물의 차륜은 레일과의 구름접촉 하중과 제동에 의해 열이 발생하고 접촉면에서 마모와 접촉피로 손상, 열 균열이 발생한다.
마모 및 결함 등을 보정하기 위해 차륜을 기계적으로 절삭하는 과정인 삭정을 하게 되며, 2-3회 반복한 후 차륜은 폐기된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삭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면손상 부위를 육성용접과 가공열처리 공정기술 개발에 의한 재생 차륜을 제조하였고, 기존
의 신조차륜과 육성용접과 가공열처리로 개발된 차륜을 기계적 물성을 비교하였다. 제조된 재생 차륜은 신조차륜과 동일한 형상, 치
수와 기계적 성질을 한국철도표준규격으로 복원하여 실차적용 주행에 내구안정성이 확보되고 경제성도 우수하다고 사료된다. 각 차륜
의 세조직 분석은 SEM, BSE 및 EDS 분석을 통해 논의되었다. 또한, 내마모성, 파괴인성, 강도 분석 등의 기계적 물성을 비교 분
석하였다. 

[P4-6]

배관 강재 X65의 중심편석: 이상우1, 최병학1, 한성희1, 이충혁1, 김철만2, 김우식2; 1강릉원주대학교 신소재금속공학과. 2한국가스공사.

Keywords: 중심편석,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석유 및 화학 플랜트에 사용되는 배관으로 API 5L에 근거한 ASTM A516 규격 재질이 많이 사용된다. ASTM A516 재질에는

X45, X65 및 X70과 같이 등급이 다양한데 이것은 항복강도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X65 등급 이하의 재질인 경우 일반 펄라이트
(페라이트+펄라이트)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중심편석은 배관 원소재 제강과 압연으로부터 개입되는 지시 (indication) 형태인데 제강
또는 잉고트 주조 과정 중에 불순물이 최종응고 지역인 중심선에 집적하여 편석을 유발한다. 주된 편석은 S 집적에 의한 (Mn,
Fe)S 상이며, 이외에 Al. Si 등 성분의 산화 개재물 형성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배관 원소재의 연속주조 또는 잉고트 제조 과정 중
응고에 따른 Nb/Ti 정출상이 형성된다. 이들은 인터덴드라이트에 만들어지며 용체화 처리 과정 중 고용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더
나아가 Mn 및 Nb는 C와 더불어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상변태 억제 원소로 분류되는데 이 원소들은 일종의 마르텐사이트 형성
원소로써 이것이 집적한 중심부는 마르텐사이트 유사의 베이나이트 조직의 상변태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ASTM A516 Gr.65 (X65) 배관 재질에 대하여 이와 같은 중심편석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배관에 구성된 중심편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배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편석상 제어 공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4-7]

Ti64 레이저 클래딩의 미세조직 구성 및 상분석: 이상우1, 김청인2, 김재휘2, 이호연1, 김대현1, 최병학1; 1강릉원주대학교 신소재금속공학과. 2

클래드코리아.

Keywords: 레이저 클래딩, Ti64,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Ti64 (Ti-6Al-4V) 재질의 레이저 용접 또는 클래딩은 기존 Tungsten Inert Gas (TIG) 또는 Electron Beam (EB) 용접 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측면이 보고되고 있다. 레이저를 사용하면 고에너지 밀도와 저출력 및 고속 용접이 가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열영향부 (heat affected zone, HAZ) 영역을 좁게 하고 전입자 베타 입도(prior beta grain size)를 미세하게 하며 용접
부 잔류응력을 낮추는 장점을 보여준다. Ti64의 레이저 용접에는 응고와 더불어 용체화 및 시효의 열처리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접부, 열영향부 및 모재의 미세조직과 경도 분포와 항복/인장강도의 기계적 특성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Ti64 재질
ERTi-5 와이어의 레이저 클래딩 제작품에 대한 미세조직 및 상변태 구성과 기계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레이저 클래딩 제품의
미세조직은 응고와 열전달에 의해 구성되고, 경도 분포 등의 특성이 용접 조직 구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레이저 클래딩 제
품에 발생되는 균열과 기공의 용접 결함을 분석하여 레이저 용접 공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P4-8]

Deep learning Neural Networks를 이용한 TZM 기지에 Si 확산코팅의 두께 예측 및 분석: 양원철1, 박은춘1, 윤충섭1, 김정민1,
박준식1; 1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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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DNN(Deep learning Neural Networks), 확산코팅, 내산화성, 고온재료
TZM합금은 원자력 발전 분야 등 다양한 고온에 사용되는 소재이다. 하지만, 고온에서 대기 중에 노출될 경우 Mo기지의 고유의
특성에 따라 약 400도 이상에서 승화 (Sublimation)을 수반한다. 승화가 일어날 경우, TZM 합금은 중량의 손실을 초래하며 부품으
로 사용될 경우 부품의 수명 및 작동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Si 확산
코팅을 수행하여 내산화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Si 확산코팅의 경우 변수는 잘 알려진 분말의 양, 온도, 내부압력 뿐 아니라
분말의 크기, 온도기울기 등 많은 변수가 동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하여 데이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TZM 합금의 코팅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설정하고, 결과물로서 코팅의 두께를 설정하여 다입력 단출력 형식을
적용하였다. 인공지능모델은 DNN (Deep learning Neural Networks)을 사용하였고, 최종예측두께를 얻고자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물을 실제의 실험과 비교 분석하였고, 결과물과 실험 결과물에 대한 오차범위를 논의하였다. 

[P4-9]

Ti64 GTAW 클래딩의 미세조직 구성 및 상분석: 이상우1, 김청인2, 김재휘2, 배재준1, 이승백1, 정효섭1, 최병학1; 1강릉원주대학교 신소

재금속공학과. 2클래드코리아.

Keywords: GTAW 클래딩, Ti64, 용접, 미세조직
Ti 및 Ti 합금의 GTAW (gas tungsten arc weld)를 이용한 클래딩은 용접의 미세조직 구성에 따라 기계적 특성이 달라진다. 일
반적으로 용접의 미세조직은 FZ (fusion zone), HAZ (heat affected zone) 및 BM (base metal)로 구분되는데, 클래딩의 공정 조
건은 용접 FZ 및 HAZ 조직 구성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기계적 특성이 결정된다. Ti 및 Ti64 (Ti-6Al-4V)의 GTAW 클래딩
조건에 따르는 미세조직 구성은 입력 전류나 쉴딩 가스에 의한 가열 및 냉각 속도가 재질 용융과 응고 과정 중에 냉각에 따른 합
금 구성 상의 변태에 기인한다. 즉 Ti 합금이 가질 수 있는 구성 상으로써 기본적인 α상과 β상 외에 급냉 상인 α‘ 마르텐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Ti 합금 클래딩 미세조직은 경도나 인장과 같은 재질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 Ti 및 Ti-6Al-4V 합금의 GTAW 클래딩 용접의 미세조직 구성과 상변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Ti 합금 클래딩
특성 개선을 통해 추후 건전한 Ti 클래딩 제품 생산 공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P4-10]

열처리에 의한 Ti-Ni 합금의 미세구조 변화가 양극산화법에 의해 제조된 TiO2 나노튜브 성장거동에 미치는 영향: 김민수1, 김연주1, 임
정욱1, 김용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Anodization, Nanotube, TiO2, Oxide layer, Ti-Ni alloy
양극산화법에 의해 형성하는 TiO2 나노튜브층은 넓은 비표면적과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광촉매, 태양 전지 등 다양한 분
야에서의 응용이 기대되고, 국내·외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나노튜브 층의 성장 거동에 관해서는 용액의 pH, 점도 등의 전해질
의 물성이나 인가전압 등의 양극 산화 조건의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되고 있으나, 양극산화에 사용되는 금속이나 합금 기판의
특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를 통해 기판 미세구조를 변화시켜 양극 산화 거동
과 형성하는 나노튜브층의 형태에 대해 조사 하였다. 열처리는 진공 분위기에서 500oC 1시간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양극산화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 생성된 나노튜브층의 표면 및 단면은 FE-SEM을 통해 관찰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시편에서 TiO2

나노 튜브 층이 형성되었으나, 양극산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튜브층과 합금 계면 사이에서 나노튜브형태와 다른 불규칙한 형태
의 산화막이 형성되었다. 열처리 시편의 경우, 생성된 나노튜브층의 두께는 열처리 전 시편에 비해 두꺼운 나노튜브층이 생성되었고,
나노튜브층과 합금계면에 생성되는 불규칙한 형태의 산화막 두께는 감소하였다. 

[P4-11]

스테인레스강 SS304H 응력부식균열의 균열전파 기구: 이상우1, 김청인2, 김재휘2, 김종문1, 이민재1, 백혜원1, 최병학1; 1강릉원주대학교 신

소재금속공학과. 2클래드코리아.

Keywords: SS304, 재질경화, 응력부식균열, 수소유기균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은 Cl 부식 분위기에서 응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 SCC) 발생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이 재질의 각종 Chemical이나 해수 분위기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SS304H의 SCC 균열 해석기구는 입내
(trans-granular) 및 입계 (inter-granular) 전파에 대한 분류 정도로 근본적인 균열 발생과 전파의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본 연
구에서는 SS304H의 SCC 다양한 사례를 들어 균열 전파 양상을 고찰하였다. 먼저 SCC 전파는 오스테나이트 fcc격자 슬립 방향과
일치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SCC 전파 일부 지역에서 재질 경화 현상이 측정되었다. 이 부위에 대한 TEM 분석 결과 재질
경화는 기존 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새로운 상변태를 동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스테인레스강 SCC에 수소 관련의 수소유
기균열 (hydrogen induced crack, HIC) 과 관련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고찰하였다.

[P4-12]

스테인레스강 SS304H의 수소취성균열: 이상우1, 김청인2, 김재휘2, 김유석1, 라찬식1, 이승백1, 최병학1; 1강릉원주대학교 신소재금속공학과.
2클래드코리아.

Keywords: 수소취성, 수소취성균열, 응력부식균열, 수소유기현상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이 당하는 수소취성 (hydrogen embrittlement, HE)및 수소취성균열 (hydrogen induced crack, HIC)
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가 많이 없다. 1960년대부터 수소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소로 인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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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들이 어떻게 수소취성균열을 발생시키는지는 아직 연구대상이다. 최근 들어 수소취성균열과 응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 SCC)을 유사한 기구로 해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SCC 이론인 active path
dissolution과 film-rupture cleavage에 hydrogen embrittlement를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으로
써 대표적인 SS304H의 수소가압 시험에 의한 HIC와 염산 부식에 의한 SCC의 두 현상을 공통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SCC가 연관
된 HIC 현상으로써 균열 첨단 부위로부터 수소 유기 현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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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

냉간압연된 Al-1wt%Mg합금 판재의 재결정 집합조직 발달에 미치는 열처리 조건의 영향: 김정균1, 이성음1, 김민성1, 최시훈1; 1국립 순천대학교.
Keywords: Rolling, Microstructure, Texture, Deformation, Recrystallization
최근 경량화와 고강도화를 동시 향상 시키기 위해 합금 개발 및 가공 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l-Mg계 합금
은 비강도, 내식성, 용접성이 우수한 구조재료로서 경량화를 목적으로 부품 제조에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Al-
1 wt%Mg합금 판재의 냉간압연(cold rolling) 시 발달하는 변형집합조직(deformation texture)과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및 재
결정집합조직(recrystallization texture)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중력금형주조 후 열간압연(hot rolling)으로 제조된 초기 두께가 5 mm인
Al-1 wt%Mg합금을 총 압하율 80%로 두께 1 mm로 냉간압연하였다. 냉간압연된 Al-Mg계 합금의 재결정 거동을 관찰하기 위한 목
적으로 열처리는 350°C와 450°C에서 다양한 시간에서 수행하였다. 비커스 경도기(Vickers hardness)를 이용하여 온도 및 시간에 따
른 연화거동을 평가하였다. Al-1wt%Mg합금 판재의 변형 및 재결정 집합조직을 분석하기 위해서 광학 현미경(optical microscope,
OM), X선회절(X-ray diffraction, XRD) 및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에
장착된 전자후방산란회절(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기법을 활용하였다. 

[P5-2]

Deformation Mechanisms of Extruded Zr Alloy Depending on Loading Direction: Chang Gun Yun1, Hyung Lae Kim2, Sun
Ig Hong1; 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KAERI.

Keywords: Extruded Zr alloy, Mechanical properties, Schmid factor, Texture, Extension twin
In this study, deformation behavior of an extruded Zr alloy has been investigated by carrying out compressive tests along the extrusion

(ED) and radial direction (RD) under the strain rate of 10-3/s at room temperature. During compressive deformation, the C//RD
specimen, which the compressive direction is parallel to the radial direction, easily showed the failure at about 0.3 strain, while the
failure of C//ED specimen didn't occur even when is strained up to about 0.6. Additionally, the strength of C//ED specimen tended to be
rapidly increased compared to C//RD specimen during plastic deform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compressive stress-strain behavior is
dependent on the initial texture, which causes the differences of the deformation modes for accommodating strain. The plastic
deformation in the stress-strain curves of an extruded Zr alloy can be characterized by three stages according to the strain hardening rate.
The differences at each stage in the strain hardening rate are attributed by the changes of deformation mechanisms depending on the
loading direction. In particular, the activations of pyramidal slip in the C//RD specimen and extension twin in the C//ED specime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formation behavior of an extruded Zr alloy. The behavior is examined by calculating Schmid factor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ading direction and texture and observing the change of microstructure in each strain. The activation
difference in the deformation modes is, furthermore, confirmed by changing the strain rate with 10-1/s and 10-5/s. 

[P5-3]

AZ80 마그네슘 합금의 압연시 변화하는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 연구: 이지호1, 박노진1;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마그네슘 합금, 집합조직,원소, 미세조직 
세계적으로 대기·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환경 친화적이며, 경량화 시킬수 있는 소재의 선택이 중요시 되고 있다. 마
그네슘 합금은 높은 비강도를 지니면서, 친환경 자동차 및 수송기기를 위한 차세대 금속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상온에서 낮은
강도 및 저면 집합조직의 발달로 인한 성형성의 저하의 문제로 적용 분야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AZ80 마그네슘 합금의 압
출시 형성되는 Buttend를 사용하여 균질화 처리 후 400oC에서 최종 80%(t=1 mm)까지 열간 압연을 수행하였다. 열간 압연 후 광
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으며, X-ray를 이용하여 압연율에 따른 집합조직 변화를 평가하였다. 압연 후 표면층과 중
심층에서의 결정립 크기와 분포를 비교하였다. 압연 전 주조 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균질화 처리 후 10%압연 시 표면층은
45.3 um, 중심층은 47.4 um의 평균 결정립을 나타내었고, 30% 압연 시 표면층은 39.4 um, 중심층은 41.2 um의 평균결정립을 나타
내었다. 50% 압연 시 표면층 중심층 각각 37.2 um, 35.3 um, 80% 압연 시 각각 33.6 um, 32.1 um를 나타내었으며, 비교적 균일
한 결정립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0% 압연 시 약 80~120 um의 조대한 결정립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압하율이 증가할수
록 이러한 조대한 결정립의 수가 감소하여 최종 80% 압연에서는 약80 um 이상의 결정립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10~40 um 사이
결정립 수가 증가하였다. AZ80 마그네슘 합금의 압하율이 높아짐에 따라 저면 집합조직이 강하게 발달하였고, 압연 방향으로 배열되
었으며, 80% 압연 시 저면 집합조직의 강도는 20.70를 나타내었다.

[P5-4]

2상 타이타늄 합금의 결정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변형 특성 분석: 정혜인1, 김은영2, 강주희2, 오창석2, 김지훈1; 1부산대학교. 2재료연구소.
Keywords: titanium alloys, 3D microstructure, statistics, crystal plasticity FEM 
본 연구에서는 결정소성 유한요소해석 기술을 사용하여 2상 타이타늄의 미세구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차원으로 측정된

P5 : 집합조직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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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D 데이터를 이용하여 2상 타이타늄의 3차원 대표 부피 요소를 제작하고,대표 부피 요소가 실험을 통해 얻은 물성 등 거시적
거동을 재현할 수 있도록 결정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역 최적화를 통해 모델 상수를 결정하였다. 재건된 미세조직 모델에 물성
을 적용하여 결정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거시적 물성과 미세조직 모델의 거동을 비교하여 2상 타이타늄 합금의 변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in-situ micro인장 실험측정 결과와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P5-5]

강의 무윤활 비대칭 압연과 집합조직 변화 강의 무윤활 비대칭 압연과 집합조직 변화: 이철우1, 정효태2, 이동녕3, 김인수1; 1금오공과대

학교 신소재공학부. 2강릉원주대학교 금속신소재공학과. 3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Keywords: 강판, 무윤활, 비대칭 압연, 전단변형, {110}<001>집합조직
강판을 비대칭 압연하여 집합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강판(steel sheet)은 집합조직에 따라 자성 특성이 달라진다. 강판에서 여
러가지 집합조직 중에서 결정구조가 방향이 다른 방향보다 좋은 연자성을 나타낸다.  이것을 바탕으로 변압기에 쓰이는 철심은 결정
구조를 방향으로 만든다. 방향은 M-H 자화 이력곡선에서 보자력이 낮아지고 좁은 히스테리시스 루프(hysteresis loop)를 나타내는
좋은 연자성 특성을 나타내고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여기서 방향을 갖는 집합조직은 제조법을 1934년에 N.P. Goss가 개발
하였다. {110} 집합조직은 연자성 특성을 가지며 변압기의 방향성 전기강판을 만드는데 중요한 집합조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판을
무윤활 상태로 비대칭 압연으로 {110} 집합조직의 강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무윤활 비대칭 압연 강판은 {110} 집합조직이
잘 발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5-6]

Ni 합금 용접관의 소성가공 및 열처리 후 재결정 거동과 내식성 관찰: 이우진1, 김상혁1, 신한균1, 박현2, 홍성규2, 이효종1; 1동아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2리녹스(주).
Keywords: Ni Alloy, Corrosion Resistance, Welding, Heat Affected Zone, Annealing, EBSD
내식성이 우수한 니켈 합금 소재를 용접하면 용접부(weld metal) 및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의 불균질한 미세조직, 민감화에
의한 석출물 등의 원인으로 내식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용접한 소재를 압연 및 열처리하여 용접부의 미
세조직을 제어함으로써 내식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가공 전 미세조직을 확인하기 위해 EBSD (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를 이용하여 기지부, 용접부 및 열영향부 간의 미세조직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기화학분석을 통해
기지부와 열화 된 용접부 간의 내식성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SEM 및 EDS 성분분석을 통해 이러한 내식성
차이가 Mo 석출과 연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공 및 열처리 후 미세조직을 확인한 결과 가공 전 조대하였던 용접부 미세조직
들이 기지부의 결정립 크기로 미세화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SEM 및 EDS 성분분석 시 용체화 열처리에 의해 Mo 석출물이 관찰되
지 않았다. 또한 전기화학분석을 통해 용접부의 내식성이 기지부 수준의 유사한 내식성 거동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미세조직 제어를 통해 내식성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P5-7]

다축대각단조(MADF) 가공한 Al-5.44Zn-2.64Mg-1.07Cu 합금의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 변화 연구: 박노진1, 이희재1, 권상철2, 김순태2, 정
효태2; 1금오공과대학교. 2강릉원주대학교.

Keywords: 집합조직, 다축대각단조, 미세조직, 알루미늄합금 
새로운 개념의 가공법인 다축대각단조 (multi-axial diagonal forging, MADF) 가공법은 대칭-변형 공정을 통해 각 공정 단계에서
재료의 손실이 거의 없고 공정이 무한히 반복 가능한 공정으로, 강소성변형(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이 비교적 쉽게 달성
할 수 있는 가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Al-5.44Zn-2.64Mg-1.07Cu 합금은 7000계열 알루미늄합금으로 가공용 합
금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고장력 합금이며, 일반적으로 항공기, 철도차량, 스포츠용품 등 비강도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구조재료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용 재료로 채택되면서 그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강도를 갖기 때문에 소재를 가공
하는 방법은 주로 고온 압출 및 단조 등 단순한 공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조방법을 통하여 발달한 미세조직은 비교적 단
순하고 강한 이방성을 나타내는데, 동일한 재료에서 가공방법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의 다축대각단조
가공법을 적용하였으며, 현미경 미세조직, 집합조직, 경도의 변화를 통하여 이를 평가하였다.다축대각단조를 위한 알루미늄합금은 압출
후 균질화 처리하였으며, 25 mm×25 mm×25 mm 의 정육면체로 방전가공하였다. 준비된 재료는 순차적으로 12회 단조 되었으며,
1~6회 까지는 다축단조와 유사하게 복귀-면단조로 구성하였으며, 7~12회까지는 대각선 방향으로 압축하는 대각단조와 정육면체 형상
으로 되돌리는 방법인 복귀-대각단조를 적용하였다.12회 다축대각단조 가공은, 육안관찰로는, 파괴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초
기의 정육면체 모양으로 복귀하였다. 현미경 미세조직을 통한 관찰에서 단조과정에서 재료의 변형방향에 따라 결정립이 변형된 것을
볼 수 있고, 국부적으로 다수의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다시 접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공 전의 집합조
직은 거의 무질서한 집합조직이었으나, 가공 후에는 일반 압연, 압출공정보다는 최대 강도가 낮지만, 종류는 다양한 집합조직이 발달
하였다. 즉, 시편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집합조직이 발달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계적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측정한 미소비커스
경도를 측정한 결과, 단조 전에는 42HV이었으나 12회 다축대각단조 후에는 110HV 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단조 중 강하게 가공경
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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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1]

마그네슘을 이용한 Ti-48Al-2Cr-2Nb 분말의 고상탈산 연구: 이도성1, 조계훈1, 오정민1, 임재원1; 1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Ti-48Al-2Cr-2Nb, Powder, Magnesium, Deoxidation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계 합금은 낮은 밀도, 높은 비강도, 고온에서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크리프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이 합금은
현재 보잉 737기의 터빈엔진에서 저합 터빈 블레이드로 적용되어 있고 자동차의 터보차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온에서 낮은 연
성과 고온에서 산소와의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가공하기 어렵고 적용에 제한이 있다. 실제로 주조를 통해 생산된 터보차저의 산소함
량은 원재료로서 사용된 TiAl 금속간화합물 잉곳의 2배이다. TiAl계 합금 내의 높은 산소 함량은 인장 강도와 연신율을 낮춘다. 응
고 중에 α-Ti 상을 안정화 시키고 불용성 α-Al2O3 입자 형성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여러 문헌에서 상업적인 잉곳의 합리적인 산소
함량은 500 ppm에서 800 ppm 내외로 권장된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분말을 사용하는 AM (additive manufacturing) 방
법이 전망 있는 제조 방법으로서 기대된다. 따라서 원재료로서의 TiAl계 합금 분말의 품질이 중요하다. 기존의 Ti계 합금 분말의 고
상탈산법 (deoxidation in solid state, DOSS)에는 타이타늄보다 산소와의 친화력이 우수한 금속 칼슘이 이용되어 왔다. 타이타늄 분
말의 산소 제어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히 수행됐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순 타이타늄에만 제한적이다. 본 연구진에서 일부 타이타늄 합
금 분말의 탈산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물성의 변화에 대한 조사는 미비하였다. TiAl계 합금에서 칼슘을 이용한 탈산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 칼슘과 알루미늄 사이의 강한 친화력 때문에 TiAl의 표면에서 칼슘과 알루미늄이 반응한다. 이 반응은 TiAl계
합금 분말 표면의 알루미늄을 감소시키고 탈산을 방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분말을 이용한 비접촉식 고상탈산법을 통
하여 Ti-48Al-2Cr-2Nb 합금 분말 산소 저감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행된 비접촉식 고상탈산법은 분말과 마그네슘을 접촉
시키기 않고 분리하여 용기에 장입한다. 이때의 칼슘과 타이타늄 분말의 장입량은 1 : 1~2의 중량비로 장입하였다. 마그네슘의 융점
이상 온도에서 가열하여 발생한 마그네슘 증기에 의해 분말의 탈산이 진행된다. 탈산 반응 원재료로서 Ti- 48Al-2Cr-2Nb 합금 분말
이 사용되었고, 진공 분위기 하에서 온도별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탈산 열처리는 대형 열처리로를 이용해 5×10-4 torr의 진공에서 각
각 1시간 유지하였다. 탈산 된 Ti-48Al-2Cr-2Nb 합금 표면에 잔류 MgO를 제거하기 위해 수세 및 산세 과정을 실시하였다. 수세는
증류수에 1분간 교반하여 실시하였으며, 산세는 10% HCl 수용액을 이용하여 1분 동안 교반하여 실시하였다. 이 후 필터기를 사용하
여 수분을 제거한 뒤, 진공 오븐을 사용하여 70oC에서 1시간 진공 건조를 진행하였다. 탈산된 분말은 산소/질소 분석기를 통하여 산
소 함량이 분석되었고 XRD를 이용하여 상변화가 관찰되었다. 미세조직 및 분말 형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SEM이 사용되었고 분
말 표면을 분석하기 위해 XPS가 이용되었다. 산화층 두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TEM을 통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P6-2]

Ti-6Al-4V 합금 스크랩으로부터 저산소 분말 제조를 위한 고상탈산 신공정 개발: 조계훈1, 오정민1, 박상철1, 임재원1; 1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Ti-6Al-4V, Scraps, Hydrogenation, Deoxidation

4차 산업 및 적층제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금속 분말 야금 제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타늄 및 타이타
늄 합금 분말의 활용 역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타이타늄은 비강도, 내식성, 생체적합성 등이 우수하여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소
재이다. 최근 적층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복잡한 형상의 인공뼈, 터빈 블레이드 등의 제작이 가능하여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분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분말 야금의 장점은 스크랩 발생을 줄임으로써 원료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위와 같은 장
점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을 이용한 분말 야금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분말의 비싼 가격이다. 두 번째 문제는 최종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소 함량이다.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을 이용한
다면 높은 가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의 산소 함량은 칼슘을 이용한 고상탈산법을 통해 제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을 이용하여 분말을 제조할 때는 수소화-탈수소화(HDH) 공정을 이용한다
. 수소화-탈수소화 공정은 수소화 – 분쇄 – 탈수소화 공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산소 함량이 증가한다.
선행 연구에서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을 수소화-탈수소화 공정을 통해 분말로 제조하였다. 이후 1000oC 에서 칼슘을 이용한 고상탈산
법의 최적조건을 확립하였고, 이를 통해 1000 ppm 이하의 저산소 타이타늄 합금 분말을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단
점 중 하나인 공정시간을 줄이고자 신공정을 개발하였다. 먼저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을 수소화시킨 후 분쇄하여 수소화 타이타늄 합
금 분말을 제조하였다. 그 후 탈수소 공정과 칼슘을 이용한 고상탈산 공정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수소화 타이타늄 합금 분말을
칼슘과 함께 장입한 후 진공 분위기에서 5oC/min.의 속도로 600oC/650oC/700oC/750oC까지 승온 후 30분/60분/120분간 유지하여
탈수소 공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연속적으로 5oC/min.의 속도로 1000oC까지 승온 후 60분간 유지하여 고상탈산 공정을 진행하였다.
신공정을 통해 얻어진 분말을 가스 분석과 XRD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기존 공정으로 제조된 저산소 타이타늄 합금 분말과 비교
하였다. 가스 분석 결과 신공정을 통해 얻어진 타이타늄 합금 분말의 산소 함량은 기존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타이타늄 합금 분말
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그 결과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을 기존 공정대비 약 50% 시간을 단축시킨 신공정을 이용하여 동일한 산
소 함량을 가진 저산소 타이타늄 합금 분말을 제조가 가능하였다.

[P6-3]

Ti 스크랩 전처리 및 플라즈마 아크 용해를 통한 Fe-70Ti 잉곳 제조: 유수환1, 채지광1, 한송희1, 오정민1, 임재원1; 1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P6 : 타이타늄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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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Ferrotitanium, Degreasing, Plasma Arc Melting, Recycling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은 고강도, 강성, 인성, 저밀도 및 다양한 온도에서 우수한 내부식성, 생체적합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타이타늄 합금은 우주항공 소재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전거, 골프 클럽, 손목시계, 안경테, 임
플란트 고성능 응용 분야 등 일상생활에서도 중량감소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우수한 특성을 가짐에 반해 타
이타늄은 산소친화도가 크기 때문에 공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특유의 난가공성으로 인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타이타늄은 성형이 어렵기 때문에 가공 중에 많은 스크랩이 생성되므로 타이타늄 스크랩의 재활용 관련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타이타늄을 재활용함에 있어 페로타이타늄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페로타이타늄은 수소저장합금, 항공 산업, 타이타늄 탈산제
등 다양하게 쓰인다. 그 중 하나인 타이타늄 탈산제는 제강공정에서 산소, 질소, 탄소, 황 등과 높은 반응성을 보여 Al 탈산제를 사
용할 때의 문제인 질소시효나 스테인리스강에서 크롬탄화물 형성을 억제하여 스테인리스강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이 때 사용되는 타
이타늄 탈산제의 제조에 있어 ASTM 표준에 따라 B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타이타늄 스크랩을 재활용함에 앞서 스크랩은 가공 시
절삭유에 의해 오염이 돼 있으므로 전처리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전처리는 산세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환경
문제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알칼리계 탈지제가 있다. 그중 첨가물을 포함한 NaOH 수용액을
다룰 수 있다. 절삭유와 알칼리 수용액이 반응하는 비누화 반응이 알칼리계 탈지 과정의 주체이다. 전처리된 타이타늄 스크랩은 플
라즈마 아크 용해 (Plasma Arc Melting, PAM)을 통해 용해하였다. PAM은 오염이 없어 타이타늄과 같은 반응성이 높은 금속을
오염 없이 고청정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정련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실
험에서는 Ti 스크랩 공정과 Fe-70Ti 잉곳 제조에 관해 설명한다. 탈지 공정의 경우 세척 조건 최적화를 위해 용액 농도를 세척변수
로 두었다. NaOH와 TSPP (Tetrasodium Pyrophosphate)를 변수로 두어 용액을 만들고, 그 용액 내에서 초음파 세척을 통해 Ti
스크랩을 전처리하였다. Ti 스크랩에 부착된 절삭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 전후의 스크랩을 OM 분석 및 C 분석을 하였
다. 세척된 스크랩은 전해철과 함께 질량비 7:3으로 압착하여 압분체를 만들었다. 압분체는 PAM을 통해 Fe-70Ti 잉곳을 제조하였
으며 시간 변수를 주어 용해 시간에 따른 잔존 가스불순물(C, N, O) 분석 및 XRD 분석을 하였다.

[P6-4]

Ti 스크랩 재활용을 위한 침지 및 스팀 세척 전처리 최적화 연구: 채지광1, 유수환1, 오정민1, 임재원1; 1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Titanium, Detergence, Contact angle, Ferro-titanium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은 높은 비강도와 뛰어난 내식성 등의 우수한 특징을 가진 금속으로 항공우주, 생체재료 등 다양한 산
업군에서 활용되는 소재이다. 특히 적층제조 분야의 발달로 인하여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타이타늄은 특유의 난가공성과 산
소 친화력으로 인해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을 재활용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의 재활용에 있어서 문제점 중 하나는 스크랩에 잔존하고 있는 절삭유
이다. 스크랩에 절삭유가 잔존할 경우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을 이용해 용해 시 타이타늄 탄화물 등의 석출물이 생성되
어 불순물로 잔존한다. 이는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순도 저하 및 물성 악화를 불러온다. 기존 연구에서 스팀 세척을 이용하
여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에 잔존하는 절삭유를 제거하였다.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은 일반적으로 터닝 칩으
로 회수된다. 복잡한 형상을 취하고 있는 터닝 칩은 스팀만을 이용해서는 완전히 세척되지 않는다. 또한 절삭유의 종류에 따라 세척
조건이 상이해진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에 잔존하는 절삭유를 효과적으로 제
거하기 위하여 용액을 이용한 침지세척을 진행하였다. 이때 용액의 조성에 따른 절삭유와 타이타늄 합금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하여
절삭유 제거를 위한 용액의 최적 조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처리된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을 이용하여 잉곳을 제
조하였다. 제조된 잉곳과 상용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과 경도 및 압축강도 실험을 측정하여 물리적 특성을 비교 및 재활용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P6-5]

Shape Memory Characteristics of Ti-Mo-Zr-Sn Biomaterial Alloy: Jinhyeok Son1, Yeon-wook Kim1; 1Keimyung University.

Keywords: Superelasticity, Ti-Mo based alloy fiber, Raped solidification, Biomaterial
Ti-based alloys have been a great concern on biomaterial implant research due to their outstanding mechanical properties and good

biocompatibility. Several new ternaries and quaternary Ti-based alloys are much developing recently especially with Ni-free.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addition of neutral elements of Sn and Zr in Ti-alloy because it has been suggested that adding Sn and Zr to Ti-
Mo alloys, which is a β-Ti alloy decreases the martensitic transformation temperature without decreasing the lattice deformation strain.
The addition of Sn and Zr also decreases the martensitic transformation temperature. Adding 1 mol % Sn or Zr decreases the martensitic
transformation start temperature (Ms) by 150 and 38 K, respectively. For the fabrication of bulk near-net-shape shape memory alloys and
porous metallic biomaterial, Ti-Mo-Zr-Sn shape memory alloy fibers were prepared by a melt overflow and square pillar-shaped
sintered body with 65%, 75%, 85% porosity were produced by a vacuum sintering technology. DMA analysis, Compression test was
carried out to confirm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i-Mo-Zr-Sn shape memory alloy fiber and DSC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phase transformation temperature. 

[P6-6]

Novel Ti-46Al-6Nb-0.5W-0.5Cr-0.3Si-0.1C 금속간 화합물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윤성준1, 김영균1, 김성웅2, 이기안1; 1인하대

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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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γ-TiAl intermetallic compound, Ti-46Al-6Nb-0.5W-0.5Cr-0.3Si-0.1C, Microstructure,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Gamma-titanium aluminide (γ-TiAl)는 가볍고 비강도가 뛰어나며 우수한 고온 강도, 고온 크립 저항성 및 내산화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γ-TiAl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800oC 이상의 온도 범위에서 낮은 크립 저항성을 갖기 때문에 가용온도
가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900oC 이상의 고온에서 우수한 특성을 갖는 Ti-46Al-6Nb-0.5W-0.5Cr-0.3Si-0.1C (at.%) 금속간
화합물의 미세조직, 고온 압축 및 고온 크립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초기 미세조직 관찰 결과, γ (L10 structure) 상 및 α2

(D019 structure) 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lamellar structure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colony boundary에 β (B2 structure) 상이 존재하
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압축 시험 결과 항복강도는 25, 600, 750, 900, 1050oC의 온도 범위에서 각각 744.5, 523.0, 606.2,
574.9, 350.1 MPa로 측정되었으며 특정 온도에서 yield-stress anomaly (YSA)가 나타났다. 900oC 크립 시험 결과, 상용 Ti-48Al-
2Cr-2Nb (at.%)와 비교하여 우수한 크립 특성을 보였다. 또한 stress exponent 값은 3.88로 확인되어 dislocation glide에 의해 크
립 변형이 지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를 기반으로 Ti-46Al-6Nb-0.5W-0.5Cr-0.3Si-0.1C 금속간 화합물의 고온 압축 및 크
립 변형을 고찰하였다.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Fundamental Research Program of the Korean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Grant No. PNK5520).] 

[P6-7]

TiCl4의 마그네슘-열환 중 수소 취입에 대한 TiH2 생성거동: 김영준1, 박성훈1, 이소영1, 홍성민1, 손호상1; 1경북대학교.
Keywords: Hydrogen, Magnesium, Reduction, Titanium Tetrachloride, Titanium Hydride 
금속 Ti 분말을 생산하는 상용화 공정에는 Kroll Process에 의해 제조된 스펀지 Ti를 HDH(Hydrogenation-dehydrogenation)에
의해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두 단계의 공정을 개량한 분말 제조법으로 TiCl4로부터 직접 TiH2 스펀지를 생성시킨 후, 파쇄
하는 공정을 고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iH2 스펀지를 생성하기 위해 수소 분위기에서 TiCl4의 마그네슘-열환원법에 대해 연
구하였으며, 파쇄를 통한 TiH2 분말 제조 공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스틸 도가니를 넣은 스테인리스-스틸 챔버를 전기로 내에
위치한 후, 내부를 진공배기 하고 650~800 oC로 승온하였다. 승온이 완료된 후에 TiCl4 공급과 동시에 H2를 300 cm3/min 유량으
로 30~120분 동안 송입하였다. 반응 종료 후 상온까지 냉각된 스틸 도가니 내부의 생성물을 DI water와 1 M HCl을 이용해 수
세 및 산세를 진행하여 부산물을 제거하고, 세척 후 유발에서 파쇄하였다. 이 후 결과물을 X-선 회절 분석과, N/O 분석, SEM 이
미지 관찰, PSA 입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후 생성된 물질은 스틸 도가니 내벽으로부터 중앙으로 성장 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도가니 중앙부에서 MgCl2(백색 결정)이 생성되었고 수세 및 산세 후 모두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X-선 회절 분석 결과,
TiH1.924(JCPDS #25-0982)상이 확인되었으며 N/O 분석 결과, 산소 함량은 0.5~1 %로 나타났다. 

[P6-8]

Ti-6Al-4V 합금의 Solution Treatment and Aging 공정 시 Solution Treatment 온도로부터 냉각속도가 Age Hardening에 미

치는 영향: 서성지1,2, 이기영3, 최호준1, 이기안2, 정민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3(주)케이피씨엠.
Keywords: Ti-6Al-4V alloy, Solution Treatment and Aging, Cooling Rate, Microstructure, Hardness 
타이타늄 합금 중 α+β 합금에 해당하는 Ti-6Al-4V 합금은 우수한 비강도와 내부식성으로 항공용 소재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항공기의 엔진, 항공체의 프레임과 파스너 등에 이용되는 Ti-6Al-4V 합금은 충분한 강도를 갖기 위해 Solution Treatment and
Aging (STA) 공정을 실시한다. 실제 부품에 대하여 STA 공정을 진행할 때, 보통 고온의 α+β 영역에서 가열, 유지 후 수냉
(water quenching, WQ) 을 실시하는데, 이때 부품 크기로 인해 부품의 부위별 냉각속도 차이가 크다. 이러한 냉각속도 차이에 따
라 나타나는 상이 달라지고, 기계적 물성, 더 나아가 aging 공정 후 age hardening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Ti-6Al-4V 합금의 STA 공정 시 solution treatment 온도로부터 냉각속도가 age hardening 에 미치는 영향을 미세조직과 경도
변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부품 크기의 시편을 냉각할 때의 부위 별 냉각속도를 고려해 Ti-6Al-4V 합금 시편 (지
름 3 mm,높이 10 mm)을 950oC에서 1 시간동안 유지하고 1oC/s, 10oC/s, 50oC/s, WQ 로 냉각한 후 500oC에서 4 시간 동안
유지하고 공냉하였다. 이후 광학현미경과 X-ray diffraction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분석하고 비커스 경도계로 경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solution treatment 온도로부터 냉각속도가 느릴수록 α 상의 양은 많아지며, α’ (martensite) 상 보다 α+β lamellar 상이 나타
났고, lamellar 내 plate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Aging 후에는 solution treatment 공정 시 냉각조건에 상관없이 α+β lamellar 구조
가 나타났으나, 냉각속도가 느릴수록 lamellar 간격이 조대해졌다. 경도의 경우 냉각속도가 느릴수록 경도값이 감소하며, age
hardening 효과 또한 미미하였다. 

[P6-9]

Influence of Heat Treatment on the Micro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i-4.5Al-1.5Fe-1.5Mn-0.18O Alloy:

Yusupov Dilshodbek1, Kim Tae Kyung1, Jumaev Elyorjon1, Mun Sang Chul1, Park Hae Jin1, Kim Young Seok1, Park Je Hyung1,
Kim Ki Buem*1; 1세종대학교 공대 나노신소재공학부.
Keywords: Heat treatment, aging, micro 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phase transformation

Nowadays, Titanium and Titanium based alloys getting much attention of researchers because of its microstructural and superior
mechanical behaviors such as high strength, hardness, high level temperature application and good corrosion resistance. On the other
hand, usually titanium shows a crystal structure which called hexagonal close packed crystal structure at room temperature. However,
above at 883°C temperature pure titanium transforms a body centered cubic.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realize various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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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by using phase change according to different maintenance temperatures. In our work purpose to analyze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itanium-based alloys (Ti-4.5Al-1.5Fe-1.5Mn-0.18O in wt%) after heat treatment at different
temperature (from 850°C to 950°C) for 1 hour and cooling process held under cold water. Aging at different temperatures (from 400°C
to 600°C) for maintenance time (from 30 min to 6 hours). The phase transformations of the alloys were checked though the X-ray
diffrac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alloys characterized using a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In case of mechanical behaviors of the alloy, samples were analyzed under compression test using
Universal Test Machine (UTM) and Vickers Micro-hardness tool at room temperature. 

[P6-10]

Surface Analysis of Micro-arc Oxidized Coatings Deposited on Ti Alloy: YeonJi Kim1, Yeon-Wook Kim1; 1Keimyung University.

Keywords: Surface morphologyl, Porous titanium, Micro-arc oxidation, Biocompatibility, Biomateria
The surface of Ti alloy was modified by micro-arc oxidation treatment. A porous TiO2 coating layer was formed on the Ti alloy

surface and its crystal structure was analyzed as rutile phase. Both the thickness of the TiO2 layer and the pore size on the surface were
strongly dependent on the applied current density as well as the micro-arc oxidizing time during the oxidation treatment. The thickness
and the pore size of the layer continued to increase with increasing the applied current density. The TiO2 passive layer of the titanium
alloy can attribute to the excellent biocompatibility and the formation of nano-sized pores may maximize the interlocking between
mineralized bone and the surface of the implant. 

[P6-11]

합성 루타일의 Cl2 +CO혼합가스에 의한 TiCl4 제조: 홍성민1, 김영준1, 이소영1, 박성훈1, 손호상1; 1경북대학교.
Keywords: Synthetic rutile, Titanium tetrachloride, conversion rate, Chlorination, Gas-solid reaction

TiCl4는 안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TiO2 또는 금속 타이타늄을 생산하기 위한 주원료이며, 타이타늄 광석인 천연 루타일 및 일메나
이트의 염화 공정에 의해 제조된다. 일메나이트의 경우 TiCl4의 원료로 사용되려면, 불순물(주로 Fe) 제거를 통해 합성 루타일로 제
조되어야 한다. 선택 염화에 의해 제조된 합성 루타일은 많은 기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공이 반응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고 많은 선행 연구자에 의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메나이트의 선택 염화를 통해 제조한 다공성 합성 루타일의 염화반응 속
도에 미치는 반응 온도와 시간, 가스 유량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Ar가스 분위기에서 승온이 완료된 유동층 반응기 내에 합성
루타일 10 g을 장입하였다. 이후 Cl2 +CO 혼합가스를 취입하여 실험조건에 따라 반응시킨 후 Ar 가스 분위기에서 냉각시켰다. 반
응 후 잔사의 무게를 측정하고, XRF분석을 통해 TiCl4 전환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X-선 회절 분석 및 SEM 관찰을 수행하였다.
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TiO2 염화 반응 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화학반응 율속식에 적용하여 겉보기 속도 상수 값
을 나타내었다. 겉보기 속도 상수 값과 상관계수 R2 값을 비교하여 계면에서 화학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겉보
기 속도 상수 값을 기반으로 Arrhenius 식에 대입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였으며, 90.148 kJ/mol로 계산되었다.  

[P6-12]

Ti-Ni-Co 형상기억합금의 R상 변태 거동에 미치는 Co첨가의 효과: 차재호1, 김진용1, 박정빈1, 마봉건1, 김재일1; 1동아대학교 공과대학. 2동아대학교.
Keywords: Ti-Ni-Co, shape memory alloy, R-phase, martensite, annealing, thermal cycle

Ti-Ni기 2원계 합금에서의 B2↔R상 변태는 전위, 석출물 및 제 3원소 첨가로 인해 나타난다. R상 변태 출현으로 B2↔R↔B19'
의 2단계 변태과정을 거치게 된다. B2↔R상 변태는 작은 격자 변형을 가지기 때문에 작은 변태 변형율과 온도 히스테리시스를 가
진다. 또한 반복적인 변태에서도 미세조직의 구조적인 결함이 작다. 이러한 B2↔R변태를 actuator 및 sensor 등의 재료로써 적용하
기 위해서는 R상 변태온도 제어가 중요하다. Ti-Ni기 2원계 합금에 R상 변태를 도입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Co, Fe, Al등의 제3원
소 첨가이다. Fe, Co첨가는 R↔B19' 마르텐사이트 변태온도 감소 및 R상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at% Fe의 첨가한 R상 변태온도는 19K를 감소시키고 R→M 변태 온도는 51K 감소시킨다고 한다. Fe의 첨가량에 따라 변태온도
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밀한 변태 온도제어가 필요한 actuator 및 sensor로 응용이 어렵다.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
면 Co 첨가가 변태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Co 첨가에 따른 R상 변태온도 변화 및 형상기억특성은
체계적으로 보고되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Ti-Ni-Co 합금의 R상 변태온도 변화 및 형상기억특성에 미치는 Co 첨가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Arc Melting을 이용하여 Ti-Ni-Ci 합금을 제조하였다. Ti-Ni-Co합금의 변태온도 변화를 DS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반복적인 변태에 의한 R상 변태거동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thermal cycle test를 수행하였다.

[P6-13]

PLASMA COLD HEARTH MELTING 기반 타이타늄합금 용해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백승원1, 박상협1, 하민철1, 현용택2, 최재영1;
1(주)한국진공야금. 2재료연구소.
Keywords: PACHM(Plasma Arc Cold Hearth Melting), Ti Alloy, Segregation, Solidification, Microstructure 
타이타늄은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하여 항공, 국방, 플랜트 등 주요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일 뿐만 아니라 생체 친화성이 우수
하여 생체의료용 소재와 부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인체친화형 시스템 개발,
성능의 신뢰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면서 타이타늄 소재에 대한 사용 용도가 기존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자동차산업, 스
포츠, 의료, 해양산업, 석유화학, 원자력 등 다양한 민수산업 및 레저산업분야로 확대 발전되어가고 있다. 현재 공업적으로 타이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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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고융점-활성금속의 용해법은 VAR, EBCHM, PACHM으로 나열된다. VAR 용해는 타이타늄 합금 용해에 가장 널리 사용
되는 방법으로 전극 자체가 아크열에 의해 녹아서 용해하는 방식이며 전극제조에서 용해까지 다단계 공정 및 성분 균질화를 위한
추가용해를 필요로 한다. EBCHM의 경우 전자빔을 열원으로 고진공 분위기에서 수냉 몰드 내에 용탕을 주입하여 용해하는 고품위
주조 방식이며 PACHM 용해는 EB 건 대신에 플라즈마 토치를 장착하였다는 점 외에 EBCHM과 유사한 방식으로 용해 분위기
조절이 용이하며 스크랩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cold hearth 제조공정에 대한 용해기술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균질조성을 갖는 저비용 고품질 Ti합금 소재를 제조하여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P6-14]

Phase Stabi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Mechanical Properties on Near/Metastable β-type Ti-Cr-(Mn) Cast Alloys: 홍
성환1, 김태경1, 박찬희2, 염종택2, 박진만3, 김기범1; 1세종대학교. 2재료연구소. 3삼성전자.
Keywords: Eutectoid Ti-Cr-(Mn) alloys: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Phase stability index: Molybdenum equivalent

The phase stability of eutectoid-type Ti-Cr-(Mn) alloys with 4.06-13.46 wt.% molybdenum equivalent was evaluated using several
parameters, i.e. bond order (Bo), metal d-orbital energy level (Md) and molybdenum equivalent [Mo]eq.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the near/metastable β-type Ti-Cr and Ti-Cr-Mn alloys was systematically investigated by using optical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which revealed the formation and fraction changes of unstable α' martensite and athermal ω phase in metastable β phase
upon rapid solidification. The β phase stability of the alloys had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and was
evaluated using phase stability index diagram based on Bo and Md parameters. Moreover,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i.e., decreasing
fraction of α' martensite and athermal ω phases in metastable β phase, depending on phase stability of eutectoid-type Ti-Cr-(Mn) alloys
strongly affected to mechanical properties and trade-off behavior between strength and plasticity. Furthermore, the contrasting linear
relationship between yield strength and molybdenum equivalent value was found from the yield strength-[Mo]eq plot combining phase
stability index. The yield strength linearly increased to phase boundary between α' martensite + prior β + athermal ω and β + athermal ω
regions, and the highest yield strength was found on the alloy positioned at the phase boundary. With further increasing β phase stability,
the yield strength also linearly decreased in the β + athermal ω and single β regions. Based on the evaluation of phase stability and
relationship between phase stabi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eutectoid-type Ti-Cr-(Mn) alloys, it is suggested that the
quantitative mechanical properties of as-cast eutectoid-type Ti-Cr-(Mn) can be estimated by the specified phase stability index using Bo-
Md diagram and the yield strength-[Mo]eq plot. 

[P6-15]

유동층 반응기에서의 루타일 활용 TiCl4 제조를 위한 공정조건별 최적 염화 반응효율 도출: 이미선1, 김진영1, 정은진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Keywords: Titanium tetrachloride, Rutile, Ilmenite, Chlorination, Reductant

Titanium tetrachloride(TiCl4)는 Ti 금속 또는 TiO2 pigment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90-95% TiO2가 함유된 루타일
광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루타일 광은 매장량이 적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메나이트 광을 활용한 TiCl4 제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메나이트 광은 30-65% TiO2와 35% 이상의 FeO로 이루어
진 광물로, FeO는 환원제 존재 하에 염화반응을 통해 선택적으로 제거되며 이렇게 제조된 합성루타일은 TiCl4 제조에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TiCl4를 제조하기 위하여 유동층 반응기에서 환원제 및 염소 분위기 하에 루타일의 염화반응을 진행하였다. 루타일은 천
연루타일광과 일메나이트 광으로부터 제조된 합성루타일을 사용하였다. 일메나이트 광으로부터 제조된 합성루타일광은 철산화물이 선
택적으로 제거되면서 형성된 기공으로 인한 염소가스와의 반응구동력을 비교하였으며, 환원제인 cokes와 CO gas 분위기 하에서 루
타일 종류에 따른 염화반응 효율을 고찰하였다. 반응을 통해 제조된 TiCl4는 ICP분석을 통해 순도를 확인하여 최적 반응조건을 평
가하였다. 

[P6-16]

일메나이트 광의 염화반응을 활용한 TiCl4 제조에 환원제의 상태가 미치는 영향: 김진영1, 이미선1, 정은진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티타늄 원광석 중 하나인 일메나이트를 활용한 티타늄 추출 공정의 경우 광석 내에 존재하는 다량의 철 산화물을 일차적으로 분
리하여 합성 루타일을 형성한 후 이를 다시 염화시켜 TiCl4를 생산한다. 티타늄 등의 성분은 광석 내부에 산화물로 존재하므로 이들
물질의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환원제를 필요로 하는데 주로 코크스 등의 탄소 환원제를 활용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루타일의 염
화반응 시 CO보다 C의 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 반응효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조밀한 구조를 갖는 루타일
의 경우 표면부터 반응이 진행되지만 합성 루타일의 경우 선택염화반응 중에 광석 내부의 철 산화물이 먼저 제거되면서 다공성 구
조를 형성하므로 기체 상태의 환원제가 고체 상태에 비해 접촉면적이 넓고 내부까지 반응가스가 빠르게 침투가 가능하여 반응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원제의 상태에 따른 일메나이트 광의 선택염화 및 TiCl4 생성 반응 시 나타나는 효율 및
특성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반응 전후의 형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SEM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표면적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BET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성된 TiCl4의 순도 확인을 위해 ICP 분석을 통해 염화효율을 비교 평가하였다. 

[P6-17]

B, Ce 첨가에 따른 TiAl 합금의 산화 거동 및 미세조직 분석: 정윤오1, 이승훈1; 1경북대학교.
Keywords: Intermetallic compound, TiAl alloy, Boron, Cerium, Microstructure,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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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이 중요해졌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이나 경량재료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금속간화합물인 TiAl은 낮은 밀도, 높은 비강도 등 우수한 기계적 성질과 고온강도, 고융점, 높은 상안정성 등의 고온
특성으로 현재 자동차나 항공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Ni계 초내열합금을 대체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
에도 상온 취성, 산화 특성, 가공성 등의 문제로 실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화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첨가하거나 추가적인 표면처리를 하는 등의 연구가 선행되었다.본 연구에서는 B와 Ce
첨가에 따른 산화 메커니즘과 미세조직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우선 아크 용해 주조법을 이용하여 합금을 제작하였고 800도 등온 산
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산화 후의 표면과 단면, 깊이에 따른 경도값 변화를 통해 산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고, 각각의 합금원
소 첨가량에 따른 산화 전후의 미세조직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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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1]

자동차 부품용 소결합금에 대한 마찰·마모특성에 관한 연구: 채규석1, 신원철1, 정현의1, 노시준1, 김기갑1; 1명화공업.

Keywords: 분말소결, 마찰, 마모, 로터 
최근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및 무역갈등 등으로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 원가절감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
어, 재질 또는 공법변경을 통한 원가절감 및 수익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 오일펌프 부품 중 로터류 부품은 윤활 특성이
요구되어 다공성 재료인 분말소결 합금을 사용 중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품의 마찰·마모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결경화 또는 일
반소결/표면처리 공법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소결경화 재질은 고경도로 인해 교정 공정이 불가하여 치수 안정성이 떨어지며, 일반소
결에 표면처리 공법은 플라즈마 질화 시 원가상승 문제가 있어, 대체할 분말소결 합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말소결 합
금별 마찰·마모특성 평가를 통해 치수안정성 확보 및 원가절감이 가능한 재질을 검토하였다. 기존 양산 적용된 소결경화 재질은
FL5305이며,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비교재질은 Mo, Cr 성분 함량이 낮은 SMF4050, Sint-D39를 선정하였다. 상기 3가지
재질에 대한 마찰·마모특성을 평가하고자 벌크 형상으로 제작하였으며, 마찰·마모특성 평가는 Pin-on-Disc 타입 시험기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시험 결과로는, 마찰계수는 소재 3종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나 100N의 경우 FL5305 0.11, SMF4050 0.07, Sint-
D39 0.11로 SMF4050M 소재가 2종 대비 낮은 마찰계수를 보였다. 마모량은 100~600N 하중별 평가결과 500~600N 하중에서 급
격히 마모량이 증가하였지만, SMF4050 소재가 2종 대비 마모량 증가 폭이 가장 적었다. 상기 3종 재질에 대한 마찰계수 및 마모
량 비교결과 전반적으로 SMF4050 재질이 기존 양상재인 FL5305 및 비교재인 Sint-D39 대비 마찰·마모특성이 우수했으며, 치수안
정성 확보 및 원가절감이 가능한 재질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P7 : 마찰마모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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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1]

변형유기변태 촉진을 이용한 극저온 2GPa 강도를 갖는 초고강도 이상 고엔트로피 합금: 김동근1, 조용희1, 양준하1, 최원미1, 김형섭1,
이병주1, 손석수2, 이성학1; 1POSTECH 고엔트로피합금 연구단. 2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고엔트로피합금: 상안정성: 변형유기변태: 가공경화: 극저온강도 
기존의 변형에 의한 변형유기변태 현상은 대부분 극저온 강도 연성의 상호 교환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그러나, 극저온
더 높은 강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V10Cr10Co30Fe50 합금에서 2GPa의 극저온 인장 강
도를 획득할 수 있 전략을 제시한다. 변형유기변태를 크게 촉진시키기 위해 준안정한 FCC 기지의 상안정성을 낮추고자 열역학 계
산을 이용하였다. 화학적으로 유도된 낮은 상안정성과 함께, 냉각 변태로 형성된 BCC 마르텐사이트를 포함하는 이상 구조는 기계적
변형 분배 작용을 통해 변형유기변태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발견은 새로운 극저온 고강도 합금을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설계
전략이 될 수 있다. 

[P8-2]

Dislocation Dens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ingle Phase High Entropy Alloys: Junhee Han1, Pramote Thirathipviwat2,
Gian Song3, Kyungwun Won4, Seokjun Seo1, Jinman Park5, Uta Kuehn6; 1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TECH). 2Leibniz

Institute for Solid State and Materials Research (IFW). 3Divisio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4Kongju National Univ. 5Global

Technology Center. Samsung Electronics Co. 6Ltd.

Keywords: High-entropy alloy, mechanical property, microstructure, dislocation density, X-ray diffrac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a quantitative analysis of dislocation accumulation after cold plastic deforma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the single solid solution phase fcc-structured FeNiCoCrMn and bcc-structured TiNbHfTaZr high entropy alloys
(HEAs). In order to study the effect of a variation of compositional complexity, the single solid solution phase sub-alloys (namely
quaternary, ternary and binary alloys) including unary samples were parallel investigated in a comparison with the HEAs. The large
plastic deformability was observed in the FeNiCoCrMn and TiNbHfTaZr HEAs. The FeNiCoCrMn and TiNbHfTaZr HEAs and their
sub-alloys were cold-swaged by 85 - 90% reduction of the cross-sectional area without intermediate annealing. The dislocation densities
of the HEAs and its sub-alloys after the cold deformation were evaluated as in the range between 1014 - 1015 m-2, in a good agreement
with reported values of conventional metals after severe plastic deformation. Besides the number of constituent elements, the
experimental result suggested that the level of lattice distortion associated with atomic size misfit, the melting point, modulus misfit and
stacking fault energy are correlated to the level of dislocation accumulation during cold swaging. The high dislocation density leads to
strong interactions between dislocations, which results in high resistance to dislocation motions. The high mechanical properties
(hardness and yield strength) in the as-deformed FeNiCoCrMn and TiNbHfTaZr HEA were presented with the evidence of high
dislocation densities. 

[P8-3]

저온 상변태를 통한 고인성 나노복합구조 고엔트로피 합금 개발: 김민석1, 윤국노1, 안혜상1, 오현석1,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Keywords: high entropy alloy, strength-ductility trade-off, nano-lamella microstructure, LPSO, Austenite reversion
최근 여러 개의 주 원소로 구성된 고엔트로피 합금(High Entropy Alloy, HEA)이 높은 상 안정성, 우수한 내부식성과 같은 우수
한 물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높은 강도와 연신율의 균형을 가짐으로 인해 ‘strength-ductility trade-off dilemma’를 극복 할 수 있
는 합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HEA의 정밀한 공정 제어를 통하여 미세구조를 나노 복합구조
화 함으로써 ‘strength-ductility trade-off dilemma’ 극복하고자 하였다. 부연하면, 본 연구에서는 경질 마르텐사이트 상 매트릭스 사
이에 나노 두께의 낮은 적층 결함 에너지(Stacking Fault Energy, SFE)를 가진 오스테나이트 필름이 석출된 독특한 HEA 미세 구
조를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열역학 데이터베이스 기반 시뮬레이션(CALPHAD) 방법을 통하여 준안정 마르텐사이트 구조의 상대
적 안정화를 통하여, 상온 근처에서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하여 마르텐사이트 기지를 가지는 HEA를 설계하였으며, 이후 300°C근처
온도에서의 저온 템퍼링 공정을 통하여 마르텐사이트를 부분 오스테나이트화하였다. 이후, 개발한 HEA가 마르텐사이트 매트릭스 사
이에 준안정 오스테나이트상이 끼워진 복합재 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높은 강도와 연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인장시험
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미세 구조를 가지는 합금은 경질 마르텐사이트 상에 의한 높은 강도와 준안정 오스테나이트 TRIP
현상에 의한 높은 연성을 동시에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템퍼링 이후 마르텐사이트상 내부에 LPSO(Long Periodic
Stacking Order)로 추정되는 구조를 TEM 분석을 통하여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국부적인 규칙화 현상과 합금의 기계적 성질의 상관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합금 개발 전략은 정밀한 공정 제어를 통하여 HEA를 나노복합구조화 함으로
써 strength-ductility trade-off dilemma를 극복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은 다양한 구조 소재의 개발에 폭
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8 : 고엔트로피합금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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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4]

Chemical Evolution Influenced on Strength of Quaternary dual-phase High-Entropy Alloy: Jumaev Elyorjon1, Park Je
Hyung1, Kim Min Jung1, Mun Sang Chul1, Lim Ki Seong1, Yusupov Dilshodbek1, Park Hae Jin1, Kim Young Seok1, Kim Ki
Buem*1; 1세종대학교 공대 나노신소재공학부.
Keywords: Chemical evolution, Mechanical Properties, Micro structure, High-Entropy

Binary and ternary alloys were studied to investigate their micro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However, these types of alloys
are lacking from high yield strength, ultimate tensile strength.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Quaternary AlCrFeNi alloy was fabricated
by eliminating the heavy element from the dual-phase AlCoCrFeNi high-entropy alloy to achieve low density with good mechanical
properties and elongation has been increased. These AlCrFeNi high entropy alloys parade exceptional room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The AlCrFeNi alloy exhibited a nano-grained dual-phase structure consisted of Cr-Fe-rich A2 and Ni-Al-rich B2 phases with
a high degree of coherence in dendrite region. In particular, the Ni-Al-rich B2 phase revealed the non-stoichiometries composition
between the Ni and the Al, which deviated with the Ni-Al-rich B2 phase with a stoichiometric composition of previous AlCoCrFeNi
high-entropy alloy. The mechanical behaviors of the alloy were investigated at high temperature diapasons. 

[P8-5]

A Thermodynamic Modelling of Spinodal Decomposition Solid-solution Phases in the Al-Cu-Fe-Mn System: Hyeon-Seok
Do1, Jongun Moon1, Hyoung Seop Kim1, Byeong-Joo Lee1; 1POSTECH.

Keywords: High-Entropy Alloy, Medium-Entropy Alloy, Thermodynamic modeling, Light-weight, CALPHAD
Light-weight high-entropy alloys (HEA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the new high strength-to-weight ratio structural material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Recently,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issolve Al without the forming of IMCs and to increase the
solubility of the light-weight element by utilizing decomposed solid-solution phases of Cu-Fe alloy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thermodynamic database for accurately predicting the phase boundary of the decomposed phases in the Al-Cu-Fe-Mn
system because the CALculation of PHAse Digram (CALPHAD) approach can be a good tool for the prediction of phase structures. In
the present work, a thermodynamic description of Al-Cu-Fe-Mn system is conducted, focusing on the thermodynamic stability of
spinodal decomposition solid-solution phases. The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thermodynamic description for the Al-Cu-Fe-Mn
quaternary system is experimentally confirmed by fabricating and analyzing the phase structures of Al-Cu-Fe-Mn medium-entropy
alloys (MEAs). 

[P8-6] Canceled

서울대학교재료공학부상변화제어신소재연구실: 김일환1, 오현석2,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Keywords: Refractory alloy, Complete solid solution, Atomic size misfit parameter, Solid solution hardening, Valence electron
concentration

녹는점이 2000oC 이상인 내화금속원소들은 기계적 특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온도가 기존 초합금보다 높게 형성되어 초고온 구조용
소재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Senkov는 다섯 가지 이상의 원소들을 5~35%의 동일한 비율로 합금화 시켜 고용체를
형성하는 고엔트로피 합금 설계 컨셉을 이용하여 내화금속원소계 고엔트로피 합금을 제조하였고 실제 고온 압축시험을 통하여 고온
기계적 성질이 초합금보다 더 높은 온도범위까지도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금 구성원소의 농도 변화가 실제 강화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고찰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완전 고용체를 형성하는 내화
금속 이원계 합금에서 용질 함량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고용강화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내화
금속계 이원 합금에서 조성 변화에 따른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간단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조성-기계적
물성간 특성 변화 양상에 관한 예측을 가능케 하고자 하였다. BCC 합금의 고용강화를 해석하는 모델은 Labusch 모델과 Suzuki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화금속계 BCC 이원 합금에서 고용강화 효과를 제어하는 인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통해, 내화금속계 BCC 고엔트로피 합금 고용체에서 조성변화에 따른 고용강화효과에 의한 기계적 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의
시금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P8-7]

방전 플라즈마 소결된 Ti-V-Nb-Ta-W 복합재의 준안정 상형성 거동 분석: 김상준1, 송다혜2, 오현석1, 이진규2, 박은수1; 1서울대학교 재

료공학부. 2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High entropy alloy, refractory alloy, spark plasma sintering, nano-segregation, thermodynamics 

Nb, Mo, Ta, W 등의 고융점 천이 원소로 이루어진 BCC 구조의 하이엔트로피 합금이 우수한 상 안정성과 Ni계 초합금 대비
뛰어난 비강도를 바탕으로 차세대 초내열 합금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열 금속 원소들로 구성된 고엔트로피 합금은
높은 녹는점으로 인해 주조법을 통해 제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분말 야금을 활용한 고엔트로피 합금 제조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융점 내화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고엔트로피 합금 중, Ti-V-Nb-Ta-W 합금을 선별하여 기계적 합금화
(MA, mechanical alloying) 및 방전 플라즈마 소결 (SPS, Spark Plasma Sintering)을 통해 소결체를 제조하다. 본 연구에서 제조
된 소결체는 TEM을 통해 Ti-oxide 및 Nb,Ta-rich와 W-rich 조성의 BCC 상이 100 nm 수준의 결정립 크기를 가지는 복합재 형
태의 미세구조를 가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BCC 단일상으로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평형 계산 (CALPHAD)과 상반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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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xide의 형성 거동은 주요 내화 금속 원소 산화물의 표준 형성 에너지를 엘링감 도표에 도시하여 해석하였으며, Nb,Ta-rich와
W-rich 조성의 BCC 상이 분리되는 현상은 계면 에너지 및 고용 원자의 탄성 에너지에 관한 열역학 인자를 고려할 때 짧은 소결
시간에 의한 준안정 상태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엔트로피 합금이 나타내는 특이한 소결 거동에 대한 발견 및 이에 대
한 정량적인 분석을 제시하며, 향후 분말 야금을 통해 고엔트로피 합금의 합금 제조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8-8]

Tensile Properties of CoCrFeMnNi Alloysat Elevated and Cryogenic Temperature: Jungsub Lee1, Nokeun Park2, Sangshik
Kim1, Hyokyung Sung1; 1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Yeungnam University.

Keywords: High-entropy alloys, CoCrFeMnNi, elevated temperature, and cryogenic temperature
Single-phase equiatomic and non-equiatomic CoCrFeMnNi high-entropy alloy specimens were fabricated by cold rolling and annealing

process with varying the Fe content (20, 40, and 60%). Tensile tests were undertaken at various temperatures (-150 °C, -100 °C, -50 °C, 25 °C
and 200 °C) to investigate the deformation mechanisms. Critical twinning stress was affected by the Fe content and testing temperature.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and tensile elongation increased with decreasing temperature. During the tensile test, deformation twins were formed
at a low temperature leading to high strength and elongation. While dislocation glide was dominant at an elevated temperature due to increase
of stacking fault energy leading to deterioration of tensile properties. Effects of Fe addition and temperature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HEA
specimens were discussed. 

