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금 특성 갖는 저가 초고성능 순수 Ti 제조 기술

저변형률 공정으로 상용 생산설비에 적용 가능
기존 강소성 가공으로 불가능했던 초고강도 Ti 상용화 가능

기존 순수 Ti와 동일한 화학조성, 재활용 용이 

자유로운 강도 및 성형성 범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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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 가공(고변형율) 없이 나노구조 Ti 및 Ti합금 제조기술 개발 : 상용화 난관 해결

순수 타이타늄(CP Ti)를 이용하여 타이타늄합금(Ti-6Al-4V) 이상의 강도 및 상온 성형성을 확보하는 기술

나노범위 전위배열 최적화, 평균 전위밀도/국부 전위밀집 제어 및 TMCP 공정을 통해 특성 향상

저 변형율에서 고강도, 고성형성 나노 결정립 Ti합금 제조 기술

KIMS Process

[해외 기업 미세조직]

[TMCP Ti 미세조직]

나노구조 초특성 순수 Ti 제조 기술 나노결정립 초특성 2상 Ti합금 제조 기술

나노결정립 초특성 형상기억합금 제조 기술

- 순수 Ti : 미세조직 변화 제한적 → 해결책 : 나노범위 전위배열 최적화
- 평균전위밀도(     ) 최대화 → 초고강도화 가능 동시

달성 요구- 국부 전위밀집 최소화 →    최대화 → 연성 손실 최소화 가능

- 연성의 큰 감소없이 상온 강도 25% 향상
- 고속 / 저속 초소성 특성 발현 → 부품 성형비용 감소
- 강소성 가공으로 제조된 나노결정립  Ti64와 동등 수준 성능

- KIMS process : 균일 결정립 (d ~ 20-40nm), 강소성 가공 보다 미세!
- 일반 process : 매우 불균일, 조대 결정(d > 1,000nm)과 일부 미세 결정 혼재
- 강소성 가공 : 균일 결정립 (d ~ 200-300nm)

<상온 인장특성> <고온 인장특성>

[일반 Process] [강소성 가공 후*] [KIMS Process 적용 후]

▶

·전세계 : 현재 160조원 수준, 2025년 약 470조원 ( CAGR 10%)

·국내 : 현재 7조원 수준, 2025년 약 27조원 (CAGR 12%)

·한국은 세계 5위 Ti 소재 수입국 (대외의존도 91%)이나 Bargaining Power가 약함

·2011년 이후 국내 소비량 2배 증가, 수입단가 533% 상승

Ti 소재 및 응용부품 시장

Aero Space & Energy Plants Biomedical Materials Glasses&Sports

Ti 중간재 시장

합금 특성 갖는 순수 타이타늄 활용 의료, 민수,  발전 부품

순수 대비 200% 강도향상, 30% 경량화, 30% 열전달 향상, 최초침습법

합금 대비 가격 70% 저감, 동등 이상 강도, 70% 이상 냉간 성형성 가능

고온용 나노결정립 2상 타이타늄 합금 응용 항공 부품 나노결정립  NiTi  합금 응용 의료, 민수 부품

초소성 연신율 3.5배 향상, 초소성 속도 10-100배 향상

복잡한 부품의 단일화 체결, 공정 생략, 항공 부품 경량화

단위면적당 에너지 밀도 50% 이상 향상, 피로수명향상

동시에 약 8%에 달하는 안정적 형상기억·초탄성 연신율 제공

[총 수요] [가공재 예측]

국내 : 5,200억

* Toho titanium * Titanium Metal : Market Outlook

[2012년]
[2021년]

빌렛, 봉재, 판재 : 48,383억
국외 : 59,500억 29,380억

12,592억 그 외 : 20,7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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