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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엔트로피 제어에 따른 단일 FCC 고용체 합금의 물성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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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onfigurational Entropy of Mixing on Thermophysical Properties in 
Single Phase FCC Solid Solutions with Multi-Princip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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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w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ntropy of mixing (Δ) on th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single phase FCC solid solutions with multi-principal elements. An 
increase in Δ  led to an increase in micro-hardness and a decrease in thermal conductivity (κ) due to 
severe lattice distortion. Furthermore, NiCoFeCrMn high-entropy alloy (HEA) exhibited the highest κl/κe
ratio of ~1.13, because with increasing Δ  the reduction in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κl) was less than 
that of electron thermal conductivity (κe). In particular, a crossover in the properties’ variation was 
noticeable at a specific Δ  of ~8.3±0.3 J/mol·K, which means the properties of single phase FCC solid 
solutions can be optimized by modulating Δ . The results can provide a guideline for manipulating the 
properties of single solid solutions using the HEA design concept, and help develop novel materials with 
optimal properties that are usable in extreme environments.

†(Received June 7, 2016; Accepted July 20, 2016)

Keywords: alloy design, high-entropy alloy,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y, thermal property

1. 서     론

고엔트로피 합금 (High-entropy alloy, HEA)은 단일 주요

원소를 바탕으로 이종원소가 소량 첨가되는 기존 상용합금

과 달리 다성분 주요원소 (초기에는 최소 5개 이상의 다성분 

주요원소로 정의됨)로써 5~35 at%의 몰분율로 혼합하여, 이

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배열엔트로피에 의해 합금이 단일 고

용체 상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 2004년 이후 

대만의 Yeh 교수 그리고 영국의 Cantor 교수[2,3]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한 HEA 관련 연구는 단일 고용체

를 이루는 새로운 다성분계 합금시스템의 개발 (FCC 결정구

조: NiCoFeCrMn[3], BCC 결정구조: AlCrFeCoNi[4], 

VNbMoTaW[5], HCP 결정구조: YGdTbDyLu[6])과 이들의 

미세구조 분석 및 기계적 특성의 규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

로 최근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상용 합금들

의 경우 단일 금속에 이종원소를 소량 첨가하여 미세조직을 

*Corresponding Author: Eun Soo Park
[Tel: +82-2-880-7221, E-mail: espark@snu.ac.kr]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제어하고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켰던 것에 비해[7-9], HEA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수의 원소를 동일한 몰분율 또

는 그와 유사한 몰분율로 혼합함으로써 이종원소의 개수, 종

류 및 조성제어를 통해 커다란 격자 비틀림이 유발된 단일 고

용체를 형성하여 그 특성을 제어하게 된다. 이로 인해 HEA

에서는 금속의 대표적인 소성변형 메커니즘인 전위의 이동 

및 조밀 충진면의 슬립 거동이 제한됨에 따라 재료의 강도가 

더욱 증가하고,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양상의 물리

적 특성이 구현되는 특징이 있다 [10]. 우수한 열적 안정성과 

내부식성, 내마모성 및 높은 비강도로 대표되는 HEA은 최근 

초고온 또는 극저온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그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11,12].

열전도도는 재료의 제조공정 또는 작동환경 하에서 유발

되는 재료 내 온도 경사도를 결정하는 특성으로써, 특히 온도

가 변화하는 환경에 사용되는 구조재료의 경우 온도변화 이

력에 따라 열응력이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재료의 열전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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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illustration for phase diagram of conventional
alloys and high-entropy alloys, and the corresponding FCC crystal 
structure with perfect, distorted and severely distorted lattice for 
pure metal, conventional alloy and high entropy alloy, respectively.

Fig. 2. NiCoFeCrMn high-entropy alloy and its sub-alloys. 
Single phase FCC solid solutions after homogenization are 
written in red [17]. The five alloys chosen in this study are 
marked by green square.

