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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40Zr10Cu36Pd14 비정질기지 복합재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냉각속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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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oling Rate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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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monstrate that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the 
Ti40Zr10Cu36Pd14 alloy can be tailored by controlling the cooling rate during solidification. A lower cooling 
rate increases the volume fraction of crystalline phase such as B2 but decreases the free volume of the glassy 
matrix. The increase of the B2 volume fraction can dramatically enhance the toughness of the composites, 
since the B2 phase is relatively ductile compared to the glassy matrix and seems to have good interface 
stability with the matrix.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transition point in the 
plasticity of the composites depending on the cooling rate. Here, we explain how the toughness of the 
composites varies in accordance with the cooling rate in the Ti40Zr10Cu36Pd14 allo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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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타늄계 비정질 합금은 밀도가 낮고 내식성 및 생체적

합성이 우수하여[1] 생체용 소재로서 잠재력이 크다. 현재까

지 Ti-Zr-Ni-Cu-Be-Nb [2], Ti-Ni-Cu-Sn [3], Ti-Cu-Ni-Co 

[4], Ti-Ni-Cu [5], Ti-Zr-Be-Cr [6], Ti-Cu-Ni-Al-Zr-Si-B[7], 

Ti-Ni-Cu-B-Si-Sn [8], Ti-Cu-Ni-Si-B [9], Ti-Zr-Cu-Ni [10] 

등 다수의 타이타늄계 비정질 합금이 개발되어 보고된 바 있

다. 이들 합금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인체에 독성을 갖는Ni 및 

Be등을 함유하고 있어 생체재료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

다. Inoue 그룹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Ni 대신 Pd을 포함하는 

Ti-Zr-Cu-Pd 합금을 보고한 바 있으며 [11], 특히 

Ti40Zr10Cu36Pd14 합금은 비정질 형성능이 우수하여 최대 직

경 6 mm까지 비정질 시편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비정질 단일상(monolithic metallic glass)으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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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경우에는 임계 하중이 가해질 때 전단 띠(shear band)의 

급작스러운 전파를 막기 어려우므로 [12-14] 생체용 구조체

로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비정질 기지에 연성을 갖

는 결정상을 포함하는 비정질 기지 복합재의 경우, 다중

(multiple) 전단 띠를 생성시키고 전단 띠의 전파를 지연시키

는 등 국부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구조용 소재로의 적용에 유리하다 [15,16]. 비정질 기지 복합

재를 구성하는 결정상의 분율은 합금의 화학조성 [17-25] 또

는 용탕의 냉각속도 [19]를 변화시키거나, 열처리 [26] 등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비정질 기지 복합재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합금의 화학조성을 변수로 하여 결정상의 분율

을 제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생체재료의 경우 합금의 

조성이 변화하게 되면 새로이 임상시험(clinical test)을 거쳐

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많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생체친화적 원소들로 구성된 Ti40Zr10Cu36Pd14 

합금을 선택하여 화학조성의 변화 없이 단순히 냉각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복합재화를 통해 연성을 부여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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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i40Zr10Cu36Pd14 rods with a 
diameter of (a) 2 mm, (b) 3 mm, (c) 4 mm, (d) 5 mm, (e) 6 mm, 
and (f) 7 mm (●: B2, ◆: γ-CuTi, ◇: δ-CuTi, ▼: C11b).

Fig. 2. SEM backscattered electron images of Ti40Zr10Cu36Pd14
rods with a diameter of (a) 2 mm, (b) 3 mm, (c) 4 mm, (d) 5 mm, 
(e) 6 mm, and (f) 7 mm. The inset of Fig. 2(f) exhibits the 
magnified image of Fig. 2(f).

다. 또한, 냉각속도의 변화가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2. 실험방법

플라즈마 아크 용해법(plasma arc melting, PAM)을 이용

하여 순도 99.95% 이상인 Ti, Zr, Cu, Pd 등을 고순도 아르곤

(순도 99.999% 이상) 분위기 하에서 용해하였으며, 합금의 

균질화를 위해 시편을 반전시켜가며 5회 이상 재용해 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조된 버튼 형태의 Ti40Zr10Cu36Pd14 

모합금을 석션 캐스팅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직경(2~7 mm)

의 봉상 시편을 제조하였다. 이때, 빠른 냉각속도의 봉상 시

편 제조를 위해 높이 50 mm의 무산소 동 도가니를 사용하였

다. 제조된 시편의 상분석을 위해 X-선 회절분석법(x-ray 

diffraction, XRD, Rigaku D/MAX2500/PC)을 이용하여 300 

mA, 40 kV의 조건에서 1.5 °/min의 속도로 분석하였다.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EOL JSM-7001F)을 이용하여 미세조

