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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열 라즈마 용사공정을 통한 NiTiZrSiSn 벌크 비정질 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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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ert gas atomized NiTiZrSiSn bulk metallic glass feedstock was sprayed onto the copper plate using 
vacuum plasma spraying process. In order to change the in-flight particle energy, that is, thermal energy, 
the hydrogen gas flow rate in plasma gas mixture was increased at the constant flow rate of argon gas. 
Coating and single pass spraying bead were produced with the least feeding rate. Regardless of the plasma 
gas composition, fully melted through unmelted particle could be observed on the overlay coating. 
However, the frequency of the unmelted particle number density was increased with the decrease of the 
hydrogen gas flow rate. The amorphous phase fraction within coating was also affected by the number 
density of the unmelted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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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비정질 소재는 일반 으로 결정소재와는 달리 장범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 특이한 구조 인 특성으로 인하

여 특이한 기계 , 화학  특성을 가지므로 공학 인 유

용성이 매우 높은 소재다1-5). 그러나, 응고를 통해서 형

성되는 기존의 비정질 소재는 액상에서 냉각되는 과정

에 결정화를 억제할 수 있는 임계 냉각속도 (critical 

cooling rate)가 105 Ks-1 이상이 요구되므로, 주로 멜트 

스피닝 (melt-spinning) 공정을 통한 박 형태로 형상이 

크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속계 비정질 

소재를 벌크화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재

는 소  속계 벌크 비정질 소재라고 알려진 다양한 

조성의 신소재가 개발되었다. 

  주로 실험 인 에서 발견된 상에 기 한 화학

조성 최 화 과정 (소 , empirical rule)을 통해 개발된 

벌크 비정질 소재 (BMG: bulk metallic glass)는6-8) 기

존의 비정질 소재와 크게 2가지의 에서 차이를 나

타낸다. 첫째로, 비정질 형성을 한 임계 냉각속도가 

수 Ks-1의 범 로 확장되었다는 과 둘째로, 특이한 열

기계  특성을 나타낸다는 이다. 자의 특성은 기존

의 박 형태를 벗어난 벌크화된 부품을 형성시킬 수 있

다는 에서 산업  유용성을 가진다. 응고과정을 통해 

형성된 비정질 구조는 열역학 으로  안정상태이므로 

후속 열처리 과정에 구조  불안정성이 발되어 고상

상태에서 결정화되는 비가역  상변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승온 과정에서 기계  특성이 특이한 양상을 띠

는 것이 찰된다. 압축 혹은 인장 응력하에서의 변형곡

선이 실험 온도의 상승에 따라 특정 온도 이상에서 소

연 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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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l chemistry

[at.%]

Oxygen

[wt.%]
Morphology Phase

Thermal properties

Tg Tx

Ni57Ti18Zr20Si3Sn2 0.11 Spherical Amorphous 549 597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feedstock materials

Centerline of the plasma jet

Centerline of mass flux

Centerline of the plasma jet

Centerline of mass flux

Centerline of the plasma jet

Centerline of mass flux

Centerline of the plasma jet

Centerline of mass flux

Fig. 1  Vacuum plasma spraying process

, 소성 (superplasticity)으로 알려진 상이 찰되

는 것이다. 이러한 열기계  특성변화는 열분석을 실

시하는 과정에 찰되는 과냉구간 (supercooled liquid 

region)의 형성과 상 계를 가진다. 고상 상태의 비

정질 소재를 가열하는 경우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성 (viscosity)의 감소가 소성의 원인이 된다
9-11)

.

  벌크 비정질 소재는 자체를 구조소재로 용하는 방

법과 코 으로 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본 연구에

서는 비교  후막의 코 을 형성할 수 있는 공정기술

에 을 맞추고 있다. 열 라즈마 용사공정은 열원

의 특성 변화폭이 매우 넓어 소재 용범 가 매우 넓

은 공정기술이다. 동시에, 성막속도가 매우 빠르고 모

재 형상의 제약성이 상 으로 은 유용한 공정기술

이다. 공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분 기에 따라서 크

게 기 라즈마 용사공정 (APS: atmospheric 

plasma spraying)과 진공 라즈마 용사공정 (VPS: 