[P8-9]

Ni-Fe-Cr 기지 FCC 단상 고용체의 고용강화에 미치는 첨가원소의 효과: 안혜상1, 오현석2, 윤국노1, 박은수1; 1서울대학교재료공학부 상

변화제어 신소재연구실. 2매사추세츠 공과대학.
Keywords: solid solution strengthening, FCC single phase, Ni-Fe-Cr alloy, high entropy alloy 

3주기 전이금속 원소를 기지로 하는 FCC 결정구조의 합금은 우수한 기계적 물성, 내식성 등을 보여 구조재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강, 니켈계 초합금 등과 같이 금속 구조재료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기존 상용합금과
는 다른 다중의 3주기 원소(Fe, Co, Ni, Cr, Mn 등)를 기지 원소로 모두 포함하는 하이엔트로피 합금이 특이한 구성과 우수한 물
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하이엔트로피 합금은 우수한 비강도, 내식성, 극저온 특성을 보여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재료로서 각광받
고 있다. 그 중에서도 FCC 하이엔트로피 합금은 구성원소 갯수에 의한 엔트로피 효과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다중 원소의 효과적 조합에 의한 고용강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주기 전이금속 중 기
존 상용합금에 많이 사용되는 Ni, Fe, Cr의 세가지 원소간의 고용강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연하면, 고용강화에 영향을 미
치는 3가지 인자 (전기음성도 차이, 전단응력 차이, 원자반경 차이) 선정하여 조성 변화에 따른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활용해 단일 고용체 합금에 다양한 첨가원소를 합금화함에 따라 고강도 FCC 고용체 합금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합금화 원소
첨가에 따라 열역학 계산(CALPHAD)을 활용해 상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종류와 함량에 의해 변화하는 기계적 특성에 대해 체계
적으로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Ni-Fe-Cr 기지의 FCC 단상 고용체 합금 영역 내에서 우수한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나타내는 신합
금을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는 기존 Ni-Fe-Cr 기지의 상용합금인 스테인레스강, 니켈계 초합금을 뛰어넘는 기계적 물성을 가져 관련
상용소재의 대체 가능한 신합금 개발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P8-10]

조밀 수지상 기공을 가지는 다공성 HEA제조를 통한 고강도 단열 소재의 개발: 윤국노1, Khurram Yaqoob2, 이제인3, 김진연4, 김수
현5, 김동응6, Baptiste Gault7, 박은수1; 1서울대학교. 2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s and Technology. 3부산대학교. 4Cornell University.
5재료연구소. 6한국생산기술연구원. 7Max-Planck-Institut für Eisenforschung.
Keywords: High entropy alloy, chemical dealloying, Porous material, Thermal insulation, Thermal shield 
최근 극지방, 우주 등으로 인간의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단열 소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활용을 위한 단열소재는 우수한 단열성은 물론 높은 강도 등의 기계적 물성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 금속 소재의 경우 높은 강도는
물론, 우수한 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세대 단열 재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금속 소재 특유의 높은 열전도성으로 인
해 그 동안은 단열소재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하이엔트로피 합금(HEA, High entropy alloy)의
경우, 다종의 주원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상용 합금 대비 매우 낮은 열전도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를 해결하면 우수한 강도를 가지는 단열 소재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높은 강도와 낮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HEA를 개발하였다. 특히 기존 벌크 소재 대비 더욱 낮은 열전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HEA를 탈성분 부식함으로써, 다공성 HEA
를 제조하여 월등히 낮은 열전도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때, 기공은 열전달을 방해하여 열전도도를 낮출 수 있으나, 균열의 시작
점을 작용하여 강도를 낮출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공의 형태를 제어함으로써 외부에 응력에 대응할 수 있
는 조밀 수지상 기공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제조된 다공성 HEA의 물성을 기계적, 열적 특성을 포함하
여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산업적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하이엔트로피 합금 개발의 시금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P8-11]

Cold-Spray 공정을 이용한 Co20Cr20Fe20Mn20Ni20 High Entropy Alloy의 미세 조직과 물성: 안지은1, 김영균1, 김형준2, 윤상훈2, 이
기안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항산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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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Co20Cr20Fe20Mn20Ni20, High entropy alloy, Cold spray, Microstructure, Indentation 
High entropy alloy (HEA)는 유사한 원자 분율을 갖는 5개 이상의 원소들이 안정한 고용체를 형성하는 합금으로 우수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합금이다. 본 연구에서는 cold spray 공정을 이용하여 Co20Cr20Fe20Mn20Ni20 HEA를 제조하고 이에 대한
미세조직 및 indentation 특성을 조사하였다. Cold sprayed HEA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 분말 계면에서는 ultra-fine grains가 나타
났으며 이와 달리 분말 내부에서는 coarse grains가 형성되는 독특한 특징을 보였다. 이와 함께 cold spray 중 심한 소성 변형에
의해 조대 결정립 내부에 deformation twin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도 측정 결과, cold sprayed HEA의 경도는 423.8
Hv로 측정되어 cast 및 wrought 소재와 비교하여 ~3배 가량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여기서 cold sprayed HEA의 뛰어난 기계적
특성은 high dislocation density, deformation twin 및 ultra-fine grains의 조합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결과들을
기반으로 cold spray 공정으로 제조된 Co20Cr20Fe20Mn20Ni20 HEA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았다. 

[P8-12]

삼원 공정 고엔트로피 합금 설계 및 미세조직에 따른 기계적 특성 분석: 김민정1, Jumaev Elyorjon1, 박제형1, 강결찬1, 김태경1, 문
상철1, Yusupov Dilshodbek1, 홍성환1, 김기범*1; 1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Keywords: high entropy alloy, eutectic high entropy alloy, mixing enthalpy,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우수한 특성들이 나타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고엔트로피 합금(HEA, High entropy alloy)은 5개 이상의 주요 원소로 구성되
어 높은 배열 엔트로피를 갖기 때문에 주로 단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FCC 단상 HEA는 강도가 부족하고, 강도가
높은 BCC단상 HEA의 경우에는 연성이 부족한 물성적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단상 HEA가 가지는 기계적 물성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연한 FCC상과 고강도의 BCC 혹은 Laves상으로 이루어진 공정 고엔트로피 합금(EHEA, Eutectic high entropy alloy)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물성을 가지는 FCC 상과 BCC 상이 층상구조를 이루는 AlCoCrFeNi2.1 EHEA
의 최초 발견에 이어서, EHEA가 형성되는 메커니즘 및 설계 방법 구현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알려진
EHEA에서 열역학적 인자를 이용하여 원소의 치환 및 첨가를 통하여 새로운 EHEA를 설계하는 방법이 가장 시행착오가 적은 효율
적인 합금 설계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고연성의 물성적 균형이 이루어진 합금 개발을 위하여 Al-Co-
Cr-Fe-Ni 조성의 FCC상과 BCC상으로 이루어진 EHEA에 구성 원소 간의 혼합열 계산을 통하여 얻은 일정 비율을 갖는 원소를
첨가하여 FCC, BCC 및 Laves 상으로 이루어진 삼원계 공정 고엔트로피 합금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합금은 arc melting 및 구리
몰드를 이용한 suction casting을 통하여 직경 3mm, 길이 50mm의 봉상 시편으로 제조되었다. X-선 회절분석(XRD, X-ray
diffraction), 주사전자 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및 투과전자 현미경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시편의 미세조직 및 상 분석을 실시하였고, 만능시험기(UTM, Universal testing machine)를 통한 압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시편의 기계적 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P8-13]

Cooling Rate Effect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CrFeNi High Entropy Alloys: Jehyung Park1, Jumaev
Elyorjon1, Yusupov Dilshodbek1, Minjung Kim1, Sunghwan Hong1, Sangchul Mun1, Youngseok Kim1, Haejin Park1, Kiseong Lim1,
Kibuem Kim*1; 1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Sejong University.

Keywords: AlCrFeNi,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High entropy alloys
High entropy alloys have various properties such as high strength, high ductility, abrasion resistance, oxidation resistance,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at various temperature. Quaternary equiatomic AlCrFeNi high entropy alloy has high strength, good plasticity and
low denstiy. Microstructure of the alloy includes dendrite and interdendritic regions. Both dendrite and interdendritic regions have AlNi-
rich B2 phase and CrFe-rich A2 phase with high degree of coherence, and they are formed homogeneously in microstructure of
AlCrFeNi high entropy alloy. In this study, we developed non-eqiuatomic AlCrFeNi high entropy alloys and investigated its mechnical
properties with different colling rate effect. As-cast samples were fabricated using suction casting method by arc melting into a rod-
shaped copper mold with diameters of 3mm, 10mm and length of 50mm. Microstructural evoultion of the as-cast samples were
analyzed by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Compression and hardness test of the as-cast samples
were evaluated by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and microindenter. 

[P8-14]

분말야금법에 의해 제조된 내열 TaNbVW 하이엔트로피 합금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Ti 첨가의 영향: 김영겸1, 송다혜1,
이진규*1; 1국립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High entropy alloy, powder metallurgy, Mechanical alloying, spark plasma sintering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내열 하이엔트로피 합금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초내열 합금 및 내열강보다 고온에서 우수한 특성을 유지
하는 것을 보고되고 있으며 높은 융점 및 우수한 고온 항복 강도로 인해 내열 특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부품으로의 적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내열 하이엔트로피 합금은 주로 Ta, Nb, W, Mo, Hf 등의 고융점 원소로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하이엔트로
피 제조 방법인 주조법보다 기계적 합금화 후 소결하는 분말 야금법에 의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융점 원소의 기
계적 합금화 공정은 원소의 분율, 밀링 속도, 밀링 시간 등의 다양한 공정 변수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첨가 원소에 따라 기계적 합
금화시 상의 종류 및 형성 순서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말야금법에 의해 제조된 내열
TaNbVW 하이엔트로피 합금의 미세조직 및 특성에 미치는 Ti 첨가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먼저 기계적 합금화 공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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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bVWTi 하이엔트로피 합금을 제조한 후 방전플라즈마 소결(SPS)을 이용하여 성형체를 소결하였다. 제조된 TaNbVWTi 하이엔트
로피 합금 분말 및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상 분석을 위한 X-선 회절분석(XRD)을 시
행하였다. 또한 제조된 하이엔트로피 합금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P8-15]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equiatomic CoCrFeMnNi 고엔트로피 합금의 고온 압축 특성: 김영균1, 양상선2, 최중
호2, 이기안1;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재료연구소.
Keywords: Selective laser melting, High-entropy alloy, Co20Cr20Fe20Mn20Ni20, High temperature compression, Deformation behavior 
본 연구에서는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조된 equiatomic CoCrFeMnNi high-entropy alloy (HEA)의 미세조직 및 고
온 압축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초기 미세조직 관찰 결과, as-built sample은 원소들이 random solid solution을 보이며 face-
centered cubic 단상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epitaxially growth grains, dislocation network, 그리고 nano-sized
oxide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온 및 고온 압축 시험 결과, SLM-built HEA는 현재까지 보고된 equiatomic CoCrFeMnNi HEA와
비교하여 모든 온도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계적 특성을 보였다. 여기서 뛰어난 기계적 특성은 저온의 경우 (상온~600 °C)
미세 결정립, 높은 전위 밀도, 그리고 미세 석출물에 기인하였으며, 고온의 경우 (700 °C 이상) 높은 전위 밀도와 미세 석출물에 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변형 미세조직 관찰 결과 상온~600 °C에서는 slip과 deformation twin이, 700 °C 이상의 온도에서는
slip과 partial recrystallization이 주요 변형 기구로 확인되었다. 상기 결과들을 바탕으로 SLM-built equiatomic CoCrFeMnNi HEA
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그리고 변형 거동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도 토의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Fundamental Research Program of the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Grant No. PNK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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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1]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수리에 사용된 구조 보강용 철물(鐵物)의 금속학적 특성: 유하림1, 이재성1, 이태종1, 박희정1; 1국립문화재연구소.

Keywords: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철물, 복원기술, 보강, 미세조직 
국보 제 101호로 지정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은 고려시대 승탑으로, 조성 후 수차례의 이전으로 해체, 복
원되었다. 이후 한국전쟁 당시 훼손되어 1957년 모르타르와 철물 등의 재료로 수리, 복원되었으나 당시 경험적으로 진행된 석조문화
재의 해체, 복원 특성상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지광국사탑의 보존처리를
진행하면서 사용된 재료 및 복원기술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금속재료는 기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재 사이에 삽입한 10개의 납판과 1개의 철판이 있으며, 각 부재와 원부재의 복원부 접합, 구조적 보강을 위해 사용된 지름 약
20 mm 이상의 꺽쇠 및 앵커볼드, 지름 16 mm, 10 mm의 원형철근 25개, 지름 4 mm의 구운 철선(燒鈍線) 70개, 지름 0.6 mm의
철사 6개 이상이며, 각 철물을 고정하기 위한 땜납이 있다. 구조적 보강을 위해 사용된 철물의 미세조직 및 CS 분석 결과 대부분
아공석강으로 두께 및 형태에 따른 성분 차이가 확인된다. 사용된 철물은 가늘어짐에 따라 탄소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며 각
부재별 차이보다는 사용된 용도 및 형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탄소 함유량이 적을수록 연하고 늘어나기 쉬우며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경도와 강도는 증가하지만 탄성력과 신장률이 감소하는 철강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조사연구(R＆D)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P9-2]

소형 금동여래입상의 금속재질 특성 및 표면마모 상태 분석: 윤혜성1, 이재성1, 유동완1, 박영환1, 김한슬1; 1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금속 재질의 불상은 예술성이 뛰어난 신앙의 대상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융점이 낮고 주조성이 좋은 청동으로 주물하여 형태를 만
들고, 표면에 금으로 도금하여 화려함을 더한다. 하지만 유적이나 사찰터에서 출토된 금동불상은 부식과 표면 마모로 인하여 정확한
형태를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불상은 형태, 손모양, 옷주름 등의 양식을 통해 제작 시기와 용도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는
X선 투과조사와 성분분석, 현미경 조사법으로 마모된 표면의 흔적을 찾고,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내부 구조를 관찰해야 한다. 경기
지역 사찰터에서 출토된 소형의 금동여래입상은 부식과 표면 마모가 매우 심해 대략적인 불상의 형태만 확인 할 수 있다. 높이 약
7.4 cm로 광배와 대좌가 없는 상태이며, 수인을 맺은 손 끝이 파손되어 손가락의 형태는 불분명하나 위치상 시무외여원인으로 추정
된다. 또한 부식과 오염물로 인하여 이목구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목과 가슴의 문양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후두부의 주
조구멍과 후면에 얕게 파인 형태는 주조로 형태를 제작했음을 보여준다. 불상의 정확한 형태 관찰을 위하여 비파괴적 방법의 X선
투과조사, CT촬영, 성분분석, 3차원 실체현미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X선 투과조사 결과 내부에서 많은 양의 기포가 관찰되었다. 3차
원 실체 현미경 조사 결과 이마와 소발의 경계 사이에서 금박의 일부가 관찰되었으며, Z축의 높이를 이용하여 심하게 마모된 코 부
분의 잔존상태를 확인하였다. 표면 부식물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구리가 부식되어 형성된 구리산화물 Cuprite와 Malachite가
검출되었고, XRF분석 결과 도금층에서 수은이 검출되어 아말감도금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조사 방법의 결과는 과학적인
보존처리에 적용하여 불상의 현 상태를 최대한 회복시켰다. -본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조사연구(R＆D)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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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1]

고 Cr 스테인리스 용강 중 질소 용해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 손해솔1, 김건우1, 박종진1; 1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과.
Keywords: Ferritic Stainless Steel, Nitrogen Absorption, Dissociation, Diffusion, Surface Active Elements
질소는 정련 공정 중 대기로부터 용강으로 쉽게 용해되는 원소로서 침입형 합금원소 중에서도 특히 제어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
다. 또한 Cr은 용강 중 평형 질소용해도를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탈탄 중 유입되는 계면활성원소인 O의 농도에 따라
흡질 메커니즘이 상이하다. 따라서 고 Cr 스테인리스 제강 공정 중 대기로부터 용강으로의 흡질을 예측하고 제어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질소가스로부터 Fe-Cr-O 용강으로의 흡질 반응속도를 평가하였다. 고주파 유도로를 통해 Ar분위기에서 1600ºC로 용융된 용
강을 0.4~1atm의 질소분위기로 전환한 직후부터 일정 시간 간격으로 채취하여 용강 내 질소 농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용강 조성에 따른 흡질 반응기구를 규명하고, 반응속도상수 및 산소의 계면 흡착계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흡질 메커니즘
중 질소의 계면 해리반응속도에 미치는 Cr 농도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Ar분위기에서 용강의 탈질 속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기
초데이터를 활용하여 [Cr]과 [O]의 농도에 따라 용강의 흡질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용강 흡질의 Overall rate equation을
도입하고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P10-2]

고상 이온전도성 박막 소재의 이온전도도 측정 방법 개발: 신호철1, 박준형1, 심형철2, 안재평3, 이재철1; 1고려대학교 나노복합재료연구

실. 2한국기계연구원 나노응용역학연구실. 3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
Keywords: Li-ion battery, solid electrolyte interface, ionic conductivity, transient ionic current technique 
전지 작동과정에서 전극의 표면에 전해질의 분해 반응으로 인한 수백 나노미터 두께의 얇은 막이 형성된다. 고상전해질계면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SEI)라고 불리는 이 막은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전자 및 이온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온의 이
동은 전지의 충전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서, 고속 충전용 전지 개발을 위한 핵심 특성이다. 그러나, 전지의 율 특성에
대한 SEI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SEI 내에서의 이온의 이동 메커니즘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는 이온전도도의 측
정 및 분석을 어렵게 하는 SEI의 두 가지 특성 때문이다: 1) SEI는 수분 및 공기 노출에 매우 취약하여 샘플 준비, 가공, 특성분
석의 모든 단계를 차폐 된 공간에서 수행해야 한다. 2) SEI는 수백 nm두께의 매우 얇은 막이기때문에 완전지/반전지 기반의 임피
던스 분광법으로는 미량의 SEI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진공 이송 시스템, 4점 탐침
측정법과 TIC 기술을 접목하여 SEI를 관찰하고 그 특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SEI의 이온
전도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EI 내에서의 이온의 이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시할 수 있다. 

[P10-3]

금속 3D 프린팅된 Ti-6Al-4V 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HIP 처리의 효과: 장지훈1, 최영신2, 이병수3, 이동근4; 1순천대학교신소재

공학과.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지역본부. 3한양대학교. 4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selective laser melting, Ti-6Al-4V, hot isostatic press, Mechanical property
금속 3D 프린팅 기술은 분말을 녹여 층층이 쌓아올리는 적층 공정방식으로 기존의 공정방식으로는 만들기 힘든 복잡한 형상들을
단축된 공정으로 만들 수 있다. Ti-6Al-4V 분말을 사용하여 SLM(Selective Laser Melting) 방식으로 제작할 경우, 급속 냉각에 의
한 응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 분석 및 그에 따른 기계적 특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또한, 3D 프린팅 시 기공에 의해 피로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후처리 공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SLM 방식으로 적층된 Ti-6Al-4V 시편에 열간 정수압 성형 (hot
isostatic pressing: HIP)을 후처리 공정으로 수행하였다. 후처리 공정을 수행한 시편에 대해 as-fabricated 시편과의 미세조직을 비교
하였으며, 기계적 특성(경도, 상온인장특성, 피로특성)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P10-4]

The Stasis Mechanism of γ → ε Martensitic Transformation in Fe-17Mn Alloy: Jin-Sung Hong1, Yoon Seok Ko2, Dong-
Ik Kim2, Young-Kook Lee*1; 1Yonsei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Fe-Mn damping alloy, thermal cycle heat treatment, martensitic transformation, in-situ TEM
The high damping capacity of Fe-17Mn (wt.%) alloy is known to be closely related to ε martensite. Accordingly, many studies on γ

austenite → ε martensitic transformation have been performed to get higher ε martensite fraction. Repeated heat treatment at
temperatures below MS temperature and above AF temperature is an effective way for increasing ε martensite fraction. According to the
knowledge so far, dislocations introduced during thermal cycle act as nucleation sites for ε martensite to increase the ε martensite
fraction. The object of the present study is to elucidate the mechanism of increase in ε martensite fraction during thermal cycle. A 13-
mm thick hot-rolled plate of Fe-16.9Mn-0.02C-0.012N-0.05Al-0.25Si (wt.%) alloy was hot-rolled again to a 5-mm-thick plate at
temperatures ranging from 950 °C to 1100 °C. The hot-rolled plate was descaled and cold-rolled at room temperature to a 1.2-mm-thick
sheet, corresponding to a thickness reduction of 60%. The cold-rolled samples were annealed at 1000 °C for 30 min. The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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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pecimen during thermal cycle was observed using a high-voltag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HVEM) at temperatures
between 25 °C and 400 °C. Heating and cooling rate is 20 °C/min and 52.7 °C/min, respectively. The present Fe-17Mn specimen
consisted of γ and ε phases. ε platelets formed parallel to {111} γ planes, which is well-matched with Shoji-Nishiyama orientation
relationship. During heating, ε martensite was transformed to γ phase. AS temperature is about 330 °C, which is much higher than AF
temperature (~ 220 °C) of bulk specimen. ε → γ reverse transformation did not necessarily occurred from the outside of ε martensite,
but also from the inside. At 400 °C, however, ε → γ reverse transformation is still not completed. Also, unexpected structures were
observed. It is thought that high temperature, high accelerating voltage, and fine specimen size and thickness cause this problem. 

[P10-5]

펄라이트강에서 가공이 수소 취성에 미치는 영향: 유상현1, 이영국1; 1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Pearlitic steel, Pre-strain, Hydrogen embrittlement, Hydrogen desorption, Slow strain rate tensile test
본 연구에서는 가공이 펄라이트강의 수소 취성 (Hydrogen embrittlement, HE)에 미치는 영향이 느린 변형속도 인장시험 (Slow

strain rate tensile testing, SSRT)과 열탈착 분석법 (Thermal desorption analysis, TDA)을 통해 평가되었다. 펄라이트강의 미세조
직이 HE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 중 펄라이트강의 라멜라 간격 (λ)이 감소할 때, 인장 강도와 HE 저항성이 동시
에 향상된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인장강도와 HE 저항성이 반비례라고 알려진 일반적 결과와는 반대이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결론적 원인은 수소 유기 균열의 시작인 tearing이 미세한 λ 와 단속적으로 끊어진 시멘타이트 판들을 갖는 시편에서 지연되기 때
문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의 연장선 상에서 볼 때, 가공은 펄라이트강 내의 시멘타이트 판들을 불연속적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여 강재 내 수소의 확산을 수월하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공에 의해 더 높은 강도와 동시에 HE 저항성 또한 우
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에 따른 HE 민감성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등 고강도 펄라이트강의 성형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이므로 본 연구에서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P10-6]

Drop tube furnace 내 NiO와 Ni(OH)2의 수소 환원 거동 평가: 김지원1, 라기호1, 윤철민1, 최준성1, 신상균1, 민동준1; 1연세대학교.
Keywords: nickel powder: hydrogen reduction: drop tube furnace: morphology 
최근 저가의 니켈 원료를 이용한 고기능성 고순도 Ni 소재를 제조하는 공정기술의 일환으로서, 공정 부산물인 Ni(OH)2 등을 활
용한 에너지 절감형 금속 Ni 제조 기술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유동로를 사용한 니켈 분말 제조 공정은 환원 가스와
분말이 역류하는 방식으로써, 니켈 금속 간의 응집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응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말과 가스의 진행 방향이
동일한 DTF (Drop Tube Furnace)를 이용하여 NiO와 Ni(OH)2 분말 환원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말의 체류시간은
Stoke’s equation에 기반하여 도출되었고, 체류시간 확보에는 입도의 영향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수소 환원 거동 평가를
위해 환원 구동력 (수소 분압 및 온도)을 제어하였다. 환원 후 니켈 분말 샘플들은 N/O 분석을 통해 환원율을 도출하였으며, SEM
을 통해 형상을 관찰하였다. 수소 분압에 따른 환원 거동 실험 결과, NiO 분말의 경우는 고온 (1273 K)에서는 높은 환원 구동력
으로 인해 수소 분압의 영향성이 크지 않았으나, 저온 (973 K)에서는 수소 분압에 따라 환원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Ni(OH)2

분말은 수소 분압과 온도 조건에 무관하게 모두 90% 이상의 높은 환원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NiO보다 Ni(OH)2의 환원 속도가
전반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환원 후 니켈 분말 형상 관찰 결과, Ni(OH)2는 하소를 통해 다공성 NiO가 되는 과정을 거치
는 것을 나타내었다. 즉, 다공성 NiO로 전환되는 Ni(OH)2는 일반적인 NiO 분말보다 빠른 가스 확산 속도 확보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빠른 환원속도 및 높은 환원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DTF를 이용하여 제한 시간 내에서 충분한 환
원율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기존 유동로 공정에서의 응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원 후의 분말 형상 제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10-7]

Y2O3-Al2O3-SiO2계 상태도 실험 및 열역학 데이터베이스 개발: 천정민1, 정인호1; 1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Keywords: Y2O3-Al2O3-SiO2, 상태도, 열역학 모델링 
최근 희토류 원소의 다양한 물리 화학적 효과 때문에 steel 내 희토류 금속 첨가가 고려되고 있다. 특히 이트륨(Y)이 첨가되었을
시 고온에서의 산화와 크리프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강과 Ni-Cr 강에 많이 첨가되고 있다. 철강 이차정련 단계
에서 효율적인 Y의 첨가를 위해서는 금속 내 Y에 대한 열역학적 이해와 더불어 Y의 산화거동 특히 슬래그 및 개재물로의 변화거
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슬래그 및 개재물 내 Y2O3의 열역학적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CaO-MgO-
Al2O3-SiO2-Y2O3 시스템의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환으로서, 삼원계 Y2O3-Al2O3-SiO2 시스템의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서 상태도를 DSC 및 classical equilibration/quenching 방법을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규명하였으며, 기존 문헌
의 실험 결과과 함께 종합하여, CALPHAD 열역학 모델링 방법을 통해서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P10-8]

Cr 함량이 다른 400계 스테인레스 내 산화 스케일 형성 기구 및 sticking 결함 메커니즘 분석: 이소연1, 김승록1, Ross E. Triambulo1,
임창진1, 오제헌1, 박진우1; 1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계면 및 접합시스템연구실.
Keywords: Ferritic stainless steel, Sticking failure, Thermodynamic calculation, Nano-indenter, In-situ SEM analysis
고 Cr이 함유된 400계 페라이트계 스테인레스스틸 (STS)에서는 열연 중 소재 표면의 스케일이 깨지고, 기지조직과 롤 표면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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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이 발생하면서 소재의 일부가 롤 표면에 이착되는 sticking 결함이 빈번히 발생한다. 기존의 보고들에 의하면 Cr 함량이 높은
400계열의 STS에서 sticking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Cr함량에 따른 전체 scale 층 두께, scale내 구성물의 microstructure
및 조성의 분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sticking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물의 생성 원인, 압연 중의 기계적
거동 그리고 sticking 내 구성물 자체의 기계적 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재 성분계별 상태도 해석을
통한 열역학적 계산으로 scale 형성 기구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열역학 계산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scale 내 구성물의 물성에 대
해서는 나노 인덴터와 in-situ SEM 분석을 통한 기계적 성질 데이터를 분석하여 sticking 결함 발생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ThermocalcÔ 를 이용한 열역학적 계산 시 kinetics을 계산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electron microscope를 이용하여 실험적으
로 확인된 STS 내 scale 산화물과 그 구성물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나노 인덴터의 결과, 고 Cr 함량 강에서의
layer 형태의 Cr2O3를 갖는 scale 보다 낮은 Cr 함량 강에서의 composite 형태의 Cr2O3를 갖는 scale이 취성이 강하였다. 마지막으
로, micro 인장 테스트를 하며, 동시에 SEM 분석을 진행 한 결과, 대부분의 STS에서 인장율을 특정 이상으로 높일 때, 제일 안
쪽의 Cr2O3층을 통하여 delamination 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fracture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낮은 Cr 함량 강
에서는 인장율 이 18-20%가 넘어갈 때 facture가 발생하는 반면, 고 Cr 함량 강에서는 인장율 이 10% 이내의 범위 일 때
facture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열간압연 중 sticking 발생은 주로 고 Cr함량 강에서의 layer 형태 Cr2O3을 통한
delamination과 이어서 발생하는 fracture로 인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추후 layer 형태의 Cr2O3의 생성을 막기위해 탈
탄제인 Si, Al 등을 혼합하여 열역학 계산을 통해 scale 구성물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P10-9]

Thermodynamic Modeling of the Co–Mn–O Oxide System: Joonhyen Nam1, In-Ho Ju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Co–Mn–O system, Spinel, Thermodynamic optimization, Phase diagram
The thermodynamic behaviors of Co and Mn oxides in liquid and solid state are important for their ferrous alloy production. Co and

Mn oxides can easily form monoxide solution by reaction with CaO, MgO and FeO, and spinel solution in reaction with Al2O3, Cr2O3

and Fe2O3. In addition, recently CoFe2O4 attracts the attention for its application to battery materials. In present study, critical evaluation
and thermodynamic modeling of the Co-Mn-O system was performed based on all available thermodynamic, crystallographic, and
phase diagram information available in literature. Cubic and tetragonal spinel solution phases were described using the Compound
Energy Formalism (CEF) considering the cation distribution between tetrahedral and octahedral sites. Monoxide solution and liquid slag
solution were also described using Bragg Williams Random mixing model and Modified Quasichemical Model, respectively. The
optimized Gibbs energy parameters of all oxide phases can reproduce all available and reliable thermodynamic and phase equilibrium
data from 25oC to above the liquidus temperature under oxygen partial pressures from metallic saturation to 1 atm pressues. Unknown
phase diagram and thermodynamic properties of the system can be also predicted from the present thermodynamic modeling results. 

[P10-10]

Transparent and Wearable Single-Electrode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for Self-Powered Touch and Strain Sensors

using Electrospun AgNW/P(VDF-TrFE) Composite Nanofibers: 김승록1, 유주현1, 박진우1; 1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single-electrod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polyvinylidene fluoride trifluoroethylene, polydimethylsiloxane, silver nanowire,
electrospinning 
헬스 모니터링 센서는 인체의 심박동, 호흡 속도 및 온도와 같은 생리학적 신호를 측정하여 사람의 건강 상태를 평가한다. 웨어러
블 및 무선 센싱 장치가 배터리의 유지, 보수 없이 동작하는 것의 필요성으로 인해 자체 구동 센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열, 기계 또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다양한 종류의 나노 발전기를 이용한 자가 발전 센서는 신체의 생리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여러 전력 발전기 중 마찰을 이용한 triboelectric nanogenerator (TENG)는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로 기계적인 신체 운동으로부터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센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본 연구
에서는 TENG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인 single-electrode TENG (SETENG) 기반의 웨어러블 발전기를 이용하여하여 자가 동력
의 터치 센서와 변형 센서를 제작하였다. 고유전율의 poly(vinylidenefluoride trifluoroethylene) (P(VDF-TrFE))에 silver nanowire
(AgNW)를 첨가하여 electrospinning을 통해 nanofiber network(NFN)를 제작하여 마찰 발전 효과를 높게 가지게 제작하였다. NFN
에 소량의 AgNW를 포함시키면 P(VDF-TrFE)의 β상을 형성하여 더 높은 표면 전하 밀도 및 출력 성능을 촉진시킨다. High
resolution X ray diffraction (HR-XRD), Raman spectroscopy, Fourier transform-infrared (FT-IR) 및 Kelvin probe force
microscopy (KPFM) 분석을 통해 AgNW가 β상을 생성하고 많은 양의 마찰 전하를 유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한 porous
한 NFN을 PDMS에 임베딩하여 550 nm 가시광선에서 투과도를 0.5%에서 65%로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
구에서 제작한 SETENG은 180 V(open circuit), 0.4A/m2(short circuit)의 우수한 발전 성능을 보였으며 10MΩ에서 217 W/m2의

전력 발전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전력 밀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고된 다른 단일 전극 유형 TENG (3.4~27 W/m2)
보다 10~100 배 더 큰 것으로 차세대 웨어러블 발전 소자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SETENG 장치를
터치 감지 구성 요소로 배열하여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자체 구동 식 투명하고 착용 가능한 터치 패널을 시연했습니다. 저
주파 영역 통과 RC 필터를 사용하여 실시간 통신을 위해 Arduino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연결된 SETENG 배열은 저장된 텍스트를
성공적으로 입력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SETENG을 변형 센서와 전원 공급 장치로 연결하는 자가 발전 변형 센서를 설계하였는
데 전달된 전하가 변형 센서에 의해 변환되어 변형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이 센서는 35% 변형에서 선형의 16 gauge factor (GF)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체 구동 변형 센서를 사용하면 전원 공급 장치없이 손가락의 변형을 성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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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11]

Fe-1.5wt%Si 분말코어의 고주파 특성: 안종혁1, 이귀영1, 이동섭1, 김종렬1; 1한양대학교 자성재료및재료특성분석연구실.

Keywords: 연자성, Fe-Si powder, phosphate coating, 분말 코어
최근 전자기 작동기기의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작동 주파수의 증가와 크기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Fe-Si합금은

Si을 첨가함으로써 전기 비저항이 높고 결정자기이방성이 낮아 높은 투자율을 나타내어 모터, 인덕터, 변압기, 정밀 제어기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Fe-Si합금의 Si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성과 포화자속밀도 값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높은 전기저항성을 가지
는 Fe-Si합금의 새로운 작업공정 방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코어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세톤에 2,3,4 wt%의
phosphoric aid와 0.001 wt%의 sodium nitrate를 온도 35oC에서 50~125 μm 크기의 Fe-1.5 wt%Si분말과 30분간 교반하여 인산염
코팅을 하였다. Fe-1.5 wt%Si 분말은 가스 분무법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코팅 전에, 분말 일부분은 결정립 성장으로 인한 코어로스
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90vol%N2-10vol%H2의 분위기에서 1050oC 5시간동안 열처리 하였다. 절연이 끝난 분말들은 아세톤으
로 세척 후 50oC의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여 0.3 wt%의 윤활제를 섞은 다음, 토로이달 모양으로 1950 MPa에서 성형되어졌고,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500oC 30분간 어닐링 하였다. 이때 500oC 이상에서 FeP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온도 조절에 유의한다. Si와
FeP코팅이 추가되었음에도 코팅된 밀도는 97%에 달했고, 인산의 양은 바뀌었지만 밀도는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 분
말이 분말 코어를 형성할 수 있는 연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말코어의 코어로스는 상용되고있는 무방향성 Fe-3.2 wt%Si강
과 호환되는 50 Hz에서 5.5 W/kg의 손실을 나타내었다. 와전류 손실은 성형체의 높은 전기 비저항 때문에 낮은 값을 보였다.
2000 Hz에서 코팅 전 열처리된 분말 코어의 손실은 다른 분말코어들이 약 230 W/kg으로 측정된 반면, 가장 낮은 값인 170 W/kg으
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Si전기강 대신 FeP로 코팅된 Fe-1.5 wt%Si 분말코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에서 적용되는 기기에 가
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P10-12]

기계학습을 적용한 PAGS(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의 재구성: 김봉규1, 구남훈2, 이종혁2, 한준현1;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

과. 2현대제철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탄소를 함유한 철강 재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계적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오랜 세월 동안 철강소재
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용 초고장력 강판 및 극저온 후판 소재에서도 마르텐사이트 강(steel)을 활용하여 강도와 연성
의 균형 및 파괴 인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밀하게 제어되지 못한 공정
조건에서는 급격한 취성 파괴의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마르텐사이트의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기 직전의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크기와 구조가 급냉 후 조직의 기계적 거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열처리 과정에서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으므로, 마르텐사이트 조직 생성 이후
에 특별한 에칭 방법이나, EBSD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마르텐사이트 조직 내부의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오스테나이트 구조(PAGS)의 분석 효율을 향상 시키는 목적으로 마르텐사이트 구조를 기계학습에 적용하여 신경망을 구성한 후, 이
를 통해 최종적으로 임의의 마르텐사이트 구조로부터 PAGS를 재구성(reconstruction)하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P10-13]

Inverse Finite Element Analysis for Characterizing Mechanical Properties of Oxide  Scale in Low Carbon Steel: Woojin
Jeong1, Wooram Noh2, Myoung-Gyu Lee1; 1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eywords: Spallation, Oxide scale, Interfacial strength, Numerical inverse method, Scratch test 
Interfacial mechanical property of an oxide scale grown on a low carbon steel was determined from the combined finite element

simulation and its associated experiment. In particular, the critical normal and shear stresses at the interface of oxide scale-metal
substrate was inversely obtained by the analysis of the scratch experiment. The characterized interfacial strength was validated by a
simple bending test. Us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determined by the proposed inverse approach, the effect of the undulated
interfacial shape on the spallation of oxide scale from the oxide-metal substrate interface was analyzed. 

[P10-14]

Thermoelectirc Properties of Bi-Te-Based Alloys Fabricated by Hot-Extrusion: 김희림1, 안지혜1, 이규형1; 1연세대학교.
Keywords: Thermoelectric, Hot-extrusion, Bi-Te based alloys

Bi-Te계 열전소재는 저온 열전발전 및 열전냉각에 응용되고 있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제조되는 잉곳형태 소재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하지만 c축 방향으로 약한 반데르발스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면도 포함하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가 낮다는 단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배향성 다결정 소결체 제조기술인 열간압출 공정을 통해 p 형 Bi-Sb-Te 계 소재를 제조하여 높은 기계적 강도를 발
현함과 동시에 높은 열전성능을 구현하였다. 기존 상용소재 대비 유사한 열전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열전소자의 단면적으로 제조한 압
출체를 열전모듈에 바로 적용하여 열전소자의 수율을 증대하였다. 

[P10-15]

저온변태 용접재료의 조성 변화에 따른 용접부 잔류응력 및 물성 평가: 김두현1, 이영채1, 이재희2, 이창희1; 1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조선해양.
Keywords: Welding residual stress, Low transformation temperature filler alloy, Volume expansion, Ms temperature, Hole dril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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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은 산업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는 접합법이지만 필연적으로 용접부에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조선산업에 있어서 용접 잔
류응력은 용접부의 변형과 및 피로강도의 감소를 일으켜 선박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선박 제조사로 하여금 이에 따른 후열처리비용
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저온변태 용접재료는 합금원소의 첨가를 통해 austenite에서 ferritic phase로의 변태 시 수반되는 volume
expansion을 상온까지 지연시켜 용접부 수축에 의한 인장 잔류응력을 저감시키는 용접재료이다.저온변태 용접재료의 사용은 인장 잔
류응력의 감소를 통한 제품의 피로강도 개선과 변형 감소는 물론,잔류응력을 없애기 위한 후처리 공정을 간소화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rtensite로의 상변태 팽창을 이용하여 잔류응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도
조선산업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충격인성과 연신율을 가지는 용접부를 형성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저온변태 용접재료
의 chromium과 nickel함량을 조절하여 martensite start(Ms) temperature를 지연시켰고 dilatometer를 사용하여 냉각거동을 관찰하였다.
용접부의 미세조직은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석되었고 용접부의 잔류응력은 hole drilling method(HDM)로 측정하였다.실험결
과 저온변태 용접재료를 사용한 용접부에서 chromium과 nickel의 함량에 따라 Ms temperature변화와 용착금속 내 잔류응력의 경향성
이 나타났다.기지조직 내 대부분은 martensite로 이뤄져 있었으며 Ms temperature 감소에 따른 retained austenite함량의 변화로 인장
강도 및 연신율,충격인성에 차이를 보였다.

[P10-16]

Effect of Al Doping on Magnetic Properties of LTP-MnBi: Lee Hansol1, Kang Mingue1, Lee Gyutae1, Kim Jongryoul1; 1Hanyang

University.

Keywords: Permanent magnet, MnBi, Doping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rare-earth free permanent magnets. Among several candidates, a low

temperature phase (LTP) MnBi intermetallic compound has been attracted much attention due to its high magneto-crystalline anisotropy
coefficient, curie temperature and positive coercivity temperature coefficient. Up to now,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increasing the
ratio of the LTP phase in MnBi powders due to its low processing temperature bu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mprove its
magnetic properties. The first principle calculation showed that addition of Al could increase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Ms). Therefore, in this study, LTP-MnBi alloys doped with Al were fabrica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l on the magnetic
properties . In this experiment, Mn, Bi and Al raw materials were arc-melted under an argon atmosphere to prepare (Mn54Bi46)Alx (x =
0, 1, 3, 5) alloys. Then, MnBi-Al ingots were inductively re-melted to obtain homogeneously mixed ribbons through the melt-spining
process. These melt-spun ribbons were annealed at 573 K for 24 hours under an argon atmosphere to finally produce high quality LTP-
MnBi alloys. We measured XRD patterns of annealed MnBi-Al alloys. It clearly show that only LTP-MnBi single phase is developed in
specimens containing less than 1 at.% Al. The further increase of the Al concentration results in the formation of the Mn-Al phase,
which remains excess Bi. We measured M-H curve of annealed MnBi-Al alloys by VSM at 2.5T. This demonstrates that the addition of
1 at.% Al increase the Ms of the MnBi alloy from 60.9 to 62.2 emu/g. The further increase of Al concentration decreases the Ms due to
the formation of the non-magnetic phases.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addition of Al can increase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of
the LTP MnBi phase as the single phase of LTP-MnBi is maintained. This increase may be due to that Al atoms occupy the interstitial
sites of the hexagonal MnBi phase. In order to clarify the effects of the Al addition, the microstructural analysis is under investigation. 

[P10-17]

용융 Al-Zn-Si-(Mg, Fe) 합금도금강판의 성장거동에 미치는 Mg및 Fe의 영향: 고승희1, 허주열1, 박일정2, 황현석2, 이석규2; 1고려대학

교. 2포스코.
Keywords: Hot-dip aluminizing, Intermetallic compound, Interfacial reaction, Al-Zn-Si-Mgalloy 
고강도강판의 용융Al-Zn-Si합금도금은 우수한 부식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용접 시 LME (liquid metal embrittlement) 현
상도 발생하지 않아 최근 자동차산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용융Al-Zn-Si합금도금욕의 Mg첨가는 도금표면의 국부적인 부식을 방지
한다고 알려져 있다. 용융도금 중, 강판표면이 용융된 합금과 반응하여 계면합금상을 형성한다. 강판과 도금층 사이의 계면에 형성된
계면합금상의 종류와 형상은 도금밀착성에 영향을 미친다. Al-Zn-Si합금도금에서 Mg첨가와 도금욕의 Fe포화가 계면합금상의 성장거동
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Al-Zn-Si 합금도금의 계면합금상 형성과 계면 밀착성에 미치는 Mg와
Fe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galvanizing simulator를 이용하여 Al-20Zn-7Si, Al-20Zn-7Si-3Mg, Fe-포화Al-
20Zn-7Si-3Mg (wt.%) 세 조성의 도금욕에 도금을 진행하였다. EDDQ (extra deep drawing quality), 1180TRIP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강판을 각각 580 oC, 600 oC 온도에서 도금시간을 5, 30, 80 s로 다르게 하여 도금하였다.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계면합금상의 형상, 조성 및 두께를 분석하였다. 또한, XRD (X-ray diffraction)를 이용하여 계면
합금상의 상을 분석하였다. Sealer bending test를 이용하여 도금밀착성을 평가하였다. 도금욕의 Mg및 Fe첨가와 상관없이, 강판과
도금층 사이 계면에 τ6-Al4.5FeSi상이 형성되고 도금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τ6상이 성장하며, τ6/강판 사이의 계면에 τ5-Al8Fe2Si 상이
형성된다. Al-20Zn-7Si 도금액에 Fe와 Mg가 첨가되면 τ6상이 불연속적으로 성장하고 Mg첨가한 경우는 τ5상의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에 Fe포화된 경우는 τ5상의 성장을 억제한다. 

[P10-18]

Sus mesh와 타 금속 powder 접합 후 기계적 전기적 특성 조사: 성시현1, 윤우영1; 1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sus mesh, press bonding, metal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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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 금속을 접합하는 방식으로는 용접, 볼트 접합 그리고 압입 접합 등이 있다. 하지만 일부 금속들은 열에 의해 폭발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만으로 두 금속을 접합하는 압입 접합으로 두 금속을 접합할 것이다. 압입 접합을 진행할
경우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 금속 물질이 변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강도와 경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접합 지지체로 활용되던 알루미늄 mesh나 구리 mesh의 경우 높은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변성돼버리고 만다. 이에 반해
Sus mesh의 경우 높은 강도와 경도를 갖기 때문에 쉽게 변성되지 않는다. 게다가 알루미늄이나 구리와 같은 좋은 전기전도도를 갖
는다. 따라서 Sus mesh를 압입 접합의 지지체로 사용한 후 금속 powder와 접합해볼 것이다.또한 접합 후 두 금속의 기계적 전기
적 특성을 조사해볼 것이다. 

[P10-19]

SUS의 내부식성, 기계적 특성을 이용한 골지지체: 이승택1, 윤우영1; 1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하이브리드, 골지지체, 스테인리스강, 기계적 강도, 생체적합성
SUS는 철을 크롬 등의 원소로 합금화시킨 금속으로 내부식성과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의료용 골지지체는
높은 부식성의 환경과 반복되는 힘과 마찰에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요구한다. 또한 생체조직과 오랜 시간 접촉해야하므로 신체적으로
적합해야한다. SUS의 특성연구를 통해 골지지체로서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P10-20]

Crystallographic Texture Prediction of Thermo-Mechanically Processed Metallic Sheets Based on Integrated Crystal

Plasticity and Phase Field Model: Kyung Mun Min1, Woojin Jeong1, Seung-Hyun Hong2, Pil-Ryung Cha3, Heung Nam Han1,
Myoung-Gyu Lee1; 1Seoul National University. 2Hyundai Motor Company. 3Kookmin University.

Keywords: Recrystallization texture, SERM theory, crystal plasticity, phase field 
A multi-scale framework implemented in integrated crystal plasticity (CP) and phase field (PF) formulation is employed to the

prediction of crystallographic textures of cold-rolled and recrystallized ultra-low carbon steel. The microstructure evolution such as
nucleation and grain growth during static recrystallization is simulated by the PF model based on local deformation heterogeneities
predicted by CP finite element model. Strain energy release maximization (SERM) theory originally proposed by D. N. Lee[1], which
explains orientations of the recrystallized nucleus from local deformation heterogeneities can be generalized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in-grain shear bands that can be observed experimentally and the most active slip plane {110} known as rotational relationships of
highly mobile grains. Generalized SERM theory is implemented in the proposed integrated model and quantitatively validated through
comparisons between calculated and measured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1] Lee, D. N., 1995. The evolution of recrystallization
textures from deformation textures. Scr. Metall. Mater 32(10), 1689-1694. 

[P10-21]

Fe-Mn-Al 강의 고온 초소성 변형 메카니즘: 강석현1, 이영국1; 1연세대학교.

Keywords: 초소성, 변형 메카니즘, 미세조직, 결정립계 미끄러짐 
최근 Fe-Mn-Al-(C)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초소성을 갖는 중망간강이 보고되었다. 이전의 논문들에서 초소성 중망간강의 변형 메
카니즘은 공통적으로 결정립계 미끄러짐 (grain boundary sliding, GBS)라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논문들은 변형 전/후의 미
세조직 관찰을 통해서만 GBS를 변형 메카니즘으로 제시하였고, GBS에 대한 세부사항들 (GBS 시작 변형률 및 GBS type)에 대해
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e-Mn-Al 초소성 중망간강의 고온 변형 메카니즘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여러
인장 변형률에 따른 미세조직 관찰을 실시했다. 평균 결정립 크기는 변형률 100%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였다. 이는 변형 전
존재하는 조대한 페라이트가 변형률 100%에서 재결정에 의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대 ODF 강도는 변형률 100%까지 약간 증가하
다가, 이후 감소하여 800%에서 1.7의 값을 보였다. 공극 (void) 분율은 변형률 100%까지 증가하고, 100-200% 구간에서 감소하고,
200%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변형률 100% 이후 나타나는 집합조직의 무작위화와 100-200% 구간의 공극 분율 감소는 GBS에 의
한 것이며, 따라서 변형률 100%에서 GBS가 시작하였다. 결정립 크기가 작은 미세조직은 GBS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조대한 페라이트의 재결정에 의해 변형률 100%에서 결정립 크기가 약 2 마이크로미터로 미세해졌기 때문에
100%에서 GBS가 시작하였다. 결정립 종횡비는 변형률 100%까지 중가하다가, 이후 유지되었다. 변형 도중 전위 밀도의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해, 변형률에 따른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kernal average misorientation (KAM) 변화를 관찰하였다. 두 상의 KAM
값은 변형률 100%까지 증가하다가, 100-200% 구간에서 감소하고, 200% 이후 증가하였다. 변형률 100-200% 구간에서 KAM 값
의 감소는 100%까지의 변형 동안 축적된 전위가 100%에 시작된 GBS에 의해서 해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변형률 200% 이후
KAM 값의 증가는 전위 밀도의 증가를 의미한다. GBS 시작 변형률 (100%) 이후에 나타나는 본래 결정립 모습 유지와 전위 밀도
의 증가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GBS는 전위 수용이 동반된 GBS type인 Rachinger sliding으로 확인되었다.  

[P10-22]

Fe-18Mn-0.6C TWIP강에서 나타나는 serration 거동 관찰 및 규명: 조누리1, 이영국1;1연세대학교.

Keywords: TWIP강, serration, 인장 곡선
고강도 및 고연신을 보여 차세대 자동차 강판으로 고망간 쌍정 유기소성 (Twinning induced plasticity, TWIP)강이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다. Fe-18Mn-0.6C 조성을 갖는 TWIP강이 대표적이며, Fe-18Mn-0.6C 강에서 1축 인장 변형시 serration 거동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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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serration 거동은 인장 곡선에서 나타나는 형상에 따라 A, B, C type으로 구분되어 진다. 인장 곡선에서
A type serration은 주기적인 (periodic) 계단 형상, B type serration 진동하는 (fluctuation) 형상, C type serration은 뚝뚝 떨어지
는 (drop)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Serration 거동은 인장 곡선 뿐만 아니라 DIC 및 열화상 분석법을 이용해서 serration
거동을 관찰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e-18Mn-0.6C 강에서 인장 변형시 나타나는 serration 거동을 관찰하고, DIC
및 열화상 분석법과 같이 인장 시험 이외에 다른 측정 방법을 통해 serration 거동을 관찰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P10-23]

Analysis of Migrating Boundary Induced Plasticity of Pure Iron under Externally Applied Stress using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Simoon Sung1, jae hoon jang2, heung nam han1; 1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eywords: molecular dynamics / recrystallization and grain growth induced plasticity / transformation plasticity / migrating boundary 
It is known that a considerable permanent deformation occurs in even a very low-stress state while a solid-solid phase transformation

proceeds in metallic materials. This phenomenon, so-called the transformation plasticity, causes many engineering problems during
various metallurgical processes. One of the widely accepted descriptions of this phenomenon had been proposed by Greenwood and
Johnson. They had suggested that the weaker phase could deform plastically to accommodate the externally applied stress and the
internal stress caused by the volumetric change accompanied by the phase transformation. However, interestingly, the similar
phenomenon has been observed during the recrystallization and grain growth, which is barely accompanied with volume change. Han et
al. suggested the concept of migrating boundary induced plasticity for the permanent deformation during both the solid-solid phase
transformation and the recrystallization and grain growth under applied stress. They developed a constitutive equation based on a
migrating boundary diffusion mechanism for the recrystallization and grain growth induced plasticity (ReGIP). In this study, the
molecular dynamics (MD) simulations using polycrystalline pure iron atoms under various stress and temperature conditions were
carried out to verify the ReGIP phenomenon. We developed a computer program that can transform the positional arrangement of atoms
in MD simulation domain into crystallographic information., which is available in Orientation Imaging Microscopy (OIM) software.
Finally, the ReGIP phenomena were confirmed with the MD simulation under various stress and temperature conditions. The
dependency of ReGIP strain on applied stress and temperature was obtained from the simulation and compared with the constitutive
equation suggested by Han et al.. 

[P10-24]

Electrowinning of Mangnese Oxide from Molten Oxide Electrolyte: Joongseok Kim1, KyungWoo Lee1; 1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Manganese Oxide, Electrowinning, Thermodynamics, Kinetics, Molten Oxide
Manganses production from manganese ore is mainly conducted by pyrometallurgy process. In pyrometallurgy process, carbon which

is used as reductant comes out in form of carbondioxide after reaction, and this carbon dioxide causes enviromental problems.
Alternative way of producing manganese is electrowinning. In electrowinning process, electrolyte acts as a channel for ion transfer, and
electrolyte's property affect effectiveness of entire process. Molten oxide used as electrolyte should have low melting temperature, high
solubility of target metal oxide, good transport property, and they should have higher decomposition potential than target metal. By
considering these properties we chose boron oxide and sodium oxide as molten oxide in our experiment. The electrolyte showed low
melting temperature and high solubility of manganese oxide. We used potentio stat to see the CV curve during our experiment. By
analyzing the peaks in CV curve, we found decomposition potentiasl of each oxides in the electrolyte. After electrowinning we used
XRD and SEM EDS to see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Result showed reduced manganese congregated near the cathode. 

[P10-25]

나노인덴테이션을 이용한 GA 합금층의 기계적 성질 분석: 팽정인1, 최인석1; 1서울대학교.
Keywords: Mechanical properties, Galvannealed steel, Gamma phase, Nanoindentation, Mapping 
용융아연도금강판은 아연도금층이 희생양극성에 의해 강판의 갈바닉 부식작용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아연생성물의 물리적 내피막형
성에 의한 내부식성도 지니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 분야에서 방청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용융아연도금 이후 열
처리 과정을 통한 확산에 의해서 다양한 Fe-Zn 금속간화합물 합금층을 형성하는 합금화용융아연도금 강판 (Galva-Annealed steel/
GA) 의 경우 일반적인 아연 도금 강판에 비하여 우수한 도금 밀착성과 도장성 및 용접성을 지니며, 내부식성 또한 향상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연 도금층이 분말처럼 탈착되는 파우더링 현상이 강판 가공시 발생되기에 성형성이
요구되는 응용처에서의 GA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인덴테이션을 이용하여 GA 도금내에 존재하는 금속간화합
물합금층의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파우더링 현상의 원인은 금속간화합물 중에서 취성이 가장 큰
감마상의 파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가 존재 할 수 있는 합금층 내에서의 크랙 생성 및 전파에 대
한 파단기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합금층의 기계적 성질 및 두께의 차이가 전체 도금층의 파단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
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인덴테이션 및 Dynamic Mechanic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GA 도금단
면내의 각 합금층의 탄성계수와 경도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각 합금층의 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산업 현장에서 GA 도금층의 합금화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학분석법과
더불어 합금층의 제어 및 파단을 제어하기 위해 상보적 방법론과 정량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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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26]

Effect of mixing Ratios on Iron Ore Pellet Properties at High Temperatures for Grate-Kiln Applications: Taehyeon Kim1,
Il Sohn1; 1Yonsei University.

Keywords: Grate-Kiln: Pellet: Drop number: Cold compressive strength: reduction index(RI) 
In the process of making composite pellets as an alternative iron source, direct reduction iron (DRI) is one of the solutions needed to

reduce cost and produce high-quality iron. Grate-Kiln is plants that produce iron ore pellet for blast furnace and direct reduced iron feed.
In Grate-Kiln, pellets are dried and preheated in the Grate zone and heated to make stronger pellets at the target temperature in the Kiln
zone. Grate-Kiln has the advantages of independently adjusting the speed of system and energy efficient by recycling heat. According to
these advantages, plants are gradually increasing.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technology of Grate-Kiln. In this work,
analysis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fluxed pellet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ffect on Grate-Kiln. Green pellets
with a diameter between 9.5 to 12.5 mm were produced from fine powders less than 100μm. The moisture content was measured for
evaluation of plasticity. The fluxed pellets were exposed to various temperature.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the pellets affects the
transport in Grate zone which is related to produce high-quality iron. Therefore, Drop tests and cold compressive strength (CCS) test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fluxing materials and amount on the physical properties. In addition, reduction Index(RI) and
other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r chemical analysis. 

[P10-27]

니켈계 초내열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 추동주1, 박찬희1, 이준호1, 정우상2; 1고려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ywords: Ni alloy, superalloy, 740H, gamma prime
최근 온실가스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화력발전소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충족시키고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도 및 증기압 증가를 위해 A-USC 급 보일러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화력 발전소용
부품은 대부분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강이지만 고온 작동 부품에는 철계 대신 니켈계 초합금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니켈계 초내열 합금 INCONEL 740H의 주요한 석출강화상인 gamma prime의 양과 조성을 변화시
키고자 Ti+Al 첨가량과 Ti/Al ratio 다르게 하여 5개 조성의 합금을 설계하였다. 설계 된 조성으로 합금을 30kg의 판재로 제작하여
인장시험, 경도분석 후 gamma prime 석출상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P10-28]

Ar-3%H2 분위기에서 제조된 (CoCrFeMnNi)95.2Al3.2Ti1.6 고엔트로피 합금 내 비금속 개재물의 생성 거동: 강지연1, 최누리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Keywords: High entropy alloy, Impurity, Nonmetallic inclusion, Thermodynsmics, FactSage
기존의 고엔트로피 합금에 대한 연구들은 진공용해 방식으로 제조된 소량의 시편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소형 시편에서 우
수한 기계적 특성이 보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제조 방식은 대용량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원가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3%H2 분위기 하에서 제조된 (CoCrFeMnNi)95.2Al3.2Ti1.6 합금의 불순원소 함량을 분석하여 대기용해 가능성을 검토하
고 합금 내 비금속 개재물의 생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불순원소들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C/S, N/O 분석기를 이용하였
다. 비금속 개재물의 종류를 예측하고 각 개재물이 형성되는 열역학적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 상용 열역학 소프트웨어인 FactSage를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형성되는 개재물의 조성과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OM, SEM-EDS를 활용하였다. 실험 결과, 5 μm 이하의 크
기를 가지는 TiN, Al2O3, Mn(S,Se)의 비금속 개재물이 발견되었고 이는 FactSage의 계산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불순원소의 함
량은 합금의 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P10-29]

전기화학적 어닐링 처리가 304L 스테인리스 강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영향: 정영재1, 김성진1; 1순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마르텐사이트, 상변태, 전기화학적 어닐링 처리, 부식거동
강재 자체의 기계적 물성과 함께 표면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석유 화학 및 원자력 발전 산업분야에서, 강재의 물성을 저해시키지
않는 표면처리법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재가 석유 화학 및 원자력 발전 산업분야 내 적용되기 위해
서는 연삭 및 압연 등 기계적 가공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오스테나이트 기지 일부는 강재의 물성 및 내식성을 저하
시킬 수 있는 α’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의 상변태를 동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강재의 기계적 가공 후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제거
하기 위해 수백 oC 에서 어닐링 처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강재의 물성을 약화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에 선행연구에서는 기지 물성의 변화를 배제하며 표면에 미량 형성된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제거시키는 전기화학적 어닐링 처리가 제
안된 바 있다. 하지만, 전기화학적 어닐링 처리의 메커니즘 규명 및 처리 후 강재의 내식성 변화거동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화학적 어닐링 처리를 실시한 스테인리스 강재의 전기화학적 부식 거동 분석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식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P10-30]

Numerical Simulation of Phase Transformation and Microstructure Formation During GTA Welding of SS400 Steel:

Song Jihyo1, Yi kyungwoo1, Oh changyoung2; 1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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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Numerical simulation, GTA welding, Welded joint, CCT diagram 
During the Gas Tungsten Arc(GTA) welding process, the material experiences different thermal cycles for each location, so it

undergoes various phase transformation behaviors, and finally, various microstructures are formed in the welded joint. However,
because the microstructure is formed in a very narrow area and complex, it is difficult to analyze it experimentally. In this study, the
three-dimensional model of heat transfer was used to analyze the thermal cycles at various locations, and it was applied to the grain
growth model and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CCT) diagram to predict the phase transformation and final microstructure in
SS400 steel during the GTA welding process. Coarse grains of martensite and bainite are mainly present in the heat affected zone(HAZ)
near the fusion zone where coarse prior austenite grain is formed due to high peak temperature. The HAZ where fine prior austenite
grain is formed due to low peak temperaturefine grains are formed and a high fraction of bainite and ferrite exist. On the other hand,
when the peak temperature exists between the austenite phase transformation start temperature(Ac1) and the finish temperature(Ac3),
the microstructrue of base material is partially austenitized. As a result, only the austenitic part is transofrmed into ferrite and bainite
during the cooling process, and there are fine and relatively coarse grains. 

[P10-31]

패터닝 및 정렬된 전극을 통한 플렉서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제작: 김진훈1, 박진우1; 1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Flexible, orgainc light emitting diode, patterned electrode, silver nanowire
제조업 현장, 특히 철강 산업의 제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고온의 환경, 일산화 탄소 등의 유독가스에 수시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작업자들의 신체에 부착되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 및 체온, 심전도, 맥박 등을
감지하여 사용자들에게 미리 경고할 수 있는 웨어러블 소자들은 작업자들의 안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작업
자의 렌즈, 피부 등에 부착되어 이러한 위험요소를 미리 경고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정보표시 디스플레이 역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
체의 피부와 렌즈는 3차원 굴곡이 있으며, 부드러운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정보표시 디스플레이 소자 역시 굴곡진
면에 부착될 수 있고, 인체 피부 혹은 렌즈에 이질감 없이 장착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까지는 기계적
유연성을 갖는 디스플레이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island interconnect 소자 기판의 두께를 매우 얇게 하는 구조제어 방법을 통
해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제어 방식에는, 화질을 높게 확보할 수 없으며, 공정상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가 존재
한다. 따라서, 유연성이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높은 곡률반경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을
갖는 디스플레이용 소재 개발은 거의 이뤄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에 사용되는 음극 전극
소자의 패터닝 및 정렬 기술을 개발하여, 구조제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성을 띄는 OLED 디스플레이 소자를 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채널이 형성된 폴리디메틸실록산 (PDMS) 스탬프를 기판에 부착한 후 은 나노선 용액을 주입하여, 표면장력을
사용한 패터닝 및 정렬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새롭게 개발한 전극을 사용하여, 약 6000 cd/m2 의 높은 광도를 갖는 OLED 소
자를 제작하였으며, 2 mm 의 곡률반경 하에서도 초기 광도 대비 30% 의 광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OLED 소자를 제작하였다. 

[P10-32]

고온 인장 퍼니스에서 표시되는 온도와 실제 시편 온도의 편차 및 제어: 정현빈1, 이영국1; 1연세대학교.
Keywords: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 temperature difference
퍼니스를 이용한 고온 인장 실험 중 장비에 표시되는 온도와 실제 시편의 온도에 편차가 있음을 보이고 그 편차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장비에 표시되는 온도는 퍼니스 내부에 꽂혀 있는 thermocouple(TC)를 통해 측정되고, 시편의 실제 온도는 고온 인장 시편의
게이지 파트에 TC를 용접하여 측정하였다. 490 oC, 850 oC 두 가지 목표 온도에 대해 0.5 oC/s의 승온 속도로 상온부터 가열하
며, 장비에 표시되는 온도가 목표 온도에 도달한 후 5분을 유지하고 시편의 온도를 기록하였다. 목표 온도가 490 oC인 경우 시편
의 온도가 목표 온도에 125 oC 미달하였으며, 850 oC인 경우 시편의 온도가 목표 온도보다 14 oC 초과하였다. 490 oC의 경우
목표 온도 도달 후 27분을 더 유지하였을 때 시편의 온도가 490 oC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더 낮은 승온 속도로 시편을 가열할 경
우 장비에 표시되는 온도와 시편 온도의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실험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실제 시편의 온도를
측정해서, 실제 시편의 온도가 목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P10-33]

Effects of CaO/Al2O3 Mass Ratio and SiO2 Contents on the Crystallization Behavior of CaO-Al2O3 Based Continuous

Casting Mold Fluxes for High Al and High Ti-containing Steels: Gibeom Kim1, Il Sohn1; 1Yonsei University.

Keywords: Mold flux: Crystallization: High Al steels: High Ti steels: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During continuous casting, mold fluxes control the radiative and conductive heat transfer between the partially solidified steel shell

and mold providing the desired heat flux. And mold fluxes also play various roles such as insulate the molten steel from excessive heat
loss through the exposed steel and lubricate the partially solidified shell and the water-cooled copper mold to prevent sticking. In
particular, non-uniform heat transfer in the mold can result in loss of lubrication, high friction and irregular shell growth, which lead to
sticker breakouts and longitudinal surface cracks. The current available mold fluxes for continuous casting of ultra-light steels
containing high Al react violently resulting in significant compositional changes in the flux, which makes it difficult to use during
casting. Significant surface quality and operational issues occur during continuous casting of high-Al steels due to the changes in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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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2O3 in the mold flux. Considering the thermodynamic driving forces involved, a comparatively non-reacting stable CaO-Al2O3

based mold flux is needed. However,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crystallization, viscosity, and thermal conductivity is
necessary. In this work, crystallization behavior with various SiO2 contents and CaO/Al2O3 mass ratios is investigated and observed in-
situ at high temperatures with a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 The morphology of as-quenched samples was analyzed by
SEM-EDS and phase identification of the various quenched slags was conducted through XRD analysis. 

[P10-34]

산업부산물 첨가에 따른 용강의 탈황에 관한 연구: 정태수1, 박주현1; 1한양대학교.
Keywords: Fluorspar, Physicochemical property, Ladle slag, Desulfurization efficiency, Rate determining step
형석은 제강공정에서 슬래그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부원료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형석을 함유하는 슬
래그 배출 시, 불소 유출로 인한 각종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2차 정련에서 소모되는 형석의 사용량을 저감하는 것은 필
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래그 중 CaF2 함량을 저감하여도 그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정련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CaO-Al2O3-SiO2-MgO-CaF2계 래들 슬래그에서 CaF2 함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FeMn slag (FMS), Red mud
(RM), White mud (WM) 등의 산업부산물을 첨가하여 용강 탈황실험을 진행하였다. FMS, RM을 10% 이상 첨가한 경우를 제외
하고 대부분의 실험에서 기존 슬래그(CaF2=10%)와 유사한 S 정련능을 보였다. MnO가 약 40% 함유된 FMS를 래들 슬래그에
10% 이상 첨가할 경우, 기존 슬래그 대비 S 정련속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 때 S 정련 mechanism은 용강 중 S의 물질이동에
서 슬래그 중 S의 물질이동 혹은 혼합율속 단계로 천이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10% 이하 소량첨가 조건에서는 기존 CaF2

10% 슬래그와 유사한 수준의 S 정련속도를 나타내었다. Fe2O3가 40%가량 함유된 RM을 래들 슬래그에 첨가한 경우에도 FMS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약 9%의 Na2O를 함유한 WM를 래들 슬래그에 첨가할 경우, 기존 슬래그 대비 S 정련속도의 증
가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업부산물을 형석 대체 flux로서 약 10% 이하의 비교적 소량 첨가할 경우
에는 10% CaF2를 함유하는 기존 래들 슬래그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S 정련능 및 S 정련속도의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P10-35]

헬스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경피성 산소센서 연구: 임창진1, 박진우1; 1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Keywords: 경피성 산소분압, 광학발광식 산소센싱, 웨어러블 센서, 마이크로 LEDs, 유기포토다이오드
산소는 인간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조직 및 사지말단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말초
혈관질환 등의 질병이 발병한다. 따라서 인체의 산소농도를 정밀하게 실시간, 대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광학 발광식 산소 센싱 원리를 기반으로 패치 타입의 웨어러블 경피성 산소센서를 개발하였다. 센서는 산소 센싱 필름, ITO 투
명박막히터, PVDC 산소차단막, Micro LED array, 적색광 필터, 유기포토다이오드의 적층 구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용액공정이 가능
하고 정확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센서를 구성하는 각 소자는 모두 유연하며 Micro LED의 안정적인 빛 발광으로 60분
의 긴 시간 동안에도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센서를 구성하는 각 디바이스는 공정 최적화 과정을 거친 후 각 성능지표가 평가
되었으며 30 vol% O2 에서 센서의 민감도가 약 1.61로 측정되었다. 또한, leg elevation 프로토콜을 도입하여 다리 동작에 따른
경피성 산소분압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센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기화학 기반의 Periflux 5000과 유사한 경
피성 산소분압 변화값을 측정하였으며 더욱 빠른 측정 반응속도를 보였다.

