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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플라즈마 소결법에 의해 제조된 Cu-Ni-Zr-Ti 비정질 기지
복합재료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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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Woon Shin1, Hong Min2, and Jin Kyu Lee1,*
1

Divisio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eonan 31080, Republic of Korea
2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Yongin 17180, Republic of Korea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Cu54Ni6Zr22Ti18 bulk metallic glass composites were developed by spark
plasma sintering(SPS) using gas atomized Cu54Ni6Zr22Ti18 metallic glass powders and Ta powders. Metallic
glass composites with Ta phase were fabricated by SPS. The successful consolidation of Cu54Ni6Zr22Ti18
metallic glass matrix composites with the Ta phase was achieved through the strong bonding due to the plastic
deformation of the Ta powder and the super-plastic behavior of the metallic glass powder in the supercooled
liquid state during SPS. The deformed Ta phases were well distributed in the Cu54Ni6Zr22Ti18 metallic glass
matrix. The compressive fracture strength and total strain were 1770 Mpa and 10.2%, respectively, for the
Cu54Ni6Zr22Ti18 bulk metallic glass composite with 40 wt% Ta phases. The uniformly dispersed deformed Ta
phase in the Cu54Ni6Zr22Ti18 metallic glass matrix effectively impedes the propagation of the first shear band
and generates a second shear band, causing a crossing of the shear bands, resulting in an improvement in
plastic strain. This increase in plastic deformation i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deformed Ta phase, uniformly
distributed in the Cu54Ni6Zr22Ti18 metallic glass matrix, acts as a source of shear bands and at the same time
effectively suppresses the movement of the shear bands, dispersing the stress and causing wide plastic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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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지에 제 2상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전단응력의 집중을 억
제하고, 이로 인해 국부적인 영역에서의 변형을 방지함으로

벌크 비정질 합금(bulk metallic glass, BMG)은 기존의

써 많은 수의 전단 띠를 형성하면서 넓은 범위에서 소성변

금속재료와 비교하여 높은 강도 및 넓은 탄성한계(elastic

형이 일어날 수 있는 비정질 기지 복합재에 관한 연구가

limit)를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인 벌크 비정질 합금은 상

이루어지고 있다 [2].

온 변형시 전단응력이 일부의 영역에 집중되어, 소성변형

비정질 복합재의 제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없이 급작스러운 파괴가 일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

연구가 되어왔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응고 과정동안 벌크

이러한 제한된 소성변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정질 합금

비정질 기지에 in-situ 방법으로 제 2상을 형성하는 방법이
다 [3-5]. In-situ 방법으로 형성된 제 2상과 비정질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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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기지가 우수한 계면 특성을 갖는 경우, 제 2상이 전
단 띠의 생성처로 작용하면서 전단 띠의 전파를 방해하고,
기지와 제 2상간의 계면에서의 균열의 발생 및 전파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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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여 급작스러운 파괴를 제어하여 소성 변형이 증가되게

대적으로 짧아서 비정질 합금의 소결에 적용하는 경우 결

된다. 응고시 기지 조성과 냉각속도의 적절한 제어에 의해

정상의 생성 및 성장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벌크 비정질

비정질 기지 내에 in-situ로 제 2상이 형성된 비정질 기지

합금의 제조 공정에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14-15].

복합재를 제조할 수 있다 [6]. 이렇게 제조된 비정질 복합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조 공정에 의한 벌크 비정질 기지

재는 향상된 파괴 인성값과 소성 변형을 나타내지만, 비정

복합소재에 Ta이 제 2상으로 ex-situ 방법에 의해 첨가된

질을 형성하기 위해 냉각속도가 제한되어 시편의 크기가

경우, 소성 변형 영역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16].

제한되고, 응고시 다른 공정 변수를 임의로 제어하기 힘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 분말을 제 2상으로 첨가하여 벌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비정질 기지 내에 제 2상을

크 비정질 기지 복합소재를 제조하고, Ta 분말의 첨가 및

강화재로 첨가하여 ex-situ 방법으로 비정질 기지 복합재를

분율이 미세조직 및 소성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제조하는 방법이다. 제 2상으로 첨가되는 강화재로는 세라

자 하였다.