이 중요하다 [13,14]. 금속재료의 열전도도 (κ)는 자유전자에 

의한 열전도도 (κe)와 격자에 의한 열전도도 (κl)의 합으로 나

타낼 수 있다 (κ = κe + κl). 고순도 단일금속의 경우 열전도도

가 자유전자에 의한 열전도도와 유사 (κ ≒ κe)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일반적인 합금의 경우 고용강화를 위해 첨가된 

소량의 이종원소가 열전도율이 낮은 석출물 또는 금속간 화

합물을 형성하거나 단일 고용체의 격자 내에서 자유전자의 

움직임을 산란시킴에 따라 κe는 감소하고 합금의 열전도도에

서 κl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A

의 경우 순수 금속에 비해 κ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15],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를 제어하

기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면심입방 (FCC) 결정구조를 갖는 5 

성분계 NiCoFeCrMn HEA과 이들의 구성원소로 이루어진 1, 

2, 3, 4 성분계 FCC 단일 고용체 합금을 제조하여 구성원소

의 종류 및 개수에 영향을 받는 혼합엔트로피가 고용체 합금

의 기계적 특성과 열전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일금속 니켈을 기준으로, 동일한 몰분율

로 혼합하였을 때 FCC 결정구조의 단일 고용체를 이루는 다

성분계 합금을 그림 2에서와 같이 선정하여 합금의 혼합엔트

로피 (Δ) 변화에 따르는 기계적, 열적 특성의 변화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새로운 합금의 

조성 설계와 미세조직 분석 및 기계적 특성 규명에 치중되고 

있는 HEA 관련 연구를 열물성 관련 연구로 확장하고, 위 결

과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극한 환경에서 이용 가능

한 구조재료로써 HEA을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99.9 % 이상의 고순도 니켈, 코발트, 철, 크

롬, 망간 모원소를 이용하여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아크플

라즈마 용해 공정을 통해 5 종류의 FCC 단일 고용체를 갖는 

모합금 (Ni, NiCo, NiCoFe, NiCoFeCr, NiCoFeCrMn)을 제조

하였고, 드롭 캐스팅을 통해 지름 12.5 mm, 길이 40 mm 봉상 

형태의 시편을 얻었다. 아크 용해시에는 합금성분의 편석을 

줄이기 위해 시료를 반전시키며 5 회 반복하여 용해하였고, 

제조된 시편은 5 K/min으로 가열하여 1373 K에서 12 시간 

동안 균질화 처리한 후 급속냉각 하였다. 시편의 결정구조 분

석을 위해 X-선 회절 분석기 (XRD, New D8 Advance, 

Bruker)를 이용하여 Cu-Kα 선으로 20° – 80° 구간에서 회절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 (SEM, SU-70, 

Hitachi)을 통해 0.05 ㎛ 콜로이달 용액으로 최종 연마된 시

편의 표면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재료의 기계적 특성 평가

는 미세경도 측정실험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마이크로 경도

시험기 (Durascan 70, Emcotest)를 이용하여 200 gram의 하

중에서 10 회 이상 측정하여 비커스 경도의 평균 값을 얻었

다. 합금의 열물성 분석은 Laser Flash Method (LFA-457, 

NETZSCH) 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름 12.5 mm, 두께 1 

mm의 시편을 상온에서 573 K까지 50 K 간격으로 승온하여 

각 온도 당 3 회씩 열확산계수 (α)를 측정하였다. 또한, 표준

시편 (Pyroceram)의 열확산계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시편

의 비열 ()을 계산하였으며, 아르키메데스법을 이용하여 

시편의 밀도 (d)를 측정한 후 이들의 곱으로부터 시편의 열전

도도 (κ××)를 계산하였다. PPMS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Quantum Design) 장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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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al entropies calculated for NiCoFeCrMn
high-entropy alloy and its sub-alloys.

Fig. 4. XRD patterns of NiCoFeCrMn high-entropy alloy and its 
sub-alloys after homogenization. The inset shows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values of the alloys.

