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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ron based amorphous ribbons with the nominal compositions of (Fe79C11B8Si2)100-XCrX (X = 0,2,4,6,8 at%) have been developed
as reinforcemen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concrete materials. Mechanical properties and glass forming ability of the ribbons can
be enhanced by the optimum amounts of Cr additions that can also improve corrosion properties of the ribbons. Vein patterns typ-
ical of the fractured surface morphology of amorphous alloys have been observed on the surfaces of ribbons after tensile tests. It is
inferred from the EDS analysis results of vein patterns that carbon segregations occur within the narrow shear band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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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정질 금속(amorphous alloy)은 결정질 금속과 다르게 단

범위 규칙성(short range ordering)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

은 특이한 구조로 인해 기계적인 응력을 받거나 화학적인 환

경변화를 겪을 때 취약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결정립계(grain

boundary)를 비롯한 결함(defect)이 존재하지 않는다[1,2]. 슬

립계를 중심으로 하는 결정질 금속의 변형 기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강도를 나타낸다[2]. 또

한, 화학적으로 균일한 조성분포(chemical homogeneity)와

안정적인 부동태 피막(passivation film)형성으로 결정질 금속

에 비해 뛰어난 내부식성을 가지고 있다[3,4]. 따라서, 비정

질 금속은 새로운 유형의 구조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960년 Duwez[5]는 Au-Si계 합금의 공정 조성에서 106

K/s의 매우 높은 냉각속도를 적용하여 리본 형태의 비정질

합금을 제조하였다. 이후에 세계적으로 응고시 비정질 형성을

위한 임계 냉각 속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합금설계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를 거친 결과 임계 냉각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합금들이 Zr-, Ni-, Pd-

계와 같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원소들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

고,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였다[6].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정질 금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리본 형태의 콘크리트

강화용 파이버를 제작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기반조성 Fe79C11B8Si2는 연구실에서 선행 개발한 조성으로

불순물이 많이 있는 선철(pig iron)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

에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7]. 추가적으로 진행되었

던 연구에서는 개발한 조성의 부식 특성 향상을 위해 Cr 첨

가를 하여 (Fe79C11B8Si2)100-XCrX (X = 0,2,4,6,8 at%)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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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합금의 내식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였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8]. 따

라서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콘크리트 강화용 파이버로

의 활용을 위해 Cr 함량 증가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용선기반으

로 비정질 리본을 제작하여 선행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재료의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인장시험을 진

행하고 파단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결정

화 온도(crystallization temperature), 용융점(melting point),

액체화온도(liquidus temperature)를 활용하여 비정질 형성능

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 실험 방법

2.1 모합금 및 리본 샘플 제작

기존 연구실에서 전기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진

(Fe79C11B8Si2)100-XCrX (X = 0,2,4,6,8 at%) 조성의 모합금 제작

을 위해 선철(pig iron), 페로붕소(ferro-boron > 99%) 및 순

금속(Fe, Si, Cr > 99.8%)이 사용되었으며, 진공아크용해로

(vacuum arc furnace, 삼한진공)를 이용하여 편석방지를 위

해 20 g 기준으로 합금을 제작하였다. 챔버 안의 분위기는

모합금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순도 알곤(high-purity argon)

퍼지 3회 실시 후 진행하였다.

리본 샘플 제작에는 멜트스피닝법(melt-spinning)을 이용하

였다. 앞서 제작된 모합금을 6~8 g 정도로 잘라서 앞이 뾰족

한 석영 노즐에 넣고 유도 융해(induction melting) 방식으

로 용융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아르곤 가스 압력으로 밀어

내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구리휠 위로 쏘게 된다. 구리

휠의 속도는 선속 40 m/s 기준으로 계산하여 3500rpm으로

회전시켰으며 이 공정 또한 산화 방지를 위해 고순도 알곤

분위기에서 실시 되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리본의 재원은

폭 약 1 mm, 두께 약 20 μm이다.

2.2 구조 및 열적 특성 분석

Cr 함량 증가에 따라 비정질 리본의 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X선 회절법(D/Max-2500, Rigaku)을 활용하여 25~90

도의 범위로 측정을 하였다. 그리고 비정질 리본의 결정화

온도(crystallization temperature) 및 발열량(exothermic heat,

ΔH) 측정을 위해 시차주사열량측정법(Pyris Diamond DSC,

PerkinElmer)을 이용하였으며 승온 속도와 온도 측정 범위는

각각 40oC/min, 상온-630oC 이다. 추가적으로, 용융점(melting

point)과 액체화온도(liquidus temperature)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범위 상온-1300oC, 승온 속도 20oC/min으로 시차열 분

석법(DTA-S1600, Scinco)을 이용하였다.