믹 입자(WC, SiC, TiC 등)와 융점이 높은 금속 입자(Ta,
W 등)가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강화재가 첨가된 벌크
비정질 합금의 경우 연신율의 증가와 더불어 파괴 인성의

2. 실험 방법

향상을 가져왔다 [7-8]. 일반적으로 주조법에 의해 제조되

본 연구에서는 Cu, Ni, Zr, Ti 원소(순도 99.9% 이상)

는 ex-situ 복합재의 경우 응고 과정동안 용탕과 강화재

들을 Ar(순도 99.999%) 분위기 하에서 플라즈마 용해 장

사이의 계면에서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용탕

비를 이용하여 Cu54Ni6Zr22Ti18(at%) 조성의 모합금을 제조

과 강화재의 계면에서 일부 조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하였으며, 제조된 모합금은 유도용해로에서 재용해 후 가

벌크 비정질 합금은 비교적 낮은 융점을 가지므로 강화재

스분무(분무압력: 7 MPa)하여 비정질 분말을 제조하였다.

와의 계면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계면에서의 일부

제조된 Cu54Ni6Zr22Ti18 비정질 분말을 분급하여 46~63 μm

반응은 기지의 비정질 형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크기를 가지는 비정질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Ta 분말(순도

계면 반응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고, 용탕내의 강화재의

99.97%)은 20 μ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상용 분말을 사

균일한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공정변수를 제어하는 것이 중

용하였다. 비정질 분말과 Ta 분말을 혼합하기 위해 유성 볼

요하다.
최근에는 분말야금법을 이용하여 벌크 비정질 기지 복합

이용하였으며, Ta 분말과 Cu54Ni6Zr22Ti18 비정질 분말을

재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밀링 장비(Planetary ball-mill, Pulverisette 5, FRITSCH)를

[9-10]. 비정질 분말과 제 2상의 분말을 혼합한 후 소결하

1:9. 2:8, 3:7, 4:6, 5:5의 무게 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였
다. 효율적인 분말 혼합을 위해 직경 5 mm의 스테인리스

여 비정질 기지 복합재를 제조하는 방법은 혼합하는 제 2

볼을 사용하였으며, 볼과 원료 분말의 장입비는 7.5:1, 밀

상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복합재료를 제

링 속도는 150 rpm, 그리고 기계적 합금화가 아닌 단순

조할 수 있으며, 과냉각 액상영역(Supercooled liquid

혼합을 위해 30분의 짧은 시간을 유지하였다.

region)에서 비정질 소재의 Newtonian viscous flow를 이

혼합된 분말은 방전플라즈마 소결 장비(SPS, Dr. SINTER

용하여 비정질 기지와 제 2상 사이의 계면 특성이 향상된

SPS1050, Sumitomo)를 이용하여 벌크 비정질 복합재로

비정질 기지 복합재의 제조가 가능하다 [11-12]. 또한 기계

소결하였다. 소결 공정은 직경 13 mm의 초경 몰드에 혼합

적 합금화를 이용하여 비정질 분말과 제 2상 분말을 혼합

한 분말을 충진하고, 챔버 내에 장입한 후 진공 분위기

하여 계층 구조를 가지는 복합분말을 제조한 후 성형 공정

(5 × 10-2 Torr)에서 600 MPa의 압력을 가하여 상온에서 결

(소결, 압출 등)을 통하여 벌크 비정질 기지 복합재료를 제
조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13].