직을 관찰하였으며, 각 시편의 압축강도 및 소성변형률을 측

정하기 위해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Hounsfield 

H25KT)를 이용하여 2x10-4 s-1의 변형률로 일방향 압축시험

을 실시하였다. 이때, 봉상의 압축시편은 종횡비 2:1로 가공

하였으며, 직경이 6 mm인 경우에는 비교적 조직이 균질한 

시편 내부에서 직육면체(2x2x4 mm3) 형태로 시편을 채취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Li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7], Zr계 비정질 합금에서 냉

각속도는 직경의 자승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봉상의 직경을 조절함으로써 용탕의 냉각속도를 적절

히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1(a)-(f)는 각각 직경 2, 3, 4, 5, 

6, 7 mm의 봉상으로 제조된 Ti40Zr10Cu36Pd14 합금 시편에서 

얻어진 회절패턴을 보여준다. 이때, 직경 7 mm인 경우에는 

직경 2 mm인 경우보다 냉각속도가 10배 이상 느린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냉각속도가 비교적 빠른 직경 2~5 mm 시편의 

경우 전형적인 비정질 halo 패턴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1(a)-(d)), 6 mm 시편의 경우 halo 패턴과 결정 피크가 중첩되

어 나타났다 (그림 1(e)). 6 mm 시편에서 관찰되는 결정 피크

는 주로 B2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γ-CuTi, δ

-CuTi, C11b 등의 다른 결정상들도 소량 생성된 것으로 보인

다. 한편 7 mm 시편의 경우 B2 상의 분율은 줄어들고 대신 γ

-CuTi, δ-CuTi, C11b 등의 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림 1(f)). 따라서 본 합금의 비정질 임계직경은 약 5 mm 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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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ressive mechanical properties of Ti40Zr10Cu36Pd14
rods with various diameters, where  and ε are yield strength 
and plastic strain, respectively. Average values of  and ε are 
listed.

Rod diameter (mm)  (MPa) ε (%)
2 1913 2.6
3 1986 0.7
4 1811 0.1
5 1944 0.4
6 1575 8.3

Fig. 3. Compressive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at room 
temperature for Ti40Zr10Cu36Pd14 rods with a diameter of (a) 2 
mm, (b) 3 mm, (c) 4 mm, (d) 5 mm, and (e) 6 mm. 

산되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임계직경 (Dc = 6 mm [11])과 비

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a)-(f)는 각 봉상 시편의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

로 촬영한 후방산란전자 (back scattered electron, BSE) 이미

지를 보여준다. 직경 5 mm까지의 시편에서는 중심과 표면 

사이에 비교적 균질한 미세조직이 관찰되었는데, X선 회절 

패턴과는 달리 직경 2~5 mm 시편의 경우에도 수~수십 μm 

크기를 갖는 B2상들이 극소량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a)-(d)). 직경 6 mm 이상의 시편에서는 냉각속도가 비교적 

빠른 표면에서는 결정상의 분율이 중심부에 비해 적게 나타

났으며, 그림 2(e)와 2(f)는 결정상의 분율이 비교적 높은 시

편의 중심부를 촬영한 사진이다. 직경 6 mm의 경우에는 수

십~수백 μm의 직경을 갖는 구형의(spherical) B2상이 다량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B2상의 부피분율은 약 30%로 시

편 중심부의 비정질 기지 내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그림 2(e)). 직경 7 mm 시편의 경우에는 X선 회절 

패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부분 결정화되어 비정질 영역

은 시편의 표면부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다

상(multi-phase)으로 구성된 수백 μm 크기의 결정립들이 관

찰되었다 (그림 2(f)). 그림 2(f)에 삽입된 이미지는 결정립 내

부를 확대한 것이며 BSE 모드에서 관찰결과 화학조성이 서

로 다른 세 개의 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M-EDS를 이용하여 각 상의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BSE 이미지 상 어두운 영역과 회색 영역은 (Ti,Zr):(Cu,Pd)=1:1 

의 정수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두운 영역은 Ti와 Cu

가 다량 포함된 반면, 회색 영역은 Zr과 Pd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XRD 결과와 비교해보면 

각각 γ-CuTi와 δ-CuTi 에 해당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면 흰색과 가까운 밝은 영역은 (Ti,Zr):(Cu,Pd)=1:2 의 정수

