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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based amorphous coatings were fabricated on a soda-lime glass substrate by the vacuum kinetic spray method.

The effect of the gas flow rate, which determines particle velocity, on the deposition behavior of the particle and microstructure

of the resultant films was investigated. The as-fabricated microstructure of the film was studied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d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 Although the activation

energy for transformation from the amorphous phase to crystalline phase was lowered by severe plastic deformation and particle

fracturing under a high strain rate, the crystalline phases could not be found in the coating layer. Incompletely fractured and

small fragments 100~300 nm in size, which are smaller than initial feedstock material, were found on the coating surface and

inside of the coating. Also, some pores and voids occurred between particle-particle interfaces. In the case of brittle Fe-based

amorphous alloy, particles fail in fragmentation fracture mode through initiation and propagation of the numerous small cracks

rather than shear fracture mode under compressive stress. It could be deduced that amorphous alloy underwent particle fracturing

in a vacuum kinetic spray process. Also, it is considered that surface energy caused by the formation of new surfaces and

friction energy contributed to the bonding of fra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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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정질 합금이란, 결정질 합금이 원자들의 주기적인 배

열에 의해 장범위 규칙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원

자들의 무질서한 배열에 의한 액상 구조를 가진 합금을

비정질 합금이라고 한다. 결정질 합금이 이방성, 입계 편

석, 면결함 등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비정질 합금은

조성이 균일하고 결정학적으로 이방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질 금속에 비해 강도와 경도가 높고, 내부

식성, 내모마성이 우수하여 차세대 소재로 각광 받고 있

는 소재이다.1-4)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

고 상온에서 취성으로 인하여 가공이 어렵고, 제조단가

가 높으며 벌크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5-7)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비정

질 재료의 우수한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

사 코팅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열 용사 코팅 기

술(thermal spray)은 후막 코팅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정이다. 열 용사 공정은 열원의 특성 변화

폭이 매우 넓어 고융점 세라믹 소재에서 저융점 고분자

소재까지 다양한 소재를 적층시킬 수 있는 유용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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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써, 성막 속도가 매우 빠르고 모재 형상의 제약

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8) 그러나 열 용사

공정은 기본적으로 코팅소재를 완전 혹은 반 용융상태

로 용융시키는 과정이 동반되므로 분말 입자가 고온의

열원 내를 비행하는 과정에 열적 활성화 반응이 필연적

으로 동반되고, 재료의 산화에 의한 비정질 형성능(glass

forming ability)감소와 상온에서 준안정 상태에 있던 비

정질상이 높은 온도에서 열역학적 안정상인 결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결정화로 인하여 그 코팅 특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존재한다.9,10) 그리하여 기존의 열 용사 공정의 장

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새

로운 공정 기술로 저온 분사 공정(kinetic spray)이 제시

되었다. 저온 분사 공정은 초고속 충돌 입자의 극심한

고변형률 변형(최대 변형률 ~109/s)에 의한 충돌 계면의

단열 온도 상승이 계면의 열적 활성화를 유발하여 고상

접합을 형성하는 공정이다.11) 이때 저온 분사 공정은 열

원이 열적 활성화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높지 않으며,

매우 빠른 입자 비행으로 인해 열원과 입자의 반응 시

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평형 소재와 같이 열적 활성화

반응에 민감한 소재를 코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12) 그

러나 열 용사 공정에 비해 굉장히 우수한 특성에도 불

구하고 매우 높은 제조 단가로 인해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공 저온 분사 공정(vacuum kinetic spray)은 1990년

대 후반, 일본의 J. Akedo 박사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

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코팅 기술이다. 진공 저온 분사 공정은 주로 서브마이

크론 크기의 분말의 극심한 소성 변형과 파괴 과정을 통

해 나노 구조의 치밀한 박막과 후막을 형성시키는 공정

으로, 상온에서 추가적인 열원없이 매우 치밀한 코팅층

을 형성할 수 있고, 성막 속도가 빠르고 공정비용이 저

렴하며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13-16) 현재 진공 저온 분사 공정에 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산업 적용을 위