정화 온도(Tx, crystallization temperature) 직전까지 40K/

분말성형법 중 방전플라즈마 소결(Spark plasma sintering)
공정은 분말에 펄스 전류를 가하여 분말 자체에서 발생하

소재의 초소성 특성을 이용하여 방전플라즈마 소결시 과냉
각 액상영역에서의 Z-position 변화 값을 측정하여 비정질

min의 속도로 승온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질

는 주울 열(Joule heating)과 방전에 의해 소결이 이루어지

기지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소

고, 소결 공정 중에 발생하는 방전플라즈마에 의해 분말

결시 온도가 비정질 분말의 과냉각 액상영역의 시작 온도

표면의 산화층이나 불순물이 제거되는 청정효과가 있는 것

인 유리전이온도(Tg, glass transition temperature)에 도달

으로 알려져 있다 [14]. 이러한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은 기

하면 비정질 분말의 초소성 특성으로 인해 Z-position 값

존의 열간가압 소결법(Hot pressing)에 비해 소결시간이 상

이 변화하게 되고, 온도가 증가하여 결정화 온도에 근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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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그림 2는 가스분무에 의해 제조된 Cu54Ni6Zr22Ti18 비정
질 분말과 Ta 분말 그리고 두 분말의 혼합 분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질 분말은 구형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분말 주변에서는 작은 위성 분말들을 관찰할 수 있다. Ta
분말은 가스분무에 의해 제조된 비정질 분말과 달리 작은
입자들이 응집되어 집합체로 되어있는 불규칙한 형태를 보

Fig. 1. Novel process for BMG composite with high density by
viscous flow in the supercooled liquid region.

게 되면 Z-position의 변화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Z-position의 변화가 없게 되는 시점까지 소결을
진행한 후 공냉하여 직경 13 mm, 두께 6 mm를 가진 디
스크 형태의 벌크 비정질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벌크 비정질 복합재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서는 광학현미경(OM, GX41, Olympus)과 주사전자현미경
(SEM, MIRA LMH, TESCAN)을 사용하였으며, 복합재의
상분석은 X-선 회절기(XRD, MiniFlex600, Rigaku)를 이
용하였다. 비정질 복합재의 유리전이온도, 결정화 온도, 결
정화 엔탈피(crystallization enthalpy, ΔH)의 측정은 시차
열분석기(DSC, DSC8000, PerkinElmer)를 이용하였으며,
373~873K의 범위에서 40K/min의 속도로 승온하면서 측정
하였다. 압축강도는 만능시험기(UTM, AG-X, SHIMADZU)
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 × 10-4s-1의 변형속도로 측정하였으
며, 압축강도 시험 후 시편의 파단면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제 2상에 분포에 따른 전단 띠
(shear band)와 시편의 변형 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비정질
복합재 시편에 압축하중을 가하다가 항복점 이후 하중을
제거한 후에 표면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
여 관찰하였다.

Fig. 2. SEM micrographs of (a) atomized Cu Ni Zr Ti metallic
glass powders, (b) Ta powders, and (c) blended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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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RD traces of (a) Ta powder, (b) Cu Ni Zr Ti BMG, and
(c)~(g) Cu Ni Zr Ti BMG composites containing Ta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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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계적 특성은 제 2상의 크기, 분포, 특성, 분율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2상이 비정질 기지
Fig. 3. SEM micrographs obtained from Cu Ni Zr Ti BMG
composites containing Ta phase of (a) 10 wt%, (b) 20 wt%, (c) 30
wt%, (d) 40 wt%, and (e) 5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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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균일하게 분포되는 경우 전단 띠의 생성처 역할을 함
과 동시에 전단 띠의 전파를 방해하게 되고, 연성인 제 2
상의 분율이 높을수록 복합재의 연성이 증가하게 된다
[17-18].
그림 4는 방전플라즈마 소결에 의해 제조된 벌크 비정질

여주고 있다. 혼합된 분말의 경우는 기계적 합금화가 일어
나지 않고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균일하게 혼합되어

기지 복합재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Cu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가스분무법에 의해 제조된

계 비정질 합금에서 얻어진 X-선 회절도형은 비정질상에

Cu54Ni6Zr22Ti18 분말은 XRD 분석 결과로부터 전부 비정

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브로드한 피크의 형태를 보여주고

질 상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열분석 결과로부터 Cu54

있고, 결정상으로 유추되는 다른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Ni6Zr22Ti18 비정질 분말의 유리천이 온도(Tg), 결정화 온도

벌크 비정질 기지 복합재의 경우는 비정질 상의 브로드한

(Tx), 결정화 엔탈피(ΔH)는 각각 716K, 767K, 60.3 J/g 임

피크위에 Ta 결정상의 피크가 겹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을 확인하였다.
그림 3은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에 의해 제조된 Ta(10, 20,

