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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effect of annealing on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 of

electroplated Invar Fe-Ni alloy. The CTE of the as-electroplated alloy is lower than those of alloys annealed at 400 oC and

800 oC. XRD peaks become sharper as the as-electroplated alloy is annealed, which means the grain growth. The average grain

sizes of as-electroplated and as-annealed alloys at 400 oC and 800 oC are 10 nm, 70 nm, and 2 µm, respectively, as determined

by TEM and EBSD analyses. The CTE variation for the various grain sizes after annealing may come from the magnetostriction

effect, which generates strain due to changes in the magnetization state of the alloys.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is

considered to be affected by nano grain size in electroplated Fe-Ni Invar alloys. As grain size decreases, ferromagnetic forces

might change to paramagnetic forces. The effect of lattice vibration damping of nano grain boundaries could lead to the decrease

of 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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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바(Invar) 합금은 온도변화에 불변(Invariable) 특성을

갖는다. 이것은 인바 합금이 온도 증가에 따라 열팽창

이 없거나 오히려 열수축(negativ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NCTE)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효과는 큐리 온도(Tc) 이하에서 발생하며 격자진동과 자

기수축(magnetic contraction)의 조합인 마그네토-스트릭션

(magneto-striction)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이금속의 최외각 전자인 3d-전자

분포에 의한 것으로써 “페로마그네틱(ferromagnetic)→ 파

라마그네틱(paramagnetic)”의 3d-페로마그네틱 불안정성

(instability)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된다.3) 인바 합

금에서 결정립크기가 열팽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파라마그네틱 측면에서 네가티브 마그네토-스

트릭션의 NCTE는 결정립 미세화가 유리한 것으로 보고

된다.4,5)

그러나 이러한 네가티브 마그네토-스트릭션의 NCTE는

오스테나이트(γ)가 마르텐사이트(α‘) 또는 ε 마르텐사이

트로 상변태되는 과정 또는 탄성계수 변화와도 연관을

갖을 수 있다. 이와 같이 NCTE에 대한 결정립크기 효

과는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6-8)

또한 Goodwin에 의하면 NCTE는 마그네토-스트릭션 뿐

만 아니라 자기 규칙화(magnetic ordering), 멀티페로틱

스(multiferrotics), 전기극성도(electric polarzation) 및 고

온 초전도현상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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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주(electroplate) Fe-Ni 인바 합금에서

어닐링 열처리에 의한 나노결정립 성장과 이에 따른 열

팽창 변화의 영향성을 XRD, TEM 및 EBSD와 같은 미

세구조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음극으로는 13 cm × 13 cm의 면적의 광택면으로 가공

된 304 스테인레스강를 사용하였다. 양극으로는 S-Round

니켈(Inco Co.)을 음극과 같은 사이즈의 Ti 바스켓에 담

아서 사용하였다. 전착공정에 사용한 장치를 Fig. 1에 간

략화 하여 나타내었다. Fe-42wt%Ni 합금 전착 용액으로

는 염화철, 황산니켈, 계면활성제, 광택제등을 사용하였

다. 전원 공급은 정류기(Agilent 6033A)로 정전류를 사

용하였고, 전류밀도는 40~60 mA/cm2의 범위로 하였다.

제작된 Fe-45wt%Ni 합금기판의 두께는 50 µm 이다. 이

러한 필름 형태의 인바합금이 인바 전자기특성이 요구

되는 재질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주제작을 시행

하였다.

제작된 기판들은 10분간 Ar 분위기에서 공기 배기를

실시하고, 고순도 수소의 분위기에서 400 oC와 800 oC 조

건으로 1시간동안 어닐링 열처리 후 노냉하였다. 어닐링

된 Fe-45wt%Ni 합금기판들은 TMA(Thermal Mechanical

Analyzer, Q400 TA Ins.)를 사용하여 열팽창 거동을 분석

하였다. 또한 XRD(X-Ray Diffraction, PANalytical X‘Pert

PRO MPD),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OL-JEM 2000FX) 및 EBSD(Electron Back Scattered

Diffraction, HITACHI QUANTA 3D FEG)를 사용하여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전주(electroplate) Fe-Ni 인바합금에 대하여 400 oC와

800 oC에서 어닐링처리하고 이에 대한 열팽창계수(coeffi-

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를 측정하였다. Fig. 1

은 인바 거동을 보이는 전주 및 어닐링의 세 가지 시

험편들의 온도에 대한 CTE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에서 CTE는 전주상태(as-electroplated) 시편이 어닐

링 시편들보다 낮은데, 전주상태의 경우 200 oC~300 oC

온도구간에서 negative 열팽창계수인 NCTE(negative co-

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까지 관찰된다. 이에 비해

어닐링된 시편은 상온~400 oC 온도구간에서 거의 일정한

CTE를 보이는데, CTE 절대값은 800 oC 어닐링이 400 oC

어닐링 시편보다 큰 것으로 측정된다. 