한 소재 응용을 위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기초적인 재료

의 적층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적

층 메커니즘이 규명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모든 연구

가 세라믹 소재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공 저온 분사 공정의 적층 메

커니즘 규명을 위해 세라믹 소재와 마찬가지로 취성이

강한 Fe계 비정질 소재를 초기 분말로 선정하였다. 진

공 저온 분사 공정에서 입자의 속도는 가스 유량에 의

해 결정되므로,13,14) 가스 유량을 주요 변수로 하여 비행

입자 속도에 따른 비정질 재료의 적층 거동 및 미세구

조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스 분무법으로 제조된 Fe계 비정질

재료(Nanosteel Co. Ltd, USA)를 초기 분말로 사용하였

고, 분말의 화학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진공 저

온 분사 공정에 적절한 크기의 분말로 만들어 주기 위

해 볼밀링 공정을 수행하였다. 지르코니아 볼과 분말을

15:1의 무게비로 혼합하여 300 rpm으로 10시간동안 볼

밀링을 수행하였다. 이때, 분말과 볼의 충돌로 발생하는

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에탄올 분위기에서 볼밀링을 수

행하였다. 코팅 전 적층 효율 향상 및 분말 내부 수분

을 제거하기 위해 130 oC의 드라이 오븐에서 24시간동

안 건조시켰다. 볼밀링 처리된 분말은 Fig. 1의 진공 저

온 분사 공정 장비를 통하여 적층되었다. 76 × 26 × 1

mm3 크기의 소다 석회 유리를 기판으로 사용하였다.

Table 2는 진공 저온 분사 코팅의 공정 조건을 나타내

고 있으며, 자세한 공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스 및 입

자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스 유량을 주요 변수로

하여 2~18 L/min으로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

한, 충분한 입자의 속도를 얻기 위해 헬륨 가스를 공정

가스로 사용하였고 0.6 MPa의 가스압력으로 가압하였다.

노즐은 convergent-barrel 형태의 입구 5.0 × 0.4 mm2인

슬릿 노즐(slit nozzle)을 사용하여 5.0 × 20 mm2의 면적을

코팅하였으며, 노즐과 기판과의 거리는 8 mm, 기판의 이

동 속도는 1 mm/s로 각각 고정하였다. 데포지션 챔버 내

의 압력이 6.0 × 10−2Torr일 때 적층을 시작하여 10 pass

동안 코팅을 실시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feedstock material.

Cr Mo W B Mn C Si Fe

wt % < 25 % < 20 % < 10 % < 5 % < 5 % < 3 % < 2 % Balance

Table 2. Vacuum kinetic spraying parameter.

Nozzle type Slit nozzle

Substrate Soda-lime glass

Carrier gas He

Gas pressure 0.6 MPa

Consumption of carrier gas 2, 6, 10, 14, 18 L/min

Starting deposition pressure 6.0 × 10
−2

torr

Working distance 8 mm

Gun transverse speed 1 mm/s

Number of the pass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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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 및 단면은 20 kV의 가속전압으로 작동하는 주

사전자현미경(FE-SEM, SIGMA, Carl Zeiss, Germany)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코팅층의 두께 및 기공률, 파

쇄 입자의 크기는 이미지 분석법(Image-Pro Plus 4.5)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e계 비정질 코팅층의 미세구조는

300 kV의 가속전압으로 작동하는 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

경(HR-TEM, JEM-2100F, JEOL, Japan)을 이용하여 관

찰하였다. TEM 관찰 시편은 single beam focused ion

beam(SB-FIB, FB-2100. Hitachi, Japan) 기술로 제조하

였다. 얇은 코팅층을 보호하기 위해 백금 코팅 후 특정

위치의 직접 식각을 통해 제작하였다. TEM 이미지 및

Fast Fourier Transformation(FFT) 패턴은 TEM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Gatan 프로그램(Digital Micrograph,

Gatan)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초기 분말(As-received, AR 분말)은 가스 분무법으로

제조되어 Fig. 2(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구형의 형태

를 보이고 표면은 어떤 상의 석출도 없는 매우 매끈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b)는 볼밀링된

분말(Ball-milled, BM분말)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미지이

다. 볼밀링 공정 후, 분말의 형상은 구형의 형태에서 얇

고 납작한 형태를 띠는 판상의 형태로 바뀌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BM분말의 표면을 고배율로 확대하여 관찰

해 보았을 때, AR분말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말 내부에 2차상의 석출은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지 분석법으로 측정된 AR

