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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crystalline structure on the magnetic properties of Fe-based 
amorphous powder is investigated. The Fe-B-P-C-Nb-Hf amorphous powder with excellent soft magnetic 
properties is prepared via gas-atomization, and the atomized amorphous powder is annealed in order to 
generate a small amount of nanosized crystallites in the amorphous matrix. For the powder annealed at 375 ℃, the coercivity is decreased by 96.15% from 3632.68 to 139.89 A/m, and the magnetization is increased 
19.04% from 0.192 to 0.229 Wbm/g. For the powder annealed at 425 ℃, the coercivity is decreased 95.14% 
to 176.72 A/m and the magnetization is increased 0.71% to 0.193 Wbm/g. The simultaneous enhancement 
of the coercivity and magnetiza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generation of a small amount of nanosized 
crystallites and the release of the residual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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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연자성 소재는 자동차, 로봇, 전자, 전기, 신 재생에너

지, 컴퓨터 및 통신산업 등 전자기 부품의 코어를 형성하는 

핵심 소재로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3]. 또

한 현재 산업이 기기의 고효율화, 자동화 및 소형화를 추구함

으로써 낮은 자기 손실을 가지고 높은 자속 밀도 및 투자율을 

충족하는 연자성 소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연구개발 또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3]. 지난 수 십 년 동

안 전기 강판, Fe, Ni-Zn/Mn-Zn 페라이트, Fe-Ni, Fe-Si, 

Fe-Si-Al, 나노결정질, 금속계 유리질 금속 등의 다양한 형태

의 연자성 소재가 사용되어 왔다 [3].

비정질 합금은 일반적인 결정질 금속 소재와 다른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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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배열 구조를 가짐에 따라 기존 소재에서는 볼 수 없는 

상온에서 수 GPa에 이르는 높은 파괴 강도, 고탄성 등의 기계

적 특성과 더불어 높은 내마모성, 내부식성, 우수한 연자기적 

특성 등의 기능적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가진다 [3-5]. 또한 

철계 비정질/나노결정질 연자성 소재는 기존 결정질 연자성 

소재인 Fe-Si, Fe-Si-Al 합금에 비해 투자율이 100배 이상 높

고, 보자력이 100배 정도 낮으며, 철손이 5배 이하로 낮을 뿐

만 아니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고성능 및 고효율

의 연자성 부품에 최적의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5,6]. 하지만 

기존의 용융 방사법 (Melt spinning)으로 제조된 비정질 리본

의 경우, 분말로 제조 시 특성이 열화 되고 낮은 충진율을 보

이며, 높은 제조비용과 낮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구형 분말의 경우 크기 차이가 현저하고 혼합 성분

이 최적화 될 경우 높은 성형성과 충진율을 가지므로 [7] 기

존의 비정질 리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스분사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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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분사 법으로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 연자성 소재 중 철

계 합금은 코발트계 합금에 비해 높은 포화 자속 밀도를 얻을 

수 있지만 연자성 특성이 낮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하여 조

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대표적으로 자왜의 감소를 유도하는 

금속원소를 첨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8]. 선행 연구에서는 

Fe-Zr-B 비정질합금을 적정온도로 열처리하여 Fe-Si-B 

-Cu-Nb 계 합금과 유사한 미세조직을 가지면서 이보다는 높

은 포화자속밀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였으나 

[9], 합금 자체의 강한 산화성으로 인해 액체 급냉 및 열처리 

등의 재료제조 및 가공 공정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본 연구

그룹은 선행연구를 통해 높은 비정질 형성능 (Glass forming 

ability: GFA) 및 내산화성, 우수한 연자성 특성을 지닌 

Fe-B-P-C-Nb-Hf계 비정질 합금을 개발한 바 있다 [10].