하여 10 × 12 × 0.3 mm의 합금 시편을 273 K에서 400 K까지 

승온하면서 저항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시편의 형상을 고려

하여 합금의 비저항을 계산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미세구조 분석

다수의 구성원소가 무질서하게 혼합되어 있는 단일 고용

체 합금은 큰 Δ로 인해 혼합 자유에너지 값 (Δ  = 

Δ  – Δ)이 감소함에 따라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

지 않고도 단일 고용체로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 N 개의 구성원소를 갖는 단일 고

용체 합금의 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Δ 
 ln (1)

여기서, R은 기체상수 (8.314 J/mol·K), 는  번째 원소의 

몰분율을 나타낸다. 상기 식 (1)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

조한 NiCoFeCrMn HEA와 이들의 구성원소로 이루어진 1, 

2, 3, 4 성분계 합금의 Δ  값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3에 나

타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일 고용체의 구성

원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 Δ  값이 니켈의 0 J/mol·K, NiCo 

합금의 5.76 J/mol·K에서 NiCoFeCrMn HEA의 13.4 J/mol·K

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NiCoFeCrMn HEA과 이들

의 구성원소로 이루어진 1, 2, 3, 4 성분계 합금의 균질화처리 

이후 결정구조를 분석하여 나타낸 X-선 회절 결과로써, 단일 

금속인 니켈과 더불어 이종원소를 동일한 몰분율로 첨가한 

다성분계의 합금 및 NiCoFeCrMn HEA 모두 FCC 결정구조

의 단일 고용체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의 오

른쪽 상단 삽화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 고용체의 구성원소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즉 Δ가 증가함에 따라 X-선 회절 

결과의 피크 강도는 감소하고 피크의 반가폭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일 고용체 내에 서로 다른 원자반지름

을 갖는 이종원소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격자 비틀림의 정도

가 심화되어 격자에 의한 X-선의 산란 효과가 강해지기 때문

이다 [16].

아크 플라즈마 용해 및 드롭 캐스팅 공정을 통해 제조된 

12.5 mm의 직경을 가진 HEA의 경우 주물의 느린 냉각속도

에 의해 주형의 외곽 부분에서 시편의 중심부로 발생하는 용

탕 내 열경사도를 따라 주상정 결정립이 크게 형성되고 시편

의 중심부에는 등축정 영역 (equiaxed zone)이 형성되므로 

[17], 단일 금속 니켈과 NiCoFeCrMn HEA의 열처리 전 후 

미세조직을 주물의 중심부에 대해 관찰하여 이를 그림 5에 

나타냈다. 그림 5(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NiCoFeCrMn HEA은 조성적 과냉의 영향으로 기존 HEA에

서와 같이[18,19] 시편의 중심부에서 수지상 구조를 가진 등

축정 영역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부연하면 조성적 과냉은 

하기 식을 따라 발생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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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images of (a) as-cast and (b) homogenized pure Ni, 
(c) as-cast and (d) homogenized NiCoFeCrMn high-entropy alloy.

Fig. 6. Micro-hardness of as-cast and homogenized NiCoFeCrMn 
high entropy alloy and its sub-alloys.



≤

  (2)

여기서, 는 고/액계면에서 액상의 온도구배 (), 

R은 고/액계면의 성장속도, 은 액상의 온도, 는 고상의 

온도, 는 액상의 확산도이다. NiCoFeCrMn HEA의 경우 단

일 금속인 니켈에 비해 큰 고액상간 온도차 (-, ~50 K 

[20])와 액상의 높은 혼합엔트로피에서 비롯된 느린 확산으

로  값 (녹는점에서 용질 니켈의 확산도, Ni: DNi(Tm) = 4.21 

× 10-13 m2/s, Fe64.9Cr16.1Ni19: DNi(Tm) = 1.33 × 10-13 m2/s, 

NiCoFeCrMn HEA: DNi(Tm) = 0.95 × 10-13 m2/s[21])이 작기 

때문에, 조성적 과냉이 일어나기 용이한 상황이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합금 모두 균질화처리 이후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Ni: 147 ㎛ → 205 ㎛, NiCoFeCrMn: 102 ㎛ → 