[P10-36]

진공유도가열로(VIM)에서 발생되는 blow hole 및 bridge를 막기 위한 변수 제어: 최석원1, 이영국1; 1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Keywords: blow hole, bridge, 진공유도가열로, 다짐봉, 잉곳 
진공유도가열로에서 발생되는 여러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2가지 blow hole, bridge가 있음. blow

hole 현상은 용해를 하고 잉곳을 냉각시킬때 내부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해 잉곳 안에 생기는 기공을 말하며 bridge는 용해시 재료
가 외부 대기에 닿는 곳에서 열이 재료로 안가고 대기로 빠져나가 안 녹는 현상임. 이를 해결하고자 냉각속도를 느리게 시키고 도
가니 상단부에 다짐봉을 설치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bridge를 제거 시키려고 하였음. 이에 밖에도 여러 변수 제어를 하였고 이에
대해 포스터 발표를 하려고함. 

[P10-37]

백금-바나듐 합금을 이용한 CaO-SiO2-V2O3 3원계 슬래그 중 V2O3의 활동도 평가: 박동휘1; 1고려대학교.

최근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특수 내진 고강도 철근 개발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 V은 내진용
고강도 철근의 강도 향상에 핵심이 되는 미량 강화 원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투입 원료인 FeV의 가격이 급등으로 인해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공정 상 V 투입량의 최적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공정 상 V 투입량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V의 열역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V의 열역학적 거동 평가를 위한 선행 연구로서 백금-바나듐 합금과 CaO-SiO2-V2O3 3원
계 슬래그를 평형시켜 슬래그 중 V2O3의 활동도 및 산화수를 염기도, 온도, 산소 분압 및 V2O3 농도에 대해 평가하였다.

[P10-38]

In-situ Hydrogen Attack Analysis for Low Alloy Steel: 김한진1, 서진유2, 이준호1; 1고려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ywords: Hydrogen attack, ferritic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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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ic steels used mainly in chemical plants and petroleum industry are exposed to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of hydrogen.
Hydrogen attack is a serious structure-degrading process taking place in ferritic steels containing cementite by the hydrogen-induced
decomposition of cementite into iron and methane gas at elevated temperatures. Although the outcome of the high temperature
hydrogen attack could be obvious such as significant dissolution of pearlite and formation of fissures or large voids, detecting the
initiation of the process is challenging. In that context, we built an experimental set-up that could evaluate the creep deformation of a
metallic specimen at high temperature under hydrogen atmosphere. We recorded the displacement induced by creep deformation with
and without hydrogen gas to discuss the initiation of the hydrogen attack. We also performed microstructural verification using
interrupted creep specimens. The high temperature hydrogen attack behavior observed using the creep testing under hydrogen
environment was also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observation made by simple annealing experiment. 

[P10-39]

CFD 모델링을 이용한 고로 내 열 및 유체 유동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김민태1, Dereje Degefa Geleta1, 이준호1; 1고려대학교.

Keywords: 제선공정, 고로, 수치해석, 열 및 유체 유동, CFD 
21세기 제선공정의 키워드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이다. 이에 걸맞게 고로의 설계와 제어는 생산성에만 주목하던 시절보다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하도록 최적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온도조건에서의 고로 내 다상유동과 열 및 물질전달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 영역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해석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치해석 툴은 크게 두 가지로, 매크로 스케일에서 쓰이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와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쓰이는
Discrete Element Method(DEM)이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CFD에 주안점을 두어 고로 시뮬레이션의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CFD 모델링만의 이점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다음으로 CFD 모델링을 이용한 선행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고찰해보
았다. 

[P10-40]

FINEX 용융로에서 동제련 슬래그 첨가를 통한 HCI의 용융성 개선: 김민기1, 최무업2, 김태혁2, 이준호1; 1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포스코.

Keywords: 제선: FINEX: HCI: 용융
차세대 제선 기술인 FINEX 공정의 경우, 용융로에서 hot compacted iron (HCI)이 원료로 사용된다. HCI는 일반적으로 예비환
원철 (DRI)과 석회석 또는 백운석과 같은 부원료를 압착하여 제조하고, 고온 반응 중 첨가된 부원료 표면에 형성되는 다이칼슘실리
케이트 (C2S) 층은 액상 슬래그 형성을 억제하여 공정 효율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부원료 용융성 향상을 위해 산업 부산물
을 활용한 HCI 용융성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역학적 검토 결과 HCI에 FeO가 함유된 첨가제를 추가하는 것이 슬래그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eO를 함유한 산업 부산물인 동제련 슬래그를 첨가제로 선정하였다. 실험
실 규모의 실험을 통해 HCI 중 FeO가 CO-H2혼합 가스에 의해 환원되는 과정에서 Fe-Si-Al-Mg-O spinel 상이 HCI 내부에 형
성됨을 확인하였다. 1500oC에서는 spinel 상의 용융에 의해 FeO 함유 슬래그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부원료의 용융성이 개선되었
다. 탄재층에서 용융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1500oC에서 HCI가 전량 용융되어 Fe-C 합금과 액상 슬래그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
여 동제련 슬래그 첨가를 통한 HCI의 용융성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P10-41]

대용량 보일러에서 CO2 절감을 위한 고 내열성, 고 내식성 튜브의 고온산화 및 부식 거동 분석: 서하늘1, 김동익2, 고윤석2, 허주열1;
1고려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ywords: Solid oxide fuel cell interconnects, Area specific resistance, Lanthanum, Oxidation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진 T12와 Super 304H 시료를 사용해 연소가스 분위기에서의 부식 실험을 진행하여 보일러
튜브재료의 고온 산화 및 부식 거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O2 농도를 0ppm과 150ppm 으로 변화시키면서 수분 함
유 공기 분위기, 600도 조건에서 재료의 장기적인 내산화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모든 면이 폴리싱된 시편의 면적과 초기 질량을 측
정한 후 산화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25시간, 50시간, 100시간, 200시간, 500시간으로 5번 진행되었으며 열처리 후 각각의 시편
을 초기 시편 질량과 비교함으로서 부식 및 산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사전실험을 통해 Super 304H가 보다 더 우수한 내 산화성
보이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철계 산화물이 형성되는 T12 에 비해 높은 Cr 함량에 의해 보다 성장 속도가 느린 Fe-Cr 복합 산
화물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형성된 산화막은 후방산란전자(BSE) 이미지관찰, 에너지 분광 분석(EDS)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산화막 성장 거동을 해석하여 최종적인 산화 속도식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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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1]

나노포러스 금의 결정립구조와 리가먼트 사이즈에 따른 파괴거동: 송은지1, 곽은지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Keywords: 나노포러스, 고온 압연, 파괴인성, 계층구조 
나노포러스(Nanoporous) 구조는 나노스케일의 리가먼트와 기공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스펀지와 같은 구조로, 높은 비표면적과 낮은
밀도를 가진다. 이러한 이점으로 촉매나 센서, 액추에이터 등에 나노포러스 구조를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나
노포러스 금은 간단한 화학반응과 열처리만으로 구조 제어가 용이하여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성이 높은 벌
크스케일의 금과 달리 나노포러스 금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낮은 강도와 연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나노크기의 기공
이 결함과 같은 응력집중부로 작용하여 낮은 강도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한다. 이후 균열은 결합이 약한 입계를 통해 급진적으로 성
장하면서 나노포러스 금의 취성 파괴를 일으킨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으로 나노포러스 금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을 이용하여 금-은 모합금의 결정립 구조를 제어하였고, 은을 제거하는
선택적 에칭으로 나노포러스 금의 리가먼트 사이즈를 제어하였다. 이후 결정립 크기와 리가먼트 사이즈에 따른 나노포러스 금의 파
괴인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나노포러스 금의 결정립 크기에 따른 리가먼트 사이즈 효과와 나노포러스 금의 취성 파괴 메커니즘
을 분석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나노포러스 금의 결정립계 및 리가먼트 사이즈 제어를 통한 강도 및 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조사
하고자 한다. 

[P11-2]

봉지재료용 고안정성 비정질 금속 박막의 나노 탄소성 변형 특성 평가: 박선영1,2, 이동주1, 우정현1, 전은채2, 김주영1; 1UNIST 신소재

공학부. 2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Keywords: 비정질 금속, 스퍼터링, 봉지재료, 인장시험
최근 디바이스 시장은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인 융합이 가속화되며 자유로운 형태적 변화를 요구함에 따라 신축성이 요구 되고 있
다. 특히, IoT 산업에서는 인체에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와 접목되며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기물 재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의 경우 수분과 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분과 산소로부터 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봉지막 재료의 신축성도 함께 요구된다. 최근 개발된 다층봉지박막기술은 수분투과방지성능이 뛰어난 무기물
재료와 유기물 재료를 반복 적층을 통해 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유연성을 증대한 기술이다. 하지만 무기물 재료 적층을 위해
이용되는 원자층 증착법 경우 공정 비용 또는 공정 시간으로 인한 수율 측면에서 상용화에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수분과 산소 투과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스트레쳐블 봉지재료를 개발하였다. 상온 및 대면적
증착이 가능한 스퍼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비정질 금속 박막을 제조하고 봉지특성 평가를 위해 칼슘 부식테스
트를 이용하여 수분투과율을 측정하였다. 또한 신축성 평가를 위해 실시간 나노인장 시험을 통해 기계적 특성을 측정 및 분석하고
반복 신축성 시험을 이용하여 반복 신축에 대한 기계적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P11-3]

솔겔 공정을 이용한 고신축 이산화규소 박막 제조 기술: 김시훈1, 김나향1, 김한글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Keywords: 이산화규소, 박박, 솔겔, 기계적 물성 ,고연신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소자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소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자의 구성요소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분자 재료의 경우 높은 변형특성 덕
분에 유연성 소자에 적용하기 용이하지만, 전자기기의 부동층, 절연층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산화규소와 같은 무기재료의
경우 낮은 탄성 한계를 가지고 있어 유연소자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무기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료 내에 존재하는 결함이
크랙의 생성 원인으로 작용하여 낮은 변형률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무기재료의 재료 내 결함을 최소화하여 변형 특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규소 박막의 다양한 증착 방법 중 하나인 솔겔 공정은 솔루션 기반의 공정으
로 대면적 제작이 가능하며 조밀화 과정을 고온에서 진행할 경우 내부 결함 없이 박막의 제조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솔겔공정으로 제작한 이산화규소의 경우 나노파티클에 대해서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박막형태 이산화규소에 대해서는 기계
적 물성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발표에서는 박막형태의 이산화규소를 솔겔 공정으로 제작하고 기계적 물성 및 변형 신뢰
성을 분석하였다. 제작된 이산화규소 박막의 비정질구조는 TEM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투과도는 UV-vis-nir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산화규소 박막의 탄성 한계는 일축 인장실험과 반복 인장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된 탄성 한계에 기반하여 임계
굽힘 곡률을 예측하고 다양한 굽힘 곡률에서 반복 굽힘 실험을 진행하여 얻은 임계 굽힘 곡률과 비교 분석하여 소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P11-4]

자가치유(Self-healed)된 나노포러스 금의 강도 회복 특성: 곽은지1, 전한솔1, 김주영1; 1UNIST 신소재공학부.

Keywords: 나노포러스 금, 자가치유 거동, 실시간 인장시험, 리가먼트

P11 : 재료강도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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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스케일의 기공 구조를 가진 나노포러스 금(Nanoporous gold) 재료는 기체나 액체가 투과 가능한 복연속성(bicontinuous) 구조
로 안하여 높은 비표면적과 화학적 안정성을 가져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나노포러스 금의 경우 불규칙한 기공 형태로 인
하여 낮은 강도와 취성을 보이고 있으며, 변형이 파단면 근처의 리가먼트의 집중되는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최근의 연구에서 10 나
노미터 이하의 지름을 가진 금 나노와이어의 경우 기계적 접촉에 의하여 상온에서 쉽게 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나노스
케일의 크기, 동일한 결정방향, 상온에서의 빠른 표면확산 작용에 의한 것으로 수초에서 수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온 접착 거동을 이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나노소자를 제조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나
노스케일의 리가먼트 크기를 가지는 나노포러스 금을 제작하고, 실시간 인장 특성 평가를 통하여 자가치유거동을 분석한다. 취성 파
괴 이후 파단 리가먼트의 기계적 접촉을 통하여 발생하는 접착 거동에 의한 파단된 나노포러스 금의 강도 회복 정도를 평가하고 이
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P11-5] Canceled

바나듐을 함유한 페라이트-펄라이트 조직강의 미세조직 기반 인장 특성 예측: 홍태운1, 신승혁1, 심재혁2, 이명규3, 이준호4, 황병철1; 1서

울과학기술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서울대학교. 4고려대학교.

[P11-6]

강과 알루미늄의 모재 강도차이에 따른 다중용합소재의 기계적 특성 및 파단거동: 전건우1, 박윤민1, 김성우2, 김동진2, 정창열1; 1동국대

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2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재료기술개발부.
Keywords: steel-aluminum, multi-materials, adhesive, mechanical property, fracture behavior

최근 강화되는 차량 안전성 및 환경규제로 인한 차체의 고강도화와 경량화를 동시에 요구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기술 개발 동
향은 경질소재인 강과 경량소재인 알루미늄을 접합한 다중융합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조용 접착제를 이용한
다중융합소재는 접합면 전체에 응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응력 집중을 막는 동시에 무게를 거의 증가시키지 않으며 공정에 적용 시
자동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과 알루미늄의 강도 차이에 따른 다중융합소재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차체 및 섀시 부품 소재로 사용되는 DP590 강판과 A356 알루미늄 주조재 합금에 구조용 접착제를 적
용하여 접합강도 변화에 따른 인장 및 굽힘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강과 알루미늄의 모재 강도 차이에 따른 기계적 특성 비교를 위
해 SS400과 A5052 판재를 접합하여 인장 및 굽힘시험을 실시하였다. 두 이종재질의 인장특성 결과, 접합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
면의 접합력 향상으로 인해 알루미늄 파단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적층 순서의 굽힘 특성 결과에서 두
이종재질은 접합력 향상에 따른 강과 알루미늄의 변형이 균일하게 유지되어 계면분리 전까지 굽힘강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반면, 이종재질의 동일한 접합강도 조건 굽힘 특성 결과에서 DP590-A356 이종재질은 강(하) - 알루미늄(상) 조건, SS400-
A5052 이종재질은 강(상) - 알루미늄(하) 조건에서 계면분리 및 알루미늄 파단에 의한 급격한 응력 하락 현상이 줄어들었다. 이는
강(상) - 알루미늄(하) 조건 굽힘 시험에서 DP590-A356 이종재질은 연성이 취약한 A356이 인장하중을 받아 파단이 일어난 반면,
SS400-A5052 이종재질은 A356보다 상대적으로 연성이 높은 A5052가 굽힘 시험 종료까지 균일 변형된 결과로 판단된다. 광학현미
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분석결과, 두 이종재질의 접합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알루미늄의 표면변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이종재질의 접합면에 응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P11-7]

Zr이 alloy 740H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찬희1,2, 추동주1,2, 이준호1, 정우상2; 1고려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

너지소재연구단.
Keywords: Ni, Superalloy, Zirconium, Gamma prime 
니켈계 초내열합금 중 하나인 alloy 740H는 주요 석출상인 gamma prime 과 탄화물 (M23C6,, MC)의 형상 및 석출 거동에 따
라 고온 기계적 특성이 결정된다. Zr은 결정립계에 편석되어 결정립 성장을 억제시킴과 동시에 결정립계에 형성되는 탄화물의 성장
속도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Zr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matrix/gamma prime 의 misfit이 증가하여 gamma prime 의
강화효과를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loy 740H에 Zr을 첨가에 따른 석출상 및 미세조직 변화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Zr 0.05~0.30 wt%을 첨가한 6개의 합금을 설계하였다. 1150oC에서 용체화 열처리 후, 800oC에
서 시효처리 하였다. 750oC의 유지시간에 따른 경도를 측정하였다. SEM을 이용하여 gamma prime 및 미세조직 변화를 분석하
였다. 또한, 6개의 합금 중 3가지 조성을 선택하여 상온, 400~900oC의 온도에서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SEM을 이용하여 초기
gamma prime 및 결정립 크기를 분석하였다. Zr의 함량 증가에 따른 경도 및 인장 강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Zr의 첨가는 초기 결
정립 크기는 감소하였지만, gamma prime 크기의 차이는 없었다. 

[P11-8]

Inconel 718 조사 지지격자체 기계적 강도 평가 : 김성근1, 권인찬1, 김재한1, 김도식1; 1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spacer grid, pendulum type crush test, critical buckling strength, buckling mode shape 
핵연료집합체 구조부품으로써 지지격자체(spacer grid)는 연료봉(fuel rods)을 횡방향 및 축방향의 일정 간격으로 유지하고 냉각재
의 열전달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dry storage) 조건에서 핵연료집합체 운반 및 저장 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연료봉의 손상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격자체는 충격에 따른 변형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충분한 강
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충격 하중에 대한 조사 지지격자체의 강도 및 좌굴특성은 필수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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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식 충격시험으로 조사 지지격자체의 충격 좌굴강도를 평가하였다. 진자식 충격시험은 지지격자체의 한쪽 측면을 고정한 후 일정
질량을 갖는 해머가 특정 각도에서 반대쪽 측면에 타격을 가하여 충격력을 획득하는 시험방법으로 충격력이 이전 각도의 충격력보다
감소하는지에 따라 좌굴여부를 판단하여 임계 좌굴충격력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conel 718 재료의 14STD 조사 중간
지지격자체를 대상으로 충격시험을 수행하여 임계 좌굴충격력 및 좌굴형상을 획득하였고 미조사 지지격자의 시험결과와 비교평가 하
였다. 

[P11-9]

구조용 접착제를 적용한 강-알루미늄 다중융합소재의 파단특성: 하동욱1, 송태웅1, 임연수2, 김동진2, 정창열1; 1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한국

원자력연구원.

최근 강화되는 충돌 안전 법규 및 환경규제로 인해 차량의 내충돌성 향상을 위한 차체의 고강도화와 동시에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체 경량화의 복합적인 해결 방안으로 강과 알루미늄을 접합한 다중융합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계적
체결 및 용접에 해당되는 기존 접합 방법들은 응력집중 및 용접시 열영향부와 같은 취약한 부위를 형성시켜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
으며 이러한 기존 접합 방법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구조용 접착제를 이용한 접합공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자동차 차체 및 섀시로 사용되는 DP590 강판과 A356 주조재 알루미늄
함금을 접합한 후에 접합강도 변화에 따라 강-알루미늄 이종재질의 인장 특성 및 파단 거동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강
과 알루미늄의 적층 방향성에 따른 굽힘실험을 실시하여 구조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강-알루미늄 이종재질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접합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융합소재의 인장 특성은 계면의 접합력 향상으로 인해 알루미늄 파단간극
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알루미늄의 파단면 근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단일 소재에서는 공정 Si 및 Fe
화합물을 따라서 균열이 생성 및 진전되었지만, 이종재질의 경우 α-수지상내 균일한 변형에 따른 slip band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
고 접합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현상은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종재질 접합시 접합면 전체에 응력이 일정하게 전달되
어 균일변형을 유도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동일한 적층 조건의 굽힘 특성 결과에서 접합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굽힘강도 및 이종
재질의 균일변형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적층순서에 따른 굽힘 특성에서는 강(상)-알루미늄(하) 조건에서 강도와 연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A356이 인장하중을 받게되어 파단의 발생 및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P11-10]

핫스탬핑 직수냉각 금형 냉각수 배수로와 제품의 기계적 특성의 상관관계 고찰: 박현경1, 정지원1, 이동석1, 김윤1; 1동해금속.

Keywords: 핫스탬핑, 직수냉각, 배수로, 강도, 경도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따라 경량화 및 고강도성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냉간성형 시 스프링백과 초고강도 합금의 경우
제품의 성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간성형(Hot Press Forming)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열간성형에 대한 제품의
생산성 및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형 후 직수냉각을 통한 판재 냉각을 진행하여 생산품에 대한 냉각수 배수로와 제품의
기계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금형 내 배수로 미적용 시 직수냉각금형의 냉각수 배출이 잘 되지 않고 판재의 냉각효과가
고르게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강도 및 경도가 목표치에 미달되었다. 따라서 ?칭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원활한 냉각수 배
출을 위하여 노즐의 위치를 고려한 냉각수 배수로를 가공하였다. 이후 생산품의 강도 및 경도를 측정한 결과 목표치에 달성하였다. 

[P11-11]

24Cr 주조강의 열간단조에 따른 Creep 특성 변화 : 이도륜1, 문동준1; 1㈜포스코 기술연구원.
Keywords: Hot Forging, Creep, Cast steel, residual stress

It is known that high Cr steel is generally excellence on creep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widely adopted when it is intended to be
used for a long time by various devices of a high temperature annealing furnace. And, it is known that hot forging is also good method
for increasing the creep characteristics of steel because of making dense structure.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nducted the experiment
to investigate the creep improvement effect of hot forging of Cr based cast steel. Specifically, we choose KHR20T cast steel(25% Cr
based steel alloy) because it is known for excellence in low creep deformation on high temperature. After heating to a specific heat
cycle, forging and cooling were performed, and creep tests were performed under high temperature annealing conditions. As a result, it
was expected that creep characteristics after hot forging could be improved, but it’s not. In this paper, the cause analysis is also included.

[P11-12]

저합금강의 동적변형시효에 미치는 합금 조성 및 열처리 영향 분석: 이요섭1, 이종현2; 1한수원중앙연구원. 2충남대학교.
Keywords: Leak Before Break, dynamic strain aging, low alloy steel 
배관의 작은 균열이 파단으로 이르기 전에 누설을 감지하여, 배관의 파단을 방지할 수 있는 파단전누설(Leak Before Break,

LBB) 개념이 원자력발전소 배관계통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작은 균열이 임계균열길이로 성장
하기 전까지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가져야하며 재료 측면에서는 강도와 파괴저항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해야한다.원자력발전소 2차
계통의 주증기배관에 사용되는 저합금강은 운전온도(286oC)에서 동적변형시효(Dynamic Strain Aging, DSA)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는 고온에서 LBB 안전여유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증기배관 후보재료 중
SA335 Gr,P22강에 대해 Cr-Mo 함량의 차이가 있는 SA335 Gr,P11강과의 동적변형시효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Ni 함량의 차이
가 있는 SA335 Gr,F22강과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열처리조건이 다른 Bainite 조직 SA335 Gr,F22강과 Ferrite+Pearlite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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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335 Gr,P11강, SA335 Gr,P22강에 대해 동일 열처리를 한 후 재료별 조직간 동적변형시효 특성의 차이도 분석하여 동적변형시
효에 미치는 재료 내부 상의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합금 조성 및 열처리 차이가 동적변형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P11-13]

[110] 결정방향 실리콘에 대한 나노 스케일에서의 수평응력 크기효과 분석 : 권예필1, 전은채1; 1울산대학교.
Keywords: Si, nanomachining, lateral stress, size effect
단결정 실리콘은 반도체 소자의 핵심 원재료이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나노 스케일에서 가공이 이루어진다. 단결정 실리콘의 가
공에 주로 사용되는 공법은 리소그라피 방식으로, 실리콘 웨이퍼에 마스크를 활용하여 반도체 기판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마스크를
사용하여 가공하기 때문에, 가공된 단면의 형상 자유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기계 가공 방식을 사용할 경우 단면의 형
상 자유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나노 스케일의 기계 가공 시 재료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크로 스케일의 연구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
다. 따라서, 나노 스케일에서의 크기 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백 nm까지 가공 깊이를
증가시켜 나노 스케일에서 실리콘 웨이퍼 가공 시 재료의 수평방향 응력 변화를 확인하였다. 가공 깊이가 얕은 초기에는 응력이 급
격히 감소하며, 가공 깊이가 깊어질수록 응력의 감소폭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수
직 방향의 크기 효과와 같이 수평 방향의 크기 효과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11-14]

Study on the Twin Boundary Sliding Occurring in Nanocrystalline FCC Metal : 김성훈1, 박준형1, 김홍규2, 안재평2, 이
재철1; 1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
Keywords: FCC, Nanowire, Deformation twin, sliding, deformation mode
재료가 나노화되면 내부 전위 밀도가 감소하면서 기존의 벌크 단위의 재료가 갖지 않는 독특한 특성들을 나타낸다. 특히 나노 재
료에서는 쌍정의 생성이 용이해지며, 이 쌍정은 재료를 강화시키거나 초소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쌍정이 쌍정면
의 슬라이딩 (twin boundary sliding, TBS)을 통해 소성의 국부화와 파괴를 유발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 결과들
은 Cu 에만 국한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TBS의 발생 에 대해 서로 상이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TBS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나노재료의 소성변형의 주요 인자인 재료의 크기, 방위, 그리고 fault energy를 고려하
여 TBS 발생 조건을 예측하는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이론을 활용하여 기존의 Cu에 대한 결과를 재해석하였다. 그
후, Cu에만 국한된 기존의 결과를 다른 fcc에도 적용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Cu와 SFE조건이 크게 다른 Al에서의 TBS 발생 조
건을 예측하였고 이를 실시간 인장실험을 통해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 이론을 통해 예측 가능한 TBS의 size
dependence를 실시간 인장실험 및 MD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이 이론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였다. 

[P11-15]

Ni기 초내열합금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γ′ 강화상 변화 및 변형거동 고찰 : 김진혁1, 전선영1, Mathieu Terner1, 공병욱2, 홍현욱1; 1창

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두산중공업.

Keywords: HSC(극초임계압): Haynes 282: Aging heat treatment: deformation characteristics: dislocation: 
본 연구는 열처리 조건에 따른 Haynes 282 초내열합금의 γ′ 강화상 변화 및 변형거동에 관한 결과이다. γ′상은 Ni기 초내열합금
에서 주요 강화상으로 작용하여 기계적 특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때 용체화처리 후 냉각속도와 시효처리 차이는 γ'상과 입내, 입
계 석출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Haynes 282의 상용 열처리인 2단시효 열처리 (1010 oC/2 hr + 788 oC/8 hr)와 단순화한
1단시효 열처리 (800 oC/4hr) 를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대형제품의 용체화 후 나타날 수 있는 질량효과를 고려하여 냉각속도
(WQ, AC, FC) 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각 열처리에선 모두 약 20% 분율의 구형 γ′ 석출물이 관찰되었으며, 평균 크기는 12 ~
39 nm로 나타났다. 평균 γ′ 석출물 크기는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가장 큰 평균 γ′ 석출물 크기를 가진 용체화 후
로냉을 하고 1단시효를 진행한 시편의 경우, γ′ 석출물이 상당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γ/γ′ 계면에서 정합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
다. 각 열처리의 시편들은 750 oC에서 고온인장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620 MPa 이상의 우수한 항복강도를 보였다. TEM을 통해 변
형거동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시편들은 석출물을 자르고 지나가는 Shearing 거동과 우회하여 지나가는 Bypassing 거동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하지만 각 열처리 조건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동은 확연히 구분되었으며, 이는 γ′ 석출물 크기에 좌우됨을 확인하
였다. 대부분의 열처리 조건에서는 Bypassing에 의한 전위거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오직 용체화 후 로냉을 하고, 1단시효를
거친 시편에서만 Shearing 거동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이론적 고찰을 더하고자, 이론강도 증가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열처리의 변
형거동을 계산해본 결과, TEM 미세조직을 통해 관찰한 각 시편의 변형거동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각 열처리 조건의 시편을
5000시간까지 열노출을 하여 기계적 특성의 열화 저항성을 비교하고 열처리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P11-16]

핵융합로용 RAFM강에서 Ti 및 Ta 첨가에 따른 미세조직 및 크리프 특성 고찰 : 임소영1, 전선영1, 문준오2, 이창훈2, 홍현욱1; 1창원

대학교. 2재료연구소 철강재료연구실.
Keywords: Blanket, RAFM steel, Tensile, Thermal Exposure, Creep
핵융합로 블랑켓(Blanket) 구조재는 고온 및 고에너지에서 가동되므로 우수한 취화저항성과 크리프저항성이 요구되며, 사용 후 폐
기물 처리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저방사화 특성을 갖추어야한다. 9Cr-1Mo계 내열강에서 고방사화 원소인 Mo, Nb을 저방사화 원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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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V, Ta 으로 치환하여 방사화를 저감시킨 저방사화(Reduced Activation Ferritic Martensitic, RAFM)강인 Eurofer97강이 핵융합
로 블랑켓 후보 소재로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rofer97강의 미세조직 안정성 및 고온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
한 MX의 석출물의 양을 증가시키고자 Ta를 Ti로 치환한 Ti-RAFM강에 대하여 고온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고온인장시
험 결과, 초기에는 (Ti,W)C의 형성으로 석출강화 된 Ti-RAFM강은 336 MPa의 강도를 보였으나, 장기간 열 노출(600oC/1000h) 후
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273 MPa로 측정되었다. 반면 기존 Eurofer97강은 초기에 304 MPa의 강도를 보였으나 장기간 열 노출 후에
는 284 MPa의 강도를 보였다. 또한 기존 Eurofer97강에서는 lath의 폭 증가량이 23 nm로 적었으나 Ti-RAFM강에서는 lath의 폭이
169 nm로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Ti-RAFM강의 열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열간 노출 중 Ti의 빠른 확산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어 크기가 크고 방사화가 낮은 Ta를 동시 첨가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장시간 열 노출 후의 고온인
장시험에서 Ti-RAFM강은 약 18%의 항복 강도가 감소했지만, Ta/Ti RAFM강은 약 0.9%의 감소만 관찰되었다. 이에 Ta/Ti
RAFM을 적정 강재로 선정하였고 Ti의 첨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Ta/High Ti RAFM강과 Ta/Low Ti RAFM강에 대해 비교 분
석하여 고찰하였다. 미세조직 분석 결과, T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Prior Austenite Grain (PAG)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Eurofer97강과 Ta/Low Ti RAFM강의 경우 결정립의 크기가 균일하게 관찰된 반면, Ta/High Ti RAFM강의 경우 크기가 불균일한
Bimodal결정립이 관찰되었다. 고온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고온인장시험 결과, Ta/High Ti RAFM강은 기존
Eurofer97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Ta/Low Ti RAFM강의 경우에는 기존 Eurofer97강 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50oC/200 MPa 조건에서 크리프 시험을 한 결과, Ta/Low Ti RAFM강이 1823시간으로 기존 Eurofer97강의 592시간 대
비 약 3배 이상 크리프 수명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P11-17]

발전부품용 FeMnAlC 경량철강의 Nb 첨가에 따른 -40~400oC 온도별 미세조직 안정성 및 인장 변형기구 고찰: 박병훈1, 김치원1,
박준영2, 박성준2, 홍현욱*1; 1국립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재료연구소 철강재료연구실.
Keywords: Lightweight steel, Nb addition, κ-carbide, dislocation, planar glide
최근 에너지 발전산업에서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비강도 소재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량철강의 적용환경에 따른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후보소재
FeMnAlC 합금계는 석출경화형으로 열처리를 통한 강화상 κ-carbide 석출로부터 강화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로 수
송기기용 소재로의 활용을 목표로 상온 변형 및 파괴거동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나, 저온 및 고온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며, 발전부품용 소재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환경에 따라 저온에서 고온까지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야금학적 고
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환형 경량원소인 Al을 약 8 wt.% 첨가하여 기존 철강 대비 10% 이상 경량화를 목표로 하며, 저
온 및 고온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도모하고자 0.098 wt.% Nb을 첨가한 합금을 설계하였다. FeMnAlC 합금의 상온 인장 변형
시 주로 제한된 활주에 의한 전위 밀도 증가로부터 microband 형성에 기여하고, 이는 소성변형에서 주요 변형기구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시효 열처리 시 κ-carbide가 austenite 기지 내에서의 전위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이는 전위의 κ-carbide shearing을 통한
shearband 형성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Mn 함량 제어 및 Nb 첨가 시 구성 합금원소 효과를 확
인하고자 Fe-29Mn-8Al-1.1C, Fe-20Mn-8Al-1.1C 그리고 Fe-20Mn-8Al-1.1C-0.098Nb 합금을 설계하였으며, 각각 용체화 처리효과
및 시효열처리 효과가 고려되었다. 용체화 처리 시 Nb 첨가 합금의 결정립 크기가 약 30 μm로 미첨가된 두 합금의 결정립 크기
(약 49 μm) 대비 미세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상온 인장시험 시 Nb 첨가 합금의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Nb 첨가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합금계의 강화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석출경화 효과를 예측하고 최적화 조건을 도출하
기 위해 κ-carbide 석출영역인 550oC에서 100시간 시효 열처리 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경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열처리 초기단
계에서 급격한 경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시간 열처리를 조건으로 선정하여 550oC-1시간 열처리 후 풍력
발전을 고려한 -40oC, 상온 그리고 고온 환경을 고려한 400oC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인장시험 시 29Mn을 첨가한 합금의 항
복강도가 가장 낮았으며, Nb 첨가 합금의 경우 Nb 미첨가 합금보다 모든 환경에서 우수한 인장강도와 연신율이 확인되었다. 29Mn
합금 낮은 항복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Mn 함량으로 인한 austenite 안정화로부터 κ-carbide의 석출이 억제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
된다. 20Mn 합금에서 Nb 첨가 시 항복강도는 미첨가 합금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Nb 첨가 시 형성되는 NbC에 의해 기지
내 C 함량이 감소하여 κ-carbide 석출 구동력이 낮아지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Nb 첨가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 및 열
처리에 의한 κ-carbide의 석출경화가 강화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인자들의 기여도 평가가 요구된다.

[P11-18]

FeMnAlC 경량철강의 결정립계 κ-carbide가 기계적 특성 및 변형거동에 미치는 영향 고찰: 김치원1, 박성준2, 이창훈2, 문준오2, 김경
원2, 홍현욱*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재료연구소 철강재료연구실.
Keywords: Lightweight Steel, dislocation, grain boundary, κ-carbide
최근 민수, 군수분야에서 저비중, 고강도 및 고내식성 재료의 개발을 통해 해당분야의 장비 운용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Ni
의 첨가를 지양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Ni 첨가를 배제한 Ni-free 경량 고강도강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후보소재로는 Ni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Mn과 C의 첨가를 통해 상온에서 austenite 기지를 안정화
하고, Al의 첨가를 통해 기존철강 대비 약 15~20% 가량 경량화를 목적으로 한 Fe-Mn-Al-C 합금계가 고려되었다. 본 합금계에서
Al과 C의 첨가는 열처리 시 austenite 기지로부터 정합관계를 가지며 규칙상으로 존재하는 L’12 구조의 κ-carbide의 석출에 기여한
다. 강화상 κ-carbide는 합금성분 및 열처리 조건에 따라 입내에 미세하게 또는 입계에 조대하게 석출되며, 소성변형 시 발생하는
전위의 활주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석출경화의 주요인자로 작용한다. 본 합급은 Fe-20Mn-12Al-1.5C(wt.%)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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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FCC 구조의 austenite matrix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로 450~850oC 열처리를 통해 입내에 미세하게 석출되
는 κ-carbide가 1050oC에서의 용체화 처리 시 이미 성장한 형태로 관찰되었으며, 입내뿐만 아니라 입계에서도 석출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다소 높은 Al과 C 함량에 의해 κ-carbide 석출이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체화 처리만으로 석출된 κ-carbide로
인해 인장강도가 1GPa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신율이 약 15.4%로 확인되었다. 소성변형 발생 시, 변형 기구는 전위의
평면형 활주에 의해 입내 κ-carbide가 shearing되어 규칙화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전위에 대해 easy path로 작용하게 되므로 미비
한 가공경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입계 κ-carbide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파단이 이른 시기에 발생 하는데, 이
는 응력집중으로 인해 균열 형성 구역으로 작용하는 것이 주 원인으로 판단된다. 입계 κ-carbide의 경우 nanoindentation 측정 결과
입내 대비 경도가 더 높게 나타나므로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변형 거동 관찰결과 변형 초기에는
입내보다 변형에 대한 높은 저항성을 보이나, 약 5% 공칭 변형률 이후 전위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고밀도 전위 활주가 관찰되었
다. 이는 변형이 지속됨에 따라 austenite matrix의 변형에 의해 변형이 시작되어 응력집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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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1]

레이저 직접적층법으로 제조된 Fe-8Cr-3V-2Mo-2W 합금의 마모특성에 미치는 열처리공정의 영향: 하경식1, 유재현1, 김찬진2, 김태환1, 김
도형1, 심도식2, 문영훈3, 이욱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한국해양대학교. 3부산대학교.

Keywords: 금속분말, 3D프린터, 마모, 분말야금 
레이저 직접적층법은 여러가지 금속 3D프린팅 공정중 널리 쓰이는 방법의 하나로, 금속을 적층하고자 하는 대상 모재에 레이저와
함께 금속분말을 직접 분사하여 층층히 쌓아 재료를 덧대는 방식으로 적층물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고출력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용
융풀을 형성하고 여기에 분말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적층하기 때문에 높은 성형밀도와 빠른 적층속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모재의 형상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원하는 부분에 선택적인 적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부표면강화나 기계부품의 보
수 등에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Fe-8Cr-3V-2Mo-2W 합금은 소결을 통한 분말야금법이 주로 적용되어 온 합금으로, 높은 강
도와 내마모성 등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열간/냉간가공에 쓰이는 펀치와 인서트 등 지속적인 마모로 인해 높은 강도
와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공구류 제작에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로 분말야금에 쓰여온 Fe-8Cr-3V-2Mo-2W 합금을
레이저 직접적층법으로 제조하여 합금의 미세구조 및 마모특성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Ball-on-disk 방식의 건식마모
시험을 통해 다양한 하중과 속도에서 JIS SUJ2 (베어링강) 및 PSZ(Partially Stabilized Zirconia)를 상대재로 하여 합금의 마모특
성을 알아보았다.

[P12-2]

FeMnNiC계 소결 합금의 오스테나이트 안전성 변화와 기계적 특성: 최승규1, 전준협1, 서남혁1, 주제환2, 손인진2, 이석재1; 1전북대학교 금

속공학과. 2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FeMnNiC alloy: Austenite stability: Mechanical properties: Spark plasma sintering
본 연구에서는 나노결정 FeMnNiC 4원계 합금의 오스테나이트 안전성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FeMnNiC
합금에서 상온에서 존재하는 오스테나이트는 소성 변형 시 소성 유기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여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소성
유기 마르텐사이트의 변태 거동은 오스테나이트의 안정성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오스테나이트 안정성의 변화는 오스테나이트 분율에
도 영향을 준다. 오스테나이트 안전성을 조절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망간, 니켈, 탄소와 같은 오스테나이트 상을 안정화시키는
원소들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계적 합금화를 통해 FeMnNiC 4원계 합금 분말을 제조하였고, 제조된 분말을 방전플라즈
마소결(SPS)을 이용하여 망간, 니켈, 탄소 함량이 다른 벌크 시편을 제조하였다. X선 회절 분석과 전자후방산란회절(EBSD) 분석을
통해 오스테나이트 상분율을 측정하였다. 경도 시험과 압축시험을 통해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측정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오
스테나이트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기계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P12-3]

가스분무법으로 제조된 Zr-계 다성분계 합금 분말을 이용한 고성능 스퍼터링 타켓의 제조 및 특성 연구: 박은수1, 이주호1, 황종욱1, 이
한찬2, 문경일2, 전창우3; 1(주)이엠엘.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3Brown University.

Keywords: Zr-계 다성분계 합금, 스퍼터링 타켓, 증착, 가스분무법 
ZrN를 포함한 Hard coating 박막은 우수한 기계적 물성 및 내부식 특성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최근 특성 향
상을 위해 다양한 합금 성분을 포함하는 super-hard nanocomposite coating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Zr-
계 다성분계 합금 타켓은 각각의 금속 분말을 기계적 합금화 후 가압-소결하는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으나, 합금화 시 발생하는 오염
및 소결 밀도 저하로 증착막의 조성균일도 저하 및 결함이 발생하고 타켓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켓의
오염과 소결 밀도 향상을 위하여 Zr-계 다성분계 합금 분말을 고청정 가스분무법으로 제조하고 가압-소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고성
능 다성분계 합금 타켓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타켓은 98% 이상의 성형 밀도를 나타내며 타켓 사용 효율이 30% 이상 향상되었다.
제작된 다성분계 합금 타켓은 반응성 스퍼터링 공정을 이용하여 박막을 제작하였고 제작한 박막의 기계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P12-4]

열에너지수치를 이용한 다이아몬드공구용 금속복합본드의 소결밀도 예측 기술개발: 전동술1, 안경준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열처리그룹.
Keywords: sintering, energy value, activation energy
열에너지수치를 이용한 Master Sintering Curve(MSC)는 소결 시 소결체에 동일한 열에너지를 가할 경우 동일한 소결밀도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석재, 금속 등을 절삭하는 다이아몬드공구에 사용되는 금속복합본드를 이용
하여 다양한 승온 및 가압 조건에서 소결 모델링 공정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소결체의 소결밀도가 소결 시 받은 누적
열에너지의 유일함수임을 확인하는 MSC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MSC로 예측된 소결밀도와 실제 산업현장에서 소결된 다이아몬
드공구용 금속복합본드의 실측 소결밀도를 비교한 결과 ±0.7%이내의 예측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소결공법으
로 다이아몬드공구를 생산하는 산업현장에서는 제품에 가해지는 누적열에너지수치를 모니터링함으로서 제품의 소결밀도를 정밀하게 예
측 및 관리 할 수 있다. 

P12 : 적층제조 및 분말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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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5]

전자빔 적층가공으로 제조한 다공성 순수 티타늄 struct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공정 제어의 영향: 정석준1, 이해진1, 이
병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Electron-beam melting, scan strategy, Fe-Ti precipitates, Layer Preheating
전자빔 적층 가공 (EBAM: electron beam additive manufacturing)은 전자빔을 열원으로 하는 선택적으로 분말을 용융시키는

PBF (powder bed fusion) 방식의 적층가공방법이다. 특히, EBAM은 Layer 예열, 열원의 이동속도(Scan speed), power 등 다양한
공정변수 제어를 통해 조형체 내부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물성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EBAM을 이용하여 다공성 순수 Ti 조형체를 제조하였으며 공정변수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열원의 연속성과 예열공정을 변
화하였다. 열원의 연속성을 위해 연속적인 line scan과 불연속적인 spot scan을 이용하였으며 예열공정을 주기를 변화하였다. 연속적
인 line scan은 불연속적인 spot scan에 비하여 결함이 적고, 높은 열에너지로 인해 비교적 크기가 큰 FeTi4 석출상의 석출되는 현
상이 관찰되었다. 불연속적인 spot scan은 연속적인 line scan에 비해 큰 기공이 존재하고 석출강화로 인해 연속적인 line scan 은
430MPa, 불연속적인 spot scan은 250 MPa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예열 횟수가 적은 공정의 경우 약 300 μm의 크기를 갖는 기
공이 관찰되었다. 예열공정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한 기공밖에 관찰되지 않으며 FeTi4 석출상은 grain boundary를 따라 침상구
조를 가지고 있다. 석출상은 예열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 분율과 크기도 함께 증가하였고 석출상이 최대 약 1500 nm의 크기
가 관찰되었다.

[P12-6]

Cobalt doped Mn-Ce/TiO2 catalyst for Enhanced performance and SO2 resistance for low-temperature SCR of NOx:

Hee Jun Kim1, Hye Hyun Kim1, Bora Ye2, Hong-Dae Kim2, Jeong Min Baik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 2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TECH).

Keywords: Thermal reduction, Nano-dispersion, NH3-SCR reaction, MnCe-based catalyst, Low-temperature window 
The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technology has been widely used to convert nitrogen oxides (NOx) into N2 and H2O. The

commercial V2O5-WO3/TiO2 catalyst exhibits high NOx removal efficiency more than 90% at 350–400°C. However,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catalyst that exhibits high NOx removal efficiency even at the temperatures lower than 200°C to use the system. However,
small concentrations of SO2 still remain in the flue gas after the electrostatic precipitator (ESP) and desulphurisation devices can further
react with NH3 and O2 to generate sulphates, which deposit on the surface of the catalyst and cause pore plugging. Of more serious
concern is the chemisorption of SOx on the transition metal deNOx catalyst, which are unable to desorb at low temperature resulting in
the eventual deactivation of the catalyst via sulphation. Herein, we report the synthesis and evaluation of the SCR catalyst for low
temperatures region that has high NOx removal efficiency and SO2 tolerance less than 250 oC range with improved specific surface area,
and redox cycle characteristics. 

[P12-7]

Powder Bed Fusion 공정으로 적층한 머레이징강의 미세구조 및 기계적특성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 김도형1, 김태환1, 하경식1, 김
찬진2, 전종배1, 박용호3, 이욱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한국해양대학교. 3부산대학교.

Keywords: powder bed fusion, additive manufacturing, 머레이징강, 석출물, 열처리
Powder Bed Fusion (PBF) 공정은 금속파우더를 bed에 층층이 깔아 고출력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용융시켜 밀도 높은 미세구조
를 갖는 구조물을 제조하는 Additive manufacturing (AM) 공정이며,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쉽고 빠르게 제조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조재와 비교할 때 높은 강도 등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 한편 머레이징강은 높은 강도와 인성
을 동시에 갖는 소재로서 항공소재 및 공구강으로 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머레이징강은 낮은 탄소함량을 갖기 때문에 고탄소강의
적층이 힘든 PBF 공정의 특성상 PBF 공정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소재로서 주목되고 있다. AM 공정을 통해 적층된 머레이징
강은 매우 빠른 냉각속도로 인해 적층 중에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며 이웃한 layer 또는 track의 적층과정 중에 발생
하는 intrinsic heat가 기 적층된 layer에 열처리효과로 작용하여 as-built 상태에서 η-Ni3Ti, Fe2Mo, Ni3Al 등의 석출물이 생성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독특한 미세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PBF 공정으로 제조된 머레이징강의 열처리에 따른 기계적 특성변화
는 기존의 머레이징강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BF 공정으로 제조된 머레이징강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
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변화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는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열처리 조건에 따른 기계적 특성변화를 경도와 인장시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사사: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9CTAP-C151899-01).

[P12-8]

나노 니켈분말에 대한 초음파 인가 및 분산안정제 첨가의 영향: 이도엽1, 이목영1; 1(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Keywords: 니켈분말, 분산, 초음파, 분산안정제 
나노 니켈분말은 높은 비표면적뿐만 아니라 고전기전도도, 자성특성을 나타내어 금속복합재료, 페이스트 재료, 전지 재료 등 그 활
용분야가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보편화 됨에 따라, MLCC(적층타입 세라믹 캐패시터) 내부 전극재
료로써 사용되는 1 um 미만의 나노 니켈분말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말의 입도가 감소할수록 표면자유에
너지의 증가로 인해 쉽게 응집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응집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시 물리적·화학적 특성의 급격히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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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말의 초미세화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높은 품질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나노분말의 분산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ltrasonicator 및 다양한 분산안정제를 이용하여 초음파 인가
조건 및 안정제 첨가량에 따른 분말 분산안정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폭발법으로 제조된 51±21 nm 가량의 구형
니켈분말(㈜나노기술)을 사용하였다. 나노 니켈분말의 안정적인 분산을 위해서 증류수에 상용 분산안정제(Tween80, PVP(MW=
40000), SDS 등)를 0~5 vol% 첨가하여 현탁액을 제조한 후, Ultrasonicator를 이용하여 0~60분간 분말을 파쇄·분산하였다. 그 후,
제조한 현탁액의 pH를 2~12로 조정하며 분말입도분석, Zeta potential 측정, FT-IR, XPS 등을 이용하여 초음파 인가 및 각 분산
안정제 첨가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P12-9]

열 수소화법을 통해 제조한 TiO2-Co 복합분말 소결체의 기계적 성질 및 미세구조에 미치는 Nb첨가의 영향: 이상준1, 고명선2, 박일
송3, 박제신3; 1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구 금속시스템공학전공. 2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학과. 3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Keywords: TiO2 Sintering, Co binder, Ceramic-metal composite
세라믹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 향상을 위해 소결 조제로서 금속 바인더, 이상 세라믹 입자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 복합 소결체는 기계적 혼합법(Mechanical mixing)을 통해 복합 분말을 제조하며, 금속과 세라믹 입자간 다른 연성으로 인한
조성 불균일, 입자간 젖음성 등의 문제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 기계적 탄화법을 통해 제조한 분말의 소결체는, 일반적인 기계적 혼
합법에 의해 제조한 분말 소결체에 비해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계적 합성법은 오염, 생산성 등의 한계
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열 수소화 합성을 통해 복합 분말을 제조 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열 수소화 합성의 경우는 인성값이 다소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 합성 수소화공
정에 Nb을 첨가하여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P12-10]

적층제조 Co-Cr-W 합금의 미세조직 및 기공 분포: 강지훈1, 신민하2, 장진성1, 권준현1; 1한국원자력연구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ywords: CEDM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obalt Alloy, Additive Manufacturing, Hard-facing
원자력 노심 부품 중 제어봉 구동장치 (CEDM :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는 원자로의 정상운전 중 노심 반응도 및
출력을 제어하며 비상시에는 제어봉을 신속히 노심내로 삽입시켜 원자로를 중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제어봉 구동장
치 내 latch는 필요에 따라 제어봉을 일정 위치에 잡고 있기도 하고 혹은 다른 높이 위치로 이동시키기도 하는 부품이라 내마모성
이 필요한 부분이다. 통상 이 부품은 스테인리스강 등의 모재 표면에 경질 내마모 소재를 피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CEDM latch 표면의 피복 방법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hard-facing 방법과 적층제조 (AM : Additive Manufacturing)
방법을 통하여 각각 코발트 합금 시편을 준비하고 분석하였다. 모재 위에 내마모성 Co-Cr-W 합금을 PAW (Plasma Arc Welding)
방식의 hard-facing 방법으로 쌓아올린 시편과 DED (Direct Energy Deposition) 방식의 AM 방법으로 시편을 각각 준비하였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준비한 각 시편의 결정립 구조 및 수지상 조직 그리고 inter-dendritic 영역의 석출물 등에 대하여 SEM/EBSD,
TEM/EDS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SEM과 XRM (X-ray Microscopy)을 통하여 시편 내 기공 분포를 비교 평가하였다. 

[P12-11]

Effects on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Cr alloy Fabricated by Selective Laser Melting with Laser

Re-scanning Strategy: 방경배1, 김원래1, 박정현1, 현승균2, 김형균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인하대학교.
Keywords: Selective laser melting, CoCr alloy, Thermal residual stress,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CoCr 합금은 강도 및 생체적합성이 우수하여 체내삽입형 재료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레이저 및 전자빔 3D 프린팅 공정을
적용한 제품 생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Selective Laser Melting 방식은 형상 자유도가 높고, 정밀도가 우
수하여 의료부품 제작에 적합하나, 급속 용융 및 급랭으로 인한 열잔류응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열 잔류응력을 in-situ로 제
어하기 위해 Pre-heating과 Re-melting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잔류응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Re-melting이 아닌 저 에너지 밀도의 laser re-scanning을 통해 매 층마다 용융 후 열처리 효과를 적용하여 잔류응력을
제어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특히 레이저 re-scanning 유무에 따른
밀도, 상, 미세구조와 인장강도 및 잔류응력을 비교 평가하였다.

[P12-12]

PBF 방식을 이용한 Hastelloy X alloy 적층물의 후열처리에 따른 물성 및 미세조직 변화: 장지은1,2, Da Hye Kim1, Woosung Kim1,
Ji-Hyun Sung1, Hojin Lee1, Yoon-sun Lee1, Park Sung Hyuk2, Young-Joo Kim3; 1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KEPCO KPS Global Institute of Technology.

Keywords: Powder bed fusion, Hastelloy X, Hot Isostatic Press, Solution Annealing, Mechanical property 
Hastelloy X(HX) 소재는 고용강화 및 석출강화로 우수한 고온특성을 가지는 Ni-Cr-Fe-Mo계 초내열 합금이다. 이 합금은 고온
특성뿐만 아니라 산화 및 공기압에 대한 내성이 뛰어나 항공 우주 산업 및 제트 엔진 배기 및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발전 산업에
사용되는 부품에 적합하다. HX는 높은 경도로 인하여 소성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주조법을 사용하여 소재를 다루었으나, 최근
AM(Additive Manufacturing) 기술을 접목하여 필요한 부품형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M 공정 중에서도 HX
에 많이 적용되는 PBF(Powder Bed Fusion) 공정은 분말을 한 레이어 씩 도포한 후 그 위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분말을 용융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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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드들은 용접과 비슷한 원리로 서로 접합하게 되고, 이 비드들이 모여 제작하고자하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 방식은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제작하거나 다품종 소량 맞춤생산에 적합한 공정이기 때문에 항공, 발전 및 의료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급속한 용융 및 응고 과정으로 공정이 진행되면서 파트 내부에 내부응력 축적으로 크랙, 미세공극과 같은 미
세결함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적층 방향에 따른 소재의 이방성으로 적층 공정에 따른 특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
을 줄이고자 후열처리를 통해 미세결함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고온영역에서 적합한 미세구조를 가지도록 유도하여 고온 특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HX의 경우에는 Cr, Ti, Mo 등 합금 원소량 조절로 미세결함 발생률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PBF 공정으로 적층 제조된 시험편에 각각 다른 조건의 후처리를 적용하여 HX의 석출강화기구 및 고용강화기구가 기계
적 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적층 시편과 원소재 시편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적층
제조를 통해 부품제작 시 확보 할 수 있는 장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P12-13]

연자성 소재 Fe-Si 합금의 SLM 적층 제조 조건별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 특성 연구: 장호성1, 전종배1, 이규흔1, 하경식1, 이욱진1, 신
선미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Selective laser melting, Process design, Defect, Texture, Fe-Si steel
선택적 레이저 용융 (Selective Laser Melting, SLM)은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공법 중 높은 밀도와 치수정밀도를
갖는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금속분말의 합금 성분 조절이 용이하고 제품 설계의 자유도가 높으며 다른 공정에 비해 적층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 특히 자동차, 의료, 항공산업에서 복잡한 구조의 고강도부품 제조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강도 부품 제조를 위하여 결함 최소화 및 기계적 특성 향상에 대한 SLM 적층 제조 기술 개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집합조직 제어 및 자기적 특성 향상 등 기능성 부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자성 소재인
Fe-Si 합금을 레이저 출력 및 스캔속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SLM 적층 제조하였다. 적층제조된 소재에 대하여 OM, XRD, SEM-
EBSD를 분석함으로써, 적층 공정 조건에 따른 결함 및 미세조직을 분석하고, 집합조직 측면에서 공정 최적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SLM 공정 조건에 따라 결함 및 집합조직의 형성 매커니즘에 대해 논의하고, 제작한 샘플의 자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P12-14]

Effects of Process Parameter During DLD Type Additive Manufacturing on the Microstructure of IN738 Alloy : KenHee
Ryou1, Gwanghyo Choi1, Pyuck-Pa Choi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Ni-based superalloy, Additive manufacturing, Microstructure 
Recently, additive manufacturing has emerged as a rising new solution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method that cannot produce complex shape or small size. Since the products such as injector of a rocket or the parts
of the gas turbine engine require complex shape, they are being considered as an efficient goal for trying to producing them by
applying additive manufacturing. Since these products usually are employed in the environment of high-temperature, usually, Ni-
based superalloys were selected as a material for additive manufacturing. Compared to other Ni-based superalloys, IN738 alloy
shows notable strength and oxidation resistance behavior in high-temperature. Therefore, in this study, IN738 Ni-based superalloy
was chosen as a material for additive manufacturing to apply on high-temperature products. However, additive manufacturing
provides totally different solidification mechanism with that of traditional methods. That is, it is needed to clarify what happens in
the case of additive manufacturing. And hot-cracking behavior resulting from poor weldability of IN738 alloy is the detrimental
factor on the printability. These two problems are an important task that has to be solved, and therefore, this study aims the
clarification of effects of process parameter on the microstructure of IN738 alloy including and the hot-cracking behavior as an
assessment factor of the printability during additive manufacturing (Direct laser deposition type). For the experiment, gas-atomized
IN738 alloy powder was deposited with different process parameter including laser power, powder feeding rate. The microstructure
of manufactured samples was observed by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with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and electron
backscattering diffraction. At the results, the differences of microstructure among samples along process parameter were observed.
Since the surrounding microstructure of crack showed different aspect, it is expected that could be the additional key to clarify the
mechanism of hot-cracking behavior. 

[P12-15]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on Melt Pools of Single Tracks Processed by Laser Powder Bed Fusion (PBF)

technique : JAEWOONG KIM1, SEULBI LEE1, JAE-KEUN HONG2, YOON SUK CHOI1; 1Pusan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AM): powder bed fusion (PBF): melt pool: single track: finite element (FEM) analysis 
The variation of melt pool geometries wa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and numerically as a function of process parameters for single

tracks of Alloy 718 processed by the laser powder bed fusion (PBF). The depth and width of melt pools were measured and related to
PBF process parameters. The thermal analysis using finite element method (FEM)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width and depth of melt
pools under different PBF process parameters. Here, the laser absorptivity and penetration depth of the heat-source model for the
thermal FEM were set to vary to capture the depth and width of melt pools with different PBF process parameters. The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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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um variations of the laser absorptivity and penetration depth were found to be uniquely formulated as a function of a new energy
density-related parameter, which is the liner energy density multiplied by the laser power. The detailed underlying physics was
investigated and will be discussed. 

[P12-16]

방전 플라즈마 공정적용 난삭재 가공용 WC-Co 합금소재 개발 : 박현국1, 이정한1, 오익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Spark plasma sintering, WC-Co, Mechanical properties, Microstructural evolution, Sintablility
절삭공구산업은 전·후방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최첨단 산업으로 소재를 가공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첨단산업이자 소모성 공구산업
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절삭공구산업의 발달정도가 국가 산업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 대표적인
절삭공구 소재인 WC는 우수한 경도 특성(2,500Hv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난성형성 소재로 소결조재인 Co, Fe 및 Ni을 고함량
(15~30 at.%) 첨가함으로써 경도 특성은 하락하지만 소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높은 인성을 부여할 수 있다. 기존 초경합금 소재
공구는 다양한 피삭소재를 가공하고 있으나,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른 경량 고강도 및 고인성, 고내열 등의 특성을 가진 난삭소재 가
공에 있어 공구 수명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전 플라즈마공정을 적용하여 단
시간/단일공정으로 WC-5 at.% Co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특히, 소결온도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WC의 입내 및 입
계에서의 파괴거동을 규명하였다. 제조된 소결체는 99.5% 이상의 치밀한 구조에 기반한 고경도(2,193 kg/mm2) 및 고인성(7.77
MPa.m1/2)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12-17]

3차원 전자빔 적층 변수에 따른 Inconel 718 의 미세조직과 크리프 특성 : 전선영1, 임소영1, Mathieu Terner1, 이병수2, 이해진2, 홍
현욱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EBM, Inconel718, Focus offset, Creep, γ''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금속 적층 제조 기술은 기존의 많은 공정 과정들의 생략이 가능하고, 복잡한 형상을 효율적으
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적층제조 공정의 변수들의 작은 변화에 따라 미세조직이 복잡한 상변태 과정에 의해 제각
각 상이하게 발달되고, 급열, 급냉, 반복적인 열영향에 의해 sharp gradient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현성 있는 안정적인 특성의 확보가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 빔 용해(Electron Beam Melting, EBM) 방식을 사용해 열원과 Powder Bed 간의 거리를 조절해
Focus offset 에 따른 Inconel 718 합금의 미세조직 및 크리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EBM을 통해 제조한 Inconel 718 합금은
적층 방향을 따라 강한 방향성을 가지는 주상조직을 나타냈다. Focus offset의 영향을 알기 위해 1~50 mA까지 값으로 각 시편들
을 제조하였으며, 30 mA 이상의 값에서는 큰 용해 영역과 불충분한 용융 열에너지에 의해 낮은 밀도값을 보였다. 경도값은 Focus
offset이 12 mA가 되기까지는 증가하였지만 (452 Hv) 그 후로는 Focus offset의 증가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였다. 주 강화상인 γ″
석출물은 Focus offset 값과 관계없이 as-built 조건에서도 형성되었으며, Focus offset이 1~12 mA 까지는 그 크기가 증가하였다.
인장 시험 결과로는 Focus offset이 12 mA인 시편이 상온과 650 oC에서 각각 1.3 GPa, 1.0 GPa로 가장 큰 인장강도를 보였다.
650oC/700MPa 에서의 크리프 파단시간은 상용 단조재 Inconel 718 보다 Focus offset 12 mA의 EBM으로 제조된 Inconel 718
이 두 배 정도 우수한 크리프 수명을 나타냈다. 크리프 파단시편의 EBSD 분석 결과 고각입계와 기공에서 변형 축적이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하중 축에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진 결정립계가 크리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더 큰 damage를 받았음을 알 수 있
었다. 크리프 시험 시편의 TEM 분석결과에서는 전위밀도가 매우 높았으며, 전위가 γ″ 석출물과의 상당한 상호작용에 의해 주변에
축적되었음을 관찰하였다. 12mA Focus offset의 EBM으로 제조된 Inconel 718 합금이 상용 단련재 대비 우수한 크리프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강한 texture의 columnar 미세조직과 γ″ 석출물-전위 간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높은 전위밀도로 연관 지어 해
석할 수 있다.

[P12-18]

세라믹 강화재의 차이에 따른 알루미늄 금속복합소재의 특성 평가 : 김대하1, 황지현1, 김지윤1, 이원혁1, 신동원2, 홍순직2; 1DAT신소재. 2공

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Al MMC, 분말야금, 고경도
금속복합소재는 금속 기지에 인위적으로 제 2의 강화재를 넣어 각각의 구성 재료보다 우수한 특성을 분말야금공법을 적용하여 제
조 할 수 있는 재료이다. 알루미늄 금속복합소재는 다양한 합금성분을 기지재로 하여 경도 및 강성 증대를 위하여 세라믹 강화재를
추가하여 주조 혹은 HIP을 활용하여 제조가 되고 있으나, 조대한 세라믹 강화재 및 세라믹 강화재의 불균일한 분포등으로 인하여
특성이 저하되며, 제조공정의 한계로 인하여 높은 제작비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 진공 소결 공정은 알루미늄
분말의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 또는 성형 충진율의 저하로 인하여 금속복합소재를 제조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알루미늄 합금
을 이용한 금속복합소재는 주조 공정을 이용하여 개발된 SiC가 첨가된 복합소재가 개발되고 있으나 분말야금에 적용되는 SiC 분말
의 경우 각형 및 불균일한 형상 등으로 인하여 미세기공이 존재하게 되며 젖음성 개선을 위한 전처리 공정이 필요하여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강화재의 차이에 따른 알루미늄 복합소재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금속 기지재는 강성
및 물성 특성이 우수한 Al6061분말을 적용하였으며 세라믹 강화재는 SiC와 TiC를 동일 부피분율로 건식볼밀을 활용하여 혼합을 진
행하였다. 혼합된 분말은 성형 충진율 개선을 위하여 자기펄스 압축성형법(Magnetic Pulsed Compaction)을 활용하여 95%이상의 성
형체를 확보하였다. 성형된 제품은 10-2Torr의 진공 분위기의 진공소결로에서 620oC의 온도에서 1시간 유지하여 소결을 진행하였으
며, 동일한 조건에서 용체화 및 시효처리 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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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19]

KAERI의 원심분무방법을 활용한 적층제조용 분말 제조기술 현황: 이규홍1, 김종환1, 황재준1, 김기남1, 정용진1, 김성환1, 박종만1; 1한국

원자력연구원.

Keywords: 원심분무분말, 적층제조, 연구로핵연료, 금속분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원심분무방법(Centrifugal Atomization)을 활용하여 U-Si, U-Mo, U-Al 등 연구로핵연료에 사용되는
우라늄합금 분말 제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하나로 핵연료 제조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장에 건설 중인
신형연구로의 핵연료 및 동위원소 표적에 적용될 예정이며, 전 세계 연구로핵연료 연구개발사업에도 다양한 원심분무분말을 공급하고
있다. 원심분무방법은 회전하는 디스크에 용탕을 떨어뜨려 원심력에 의해 분말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적층제조용 금속분말 제조에 주
로 사용되는 가스분무방법 등에 비해 우라늄과 같은 중량 원소 합금 분말 제조에 적합하며, 디스크 회전 속도 제어를 통한 분말 입
도 제어가 매우 용이하다. KAERi는 적층제조용 U-Nb 분말을 제조하여 미국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
공급하였으며, 적층제조방법을 이용한 혁신핵연료에 필요한 분말 제조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P12-20]

PBF 공정으로 제조된 SUS 316L의 건식 마모 특성 평가: 배기창1, 이욱진2, 박용호1; 1부산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3D printing, SLM, PBF, 316L, wear property

3D 프린팅기술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필요한 양만큼의 소량생산이 가능하며, 금형없이 제품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3차원 시제품 제작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전기 전자 분야, 건축분야, 자동차산업 및 항공·우주분야등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중, PBF 공정은 금속 3D 프린팅 공정 중 하나로, 층 단위로 powder bed를 형성하고 레이저를 조사
하여 선택적으로 금속분말을 용융시켜 3차원의 형상을 가지는 부품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복잡한 형상과 치수가 정밀한 제품을 제조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금형, 바이오 등 여러 산업군에 응용되고 있다. PBF 공정으로 제조된 부품이 기어부품 등 기계제품 분야에
적용될 경우, 부품간의 마찰에 의한 금속-금속간 마모가 예상되는 분야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PBF 공정으
로 제조된 SUS 316L 시험편의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평가를 분석하였다. 동일한 화학조성의 냉연재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으며,건식 마모 특성을 평가하였다. 

