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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agnetic shape memory alloys have recently received a lot of attention due to the considerable progress achieved in 
understanding the particular importan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factors. Among these alloys, the ferromagnetic Co-Ni- alloys have 
been concerned specially because of the thermoelastic character of the fcc (g) - bct (a) martensitic transformation which exhibits under 
the action of the temperature (shape memory effect), the stress (superelasticity) and the magnetic field (magnetoelasticity). The 
morphological, the crystallographical, and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rmally induced martensite in Co-35.3Ni-11.3Al(wt.%) and 
Co-28.1Ni-47.4Fe-3.3Ti (wt.%) alloy have been investigated by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X-ray Diffraction (XRD), 
and the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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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형상기억합금은 외부의 열이나 하중에 반응하여 형

상을 변화시키는 합금으로, 우수한 형상복원력을 가지

고 있으며, 변위가 여타 소재에 비하여 크고, 부피대비 

발생력이 크며, 수십만번의 반복적인 동작에도 형상 

회복 특성을 보이는 우수한 소재로 알려져 있다. 형상

기억합금은 우수한 제반 특성으로 열감지형 센서나 액

츄에이터, 로봇 구동/장비이송용 매니플레이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의 기계장비의 주요소재로 사용될 수 있고, 최근에는 

인체공학적 설계에 있어 스마트기기의 이어셋의 넥밴

드와 기계기구의 공구클램핑 장치에도 적용해 안전분

야로 적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여 생체재료로의 사용도 확대되는 추

세에 있다1). 그러나 기존의 형상기억합금은 주로 외부

의 열에 대하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리

고 온도이력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점

으로 인하여 형상기억합금은 우수한 제반 특성에도 불

구하고 스마트재료로서의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왔다2).
최근 기존의 형상기억합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합금인 자성형상기억합금

(FSMA: ferromagnetic shape memory alloy)이 개발되고 

있다. 자성 형상기억합금은 통상적인 형상기억합금이 

반응하는 열, 응력이외에 자기장에도 반응을 하는 합

금으로 1996년 Ullakko 등3)이 Ni2MnGa 합금에서 자성

형상기억 효과를 보고한 이래 이에 대한 연구가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Ni-Ti와 

같은 형상기억합금은 응력에 의해 쌍정 변형체가 이동

하여 변형체의 재배열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의 형상

기억효과를 나타낸다면 자성형상기억합금은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쌍정의 재배열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마르텐사이트 변태온도(Mf)이하의 온도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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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형상기억합금에 자기장을 인가하면, 인가된 자기장

으로 인하여 변형체 계면이 이동하여 마르텐사이트 변

형체가 재배열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자기장이 쌍정경

계의 이동에 가할 수 있는 구동력인 포화자화값이 크

면 쌍정경계의 이동이 용이하므로, 형상기억효과가 크

고, 마르텐사이트 변태온도이하가 소재의 사용온도이

므로 이 온도가 높을수록 실용적인 형상기억합금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자성형상기억합금

으로 자기장에 따라 재질의 형상이 바뀌는 특성을 보

이는 자성형상기억합금인 Ni2MnGa은 산업적인 이용가

능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고 있다1-3). 또한 이 합금은 높은 온도에서는 오

스테나이트 상이었다가 온도 202 K 이하에서 마르텐

사이트 상으로 변하는 구조적인 상전이가 발견되었다1). 
이상 전이온도에서 Ni2MnGa 합금의 자화값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며 이것은 구조적인 상변이와 밀

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iMnGa계 합

금, Fe-Pd계 합금 등은 화학 조성에 따라 이상의 특성

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값들은 전자농도(valence 
electron/atom; e/a)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4). 합금의 조성비를 달리하여 이 값들

의 변화를 측정하고 사용 용도에 맞는 합금 조성을 설

계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철계 합금

의 경우 열탄성마르텐사이트 변태를 하는 Fe-Pt[5], 
Fe-Pd6) 및 Fe-Ni-Co-Ti7) 합금 또는 비열탄성마르텐사이

트 변태를 하는 Fe-Ni-C8), Fe-Cr-Ni9) 및 Fe-Mn-Si10-11) 
등에서도 형상기억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Ni 계열의 Co-Ni-Al과 

Co-Ni-Fe-Ti의 자성형상기억합금을 제조하여 열처리 

온도를 달리하여 가공열처리 후 시료의 마르텐사이트 

변태온도를 관찰하여 형상기억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였다. 