한편, 철계 연자성 분말에서의 결정립 크기가 교환-상관 

길이 (Exchange correlation length)보다 작을 경우,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보자력이 감소하고 투자율이 향상되어 

연자성 특성이 향상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다 [8,11]. 따

라서 최소의 보자력 값은 분말이 비정질 상태일 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고주파 영역 대에서의 와전류 손실 

(Eddy current loss)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향상된 연자성 특

성을 나타낼 수 없게 되며, 이는 소형 전자 기기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나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연자성 재료의 경우, 자기이방성의 감소로 인해 

자성특성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또한 비

정질 금속은 결정질 금속과의 구조적인 차이로 전위와 같은 

초기 결함이 존재하지 않고, 자유 부피 (Free volume)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3], 비정질 분말의 열처리를 통해 결

정화의 발생 시, 자유 부피는 감소하며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14]. 이로 인해 비정질 금속에서 미량의 결정화가 발생될 경

우 포화 자화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으며, 비정질의 부분 결

정화가 일어나 α-Fe 상의 양이 약간 증가하는 경우, 포화 자

화 값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 [15]. 비정질 

합금인 FeMC (M=V, Nb, …)를 열처리 하여 결정립 크기가 

1~5 nm인 미세 결정을 만들면 높은 투자율과 최대 자속밀도

가 얻어지고, 최대 자기변형 (자왜)은 거의 0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16], Fe84B9Nb7의 조성을 가진 비정질 합금에

서 결정립 크기가 약 10nm 정도일 때 우수한 연자성 특성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지만 [5], 결정립의 크기가 10 nm 이상

으로 증가할 경우, CoFe2O4 합금의 보자력이 증가하여 연자

성 특성이 저하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17]. 따라서 연자성 특

성의 향상을 위해 보자력의 값을 유지하면서 와전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0 nm 이하의 나노 결정립이 5% 미만

으로 존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철계 비정질 분말

을 대상으로 고온의 열처리를 통해 대부분 혹은 완전한 결정

화를 일으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5% 내외의 미량 결정화를 진행시킴으로써 미세구조의 변화

가 연자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스 분사법으로 제조된 다성분계 철계 비

정질 연자성 분말을 열처리한 후, 미세구조 (산화막의 두께 

및 결정화도)가 연자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비

정질 모합금 (Ingot) 제조를 위한 원료 소재는 순도 99.5% 이

상의 Fe, B, P, C, Nb, Hf 등을 사용하였다. 고주파 유도 용해

로 및 마그네시아 도가니를 사용하였고, 1400 ~ 1600 ℃의 

용해 온도에서 2 – 5 분 동안 유지 후 출탕하여 모합금을 제

조하였다. 주조는 최대한 신속하게 20 분 이내로 하였고, 5 

kg씩 4회 주조하였다. 제조된 모합금은 가스 분사 공정 시 장

입 및 재용해에 용이하도록 bar 형태로 가공하였다. 모합금은 

1300 ~ 1330 ℃로 유도 가열된 흑연 도가니에서 용해하였다. 

용탕이 있는 챔버 (Chamber)를 1.2 bar로 가압하고, 2 mm 노

즐을 통해 나오는 용탕에 50 ~ 75 bar의 He, N2 가스를 분사

하여 Fe-B-P-C-Nb-Hf계 합금 분말을 제조하였다. 분말의 비

정질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 45, 45 ~ 75, 75 ~ 150 ㎛로 

각각 체 거름 하였다.

분말의 열처리는 375 ℃와 425 ℃에서 아르곤 분위기 하에 

진행 하였다. 10 ℃/min의 승온 속도로 각각 목표 온도까지 도

달시켜 1 시간 유지한 후 로냉 하였다. 열처리 후 분말의 형상 

및 산화막 두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계 방사 주사전자 

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SM 7610F, JEOL Co., Japan)을 이용하였다. 산화