있다. 결정상의 피크는 Ta 상을 나타내는 피크만 관찰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방전플라즈마 소결 공정 시 비정질

30, 40, 50 wt%)을 포함하는 Cu54Ni6Zr22Ti18 벌크 비정질

상의 결정화 없이 벌크 비정질 복합재가 제조된 것을 알

복합재의 미세조직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제 2상인 Ta 상

수 있다. 그림 5는 제조된 벌크 비정질 복합재를 0.67K/s

이 Cu54Ni6Zr22Ti18 비정질 기지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

의 승온 속도에서 얻어진 시차열분석 결과로서, 유리전이

며, 계면의 경우 결함이나 기공 등이 없는 건전한 미세조
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건전하고 치밀한 미세조직은

나타내고 있다. Ta 상을 함유한 비정질 복합재의 유리전이

방전플라즈마 소결시 과냉각 액상영역에서 비정질 분말의

온도(Tg)와 결정화 온도(Tx)는 Cu계 벌크 비정질 합금과

점성유동과 Ta 분말의 낮은 응력에 의한 소성변형에 기인

유사한 값을 가지며, 동일한 열적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에 의한 흡열반응과 결정화에 의한 두 개의 발열 반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 상의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Cu

또한 50 wt% Ta을 함유한 비정질 복합재의 경우 결정화

계 비정질 기지는 원래의 구형의 형태에 가까운 형상을 유

엔탈피(ΔH)는 약 29.3 J/g으로 Cu계 벌크 비정질 합금의

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주어진

경우의 결정화 엔탈피(ΔH)인 60.3 J/g의 약 50%를 나타내

소결조건에서 Ta 상의 변형률이 Cu계 비정질 상보다 상대

고 있다. 이는 방전플라즈마 소결 공정동안 비정질 상의
결정화 과정없이 벌크 비정질 복합재료가 성공적으로 제조

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질 기지 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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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ressive stress-strain results of the Cu Ni Zr Ti
BMG and Cu Ni Zr Ti BMG composites containing Ta phase.
54

54

Sample
Monolithic
10 wt% Ta
20 wt% Ta
30 wt% Ta
40 wt% Ta
50 wt% Ta

6

22

6

22

18

18

Strength (MPa) Total strain (%) Plastic strain (%)
1990
2.0
~0
1980
3.3
1.1
1940
5.4
3.6
1860
7.9
6.1
1770
10.2
8.7
1585
6.8
5.7

소하지만 소성 변형은 증가하였다. 표 1은 Ta을 함유한
Cu54Ni6Zr22Ti18 벌크 비정질 복합재의 압축 강도 시험 결과
Fig. 5. DSC curves obtained from the Cu Ni Zr Ti BMG and
Cu Ni Zr Ti BMG composites containing Ta phase.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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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

6

22

18

18

를 보여주고 있다. 40 wt% Ta을 함유한 Cu54Ni6Zr22Ti18 벌
크 비정질 복합재의 경우 최대 압축강도는 1770 MPa, 총
압축 변형량은 10.2%, 소성 변형량은 8.7%로 측정되었다.
이로부터 항복현상 후 일어나는 소성변형 영역의 증가는
Cu계 비정질 기지 내의 제 2상인 Ta 상이 전단 띠의 생
성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단 띠의 전파를 방해하는 역할
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기존의 보고
된 분말성형법으로 제조된 벌크 비정질 기지 복합재에 비
해 소성능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19-20].