vacuum plasma spraying)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열 

라즈마 제트에 주로 수직한 방향으로 분말 형태의 코

소재를 주입하면, 입자가 열원내를 비행하는 과정에 

열원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 가속  가

열된다. 독립 인 비행경로를 통하여 비행한 입자는 

모재와 충돌되는 순간 충돌 상을 (flattening & rapid 

solidification) 통해서 스 랫 (splat) 이라는 단 층

을 이루게 되고, 코 은 이러한 스 랫의 집합조직으

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 라즈마 제트의 유동특성과 소재 

열  활성화 거동을 고려하여 진공 라즈마 공정을 

선택하 다. 노즐 출구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되는 열 

라즈마 제트는 와류 특성으로 인하여 외기의 가스가 

내부로 침투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상은 열원

의 냉각효과 외에도 외기를 구성하는 기체 분자의 내

부 유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 상태에서 공정이 이

루어진다면 열원내로 유입되는 기내의 산소가 

NiTiZrSiSn을 구성하는 합 성분과 산화반응을 유발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0,12)

. 실제로, 고속 화염용사 

공정을 용한 벌크 비정질 코  형성 연구
12)

에서는 

열원내를 비행하는 비행입자의 산화거동이 충돌입자의 

화학조성에 향을 미치고, 결과 으로 충돌하는 잔류 

속액상의 화학조성에 따라 냉각과정에서 요구되는   

                                                   

임계 냉각속도의 변화가 코 의 상조성에 일차 으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

조성 변화에 따른 요인을 배제하 다.

  주요 연구 은 열 라즈마 제트의 가스 엔탈피 

변화를 통해서 비행입자의 에 지 상태를 변화시키고, 

비행입자의 에 지 변화가 결과 으로 형성되는 코

내 상조성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분말소재는 진공 가스 분무법 (inert gas 

atomization)으로 제조하 다. 공정에 앞서 분말의 특

성 평가를 실시하 고, 결과를 Table 1에 나타냈다. 주

로 구형의 분말로 평균입자 크기는 35 ㎛ 다. 열 물

리  특성은 열분석기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방법을 용하여 측정하 다. 분말은 실험

에 앞서 건조기를 이용하여 150 ℃에서 30분간 건조시

켰다.

  Fig. 1은 진공 라즈마 용사공정을 보여 다. 코  

분말소재를 라즈마 토치에 수직한 방향으로 주입하

고, 분말의 기 모멘텀과 화염의 모멘텀의 상호작

용으로 비행입자의 비행궤 이 라즈마 제트의 심

축에서 이되는 양상이 찰되었다. 모재는 구리합

을 이용하 고, 코 에 앞서 표면 요철화 (grit 

blasting) 과정과 세척 과정을 거쳤다.

  챔버 내부의 진공도는 기 진공도를 5×10
-4
 bar 이

하로 제어하 고, 공정  압력을 2.5×10
-1
 bar로 제어

하 다. 공정변수는 비행입자의 열 에 지를 제어하고

자 라즈마 혼합가스내 아르곤 가스 유량을 40 slm   

                                              



 윤상훈․김 섭․김수기․이창희 

382                                                            Journal of KWJS, Vol. 25, No. 4, August, 2007

44

Designation
H2 gas

flow rate [slm]

Arc voltage

[V]

Arc power

[kw]

Water power

[kw]

Gun

efficiency

VPS 1 4 49 24.5 12.6 48.6 %

VPS 2 6 53 26.5 13 51.0 %

VPS 3 8 57 28.5 13.8 51.6 %

VPS 4 10 61 30.5 15 50.8 %

Table 2 Process parameters

200㎛

50㎛    

200㎛

50㎛   

(a) VPS 1 coating                          (b) VPS 2 coating

200㎛ 50㎛

    

200㎛ 50㎛

(c) VPS 3 coating                      (d) VPS 4 coating

Fig. 2 Plane-view and cross-sectional morphologies of the as-sprayed coatings

(standard liter per minute)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수소

가스의 가스 유량변화를 통해서 라즈마 제트의 가스 

엔탈피를 제어하 다. 한, 아크 류를 500 A로 일

정하게 유지하 고, 용사거리를 250 mm, 분말 송 속도

를 45 gm-1로 유지하 다. 수소가스 유량변화에 따른 

아크 압과 아크 력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냈다. 

열 라즈마 제트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리 노즐의 용융

을 억제하기 해서 냉각수를 이용한 강제 냉각을 실시

한다. 이 과정에서 열 손실 (water power)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주입된 기 에 지 (arc power)와 열 라

즈마 제트의 에 지 (arc power – water power) 사이에 차

가 발생하고, 이 사이의 비율을 건 효율 (gun 

efficiency)이라 하며 본 기기의 공정범 에서는 효율이 

약 50 % 정도로 나타났다.