[P12-21]

고온안정성 비정질 구조를 함유하는 W-Fe-C 3원계 비정질 합금의 소성변형 거동에 대한 연구: 권영준1, 박수근2, 조기섭1; 1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Amorphous, Mechanical alloying, Spark plasma sintering, Compressive strength, Nano-indentation, irreversible amorphization
본 연구는 철갑탄과 같은 고 운동에너지 관통자 또는 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텅스텐 중합금 및 초경합금의 대체가 가능한 차세
대 W계 비정질 합금의 개발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W-Fe-C 3원계 합금분말을 활용하여 기계적 합금화를 실시하였으며, 이
후 열처리 및 방전플라즈마 소결(SPS)을 통해 비정질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특히 관련 소결체에
대한 기계적 성질 평가결과에 따르면, 결정질 합금의 경도 및 압축강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연신율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결 전 합금분말내 유도된 비가역적 비정질화 반응에 의한 섬유상구조의 형성으로 균열의 전파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P12-22]

밀링 시간에 따라 제조된 구리 및 알루미늄 분말의 열간 압출 공정 후 압출재 미세조직 및 물리적 특성 평가: 한덕현1, 김건홍1, 김
재성1; 1고등기술연구원.
Keywords: Copper aluminum alloy, Hot extrusion, Milling time, Powder metallurgy 
가공 송전선인 ACSR(Aluminum Conductor Steel-reinforced)의 구조는 송전선의 처짐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중심인장선과 인장
선을 둘러싸고 있는 알루미늄 도체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기술 개발 및 연구를 통하여 고강도, 경량 중심 코어가 개발되어짐에 따
라 ACSR 송전선의 도전체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전선의 기계, 전기, 화학, 열적 특성을 향상시킨 경량 전력 공급 전선소재를 필요
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알루미늄 용융에 의한 제조방법으로는 액상 알루미늄과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물질의 이질성 또는 높은
화학 반응성으로 균일한 특성의 Al 복합소재의 제조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상에서 복합소재를 벌크화하는 분말성형기술 등
의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높은 전기전도도를 갖게 하기 위한 소재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구리 및 알루미늄
분말의 밀링 시간의 변화에 따라 분말의 혼합 및 소성가공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특정 조건에서의 분말을 이용하여 열간 압출 후
전기전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구리 및 알루미늄 분말은 순도 99.99% 이며, 밀링 시에 중량비 1 : 1로 장입하였으며,
12 시간까지 다양한 밀링 시간 변수로 분말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분말은 XRD, PSA 분석을 이용하여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열간 압출을 위하여 알루미늄 원형 캔에 장입 후 용접을 통해 밀봉하였다. 밀봉된 알루미늄 캔은 열간 압출 10 : 1 원형 다이에
장입 된 상태로 350oC로 가열 후 압출하였다. 압출된 샘플은 미세조직 관찰 및 전기전도도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인장 시험편 제작
후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여 밀링 시간에 따른 분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사사 : 본 연구는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No. 10082568)

[P12-23]

분말 제조 방법에 따른 Ni-1.2Y2O3 ODS 합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정건우1, 곽정호2, 윤정모3, 박제신3; 1전북대학교. 2전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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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일반대학원 금속공학전공. 3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Keywords: Ni-based ODS alloy, Mechanical alloying, Mechanical properties

Ni기 ODS(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합금은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여 높은 작동온도를 갖는 구조재 등에 사용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ODS 합금의 기계적 특성은 산화물의 크기와 분산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산화물을 첨가하는 방법이 최종 시편의 물성과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Y2O3를 세 가지
방법(열 수소화, 기계적 수소화, MA법)으로 준비, 합금화(MA) 밀링과 통전가압 소결(SPS)를 이용해 Ni-1.2Y2O3의 조성을 갖는
ODS 합금 분말을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의 기계적 특성은 압축강도, 고온 압축강도, 비커스 경도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STEM과 HRTEM을 이용하여 각 시편의 미세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산화물의 크기와 분산 정도가 합금의 기계적 성질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P12-24]

피드스톡 압출성형공정에 의한 마이크로 링 기어 제조기술 : 장진만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피드스톡, 피드스톡 압출성형, 링 기어, 지르코니아, 유성기어 감속기
소형화 및 초정밀화에 대한 산업의 요구에 의해 마이크로 부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그 응용범위도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마이크로 부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형상, 재료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압출성형법은 복제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길고 얇은 마이크로 부품의 제조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기
존의 압출공정을 마이크로 부품제조에 적용할 경우 고온/고하중으로 인해 공정비용의 상승과 더불어 소재의 열화로 인한 물리/기계적
특성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말과 바인더의 혼합체인 피드스톡을 압출공정의 원소
재로 사용함으로써 공정온도와 하중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피드스톡 압출성형을 위한 원소재로는 0.4 um의 평균입도를 가지는 지르
코니아 분말과 파라핀 왁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바인더로 제조된 피드스톡(feedstock)을 이용하였다. 이 때 고상률은 토오크 레오미터
와 capillary rheometer를 이용하여 49vol.%를 적용하였으며, 열분석결과와 점도측정결과를 통해 압출온도는 150oC로 결정하였다. 사
용된 몰드는 25개의 tooth를 가지는 직경 1.5 mm의 기어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높은 종횡비를 가지는 유성기어 감속기용
링 기어를 제조하였다. 압출공정을 통해 얻어진 green part는 바인더를 제거하기 위해 1 L/min의 아르곤 개스를 흘려주며 1기압하에
서 600oC까지 탈지를 행하였으며, 소결은 1기압의 Ar분위기하에서 각각 1450oC까지 승온 후 2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을 사용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EM)과 공구현미경을 이용하여 소결 전/후 형상의 건전성을 확인하였으며, 높은 종횡비를 가지는 링 기어의 사용가
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원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원통도와 진직도를 측정하였다.

[P12-25]

분말사출성형공정을 이용한 라인형 마이크로 구조체 제조기술개발 : 장진만1, 이원식1, 김용대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공정소재그룹. 2한

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그룹.

Keywords: 마이크로 분말사출성형, 텅스텐 중합금, 액상소결, 피드스톡, 마이크로 구조체
소형화에 대한 산업적 요구에 의해 마이크로 부품 혹은 마이크로 feature를 갖는 부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응용범위도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의료기기 부품 등과 같은 고집적 부품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마이크로 고종횡비
부품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증대되고 있다. 3차원 형상을 갖는 마이크로 부품들을 제조하는 방법들로는 마이크로 부품의 형상, 재료
및 용도에 따라 마이크로 가공, 전해주조, 적층가공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나, 마이크로 분말사출성형기술은 소재선택의
자유도가 높고 복제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턴 폭 150um, 패턴간격 135um, 종횡비 2
이상의 텅스텐 중합금소재의 라인형 마이크로 구조체를 분말사출성형공정을 적용하여 제조하고자 하였다.분말사출성형을 위한 피드스
톡은 텅스텐 중합금(W-6Ni-4Fe)분말과 파라핀 왁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바인더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조하였으며, 토오크 레오미터를
이용하여 적정 고상율 54vol.%로 결정하여 피드스톡을 제조하였다. 마이크로 cavity내로의 완전충진을 위해 사출변수들을 최적화 하
였으며, 용매추출공정과 열탈지공정을 최적화하여 건전한 탈지체를 얻을 수 있었다. 텅스텐 중합금의 경우 치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액상소결공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합분말의 열분석을 통해 최적의 소결온도를 결정하였으며, 각 온도별 미세조직과 형상관찰
을 통해 소결공정을 최적화하였다. 한 변수로 gate위치, 사출압력/속도 본 연구에서는 금속분말사출성형공정을 이용하여 초박육 부품
을 제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저온에서도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저온 사출성형용 피드스톡을 제조하고, 변형이 없는 건전한
부품제조를 위한 탈지/소결공정을 최적화하였다. 

[P12-26]

전자빔 적층가공으로 제조한 Ti6Al4V ELI 나사의 향상된 골유착능: 토끼 실험 연구 : 이병수1, 이해진1, 이강식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적층성형가공그룹. 2서울아산병원.
Keywords: Electron Beam Additive Manufacturing: Ti-6Al-4V: Osseointegration: Bone-to-implant contact: push-out test

Ti6Al4V ELI has been used in biomedical devices because of its excellent biocompatibility and good specific strength. The additive
manufacturing provides a favorable surface structures including morphologies, shapes and irregularities, which can play a crucial role in
bone tissue integration. In the present study, the osseointegration of the additively manufactured screws and machined Ti6Al4V ELI
screws for smooth surfaces was compared. Two screws with different surface structures, micro-rough and smooth, were implanted in
rabbit femurs for two weeks. The additively manufactured screws exhibited a micro-rough surface with attached semi melted powders
with size of 50 ‒ 100 μm and blunt threads, whereas the machined screws showed a smooth surface and sharp threads. The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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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f the additively manufactured screws was nine times that of the machined screws. The additively manufactured screws
(35.9±10.2%) showed higher bone-to-implant contact than the machined screws (5.9±3.8%). The considerable bone tissues on the
surface of the additively manufactured screws remained after the push-out tests, and the rabbit tibiae with the additively manufactured
screws were significantly damaged. Active osteogenesis was observed around the semi melted powders of the additively manufactured
screw implants, and new bone was well developed along the surface of screw implants. Overall, this study shows that the micro-rough
surface improved the osseointegration of Ti6Al4V ELI screws and may be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machined screws with a
smooth surface.

[P12-27]

전자빔 적층가공으로 제조한 Ti6Al4V 합금의 내부 기공형성에 대한 분석 : 이병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Electron-beam additive manufacturing: Ti6Al4V: Evaporation: Energy density: Pore
전자빔 적층가공 (Electron-Beam Powder bed fusion)은 열원으로 선택적으로 조사하여 3차원 형상의 부품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빔 적층가공방법으로 Ti6Al4V 합금을 제조하였으며 내부 기공형성 기구를 조사하였다. 기공 형성에 미치는 적층
에너지 밀도에 따라 기공의 크기 분포도 측정을 위해 Micro-CT를 활용하였다. 또한 기공주위의 미세조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SEM, EBSD 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층 에너지 밀도가 증가할수록 50 um 이상의 큰 기공들의 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편
의 상대밀도는 감소하였다. 기공 주위에서는 beta 상간의 간격은 증가하였으며 beta 상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EPMA 분석결과
Aluminum 의 함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Void 내부에 Aluminum이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다. 이를 통해 높은 적층
에너질 밀도에서는 Aluminum 의 기화가 쉽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P12-28]

전자빔 적층가공으로 제조한 René80 초합금의 미세조직 형성 기구 : 이해진1, 이병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전자빔 적층성형가공, Rene80, 초합금, γ′ phase , 온도구배
금속분말 layer을 용융, 응고하여 3차원 형상의 부품을 제조하는 적층공정은 고온과 진공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빌드 높이 따라 다
른 온도 구배를 나타낸다. 조형체의 빌드 진행 방향에 다른 미세조직을 가지며 이는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빔적층가공(EBAM, Electron Beam Additive Manufacturing)방법을 이용하여 René80 조형체을 제작하였으며 미세조직 형성 기
구를 조사하였다. 적층 높이에 따라 시편의 광학현미경, SEM을 이용하였으며 상분석을 위해 EPMA, APT를 활용하였다. 또한 조직
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EBSD를 이용하여 적층 진행 방향에 대한 의존성을 확인하였다. 기계적 특성평가를 위해 적층 진행 방
향에 따른 경도를 이용하였다. 미세조직은 적층방향과 평행하게 Columnar grain들이 형성되어있으며 결정립의 길이와 폭은 빌드 진
행 방향에 따라 성장하였다. 입계에 boride상과 MC 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내에서는 미세한 MC상과 수nm 크기의 빌드가 진
행됨에 따라 큐보이달 형태의 미세한 γ′ 석출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P12-29]

공정 변수 및 열처리 조건이 CoCrMo 기판과 DED 방식의 3D 프린팅에 의해 제조된 다공성 Ti 간 계면의 미세 구조 및 기계

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 양준영1, 곽태양2, 허연범2, 김우진3, 임도형2; 1삼성서울병원. 2세종대학교 기계공학과. 3홍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CoCrMo, Ti, DED, FGM  

Functional gradated material (FGM)는 조성과 구조의 점진적인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그러한 변화는 재료 물성에서 상응하는 변
화를 일으킨다. 최근에는 기존의 기술보다 정교한 구조의 FGM을 제조할 수 있는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기술이 정형
외과 및 인공 관절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흔히 인공 관절에 사용되는 다공성 티타늄을 CoCrMo 합금의 기판 위에 적층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레이저 출력, 스캔 속도, 분말 공급 속도 등과 같은 공정 변수의 수치상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미세 구조와
상변태의 차이가 만족스러운 피로 특성을 얻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CoCrMo 합금과 티타늄
간 계면의 미세 구조 및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CoCrMo-Ti 시편에서 기계적 특성과 그것에 대한 미
세 구조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레이저 출력과 스캔 속도를 변수로 사용하여 제작된 시편의 기계적 성질 분
석을 위해 3점 굽힘 피로 시험과 비커스 경도 측정이 수행되었고  OM, XRD, SEM, EBSD 분석을 미세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몇 가지 온도에서 열처리를 진행한 후 같은 과정을 반복해 열처리를 통해 피로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어떤 미세 구조의 변화가 그것을 이끌었는지 파악하였다. 

[P12-30]

DED(Direct Energy Deposition) 공정으로 제작된 Hastelloy X 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후 열처리 효과 : 이윤선1,
이민규1, 김다혜1, 차경제1, 김영주2, 조기현2, 조홍석2, 성지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한전 KPS.
Keywords: Hastelloy X, DED(Direct Energy Deposition), High Power Fiber Laser 

Hastelloy X 합금은 고온내식성, 내열성, 고온강도 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주로 블레이드, 연소기 부품 및 항공 엔진의 고온
부품 제조에 사용 되고 있다. Hastelloy X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보통 압연 및 주조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경로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고, 적층제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Hastelloy X 의 DED 공정에 대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DED 프로세스의 일종인 DMT(Laser aided Direct Metal Tooling) 공정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
구의 목적은 균열 및 기공이 없는 Hastelloy X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최적화 된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레이저출력, 분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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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속도, shield gas 의 공정변수를 바꿔가며 공정실험을 진행하였고, 제조된 시편에 대하여 후 열처리를 수행하여, 열처리 전/후
시편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후 열처리는 HIP(Hot Isotatic Pressing)과 SHT(Solution Heat Treatment)로 진행하였다. 열처리 전/후
시험편에 대해 상분석(XRD), 미세조직 관찰(SEM) 및 EDS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시편에 대해 비커스 경도시험과 인장시험
을 통해 기계적 특성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적층 시험편과 원소재(단조재)와의 특성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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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1]

이온주입법을 이용한 산화아연 나노막대의 비소 도핑 : Jinseok Choi1, Ki-Sik Im1, Jongseong Ryu1, Yeo-jin Choi1, Sung Jin An1; 1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eywords: ZnO, ZnO nanorods, ion implantation, rapid thermal annealing

ZnO nanorods for optoelectronic and electronic devices has more superior properties than the thin film or particles due to intrinsically

dislocation free and a highly-faceted single crystal domain. To fabricate the devices, reliable n- or p-type doping of the ZnO nanorods is

a critical process. Arsenic is a promising doping element for p-type ZnO because it can form the AsZn-2VZn defect as an acceptor. In this

study, we report the effect on arsenic implantation into the ZnO nanorods and their rapid thermal annealing to active the implanted

arsenic. Structural defects of the ZnO nanorods after the implantation were restored by using suitable annealing conditions depending on

the ion doses. The morphologies of arsenic-implanted ZnO nanorods were varied according to the annealing time. At low-temperature

(13 K) photoluminescence spectra, a sharp peak at 3.357 eV and a broad peak at 2.3–2.7 eV appeared after annealing, these peaks

maybe caused by the implanted arsenic elements.

[P13-2]

TiO2 Nanotubes with Open Channels on Mesoporous Media for Photo-Catalytic CO2 Reduction : 김현1, 양비룡1; 1금오

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TiO2 nanotubes, Open channel, mesoporous media, CO2 reduction

We have studied several methods such as dip-coating, spin-coating and electro-deposition to deposit TiO2 nanotubes with open

channels on mesoporous media. From the preliminary morphological and photo-current studies, electro-deposition was found to be the

appropriate method for the deposition of TiO2 nanotubes. We then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o obtain the optimum condition for

improved photo-electrochemical properties by changing various factors like time, concentration, voltage, annealing temperature and

media. Sensitized TiO2 nanotubes with open channels have shown superior activity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and large reactive

surface area. Finally, but most importantly efficiency of TiO2 nanotubes with open channels on mesoporous media were comparatively

studied by photo-induced CO2 reduction test. 

[P13-3]

Facets Dependence of TiO2 Nanotubes on Carbon Dioxide Reduction : 김현1, 양비룡1;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TiO2 nanotubes, Optical fibers, carbon dioxide reduction, environmental control and life support system

A manned spacecraft environmental control and life support system (ECLSS) is a group of systems that allow human to live in space

for long term exploration. Thus, designs and developments are critical for human health and successive space mission. Generally

ECLSS consists of several main components such as, atmosphere revitalizations (CO2 removal/reduction, O2 generation/supply, trace

contaminant monitoring and control, microorganism control), water recovery and managements (water storage ＆ distribution, water
recovery, water quality monitoring). Many studies of water/air purifications and decompositions of contaminant/microorganisms using

TiO2. Conventionally, powdered TiO2 is used, which limits the photocatalytic activity because of small surface area and inactive facets.

Thus,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of nano-sized TiO2 structures, such as nanotubes and nanorods are advantageous. In this study

TiO2 nanotubes involving facets engineering were prepared and tested for different parts of the ECLSS. In first step photocatalytic

oxygen generation using TiO2 nanotubes with IrO2 nanoparticles coated optical fibers will be performed. In second and third step CO2

photoreduction and water purification systems using TiO2 nanotubes coated optical fibers will be developed and tested, respectively. In

fourth step, air purification systems will be developed. In final step TiO2 nanotubes coated optical fibers in cylinder type reactor will be

employed to develop anti-contaminant and antibacterial systems. 

[P13-4]

전기영동법을 이용한 산화그래핀 분산액의 점도 제어 및 이를 활용한 잉크젯 프린팅 :  류종성1, 임기식1, 최진석1, 최여진1, 안성진1; 1

금오공과대학교.
Keywords: graphene oxide, print, ink, viscosity, EPD

산화그래핀의 코팅 방법에는 잉크젯 프린팅, 스핀 코팅, 딥 코팅, 스프레이 코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잉크젯 프린팅은 코

팅 시 발생하는 낭비가 적어 경제적이며, 반복 프린팅을 통한 두께 조절과 플렉서블 기판에 쉽고 빠르게 코팅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화그래핀은 비교적 친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젖음성이 낮은 기판에 프린팅을 할 경우에 기판의 표면처리나 잉크에 IPA, Ethyl

cellulose 등을 첨가하여 코팅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과정은 산화그래핀의 작용기를 변화시켜 전기적 특성이 저하될 우려

가 있다. 우리는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산화그래핀 분산액에 전기영동법을 시행한 후, 산화그래핀 분산액의 점도가 변함을 발견했다.

P13 : 나노소재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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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산화그래핀 분산액의 점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고점도의 용액은 흡착성이 좋기 때문에 이는 산화그래핀 분산액과 기판

간의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PD를 통해 산화그래핀 분산액의 점도를 향상시켜 잉크를 제조

하였다. 제조된 잉크는 사무용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PET필름에 간단한 패턴을 인쇄하였다. 인쇄된 패턴

은 SEM, Raman 등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P13-5]

Study of He Irradiation Damaged W-Based Alloy Thin Films : Haechan Jo1, Injun Oh2, Donghyun Park1, Daegun You2,

Euimin Cheong1, Dongwoo Lee2; 1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2Sungkyunkwan University.

Keywords: Tungsten, Combinatorial Sputtering, Irradiation, Fusion Reactor

Tungsten is a potential candidate for plasma facing material (PFM) in fusion reactors. This is because of its high melting point, high

thermal conductivity, and low sputtering rate. Despite these characteristic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hardening and

embrittlement occur due to the helium ion irradiation, which limit the application of W to PFM. It has revealed that W-based alloys can

improve the irradiation damage tolerance, motivating studies of the properties of the alloys with respect to various compositions,

microstructures, and irradiation conditions. Here, we propose experimental methods that allow efficient investigation of He-ion

irradiation effects on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W-based alloy thin films. MEMS processes combined with combinatorial

sputtering provided an effect mean to prepare various small-scale specimens with different compositions and microstructures.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irradiated and un-irradiated thin film alloys were measured and compared, which may be useful

to develop damage tolerant PFMs. 

[P13-6]

Preparations of Color Epoxy Resin-TiO2 Nanotubes Composites : 김현1, 김영백2, 양비룡3; 1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IPTEC. 3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Color epoxy resin, TiO2 nanotubes, CO2 reduction

Color epoxy resins have been applied to coatings, electronic devices, and adhesives for improved TiO2 composites because of their

outstanding tensile strength, adhesion strength, heat transfer resistance, and electrical resistance. The properties of cured color epoxy

resins are influenced by the kind of color epoxy resin, curing agent, and curing method. This color epoxy resin-TiO2 nanotubes

composite is characterized using photo-electro-catalytic CO2 reduction reaction. Global warming and exhaustion of resources, resulting

mainly from expansive demand of fossil fuels by continuously increasing popul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recently emerging

developing countries, became an important issue in the world. Among representative CO2 treatment processes (storage in waster coal

layer, storage in aquifer, thermochemical catalysis, photochemical catalysis, photo-electrochemical reaction in a system etc.) reported

until now, the sun light assisted conversion of CO2 into small organic molecules is emerging and seriously considered, over the world, as

a valuable eco-friendly route for CO2 treatment. TiO2 is recognized for its highly economical advantage, its chemical stability and its

photo-active properties. It is a photocatalytic materials which, under certain conditions, like a coupling with a conductive graphene

sheet, may produce highly valuable chemical products such as formic acid, methanol and methane by redox photo-conversion of CO2.

Among various CO2 reduction products, methanol can be an alternative of gasoline. It can be also used as a cheap chemical reagent for

the production of ethylene, propylene or more complex molecules in chemical industry. Finally, it can be used in fuel cells instead of

hydrogen, reducing the dependency of this energy technology to liquefied fossil natural gas. It is expected that solar light-assisted CO2

conversion in methanol will be increasingly significant as a solution for environmental problems, allowing the development of green

economies and opening business opportunities. 

[P13-7]

Synthesis of ZnO Nanorods on Graphene Substrate : 최여진1, 최진석1, 류종성1, 임기식1, 안성진1; 1금오공과대학교.
Keywords: ZnO,Graphene,hydrothermal,nanostructure 

ZnO는 상온에서 3.37 eV의 큰 밴드갭과 60mV의 높은 엑시톤 결합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1차원 구조의 ZnO 나노막대는

지름, 길이, 결함, 구조 등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소자, 광학 소자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온수열합성법은 ZnO 나노막대를 합성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서 SEED 층,

ZnO 전구체의 비율, 온도, 시간, 기판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상, 크기를 제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iO2/Si 기

판과 Graphene/SiO2/Si 기판을 이용하여 저온수열합성방법을 통해 ZnO 나노막대를 성장시켰으며, 기판 상태에 따른 ZnO 나노막대

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ZnO 나노막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성장방법, 포스트어닐링 온도, SEED 층의 농도,

코팅횟수를 통해 최적화된 조건을 찾아 ZnO 나노막대를 성장시켰다. Graphene/SiO2/Si, SiO2/Si 위에 각각 성장된 ZnO 나노막대

특성을 SEM, XRD,Photoluminescence(P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13-8]

Electrical Properties and Fabrication of Highly Align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Structures for Electronic Device

Applications : 김영래1, 박천형1, 김준협1, 김지수1, 조범수1; 1강릉원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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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CNTs, electrical properties, interfacial contact resistance, current density

In this presentation, the fabrication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align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SWCNT) networks using a

template-based fluidic assembly process are presented. This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CMOS)-friendly process

allows the formation of highly aligned lateral nanotube networks on SiO2/Si substrates, which can be easily integrated onto existing Si-

based structures. To measure outstanding electrical properties of organized SWCNT devices, interfacial contact resistance between

organized SWCNT devices and Ti/Au electrodes needs to be improved since conventional lithographic cleaning procedures are

insufficient for the complete removal of lithographic residues in SWCNT network devices. Using optimized purification steps and

controlled developing time, the interfacial contact resistance between SWCNTs and contact electrodes of Ti/Au is reached below 2% of

the overall resistance in two-probe SWCNT platform. This structure can withstand current densities ~ 107 A/cm2, equivalent to copper at

similar dimensions. Also failure current density improves with decreasing network width.

[P13-9]

Cu, Ca 및 Zr를 함유하는 Fe-Si-B계 나노결정 합금의 연자성 특성에 관한 연구 : 임현아1, 안수봉1, 정준영1, 손근용1, 박원욱1; 1인

제대학교 나노공학부.

나노결정연자성 재료는 우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 첨단 전기·전자기기,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현재 모든 연자성재료를 이용한 부품의 응용 방향은 경량화 및 에너지손실 절감인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비정질화 또는

나노결정립화 등에 의한 박판화 및 층간 절연과 같은 공정의 개발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연자성재료는 높은 투자율과 낮은 보자력

등의 특성이 요구되는데 이전까지 상용화된 나노결정합금은 포화자속 밀도가 낮은 단점이 있어 새로운 합금개발이 필요한 단계에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화자속밀도가 1.5Tesla 이상인 Fe계 비정질 합금에 소량의 비고용 원소(immiscible

elements)를 첨가하여 α-Fe의 결정성장을 억제시킴으로써, 포화자속밀도와 투자율이 향상된 새로운 합금의 설계와 제조공정의 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e-Si-B계 합금에 Ca와 Cu, Zr을 첨가하여 제조한 합금을 멜트 스피닝(Melt

spinning)을 통해 비정질 리본을 제작 한 후, 이를 결정화하여 온도에 따른 미세구조를 TEM, EELS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B-H

Analyzer를 이용하여 포화자속밀도, 보자력, 코어로스 등 자기적 특성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결정화 열처리에 의해 Zr

은 결접립계와 결정립내부에 골고루 분포하여 결정립을 미세화 시키지만, Ca는 입계를 따라 균일하게 분포함으로써 결정립 입자성장

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와전류감소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을 종합하면, Fe-Si-B계 합금에 Ca, Cu, Zr을 첨가함

으로써 결정화 열처리 후에 형성된 나노결정이 더욱 미세화되고, 결정성장이 억제됨으로써 포화자속밀도가 증가된 고투자율 연자성

합금의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13-10]

Ag 나노 분말/와이어 제조 및 미세구조 특성평가 : 장창윤1, 현윤호1, 박현순1;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금속·재료분석연구실.
Keywords: Silver Nano Powder/Wire, Pulsed Wire Evaporation, Conductivity, Transparency, Electron Microscopy

Ag는 높은 전기 전도성 및 열전도도를 갖고 있고, 저온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 회로(PCB) 기판, 도전성 접착제 등과 같이

전자소재부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반도체 회로 및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고집적화에 따라 전도성 물질의 향상된 특성이 요

구되고 있고, 특히 Ag 나노 분말/나노와이어에 관한 연구 및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폭발법(Pulsed

Wire Evaporation)에 의해 제조된 Ag 나노 분말 및 종횡비가 매우 큰 Ag 나노와이어의 미세조직 분석 및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

다. 전기폭발법은 다른 제조법과 달리 화학적인 부산물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공정이며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분

말을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분말입도, 결정성, 종횡비, 분산도 등에 관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광학

특성, 전기적 특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회로 프린팅 기술에 적용되는 나노 잉크, 투명하고 휘

어지는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에 사용될 수 있는 투명전극 소재로 적용하기 위해 Ag 나노분말/와이어 필름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P13-11]

Seed layer 제작을 위한 Ni 스퍼터링 공정 조건 최적화 연구 : 이승훈1 , 유영은2, 김정환3; 1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기계연구

원 나노 공정연구실. 3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Ni 금속 박막, seed layer, 스퍼터링 공정 

Ni 금속 박막은 우수한 전기전도성과 내부식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Ni 금속 박막은 금형 제

작을 위한 씨앗 층 (Seed layer) 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주로 전자빔증발법(e-beam evaporation)을 이용해 제작되어 왔다. 전자빔증

발법은 빠르게 고품질의 Ni 금속 박막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박막 증착 균일도가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 고종횡비

구조물 위에 균일한 두께의 박막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박막 증착 균일도가 우수한 스퍼터링 공정

(Sputtering)을 이용해서 고종횡비 나노구조물 위에 Ni 금속 박막을 형성하고,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Seed layer  제작을 위한 최

적화된 Ni 스퍼터링 공정을 찾아내고자 한다. 또한 스퍼터링 공정 변수가 Ni 금속 박막의 증착 균일도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

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P13-12]

Ultrafast Excitonic Behavior in Two-Dimensional Metal−Semiconductor Heterostructure : Seunghyun Nam1, Deok Min Se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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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wan Lee1, Suryeon Lee1, Myung Gwan Hahm1; 1Inha University.

Keywords: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wo-dimensional materials, 2D van der Waals heterostructure, ultrafast spectroscopy, exciton

The excitonic behavior in two-dimensional (2D) heterostructures of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atomic layers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Here, we report, for the first time, the ultrafast behavior of charge carriers in heterostructure of metal (NbSe2) and

semiconductor (WSe2) atomic layers via ultrafast spectroscopy. We observe a blue-shift of the excitedstate absorption peak in time-

resolved absorption spectra with time delays in both the as-grown semiconducting WSe2 and the metal−semiconductor heterostructure.

However, the heterostructure shows a clear difference in the peak position and relaxation time of its electrons. This result indicates

higher excited energy states in WSe2 in the presence of the NbSe2 metallic layer contact and implies the existence of interlayer electron

quenching from WSe2 to NbSe2 layers. The heterostructure shows a shorter time scale in the peak rise time compared to bare WSe2,

due to interfacial defects between WSe2 and NbSe2 layers. The results off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ptoelectronic properties of

2D heterostructure interfaces.

[P13-13]

Encapsulated Polypyrrole-MWCNT Nanowire for Non-enzymatic Detection of Lactic Acid in Sweat : 최영민1, 임하나2,

박영민2, 김현종*2, 박진성1; 1한양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Non-enzymatic, Polypyrrole,MWCNT, Lactic acid, Sweat 

피로물질로 잘 알려진 락테이트는 근육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시 무산소 호흡을 통해 생성된다. 락테이트 검지는 운동할 때 근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스포츠 의학에 응용 가능하다. 더불어 패혈증, 급성 심장질환, 락테이트 산독증

등과 같은 질병을 확인하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락테이트 센서들은 락테이트 산화효소를 사용

하지만 효소를 사용할 경우 환경에 따라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검지할 수 없을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소의 활성이 손실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효소 검지물질로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피롤을 사용하여 락테이트 검지센서를 구현하였다. 폴리

피롤은 중성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지만 음이온으로 도핑 시에 우수한 전기 전도성을 띈다. 고유한 도핑/디도핑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 폴리피롤에 락테이트가 도핑되어 전류를 변화시킨다. MWCNT는 바이오센서의 저항을 줄이고, 감도를 증가시키는 지지

체로 사용하였다. 효소를 사용한 Au 전극의 감도와 비교했을 때 polypyrrole는 효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견줄만한 감도를 갖는다.

Polypyrrole-MWCNT는 락테이트 농도 의존성을 가지며 측정범위와 검출한계(LOD) 값을 구하였다. 또한 분비되는 다양한 대사물질

들 중 락테이트만 선택적으로 검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는 처음으로 polypyrrole 비효소식 락테이트 검지센서로 사용 가

능한 것을 보고하며, 이를 응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운동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P13-14]

판상형 FeCo입자의 제작과 이의 특성평가 : 박종환1, 박찬2, 서수정1; 1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Keywords: 전자파, 흡수체 

최근, 전자파간섭으로 인한 부품간 간섭,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전자파 차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파차폐

는 전자파 반사, 흡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파 반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입사한 전자파가 반사되어 근본적인 전자파가 제거가 되지 않

는다. 이에 반해, 전자파 흡수의 경우 전자파를 흡수시켜 열로 변환을 시키는 방식으로 차폐를 한다. 따라서, 근래에는 전자파흡수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자성재료를 이용한 전자파 흡수체에 쓰이기 위해서는 자성재료의 입자크기를 나노크기까지 줄이고, 판

상형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판상형 샌더스트입자를 이용하였으나, 공명주파수대역이 낮아 고주파대역에서는 투자율이 감소

하여 고주파대역에서의 응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FeCo입자는 고주파대역에서도 샌더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

을 나타내었다. 본 발표에서는 FeCo를 폴리올 방법을 이용하여 판상형 입자로 만들었으며, FeCo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평가하였다.

[P13-15]

Modulating with Work Function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Non-Oxidized Graphene Flakes : Chung Kyeong Lee1, Jin

Gwan Seo1, Hyun Jun Kim1, Sung ho Song1; 1Kongju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graphene, doping, work function, electrical property, transparency

With the advent of wearables and flexible electronics, graphene has recently received much interest as a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 (TCE) for optoelectronic device including light emitting diode and organic photovoltaic cells. Here we demonstrate a chemical

doping method of non-oxidized graphene flake (NOGFs) to modulate the work function and charge carrier density by using the metal

chlorides (NaCl, KCl, and AuCl3) and organic compounds (HNO3). The NOGFs having a large side size exceeding 5 μm was

synthesized with graphite intercalation compound method (GIC). Especially, doped graphene flake film (DGFF) containing AuCl3
dopant attained 2.008 x 105 S / m at 75% transmission, one of the lowest values ever reported from the graphene flakes. Furthermore,

through the control work function from 4.32 eV to 5.1 eV, an organic photovoltaic device (OPV) having Au-DGFFs as a hole transport

layer (HTL) exhibits improved 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Therefore this method light on many applications of the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 DGFFs. 

[P13-16]

Sensitive Detection of Methane by In2O3 Nanoparticles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 ZHENG QIAN1, Lee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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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1, Kim Seong-Jun1, Jeong Hwaebong1, Lee Wooyoung1; 1Yonsei University.

Keywords: Indium oxide, nanoparticle, methane, gas sensor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is getting faster. However, the emission of gases

such as methane has led to the greenhouse effect. In addition, methane, as one of the main components of natural gas, is highly likely to

explode when the concentration is too high.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high-performance methane gas sensors is especially

important. Sensors prepared using metal oxide semiconductors (MOS) have been widely used in various industries. There are many

kinds of MOS (TiO2, SnO2, VO2 and so on) have been reported to detect methane. However, there are few literatures on the detection of

methane by using indium oxide (In2O3). In2O3 has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 of gas sensor as a gas sensing material due to its good

catalytic activity and high electric conductivity. In this paper, In2O3 was prepared by co-precipitation method, and the sensing properties

of the material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epared sensor has a high response to 100ppm of methane gas of 6.8 at an

operating temperature of 350 °C. It means that the prepared sensor has a good development prospect for the detection of methane. We

will conduct a number of follow-up experiments to further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is sensor.

[P13-17]

Cellulose based Artificial Nacre with Non-oxidized Graphene for Excellent Mechanical and Conductive Properties : Jin

Gwan Seo1, Chung Kyeong Lee1, Hyun Jun Kim1, Sung Ho Song1; 1Kongju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nacre, graphene, carboxymethyl cellulose, ion crosslinking 

Narce, consisting of inorganic plates and organic matrix in a layered arrangement, is famous for its significant increase in mechanical

properties compared to monolithic aragonite. Here, we have developed a new type of ternary artificial nacre based on

carboxymethlycellulose (CMC) and Mn2+ cross linked non-oxidized graphene flakes (M-NOGFs) through pouring method into a plastic

container at room temperature. The tensile strength and toughness of CMC/M-NOGFs reached 595.62MPa and 6.31MJ/m3,

respectively, due to improved cross-linking reaction between CMC and M-NOGFs. For this, a novel approach to disperse NOGFs with

non-covalent functionalization of melamine, still preserving intrinsic material properties of graphene flakes, was suggested. More

interestingly, the artificial nacre with CMC/M-NOGFs has better flame retardancy and electrical conductivity (~ 161 Ω). Therefore, the

multifunctional graphene based artificial nacre have great potential applications in aerospace, artificial muscle and flexible

supercapacitor electrodes. 

[P13-18]

나노전사프린팅 기반 디웨팅을 통한 정렬된 20 nm 이하 Au 나노입자의 형성 및 플라즈모닉 구조체로서의 활용 : 조승희1, 정연식1; 1

한국과학기술원(KAIST).
Keywords: Nanotransfer-printing, Dewetting, Nanoparticle, Plasmonics, SERS

Au 나노구조체는 빛이 조사되었을 때 수 nm 이내의 전자기장을 증폭시키는 광학적 특성에 의해 플라즈모닉 분야에서 널리 연구

되어왔다. 특히, 잘 정렬된 나노선, 나노입자로 구성된 Au 나노구조체는 그 형상을 제어함으로서 광학 특성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20 nm 이하의 정렬된 Au 나노구조체의 제작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E-beam lithography와 나노

입자의 자기조립이 있으나, E-beam lithography는 매우 정밀한 나노구조체 제작이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며 나노입자

의 자기조립은 간편하지만 나노입자의 크기와 간격의 미세한 형상 제어가 어렵다. 이에 저비용이면서 매우 균일한 20 nm 이하의

정렬된 Au 나노입자를 형성하기 위해 Photolithography으로 제작한 template을 이용하여 나노전사프린팅 기반 디웨팅을 수행함으로

써 20 nm 이하의 Au 나노입자가 정렬된 구조체를 제작하였다. 또한, 그 광학 특성의 제어를 통해 플라즈모닉 구조체로서

SERS(Surface-enhanced Raman Spectroscopy) 분석에 활용하였다. 

[P13-19]

Size Effect of NiTi-based Shape Memory Nanoparticles on Recoverable Strain : 김지영1, 김소연1,2, 김진우1,2, 고원석3,

박은수1; 1서울대학교. 2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울산대학교.
Keywords: Shape memory alloy, Martensitic phase transformation, Phase-separation, Selective dissolution, in-situ SEM compression test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 SMA)은 시편 및 결정립의 크기가 나노 스케일 이하로 작아지면 마르텐사이트 상변태 거동이

급격히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마르텐사이트의 형상 회복 변형률이 크기에 따라 감소하며 임계 크기 이하에 다다르면 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 형상기억합금의 나노 스케일에서의 변태 및 변형 거동을 제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하지만, 나노 스케일 형상기억합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 단결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복합재 형태로

적용되었을 경우에 대한 예측 및 해석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방성이 감소된 나노스케일 SMA 제조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제작한 시편을 활용하여 형상기억합금의 크기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 원소 쌍이 양의 혼합열 관

계를 가지는 경우 그 혼합열 크기와 합금 조성을 제어함에 따라 액상 상분리 현상에 의한 구형 (droplet) 의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구형의 제 2상이 포함된 이상분리 합금을 제조한 후 기지를 선택적으로 용해하여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구형의

SMA 나노 입자를 제조하였다. 이후에, 실시간 주사전자현미경 (in-situ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관찰을 통하여 제조한

SMA 나노 입자의 기계적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입자 크기에 따른 변형 거동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molecular dynamic simulation, MD)을 기반으로 입자 크기에 따른 기계적 거동 및 상변화 거동을 예측하였고, 실제 거동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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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는 이방성이 감소된 SMA 나노 입자 제조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복합재로서의 활용에도 신뢰성 있는 나노스케

일 SMA 변형 거동의 실험적 검증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13-20]

Long-lasting Hydrophilicity study of Sputtered TiO2 Thin Film According to Crystalline Phase : 손요한1; 1한동대학교.
Keywords: TiO2, hydrophilicity, XPS, thin film, plasma

We studied the effect of the oxygen plasma treatment according to the crystalline phases by measuring analysis of the quantitative

XPS and contact angle over time. Amorphous, Anatase with Rutile, and anatase crystalline phases were obtained by DC magnetron

sputtering. These films were deposited onto a glass substrate and treated oxygen plasma for 2, 3.5, 5 minutes respectively then irradiated

the UV for 10 minutes and each one of three types of sample were irradiated by UV only.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amples was

carried out using XRD, XPS, AFM, thickness measurement device and the contact angle of the samples was measured over time. Before

and after oxygen plasma treatment, the roughness and thickness of the samples do not change, but the Contact angle and XPS data show

a significant change. The quantitative XPS data were deconvoluted with four peaks of OHbridge, Ti-OH, Donor-Acceptor complex,

physisorbed H2O peaks, which four peaks show a significant increase with oxygen plasma treatment and show longer-lasting

hydrophilicity retention. The amorphous and anatase with rutile sample irradiated by UV sustained good hydrophilicity (bridge binding

energy, but the pure anatase crystalline sample show shift in Ti-OH and donor-acceptor complex peak as well as OH_bridge peak, and

also the Ti-O peak shows a shift toward higher binding. consequently, we studied the relationship the amount of OH peaks intensity and

stronger binding energy are the important factors to sustain the good hydrophilicity longer period.

[P13-21]

유리 및 Si 기판 위 Au 박막의 어닐링에 따른 광학적 특성의 변화 :  계인석1, 이지영1, 박진1, 오용준1; 1국립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Local surface plasmon resonance(LSPR), noble metals, nanoparticles, thin film dewetting, UV-Vis spectrometer

투명한 기판 또는 실리콘 기판 위 나노구조의 noble metal 박막은 국부적인 표면 플라즈몬 공명(LSPR) 현상을 일으키며, 라만분

광법을 통한 광학적 바이오 센싱, PV cell의 효율 향상 등을 위해 많은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 및

실리콘 기판에 증착된 Au 박막을 고상 어닐링을 통해 다양한 정도로 비젖음(dewetting) 시킨 후, 자외선가시광선(UV-Vis)분광기를

이용하여 LSPR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시험편은 borosilicate 유리 또는 Si 기판(10 nm의 표면 산화막)에 이온빔 증착으로 12 nm의

Au를 증착한 후, N2 분위기의 고온(600-800oC)에서 박막을 다양한 정도로 dewetting시켜서 제조하였다. Dewetting 된 Au 박막의

형태는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표면에 노출되는 기판 또는 Au의 면적비를 계산하였다. 어닐링 온도가 높을수록 Au가 연속박

막에서 나노입자 형태로의 변화가 증대하였고, 약 550~600 nm 파장 부근에서 광흡수율의 변화(증가)가 가장 높았다. 유리와 실리콘

기판에서의 dewetting에 따른 광특성 변화도 비교하였다. 분석된 결과로부터 dewetting 기법을 통한 효율이 높은 LSPR용 Au 나노

입자의 제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13-22]

Nanoindentation을 이용하여 측정한 Cr 박막의 두께변수에 따른 경도의 변화 :  강영준1, 하윤근1, 심준형1, 조영래1; 1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Keywords: Sputtering, Thin film, Nanoindentation, Hardness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특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용도에 최적으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기능재료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재료의 특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것이 박막코팅이라고 할 수 있다. 박막코팅

은 물리적증착(PVD: physical vapor deposition)과 화학적증착(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

어진 모재의 표면에 박막을 코팅함으로써 기존 모재의 물리적 혹은 화학적 특성을 다른 공정보다 소량의 재료를 이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장식용 또는 기능성 코팅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크롬(Cr)을 PVD 공정의 하

나인 스퍼터 방법을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Si wafer)와 유리(Glass) 두가지 기판위에 증착하여, 박막의 두께증가에 따라

Nanoindentation을 이용하여 다양한 하중조건에서 경도를 측정하였다. 스퍼터 조건에서 Power, Pressure, Gas 및 Distance는 동일하

게 설정하고, 증착시간을 변화시켜 박막의 두께를 조절하였다. 박막의 두께는 접촉식 표면단차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성된

박막의 결정구조을 알아보기 위해 XRD를 통한 분석을 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박막의 표면과 단면구조를 확인

하였다. 또한, 각 시편의 표면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AFM을 이용하여 표면거칠기를 측정하였다. Si-wafer 기판의 Cr 박막의 경도는

특정하중 이상의 조건에서 기판의 영향으로 인하여 경도가 증가하였고 Glass 기판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때 기판의

영향을 받기 전의 특정한 하중조건 구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도를 박막자체의 경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P13-23]

Enhanced Anti-Candida Activity of A Smartly EngineeredEnsemble of Silver Nanowires and Zinc Ferrite Nanoparticles

: Deepika Thakur1, Eunbin Cho1, Jin-Seo Noh1; 1가천대학교.
Keywords: Hybrid nanostructures, zinc ferrite nanoparticles, silver nanowires, anti-candidaactivity, bio-assays 

Increasing incidence of Candidiasis around the world is a challenging issue, and the application of nanomaterials as an antifungal

agent has been limited in the field of nanomedicine. Here, we merged the conventionally synthesized zinc ferrite nanoparticles

(ZnFe2O4 NPs) and silver nanowires (AgNWs) into zinc ferrite nanoparticles-decorated silver nanowires (ZnFe2O4 @AgNWs)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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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structures, using a stepwise solution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both AgNWs and ZnFe2O4 NPs were uniformly distributed,

and their crystal structures and phase qualities remained constant at a specific weight ratio. For the first time, we demonstrated the

enhanced biofilm inhibition activity of ZnFe2O4 @AgNWs hybrid nanostructures for Candida albicans cells, which was estimated

using crystal violet assay and XTT assay. The biofilm inhibition activity of the hybrid nanostructures was disclosed to be 8 to 18 times

higher than those of pure AgNWs and ZnFe2O4 NPs even at a low concentration. This greatly enhanced activity is attributed to the

cooperative effects of AgNWs and ZnFe2O4 NPs such as membrane penetration, physical cell damage, and ROS generation. 

[P13-24]

Controlled Synthesis of Graphene/h-BN in-plane Heterostructure on Ge (110) Substrate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 Hyun Sang-hwa1, Hong Min-ki1; 1Ajou university.

Keywords: hexgonal boron nitride(h-BN), graphene, in-plane heterostructure, Ge (110) substrate, chemical vapor deposition(CVD)

Graphene/hexagonal boron nitride (h-BN) in-plane heterostructures have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recent years because of

their unique structure and properties for use in a wide range of potential applications. Graphene and h-BN have perfectly opposite

electrical properties, but due to the difference in lattice constant of only about 2%, it is possible to implement a seamlessly stitched in-

plane heterostructure. Although various methods for synthesizing large area high-quality graphene/h-BN heterostructure have been

studied, it still remains a challenge to control the area ratio of each material. In this conference, we will present the controlled growth of

in-plane graphene/h-BN heterostructure on Ge substrate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First, by varying the partial pressure of

ammonia borane precursor and growth time, the size and density of the single-domain h-BN was controlled. After the synthesis of h-BN

was completed, the mixture gas of CH4 and H2 were introduced to grow the graphene without controlling the chamber temperature at

920 oC. Interestingly, as-grown graphene and h-BN shows epitaxy behavior on the Ge substrate. Raman spectroscopy, atomic force

microscopy,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ools were used to clearly distinguish the region of graphene and h-BN from all the

synthesized in-plane heterostructures. The growth method proposed here may have great potential in the scalable preparation of large-

area graphene/h-BN in-plane heterostructures.

[P13-25]

초음파 합성법을 이용한 가시형 니켈 나노 입자 합성 : 신재경1, 김선우1, 노재철2, 서수정2; 1성균관대학교 공대 신소재공학과 자성재료

실험실. 2성균관대학교 공대 신소재공학과.

Keywords: 나노입자, 니켈, 초음파합성, 비표면적 

최근에, 나노 크기 물질의 제조, 특성 및 적용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있다. 광분해 환원, 방사선 환원,

초음파 화학법, 용매 추출 환원, 마이크로 에멀젼 기술, 폴리올 공정 및 알코올 환원과 같은 금속 나노 입자의 제조를위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있다. 그리고 니켈 나노 입자 [1]는 전자적, 광학적, 자기 적 특성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재료

의 특정 크기와 구조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니켈 나노 입자는 가스 센서의 재료로서

사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에탄올과 탈 이온수기를 이용한 sonochemical 합성으로 합성 시간, 합성 온도 및 전구체의 양을 조절

하여 니켈 나노 입자의 비 표면적을 형태에 따라 제어하여 구형의 표면적을 개선하고자한다. 니켈 나노 입자의 형태 및 조성은

SEM, EDS로 분석하였고, 나노 입자의 결정 구조는 XRD에 의해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구형 나노 입자와 니켈의 가시형 나노

입자 사이의 비 표면적 차이는 BET 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REFERENCES: [1] Zhenguo An, “Synthesis and Tunable
Assembly of Spear-like Nickel Nanocrystallites: From Urchin-like Particles to Prickly Chains”,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113, pp 1346–1351, year 2009. 

[P13-26]

그래핀이 코팅된 구리 나노 분말의 열전도도에 대한 연구 : 신동호1, 최다현1, 김효준1, 이선영1,†, 김사라은경2; 1한양대학교재료화학공학과

다기능재료및소자연구실.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Keywords: 구리 그래핀 열전도도 

전자 소자들의 소형화 및 고집적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 걸쳐 응용이 가능한 금속 나노 분말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크로 사이즈에서 나노 사이즈로 작아지면서 기존 입자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우수하고 새로운 특성

들이 발견되었다. 여러 금속 나노 입자가 있지만 그 중 구리 나노 입자는 우수한 전기 전도도를 가졌을 뿐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고

기존 금속 배선으로 사용되는 벌크 구리보다 표면적이 넓어 열을 잘 흡수하여 낮은 온도에서도 소결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코팅 물질로 사용될 그래핀은 화학적,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강한 기계적 강도를 가졌으

며 구리의 13배에 해당하는 열전도도를 갖는 꿈의 물질로 알려져 있다. 현재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는 전자 소자가 소형화 및 고

집적화됨에 따라 제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열 방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열전도체 물질인

thermal grease나 thermal paste의 성능은 최근 전자 소자의 고집적화로 인해서 열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방열 소재로써 금속, 세라믹, 카본 등의 열전도성 필러와 고분자로 이루어진 복합재료를 사용하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연전도체 물질로, 비정질 탄소를 포함한 폴리머 PVP를 사용하여 그래핀을 코팅한

구리 나노 분말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최적의 열전도도를 보유하는 그래핀 코팅 구리 나노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Cu 분말의

양, PVP의 양, 화학 기상 증착 (CVD) 공정 온도 및 시간 등 다양한 조건을 변화하여 최적화 실험을 하였다. 이 공정에서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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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ursor의 양, PVP의 분자량 등을 다르게 하여 구리 나노 분말의 크기를 변화하는 연구를 하고, 열처리 공정인 CVD 공정의 온

도, 시간, 공정 분위기 (Ar, H2 비율)등을 달리하였다. SEM, TEM 장비 및 Raman 분석을 통해 입자의 크기 및 그래핀 코팅의

균일도 등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제조된 그래핀 코팅 구리 나노 분말의 열전도도를 측정, 비교하여 패키징 연열전도도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최적의 그래핀 코팅 나노 분말을 도출하였다.

[P13-27]

Toward Real-Time Self-Powered Electronics Driven by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 Jin Pyo Lee1, Jae Won Lee1, Bo-

Kyung Yoon1, Hee Jae Hwang2, Sungwoo Jung1, Katherine A. Kim1, Dukhyun Choi2, Changduk Yang1, Jeong Min Baik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 2Kyung Hee University (KHU).

Keywords: three-layer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stretchable conductive film: double-layered polymer: gear-cam system: impedance

matching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various internet of things sensors and portab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smartwatches, the

demand for power generation sources for driving such electronic device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nd challenging. If we rely

on batteries to drive all of the sensors related to Internet of things, most of the IoT would be impossible. Here, we report the exciting

possibilities for the use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TENGs) toward real-time self-powered electronics, such as a smartphone-to-

smartwatch telecommunication over Bluetooth via the capacitors charged by the TENGs, a self-powered pulse sensor, and a real-time

self-powered calculator. To achieve the high-output power of the TENGs, we focused on multiple strategic points such as device

structures, contacted materials, and mechanical systems, as well as circuit design methods of enhancing the charging efficiency to the

energy storage device. The novel integration scheme of TENGs made it generate areal output power of approximately 3 mW/cm2 under

a low frequency of 3 Hz through a gear-cam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fast-chargeable portable power-supplying systems for the

continuous self-powered electronic systems were successfully developed. 

[P13-28]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Reduced Graphene Oxide Electrode on Thermal Reduction oF Graphene Oxide

Films : 길혜준1, 박진우1; 1연세대학교.
Keywords: graphene oxide, thickness, thermal reduction, electric and mechanical properties

본 연구에서는 graphene oxide(GO) film의 두께에 따른 부분 환원 정도와 환원된 GO의 전기적 및 기계적 성질 사이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관찰하였다. 기존의 GO를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화학적 환원과 열적 환원이 있지만 화학적 환원 시 사용하는 환원제들은

매우 유독한 성질을 가지므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열적 환원법을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GO의 열적 환원 연

구는 1000 ~ 3000 K의 고온과 아르곤이나 질소 분위기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GO를 완전 환원시켜 reduced graphene oxide

(rGO)의 전기전도도가 최대값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열적 환원을 위해서는 고온과 비활성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므로 공정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구에서 비교적 저온으로 GO를 부분 환원시

켜 전극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rGO를 만들고 있다. 기존의 저온에서의 환원 연구들은 GO의 두께와 환원

후 전기적 및 기계적 성질 사이의 설명이 부족하므로 본 실험에서는 GO 두께와 저온 환원으로 만들어진 전극의 성질 사이의 관계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본 실험에서는 휘어지는 기판 위에 GO film를 만들어서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300oC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열적 환원 후 여러 방향에서 저항을 측정하여 환원 정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제작한 GO film의 두께를 확인하고 bending test 전

과 후의 저항의 변화를 확인하여 film의 두께가 전기적 및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열적 환원 시 GO에서

oxygen functional group은 결합이 깨지고 이 자리가 hole로 남거나 옆의 carbon과 결합하여 structure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러

한 과정에서 GO film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oxygen group의 결합이 많이 깨지고 이 부분에서 기계적 성질이 약해지게 되지만 환

원되는 부분이 많아지므로 전기적 성질은 매우 크게 향상될 것이다. 반면, GO film의 두께가 너무 두꺼울 때는 표면에서만 환원이

일어나 저항은 큰 값을 가지지만 기계적 성질은 우수할 것이다. 이러한 trade-off 관계에서 적절한 GO film의 두께를 찾는다면 전

기적 및 기계적 성질 모두 우수한 전극을 만들 수 있다. 

[P13-29]

Fabrication of Core-shell Iron@ Graphene Nanoparticles : Sangmin LEE1, Sun-Woo Kim1, Jae-chul Roh1, Su-Jung Suh1;
1Sungkyunkwan University.

Keywords: Transition metal, Graphene, Core sell, Polyol process

Nano scale particles have significant potential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including catalysts, magnetic recording media,

magnetic fluids, and composite materials. In this present work, core-shell Iron/graphene nanoparticles(NPs) were fabricated by Polyol

process. First, Nano sized Iron particles were synthesized by chemical reduction of ferric iron in the presence of sodium borohydride.

Sodium borohydride (NaBH4) solids were dissolved in 100 mL of 0.1 M NaOH solution (0.16 M NaBH4 in 0.1 M NaOH solution), and

then FeCl3.6H2O was dissolved into 100-mL pure water (0.1 M FeCl3.6H2O). Addition of the NaBH4 to the FeCl3 solution in the

presence of vigorous magnetic stirring resulted in the rapid formation of fine black precipitat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action:

2FeCl3 + 6 NaBH4 + 18 H2O à 2 Fe + 6B (OH)3 +21H2 +6 NaCl The particles were washed with 4 times double distilled water , 4 times

acetone to remove any impurities and stored in acetone bottle to obtain black powder in order to prevent oxidation. The diameter of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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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particles was within the range 150 - 200 nm. To fabricate coreshell, dispersed in a polyol solution for Carburizing Iron particles.

Carburization process can be used to form carbon-containing Iron Nanoparticles. The graphene layers were adjustable by controlling

process time conditions. Characteristics of core-shell Iron@Grapehene Nanoparticles were analyzed by analytical tools SEM, EDS,

XRD, BET, Raman spectroscopy.  

[P13-30]

Controlled Morphology growth of Flower-like SnO2 by Different Synthesis Time using Hydrothermal Synthesis : JOO

MI SONG1, SE HEE SHIN1, JAE CHUL ROH1, SU JUNG SUH1; 1Sungkyunkwan University.

Keywords: SnO2, Morphology, Hydrothermal Synthesis, Gas Sensor

SnO2 which has high adsorption power to oxygen, reacts with the reducing gas to improve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when oxygen is desorbed. Using these properties, SnO2 has been used as the main material for gas sensors. Recently,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o increase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SnO2 to augment the adsorption amount of oxygen and improve the gas

sensitivity. SnO2 has various shapes depending on the synthesis method and nano-sized flower-like SnO2 has a larger specific surface

area than other shapes. In this study, Flower-like SnO2 nanoparticles were manufactured by the hydrothermal synthesis of tin (Ⅳ)
chloride Penta hydrate with ethanol - deionized water base. We controlled Synthesis time that can effects morphology of SnO2 particle.

The composition and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nanoparticles were confirmed by EDS and XRD analysis, and the differences in shape

and size were confirmed by SEM and TEM. Also, the change of the specific surface area according to the shape and size of the particles

was confirmed by BET analysis. 

[P13-31]

Triboelectrification-Based Porous Pressure Sensor with Enhanced Linear Sensitivity Fabricated by 3D Printing : 한기

현1, 백정민1; 1울산과학기술원.
Keywords: 3D printing, Porosity gradient, High linear sensitivity, Multiscale aligned pores 

A soft triboelectric sensor with its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human skin, light weight, and multiple functions, yields a variety of

possible practical applications to skin-attachable electronics, human–machine interfaces, and electronic skins. Here, we demonstrated a

triboelectric sensor using a 3D printing system. Gradient porosity affected enhanced linear sensitivity and multiscale aligned pores affect

to high sensitivity. Because the sensor we demonstrate is stretchable, it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P13-32]

Effect of Ultraviolet–ozone Treatment on the Properties and Antibacterial Activity of Zinc Oxide Sol-gel Film : Ji Hyeon

Kim1, Junfei Ma1, Seunghun Lee1, Chang Su Kim1;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KIMS).

Keywords: zinc oxide: antibacterial film: sol-gel film: UV–ozone effect: film surface investigation

To combat infectious diseases, zinc oxide (ZnO) has been identified as an effective antibacterial agent: however, its performance can

be adversely affected by harsh application environments. The ozone impact on ZnO antibacterial film needs to be evaluated prior to its

application in an ozone disinfection system. In this study, ZnO films synthesized via sol-gel/spin-coating were subjected to ultraviolet–

ozone (UVO) treatment for different periods. Surface investigation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revealed that the treatment-induced film changes. With longer UVO treatment, the

surface porosity of the film gradually increased from 5% to 30%, causing the transmittance reduction and absorbance increase in visible-

light range. Phase transformation of Zn(OH)2 to ZnO occurred during the first 10 min of UVO treatment, followed by oxygen uptake as

a consequence of the reaction with reactive oxygen species generated during UVO treatment. However, despite these surface changes,

the satisfactory antibacterial activity of the synthesized ZnO film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and Escherichia coli was sustained even

after 120 min of UVO treatment. This indicates that the UVO-induced surface change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ntibacterial performance and that the ZnO sol-gel film possesses good functional durability in ozon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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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1]

pH 제어를 통한 용매추출 공정 운영에 관한 연구 : 이고기1, 조성구1, 김병원1, 제남진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Keywords: 용매추출, pH 제어,반응효율, 추잔액, 탈거후액  

본 연구는 Ni, Co, Mn, Cu, Al, Ca, Mg 등이 금속이온이 혼합된 용액으로부터 Ni, Co, Mg을 제외한 금속성분을 용매추출

공정을 통하여 회수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희석된 Di-(2-ethylhexyl)phosphoric acid (D2EHPA)를 이용하여 목적금

속을 추출하였고, 공추출된 Ni, Co, Mg을 세정함으로써 회수하는 목적금속의 순도를 높였다. 실험에 사용된 설비는 흡입조가 1L

수준의 향류 다단식 혼합침강조(Count-current multi-stages mixer-settler) 14단을 활용하여 연속공정을 장시간 운영하였다. 반응효율

을 높이기 위하여 pH를 직접제어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pH 변화에 따른 금속성분의 거동은 액상분석이 가능한 XRF를 활용하

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추출 pH 3.5~3.7, 세정 pH 3.1~3.4 범위에서 운영할 경우 추잔액(Raffinate)으로는 Ni, Co, Mg이 함유된

용액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탈거후액으로 회수된 용액에는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미량의 1% 미만의 Co, Ni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용매추출로 투입되는 원료용액(Feed) 내 목적금속인 Mn, Al의 농도가 높아 이를 모두 추출할 때 함께 공추출된 Co,

Ni이 모두 세정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세 pH 제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P14-2]

고온산화 후 Cr 합금과 Zr 합금 계면의 미세구조 분석 연구 : 박동준1, 정양일1, 박정환1, 최병권1, 이영호1, 김일현1, 김현길1; 1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Cr alloy, Zr alloy, TEM, Microstructure, Oxidation 

Zr 합금의 고온 내산화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Zr 합금 표면에 Cr합금 층을 아크 이온 플레이팅 방법으로 형성 시켰다. 이렇

게 제조된 Cr합금 코팅 Zr 시편의 고온 내산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200도씨 고온 수증기 분위기에서 300초 동안 고온 산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Cr 합금 자체의 고온산화 저항 특성은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코팅 층

용 소재 적용을 위해서는 Cr합금이 고온산화 후에도 미세구조의 구조적 결함 없이 본연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

지상과의 계면에서도 두 소재간의 우수한 결합 건전성 및  미세 구조적 특성이 잘 유지 되어야만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온산화 후 Cr 합금 코팅층과 Zr 합금 기지간 계면 영역의 미세구조를 광학현미경 및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

였다. 그 결과 고온에서의 장시간 노출에도 불구하고 Cr합금과 Zr 기지간 상호 확산은 미미하였고 계면 결합 특성을 저하할 만한

심각한 결함도 발생하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계면에서의 상호 확산층의 고분해능상 및 에너지 분산형 분광 분석을 수행하였고 투과

전자현미경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비교 시험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두 분석기구로 각각 분석된 상의 결정구조와 화학적 성분

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시험 도중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발생된 약 10% 의 높은 변형률에도 불구하고 코팅층의 박리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호 확산 층의 건전성도 잘 유지 되어 Zr 소재 내산화 특성 향상을 위한 Cr합금 층의 코팅 기법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P14-3]

Cr 합금이 코팅된 Zr 피복관의 마멸기구에 미치는 지지격자 표면산화층 영향 : 이영호1, 김일현1, 박정환1, 박동준1, 정양일1, 최병권1,

김종열1, 김현길1; 1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Cr-coated cladding, wear mechanism, spacer grid, oxide layer 

사고저항성 핵연료 피복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발생한 수소폭발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로 현재 상용화를 대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KAERI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피복관은 기존 Zr 합금 피복관 외면에 Cr 합금을

Arc Ion Plating 방법으로 코팅 시켜 사고 시 고온 수증기 조건에서 내산화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고조건의 내산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상태에서 부식 및 마멸에 의한 코팅층 손상이 근원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 특히 정상상태 조건에서 코팅 피

복관은 거의 산화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이를 지지하는 Zr 합금 지지격자는 표면 산화가 발생하여 지지격자 표면에 Zr 산화막이

형성되어 접촉재질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화된 지지격자 시험편을 이용하여 상온 수중에서 프레팅 마멸특

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산화막 두께가 약 1~2 mm 수준을 가질 경우, 코팅 피복관은 물론 산화된 지지격자에서도 마멸량이 현저

히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지격자 표면의 Zr 산화층이 Tetragonal 구조에서 Monoclinic 구조로 변화할 때 생성되는 결정립의

크기가 내마멸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확인되었으며, 코팅 피복관은 산화된 지지격자와 접촉할 때 기존 Zr 피복관 대비 매우

우수한 양립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14-4]

사고저항성 핵연료 Cr 코팅 피복관의 고온 수증기 내산화 특성평가 : 김종열1, 박정환2, 김일현2, 박동준2, 정양일2, 이영호2, 최병권2, 김

현길2, 이종현1; 1충남대학교. 2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ATF, Cr, Cladding, AIP Coating, Oxidation 

원전 노심에 사용되는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은 우수한 내산화성 및 기계적 특성은 물론 낮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으로 매우 적합

한 핵연료 피복관 소재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고온 수증기 산화에 의한 수소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P14 : 비철금속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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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저항성 피복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KAERI에서는 기존 지르코늄 피복관 외면에 고온 내산화성이 우수한 Cr 합금을 코팅시

켜 기존 지르코늄 피복관의 내산화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지르코늄 피복관에 아크 이온 플레이팅

방법으로 Cr 코팅층을 형성시킨 후 1000~1300oC 수증기 조건에서 산화시험을 수행하여 코팅 피복관의 산화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시험 후 시편의 산화량 변화와 산화된 표면의 SEM 분석결과로부터 기존 피복관 대비 Cr 코팅 피복관의 우수한 고온 내산화 특성

을 확인하였다. 

[P14-5]

CaO-SiO2-Al2O3계 슬래그에서 Al과 C에 의한 NiO의 환원거동 : 남정우1; 1경북대학교.
Keywords: Smelting reduction, Nickel oxide, Aluminium, Graphite, Molten slag 

리튬이온전지(Lithium ion batteries: LIBs)에는 복합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유가금속이 존재하며, 이를 각각 양극기재와 음극활물

질로 사용되는 Al(Aluminium) 과 C(Graphite)을 이용하여 환원시킬 수 있으며 융제를 첨가하면 슬래그를 형성하여 금속을 보다 용

이하게 회수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LIBs 중의 금속산화물을 용융환원시키는 공정을 모사한 기초실험으로서 CaO-

SiO2-Al2O3 계 슬래그에서 Al과 C에 의한 NiO(Nickel Oxide) 의 환원거동을 조사하였다. 시약급 분말을 사용하여 CaO-SiO2-

Al2O3 슬래그를 만든 후 파쇄하였고, 파쇄시킨 분말을 NiO와 Al, C 분말과 함께 실험조건에 따라 혼합하였다. 혼합시킨 분말과

응집용의 Ni 모재를 알루미나 도가니에 장입시킨 후 노 내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이 종료된 후에 Ni 모재 무게의 증가량을 통해 Ni

의 회수율을 조사하였으며 XRD 분석을 통해 반응 전후 슬래그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Al/C의 몰비가 감소함에 따라 니켈의 회수율

은 감소했다.

[P14-6]

Cu-Ni-Co-Si계 합금의 열적-기계적 2단 석출(TMDA)효과 : 황지인1, 최영철1, 차정민1; 1(주)풍산소재기술연구원.

Keywords: 동 합금, 2단 석출, 전자 부품 소재, 콜슨계

최근의 전자부품은 더욱 더 소형화 되면서 동합금 판재의 박판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전율과 강도의 요구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의 콜슨계 합금으로서는 이들 물성을 양립하기 힘든 상황에 도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콜슨계

합금에 코발트(Co) 또는 크롬(Cr)을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첨가하여, 고용화 열처리 이후에, 1~2회의 추가적인 열처리를 거친

후 마무리 냉간압연을 통해 강도와 도전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1~2회의 열처리를 거친 후에는 기지의 순도가

감소되어 마무리 압연 시 가공 경화능이 저하되어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적-

기계적 2단 석출(TMDA) 공정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도전율과 강도를 향상하고자 하였다. 또한 TMDA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열역학 소프트웨어를 통해 석출물의 성분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2차 석출 열처리의 최적 온도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도전

율 50%IACS, 인장강도 800MPa 이상의 우수한 물성을 얻을 수 있었다. 

[P14-7]

Effect of Morphology and Precipitation on Thermal Properties of Al-Si-Mg-Cu Foundry Alloy : Se-Weon Choi1, Yu-Mi

Kim1, Young-Chan Kim1, Chang-Seog Kang1; 1KITECH.

Keywords: thermal diffusivity, thermal conductivity, thermal expansion, precipitation, heat treatment, aluminum casting 

Among aluminum alloys, Al-Si alloys are the most commonly used on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because of their excellent fluidity

and castability. Especially, Al-Si-Mg-Cu alloys are widely used in automobile engine parts such as pistons, cylinder blocks, and engine

blocks. As demand for lighter weight is increasing because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aspects, physical properties of Al-Si-Mg-Cu

alloys should be improved for automobile engine parts. Therefor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of Al-Si-Mg-Cu cast alloy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morphology and precipitation on thermal properties

of Al-9.8%Si-0.4%Mg-0.7%Cu (in mass%) alloys using a laser flash apparatu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and a

thermomechanical analyzer. Results revealed that mean particle size and shape of Si depended on mold temperature. Specimens with

higher mold temperature had long and needle-like eutectic Si. As-cast specimens were solid solution treated at 535°C for 6 hours and

then quenched in warm water of 80°C. As-solution specimens were then aged at 180 or 190°C for 1, 5, and 10 hours. After artificial

aging treatment, the long needle-like eutectic silicon phase was split into smaller particles. It then gradually became spherical. When the

shape of Si phase became similar after artificial aging treatment, thermal diffusivity and thermal conductivity had similar values. It was

found that shape change of Si particles greatly influenced thermal diffusivity and thermal conductivity.

[P14-8]

동합금의 항균성 평가 연구 : 문선영1, 박철민1, 권태양1, 차정민1, 임완택2; 1(주)풍산소재기술연구원. 2한경대학교 생명공학부.