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XY2 타입의 C11b상과 구

성성분비가 일치한다. 흥미로운 점은 본 Ti40Zr10Cu36Pd14 합

금 또한 (Ti,Zr):(Cu,Pd)=1:1 의 정수비를 만족한다는 사실이

다. 비교적 느린 냉각속도 하에서 생성된 γ-CuTi 와 δ-CuTi 

상은 (Ti,Zr)와 (Cu,Pd)의 성분비가 모합금과 동일함에도 불

구하고 개개의 원소 함량은 모합금과 다른 반면, 비교적 빠른 

냉각속도 하에서 생성된 B2상의 경우에는 각 원소의 함량이 

모합금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B2

상의 경우 생성 초기단계에서 조성 재분배를 수반하지 않으

므로 조성 재분배가 요구되는 γ-CuTi 와 δ-CuTi 상에 비해 활

성화에너지 장벽(activation energy barrier)이 낮기 때문에

[28] 빠른 냉각속도 하에서 비교적 쉽게 생성될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냉각속도에 따른 상변화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방향 압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을 통

해 얻어진 공칭응력-공칭변형률(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 곡선을 그림 3에 도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정리

하였다. 직경 2 mm 시편의 경우(그림 3(a)) 2.6%의 비교적 높

은 소성변형률(plastic strain)을 나타내었으나 직경 3 mm와 4 

mm 시편의 경우(그림 3(b),(c))에는 소성변형률이 각각 

0.7%, 0.1%로 냉각속도 감소에 따른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

내었다. 하지만 직경 5 mm시편의 경우(그림 3(d)) 0.4%의 소

성변형률을 보였으며, 직경 6 mm 시편의 경우(그림 3(e)) 약 

8%의 뛰어난 소성변형률을 나타내는 등 냉각속도 감소에 따

라 이전과는 반대로 연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냉각속도에 따른 소성변형률 변화에 하나의 전이점이 존재

한다. 이러한 결과는 냉각속도의 변화가 야기하는 변수가 두 

가지 이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냉각속도가 비정질 기지 복

합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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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acture surfaces of (a) 2 mm, (b) 4 mm, and (c) 6 mm 
specimens: (I) vein-like pattern, (II) intermittent smooth region, 
and (III) river-like pattern. The insets of Fig. 4(a)-(c) show the 
overall SEM images and shear fracture angles of failed samples 
after compression tests; Surface deformation morphologies of (d) 
2 mm, (e) 4 mm, and (f) 6 mm specimens. The inserted arrows in 
Fig. 4(d) indicate branching of shear bands.

는데, 하나는 결정상의 종류와 부피분율의 변화이고 다른 하

나는 비정질 기지 내의 자유부피(free volume)의 변화이다. 

자유부피는 급속응고 시 비정질 기지 내에 생성되며 절대온

도에서의 액체의 몰부피(molar volume)와 비교했을 때의 여

분의 부피를 의미한다 [29]. 이러한 Free volume은 전단 띠의 

생성과 전파의 분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크랙 팁(crack 

tip) 주변의 응력 완화(stress relaxation)에 기여함으로써 비정

질 기지에 연성을 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30]. 자유부피의 

양은 냉각속도가 빠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자유부피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 연성이 증

가하게 된다 [30-34]. 비정질 기지 복합재의 경우 결정상의 

특성, 크기, 분포, 분율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35], 비정질 기지에 비해 강성(stiffness)이 낮은 결정상의 

경우에 전단 띠의 생성 및 전단 띠의 전파를 차단하는데 관여

할 수 있다. 또한 연성을 갖는 결정상의 분율이 높을수록 복

합재의 연성이 증가되며 결정상의 크기가 1 μm~1 mm 의 범

위에서 클수록 전단 띠의 전파를 지연시키는데 유리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35]. 본 합금의 경우에는 직경 6 mm 시편에

서 수십~수백 μm의 직경을 가지며 약 30%의 부피분율을 갖

는 구형의 B2상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함으로써 소성변형

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e)). B2상의 경우 

경화상(hard phase)로 알려져 있으나 비정질 기지에 비해서

는 낮은 강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단 띠의 생성과 전파에 관여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직경 5 mm 시편의 경우 직경 4 

mm 시편에 비해 약간의 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5 mm 시편에서 생성된 B2상의 크기가 4 mm 이하 시편들

에 비해 비교적 커짐으로써 전단 띠와 상호작용이 활성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d)). 표 1을 보면 각 시편의 항복강

