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search Paper]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Korean J. Met. Mater.), Vol. 59, No. 12 (2021) pp.857-869

DOI: 10.3365/KJMM.2021.59.12.857

고비강도와 고연신을 가지는 다중변형기구 하이엔트로피 합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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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novel (TRIP+TWIP) high entropy alloy (HEA) with high specific

strength and large ductility. First, by controlling the atomic constitution of the 3d transition metals (Cr, Mn,

Fe, Co, and Ni), we designed a light-weight TRIP-assisted dual-phase HEA with a non-equiatomic composition

of Cr22Mn6Fe40Co26Ni6, which exhibited 5% lighter density than the Cantor HEA. Secondly, we systematically

added Al (a lightweight element (2.7 g/cm3), which has a large atomic size misfit with 3d transition metals, and

Ferrite stabilizer) up to 5 at.% in Cr22Mn6Fe40Co26Ni6 HEA. With increasing Al content, the phase constitution

of the alloy changed from a dual-phase of FCC and HCP (0 to 2.0 at.%) to a FCC single-phase (2.5 to 3.5 at.%),

to a dual-phase of FCC and BCC (4.0 to 5.0 at.%). In particular, the (Cr22Mn6Fe40Co26Ni6)97.5Al2.5 HEA with the

FCC single-phase exhibited a large Hall-Petch coefficient and relatively lower thermal conductivity due to its

three times larger atomic size mismatch (δ) than the Cantor HEA, which causes the superior solid solution

strengthening effect. Furthermore, the (Cr22Mn6Fe40Co26Ni6)96Al4.0 HEA, a boundary composition of BCC

precipitation in the FCC phase, exhibited a 10% higher specific strength than the Cantor HEA as well as 50%

larger strain, due to the unique TRIP and TWIP complex deformation mechanism. This result shows that the

addition of Al in Cr22Mn6Fe40Co26Ni6 HEA can result not only in greater chemical complexity due to the multi-

component high entropy compositions, but also microstructural complexity due to the increase in competing

crystalline phases. The confusion effect caused by both complexities lets the alloy overcome the trade-off

relationship among conflicting intrinsic properties, such as strength versus ductility (or density).

Consequently, these results pave the way for a new design strategy of a novel (TRIP+TWIP) HEA with high

specific strength and large duc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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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야금학 분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하이엔트로

피 합금(high entropy alloy, HEA)은 결정구조에 따라 6

개의 대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합금 조성

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HEA는 기존의 상용 합

금과는 다르게 다종의 주원소가 단일상 내에서 동시에 작

동하기 때문에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3]. 그 중에서도 Cantor HEA를 대표로 하는 3d

전이 금속(transition metal, TM)을 중심으로 한 FCC

CrMnFeCoNi HEA 시스템은 다종의 주원소가 유발하는

높은 고용 강화효과 뿐만 아니라, 상용 합금 대비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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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은 적층 결함 에너지(stacking fault energy, SFE)

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소재의

높은 강도는 물론 plasticity의 관점에서도 TWIP (Twinning-

induced plasticity)/TRIP (Phase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과 같은 변형 기구를 동반하며 매우 큰 연신을

제공한다 [4-5]. 이러한 우수한 특성들 덕분에 HEA는 신

개념 구조 소재로써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소재의 원자량은 원자간 결합 세기와 비

례하기 때문에, 같은 원자 충진률(Atomic packing fraction,

APF)을 가지는 FCC 소재의 경우 그 밀도의 증가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 등성분계의 Cantor

HEA의 경우 비슷한 강도를 가지는 상용 Fe-rich 오스테나

이트 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가지기 때문

에, 철강 소재를 대체하는 구조용 소재로써 면심입방구조

(Face centered cubic, FCC)의 HE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합금 개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연하면, 철강

소재가 기지 주 원소인 Fe를 제외하면 Cr, Mn 등 Fe 대

비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로 구성되는 것과는 다르게,

HEA는 Fe 대비 상대적으로 무거운 Ni, Co 등을 많이 포

함하게 된다. 이는 소재 자체의 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비강도(항복강도/밀도)의

관점에서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6-8].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보다 폭

넓은 활용을 위해 고비강도/고연신의 경량(light-weight,

LW) HEA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먼저 HEA의 무게 자체를 낮추는 방법으로써, Mg, Al, Ti

등의 경량 원소를 주요 구성 원소로 하는 LW-HEA의 연

구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금 시스템은

밀도를 크게 낮출 수는 있지만, 구조용 소재로 활용하기에

상대적으로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지 못하다. 일 예로

Mg20(AlCuMnZn)80 HEA의 경우 4.29 g/cm3 수준의 저밀

도를 가지지만, 최대 428 MPa의 압축 항복강도와 최대

3.29%의 압축 연신율을 가져 실제 구조용 재료로 활용이

매우 어렵다 [6]. 뿐만 아니라, 5-6 g/cm3 수준의 AlNbTiV

HEA의 경우에도 압축 항복강도는 1 GPa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최대 압축 연신율이 5% 이하로 철강 소재를 대체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7].

