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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Fe계 연자성합금, 이를 함유하여 이루어진 자성재료 및 이들 자성재료를 사용한 자기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종래 비정질 합금의 박대의 연속제조장치의 개략 단면도이다.

제 2 도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양태에 따른 박대의 연속제조장치의 개략단면도이다.

제  3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  따른  박대의  연속제조장치의  개략단면으로,  냉각롤과  노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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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나타낸다.

제 4 도는 제 3 도의 장치의 노즐의 경사각도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도이다.

제  5  도는  제  3  도의  장치의  노즐의  경사각도와  얻어지는  박대의  표면거칠기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제  6  도는  제  3  도의  장치에  있어서의  노즐과  냉각롤의  간격과  표면거칠기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제 7 도는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른 박대제조방법에 사용하는 장치의 개략측면도이다.

제  8  도는  프레스장치에  의하여  연자성합금분말로부터  1차성형코어를  형성하는  모양을  나타낸 모식
도이다.

제 9a 도, 제 9b 도, 제 9c 도는 각각 1차성형코어를 가압캡슐내에 넣은 모양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제 10 도는 제 9c 도의 가압캡슐을 고온하에서 가압하는 열간 정수압 프레스의 개념도이다.

제 11 도는 가압캡슐내에서 자기헤드 코어를 끄집어 낸 상태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제 12 도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양태에 따른 자심의 사시도이다.

제 13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 따른 드럼형의 자심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 14 도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양태에 따른 저주파 트랜스의 개략사시도이다.

제 15 도는 제 14 도의 저주파 트랜스의 자심의 개략사시도이다.

제 16 도는 본 발명의 Fe계 라미네이트형 코어를 가지는 자기헤드의 사시도이다.

제 17a 도는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합금제 라미네이트형 코어의 사시도이다.

제 17b 도는 제 17a 도에 나타낸 라미네이트형 코어를 조합한 상태를 나타낸 측면도이다

제  18  도는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합금분말을  압밀(壓密)하여  이루어진  압밀형코어를  가지는 자기헤
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제 19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양태에 따른 압밀형 코어를 가지는 자기헤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 20 도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 따른 압밀형 코어를 가지는 자기헤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 21 도는 본 발명의 합금의 일례의 실효투자율과 소둔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  22  도는  본  발명합금의  일례의  열처리  전후의  구조변화를  나타낸  X선  회절도형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제 23 도는 본 발명합금의 일례의 열처리후의 조직을 나타낸 현미경사진의 모식도이다.

제  24  도는  본  발명합금의  일례에  있어서  Zr양과  B양을  변화시킨  경우의  자기특성을  나타낸  3각 조
성도이다.

제 25도는 본 발명합금의 일례에 있어서 Hf양의 변화와 투자율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  26  도는  본  발명합금의  일례에  있어서  B양과  Zr양을  변화시킨  경우의  자기특성을  나타낸  3각 조
성도이다.

제 27 도는 본 발명합금의 일례에 있어서의 Cu양과 투자율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 28 도는 본 발명합금의 일례에 있어서의 Co양과 투자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 29 도는 본 발명합금의 실효투자율과 소둔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  30  도는  600℃에서  열처리한  본  발명합금의  일례에  있어서  Zr양과  B양과  Fe양을  변화시킨  경우의 
투자율을 나타낸 3각 조성도이다.

제  31  도는  650℃에서  열처리한  본  발명합금의  일례에  있어서  Zr양과  B양과  Fe양을  변화시킨  경우의 
투자율을 나타낸 3각 조성도이다.

제  32  도는  본  발명합금의  일례에  있어서  Zr양과  B양과  Fe양을  변화시킨  경우의  자속밀도를  나타낸 
3각 조성도이다.

제 33 도는 본 발명합금의 일례에 있어서의 Ds값을 나타낸 3각 조성도이다.

제 34 도는 본 발명합금의 일례에 있어서의 Co양과 투자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 35 도는 본 발명합금의 열처리속도와 투자율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 36 도는 냉각롤 표면의 거칠기와 박대표면의 거칠기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 37 도는 실시예 23의 자기헤드의 내마모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 38 도는 실시예 25의 2층 스파이럴코일구조의 박막자기헤드의 평면도이다.

제 39 도는 제 38 도에 나타낸 박막자기헤드의 A-A'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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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0 : 냉각롤                                       2, 20 : 노즐

3,30 : 용융금속                                    4,40 : 저장탱크

5,50 : 박대                                          11 : 도가니

12 : 공급관                                          13 : 수납부

14 : 배기관                                          15 : 접속관

18 : 가스공급원                                    19 : 압력조절밸브

21 : 전자밸브                                        22 : 압력계

23 : 보조관                                           24 : 압력조정밸브

25 : 유량조정밸브                                  26 : 유량계

60 : 챔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Fe계  연자성합금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이  연자성합금을  함유하여  이루어진  예를 
들면  박대(薄帶),  압분체등의  자성소재,  그  제조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이들 
자성소재를  사용한  자기헤드,  트랜스,  쵸크코일  등의  전자변환장치에  관한  것이다.  단,  본  발명은 
이들에 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적용해도 유용하다.

자기헤드,  트랜스,  쵸크코일등에  사용되는  연자성합금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제특성은  하기와 같
다.

① 포화 자속밀도가 높을 것.

② 투자율(透磁率)이 높을 것.

③ 저보자력일 것.

④ 얇은 형상이 얻어지기 쉬울 것.

또,  자기헤드에  대해서는  상기  ①  내지  ④에  기재한  특성외에  내마모성면에서  하기의  특성이 요구된
다.

⑤ 경도가 높을 것.

따라서  연자성합금  또는  자기헤드를  제조하는  경우,  이들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합금계에  있어서 재
료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  상기의  용도에  대해서는  센더스트,  퍼머로이(50%  N-Fe  퍼머로이,  80%  Ni-Fe  퍼머로이  등), 규
소강(일본국  특허  공고  소62-37688호  공보,  일본국  특허  공소  소62-45285호  공보  등  참조)등의 결정
질합금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Fe기 및 Co기의 비정질합금도 사용되도록 되어오고 있다.

그런데  자기헤드의  경우,  고기록밀도화에  따른  자기기록매체의  고보자력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합한  고성능자기헤드용의  자성재료가  요망되고  있다.  또,  트랜스,  쵸크코일의  경우는  전자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더 한층의 소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고성능의 자성재료가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센더스트는  연자기  특성에는  우수하나,  포화  자속밀도가  약  11KG로  낮은  결점이 있
고,  퍼머로이도  마찬가지로,  연가지특성이  우수한  합금조성에  있어서는,  포화  자속밀도가  약  8KG로 
낮은  결점이  있어,  자심으로서  사용한  경우,  고주파에  있어서의  코어손실이  커져,  수  10KHz  이상의 
주파수에서의  자심의  온도상승이  격심하여  사용이  곤란하였다.  규소강은  포화  자속밀도는  높지만 연
자성특성에  뒤떨어지는  결점이  있다.  또,  철손(鐵損)이  충분하게  낮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트
랜스의 발열등의 면에서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비정질(아몰퍼스)합금으로서는  근년,  고주파에서의  코어손실이  낮고,  고각형성(高角形成)이 
양호한  특징을  살려,  Co기의  아몰퍼스  자심이  스위칭  전원제어용  자심으로서  사용되도록  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Co기  아몰퍼스합금은  연자기특성에는  우수하지만,  원료비가  높고,  가격이  비쌀뿐만  아니라, 
포화  자속밀도가  통상  10KG  이하이고,  수  10KHz에서  100KHz대의  주파수에서는  포화  자속밀도가  낮기 
때문에  동작자속밀도의  제약을  받아,  충분하게  자심을  소형화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Fe기  합금은  포화  자속밀도가  높고,  15KG  또는  그  이상의  것이  얻어지지만,  연자기특성이 불충분하
다.  Fe기  아몰퍼스자심은  예를  들면  일본국  특허  공고  소58-1183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직류 B-H 커브의 각형비가 높고, 최대 투자율이 높은 것이 얻어짐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기  Fe기  아몰퍼스  합금을  사용한  자심은  철손이  커서,  첨가원소의  조정에  의하여  철손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으나,  Co계  아몰퍼스합금에  비하여  아직도  철손이  크고,  또  자왜가  현저하게 커
서,  응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계적  진동이나  합금자체의  자중에  의한  변형등에  의하여  자기특성이 
열화되기 쉬운 문제가 있다.

비정질합금의  박대(리본)를  연속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  1  도에  나타낸  소위  단롤법에 
의한  것이  알려져  있다.  이는  Cu제의  냉각롤(1)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그  정상부에  근접  배치한 
노즐(2)로부터  용융금속(3)을  분사함으로써  용융금속(3)을  냉각롤(1)의  표면에서  급속  냉각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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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면서 대상으로 만들어, 냉각롤(1)의 회전방향으로 뽑아내도록 한 것이다.

