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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적용분야

■ Al 합금내 제 2상의 형상과 분포를 제어하여 강도와 연성을 동시 향상

■ 방산, 자동차, 공작기계, 조선 그리고 건설기계 등의 전방산업의 핵심소재

- 양자역학 기반의 제 1 원리를 이용한 계면에너지 계산과 상형상 예측

- 사업화 방안 : Al 주조전문기업에 특허 및 기술 이전 (일광주공, 2017.
12.) 및 사업화 지도

- 기지 또는 제 2상의 첨가원소 분배를 이용한 계면에너지 tailoring
■ 구형 입자 강화 또는 나노규모 라멜라 강화상 알루미늄 복합재료 구현으
로 인한 강도와 그 상반특성인 연성을 동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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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특징
■기
 존 상용 Al 합금 대비 비약적인 강도와 연성의 동시 향상
- 상용 알루미늄합금 주조내는 연성이 3% 이내, 개발품의 경우 300MPa
이상의 강도와 10%이상의 연성을 동시 보유

활용사례

- 상용 Al 가공재 대비 인장강도 10%, 연성 250% 향상

■ 논문

- 가공후 강도와 연성이 동시 향상된 나노 라멜라 복합재

- Scientific Reports, 5, 15050 (2015).
- Scientific Reports, 5, 17364 (2015).

■일
 반적으로 냉간가공은 강도의 증가와 연성의 감소를 야기함

- Scientific Reports, 6, 30907 (2016).

- 개발소재는 냉간가공후 강도 뿐만 아니라 연성도 동시 증가

- Scientific Reports, 7, 12195 (2017).

- 가공후 가공이 더욱 용이한 소재의 개발

■ 특허 : 국내출원 1건, 국외출원 3건, 국내등록 1건
- 석출물을 포함하는 강도와 연신율이 향상된 알루미늄-아연 합금 및 이
의 제조방법, KR101760076B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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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간가공에 의한 강도 연신율 동시 향상 Al-Zn 합금, 국외 출원 (미국,
중국, 일본)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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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에너지 감소에 의한 제 2상 미세화와 기계적 특성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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