한편 HEA의 기지 자체를 경량화 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써, 이미 개발된 HEA 시스템에 경량 원소인 Al,

Ti 등을 합금화 하는 방법 역시 고려되고 있다. 실제로

FCC HEA와 고용도를 가지는 Al을 수 퍼센트 합금화 하

여 기존 Cantor HEA 대비 수 % 이상 경량화 한 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다 [8]. Fig. 1은 3d TM 들과 Al의 금속

원자 반경(metallic radius, r)와 전단 계수(shear modulus,

G)를 원자번호 순서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대표적 경량원소인 Al은 다른 3d TM들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원자 반경 차 및 전단계수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소량 첨가만으로도 기존 FCC HEA 구성

원소 조성제어에 의한 경우보다 더 큰 고용강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경량 원소인 Al은 Cantor HEA를 구

성하는 원소들 중, Ni 및 Co 보다 약 50% 수준의 낮은

원자량을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중량 원소를 Al으로

대체한다면, 강도 및 경량화의 측면에서 큰 이득을 가질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LW 원소를 고용도 이내로 첨가하

는 방식은 밀도를 낮추는 동시에 고용강화 효과를 극대화

하여 비강도의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l 은 다양한 철계 합금 개발 시 활용되어 온 대

표적인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로써, FCC HEA에서도 FCC

상의 상 안정성을 낮추고 쉽게 체심입방 구조(body centered

cubic, BCC)의 석출물을 형성시킨다. 일예로 Cantor HEA에

Al 첨가 시 Al을 center로 하는 고경도 석출물인 Al-Ni-

rich B2 규칙상(ordered phase)가 석출된다는 보고가 다수

있었다 [9-11]. 물론 이와 같은 B2 상의 석출을 통해 강

도 향상을 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석출물의 형성은 새로

운 상계면를 만들어 대부분의 경우 소재 연신을 급격히 감

소시키는 한계를 가진다 [12].

뿐만 아니라, Al의 합금화는 HEA의 장점 중 하나인 낮

은 SFE를 증가시켜, 다양하게 발현 가능한 변형 기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d TM

으로 구성된 FCC HEA는 일반적인 상용 합금과 비교하여

낮은 SFE을 가지기 때문에, 변형 중 쉽게 쌍정(twinning)

형성 혹은 육방조밀(hexagonal closed packed, HCP) 구조

의 새로운 상으로의 상변태를 통한 소성 특성의 개선이 보

고된 바 있다. 그러나 Al의 합금화는 FCC에서 HCP로의

상변태 에너지(ΔGFCC-HCP)에 의해 결정되는 SFE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변형 거동 제어에 의한 우수한 가공 경화

율의 확보 및 연신 특성 향상을 꾀하기 어렵게 한다. 종합

하면 Al의 첨가는 무게 감소와 고용강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소량 첨가시에도 새로운 석출상

을 형성하거나 SFE를 급격히 높이는 역기능이 있다. 따라

서, 기존에 보고된 FCC HEA에 단순히 Al을 첨가하여

우수한 비강도와 높은 연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는 어려

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FCC HEA

를 구성하는 3d TM 중 상대적으로 경량 원소의 분율을

높게 제어하면서도 동시에 합금 자체의 SFE를 극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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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합금 설계를 CALPHAD 기반으로 수행함으로써,

비등성분계 Cr22Mn6Fe40Co26Ni6 조성에서 LW TRIP

assisted Dual Phase (TADP) HEA를 제조한 후, 이를 기

지 합금으로 하여 Al을 최대 5 at.%까지 합금화 하면서

Al 첨가에 따른 밀도, 강도 및 변형기구 등 기계적 특성

변화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결과로써, 본 논문

에서는 (FCC+HCP) 복합상 영역과 (FCC+BCC) 복합상

영역 사이에 FCC 단일상 안정영역에서 Al 첨가에 의한

저밀도-고용강화 특성을 극대화 하면서도, SFE는 충분히

낮아 TRIP과 TWIP 특성을 동시에 구현하여 최대 인장강

도(Ultimate tensile strength, UTS)와 연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량 다중 변형기구 고엔트로피 합금을 새롭게 개

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HEA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trade-off 관계에 있는 저밀도-고강도-고연신 특성을 동시에

최적화 할 수 있는 신개념 고엔트로피 합금을 개발하고, 관

련 합금을 개발하는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성변화에 따른 상 안정성 및 깁스에너

지 등 열역학적 상태를 계산하기 위하여 Thermo-calc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로는 TCHEA3를 활

용하였다. 이때, SFE를 대변하는 인자로 ΔGFCC-HCP 값 계

산을 위해서 CrMnFeCoNi 합금시스템내 각 조성의 상온

조건(300K)에서 GFCC와 GHCP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CrMnFeCoNi(-Al) 합금 시편은 아크 멜팅을

통해 Ar 분위기 하에서 최소 5회 이상 재용해하여 제조하

였다. 제조된 시편은 상용 냉연기를 활용해 최대 70%까지

압축하여 1.5 mm 두께의 판상으로 제조하였다. 이때 각 단

계 간의 압하율은 5-10%를 유지하여 미소 크랙의 형성을

방지하였다. 또한 대기환경 muffle furnace를 통해 균질화

열처리는 1200 oC에서 12 시간 동안 행하여 단일 FCC 상

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재결정화 열처리는 모든 합금

의 결정립 크기가 약 5-10 μm로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각

합금조성에 따라 800 oC에서 20 분 이내 내지 900 oC에서

10 분 이내의 범주에서 최적화를 통해 진행하였다. 모든 열

처리 후 시편은 해당 온도에서 즉시 수냉하였다. 

제조된 합금의 밀도(ρ)는 Archimedes 법을 사용하여 계

산하였다. 밀도 계산을 위해서는 Mettler toledo의 XS204

전자저울이 사용되었으며, 측정의 정밀성 확보를 위하여 용

매로는 물 보다 고점도, 저밀도인 트리데케인(Tridecane,

0.756 g/cm3)을 활용하였다. 각 소재의 밀도는 상온에서 최

소 5 회 이상 측정을 통해 계산한 후, 최대-최소 값을 제

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으로 구하였다.