제  1  도에  나타낸  장치의  경우,  냉각롤(1)의  표면은  경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노즐(2)은 냉각롤
(1)의  정상부에서  거의  연직(鉛直)이  되도록  설치되고,  그  선단과  냉각롤(1)의  표면과  사이의 간격
은 1mm 정도 이하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노즐(2)로부터  돌출된  용융금속(3)은  노즐(2)의  선단과  냉각롤(1)의  표면과의  사이에서 실질
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저장탱크(패들,4)를  형성하고,  냉각롤(1)의  회전에  따라  그 저장탱크(4)로부
터  용융금속(3)이  뽑아내져  냉각롤의  표면상에서  냉각되어  대상으로  되어  고화하고,  이에  의하여 박
대(5)가 연속적으로 형성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헤드의  소재로서  사용되는  연자성합금은,  특히  그  표면이  충분히  평탄한  것,  즉 표면거
칠기가  충분하게  작은  것이  요구되지만,  상기  종래의  장치에  의해  제조되는  박대의  표면거칠기는 반
드시  음성용  자기헤드에  사용될  정도로  작은  것은  아니고,  이  때문에,  표면을  보다  평탄하게  이룰 
수 있는 합금박대의 제조장치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

또,  상기  종래의  장치에  의해  제조되는  박대에  있어서는  그  양면에  있어서의  표면거칠기가  크게 차
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즉,  롤에  접촉하면서  응고하여  형성되는  롤  접촉면에  비해,  롤에  접촉하지 
않고  응고하여  형성되는  자유응고면에서  표면거칠기가  커져버리는  결점이  있으며,  따라서, 자기헤드
용의 소재로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Fe를  주성분으로  하는  연자성합금으로  이루어진  박대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급냉후에  박대가 산
화할 염려가 있어, Fe계 연자성합금박대를 산화시키지 않고 제조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를  해소한  Fe계  연자성합금,  이를  함유하여  이루어진  자성소재,  그  제조방법 
및 장치 및 이들 자성소재를 사용한 전자변환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고포화  자속밀도,  고투자율을  겸비하고,  또  높은  기계강도와  높은 열안정
성을 고루 갖춘 연자성합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Fe계  연자성합금의  자기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처리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고포화  자속밀도와  고투자율을  겸비하고,  높은  기계특성과  높은 열안정성
을 고루 갖춘 연자성 박막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그  표면거칠기나  산화정도등의  성정을  개선하고,  고포화  자속밀도와 고투자율
을  겸비하고,  또  높은  기계강도와  높은  열안정성을  가지는  Fe계  연자성합금  박대를  제공할  수  있는 
제조장치와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고포화  자속밀도,  고투자율을  겸비하고,  또  높은  기계적  강도와  높은 열안정
성을  고루  갖추고,  철손이  적은  Fe계  연자성합금을  적용한  자심,  자기헤드,  저주파트랜스등의 전자
변환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  의  에스펙트에  따르면,  다음식(Ⅰ)으로  표시되는  조성을  가지는  고포화  자속밀도 Fe
계 연자성합금이 제공된다.

(Fe1-aQa)bBxTyT'z                                                             (Ⅰ)

식중, Q는 Co,  Ni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이고, T는 Ti,  Zr,  Hf,  V,  Nb,  Ta,  Mo,  W로 이루어진 군으
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의 원소이고,  또,  Zr,  Hf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을 함유하며,  T'는 
Cu, Ag, Au, Ni, Pd, Pt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의 원소로서, 

0 aA 0.05, 0＜b 93원자%, x=0.5 내지 16원자%, y=4 내지 10원자%, 0 z 4.5원자%이다.

단, 0＜z 4.5원자%일때는  Q=Co이고,  또 0＜B 92원자%이며,  한편,  z=0일때는 0.5 x 8원자%, 

4 y 9원자%이다

본  발명의  제  2  의  애스펙트에  따르면,  상기  식(Ⅰ)으로  표시되는  조성으로  이루어진  고포화 자속밀
도  Fe계  연자성합금을  결정화  온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  후,  100℃/분  이상의  냉각온도로  냉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포화 자속밀도합금의 열처리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3  의  애스펙트에  따르면,  상기  식(Ⅰ)으로  표시되는  조성의  고포화  자속밀도  Fe계 연
자성합금 분말을 압밀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합금압분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4  의  애스펙트에  따르며,  상기  식(Ⅰ)으로  표시되는  조성을  가지는  고포화  자속밀도 
Fe계 연자성합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자성박막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5  의  애스펙트에  따르면,  고포화  자속밀도  Fe계  연자성합금분말을  제조할  때에,  상기 
식(Ⅰ)의  조성을  가지는  고포화  자속밀도  Fe계  연자성합금을  결정화  온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악화시켜, 분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합금분말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6의  애스펙트에  따르면,  회전구동되는  냉각롤과,  이  냉각롤의  표면에  선단을  면하게 
하여  근접  배치하고,  Fe계  연자성합금의  용탕을  냉각롤의  표면에  분사하여  상기  용탕을  냉각롤의 표
면에서  냉각하면서  대상을  이루고  냉각롤의  회전방향으로  뽑아내도록  하기  위한  노즐을  구비하여 이
루어진  Fe계  연자성합금박대의  제조장치에  있어서,  냉각롤의  적어도  외주면이  Fe계  합금으로 이루어
지고,  상기  노즐이,  그  선단을  냉각롤의  회전방향  후방측으로  향하도록  연직에  대하여  경사지게  한 
상태에서  상기  냉각롤의  정상부에  근접배치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합금박대
의 제조장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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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7  의  애스펙트에  따르면,  회전구동되는  냉각롤과  이  냉각롤의  표면에  선단을  면하게 
하여  근접  배치하고,  Fe계  연자성합금의  용탕을  냉각롤의  표면에  분사하여  상기  용탕을  냉각롤의 표
면에서  냉각하면서  대상을  이루고  냉각롤의  횐전방향으로  뽑아내도록  하기  위한  노즐을  구비하여 이
루어진  Fe계  연자성합금박대의  제조장치에  있어서,  냉각롤의  적어도  외주면이  Fe계  합금으로 이루어
지고,  냉각롤의  외주면이  지립(砥粒)  번호  600번  내지  1000번의  연마지에  의해  연마하여  얻어지는 
거칠기에  상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합금박대의 제조장
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8  의  애스펙트에  따르면,  회전구동되는  냉각롤의  표면에  선단이  상기  냉각롤의  표면에 
면하도록  배치된  노즐로부터  Fe계  연자성합금의  용량을  분사함으로써  그  용량을  냉각롤의  표면에서 
냉각하여 대상을 이루고 냉각롤의 회전방향으로 뽑아내는 Fe계 연자성합금박대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외주면을  Fe계  합금으로  구성한  냉각롤을  사용하고,  상기  노즐을  상기  냉각롤의 정
상부로부터  회전방향  후방측으로  향하여  정상부에  근접  배치하고,  이  노즐의  앞단으로부터  용탕을 
냉각롤의 표면에 분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합금박대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9  의  애스펙트에  따르면,  회전구동되는  냉각롤의  표면에  선단이  상기  냉각롤의  표면에 
면하도록  배치된  노즐로부터  Fe계  합금의  용탕을  분사함으로써  그  용탄을  냉각롤의  표면에서 냉각하
여  대상을  이루고  냉각롤의  회전방향으로  뽑아내는  Fe계  연자성합금박대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적어
도  외주면을  Fe계  합금으로  구성한  냉각롤로써,  그  외주면을  지립번호  600번  내지  1000번의 연마지
에  의해  연마하여  얻어지는  거칠기에  상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이루어진  냉각롤을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합금박대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10  의  애스펙트에  따르면,  회전구동되는  냉각롤과,  이  냉각롤의  표면에  선단을  면하게 
하여  근접  배치하고,  Fe계  연자성합금의  용융금속을  냉각롤의  표면에  분사하는  노즐을  진공배기 가
능한  챔버의  내부에  수납하고,  챔버내를  진공배기한  후에  상기  노즐로부터  용융금속을  냉각롤의 표
면에  분사하여  냉각하면서  대상을  이루고  냉각롤의  회전방향으로  끌어냄과  동시에,  상기  노즐로부터 
냉각롤에  분사되어지는  Fe계  연자성합금의  용융금속으로서,  상기  식(Ⅰ)으로  표시되는  조성으로 이
루어진  Fe계  연자성합금의  용융금속을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합금박대의 제조방법
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11  의  애스펙트에  따르면,  상기  식(Ⅰ)으로  표시되는  조성으로  이루어진  고포화 자속
밀도 Fe계 연자성합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합금자심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12  의  애스펙트에  따르면,  상기  식(Ⅰ)으로  표시되는  조성으로  이루어진  고포화 자속
밀도 Fe계 연자성합금과 도선(導線)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주파트랜스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13  의  애스펙트에  따르면,  상기  식(Ⅰ)으로  표시되는  조성으로  이루어진  고포화 자속
밀도 Fe계 연자성합금으로 형성된 코어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헤드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실용합금과  동일한  정도  또는  그보다  우수한  연자기  특성을  가지며,  또한 
고포화  자속밀도도  구비한  Fe계  연자성합금을  제공할  수가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연자성합금은 높
은 기계강도를 가지며, 높은 열안정성도 겸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합금은  자기기록매체의  고보자력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자기헤
드,  더한  층의  소형화가  요구되고  있는  트랜스,  쵸크코일등의  전잡변환장치용  자성소재로서 적합하
고,  이들의  용도에  제공한  경우,  이들  전자변환장치의  성능이  향상과  소형경량화를  이룰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연자성합금으로  이루어진  박대의  표면거칠기나  산화정도등의  성정을 개선하
여 연속 제조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구성 및 효과는 하기의 상세한 설명으로 명확해질 것이다.

상기 식(Ⅰ)의 Fe계 연자성합금에 있어서,

(ⅰ)  z=0(즉 0＜z 4.5),  또,  a≠0(즉   0＜a 0.05)인  경우,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합금의  조성은 

다음 식(Ia)으로 표시된다.

(Fe1-aCoa)bBxTyT'z                                                                                                          (Ia)

단,  T는  Ti,  Zr,  Hf,  V,  Nb,  Ta,  Mo,  W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의 원소이
고, 또한, Zr,  Hf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을 함유하며, T'는 Cu,  Ag,  Au,  Ni,  Pd,  Pt로 이루어진 군

으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의 원소로서, a 0.05, b 92원자%,  x=0.5  내지  16원자%,  y=4 내

지 10원자%, z=4.5원자% 이하이다.

(ⅱ)  z≠0(즉 0＜z 4.5),  또한,  a=0인  경우는,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합금의  조성은 다음식(Ib)으

로 표시된다.

FebBxTyT'z

단,  T는  Ti,  Zr,  Hf,  V,  Nb,  Ta,  Mo,  W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의 원소이
고, 또한, Zr,  Hf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을 함유하며, T'는 Cu,  Ag,  Au,  Ni,  Pd,  Pt로 이루어진 군

으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의 원소로서, b 92원자%,  x=0.5  내지  16원자%,  y=4  내지 10원자

%, z=4.5원자% 이하이다.