2.3 기계적 특성 평가 및 파단면 분석

생산된 리본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해 인장시험(Instron

4482, Instron)을 진행하였다. 시험 조건은 표점거리 38~40

mm, 변형률 속도 4.76 × 10−4 s−1이다. 인장시험으로 파단된

리본의 단면을 전계방사형주사전자현미경(FE-SEM SU8220,

Hitachi)으로 관찰 하였으며 이미지 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

는 전단 밴드(shear band)와 주변 기지(matrix)에 대해 EDS

조성 분석을 실시하여 스펙트럼을 살펴보았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리본의 상분석

Fig. 2는 (Fe79C11B8Si2)100-XCrX (X = 0-8 at%) 조성으로 제

작된 리본의 XRD 분석 결과 이다. Cr 6 at% 까지 비정질

의 특징인 완만한 언덕형상의 XRD 피크(peak)가 관찰되었

으나 Cr 8 at% 이상부터는 Iron boron carbide의 화합물로

추측되는 피크가 나타났다. 비슷한 두께의 리본에 대해서 이

같이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Cr 함량 증가 및 일반적으

로 비정질 형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원소인 B, C, Si 와

같은 준금속(metalloid) 원소들이 감소를 하면서 이와 같은

(23)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for the tensile tests of the as-melt spun

ribbons.

Fig. 2. XRD results obtained from the as-melt spun ribbons (Fe79C11-

B8Si2)100-XCrX (X = 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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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되며 좀 더 면밀하게 이 결과를 살

펴보기 위해서는 열적 특성 평가 결과와 함께 논의해 볼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9,10].

3.2 열적 특성 및 비정질 형성능 비교

Fig. 3은 DSC 장비를 통해 얻은 비정질 리본의 발열 피

크이고 Fig. 4는 DTA 장비를 1300도까지 승온하여 해당

조성 합금의 solidus 온도와 liquidus 온도를 나타내는 피크

이다. 리본의 결정화 온도는 Cr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융점과 액체

화 온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 같은 결과는 기본 베이스

조성인 Fe79C11B8Si2에 Cr이 첨가 되면서 C, B, Si와 같은

준금속 원소와의 높은 친화력 때문에 온도 상승에 따른 원자

이동을 방해하여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 된다.

Miadema[11]의 모델로 계산된 혼합열을 살펴보면 Cr이 Fe

에 비해 준금속 원소들과 더 큰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같은 사실은 위의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비정질 형성능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결정화 온도와 액체

화 온도만으로 비정질 형성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α-parameter(Tx/Tl)를 계산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12].

α-parameter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으나 Cr 함량이 증

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값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Cr 함량이 8 at%까지 증가하였을 때는 XRD 결과로 부터

일부 결정화 피크가 관찰됨에 따라 비정질 형성능이 크게 감

소한 것을 알 수 있다.

3.3 기계적 특성 변화 분석

인장시험 결과 그래프는 Fig. 5에 나타내었고, 산출된 결

과값은 Table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소량의 Cr이 들어갈

수록 강도의 연신율의 향상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4~6

at% Cr이 합금화 되었을 때는 강도와 연신율이 각각 2.8GPa,

2.5%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였으나 Cr이 8 at%

포함된 조성은 다소 떨어지는 연신율과 강도를 보였다. 먼저

Cr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향상되는 것은 Fe과 Cr의

공유 결합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결합에 참여하는 외곽

전자를 고려하면 (s+d)Fe 와 (s+d)Cr이 각각 8과 6으로 계산

될 수 있고 Fe가 Cr으로 치환됨에 따라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전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금속-준금속 사

이의 공유결합이 더 단단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3]. 따라

서 소량의 Cr의 합금화는 6% 이하로 첨가될 경우 연신율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강도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양이

점점 많아 질수록 공유결합이 너무 강해져서 취성파괴의 경

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대비되는 결과로

Cr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낮은 강도와 연신율을 보

Fig. 3. DSC heating curves of the as-melt spun ribbons.

Fig. 4. DTA heating curves of the as-melt spun ribbons.

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the amorphous ribbons (Fe79C11B8Si2)100-XCrX (X = 0,2,4,6,8).