제조된 합금의 결정구조는 X-선 회절분석법(D2 phaser,

Brucker)을 통해 확인하였다. 회절 피크의 높은 인텐시티

확보를 위하여, 시편을 분당 15도 회전시키며, 1도 당 5초

의 노출 시간을 주어 분석했다. 각 소재의 격자 상수

(lattice parameter, a)는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얻어진

FCC 상의 (111) 피크를 Bragg’s equation에 따라 역산하

여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보다 면밀한 상분석을 위하여

포항 가속기 연구소의 5A XRS 빔라인을 활용하였다. 활

용한 빔라인의 파장(λ)은 0.692650 Å이었으며, 샘플로부터

디텍터까지의 거리는 LaB6를 활용해 캘리브레이션 하였다.

측정 시험편은 10 × 10 mm2 면적의 1 mm 두께 시편을 반

사 모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소재 변형 전후의 미세구조 확인을 위하여, SEM

및 EBSD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SEM은 Jeol 사의 SU-

70 FE-SEM을 활용하였으며, EBSD 분석에는 EDAX사의

TSL Software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EBSD 분석시

형성될 수 있는 HCP 마르텐사이트의 최소 예상 두께인

100 nm를 기준으로 최대 75 nm의 step size를 사용하였다.

한편, 각 시편에서 평균 결정립 크기의 계산은 FCC 및

HCP 상간 계면을 제외한 순수 입계의 크기를 기준으로 계

산하였다.

소재의 열전도도(κ)는 상기 아르키메데스법을 통해 얻은

ρ와 열확산계수(α), 그리고 비열(Cp)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밀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상온의 값이 유

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α는 Netzsch사의 LFA 457 장

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 시편은 ASTM

E1461을 준용하여 12.7 mm 지름과 1.5 mm 두께의 원판

형태 시편을 가공하여 활용하였다. α의 측정은 상온인

25 oC를 포함하여, 50 oC 부터 50 oC 간격으로 300 oC까지

순차적으로 얻었다. 이때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

온도에서 3 번씩 데이터를 얻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한편

소재의 비열은 Perkin Elmer 사의 DSC 8500 장치를 활

용하여, 상온부터 300 oC까지 상승시켜 가며, 상온을 포함

해 50 oC 부터 50 oC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개발 합금의 기계적 특성은 Instron 사의 만능 기계시험

기 (Instron 5967)를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인장 시험은

10-3 sec-1 속도로 측정하였으며, 연신율은 레이저 신율계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이 때, 인장 시험편은

ASTM E8 준용하여 25 mm의 게이지 길이를 가진 미니어

쳐 크기 판상으로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미니어쳐 크기의 인

장 시편의 게이지 두께, 폭 및 너비는 각각 1.5±0.1 mm,

3.175 mm 및 15 mm로 방전 가공하여 준비하였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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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특성 평가 결과는 3 회 이상 측정한 것의 평균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결과로 도시하였다.

3. 실험 결과

3.1 Alloy design of LW DP-HEA

본 연구에서는 먼저 CrMnFeCoNi 5원계 합금시스템에

서 SFE를 최대한 낮추면서도 금속간 화합물상이 석출되지

않는 FCC 상 형성 조건의 합금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때,

일반적인 3d TM 기반 FCC 합금의 SFE는 다음의 수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이 식에서 ρs는 {111} 면의 면밀도 (molar surface

density)이고, σi는 FCC와 HCP 상 사이의 계면 에너지

(interfacial energy)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합금 시스

템에서 ρs와 σi의 경우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13] 상기 수식 (1)을 통해 합금의 전체 SFE는 ΔGFCC-HCP

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산된 ΔGFCC-HCP의 변화를 SFE의 변화와

같은 개념으로 활용해 조성을 설계하였다.

상기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등성분계 Cantor

HEA 대비 SFE 를 낮추는 방향으로 신합금 설계를 위해,

먼저 ΔGFCC-HCP의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SFE

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Ni과 Mn의 함량을

같은 5원계 시스템에서 기존에 Dual phase 형성이 보고된

Cr20Mn6Fe34Co34Ni6 HEA [5]와 동일한 수준인 6 at.% 로

고정하였다. 다만 6 at.% 만 합금화 된 Mn 과 Ni은 모

두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에, Co 및 Cr 등의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에 의해 BCC

상이 석출되지 않도록 Fe를 기준으로 첨가량을 보완적으

로 제어하고자 하였다. Fig. 2(a)는 Ni 및 Mn의 전체 분

율을 각각 6 at.% 로 고정하고 계산한 Fe-Co-Cr의 의사

3원계 합금에 대해 900 oC에서 등온 단면도(Isotherm)를

나타낸다. 이 때, 계산온도 900 oC는 재결정화를 위한 온도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Cr은 전체 합금의 SFE를 낮추

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3d TM 중 가장 낮은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경량 HEA 제조를 위해서는 그 양을 최대

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Cr이 과량 합금화 되는 경

우,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일 고용체를 형성하지 못

SFE 2ρsΔGFCC HCP– 2σi+=

Fig. 1. Metallic radius and shear modulus of 3D transition metals
and Al.

Fig. 2. (a) Isotherm at 900 oC of the pseudo ternary system Fe-Co-
Cr, which contains 6 at.% of Mn and Ni, respectively. (b) Pseudo-
binary phase diagram of the system (Cr36.7Mn10Co43.3Ni10)-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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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쉽게 σ 상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Fe를 기준으로 하여 σ 상

형성 경계조건인 Cr과 Co의 분율을 각각 11:13으로 결정

하였다.