(ⅲ)  z=0,  또한  a≠0(즉 0＜a 0.05)인  경우는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합금의  조성은  다음식(I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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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다.

(Fe1-aQa)bBxTy                                                            (Ic)

단 Q는  Co, Ni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이고, T는 Ti, Zr, Hf, V, Nb, Ta, M, Mo, W로 이루어진 군으
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의 원소이고,  또한 A,  Zr,  Hf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을 함유하고, 

a 0.05, b 93원자%, x=0.5 내지 8원자%, y=4 내지 9원자%이다.

(ⅳ) z=0, 또한 a=0이 경우는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합금의 조성은 다음식 (Id)으로 표시된다.

FebBxTy                                                                    (Id)

단,  T는  Ti,  Zr,  Hf,  V,  Nb,  Ta,  Mo,  W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의 원소이

고,  또한 Zr,  Hf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을 함유하고, b 93원자%,  x=0.5  내지 8원자%,  y=4  내지 9원

자%이다.

본  발명의  고포화  자속밀도  Fe계  연자성합금은  상기  조성의  비정질합금  또는  비정질상을  포함하는 
결정질합금을  용탕에서  급냉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정과,  스퍼터법  또는  증착법등의  기상급냉법에 의
해  얻어지는  공정과,  이들  공정에서  얻어진  것을  가열하여  미세한  결정립을  석출시키는 열처리공정
에 의해 통상 얻을 수가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비정질상을  용이하게  얻기  위해서는  비정질형  성능이  높은  Zr,  Hf의  어느  하나를 
함유할 필요가 있다. 또 Zr,  Hf는 그 일부를 다른 4A  내지 6A족 원소중 Ti,  V,  Nb,  Ta,  Mo,  W로 치
환할  수가  있다.  여기서  Cr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Cr이  다른  원소에  비해  비정질형  성능이 뒤떨어
지기  때문이지만,  Zr,  Hf를  적당량  첨가하면,  Cr을  첨가해도  좋다.  B에는  본  발명  합금의  비정질형 
성능을  높이는  효과  및  상기  열처리공정에  있어서  자기특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상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B첨가는 필수이다.  B와  마찬가지로 Al,  Si,  C,  P  등도 비
정질형성  원소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들  원소를  첨가한  경우도  본  발명과  동일하다고 간
주할 수가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B  및  제  1  첨가원소의 함유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x가  8원자  %보다  크고,  y가 9
원자  %보다  크다)는  Cu,  Ni  및  이들과  동족원소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의  제  2  첨가원소를 4.5원
자%  이하,  바람직하기는  0.2원자%  이상  4.5원자%  이하  함유할  필요가  있다.  첨가량이  0.2원자%보다 
적으면  상기의  열처리공정에  의해  우수한  연자기특성을  얻을  수  없지만,  냉각속도를  빨리함으로써 
우수한  연자기특성이  얻어진다.  또,  이들  원소중에서도  Cu는  특히  적합하다.  Cu,  Ni  등의  첨가에 의
해  연자기특성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결정화  온도를 시차열분석
법에  의해  측정한  바,  Cu,  Ni  등을  첨가한  합금의  결정화  온도는  첨가하지  않은  합금에  비해  약간 
낮은  온도라고  인정되었다.  이는  상기  원소의  첨가에  의해  비정질상이  불균일해지고,  그  결과, 비정
질상의  안정성이  저하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  불균일한  비정질상이  결정화될  경우, 부분적
으로  결정화되기  쉬운  영역이  다수  생겨  불균일핵을  생성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조직이  미세결정립 
조직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  특히  Fe에  대한  고용도가  현저하게  낮은  원소인  Cu의  경우,  상분리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열에 
의해  미세한  조성의  흔들림이  생겨,  비정질상이  불균일해지는  경향이  더욱  현저해진다고  생각되어, 
조직의 미세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관점에서 Cu  및  그 동족원소,  Ni  및  Pd,  Pt  이외의 원소라도 결정화 온도를 저하시키는 원소
에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Cu와  같이  Fe에  대한  고용한이  작은  원소에도  동일한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고포화 자속밀도 Fe계 연자성합금에 포함되는 합금원소의 한정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이들  원소이외라도  내식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Cr,  Ru  그외의  백금족  원소를 첨가하
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필요에 따라 Y,  희토류원소,  Zn,  Cd,  Ga,  In,  Ge,  S,  Pb,  As,  Sb,  Bi,  Se, 
Te,  Li,  Be,  Mg,  Ca,  Sr,  Ba  등의 원소를 첨가함으로써 자왜를 조정할 수도 있다. 그외에, H,  N,  O, 
S  등의  불가피한  불순물에  대해서는  소망의  특성이  열화하지  않을  정도로  함유하고  있어도  본 발명
의 고포화 자속밀도 Fe계 연자성합금의 조성과 동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발명합금에  있어서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실효투자율  10,000이상의  고투자율이  얻어지기  쉬운 것

은 상기 제  2  첨가원소가 존재하는 경우 0.5 x 16원자%  범위이고,  상기 제  2  첨가원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0.5 x 8원자% 범위이다.

또,  본  발명합금에  있어서의  상기  제  1  첨가원소  함유량에  대해서는  제  2  첨가원소가  존재하는 
경우,  제  1  첨가원소량이  4원자%  미만에서는  10,000이상의  실효투자율이  얻어지지  않고,  10원자%를 
초과하면  투자율이  급격하게  저하함과  동시에  포화  자속밀도도  저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발명합금에  있어서의  제  1  첨가원소의  함유량의  한정범위를 4 y 10원자%로  하였다.  제  2 

첨가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제  1  첨가원소의  함유량의  한정범위는 

4 y 9원자%이다.

본  발명합금에  있어서의  주성분인  Fe＋Co와/또는  Ni의  함유량(b)은,  제  2  첨가원소가  존재하는  경우 
92원자% 이하이고, 제 2 첨가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93원자% 이하이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b가  92원자%(또는  93원자%)를  초과하면  높은  투자율이  얻어지지  않기 때
문이지만, 포화 자속밀도 10KG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b가 75원자%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열처리  공정에  있어서는  연자성합금의  결정화  온도보다도  높고,  바람직하기는  550  내지 650
℃의  온도에서  가열한  후에,  100℃/분  이상의  냉각속도로  냉각한다.  여기서  냉각속도가  100℃/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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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작으면 얻어진 연자성합금의 투자율이 저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본  합금의  자기특성은  최적의  열처리조건을  적당하게  선택함으로써  조정할  수가  있고,  또,  자장중 
소둔등에 의해 자기특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합금은  종래의  비정질합금과  마찬가지로,  통상,  급냉법에  의해  박대의  상태로 
얻어지고,  이  박대를  꿰뚫거나,  적층하여  자기헤드의  자심등을  제조하고  있으나,  자기헤드나 쵸크코
일등의  속도에서도  형상이  복잡한  것에  있어서는  상기  비정질합금의  박대로부터는  제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비정질합금의  분말을  제작하고,  바인더와  함께  압밀하여  압분체로 
함으로써 자기헤드나 쵸크코일을 얻는 방법이 행해지고 있다.

또,  본  발명합금은  박막에  있어서도  양호한  자기특성이  얻어지기  때문에  자기헤드의  코어등으로서 
사용되는 연자성 박막으로서 유용하다.

(1) 박막

상기  Fe계  연자성합금막의  생성방법으로서는  합금막을  스퍼터장치,  증착장치등의  박막성형장치에 의
해 작성하는 방법을 채용할 수가 있다.

스퍼터장치로서는  예를  들면  RF  2층  스퍼터,  DC  스퍼터,  마그네트론  스퍼터,  3극  스퍼터,  이온빔 스
퍼터 대향 타겟트식 스퍼터등의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어서,  작성된  박막을  가열하여  미세한  결정립을  형성하는  열처리공정을  거친다.  이  열처리공정은 
상기 Fe계 연자성합금 자체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2) 박대

비정질합금의  박대(리본)을  연속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  1  도에  나타낸  소위  단  롤법에 
의한  것이  알려져  있다.  이는  Cu제의  냉각롤(1)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그  정상부에  근접  배치한 
노즐(2)로부터  용융금속(3)을  분사함으로써  용융금속(3)을  냉각롤(1)의  표면에서  급속냉각하여 고화
시키면서, 대상을 이루어 냉각롤(1)의 회전방향으로 뽑아내도록 한 것이다.

제  1  도에  나타낸  장치의  경우,  냉각롤(1)의  표면은  경면으로  마무리되고,  또,  노즐(2)은 냉각롤
(1)의  정상부에  있어서  거의  연직이  되도록  설치되어  그  선단과  냉각롤(1)의  표면과의  상이의 간격
은 1mm 정도 이하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노즐(2)로부터  돌출된  용융금속(3)은  노즐(2)의  선단과  냉각롤(1)의  표면과의  사이에 있어
서  실질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저장탱크(패틀,4)를  형성하고,  냉각롤(1)의  회전에  따라  그 저장탱크
(4)로부터  용융금속(3)이  뽑아내지고  있어  냉각롤(1)의  표면상에서  냉각되어  대상으로  고화하고, 이
에 따라 박대(5)가 연속적으로 형성되도록 되어 있다.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합금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박대연속  제조장치를  사용하여  박대로  할  수가 있
으나,  자기헤드등의  소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거칠기가  충분히  작을  것,  표면거칠기가 박대
의 양면에서 균등할 것, 박대의 산화가 방지될 것 등 더욱 개선된 것이 바람직하다.

냉각롤의  표면이  경면으로  마무리  되어  있는  종래장치에  있어서  제작된  박대를  관찰한  바,  그 자유
응고면에는  길이방향으로  파상의  요철이  관찰되고,  이  요철은  저장탱크로부터  박대가  뽑아내질  때에 
롤위에서  미소한  슬립(slip)이  생기고,  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롤에  접촉하면서 
응고하는  롤접촉면에  대해서는  자유응고면에  보여지는  요철도  약간  관찰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냉각
롤 표면의 요철이 그대로 전사되기 때문에, 자유 응고면보다 표면거칠기가 작은 것이 된다.

