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search Paper]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Korean J. Met. Mater.), Vol. 58, No. 11 (2020) pp.759-767

DOI: 10.3365/KJMM.2020.58.11.759

저온 분사 공정으로 제조된 초고강도 Cu 벌크 소재의 
인장 및 압축 변형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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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high-strength pure Cu bulk material was manufactured using a cold spray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and its microstructure, tensile and compressive deformation behavior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cold spray additive manufactured Cu bulk material showed a heterogeneous

grain structure consisting of fine-grains and coarse-grains, and only α – Cu single phase was identified. The

cold spray Cu exhibited yield strengths of ~415 MPa in tensile- and compression tests, indicating that it had

similar mechanical properties in different deformation modes. The yield strength values were similar to that

of Cu manufactured by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ECAP), a 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 method

which enables ultra-high strength. Concerning tensile characteristics, the cold sprayed Cu exhibited partial

plastic deformation that has not been reported to date. In addition, some nano-sized dimples, suggesting

metallurgical bonding, were also found in the fracture surface. Regarding compression characteristics, the

strain softening phenomenon, which is not a general tendency in room temperature deformation, appeared.

This unique softening behavior was attributed to dynamic recovery and dynamic recrystallization during

compression testing.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discuss the tensile/compressive deformation behavior of

the cold spray Cu bulk material, and predict compressive deformation behavior considering the constitutiv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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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old spray 공정이란 1-50 μm 크기의 금속 분말을 낮은

온도에서 약 300-1200 m/s의 초음속으로 가속시켜 모재와

충돌시키고, 이에 수반되는 소성 변형을 이용하여 빠르게

적층시키는 기술로 일명 kinetic spray 라고도 불린다

[1,2]. Cold spray 공정의 가장 큰 장점은 주로 상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산화물이 거의 생성되지 않고, 각각의 분

말을 강소성변형 (severe plastic deformation) 시킴으로써

입자 계면 (interface)의 결합력 상승을 통해 고 밀도의 소

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3,4]. 또한 일반적인 용사

코팅 공정 (plasma spray, HVOF 등)과는 달리 고온의 열

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 혹은 새로운 상에 의

한 물성 저하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현재까지 cold spray 공정은 내부식-내마모용 코팅 혹은

리페어 (repair)용 공정으로 주로 사용되어왔다 [5-7]. 그러

나 최근 cold spray 공정이 near-net shape 제조가 가능한

고상 적층 제조 (solid-state additive manufacturing) 기술

로 고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8].

Cold spray additive manufacturing (CSAM) 기술은 분말

을 용융-응고시켜 3 차원의 조형체를 제작하는 분말 베드

용융법 (powder bed fusion, PBF) 및 직접 에너지 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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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공정과 비교하여 치

수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분말을 용융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미세조직적-기계적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9-10].

그러나, CSAM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3 차원 구조 소재로서 사용되기에 가장 기본이 되

는 기계적 특성 평가는 대부분 경도 시험 [11,12], 마이크

로 인덴테이션 시험 [13]에 국한되어져 있다. 일부 마이크

로 인장 시험을 통한 기계적 특성 평가, 파단면 분석이 일

부 연구 보고된 바 있으나 변형/파괴 거동에 대한 분석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14,15]. 이에 본 연구 저자들은 N2

gas를 이용하여 제조된 CSAM Cu의 압축 특성 및 변형

거동에 대하여 일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16,17]. 그러

나 CSAM Cu를 실제 구조용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압축 뿐만 아니라 인장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

행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압축과 인장에서의 변형/파괴 차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SAM Cu를 이용하여 순수 구리

벌크 소재를 제조하고, 용사 수직 방향에 대한 마이크로

인장 및 압축 시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서로 다

른 응력 하에서의 변형 전/후 미세조직과 파단면 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기 소재의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변형

/파괴 거동의 상관 관계에 미치는 인장-압축 응력의 영향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그림 1(a)는 이번 연구에 이용한 순도 99% Cu 분말의

형상을 보여준다. 분말의 경우 대부분 구형으로 확인되며

분말 입도 (powder particle) 분포와 크기는 9-38 μm, 평

균 입도 (average particle size)는 27.7 μm로 측정되었다.