분말의 평균 입도는 약 24 µm로 측정되었고 BM 분말

의 평균 입도는 약 1.5 µm로 볼밀링 후 분말의 입도가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Fig. 2(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2(d)는 AR 분말과 BM 분말의 XRD 패턴을

비교한 결과이다. AR 분말의 경우, 결정상 피크가 없는

브로드한 피크를 나타내고 있고, AR 분말은 비정질 단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SEM과 XRD 결과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BM 분말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브

로드한 피크를 나타내지만, 다른 결정상이 생성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JCPDS 카드와 대조결

과, 지르코니아로 확인되었다. 지르코니아 피크는 볼밀링

과정에서 분말에 지르코니아의 오염이 발생하여 XRD 패

턴에서 관찰된 것으로 사료된다. ICP-MS 방법으로 측정

된 지르코니아의 함량은 약 1.5 % 정도로 측정되었다.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vacuum kinetic spray system.

Fig. 2. Characteristics of Fe-based feedstock material (a) as-received powder, (b) ball-milled powder, (c)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as-

received and ball-milled powder, (d) XRD pattern of as-received and ball-milled powder, (e) TEM micrograph of ball-milled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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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e)는 BM 분말의 TEM 이미지와 SAED 패턴을 나

타낸다. TEM 이미지에서도 얇은 판상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SAED 패턴이 브로드한 링패턴을 나타내는 것

으로 비정질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XRD

패턴과 SAED 패턴 분석 결과, 지르코니아를 제외한 다

른 결정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볼밀링 후에도 비정질상

의 결정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BM 분말을 이용하여 적층하였을 때, 가스 유

량이 2, 10, 18 L/min인 경우 코팅층의 표면 및 단면 변

화를 나타내는 이미지이다. Fig. 3(a)에서 비행 입자들은

기판과 충돌하면서 납작해지고(marked by white circle)

내부에 크랙이(marked by white arrows) 형성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은 비교적 낮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비행 입자의 파괴가 발생하기에 충분한 속도라는 것을 보

여주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적층이 이루어졌다. Fig.

3(b)에서 가스의 유량이 10 L/min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

자가 기판과 충돌하는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

해 입자가 파괴되어 작은 파쇄입자(fragments)가 초기 입

자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스 유량이 18 L/min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자 파괴 현

상이 더욱 심화된 것을 Fig. 3(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자 내부에 크랙의 형성 및 전파가 더욱 심화되고 낮

은 가스 유량(2, 10 L/min)의 표면에서 관찰되는 납작한

형태의 입자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표면은 BM 분

말의 크기보다 작은 약 100~300 nm 크기의 파쇄 입자

(marked by white circle)들로 덮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3(d)와 (e)는 가스 유량이 10 L/min인 경우 코

팅층의 내부를 고배율로 확대하여 관찰한 SEM 이미지

이다. Fig. 3(d)에서 코팅층 내부는 표면과 마찬가지로 약

100~300 nm 크기의 파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Fig. 3(e)에서 코팅층 내부에는 완

전히 파괴되지 않은 입자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입자의 내부에는 다수의 크랙(marked by black

arrows)이 형성되어 있고, 입자가 기판과 충돌 후, 파괴

가 발생하기 전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가스

유량이 18 L/min (Fig. 3(f))로 증가함에 따라, Fig. 3(e)

에서와 같은 입자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모든 입자

가 완전히 파괴가 발생하여, 불규칙한 형상의 작은 파

쇄 입자들이 납작해지고 대체적으로 옆으로 누운 형태

로 적층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파쇄

Fig. 3. Surface morphology change according to different gas flow rate (a) 2, (b) 10, (c) 18 L/min and cross-sectional image of the coating

at (d), (e) 10 and (f) 18 L/min.