도(yield strength)가 나타나있는데 직경 2~5 mm 시편의 경우 

B2상의 부피분율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약 1900 MPa 정도의 

비슷한 항복강도 값을 나타내는 반면, 직경 6 mm 시편의 경

우 비정질 기지에 비해 낮은 강도를 갖는 B2상의 부피분율이 

높으므로 항복강도 값(1575 MPa)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4(a)-(c)는 직경 2 mm, 4 mm, 6 mm의 봉상 시편을 압

축시험 후 파단면(fracture surface)을 주사전사현미경으로 관

찰한 사진이다. 그림 4(a)-(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시

편의 파단 형상(fracture morphology)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직경 2 mm 시편의 경우 그림 4(a)에 표

시한 바와 같이 vein-like pattern(I), intermittent smooth 

region(II), river-like pattern(III) 등이 혼합된 파단 형상이 관

찰되었다. 반면, 직경 4 mm와 6 mm 시편의 경우에는 파단면

이 주로 smooth region(그림4 (b))과 river-like pattern(그림 

4(c))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Jiang 등에 

따르면 [36], vein-like pattern은 전단 띠가 빠르게 전파될 때 

주로 생성되는 반면, river-like pattern은 2차(secondary) 또는 

3차(tertiary) 전단 띠의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전단 띠가 많이 생성되고 이러한 전단 띠의 전파 시 분

산(branching)이 활발히 일어날수록 가소성(plasticity)이 증

가하게 된다. 따라서 river-like pattern 영역이 많이 관찰된다

는 것은 그만큼 합금 시편에 연성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파

단면에 river-like pattern 영역이 많이 생성된 직경 6 mm 시편

에서 가장 높은 소성변형률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매끄러운 

파단면을 보인 직경 4 mm 시편에서는 가장 낮은 소성변형률

을 나타내는 등 기존 결과와 잘 일치한다. 직경 2 mm 시편의 

경우에는 세 가지 패턴이 고루 분산되어 있으므로 직경 4 

mm 보다는 높고 직경 6 mm 보다는 낮은 소성변형률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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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단 파단 각도(shear fracture 

angle)에 의해서도 가소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전단 파

단 각도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우수한 가소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 이는 높은 압축 응력이 가해질 때 1차

(primary) 전단 띠가 2차 전단 띠들과 충돌하면서 전단 파단

면(shear fracture plane)이 시편의 수평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

문이다 [37]. 그림 4(a)-(c)에 삽입된 파단 후 압축시편의 전단 

파단 각도를 살펴보면 6 mm, 2 mm, 4 mm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존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정상과 전단 띠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시편 표면의 

변형 형상(surface deformation morphology)을 추가적으로 관

찰하였다(그림 4(d)-(f)). 먼저 냉각속도가 비교적 빠른 직경 2 

mm 시편의 경우(그림 4(d)), 화살표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전단 

띠의 분산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B2상과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빠른 냉각속도로 인해 비정

질 기지 내에 다량 생성된 자유부피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

으로 여겨진다. 직경 4 mm 시편의 경우(그림 4(e)), 표면에 

10~20 μm 크기를 갖는 B2상들이 관찰되었으나 전단 띠와의 

상호작용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경 6 

mm 시편의 경우(그림 4(f)), 표면에 약 50~100 μm 크기의 B2

상들이 관찰되었으며 B2상 주변에 전단 띠의 생성, 흡수, 분

산 등이 매우 활발히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B2상의 크기가 클수록 전단 띠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증대되

며, 이로 인해 소성변형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Ti40Zr10Cu36Pd14 합금의 경우 냉각속도와 

기계적 특성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합금의 응고 조직이 냉각속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냉

각속도에 따라 결정상의 종류, 크기, 분율 등이 결정될 뿐 아

니라 비정질 기지 내의 자유부피 양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기

인한다. 냉각속도가 비교적 빠른 직경 2~4 mm 시편의 경우, 

생성된 결정상의 부피 분율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냉각속도

가 빠른 순(2 mm>3 mm> 4 mm)으로 높은 소성변형률을 나

타내었다. 이는 냉각속도가 빠를수록 생성되는 자유부피 양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직경 5 mm 이상의 시편에서는 

B2상의 크기 및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성변형률이 증가하

였는데, 이때 복합재의 연성은 결정상(B2상)의 부피 분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직경 6 mm 시편에서 연성을 갖는 B2상

이 다량 생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복합재의 연성이 크게 증가

하였다. 하지만 직경 7 mm 시편에서는 비교적 느린 냉각속

도로 인하여 조성 재분배가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편 

전반에 다상(γ-CuTi, δ-CuTi, C11b)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Ti40Zr10Cu36Pd14 합금의 경우, 냉각속도가 미세조직 및 기계

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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