그래서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양태에  따른  박대제조장치에서는  냉각롤의  표면을  정면보다  거칠게 마
무리  함으로서  박대와  롤표면과의  사이의  마찰을  크게  하고,  그에  따라  박대의  냉각롤에  대한 슬립
을  방지하여  자유응고면에  있어서의  요철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자유응고면의 표면거칠기
가  개선된다.  그리고  냉각롤  접촉면의  표면거칠기는  냉각롤  표면의  거칠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냉각
롤  표면거칠기를  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쌍방의  표면거칠기를  균등하게  이룰  수  있다.  이  결과, 자
기헤드용  등으로서  적합한  Fe계  연자성박막이  얻어진다.  또,  특정조성의  연자성합금의  용탕을 사용
하기  때문에,  고포화  자속밀도와  고투자율을  나타내고,  경도가  높고,  내열성이  우수한  자기헤드용 
등으로서 적합한 Fe계 연자성합금의 박대가 얻어진다.

제  2  도는  본  발명의  상기의  실시양태에  따른  박대제조방치를  나타낸  것이고,  본  실시양태에  장치는 
제  1  도에  나타낸  종래의  장치와  대략  동등한  구성으로  냉각롤(10)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그 정
상부에  근접  배치한  노즐(20)로부터  용융금속(30)을  분사함으로써  용융금속(30)을  냉각롤(10)의 표
면에서 급속 냉각하여 고화시키면서 냉각롤(10)의 회전방향으로 대상을 이루고 뽑아내는 장치이다.

본  실시양태의  장치에서  종래의  장치와  다른  것은  먼저,  냉각롤(10)이  Fe계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것
이다.  즉,  냉각롤(10)은  스테인레스등의  Fe계의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냉각롤(10)의 외주
부분만을 상기의 Fe계 합금으로 구성해도 좋다.

또,  냉각롤(10)의  외주면은  지립번호  600번  내지  1000번,  바람직하기는  800번의  연마지에  의해 연마
됨으로써  경면보다  거칠게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의해  제조되는  박대(50)의  양면의 표면
거칠기를 거의 균등하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냉각롤(10)의  표면을  지립번호  600∼1000번,  바람직하기는  800번의 연
마지에  의해  연마하여  얻어지는  거칠기에  상당하는  것을  만듦으로써,  박대(50)  양측의  표면거칠기를 
충분히  작고,  또는  균등하게  이룰  수  있고,  따라서,  본  실시양태의  장치는  특히  음성용  자기헤드의 
소재로서의 연자성합금의 박대를 제조하는 장치로서 적합하다. 

용탕(30)으로서, 상기 식(Ⅰ)에 나타낸 조성의 Fe계 연자성합금의 용탕을 상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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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  2  도에  나타낸  장치를  사용하여  Fe계  연자성합금박대를  제조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
다.

제  2  도에  나타낸  화살표  A방향으로  냉각롤(10)를  고속회전시켜  상기  조성의  합금의  용량을 노즐
(20)으로부터  분출시키면,  합금용탕은  냉각롤(10)의  정상부에  저장탱크(40)를  형성하면서 냉각롤
(10)의  표면을  따라  밀어내어지고,  박대(50)가  얻어진다.  이  박대(50)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불균일
한 비정질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냉각롤(10)의  외주면은  Fe계의  합금으로  이루어지고,  Fe계  연자성합금과의  습윤성이 양호하
기  때문에,  냉각롤(10)로부터  박대(50)의  분리도  용이하고,  두께가  균일한  박대(50)가  얻어진다. 이
에  대하여  Cu제  등의  Fe계  합금이외의  냉각롤을  사용하면,  용탕의  분출시에  용탕이  비산하여  양호한 
형상의 리본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  냉각롤(10)의  표면은  적당한  거칠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대(50)가  냉각롤(10)에  대해 미
끄러져 버리는 일이 억제되고, 그 결과, 박대(50)의 양면의 표면거칠기가 충분히 작아진다.

이와  같이  얻어진  박대(50)에  대하여,  500  내지  620℃로  가열한  후  서냉하는  소둔처리를  행하면, 박
대(50)의  불균일한  비정질상이  결정화되는  결과,  부분적으로  결정화되기  쉬운  영역이  다수  생기고, 
불균일  핵을  생성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조직이  미세해지고,  결과적으로  100  내지  200Å  정도의 미
세  결정조직이  된다.  이  결과,  고포화  자속밀도와  투자율을  가지는  우수한  연자기  특성을  나타내고, 
경도도 높고, 내열성에도 우수한 Fe계 연자성합금박대를 얻을 수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냉각롤(10)의  표면을  지립번호  600  내지  1000번,  바람직하기는  800번의 
연마지에  의해  연마하여  얻어지는  거칠기에  상당하는  것을  만듦으로써,  박대(50)의  양측의 표면거칠
기를 충분히 작고,  또한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본  실시양태의 장치는 특히 음성용 
자기헤드의 소재로서의 연자성합금의 박대를 제조하는 장치로서 적합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  다른  박대제조장치에서는  노즐의  선단을  냉각롤의  표면에  대하여  그 회
전방향  후방쪽을  향하도록  경사지게  면하게  하기  때문에,  노즐을  냉각롤에  곧바로  면하게  하는 구성
의  종래장치에  비하면,  노즐의  선단과  냉각롤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저장탱크(패들)가  커진다. 그리
고,  냉각롤의  회전에  의해  저장탱크로부터  용융금속이  뽑아내져  박대가  형성되고,  그때  저장탱크의 
체적이  커진  만큼  실질적인  체적변동이  작아지고,  따라서,  저장탱크가  작은  경우에  비해  용융금속이 
안정적으로  뽑아내지고,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박대의  표면거칠기가  개선된다.  그  결과, 자기헤드용
으로서 적합한 Fe계 연자성박대가 얻어진다.

또,  특정  조성의  연자성합금의  용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포화  자속밀도와  고투자율을  나타내며, 
경도가 높고 내열성이 우수한 자기헤드용 등으로서 적합한 Fe계 연자성합금의 박대가 얻어진다.

제  3  도와  제  4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  따른  박대제조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본 실시양태
의 장치는 제 2  도에 나타낸 상기 제 1  의  실시양태에 따른 박대제조장치와 동일한 부재를 사용하여 
구성되지만,  제  2  도에  나타낸  장치와의  차이점은  노즐의  방향과  냉각롤의  회전방향이다.  단, 조면
화 처리는 필수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조면화해 두는 것이 적합하다.

본  실시양태의 장치에서는 제  3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냉각롤(10)의  회전방향이 제  2  도의 경우와 
역으로  되어  있어,  제조된  막대(50)는  제  3  도에  있어서  왼쪽방향으로  뽑아내지도록  되어  있다. 보
다  엄밀하게  말하면,  제  2  도의  장치에서는  합금용탕(30)은  냉각롤(10)의  중심을  통하는  방향에 선
단이  향하도록  연직으로  배치된  노즐(20)로부터  연직하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냉각롤(10)의 회전
의  정역(正逆)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차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본  실시양태의  장치에서는 
뒤에 기술하는 노즐의 경사방향에 대하여 냉각롤의 회전방향이 한정되어 있다.

노즐(20)은  냉각롤(10)의  정상부에  근접  배치되어  있으나,  그  노즐(20)은  선단이  회전방향 후방측
(제   3  도에  있어서  우측)을  향하도록  연직에  대하여  경사진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노즐(20)의 연
직에 대한 경사각도(θ)(  제  4  도  참조)는  후술하는 이유에 의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설정
되어  있다.  상기  노즐(20)의  각부의  치수나  냉각롤(10)과의  상이의  간격은  적절하게  설정해도 좋지
만,  바람직하기는  제  4  도에  나타낸  노즐(20)의  슬릿의 치수(t1 )를  0.5mm, 두께치수(t2 )를  1.0mm, 냉

각롤(10)의  최정상부를  통하는  접선과  노즐(20)의  최하단과의  사이의 거리(ℓ1 )를  0.5mm  정도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슬릿의  하부와  상기  접선과의  사이의 간격(ℓ2 )은 ℓ2=ℓ1＋t2 sinθ가  되고, 

또  슬릿의  상부와  상기  접선과의  사이의 간격(ℓ3 )은 ℓ3=ℓ1＋(t1＋t2 )sinθ가  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t1 =0.5mm, t2 =1.0mm, ℓ1 =0.5mm로  하고,  θ=40°로  한  경우에는  ℓ≒1.14mm, ℓ3 ≒1.46mm가 

된다.

냉각롤(10)에  분사하는  용량(30)으로서  상기식(Ⅰ)으로  표시되는  조성의  Fe계  연자성합금의  용탕을 
사용할 수가 있다.

다음에,  제  3  도에  나타낸  장치를  사용하여  Fe계  연자성합금박대를  제조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
다.

제  1  도에  나타낸  화살표  A방향으로  냉각롤(10)을  고속회전시켜  상기  조성의  합금의  용탕을 노즐
(20)로부터  분출시키면  합금용탕은  냉각롤(10)의  정상부에  저장탱크(40)를  형성하면서  냉각롤(10)의 
표면에  따라  압출되고,  박대(50)가  얻어진다.  이  박대(50)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불균일한 비정질상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냉각롤(10)의  외주면은  Fe계의  합금으로  이루어지고,  Fe계  연자성합금과의  습윤성이 양호하
기  때문에,  냉각롤(10)로부터  박대(50)가  원활하게  보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Cu제  등의  Fe계 합
금  이외의  냉각롤을  사용하면,  분출시  용탕이  비산하여,  형상이  양호한  리본의  제작이  곤란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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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냉각롤(10)위에  형성되는  저장탱크(40)는  충분한  크기는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저장탱
크(40)로부터  박대(50)가  뽑아내진다.  이와같이  저장탱크(40)가  충분하게  크면,  저장탱크(40)의 크
기의 변동이 적기 때문에, 두께가 균일한 박대(50)가 얻어진다.