Fig. 2(b)는 상기에서 언급한 조건을 기준으로 Cr36.7Mn10

Co43.3Ni10 합금과 Fe 간의 의사 2원계 상태도 (Pseudo-binary

phase diagram)을 나타낸다. 이때, 합금이 TRIP 특성을 발

현할 수 있도록, 상태도 상에서 FCC+HCP 복합상 구조를

가지는 영역 중 HCP 영역이 가장 넓은 조건인 Fe의 함

량을 40 at.% 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Cantor HEA에

서 Cr20Mn6Fe34Co34Ni6 DP-HEA를 거쳐 Cr22Mn6Fe40Co26

Ni6 LW-DP-HEA를 개발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X-선 회절

분석을 통하여, Cantor HEA는 FCC 단일상을 가지는 반

면, DP-HEA와 LW-DP-HEA 경우 복합상 (FCC+HCP)

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CALPHAD 계산을 통해 얻어진 ΔGFCC-HCP 값이 Cantor

HEA의 1927.8 J/mol·K에서, DP-HEA의 5.4 J/mol·K 그리

고 LW-DP-HEA의 -175.06 J/mol·K로 감소하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LW-DP-HEA는

Cantor HEA의 8.31 g/cm3 보다 약 2.5% 낮은 7.95 g/

cm3의 밀도 값을 가진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Cr-Mn-

Fe-Co-Ni 5원계 합금에서 비등성분계 구성원소의 비율 조

절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벼우면서도 응력유기 변태가 가능

한 Dual phase (FCC+HCP) 구조를 가지는 Cr22Mn6Fe40

Co26Ni6 LW-DP-HEA 조성을 개발하고, 이를 LW-00

HEA로 명명하였다.

3.2 Effect of Al addition on LW-00 HEA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LW-00 HEA에 Al을 첨가하여

특성 변화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때, LW-00 HEA를

기준으로 Al의 첨가량에 따라 각각 LW-XX HEA로 명명

하였다. 일 예로, Al 첨가량이 1.0 at.% 인 경우, LW-10

HEA로 명명하였다.

Fig. 3(a)는 LW-00 내지 LW-50 HEA의 X-선 회절 분

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LW-00 HEA에 Al을 첨가함에 따라, 0.0 at.%부터 2.0

at.%까지는 FCC와 HCP의 복합상, 2.5 at.%부터 4.0

at.%까지는 FCC 단일상, 5.0 at.%에서는 FCC와 BCC의

복합상을 형성한다. 한편, Fig. 3(a)의 Inset은 X-선 회절

분석 결과에서 FCC (111) 피크위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a

값을 나타낸다. a 값은 Al의 첨가에 따라, LW-00 HEA의

3.58 Å에서 LW-25 HEA의 3.62 Å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하다 이후에는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CC 상에 Al의 최대 고용도가 2.5 at.% 부근인 것을 의

미한다. 한편, Fig. 3(a)의 LW-50 HEA에 대한 XRD 결

과를 보면 FCC 상과 함께 B2 상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Cantor HEA에 첨가한 경우와 유

사하게 LW-DP HEA에 Al을 과량 첨가하는 경우 Ni-Al-

rich 조성의 B2 상 석출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FCC 상의 a는 3.61 Å으로 LW-25 HEA

에 비해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구성원소들과 원자 반경 차이가 큰 Al의 합금화는

원자 반경차의 값을 증가시키며, 추가적인 B2 결정상이 없

는 경계 조건에서 고용강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유

추할 수 있다. 한편, Fig. 3(a)의 Inset에서 a 변화를 보면,

FCC 상 이외에 XRD 분석을 통해서는 다른 상이 검출되

지 않은 LW-40 HEA의 경우에도 LW-25 HEA와 비교하

Fig. 3. (a) XRD traces of LW-00, LW-10, LW-25, LW-40, and LW-
50 HEAs. The inset shows the lattice parameter of each alloy,
which is calculated from the (111) peak of each XRD data. (b)
High-energy X-ray diffraction pattern of LW-40 HEA that is
composed of FCC matrix and B2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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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a 값의 일부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Al을

4 at.% 첨가한 경우에도 FCC상 기지내에 B2 상이 석출되

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Fig. 3(b)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에서 측정한 LW-40 합

금의 XRS 분석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상기 범용 XRD 장치에서는 확인할 수 없던 B2 상의

형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분율은 Rietveld

분석에 의해 5% 이하로 분석되었다. 특히, Fig. 3(b)의 우

측 확대된 이미지내 BCC 결정구조의 (110) 피크 이외에

도, B2 상의 초격자 상을 의미하는 (100) 피크를 2 theta

기준 약 31 o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LW-40 HEA는 FCC 기지에 B2상의 석출이 시작되는 경

계조성 부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량으

로 형성된 나노 미터 단위의 석출물은 전위의 이동을 방해

하는 등 석출 강화 효과는 매우 미미하면서도, 오히려 전

체 기지의 고용강화 효과를 낮추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5].

Fig. 4(a)는 LW-00 HEA에 Al을 첨가함에 따라 밀도가

크게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Al이 전

체 합금 원소 대비 4 at.% 합금화 한 LW-40 HEA의 경

우 밀도가 약 7.63 g/cm3 수준으로 Cantor HEA 대비 약

10% 감소를 보였다. 이는 각 구성 원소들의 평균 밀도를

Rule of mixture (ROM) 로 계산한 것보다 더 큰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원자 반경 차이를 가지는

Al 합금화에 따른 lattice stretch에 의한 격자 뒤틀림 효과

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LW-50 HEA의 경우 밀도가 약

7.41 g/cm3으로, Al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LW-XX

합금들에서 나타난 밀도 감소 폭과 비교하여, 경향성에서 크

게 벗어난 감소를 보였다. 이는 Fig. 3(a)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Al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APF이 68%로 상대적으로

낮은 BCC 구조의 B2 상이 다량 석출됨으로써 부피 팽창에

의해 유발된 추가적인 밀도 감소로 해석할 수 있다. 