  라즈마 토치는 로 에 의해 구동되었고, 횡방향 이동

속도를 1 ms-1로 수직방향 간격을 5 mm로 하여 6회 반

복 층을 실시하 다.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코 은 주

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단면과 표면 조직을 찰하

고, 상조성을 X-선 회 분석을 통해서 찰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As-sprayed 상태의 코  표면과 단면 미세조직을 

Fig. 2에 나타냈다. 표면 조직 사진에서 찰되는 구형

의 입자는 미용융 분말 입자의 층을 나타내며, 비행시 

열원과의 충분한 열 달 과정을 거치지 못해 부분 용융

상태 (고+액 혼상)로 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경

우 정확한 임계 용융 정도는 알 수 없으나 일반 으로 

응고에 기 한 열 라즈마 코  공정에서는 충돌 입자

내 액상 분율이 높을수록 층 가능성은 높아진다. 수소 

유량의 증가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는 VPS 1 조건을 

제외하고는 유량의 증가가 미용융 입자의 빈도와 평균 

크기가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이 찰된다. 그리고, 코  

두께 변화를 통하여 층 효율이 정성 으로 상승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소 유량증가에 따른 열 

라즈마 제트의 가스 엔탈피와 열 도도 상승이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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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PS 1: 40 slm Ar – 4 slmH2                    (b) VPS 2: 40 slm Ar – 6 slm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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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VPS 3: 40 slm Ar – 8 slmH2                      (d) VPS 4: 40 slm Ar – 10 slmH2

Fig. 3  X-ray diffraction of the as-sprayed coating according to the hydrogen gas flow rate

                 [  : Cu,   : Ni10(Ti,Zr)7,   : Ni(Ti,Zr)]

열 에 지를 높여 용융정도가 향상된 결과이다. 외 상 

이러한 경향에 어 나는 VPS 1 조건은 실제로 입자의 

층 효율이 매우 낮다. 동시에, 층 스 랫의 평균 크

기도 매우 작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주입 분말입자

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비행 에 가열되야 할 질량

이 작아 빠른 온도변화와 층에 요구되는 임계 용융 

상태에 효과 으로 도달하는 반면, 입자 크기가 큰 경우

에는 이와 반 로 부분 임계 용융 상태에 도달하지 못

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3에는 as-sprayed 상태의 코  상조성을 확인하

기 해 실시한 X-선 회 분석 결과이다. 혼합가스 조

성과 계없이 결정상 피크가 비정질 상으로부터 기인

하는 피크 (diffuse peak)에 혼재된 양상을 보 다. VPS 

1 조건에서는 Fig. 2의 단면조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코 의 두께가 고르지 못하고 충분한 코 을 형성하지 

못한 결과로 모재인 구리의 피크가 찰되었다. 수소 유

량의 증가는 반 으로 결정상의 상  피크가 감소하

는 결과를 래하 다. 찰되는 결정상으로는 

Ni10(Ti,Zr)7 과 Ni(Ti,Zr) 속간 화합물이 있다
7,10,12)

.

  비정질 상은 열역학 인 에서  안정상태이다. 

따라서, 비정질 상이 임계 온도 (Tx: crystallization 

temperature)로 가열되면 고상상태에서 결정상으로의 

비가역  상변태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벌크 비정질 

분말의 야 학  특성을 열 라즈마 스 이 공정의 

특성과 함께 고찰하면 (실제로, Fig. 2의 미세조직 상의 

특징 (미용융 입자의 빈도수와 미용융 입자의 상 인 

크기)과 Fig. 3의 X-선 회 결과를 고려할 때) 부분 용

융입자의 온도 분포를 Fig. 4와 같이 도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I과 II 역은 용융  이하의 온도분포를 가지

는 고상을 나타내고, III 역은 액상을 나타낸다. 고상 

역은 다시 결정화 온도를 심으로 비정질이 유지되

는 I 역과 고상상태의 결정화가 발생하는 II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 용융된 충돌 입자의 잔류 

고상에서 비가역  상변태 과정을 거쳐 결정상이 형성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동을 라즈마 혼합

가스의 조성과 함께 고찰하면, 수소의 유량비가 증가함

에 라즈마 제트의 가스 엔탈피의 상승과 열원의 열

도도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비행입자의 온도구배의 

특성이 차 으로 III의 액상 역이 확 되어 I 역을 

포함한 잔류고상 역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된다.