이와 함께 분말의 산소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 1661 ± 96

ppm으로 확인되었다. High-resolution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HR-EBSD, Oxford, Nordlys nano detector)

를 이용하여 분말의 grain orientation map을 관찰한 결과,

입자 내부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약 6 μm임을 알 수 있었

으며 분말 내부에 일부 sigma 3 twin이 일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b)). 이러한 Cu 분말을 이용하여

Table 1에 정리된 적정 공정 조건으로 30 mm의 거리에서

Al 기지에 Cu 분말을 적층시켰다. 사용된 공정 조건의 경

우 이전 다양한 사전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최적 제조 조

건이다. 이 때 converge-diverge를 통해 입자 속도를 극대

화 시키는 de laval type nozzle를 사용했으며 송급 가스

로는 He을 이용하였다.

Cold spray 공정 중 초기 입자 내에 존재하는 상 및 공

정 도중 산화물 혹은 불순물 등의 상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X-ray diffractometer (XRD Ultima IV,

Cu Kα radiation, scan step size; 0.05 deg., scan rate;

2 deg. min-1)를 이용하여 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초기 미

세조직 관찰을 위해 제조된 소재의 수직 절단면을 silicon

carbide paper (#100 ~ #2000) 및 1 μm 수준의

diamond suspension으로 기계적 연마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cold spray 공정 중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동적 재결정 현상을 확인하고자 앞서 언급한 기계적 연마

후 최종적으로 0.04 μm의 colloidal sillica를 이용하여 경

면 연마를 실시하였다. 경면 연마된 시편에 대하여 step

size 50 nm, 15 kV의 조건하에서 EBSD 분석을 수행했으

며 EBSD data 분석은 imaging microscopy software

(AZtecHK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CSAM Cu의 응력 모드에 따른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두께 수직한 방향에 대해 인장 시편과 원통형 압축 시편을

제작하였다. 여기서 인장은 판상의 ASTM D 1708 규격에

비례하는 시편을 제작하고 MTS 810 장비를 이용하여 10-

3/s의 초기 변형률 속도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압축 시편의

경우 Φ 2 mm X 3 (height) mm의 원통형 시편을 제작

했으며 Gleeble Tester를 이용하였으며 초기 변형률 속도
Fig. 1. Characteristics of pure copper powder used in this study; (a)
morphology, (b) EBSD grain orientation map.

Table 1. Cold spray process parameters used in this study.

Spray

distance

Powder 

feed rate 

Nozzle

 pressure

Gas 

temperature

Powder 

temperature

Gun 

speed

CSAM Cu 30 mm 5 rpm 26 bar 710 K 573 K 100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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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0-3/s으로 εt = 0.9까지 압축 시험을 진행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초기 미세조직

그림 2는 제조된 CSAM Cu의 거시적 이미지로써 가로

36 mm, 너비 22 mm, 두께 4 mm로 측정되었다. 시편의 이

미지 관찰 결과, 모재인 Al과의 박리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

으며 Cu 코팅 층 내 균열은 형성되지 않았다. 즉 CSAM

공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벌크 형태의 Cu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CSAM 후 상대 밀도를 측정

한 결과 99.10%를 나타내어 전통적인 제조 공정으로 만들

어진 Cu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a)는 초기 Cu 분말과 CSAM 벌크 Cu의 X-ray

회절 패턴 분석 결과로 CSAM 후에도 초기 분말에서 검

출된 α-Cu 단상이 유지되었고 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용융 및 응고를 통해 적층시키는 일반적인

용사 코팅 공정과는 달리 CSAM은 고온의 열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분말을 고상 상태에서 소성 변형만을 이용하여

분말을 적층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18]. 한편, CSAM

전/후 분말과 벌크 소재의 전위 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Ungar 등 [19,20]이 제시한 modified Williamson-Hall plot

을 이용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Eq. (1)으로 표현된다: 

(1)

여기서 Δθ 및 θ는 각각 회절각 (diffraction angle) 과 반

치폭 (full width of half maximum)이다. 이와 함께, b는

버거스 벡터, d는 평균 입자 크기 그리고 ρ는 전위 밀도

이다. M은 전위의 effective outer cut-off radius에 대한

상수, O는 상수 그리고 M은 1-2 사이 값을 가진다 [20].