Keywords: 동합금,항균성,동합금 항균성, 항균성 테스트, 병원균 

동은 여러 효소를 포함해 생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구성성분이며, 또한 단백질들의 구성성분으로 2가 철이온을 3가 철이온으로

산화시키는데 관여를 하며, 1가 동이온에서 2가로 전이가 되며 전자전달, 산화환원 등 중요한 반응에 관여한다. 동은 예로부터 항균

력이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 역사속에서도 동의 항균성을 이용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역사속에서도 BC2000년경 이집트에서

물의 살균용으로 쓰였고,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동관을 음용수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인성전염병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순수한 동이외에 동합금을 이용하여 다양한 병원균에 대한 항균력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보고들이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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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합금은 순동보다는 강도가 높아 산업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미생물의 오염이 노출될 수 있는

곳에 위생적인 기구와 관련된 곳에 동합금이 적용되어 위생분야에 세균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동합금에 대한 병원성 세균 및 일반 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테스트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동합금들의 단시간 및 장시간 항균력

지속여부를 검증하고자 세균에 따른 항균력을 기존에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 스테인레스 소재와의 항균성을

비교하였다. 동합금 6종과 그람음성균 5종과 그람양성균의 병원성 세균 1종에 대해 Plate count법으로 미국환경청 방법(EPA)과 일본

표준규격(JIS Z2801)법을 적용하여 항균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EPA방법에서 동합금들은 세균의 종류와 동합금의 구성 화학성

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시간 지난후 근본적으로 99.9999%이상의 세균이 사멸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테인레스, 알루미늄합금, 플라스틱은 세균들이 건조에 의한 사멸로 2시간 후에도 박멸되지 않아 언제든지 다시금 세균들의 재번식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JIS Z2801방법으로 항균력을 테스트한 결과도 동합금류와 비동합금류는 확연한 차이를 보

여주어서 항균력의 차이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비동합금류인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은 JIS 방법으로도 거의 플라스틱 수준과 동일하

게 세균들의 대사저하로 죽는 정도로 나타났으며 항균성 측면에서는 역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14-9]

합금화를 통한 자체 색상 구현 컬러 합금 개발 연구 : 문상철1, 강결찬1, 김영석1, 박혜진1, YUSUPOV DILSHODBEK1, JUMAEV

ELYORJON1, 송기안2, 홍성환1, 김기범*1; 1세종대학교 공대 나노신소재공학부. 2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금속간화합물, CIE L*a*b*, 컬러합금, 색도기계분석

현재 금속 산업 분야에서 컬러 합금의 경우 다양한 기계적 물성뿐만이 아닌 표면 공정 기법 등을 통한 원색의 구현을 이용하여

제품 디자인 분야에 가장 큰 구매력의 원천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원색은 Gold/Black/Silver/Red 등의 색

상으로 선진업체들은 더욱 우수한 디자인적 효과를 위하여 원색 계열의 색상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ICT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제품에 적용하여 구매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색상 구현에 많은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트렌드의 경우 다양

한 색상의 구현은 가능하지만, 표면 처리 공정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어, 색 내구도에 대한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색 내구

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혹은 반도체와 같이 특이한 전자구조를 지녀, 빛의 흡수 및 반사 과정을 통하

여 자체적으로 색상의 구현이 가능한 컬러 합금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표면처리 공정 없이 금속의 합금화 공

정만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지니는 합금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합금의 경우 50 × 50 × 5 mm의 판형 몰드를 유도 용해 주조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을 수행하였다. 제작된 합금의 색도 분석을 위하여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CIE L*a*b* 색 기반 색도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기계적 물성의 분석을 위하여 Vickers 경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된 CIE L*a*b* 색도 값에 대하여 색 좌표계

를 이용하여 제작된 합금의 컬러 맵을 작성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 가능한 Color library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P14-10]

사고저항성 강화 피복관 사고안전성 평가 : 박정환1, 정양일1, 박동준1, 이영호1, 최병권1, 김일현1, 김종열1, 김현길1; 1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사고저항성 강화 피복관, 아크 이온 플레에팅, 고온산화, DBA, BDBA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가동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사고시 핵연료를 외부로부터 보호

및 차단하는 핵연료 피복관의 수증기 산화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수소에 의한 수소폭발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세계

적으로 핵연료 피복관의 고온내산화성을 향상 시켜 사고 시 원자로의 고온 수증기 반응에 의한 수소발생을 막는 사고저항성 강화

피복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피복관 개발하여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고 환경에서 고온 내산화성이 뛰어 날 뿐만 아니라 정상 운전 조건에서도 내산화성이

우수한 Cr 합금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Cr 합금을 코팅재료로 사용하여 상용 핵연료 피복관의 사고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극 아크 이온 플레이팅 (Cathodic Arc Ion Plating) 방법을 사용하여 상용 피복관 표면에 코팅된

Cr 합금 코팅막의 사고 안전성 평가를 위해 설계기준사고(DBA: Design Basis Accident) 1200oC이하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초과사

고 (BDBA : Beyond Design Basis Accidents) 조건인 1200oC 이상에서의 Cr 합금 코팅막의 고온 내산화성을 평가함으로써 사고

저항성 강화 피복관의 사고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P14-11]

350 MPa급 고강도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의 열처리 최적화 및 부식특성 연구 : 김지훈1, 노시준1, 문중화1, 이지수1, 김기갑1; 1명화공업(주).

Keywords: 주조, 알루미늄 합금, 응력부식, 열처리

최근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연비향상의 목적 등 환경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자동차 경량화 및 고성능의 경량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비강도가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철계 합금의 대체재로서 자동차 현가

조향 장치의 주요부품인 너클 및 암류와 같은 높은 기계적 특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부품에서도 알루미늄 합금 적용의 범위가 증

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품 류에는 주로 주조용 합금으로서 A356합금이 사용되고 있고 중력주조 및 주단조 공법 등을 통해 제

조되고 있으나, 점점 더 산업에서 요구하는 고강도, 고인성의 특성을 겸비한 고품질의 부품수준을 생산하는 데는 재질의 기계적 특

성 한계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합금개발이 필요한 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조용 합금의 부족한 강도 특성을 향상시

킨 고강도 고인성의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열처리 특성 최적화와 부식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6061합금의 합금성분을 Modify하여 주조성과 기계적 특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합금을 개량하였으며, 차

압주조 공법을 통해 제품을 제조하였고, 기존의 A356합금과 특성을 비교하였다. 합금의 열처리 특성 및 부식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T6열처리의 온도 및 시간조건을 용체화 처리는 535~565oC에서 5~8 hr 동안 수행하였고, 시효처리는 165~200oC의 온도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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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hr 동안 수행하였다. 또한 각 열처리 조건 별로 실제 자동차 부품의 부식환경과 유사한 복합부식시험을 진행하여 합금의 응력부

식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용체화 처리는 545oC×8 hr의 조건, 시효처리는 180oC×4 hr과 200oC×2 hr 조건에서 약 370 MPa 이

상의 인장강도를 보이며, A356합금 대비 유사한 수준의 부식특성 수준이 관찰되었다.

[P14-12]

유기산(MSA)의 전기투석시 유가금속과 비스무트 이온의 거동 분석 : 박상미1, 신기웅2, 김권웅2, 강용호2, 현승균1; 1인하대학교. 2인천화학(주).
Keywords: Electrodiaylsis, methanesulfonic acid, valuable metal, bismuth 

고부가가치로 잘 알려진 도금산업은 전기재료 및 전자부품 산업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분야일 뿐만 아니라, 핵심부

품 및 소재의 기능적 특성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이지만 배출 폐수에는 중금속 이외에도 다양한 산성 오염물질이 대

량 포함되어 있어 주요 유해물질 배출 관리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어 집중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

해 이온성 물질을 분리해 정제할 수 있는 전기투석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공정의 대부

분은 구리와 니켈이 대다수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독성으로 인해 Hg, Cd과 같은 다른 비금속에 비해서도 Bi 회수에 초점을 둔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전기투석을 통해 비스무트의 회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가금속인 주석과 구

리를 함유한 유기산 기반의 폐액을 모사해 금속 간의 이온 거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금속 염의 농도와 전류밀도, 농축조 전해질의

농도를 변수로 두고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금속 및 산화물의 성분 및 구조에 대해 고찰하였다.

[P14-13]

합성 Rutile로부터 고순도 TiO2 제조를 위한 불순물 제어 연구 : 주성호1, 신동주1, 이동석1, 강정신2, 김민석1, 신선명1; 1한국지질자원

연구원 광물활용연구부.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Keywords: Rutile, HCl leaching, solvent extraction, Cyanex 923, NaCl

합성 rutile로부터 고순도 TiO2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공정은 크게 합성 rutile이 침출에 용이하도록 Na2TiO3

로 상변화 시킨 소다 배소공정, 염산 침출공정, 불순물 분리정제 공정으로 구성된다. 그 결과 소다배소 후 획득한 Na2TiO3로부터

5M HCl, 70oC, 고액비 1/10의 조건하에서 약 96%의 Ti을 침출시켜 16.7 g/L Ti, 54.3 mg/L Si, 34.7 mg/L Nb, 122 mg/L Zr,

540 mg/L Fe가 함유된 침출액을 확보하였다. 이 침출용액으로부터 Cyanex 923, NaCl 첨가에 의한 불순물 제어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1단 추출공정을 통하여 NaCl의 첨가효과에 의해 Si의 제거율이 30%에서 90%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향류 2단 추출공정을 통

해 불순물인 Fe와 Zr은 전량 제거하였고 Si는 약 90.9%, Nb는 35.4%를 제거하여 고순도 Ti 용액을 확보하였다. 

[P14-14]

니켈 제련 중간물로부터 염산기반 용매추출을 통한 유가금속 회수 연구 : 이병필1, 제남진1, 이고기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Keywords: 니켈, 용매추출, D2EPHA, MHP

최근 광석 및 폐리튬건전지 재활용 등 다양한 전자 산업 분야에서 유가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유가 금속 회수공정에서 선택적으로 고순도의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용매추출 공정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니켈 및 불순물을 함유하는 광석으로부터 제조되는 니켈 제련 중간물 MHP (Mixed Hydroxide Precipitates)을

사용하여 염산기반에서 선택적으로 유가금속을 회수 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유가금속 추출제로는 D2EPHA를 사용하였다.

추출제를 통하여 불순물인 Al, Cu, Zn, Ca, Mn 등 다양한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원하는 고순도의

Ni, Co 등 유가금속을 회수 하였다. 용매 추출 공정 중 소량의 Ni,Co가 공추출이 발생하였지만, 세정 및 탈거 공정을 통하여 미량

의 Ni 및 Co를 다시 회수 하였다. 또한, 용매추출 공정 중 pH를 조절과 D2EPHA 추출제의 농도 및 투입량을 조절을 통하여 원

소별로 추출 및 회수 거동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황산기반 용매추출 대비 염산기반에서의 금속추출 거동을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유가금속의 회수 공정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P14-15]

Morphology and Compressive Deformation Behavior of Copper Foams : 홍기철1, 한기갑1, 박혜지1, 최희만1; 1국민대학교.
Keywords: Copper foam, Freeze-casting, Space-holder, De-alloying, Compressive deformation  

3차원으로 열린 기공을 가진 다공성 구리폼은 리튬이온전지내의 집전체, 필터,방열판 등의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으며,해당

용도들로 이용될 수 있는 이유는 특수한 구조를 바탕으로 가지는 충격 흡수성, 경량, 넓은 반응 표면적 등의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다공성 구리폼을 제작하고 이를 해당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다공성 구리폼의 기계적 성

질은, 해당 재료의 응용분야에서 다공성 구리폼이 발현할 수 있는 성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필요

시 된다. 본 연구에서는, 1) Freeze-casting, 2) Space-holder, 3) De-alloying 총 3가지 방법으로 다공성 구리폼을 제작하고, 각각의

미세구조적인 특징 (기공크기,기공 및 스트럿의 형태, 기공률 등) 을 분석하였다.또한, 3가지 방법으로 제작한 다공성 구리폼을 이

용하여 압축시험을 진행하여 각각의 다공성 구리폼의 압축 변형 거동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기계적 성질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세구조와 압축거동 및 기계적 성질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P14-16]

Cyanex272를 이용한 염산용액 기반 코발트 용매추출 기술연구 : 이병필1, 제남진1, 이고기1; 1포항산업과학연구원.

Keywords: 코발트, Cyanex272, 용매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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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의 소재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유금속들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희유금속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회유 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회수하여 재자원화하는 공정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 원소

들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용매추출 공정의 중요도가 또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황산 기반의 코발트 회수

공정과 달리 염산 용액의 기반으로 코발트 회수연구를 진행하면서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 모사액으로는 Ni (60 g/L),

Co (3.0 g/L), Mg (3.5 g/L)를 포함한 혼합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추출제로는 Cyanex272를 사용하였다. 용매추출 실험은 평형 pH

를 4.0~4.6 범위내에서 조절하여 코발트의 회수 및 추출 거동을 분석하였고, 또한 수상과 유기상비 (phase ratio.O/A)를 변화시키면

서 각 원소별 추출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금속 농도는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분석기로 확인하였으며, 코발트를 선

택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정조건 연구하고자 하였다.

[P14-17]

Hunter법을 이용하여 환원제 공급 방식에 따른 탄탈륨 금속분말 물성평가 : 심재진1, 최상훈1, 이용관1, 박경태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

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Keywords: 탄탈륨, 훈터 프로세스, NaCl, Na, K2TaF7 

탄탈륨은 원자번호 73, 원자량 180.95, 비중 16.6의 원소로 융점이 3,020oC로 매우 높고 내식성, 내열성 등 화학적, 물리적으

로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화공, 기계,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 우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다. 특히, 탄탈륨은 모든 금속 중 가장 안정한 양극산화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는 유전 특성으로 인해 현재 고체전해질 콘

덴서의 양극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고순도 탄탈륨 금속은 반도체 전극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탄탈륨 금속은 원광석인

Coltan으로부터 니오븀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하게 되는데 Coltan의 생산이 콩고 등 아프리카 10개국의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전략물자로 분류 되어 있어, 탄탈륨 금속 제조를 위한 원광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수의 선진국 업체들이 탄탈륨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국내 탄탈륨 산업에서 원자재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량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탄탈륨 금속 제조에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험방법인

Hunter법은 원료물질(K2TaF7), 환원제, 희석제를 모두 반응용기에 장입하여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반응속도

와 반응온도를 제어하기 어려워 분말입도 및 형상이 불규칙하게 제조 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료 물

질인 K2TaF7과 희석제 NaCl을 용융시킨 후 환원제인 Na를 외부 공급 장치를 통해 공급방식에 따른 반응 온도 및 속도를 제어

하며 Ta분말 제조를 실시하였다. 공정온도는 850 oC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원료물질과 환원제는 1 : α (α=5,6,7) 의 몰 비

로 각각 첨가하였고, 희석제는 원료물질과 같은 중량으로 장입 하였다. 반응 후 탄탈륨 분말을 회수하여 수세 공정을 실시하였으

며, 이후 진공 분위기에서 건조 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조 된 Ta 분말 특성 평가를 위하여 분말의 산소함량, 형상, 입도, 순도 및

상분석 등 물성평가를 실시하였다.

[P14-18]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재의 환원 공정에 관한 연구 : 이소영1, 박성훈1, 남정우1, 손호상1; 1경북대학교.
Keywords: Aluminium thermic reduction, Lithium ion battery, Recycling

소형 휴대기기 및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의 양극재에

사용되는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값비싼 금속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발트는 공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특정 지역에 편재

되어 있어 가격 변동이 심하며, 리튬의 경우 고갈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을 이용한 환원 공정의

변수를 제어하여 양극재 물질의 회수를 목표로 하였으며, 환원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P14-19]

Cu-Ti 조금속으로부터 불화물계 공융염 기반 전해정련을 이용한 Ti 회수 기술 : 변종수1, 최상훈1, 심재진1, 이기안2, 박경태1; 1한국생산

기술연구원. 2인하대학교.
Keywords: Electrorefining, Titanium, BaTiF6 , Molten salt system, Cu-Ti crude metal

Titanium(Ti)은 지각 내 금속 원소 중 네 번째로 많이 존재하며 비강도 및 내식성이 우수하여 항공우주, 정밀기계부품, 의료기기,

원자력 폐기물 처리용기 등 많은 산업분야에 사용된다. 하지만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공정시간이 길기 때문에 고가인 단점이 있어

Ti 스크랩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요구되어 지고 있다. Ti 스크랩 재활용 기술 중 하나로 용융염 전해 공정을 꼽을

수 있다. 용융염 전해 환원 및 정련 공정은 에너지 소모가 적고, CO2 및 독성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인 공정이다. 또한 타겟 원소를 선택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해 환원 공정을 통해 생성된

Cu-Ti 조금속으로부터 용융염 전해정련을 통해 Ti를 회수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Ti의 전해정련을 위한 Cell 구성은 LiF-

NaF(61:39 mol%)과 Initiator로 BaTiF6를 전해질로 이용하였으며, Cu-Ti 조금속은 아크멜팅을 통해 Button 형태의 금속을 제조하

여 양극으로, 전기화학 및 열역학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W rod를 음극으로 W wire를 기준전극으로 사용하여 3전극 Cell을 구성하

였다. LiF-NaF 전해질은 불화물 기반 용융염으로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보여주며, 이 전해질의 공융점을 고려하여 공정온도는

700°C로 설정하였고 Initiator로 사용 된 BaTiF6의 첨가량은 TG/DTA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였다. 전해질 내 다양한 함량의

BaTiF6 첨가에 따른 Ti 이온 환원에 사용된 전류량과 확산 계수를 Cyclic Voltammetric(CV)분석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환원 전위

는 ChronoPotentiometry(CP) 분석을 사용하여 다양한 전류밀도를 인가함으로써 제어 하였으며, Ti금속의 특성평가를 위하여 성분,

조직, 순도 등 다양한 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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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20]

고전도도·고내열 Cu-Cr 합금에 관한 연구 : 정원석1, 곽원신1, 최준영1, 전보민1, 이시담1, 차정민1; 1(주)풍산소재기술연구원.

Keywords: 구리합금, Cu-Cr, 전기전도도, 내열성 

구리(Cu) 및 구리합금은 우수한 전기전도 특성때문에 전기전자부품 분야에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차세대 차량의

확대에 따라 차량 전원 공급 시스템 회로의 고전압•고전류화, 전기 장치의 대용량 데이터 통신과 소형화 및 고전류화가 진전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응용분야는, 통전 단계에서 열발생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스프링 접촉부에서는 자동차 고온 환경의

열 부하, 고전류에 의한 열발생 등에 의해 응력 완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감소가 우려된다. 또한, 모바일 제품이 고성능

화 및 소형화됨에 따라, 우수한 강도 특성 뿐만 아니라, 제품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높은 전기 전도성 및 우수한 내열 특성을 모두 갖는 재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높은 전기 전도도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첨가 원소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높은 전기전도도와 높은 내열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Cu-Cr 합금에 다양한 원소의 첨가에 따른 특성 향상 효과를 평가하고, 높은 전기전도도와 높은 내열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구리합금을 설계, 제조하였다. 

[P14-21]

분말압출공정을 이용한 TiH2분말의 치밀화 : 장진만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재활용, 분말압출, 티타늄 수소화물, 기계적 특성

티타늄은 높은 부식저항특성과 비강도로 인해 항공우주산업, 의료산업 및 화학산업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그 범위는 넓지

않다. 좋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응용분야가 넓지 못한 이유는 다른 소재에 비해 제조공정비용이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점이 해

결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가공 시 생성되는 부산물인 티타늄 칩을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TiH2 분말을 제조하고,제조된 분말의 응용범위 확대를 위해 압출공정을 이용하여 치밀화한 후 미

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재활용된 TiH2 분말은 티타늄 가공부산물을 어트리터에 장입한 후 수소분위기하에서 고 에너지

볼 밀링을 통해 제조되었다. 장입된 티타늄 칩은 다른 재활용공정에 비해 짧은 시간인 수백 초 이내에 수소화됨과 동시에 분쇄되어

D50이 45 um 이하인 분말로 제조되었다. 제조된 TiH2 분말은 철강 컨테이너에 봉입(캐닝)한 후 흡착수분과 더불어 탈수소화를 위해

900oC까지 탈수소화 처리를 실시한 후 산화방지를 위해 밀봉처리 하였다. 분말의 치밀화를 위해 1100oC로 승온된 전기로에서 30분

간 치밀화 처리 후 450oC에서 열간압출을 실시하였다. 치밀화된 티타늄은 XRD 분석결과 티타늄 alpha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대밀

도는 99.5%로 측정되었다. 압출 처리된 티타늄은 약 600MPa의 인장강도와 20%의 연신율을 나타내었으며, 790oC에서 어닐링처리

후에도 강도와 연신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P14-22]

순 Cu 및 Cu-%CNT 압분체의 미세구조와 SPS 공정변수의 관계 : 이희창1 , 김혜성2; 1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2부산대학교 나

노메카트로닉스 공학과.

Keywords: SPS, Cu-CNT, 미세구조, 소결체의 두께 

SPS 공정은 분말에 직접 직류전류를 인가하여 분말 주위에 발생하는 줄열을 이용하는 가압 소결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열전도도가

좋은 카본다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가열과 균일한 온도분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Cu-CNT 압분체의 표면과 중심부 간의 미

세구조가 크게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방향 가압 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다. Cu-CNT 소재의 경우 매

우 열 저항성이 낮고 SPS 소결방식이 분말 주위로의 열전달 및 목적 소결온도로 균일 온도를 얻기 용이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되나 Cu-복합재의 미세구조가 동일 소결온도, 압력, 유지시간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결시료의

미세구조가 압분체의 양에 크게 영향을 받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S 시료의 온도, 압력, 압분체의 두께의 공정변

수에 따른 순 Cu 및 Cu-CNT 복합체의 최적미세구조에 미치는 SPS 공정변수의 영향을 고찰하고, 각 공정 변수에 따른 기계적 특

성, 전기적 특성 및 마모 특성 변화를 데이터화 하였다. 

[P14-23]

Effect of Rolling Speed on Microstructural and Microtextural Evolution of Nb Tube During Caliber-Rolling Process : 이

종범1, 정하국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Nb tube: caliber-rolling: grain boundaries: texture: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brication of Nb tubes by the caliber-rolling process at various rolling speeds from 1.4 m/min to 9.9 m/

min at ambient temperature, and the effect of the caliber-rolling speed on the microstructural and microtextural evolution of the Nb

tubes. The caliber-rolling process affected the grain refinement when the Nb tube had a higher fraction of low angle grain boundaries.

However, the grain size was identical regardless of the rolling speed. The dislocation density of the Nb tubes increased with the caliber-

rolling speed according to the Orowan equation. The reduction of intensity for the fiber texture and the development of the fiber texture

with the increase of the strain rate are considered to have decreased the internal energy by increasing the fraction of the low-energy

sigma 3 boundaries. 

[P14-24]

3D 레이저 프린팅 DED 방법을 이용한 핵연료피복관의 표면처리 기술 : 김일현1, 김현길2, 최병권2, 이영호2, 정양일2, 박동준2,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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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2, 김종열3, 김선진1; 1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한국원자력연구원. 3충남대학교.
Keywords: ATF, FeCrAl,3D Laser Coating, Cladding

3D 레이저 프린팅 DED 방법을 이용한 산화저항성이 우수한 코팅 기술은 연구하였다. 3D레이저 DED방법을 이용하여 핵연료 피

복관에 이종 소재를 코팅할 경우 지르코늄 모재와 코팅 소재간 계면에 혼합된 층을 형성할수 있기 때문에 접착 성질이 크게 향상

시킬수 있다. 코팅에 사용 된 소재는 FeCrAl(ATMT) 파우더를 이용해 3D 레이저 DED방법을 이용하여 코팅을 수행하였다.

FeCrAl소재를 지르코늄 모제에 직접 코팅할 경우 고온에서 950oC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모제Zr과 Fe의 상호확산에 의해

물질 조성이 바뀌고 핵연료 피복관 모재에 Zr-Fe계 금속간 화합물이 형성되어 취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코팅시 상호확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르코늄 피복관에 아크 이온플레이팅 방법을 이용하여 Cr을 확산방지층으로 코팅한 후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FeCrAl 소

재을 코팅한 결과 코팅 층과 모제와의 상호 확산을 방지 할 수 있었으며 고온산화 저항성도 향상 되었다

[P14-25]

A Study of Lithium-Ion Battery Impedance Using Pseudo-Two-Dimensional Model-Based Simulation : Solomon Ansah1,

Namsoo Shin1, Jong-Sook Lee2, Hoon-Hwe Cho3; 1Hanbat National University. 2Deep Solution Inc. 3전남대학교
Keywords: Lithium-ion batterie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pseudo-two-dimensional model, COMSOL, Barsoukov's

model 

Lithium-ion batteries (LIBs) has been considered as a promising power source in state-of-the-art technologies such as the energy

storage systems (ESS) and electric vehicles (EV) due to higher energy density and faster charging time.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has been used to garner insight into important physicochemical processes and the corresponding performance in the

LIB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electrochemical parameters on the Nyquist impedance plot and how it affects the

performance of the cell. The pseudo-two-dimensional (P2D) impedance model developed by Newman [1] is incorporated into

electrochemical model of COMSOL multi physics software. Our model consists of a set of governing equations describing the one-

dimensional, volume-averaged distribution of lithium ions and potential in the solid and solution phases across a positive electrode,

separator, and negative electrode by taking proper boundary conditions into account. The computed data are compared with the

Barsoukov’s model under a frequency range of 1 MHz to 1mHz,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data science approaches. The effect of

electrochemical parameters on the impedance plot is analyzed, which could be transformed into the discharged curves employing data

training.

[1] JP Meyers, M. Doyle, RM Darling, and J. Newman, “The Impedance Response of a Porous Electrode Composed of Intercalation

Particles,” J. Electrochem. Soc., Vol. 147, no. 8, p. 2930, 2002. 

[P14-26]

미세구조 제어를 통해 고절삭성 무연 황동 : 예정원1, 윤국노1, 박은수1; 1서울대학교.
Keywords: Brass, lead, CALPHAD, globule particle, Machinability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소재 부품으로 사용되는 황동은 납을 첨가해 개재물을 형성시켜 절삭 시 불연속적인 스크랩 형성으로 절삭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도관 등으로 활용되는 황동 소재의 함유된 납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 중금속 요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 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납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재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납 사용량을 줄임과 동시에 절삭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금 개

발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합금화하였을 때 Cu와 상분리되는 원소를 열역학 데이터베이스 기반 시뮬레이션(CALPHAD) 방법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이후 공정 조건의 제어 등을 통해 석출상의 형상을 제어하여 기존 상용합금과 비슷하게 Brass 기지 내에 석출

상이 구형으로 존재하는 미세구조를 얻었다. 인장실험을 통하여 항복강도는 200MPa 이상 연신율은 20%이상으로 기존 상용합금보다

좋은 기계적 특성 또한 얻을 수 있었다. 

[P14-27]

Halide 교환반응을 이용한 폐영구자석으로부터 Nd 금속 추출 기술 개발 : 최상훈1,2, 심재진1, 변종수1,2, 양원식1, 현승균2, 박경태1; 1한

국생산기술연구원. 2인하대학교.
Keywords: Nd recycling, NdFeB magnet, Halide exchange reaction, electroextraction, Alkali metal halide 

희토류 Neodymium(Nd) 금속은 NdFeB 자석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 원료로 주로 사용 되고 있다. 높은 자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NdFeB 영구자석은 전기 자동차 엔진 모터, 풍력발전 모터, MRI, 스피커 및 Hard disk drive (HDD)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적

용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Nd 금속의 수요 또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의 경우 폐가전제품 및 폐자동차에서 Nd 금속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를 고철 등으로 폐기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일부

MRI에 사용되는 자석만이 일부 회수되는데 그치고 있다. Nd와 같은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상용공정은 산이나 유기용매를 이용한

습식 재활용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다량의 폐액이 생성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희토류 재활용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량의 강산이나 유기용매를 활용하지 않고 NdFeB 영구

자석으로부터 halide 교환반응 및 용융염 전해제련 공정을 이용하여 Nd 금속을 추출하였다. 이 공정은 알칼리 금속 halide와 Nd의

halide 교환반응으로 생성 된 Nd halide가 Nd 금속 전해 제련의 원료로 활용되며, 알칼리 금속은 금속으로 추출됨으로써 반응 부산

물이 생성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실험은 분쇄 된 NdFeB 자석 스크랩을 아르곤 분위기에서 공정 조성의 알칼리 금속 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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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및 불화물과 믹싱하여 500oC, 800oC에서 각각 열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열처리 후 자석 스크랩 및 금속 halide와 분리하였다.

halide 교환반응을 통해 얻어진 Nd halide는 전해 제련 공정의 전해질로 사용하여 Nd 금속 추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공정에

서 얻어진 NdFeB 스크랩, 금속 halide, Nd 금속은 SEM, EDS, XRD 및 ICP 분석을 통해 성분, 조직 및 순도 등 다양한 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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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1]

생체 신호 감지를 위한 조정 가능한 감도를 가진 전도성 폴리머 기반 다층구조의 압력 폴리우레탄 폼 센서 : 김재형1, 신유진1, 정

인화1; 1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Keywords: 탄소나노튜브, 다공성 폴리우레탄 폼, 압력센서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은분(Silver Flake), 실리콘 고무(Silicone Rubber)가 함침된 다공성 폴리우레탄 폼(Porous

Polyurethane Foam)의 기계적인 성질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개발된 센서는 높은 공극률(Porosity)을 가진 다층구조로써 내구성이

뛰어나며 넓은 압력 측정 범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극률에 따른 저항의 변화율을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 하였고, 층 구조를 통하

여 탄소나노튜브 함침에 대한 다공성 폴리우레탄 물질의 성능을 연구하였다. 다층구조로 만들어진 압력센서는 기존의 한 층으로만

만들어진 압력센서보다 측정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반복적인 압력에서 2000회 사이클 후 정상적으로 작동 하였

다. 이 센서는 인체의 맥박, 성대의 울림과 같은 미묘한 압력을 측정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다층구조로 이루어진 다공성 폴리우레

탄 폼 압력센서는 넓은 압력 범위를 가지며 반복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곳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P15-2]

3D Graphene-Ni Composite Fabricated by a Simple Two-Step Process : Byung-Sang Choi1, Xue Li1, Zahid Hussain1; 1Chosun

University 

Keywords: 3D graphene, Graphene-Ni composite, CVD, Heat treatment

To fabricate 3D Graphene-Ni composite, a Ni disc was prepared by an axial compaction of micron-sized Ni particles in a mold with a

double-action oil hydraulic press.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900 to 1000 °C was conducted on

that prepared Ni disc using methane as a carbon source and Ni powder as a template for 3D network of graphene. The 3D Graphene-Ni

composite exhibits outstanding thermal and electrical conductivities, tensile strength and corrosion resistance indicating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

[P15-3]

인체 자세 측정을 위한 조절 가능한 신축성을 가진 곡률 패턴 기반의 스트레인 웨어러블 센서 : 신유진1, 김재형1, 정인화1; 1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Keywords: strain sensor, wearable sensor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신체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스트레인 센서(strain sensor)가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본

블랙(carbon black)이 분산 되어 있는 전도성 필름에 곡률 패턴을 적용한 웨어러블 센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도성 필름은 신축성

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곡률 패턴을 활용하여 신축성을 향상시켰으며 실리콘 고무를 이용한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을 진

행하여 센서를 제작하였다. ANSYS를 통한 유한요소해석과 인장실험을 통해 곡률에 따른 변형률과 저항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후

신체에 부착하여 웨어러블 센서의 적합성을 실험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인장에서 곡률 패턴의 형상에 따른 등가응력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센서의 저항 변화의 경우 변형률과 그 추세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패턴을 적용한 웨

어러블 센서는 움직임이 큰 신체 부위의 인체 움직임을 측정에 적합한 센서임을 확인하였다. 

[P15-4]

Fly ash를 첨가한 에폭시 고분자 복합소재에서 필러의 입자크기에 따른 기계적 특성 분석 : 심지수1, 강영정1, 박용호2, 이영철1; 1한국

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Keywords: Epoxy, Fly ash, Composite, Mechanical properties, Viscosity 

에폭시 고분자 수지는 화학적 안정성, 높은 기계적 특성, 열 저항성이 우수하여 차세대 신소재로 주목받는 소재로써,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섬유상을 기지로 사용하여 에폭시를 접착제로 적용한 복합소재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에폭시를 기지로 적용한 복합소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Fly ash는 고강도 및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 고분자 복합소

재에 첨가되는 필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Fly ash는 석탄화력발전소 부산물로 제작되기 때문에 다양한 입자 크기, 불규칙한 입

자 형상을 가져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

에 따른 액상 Fly ash/에폭시 슬러리의 점도 측정을 진행한 후, 최적 점도에서의 몰드 주입 및 경화를 진행하여 내부에 Fly ash를

균일 분산 시켜 제작하였다. 또한 복합소재에 첨가되는 Fly ash의 입도 크기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기계적 특성

측정 결과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필러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항복강도가 증가하였다. 경도, 인장, 압축, 굴곡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후 기계적 특성을 평가한 시편의 파단면 SEM 관찰을 진행하여 입자크기에 의한 Fly ash/에폭시 복합소재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P15-5]

Ti-barrier의 초기 미세조직 제어에 따른 Ti-barrier 적용 MgB2 초전도 선재의 미세조직 변화 및 변형거동 연구 : 박상용1, 현승균2,

P15 : 복합재료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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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영3, 이종범1, 정하국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지역본부. 2인하대학교. 3케이에이티.
Keywords: MgB2wire, Commercial pure Titanium, Microstructure and deformation behavior

MgB2초전도 선재의 제조방법은 혼합 된 마그네슘(Mg) + 붕소(B)분말을 금속튜브 안에 채운 후 인발, 압연 등의 가공 기술을 통

하여 1 mm 이하의 장선재 형태로 제조한 뒤, 650oC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Mg와 B만을 반응시켜 MgB2를 형성시킨다. 제

조된 초전도 선재는 NMR/MRI와 같은 분석·의료기기의 전자석 제조에 사용된다. 금속튜브의 선정기준은 Mg+B 혼합 분말이 충진

된 금속 튜브가 수 km이상의 긴 선재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혼합 된 분말을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와 연신 특성을 가져야 하

며, 열처리 과정에서 Mg나 B과 반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무산소동은 우수한 기계적 강도 및 연신 특성을 나타내지만, 열처리

과정에서 Mg와 반응하여 Mg2Cu를 형성시켜 초전도특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Mg-B혼합분말

과 Cu금속튜브 사이에 확산 방지층을 위치시켜 Mg2Cu형성을 억제한다. 최근 확산 방지소재로 Mg와 반응이 없고,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지닌 순 티타늄(Commercial pure Ti: CP-Ti)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P-Ti을 확산 방지 소재로 적용하면 기존에

사용되었던 나이오븀(Nb)이나 순철(Fe)보다 건전한 분말/barrier 계면이 얻어지며, 기존 열처리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barrier층으

로 B분말이 확산되지 않아 초전도 특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확산 방지소재의 기계적 특

성 및 미세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열처리를 통해 CP-Ti의 미세조직을 제어한 후, 다양

한 미세조직 특성을 가진 Ti튜브를 적용하여 지름이 25 mm인 Mg+2B/Ti/Cu의 튜브를 조립하여 최종 직경이 0.82 mm인 와이어를

제조하였다. 모든 변형 구간에서 Ti의 미세조직 및 구성소재 비율 변화를 관찰하여 변형 특성과 이들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P15-6]

분말야금법과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으로 제조된 Al-Cu 복합재료의 특성에 미치는 금속간화합물의 영향 : 김경주1,2, 조명훈1, 김다솜3, 권

한상1,3; 1(주)차세대소재연구소. 2 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3부경대학교 신소재시스템공학과.
Keywords: Aluminum, Copper, Spark plasma sintering, intermetallic compound, Powder metallurgy 

방열(heat dissipation)과 경량(lightweight) 재료의 개발은 자동차 및 항공 우주 분야, 광 소재 패널, 전자 패키징, 반도체 부품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량 재료

는 자동차, 조선 선박 및 항공의 연료 효율을 향상시키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소재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재료라

할 수 있다. 그 중 낮은 밀도의 알루미늄과 고방열의 구리는 산업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합한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수송 기기의 연비효율의 향상 및 집적회로의 소형화를 위해 고방열, 경량성, 낮은 열팽창 계수, 고강도 특성이 동시에 구현되

는 재료의 고기능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재료의 고기능화를 위하여 Al의 경량성과 Cu의 열적 특성을 조합하는 Al-

Cu의 복합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체에 관한 연구는 accumulative roll bonding(ARB) 공정, squeeze casting

method을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Al과 Cu의 약 3배의 밀도 차이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의 Al과 구리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료 제조에 효과적인 기계적 볼밀과 SPS 공정을 사용하여 Al 및 Cu 재료의 이점

을 동시에 가지는 복합재료를 제조하고 하였다. 제조된 복합재료의 미세구조 및 금속간화합물의 상은 X-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field-emission SEM (FE-SEM), and energy-dispersive spectroscopy (EDS)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Al-Cu 복합재료에서 IC 상은 SPS 동안 Al과 Cu 입자사이의 반응으로부터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Al-Cu 복합 재료의 기

계적 특성은 Vickers hardness tester를 통하여 측정하였고, 열적 특성은 laser flash analysi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15-7]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을 이용한 Al-Mg 복합 재료의 제조 및 특성 연구 : 조명훈1, 김경주1,2, 김다솜3, 권한상1,3; 1(주)차세대소재연구소

. 2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3부경대학교 신소재시스템공학과.
Keywords: Aluminum, Magnesium, Heat dissipate, Spark plasma sintering, Intermetallic compound.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다기능성 복합소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송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알루미늄의 경량성과 마그

네슘의 열적 특성을 조합한 알루미늄-마그네슘 복합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복합 재료의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방식으로는 일반 소결, 열간 가압성형, 분말 야금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높은 온도와 긴

열처리 시간이 요구된다. 반면에 방전플라즈마 소결법 (Spark Plasma Sintering, SPS)은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단시간에 고밀도의 이

종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소재 상압소결 제조 공정 대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적인 공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을 이용하여 Al-Mg 복합재료를 제조하였으며, 단일소재 대비 경량성과 방열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자 하였다. Al과 Mg 원료 분말은 볼-밀링 공정에 의해 복합 분말로 제조되었고, SPS법을 통해 소결 온도에 따른 소결체를 제조하

였다. 제조된 복합재료의 미세구조 및 금속간화합물의 상은 X-ray diffraction (XRD), Field-emission SEM (FE-SEM), and

Energy-dispersive spectroscopy (EDS)을 사용하여 분석했으며, 열적 특성은 Laser flash analysi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15-8]

Al Dipping 된 주철Insert의 계면 특성 분석 : 정찬현1, 김상욱1, 장병록1, 현승균1; 1인하대학교.
Keywords: Al alloy, Cast iron insert, Metallurgical bond, Al dipping 

자동차의 엔진기관에 들어가는 Piston은 폭발에 의한 고온, 고압을 견디며 기관 내에서 상하로 운동하는 부품이다. 그래서 열팽창

이 적고 변형이나 기계적 응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 산업의 경량화 추세에 따라 주철에서 Al 합금으로 재료가 바뀌었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힘을 받거나 마찰되는 부위에는 Dipping된 주철Insert를 삽입하여 제품강도와 수명을 늘린다. 이 과정에서 공

정 변수에 따라 두 재료의 접합 부위에 결합불량, Void 생성, 산화피막 등으로 인한 결함이 생성되며 이는 제품의 충격저항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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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강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결함이 생성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Piston 내부의 Al 합금과

주철Insert 사이의 Metallurgical bond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하였다. 공정분석 및 Flow simulation을 통하여 제품결함의 주요한 원

인이 공정에 따른 시간임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Dipping 공정 변수를 변경하여 제조한 뒤 금속 간 결합 층의 품질에 대한

SEM/EDS 분석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공정변수와 결함에 대해 고찰하였다. 

[P15-9]

BaTiO3/PVDF를 이용한 복합 필름 특성 연구 및  최적화 : 이상민1, 나영일2, 서수정2, 노재철2, 오용수2, 박화선2; 1성균관대학교 공대

신소재공학과 자성재료실험실. 2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BaTiO3, PVDF, 나노 복합체, 유전율

산업이 발전하면서 각종 산업용 장비나 주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센서의 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습도는

품질의 수율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연구가 되고 있는 BaTiO3의 감습막 특성을 흔히 쓰이는 Pi의 단점

을 보완하고자 연구했다. 나노 복합체는 PVDF 5 wt%와 NMP 95 wt%로 혼합하여 만들어졌다. 최적의 조건은 150oC에서 3 um이

다. BaTiO3/PVDF 막은 SEM, XRD, LCR-Meter로 측정했다. SEM 측정 시 상부와 하부 사이 나노 분자들의 분산이 확연히 차

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BaTiO3/PVDF 막은 높은 값의 유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15-10]

열처리 온도 및 입도에 따른 sendust의 자기적 특성 : 신세희1, 송주미1, 신재경1, 이상민1, 이상민1, 노재철1, 이경섭1, 서수정1; 1성균

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신소재공학과.

Keywords: Sendust, 자성특성. 전자파 흡수체

금속계 자성재료에서 고주파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와전류 손실을 억제하고 반자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와전류 손실

은 Pe = (π2d2B2f2)/cρ 이므로 와전류 손실을 줄이려면 두께(d)를 줄여야한다. 또한 자성체를 자화시키는 유효자장(H)은 반자장(H)의

크기만큼 작아진다.(H = Hex-|Hd|) Aspect ratio가 클수록 반자장계수가 작아지므로 두께는 얇고 길이 방향으로는 긴 분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sendust 분말의 기계적 밀링을 진행하였고 밀링 후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Ar분위기에서 500-725oC

까지 변수를 두고 진행하였다. 열처리에 의한 응력 및 상변화에 따른 미세구조 관찰은 XRD와 TEM을 통해 확인하였고, SEM과

입도분석을 통해 형상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입도와 열처리 온도가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크릴계 수지에 함침시

켜 흡수체를 제작 후 1 MHz~1 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투자율 측정을 하였다.

[P15-11]

강화상의 형상 변화에 따른 금속기지복합재료의 고온 결정립 성장 거동 관찰 : 장하늘1, 최현주2, 장혜정3, 이민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본부. 2국민대학교. 3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
Keywords: Copper, Nano-carbon, Composites, Nanocrystalline, Grain growth 

나노 크기의 결정립을 갖는 금속은 우수한 기계적·열적 특성 및 부식 저항성으로 인해 다양한 적용분야에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다. 하지만 나노 결정 금속의 미세구조는 고온에서 매우 불안정하며 이는 고온에서 나노 결정 금속의 특성을 저하 시키는 요

인이 된다. 따라서 나노 결정 금속의 열 안정성 향상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용질 원자나 석출물을 이용하여

고온에서 금속의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다수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방법은 합금 원소의 용해도 한계에 의해 제한된다.

한편, 금속의 열 안정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금속기지복합재료의 연구가 주목되고 있다. 금속기지복합재료는 기지 내에 다양한 강

화상을 분산시킴으로써 금속의 열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강화상 중 탄소 기반의 나노 탄소 재료들은 우수한 기계

적, 전기적 ·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금속 기지 복합재료의 강화상으로써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노 탄소 재료가 분산

된 금속기지복합재료에서 금속기지의 결정립 성장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눈에 띄게 향상된 기계적 특성 또한 보고

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강화상의 형상에 따른 결정립 성장 거동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 탄소 강화상이 분산된 나노 결정 구리/나노 탄소 복합소재를 제조하고, 구리의 약 0.7

Tm에 해당하는 800 °C에서 나노 탄소 물질의 형상에 따른 고온 결정립 성장 거동을 관찰하였다. 각 형태가 다른 0차원의 풀러렌,

1차원의 탄소나노튜브, 2차원의 그래핀(graphene)이 나노 결정 구리의 결정립 성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P15-12]

이온교환을 이용한 Cu-glass플라즈모닉 안료의 제조 연구 : 최광덕1, 최윤정1, 조소혜2, 변지영2; 1서울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ywords: 이온교환, Cu, glass, silicate, color

층상 구조의 실리케이트는 선택 흡착제, 촉매, 새로운 결정 구조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그 중에서도

Kanemite, octosilicate, magadite, kenyaite와 같은 층상 알칼리 실리케이트는 물질 층간에 존재하는 알칼리 이온과 다른 양이온간의

이온 교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실리케이트의 나트륨 이온을 이온 교환법을 사용하여 특정 이온으로 치환 후, 치환

된 이온을 금속으로 환 후, 치환된 이온을 금속으로 환원하면 플라즈모닉 색상을 발현시킬 수 있다. 금속 내 자유전자가 집단적으로

진동하는 유사입자를 일컫는 플라즈몬은, 금속 나노입자의 경우 표면에 국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표면 플라즈몬이라 부른다. 안료

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영구적인 색 보존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층상구조의 실리케이트 사이에 특정 이온을 삽입

하여, Ag나 Cu 수용액에 Na-ilerite를 담지하여 하룻동안 교반시킨 후, 400에서 800도의 온도별로 수소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플라

즈모닉 색 변화를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층상구조를 갖는 실리케이트에 이온교환을 하여 온도별로 색깔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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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컬러필터와 다르게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는 플라즈모닉 컬러필터의 금속 착색에 적합한 응용방법을 검토

하였다. 

[P15-13]

분말사출성형공정을 이용한 Mo-Cu 복합체 제조 : 장진만1, 이원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공정소재그룹.

Keywords: 분말사출성형, Mo-Cu복합체, 산화물, 환원소결

높은 열전도도, 낮은 열팽창계수와 함께 우수한 가공성을 가지고 있는 Mo-Cu복합재료는 방열 부품, 전기접점 부품 및 고온 구조

용 소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Mo와 Cu상호간의 큰 융점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주조공정으로는 제조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기공을 포함하는 Mo 가소결체를 제조한 후 액상 Cu를 기공 내로 용침시켜 복합재료를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Mo-Cu계는 고상과 액상에서 고용구간이 거의 없고 느린 용침속도로 인해 Cu상이 균일하게 분포된 복합재료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밀링공정을 적용하여 균질하게 혼합된 미세 Mo-Cu복합분말을 제조하고 소결을 통해 치밀화

된 벌크를 제조하는 공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화물분말인 MoO3와 CuO를 볼 밀링을 통해 균질하게 혼

합된 미세 산화물 복합분말로 제조하고 후속열처리를 통해 중간반응상을 형성시킨 후 환원공정을 통해 복합분말을 제조하고 소결공

정을 통해 벌크화하는 공정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복합분말 제조까지의 공정단계가 많고 환원된 미세 복합분말의

높은 표면적으로 인해 취급이 어려운 단점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O3와 CuO산화물분말을 원재료

로 하여 소결 시 환원을 동시에 일으키는 환원-소결 일체형 공정을 통해 소결체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며, 복잡소형부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분말사출성형공정에 이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um이하의 미세입도를 가지는 산화물분말과 파라핀 왁스를 주성분으

로 하는 바인더와 혼합하여 feedstock을 제조하였으며 건전한 green part를 얻기 위해 사출공정변수를 최적화 하였다. 사출공정을 통

해 얻어진 green part는 수소분위기에서 탈바인더 처리한 후 소결을 실시하였다. 탈지공정은 1.5 L/min의 수소를 연속적으로 흘려주

며 1기압의 수소분위기에서 약 1oC/min의 속도로 550oC까지 탈지를 행하였으며, 소결은 1기압의 수소분위기하에서 Cu의 액상이 만

들어지지 않는 1050oC까지 3oC/min의 속도로 승온 후 3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을 사용하였다. 

[P15-14]

냉간 인발가공에서 이종복합재의 튜브두께 변형특성 분석 : 윤덕재1, 김응주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Drawing Process, Clad Bar, Cold tube Forming, Oxygen Free Copper(OFC), Niobium, composites 

이종복합 소재는 두 종류 이상의 특성이 다른 금속을 적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단일 금속 소재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물리적 특

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종복합 선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두 금속이 완전히 접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소성가공 공정으

로 소재를 당기거나, 미는 방식으로 성형할 경우 이종복합재간의 다른 변형거동으로 인하여 성형공정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종복합 소재의 소성 유동물성에 따른 성형특성과 생산성을 고려한 인발가공에서 튜브재의 두께 변형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냉간 인발공정에서 이종복합재 튜브두께의 변형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산소 동(Oxygen

Free Copper) 튜브에 Sn, Al, Nb 소재와 같이 유동물성이 다른 소재를 코어로 조합하여 성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단면감소율

과 금형각도 등의 인발공정 변수에 따른 무산소동 튜브재의 두께변화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P15-15]

Correlation between Electrical Performance and EMI Shielding Effectiveness of Metal Coated Carbon Fiber Tape : 김

지연1, 박대희2, 김원석1; 1(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2원광대학교.
Keywords: MCF, EMI shielding, permittivity, permeability, tangent loss 

MCF tapes were fabricated by spreading and dipping processes, and used polyurethane to minimize fluff generation and increase

flexibility. In this study, nickel coated carbon fiber (MCF) was fabricated in tape form and measured electrical performance such as

resistivity, permittivity, permeability, and tangent loss. A electrical performance of the MCF tapes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EMI

shielding effectiveness. The optimum content of polyurethane was confirmed 42wt% via TGA and the coefficient of friction. The EMI

shielding effectiveness on the MCF shielding tape showed average 56.9dB in the frequency range of 510kHz to 3MHz, and electrical

performance higher than carbon fiber. The MCF tape showed low resistance and high shield effectiveness, making them suitable for

application as a shielding material to cables used in automotive high-voltage systems. 

[P15-16]

분말 활용 금속복합재료의 중력주조공정 적용가능성 평가 : 김효섭1, 홍순직2, 정재헌1, 이상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금속기지복합재료: 분말활용주조기술: 중력주조공정:  

최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존 재료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성 재단이 가능한 고기능성/고부가가치 금속복

합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 및 선두 업체들은 금속복합재료 제조를 위한 새로운 제조공정을 개발 중이

거나, 기존공정을 다른 공정기술과 융?복합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금속복합재료 제조기술은

우수한 소재 특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제조방법, 고가의 제조비용 및 낮은 공정효율 등의 문제로 실용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비용/단순공정 금속복합소재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금속복합재료 제조에 있어 단순하면서 저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중력주조공정을 적용하고 이의 가능성을 진단해보았다. 중력

주조공정으로 다양한 실험조건(기지조직 종류, 첨가분말 종류, 주조 및 첨가방법)에 따라 금속복합재료를 제조하고, 제조된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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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품의 미세조직 관찰, 상 분석, 기계적 성능(경도, 인장강도, 내 마모 특성) 측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조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금속복합재료 제조에 있어 분말 활용 중력주조공정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P15-17]

High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TiC Reinforced Stainless Steel Fabricated by LPI Process : Yeong-Hwan Lee1,

Seungchan Cho2, Sang-Kwan Lee1, Yangdo Kim1, Sang-Bok Lee2; 1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2Pusan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Titanium cabide(TiC): SUS431: Metal Matrix Composites(MMCs): Oxidation resistance:

In the aerospace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there is a continuing need to develop materials that are lighter and have better

mechanical properties in order to improve product performance and reduce costs. When a ceramic reinforcing material is added to an

Fe-based alloy base, a metal composite material can be made lighter and more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can be obtained.Of the

various ceramic-based reinforcements, TiC has low density and high mechanical properties, and has excellent wettability with metal

base, making it highly useful as a reinforcement material for Fe-based metal composite materials.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weight

reduction and improved high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SUS 431 alloy by preparing TiC-SUS431 metal matrix composites

(MMCs).TiC reinforced stainless steel matrix composite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by a liquid pressing infiltration process (LPI

process) and research was subsequently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mposite’s oxidation resistance.The TiC particles are

homogenously distributed in the SUS431 matrix and no apparent pores are found in the composites. The composites were 25.5% lighter

than conventional SUS431 alloy. The microstructures of the composites were analyzed by SEM / EDS, TEM and EPMA analyzes, and

high temperature properties were evaluated through high temperature tensile and high temperature compression tests. The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were evaluated through high temperature tensile and high temperature compression tests and the

oxidation behavior of the composite at high temperature was analyzed by oxidation resistance test. The oxidation resistance test was

conducted through an isothermal oxidation test for 50 hours in an atmospheric environment at 700 degree. The mass gain of the tested

TiC 1μm–SUS431 composite held at 700 degree for 50 h in an air environment decreased by about 90%, versus that of TiC 3μm–

SUS431composite, which indicates improved oxidation resistance. Improved oxidation resistance of the TiC–SUS431 composite

originates from uniformly reinforced TiC, with a phase transition to thermodynamically stable, volume-expanded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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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1]

다이캐스팅으로 제조된 Silafont-36 합금의 T6 열처리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 분석 : 서남혁1, 전준협1, 최승규1, 오승빈2, 이석

재1; 1전북대학교 금속공학과. 2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Silafont-36 합금: T6 열처리: 기계적 특성: 미세조직

Silafont-36 합금은 자동차 부품에 널리 사용되는 Al-Si-Mg계 합금으로 T5나 T6 열처리를 통해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캐스팅으로 제작된 Silafont-36 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T6 열처리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준이 되는

T6 열처리 조건은 (1) 510oC에서 2시간 동안 진공분위기에서 용체화처리 후 수냉 실시와 (2) 동일한 진공 분위기에서 180oC에서

4시간 동안 시효처리후 공냉 실시이다. 상기 T6 조건을 기준으로 용체화처리 조건과 시효처리 조건이 변화된 열처리 조건을 적용하

였다. 열처리된 시편에 대해 인장시험, 경도시험, 미세조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용체화처리 온도가 상승할수록 인장강도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시효처리 온도와 유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는 감소하였다. 미세조직 분석 결과 수지상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인

장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P16-2]

초음파 피닝된 Al 6061합금의 잔류응력에 대한 열처리 영향 : 허채을1, 김정석1; 1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Keywords: Al 6061 Alloy, Residual Stress, Utrasonic Peening, Heat Treatment

본 연구는 잔류응력이 있는 재료가 고온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른 잔류응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초음파 피닝을 통해 잔류응력이

심어진 Al 6061합금에 열처리를 하였다. 초음파 피닝은 530oC에서 용체화 처리 후, STRESSVOYAGER를 사용하여 직경 3mm의

볼과 20 kHz의 주파수로 1분간 수행하였다. 그리고 170oC에서 0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 50시간으로 각각 인공시효하였다. 각

각의 열처리 시편에 대해서 미세조직 분석과 경도, X-선 회절, 그리고 μ-X360s를 사용하여 cos α 법을 이용해 잔류응력 분석을

하여 잔류응력 변화에 대한 열처리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P16-3]

TIB2 첨가를 통한 공정 Mg2Si상의 개량이 Al-Si-Mg계 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 김병주1, 장광주1, 박용호2, 이영철1; 1한

국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Keywords: Aluminum alloys, Mechanical properties, Phase modification, 

Al-Si-Mg계 알루미늄 주조합금에서 생성되는 Mg2Si 금속간 화합물은 높은 경도와 낮은 밀도를 보유하고 있어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핵심 강화상으로 알려져 있다. Si와 Mg가 첨가된 대부분의 알루미늄 합금의 기계적 특성은 Mg2Si 금속간 화합물의 크기 및

형상, 분포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Mg2Si상은 기계적 힘에 대해 취성적인 형태로 성장하여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까지 Mg2Si상의 형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공정

Mg2Si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TiB2 입자의 첨가에 따른 공정 Mg2Si상의 형상변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공정 Mg2Si상의 형상변화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P16-4]

자체 색상제어 Al-Mg-Si 블루 컬러 합금 개발 : 강결찬1, 문상철1, 박혜진1, 김영석1, 홍성환1, 김민정1, 김태경1, 김기범*1; 1세종대학교

공대 나노신소재공학부.
Keywords: Color alloy, CIE L*a*b* color space, intermetallic compound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폰, 가전, 자동차 내장재 등 소비자 맞춤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

였고, 이에 맞춰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 차량 외장재와 장식품에 쓰이는 금속 재료는 특유의 광택과 질감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

족시킨다. 일반적인 색을 갖는 금속 재료는 도장기법과 양극 산화법 같은 표면처리 공정을 이용하여 색의 구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처리 공정은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색상 구현 층이 쉽게 변형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표면처리 공정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색을 갖는 금속재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속 재료에서 금, 은,

구리를 제외한 금속들은 대부분 무채색을 띄고 있으며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합금화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색을

갖는 유색합금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유색 합금은 금속의 고용도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색을 갖는 금속간 화

합물의 석출을 이용하고 있다. 고용도를 이용한 유색합금은 색의 구현범위가 금속의 고용도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색을 구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합금설계를 통하여 금속 기지상 내에 자체적으로 색을 갖는 금속간 화합물의 석출제어를 이용하여 유색

합금의 색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합금의 물성을 제어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색을 갖는 금속간 화합물

중 청색을 띄는 있는 Mg2Si 상의 석출제어를 통하여 높은 청색도를 갖는 합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합금의 금속간 화합물의 석출량

을 제어함과 동시에 청색도를 제어하기 위해 3개의 합금 그룹[Al100-x -(Mg2Si)x, Al100-x -(Mg2Si2)x, Al100-x -(Mg2Si3)x] 을 설정하여

조성에 따른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합금은 자기 유도 용해로를 이용하여 50*50*5 mm3 판형의 형태로 주조하였다. 합금의 미세

조직 및 상 분석을 위하여 표면처리 과정을 진행한 후 주사전자현미경,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X선 회절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P16 : 알루미늄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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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합금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비커스 경도계를 이용하여 합금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유색 합금의 색 분석을 위해 분광

분석기를 이용하여 반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CIE L*a*b* 색 공간으로 변환하여 합금의 색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P16-5]

Sm 희토류 원소 첨가에 따른 Al-Si-Cu 합금의 열전도도 향상 연구 : 최진주1, 임병용1, 강유빈1, 주소영1, 김대근1; 1고등기술연구원.
Keywords: Al-Si-Cu aluminum alloy, Rare earth, Samarium, Thermal conductivity

Al-Si-Cu 합금은 높은 주조성 및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 우주항공 및 각종 전자재료의 하우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

용되는 합금이다. 그러나 합금 내 존재하는 Si 상이 전자 및 phonon의 이동을 방해하여 열전도도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일반적

인 순수 Al의 열전도도 235 W/m?K에 비해 낮은 130 W/m?K 수준의 열전도도 특성을 가지며, 방열 부품으로서의 활용은 제한적

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희토류 원소 중 Sm을 이용하여 열전도도 향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m 첨가에 따른 Al-11Si-

Cu 합금의 미세조직, 경도, 열전도도, 전기전도도를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Al-Si-Cu 합금에 Sm 함량을 0.5 wt% 까지 첨

가하여 합금을 제조하였으며, Sm 함량 증가에 따른 Si상 및 금속간화합물의 생성 거동을 비교분석하였다. 이후 각 함량별 경도, 열

전도도, 전기전도도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m과 Al-Si-Cu 합금의 방열 특성 향상 메커니즘에 대해 고찰하였다. 

[P16-6]

Nano-Al2O3 입자분산 알루미늄 2618 합금기 복합재의 미세조직 및 소성변형거동 : 연규호1, 양승현1, 전한결1, 박승호1, 박지원1, 나

준희1, 김목순1, 유승백2; 1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동양피스톤.
Keywords: Nano sized Al2O3, MMC (metal matrix composite), Compressive test, Plastic deformation

내연엔진의 고성능화 및 연비향상을 위해 고기능성 피스톤 재료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세라믹 입자분산 알루미늄 합금기 복합재

료는 고온강도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열팽창계수가 낮아 상기의 요구에 답할 수 있는 피스톤 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동양피스톤㈜로부터 Nano-Al2O3 입자분산 알루미늄 2618 합금기 복합재를 제공받아 미세조직 및 소성변형거동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복합재의 미세조직을 SEM 및 T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다양한 온도와 변형속도에서 압축 시험을 실시하여 소성

변형거동을 조사하였다. 또한 유동안정 및 소성불안정 기준을 적용하여 변형공정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성가공성을 평가하

였다. 

[P16-7]

A356과 ADC12 합금 용탕의 수소함량이 수축결함에 미치는 영향 : 김창근1, 박경섭2, 김희수1; 1조선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 2애니캐스팅.

Keywords: 수소함량,수축 결함, 기공 

상용 알루미늄 합금인 A356과 ADC12는 높은 Si함량으로 인한 유동성, 주조 균열 방지, 응고 수축 저하, 내마모성 등이 우수하

다. 용탕내의 수소 농도가 높은 경우. 기공이 발생하여 응고 수축 결함이 확대되어 제품불량 발생의 원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을 주조할 때, 용탕에 고용되는 기체가 기공 및 수축 결함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

다. Sievert's law에 따르면, 액체 알루미늄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소의 용해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본 연구에서는 용탕을 온도

를 변수로 설정하여 수소함량을 제어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기공의 경향 및 수축 결함의 변화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

와 비교하였다. 알루미늄 용탕의 온도는 각각 700~800oC로 설정하였다. 몰드에 주입하기 전까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의 수소 농도

를 측정하였고, 몰드에 주입하기 직전에 감압 응고 시편을 채취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한 기준 시험편은 GBF(Gas Bubbling

Filtration) 공정을 실시하여 제작하였다. 기준 시험편의 실험조건은 700oC로 설정한 기존의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한 후, 몰드에

주입하기 전에 GBF 공정을 실시한 후 감압 응고 시편을 채취하였다. A356, ADC12 합금에 대해서, 온도에 따른 용탕의 수소 용

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졌다. Color pit check를 통하여 용탕 온도에 따른 기공의

경향 및 수축 결함의 분포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와 비교 하였다. 그 결과 온도가 높을수록 기공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이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그 일치를 확인하였다.  

[P16-8]

Al-Zn-Cu-Mg-RE 합금의 압출온도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화 : 김용호1, 손현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Aluminum, microstructure, texture, extrusion, mechanical properties

알루미늄 합금은 대표적인 경량 소재로써 소형 경량화에 대한 기술적 요구로 인해 각 부품 적용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상용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 중 Al-Zn-Mg계의 알루미늄 합금은 높은 비강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가

지는 합금은 자동차 및 전자기기 등 경량, 고강도 및 방열 특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Al-Zn-

Cu-Mg-RE 알루미늄 합금의 온도 변화에 따른 압출 특성, 미세조직, 집합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된

알루미늄 합금은 고주파용해로를 이용하여 주조하였고, 200 oC 온도로 예열된 금형(ø80 × 200 mm)을 사용하였다. 압출 가능하도록

가공된 빌렛(Ø70 x 90)을 550 oC에서 4시간 균질화 처리 후 450, 500, 550 oC에서 직접압출을 통하여 12 mm 직경의 봉상 압

출재를 제조하였다. 미세조직 분석을 위해 FESEM-EBSD가 사용되었다. 압출 조건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장

시험을 실시하였다. 

[P16-9]

경량화 자동차용 AlSiCu 합금의 이단계 고용화 열처리 및 첨가원소 영향에 대한 속도론적 해석 : 안성빈1, 김정석1; 1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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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l alloy, AlSiCu, Solution treatment, Modification, Resistivity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대체 재료로 적용되고 있는 AlSiCu 합금은 우수한 기계적 성질과 주조성을 갖는 합금으로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엔진 마운트 브라켓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Al-Si-Cu 합금의 기계적 성질은 첨가 원소와 합금의 미세

구조에 의존하는데, 특히 고용화 열처리, 시효 처리를 통해 생성된 석출물들인 α-Al15(Fe,Mn)3Si2, β-Al5FeSi, θ-Al2Cu 그리고 Si

상에 큰 의존성을 보인다. 최근까지도 고용화 열처리, 시효처리 동안의 미세구조의 변화와 석출물의 거동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기

반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용화 열처리를 통한 강도뿐만 아니라 연신율 향상을 위한 열처리 공정기술은

잘 정립되지 않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Si-Cu 합금을 중력주조하고 고용화 열처리는 first-

step(485, 495oC)과 second-step(515, 525oC)으로 적용되었다.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이단계 고용화 열처리 한 합

금이 as-cast와 first-step 용체화 처리 시험편에 비해 높은 기계적 특성을 나타냈으며 전기 비저항 측정을 통해 첨가원소의 고용 및

석출 거동을 속도론적으로 해석하여 본 연구에 적용된 이단계 고용화 열처리가 AlSiCu 합금의 최적의 열처리 조건임을 입증하였다.

[P16-10]

Al-2Zn-1Cu-0.7Mg합금 압출재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전기전도도 및 열전도도 특성 변화 : 나상수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알루미늄, 압출, 열처리,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환경문제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자동차 분야 규제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어, 알루미늄 합금 소재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및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은 사용 중 많은 열을 방출하며, 에너지 효율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방열특성을 나타내면서 우수한 강도 및 성형성을 갖는 알루미늄 합금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고강도

7xxx계 알루미늄 합금은 우수한 비강도와 피로 특성 및 비교적 우수한 부식 특성을 갖는다. Zn, Mg합금원소 첨가시 고용으로 인한

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지만 전기전도도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2wt%Zn-1wt%Cu-0.7wt%Mg합금의

열처리에 따른 전기전도도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550oC-4h 균질화 처리 후 500oC에서 직접압출을 통하여 봉상 압출재를 제조하

였다. 압출재는 용체화 처리 500oC-4h 후 수냉하였다. FESEM-EBSD를 이용하여 열처리 온도(100, 200, 300, 400, 500oC-1h)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였고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P16-11]

Effect of Strain Path on Dislocation Density Distribution of Al-Mg Alloy : Hyeon-Woo Son1, Chang-Hee Cho1, Jae-Cheol

Lee1, Hyun Soon Park1, Soong-Keun Hyun1; 1Inha University.

Keywords: Strain path, Torsion, Rolling, Dislocation density, Al alloy 

Strain path is a significant factor for controlling texture development of Al alloys. Flat rolling and torsion are representative methods

for each simple strain paths: plane strain compression and shear strain. Since texture conversion is possible between two strain paths by

rotating orientation, we have conducted experimental approach about comparison about deformation as well as annealing texture.

Although similar deformation texture acquired by the texture rotation, annealing behavior was completely different. In order to identify

reason for the difference of annealing texture, we have investigated strain distributions of as-rolled and as-torsioned Al-Mg alloy. Both

X-ray an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were used to measure strain distribution. As a result, it was determined that as-rolled Al-Mg

alloy has considerable dislocation density difference between texture components, particularly (200) and (111) reflections, than the as-

torsioned Al-Mg alloy. 

[P16-12]

연속 용융 알루미늄 강판에서 도금 후 냉각속도가 도금층 조직 및 가공성에 미치는 영향 : 장은석1; 1㈜동부제철 기술연구소.