Fig. 4(b)는 LW-00 HEA에 Al을 첨가함에 따라 ΔGFCC-

HCP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l의 합금화는 ΔGFCC-HCP 값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FCC 상안정성 저하와 관련이 있다. 부연하

면, Fig. 3(a)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Al이 2 at.% 포함된

LW-20 HEA까지는 HCP와 FCC간의 복합상 미세구조가

나타나지만, LW-25 HEA부터는 FCC 단상 합금이 형성된

다. 이는 페라이트 안정화원소인 Al 첨가에 따라, HCP 상

과 경쟁 관계에 있는 B2 상이 안정화됨에 따라 경쟁 결정

상 복합화로 인한 Confusion 효과로 HCP 상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Fig. 4(c)는 Al 합금화에 따른 각 조성에서 원

자크기 부정합 인자 값(Atomic size misfit parameter, δ)

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때 δ의 계산 식은 아래 수식 (2)

를 사용하였으며, 각 원자 반경은 완전 조밀한 금속 결합

내에서 각 원소들의 원자 반경을 의미하는 금속 원자 반경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2)
δ 100 Σi 1=

n

ci 1
ri

r
---–⎝ ⎠

⎛ ⎞
2

=

Fig. 4. (a) Density, (b) ΔGFCC-HCP, and (c) Atomic size mismatch of
LW-XX H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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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로 정의되며, ci와 ri는 원소 i의

첨가 원자 비율과 원자 반지름을 의미한다.)

상기 식으로 계산한 δ는 일반적인 금속 소재에서 고용강

화 효과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인자로써, 거의 비슷한 크기

를 가지는 3d TM으로 구성된 HEA에 큰 원자 반경 차이

를 가지는 Al을 합금화 하는 경우, Al 첨가 효과를 크게

반영하여 변화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4장 고

찰 부분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개발

한 LW-XX HEA들에 대해 조성, ΔGFCC-HCP 값, 상 구성,

밀도 변화를 기존 보고된 Cantor HEA, DP-HEA와 비교하

여 보여준다. 

3.3 Mechanical property of LW-XX HEAs

Fig. 5는 LW-XX HEA들의 공칭 응력-변형률 곡선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을 나타낸다. Fig. 5의 우측

표에는 각 합금에 대해 측정된 항복 강도 (σy), 최대인장강

도 (σUTS), 그리고 최대인장강도에서 연신률 (εUTS) 값을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LW-00

HEA의 항복강도는 393.8 MPa로 Cantor HEA의

330 MPa 수준 (결정립 크기 10 μm 내외)보다 15% 이상

큰 값을 가지지만, 연신은 14.1%로 Cantor HEA의 최대 연

신의 1/5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

이는 복합상 구조를 가지는 LW-00 HEA (변형 전 약

7.8%의 HCP 제 2상 분율)내 상간 계면에 의한 강화 효

과와 계면에서 취약한 파단 거동이 동시에 작동한 것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LW-10 및 LW-25

HEA는 각각 330.2 및 340.5 MPa의 항복강도와 24.8 및

33.8%의 연신율을 나타낸다. 흥미롭게도 약 3.1%의 HCP

상을 가지는 LW-10 HEA 보다 단상인 LW-25 HEA가

상대적으로 커다란 항복강도와 연신 특성을 나타냈다. 이

는 HCP 상의 석출에 의한 계면 강화 효과보다 Al 고용

에 의한 고용강화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도와 연신이 동시에 향상된 단상

FCC HEA를 구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노 크기 B2

상이 석출된 LW-40 HEA의 경우, Al 이 더 많은 양 포

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W-25 HEA 보다도 낮은

323.5 MPa 수준의 항복 강도를 나타냈지만 연신은 47.1%

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2 상

이 sub-μm 크기 이상으로 성장한 LW-50 HEA 경우에서

는 항복강도가 710.8 MPa로 급격히 증가하여 LW-40 대비

2 배 이상의 값을 나타냈으나, 연신이 1.5%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고 찰

4.1 Solid solution strengthening of LW-XX HEAs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등성분계 CrMn

FeCoNi LW-DP-HEA에 Al을 첨가하여 저밀도-고강도-고

연신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상영역의 FCC HEA를 개

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합금의 격자 비틀림(lattice

distortion)의 변화는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Fig. 3(a)의 Inset

에 도시한 XRD 측정을 통해 계산한 a 이외에도 열전도도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LW-00 내지 LW-

40 HEA의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때, 열전도도는 Wiedemann–Franz law에 의해 다음 수

식과 같이 표현된다 [17].

(3)

이 식에서 κ는 열전도도를, κe는 전자에 의한 열전도를,

κph는 격자 진동(lattice vibration), 즉, 포논(phonon)에 의

한 열전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경우, κe는 온도 증가에

따라 전자의 산란에 의해 평균 이동 거리(mean-free path)

r Σi 1=

n
ciri

κ κe κph+=

Table 1. Composition, ΔGFCC-HCP, Phase constitution, and Density of Cantor HEA, DP-HEA, LW-XX HEAs.