C는 아래의 Eq. (2)를 통해 같이 계산될 수 있다:

(2)

(3)

여기서 Ch00는 h00 reflection에 대한 average contrast

factor이며 Cu의 h00 값은 0.3065로 계산된다 [18]. q는

edge, screw 및 mixed character에 대한 값으로써 (ΔK2-

α)/K2 and H2 plot을 통해 계산될 수 있다 (Eq. (3)). 최

종적으로 modified Williamson-Hall plot을 통해 m을 얻

은 뒤 ρ = 2m2/(πM2b2)로 전위 밀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3(b)에 도시한 ΔK vs. KC1/2로 예측된 초기 Cu 분말과

CSAM Cu의 평균 전위 밀도는 각각 3.60 × 1013/m2,

2.36 × 1014/m2로 측정되어 CSAM 후 전위 밀도는 약 6.5

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SAM 중 초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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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cro image of cold sprayed copper bulk material.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analysis results; (a) X-ray spectra
of Cu before and after cold spray and (b) modified Williamson-Hal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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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이 모재에 적층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분말이 강소성

변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4는 CSAM Cu의 EBSD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결정 방위 맵 (grain orientation map) 분석 결과

(a), 문헌 상에 보고된 것과 같이 분말 내부에는 상대적으

로 조대한 결정립이, 분말 계면에서는 수 백 nm 크기의 미

세 결정립이 관찰되어 heterogeneous grain structure를 가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1,22]. 이와 함께 평균 결정립 크기

는 1.42 μm로 얻어졌다. 각 결정립 간의 misorientation

angle 관계를 통해 재결정 분율 맵 (recrystallized fraction

map)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b)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사용

된 재결정 분율 맵은 결정립 내부 average angle과

misorientation angle간의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재결정 정

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deformed structure로 결정립 내부 average angle이 저 경

각계로 구분되는 2o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substructured area로 average angle은 2o 이

하이나 결정립 내부에 존재하는 subgrain간 misorientation이

2o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fully recrystallized area로 결정립 내부가 거의 하나

의 결정 방위로 이루어져 있는 영역이다. 앞선 개념을 도

입하여 재결정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fully recrystallized

및 substructured는 각각 25%, 15%로 전체의 약 40%가

량을 차지하며, 대부분 분말 계면을 따라 집중적으로 관찰

되었다. 즉 분말 계면에서는 미세조직적 변화가 발생한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동적 재결정 (dynamic

recrystallization, DRX)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Cold spray 공정 중 동적 재결정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먼

저 Stoltenhoff 등 [14] 및 Bae 등 [3]에 따르면 마하의

속도로 분말이 모재 및 분말에 적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은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고 분말 계면 영역에 adiabatic

shear instability (ASI)라 불리는 열적 활성화 영역을 발생

한다. King 등 [2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cold sprayed

Cu의 분말 내부 및 계면에서의 평균 변형량 차이는 약 3

배 이상으로 분말 계면에서 극심한 변형이 발생한다. 즉,

분말이 초음속으로 모재 및 분말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심한 변형과 열 에너지는 분말 계면을 열역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고자 분말 계면 영역에서 동적 재결정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불균일한 결정립 구조 (heterogeneous

grain structure)가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주의해

야 할 점은 분말의 충돌 과정 중 순간 최대 온도는 약

200 oC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순수 Cu의 재결정 온도를

고려해 볼 때 정적 재결정 (static recrystallization, SRX)

현상에 의한 재결정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25]. 따라서, heterogeneous grain structure는 동적 재결

정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현상은 일부 강

소성 가공법 (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으로 제조

된 소재 [26,27]와 cold sprayed materials에서 종종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3,28].

3.2. 인장 및 압축 특성

그림 5는 CSAM Cu의 인장 및 압축 시험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들이다. 항복 강도 측정 결과, 인장-압축 두 조

건 모두 약 415 MPa의 매우 높은 항복 강도들 (yield

Fig. 4. EBSD analysis results of cold sprayed Cu; (a) grain
orientation map, (b) recrystallized fraction map.