이와같이  얻어진  박대(50)에  대하여,  500  내지  620℃로  가열한  후,  서냉하는  소둔처리를  행하면, 박
대(50)의  불균일한  비정질상이  결정화되는  결과,  부분적으로  결정화되기  쉬운  영역이  다수  생기고, 
불균일핵을  생성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조직이  미세해져,  결과적으로  100  내지  200Å  정도의 미세결
정  조직이  된다.  이  결과,  고포화자속밀도와  투자율을  가지는  우수한  연자기  특성을  나타내며, 경도
도 높고, 내열성도 우수한 Fe계 연자성합금박대를 얻을 수가 있다.

여기서,  제  5  도는  노즐(20)의  경사각도(θ)와 표면거칠기(R2 )의  관계를  나타낸  실측데이터로서, 횡

축은  노즐(20)의  경사각도(θ),  종축은  경사각도가  0인  경우의 표면거칠기(Rz o)에  대한  노즐(20)을 

경사지게  한  경우의 표면거칠기(Rz )의 비(Rz/Rz o)를  나타낸  것이다.  제  5  도로부터  경사각도(θ)가 

커질수록 표면거칠기(Rz )가  작아진다.  즉,  표면이  보다  평탄해지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

한, 표면거칠기(Rz o)  및 (Rz )의  계산치는  JISBO601에  규정되어  있는  10점  평균  거칠기를  촉침식의 표

면조도계에 의하여 계측한 것이다.

이와  같이  노즐(20)을  경사가  지게  함으로써 표면거칠기(Rz )가  작아지는  이유는  노즐(20)  선단과 냉

각롤(1)의  사이에  형성되는  저장탱크(패들,40)가  노즐(20)을  경사지게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큰  것이  되고,  따라서  이  저장탱크(40)로부터  용융금속(30)이  뽑아내지는  것에  따른  저장탱크(40)의 
미소한 체적변동이 실질적으로 저감되어 용융금속(30)이 안정되게 뽑아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노즐(20)의  최하단과  냉각롤(1)과의  사이의 간격치수(ℓ1 )를  일정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사각도(θ)가  커질수록  저장탱크(40)가  커지지만,  경사각도(θ)가  40°를  초과해  버리면, 용융금
속(30)은  그  자중에  의하여  냉각롤(10)의  이전방향  후방측으로  흘러내려가  버려  저장탱크(40)가 형
성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경사각도(θ)는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  노즐(20)을  그  선단이  냉각롤(10)의  회전방향  앞쪽을  향하도록  경사를  지게  한  경우에는  큰 저
장탱크(40)가  형성되는  일이  없고,  따라서,  그  경우는  표면거칠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
니다.

한편,  제  6  도는  노즐(20)의  경사각도(θ)를  일정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노즐(20)의  선단과 냉각
롤(10)의  표면과의  간격이  표면거칠기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제  6  도에  있어서 횡
축은  노즐(20)의  선단과  냉각롤(10)의  표면과의  간격(상기의 ℓ 1  치수)이고,  종축은  형성된 박대

(50)의 표면거칠기(Rz,Rmax )이다. Rmax 는  촉침식의  표면조도계에  의하여  계측한  최대  표면거칠기이다. 

이  도로부터, ℓ 1  치수를  0.3  내지  0.5mm의  범위내로  설정한  경우에 표면거칠기(Rz,Rmax )가  가장 작아

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기 ℓ1 의  값을 그  범위내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의 

노즐(20)을  사용하여  θ=40。로  한  경우에  있어서는 ℓ2 =0.94  내지  1.14mm, ℓ3 ≒1.26  내지  1.46mm가 

되기  때문에,  노즐(20)의  슬릿과  냉각롤(10)과의  사이의  간격은  통상  1mm  이하로  되어  있는  종래의 
경우에 비해 실질적으로 큰 것이 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양태에  따른  박대의  연속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노즐과  냉각롤을  진공배기한 
챔버에  수납하고,  이  상태에서  냉각롤에  용융금속을  분사하여  박대를  제조하기  때문에,  산화하고 있
지 않는 상태의 불순물이 적은 합금박대가 얻어진다.

제  7  도는  본  발명  방법의  실시에  사용하는  장치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  본  실시예의  장치는 
챔버(60)의 내부에 냉각롤(10)과 도가니(11)를 수납하여 대략 구성되어 있다.

상기  챔버(60)는  냉각롤(10)과  도가니(11)를  수납하는  상자형상의  본체부(12)와  이  본체부(12)에 접
합된  상자형상의  수납부(13)를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본체부(12)와  수납부(13)는  각각 플랜지부
(12a,13a)를  거쳐  볼트로  접합되어  있고,  본체부(12)와  수납부(13)와의  접합부분은  기밀구조로  되어 
있다. 또, 챔버(60)의 본체부(12)에는 진공배기장치에 접속된 배기관(14)이 접속되어 있다.

상기  냉각롤(10)은  챔버(60)의  측벽을  관통하는  회전축(10a)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고,  챔버(60)의 
외부에  설치된  도시하지  않은  모터에  의하여  냉각롤(10)이  회전  구동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회전축
(10a)이 챔버(60)의 측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자기실이 설치되어 기밀구조로 되어 있다.

상기  도가니(11)의  하단부에는  노즐(20)이  설치되어  있고,  도가니(11)의  하부에는  가열코일(17)이 
설치되고, 도가니(11)의 내부에는 Fe계 연자성 합금의 용융금속(30)이 수납되어 있다.

상기  도가니(11)의  상부는  공급관(15)을  거쳐  Ar  가스등의  가스공급원(18)에  접속됨과  동시에, 접속
관(15)에는  압력조절밸브(19)와  전자밸브(21)가  접속되고,  공급관(12)에서  압력조절밸브(19)와 전자
밸브(12)와의  사이에는  압력계(22)가  접속되어  있다.  또,  공급관(12)에는  보조관(23)이  병렬로 접속
되고,  보조관(23)에는  압력조정밸브(24)와  유량조절밸브(25)와  유량계(26)가  접속되어  있다.  즉, 가
스공급원(18)으로부터  도가니(11)내에  Ar  등의  가스를  공급하여  노즐(20)으로부터  용융금속을 냉각
롤(10)로 분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챔버(60)의  천정부에는  Ar  가스등의  가스공급원(31)이  접속관(32)을  거쳐  접속되고, 접속관(3
2)에는 압력조절밸브(33)가 접속되어 챔버(60)의 내부애 Ar 가스등을 송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 7  도에 나타낸 장치의 냉각롤(10)과  노즐(20)은  제 1  도에 나타낸 종래의 장치와 대략 동일한 구
성으로,  냉각롤(10)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그  정상부에  근접배치한  노즐(20)로부터 용융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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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을  분사함으로써,  용융금속(30)을  냉각롤(10)의  표면에서  급속  냉각하여  고화시키면서 냉각롤
(10)의 회전방향으로 대상을 이루어 뽑아내는 장치이다.

냉각롤(10)에  있어서  종래의  냉각롤(1)과  다른  것은  냉각롤(10)이  스테인레스등의  Fe계  합금으로 구
성되어 있는 점이다. 또한, 냉각롤(10)의 외주부분만을 상기의  Fe계 합금으로 구성해도 좋다.

또,  바람직하기는  냉각롤(10)의  외주면은  지립번호  600번  내지  1000번,  바람직하기는  800번의 연마
지에  의해  연마됨으로서  경면보다  거칠게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의해  제조되는 박대(5
0)의 양면의 표면거칠기를 거의 균등하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냉각롤(10)의  표면을  지립번호  600  내지  1000번,  바람직하기는  800번의 
연마지에  의해  연마하여  얻어지는  거칠기에  상당하는  것으로  만듦으로서,  박대(50)  양측의 표면거칠
기를  충분히  작고,  또한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본  실시예의  장치는  특히  음성용 
자기헤드의 소재로서의 연자성 합금의 박대를 제조하는 장치로서 적합하다.

용융금속(30)으로서, 상기 식(Ⅰ)에 나타낸 조성의 Fe계 연자성 합금의 용융금속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제 7 도에 나타낸 장치를 사용하여 Fe계 연자성 합금박대를 제조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연자성  합금박대를  제조하려면,  챔버(60)의  내부를  진공배기함과  동시에,  이  챔버(60)내에 가스공급
원(31)으로부터  Ar  가스등의  비산화성  가스를  송출한다.  또,  가스공급원(18)으로부터  Ar  가스를 도
가니(11)의  내부에  압송하고,  용융금속(30)을  노즐(20)로부터  분출시킴과  동시에,  제  7  도에  나타낸 
화살표  A방향으로  냉각롤(10)를  고속회전시키면,  용융금속(30)은  냉각롤(10)의  정상부에 저장탱크
(40)를  형성하면서  냉각롤(10)의  표면을  따라  압출되고,  박대(50)가  얻어진다.  이  박대(50)에 있어
서는 대부분이 불균일한 비정질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냉각롤(10)의  외주면은  Fe계의  합금으로  이루어지고,  Fe계  연자성  합금과의  습윤성이 양호
하기  때문에,  냉각롤(10)로부터  박대(50)의  분리도  용이하고,  두께가  균일한  박대(50)가  얻어진다. 
이에  대하여  Cr제  등의  Fe계  합금이외의  냉각롤을  사용하면,  용융금속의  분출시에  용융금속이 비산
되어 양호한 형상의 리본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  냉각롤(10)의  표면은  적당한  거칠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대(50)가  냉각롤(10)에  대해 미
끄러져 버리는 것이 억제되고, 그 결과, 박대(50)의 양면의 표면거칠기가 충분하게 작아진다.