Keywords: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응고 조직, 냉각속도, 가공성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은 뛰어난 내열성, 내식성, 열반사성의 특성을 부가시킨 제품으로 일반 아연도 강판 및 냉연 강판에 비해

월등한 내열성을 가지며, 450도 이하의 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하여도 변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미려한 표면 광택을 유지하는 강판

이으로 주로 고온에서 내열성 및 내식성을 요하는 부품의 재료로 사용된다.그 중 Type 1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은 소지 강판과

알루미늄층의 과도한 합금화를 막기 위해 약 10% 수준의 Si이 첨가되며 첨가된 Si은 Al-Si-Fe 베리어 층을 형성하고 소지 강판과

알루미늄층의 합금층 형성을 방지하게 한다. 이로 인해 Si을 첨가하지 않는 Type 2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대비 우수한 가공성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Type 1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은 열처리, 도금, 냉각, 후처리를 포함하는 연속 생산 공정에서 생산되며 각

공정 조건에 따라 강판의 특성이 좌우된다. 도금층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ot 성분, 침적 온도, 침적 시간, 소지 강판 종류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금 직후 냉각 속도에 따른 Type 1 알루미늄 용융 도금 강판의 도금층의 상 분포 변화를 관찰하

고 이에 따른 가공성을 평가하였다. 도금 직후 냉각 속도 변화에 따른 도금층 상 분포 변화를 광학 현미경과 SEM으로 관찰 하였으

며 T-bending 테스를 통해 가공성 평가를 진행하였다.그 결과 도금 직후 냉각 속도가 도금층의 Si-rich 상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냉각속도가 증가할수록 Si-rich 상의 분포가 넓어지고 가공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P16-13]

7xxx계 알루미늄 합금의 Fe, Mn 첨가에 따른 특성 변화 분석 : 김민상1, 김세훈1, 주경석1, 신재혁1, 김진평1, 성시영1; 1자동차부품연구원.
Keywords: A7xxx alloy, Alloy Design, Mechanical properties

수송기기 분야에서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량화, 고효율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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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대표적으로 차체 구조재료로 적용되는 철강소재를 경량 소재인 알루미늄 합금으로 대체하여 차체 경량화 및 연료 효율성 향

상 목적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7xxx계 알루미늄 합금은 우수한 비강도를 나타내어 철강소재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

다. 하지만 7xxx계 알루미늄 합금은 주조시 응고 과정에서 큰 수축률에 의한 hot tearing 현상과 높은 shear modulus로 인해 연속

주조 효율 및 소성가공성이 낮아 높은 가격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7xxx계 알루미늄 합금의 기계적 특성의 저하 없이 수축률과

shear modulus의 제어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7xxx계 합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조 특성 및 shear modulus를 해

석하여 최적 조성의 합금을 설계하고, Fe, Mn 첨가를 통한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기계적 특성의 저하 없이 주조 및 소

성가공성이 우수한 합금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속주조를 통한 설계합금을 제조하고, 압출 및 열처리 공정을 거쳐 시편

을 제조하였고, 인장실험을 통해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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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1]

Characterizing Multiple Continuous Phase Transitions at an Alloying Anode with Voltammetric Measurement and First-

Principles Calculations : 최용석1, 이재철1; 1고려대학교.
Keywords: Na-ion battery, Sb anode, Phase transition behaviors, Polarization curve,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batteries are closely related with phase transition behaviors at alloying anodes. This transition process in

many cases occurs in a continuous and reversible manner with the formation of multiple phases with similar compositions and

structures, making it difficult to identify the transition behaviors using conventional techniques. In this study, a combination of first-

principles calculations and voltammetric measurement is used to identify multiple and continuous phase transition behaviors at the Sb

anode during the Na-Sb battery cycles. Calculations reveal that inflowing Na ions transform the fundamental structural motifs of NaxSb

and generate various stable and metastable NaxSb phases. Plausible phases are selected by comparing the calculated formation energies

with those determined from experimentally obtained polarization curves. The identities of the phases are verified by reproducing the

experimental polarization curves by thermodynamic modeling. The formation of metastable phases during charging and discharging of

the Sb anode is responsible for the hysteresis loss indicated in the polarization curve. The present model provides a simple yet effective

means of identifying both stable and metastable phases formed during successive phase transition processes, which are difficult to

analyze using traditional diffractommetry and analytical techniques.

[P17-2]

Effect of Halogen Dopants on the Ionic Conductivity of Li7P3S12 Based Solid Electrolytes : 최용석1, 이재철1; 1고려대학교.
Keywords: Sulfide solid electrolytes, Halogen dopants, Ionic conductivity, Topological analysis,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Despite its advantages in improving the safety and packing efficiency of batteries, solid electrolytes (SEs) suffer from low ionic

conductivity that is typically orders of magnitude lower than that of liquid electrolytes. In the journey to improving ionic conductivity of

SEs, various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One method is to control the lattice structures and, equivalently, the topology of diffusion

pathways. Key examples are x(Li2S)−y(P2S5) electrolyte families of Li3PS4 (3 × 10−7 S×cm-1), Li7PS6 (3 × 10−5 S×cm-1), and Li7P3S11

(1.7 × 10−2 S×cm-1). Another potential approach to improve the ionic conductivity of SEs is to replace/substitute their constituent atoms

with dopant atoms. This method has improved the ionic conductivity of various SEs by up to two orders of magnitude (e.g. Cl- or Br-

doped Li7PS6 and Si- and Cl-doped Li10GeP2S12). Above analyses on the ionic conductivity imply that the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the crystal structures and dopant elements could further improve the ionic conductivity of SEs. Of various SEs reported to date, Li7P3S11

with P symmetry has an ideal lattice structure that allows the most rapid conduction of carrier ions. Therefore, by applying the dopant

effect on Li7P3S11, one can expect an additional improvement in the ionic conductivity of the SEs. In this study, using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we modeled the halogen-doped Li7P3S11 to identify the effect of halogen dopants on the ionic conductivity of SEs. 

[P17-3]

데이터 기반의 철계 벌크 비정질 합금 설계 : 전준협1, 서남혁1, 최승규1, 김광훈2, 최현주3, 김희준4, 이민하5, 이석재1; 1전북대학교 금속

공학과. 2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3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조공정그룹. 5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공정소재그룹.

Keywords: 철계 금속 비정질, 인공신경망, 최적화 알고리즘, 비정질 형성능

일반적으로 합금 설계는 실험에 의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시행착오(trial-and-error)를 기반으로 한다. 컴퓨터 성능과

다양한 계산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실험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는 여러 연구들이 최근에 큰 관

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설계 방법을 따라 우수한 비정질 형성능을 가지는 철계 벌크 비정

질 합금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해 실험으로 측정된 철계 벌크 비정질 합금들의 임계 온도들(유리전이온도, 결정화온도,

용융온도)을 데이터화하였다. 첨가 합금과 임계 온도 사이의 비선형적 관계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예측하였다. 주어진 조건 하에

서 비정질 형성능이 우수한 합금 조성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실험을 통해 계산으로 제안된 비정질 합금 조성의

비정질 형성능을 측정하여 모델로 예측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P17-4]

Revealing the Structural Origin of the Ionic Conductivity of the Solid Electrolyte Interface (SEI) layer : Jun-Hyoung

Park1, Ho-Chul Shin1, Hyung cheoul Shim2, Jae-Pyoung Ahn3, Jae-Chul Lee1; 1Korea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3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Li-ion battery, solid electrolyte interface, ionic conductivity, transient ionic current technique,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s

During battery cycles, carrier ions react with the electrolyte at the surface of electrode materials, causing the formation of a passive

P17 : 전산재료과학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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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termed the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SEI). Although SEI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transport of both electrons and carrier ions

and determine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batteries, especially under ultrafast charging rates, SEIs have received only a scant

attention since the first report on their existence in 1979. However, as the improvement of the charging rate becomes essential to

develop batteries for future electric vehicles, SEIs are considered as a key element in fast-chargeable batteries. In this study, by

employing an atomic simulation technique combining linear-scal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LDFT) calculations and weighted-

Voronoi tessellation method, we identified/elucidated structural origins responsible for the ionic transport mechanisms in SEIs. 

[P17-5]

Effect of Pipe Diffusion Though Dislocation Cores on the Transport of Carrier Ions : Jun-Hyoung Park1, Jae-Hwan Kim1,

Jae-Pyoung Ahn2, Jae-Chul Lee1; 1Korea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Na-ion batteries, pipe diffusion, dislocation, rate performance

Many researchers observed that, during in-flows of carrier ions, abundant dislocations are generated at regions near the interface of

the Sn-based anode materials. So-formed dislocations attract large numbers of Na ions to their open spaces and promote the transport of

Na ions through dislocation cores (termed the “pipe diffusion”). Because these dislocations can carry Na ions at regions away from the

interface, they can be an important structure affecting the penetration depth of anode materials. Although the pipe diffusion through

dislocation cores is one of the key phenomena that can promote the ionic transport and associated charging rate, their mechanism and

corresponding structural evolutions are not yet fully understood. Therefore, by employing the atomic-scale simulations, we modeled the

edge dislocations in Sn anode materials and evaluated the effect of dislocations on the rate performances. 

[P17-6]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주철 미세조직 이미지의 분류 : 이현지1, 정상준1, 황인규1, 김희수1; 1조선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

Keyword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계학습, 회주철, 구상흑연주철, 시각화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법중의 하나인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을 이용하여 회주철과 구상흑연

주철의 미세조직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각 주철의 미세조직 이미지로서 훈련데이터를 구축하고 CNN 모델

로서 학습하였다. 그다음, 훈련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미세조직 이미지로서 그 학습 결과의 정확도를 판단하였다. 일반적으

로 CNN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계학습 모델에서는 이미지 분류에 있어서, 그 분류 근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는 학습단계 사이 사이의 이미지와 이때 사용된 필터 등을 시각화하여, CNN 모델에서 어떤 근거로 주철의 미세조직을 판별하는지

예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컴퓨터가 주철의 미세조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알아보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P17-7]

머신러닝을 이용한 알루미늄 응고조직 이미지의 생성과 검증 : 황인규1, 이현지1, 정상준1, 김희수1; 1조선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

Keywords: 머신러닝, 비지도 학습, GAN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법 중의 하나인 적대적 생성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을 이용하여 금속의 미세조

직을 재생성하고자 한다. GAN 모델이란 비지도 학습의 일환으로써 적대적 신경망으로 두 신경망 모델, 즉 '생성자(generator)'와 '판

별자(discriminator)'의 경쟁을 통해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뜻한다. 생성자는 실제에 가까운 거짓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고 판별자는 생성자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실제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두 신경망을 학습 시키면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실체와 가까운 그림을 그린다. 본 연구에서는 Al-Si 주조용 합금의 미세조

직을 학습 대상으로 정하고, GAN 모델로 미세조직을 생성한 후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모델을 사용하여 생성 이미지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P17-8]

가동 중 검사 주기가 확률론적 파괴역학 기반 관의 파손확률 예측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동현1, 이경근1, 김종민1; 1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확률론적 파괴역학: 파손해석코드: 가동 중 검사:균열:관

원자로 운전 중 파손 확률을 낮추기 위해 비파괴 검사를 이용하여 가동 중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의 종류에 따라 균열 검출은

균열의 크기에 대한 임의의 확률 분포를 따르는 검출 확률의 (probability of detection) 특징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을 안전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안전도 해석 용으로 개발된 ‘PROFAS-PIPE’ 컴퓨터 코드에 적용하여 파손확률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코드

는 확률론적 파괴역학 기반으로 원자로 내 관 구조물의 안전 해석을 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해석을 적용하였고, 현재 버전은 관 내

부에 지름 방향 (circumferential) 균열이 존재할 경우 운전 시간에 따른 누출 및 파괴의 파손확률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한

다. 가동 중 검사 빈도를 높여 균열의 검출확률을 높이고 최대한 파손확률을 낮추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비용 및 효율

측면에서 비합리적일 수 있다. 안전과 효율 사이에서 최적의 검사 주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개발된 코드를 사용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로 가압경수로의 체적제어 계통 내 분사 관 용접부의 가동

중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와 1년, 5년, 10년 주기로 검사가 실시된 경우의 누적 파손 확률 및 연간 파손 확률을 계산하고 비

교하였다. 주기가 짧아질수록 파손 확률이 감소하였고, 그 감소량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구조물 및 조건에 대해서도

해석 코드를 활용하여 안전과 효율에서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검사 주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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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9]

Machine-Learning-Assisted Prediction of Li Intercalation in 2D Hetero-Structures : Hyangsun Kim1, Rizcky Tamarany1,

Chan-Woo Lee1, Kanghoon Yim1 ; 1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Keywords: Rechargeable batterty, machine learning, materials discovery, first-principles calculation 

The importance of rechargeable battery is dramatically increasing since secondary batteries are essential in most of the current and

upcoming technologies such as electric vehicle, mobile devices, and renewable energies. As the performance of conventional Li-ion

battery has been saturated, a new material that has higher capacity and efficiency is required. Recently, 2D heterostructure materials

have arisen for new electrodes aiming enhanced capacity, cell potential, and stability. For example, the MoS2/graphene hetero-structure

can have higher capacity and stability compared to pure MoS2 electrode. However, while numerous combinations of 2D heterostructures

are possible, only a few materials are studied up to date.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s, the important properties for

electrode materials such as half-cell potential, theoretical capacity, and diffusion barrier can be predicted to screen new promising

electrode materials. On the other hand, DFT calculation still requires massive computational costs to screen a huge number of possible

2D heterostructure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achine-learning model can greatly enhance the efficiency of screening

promising 2D hetero-structure electrodes. In this study, various types of 2D heterostructures are studied to accumulate the data of  Li-ion

intercalation energies and the theoretical capacity. From the obtained data, we succeed to develop a machine learning model for Li

intercalation energies that can be applied for a more expanded range of 2D hetero-structures. We expect the machine-learning-assisted

method can largely accelerate the screening of a wide range of 2D heterostructures to find promising materials for the next-generation

rechargeable battery. 

[P17-10]

Second Nearest-Neighbor Modified Embedded-Atom Method Interatomic Potential for the Cu-M (M= Co, Mo, Ti) Binary

Systems : Jaemin Wang1, Donghyuk Seol1, Sangho Oh1, Byeong-Joo Lee1; 1POSTECH.

Keywords: 2NN MEAM: Interatomic potential: Atomistic simulation: Molecular dynamics:  

Platinum (Pt) is a spotlighted catalyst due to its usage as a catalyst of oxygen reduction reaction (ORR). The catalytic behavior of Pt

can be enhanced by adding other metal elements such as copper (Cu), cobalt (Co), molybdenum (Mo), titanium (Ti). Especially, Pt with

Cu showed much better catalytic behavior than Pt alone. Therefore, we decided to develop ternary Pt-Cu-M (M = Co, Mo, Ti) alloys to

find a new superior catalyst with reasonable price. The shapes and atomic configurations of Pt alloy nanoparticles must be known to

predict the catalytic behavior of the nanoparticles. Such information can be obtained by using atomistic simulation. In order to conduct

ternary Pt-Cu-M atomistic simulation, the second nearest-neighbor modified embedded atom method (2NN MEAM) interatomic

potential parameters for unary systems and binary systems are required. Thus, interatomic potentials for Cu-M has been developed. The

potentials reproduce some material properties of alloys such as structural, thermodynamic and elastic properties of compound and

solution phases in reasonable agreements with experimental data and other calculations. Herein,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potentials

for atomistic simulation is ascertained. 

[P17-11]

First Principle Molecular Dynamics Investigation on TiO2 Electrolysis in CaF2 Molten Salt : 도경연1, 이동화1; 1포항공과대학교.
Keywords: molecular dynamics, TiO2, CaF2, electrolysis, molten salt 

티타늄은 질량비강도가 철의 2배, 알루미늄의 6배로 항공우주 및 자동차, 스포츠, 의료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유망한 금속이

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산업에서 티타늄이 비율은 작은 편이다.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티

타늄은 대부분 Kroll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데 Kroll 공정은 배치 공정으로 철이나 알루미늄에서 사용하는 연속 공정과 달리 생산성

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에 유독한 염소 가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새

로운 시도가 있었으나 효율성, 고순도, 연속성을 동시에 극복한 방법은 없었다. 따라서 용융염으로부터 티타늄을 제련할 수 있는 최

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제일원리 계산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CaF2 용융염에 대하여 TiO2 환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제일 원리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CaF2 시스템은 입방체에서 96개의 원자로 모델링 되었고 2000K에서

Nose-Hoover 방식으로 NVT 앙상블을 구현했다. 전기분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간체 분자 및 이온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모델에 입자수를 유지하면서 치환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고 평균 제곱 변위(MSD)와 방사형 분포 함수(RDF), 이온 전하,

배위수(CN), 결합지속시간의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간체가 Ca 양이온과 F 음이온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부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도를 높일 것으로 나타났다. O 음이온의 경우 Ca 양이온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Ca 거동을 느리게 하고 Ti

양이온의 경우 Ca 양이온과 F 음이온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거동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불화 금속 용융염에 대한 전기분해가 잘 진행될 수 있는 최적의 용융염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17-12]

Silicon 내 Phosphorus의 Clustering 거동에 대한 제일원리 연구 및 시뮬레이션 : 김재선1, 이동화1; 1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Silicon, Phosphorus, Cluster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Simulation 

Silicon 소자에서 낮은 저항을 가지는 activation region을 만들기 위해 이온 주입 공정이 사용되고 있다. 이온 주입 공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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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의 격자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후속 공정으로 어닐링 공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높은 도펀트 농도에서는 어닐링 공정으로 인하

여 도펀트들이 전기적으로 비활성화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ilicon 도핑에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Phosphorus의 전기적 비활성화 원인에 대한 연구를 밀도범함수이론을 이용한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접근해보았다. 이

번 연구에서는 Phosphorus와 Silicon 결함의 cluster를 Phosphorus 도펀트의 전기적 비활성화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Phosphorus

cluster의 여러 형태에 대한 에너지를 비교를 통하여, Silicon vacancy 주변에 phosphorus가 4개 둘러싼 형태가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Silicon 내에서 phosphorus와 cluster의 migration barrier 계산을 바탕으로

Phosphorus가 어떤 조건에서 clustering이 활발히 일어나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 할 예정이다. Phosphorus clustering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조건에 대해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clustering 거동을 억제할 방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P17-13]

균일온도 제어를 위한 SMR 반응관 형상 및 유동반응 특성 최적화 : 채홍준1; 1고등기술연구원.

Keywords: 수소생산, 유도가열, SMR, 전자기해석, 열해석

기존의 상업화되고 있는 니켈촉매 개질 반응기는 튜브형으로 촉매, 개질용 튜브와 이를 가열할 수 있는 버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지체로 사용되는 기존의 Al2O3 펠렛 소재는 기하학적 표면적이 500 m2/m3 로 다공성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개질 반응으로

전달되지 못한 열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튜브형 개질기의 고효율을 위한 열교환 면적이 큰

개질기와 열회수 장치를 통한 에너지 교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정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극

복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고효율 니켈촉매 개질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개질용 튜브 외부에 고주파 유도가열공법을 적용

하여 튜브의 열효율 증가 및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였다. 개질 반응기는 기존 튜브형 반응기에서 주입되는 가스의 온도를 상

승시키기 위해 반응기 표면에 가스 가열 유로를 적용하여 반응기 내의 가열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반응기 외측면에 가

스유로를 형성하여 고주파 유도가열에 의해 가열된 가스가 반응기 내로 주입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코일은 원형형태의 중공형 구

조로 코일 냉각을 위해 코일내부에 냉각수 유로를 적용하였고, 1.2 kHz, 1.5 kHz, 1.8 kHz, 2.1 kHz, 2.4 kHz 등 주파수에 따른 인

가전류를 적용하여 고주파 유도가열에 유리한 성능을 갖는 개질관의 가열 주파수와 온도분포를 분석하였다.  

[P17-14]

O2 Dissociation Barrier on Cu (111) Surface via ab Initio Calculation : Joonhee Kang1, Wonzee Jung1, Kanghoon Yim1,

Chan-Woo Lee1; 1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Keywords: Density functional theory, Cu, Dissociation

Fuel cell is environmentally preferred energy system because it can generate electricity without making dangerous greenhouse gases.

S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fuel cell is a hot topic currently.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uel cell, it is one of the

important things to find an effective catalyst for the cathode. An effective catalyst does much lower the activation energy of O2

dissociation on the surface, which accelerates the dissociation reaction.In this study, we identify O-O dissociation barrier on the Cu (111)

surface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calculations. At first, we identify the stable sites of O and O2 on the Cu (111) surface, and

then dissociation barriers of four possible paths are calculated using nudged elastic band (NEB)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dissociation barrier depends on the surface oxygen concentration, and the lowest dissociation barrier on the Cu (111) 3x3 surface is 0.12

eV.As a future work, we will get more data about various transition metal catalysts. Then it will be possible to build a machine learning

model which can predict dissociation barrier.

[P17-15]

Pressure Dependent Phase Diagram of Liquid Ga-In Alloys : Han Gyeol KIM1, Shir Ben Shalom2, Moran Emuna2, Uri

Argaman2, Yaron Greenberg3, Eyal Yahel3, Guy Makov2, Joonho Lee1; 1Korea University. 2Ben-Gurion University of the Negev. 3Nuclear

Research Centre-Negev.

Keywords: Ga-In, high-pressure, phase diagram, sound velocity, density 

Pressure dependent phase diagram of liquid Ga-In alloys was calculated using high accuracy measurements of sound velocity and

density at ambient conditions. In particular, the eutectic temperature and composition were found to have anomalous dependence on

pressure. These alloys belong to a new class of room-temperature liquid metals, which are considered for multiple novel applications. To

establish a pressure dependent phase diagram, we have measured to high accuracy sound velocity and density measurements across a

wide range of temperatures and compositions. The sound velocity and density of the Ga-In system in the liquid phase have been

measured by a modified pulse-echo technique and the density measurements were performed using a constrained drop method.

Implementing a sub-regular solution model, the pressure dependence of the Ga-In phase diagram was calculated. The new phase

diagram was corroborated by a novel experimental measurement of the pressure dependence of the eutectic temperature utilizing a

Paris-Edinburgh high-pressure large volume cell. The eutectic composition and temperature are found to depend strongly on pressure,

information which extends our understanding of the Ga-In system and its possible applications. 

[P17-16]

Modified Embedded-Atom Method Interatomic Potentials for Pure Ce and Mg-Ce Binary System : 이종관1, 이병주1; 1포항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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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tomistic simulation, Magnesium alloy, slip

Interatomic potentials for pure Ce and Mg-Ce binary system have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second nearest-neighbor

modified embedded-atom method (2NN MEAM) formalism. The potentials describe a wide range of material properties for pure Ce

(bulk, defect and thermal properties) and Mg-Ce binary (thermodynamic, structural, and elastic properties of compounds) system in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s, first-principles and CALPHAD calculations.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potentials to atomistic

simulations on the effect of Ce addition on the slip behavior of an edge dislocation on basal, prismatic and second-order pyramidal slip

plane of Mg has been investigated.

[P17-17]

Second Nearest-Neighbor Modified Embedded-Atom Method Interatomic Potential for the Co-M (M=Mo, Ti, V) Binary

Systems : Sang-Ho Oh1, Donghyuk Seol1, Jin-Soo Kim1, Byeong-Joo Lee1; 1POSTECH.

Keywords: 2NN MEAM, Co-Mo, Co-V, Co-Ti, interatomic potentials 

A second nearest-neighbor modified embedded-atom method (2NN MEAM) Interatomic potentials for Co-M (M = Mo, Ti, V) binary

alloy systems has been developed. Newly developed potentials reproduce various structural, elastic and thermodynamic properties in

reasonable agreements with experiments and other calculations. They can be used in combination with other interatomic potentials to

design highly efficient trimetallic Pd and Pt catalysts by predicting properties of nanoparticles. 

[P17-18]

DFT Screening of Ag-based Alloys with Various Crystal Structures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 Catalyst of Ani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 최정우1, 권순호1, 이혁모1; 1한국과학기술원.

Keywords: 음이온 교환 막 연료전지, 산소 환원 반응 촉매, 밀도범함수 이론, 스크리닝

최근 음이온 교환막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내연기관을 대체할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기관으로써 음이온 교환 막 연료전지가 관심

을 받고 있다. 음이온 교환 막 연료전지는 양이온 교환 막 연료전지와 달리 알카라인 환경에서 작동한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느린

산소 환원 반응 촉매로써 귀금속 이외의 다양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통하여 비싼 백금 촉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 촉매로 대체하고자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은의 낮은 촉매 활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촉매의 크기, 구조, 도판트 등을 조절하거나 몇 가지 물질에 대하여 이론적 접근을 통해 활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

어 왔으나 아직 촉매의 활성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물질을 탐색하여 내재적으로

좋은 촉매 활성과 내구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찾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결정구조를 고려한 고속 대량 스

크리닝을 통해 좋은 촉매를 찾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결정구조를 갖는 유망한 물질을 찾을 수 있었고 BaAg5, SrAg5 등이

좋은 촉매로써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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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1]

Organic Charge-Transfer Complexes for High-Power Organic Recharegable Batterie : 이세찬1, 홍지현2, 정성균3, 구교진4,

권기윤1, 강기석1; 1서울대학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삼성전자. 4Argonne national lab.
Keywords: Organic battery, organic electrode materials, charge transfer complexes, high power characteristics, donor-acceptor complex 

Organic battery system holds a great potential in next generation energy storage system due to its sustainability and chemical

tunability. Prior to develop its performance, understanding of exact energy storage mechanism should be arranged. Organic electrode

materials were understood as a monomer based redox reaction, however, in this research, electrolytes and crystal effect on redox

behaviors are analyzed. As a result, in coin cell system, crystal structure of organic electrode materials should be considered and its

redox behavior is also affected by electrolyte types. This work suggests a guidance for the more exact energy storage mechanism of

organic battery system, and additional factor analysis affecting to organic battery performance.  

[P18-2]

Theoretical Analyses on Sodium Diffusion Mechanism in Na11Sn2PS12-Type Conductors: 오경배1, 강기석1; 1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Keywords: Solid electrolyte, Na ionic conductor, First-principles study, AIMD simulation 

Very recent efforts to develop highly conductive solid electrolytes have successfully discovered a new sodium superionic conductor

Na11Sn2PS12 with the ionic conductivity over 1 mS/cm at room temperature. Interestingly, the new phase was reported almost

concurrently by several groups with similar ionic conductivities. However, the claimed reasons for the superionic property and diffusion

mechanisms of sodium ions are still controversial, including the role of characteristic vacant sites and the diffusion paths. Moreover, the

detailed chemical stability or compatibility with common electrode materials remain elusive, despite the experimental realization of the

exceptionally high ionic conductivity from the material. Here, we present the detailed sodium diffusion mechanisms on this material

based on the extensive first-principles investigations. The observed site occupancies and hopping rates of sodium ions demonstrate that

superionic conductivity of Na11Sn2PS12 originate from the isotropic nature of diffusion with abundant charge carriers in the equi-

potential sites. The effects of various defects and substitutions are also analyzed to figure ou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diffusion

kinetics, such as sodium-ion vacancy/interstitial and Sn-site substitutions. 

[P18-3]

Bio-Inspired Molecular Redesign of a Phenazine-Based Multi-Redox Catholyte for High-Energy Non-Aqueous Organic

Redox Flow Batteries : 권기윤1, 이규남1; 1서울대학교 공대 재료공학부.
Keywords: redox flow batteries, organic material, organic synthesis, multi-redox, batteries 

Redox-active organic materials (ROMs) have recently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as potential electro-active components for redox

flow batteries (RFBs) to achieve green, safe, and cost-efficient energy storage. In particular, ROMs capable of multi-electron redox

reactions at high redox potential have shown great promise for boosting the energy density of RFBs. Further tailoring these ROMs to be

highly soluble in non-aqueous media would yield RFB technologies with the highest possible energy density. Herein, we present a

highly soluble phenazine-based molecule, 5,10-bis(2-methoxyethyl)-5,10-dihydrophenazine (BMEPZ), that undergoes a reversible

multi-electron redox. This molecule was rationally redesigned using inspiration from energy transduction processes in biosystems. The

newly designed catholyte material undergoes two single-electron redox reactions at high redox potentials (−0.18 and 0.61 V vs. Ag/

Ag+) with remarkable chemical stability and fast kinetics. Moreover, an all-organic flow battery based on BMEPZ exhibits cell voltages

of 1.2 and 2.0 V with a capacity retention of 99.94% per cycle over 200 cycles. Notably, the high solubility of BMEPZ results in a flow

cell with the highest energy densities (~17 Wh L−1) among non-aqueous all-organic RFBs reported to date. 

[P18-4]

Uncover the Effect of Chemical Reaction between CFx and Electrolyte on Discharge performance in CFx Discharge

Mechanism : Taehyun Hwang1; 1서울대학교.
Keywords: Li/CFx, Carbon monofluoride, primary battery 

CFx is the first cathode material applied to commercial primary Li-ion battery system.  CFx materials are currently used in military,

aerospace and medical fields due to their low cost, high discharge capacity and low self-discharge rate. However, despite this long

research period and various applications, the clear discharge process has not yet been revealed. This uncertainty discharge mechanism

interferes with the study of the improvement of the drawbacks of CFx and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and apply the improved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for revealed the discharge process, we separate the discharge process into electrochemical and chemical

P18 : 융합재료과학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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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nd each process was analyzed by In-situ XRD, Ex-situ XRD, Raman spectroscopy, FT-IR, SEM and TEM.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have seen the possibility of a new discharge mechanism, and we want to carry out an in-depth study on this.  F irst of

all, we focus on the presence of the chemical reaction between CFx materials and electrolytes during discharge process and change of

the discharge characteristics due to this reaction. If this relationship can be revealed,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Li/CFx primary battery just changing the electrolyte. Furthermore, it can provide a big clue to make rechargeable CFx

battery system. 

[P18-5]

High-Output Triboelectric Nanogenerator Based on Dual Inductive and Resonance Effects-Controlled Highly Transparent

Polyimide for Self-Powered Sensor Network Systems : Jae Won Lee1, Sungwoo Jung1, Changduk Yang1, Jeong Min Baik1; 1

울산과학기술원(UNIST).
Keywords: charge density: electron-withdrawing groups: fluorinated polyimide: self-powered sensor network system: triboelectric

nanogenerator

High-output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TENGs) are demonstrated based on polyimide (PI)-based polymers by introducing

functionalities (e.g., electron-withdrawing and electron-donating groups) into the backbone. The TENG based on 6FDA-APS PI,

possessing the most negative electrostatic potential and the low-lying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level, produces the highest

effective charge density of about 860 µC m−2 in practical working conditions with the ion injection process. This may be ascribed to the

excellent charge-retention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enhanced charge transfer capability, which increases the output power by 7 times

compared to the commercially available Kapton film-based TENG. Finally, a 6FDA-APS-driven sensor network system is

demonstrated, providing the identity of three gases (H2, CO, and NO2) by illuminating the light-emitting diodes within several seconds.

[P18-6]

Detrimental Effect of Carbon Additives in All-Solid-State Lithium Battery Employing Sulfide Solid Electrolyte : Kyungho

Yoon1, Kisuk K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All-solid-state batteries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attractive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lithium-ion batteries, due to their intrinsic

safe properties benefiting from the use of non-flammable solid electrolytes in ASSBs. However, one of the issues in employing the

solid-state electrolyte is the sluggish ion transport kinetics arising from the chemical and physical instability of the interfaces among

solid components including electrode material, electrolyte and additive agents. In this work, we investigate the stability of the interface

between carbon conductive agents and Li10GeP2S12 in a composite cathode and its effect on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ASSBs.

It is found that the inclusion of various carbon conductive agents in composite cathode leads to inferior kinetic performance of the

cathode despite expectedly enhanced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composite. We observe that the poor kinetic performance is attributed

to a large interfacial impedance which is gradually developed upon the inclusions of the various carbon conductive agents regardless of

their physical differences. The analysis through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suggests that the carbon additives in the composite

cathode stimulate the electrochemical decomposition of LGPS electrolyte degrading its surface during cycling, indicating the large

interfacial resistance stems from the undesirable decomposition of the electrolyte at the interface.  

[P18-7]

Conversion 반응을 이용한 고용량 전극 실현에 관한 연구 (LiF-FeSO4 나노복합체) : 허재훈1, 강기석1; 1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Keywords: 에너지재료, 이차전지, 나노물질, 양극소재, 세라믹재료 

나노컴파짓 개념은 기존에 전극소재로 사용되지 않는 알칼리금속 화합물과 전이금속 화합물간의 수많은 조합이 새로운 전극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 중 이번에 소개할 소재의 경우 알칼리금속 화합물로 LiF를 전이금속 화합물

로 FeSO4를 사용했다. 이번 실험에서는 FeSO4의 2가지 구조 중 Cmcm 공간군을 갖는 상을 이용하여 나노복합체 전극을 제작하였

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LiF와 FeSO4의 나노컴파짓을 형성하기 위해 LiF와 FeSO4를 몰비율 1:1로 섞어 high

energy ball mill법을 이용했고, 그 결과 ball milling을 통한 나노복합체 합성 후, 각각의 상이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잘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만들어진 LiF-FeSO4 나노컴파짓의 양극 활성을 측정한 결과, 전기화학적 활성을 띄는 것을 확인했고, 첫 방전에서의

무게당 용량은 111.1 mAh g-1으로 나온다. Fe하나당 리튬 (혹은 전자)가 한 개 반응한다고 가정한 이론 용량은 150.7 mAg g-1으

로 계산되며, 따라서 Fe 한 개당 약 0.737개 정도의 리튬이 반응한다. LiF-FeSO4에서 활성화 되지 않은 LiF를 활성화시켜 추가적

인 용량을 뽑아내기 위해, 전압 범위를 늘려 1.5 V ~ 4.8 V에서 충방전을 진행했을 때, 1.5 V ~ 2.2 V 즉, 저전압 구간에서

conversion reaction으로 추정되는 반응으로 추가적인 용량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물질에 대해 1.5 V 까지 전

압 범위를 내렸을 때, 약 300 mAh g-1 의 용량이 구현 됨을 알 수 있다. LiF-FeSO4 나노복합체를 60oC에서 1.5-4.8 V 에서 구

동한 결과 360 mAh g-1의 용량이 구현되었다. 먼저, LiF-FeSO4의 충방전이 실제로 전이금속 Fe의 산화 환원에 의한 것인지 분석

하기 위해 포항 가속기 연구소의 7D라인의 Fe K-edge XANES 분석을 통해 충전/방전 과정 중에 일어나는 Fe의 산화, 환원을 현

상을 관찰했다. 또한 conversion 반응으로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white line의 변화보다는 pre-edge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Fe

metal은 pre-edge 픽이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2.1 V 이하 구간에서 방전과정 중 Fe metal이 생성되었음을 의미

한다. 위에 서술한 바와 반대로 충전이 진행될수록 Fe metal의 특징인 pre-edge 픽이 감소하며, white line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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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XAS 분석을 통해서 LiF-FeSO4 나노복합체는 충방전 시에 Fe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

용량이 구현되며, 이 반응이 가역적으로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나노복합체의 반응메커니즘인 surface conversion이나

host formation 반응만이 아닌, conversion reaction이 추가적으로 일어남으로 써 우리는 나노컴파짓의 용량을 좀 더 많이 구현할

수 있고, 또한 더 좋은 capacity retention을 기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기존의 나노컴파짓 반응만을 이용하면 동일한 크기의 입

자에서 충전과 방전을 통해 리튬이온이 이동해가지만, conversion 반응을 이용하면 입자 자체가 Fe metal로의 환원과 다시 FeSO4

로의 산화가 반복되면서 입자 크기가 좀 더 작고 고르게 분포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반응이라도 서로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고 생

각된다. 

[P18-8]

Nicotinamide Cofactor from Natural Energy Transduction for Towards Bio-inspired Energy Storage via Molecular Modification

: Jihyeon Kim1, Sunghyun Ko2, Chanwoo Noh1, Heechan Kim1, Sechan Lee1, Dodam Kim1, Hyeokjun Park1, Giyun Kwon1,

Giyeong Son2, YounJoon Jung1, Dongwhan Lee1, Chan Beum Park2, Kisuk K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2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eywords: bioenergetics, cofactor, energy storage, organic electrodes, redox chemistry 

Rising concerns on sustainability have brought great interest for eco-friendly energy storage solutions and motivated searching for

sustainable electrode chemistry for lithium ion batteries (LIBs), most widely-adopted portable power sources. Organic compounds,

which are derived from biomass or naturally abundant resources, are attractive electrode candidates for LIBs due to their minimal

environmental footprint. The chemical tunability of organic materials can additionally offer a design flexibility required for electrodes in

various types of rechargeable batteries. In particular, exploiting redox active molecules in biological energy transduction procedures,

which are believed to have been optimized over many years of evolution, represents an appealing approach to green energy storage

combined with the demonstrated efficiency. Biological energy transductions share many aspects in common with rechargeable battery

chemistry in underlying redox mechanism with respect to unidirectional transportation of charged ion (H+ or Li+) and electrons to redox-

active center, which results in reversible energy storage.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i.e., nicotinamide cofactor)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redox cofactors present in living cells. The redox active NAD+ motif is involved in over 80% of all the bio-

transformations and electron-transfer reactions in natural system by carrying charged ion and electrons from one reaction to another. The

versatility of NAD+ motif may present promises in its electrochemical activity in other energy storage systems such as LIBs.

Nevertheless, the exploration of its applicability as electrode in conventional LIB setup is not trivial, since its charged state (NAD+) and

the dissolved nature are not compatible with the electrode fabrication requirements, where active compounds are generally in neutral

state and ready for process into solid electrode. While significant portion of the energy carrying molecules are in charged states and/or

dissolved states in the biocells, a general fixation strategy would aid in expediting the exploration of these bio redox molecules. Herein,

inspired by versatile redox activity of nicotinamide cofactor, we attempt to investigate its potential applicability as an electrode material

for LIBs, and propose a general route to anchor the charged/dissolved NAD+ motif into solid state without compensating for its intrinsic

redox activity. To exploit the redox reaction of NAD+ motif in LIBs, nicotinamide cofactor was modified into a simple structure bearing

the redox active part to produce nicotinamide analogue (mNAD+). And, the charged mNAD+ were crystallized using counter anions

such as I−, Br− and Cl−, resulting in a neutral and solid-state powder. A new synthesized mNAD-X electrodes were capable of reversibly

storing lithium ions, exhibiting the average voltage of 2.3 V. Combined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calculations revealed that mNAD-

X retains the intrinsic redox activity of natural NAD+ motif, accompanying lithium-coupled electron transfer which is similar to the

proton-coupled electron transfer mechanism in the biological systems. The series of mNAD-X synthesized successfully here confirm

that the anchoring of the charged biological cofactors with anion-incorporation is a viable new approach to exploit various charged

biological cofactors in rechargeable battery system. Moreover,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cofactor

could be tuned by anion characteristics by changing molecular arrangements and electronegativity within electrode. This study suggests

a new approach of utilizing myriad of unexplored bio-derived materials, i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energy storage systems.  

[P18-9]

Paving the Way Toward the High-Voltage and Safe Aqueous Battery with High-Concentration Electrolyte and Protective

Layer : Myeong Hwan Lee1, Sung Joo Kim1, Kisuk K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Battery, Aqueous electrolyte, High-concentration

The recent discovery of high-concentration aqueous electrolyte systems has emerged as a potential solutions for the high-voltage and

high-energy density aqueous batteries. However, it still exists a significant economic problem for commercialization especially

regarding the use of expensive organic solutes in the high-concentration electrolyte. Here, we evaluated all the saturated aqueous

electrolytes dissolved commonly used low-cost inorganic solutes and revisited their solvated chemistry in the high-concentrated aqueous

sodium rechargeable batteries. The saturated NaClO4 electrolyte provides a widened electrochemical stability window of up to 2.7 V

with forming an extraordinarily stable protective layer without decomposition of salt anions. In addition, we successfully developed a

sodium ion full-cell with a remarkable stable coulombic efficiency of over 99% at 1C for over 200 cycles and excellent electrochemical

storage stability for ~ 9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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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10]

Triggering Mechanism for Anionic Redox by Transition Metal in Li-Excess Cathode Materials: Jun-Hyuk Song1, Byunghoon

Kim1, Donggun Eum1, Kisuk Kang1; 1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Anionic redox, Oxygen oxidation, Transition metal, Electronic structure

Precise understanding of anionic redox mechanism is essential for development of Li-excess cathode materials that can dramatically

increase energy density of next generation Li-ion secondary batteries. Based on the theoretical studies of the last few years, it is clear

that the oxygen redox activity of these Li-excess cathode materials is due to orphaned Li-O-Li energy state, which is now widely

accepted. However, in recent studies about anionic redox, it is believed that the energy state formed by orphaned Li-O-Li is often the

same as energy state of pure unhybridized O 2p level regardless of neighboring transition metal species. This misunderstanding can lead

to inadequate estimation of anion redox inactive causation of some Li-excess materials and make correct anion redox mechanism

difficult to understand. Here, oxygen redox activity of Li2MO3 composition based on the 3d transition metal including Li6TM0-O local

structure as a pure unhybridized O 2p state indicator was observed in detail from the viewpoint of electronic structure. Through study,

neighboring transition metal species can affect the energy state of oxygen and show that two major factors can regulate anionic

oxidation potential. Prediction of oxygen activity potential in various Li-excess cathode materials through precise electronic structure

observation provides guideline for designing high energy density Li-ion battery cathode materials. 

[P18-11]

Enhanced Stability of Coated Carbon Electrode for Li-O2 Batteries : 배영준1, 이선영1, 권혁재2, 민요셉3, 임동민2, 강기석
1; 1서울대학교. 2삼성전자. 3건국대학교.
Keywords: Li-O2 battery, Atomic layer deposition, Carbon cathode, Degradation, Differential electrochemical mass spectroscopy

Li–O2 batteries are promising next-generation energy storage systems because of their exceptionally high energy density (~3500 Wh

kg−1). However, to achieve stable operation, grand challenges remain to be resolved, such as preventing electrolyte decomposition and

degradation of carbon, a commonly used air electrode in Li–O2 batteries. In this work, using in situ differential electrochemical mass

spectroscopy (DEMS), we demonstrate that the application of a ZnO coating on the carbon electrode can effectively suppress side

reactions occurring in the Li–O2 battery. By probing the CO2 evolution during charging of 13C-labeled air electrodes, the major sources

of parasitic reactions are precisely identified, which further reveals that the ZnO coating retards the degradation of both the carbon

electrode and electrolyte. The successful suppression of the degradation results in a higher oxygen efficiency, leading to enhanced

stability for more than 100 cycles. Nevertheless, the degradation of the carbon electrode is not completely prevented with the coating

because the Li2O2 discharge product gradually grows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ZnO and carbon, which eventually results in

detachment of the ZnO particles from the electrode and subsequent deterioration of the performance. This finding implies that surface

protection of the carbon electrode is a viable option to enhance the stability of Li–O2 batteries: however, fundamental studies on the

growth mechanism of the discharge product on the carbon surface are required along with more effective coating strategies.  

[P18-12]

Enhancement of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athode for Li-ion Battery: 박지혜1, 박선화1, 신호선1, 송재용1; 1한국표준

과학연구원.

Keywords: 리튬이차전지, 유기 이차전지, 유기 양극재 

리튬이온배터리는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로서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성능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위한 신소재 개

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격경쟁력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유기물 기반의 활물질이 주목 받고 있다. 하지

만 전도성 고분자를 제외한 유기물 전극 물질은 전기전도도가 낮고, 습도에 민감하며, 전해질 내에서의 용해 등의 요인으로 이차전

지로 활용되기 위한 전기화학적 특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5,10- dihydro, 5-10 dmethyl phenazine (DMPZ) 유기

물을 이차전지의 양극재로 활용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용량과 사이클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기물 전극의

밀도와 조성, 활물질의 기공도, 도전재 선택과 함량을 제어하였다. 또한 전극 균일도 향상을 위한 혼합과정과 순서를 최적화하여 전

극의 재현성을 향상시켰다. DMPZ의 산화환원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충방전 곡선, 사이클 특성, 쿨롱효율, 임피던스 등에 대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P18-13]

3D Titanium Nitride Sandwiched LiFePO4 Cathode: Towards High-Performance Energy Storage : Youngjin Ham1, Ju Mi

Kim2, Young-Gi Lee2, Seokwoo Jeon1; 1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2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Keywords: 3D nanopatterning, Titanium nitride, Energy storage, Lithium-ion batteries 

With increasing demand for miniaturized integrated power sources, the development in three-dimensional (3D) battery architectures

providing high energy and power per unit area has progressed at an unprecedented high speed over last decade. Here, we propose a

novel strategy for realizing 3D sandwich-structured LiFePO4/TiN nanohybrids for lithium-ion battery to concurrently achieve fast

charge-discharge kinetics, high capacities and good cyclability. Ultrathin (4 S m-1) TiN nanoshells embedded inside LiFePO4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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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provide a continuous electron transfer network and facilitate high mass fraction of LiFePO4 to achieve a high energy

density. The 3D TiN sandwiched LiFePO4 cathode was fabricated by a double-templating method based on Proximity Field nano-

Patterning (PnP) technique and atomic layer deposition (ALD), followed by a sol-gel synthesis of LiFePO4. Initially, periodically porous

3D epoxy template was prepared using PnP. Afterwards, nickel was uniformly electroplated into the epoxy template followed by the

selective removal of the template, resulting in a 3D ordered nickel nanostructure (porosity: ~45%) in an inverted form. A conductive,

thin TiN layer was then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3D nickel by ALD. Finally, the nickel template was etched and LiFePO4 was

coated on the TiN surface by the infiltration of precursor sol and a thermal treatment. As a result, the 3D LiFePO4/TiN nanohybrids

showed high specific capacity of 160 mAh g-1, which is approaching theoretical value (170 mAh g-1) and much higher than that of sol-

gel synthesized LFP powder/Super P electrodes. It is attributed to i) short solid-state ion diffusion lengths, ii)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to keep in balance with the insertion/extraction of Li+ and iii) enlarged surface area of the structurally robust and stable cathode. The 3D

LiFePO4/TiN nanohybrids concurrently provide high mass fraction of active material (>98%) and continuous, interconnected pathways

for electrons and ions. Since the well-defined fabrication method of the 3D nanohybrids through PnP and ALD ensures reproducibility

and scalability, we anticipate the concept of the 3D TiN sandwiched electrodes to be applicable to practical applications such as thin-

film type on-chip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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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1]

Effect of Substitution of Zn with Ni on Microstructure Evolu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g-Zn-Y Alloys with

LPSO Phase : JINBEI LYU1, Hongxin Liao1, Jia She1, Jiangfeng Song1, Fusheng Pan1, Bin Jiang1, Jonghyun Kim1; 1Chongqing

University.

Keywords: Mg alloy, LPSO phase, microstructure evolution, mechanical properties

The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g96Y2Zn2 (MYZ), Mg96Y2Zn1Ni1 (MYZN), and Mg96Y2Ni2 (MYN) (at.%) alloys

have been systematically 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The as-cast alloys contain α-Mg matrix, long-period stacking order (LPSO)

phase and compounds. By substituting Zn with Ni, the volume fractions of the LPSO phase and compounds increase gradually, leading

to higher yield strength and poorer ductility of the as-cast alloys. Moreover, the morphology of the LPSO phase gradually transform

from block to lamella. After homogenization at 500 °C for 12 h, the volume fraction of the LPSO phase increase and compounds

decrease, moreover, the morphologies of the LPSO phase remain unchanged. Tensile tests indicate that the yield strengths of the

extruded MYZ, MYZN, and MYN alloys are 325, 340, and 385 MPa, respectively: the increase can be attributed to the higher volume

fraction of the LPSO phase, different stress-withstanding capacity of the LPSO phase with different morphologies, and dispersion

strengthening of particles precipitated from the α-Mg matrix during extrusion. In addition, the enhancement of strength is accompanied

by slight drop in ductility. 

[P19-2]

Mg-Zn-Ca 함량에 따른 생분해성 연구 : 고근호1, 예대희1, 강민철1, 김우종2, 강성민2; 1한국마그네슘기술연구조합. 2(주)대건테크.
Keywords: Mg-Zn-Ca alloy, Biodegradable, Medical device application

최근 마그네슘의 생분해성 및 생체친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생분해성 임플란트, 스텐트와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소재로 적

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중적인 상용합금인 AZ91, AZ31에서부터 WE43과 같은 휘토류 원소를

첨가한 WE43합금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AZ계 합금의 경우 알루미늄으로 인핸 인체유해성 우려로 인해 적용이 부정적이며 WE계

합금의 경우 휘토류 원소로 인한 비용문제와 빠른 생분해 속도로 인해 의료기기로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휘토류

원소와 알루미늄과 같은 원소를 배제한 Mg-Zn-Ca합금을 선정한 후 그 조성에 따른 생분해성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그

네슘 합금의 주된 합금원소인 Zn 및 Ca 함유량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합금을 제조하였고 이들 합금을 유사체액에 침지시킨 후 각각

2, 4, 8주간의 중량변화 관찰을 통해 생분해성을 비교하였다. Mg-Zn-Ca합금의 조성변화는 첨가원소의 고용도에 큰 영향을 주어 함

량에 따라 생성되는 제 2상의 형성시킨다. 이에 Mg-Zn-Ca합금에서 형성되는 제 2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생분해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P19-3]

금속 리튬 첨가 마그네슘 합금의 저온 성형성 연구 : 김용호1, 손현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Magnesium, lithium, extrusion, formability, mechanical properties

현재까지 개발 된 구조재료 중에서 마그네슘 합금은 가장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경량 재료와 비교하여 비강도 및 전자

파 차폐성이 우수하여 노트북, PC, 핸드폰 등 전자제품 케이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온에서 성형성이 떨어져 실제 부품

으로의 적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마그네슘의 결정구조가 조밀육방정(hcp) 구조이기 때문에 소성변형에 필요한 상

온 슬립계가 제한되어 있어 성형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그네슘 합금에 Li 원소를 11 wt.%

첨가하게 되면 결정구조가 HCP에서 BCC 결정구조로 바뀌어 상온에서 성형이 가능하고, 밀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비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에 리튬 원소를 첨가하여 저온에서 압출 및

압연을 통한 성형성에 관한 연구와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압출 빌렛을 제조하기 위해 전기로를

이용하여 SF6+CO2 가스 분위기에서 중력 주조하였고, 350oC 4시간 균질화 처리 후 100 및 200oC의 온도에서 압출속도 변화에

따라 압출재를 제조하였다. 판재 성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온, 100 및 200 oC의 온도에서 압연 판재를 제조하였다. 미세조직 분석

을 위해 광학현미경, FESEM 등을 사용하였고, 상 분석을 위해 X-선 회절분석이 사용되었다. 압출 온도 및 속도 변화에 따른 시료

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장시험을 실시 하였다. 

[P19-4]

Grain Refinment of Mg-Al Alloys by Superhaeating : 정성수1, 박용호2, 이영철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Keywords: Mg-Al Alloy, Superheating, Grain Refinement 

Mg-Al계 합금은 수송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경량 합금으로, 강성과 연성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는

결정립 미세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Superheating Method는 Mg-Al계 합금의 대표적 결정립 미세화 기구로써,

용탕을 액상선 보다 150oC~250oC로 과열 후 일정시간을 유지한 뒤 급격히 주조 온도로 냉각 시켜 주조시 결정립 미세화 효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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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공정이다. Temperature-Solubility, Temperature-Phase, Oxide 및 Duplex-Nucleation 등 다양한 이론이 발표되었으나 아

직 명확한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Superheating Grain Refinement에 대한 문헌을 주의 깊게 비교

분석 하였으며, Particle Extraction ＆ Quenching 실험을 통해 Superheating Grain Refinement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Superheating에 따른 Mg-Al계 합금의 결정립 사이즈 변화를 분석하였다. 

[P19-5]

{10-12} 쌍정이 AZ80 압출재의 석출거동에 미치는 영향 : 김현지1, 김예진1, 이종언1, 박성혁1; 1경북대학교.
Keywords: Magnesium: Precompression: Aging: Twinning: Precipitation: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에서 가장 용이하게 발생하는 {10-12} 인장 쌍정이 Mg-Al계 합금의 석출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이를 위해 AZ80 합금 압출판재를 TD 방향으로 선압축변형하여 {10-12} 쌍정을 형성시킨 후 200 °C에서 시효처리를 수

행하였으며, 시효 시간에 따른 경도 및 미세조직적 변화를 선압축변형하지 않은 시편과 비교 분석하였다. 시효 처리 시 두 시편 모

두에서 입계에서 형성되는 연속 석출물(continuous precipitate)과 입내에서 형성되는 불연속 석출물(discontinuous precipitate)이 관

찰되었으나, 선압축된 시편에서는 높은 전위밀도를 가지는 {10-12} 쌍정들로 인해 불연속 석출물의 성장이 억제되고 연속 석출물의

형성이 크게 촉진되었다. 그 결과 선압축한 시편은 압축하지 않은 시편에 비해 최대 경도의 감소없이 peak aging 시간이 약 83%

단축되었다. 또한, {10-12} 쌍정은 형성되는 석출물의 크기, 밀도, 면적분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P19-6]

후열처리 조건에 따른 AZ31 공형압연재의 재결정 거동 및 인장 성능 변화 분석 : 공태인1, 곽병제1, 이정훈2, 이태경1; 1부산대학교. 2

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magnesium: caliber rolling: recrystallization: grain growth: heat treatment 

Mg alloys have recently attracted a great deal of interest for lightweight structural applications in the automotive industry due to their

low density and superior specific strength. Researchers and engineers have made an effort to improve the strength and toughness to

substitute other competitive metals. Although 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 processes, such as equal-channel angular pressing and

high-pressure torsion, have been developed for this purpose, the applications are limited to the laboratory scale owing to a small product,

low productivity, and necessity of additional heat treatment to recover ductility. Multi-pass caliber-rolling can be an alternative approach

in the current situation. We fabricated a caliber-rolled AZ31 Mg alloy with a bulk dimension and satisfying mechanical strength. Tensile

strength monotonically increased as the number of caliber-rolling passes was increased due to the grain-boundary strengthening. The 7-

pass caliber-rolled alloy exhibited yield strength of 280 MPa and with bulk dimension (~1 m in length)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s.

Effect of annealing for this alloy at 473-673 K and 10-360 min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recrystallization, grain growth,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Increasing annealing temperature led to the reduction of strength in general as a result of grain growth.

Though, the annealing at 473 K resulted in a fine-grained structure (d ~ 2 um) and enhanced ductility with rarely decreased tensile

strength. Such a mechanical enhancement was attributed to the inhibited activation of mechanical twins. In a coarse-grained AZ31 alloy,

the tension loading perpendicular to the c-axis facilitates {10-11} contraction twinning and subsequent {10-12} extension twinning.

These double twins degrade a ductility by dislocation pile-ups at twin boundaries. They were inhibited for the caliber-rolled AZ31 alloy

annealed at the low temperature, since the caliber-rolling process increased the stress required for the onset of twinning. In conclusion,

the inhibited mechanical twinning contributed to the enhanced ductility. 

[P19-7]

다중공형압연을 활용한 ZK60 마그네슘 합금 봉재의 항복 이방성 제어 : 곽병제1, 공태인1, 박성혁2, 이정훈3, 이태경1; 1부산대학교. 2경

북대학교. 3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magnesium: caliber rolling: yield asymmetry: grain refinement: twinning 

Multi-pass caliber rolling, often called groove rolling, has attracted particular attentions for a recent decade since the report of 1600%

increase in Charpy V-notch impact energy of a low-alloy steel caused by a ultrafine-grained structure and nano-sized precipitates. A

recent study attributed the mechanical improvement via this process to its capability of imposing higher strain with more uniform

distribution due to complex three-dimensional stress states. It is also worthwhile noting the industrial applicability of the caliber-rolling

as the process is able to manufacture ultrafine-grained bulk products, which had been difficult with conventional 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 processes including equal-channel angular pressing and high-pressure torsion.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is

process, studies on caliber-rolled Mg alloys have been focused only on Mg-Al-Zn alloys owing to the short history of research. This is

the first report applying the caliber-rolling to a Mg-Zn-Zr alloy. The homogenized cast alloy was heated at 673 K for 1 h and then

subjected to the caliber-rolling process with a reduction of area of 84%. The material exhibited tensile yield strength (TYS) of 340 MPa,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390 MPa, and the total elongation was 18%. This is a marked increase in mechanical strength with preserved

ductility compared to conventionally extruded ZK60 alloys. Interestingly, its compressive yield strength was nearly comparable to TYS,

resulting in the yield point symmetry ratio of 0.99. We have analyzed such mechanic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microstructural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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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

Surface Modification on 3D-printed Mesh Structure by Anodization for Bone Reconstruction : Yong-Hoon Jeong1, Tae-

Gon Jung1, Jae-Woong Yang1, Jae-Young Jeong1, Kwang-Min Park1, Su-Heon Woo2, Tae-Hyun Park2; 1Osong Medical Innovation

Foundation. 2Medyssey Co. Ltd.

Keywords: 3D-printing, Ti-6Al-4V, Lattice structure, Anodization, Corrosion 

Three-dimensional Additive manufacturing (3D-printing) is already well established within engineering technology which is

popularly utilized for rapid prototyping, small series, and unique component manufacturing with specific 3D structures. Recently, a

demand of 3D-printing in medical application has been increased, the ability to fabricate complex biomedical devices is powerful with

patient customized for the restoration of anatomic defects and the reconstruction of complex organs. 3D-printing also allows to design

various mesh structures with computer software aid which act to reduce the elastic modulus of bone defect implant. Regarding with

surface topology of implant, it has required to be more compatible to promote bone bonding or formation with their structure,

anodization is one of bio-active modification method can fabricate nano pores on micro level of 3D-printed struc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3D printed implant by effect of their mesh structure and surface

modification by anodization.The Arcam® EBM (electron beam melting, Mölndal, Sweden) system used with Ti-6Al-4V-ELI (extra low

interstitial) medical-grade powder in this study for the manufacture of specimens. To produce structured, three-dimensional solids or

mesh arrays defined with different density by MATERIALISE and 3-Matic/MAGICS (www.materialise.com) software. The surface

modification was performed by anodization at 120~200 V in H3PO4 electrolyte on 3D-printed mesh structure. The surface morphology

and 3 dimensional stereology were analyzed by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d micro-computed

tomography (µCT) to make sure mesh shape and size, and potentiodynamic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in saline solution to verify

their corrosion characteristics with In-Vitro body condition, respectively.As a preliminary result, 3D-printing mesh structure could be

effected for the formation degree of oxide porous surface, higher density of mesh structure showed more corrosion resistance at In-Vitro

body potential (300 mV) and more stable anodic polarization curves at region of passivation current.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HI18C1224). 

[P20-2]

3D 프린팅 기법을 접목한 골 대체/재생용 PLA/Calcium phosphate 복합소재 스캐폴드 제조 및 세라믹 분말 함량에 따른 특성 변

화 분석 : 이진아1, 장태식1, 안지호1, 정현도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3D 프린팅, PLA, CaP, 골대체재

생체재료 중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다공성 스캐폴드는 뛰어난 생체분해성과 생체활성과 같은 물성으로 인

하여 골조직 공학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나 3D 프린팅 소재로 가장 많이 알려진 합성고분자인 PLA같은 경우 생체

내에서 분해될 때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생체흡수성을 갖고 있어 생체재료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중 하나이다

. 또한 US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승인을 받은 물질로서 실제 인체 내 삽입하는 부품 중 screw나 scaffold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체재료로서의 우수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PLA 단일소재로 사용하는데 있어 골조직과 비교하여

낮은 기계적 물성과 분해속도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조직과의 접합성이 낮은 단점들로 인하여 다양한 응용에 있어 제한적

이다. 따라서 더 넓은 응용범위에 맞춰 적절한 물성 조절이 필요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분자를 기반으로 하여 첨가물

을 함께 복합화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합성 고분자인 PLA를 기반으로 하여 첨가물로서 Calcium

Phosphate 계열의 세라믹 분말을 선정하였으며, Calcium Phosphate 중 Hydroxyapatite, Tricalcium phosphate, Biphasic calcium

phosphate와 같이 3종류의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Calcium Phosphate 같은 경우 뼈를 이루는 무기성분과 동

일한 조성을 가지며, 인체 조직과의 생체적합성, 생체활성 및 골전도성이 우수하여 골조직 연구에 널리 연구되고 있는 소재이다. 따

라서 PLA 단일소재의 낮은 기계적 물성 뿐만 아니라 생체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분자 기지 내 세라믹 분말의 함량을 다르게

첨가하여 기계적 특성, 생분해성 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우선 세라믹 분말을 합성고분자인 PLA와 각각

5 vol%, 10 vol%, 15 vol%, 20 vol% 만큼의 분율로 혼합하여 복합체로 만든 후 다공성의 scaffold를 제작하기 위해 압출기를 사용

하여 복합체로부터 1.75 mm직경의 필라멘트를 만들어 FFF(fused filament fabrication)방식의 3D 프린트를 통해 기공률 45%를 갖

는 scaffold 구조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P20-3]

생체친화적 임플란트를 위한 지르코늄기 3원계 합금설계 : 김민석1, 김정석1; 1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Keywords: Bio-materials, zirconium, dental implant, elastic modulus 

본 연구의 목적은 금속기 임플란트 소재와 인체 뼈 사이의 기계적인 탄성계수 차이로 인해 골흡수 현상을 일으키는 응력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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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생체재료의 특성상 주기적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허용 강도 값을 얻는 데 있다. 이를 위해 Zr-7Si-

xSn, Zr-7Cu-xSn (X= 1, 5, 10, 15 질량 %)의 합금을 제작하여 지르코늄기 합금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각각의 합금의 시험

편을 Arc-melting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6번의 균질화 처리를 실시해 재용해를 하였고, 순 지르코늄, 무산소 동, 규소, 주석을 이용하

여 제작하였다. 광학현미경 (OM) 및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사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였으며 기계적 성질은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및 압축 시험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합금의 탄성계수 값은 (14 GPa – 25 GPa)으로 인체 뼈의 탄성계수 값과 (15 GPa –

30 GPa) 매우 유사한 결과 값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지르코늄기 합금은 탄성계수 차에 의해 생기는 응력차폐효과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P20-4]

Effect of the Conjugation of a Cell-Penetrating Peptide on Methylene Blue for the Photodynamic Therapy: Jinhui Ser1,

Athira Raveendran2, Hoonsung Cho1; 1School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2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Photodynamic therapy, Bioconjugation, Protamine, Fluorescent dye, Methylene blue 

Photodynamic therapy (PDT) causes tissue destruction by visible light in the presence of a photosensitizer (Ps) and oxygen, which

promises alternative therapy that could be used an adjunct to chemotherapy and surgery for oncology. The cell-penetrating peptide with

high arginine contents has membrane translocating and nuclear localizing activities that have led to their use in a wide range of drug

delivery applications. Protamine is one of CPPs, which has high arginine peptide with membrane translocating and nuclear localizing

propertie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chieve an enhanced therapy to the next generation of the photosensitizer by conjugation of

cell-penetrating peptides (CPPs) with MB. While MB alone permeates into the cell and distributed through the cytoplasm, conjugation

of CPPs to MB dye makes it localized to a specific spot of the cell by endocytosis and the localized conjugates enhances the generation

of ROS enough to induce cell damages rapidly.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new type of PS and enhance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PDT using MB-Pro in human breast cell lines, the new types of MB-Pro show more efficient photodynamic activities than MB alone,

causing rapid and effective cell death. 

[P20-5]

Cell Penetrating Peptide – Protamine Conjugated with Florescent Dye for cancer Therapy : RAVEENDRAN, ATHIRA1,

Jinhui Ser1 ,  Hoonsung Cho1 ; 1school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Keywords: Bioconjugation, Protamine, Fluorescent Dye, Cancer therapy 

Cell Penetrating Peptide – Protamine Conjugated with Florescent Dye for Cancer Therapy Raveendran Athira, Jinhui Ser and

Hoonsung Cho * School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South Korea The
Photodynamic Therapy is a clinically approved, minimally invasive therapeutic procedure that can exert a selective cytotoxic activity

towards malignant cells and it is a promising alternative therapy that could be used adjunct to chemotherapy and surgery for curing

cancer causing tissue destruction by visible light in the presence of a photosensitizer (PS) and oxygen. The cell-penetrating peptide with

high arginine contents have membrane translocating and nuclear localizing activities that have led to their use in a wide range of drug

delivery applications. Protamine is a high arginine peptide with membrane translocating and nuclear localizing propertie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chieve a new approach to the next generation of the photosensitizer by conjugation of cell-penetrating peptides

(CPPs) to a typical fluorescent dye. Conjugation of CPPs to the dye makes it localized to a localized spot of the cell by endocytosis and

the localized conjugates generates ROS enough to induce cell damages. We experienced cancer therapy using conjugated CPPs with

ZW800-1 leaded to instant cell death like necrosis. The coupling reaction of ZW800-1, to clinical protamine (Pro) was performed to

synthesis the new type of agent .The reaction between clinical protamine (Pro) and an NHS ester of dye is a solution phase reaction with

the complete modification of the protamine peptides which feature a single reactive amine at the N-terminal and single carboxyl group

at the C-terminal. cell death studies by conjugation of a protamine with ZW800-1 shows that a new types of agent has more efficient

cytotoxic activities than each material alone, causing rapid cell death.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 new type of agent for cancer cell

therapy and to assess the antitumor effects of the newly synthesized agent using the Protamine-conjugated ZW800-1 on a cancer cell

line. Title: Cell Penetrating Peptide – Protamine Conjugated with Florescent Dye for Cancer therapy Keywords: Bioconjugation,

Protamine, Fluorescent Dye, Cancer therapy * e-mail: cho.hoonsung@jnu.ac.kr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 new type of agent for

cancer cell therapy and to assess the antitumor effects of the newly synthesized agent using the Protamine-conjugated ZW800-1 on a

cancer cell line. Title: Cell Penetrating Peptide – Protamine Conjugated with Florescent Dye for Cancer therapy Keywords:

Bioconjugation, Protamine, Fluorescent Dye, Cancer therapy * e-mail: cho.hoonsung@jnu.ac.kr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 new type

of agent for cancer cell therapy and to assess the antitumor effects of the newly synthesized agent using the Protamine-conjugated

ZW800-1 on a cancer cell line. Title: Cell Penetrating Peptide – Protamine Conjugated with Florescent Dye for Cancer therapy

Keywords: Bioconjugation, Protamine, Fluorescent Dye, Cancer therapy * e-mail: cho.hoonsung@jnu.ac.kr   

[P20-6]

Synthesis of Graphene Oxide by Atmospheric Plasma and its Effect on Biocompatibility of Biomaterials : KHURSHED

ALAM1, Hoonsung Cho*1; 1School of mater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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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Titanium, Graphene Oxide, Raman spectroscop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MTT assay, Alizarin Red S staining

and osteoblast cell. 

Metallic biomaterials already have great biocompatible properties, but these biocompatibilities come from bioinert, corrosion resistant

characteristics of the surface oxide layer. Titanium based biomaterials have intrinsic biocompatibilities, but still need surface treatment

to enhance cell-material interaction either by atmospheric plasma treatment to reduce surface adsorbed carbon or by the deposition of

graphene oxide. Quality of deposition of graphene oxide film on Ti is demonstrated by Raman spectroscopy, X-ray

photoelectronspectroscopy. Surface properties of the graphene oxide deposited on Ti turned into a hydrophilic or superhydrophobic one

by treating with argon plasma and heat treatment. Biocompatibility of graphene oxide-deposited on titanium is evaluated by MTT assay

to demonstrate cytotoxicity and Alizarin Red S staining to compare cell differentiation. In Raman spectroscopy result positions of D and

G peaks shows that graphene oxide is formed and can compare with the graphene peaks. In vitro test, using MTT assay and Alizarin

Red S staining graphene oxide layer didn't show cytotoxicity but enhancing biocompatibility and osteoblast cell differentiation.