Fig. 5. Tensile and compressive stress-strain curves for cold
sprayed coppe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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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s)을 보였다. 이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보이는 것

으로 알려진 강소성 가공법,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ECAP) 혹은 high pressure torsion (HPT)으로

제조된 Cu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

인되었다 [27,29]. 또한 인장 및 압축 방향에 따라 항복

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소성 변형이

발생하기 전까지 tension-compression asymmetry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저자들은 이전 연구에서 N2 carrier gas로 제조한

CSAM Cu의 압축 시험을 통해 cold sprayed materials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에 대해 일부 연구-제시한 바 있다

[17]. CSAM의 뛰어난 기계적 특성은 1) 분말 적층 과정

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내부 전위 밀도, 2) 미세 결정립 크

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강소성 변형에 의해

증가된 전위뿐만 아니라 DRX 현상으로 분말 계면에 생성

된 수 백 nm 크기의 결정립이 Hall-Petch 관계에 따라

상기 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보다 향상시킨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17].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SRX 현상으로 생성

된 결정립의 경우 내부 전위 밀도가 매우 낮으며 강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30]. 그러나, Zou 등 [31]은 일부

cold spray 공정으로 제조된 소재의 경우 분말 계면에서

생성되는 수백 nm 크기의 결정립이 내부 조대 결정립과

비교하여 높은 indentation hardness 값을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SRX와는 달리 cold spray 공정에서 발생하

는 DRX에 의해 생성된 미세 결정립은 전위 밀도가 높은

조대 결정립 보다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높은 분율을 차지함으로써 상기 소재의

고 강도화에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인장 및 압축 변형 거동

응력-변형률 곡선 상 먼저 주목해 볼 점은 인장 시험 중

발생하는 소성 변형이다. 일반적으로 cold spray 금속 소재

에 대한 마이크로 인장 시험에서는 대부분 항복 점을 지나

지 못하고 파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5,3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인장 시험 중 항복 강

도까지 소재가 응력을 수용하며, 일부 소성 변형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SAM Cu가 인장 시험

중 실제 변형을 수용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파단된

시편에 대해 수직 절단 후 EBSD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그림 6에 도시하였다. 결정 방위 맵 분석 결과, 파

단면 부근에서 인장 응력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결정립들이

일부 연신된 형태를 보였으며 다량의 저 경각 경계 (low

angle boundary, LAB-white line)가 관찰되었다. 즉, He을

통해 높은 gas velocity를 부여해준 경우 건전한 CSAM

Cu를 제조할 수 있으며, 인장 시험에서 항복 응력까지 유

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적정 공정

조건 제어는 항복 응력 이후 일부 변형 수용을 가능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선 결과들을 토대로 최근까지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어져 왔던 인장-압축에서의 강도 차

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정 조건 도출

을 통해 인장 시험에서도 일부 소성 변형을 수용 가능케하

여 구조 재료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압축 응력-변형률 곡선 상 주목할 점은 압축 변형

중 극대 응력 (peak stress) 이후 발생하는 가공 연화 현

상이다. 일반적으로 가공 연화 현상은 고온에서 발생하며,

상온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일부 강소성 가공법으로 제조된 소재의 경우 일정 변

형량 이후 동적 회복 및 동적 재결정 현상의 발생으로 가

공 연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33-35]. 또한 강소성 가공법으로 제조된 소재의 경우 가공

연화 과정에서 고 경각 입계 (high angle boundary,

HAB)의 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에 따라 CSAM Cu의 가공 연화 거동을 이해

하기 위하여 압축 시편에 대한 EBSD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냈다. 먼저 결정 방위 맵 관찰 결과

(a), 모든 영역에서 초 미세 결정립이 형성된 것을 알 수

Fig. 6. EBSD grain orientation map of tensile deform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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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평균 결정립 크기는 ~0.45 μm로 측정되었다. 이

와 함께 초 미세 결정립 영역 외 상대적으로 조대한 결정

립에 초점을 맞춰보면 결정립 내부에 아 결정립이 다량 형

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CSAM Cu의 가공 연화 현상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1) 변형이 가해지는 중 아결정립 (sub-

grain)의 생성 (동적 회복), 2) 아결정립 회전 (sub-grain

rotation)에 의한 미세 결정립 생성 (동적 재결정).