더욱이,  도가니(11)와  냉각롤(10)  및  그  주위가  비산화성  가스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급냉중의 용
융금속(30)을  산화시키지  않고,  급냉후에  냉각롤(10)로부터  뽑아낸  박대(50)를  산화시키는  일도 없
다.

도가니(11)로부터  용융금속(30)은  냉각롤(10)에  연속적으로  분출시키고  박대(50)를  연속  제조하면, 
냉각롤(10)로부터  뽑아내진  박대(50)는  챔버(60)의  수납부(14)에  수납된다.  이  박대(50)는  아직 예
열상태에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공기에  접촉되면  산화할  염려가  높지만,  챔버(60)의 
내부가 Ar 가스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챔버(60)의 내부에서 산화하는 일은 없다.

박대(50)의  연속  제조가  종료되어  수납부(13)내에  수납되어  있는  박대(50)의  온도가  상온 가까이까
지 떨어졌다면 챔버(60)의 본체부(12)와 수납부(13)를 분리하여 박대(50)를 도출해낸다.

이와  같이  얻어진  박대(50)에  대하여  500  내지  620℃로  가열한  후  서냉하는  소둔처리를  행하면, 박
대(50)의  불균일한  비정질상이  결정화되는  결과,  부분적으로  결정화되기  쉬운  영역이  다수  생기고, 
불균일핵을  생성하기  때문에,  얻어진  조직이  미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100  내지  200Å  정도의 미
세  결정조직이  된다.  이결과,  고포화  자속밀도와  투자율을  가지는  우수한  연자기  특성을  나타내며, 
경도도 높고, 내열성에도 우수한 Fe계 연자성 합금박대를 얻을 수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박대 제조방법에 있어서,  사용하는 장치는 제 7  도의 장치에서 제 3  도 및 제 4 도
에  나타낸  경사노즐을  사용한  것이어도  좋다.  이  경우,  노즐의  경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박대의 인
출방향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경사지게 한다.

(3) 압분체

특정  조성의  연자성  합금분말을  사용하여  압분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고포화  자속밀도와  고투자율을 
겸비하고, 또한 높은 기계 특성과 열안정성을 겸비한 Fe계 연자성 합금의 압분체를 얻을 수가 있다.

또,  상기  특정  조성의  연자성  합금은  결정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함으로써  물러지는  것이  본 발명자
들의 연구에서 판명되었으므로 이 상태에서 분쇄함으로써 용이하게 분말화할 수가 있다.

본  발명에  관련된  고포화  자속밀도  Fe계  연자성  합금분말을  얻으려면  상기  식(Ⅰ)에  의해  표시되는 
조성의  연자성  합금의  용탕으로부터  애터마이즈법  등에  의해  급냉하여  분말화하는  공정과,  상기 공
정에서  얻어진  것을  가열하여  미세한  결정립을  석출시키는  열처리공정에  의해  통상  얻을  수가  있다. 
또한,  상기  연자성합금분말을  제조하는  경우,  상기(Ⅰ)에  의해  표시되는  조성의  합금을  제작하고, 
이 합금을 결정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무르게 한 후에 분쇄하여 얻을 수도 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애터마이즈법에  의하여  자성  합금분말을  얻으려면,  상기  조성의  합금재료를 고주
파  용해로  등을  사용하여  도가니내에서  금속용탕하고,  도가니  저부에  설치된  용탕분출용  노즐을 통
하여  흘러내려  낙하시킨다.  그리고,  분출용  노즐로부터  낙하하는  용탕류에  대하여  예를  들면 원형상
으로  배치된  다공의  분무화  노즐에  의하여  질소가스를  소정의  압력으로  분사하여  용탕류를  분말화 
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

또,  상기  조성의  Fe계  연자성  합금은  결정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함으로써  물러지는  것이  본 발명자
들의  연구에서  판명되었으므로,  이  특성을  이용하여  분말화  할  수도  있다.  상기  조성의  합금을 결정

45-10

97-007510



화  온도  이상,  바람직하기는  550  내지  650℃의  온도범위로  가열하여  무르게  하고,  이  상태에서 분쇄
하여, 입경을 일치시킴으로써 분말화할 수도 있다.

다음에 상기와 같이 얻어진 합금을 분말화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기의  합금은  급냉상태에서  비정질상  조직이  되기  때문에,  연성이  풍부하고,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분쇄하여  분말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얻어진  합금을  500℃  이상으로  가열하여 무르
게 한  상태에서 볼밀이나 애트라이터 등의 분쇄장치로 분쇄한다.  이  조작에 의하여 1  내지 100㎛ 정
도의 연자성 합금분말을 얻을 수가 있다.

다음에  이  연자성  합금분말을  사용하여  압분체,  예를  들면  자기헤드  코어를  제조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제  8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레스장치(P)의  상형(PU)과  하형(PL)에  의하여  연자성 합금분
말(A)을  소정 형상의 코어(B)에  일차 성형한다.  이 일차 성형코어(B)는  다음에 제 9a   내지 9c  도에 
나타낸  압력캡슐(70)내에  압력매체분말(C)과  함께  봉입된다.  도면에서는  유지성형코어(B)를  1개만 

그렸지만, 실제는 다수의 1차 성형코어(B)가 동시에 압력캡슐(70)내에 봉입된다.

압력캡슐(70)은  바닥이  있는  상자형상의  본체(71)와,  이  본체(71)의  상부에  씌워지는  덮개체(72)로 
이루어지고,  덮개체(72)에는  탈기파이프(73)가  개구되어  있다.  이  압력캡슐(70)내에는  덮개체(72)를 
밖으로 한 상태에서 본체(71)내에 1차 성형코어(B)와 압력매체분말(C)이 충전된다.

이어서,  본체(71)의  상부  내면에  1차  성형코어(B)  및  압력매체분말(C)이  통과하지  않는 매시판(74)
을  씌우고  본체(71)와  덮개체(72)를  용접하여  본체(71)와  덮개체(72)사이의  간격을  없앤다.  그리고 
탈기  파이프(73)를  파괴시키고,  내부에  1차  성형코어(B  )  및  압력매체분말(C)을  봉입한  밀폐된 워크
(90)(가압캡슐 70)를 완성한다.

또한  탈기할때에는  가압캡슐(70)을  가열로  (F)에  넣고,  약  500℃  내지  900℃  전후의  온도를  가한다. 
이것은 가스배기를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한 가열로, 이런 종류의 탈기에서는 상투적으로 행해진다.

압력매체분말(C)은  연자성  합금분말(A)(1차  성형코어  B)과  화학반응하지  않는  재료에서  선정하여 사
용한다.  여기서  1차  성형코어(B)가  상기  조성의  Fe계  연자성  합금분말이기  때문에, AZrO 2  분말을 사

용하면 된다. 그외에, MgO 분말을 사용해도 좋다.

제  10  도는  이  워크(90)를  고온고압하에서  처리하는  열간  정수압  프레스(80)의  개념도로서, 고압원
통(81)의  상하가  턱진덮개(82,83)로  개폐  및  폐쇄가능하게  되어  있다.  턱진덮개(82)에는  고압가스 
도입관(84)이 개구되어 있다.

고압원통(81)내에는  워크(90)의  지지대(85)와  히터(86)가  위치하고  있고,  고압원통(81)과 히터(86)
사이에는 단열층(87)이 설치되어 있다.

워크(90)는  이  열간  정수압  프레스의  지지대(85)  위에  얹어놓여지고,  히터(86)에  의하여  고온으로 
가열됨과  동시에,  도입관(84)으로부터  도입되는  압력매체로서의  고압가스에  의하여  등방성의  압력을 
받는다.  그  결과,  워크(90)(캡슐  70)는  전체가  압축변형된다.  이  압축변형  과정에  있어서, 가압캡슐
(70)내의 1차 성형코어(B)는 압력매체분말(C)을 거쳐 등방압력을 받는다.

또,  히터(86)에  의한  열도  압력매체분말(C)을  거쳐  받기  때문에,  1차  성형코어(B)가  급격하게 가열
되지  않고,  급격가열에  기인하는  1차  성형코어(B)의  분할이나  변형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  즉,  1차 
성형코어(B)는  균등하게  압축되고,  내부의  기포가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소결되고, 자기헤드코어(D)
가  완성된다.  이  자기헤드코어(D)는  1차  성형코어(B)에  비해  수축되기  때문에  수축분을  고려하여 1
차 성형코어(B)의 형상을 결정해둔다.

이상과  같이  하여  압축변형된  워크(90)는  열간  정수압  프레스로부터  도출한  후,  제  11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본체(71)  및  덮개체(72)를  부수고,  내부의  완성된  자기헤드코어(D)를  도출해낸다. 자
기헤드코어(D)는  프레스장치(P)에  의하여  미리  소정의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헤드코어
로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또,  이상의  열간  정수압  프레스에  있어서,  1차  성형코어(B)는  이것과  화학반응하지  않는 압력매체분
말(C)로 덮여지기 때문에, 완성된 자기헤드코어(D)에 성질의 변화를 발생시킬 염려는 없다.

또한,  이상의  설명에  있어서는  자기헤드코어(D)를  제조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프레스장
치(P)형의  형상을  적절히  변경함으로써  자기헤드코어에  한하지  않고,  변압기,  전동기,  쵸크코일 등
의 자심의 제조방법으로 널리 이용할 수가 있다.

또,  상기  식(Ⅰ)으로  표시되는  Fe계  연자성  합금을  상기와  마찬가지로  분말화하고,  제  8  도,  제  9a 
및  9c  도,  제  10  도,  및  제  11  도에  나타낸 장치를 사용하여,  프레스장치(P)형의  형상을 적절히 변
경함으로써  제  12  도에  나타낸  고리상의  자심(D)  및  제  13  도에  나타낸  구조의  드럼형 자심(D1 )을 

형성하는  것도  용이하고  봉상  또는  판상  등의  안테나용  자심,  다공형  자심,  나사형  자심,  컵형 
자심, 항아리형 자심 또는 그외의 형상의 자심을 제조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 합금으로 이루어진 박대를 사용하여 트랜스를 제조할 수가 있다.