Composition (at%) Tx(
oC) Tp(

oC) Tm(oC) Tl(
oC) ΔH(J/g) Tx/Tl

Fe79C11B8Si2 470 480 1,076 1,160 −97.94 0.5184

(Fe79C11B8Si2)98Cr2 476 489 1,092 1,173 −93.89 0.5180

(Fe79C11B8Si2)96Cr4 478 495 1,108 1,177 −93.86 0.5179

(Fe79C11B8Si2)94Cr6 481 499 1,125 1,185 −98.49 0.5171

(Fe79C11B8Si2)92Cr8 486 507 1,132 1,196 −93.59 0.516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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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데 파단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결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4 파단면 및 조성 분석 결과

각 조성별로 인장시험 이후에 비정질 리본 파단면의 이미

지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비정질 변형의 증거인

전단밴드(shear band)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잎맥(vein pattern)

같은 형상을 나타내었다[14]. 전단밴드 형성시 순간적으로 좁

은 영역에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Fig. 6(a,c,d)와

같이 작은 droplet들이 표면에 남는 경우가 있다. 특히, Cr

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Fe79C11B8Si2 조성의 리본 같은 경우

에는 다른 비정질 리본에 비해 가장 뚜렷한 전단밴드를 나타

냈음에도 가장 낮은 강도와 연신율을 보였다. 이는 비정질의

변형 메커니즘인 불균일 유동(inhomogeneous flow)으로 인

해 형성되는 전단밴드(shear band)에서의 변형이 너무 빠르

게 일어나게 되어 파괴가 비교적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높은 강도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15]. 

추가적으로 파괴 후 형성된 전단밴드와 그 주변부에 대한

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성 분석은 가장 뚜렷한 전단밴드를

나타내고 있는 Fe79C11B8Si2 조성의 파단된 리본에 대해 이

루어 졌다. 조성 분석에 사용된 샘플이 정확한 정량적인 분

석이 어려운 C이 다량 포함된 조성이었기 때문에 절대 값

측면보다는 상대적인 스펙트럼에 크기에 집중해서 데이터를

비교해보았는데, 그 결과 Fig. 7과 같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잎맥 형상의 언덕부분 중심부(Fig. 7의

①과 ②)에서는 C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매우 높게 나타나

고 바닥 부분(Fig. 7의 ③)에서는 비교적 낮은 C 스펙트럼을

가졌다. 사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분석에서 제시된

C의 절대값에 대한 신뢰성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인 조성 비교를 위하여 많은 지점에서 잎맥 언덕 중

심 부분과 바닥부분에서 분석한 결과 같은 경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고려해봤을 때 전단밴

드가 가장 열린 공간(open structure)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5. Strain-Stress curves for the as-melt spun ribbons.

Table 2. Tensile strength and strain of amorphous ribbons (Fe79C11-
B8Si2)100-XCrX (X = 0,2,4,6,8).

Composition (at%) UTS(MPa) Strain(%)

Fe79C11B8Si2 2,359 1.832

(Fe79C11B8Si2)98Cr2 2,408 1.989

(Fe79C11B8Si2)96Cr4 2,886 2.686

(Fe79C11B8Si2)94Cr6 2,825 2.415

(Fe79C11B8Si2)92Cr8 2,481 1.676

Fig. 6. Secondary electron images of fracture surfaces of the as-melt spun ribbons (Fe79C11B8Si2)100-XCrX ribbons: a) x = 0, b) x = 2, c) x = 4, d)

x = 6 and e) x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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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정질 금속에 강한 응력이 가해질 때 변형이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 전단밴드를 중심으로 자유 공간

(free volume)이 집중되는 현상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

어 난다[15,16]. 추가적으로 탄소는 다른 원소에 비해 매우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이동에 자유롭다. 따라서, 전단 밴

드 형성 중에 전단밴드 영역으로 탄소의 편석이 발생할 수 있

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4. 결  론

리본형태의 콘크리트 강화 파이버를 개발하기 위해 (Fe79C11-

B8Si2)100-XCrX (X = 0,2,4,6,8 at%) 조성 비정질 리본의 비정

질 형성능과 기계적 성질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크롬함량 증가에 따라 비정질 형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고 8at%의 Cr 첨가시 소량의 결정상이 형성됨을

XRD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또한, 기계적 특성 같은 경우에

는 소량의 Cr 첨가는 강도와 연신율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

었다. 즉, 4~6 at% Cr이 합금화 되었을 때는 강도와 연신율

이 각각 2.8GPa, 2.5%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였

다. 그러나 Cr이 8 at% 포함된 조성은 강도와 연신율이 다

소 떨어지는 연신율과 강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전단밴드

와 주변부에 대한 EDS 조성 분석 결과 탄소의 전단밴드 중

심부로의 편석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으나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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