따라서 아결정립 회전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재결정

분율 맵을 분석했으며 그림 7(b)에 도시하였다. 그림 7(b)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영역은 substructured와

fully recrystallized area로 확인되었으며 각각 31%, 43%

의 분율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다량의 변형

(εt = 0.9)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미세조직적 변화 (동적 회

복, 동적 재결정)가 발생하는 것을 명확히 의미한다. 압축

변형 중 발생하는 미세조직적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장 및 압축 변형 후 misorientation angle distribution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그림 8에 도시하였다. 인장 변형된

소재의 경우 LABs의 분율이 매우 높고, HABs의 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압축 변형된 소재의

경우 더욱 심한 변형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LABs보다

HABs의 분율이 높게 측정되었다. 즉, 낮은 변형량을 수용

한 인장 시편의 경우 전위 밀도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약

간의 가공 경화가 발생한다. 이와 달리 압축 변형의 경우

peak stress 이 후 미세조직적 변화 (동적 회복 및 동적

재결정)가 발생함에 따라 가공 연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33-35]. 한편, 압축 변형의 초기 단계에서 가공 경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 원인은 불균질한 결정립 구조 중 조

대 결정립 내부에서 전위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결

과로 사료된다.

3.4. 인장 및 압축 변형에 따른 파괴 거동

상기 소재의 인장-압축에 대한 파괴 모드를 확인하기 위

해 압축 표면 균열 및 인장 파단면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그림 9에 나타냈다. 여기서 (a)는 압축 시편의 표면 관찰

결과이며 (b)는 인장 파단면이다. 압축 표면 균열 관찰 결

과, 대부분 압축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균열이 생성되

었고 이를 확대해 본 결과 용사 수직 방향으로 연신된 분

말의 입자 계면을 따라 뜯겨진 형태의 파괴가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 거동은 이전 연구에서 수행

한 용사 방향 압축 시험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는 파괴

거동이다 [17]. 용사 방향에 대한 압축 시험의 경우 일반

적인 벌크 소재와 유사하게 하중이 작용하는 45o 방향으로

Fig. 7. Deformed microstructures at εt = 0.9; (a) grain orientation
map and (b) recrystallized fraction map. 

Fig. 8. Quantitative analysis of misorientation angle distribution;
after (a) compressive test and (b)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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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생성되었다. 또한 대부분 trans-particle 형태의 파괴

를 보임으로서 입자 계면이 파괴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

았다. 즉, CSAM Cu의 경우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에 따

라 파괴 거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인장 파단면의 경우, 취성 소재와는 달리 굴곡진 형태의

파괴면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일부 2차 균열

(secondary crack) 역시 관찰되었다. 즉, 변형을 일부 수용

가능한 것은 연성의 파괴 형태를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6,37]. 그러나 고 배율에서 인장 파단면을 관찰해보면, 심

한 소성 변형을 받은 분말이 그대로 노출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통해 금속학적 결합 (metallurgical bonding)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을 따라 균열이 시작되고 전파되

어 다소 낮은 변형량을 수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적층된 입자의 계면 (particle boundary)은

파괴 거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파

괴 거동에 미치는 입자 계면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압축

시편의 단면과 인장 파단면에 대한 고 배율 관찰을 수행하

였고 이를 그림 10에 나타냈다. 먼저 (a,b)는 압축 시편의

단면 사진이다. 대부분의 균열은 (a)와 같이 입자 계면을

따라 생성되었으며 매우 국부적인 영역에서 (b)와 같은

trans-particle 형태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균열

생성에는 입자 계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 영역에서 관찰되는 trans-particle 형태의 파

괴를 통해 분말 간의 결합력이 상당히 우수한 영역이 존재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인장 파단면 고 배율

관찰 결과 (c), 앞선 그림 9에서와 같이 대부분이 심한 소

성 변형을 받는 입자 계면에서 뜯겨진 듯한 파괴 거동을

보였다. 그러나 입자 계면에 초점을 맞춰보면 (d), 수 백

nm 크기의 딤플들이 다량 관찰되었다. 이는 앞선 압축 파

단면에서 관찰된 trans-particle 형태의 파괴와 유사하게 분

말 간의 결합력이 매우 우수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

타내는 증거로써 상기 소재의 응력-변형률 곡선상에서 나

타난 일부 소성 변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된다.

3.5. 변형 경화 및 연화 구성 방정식

강소성 가공으로 제조된 FCC 금속들의 경우 상온 변형

중 가공 연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ei

등 은 이러한 FCC 기반 금속의 가공 경화와 가공 연화를

고려한 경험적인 구성 방정식을 제시하였으며 아래의 Eq.

(4)로 표현된다 [38]:

Fig. 9. (a) Compressive and (b) tensile fractured surface SEM
images.

Fig. 10. (a, b) Cross sectional images of compressive surface crack
and (c, d) high magnification tensile fractured surface images.