2. 실험재료와 실험방법

Co-Ni-Fe-Ti 합금 잉곳트를 제조하기 위해 분말상의 

Fe, Co, Ni, Ti를 소정의 비율로 평량한 후, 흑연몰드에 

장입하고 아르곤분위기에서 고주파 유도용해하여 제

작하였다. 잉곳트는 열간압연하여 두께 1.5 mm의 판재

로 가공하였고, 1100℃ 10시간동안 균질화처리를 진행

한 후 급랭하였다. 이 판재로부터 폭 3 mm, 평행부 길

이 8 mm인 개뼈(dog-bone) 모양의 형상으로 제작하였

다. Co-Ni-Al 합금 또한 Co, Ni, Al 분말을 소정 비율로 

평량한 후 고주파 유도용해하고 1100℃ 10시간 동안 

균질화처리를 진행한 후 급랭하여 제조하였다. 그 후 

시효 처리는 시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로를 

이용하여 1100℃에서 10시간 유지 후 물 10%의 KOH
용액에서 퀜칭을 실시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특징은 

FESEM/EDS(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JEOL, JSM-6500F)를 이

용하여 시편의 형상과 정성분석을 실시하여 시편의 조

성을 확인하였고, XRD(x-ray diffractometer, BRUKER 
KOREA, Siemens, DE/D-5005)를 이용하여 제조된 시편

의 결정구조를 판단하였다. 또한 형상기억합금으로서

의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온도유기변태를 측정하기 

위해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Perkins- 
Elmer, Pyris 1)를 사용하여 상변태온도를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Co-Ni 계 합금의 표면형상 관찰

Fig. 1과 2는 제조된 자성 Co-Ni-Al 합금과 Co-Ni- 

(a)

Element wt.%
Cobalt 48.401
Nickel 35.344

Aluminium 11.322
Carbon 3.994
Oxygen 0.937

(b)

Fig. 1. SEM image and EDS data for Co-Ni-Al alloy homogenized 
at processed at 1100℃ for 1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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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i 합금의 표면형상과 EDS 정성분석 결과이다. 
Co-35.3Ni-11.3Al(wt.%)과 Co-28.1Ni-47.4Fe-3.3Ti(wt.%) 
합금이 제조되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3과 

Fig. 4에서 10시간 시효처리 후의 Co-Ni-Al 합금과 

Co-Ni-Fe-Ti 합금의 표면형상과 EDS 정성분석 결과는 

(a)

Element wt.%
Iron 47.433

Nickel 28.076
Cobalt 17.979

Titanium 3.289
Carbon 3.221

(b)

Fig. 2. SEM image and EDS data for Co-Ni-Fe-Ti alloy 
homogenized at 1100℃ for 10 hours.

(a)

Element wt.%
Cobalt 48.269
Nickel 34.548

Aluminium 12.743
Carbon 4.437
Oxygen 0.937

(b)

Fig. 3. SEM image and EDS data for Co-Ni-Al alloy aged at 
1100℃ for 10 hours.

(a)

Element wt.%
Iron 47.433

Nickel 28.076
Cobalt 17.979

Titanium 3.289
Carbon 3.221

(b)

Fig. 4. SEM image and EDS data for Co-Ni-Fe-Ti alloy aged 
at 1100℃ for 1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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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질화 처리후의 시편과 정성분석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표면형상의 경우 시효처리 후 원소들의 석출

이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되는 형상들이 나타났다. 균질

화처리 후의 시편의 조성과 시효처리 후의 시편의 조성

의 차이가 변태온도의 차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마르텐사이트 변태특성은 합금조성 뿐만 아니라 

결정립크기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열처리 조건에 따른 결정립의 크기와 이에 따른 변태특

성을 조사하기위해 10시간 시효처리 후의 시편의 표면

을 관찰하면 정확히는 판단 할 수 없으나 결정립크기가 

조대해지는 것을 관찰하여 결정립 크기가 커짐에 따라 

마르텐사이트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마르텐사이트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조대한 결정립에

서는 결정립 구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

의 핵생성 및 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3.2 Co-Ni 계 합금의 X-선 회절분석

Fig. 5는 제조된 Co-Ni계 합금의 X-선 회절분석 결과

이므로 이를 통하여 결정구조를 평가하였다. JCPDS 카
드와 대조하여 Fig. 5는 결정질 Co-Ni-Al 합금이고, Fig. 
6은 결정질 Co-Ni-Fe-Ti 합금임을 확인하였다. 

Co-Ni-Al 시편의 경우 fcc와 bcc가 혼재된 결정질상

으로 나타나고 51°에서 코발트와 니켈의 주피크가 나

타나고 60° 부근에서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의 피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o-Ni-Fe-Ti의 경우

에도 50°, 60°, 89°에서 fcc 결정질의 Co-Ni-Fe-Ti의 전

형적인 피크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 시효처리를 통해 

각각의 시편의 변태온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되며 이 조성의 시편이 마르텐사이트 변태온도를 조

절하여 실온근처에서 사용가능한 자성형상기업합금의 

Fig. 5. X-ray diffraction analysis for Co-35.3Ni-11.3Al(wt.%) 
alloy heat processed at 1100℃ for 10 hours.

Fig. 6. X-ray diffraction analysis for Co-28.1Ni-47.4Fe-3.3Ti 
(wt.%) alloy heat processed at 1100℃ for 10 hours.