Fig. 2에서 전주상태 시편이 400 oC에서 급격한 CTE

감소를 보이는 것은 상변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

다. 또한 400 oC 이상의 온도에서 모든 시편의 경우 CTE

가 증가하는 것은 온도증가에 따른 격자진동(phonon) 증

가로 판단된다. 그런데 본 연구는 인바특성이 중요한 상

온~400 oC 온도구간을 중점으로 고찰한 것으로써 400 oC

온도 이상의 CTE 거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전주상태와 어닐링 시편들의 격자구조/격자상수 및 결

정립크기 측정을 위하여 XRD가 수행되었다. Fig. 3에서

Fig. 1. Schematic of electroplating.

Fig. 2.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CTE) of as-electroplated

(red & green) and as-annealed at 400 oC(blue) and 800 oC(black). 

Fig. 3. XRD peaks of as-electroplated and as-annealed at 400 oC

and 8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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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편들의 XRD 피크 위치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

는데, 그림의 세 피크는 각각 fcc의 (111), (200), (220)

해석된다. 

세 시편의 XRD 피크에서 두 개의 전주상태 시편의 피

크는 어닐링 시편들의 피크에 비하여 피크 폭이 넓다. 또

한 어닐링 시편들에서도 400 oC 피크가 800 oC 피크에

비해 피크 폭이 넓은 것(broadening)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XRD 피크 폭의 확장 비율은 Scherrer Equation에

의해 결정립크기로 환산될 수 있다.9) 이것은 결정립 크

기가 작거나 내부응력이 클 경우 원자간격이 커지고 이

에 따라 XRD 피크 확장이 이루어 지는 것을 보여 준

다. 임태홍 연구에 의하면 전주상태와 400 oC 및 800 oC

어닐링 시편들의 (111) XRD 피크 폭으로부터 환산되는

결정립 크기는 각각 14.1 nm, 103.7 nm, 138.3 nm인 것

으로 보고된다.10)

이와 같은 XRD 피크확장은 결정립 미세화 외에 전

주 및 어닐링상태에서 잔존하는 응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XRD 피크확장만으로 이러한 두 가

지 효과를 분리 할 수 없으며, 결정립 크기 조대화가 응

력 해소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환산한 것이다.

전주상태와 어닐링 시편들의 결정립 크기 측정을 위하

여 TEM 분석이 수행되었다. Fig. 4~6은 세 시편들의

TEM 미세조직을 보여 주는 것이다. Fig. 4에서 전주상

태 시편은 10 nm 이하의 결정립 크기로 구성되는데, 이

러한 나노크기 결정립에 의한 회절도형은 원형 테 모양

(ring pattern)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 nm

정도 크기의 일부 결정립으로부터는 z = <100>의 fcc 격

자 회절도형이 도출된다. 이에 비해서 어닐링 시편에서

는 400 oC의 경우 약 수십~수백 nm, 그리고 800 oC의

경우 수 µm 정도 크기로 결정립 성장이 관찰된다. 어

닐링 시편에서 성장된 결정립 미세조직에서 z = <111>의

fcc 격자 회절도형이 확인된다(Fig. 6).

이러한 전주 이후 어닐링에 의한 결정립 성장 현상은

Fig. 3에서 XRD 피크 폭이 넓어진 상태인 확장폭(broad-

ening)으로부터 피크 폭이 예리해지는 sharpening 현상과

일치한다. 또한 Yim의 피크 폭 변화로부터 계산된9) 전

Fig. 4. TEM microstructures and diffraction pattern of as-electro-

plated : (a) bright field, (b) dark field, (c) ring diffraction pattern

in fine grain region, and (d) bright field, (e) dark field and (f)

diffraction pattern of z = <100> in coarse grain region.

Fig. 5. TEM microstructures and diffraction pattern of as-annealed

at 400 oC: (a) bright field, (b) dark field in coarse grain region, (c)

dark field in fine grain region. 

Fig. 6. TEM microstructures and diffraction pattern of as-annealed

at 800 oC: (a) bright field and (b) diffraction pattern of z = <111>

in grain region.

Fig. 7. Twin structure in a large grain of as-annealed at 400
o

C :

(a) bright field, (b) dark field and (c) diffraction pattern of z =

<110> showing twin plane of (111) from a grai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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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400 oC 어닐링의 결정립 크기 14.1 nm, 103.7 nm

는 TEM 관찰결과(10 nm 이하 및 수십~수백 nm)와 유

사하다. 다만 계산된 800 oC 어닐링 결정립 크기인 138.3

nm는 수 µm로 측정되는 TEM 관찰결과와 큰 차이를 보

인다(Fig. 3~5).