Keywords: Titanium, Graphene Oxide, Raman spectroscop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MTT assay, Alizarin Red S staining and

osteoblast cell. using MTT assay and Alizarin Red S staining graphene oxide layer didn't show cytotoxicity but enhancing

biocompatibility and osteoblast cell differentiation. Keywords: Titanium, Graphene Oxide, Raman spectroscop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MTT assay, Alizarin Red S staining and osteoblast cell. using MTT assay and Alizarin Red S staining graphene oxide

layer didn't show cytotoxicity but enhancing biocompatibility and osteoblast cell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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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1]

F70 플랜지 열간단조 열처리 공정 최적화를 위한 머신러닝 데이터 구축 체계: 조해주1, 강문석1, 박건우1, 김권일2, 최창용3, 박희상3, 김

병준1, 안용식4, 전종배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주)c51. 3(주)펠릭스테크. 4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Keywords: F70, 플랜지, 후열처리, 머신러닝, 데이터구축 

최근 송유관 시스템, 해양 플랜트, 원유 정제설비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배관 플랜지 시스

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극한환경을 견디기 위해 고강도 특수 소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장력강과 니켈합금강 등의 석출경화형

합금이 대표적인 적용소재이다. 이 중 고장력강 플랜지의 제작 공정은 열간단조로 형단조를 실시 후, 노멀라이징, ?칭 및 템퍼링 등

의 후열처리를 통해 제품의 물성을 제어한다. 이중 후열처리 공정은 열처리 온도 및 유지 시간, 냉각속도 등 최종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정 변수를 포함한다. 또한 동일한 공정변수로 제어되었다 할지라도, 부품 위치별 냉각속도 등의 변수가 다

르게 작용하여, 최종 기계적 물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플랜지 부품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는, 상기 공정변수와 물성발현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플랜지의 미세조직 및 기

계적 성질에 미치는 공정변수, 위치변수 등의 복잡 변수들의 효과를 명확히 규명해낼 목적으로, 머신러닝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FEM 시뮬레이션, 미세조직 관측, 경도, 인장, 충격 시험 데이터 등을 통한 머신러닝 데이터 구축 체계에 대해서 다루었

다. 데이터 구축의 효율성, 현실성 및 신뢰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Data Sampling/Selection, Data Preprocessing, Data

Transformation 을 수행하였다. 이는 추후 플랜지 제조 공정을 체계화, 지능화하기 위한 머신러닝의 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P21-2]

연속로침탄과 진공침탄처리된 강재에서 MnS 개재물 수준에 따른 구름접촉피로의 X선적 해석: 노재훈1, 변상호1, 최병호1; 1현대트랜시스.
Keywords: rolling contact fatigue, X-ray diffraction, caburizing, vaccum caburizing, MnS 

기계산업 특히 자동차분야에 있어서 열처리된 강재는 표면의 피로수명을 예측,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연

속로 침탄과 진공침탄 처리된 강재에 있어서 기존에 제시된 X선회절분석을 활용한 접촉피로 수명을 해석을 적용하되 비금속개재물을

달리한 두개의 소재에 관하여 피로수명을 비교하였다. 열처리종류와 비금속개재물 4개의 그룹에 구름접촉피로시험을 수행한 결과 열

처리종류, MnS 개재물에 관계없이 구름접촉간 잔류응력 변화는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구름접촉피로간 소성변형과 백색조직

형성에 있어서는 MnS개재물 수준에 영향을 받아 개재물양이 클수록 소성변형과 백색조직형성을 촉진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MnS 주면의 미세조직이 조기 소성변형이 되며 MnS 개재물의 탈락과 디스트레스로 인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P21-3]

열에너지수치를 이용한 SKH51강의 Master Nitriding Curve(MNC) 개발 : 전동술1, 안경준1, 박성중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열처리그룹.
Keywords: Plasma Nitriding, Master Nitriding Curve, Activation energy

열처리 공정 중 제품에 동일한 열에너지를 가하면 동일한 열처리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열에너지수치 제어법을 고속도공구강인

SKH51강의 플라즈마 질화공정에 적용하였다. SKH51강의 플라즈마 질화 시 공정가스 및 플라즈마 인가 전원 등 동일한 질화분위기

조건에서 질화 온도와 공정 시간을 변화시켜 공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공정 중 질화 시편이 받은 열에너지수치를 측정하였으며,

질화 시편의 확산층 깊이와 화합물층 두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질화 확산층 깊이와 화합물층 두께가 열에너지수치에 따라 단일

곡선에 의존함을 Master Nitriding Curve(MNC)개발로 확인하였다. 또한 MNC 개발 시 질화 확산층과 화합물층이 형성되기 위한

물질 고유의 활성화에너지값(Activation energy)은 확산층 91.0 kJ/mol, 화합물층 61.7 kJ/mol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화합물층보다 활

성화에너지값이 더 큰 확산층을 형성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SKH51강의 MNC

모델 개발로 플라즈마 질화 시 확산층과 화합물층이 열에너지수치에 의존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생산 현장에 적용한다면 질화 시

제품이 받은 열에너지수치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여 제품의 요구특성에 맞게 확산층과 화합물층을 동시에 예측하고 정밀하게 제어 할

수 있다. 

P21 : 가공-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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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1]

Super-elastic Metallic Glass Mesh for Flexible Transparent Electrode : Eun Soo Park1, Juho Lee1, Jonguk Hwang1, Keum

Hwan Park2, Changwoo Jeon3; 1R&D Center. EML. Co. Ltd. 2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3Brown University.

Keywords: Metallic glass, Sputtering, Super-elastic, Transparent electrode 

We propose Al-based metallic glass (MG) as a new transparent electrode material and further present a novel facial method to

fabricate MG micro/nano-meshes on flexible polymer substrate using a photolithography method. MG meshes exhibit far better

mechanical flexibility than any of the previously studied crystalline metal meshes. So-manufactured MG mesh layers show excellent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as a transparent electrode. MG meshes present a powerful promise as the next generation flexible

transparent electrodes for advanced flexible devices. 

[P22-2]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Gas Sensing Capability by NiO (p)-SnO2 (n) hetero structures : Kyeongbin Choi1, Gyujin

Jeong1, Bumhee Nam1, Soongkeun Hyun2, Taegyung Ko2, Chongmu Lee2; 1Inha University. 2Inha Univeristy.

Keywords: sensors: SnO2: NiO: pn junction: Metal oxide semiconductor:

The P-Type semiconductor Nickel oxide (NiO) and the N-Type semiconductor Tin dioxide (SnO2) were synthesized as nanorods and

nanoparticles, respectively. We synthesized nanorods using the VLS(Vapor Liquid Solid) method and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by

the hydrothermal or Sol-Gel method depending on the material. In addition, We made a P-N junction structure decorated N-Type

nanoparticles on the P-Type semiconductor nanorod . Also we can form another P-N junction added to P-Type nanoparticles on the N-

Type semiconductor nanorod. For these two junctions, we injected both oxidizing gas and reducing gas, which are toxic gases. We have

calculated different gas detection ability relying on the microstructure and proposed a more gas-sensitive P-N junction.

[P22-3]

Characteristics of Sn-doped In2O2 Grown at Room Temperature with Oxygen Radical-Assisted Electron Beam Deposition

: Seongin So1, Ki-Yeon Kim2, Minsuk Oh1; 1Divisio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2Chonbuk National Uni.

Keywords: ITO, Oxygen radical, Carrier mobility, thin-film

Sn-doped In2O3 (Indium tin oxide, ITO) is widely utilized in numerous industrial applications due to its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high optical transmittance in the visible region. High quality ITO thin-films have been grown at room temperature by oxygen

radical assisted e-beam evaporation without any post annealing or plasma treatment. The introduction of oxygen radicals during e-beam

growth greatly improved the surface morphology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ITO films. The obtained ITO film exhibits higher

carrier mobility of 43.2 cm2/V·s and larger optical transmittance of 84.6%, resulting in a higher figure of merit of ∼ 2.8 × 10−2 Ω−1,
which are quite comparable to the ITO film deposited by conventional e-beam evapor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ITO films grown by

oxygen radical assisted e-beam evaporation at room temperature with high optical transmittance and high electron conductivity have a

great potential for organic optoelectronic devices.

[P22-4]

NiO/ZnO 적층형 이종접합 자외선 센서의 특성 연구 : 성형석1, 권진구1, 전용민1, 안동훈1, 이성의1;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Keywords: Thin film, PN junction, UV sensor, NiO, ZnO

자외선 센서는 산업, 화재감지, 천문, 군사목적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따른 센서 도입 등

휴대용 전자기기 분야에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최근 ZnO의 높은 광전효율을 활용한 자외선 센서 및 태양전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광전효과를 이용한 자외선 센서는 높은 감도를 및 반응속도를 구현 가능하지만 가시광 파장 영역대의 여과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센싱의 감도 및 반응속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nO의 자외선 영역 파장대 고감도

특성 및 가시광 영역 파장대 여과 특성을 이용하여,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물리기상증착) 공정을 통해 PN junction의

광전효과를 이용한 자외선 센서를 제작하였다. PN junction의 N-type 층으로는 ZnO를, P-type 층으로는 NiO를 채택하여 Si wafer

상에 자외선 센서 소자를 제작하였다. ZnO는 3.3 eV의 밴드갭을 갖는 N-type 반도체 재료로써 3.7 eV의 밴드갭을 갖는 NiO와 우

수한 Band alignment 특성을 가지며, NiO/ZnO 접합을 통해 기판 Type에 기인한 단층박막의 PN junction 자외선 센서보다 향상

된 반응속도, 높은 감도 그리고 외부전압 인가 없이 자외선 감지가 가능한 자가발전구동이 가능하다. Essential Macleod Software를

이용하여 자외선 영역 파장대의 투과율이 높은 박막 두께조건을 시뮬레이션하여 실제 증착 결과와 비교하였다. ZnO 및 NiO의 제작

조건에 따른 자외선 센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VD 증착 시간 및 결정화 열처리 조건을 다르게 하였다. XRD

측정을 통해 결정화도를 분석하였으며, KEITHLEY社 2635A SourceMeter를 통해 결정화도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Essential Macleod Software 시뮬레이션 결과, NiO/ZnO 다층박막의 자외선 영역 파장대 투과율은 최대 45%까지 구현 가능한 것

P22 : 전자재료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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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적외선 센서의 구동전류 변화량은 254 nm 파장대에서 1.0 μA으로 확인하였다.

XRD 분석 결과, NiO/ZnO 다층박막 열처리 조건에 따라 실제로 결정화도가 변화하며 결정화도 변화에 따라 자외선 센서 구동전류

가 1.0 μA에서 1.0 nA까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22-5]

Fabric Sensor for Smart Fashion : 이원재1, Abdur Rahim1, Son singh1, 이재갑1; 1국민대학교.
Keywords: Smart fashion, Fabric, health monitoring system

In Recent times, healthcare has become a general awareness. People are urging to detect health issues as the earliest stage as possible.

These requires frequent monitoring of health condition, which is not always possible with visiting health centers or hospitals. Therefore,

a variety of health monitor and care products for general people to use are becoming popular. But to monitor continuously and at cheap

cost, need to design and make health monitoring products wearable and light weigh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any research is

going on to achieve wearable, fashionable health monitoring system. In this work we have designed a sensor module which contains

sensor to sense light and transfer the signal wirelessly to cell phone or computer through Bluetooth. First the designed circuit was drawn

on Photoshop and then mask was made by cutting with silhouette CAMEO cutter and then metal was evaporated on PU flexible

substrate using e-beam and thermal evaporator. Then it was transferred to fabric cloth and then the microcontroller, Bluetooth and other

components were attached to the circuit using silver epoxy glue. Finally perovskite based flexible photo sensor was attached to measure

heart beat rate and blood oxygen level and the data was send to cell phone or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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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1]

Thermomechanical Treatment for Manufacturing High-density LEU Dispersion Targets Using Atomized Uranium Alloy

Powder : Ki Nam Kim1, Tae Won Cho1, Sunghwan Kim1, Kyuhong Lee1, Yong Jin Jeong1, Jong Man Park1; 1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eywords: Thermomechanical Treatment, Mo-99, Dispersion Targets, Atomized Powder

Mo-99 decays to Tc-99m, which is the most widely used radiopharmaceutical isotope for medical diagnostic purposes. Recently, Mo-

99 producers have been attempting to replace conventional highly enriched uranium (HEU) targets with low enriched uranium (LEU)

targets by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policie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develop high-uranium-density targets with LEU to

improve the Mo-99 production efficiency of LEU targets.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been developing

commercial LEU targets with a uranium density of 2.6 gU/cm3 and high-density LEU targets using atomized U-Al alloy powder.

Atomization is a key technology for achieving high-uranium-density because atomized powder is able to have various U-Al

compositions and a high uranium content. We successfully mass-produced uranium alloy powder for high-density targets through

centrifugal atomization and fabricated a high density target with a uranium density of 3.2 gU/cm3 by using U-15Al powder. In the

conventional route, heat treatment for phase transformation conduct after rolling processes, which caused a considerable deformation in

the target plates. In order to avoid this type of deformation, the heat treatment were conducted during the hot-rolling processes.

[P23-2]

관통볼트 냉간단조 공정 적용을 위한 비조질강의 열처리 설계 :  김기한1, 배성준1, 송용현1, 배종은1, 윤은유1, 이상용2, 이영선*1; 1한국

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2안동대학교.
Keywords: non_normalized steel, cold forging, austempering, through bolt, phase transformation

부품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공정비용을 감소시키며

수명이 높은 부품의 생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기업에서는 고품질 및 저원가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조질강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조질강은 성형 후 열처리를 생략할 수 있는 개발소재이다. 비조질강으로 성형된 부품은 항복강도 이

하의 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이나 제품에 사용하며, 항복강도 이상의 충격이나 하중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소재 내부의 상변태의

활성화에너지로 흡수하여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이다. 하지만 냉간단조 및 전조공정으로 성형하는 볼트는 많은 변형량과 높

은 잔류응력으로 후 열처리 없이 구조품에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비조질강의 적용을 위해서 신선한 비조질강의 제어냉각을 통해 저

항복비를 낮추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CM435으로 양산하고 있는 관통볼트를 비조질강의 적용을 위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해 기존의 관통볼트의 성형 공정에 따른 변형 거동 및 비조질강의 열처리 조건 별 미세조직의

변화를 예측하고, 실제 실험을 통한 비조질강의 미세조직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열처리 공정의 비용을 최소화하며 비조질강

의 특성이 잘 두드러지는 열처리 조건을 확인하며, 비조질강을 이용한 관통볼트의 냉간단조 공정을 설계하였다.

[P23-3]

고강도 스테인리스강 중공형 튜브의 잔류응력 저감 인발 공정 설계 : 배성준1, 조한솔1, 성진영1, 이광석1; 1한국 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eywords: 냉간인발, 유한요소해석,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최적 설계 

자동차산업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자동차 소재 부품의 경량화가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어 소재 부품의 다변화, 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다. 이전의 자동차 부품 경량화는 기존 탄소강소재를 마그네슘, 알루미늄 및 CFRP 등의 소재 변경 적용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고강도경량화/내부식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소재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디젤과 가솔린 엔진의 장점만을 취합한 직분

사식 가솔린(GDI) 연료분사시스템의 연료관의 경량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튜브로 적용하는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직분사식 가솔린 엔진의 연료관은 다축 진동, 극한 내압 및 토크 환경

에서 운용되며, 듀플렉스 연료관으로 대체 시 고강도/고내압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대비 30% 이상의 두께 감소로 경량화율이 높

다. 하지만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냉간 인발 시 높은 잔류응력으로 인해 열처리 후 스프링백 및 비틀림 발생으로 제품 불량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냉간 인발 공정에서 플러그 및 금형 형상의 재설계를 통해 냉간 인발재의

형상 불균일을 야기하는 잔류응력을 저감하는 공정을 설계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P23-4]

Al 7075 합금의 압출에서 압출속도 변화에 따른 미세 조직 및 기계적 물성 분석 : 이상용1, 우영호1, 배성환2, 오상호2; 1국립안동대학

교. 2선우엔지니어링.
Keywords: 7075, Extrusion speed, Surface defect,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알루미늄 합금 중에 가장 높은 강도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합금의 하나인 7075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조건, 압출 가능 온도의

범위는 매우 좁다. 일반적인 압출 생산 설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빌렛의 압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출열을 고려하여 압출

P23 : 가공-소성가공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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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비교적 낮게 설정하여 생산성을 양보하더라도 안정된 압출재의 품질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압출공정 중에

압출속도에 변화를 주어 압출재의 결함발생을 관찰하였다. 압출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압출재의 외관 변화와 결함발생시 압출속도,

압출 공정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의 미세조직을 OM/EBSD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결함발생 전과 발생 후의 기계적 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압출상태와 T6열처리상태에서 비커스 경도/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P23-5]

Al 7075 합금의 압출 공정에서 금형 냉각에 따른 압출재 표면 결함부의 미세조직 분석 : 이상용1, 우영호1, 강현준1, 성상규1, 최성

훈1, 김준수1; 1국립안동대학교.
Keywords: 7075, Extrusion, Die Cooling, Surface defect, Grain Growth 

최근 자동차나 항공기를 가볍고 강하게 만들기위해 열처리가 가능한 Al7xxx계 합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중 Al 7075 합

금은 Al 7xxx계에서 가장 우수한 강도를 지니고 있으며 압출공정을 통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압출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압출 속도를 증가시키면 마찰열로 인해 압출 결함이 발생하여 금형 냉각이 탑재된 압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해서 필요

한 시점이다. 압출공정에서 압출온도, 압출속도는 주요 변수이며, 재료에 따라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압출 금형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제품의 결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금속의 기계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미세조직(Microstructure)이 영향

을 미친다. 강도와 경도, 연성 등은 결정립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압출공정시 압출재가 받는 열이 재결정온도 이상으로

열을 받으면 결정립 성장이 일어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도냉각이 필요하며, 압출 결함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금

형 냉각유로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각 유로가 다른 두개의 금형을 이용했을 때 압출속도에 따라 표면 결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하고자 하며, 결함이 발생한 부분과 발생하지 않은 부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M/SEM/EBSD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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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1]

염소 가스 제거용 흡착제 물성 평가 및 실장 적용 평가 : 박규진1, 김유성1, 최상국1, 노윤영1; 1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

Keywords: Dry Scrubber, 흡착제, 염소가스, 함수율, Thermal Etch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는 많은 종류의 산업용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를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공정 후 남

아있는잔류 가스 및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조 공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장비 후단에 유해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Scrubber를 사용하고있다. 산업용 가스는 부식성, 가연성, 불활성 등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부식성 가스는 외부 또는

배기를 통해 대기로 누출될 시 안전과 환경에 매우 치명적이다.본 연구에서는 Scrubber 중에 Dry Scrubber에 사용되고 있는 염소

가스 제거용 흡착제에 대해 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Cl2 가스 제거용 흡착제는 각각 3%, 20%, 40% 함수율을 가지는 흡착제 3종

을 준비하였고, SEM, EDS를 이용한 형상 및 원소 분포 분석, XRD를 이용한 표면 패턴 분석과 BET를 이용하여 흡착제의 비표

면적 및 기공 분포 분석 등 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3%, 20%, 40% 함수율을 가진 흡착제를 100L 캐니스터 용기에 충진하

고, 이를 Thermal Etch 공정에 적용하여 흡착 성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P24-2]

3A, 13X Molecular Sieve 물성에 따른 수분 흡착 성능 평가 : 임예솔1, 진새라1, 김성훈1, 이현준1, 노윤영1; 1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
Keywords: Molecular Sieve, Moisture, Purification, Breakthrough Curve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가스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초고순도이다. 정제되지 않는

가스를 초고순도로 정제시키기 위해서는 가스 내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불순물은 수분이다.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흡착제는 Molecular sieve이며, 다른 불순물의 존재 등과 같은 공정 조건에 따라 3A, 4A, 13X 등 알맞은 흡

착제를 채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3A, 13X Molecular sieve 각각에 대하여 물성 평가를 진행하고, 물성에 따른 수분 흡착 성

능을 확인하였다. 3A, 13X Molecular sieve는 각각 제조사가 다른 2가지 샘플을 준비하였다. 미세구조 분석, 조성 분석, 비표면적

분석, 그리고 상 분석을 위해 각각 SEM, EDS, BET, 그리고 XRD를 이용하였다. 또한 물성에 따른 수분 흡착 성능 평가를 위해

Breakthrough curve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3A, 13X molecular sieve의 물성 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수분 흡착 성능이 어떻게 나

타내는지를 확인하였다. 

[P24-3]

니켈 촉매 물성에 따른 촉매 특성 비교 평가 : 진새라1, 임예솔1, 김성훈1, 이현준1, 노윤영1; 1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

Keywords: 촉매, 니켈, TPO, BET

촉매는 수소 분야, 정제 분야,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산화, 환원 반응을 기초로 하는 촉매는

백금족, ETM(Early Transition Metal), 금속산화물, 금속황화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각각의 촉매 물질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각각 다른 촉매활성도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니켈에 대해 촉매 특성을 비교하였다. 제조사가 다른

2가지 니켈 촉매 샘플에 대하여 각각의 물성 평가를 진행하고, 물성에 따른 TPR, TPO의 촉매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미세구조

분석, 조성 분석, 비표면적 분석, 그리고 상 분석을 위해 각각 SEM, EDS, BET, 그리고 XRD를 이용하였다. 또한 물성에 따른

촉매적 특성 평가를 위해 촉매분석기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니켈 물성 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촉매적 특성 변화가 어떻게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였다.

[P24-4]

Evaluation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y of 316L Weld after Thermal Aging at 400°C : 이호중1, 이종훈1;
1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Keywords: thermal aging: δ-ferrites: spinodal decomposition: G phase: nanopillar compression test

Changes i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316L austenitic stainless steel weld were evaluated after thermal aging at

400 °C for 20,000 h. Thermal aging induced spinodal decomposition and nano sized Ni and Si-rich G phase precipitate in the delta-

ferrite while microstructure of austenitic matrix was maintained. The degree of hardening of 316L weld with austenitic matrix and delta-

ferrite by tensile test was not significant. In order to measure changes in tensile property of delta-ferrite without austenitic matrix,

nanopillar compression test was conducted. The nanopillar was fabricated with around 400 nm diameter and 1200 nm in height by FIB.

The result of nanopillar compression test of delta-ferrite indicated ~80 % increase in yield strength compared to non-aged sample. Thus,

it can conclude that the hardening of delta-ferrite after thermal aging was resulted from microstructural evolution such as spinodal

decomposition and G phase precipitation. 

[P24-5]

Effect of Manufacturing Process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y of 304L Stainless Steel Tubes : 이호중1,

P24 : 재료분석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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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1; 1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Keywords: Stainless steel tube: TEM: Residual stress: Micro-hardness

304L austenitic stainless steel tubes are widely used in shell and tube type heat exchangers. In this study, effect of manufacturing

process, especially straightening process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304L austenitic stainless steel tubes were

assessed. For the tubes which applies rolling as a straightening process, large amount of dislocation and increasing tendency of micro-

hardness values toward outer region were observed. It resulted in significant tensile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while it was reduced

by additional heat treatment. Meanwhile, when straightening was used as a straightening process, it caused low residual stress because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variations along thickness direction were not occurred. Thus, this study indicated that straightening by

stretching process has benefic in terms of low residual stress as in order to increase SCC resistance of the tubes. On the other hand,

when the rolling process is used, additional heat treatment could be a practical method to reduce residual stress. 

[P24-6]

X-ray Diffraction Residual Stress Measurement Vari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of Co-based Alloy According to

Scanning Direction and Substrate Temperature : MINHA SHIN1, Byeong-hyeon Lee1, Junhyun Kwon2, Jinsung Jang2, Sung

ok Won1; 1KIST Advanced Analysis Center. 2KAERI Advanced Materials Research Division.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direct energy deposition, cobalt based alloy, residual stress, x-ray diffraction  

Additive manufacturing (AM) has been widely used to fabricate functional metal parts in automobile, aerospace, energy, and medical

device fields due to its efficient fabrication process capacity including complex geometry, functional graded materials and free usage of

tools. In this study, control rod drive mechanism latches (CRDM latch) of the control rod drive unit operating in the nuclear power plant

was fabricated by using the 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CRDM latch is consisted of cobalt base Stellite 6 and 304L stainless steel

substrate.DED process usually induces a very steep temperature gradient because the material is heated to a very high power and the

material is rapidly cooled. Therefore, large residual stress in the latches produced by DED would be expected.In this poster, residual

stress in the CRDM latches was evaluated with X-ray diffraction technique. In x-ray diffraction residual stress measurement, the strain

in the crystal lattice is measured, and the residual stress producing the strain is calculated, assuming a linear elastic distortion of the

crystal lattice. There are classified: mechanical methods (dissection techniques) and sin2Ѱ using XRD etc. Mechanical methods are

limited by assumptions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residual stress field and sample geometry. And it being necessarily destructive,

cannot be directly checked by repeat measurement. Spatial and depth resolution are orders of magnitude less than those of x-ray

diffraction.In this experiment analyze the change in residual stress with respect to substrate temperature and difference scanning

directions. As the substrate temperature rises, the cooling rate of specimen decreases, and the velocity and residual stress are

proportional. So, we expected that between substrate and stacked specimens are residual stress is low. Also, specimen surface are take

tensile stress because temperature gradient steeply for room temperature and surface temperature.

[P24-7]

Effects of Hot Rolling Conditions on the Microstructure, Homogeneity of the Dispersion Fuel Plates : Dong Hyeon

Kang1, Cheol Hong Park1, Hwa Young Song1, Sunghwan Kim1, Yong Jin Jeong1, Jong Man Park1; 1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eywords: Hot rolling, Microstructure, Dispersion fuel plate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new research reactor in Kijang (KJRR) was announced in 2012, KAERI has successfully developed

high-density, low enriched uranium (LEU) nuclear dispersion fuel plates based on the atomized UMo alloy powder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However, there is an obstacle to overcome for the mass production of the fuels due to the requirement of the fuel density of 8

gU/cc, which is roughly 50 % volume in dispersion. Among the nuclear fuel fabrication processes, the hot rolling is the key process to

improve productivity when it comes to controlling the quality of the fuels. In this study, the hot rolling conditions were experimentally

evaluated to enhance the properties of the fabricated nuclear fuels. The atomized stainless steel powders were chosen as a replacement

for the atomized UMo alloy powders, and the dummy fuel plates were fabricated with varying hot rolling conditions. The hot rolling

processes were performed with 4 different ways at the roll speed of 10.5 rpm, at 500 oC. Consequently, the microstructure, homogeneity,

and the bonding status of the dummy fuel plates were experimentally evaluated by the SEM, the radiography inspection, and the

ultrasonic inspection, respectively. 

[P24-8]

The Homogeneity Inspection of U3Si2 Dispersion Fuels Based on Atomized Powders : Dong Hyeon Kang1, Cheol Hong

Park1, Hwa Young Song1, Sunghwan Kim1, Yong Jin Jeong1, Jong Man Park1; 1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eywords: Homogeneity, Dispersion fuel plate, X-ray linear scanner 

Along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Low Enriched Uranium (LEU) conversion of the nuclear reactor for the civilian use, U3Si2
dispersion fuels with 4.8 gU/cc have been widely used due to its stable irradiation performance. Recently, KAERI has successfully

developed the manufactur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of U3Si2 fuel with the atomized U3Si2 powder. Contrary to the commin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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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3Si2 powder used in common, KAERI’s atomized U3Si2 powder has an advantage in the development of high density dispersion fuels

for the high performance research reactor. In this study, the homogeneity inspection was performed to verify the quality of fabricated

fuel plates. Mean gray values (MGV) were measured from the center area of the fuel plates by the X-ray linear scanner, and evaluated

by the step-wedge for the accurate test. The fabrication process of the step-wedge was also demonstrated to show the availability of the

step-wedge. 

[P24-9]

In-situ Heating TEM study of Microstructural Development in a Nanolaminated Amorphous ZrAlCuFe/crystalline CuCoFeNi

Composite structure : 박윤창1, Sergey Romankov2; 1나노종합기술원. 2Chonbu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In-situ TEM, Phase transitions, Microstructure 

A nanolaminated amorphous/crystalline composite structure with a mean lamellar thickness of around 10 nm was fabricated on a Cu

plate. The crystalline phase was a multicomponent non-equilibrium face-centered cubic (fcc) Cu(CoFeNi) solid solution, and the

amorphous phase was a Zr-based compound containing Al, Cu, and Fe. The composite’s thermal stability and microstructural

transformation was studied over the temperature range of 200–900 C. The lamellae maintained their shape during heating up to 600 C.

Transformation of the structure began with separation of the elements inside the crystalline lamellae. In early stages of the

transformation, hardening occurred. At 600 C, an interconnected CoFe phase started to appear with an ordered body-centered cubic

(bcc) crystal structure. When the temperature was increased further, the nanolaminated structure degraded and the bcc CoFe phase grew.

At 750 C, the bcc CoFe phase formed a complex network that surrounded the formerly amorphous regions, and the bcc CoFe phase

started transforming to the fcc configuration. The Cu atoms segregated to the grain boundaries of the fcc CoFe(Ni) phase. The

amorphous phase gradually crystallized into nanometer-sized polycrystalline grains that were attributed to the Zr(Al)O2 phase. As a

result of these transformations,heating at 900 C produced a morphologically complex nanocomposite structure consisting of branched

grains of Zr(Al)O2 and fcc CoFe(Ni) with Cu inclusions. When the nanolaminated structure had completely transformed, the layer was

softer than it had been in the initial annealing steps, but was still almost five times as hard as the initial Cu plate. 

[P24-10]

Effects of the Powder sizes on the Homogeneity of the Nuclear Fuel Plates : 박철홍1; 1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nuclear fuel, powder mixing, homogeneity 

Highly enriched uranium (HEU) of the civil use has been inducing worldwide non-proliferation concerns. In this sense, numerous

international fuel development and qualification programs with low enriched uranium (LEU) initiated to aim at successful conversion of

research reactors in civil use with LEU fuels. In the same vein, a new research reactor in Kijang (KJRR) will be using a high density,

atomized UMo alloy based LEU nuclear fuel as a driver fuel. Due to the neutron capture of Mo in UMo alloy, the high density of 8 gU/

cc is required, and this means the volume density about 50 % in the dispersion is necessary. For this reason, nuclear fuel plates have

fabrication issues with the homogeneity of the fuel meats. In this study, various sizes of atomized stainless steel (SS304L) powders were

prepared to fabricate dummy fuel plates of the KJRR nuclear fuels. Under 45 μm SS powders were mixed with 45~150 μm SS powders

with varying mixing ratios and subsequently fabricated to the dummy fuel plates to improve the homogeneity of the fuel meats. The

linear X-ray scanner and the SEM micrograph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owder sizes on the homogeneity of the fuels.

[P24-11]

디스크 모터 회전 속도에 따른 원심분무 U-7wt%mo 분말 입도 분포 분석 : 황재준1, 이규홍1, 김종환1, 박정민1, 박종만1; 1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Centrifugal Atomization, U-Mo, Uranium Molybdenum Alloy, Motor Rotation Speed, U-Mo Powder Size Distribution 

U-7wt%Mo은 연구로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EU) 핵연료를 저농축우라늄(LEU) 핵연료로 대체가 가능한 우라늄 밀도가 높은

핵연료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는 원심분무(Centrifugal Atomization) 분말제조기술로 구형의 우라늄 합금 분말을 제조하

고 있으며, 기장에 건설중인 신형연구로에 U-7wt%Mo 합금 분말을 적용할 예정이다. 핵연료 분말의 입도는 핵연료의 제조성 및 연

소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핵연료마다 규정된 분말 입도 기준이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 모터 회전 조건에

따른 원심분무 U-7wt%Mo 분말 입도 분석을 위해 체거름(Sieving)을 수행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입도 분석을 통해 디스크 모

터 회전 속도와 분말 입도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U-7wt%Mo 핵연료에 적합한 분말 입도를 얻기 위한 디스크 모터 회전 속

도 등 최적의 원심분무 공정 조건을 수립하였다.

[P24-12]

Fe계 비정질 합금의 조성에 따른 내식 특성 변화 관찰 : 김송이1, 이아영1, 장하늘1, 이민하1; 1한국생산기술 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Keywords: Fe-based amorphous alloy, corrosion, alloy design

최근 전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따라 에너지, 원자재 등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의 방법으로 바이오매

스 발전이 주목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매스용 보일러 증기발생기 소재는 내열성, 내부식성 및 성형성이 우수한 재료로 알려

진 Fe계 합금을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장시간 고온 (~800oC) 염소 분위기에 노출되면서 부식이 일어나 기계적 특성이 저하되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e계 비정질 합금을 활용하여 고온 내부식 보호피막용 코팅층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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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내식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4가지 조성의 Fe계 비정질 합금을 설계하여Arc melting 및 melt spinning

을 활용하여 시편을 제조하였으며, 비정질의 구조 및 열적 특성을 확인 하기위해 XRD및 DTA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합금의 내

식성을 조사하고자 염화수소 분위기(67vol%_10%HCl + 33vol%_10%NaCl) 에서 시간에 따른 무게 감소율을 확인하였다. 

[P24-13]

Combinatorial Synthesis and High-throughput Mechanical Characterization to Study Multi-components Alloy Thin Films

: Donghyun Park1, Euimin Cheong1, Haechan Jo1, Injun Oh1, Dongwoo Lee1; 1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Keywords: Combinatorial synthesis, High-throughput characterization, Multicomponent alloys 

Properties of multicomponent alloys can drastically change as their compositions and microstructures vary. Combination of

combinatorial synthesis and high-throughput characterization (HTC) offers an opportunity to efficiently investigate composition and

microstructure dependent properties of the alloys. This methodology can significantly reduce time and cost for the development of novel

materials with enhanced properties. In this work, the combinatorial synthesis using magnetron co-sputtering and micro-mechanical

testing methods, such as membrane deflection experiment (MDE) and square membrane indentation (SMI) were employed to measure

mechanical properties of various thin film materials. An automated high-throughput robotic micro indentation stage was developed and

used for rapid acquisition of the property data. We believe the proposed technique in this work can be used to effectively acquire

materials’ mechanical big data for developing multicomponent alloys, such as super-alloys, metallic glasses, and high-entropy alloys 

[P24-14]

열수송관의 장기 부식 모사 시험범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전류 가속화 시험법 : 소윤식1, 홍민성1, 김정구1; 1성균관대학교 공대 신소

재공학과 전기화학응용연구실.
Keywords: galvanostatic test method, corrosion behavior, district heating system

지역난방 시스템은 열 공급을 위한 기반 시설 중 하나로 열원에서 공급된 열이 탄소강 배관을 통해 열사용시설로 전달된다. 이러

한 열수송관은 장시간 사용 시 부식 파손으로 인해 열 공급과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장기간 토양에 매설된 열수송관의

부식 거동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은 장기간의 부식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장기 침지 실험 이지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단기간에

효과적인 부식 모사가 가능한 전기화학적 실험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정전류 시험법은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 인가

전류밀도를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실험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부식 특성 연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속화 시험법은 부식 전류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전류밀도를 인가하게 되므로, 실제 부식 거동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 및 시험 표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부식에 대한 정전류 시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가 전류량과 시간을 변수로 최적 전류밀도를 산출하였다. 토양침출수 용액에서 탄소강의 부식 전류 밀도를 산출하기 위해 동전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부식 모사를 위한 정전류 가속화 실험은 4가지 전류 밀도 및 시간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가속화 실험 후 광

학 현미경(Optical Microscope, OM) 및 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통해 각 시료의 표면 형태를

관찰하였으며, 생성된 산화물의 상 분석을 위해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XRD)을 진행하였다.

[P24-15]

카보오스템퍼링의 표면 경화 조직 분석 기술 연구 : 이규석1, 최병호1; 1현대다이모스.
Keywords: Carboaustempering, Low Bainite, Free Martensite, Differential Gear

자동차 부품의 주요 개발 이슈 중 하나인 고강도화를 실현하고자 설계 최적화, 고강도 소재 적용, 열처리최적화 등 여러 방면으로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중 카보오스템퍼링이라는 표면 경화 열처리 공법을 통해 고강도, 고인성, 내마모성을 확보하는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열처리된 제품 표면의 미세조직(Low Bainite, Free Martensite 등)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

지 않아 양산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세조직 분석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P24-16]

열수송관에서 pH에 따른 부식생성물이 탄소강의 부식특성에 미치는 영향 : 임정민1, 홍민성1, 소윤식1, 김정구1; 1성균관대학교 공대 신

소재공학과 전기화학응용연구실.
Keywords: Carbon Steel, Corrosion, Corrosion Product, pH, District Heating System 

지역난방은 난방수를 열수송관을 통해 운반함으로써 열원에서 생산된 열을 대단위 지역에 공급하는 매우 경제적인 난방 시스템이

다. 하지만 열수송을 위한 탄소강 배관은 난방수에 장기간 사용됨에 따라 부식으로 인한 생성물이 발생하고, 이는 응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로 인한 급격한 파손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배관 내부 수질관리 기준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현재 난방수의 pH는 열수송관의 재료로 사용되는 탄소강의 부식속도 저감효과가 가장 우수한 pH 9-10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탄소강의 부식특성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시 발생하는 부식생성물로 인한 부식 거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지역난방 시스템에서는 배관 내부에 부식생성물이 축적되어 일반적인 탄소강의 부식거동과 달라질 수 있다.

탄소강에서 부식이 발생할 때 pH에 따라 hematite (Fe2O3) 또는 magnetite (Fe3O4/FeO·Fe2O3) 등의 부식생성물들이 형성되고, 그

종류에 따라 열수송관의 부식속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난방수 모사 용액을 회수용

열수송관의 평균온도인 60oC로 유지하며 pH 5, 7, 9, 11에서 각 pH에 따른 부식생성물과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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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류 실험을 통해 시간에 따른 부식생성물 형성을 모사한 후, 표면분석법을 이용해 생성된 부식생성물을 확인하고 동전위 분극법

및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을 통해 그에 따른 부식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P24-17]

Crystallization Behavior and Its Effect on Magnetic Domain Structure in FeSiB Metallic Glass : Hyunjong Lee1, Se-Ah

Hong1, Kyung Taek Kim1; 1Advanced Process and Materials R&D Group. KITECH.

Keywords: Crystallization, Amorphous, Magnetic domain, Lorentz transmisson electron microscopy 

Crystallization of amorphous ferromagnetic material is important process because magnetic property such as hysteresis behavior is

strongly affected by grain sizes or crystal structure. For example, ~ 500oC few minutes heat treatment of FeSiB metallic glass causes

phase transformation of amorphous state into body-centered cubic having micron-scaled grains, showing magnetic transition from low

coercivity to high coercivity by domain wall pinning effect. Furthermore, crystallization of amorphous state into nano-crystalline also

can be suggested as one of method to tune the soft magnetic property of metallic glass. Therefore,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about

crystallization behavior of metallic glass and its effect on magnetic hysteresis behavior. However, direct relationship between

amorphous crystallization process, magnetic domain structure, and magnetic hysteresis still shows argument because of the absence in

comprehension of magnetic domain structure transition. Here, we directly observed magnetic domain structure of FeSiB metallic glass

at different crystallization stage using Lorentz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s a result of crystallization, magnetic ripple or vortex-

type domain structure was newly introduced or manipulated. Interplay between magnetic domain wall and crystallized grain size was

also systematically studied. 

[P24-18]

ARIZ 기법을 응용한 재료손상 원인분석 방법 연구 : 이종훈1; 1한수원중앙연구원.
Keywords: TRIZ, ARIZ, Material Failure Analysis 

TRIZ(Theory of solving inventive problem)는 과거 러시아에서 처음 개발된 창의적 발명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이다. 1940년

대 TRIZ가 개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과 예제들이 매우 방대해졌다. ARIZ는 복잡한 TRIZ 방법론

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강력한 알고리즘 툴이다. ARIZ는 발명이나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유용하며, 특히 중요한 인자를 놓치거나 고정관념에 빠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

움을 준다. 이러한 ARIZ의 특징과 장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되고 있는데, 재료손상해석 분야에도 ARIZ를 응용하면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료의 손상기구는 매우 다양하며 여러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손상이

발생하거나 2차 손상에 의해 원인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특정 산업분야에서 유사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보면 사

고의 틀에 갇혀 문제의 원인을 오판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재료손상 원인분석 분야에

ARIZ를 적용하여 유용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TRIZ나 ARIZ의 기본적인 틀은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ARIZ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 9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물질장 분석, 물리적 모순 정의, 문제 확대, 자원 활

용, 표준해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시적인 관점에서 물리적/화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은사람 모델과 같이 미시적

인 관점에서의 분석 방법도 존재하지만 금속재료의 조직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불필요

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내용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료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내용을 변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료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기구와 다양한 문제 사례를 분석/정리하고, 재료손상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된 ARIZ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P24-19]

방향성 전기강판의 결정방위에 따른 변형거동 연구 : 한승창1, 박형기2, 전태성1; 1인천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Grain oriented silicon steel (GOSS), BCC, 방향성 전기강판, 단결정, 변형거동 

소재의 집합조직은 구성된 결정립의 크기 및 전위 밀도 변화와 함께 결정방위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향되면서 발달한다. 방향성 전

기강판은 2차 재결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우 강한 GOSS 집합조직 형성에 따라 모든 결정들이 5̊ 이하의 방위차(Δg)를 갖는

{110} 방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방향성 전기강판은 BCC결정구조의 단결정과 유사하게 변형시 방위에 따라 특정 슬립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시에 인장 방향에 따라 특이한 기계적 거동을 보인다. BCC결정구조의 경우, 전위의 활주를 위해 높은 수준의 Peierls

stress가 요구되는 시스템으로, 결정립별로 주어진 결정방위에 따라 상이한 슬립시스템 간의 변형을 겪어 고려해야할 Deformation

gradient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결정에 대한 미소단위 기계적 시험을 통한 변형 거동 결과를 바탕으로 다결정에서의

벌크 특성 도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BCC 결정구조를 갖는 단결정 소재의 변형 거동을 분석하려 한다. 3-5cm 크

기의 조대한 결정립을 갖는 방향성 전기강에 대하여 , , 결정방향을 갖는 인장시편을 가공하였다. 인장시험시 변형 중 디지털 영상

해석 시스템 DIC를 이용하여 국부변형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변형 슬립 및 CRSS 분석이 결정 방위와 온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BCC 결정구조의 변형거동과 비교하였다. 소재 결정립에 대해 국부변형거동 분석을 위해 Nanoindentation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각기 다른 변형율 속도가 가해지는 시험편에 대해 국부경도 및 Strain rate sensitivity (SRS) 등을 측정하였다. 

[P24-20]

Degradation Mechanism of LiNi1/3Co1/3Mn1/3O2 Cathode Material in Lithium-Ion Batteries via 2D Phase Mapping :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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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 Byeon1, Jae-Chul Lee1, Jae-Pyoung Ahn2; 1Korea University. 2KIST.

Keywords: cathode material, Li-ion battery, PED, lattice strain, NCM

The phase transformation of LiNi1/3Co1/3Mn1/3O2(NCM) cathode materials during charging and discharging Li-ion batteries was

investigated by precession nano-beam diffraction (PNED) equipped i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Here, we quantified

the effect of ‘disordered rhombohedron’ (DR) phase on NCM degradation by measuring the formation and fraction of DR phase in

NCM. The DR phase occurs irregularly when transition metal ion occupies the octahedral site of the Li layer during lithiation, but it is

irreversible and increases with cycle, leading to deterioration of NCM. The capacity of NCM particles (300 cycles at 25oC) containing

about 15% rocksalt (RS) and 85% rhombohedron (R) was ~86%, whereas NCM particles (60 cycles at 60oC) of nearly 100% DR

showed much lower capacity (~40%). This means that the generation of the disordered Rhombo phase has reached the final stage of

degradation where the NCM particles, by themselves without the RS phase, can no longer accept Li.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initial charge and discharge, the NCM particles periodically transformed rhombohedron and spinel, and the fraction of spinel phase

occupied 60-80% of the whole NCM particles and was mainly distributed on the surface. It is the reason why DR and RS is mainly

observed at the surface of NCM. 

[P24-21]

구름접촉 베어링 강구(Steel ball)의 피로수명 연구 : 강희재1, 김지훈1; 1㈜일진글로벌.
Keywords: Steel ball, Fatigue life, 4Ball tester, Residual stress , Retained austenite

자동차 및 산업용 베어링의 피로수명 향상 및 그 안전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수송기관의 안전성과 각종 기계부품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장수명의 베어링 적용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베어링 피로수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동

체의 개별 수명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강구 제조사는 ISO 3290규격을 기반으로 표준 강구를 생산하고 있지

만,그 피로 수명 검증은 미비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사별 강구의 구름접촉 피로수명을 4 Ball tester로 평가하고, 수명에

미치는 인자를 규명하여 베어링의 수명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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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1]

Zr 조성변화에 따른 우라늄 핵연료심 평가 : 김종환1, 김기환1, 국승우1, 박정용1, 천진식1; 1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고속로,금속핵연료, U-Zr 합금, 사출주조, 유도가열용해

고속로(fast reactor)는 고속 중성자를 이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로 현재 상업용으로 운전중인 경수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어, 국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로 개발되고 있다. 고속로 핵

연료는 경수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건식 처리(pyroprocessing)한 금속 핵연료로서 U에 Np, Pu, Am, Cm과 같은 초우라늄

(transuranic, TRU)과 핵분열 생성물이 포함되어있다. 중성자 반응 단면적인 작은 지르코늄은 금속 핵연료의 중요 후보 합금원소 중

하나로 핵연료의 융점을 상승시키고 원자로 냉각수에 대한 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키며, 노심 조사시에는 핵연료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Zr 함량에 따른 모의 우라늄 핵연료의 제조성을 평가하고 제조된 연료심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였다. 모의 핵

연료 원료는 차폐시설에서 원격조작기로 제어성이 검증된 고주파 유도가열법으로 용해하였고 연료심 제조는 사출주조법이 적용되었다.

제조된 연료심은 화학분석(ICP-AES ＆ EA)을 통하여 핵연료서의 합금조성과 불순물을 평가하였고, 연료심 부위별 미세조직 관찰을

통하여 Zr 조성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P25-2]

Al-Mg 합금에서 Mg 함량 및 용해온도가 용탕 청정도 및 고온 산화에 미치는 영향 : 장호성1, 윤필환1, 강호정1, 이규흔1, 박진영1, 김

억수1, 신선미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Aluminum alloy, Molten aluminum, Melting, Oxidation

자동차 차체경량화는 자동차 연비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연료소비 및 배기가스 배출 감소와 더불어 자동차 전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최근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차체경량화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철강재료를 대체하

여 알루미늄 합금의 자동차 차체 적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Al-Mg계 합금(5000계 알루미늄 합금)은 우수한 강도

와 변형 저항성으로 Al-Mg-Si계 합금(6000계 알루미늄 합금)과 더불어 차체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합금이다. Al-Mg계 합금에서

Mg 합금원소는 고용강화 효과를 유발하여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나, 산소와의 결합력이 강하여 용해 공정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Al-Mg계 합금의 Mg 함량 및 용해온도에 따라 용탕 청정도 및 고온 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0~6wt% Mg을 함유한 Al-Mg 합금의 용해 시, 용탕 온도 변수에 따른 용탕 내 수소 용해량, 감압응고법에 의한 density index 측

정값, Bifilm index 측정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TGA 분석 및 Gibbs free energy계산을 통하여 Al-Mg계 합금의 고온 산화 현상

을 예측하고, Al-Mg 합금의 고온 산화가 용탕 청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P25-3]

주철 표면의 흑연 제거에 따른 알루미늄 침투 분율이 주철-알루미늄 이종소재 계면접합특성에 미치는 영향 : 김태형1, 양지바름1, 김상

우1, 김동응*1, 신제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알루미늄, 주철, 탈흑연 깊이, 탈흑연 시간, 기계적 특성 

수송기기 부품의 고강도화 및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철-알루미늄계 이종소재를 이용하여 부품을 제조하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종소재 제조기술로서는 확산 접합, 마찰 교반 용접, 레이저 빔 용접, 브레이징 등

의 금속적 결합을 통한 기술과 기계적 결합을 통한 SPR(Self-Piercing Rivets), FDS(Flow Drill Screws), 용사코팅 등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접합 계면이 불균일하여 계면 결합력을 떨어뜨리거나, 계면에 두꺼운 금속간 화합물이

생성되어 경도가 높고 취성이 강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 형상의 부품을 제조하는데 한계가 있어 단순 형상의 제품에

적용 할 수 밖에 없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철과 같은 철계 주조재는 높은 강도를 가지고 제품 형상의 크기

나 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부품을 최종 형상에 가깝게 정형제조 할 수 있어 알루미늄과 이종소재를 형성할 경우 큰 장점이

기대된다. 주철에 존재하는 흑연은 알루미늄내 고용도가 낮고, 알루미늄과 젖음성이 낮아 주철과 알루미늄 이종소재를 만들 때 두

소재 계면에서의 접촉 면적이 감소하게 되어 계면 결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철 표면에 존재하는 흑연을 제거하여 주철-알루미늄 이종소재의 계면 결합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종소재 접합공정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탈흑연 열처리를 통해 주철 표면에서부터 흑연을 제거하여 시간에 따른 탈흑연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고, 흑연

이 빠진 공간으로 알루미늄을 침투시켜 그에 따른 침투분율을 조사하였으며, 알루미늄의 침투분율에 따라 주철-알루미늄 이종소재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조사하였다. 

[P25-4]

주조CAE를 이용한 일체형 캠 샤프트 캐리어 자동차 엔진부품의 고압 다이캐스팅 금형 및 주조기술 개발 : 강성하1, 강슬기1, 정인모1, 진

경찬2, 고민재2; 1(주)코다코.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High pressure diecasting, Casting simulation, Intergrated camshaft carrier, Casting condition, Prosity defect 

개발대상제품인 일체형 캠 샤프트 캐리어 생산기술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기술로 기존 분리형 캠 캐리어 대비 높은 내구성과

P25 : 가공-주조 및 응고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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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저감 효과, 그리고 가격경쟁력에 중점을 둔 신규모델로 캠캡, 볼트, 캐리어등 복잡한 부품을 일체성형 함으로써 마찰저감 효과

및 모듈화로 인한 공정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며 기존 분할형 캠 캐리어와 기술적 차별화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 캠 사프트

캐리어 부품의 주조결함 최소화를 목적으로 주조CAE를 활용한 알루미늄 용탕의 유동, 응고특성 및 금형온도 분석을 통해 일체형

캠샤프트 캐리어에 최적화된 다이캐스팅 금형설계 및 주조조건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금형설계 단계에서 주조방안 선정을 위해 설계

된 세 가지 주조방안의 유동 및 응고특성 분석을 통해 최적 주조방안선정 및 금형냉각채널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설계된 금형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공정 Cycle 해석을 통한 금형온도 분포 및 주조결함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조조건 선정을 위해 제품의 성

형을 담당하는 주조핵심조건에 대한 용탕유동분석, 가스고립분석을 통해 최적 주조조건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주조조건을

실제 조업에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시제품의 주조건전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컴퓨터단층촬영 및 비접촉식좌표

측정기를 활용하여 시제품 내·외부의 결함수준을 검증하였다. 

[P25-5]

Knife gate valve용 고크롬강의 물리적 특성 연구 : 변영민1, 김호영1, 고성훈2; 1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서강산업(주).

Keywords: 고압, 나이프게이트밸브, 고크롬, 물리적성질, 내마모

Knife gate valve는 CWP(Cold Working Pressure) 10 Kg/cm2압력의 밸브로 현재 상용화된 고압 Knife Gate Valve는 시트부위

가 일체형 바디로 구성되어 제련 Process에의 산맥과 미세한광석이 흐르는 Leaching Process(침출)와 Think Process (담금)등에서

바디내 부식 및 시트 부위 마모가 극심한 상태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r를 포함한 Ni, W, Mo, Si, Mn등 원소 최적 조성비 도

출을 통한 고크롬강의 물리적 특성 연구하였다. 

[P25-6]

고 Cr계 초내열합금의 Cr 함량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 김용래1, 박성수1, 김동배2, 마승환3, 이락규2, 김주업2; 1(주)영신특

수강. 2대구기계부품연구원. 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eywords: Sand Casting, Super Alloy, High Cr-base Alloy, Reheating Furnace, Skid Plate

현재 국내·외 철강 산업의 가열로 및 열처리로에 사용되는 Skid 제품은 사용온도가 대략 1,000~1,350oC 정도로 매우 가혹한 환

경에서 사용되어 초내열합금이 사용되며, 기존 제품으로 Ni계 또는 Co계 초내열합금 등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Ni 및 Co 원소재

는 높은 원소재 단가로 인하여 최종 제품의 단가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1,200oC 이상의 온도 구간에서 상변화 및 조대한 개재물

석출 등의 단점으로 인해 Skid 제품의 변형과 함께 피가열재에 Skid Mark 등의 제품 결함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단수명의 문제

점을 갖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가 원소재인 Ni과 Co 대신 내열성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저가의

원소재인 Cr을 적용하였다. 초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고 Cr 함량(43 및 58 wt.%)을 적용하였으며, 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Skid 제품의 주조방안을 검토하였다. 합금을 제조하기 위하여 자경성 조형법인 α-set 조형법과 고주파 전기 용해로를 이용하여 용해

하였으며, 탈사는 충분한 냉각을 위해 24시간 이후에 실시하였다. 기계적 물성의 비교를 위해 경도 및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미

세조직 및 석출물 관찰을 위해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SEM), 에너지분산형 X-선측정기(EDS)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한, 고온 특성 관찰을 위하여 고온 산화 시험과 고온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Cr계 초내열합금의 상용화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실험 데이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P25-7]

존 멜팅 공정과 흑연도가니 형상에 따른 게르마늄 정제에 관한 연구 : 전영준1, 조규섭1, 김상섭2;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인하대학교.
Keywords: zone melting, germanium, graphite boat, multi pass, double coil

단결정 게르마늄은 적외선을 활용하는 광학계의 부품 소재로서 구면 렌즈, 비구면 렌즈, 무색 렌즈 등 렌즈에 사용되고 있으며,

어셈블리설계를 이용하여 만드는 적외선 소재에 사용되고 있다. 적외선 센서 등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고순도의 단결정 게르마늄 소

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게르마늄의 특성으로는 높은 투과 범위, 우수한 굴절률 등의 특성으로 고출력 CO2레이저 부품과

고효율 집광형 태양전지 부품의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고 전기적인 성질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반도체 특성을 나

타내고 있어 반도체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게르마늄은 순도에 따라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순도가 높은

게르마늄일수록 가격이 비싸 게르마늄 잉곳의 재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고순도의 게르마늄을 얻기 위해 게르마늄내의 금속불순

물을 제거하는 공정인 존 멜팅법을 사용하였다. 존 멜팅법은 게르마늄이 용융대가 다시 고화될 때 액상과 고상의 농도차에 의한 물

질이동현상으로 인해 고순화되는 영역이 작아지게 된다. 또한 존 멜팅법에서 용융대1개를 형성하여 존 멜팅을 진행하는 시간이 길고

게르마늄이 고순화될 수 있는 효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소재를 고순화시킬 때 여

러 개의 코일을 이용하여 다수의 용융존을 한번에 형성하여 존멜팅진행수를 줄이고, 1개의 코일로 여러 개의 관을 통해 소재를 고

순화시키는 멀티패스 존 멜팅(multi pass zone melting)법이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흑연 보트의 형상, 용융대의 움직이는 속

도 및 용융대의 길이, 코일의 개수가 존 멜팅법 공정의 게르마늄 고순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연구 하였으며, 고순도의 흑연

재료에 열처리를 실시하여 흑연 보트를 제작하였고 흑연 보트의 다양한 형상으로부터 존 멜팅 공정 시 용융 게르마늄으로의 고순화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게르마늄을 존 멜팅 공정 후 전기적 비저항 특성을 측정 및 비교 하였으며 존 멜팅 공정을 진

행하면서 용융대의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 용융대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여 용융대의 움직이는 속도가 존 멜팅 공정에서 게르마늄 비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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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8]

유동응고해석을 이용한 고압주조 알루미늄/구리 회전자 금형 설계에 관한 연구 : 김영찬1, 김유미1, 김용원1, 최세원1, 강창석1; 1한국생산

기술연구원.

Keywords: 유동응고해석, 고압주조, 알루미늄, 회전자, 금형

최근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의 시장요구를 충족하는 고효율 전동기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소재, 공정, 부품, 제품을 연

계한 효율 및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복합 생산기술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전동기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손

실 저감을 통한 고효율화가 필요하며, 특히 손실의 비율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회전자 동손 저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전동기의 기동 요구 특성을 유지하면서 손실을 저감시키는 알루미늄/구리 회전자를 설계하고, 고압주조공법으로 회

전자를 제작할 때 발생하는 기포결함과 수축결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재 제어 측면에서의 금형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2kW 유도전동기용 알루미늄/구리 회전자의 고압주조 금형 설계를 위해 3가지 게이트 시스템에 대한 유동 거동을 MAGMA Soft

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설계된 3개의 게이트 시스템은 1 캐비티의 핀 포인트 방식, 2 캐비티의 핀 포인트 방식과 결함 제어

를 위한 오버플로우가 적용된 2 캐비티의 핀 포인드 방식으로, 각 게이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

석 결과 세 게이트 시스템 모두 최종 충전부인 회전자 엔드링에 수축결함이 발생하였다. 핀 포인트 방식이 적용된 1 캐비티와 2

캐비티의 경우 게이트에서 엔드링으로 유동이 진행되면서 엔드링에 기포 결함과 수축결함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오버플

로우가 적용된 경우는 캐비티 내의 가스가 오버플로우를 통해 포집되므로 엔드링의 기포 결함 발생 가능성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최종 충전 시까지 오버플로우 게이트가 활성화되므로 초기 유입된 용탕과 가스에 대한 오버플로우 제어 효과가 극대화된

것으로 사려된다. 

[P25-9]

Effect of Silicate Compounds, Fused Silica, Iron Oxide, and Bentonite Addition on Flexural Strength and Moisture

Resistance of CBAPC Binder : 오현곤1,2, 박동국1, 김양도2, 이만식1,3;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3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Keywords: sand casting, artificial sand, CBAPC binder, flexural strength, moisture resistance 

The foundry industries had been confronted with environmental problem of reducing VOCs emission. The VOCs emission from

organic binder during sand casting process strongly contributes to air pollu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rtificial sand and

inorganic binder receive attention as materials. The artificial sand with a regular spherical shape has a smaller surface area than an

irregular polygonal natural sand, and thus reducing the content of the binder about same amount of mold. It is well known that inorganic

binders prevent a lot of VOCs and dust particles generated by molten metal infiltration. The CBAPC (Chemically Bonded Aluminum

Phosphate Ceramic) binder used in our study is acid phosphate inorganic binder widely used in the field of refractory ceramics. It has

many advantages such as superior adhesion, high compressive strength, and high thermal stability, then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ecause it required low curing temperature compared with ceramics. In our study, CBAPC binder and artificial sands such as

ESPERAL 40 and CPS 1 were used to fabricate specimen. All specimens with shape of 170×20×20 mm were manufactured by molding

machine. However, CBAPC binder under 20 oC and 30 % conditions observed to decrease the strength of specimen by moisture

absorption over time. Silicate compounds (Na2SiO3, MgSiO3, and CaSiO3) and various additives such as fused silica, iron oxide, and

bentonite) were added to CBAPC binder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flexural strength and moisture resistance, reducing curing

temperature. Silicate compounds show that strengths are improv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rength depend on additive cont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silicate compound and various additives on flexural strength, moisture resistance, and curing

temperature on wetting behavior of CBAPC binder were investigated. 

[P25-10]

Cu-x%Sn 합금 주조 슬라브 특성에 미치는 주조 냉각속도의 영향 : 김기태1, 임영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Cu-Sn 합금, 유기, 수냉 주조 

유기는 식기, 제기는 물론 악기, 일반 생활용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리-주석 합금으로서, 중량비로 구리 78~84%와 주석

16~22%를 함유하는 청동합금을 의미한다. 유기제품은 용해-주조 또는 용해-주조-소성가공에 따라서 생산되고 있는데, 전통유기 제조업

체에서는 소성가공을 하기 위한 유기 주조재의 제조방법으로서, 물이 채워진 반달 모양의 금형에 용탕을 직접 주입하여 바둑이라 불

리우는 반달 모양의 주조재를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조재에는 응고 과정 중에서 용탕이 금형에 채워진 물과 반응하여

많은 주조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낮은 인장강도와 연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유기 주조공정에서 적용하고있는 용탕 수냉

주조법이 아닌 금형 주조법으로 주조된 Cu-18~22%Sn 합금 슬라브를 수냉 또는 공냉 처리하여 냉각속도를 조절하고, 주조 슬라브

의 미세조직을 제어하여 인장강도와 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Sn 첨가량이 18~22%인 합금에서 금형주조 직후에 공

냉 처리한 슬라브에 비하여 금형주조 직후에 수냉 처리한 슬라브의 주조조직이 미세해졌으며 또한 금형주조 직후에 공냉 처리한 슬

라브는 α+δ 상이었는데 금형주조 직후에 수냉 처리한 슬라브는 α+β′+γ′ 상이었다. 그리고 금형주조 직후에 공냉 처리한 Cu-

18~22%Sn 합금 슬라브의 인장강도는 250~300 MPa이었는데, 금형주조 직후에 수냉 처리한 Cu-18~22%Sn 합금 슬라브의 인장강도

는 500~550 MPa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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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1]

Cu-In-Se계 화합물의 미세구조와 열전특성에 관한 연구 : Hyunji Kim1, So Heong Lee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CuInSe, microstructure, TEM, Thermoelectrical materials

Cu-In-Se계 화합물은 태양광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밴드 갭과 밴드 갭 조절이 용이한 이유로 태양전지와 열전 소자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 태양전지나 열전소자에서는 전자와 포논의 거동이 소자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자와 포논의 거동은 전위, 적층결

함, 상계면, 이차상 등의 미세구조적 결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태양전지나 열전소자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Cu-In-Se계

화합물의 미세구조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투과전자현미경은 나노 단위 이하의 미세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 적합한 장비이다.

CuInSe2은 광전 에너지 변환과 열전 소자로의 응용 가능성이 커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하지만 In-rich한 CuIn3Se5의 미세구조와

열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회절상과 고분해능 T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CuIn3Se5의 미세구조적 특징에 대한 연구하였고, CuInSe2와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미세구조의 특징이 각 화합물의 열전특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P26-2]

NbFeSb계 재료의 열전특성과 미세구조 : 정혜린1, 이호성1; 1경북대학교.

Keywords: 열전재료, 하프 호이슬러, Half-Heusler, NbFeSb 

하프 호이슬러 (Half-Heusler)열전재료는 열적 안정성과 우수한 열전특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열전특성은 무차원 성능

지수 ZT에 의해 결정되고, 그 ZT는 S2σT/κ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S는 제백계수, σ는 전기전도도, κ는 열전도도,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이다. ZT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제백계수와 전기전도도, 그리고 낮은 열전도도가 필요하다. 하프 호이슬러는 일반적으로

XYZ 화학식을 갖고 있고, X와 Y는 전이금속, Z는 전형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하프 호이슬러 재료는

(Hf, Zr, Ti)NiSn와 (Hf, Zr, Ti)CoSb 이다. 그러나 Hf가 비싸므로 Hf가 없는 하프 호이슬러 화합물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bFeSb계 하프 호이슬러 재료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NbFeSb계 재료는 높은 파워팩터(S2σ)와 높은 열전도도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핑을 통한 점결함 등을 발생시켜 열전특성 향상을 기대하였다. X-선 회절, 홀 측정, 제백계수측정,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그리고 열확산계수를 측정하여 특성분석과 미세구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P26-3]

Optimization of Bismuth Telluride Based Thermoelectric Generator via Solution Phase Bi2Te3 Ink : 양우정1, 백정민1; 1

울산과학기술원.
Keywords: Bi2Te3, Thermoelectric generator, Thermoelectric Ink

Thermoelectric energy is one of the green energy resources for energy harvesting system. However, despite recent researches in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it is hard to fabricate thermoelectric device as generator. Herein, we optimized Bi2Te3 ink based thermoelectric

generator on silicon dioxide wafer. Bi2Te3 inks were synthesized using Sb2Te3 inorganic binders to improve electric conductivity

between Bi2Te3 particles. Selenide was used for p-type dopant component in Bi2Te3 powder. With this ink, we pasted inorganic ink on

UV treated Si wafer to fabricate thermoelectric generator 

[P26-4]

도핑원소 첨가가 GeTe계 열전재료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 김현호1, 이호성1; 1경북대학교.

Keywords: GeTe, 도핑, 헤링본구조, 열전도도

GeTe는 대표적인 중온용 열전재료이다. GeTe계 화합물은 Ge의 공공 때문에 높은 캐리어 농도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낮은

제벡계수 값과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게 된다. 높은 열전성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파워펙터의 향상과 열전도도의 감소가 필요하다. 열

전도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도핑을 동한 캐리어 농도 제어와 포논산란을 통한 열전도도 감소가 있다. GeTe의 열전성능 향상을

위해서 캐리어농도를 제어하여야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핑을 하여 GeTe 화합물내에 점결함이나 나노석출물을 형성하거나, 헤링

본구조의 도메인 크기제어 등을 통하여 포논산란을 일으켜 격자열전도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핑원소 첨가에 따른

GeTe계 열전재료의 열전도도 변화와 미세조직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P26-5]

Improving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Pristine SnTe Through Synergetic Mn and Bi co-doping : Samuel Kimani

Kihoi1, Ho Seong Lee2; 1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Thermoelectric: SnTe: Figure of merit: Band engineering: Nanostructures:

Thermoelectric materials are in a phase where they are being considered as a next frontier in waste heat recovery processes from

sources such as diverse exhaust heat and our very own body heat. Herein, we show a significantly improved figure of merit (ZT), that

P26 : 열전재료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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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s the efficiency of these materials, of pristine SnTe through the synergetic effect of both Mn and Bi co-doping. We have shown

that co-doping results to improved solubility of Mn through formation of a single phase throughout the measured scope even for cases

above the reported solubility limit for Mn in SnTe. A reduced lattice parameter is also observed in all samples, resulting to lattice atomic

defects. With increasing doping fraction, a decrease i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from hole carrier concentration modulation is

observed. However, the sample composition Sn0.91Mn0.08Bi0.01Te records a relatively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of ~3430 S/cm at room

temperature which contribute to an improved ZT value. We report our maximum Seebeck coefficient of ~145 µV/K for the

Sn0.87Mn0.1Bi0.03Te sample composition at 773 K which is an improvement from ~100 µV/K for pure SnTe. Interestingly, our

Sn0.91Mn0.08Bi0.01Te has a higher power factor compared to most of SnTe-based thermoelectric materials, with a value of ~24 µW/cmK2.

The independent total lattice conductivity, κtot is decreased by more than two times. As a result, a low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κlatt of

~0.87 W/mK at 773 K is observed. Point defects from mass fluctuations and solid solution, and embedded nanostructures contribute to a

large-scale phonon scattering mechanism. Consequently, a ZT of ~0.8 at 773 K for the composition of Sn0.91Mn0.08Bi0.01Te is reported. 

[P26-6]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P-type Skutterudites YbFe3NiSb12-xSnx : Minseok Jeong1, Nguyen Van Du2, JangYeul Tak2,

Rahman Jamil Ur2, WeonHo Shin3, WonSeon Seo2, JungYoung Cho2, WooHyun Nam2, KyungSeok Moon1; 1경상대학교 대학원.
2한국세라믹기술원. 3한국세라믹 기술원.
Keywords: P-type, skutterudites, thermoelectric, spark plasma skintering, power factor 

P-Type skutterudites, with nominal compositions YbFe3NiSb12-xSnx(0.2≤x≤2)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by induction melting

method followed by subsequent annealing for 5 days and spark plasma sintering processes. The X-ray diffraction of as SPSed samples

with different Sn doped content at Sb sites were confirmed well indexed with skutterudite structure.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those samples were investigated from RT to 873 K. We found that with increased Sn doping content, the electrical conductivity

increased while the Seebeck coefficient decreased, resulting a maximum power factor of around 23 W/mK2 at near 600 K was achieved.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Sn-doping is not affected to change the total thermal conductivity of these samples. A maximum ZT of

0.58 at 600 K was obtained with YbFe3NiSb11.5Sn0.5 compound resulting from low thermal conductivity and improvement of the power

factor through Sn doping. 

[P26-7]

Enhanced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Interface-Controlled n-type Skutterudite/Graphene Composites : Jang-Yeul Tak1,

Woo Hyun Nam1, Jung Young Cho1, Won-Seon Seo1, Hyung Koun Cho2, Weon Ho Shin1; 1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and Technology. 2Sungkyunkwan University.

Keywords: Thermoelectric, skutterudite, graphene 

Thermoelectric (TE) technology enables direct energy conversion between heat and electricity in a solid-state material. The

skutterudite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promising candidate for TE applications at mid-high temperature range. Several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to boost TE performance of the skutterudite, but remarkable achievements have not yet been reported. Herein, we

report a strategy for enhancing TE properties of n-type CoSb3/graphene composites through interface control using graphene coating

process. Advantageous effects of the interface control both on the charge and phonon transports were observed in the composites. The

composites exhibited significantly enhanced electrical conductivity due to proper band alignment between CoSb3 and graphene.

Furthermore,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decreased due to additional phonon scattering at CoSb3/graphene interfaces. This study

suggests that grain boundary engineering using graphene is a promising way to the simultaneous control of the charge and thermal

transports for realizing high TE performance. 