Composition  (at.%) Al content (at.%) ΔGFCC-HCP (J/mol) Phase Density (g/cm3) Note

Cr20Mn20Fe20Co20Ni20 - 1927.8 FCC 8.31 Cantor HEA

Cr20Mn6Fe34Co34Ni6 - 59.4 HCP + FCC 8.10 DP-HEA [5]

Cr22 Mn6Fe40Co26Ni6

0.0 881.2 HCP + FCC 7.95 LW-00

1.0 1122.9 HCP + FCC 7.84 LW-10

2.0 1364.6 HCP + FCC 7.76 LW-20

2.5 1485.4 FCC 7.74 LW-25

3.0 1606.2 FCC 7.72 LW-30

4.0 1847.9 FCC(+B2) 7.63 LW-40

5.0 2137.4 FCC + B2 7.41 LW-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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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아 지기 때문에, 온도에 대해 음의 비례 관계를, κph

는 격자 진동의 증가로 인해 양의 비례관계를 갖는다. 금

속의 경우에는 쉽게 전도 가능한 자유 전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열전도도가 κe에 의해 결정되어 온도에 대해 음

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LW-XX HEA들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T 부터 300 oC에 이르

기까지 κ가 약 0.021 W/mK2의 양의 기울기로 증가한다.

이는 HEA내 비틀린 격자에 의해 산란된 전자들이 충분한

열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κph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

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18,19]. 부연하면, HEA와 같이

커다란 격자변형을 가지는 소재의 경우,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mean-free path 값이 최저 값인 원자간 거리 수

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κ를 구성하는 κe의 기여분

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격자에 의한 열전도의 경우 온도

증가에 따라 열진동(thermal vibration) 증가로 인해, 양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Cantor

HEA의 열전도가 약 0.013 K/mK2의 양의 기울기로 증가하

는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LW-XX HEA들이 더 큰

양의 기울기 값을 갖는 것을 통해 본 연구의 HEA 합금

이 국부적으로 더 큰 격자 뒤틀림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비슷한 화학 조성을 가지는

합금에서는 자유 전자에 의한 열전달인 κe가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κ의 값이 κph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때 뒤

틀린 격자구조는 포논 진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상쇄하

여 열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κ를 가지

도록 한다. 즉, HEA의 경우 강한 격자변형을 가지기 때문

에, 기존의 상용합금 대비 매우 낮은 κ 값을 가질 수 있

다. Fig.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LW-00 HEA의

경우 상온에서 약 15.5 W/mK 수준의 낮은 κ를 가진다.

이는 일반적인 탄소강(carbon steel)이 상온에서 약 30-

50 W/mK 수준의 κ를 갖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의 값

이다. 또한, LW-00 HEA에 Al을 첨가함에 따라 κ는 점차

감소하여, LW-25 HEA 경우에는 상온에서 약 12.3 W/

mK로 최저 값을 갖는다. 이는 상온에서 약 12 W/mK 정

도인 Cantor HEA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

운 점은 일반적으로 κ는 원자간 결합에 의해 결정되는 값

으로써, 높은 κ 값을 갖는 원소를 합금화 하는 경우

ROM에 따라 그 값이 커지는데 반해, 다른 구성원소 대비

최소 2배 이상 높은 κ (205 W/mK)를 가지는 Al을 합금

화 하더라도 전체 합금의 κ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LW-25 HEA의 경우, 상간 계면의 영향이 없는 단일 FCC

합금임에도 낮은 κ를 가지기 때문에, 기지 상인 FCC 상의

격자 변형이 심화됨에 따라 κ (특히, κph)가 감소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격자변형 정도를 시각화하기 위해,

Fig. 6의 inset에 LW-XX HEA들의 RT에서의 1/κ를 조성

에 따라 도시하였으며, LW-25 HEA에서 최대 값을 가짐

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Al이 첨가됨 따라 B2

나노 석출물을 형성한 LW-40 HEA에서는 다시 κ가 증가

하여, LW-00 HEA와 비슷한 수준의 κ 값을 나타냈다. 흥

미롭게도 이러한 결과는 Al 함량에 따른 a의 변화 경향성

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격자변형에 의한 κph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합금들에 대해서 조성 변화

에 따라 a와 κ 값의 변화 양상이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Fig. 5.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of LW-XX HEAs. Inserted table summaries yield strength (σy), ultimate tensile strength (σUTS), and
maximum elongation at ultimate tensile strength (ε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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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LW-00 부터 LW-25

HEA까지의 κ 값의 감소는 격자변형의 증가를, 반대로

LW-25에서 LW-40 HEA로 가면서 κ 값의 증가는 격자변

형의 감소로 이해될 수 있다. 부연하면, LW-25 HEA의

FCC 단일상에서 a 증가는 일차적으로 크기 차이가 있는

Al 첨가에 따라 격자 변형이 심화됨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

다. 추가적으로, Al의 첨가에 따라, 상구성이 FCC+HCP

복합상에서, FCC 단일상, 그리고 다시 FCC+BCC(B2) 복

합상으로의 상변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석출상의 형성의 복

잡성에 기인한 Confusion effect에 의한 높은 내부 변형

에너지도 a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NiAl-rich B2 나노 상이 일부 석출된 LW-

40 HEA의 경우, FCC 단일상인 LW-25 HEA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κ와 더 작은 a를 나타낸 것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일상 합금내 커다란 격자 변형은 합금의

고용강화에 큰 영향을 준다. 부연하면, 합금에서 고용강화

는 아래 수식 (4)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4)

(여기서, Δτ는 고용 강화에 의한 전단응력 변화량, G는

전단 계수, b는 버거스 벡터(Burgers vector)의 크기, ε은

고용원소 첨가에 따른 격자 변위(lattice strain), 그리고 c

는 고용 원소의 함량을 의미한다. 이때, 격자 변위 ε은 고

용 원소에 의한 δ 값에 비례한다 [20].)