4. 고

찰

Cu계 벌크 비정질 복합재의 항복현상 후의 소성변형 거
동에 미치는 Ta 상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벌크 비정
질 복합재 시편에 압축하중을 가하다가 항복점을 지나 파
Fig. 6. Compressive stress-strain curves of the Cu Ni Zr Ti
BMG and Cu Ni Zr Ti BMG composites containing Ta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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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중을 제거한 후 시편의 표면에 생
성된 전단 띠를 관찰하였다. 그림 7은 30 wt% Ta을 함유
한 Cu54Ni6Zr22Ti18 벌크 비정질 복합재 표면의 미세조직을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과냉각 액상영역의

보여주고 있으며, 비정질 기지와 Ta 상과의 계면에서 다중

점성유동시 변화하는 Z-position을 이용한 방전플라즈마 소
결 공정이 비정질 기지 복합재 제조의 적합한 공정임을 알

의 전단 띠가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Ta 상 근처에

수 있으며, 결정화에 의한 결정상의 생성 및 성장을 효과

띠와, 압축 방향에 45도 방향으로 형성된 2차(secondary) 전

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띠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두 종류의 전단

서 압축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된 1차(primary) 전단

벌크 비정질 복합재(2 × 2 × 4 mm)의 압축 응력하에서 얻

띠가 서로 교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 2상이 첨가된
비정질 기지 복합재의 경우 압축 하중이 가해지면 서로 물

어진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Cu계 벌크 비정

성이 다른 비정질 기지와 제 2상 사이에서 변형장(strain

그림 6은 Ta(10, 20, 30, 40, 50 wt%)을 함유한 Cu계

질 합금의 경우 주조 공정에 의해 제조된 동일 조성의 비

field) 및 응력장(stress field)의 형성으로 인해 응력이 집중

정질 합금과 유사한 강도(1990 MPa)를 나타내고 있지만,

된 영역이 발생하고, 이러한 영역은 전단 띠의 생성처의

소성변형 영역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Cu계 벌크 비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22]. 그러므로 압축

질 복합재의 경우 항복 현상과 함께 소성 변형 영역을 관

응력이 가해지는 경우 비정질 기지와 제 2상인 Ta 상 사

찰할 수 있고, T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는 다소 감

이의 응력 차이에 의해 두 상 사이의 계면에 응력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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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M micrographs obtained from surface of Cu Ni Zr Ti BMG composites containing 30 wt% Ta phase just before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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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영역이 형성되어 이 영역으로부터 전단 띠가 발생하

ability)이 제한되므로 낮은 소성변형 영역을 가지고, 전단

게 되고, 이러한 전단 띠는 기지 내부를 통해서 이동하다

띠 내부에서 소성변형이 일어나더라도 전체적인 전단 띠의

가 또 다른 Ta 상을 만나거나 다른 전단 띠를 만나는 경

수가 많지 않으므로 압축응력 하에서 전체적인 소성 변형

우 전파가 억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벌크 비정질 기지

은 극히 제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반면 그림 6에서 보여

복합재의 경우 다중의 전단 띠의 형성은 전단 띠의 상호

주는 것처럼 Ta이 제 2상으로 첨가된 비정질 기지 복합재

작용을 촉진시키고, 1차(primary) 전단 띠의 존재와 제 2

의 경우는 소성 변형이 진행되는 동안 가공경화가 일어나

상에 의해 발생하는 불균일한(heterogeneous) 응력 분포는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지는 응력이 Ta 상에

최대 전단 응력 평면에 형성된 2차(secondary) 전단 띠의

집중되고,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Ta 상이 변형되면서 가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이러한

공경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상은 주 전단 띠의 이동을 방해하는 효과(blocking

그림 8은 40 wt% Ta을 함유한 Cu54Ni6Zr22Ti18 벌크 비

effect)를 가지고 있어 전단 띠의 빠른 전파에 의한 조기의

정질 복합재의 파단 시편의 형상과 파단 시편 표면의 미세

파단을 방지할 수 있다 [24,25]. 또한, 그림 7의 미세조직
에서 Ta 상의 형태가 심하게 변형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a)의 파단 시편은 최대 전
단방향과 평행한 축을 따라 약 42o 기울기를 가지고 파괴

데, 이는 응력이 상대적으로 Ta 상에 많이 집중되어 발생

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압축 시험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비정질 합금의 경우 일축