  실제로, 비행 입자의 거동을 찰하기 해서 분말 송

량을 3 gm-1 이하로 하고 토치의 횡방향 이동속도를 

3 ms-1의 속도로 하여 1회 이송한 후 형성된 스 랫의 

형상을 찰하 다. Fig. 5에 나타난 스 랫 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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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Schematics for a temperature distribution in a partially melted particle during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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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racteristic splat morphologies observed in the vacuum plasma spraying

표 인 형상으로 라즈마 혼합가스의 가스 유량에 따

라서, 각 형상의 상  빈도의 차이를 보일 뿐 본 연구의 

실험범 에서 공통 으로 찰되었다. (a)는 완  용융

입자가 충돌된 후 형성된 스 랫의 형상을 나타낸다. 스

랫의 형상은 충돌 액상입자의 온도/속도, 크기, 모재

의 온도, 열 물리  특성  거칠기 등의 향을 받는

다. (b)는 반용융 입자의 층 양상을 나타낸다. 고상은 

충돌시 변형을 일으키고 액상은 충돌시 퍼짐 상을 통

해 에 지 환을 일으킨다. (c)와 (d)는 스 랫 주 의 

형상 인 특성 (고/액 혼상인 경우 (b)와 같은 형상을 

나타내거나 액상의 분율이 낮은 경우 작은 액상 입자 

(satellite droplet)를 형성함)으로 미루어 고상 상태에서 

층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변형 정도에 

있어 (c)와 (d)가 큰 차이를 나타냈다. Kinetic 스 이 

공정에서는 기본 으로 비행입자의 가열없이 운동 에

지만을 이용하여 충돌시 충돌입자와 모재의 변형을 통

해 입자 층이 이루어진다. Kinetic 스 이 공정을 

통해서 층되는 구리 입자의 변형 정도 (flattening 

ratio = splat diameter x (its original particle 

diameter)
-1
)가 1.5에서 2 정도의 범 를 가진다는 것[13]

과 상 으로 높은 변형율 하에서의 벌크 비정질 소재

의 상온 응력-변형 곡선거동을 고려하는 경우 (c)의 경

우에는 비행입자의 온도가 과냉액상 역 (supercooled 

liquid region)에 가까운 온도까지 가열된 상태에서 충돌

하여 소성이 구 된 변형을 유발한 것으로 사료되고, 

(d)의 경우는 비정질 천이온도 (Tg: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이하의 역까지 가열된 입자가 충돌되어 

형성된 스 랫으로 사료된다.

  Fig. 6에서는 수소가스 유량의 증가에 따라 찰되는 

미세조직의 변화와 상조성의 변화 사이의 상 계를 

도식하 다. 수소 가스 유량 증가에 따라서 코  내 미

용융 입자의 수 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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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ickers microhardness on the coating surface

정상의 상분율 역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

해서, 미용융 분말 입자의 수 도가 직 으로 코  내 

비정질 분율과 직 인 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수 도의 경우에는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무

작 의 선택 역의 표면  총합이 4 mm2 가 되도록 촬

한 후 찰되는 미용융 입자의 개수를 측정하 고 미

용융 분말의 수 도가 가장 높은 VPS 2 조건을 기 으

로 노말라이징 처리하 다. 비정질 분율의 경우에는 X-

선 회  패턴에서 비정질 피크와 결정상 피크의 면 비

를 이용하여 정성 으로 계산하 다. 결과 으로, 미용

융 입자의 수 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비정질의 분율이 

증가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코  표면을 연마한 후 미소경도를 측정하 고 결과

를 Fig. 7에 나타냈다. 코 층의 경도는 략 300 g 하

에서 비커스 경도 600 후의 값을 나타냈다. 특징은 

수소 유량의 증가에 따라서 경도값이 감소하다 상승하

는 경향과 측정값의 표 편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자의 경우에는 비정질 분율의 증가에 따른 경도 

감소와 조직 치 화에 따른 경도 증가의 교호작용의 결

과로 사료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조직 치 화와 균질화

의 향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NiTiZrSiSn 벌크 비정질 조성의 코 분말을 진공 열 

라즈마 용사 공정을 이용하여 코 하는 경우 코 의 

비정질 분율이 수소 유량의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소 유량이 높음에 따라서 열 라즈마 

제트의 가스 엔탈피가 높아지는 동시에 열원의 열 도

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비행입자의 온도가 높아지고 결

과 으로 입자의 용융정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로, 수소 유량의 증가에 따라서 코 내 미용융 입자의 

수 도가 감소하는 경향과 코 내 비정질 분율의 감소

가 찰되었다. 결론 으로, 비정질 분말의 진공 라즈

마 용사에서는 입자의 용융 여부가 비정질 형성의 일차

인 요인이 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

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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