이 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일상 합금의 고용강

화는 각 구성원소간 전단 계수의 차이 혹은 크기 차이가

큰 경우 크게 향상된다. 다만 FCC HEA를 구성하는 대부

분의 원소들의 원자반경이 124 내지 128 pm로 비슷한 값

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들 합금 시스템에서는 charge

transfer가 고용강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었

으나 [5], 본 연구에서는 Al의 첨가를 통해 구성원소들과

큰 원자반경 차이를 유발하여 내부 변형(ε)을 유발함에 따

라 위 식에 의해 고용강화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합금 중 추가적인 석출 없이 가장 커다란 원자

반경 차를 가지도록 구성된 단상 FCC LW-25 HEA가 가

장 큰 격자 변형에 의한 고용강화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절에서는 조성적 복잡성 뿐 아니라

석출 가능상의 복잡성이 증가된 단일상 FCC HEA 영역이

큰 격자변형 및 커다란 κ 감소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Hall-Petch 관계식은 입계 (grain boundary)

가 어떻게 새로운 강화의 시작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때, 항복 강도와 결정립 크기 사이의 관

계는 아래 수식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21,22].

(5)

(여기서, σ0는 소재 자체가 가지는 강도로써, 전위 이동

을 위한 시작 응력을 의미하는 상수이며, d는 결정립 크기

를 의미한다.)

위 식에서 ky 값으로 표현되는 Hall-Petch 계수가 크다는

것은 전위가 결정학적 계면을 극복하기 어려워 그 자체가

새로운 Frank-Read 소스로써 작동함을 의미한다. 한편, 소

재에 형성되는 임계분해 전단응력(critical resolved shear

stress, τc)으로 ky를 표현하면 다음 수식과 같다 [23,24].

(6)

이 식에서 m은 작동하는 슬립 시스템의 방향 인자

(orientation factor), r은 가장 가까운 전위와의 거리를 의

미한다. 즉 ky는 슬립 시스템이 결정된다면, τc 와 r에 의

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국부적 조성변화를 나타내는 HEA의 경우, 매우 뒤틀린 격

자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r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특히, 국부적 조성 변화를 가지는 HEA

의 경우, 뒤틀린 격자구조를 가져 고용강화 효과가 극대화

되기 때문에, 큰 τc를 가진다. 따라서 이에 따라 높은 ky값

을 가지는 LW-HEA의 경우 높은 고용 강화 효과에 따른

큰 항복 강도를 가지는 것 뿐 만 아니라, 변형이 지속됨에

따라 Frank-Read 소스의 증가로 높은 가공 경화능을 동시

τΔ Gb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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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σ0 k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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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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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rmal conductivity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in LW-
XX HEAs. The inset shows the thermal conductivity change at
room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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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7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LW-25 HEA와 기존에 보

고된 FCC 구조 상용 합금들의 ky를 1/κ로 피팅한 결과이

다. 이때 ky는 합금의 재결정 조건 변화에 따른 입계 크기

의 변화가 공칭 응력-변형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다.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ky값은 소재의 열전도도의 역

수와 비례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열전도도가 소재 전

체의 격자 변형에 의한 r 값과 비례하는 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LW-25 HEA의

ky값은 Cantor HEA 뿐 아니라 고강도 특성을 나타낸

CoCrNi MEA 보다 월등히 큰 617 MPa·μm-1/2를 나타냈

다. 이는 2.5 at.%의 Al 첨가가 Cantor HEA 대비 3 배

이상의 δ 차이를 유발하여, 주로 전하 이동 기반 고용강화

효과를 나타내는 3d TM 만으로 구성된 기존 FCC HEA

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고용강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3,24].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합금설계법

에 기반한 Al의 소량 첨가가 3d TM 기반 FCC HEA의

고용강화 특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5].

4.2 Deformation behavior of LW-XX HEAs

Fig. 8(a)는 LW-XX HEA들에 대해 변형 전후의 FCC

및 HCP 상분율 변화를 나타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합금들에 대해 Al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SFE가 높아짐과 동시에 HCP의 상 안정성이 감소하기 때

문에, 변형 전 HCP 상분율이 LW-00 HEA의 약 7.8%에

서, LW-10 HEA의 약 3.1%, 그리고 LW-25 HEA 및

LW-40 HEA에서는 0 %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형 이후에 형성된 총 HCP 상의 분율은 LW-00

HEA에서 56%, LW-10 HEA에서 52%, LW-25 HEA에

서 47%로 순차적으로 감소하다가 LW-40 HEA에서 15%

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합금

의 SFE가 제조된 시편의 HCP 상분율 뿐 아니라 변형 후

의 최종 HCP 상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Fig. 8(b-e)는 Fig. 8(a)에 도시한 합금들의 변형 전,

후의 EBSD map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LW-XX HEA에서 변형 시 응력유기 상변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LW-40 HEA

의 경우 변형 후 TRIP와 동시에 나노 크기의 변형 쌍정

(deformation twin)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변형 기구의 작동은 FCC HEA의 연신 특성 개

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연하면, 본 연구를 통해 개

Fig. 7. Hall-Petch constant (ky) of FCC alloys plotted against the 1/
κ, which represents the degree of lattice distortion.