가해지는 응력에 의해 시편의 변형(buckling)이 일어난 것

응력 하에서 변형되는 경우 가공 경화능(strain hardening

을 관찰할 수 있고, 이는 벌크 비정질 복합재에서 시편 전

Fig. 8. SEM micrographs obtained from Cu Ni Zr Ti BMG composites containing 40 wt% Ta phase tested to failure: (a) morphology of
the fracture specimen, and (b) surface appearance of the fractur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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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M micrographs of fracture surface obtained from Cu Ni Zr Ti BMG composites containing 40 wt% Ta phase: (a) secondary
electron image, and (b) backscattered electr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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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변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소성 변형이 일

region의 파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비정질복합재의

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림 8(b)는 파단 시편의 미세조직을

경우 전단 띠와 제 2상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중의 전단

나타내고 있으며, Ta 상을 따라서 균열(crack)이 발생한 것

띠가 생성되고, 전단 띠의 빠른 전파가 억제되면서 파괴에

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전단응력이 Ta 상에 집중되어

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파단이 일어나는 현상에

Ta 상을 따라 균열이 발생하여 파단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27].

된다. 균열이 비정질 기지상과 Ta 상의 계면이 아닌 Ta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스 분무법으로 제조된 Cu54Ni6Zr22

상에서 발생한 결과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 공정에 의해 비

Ti18 비정질 분말과 Ta 분말을 혼합하여 방전 플라즈마 소

정질 상의 점성유동에 의한 초소성 변형과 Ta 상의 변형

결법에 의해 소성 변형능이 향상된 비정질 기지 복합재를

에 의해 상간계면 안정성이 우수한 비정질 기지 복합재가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성 변형률의 향상은 제 2상인

제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6의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Ta 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다중의 전단 띠의 형성과 전단

50 wt% Ta을 함유한 Cu54Ni6Zr22Ti18 비정질 복합재의 경

띠의 전파 억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더불어 과

우 최대 압축강도와 소성 변형 영역은 1590 MPa과 5.7%
로 40 wt% Ta을 함유한 비정질 복합재와 비교하여 상대적

냉각 액상영역에서의 비정질 상의 점성 유동 및 Ta 상의
변형에 의한 우수한 계면 안정성과 Ta 상의 소성 변형에

으로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비정질 기지와 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Ta 함량 증가와 더불어 전
단응력의 Ta 상 집중에 의한 Ta 상에서의 파단에 의한 결
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Ta의 압축응력 하에서의 파괴강

5. 결

론

도(~350 MPa)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제조된 Ta을 함유

본 연구에서는 가스분무법에 의해 제조된 Cu54Ni6Zr22

한 Cu54Ni6Zr22Ti18 비정질 복합재의 강도는 일반적인 복합

Ti18 비정질 분말과 Ta 분말을 혼합하여 방전 플라즈마 소

재의 혼합법칙(rule of mixture)에 의해 예측된 강도에 비

결 공정에 의해서 비정질 기지 복합재를 제조하고, 제 2상

해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인 Ta 상의 분율이 소성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

그림 9는 40 wt% Ta 상을 함유한 Cu54Ni6Zr22Ti18 벌크

다. 40 wt% Ta을 포함하는 Cu54Ni6Zr22Ti18 비정질 복합재

비정질 복합재의 파단 후 파단면의 미세조직(fracture surface)

의 경우 1770 MPa의 강도와 10.2%의 총 연신율을 나타

을 보여주고 있으며, vein-like pattern과 highly rough region

내었다. 이러한 소성 변형의 증가는 기지에 균일하게 분포

이 혼합된 파단 형상을 관찰할 수 있다. 비정질 기지 영역에
서는 비정질 합금의 전형적인 파단 형상인 vein-like pattern

된 연성의 Ta 상이 전단 띠의 생성처로 작용함과 동시에

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vein-like pattern은 변형이 일
어날 때 전단 띠의 빠른 전파에 의해 국부적인 열의 발생

로써 넓은 범위에서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상된 소성 변형율은 비정질 합금의 과냉

과 불균일한 점성 유동이 일어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

각 액상영역에서 비정질 상의 점성유동에 의한 초소성 변

고되고 있다 [26]. 반면 Ta 상 영역에서는 highly rough

형과 Ta 상의 소성 변형에 의해 우수한 상간계면 안정성

전단 띠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응력을 분산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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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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