막 관찰을 위하여 폴리 코트 (Poly-coat, EC-306, 애경 화학 주

식회사)를 이용하여 분말을 마운팅 하였고, 샌드페이퍼 (#100 

~ #2000)와 0.3 μm의 알루미나 연마재 (Alumina powder, 3μ, 

NX-MET, France)를 이용하여 분말의 단면을 기계적으로 연

마하였다. 준비된 샘플을 FE-SEM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카본 

테이프를 이용하여 샘플을 홀더 위에 고정하였으며,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백금 (Pt) 코팅을 20 초 진행하였다. 분

말의 크기 및 형상을 1000 배 확대하여 관찰하였고, 산화막은 

반사전자 이미지 (Backscatter electron image)의 조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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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s of (a) as-atomized amorphous powder and (b) 
amorphous powder after annealing at 425 ℃, together with (c), 
(d) their magnified images showing oxide layers, respectively.

Fig. 2. Depth profile of the oxygen fraction for as-atomized and 
annealed amorphous powders.

(COMPO mode)을 30000 배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추가적으

로 산화막 두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고분해능 광

전자 응용표면 분석장치 (High resolution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PHI 5000, Ulvac, USA)를 이용하여 분말

의 표면 부로부터 내부로의 깊이 별 산소 양을 측정 하였다. 

X-선 광전자분광기는 Al-Kα (λ=8.3833 Å, beam size = 10 ~ 

100 μm) X-선을 사용하였고, 표면으로부터 내부로의 산소 양

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르곤으로 분말을 식각 (Etching)처리 

하였다. 분말의 결정화도 및 결정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법 (X-ray diffraction: XRD, CN2301, Rigaku, 

Japan)을 이용하였다. X-선 회절분석은 CuKα (λ = 1.5405 Å) 

X-선을 사용하였고, 2θ = 30 ~ 60°의 범위에서 0.2 °/min의 주

사속도로 실시하였다. 분말의 결정화 정도를 보다 면밀히 관

찰하기 위하여 샘플을 회전시키며 측정하였다. 이 때 사용된 

슬릿의 사이즈는 2 mm이고, 전압과 전류는 40 kV와 200 mA

이다. 각 샘플의 결정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차 주사 열량계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TGA/DSC 1, METTLER TOLEDO, USA)을 이용하였다. 분

말의 DSC 분석은 아르곤 분위기에서 30 ℃/min의 승온 속도

로 이루어졌고 DSC 분석을 위한 분말의 양은 300 mg 이내로 

조절하였다. 각 샘플 (초기 분말 및 375 ℃, 425 ℃ 열처리 한 

분말)의 연자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온에서 진동 시료 

자력계 (Vibration Sample Magnetometer: VSM, Lake Shore 

7400)를 이용하였다. 측정을 위하여 분말을 석영 크루시블 

(Quartz crucible)에 장입하고 분말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파라핀을 녹여 고정한 후 석영 크루시블을 양면테이프로 홀

더에 부착시켰다. 이 때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분말의 양

은 0.06 ~ 0.08 g으로 유지하였으며 VSM 측정 전에 표준시편 

Ni을 사용하여 홀더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최대 인가 자장은 

10 kG로 각각의 샘플에 인가하여 보자력과 포화자화를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 (a, b)에서는 초기 Fe-B-P-C-Nb-Hf의 철계 비정질 

분말의 열처리 전 후 분말의 형상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그

림 1 (c, d)에서는 초기 분말의 열처리 전 후의 산화막 두께를 

나타내었다. 그림 1 (a, b)를 통해 열처리한 분말의 형상이 초

기 분말의 형상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1 (c, 

d)를 통해 산화막의 두께는 열처리 전 70 nm 에서 425 ℃ 열
처리 후 90 nm로 미량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는 

초기 Fe-B-P-C-Nb-Hf의 철계 비정질 분말과 425 ℃에서 열

처리한 분말의 표면으로부터의 위치에 따른 산소 분포도를 

XPS로 측정한 결과이다. 열처리 후 분말 표면부에서 전반적

인 산소량의 증가가 관찰되었지만, 표면으로부터 약 100 n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는 열처리 전 후 분말 모두 미량의 산소

를 나타내었다.