185 ㎛), 시편의 외곽부분과 중심부 모두 재결정 과정을 거쳐 

셀구조를 가진 등축정에 가까운 형태의 결정립이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DS 분석을 통해 균질화 처리된 시편의 

중심부와 외곽 부분의 조성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다섯 가지 단일 고용체 합금 모두 위치에 상관 없이 

구성원소가 동일한 몰분율로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림 5(c)와 (d)에서 보이는 지름 5 ㎛ 이하의 검은 점은 구성원

소로써 망간이 첨가된 NiCoFeCrMn HEA 에서 관찰된 산화

물 입자로써[12,17], 0.1 vol% 이내의 매우 작은 상분율로 인

해 합금의 기계적 특성 또는 열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3.2 기계적 특성

NiCoFeCrMn HEA과 이들의 구성원소로 이루어진 다성

분계 합금의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조

한 다섯 가지 합금의 열처리 전 후 시편에 대해 마이크로 비

커스 경도를 측정한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냈다. 균질화 처리 

된 다성분계 합금은 내부응력의 완화 및 재결정에 의한 결정

립 크기 증가로 인해 비커스 경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as-cast NiCoFeCrMn HEA의 경우 142.8±4.1 HV의 

커다란 경도 값을 나타내나 다른 다성분계 합금에 비해 균질

화 처리 이후 발생하는 미세경도의 감소 폭이 약 10%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5(c)에서 볼 수 있듯 전위의 이동 

및 슬립을 방해하는 NiCoFeCrMn HEA의 수지상 미세구조

가 균질화 처리 이후 그림 5 (d)에서 볼 수 있듯이 등축정 구

조로 변화하여 재료의 강화기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

만, 균질 열처리 후 시편을 기준으로 단일 고용체의 Δ가 

증가하는 경우 구성원소간의 원자반지름 차이 및 탄성계수 

차이에 기인한 격자 비틀림에 의해 고용강화 효과가 증가하

여 비커스 경도가 니켈의 82±1.8 HV에서 HEA의 128±2.6 

HV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NiCoFeCrMn HEA의 

경우 니켈 또는 NiCo 합금에 비해 50% 이상 비커스 경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극심하게 비틀린 격자구조를 

갖는 NiCoFeCrMn HEA에서 전위의 이동, 조밀 충진면의 슬

립 또는 쌍정의 형성과 같은 일반적인 금속재료의 소성변형 

메커니즘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4]. 이러한 단일 고용체 합금

은 Δ가 증가하여 격자 비틀림에 의한 고용강화 효과가 

커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 고찰한 경도뿐 아니라 항복강도 등

의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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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Thermal diffusivity and (b) specific heat of 
homogenized NiCoFeCrMn high-entropy alloy and its sub-alloy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3.3 열물성 분석

그림 7(a)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NiCoFeCrMn HEA과 이

들의 구성원소로 이루어진 1, 2, 3, 4 성분계 합금의 열확산계

수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Δ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온도구간에서 열확산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 2, 3 성분계 합금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확산계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4, 5 성분계 합금의 경

우 온도 증가와 더불어 열확산계수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거동은 순 금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저항

이 큰 고합금강 또는 초내열 합금 등에서도 보고된 현상으로

써 [26], 온도 증가에 따른 합금의 열확산계수 감소 효과가 그

들의 큰 비저항으로 인해 저하되면서 결국 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전자의 비열에 의한 열확산계수 증가 효과가 우세

해지기 때문이다 [27]. 한편, NiCoFeCr 4원계 합금 (3.45 

mm2/s)과 NiCoFeCrMn 5원계 합금 (3.14 mm2/s)은 니켈의 

경우 (21.4 mm2/s)와 비교했을 때 상온에서 5 배 이상 낮은 열

확산계수를 보이는데, 이는 FCC 결정구조의 상용합금인 304 

스틸 (3.80 mm2/s), 인코넬 625 합금 (2.69 mm2/s)[28]과 유사

한 수준이며, 격자구조 없이 무질서한 원자배열을 갖는 

Zr55Al10Ni5Cu30 벌크 비정질 합금 합금의 2.20 mm2/s[29] 보

다는 약간 큰 값을 나타낸다. 