[P26-8]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Tellurium Prepared by Directional Solidification : ABBEY STANLEY1, Min-Wook Oh1; 1Hanbat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Anisotropy, Texture, directional solidification, Spark plasma sintering, Lotgering factor.

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tellurium, a chalcogenide element, has a very high zT of approximately 1 at temperature of 700 K.

In this report we investigate the texture related, inherent anisotropic temperature dependent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tellurium by a

combination of directional solidification and spark plasma sintering. Directional solidification is an effective method for enhancing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tellurium by improving the electrical conductivity through texturing and facile doping. To measure

anisotropy and influence of doping on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the samples were cut in the inplane (ㅗ) and crossplane directions (//). X-
ray diffraction (XRD) was used for the phase composition. Texture calculations along the (003) was performed by Lotgering factor

method. An investigation of the as-formed anisotropic microstructural character was analyz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PS ingots indicated the majority of random grains aligned in (101) with a negative Lotgering factor Lf (003) and a

corresponding zT value of 0.65 and 0.57 in the inplane and crossplane directions at a temperature of 570 K. Directional solidification of

pure tellurium showed a n-type to p-type transition in Seebeck coefficient up to 450 K while facile doping with Bi (x = 0.005) 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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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article alignment with Lf (003) = 0.82 in the inplane direction consequently leading to a higher ratio of anisotropy of 3.2 and 3.5

for Seebeck coefficient and electrical conductivity respectively. In all, texturing was more pronounced for directionally solidified

samples with increased electrical conductivity of 85% as compared to SPS samples.  

[P26-9]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Ge0.95-x Al0.05 Sbx Te (Sb=0.03, 0.06, 0.09) : Juhee Ryu1, Ho Seong Lee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Germanium Telluride/Seebeck coefficient/Power factor/Thermal conductivity 

Germanium tellurides are a well-known thermoelectric material for generating thermoelectric powers in the mid-temperature range.

The thermoelectric performance is evaluated by the dimensionless figure of merit, ZT=S2σT/κ, where S is the Seebeck coefficient, σ is

the electrical conductivity, κ  is the thermal conductivity, and T is the absolute temperature. To achieve a high ZT, it needs a high

Seebeck coefficient, an electrical conductivity and a low thermal conductivity. The antimony doping in GeTe is very effective for

increasing a ZT value. So we chose to select Sb for n-type dopant and Al for p-type dopant. Also we investigated reaction between

matrix and those of dopants. To synthesize this material, the raw materials were melted in rocking furnace and then quenched to obtain

smaller grains. And it was homogenized for 3 days and hot pressed. We performed X-ray diffraction and measured thermoelectric

properties which include Seebeck coefficient(S), electrical conductivity(σ), and power factor(PF, S2σT ). In this study, we will discuss

about the results of doping both n-type, p-type dopants and thermoelectric properties. 

[P26-10]

Bi2Te3-Based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er and Uni-couple Modular Process : 마희승1, 김연규1, 이재훈1, 박귀일1; 1경

북대학교 금속신소재공학과.

Keywords: 열전모듈 접합 도금 측정 

오늘날 산업 현장은 제품의 생산 및 품질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공정 중에 막

대한 양의 폐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해결책을 궁리하는 상황에서 현재 열전 소재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차세대 에너지

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열전 소재는 물질의 ?·하부에 온도차를 주었을 때 발생하는 열기전력에 의한 제백효과(Seeback Effect)를

통해 전기를 발생하는 재료이다. 열전 소재를 모듈로 제작함에 있어서 접합 페이스트, 확산 방지막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으며, 이번 연구는 효율적인 모듈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에너지 하베스팅 효과를 확인함에 그 의의가 있다. Bi2Te3기반의 열전

소재를 사용하였고, Ag계열의 솔더 페이스트로 소재와 전극기판을 접합하였다. 소재의 확산 방지막으로 Ni 도금 공정을 추가적으로

설계했으며 uni-couple형태의 열전모듈로 제작하여 온도차에 따른 최대 출력값을 측정하였다. 

[P26-11]

Enhancement of Thermoelectric Performance in GeTe by Iodine Doping : SongYi Back1, Hyunyong Cho1, Seokyeong

Byeon2, Hyungyu Jin2, Jong-Soo Rhyee1; 1Kyung Hee University. 2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Thermoelectric, GeTe,

The pristine GeTe shows a p-type conduction due to the intrinsic Ge-vacancies, leading to the Te-rich composition. In this study, the

benefit effects of GeTe1-xIx (x=0, 0.01, 0.05 and 0.1) compounds were performed. First-principles density functional theoretical (DFT)

calculations were carried out to confirm how Ge-vacancy and I-doping affect in the electronic band dispersion of GeTe compounds. The

Fermi level of stoichiometric GeTe1-xIx composition exists a conduction band, however, for the Ge-vacancy composition, the Fermi level

shifts a valence band. It is consistent with the p-type conduction of GeTe1-xIx composition. Iodine substitution in GeTe decrease the

carrier mobility and increase the effective mass from the Hall measurement, which enhances the Seebeck coefficients. The figure-of-

merit ZT for GeTe0.9I0.1 could be raised to ~1.7 at 650K owing to the reduction of thermal conductivity, which is mainly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electrical resistivity. 

[P26-12]

Permingeatite Cu3SbSe4의 고상합성 및 열전특성 : 이고은1, 피지희1, 김일호*1; 1한국교통대학교.
Keywords: thermoelectric, copper antimony selenide, permingeatite

최근 CuInTe2, Cu2CdSnSe4, Cu2ZnSn(S/Se)4, Cu3Sb(S/Se)4 등과 같은 Cu-chalcogenide 화합물이 p형 반도체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Cu3SbSe4(permingeatite)는 상대적으로 큰 캐리어 유효질량과 좁은 밴드갭을 가지며, 매장량이 풍부하고 무독성의

원소로 이루어진 장점이 있어 열전재료로서 유망하다. 고에너지 볼밀 공정인 기계적 합금화 방법은 기존의 용해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성 원소의 휘발 및 편석을 방지할 수 장점이 있다. 또한 상온공정이므로 용해법에 비해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고, 시간의

소모도 적어 대량생산에도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합금화와 열간압축성형을 이용하여 Cu3SbSe4 상을 합성하기 위한

공정 조건을 연구하였고, 공정변수에 따른 상변화 및 열전특성을 평가하였다. 

[P26-13]

MA-HP 공정으로 제작한 Ge이 도핑된 Famatinite Cu3Sb1-xGexS4의 열전특성 : 피지희1, 이고은1, 김일호*1; 1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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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Copper-based chalcogenide, Famatinite, Thermoelectric

Cu계 칼코제나이드 화합물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열전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Cu-Sb-S계 화합물 중에서, Cu3SbS4는 낮은 열

전도도와 높은 제백계수 때문에 우수한 열전성능의 잠재성이 있다. 또한 ~0.47 eV의 band gap을 가지며, 큰 유효질량으로 우수한

열전특성이 기대된다. Cu3SbS4는 비대칭성인 zinc blende 결정구조에서 변형된 tetragonal I-42m 공간 군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Sb자리에 Ge을 일부 치환한 Cu3Sb1-xGexS4를 고상합성(MA: mechanical alloying) 및 성형(HP: hot pressing)하여 Ge 도핑량에

따른 열전특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P26-14]

(La/Ce/Yb)yFe4-xCoxSb12계 부분 이중 충진 스커테루다이트의 열전특성 : 차예은1, 최덕영1, 정세인1, 김일호*1; 1한국교통대학교.
Keywords: Thermoelectric, Skutterudite, Charge compensation, Double filling

스커테루다이트의 공극자리에 La/Ce/Yb을 부분 이중 충진하고 Fe자리에 Co를 전하 보상한 p형 [(La/Ce/Yb)1-z(La/Ce/Yb)z]yFe4-

xCoxSb12 (z = 0.25, 0.75: y = 0.8: x = 0.5, 1.0) 스커테루다이트를 밀폐용해 방법으로 합성한 후 열간 압축성형을 통해 제작

하여, 상 분석과 열전 특성을 평가하였다. 스커테루다이트 상과 함께 미량의 마카사이트 상이 검출되었지만, Co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마카사이트 상의 형성이 감소하였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감소하는 축퇴 반도체 특성을 보였고, 소결된 시편은 모두

양의 값을 보여 p형 전도를 확인하였다. La/Ce/Yb 부분 충진과 Co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 및 전자 열전도도가 감소

하였다. 이는 전하 보상으로 인한 캐리어 농도 감소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대 무차원 성능지수(Z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La0.75Ce0.25)0.8Fe3CoSb12가 723 K에서 ZT = 0.71: (Ce0.25Yb0.75)0.8Fe3.5Co0.5Sb12가 823 K에서 ZT = 0.66: (La0.75Yb0.25)0.8Fe3CoSb12

가 723 K에서 ZT = 0.83.

[P26-15]

중저온용 Bi-Te계 열전소자의 제작방법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 김종태1, 김동환1, 김호영1, 윤덕기2, 김태훈2; 1DGIST. 2(주)정관.

Keywords: 중저온, Bi-Te계 열전소자, 금속나노입자, 솔더링

일반적으로 금속 및 비금속 재료의 접합 방법은 작업 온도에 따라 크게 용접(welding), 브레이징(brazing), 솔더링(soldering)으로

나눌 수 있다. 작업 온도에 따라 용접은 모재의 용융점 이상, 브레이징은 450oC 이상, 솔더링은 450oC 이하에서 접합을 하게 된다.

세 가지의 접합 방법 가운데 솔더링의 경우 RoHS(유해 물질 규제 지침) 법령에 따라 Pb, Hg, Cd, Cr6+의 무기 원소와 PBB

(Polybromide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와 같은 브롬계 난연제 유기 원소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므로, 접

합 소재로써 이러한 유해 물질이 배제된 솔더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pb-free 계 솔더의 경우 Sn-Ag 계,

Sn-Bi 계, Sn-Zn-Bi 계, Sn-Zn-Al 계 등이 있다. 이러한 솔더들의 경우 온도 약 180~250oC 범위에서 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250oC 이상에서는 상기 접합 소재가 적용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50~400oC 온도

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금속 나노입자가 적용된 접합 소재를 이용하여 열전소자 제작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제조된 열전소자

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DGIST R＆D 프로그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

입니다. (19-ET-02, No. 20172010000830) 

[P26-16]

Effect of Extruding Diameters ＆ Temperature on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Bi2Te3 –Based Materials : Seongtae Kim1,
Gitae Park1, Jinyoung Kim1, Seonghoon Yi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Thermoelectric, Bismuth telluride, Extrusion, Texture, Anisotropy 

Bismuth antimony telluride (BST) is promising p-type thermoelectric(TE) material with narrow band gap and excellent figure of

merit (ZT) near room temperature. And these TE properties have continued to be developed and improved until recently. Recent

research on Bi2Te3-based TE materials like BST is carried out to be the basis for the emerging next-generation technology due to their

wide application range from the solid-state coolers to generators. One of the factors that improves the TE properties of Bi2Te3-based TE

materials is the formation of texture. Because Bi2Te3-based TE materials have crystallographic anisotropy(Rhombohedral), its electrical

characteristics vary depending on the crystallographic direction to be measured. Therefore, if the crystal structure is oriented in a certain

direction to form a texture, the TE properties can be improved by maximizing these properties. Extrusion is one of the most useful

methods to improve the crystallographic texture, allows to form both crystallographic texture and consolidation of specimens. However,

it has disadvantage with lack of homogeneity in the fabrication of thermoelectric modules, therefore it is hence necessary to study for

supplement this problem. In this study, homogeneity, density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BST, a Bi2Te3-based TE materials, were

investigated. After pre-compaction, the commercial Bi0.5Sb1.5Te3 powder was extruded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 using self-made

extrusion dies with three different diameters. Then the effect of extruded diameters and temperature was evaluated by observing the

microstructure, Seebeck coefficient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extruded sample. 

[P26-17]

Fe가 도핑된 테트라헤드라이트 Cu12-xFexSb4S13의 합성 및 열전특성 : 김성윤1, 권민철1, 이고은1, 김일호*1; 1한국교통대학교.
Keywords: thermoelectric, tetrahedrite, mechanical alloying, hot pressing 

Tetrahedrite C12Sb4S13은 Sb의 독립 전자쌍으로 인해 Cu의 비조화 진동을 유도함으로써 열전도도가 매우 낮은 p-type 열전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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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목을 받고 있다. Cu 자리에서 Co, Zn, Ni, Fe 및 Mn과 같은 전이 원소를 부분적으로 치환함으로써 열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Cu+가 Fe3+ 및 Fe2+ 이온으로 치환되면, 잉여 전자가 공급되어 캐리어(정공) 농도의 감소로 인해 전

기전도도 및 전자 열전도도가 감소하며 출력인자가 최적화될 수 있고 열전 성능의 향상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Fe가 도핑된

Cu12-xFexSb4S13을 기계적 합금화 방법으로 합성하였고 열간 압축에 의해 성형하여 열전특성을 평가하였다. Cu11.8Fe0.2Sb4S13가 723

K에서 0.8의 최대 무차원 성능지수를 나타내었다.

[P26-18]

금속계 다중 다열 배열식 열전발전모듈를 이용한 열배관 원격감시시스템 및 측정평가기술 개발 : 전현구1, 오병성1, 신호선2, 김용규2; 1

충남대학교. 2한국표준과학연구원.
Keywords: Type E Thermocouple: thermoelectric generator

금속계 열전재료는 –200oC 정도의 저온에서 800oC 가까이의 고온까지 모두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온도

영역에 의한 기술적 제한을 받지 않아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자동차 배기열, 태양광 집열라인, 발전소 냉온수 교환

시스템과 같은 폐열기반 열전에너지 발전시스템 등에 금속계 열전재료는 폭넓은 활용성으로 에너지 자원 효율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다중 다열 배열식 열전발전모듈를 이용한 열배관 원격감시시스템 및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상

용 금속계 재료인 E형 열전대를 이용하여 열배관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평면 다층 열전발전모듈을 제작하였다. 작동온도는 230oC

이하이고, 단위 기판당 59쌍의 E형 열전대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총 10개의 단위 기판이 병렬로 연결된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 열전발전모듈은 열원 온도 110oC 에서 약 10 mW의 전력을 생산한다. 열배관 원격감시모듈은 누수 감지, 온도 등 각종

센서와 통신모듈 및 수 개의 단위열전발전모듈로 구성된다. 제작된 열배관 원격감시모듈을 적용할 열배관 모사시스템은 25A 관경의

열배관과 최대 200oC까지 승온 가능한 카트리지 히터 및 열전도성 paste를 이용하여 길이와 둘레 방향으로 온도안정성이 ± 0.5oC

이하이다. 그 외 제어/측정을 위한 장치로 구성되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Labview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P26-19]

테트라헤드라이트 Cu12Sb4S13-zSez의 열전특성에 미치는 Se 도핑효과 : 곽성규1, 안희재1, 이고은1, 김일호*1; 1한국교통대학교.
Keywords: thermoelectric, tetrahedrite, mechanical alloying, hot pressing

Cu12Sb4S13의 조성을 갖는 테트라헤드라이트는 무독성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낮은 열전도도로 중온 영역의 유망한 열전재료로

서 관심받고 있다. 태트라헤드라이트는 높은 정공 농도를 가지고 있어, 도핑에 의해 캐리어 농도를 최적화하여, 출력인자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 도핑을 통해 출력인자 최적화와 함께, 추가적인 포논 산란을 통한 격자 열전도도 감소를 위해

Cu12Sb4S13-zSez (z = 0.1-0.4) 화합물을 기계적 합금화 및 열간 압축 성형을 통해 제작하여 열전특성을 평가하였다.

[P26-20]

Effect of Hybrid Porous Carbon on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MNiSn(M=Ti,Hf,Zr) Half-Heusler Compounds : Gitae

Park1, Seongtae Kim1, Jongmin Shin1, Jinyoung Kim1, Sangeun Chun1, Seonghoon Yi1; 1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Carbon, half-Heusler compound, Thermoelectric properties, Phonon Scattering 

The Half Heusler (HH) compound currently has been received much attention as a promising material that can operate in the mid-

temperature (300-800°C) range. Among them, the MNiSn (M=Ti, Zr, Hf) HH material is one of the materials with high Seebeck

coefficient and low electrical resistivity, hence, a high value of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ZT) is expected. But, the MNiSn HH

material has a relatively low ZT value of 1 to 1.5 due to its high thermal conductivity, one of the parameters that makes up the ZT value.

In order to improve this, vari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reduce the thermal conductivity through phonon scattering, such as

full-Heusler(FH) phase precipitation, oxides additives and etc. However, the effect of porous carbon additives has not been studi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our own self-made hybrid porous carbon additives on the thermoelectric properties of MNiSn HH materials is

studied. The hybrid porous carbon is expected to reduce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MNiSn HH material by scattering a wide

wavelength range of phonon due to its varying size of pore. It is expected to gain the influence of hybrid porous carbon additives on

thermoelectric properties in terms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he thermal conductivity. 

[P26-21]

능동 습도제어형 헤드램프 개발 : 윤태영1, 백주영1, 김종태1, 황인지1, 김동환*1; 1대구경북과학기술원.

Keywords: 펠티어, 열전냉각, 습도제어, 능동 제어 시스템, 헤드램프 

열전소자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상호변환이 가능한 열전 소재의 특성을 이용한 소자로써, Seebeck 효과를 이용한 발전과

Peltier 효과를 이용한 냉각이 가능하다. 그 중 열전냉각은 무소음, 반영구적수명, 작은 크기를 장점으로 정수기, 미니냉장고, 제습기,

냉풍기, 냉/온 컵홀더 등 소형 또는 portable 전자제품에 많이 쓰이고 있다. 차량의 헤드램프는 밤이나 터널 그리고 악천후 환경에서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시야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헤드램프 외부에 급격한 기온·습도 변화로 인해 헤드램프의 내부에 습기

가 맺히게 되면 빛 번짐으로 시인성 불량이 생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맺힌 물이 차량의 전자제어장치에 영향을 미쳐 오작동

을 일으키고, 외관불량으로 헤드램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헤드램프의 습기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자 열전소자를 이용한 능동 습도제어 기능을 가진 헤드램프 개발을 수행하였다. 헤드램프 디자인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열전소자 성능 최적화 설계 및 제작, 방열판 설계 및 제작, 아두이노를 이용한 능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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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R＆D 프로그램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19-ET-02, No. P0007240)

[P26-22]

Development of High Power Density Skutterudite Modules : 김영선1, 윤하나1, 윤기완2, 박상현1; 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KAIST.
Keywords: Thermoelectric: Power density, Metallization layer 

Skutterudite (SKD)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thermoelectric (TE) materials for practical TE applications. Many researches to

enhance the figure of merit of SKD have been conducted until recently. Despite of development of SKD materials, there have been no

SKD module commercialized so far, due to the lack of fabrication technique that can make high power density and high reliability. In

this work, fabrication technique for SKD will be introduced to enhance the power density of SKD TE module. The metallization layer

will be utilized as a diffusion barrier between SKD and electrodes. The metallization interfaces will be investigated through their

electrical contact resistances and microstructural stability regarding elemental diffusions. The optimum structure of SKD module will be

studied for high power and efficiency of modules. The 8-couple SKD module will be fabricated and the results of power output and

efficiency measurement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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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1]

Direct Observation of Redox Mediator-Assisted Solution Phase Discharging of Li–O2 Battery by Liquid Phas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 Hayoung Park1, Donghoon Lee1, Jungwon Park1; 1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Li-O2 battery, redox mediator, liquid phas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oroidal Li2O2, two step growth

Li–O2 battery is one of the promising next-generation energy storage systems as it can potentially offer the highest theoretical energy

density among electrochemical systems. However, realization of its high discharge capacity still remains challenging by the formation of

discharge products causing premature passivation of the air electrode. Herein, we attempt to monitor the discharge reaction of a Li–O2

battery with redox mediator which is one of the solution of the problem by promoting the charge transfer from electrodes to the solution

phase in real time by liquid phas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LCTEM). Direct observation reveals the gradual growth of toroidal

Li2O2 discharge product in the electrolyte. Moreover, quantitative analyses of the growth profiles elucidate that the growth mechanism

involves two steps: dominant lateral growth of Li2O2 into disc-like structures followed by vertical growth with morphology

transformation into a toroidal structure. 

[P27-2]

Understanding the Redox Property of Ceria-based Nanoparticles in Liquid Using in Situ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 성종백1, 최백규1, 김병효1, 김주덕1, 이동훈1, 박정원1; 1서울대학교.
Keywords: ceri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in situ, etching, redox property

Ceria-based nanoparticles are widely used in catalysis due to its unique redox property. While undergoing surface redox reactions,

ceria-based nanoparticles interact with its surrounding environment by exchanging lattice oxygen. However, oxygen transport between

ceria-based nanoparticles and the environment can be significantly convoluted in the case of liquid phase catalysis such as scavenging

reactive oxygen species (ROS). Herein, we introduce in situ liquid cell TEM to understand the oxygen release behavior of ceria-based

nanoparticles in regulated liquid conditions. We elucidate that etching of nanoparticles observed in TEM are governed by the release of

lattice oxygen. In addition, quantification of the etching rate in facet level reveals the dynamic change in redox behavior of different

surface facets according to the reaction environment. 

[P27-3]

Mechanistic Study on the Phase Transformation of MoO2 Nanoparticles to MoS2 Layers by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김지훈1, 최백규1, 정준혁1, 박정원1; 1서울대학교.
Keywords: molybdenum disulfide, phase transformation, TEM

Layered molybdenum disulfide (MoS2) has a great potential for electronic and optoelectronic devices due to its unique electronic band

structure that shows transition from indirect to direct bandgap as the thickness of layer is reduced. Thus, large-scale synthesis of mono-

or few-layered MoS2 is highly demanded for next-generation applications such as field effect transistor (FET), flexible semiconductor

devices.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mechanism of CVD-grown MoS2 layers is very important to synthesize MoS2 and other two-

dimensional transition metal chalcogenides with large-scale. However, elucidating their growth processes remain challenging because

the initial and intermediate stages of MoS2 layer growth is hardly captured and difficult to transfer to TEM grid. Herein, we directly

grow MoS2 layers via CVD from molybdenum dioxide (MoO2) nanoparticles on silicon nitride chips that transmit electron beam of

TEM. We give rise to the phase transformation of MoO2 nanoparticle by controllng thermodynamic and kinetic parameters and

investigate the crystal structure of transformed nanoparticles with high-resolution TEM. FFT patterns converted from the TEM images

reveal intermediate phase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planar spacing and angle between planes. Interestingly, many intermediate

particles have same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without epitaxial relationship between particles and substrate. This work can provide

insight into the synthesis of two-dimensional transition metal chalcogenides using transition metal oxide precursors. 

[P27-4]

Understanding Coalescence Behavior of Nanoparticles by using Graphene Liquid Cell with Self-Assembled Nanochamber

Arrays : YUNA BAE1, Jungwon Park1; 1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Liquid cel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odic Aluminum Oxide, Graphene Liquid cell

Liquid cel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LCTEM) has been attracted as a novel approach for the analysis of dynamic processes

in liquid medium at high spatial and temporal resolution. The dynamic motion and interaction between novel metal nanoparticles are

investigated by using LCTEM with advanced graphene liquid cell. The cell is based on highly-ordered nanochambers formed of a self-

assembled anodic aluminum oxide (AAO) membrane, covered on both sides with graphene windows. This structure has a grea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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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anochambers with uniformity in their sizes, distributions, and thickness, which allows facile and fast imaging with high-resolution.

We observe the coalescence behavior of nanoparticles depending on capping agents. Our cell can provide a reliable platform for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imaging, spectral mapping, and further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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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1]

적층 제조된 Inconel 625 합금의 후열처리법 제안과 고온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 이지원1, Mathieu Terner1, Etienne Copin2,

Philippe Lours2, 홍현욱*1; 1창원대학교. 2IMT Mines d'Albi.
Keywords: Additive manufacturing, Aerospace, Alloy 625, SLM,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레이저 용융법(SLM)으로 제작된 Inconel 625 합금의 더 나은 인성 발현을 위한 적절한 열처리법을 제시

하고, 이에 따라 변화된 미세조직으로 부터의 고온 기계적 특성에 대한 고찰도 함께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적층 제조된

Inconel 625 합금의 As-built 상태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로부터 급열 급냉에 의해 이루어진 수지상정과 고속 주상

정들과 함께 Nb와 C로 이루어진 미세 계면 편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부에는 높은 밀도의 전위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을 TEM 분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세구조로부터 제안된 첫 번째 열처리법은 용체화 열처리법(SS

HT)이며, 재결정과 균질화를 통한 균등한 크기의 결정립과 낮은 분율의 NbC상이 존재하도록 유도하고자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안된

입계 강화 도모를 위한 파형입계 열처리법(GBS HT)으로부터 구불구불하게 형성된 파형 입계를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으며, 그

입계에 얇은 필름 형태의 NbC와 M23C6 석출물 그리고 델타 상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미세구조 형상을 기반으로하여,

기계적 특성 비교를 위한 인장시험을 상온, 500~700 °C에서 상용재(wrought)  샘플과 함께 인장 실험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SLM

As-built, 용체화 열처리 샘플, 파형입계 샘플, 상용재 샘플 순서로 낮아지는 항복 강도를 전체 온도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성은 그 반대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용체화 열처리 샘플이 항상 파형입계 샘플보다 다소 긴 연

성을 나타내었지만 700°C 실험에서는 역전하여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진행된 파단 후 미세조

직 관찰에서는 다른 온도 영역대 보다700 °C에서 결정립계 파단이 우세하고 특히, 상용재에서 초정 NbC와 기지 계면에서 발생하

던 크랙이 이 온도 영역대에서는 길게 연신된 결정립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TEM관찰로부터, 상용재에서 높은 분

율로 나타나는 미세 쌍정과는 달리 As-built 샘플에서는 전위들로 이루어진 주상정 조직만 관찰되었고 열처리를 시행한 샘플에서는

다시 낮은 분율의 쌍정들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열처리에 의해 석출된 내부의 미세 석출물에 의한 전위 움직

임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파형입계 샘플의 연신율은 입계 파단이 우세한 700 °C에서 다른 적층

제조 된 샘플 대비 더 낮은 비율로 감소된 것으로 보아 열처리로 인한 입계 파단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위한 더욱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P28-2]

9% 니켈강재의 FCA 및 레이저 용접부 기계적 특성 비교 : 김지선1, 김재웅1, 김인주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가공공정그룹.

Keywords: 9% 니켈강, 레이저 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 용접, 기계적 물성, 제살 용접

9% 니켈강은 극저온환경에서 우수한 인성과 높은 강도 특성으로 인해 LNG 연료탱크 제작을 위한 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9%니켈강은 기존의 상용 ARC 용접공정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실제 LNG 연료탱크 제작공정에 적용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상용아크 용접공정에 적용되는 용가재는 높은 니켈함유량으

로 인해 매우 고가이며, 용접부의 강도가 모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높은 용접

속도로 인해 생산성이 우수하고, 제살용접을 통해 별도의 용가재가 사용되지 않는 레이저 제살용접이 대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CAW 용접공정과 레이저 제살용접을 이용하여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레이저 제살용

접을 통한 9%니켈강재의 장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FACW 맞대기 용접과 레이저 맞대기 용접시편을 제작하고 경도 시험, 인장시

험, 극저온 충격시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레이저 용접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용접후 변형량을 비교하여 레이저 용접

부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P28-3]

저융점 글래스 프릿 적용 Vapor Cell 레이저 패키징 특성 연구 : 권진구1, 성형석1, 전용민1, 노기연1, 김지영1, 이성의1; 1한국산업기술대학교.
Keywords: Glass frit, Laser sealing, Atomic vapor cell, Sealing paste, Screen printing, Wetting agent 

원자 자이로스코프용 Atomic vapor cell의 패키징 공정으로는 초자의 Tip-off, MEMS, Anodic bonding이 널리 연구되고 있으나

, 고온공정에 따른 첨가 원소인 알칼리 금속의 변화 및 경시변화에 따른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융점 글래스

프릿을 적용한 레이저 실링 공정을 통하여 Atomic vapor cell의 저온 패키징 공정의 응용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즉 저융점

글래스 프릿 및 레이저 흡수안료, Wetting 소재의 혼합분말 페이스트를 제조하고, 이를 적용한 실링 레이어 인쇄, 가소성공정 최적

화, Laser조사를 통한 에너지 전달 최적화, 글래스 실링 공정 및 Atomic vapor cell의 패키징 공정조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페이스트의 도포 공정 중, 두께, 레벨링 및 도포방식에 따른 표면특성을 관찰하였고, 이에 따른 Sealing 특성을 평가하여, 최적화된

공정조건을 확립하였다. 또한, 글래스 Wetting 재료인 In과 Ge 분말을 저융점 글래스 프릿과 혼합하여 페이스트 조성에 따른 글래

스의 소결계면의 변화 및 Laser sealing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페이스트의 경우, PbO-B2O3계 글래스 프릿 및

Wetting 개선제인 In 혹은 Ge 분말을 Ethyl Cellulose와 α-Terpineol를 혼합한 Binder를 사용하여 교반 후, Laser beam의 조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흑색 중 Fe-Cr계 Oxide 안료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평가용 기판은 Pyrex glass(Boro33)

P28 : 가공-용정 및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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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였고, 내부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Screen printing을 통해 실링 및 패턴을 인쇄하였다. 120oC로 10분 건조하여 분산제

, 유기물 등의 잔여물을 제거하였고, 분당 5oC로 승온으로 550oC에서 가소성을 진행하여 페이스트의 프릿이 수축, 용융, 접착의 3단

계를 통한 Wetting으로 도포된 페이스트가 기판과 응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소성 후 Vapor cell의 Laser sealing의 접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이폴리싱을 하여 10nm이하의 평탄도를 갖도록 연마하였다. Vapor cell 구조는 내부에 공간이 있도록 제작하였고,

Laser beam이 조사되는 기준으로 Paste/Paste, Substrate/Paste, Paste/Substrate 계면에서 각각 Sealing이 되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각 조성별 페이스트의 공정 후 페이스트와 Laser sealing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학현미경, α-step으로 형상 관찰을 진행하였고, 플

라즈마 방전 실험을 통하여 Cell의 Leak 유무를 판단하였다. 

[P28-4]

폭발 용접한 Ti/Cu 클래드 판재의 TIG 용접 특성 연구 : 조평석1, 윤창석1, 이동근1; 1순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Ti/Cu clad, Explosive welding, TIG welding 

두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이종금속을 계면에서 접합한 클래드재는 서로 다른 금속의 우수한 특성들을 선택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복합재료이다. 타이타늄은 뛰어난 내식성과 고비강도를 나타내며, 구리는 높은 열, 전기 전도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들의 조합을

통하여 타이타늄 클래드재는 심각한 부식 환경 하에서 높은 전도도를 확보해야 하는 열교환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복합판재라고 할 수 있다. 클래드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압출, 압연, 폭발압접 등이 있다. 여러 공정들 중에서 폭발압접을 통한

공정은 열영향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용접에 적합한 공정이다. 폭발압접으로 클래드를 제조한 후에 차후 공정으로 제

품을 만들기 위해 용접을 하게 된다. 그 때 다양한 용접이 사용될 수 있는데 TIG 용접은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과 내식성이 우수한

용접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압접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타이타늄 클래드판재를 TIG 용접하여 용접부의 미세조직 및 접합계면을

관찰하였고 계면에서의 금속간화합물과 용접부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용접부의 건전성 및 내식성을 검

토하고자 하였다.

[P28-5]

레이저 기반 접합(Laser-Assisted Bonding) 공정이 Sn-3.5Ag solder cap/Cu pillar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 : 이지영1, 주지

호2, 장기석2, 엄용성2, 최광성2, 하재준3, 김태진3, 오용준1; 1국립한밭대학교 신소재 공학과. 2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창의연구소 신소재연구

실. 3(주)비엔에프코퍼레이션.
Keywords: Laser Assisted bonding(LAB), Multi reflow, Inter-Metallic Compound(IMC), TAL(Time-Above Liquidus), Sn-3.5Ag

solder cap/Cu pillar

최근 전자 부품에 사용되는 디바이스가 고성능, 고집적화 되면서 인터커넥션 피치가 미세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플립 칩 본딩과 더

불어 열 압착 기술(Thermal Compression Bonding)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합 기술은 솔더링 공정 중 misalign, 휨(warpage)

발생, IMC(Inter-Metallic Compound) 두께 증가로 인한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레이저 기반 접합(Laser-Assisted Bonding) 기술은 기존 열 압착 본딩 기술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기술의 특징은 상부 칩에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부 칩의 온도를 높이고 기판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수직 방향의 온도 구배를 구현함에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가열속도와 냉각속도

가 빨라 reflow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높은 양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레이저 접합 기술은 기존에 양산에

적용되고 있는 대량 리플로우(Mass Reflow), 열 압착 접합공정과는 양상이 매우 달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레이저 기반 접합 기술의 다양한 리플로우 조건 하에서 최소 30㎛ pitch를 가지는 Sn-3.5Ag solder cap/Cu pillar 접합

부 미세조직과 IMC의 성장 속도를 분석하고,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멀티 리플로우를 진행하여 1회 리플로우

진행한 미세조직과 IMC 및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TAL(Time-Above Liquidus)에 따른 Sn-3.5Ag 솔더의

미세조직 변화와 레이저를 이용한 멀티 리플로우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화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P28-6]

페라이트계 STS의 GTAW 용접부 미세화 기구 고찰 : 김진혁1, 박병훈1, 조영태2, 이원배3, 홍현욱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창원대

학교 기계공학과. 3포스코 철강솔루션마케팅실.
Keywords: Ferritic stainless steel: GTA welding: CET: refinement:

400계 스테인리스강은 우수한 성형성 및 내부식성으로 자동차 배기파이프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용융 용접 시 발생하는 미세조

직의 이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기파이프와 같은 부품들은 판재 성형 후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된 파이프를 상온

에서 곡관 또는 확관하면서 조대화된 용접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포스코에서는 산화개재물 제어를

통해 등축정율을 향상시킨 modified 439강을 개발하였다. 기존 439강과 modified 439강의 가스텅스텐(Gas Tungsten Arc) 용접부

미세조직을 비교하고, 등축정율 향상기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존 439강과 modified 439강의 미세조직을 비교한 결과, 기존 439강

대비 용접부 중심의 등축정 크기가 25% 이상 미세화 되었고, 등축정 영역 또한 크게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modified 439강의 등축정 중심부에 산화개재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개재물은 기존 439강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TiN이

MgAl2O4를 둘러싼 구조임을 관찰하였다. 또한 TiN과 spinel 구조의 MgAl2O4는 [-112] TiN//[-112]spinel, (110)TiN//(110)spinel

의 방향관계를 가지고, TiN과 ferrite가 이루는 방향관계는 [011]TiN//[-111]ferrite, (01-1)TiN//(01-1)ferrite 임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관계는 산화개재물이 등축정의 heterogeneous nucleation site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축정과의 misfit을 최

소로 하는 구조로 판단된다. 다양한 용접 조건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변수값을 선정한 후, GTA용접 용융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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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용융풀 해석으로 얻어진 thermal gradiant (G)와 growth rate (V) 값으로 439강의 단위부피당 heterogeneous

nucleant 수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기존 439강 대비 modified 439강의 heterogeneous nucleation site가 약 40% 많은 것을 확인

하였고, 이 결과는 실험 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439강과 modified 439강을 용접하는 과정에 liquid Tin에 급냉 시킴

으로써 nucleation site로 작용하는 개재물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dified 439강의 용접부 등축정율 향상 원인을 규

명하고, 용융풀 해석과 급냉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증명하였다.

[P28-7]

Fiber Laser을 이용한 9% 니켈강재의 용입특성 : 김지선1, 김재웅1, 김인주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가공공정그룹.

Keywords: 9% 니켈강, 레이저 용접, 입열량, 용입특성, 용입깊이, 비드형상

최근 조선 산업에서는 선박의 운항중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SOx, NOx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162°C에서 액화되어 저장되며, 극저온 환

경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 및 피로강도를 지니고 있는 9% 니켈강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9% 니켈강의 용접재료로 사용되는 70Ni-Cr (Inconel), 70Ni-Mo (hastelloy) 재료는 매우 고가이며, 용접부의 물성이 불안

전하여 용접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고밀도 레이저 열원을 이용하여 용접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살 용접기

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NG 연료탱크의 재료인 9% 니켈강재와 구조용 압연강재인 AH36를 사용하여

5kW급 레이저 열원에 의해 형성되는 용융부 형상을 비교함으로써 9% 니켈강재의 용입특성을 관찰하였다. 용접조건으로는 레이저

발진 출력, 용접속도, 초점위치를 용접조건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BOP(bead on plate)실험을 통해 형

성된 용융부의 비드폭, 높이, 용입깊이를 분석하였다. 입열량의 변화함에 따라 9% 니켈강재와 AH36은 각기 다른 특성을 보였으며,

열전도의 차이 및 각각의 재료가 갖는 물성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P28-8]

Al-Mg-Si계 알루미늄합금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에 미치는 GMAW와 FSW 복합공정의 영향 : 이광진1, Das2; 1한국생산

기술연구원. 2울산대학교.
Keywords: AA6063, GMAW, FSW,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기기의 경량화를 위하여 알루미늄합금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각종 수송기기의 구조용 부품을 모듈화하기

위해서는 각 단품에 대한 용접?접합 공정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복잡 형상 또는 대형 부품의 경우에는 단일 공정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복합공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AA6063-T6 판재에 대하여 GMAW와 FSW의 복합

공정의 적용이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기계적 특성은 경도 분포, 인장강도, 충격강도 및

피로강도를 평가하였으며,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에 의한 결정립조직 및 결함 등을 관찰하였으며,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파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들을 토대로 GMAW와 FSW의 복합공정을 적용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보고하고자 한다.

[P28-9]

Cluster-wise model를 이용한 9%니켈강 레이저 용접부 비드 형상예측 : 김지선1, 김재웅1, 김인주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words: 9% 니켈강, 레이저 용접, 비드 예측 모델, 군집분석, 예측성능

용접공정을 자동화하고 대상제품의 품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용접변수에 따른 용접부의 품질을 예측하거나 주요인자의 영향력을

판별하는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레이저 용접기술의 발달 및 현장적용을 통해 후판재 레이저 용접공정 소요시간이 상당히 개

선되었으나, 레이저 출력, 용접속도, 초점위치에 등과 같은 공정변수 선택은 전적으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9% 니켈강재을 이용해 용접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변수들과 용접 상태를 대변하는 비드 형상과의 상관

관계를 통해 최적 용접 공정 변수 선택을 위한 수학적 모델개발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위해 Cluster-wise model를 적용하여 용접조

건에 따른 모델을 군집하여 개별적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두께 15mm를 갖는 9%니켈강과 5kW급 파이버 레이저 열원을 이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레이저 용접실험은 BOP(bead on plate)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용입깊이, 비드의 높이, 면적비를 중점적으

로 예측하고자 하였다. Cluster-wise model예측 성능은 용입깊이 89.45%, 비드 높이 70.55%, 면적비 59.5 성능을 보였으며, 일반

적인 회귀모델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P28-10]

열처리 및 인발 공정이 Gas Tungsten Arc Welding으로 제조된 고망간강 용접부에 미치는 영향 : 박건우1, 박민하1, 조해주1, 김

병준1, 안용식2, 전종배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2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Keywords: High manganese steels, Twinning induced plasticity, Heat treatment, Drawing, Microstructure 

고망간강은 소성변형 시 변형 쌍정이 형성되는 twinning induced plasticity(TWIP)효과에 의해 우수한 강도, 인성 및 가공경화율

을 보이며, 높은 망간 함량에 의해 극저온에서도 오스테나이트 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300계 스테인레스강, 9%Ni강 등을 잇는 차세

대 극저온용 소재로 관심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LNG 운반선 수요의 증가로 인한 극저온용 강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망

간강을 이용한 용접강관 연구가 부족하며,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Gas Tungsten Arc Welding(GTAW)을 이용한 용접법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강관 치수 및 기계적 물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용접강관의 열처리 및 인발 공정 개

발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공정이 용접강관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GTAW를 이용하여 25%Mn-3.4%Cr-0.44%C 고망간 용접강관을 제작하였으며 전열처리 온도(900oC, 1050oC), 인발공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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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열처리 온도(1080oC)를 공정 변수로 하여 용착부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P28-11]

Zr-Ti계 삽입금속을 이용한 CP타이타늄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접합 : 윤건영1, 김상욱1, 손현우1, 현승균1; 1인하대학교 신소재

공학부 재료구조제어연구실.

타이타늄과 스테인리스강은 우수한 내부식성을 갖는 재료임에 따라 많은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있다. 따라서 두 재료들을 접합하는

기술에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두 재료를 용접하게될 시, 서로 고용도가 없고 열팽창계수 차이에 따른 잔류응력,

모재의 변형,금속간 화합물로 인한 강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브레이징은 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 모재의

변형이나 용융을 일으키지 않고 재료를 접합할 수 있는 공정이다. Ti계 삽입금속은 티타늄의 브레이징 접합시 우수한 접합강도를 나

타내고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Zr-Ti계 삽입금속을 이용하여 이종접합을 실시하였고 브레이징 시간과 온도에

따른 계면의 미세조직 관찰 및 접합강도를 평가하였다. 

[P28-12]

이종금속 용접 시 용접 와이어의 Mn 함유량에 따른 용접부의 특성 : 엄민혁1, 조영우1, 정택균2, 현승균1; 1인하대학교. 2알투비.

Keywords: FCAW, 이종금속, 스테인레스, 탄소강, Mn 함유량 

최근 육지 자원의 고갈로 인해 해양플랜트 산업의 발전하고 더 나아가 극지 개발이 활발한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내부식성이

뛰어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사용이 많아지고있다. 그러나 Ni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으며 이는 재료의 원가 상승

및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테인리스의 특성발현이 필요한 곳 이외에는 탄소강 및 저합금강을

사용한 이종금속 용접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물성차로 인한 결함 및 품질 문제를 제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용접 변

수들을 조정하여 이종금속 용접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종금속 용접 시 용접 재료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제조사

에서 용접 재료의 합금원소들을 조절하여 이종 재료간 용접을 위한 재료들이 개발되었다. 여러 합금 원소중 Mn은 오스테나이트 조

직을 안정화시킨다고 알려져있고 S와 결합해 MnS를 형성하여 S의 해를 막는다고 보고되어있다. 그러나 2% 이상 첨가하게 될 경우

내부식성을 저해한다고 알려져있어 사용에 신중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W300 X L350 9T 두께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ASTM-316L과 압력용기용 탄소강 A516 Gr.70N을 FCAW(Flux Cored Arc Welding) 다층 용접을 실시하여 와이어에 첨가된 Mn

함유량에 따른 이종금속 용접부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및 부식 평가를 실시하였다. 용접부는 모두 FA모드로 응고하였고, 미세조

직은 주로 오스테나이트 기지에 Vermicular 페라이트가 포함된 2상 조직이며 일부 Lathy 페라이트가 혼합된 조직을 나타냈다. 인장

강도는 평균 550~580 Mpa로 Mn의 함유량이 높은 시편이 인장강도가 우수하게 나왔다. 굽힘시험은 Mn함유량에 관계없이 터짐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충격 흡수 에너지 또한 Mn 함유량이 높을수록 우수하였다. 경도 값은 Mn 함유량이 높은 시편이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저온 환경하에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40°C 의 온도에서 저온 충격시험을 실시하였다. 망간 함유량과 관계없이

모든 시편이 평균흡수에너지값을 만족하였고 망간 함유량이 높은 시편에서 높은 에너지흡수값이 나타났다. 표준 염수분무 시험을 실

시한 결과 탄소강에서 부식이 발생했고 스테인레스의 부식은 발생하지 않았다. 용접부는 염화이온에의한 공식으로인해 무게가 다소

감소하였다. 

[P28-13]

Ti-Zr계 삽입재 및 중간재에 의해 브레이징 접합된 Ti6Al4V – STS304 이종접합 시편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 장보훈1, 박

진수1, 이진규*1; 1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Ti6Al4V, Stainless steel 304, Ti-Zr filler metal, Interlayer, Brazing

최근 구조용 금속재료의 경우 서로 다른 기능과 물성을 가진 이종소재 접합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종소재의 경우 서

로 다른 물리 및 화학적 성질로 인하여 접합계면에서 열응력 불일치 및 취약한 금속간 화합물의 생성 등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접합계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Ti-6Al-4V 합금은 높은 비강도 및 우수한 부식저항성으로 인해 우주, 항공, 의료 및 해

양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기존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스테인리스 합금과 접합시 높은 강도 및 내식성이 요구되는

부품으로의 적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Ti 및 Ti 합금과 STS 이종 소재의 접합의 경우 계면접합부에서 유해한 금속간화합물을 형성하

므로 삽입재 및 중간재를 활용하여 이러한 금속간화합물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Ti-Zr계 삽입재와 V, Cu,

Ag 등의 중간재를 이용하여 Ti6Al4V-STS의 브레이징 접합을 수행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EM) 및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EDS)을

이용하여 접합부의 계면 및 미세조직을 분석하였으며, 인장시험(Tensile test)을 이용하여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P28-14]

Fe계 내열강과 Ni기 초내열합금의 이종용접부 크리프 및 파괴 메커니즘 상관성 고찰 : 김진혁1, 심정호1, 이지원1, 한정민2, 공병욱2, 홍

현욱1; 1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두산중공업.
Keywords: Dissimilar welding: Type IV crack: Fusion line: Weld Metal: P92 steel 

Inconel 740H는 Ni기 초내열합금 중 보일러 소재로 유일하게 ASME Code에 등재된 소재로 화력발전소 보일러 소재 적용을 위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Inconel 740H 초내열합금을 응력과 열이 집중되는 일부 구간에서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를 위해서는 Inconel 740H와 기존재료인 P92강이 이종용접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conel 740H와 기존 철계

합금 즉 P92강과의 이종용접성과 미세조직, 나아가 고온 크리프 특성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이종용접부 취약부분인

열 영향부의 파괴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세조직 멀티스케일 분석을 통한 상안정성, 고온변형, 파단기구, 크리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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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고찰 및 파괴 기구에 미치는 미세조직 변화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용접부의 미세조직과 파괴 메커니즘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크리프 파단 후,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740H-P92 이종용접부에서는

Larson-Miller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P92측 용융선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용융선 파괴에서 결정립 크기가 작고 경도값이 낮은 FG/

ICHAZ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Type IV 파괴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균열위치에 따른 전자후방산란회절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를 이용하여 FG/ICHAZ에서 높은 Misorientation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LMP가 26이상 일 경우 FG/ICHAZ에

서 높은 Misorientation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는 Type IV 파괴가 관찰되었다.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균열위치에 따른 전위거동을 분석하였다. 크리프 시험 전 P92측 용접계면과 CGHAZ 사이에 계면 밴드가

관찰되었다. 이는 용접과 후열처리(PWHT) 동안 Cr과 Ni 원소의 확산에 의해 생성된 fresh martensite임을 확인하였다. 균열이 용

융선에서 발생한 경우, 용융선에 높은 전위밀도가 형성하였음을 관찰하였다. 반면, Type IV 파괴에서는 용융선 주변 낮은 전위밀도

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LMP가 높아짐에 따라 전위 크리프 메커니즘에서 확산 크리프 메커니즘으로 천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P28-15]

배기후처리시스템 내 SUS439 적용 GMAW 공정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 송민영1,2, 김인수1,2, 김재황1, 이광진1, 강성욱1,

지창욱1, 김재웅1, 김남일3, 황인봉3, 안명덕3;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전남대학교. 3(주)세움.
Keywords: Muffler, SUS439, Welding,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용접공정 시에 용접부 크랙, 핀홀 그리고 스패터 과다 등의 불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정의 최적화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GMAW 프로세스에 따른 용접 공정에 따른미세조직 및 입도분포를 관찰하고자 한다. BOP 기초 실험 시, HAZ는 BM에 비해

2배가량 조대화 됨을 EBSD 입도분석 통하여 확인 하였다. HAZ (Heat affected zone) 및 FZ (Fusion zone) 에서는 각각 결정립

의 조대화 및 주상정 형태의 결정립이 관찰되었다.

[P28-16]

해양플랜트용 후판강의 FCAW에서 보호가스에 따른 용접부 미세조직과 샤르피 충격 특성 : 최동기1, 신상용2, 김형찬3, 조성규4, 정준

모5, 정택균5, 현승균5; 1하이드로훼스트. 2울산대학교. 3한국생산기술연구원. 4현대제철. 5인하대학교.
Keywords: FCAW, TMCP, Multi-pass, impact toughness, Microstructure 

극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극한지 해양 환경은 극저온의 온도 하중을 비롯해 풍랑과 파랑으로 극저온의 피로하중이 주기적으

로 존재하여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급에서는 해양플랜트용에 적용하기 위한 재

료의 고강도 고인성 저온 보증과 용접법에 따른 충격인성을 확보하여 적용하도록 선급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극지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모재의 저온 보증과 용접부의 충격인성 보증이 필수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고인성

모재와 우수한 용접품질이 절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TMCP로 제조된 항복강도 500 MPa급의 -20도를 보증하는 80 mm두께의

후판강을 모재로 사용하였다. 맞대기 이음부를 갖는 K 개선형상을 하고 입열량 7.0±2 kJ/cm의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FCAW) 조

건으로 아래보기자세(1G)로 다층용접 하였다. 보호가스에 따른 용접부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CO2와 Ar-CO2가 혼합된 가스를 공

정 변수로 적용하였다. 용접부의 미세조직이 충격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저온 변태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저온 충격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상온(20도) ~ -60도 조건에서 충격 흡수에너지(J)를 분석하고 보호가스에 따른 용접부의 미세조직과 인성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P28-17]

원자로용기 노즐 이종금속배관 내면에서 용접결함 검출 및 깊이측정을 위한 PAUT 기법 개발 : 김정빈12, 김영만3; 1한전KPS주식회사

. 2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재료공학과 석사과정. 3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Keywords: dissimilar metal, PAUT(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 ultrasonic image, flaw measuring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는 고방사선 구역으로서 접근이 불가능 하므로 로봇시스템에 초음파를 발진할 수 있는 탐

촉자를 장착하여 로봇을 원자로에 설치하고, 방사선 위험이 없는 위치에서 원격으로 용접부내의 초음파신호를 취득하여 결함을 찾아

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웨스팅하우스형 원자로용기 노즐은 배관에 이종금속 재질로 용접되어 있다. 기존에는 펄스

에코방식의 Conventional 초음파검사를 수행하였으나, 세계적으로 결함검출 효과가 탁월한 위상배열초음파검사로 전환되어가는 추세이

다. Conventional 초음파 탐촉자가 하우징 내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진동자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위상배열초음파검사는 한 개의

탐촉자 하우징 내에 수십개 이상의 진동자를 배열하여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서 다양한 초음파 빔 조향과 Focusing이 가능하다. 이

종금속 용접부는 재질내에서 초음파가 진행하는 음속이 상이함에 따라서 이종재질 경계면에 초음파의 굴절이 발생하고 초음파 투과

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노즐배관 내부에서의 초음파검사는 내면형상으로 인하여 탐촉자 접촉이 어려우므로 결함검출과 크기 평가

가 더욱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인코넬 계열의 Alloy 82/182 용가재를 사용하여 탄소강과 스테인레스강을 용접한 이종 재질의 결함

시험편 내면에서 위상배열초음파검사 기법을 적용하여 결함에 의해 나타나는 초음파 영상 결과와 미국 EPRI에서 인증받은 결함깊이

측정 방법을 소개하였다.

[P28-18]

이종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 및 접합 특성 평가 : 심우정1, 전형준2, 안명복1, 박성진1, 설현욱3, 전지중4, 오일영5, 김성주6, 김성재6; 1(주)새

한산업. 2(주)명진테크. 3엔케이에스(주). 4톡스프레스테크닉(주). 5부산대학교. 6동아대학교.



354

Keywords: Dissimilar Aluminum Alloy(이종 알루미늄 합금), Laser Welding(레이저 용접), Clinching(클린칭)

자동차 산업은 연비규제 및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연비향상을 위해 차체경량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알루미늄

합금 소재 부품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무게 증가로 인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경량

차체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알루미늄 합금 차체 부품 접합의 경우 기존 자동차 제조에 이용되는 저항점용접을 적용

할 경우 알루미늄 합금의 소재 특성으로 인한 용접 성능 및 전극 마모 등의 문제가 발생 할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리벳, TIG

용접, SPR 등의 접합이 사용되고 있지만 용접 품질이나 접합 부자재 사용 등으로 적용에 한계 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따라서 본연

구에서는 이종 알루미늄 합금에 용접 품질 개선과 접합 부자재가 필요 없는 레이저 용접과 기계적 접합인 클린칭을 이종 알루미늄

합금에 적용하여 용접 및 접합 실험을 실시하였고 이 두가지 방법의 전단하중과 단면 분석으로 용접 및 접합 특성을 평가 하였다.

[P28-19]

Effect of Impact Velocity on Interface Characteristics of HT-9 Steel Joints Fabricated by Magnetic Pulse Welding : 송

준우1,2, 박진주2, 이경자2, 이민구2, 박규현2, 홍순직1, 이정구3; 1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원자력연구원 센서시스템연구실. 3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Keywords: Magnetic pulse welding: Ferritic-martensitic steel: End-closure joining: Impact velocity: Interface structure 

The weldability window in magnetic pulse welding (MPW) is proposed for the end-closure joining of HT-9 steel tubular workpieces.

Based on both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s, the impact velocity of the flyer tube at the moment of collision had a

dominant effect on the bonding characteristics of the resultant joints and the optimal impact velocity was estimated to be in the range of

265 to 290 m/s in this alloy system. Under the optimal process conditions, no leak was detected during helium leak testing. Moreover,

the integrity of the joint interface was preserved until the tube section ruptured during internal pressure burst testing. For HT-9 steel, the

ductile delta-ferrite phase produced by the localized interfacial melting during MPW acted as an effective obstacle to crack propagation,

thereby enhancing the fracture resistance of the joint interface. All of the results demonstrated the high integrity and durability of the

HT-9 steel tube assembly fabricated by the MPW process. 

[P28-20] Canceled

Low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Diffusion-Welded Titanium Grade 1 : 황종배1, 사인진2, 김응선2, 홍순익1; 1충

남대학교. 2한국원자력연구원.
Keywords: diffusion bonding, titanium grade 1, mechanical testing 

[P28-21]

Dissimilar Welding Between Duplex Steel and Co-Cr-Ni-Fe-Mn High Entropy Alloy : 나나1, Jeoung Han Kim1; 1국립한밭대학교.
Keywords: High entropy alloys: welding: Duplex stainless steel 

In this work, laser beam welding was used to join Co-Cr-Ni-Fe-Mn high entropy alloy and duplex stainless steel. The resulting weld

metals were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heir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Generally, a good weldability with high

strength and no macro-defects such as internal pores and solidification cracks were observed afte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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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1]

항공기용 금속계 소결 제동장치의 분석 및 평가 : 홍세아1,2, 이현종1, 김경일1, 현승균2, 김경택1;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공정소재그룹.
2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Keywords: 항공재료, 제동디스크, 금속계 소결체, 분석평가 

항공기 제동디스크는 착륙 시 속도의 감속을 위하여 장착되어있는 부품으로써 1년에 약 3회 주기로 교체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소

모품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항공기 제동디스크의 경우 제동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에 따라 금속계 소결체와 탄소복합재 계열로 나

누어져 있으며, 특히 금속계 소결체 브레이크 디스크는 합리적인 가격과 에너지 흡수능으로 보잉 737 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적용

되어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수요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부품 산업은 높은 진입장벽과 더불어 대규모 투자 및 개발을 요구하

므로 금속계 소결체 브레이크 디스크에 대한 연구개발의 국내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속계 소결체 브레이크 디스

크의 국내 개발 및 우수한 특성의 제동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동디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고정체와 회전체의 구성성분 분석

과 미세조직에 따른 기계적 특성과의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용 제동디스크의 구성품인 고

정체와 회전체의 코어플레이트와 백플레이트 및 Cu계 소결 마찰재 패드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정체와 회전체에

존재하는 각 플레이트의 구성성분과 미세조직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Cu계 소결 마찰

재에 사용되는 SiO2, Al2O3 등의 분말종류 및 조성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소결공정 온도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입자 치밀화 거동과 상대밀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항공기용 제동디스크 제품의 특성

에 준하는 부품개발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P29-2]

IN718의 적층 제조 공정 변수에 따른 기계적 특성 : 김찬미1, 주윤곤1, 정명휘2, 이병로2, 김상식3, 홍현욱4, 이재현1; 1창원대학교 공대

금속재료공학과 응고실험실. 2경남과학기술대학교 3D 프린팅 경남 센터. 3경상대학교 신소재 공학부. 4창원대학교 신소재 공학부.
Keywords: IN718,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parameter, mechanical properties, microstructure 

본 연구에서는 IN718합금을 powder base laser melting 방식으로 적층 제조하여 미세조직 및 결정립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연

구하였다. 적층제조 주요공정 변수인 Laser이송 속도와 적층 방향을 제어하여 시편을 제작하였고, 시편을 열처리 전과 AMS5662 열

처리 한 시편을 상온 및 인장시험하여 미세조직과 기계적특성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적층 방향을 수직, 수평으로 적층하여 적층

방향에 따른 미세조직과 인장 특성을 관찰하였다. Laser이송속도가 빠를 수록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증가하였고 연신율은 감소하였

다.  적층방향은 수평보다 수직방향이 다소 인장특성이 우수하였다.  이들 기계적 특성은 결정립 방향, 미세조직의 미세도 균일도, 용

융풀의 크기 및 분포, 미세기공 등 복합적인 응고조직에 영향을 받는것으로 분석되었다. 

[P29-3]

정밀 주조된 Ti-6Al-4V 합금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평가 : 이현우1, 박기범2, 김대환2, 김승언3, 주윤곤1, 이재현1; 1창원대학교 신

소재공학부. 2한국항공우주(주). 3재료연구소.

다른 구조용 소재에 비해 비강도가 높고, 내식성이 좋아 항공우주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Ti-6Al-4V 합금은 미세조직의 형태

에 따라 다양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공 원심주조기를 이용하여 10-2 torr의 진공분위기

에서 Calcia계 도가니, Zircon계 주형을 사용하여 용탕온도 1750 도, 회전수 170 rpm의 공정 조건에서 15Φ×150 mm의 봉상 형태

로 시험편을 주조한 후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OM, SEM 등을 이용하여 시편의 위치별 미세조직을 분석하고 기공율을 측정하였다.

미소 경도 측정을 통한 α-case 확인 및 인장 특성을 평가하고 인장 파면 및 열처리된 미세조직을 분석을 통해 기공 및 α-case가

인장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P29 : 항공재료
Room 3층 그랜드볼룸A,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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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수	 알루미늄3-4
조민철	 철강7-7,철강6-5
조서연	 항공1-2
조성모	 전통4-4
조성우	 생체S2-2
조승희	 P13-18
조영환	 철강5-6
조용민	 철강4-1
조용희	 P1-22
조인록	 P2-23
조재현	 에너지1-6
조정민	 신뢰성1-3
조준현	 고부가2-3
조창흠	 에너지1-5
조창희	 알루미늄4-4
조평석	 P28-4
조해주	 P21-1
조해찬	 P13-5
조형준	 철강9-3
주병수	 마찰2-4
주성재	 열전2-1
주성호	 P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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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아	 P1-6
진새라	 P24-3
진연호	 P3-20

ㅊ

차병철	 P3-16
차승환	 P2-12
차예은	 P26-14,	여성1-1
차재호	 P6-12
채규석	 P7-1
채명진	 고엔3-5
채원기	 고부가4-1
채지광	 P6-4
채호병	 상변태2-4
채홍준	 P17-13
천영범	 AW-5
천은준	 마찰1-1
천정민	 P10-7
최광덕	 P15-12
최광묵	 P1-5
최광효	 적층3-5
최동기	 P28-16
최병상	 P15-2
최보은	 P3-10
최상훈	 P14-27
최석원	 P10-36
최세원	 P14-7
최수영	 타이타늄5-5
최승규	 P12-2
최시훈	 집합2-2
최여진	 P13-7
최영민	 P13-13
최용석	 P17-1,P17-2
최원미	 고엔1-6
최윤석	 차세대2-2
최인철	 고엔2-1
최정우	 P17-18
최진석	 P13-1
최진주	 P16-5
최찬양	 신뢰성1-1
최현서	 철강6-6
최현주	 첨단2-2
최희수	 피로1-2
추동주	 P10-27

ㅌ

탁장렬	 P26-7

ㅍ

팽정인	 P10-25
피지희	 P26-13

ㅎ

하경식	 P12-1
하동욱	 P11-9

하성준	 P3-19
하헌영	 철강7-3
한기현	 P13-31
한덕현	 P2-22,P12-22
한도경	 철강7-2
한상우	 철강4-4
한승우	 에너지2-4
한승창	 P24-19
한영수	 NeXS2-4
한우림	 전통3-3
한재욱	 재료분석1-4
한준희	 P8-2
한호규	 전통1-1
함성수	 P2-33
함영진	 P18-13
함종오	 신뢰성2-4
허성규	 P2-24
허일권	 전통2-3
허재훈	 P18-7
허주열	 AW-1
허채을	 P16-2
현동열	 P2-29
현상화	 P13-24
현세미	 재료강도2-3
현승균	 AW-3
홍기철	 P14-15
홍석균	 열전1-6
홍석민	 재료강도3-5
홍석현	 용접2-3
홍선양	 타이타늄3-2
홍성민	 P6-11
홍성환	 P6-14
홍세아	 P29-1
홍진성	 P10-4
홍창완	 상변태1-1
홍해미	 철강3-6
황경석	 재료강도1-6
황선민	 비철1-3
황인규	 P17-7
황장연	 나노에너지1-1
황재준	 P24-11
황지인	 P14-6
황태현	 P18-4

A
ABBEY	STANLEY	 P26-8
AHIALE	KWAME	GODWIN	 재료강도3-4
ALAM	KHURSHED	 P20-6
ANAMAN	YAW	SAM	 재료강도1-2
ARIJIT	ROY	 전산1-5
ASHUTOSH	SHARMA	 고엔3-2

C
Cui	min	 	 알루미늄1-4

D
Deepika	Thakur	 P13-23
DEREJE	DEGEFA	GELETA	 전산2-2

E
Edson	K.	Chiwandika	 철강1-1

F
Fazlollah	Sadeghi	 철강2-7

H
Haruhiro	Hiraka	 NeXS2-3
Hirotaka	Sato	 NeXS2-1

J
JINBEI	LYU	 P19-1
JUMAEV	ELYORJON	 P8-4

L
Lalit	 집합1-3
Leonardo	T.	da	Rocha	철강1-3
LI	SHUANGLEI	 타이타늄4-1

M
Masaki	Tanaka	 고부가5-2
MAY	LIKHA	LWIN	 열전1-5

N
NAVEEN	KUMAR	 전산1-6
Noritaka	Saito	 고부가5-1

R
REHMAN	IZAZ	UR	 타이타늄5-2
Roppon	 Picha	NeXS1-1

S
SAFDAR	BUSHRA	 P2-16
Saif	Haider	Kayani	 알루미늄1-5
SAMUEL	KIMANI	KIHOI	P26-5
Saurabh	Kabra	 NeXS1-3

T
Toshimitsu	Tetsui	 타이타늄S2-1

V
VU	HONG	VINH	QUY	P2-18

Y
Yusupov	Dilshodbek	 P6-9

Z
ZHENG	QIAN	 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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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기총회 학회상 수상자

1. 금속·재료상 수상자

◆ 우유철(현대로템㈜)

2. 세아해암학술상 수상자

◆ 허주열(고려대학교)

3. 석천학술상 수상자

◆ 서동우(포항공과대학교)

4. 전자·정보재료상 수상자

◆ 박영배(안동대학교)

5. 김용진상 수상자

◆ 송재용(한국표준과학연구원)

6. 윤동석상 수상자

◆ 현승균(인하대학교)

7. 청웅상 수상자

◆ 남윤성(한국과학기술원)

8. 서정상 수상자

◆ 천영범(한국원자력연구원)

9. 철재상 수상자

◆ 강수창(POSCO 기술연구원)

10. 기타(SPRINGER 논문상, WISET·KIM 젊은연구자상)

1) MMI-SPRINGER 논문상

Pandey Chandan(IIT Jodhpur), 김형섭(포항공과대학교), 손석수(고려대학교)

2) EML-SPRINGER 논문상

김현우(한양대학교), 송명엽(전북대학교), 유영은(한국기계연구원)

3) WISET·KIM 젊은연구자상

김수현(국민대학교), 이재은(서울대학교), 차예은(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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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배치

0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고령	뿌리기술지원센터

02	 아이에스지(주)

03,	04,	05,	
엠티디아이(주)

	
06,	07,	08

09	 태명과학(주)

10	 (주)하이록스코리아

11	 (주)만진교역	/	STRUERS

12	 eWorld	Editing	(이월드에디팅)

13,	14	 (주)진우테크,	시편전처리센터

15	 Nextron

16,	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	 에이티이랩	/	LAMPLAN	S.A

19	 (주)에스피사이언스

20	 에스와이사이언스(R-DEC)

21,	22	 금속융합얼라이언스

23	 (주)프론틱스

24	 (주)유로사이언스

25	 (주)로티스코리아

26	 (주)신영사이언스	
	 (ZEISS/MATSUZAWA)

27	 자이스	코리아

28	 나모텍

29	 엠티엠코퍼레이션(주)	/	PRESI	S.A

30	 (주)썸텍비젼

31	 리코코리아

32	 TESCAN	KOREA

33	 비전플러스	주식회사

34	 호리바코리아(주)

35	 (주)라이카코리아

36	 (주)솔루션랩

37	 (주)	팜테크

38	 안톤파

39	 에스티키원(주)	/	Buehler

40	 만진상사

41	 파우텍코리아

42	 오엠에이

43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첨단공구기술지원센터

44	 이에이코리아	주식회사

45	 국가참조표준센터

46	 주식회사	버추얼랩

47	 LENTON-한결산업-CARBOLITE	GERO

48	 나노스코프시스템즈(주)

49,	50	 (주)알앤비

학회 부스 참가회사

그랜드볼룸

AB

커피다과 다과

포
스
터	

보
드

포
스
터	

보
드

포
스
터	

보
드

6
5

7
4

8
3

9
2

10
1

16
15

17
14

18
13

19
12

20
11

26
25

27
24

28
23

29
22

30
21

36
35

37
34

38
33

39
32

40
31

46
45

47
44

48
43

49
42

50
41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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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기총회 학회상 수상자경품 추첨 안내

학술대회 전시부스 28곳 이상을 순회하여, 도장(28개)을 받으셔서 응모함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하여 아래 경품을 드립니다.

◆ 경품 추첨 일시 : 10.24(목) PM 5:00 / 10.25(금) PM 12:30 

◆ 경품 추첨 장소 : 3층 그랜드볼룸A

◆   경품 추첨 시, 당첨자가 자리에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재추첨 하게 됩니다. 

(※ 일반 참가자 및 학생 참가자 모두 응모 가능)

노트북 Pen S (NT930SBE-K38A) LG TROMM 스타일러 (S3WFS)

LG시네빔) PF50KA 600 iPad Air 3세대

신발건조기
(SA100)

자이글 파티스페셜
(ZG-KR2051A)

에어팟2세대
무선충전

미니건조기
(DWR-03IDDC)

디베아 맥스 청소기
(D250MAX)

LG시네빔) PF50KA 600 iPad Air 3세대

신발건조기
(SA100)

자이글 파티스페셜
(ZG-KR2051A)

에어팟2세대
무선충전

미니건조기
(DWR-03IDDC)

디베아 맥스 청소기
(D250MAX)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4등
(4명)

5등
(5명)

신세계상품권 (5만원) 신세계상품권 (5만원)

10월 24일 (목) 10월 2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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