전주 이후 어닐링의 결정립 성장은 특정면에서 발생되

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7은 400 oC 어닐링의 경우 결

정립이 거의 1 µm까지 성장된 것을 보여 주는데, 이러

한 조대 결정립 내면에는 z = <110> 회절도형 정대축으

로부터 명시야 및 암시야상에서 확인되는 (111) 쌍정면

이 관찰된다. 

Fig. 8은 400 oC & 800 oC 어닐링 후 결정립을 보여

주는 EBSD이다. 그림에서 400 oC 어닐링 미세조직은

1 µm 이하의 작은 결정립으로 구성된 반면에, 800 oC 어

닐링 미세조직은 5 µm 정도까지 성장한 결정립들이 존

재하는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전주와 어닐링(400 oC & 800 oC)에 따

른 열팽창계수(CTE)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인바합금

에서 열처리가 CTE 변화에 미치는 요인은 결정립 크기

인 것으로 보여 진다. 즉 결정립 크기가 작을수록 CTE

가 낮은 것으로 측정되는데, 10 nm 이하 수준의 나노 결

정립으로 구성된 전주상태에서는 negative CTE(NCTE)가

관찰된다. 또한 어닐링상태에서는 어닐링 온도가 낮아 결

정립 크기가 수십~수백 nm인 것보다 어닐링 온도가 높

아 결정립 크기가 5 µm까지 성장된 경우 CTE는 낮게

측정된다(Fig. 2). 

결정립이 작은 경우 CTE가 낮은 이유로 결정립 미세

화에 의해 “페로마그네틱 → 파라마그네틱” 변화를 들 수

있다.3,6) 즉 파라마그네틱의 경우 마그네토-스트릭션이 더

욱 강해져서 온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CTE를 초래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외에도 결정립 미세화가 CTE

를 낮추는 요인으로 결정립계의 구조적 요소를 들 수

있다. 결정립계는 공공(void)의 집적지역이라고 할 수 있

고, 결정립 미세화로 결정립계 분율이 증가된 경우 결

정립계는 온도증가에 따른 격자진동(lattice vibration)의

감쇠(damping) 역할을 하며 CTE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

된다. 즉 결정립계 분률이 큰 결정립 미세화 상태의 전

주는 파라마그네틱의 마그네토-스트릭션(para-magneto-

striction) 특성과 유사하여 낮은 CTE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마그네토-스트릭션과 관련되는 자기규칙화(magnetic

ordering) 및 전기극성(electric polarization)에 의한 상변

태 등이 결정립 크기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들이 곧 CTE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 진

다.1,2) 본 연구는 CTE에 영향을 주는 효과에 대해 결정

립 크기의 단일 효과에 초점을 두었는데,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XRD 피크 확장과 관련되는 잔류응력

요소 등이 결정립미세화 효과와 분리되어 고찰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전주 후 어닐링 열처리에서 결정립 성장은 fcc 결정

의 (111)면으로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Fig. 3

의 XRD 피크 발달에서 잘 나타나는데, 전주 후 어닐링

시 결정은 주로 (111)로 발달하는 것으로부터 확인된다.

Fig. 8. EBSD structure of as-annealed at (a) 400 oC and (b) 800 oC.

Fig. 9. Grain growth and texture along (111) in 800 oC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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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결정립 성장을 Fig. 9에서와 같이 EBSD로

확인하였다. 그림에서 800 oC 어닐링의 조대한 결정립은

거의 모두 (111) 결정방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

국 Fe-Ni 인바합금의 전주 후 어닐링 열처리의 결정립

성장은 (111) 면으로 귀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이 면에 어닐링 쌍정이 형성된 것은 Fig. 7에서 확

인되었다. 이와 같은 (111) 집합조직의 발달이 어닐링에

서 마그네토-스트릭션과 이것에 의한 CTE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아직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부

족하며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5. 결  론

1) 전주와 어닐링된 인바합금에서 400 oC 이하의 열팽

창계수(CTE)는 800 oC 어닐링 > 400 oC 어닐링 >전주의

순서로 측정된다.

2) Fe-Ni 인바합금의 격자상수는 Å인데, 결정립 크기

로 환산될 수 있는 XRD 피크 폭은 전주 > 400 oC 어닐

링 > 800 oC 어닐링 순서로 측정된다.

3) 인바합금의 전주 400 oC 어닐링 및 800 oC 어닐링

의 결정립 크기는 각각 10 nm 이하, 수십~수백 nm 및

5 µm 이하로 측정된다. 

4) 열팽창계수(CTE)는 결정립크기 순서와 반대인 것으

로 분석되는데, 이것은 결정립 미세화가 마그네토-스트릭

션(magneto-strictio)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기인한 것으

로 보여 진다. 

5) 전주 후 어닐링에서 결정립 성장은 (111)면으로 귀

착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조대한 (111) 결정립에는 어

닐링 쌍정이 형성된 것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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