Fig. 8. (a) Phase fraction of FCC and HCP phase and (b-e) EBSD maps showing the phase constitution before and after deformation in LW-
00, LW-10, LW-25, and LW-40 H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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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각각의 합금들의 최대 연신율은 LW-00 HEA가

14%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LW-40 HEA에서는 약 50%

수준의 큰 연신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 인장 강

도 값은 감소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재의 항복 및 최

대 인장 강도가 최대 연신율과의 Trade-off 관계에 있는 것

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LW-(TRIP+TWIP)

HEA의 저밀도-고강도-고연신의 독특한 특성 조합은 다중

변형 기구 발현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3 Optimization of conflicting properties in FCC

HEA

Fig. 9(a)는 FCC HEA를 포함하는 다양한 FCC 합금들

과 대표적인 경량 합금인 Al 합금 및 Ti 합금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LW-XX HEA들에 대해 비강도와

UTS에서의 최대 연신율을 도시한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

에서 개발한 합금들의 특성과 비교를 하기 위해 상용

FCC 합금으로 오스테나이트 강과 Ni계 합금, 그리고 Cu

계 합금을 함께 표시하였다 [26,27].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FCC 합금의 비강도와 최대 연

신율은 서로 Trade-off 관계에 있어, 두 특성을 동시에 향상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강도 경량

소재인 Ti 합금의 경우 매우 높은 비강도 (200 MPa·cm3·g-1

이상)를 가지지만, 최대 연신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다. 반

대로, 최대 70% 이상의 높은 연신율을 가지는 Cu계 합금

의 경우, 30 이하의 낮은 비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만, 일반적인 Cu 상용합금의 경우에는 고강도-고연

신의 구조용 소재로써가 아니라 높은 전도성 등의 특수 목

적을 위하여 첨가 원소 없이 높은 순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대표

적인 구조용 금속 소재인 Fe 계 합금의 경우에는 전체 특

성 영역에 폭넓게 위치하고 있다. 이때, 다양한 3d TM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FCC HEA의 경우, 철강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강도 영역에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9(b)는 상기 Fig. 9(a)에 도시한 합금들 중 FCC

HEA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비강도와 최대 연신율을 도

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CC HEA

도 비강도와 최대 연신율간 Trade-off 관계로 바나나 커브

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 개발한

LW-XX HEA들의 경우, 구성원소간 비율 조정을 통해 밀

도 감소를 꾀하고 추가적으로 Al 첨가를 통해 밀도를 상

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도 고용강화 효과를 극대화함으

로써, 기존 FCC HEA 대비 높은 비강도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이와 동시에 TRIP과 TWIP이 순차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다중 변형기구 작동 조건으로 SFE를 제어함으로써

고연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보고된 FCC

HEA 대비 우상향 하는 영역의 향상된 특성을 나타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LW-(TRIP+TWIP) HEA의 경

우, 합금의 (1) 경량화 (2) 고용 강화 효과 (3) 상 안정성의

3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존 HEA의 조성적 복잡성 뿐

아니라 석출상의 복잡성을 극대화하여 Complex complexity

구현을 통해 기존 합금 개발 방식을 통해 동시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상충하는 특성들이 상호 조합된 저밀도-고강도-고

연신 소재를 개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로 trade-off 관계에 있는 (밀도)-(강도)-

(연신) 특성이 최적화된 LW-(TRIP+TWIP) HEA를 성공적

Fig. 9.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strength and the maximum
elongation in (a) various FCC alloys and (b) FCC H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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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FCC CrMnFeCoNi 5원계 시

스템에서 상대적으로 경량 원소인 Fe, Co, 그리고 Cr의

조성을 높게 제어하면서도 동시에 합금 자체의 SFE를 극

단적으로 낮추는 합금 설계를 CALPHAD 기반으로 수행

하여 TRIP 변형기구를 가진 LW-DP-HEA (Cr22Mn6Fe40

Co26Ni6, LW-00)을 개발하고, 이를 기지 조성으로 하여 다

른 구성원소보다 가벼우면서도 커다란 원자반경 차이를 가

지는 Al을 최대 5 at.%까지 합금화 하면서 Al 첨가에 따

른 (밀도)-(강도)-(연신)의 특성 변화를 체계적으로 고찰하

였다. 결과로써, LW-00 HEA에 Al를 첨가함에 따라 상

구성이 FCC+HCP 복합상 (LW-00 to LW-20)에서, FCC

단일상 (LW-25 to LW-40), 그리고 다시 FCC+BCC(B2)

복합상 (LW-40 to LW-50)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FCC 단일상을 형성한 LW-25 HEA의 경우

Cantor HEA 대비 3 배 이상의 δ로 커다란 격자 비틀림

이 유발됨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온에서 약 12

W/mK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열전도도를 가졌다. 또한,

본 연구의 LW-25 HEA의 ky값은 617 MPa·μm-1/2로

Cantor HEA의 495 MPa·μm-1/2 보다 25 % 정도 큰 값을

나타냈으며, Al의 소량 첨가가 전하 이동 기반 고용강화

효과를 나타내는 3d TM 만으로 구성된 합금시스템에 비

해 월등히 우수한 고용강화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뿐만 아니라, FCC 기지내 B2상 석출의 경계 조

성인 LW-40 HEA는 FCC+HCP의 DP 합금과 FCC+

BCC(B2)의 DP 합금 사이의 준안정한 상 안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TRIP과 TWIP 변형 기구를 순차적으로 발생

시킬 수 있는 SFE의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약 50%의

매우 큰 최대 연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Cantor HEA

대비 약 10 % 이상 낮은 밀도를 가지면서도, 우수한 비강

도/최대 연신 비를 가지는 합금을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HEA의 조성적 복잡성 뿐 아니라 다중

석출가능상의 안정성 제어에 의한 과고용으로 석출상 형성

복잡성이 동시에 증가된 LW-(TRIP+TWIP) HEA를 개발

하여, 다양한 복잡성의 Confusion 효과로 trade-off 관계에

있는 저밀도-고강도-고연신 복합 특성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음을 새롭게 밝혀, 다중원소기지 HEA 합금계에서

trade-off 관계의 복합 특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에 대

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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