766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제58권 제11호 (2020년 11월)

(4)

여기서 σs은 포화 응력, σf는 예측된 유동 응력, σp는 극

대 변형량 (peak strain), r 및 q는 상수 (여기서 q는 가

공 연화 속도, r은 가공 경화와 연화가 정상 상태의 균형

을 얼만큼 빠르게 도달하는 지에 대한 변수). 이러한 r 및

q 은 Avrami 형태의 Eq. (5)을 통해 실험적인 데이터 플

롯을 fitting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39]:

(5)

여기서 XS 연화 분율이며 아래의 Eq. (6)으로 정의할 수

있다:

(6)

상기 관계식으로부터 얻어진 실험적 값들을 표 2에 정리

하였다. 이와 함께 표 2에 정리된 실험적 값들을 이용하여

He gas로 제조된 CSAM Cu의 유동 곡선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그림 11에 도시하였다. 그림 11을 살펴보면 Eq.

(4)로부터 계산된 값이 실험적 데이터와 잘 상응하는 것으

로 확인되어 가공 경화 및 연화를 고려한 구성 방정식을

통해 CSAM Cu의 변형 거동을 예측 가능함을 알 수 있

었다.

결론적으로 CSAM Cu의 경우 매우 뛰어난 기계적 특성

을 보이며 인장-압축 시험에서 항복 강도는 서로 유사한 값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near net shaping이

가능한 cold spray 공정의 구조용 소재 제조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장의 경우 일부 변형을

수용하지만 입자 계면 (particle interface)에서의 결합 문제

점이 발견되었다. 향후 열처리 및 공정 변수 제어 등을 통

해 결함을 줄이면 laser-based AM 기술들과 비교하여 다

른 장점을 가질 수 있는 CSAM을 효과적으로 구조용 부

품 제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SAM 기술을 이용하여 두께 약 4 mm

의 순수 Cu 벌크 소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소재에 대하

여 인장-압축 시험 및 변형/파괴 거동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초기 미세조직 관찰 결과, CSAM Cu는 미세 결정

립과 조대 결정립이 혼재된 heterogeneous grain structure

를 보였으며 평균 결정립 크기는 약 1.12 μm로 측정되었

다. 상 분석 결과 초기 분말에서와 동일하게 α-Cu 단상만

이 검출되었고 추가적인 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인장 및 압축 시험 결과, 두 조건 모두 약 ~415

MPa의 매우 높은 항복 강도를 보여 SPD 공정으로 제조

된 소재와 비교해서 유사하거나 혹은 뛰어난 특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인장의 경우 현재까지

보고된 결과와는 달리 항복 응력 이후 일부 소성 변형을

일부 수용하였다. 반면 압축에서는 상온에서 쉽게 발생하

지 않는 가공 연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3) 변형 후 미세조직 관찰 결과, 인장의 경우 일부 소성

변형을 수용한 (연신된 결정립 및 LAB) 조직이 관찰되었

으며, 높은 LAB 분율을 보였다. 반면, 압축 변형된 시편에

서는 아결정립 생성 및 회전, HAB 분율의 증가를 통해

동적 회복 및 재결정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압축 변형 중 발생한 가공 연화는 동적 회복 및 재결정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장 및 압축 시험 후 표면 및 단면을 관찰해 본

결과, 거시적으로 두 조건 모두 입자 계면을 따라 균열이

전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변형을 일부 수용했던

인장 시편의 경우 연성 파괴에서 주로 관찰되는 딤플 (수

십 ~ 수 백 nm)이 형성되어 소성 변형이 발생한 것을 직

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가공 경화 및 연화를

σ σs σf σs–( ) r
ε
εp
----
⎝ ⎠
⎛ ⎞

q

–⎝ ⎠
⎛ ⎞exp+=

XS 1 r
ε
εp
----
⎝ ⎠
⎛ ⎞

q

–⎝ ⎠
⎛ ⎞exp–=

XS

σf σ–
σf σS–
--------------=

Table 2. Numerical values of the constant in Eq. (4) estimated by
experimental data.

σs εc εp r q

CSAM Cu 364 MPa 0.01 0.09 0.004 2.961

Fig. 11. Flow curve produced by the estimated by Eq. (4) and th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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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구성 방정식을 이용하여 CSAM Cu 소재의 압축

변형 거동을 예측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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