그림 7(b)는 Pyroceram 표준 시편의 열확산계수 측정 결과

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얻은 다성분계 합금의 비열 () 을 나

타낸 것이다. Δ  혹은 구성원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료의 

상온에서의 비열은 니켈의 0.434 J/g·K 에서 NiCoFeCrMn 

HEA의 0.494 J/g·K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NiCoFeCrMn HEA과 이들의 구성원소로 

이루어진 1, 2, 3, 4 성분계 합금 모두 비열이 증가하였다. 니켈

의 경우 다른 합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도 증가에 따라 비

열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큐리에 온도 () 부근에서 

재료의 비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니켈

의 는 약 623 K)[30]. Kopp-Neumann의 규칙 

[ 
 ･ ]에 따르면 단일 고용체의 비열은  번째 

단일 원소가 갖는 비열 ()과 몰분율 ()의 곱을 모두 합한 값

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Ni, NiCo 및 NiCoFe 합금의 경우 본 연

구에서 측정된 비열 값과 비교했을 때 각각 2.5%, 0.2%, 6.6% 

이내로 일치하며 이는 laser flash method로 비열을 계산했을 

때의 오차범위 (약 5%) 이내이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NiCoFeCr 합금 (0.491 J/g·K)과 NiCoFeCrMn 합금의 비열 

(0.494 J/g·K)은 Kopp-Neumann의 규칙에서 예측된 값 

(NiCoFeCr의 경우 0.441 J/g·K, NiCoFeCrMn의 경우 0.448 

J/g·K)에 비해 약 10% 정도 더 큰 값을 보이는데, 이는 반강자

성 원소인 크롬의 첨가가 NiCoFe 합금의 자성 특성과 원자가 

전자 및 전자 농도에 변화를 초래하여[31] 이것이 다성분 구성

원소의 효과에 더하여 NiCoFeCr 합금과 NiCoFeCrMn 합금

의 큰 비열 값을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8 (a-e)는 NiCoFeCrMn HEA과 이들의 구성원소로 

이루어진 1, 2, 3, 4 성분계 합금의 열전도도 (κ)를 나타낸 결

과로써, Δ가 증가함에 따라 κ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1, 2, 3 성분계 단일 고용체 합금의 경우 온도가 증가할수

록 κ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단일금속 니켈이 이

루는 FCC 결정구조에 이종원소 코발트와 철이 혼합되어 자

유전자를 산란시킴에 따라, 그리고 온도 증가에 의해 격자를 

이루는 구성원소들과 자유전자의 충돌 빈도가 증가하여 자

유전자가 산란됨에 따라 κ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32].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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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e) Thermal conductivity (κ) and lattice thermal conductivity (κ) of NiCoFeCrMn high-entropy alloy and its sub-alloy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 The ratios between κ and κ, and κ and electron thermal conductivity (κ) of the alloys in the present study.