Fig. 4. Cross-sectional TEM micrographs of film fabricated under gas flow rate of (a) 2, (b) 10, (c) 18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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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marked by black arrows)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TEM 이미지에서 더욱 명확하게 관찰

할 수 있다. Fig. 4는 가스 유량이 2, 10, 18 L/min 인

경우, 코팅층의 TEM 단면 이미지를 나타낸 결과이다. 코

팅층 내부는 작은 입자들이 무질서한 방향으로 적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세라믹 코팅층

의 미세구조와는 다르게 파쇄 입자와 입자 사이에 뚜렷

한 계면과 빈 공간(Pore)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코팅층

내부에 존재하는 빈 공간의 함량은 대략 2~3 % 정도로

모든 조건에서 유사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파

쇄 입자의 크기는 약 100~200 nm로 측정되었으며, BM

분말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SEM과 TEM 관찰 결과, 코팅층의 표면과 내부는 BM

분말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약 100~300 nm 크기

의 작은 파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Fe계 비정질 재료의 경우, 압축응력 하에서 전

단 띠(shear band)의 생성 및 전파에 의한 shear fracture

mode로 파괴가 발생하기 보다는 입자 내부에서 수많은 크

랙의 형성 및 전파에 의한 fragmentation fracture mode

를 통해 재료의 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17,18) Fig.

5는 비정질 입자의 적층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비

행 입자가 계면과 충돌 후 파괴되면서 생성되는 새로운

표면에 의한 표면 에너지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한 1차

적 결합이 형성되고, 입자가 기판과 충돌하면서 발생하

는 마찰열과 연속적인 입자 충돌에 의한 결합의 강화 과

정에 의해 적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은 각 가스 유량이 2 L/min인 경우, 코팅층의 단

면 TEM 분석결과이다. Fig. 6(b)와 (c)는 Fig. 6(a)의

박스로 표시된 지역을 고분해능 TEM으로 관찰한 결과

이다. Fig. 6(b)에서 입자 적층 시 상대적으로 응력이 집

중되는 파쇄 입자 사이의 계면(b 지역)을 고분해능 TEM

으로 관찰해 보았을 때, 계면은 원자들이 무질서한 방

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고, FFT 패턴 또한 브로드한 링 패턴을 가짐으로써 비

정질 단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6(c)의 경우, Fig. 6(b)와는 다르게 내부에 격자 구조를

가지는 나노 그레인이 함께 관찰되었다. FFT 패턴의 구

조분석 결과, 코팅층 내부에서 관찰되는 결정상은 [1 3

1] zone axis를 가지는 지르코니아로 확인되었다. 

Fig. 7은 상대적으로 입자 속도가 빠른 18 L/min인 경

우, 코팅층의 단면 TEM 분석결과이다. 18 L/min인 경우

도 Fig. 6(b)와 유사하게 파쇄 입자의 내부, 입자와 입

자 사이의 계면(Fig. 7(b))에서 어떤 격자 구조도 발견

되지 않았고, FFT 패턴이 브로드한 링 패턴을 가지고 있

음을 통해 적층 후에도 비정질 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

Fig. 5. Schematic illustration of particle fragmentation during deposition.

Fig. 6. HR-TEM cross-sectional image for (a) 2 L/min, (b) and (c) higher magnification image of the white dashed box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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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또한, Fig. 7(c)에서 관찰되는 결정상은 [1

1 1] zone axis를 가지는 지르코니아로 확인되었다.

TEM 분석결과, 코팅층 내부에는 볼밀링 과정에서 발

생한 지르코니아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결정상도 발견되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입자 충돌 후 빠른

변형 속도로 야기된 변형 에너지에 의해 비정질상에서

결정상으로의 활성화 에너지는 감소되지만 매우 작은 입

자 크기에 빠른 냉각 속도 등으로 인해 결정화는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19,20)

4. 결  론

Fe계 비정질 재료를 진공 저온 분사 공정을 이용하여

코팅하였을 때, 가스 유량에 따른 재료의 적층 거동 및

코팅층의 미세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비

록 입자 적층 과정에서 높은 변형 에너지에 의한 비정

질상에서 결정상으로의 활성화 에너지 감소와 계면에서

의 온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입자 파괴에 의한 변

형 에너지 해소와 작은 입자 크기로 인한 빠른 냉각 속

도로 적층 과정에서 결정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코팅층

표면 및 내부는 초기 분말의 크기에 비해 훨씬 작은 파

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뚜렷

한 계면과 빈 공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Fe계 비정질 재료의 경우, 입자 내부에 수많은 크랙의

형성 및 전파에 의한 fragmentation fracture mode로 입

자 파괴가 발생되고, 이때 생성되는 새로운 계면에 대

한 표면 에너지와 입자가 기판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마찰열 등이 결합 에너지로 전환되어 일차적인 결합이

형성되고, 연속적인 입자 충돌에 의해 적층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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