기존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기 분위기에서 700 ~ 1250 ℃ 
온도에서의 순수철의 산화막 성장은 포물선 (Parabolic) 거동

을 보이며, 두께 변화는 다음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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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D spectra of the as-atomized and annealed amorphous 
powders.

Fig. 4. (a) DSC trace of the as-atomized and annealed amorphous 
powders, and (b) degree of crystallinity of the as-atomized and 
annealed amorphous powders.

여기서, 는 산화막의 두께 (cm), 는 열처리시간 (sec), 
는 초기 산화막의 두께 (cm), 는 포물선 속도 상수 

(Parabolic rate constant)이다.

본 연구에서의 열처리 시간 (3600 sec), 초기 산화물의 두

께 (70 × 10-7 cm), 열처리 후 산화물의 두께 (90 × 10-7 cm)를 

식 (1)에 대입하면   = 8.89 × 10-18 cm2sec-1 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기 분위기 하에서 순수 철에서

의 열처리 시   = 1.28 × 10-12 cm2sec-1 의 값을 가지며 [18], 

2.1 × 10-4 Pa의 산소 분압 하에서 스테인리스 강의 열처리 시 

  = 7.7 × 10-19 cm2sec-1 의 값을 가지며, 1.2 × 10-22 Pa ~ 2.6 

× 10-13 Pa 의 산소 분압 하에서 스테인리스 강의 열처리 시 

  = 8.2 × 10-19 cm2sec-1 의 값을 가진다 [19]. 스테인리스 강

은 주로 산화크롬 (Cr2O3)을 형성하는 반면 [20], 본 연구의 

철계 비정질 분말에서는 Cr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Fe가 산화

물 형성의 주요 원소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강보다 높은 kx 

값을 보인다 [21]. 그러나 산화철을 형성하는 순수 철의 kx 값 

보다는 작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비정질 합

금 분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정질의 순수 철보다 산소 확

산 속도가 느려 [22] 산화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라 본 연구에서는 Fe-B-P-C-Nb-Hf 조성의 합금 분말을 사용

하였기 때문에 합금 성분에서의 Nb, P는 재료의 산화를 억제

시켰으리라고 사료된다 [8,2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열처리 

공정 중 심각한 수준의 산화막 성장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며, 산화막의 성장이 분말의 연자성 특성에 미친 영향 

또한 미비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은 초기 Fe-B-P-C-Nb-Hf의 철계 비정질 분말과 375 

℃, 425 ℃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XRD 결과이다. 분말을 열

처리한 온도는 375 ℃ (=648.15 K) 및 425 ℃ (= 698.15 K)로 

각각 결정화 온도인 505 ℃ (=778.15 K)의 약 83.29%, 

89.72%에 해당된다. SEM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모든 분말

에서 미량의 Fe3O4 상이 관찰되었으며, 열처리 후 분말 역시 

유사한 양의 Fe3O4 상이 관찰되었다. 375 ℃에서 열처리 한 

분말의 경우에 초기 가스분사 분말과 유사하게 전형적인 비

정질 재료의 완만한 언덕형상의 XRD 피크 (Peak)를 [24] 나

타내고 있지만, 425 ℃ 열처리한 샘플의 경우에 α-Fe, Fe2B 

상이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Fe-Si-B계의 비정질 분말에서 결정화가 진행

될 시 분말 내 초기에 α-Fe 결정의 생성이 진행 된 후, Fe2B 상

의 결정화가 진행되게 된다 [25].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Fe81B13.5Si13.5C2 조성에서 5 ℃/min의 승온 속도로 열처리 하

였을 때 485 ℃에서 α-Fe 상이 형성되었고, 515 ℃에서 Fe3B 

상이, 630 ℃에서는 Fe3C 상이 형성되었다 [4].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온도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인 425 ℃에서

도 미량의 α-Fe, Fe2B 상이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 (a)은 초기분말과 열처리한 분말의 DSC 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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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Coercivity and (b) magnetization of annealed 
amorphous powders, which were as-atomized (left), and annealed 
at 375 ℃ (middle) and 425 ℃ (right).