4, 5 성분계 합금의 경우 Δ가 작은 1, 2, 3 성분계 합금과 

달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고전 분자운동론에 따르면 (κ  ･･  ), 자유전

자에 의한 열전도도 (κ)는 전자의 단위부피당 비열 (  ), 

페르미 속도() 및 전자의 평균자유행로 ()에 비례하며, 이 

때 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격자와의 산란에 의해 감소하

는 반면 
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따라서, 

Δ가 큰 4, 5 성분계 합금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

도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전자의 평균자유행로 감소로부터 

비롯되는 κ의 감소 효과보다 자유전자의 에너지 증가로 인

한 κ의 증가 효과가 더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4, 5성분계 합금의 독특한 κ 온도의존성을 고찰하기 

위해, Wiedemann Franz 법칙 (κ   ,   = 2.45 × 10-8 

W·Ω/K2, : 재료의 비저항)을 이용하여 자유전자와 격자에 

의한 열전도도 기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8 (a-e)

의 아래 부분 (노란 영역)은 격자에 의한 열전도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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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rrelation between thermal conductivity(κ) at 300 K and 
temperature coefficient of thermal conductivity () in NiCoFeCr 
Mn high-entropy alloy and its sub-alloys compared with pure 
metals, ceramics and intermetallic compounds [34-37].

Fig. 10. (a) Thermal conductivity (at room temperature), micro- 
hardness and (b) their derivatives as a function of configuration 
entropy (Δ) in homogenized NiCoFeCrMn high-entropy 
alloy and its sub-alloys.

며 (κ κκ ), 빗금이 칠해진 영역은 κ를 나타낸다. 순 니

켈의 경우  및 κ가 금속의 순도에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κ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반

해, 2, 3, 4, 5 성분계 합금의 경우 모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κ가 감소하거나 거의 변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8 

(a-e)에 도시된 온도 변화 (298 – 398 K) 대비 열전도도의 변

화량 (Δκ/ΔT)을 비교해보면, 모든 합금에서 Δκe/ΔT이 Δκ/Δ
T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Δ가 작은 1, 2, 3 성분계 합

금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κ가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Δ가 큰 4, 5성분계 합금의 경우 κ가 소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 온도구간에서 발생한 전체 κ 변화 대비 κ의 

변화(Δκ/Δκ)는 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는데 [그림 8(f)], 이는 κ의 변화가 주로 κ의 변화에 기인

하고, Δ가 증가할수록 κ  변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그림 8(f)에 도시된 κκ  

값을 보면 1, 2, 3 성분계 합금의 경우 κκ  값이 0.3 정도로 

작지만 Δ가 큰 4, 5 성분계 합금의 경우 κκ이 1 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이는 즉 4, 5 성분계 합금은 일반적인 합금

과 비교했을 때 κ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큰 Δ
에 기인한 극심한 격자 비틀림 효과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림 9는 NiCoFeCrMn HEA과 이들의 구성원소로 이루어

진 1, 2, 3, 4 성분계 합금에 대해 300 K에서 얻은 열전도도와 

열전도도 온도계수 (β)와의 상관관계를 순 금속들과 세라믹, 

그리고 금속간 화합물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 

[34-37], 이 때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료의 열전도도와 는 대

개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4], 100 W/m·K 이하

의 열전도도를 갖는 재료들의 경우 대체로 음의 를 갖는 순 

금속과 양의 를 갖는 세라믹 및 금속간 화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의   값을 갖는 내열 세라믹 재료 또는 금속간 화합

물의 경우 고온의 환경에서 커다란 κ를 가져 부품의 열 방출 

및 온도 제어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04 스틸과 같

은 극저온 소재의 경우 저온의 환경에서 보다 작은 κ를 갖게 

되어 냉각 과정에서 유발되는 열 유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냉

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열-냉각과정에서 유발

되는 열 유입-방출 속도를 지연함으로써 온도변화 이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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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열응력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κ가 상대적으로 큰 1, 2, 3 성분계 고용

체 합금의 경우 철, 코발트와 같은 전이금속과 비슷한 음의   

값을 갖는데 반해, κ가 작은 4, 5 성분계 고용체 합금의 경우 

내열세라믹, 금속간 화합물들과 유사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FCC 결정구조의 4, 5 성분계 합금

은 800 ℃ 이상의 고온에서 항복강도가 상온 대비 50% 이상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σ < 100 MPa at 1073 K) 

[24], NiCoFeCrMn HEA의 경우 최근 우수한 극저온 파괴인

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KJIC > 200 MPa·m1/2 at 77 

K) [12]. 따라서, 작은 κ 값과 양의 β 값을 갖는 FCC 결정구조

의 4, 5성분계 합금은 저온 구조용 소재로써 응용처를 모색하

는 것이 기대된다.