사용범위조절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3.3 합금조성이 변태온도에 미치는 영향

균질화 처리한 Co-Ni-Al, Co-Ni-Fe-Ti 시편과 시효 

처리된 각각의 시편의 DSC 결과를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고, Table 1에 각각의 시편의 마르텐사이트 변

태 종료온도(Mf)와 시작온도(Ms) 그리고, 오스테나이트 

변태 시작온도(As)와 종료온도(Af)를 나타내었다. Fig. 7
의 Co-Ni-Al에서는 시효처리전의 시편에서는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10시간 시효처리 후의 가열, 냉각 

시 곡선 상에서 각각 1개씩의 피크가 관찰되었다. Fig. 
8에서는 시효처리 전후 모두 피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형상기억합금인 Ti-Ni의 경우는 SMA의 전

형적인 1단계 상변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냉각 시에

는 오스테나이트(B2)에서 마르텐사이트(B19')로, 가열 

시에는 B19'에서 B2로 역변태가 일어나는데, 자성형상

기억합금의 경우는 합금의 조성의 구성과 첨가성분이 

종류에 따라 변태온도가 달라진다.
비철함금의 열탄성 마르텐사이트는 모상으로의 역변

태에 의한 형상기억 효과가 실용화되고 있고 철계합금

에서도 형상기억효과가 관찰되고 있는데 하나는 열탄

성 마르텐사이트이고 다른 하나는 비열탄성 마르텐사

이트이다. 철계 합금에서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할 때 합

금원소에 따라 (1) fcc에서 bcc 또는 bct(α’-마르텐사이

트), (2) fcc에서 hcp(ε-마르텐사이트), (3) fcc에서 fct로 

변태한다. 따라서 Co-Ni계 중 철이 포함된 Co-Ni-Fe-Ti 
합금은 α’-마르텐사이트, ε-마르텐사이트의 모상인 오

스테나이트의 변태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첨가원소에 따라 변태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Ni

의 첨가는 δ를 석출하지 않으며 γ상을 안정화시키고 



한지원⋅박성범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4, 201512

펄라이트상을 형성시킨다. 너무 많이 첨가하면 Ms 온
도가 떨어진다. Co는 Ms 온도를 저하시키지 않고 적층

결함에너지를 낮춘다. 또한, Co의 첨가 및 함량의 증가

는 자기적 특성을 급진적으로 증가시키는 특징을 갖는

다. 또한 Mn과 Ni과 같이 오스테나이트를 확보하면서 

Ms를 극단적으로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실온 근방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본 실험결과에 나타난 Co-Ni계 자성 형상

기억합금의 조성에 따른 변태온도의 영향은 냉각 중 

일어나는 마르텐사이트 변태 개시온도(Ms)는 DSC곡선

의 기본선과 발열 피크의 접선의 교점으로 측정하였고, 
(b)의 가열 중 일어나는 오스테나이트 변태개시온도

(As)는 DSC곡선의 기본선과 흡열 피크의 접선의 교점

으로 측정하였다.
Co 조성이 증가할수록 변태온도가 감소하였고 Fe의 

첨가에 의해 Fe 양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변태점이 측

정되지 않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a) homogenization treatment

(b) heat treatment

Fig. 7. DSC curve for Co-35.3Ni-11.3Al(wt.%) alloy processed 
at 1100℃ for 10 hour. 

(a) homogenization treatment

(b) heat treatment

Fig. 8. DSC curve for Co-28.1Ni-47.4Fe-3.3Ti(wt.%) alloy 
processed at 1100℃ for 10 hour. 

Table 1. Phase transformation temperature for Co-35.3Ni- 
11.3Al(wt.%) and Co-35.3Ni-11.3Al(wt.%)

Mf Ms As Af

Co-35.3Ni-11.3Al
(wt.%) 41 64 56 84

Co-35.3Ni-11.3Al
(wt.%)

Not 
detected

Not 
detected

Not 
detected

Not 
detected

4. 결 론

자성형상기억합금 제조시에 포화자화도와 마르텐사

이트 변태온도를 고려하여 합금을 설계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Ni-Ti 계 및 Cu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o-Ni 계열의 자성형상기억합금을 설계 제조하였

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Co-35.3Ni-11.3Al(wt.%)과 Co-28.1Ni-47.4Fe-3.3Ti 

(wt.%) 합금을 제조하였으며, 또한, 10시간 시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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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Co-Ni-Al 합금과 Co-Ni-Fe-Ti 합금의 표면형상의 

경우 시효처리 후 원소들의 석출이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되는 형상들이 나타났다. 이는 시효처리에 의해 

결정립크기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정립

크기가 조대해지는 것을 관찰하여 결정립 크기가 커짐

에 따라 마르텐사이트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X-선 회절분석결과로 Co-Ni-Al와 시편의 경우 fcc

와 bcc가 혼재된 결정질상으로 나타나고 Co-Ni-Fe-Ti 
시편의 경우 fcc 구조로 된 결정질상으로 판명되고 이

는 시효처리에 의해 자성형상기억합금의 전형적인 α’-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함을 알 수 있다.

3) 제조된 Co-35.3Ni-11.3Al(wt.%) 시편의 경우 조성의 

변화에 의해 상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성 형상기억합

금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Co-28.1Ni- 
47.4Fe-3.3Ti(wt.%)는 변태온도가 측정되지 않은 결과로 

변태온도가 매우 높거나 합금설계에서의 조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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