그림 4 (b)는 DSC 결과를 통하여 각 샘플의 결정화 정도를 계

산한 결과이다. 그림 4 (a) 에서 결정화 온도 (Crystallization 

Temperature; Tx)와 유리 천이 온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를 각각 나타내었다. 결정화 온도는 승온 속

도, 합금 재료를 구성하는 각 원자의 크기 차이 등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데 각 원자의 크기 차이는 비정질의 안정성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결정화 온도가 변할 수 있으며 [26], 승온 

속도가 빨라지면 결정 성장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결정화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27].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각 분말 (초기분말, 375 ℃ 열처리한 분말, 

425 ℃ 열처리한 분말)의 조성의 변화가 없고, 승온 속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정화 온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유리 천

이 온도의 경우 초기 Fe-B-P-C-Nb-Hf의 철계 비정질 분말과 

375 ℃에서 열처리한 분말은 변화가 미비하지만, 425 ℃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경우, 유리 천이 온도는 감소하였다. 비정질 

분말의 열처리 시 결정화가 진행됨에 따라 액상 유사 값을 가

지고 있던 열역학적 미분 계수가 결정 유사 값으로 변하게 되

는데 [28], 비정질 상태에 있던 초기 분말이 425 ℃ 에서의 열

처리를 통해 결정화가 진행되어 열역학적 미분 계수들이 결

정 유사 값에서 액상 유사 값으로 이미 가깝게 변했기 때문

에, 철계 비정질 분말 및 375 ℃에서 열처리한 분말에 비해 

낮은 유리 천이 온도를 보인다.

그림 4 (b)에서 초기 분말의 결정화도를 0%로 가정하고 비

교하였을 때, 375 ℃ 열처리를 한 경우 결정화도가 3.14% 로, 

425 ℃ 열처리를 한 경우는 7.47% 로 소량의 결정화가 일어

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a, b)는 초기 Fe-B-P-C-Nb-Hf의 철계 비정질 분말 

과 375 ℃, 425 ℃에서 각각 열처리한 분말의 연자성 특성 

(보자력, 포화자화)을 측정한 결과이다. 375 ℃ 열처리한 분

말의 경우, 보자력은 3632.68 A/m에서 139.89 A/m로 

96.15% 감소하였고, 포화 자화의 경우 0.192 Wbm/g에서 

0.229 Wbm/g로 19.04% 증가하였다. 또한 425 ℃ 열처리한 

분말의 경우, 보자력은 176.72 A/m로 95.14% 감소하였고, 포

화자화의 경우 0.193 Wbm/g로 0.71% 증가하였다. 분말에서

의 산화막은 절연 층으로 철계 연자성 합금 분말 표면에서의 

고주파 의존성을 향상시키고 철손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산화막의 비율이 연자성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2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한 후 분말이 형상에 변

화가 없고 산화막의 두께 변화량이 미비했기 때문에 분말의 

형상과 산화막이 자성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

다. 따라서 향상된 연자성 특성 (보자력의 감소 및 포화자화

의 증가)은 열처리를 통한 잔류 응력 감소와 나노 결정화에 

따른 결과로 생각될 수 있다 [11,30,31]. 비정질 분말은 내부

에 냉각 과정 동안 생성되는 열에 의한 잔류 응력이 존재한다 

[32,33]. 본래의 비정질 합금은 결정구조를 이루지 않기 때문

에 자기 이방성이 없으나 [33], 비정질 합금 내부의 응력은 자

왜 (Magnetostriction)와 상호작용하여 자기 이방성 

(Magnetic anisotropy)을 형성시키게 되고, 형성된 자기 이방

성은 자화와 탈자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보자력은 증가하

고 투자율은 감소하게 된다 [33]. 따라서 열처리를 통해 잔류 

응력을 감소시킬 경우, 보자력을 낮출 수 있다 [12].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잔류 응력 제거 시 격자 상수 및 단위 정 