제  14  도는  본  발명의  트랜스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  이  예의  트랜스(T)는  좌우  1쌍의 자심
(100)과,  자심(100,100)에  두루  감겨져  이루어진  권선(101)을  주체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자
심(100)은  제  15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박대를  두루  감아  구성되어  있다.  이  박대는  연자성 합금
박대와,  이  연자성  합금박대의  일면에  형성된  MgO  등의  절연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상기  박대를 
구성하는  연자성  합금의  하나로서,  상기  식(Ⅰ)으로  나타낸  구성으로  이루어진  고포화  자속밀도 Fe
계 연자성 합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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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합금의  포화  자속밀도는  통상  10KG  이상의  것이  많으나,  저주파  트랜스용으로서는  트랜스를 소
형화한 후에 특히 13KG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폭  약  수십  mm,  두께  20 내
지  40μm  정도의  박대를  얻을  수가  있다.  박대가  얻어졌다면  이  박대상에  전기영동법,  용사법, 스퍼
터링법,  증착법  등의  통상법에  의하여  MgO  등으로  이루어진  절연층을  형성하고,  이  절연층을 안쪽으
로 하여 박대를 두루 감음으로써 제 15 도에 나타낸 자심(101)을 얻을 수가 있다.

다음에 자심(101)을 500 내지 700℃의 온도로 1시간 유지하여, 물담금질 등의 수법에 의해 
급냉하고,  계속해서  소둔하는  것으로  자심(101)을  구성하는  Fe계  연자성  합금을  결정화한다.  이와 
같이 결정화시킴으로써 자기 특성과 내열성이 향상되고, 목적의 자심(101)을 얻을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얻어진  저주파  트랜스는  고포화  자속밀도를  나타내고,  고투자율을  나타낸  Fe계  연자성 
합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자기  특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합금자체,  500℃  이상의 온도에
서 열처리되어 제조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열성에도 우수하다.

따라서,  상용  주파수에서  사용하는  배전용  트랜스나  낮은  주파수에서  사용하는  인버터  트랜스  등에 
적합한 트랜스가 얻어진다.

또,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  합금으로  이루어진  박대를  라미네이트형  코어에  적용한  자기헤드를 제조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라미네이트형  코어를  가지는  자기헤드는  제  16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자기헤드(110)는 
각종  구성부재를  소정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대칭적으로  분할된  홀드케이스(111,111)를  가진다. 
이  홀드케이스(111,111)는  한쪽면이  자기테이프와  대향하여  원활한  섭접동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완
곡한  섭접면(111a,  111a)을  가지고,  이들  섭접면(111a,  111a)이  대향하는  단부에는  각각  얇은  자성 
재료를 복수매 적층한 라미네이트형 코어(112,112)가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설치되어 있다.

이  라미네이트형  코어(112)는  제  17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자성  재료로  이루어진  복수의  대략 

자상의  코어박편(113)을  적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들  라미네이트형  코어(112)를  1쌍 맞
대고, 맞댐면을 자기갭(114)으로 한다.

또,  이들  라미네이트형  코어(112)에는  제  16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일(115)이  두루  감기고, 자기
갭(114)에는 갭판(116)이 개재되어 자기헤드(110)가 개략 구성된다.

라미네이트형  코어(112)는  리본상의  합금으로부터  타발되어  형성된  코어박편(113)을  복수매 적층하
여 이루어진 것이다.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  합금의  적정  두께,  예를  들면  300mm의  박편을  프레스공정  및  배럴연삭공정을 
거침으로써 코어박편(113)을 작성한다.

다음에,  이것을  박편  단품인채  어닐공정으로  소둔(600℃)한다.  이  수둔된  코어박편(113)을 코어정렬
공정에  있어서  지그속에  삽입하고  동일방향으로  열거하여  밀착시키고,  또한  이때  라미네이트형 코어
(112)를  형성하는  코어박편(113)의  소정  매수마다  경계판을  삽입한다.  다음에  이  코어박편(113)과 
경계판을  밀착하여  적층한  상태에서,  레이저  용접공정에  의하여  적층방향에  용접한다.  그러면, 경계
판  부분에서는  용접되지  않든가  용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음의  코어분리공정에  있어서의  간단한 
분리작업에 의하여 소정 매수 적층되어 용접된다.

이것을  수지함침(含浸)공정으로,  수지액에  함침시키고,  각  코어박편(113)  사이에  절연성의  수지막이 
형성된 제 17a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라미네이트형 코어(112)가 작성된다.

형상이  더욱  복잡한  자기헤드는  본  발명의  Fe계  연자성  합금의  분말을  압밀하여  작성한  압밀형 코어
를 가지는 자기헤드로서 구성할 수 있다.

제  18  도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  양태에  따른  자기헤드(120)를  나타낸  것으로,  이 자기헤드
(120)는  주로  테이프레코더에  사용되는  것이고,  코일(121)이  두루  감겨진  자기헤드코어(D)가 홀더
(122)내에 설치되어 개략 구성된다.

또,  코일(121)의  양단에는  보빈(123)이  설치되고,  자기헤드코어(D)에는  갭(124)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식(Ⅰ)으로  표시되는  Fe계  연자성  분말을  상기  압분체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공정으로  압밀하여 
자기헤드코어(D)를 작성하고 있다.

제  19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  다른  자기헤드를  나타낸  것으로,  이  자기헤드(130)는  주로 
테이프레코더에  사용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연자성  합금분말을  상기  압분체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공정으로  압밀하여  자기헤드코어(D)를  제조하고,  이  자기헤드코어(D)의  주위에  홀더(131)를 설치함
으로서  자기헤드(130)가  개략  구성된다.  자기헤드코어(D)의  매체  대향면에는  2개의  갭(132)이 형성
되어 있다.

제  20  도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른  자기헤드를  나타낸  도로서,  이  자기헤드(140)는  주로 
VTR에  사용되는  것이다.  상기  압분체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공정으로  본  발명의  연자성  합금분말을 

압밀하여 자상 반코어(D1 )와  판상 반코어(D2 )를  제조한다.  이들 자상 반코어(D1 )와 

판상 반코어(D2 )를  접합면(141)에서  접합함으로써,  자기헤드코어(D)가  형성됨과  동시에,  갭(142)과 

권선홈(143)이  형성된다.  자기헤드(140)는  이  자기갭(D)의  권선홈(143)을  두루  감아  개략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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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이하, 실시예를 가지고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실시예 1 내지 8)

식(Ia 및 Ib)의 합금

이하의  각  실시예(1  내지  8)에  나타낸  합금은  편롤액체  급냉법에  의하여  작성한다.  즉,  1개의 회전
하고  있는  강제(鋼製)롤상에  놓여진  노즐로부터  용융금속을  아르곤가스의  압력에  의해  상기  롤상에 
분출시켜  급냉하여  박대를  얻는다.  이상과  같이  작성한  박대의  폭은  약  15mm이고,  두께는  20  내지 
40㎛이다.

투자율은  박대를  가공하여,  외경  10mm,  내경  5mm의  링상으로  하고,  이것을  여러겹  쌓은  것으로 권선
하고,  인덕턴스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실효투자율(μe)의  측정조건은  10mOe,  1KHz로  한다. 보자력
(Hc)은  직류  B-H  루프트레이서에  의하여  측정하고,  포화  자속밀도(Bs)는  VSM  에서  10KOe로  측정한 
자화(磁化)로부터  산출한다.  또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하기에  나타낸  실시예(1  내지 8)에
서는 500 내지 700℃의 온도에서 1시간 유지한 후, 물담금질한 후의 자기특성을 나타낸다.

[실시예 1]

먼저,  본  발명  합금의  자기  특성  및  구조에  미치는  열처리의  효과에  대하여  본  발명  합금의  하나인 
Fe86Zr7B6Cu1 합금을 예로 들어 이하에 설명한다.

또한,  승온속도  매분  10℃의  시차열분석에  의하여  구한 Fe86Zr7B6Cu 1  합금의  결정화  개시온도는 503℃

이다.

제  21  도는 Fe86Zr7B6Cu 1 합금의  실효투자율에  미치는  소둔(각  온도에서  1시간  유지한  후  물담금질)의 

효과를 나타낸다.

제  21  도로부터  급냉상태(RQ)에  있어서의  본  합금의  실효투자율은  Fe기  비정질  합금  정도의  낮은 값
을  나타내지만,  500  내지  620℃의  소둔에  의하여  급냉상태의  10배  정도의  높은  값으로  증가하고 있
다.  여기서  600℃  열처리후의  두께  약  20㎛의  시료에  대해  투자율의  주파수  의존을  조사한  바 1KHz
에서  32000,  10KHz에서  25600,  또  100KHz에서  8330으로,  높은  측정  주파수에  있어서도  우수한 연자
기  특성을  나타냈다.  또,  투자율에  미치는  냉각속도의  영향을  조사한  바,  600℃에서  1시간  유지한 
후,  물담금질에  의하여  급냉한  본  합금의  실효투자율  32000에  대하여  공랭한  경우,  그  값은  18000이 
되어 열처리후의 냉각속도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합금의  자기  특성은  최적의  열처리  조건을  적당히  선택함으로서  조정할  수  있고,  다음에, 
또 자장중 소둔 등에 의하여 자기 특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다음에, Fe86Zr7B6Cu 1  합금의  열처리  전후의  구조의  변화를  X선  회절법에  의하여  조사하고, 열처리후

의 조직을 투과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고, 결과를 각각 제 22 도와 제 23 도에 나타낸다.

제  22   도로부터,  급냉상태에서는  비정질에  특유의  하일로우한  회절도형이,  열처리후에는 체심입방
정(體心立方晶)으로  독특한  회절도형이  각각  인정되어  본  합금의  구조가  열처리에  의하여, 비정질로
부터 체심입방정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  23  도로부터,  열처리후의 조직이 입경 약 100
Å  정도의  미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 Fe86Zr7B6Cu 1  합금에  대하여  열처리  전후의 경

도의  변화를  조사한  바,  비커스  경도로  급냉상태의  740DPN으로부터  650℃  열처리후에는  1390DPN으로 
종래 재료에 없는 높은 값으로까지 증가하여, 자기헤드용 재료에 적합한 것도 판명되었다.