그림 10(a)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NiCoFeCrMn HEA과 이

들의 구성원소로 이루어진 1, 2, 3, 4성분계 합금의 상온 κ와 

경도를 Δ의 관계로써 도시하였고, 그림 10(b)는 상온 κ

와 경도를 Δ에 대해 미분한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 10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Δ에 대해 κ와 경도 변화는 상반

된 거동을 나타내며, Δ의 변화에 따라 크게 3 개의 Stage

로 물성의 변화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은 Δ를 갖

는 Stage 1의 1, 2성분계 합금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κ

는 소폭 감소, 경도는 소량 증가하였으며, 중간의 Δ를 갖

는 Stage 2의 2, 3, 4성분계 합금의 경우 상온 κ는 대폭 감소, 

경도는 크게 증가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큰 Δ를 갖는 

Stage 3의 4, 5성분계 합금의 경우 κ는 소폭 감소, 경도는 소

량 증가하였다. 그림 10(b)에서 κ와 경도를 Δ에 의해 미

분한 경우, 서로 반대 방향의 곡률을 가지는 두 곡선이 

8.3±0.3 J/mol·K 부근에서 최대 (혹은 최소)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Δ  조절을 통해 단일 고용체 합금의 

물성을 제어하는 경우 특정 Δ  이상에서부터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Δ가 증가

함에 따라 HEA는 큰 고용강화효과에 의한 고강도 특성과 극

심한 격자변형에 의한 낮은 κ를 갖는 독특한 고용체 합금 개

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연하면, NiCoFeCrMn 

HEA은 약 12.4 W/m·K의 낮은 κ를 나타내 현재 저온 구조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오스테나이트계 304 스틸 (14.9 

W/m·K), 316 스틸 (13.4 W/m·K) 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26]. 특히, 저온 구조용 소재의 적합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는 성능지수인 σ/κ 값을 비교해보면[37-39], 상온에서 

NiCoFeCrMn HEA의 σ/κ 값 (29.0 MPa·m·K/W)은 대표적 

저온 구조용 소재인 오스테나이트계 304 스틸 (15.9 

MPa·m·K/W), 316 스틸 (20.9 MPa·m·K/W) 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어, 향후 본 연구에서 밝힌 Δ  제어를 통해 

σ와 κ 값을 최적화하는 경우 FCC HEA을 저온구조용 신소

재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CC 단일 고용체 합금의 Δ를 조절함

에 따라 합금의 기계적 특성 및 열물성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X-선 회절실험으로부터 단일 고용

체 합금의 Δ가 증가할수록 격자 비틀림이 강하게 유발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금의 비커스 경도가 증가

하고 κ는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특히, Δ  값이 큰 

4, 5성분계 합금에서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κ 값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심화된 격자 비틀림에 의한 

κ의 감소량에 비해 전자의 에너지 증가에 의한 κ의 증가량

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Δ  조
절에 의한 단일 고용체 합금의 격자 비틀림 제어로부터 합금

의 기계적 특성과 열물성을 상호 반비례 관계로 조절하는 것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일 FCC 고용체 합금에서 

Δ가 증가함에 따라 큰 고용강화효과에 의한 고강도 특성

과 극심한 격자변형에 의한 낮은 열전도도를 갖는 독특한 고

용체 합금 개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를 통해 Δ가 큰 FCC 다성분계 합금 및 HEA의 경

우, 독특한 고강도 (σ) 및 낮은 열전도도 (κ) 특성을 나타내

어 차세대 저온구조용 신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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