부피의 감소로 인해 포화자화는 다소 감소하는 한계를 보인

다 [12].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를 통해 보자력의 감소와 포화

자화의 증가가 동시에 달성되었으며, 이는 잔류 응력의 해소

뿐 아니라 나노 결정의 생성이 연자성 특성 향상에 동시에 기

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질 분말은 용해상태에서 급냉을 

통해 제조되기 때문에 결정 금속 재료의 원자배열이 아닌 무

질서한 충진 구조로 이루어지고, 빈 공간인 자유 부피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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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를 갖는다 [13,34].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정질에서 

결정질로의 결정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유 부피의 감소로 인

해 보자력의 감소화 및 포화자화의 증가가 발생한다 [11,12]. 

열처리를 통해 결정이 형성되면 결정립의 형성이 와전류 손

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정화 발생에 따라서 

연자성 특성이 향상된다 [35]. 그러나 이 경우, 결정립 크기가 

교환-상관 길이 (Exchange correlation length) 이상으로 커지

게 되면, 자화 혹은 탈자 시 도메인 (Domain)이 결정립 계면

에 고정되는 (Pinning)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자화를 방해해 

연자성 특성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11,12,15]. 따라서 비

정질 연자성 재료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정화 정

도 및 결정립 크기 제어를 최적화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결정화 온도의 90% 미만 수준의 낮은 온도에서 열처

리함으로써 미량의 나노 결정을 형성시켜 보자력 감소와 포

화자화 향상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림 4에서 425 ℃ 열처리를 한 경우 보다 375 ℃ 열처리

를 한 경우 보자력은 더 낮고, 포화자화는 더 높으므로 375 

℃ 열처리를 한 분말이 425 ℃ 열처리를 한 분말보다 연자성 

특성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 비교적 낮

은 온도인 375 ℃로 열처리를 하였을 때 5% 미만의 결정화

가, 425 ℃로 열처리를 한 경우 5% 이상의 결정화가 발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화 온도 505 ℃보다 낮은 온도인 

375 ℃와 425 ℃에서 열처리하였고, 각각 3.14%와 7.47%의 

나노결정화를 발생시켰다. 비교적 낮은 온도인 375 ℃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연자성 특성이 더 우수한 이유는 결정화도

가 5%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 도메인이 결정립 계면에 고

정되는 현상이 일어나 자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11,15]. 따

라서 초기 분말보다 열처리를 한 경우 보자력은 감소하고 포

화자화는 증가함으로써 연자성 특성이 향상되며, 5% 내의 

결정화를 발생시키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했을 때 

효과적으로 연자성 특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결정질 연자성 소재 합금에 비해 고성

능/고효율의 연자성 부품에 최적의 소재로 부상하고 있는 철

계 비정질 분말을 이용하였으며, 소량의 나노결정화를 통해 

자성 특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Fe-B-P-C-Nb-Hf의 철계 비정질 분말을 결

정화 온도의 90% 미만 수준인 375 ℃와 425 ℃에서 열처리

하였고, 각각 3.14%와 7.47%의 나노결정화를 발생시켰다. 

나노 결정립의 생성에 따라 보자력이 감소하고 포화자화가 

증가하였으며, 375 ℃에서 열처리하여 5% 미만의 나노결정

화를 발생시킨 결과 더 우수한 연자성 특성을 보였다. 결론적

으로 Fe-B-P-C-Nb-Hf 비정질 분말은 5% 미만의 나노 결정

질을 함유할 때 보다 우수한 연자성 특성을 보이며, 이는 전

력 변환 장치의 에너지 고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전

기/전자, IT, HEV/EV 산업 등의 소재로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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