다음에 상기 합금의 Zr 양 및 B 양을 변화시킨 경우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하기에 기재하는 제 1 표 및 제 24 도는 소둔후의 자기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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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표]

제 24  도로부터,  제 2  첨가 원소로서의 Cu  존재하에서 Zr  양이 4  내지 10원자%의 범위에서 고투자율
이  얻어지기  쉬움을  알았다.  또,  Zr  양이  4원자%  이하에서는  10000  이상의  실효투자율이  얻어지지 
않고,  10원자%를  넘으면  투자율이  급격하게  저하함과  동시에  포화  자속밀도도  저하하기  때문에 바람
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B  양에  대해서는  0.5  내지  16원자%의  범위에서  실효투자율  10000  이상의  고투자율이 얻
어지기 쉬움을 알았다.  또  Zr,  B  양이  상기 범위에 있어서도,  Fe  양이 92원자%를  넘으면 고투자율이 
얻어지지 않는다.

[실시예 2]

다음에  실시예  1에  나타낸  Fe-Zr-B-Cu계  합금의  Zr을  Hf로  치환한  Fe-Hf-B-Cu계  합금에  대하여 설명
한다.

실시예로서  B  양은  6원자%,  Cu  양을  1원자%로  각각  일정하게  한  경우의  결과를  후기하는  제  2  표에 
나타낸다. 또, 제 25도는 Hf 양을 4 내지 10원자%의 범위에서 변화시킨 경우의 투자율을 나타낸다.

45-14

97-007510



[제 2 표]

제 25 도에는 비교하기 위하여 Fe-Zr-B-Cu계 합금의 실효투자율을 아울러 나타낸다.

제  25  도로부터,  4  내지  10원자%의  범위에  있어서,  CFe-Hf-B-C계  합금의  실효투자율이  Fe-Zr-B-Cu계 
합금인 것과 동일함을 알았다.  또,  제  2  표중에 나타낸 Fe86Zr4Hf3B6Cu 1  합금의 자기 특성은 실시예 1

의  Fe-Zr-B-Cu계  합금의  자기  특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실시예  1에  나타낸  Fe-Zr-B-Cu계  합금의 Zr
은 그 조성 한정범위인 4 내지 10원자% 모두에 있어서 Hf와 입부 또는 모두 치환가능하다.

[실시예 3]

다음에  실시예  1  및  실시예  2에  나타낸  Fe-(Zr,Hf)-B-Cu  합금의  Zr,  Hf의  일부를  Nb로  치환하는 경
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시예로서  Fe-Zr-B-Cu계  합금의  Zr의  일부를  1  내지  5원자%의  Nb로  치환한  경우의  결과를  후기하는 
제 3  표에 나타낸다.  또,  제 26  도는 Nb  첨가량을 3원자%로 한 Fe-Zr-Nb-B-Cu계  합금의 자기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제 3 표]

제  26  도에  있어서  고투자율이  얻어지기  쉬운  Zr＋Nb의  양은,  Fe-Zr-B-Cu계  합금에  있어서의  Zr의 
경우와  동일한  4  내지  10원자%이고,  이  범위에서는  Fe-Zr-B-Cu계  합금과  동등한  고실효투자율이 얻
어지고 있다. 따라서 Fe-(Zr,Hf)-B-C합금의 Zr, Hf의 일부는 Nb로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예 4]

다음에 실시예 3에  나타낸 Fe-(Zr-Hf)-Nb-B-Cu  합금의 Nb를  Ti,  V,  Ta,  Mo,  W로  치환하는 경우에 대
하여  설명한다.  실시예로서  후기하는  제  4  표에 Fe-Zr-T-B-Cu1 (T=Ti,V,Ta,Mo,W)계  합금의  자기 특성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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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표]

제  4  표중의  각  실시예  모두,  Fe계  비정질  합금에서  통상  얻어지는  실효투자율의  5000을  상회하는 
우수한 자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Fe-(Zr,Hf)Nb-B-Cu  합금의 Nb는  Ti,  V,  Ta,  Mo,  W로 치
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예 5]

다음에 본 발명 합금에 있어서의 함유량의 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시예로서 제 27 도에 Fe87-xZr4Nb3B6Cux 합금의 Cu 양(z)과 투자율의 관계를 나타낸다.

제  27  도로부터  z=0.2  내지  4.5원자%의  범위에서  실효투자율  10000  이상의  우수한  자기  특성이 얻어
지기  쉬움을  알았다.  z가  0.2원자%  이하로  되면,  Cu  첨가  효과가  유효하게  얻어지지  않지만, 냉각속
도를  빠르게  하면  자기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z가  4.5원자%를  초과하면  투자율의  열화를 초
래하기 때문에 실용상 바람직하지 않다.

[실시예 6]

다음에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5에 나타낸 각 합금의 Cu를 Ag,  Ni,  Pd,  Pt로 치환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시예로서,  후기하는  제  5  표에 Fe86Zr4Nb3B6T'1 (T'=Ag,Au,Ni,Pd,Pt)  합금의  자기  특성을 

나타낸다.

[제 5 표]

제  5  표로부터  각  합금  모두  실효투자율이  10000  이상이고,  Cu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우수한  자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 합금의 Cu는 Ag, Au, Ni, Pd, Pt로 치환가능함이 명백하다.

[실시예 7]

다음에 본 발명 합금에 있어서의 Co 함유량의 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시예로서(Fe1-a-Coa)86Zr4Nb3B6Cu1 합금의 Co 양(a)과 투자율의 관계를 제 28 도에 나타낸다.

제  28  도에  있어서  a가  0.05  이하의  범위에  있어서는  실효투자율  10000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지
만 0.0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실효투자율이 급격하게 저하하여 실용상 바람직하지 않다.

[실시예 8]

다음에 본 발명 합금을 스퍼터법에 의하여 제작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박막의  제작은  고주파  스퍼터법에  의하여  Ar  분위기속에서  행한다.  얻어진  막의  막두께는  1  내지 2
㎛이고,  이것을  500  내지  700℃에서  열처리한  후,  자기  특성을  측정한다.  그  결과를  후기하는  제  6 
표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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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표]

제  6  표로부터  어느  합금막이나  우수한  연자기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본  발명합금은  스퍼터법에 의
해서도 제조가능함이 명백해졌다.

[실시예 9 내지 13]

식(Ic 및 Id)의 합금

이하의  각  실시예(9  내지  13)에  나타낸  합금은  편롤액체급냉법에  의하여  작성한다.  즉,  1개의 회전
하고  있는  강제롤상에  놓여진  노즐로부터  용융금속을  아르곤가스의  압력에  의하여  상기  롤상에 분출
시켜 급냉하여 박대를 얻는다.  이상과 같이 작성한 박대의 폭은 약 15mm이고,  두께는 약 20  내지 40
㎛이다.

투자율은  박대를  가공하여  외경  10mm,  내경  6mm의  링상으로  하고,  이것을  여러겹  쌓은  것으로 권선
하여,  인덕턴스법에  의해  측정한다.  실효투자율(μe)의  측정조건은  10mOe,  1KHz로  한다. 포화자소밀
도(Bs)는  VSM에서  10kOe로  측정한  자화로부터  산출한다.  또한,  하기에  나타낸  실시예(9  내지 13)에
서는 600℃ 또는 650℃의 온도에서 1시간 유지한 후, 물담금질한 후의 자기특성을 나타낸다.

[실시예 9]

먼저,  본  발명  합금의  자기특성  및  구조에  미치는  열처리의  효과에  대하여  본  발명  합금의  하나인 
Fe91Zr7B 2  합금을  예로  들어  하기에  설명한다.  승온속도  매분  10℃의  시차열분석에  의하여  구한 

Fe91Zr7B2 합금의 결정화 개시온도는 480℃이다.

제  29  도는 Fe91Zr7B 2  합금의 실효투자율에 미치는 소둔(각  온도에서 1시간 유지한 후  물담금질)의 효

과를 나타낸다.

제  29  도로부터  급냉상태(RΩ)에  있어서의  본  합금의  실효투자율은  낮은  값을  나타내지만,  500  내지 
650℃의  소둔에  의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650℃  열처리  후의  두께  약  20um의  시료에 
대해  투자율의  주파수  의존을  조사한  바  1KHz에서  26500,  10kHz에서  19800,  100KHz에서  7800으로, 
높은  측정주파수에  있어서도  우수한  연자기특성을  나타낸다.  또,  투자율에  미치는  냉각속도의 영향
을  조사한  바,  650℃에서  1시간  유지한  후,  물담금질에  의해  급냉한  본  합금의  실효투자율  26500에 
대하여 공랭한 경우, 그 값은 1800이 되어, 열처리후의 냉각속도도 중요하다.

다음에 Fe91Zr7B 2  합금의  열처리  전후의  구조의  변화를 X선  회절법에 의하여 조사하고,  열처리후의 조

직을 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한 바,  제 22  도  및 제 23  도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열
처리에  의해  비정질로부터  체심입방정으로  조직이  변화함을  알았고,  또,  열처리후의  조직이  입경  약 
100  내지  200Å  정도의  미결정으로  이루어짐을  알았다.  또, Fe91Zr7B 2  합금에  대하여  열처리  전후의 

두께의  변화를  조사한  바,  비커스경도로  급냉상태의  750DPN으로부터  600℃  열처리  후에는 1400DPN으
로 종래 재료에 없는 높은 값으로까지 증가하여, 자기헤드용 재료에 적합함도 판명되었다.

다음에 상기 합금의 Zr양 및 B양을 변화시킨 경우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후기하는 제 7  표 및 제 30 
도, 제 31 도, 제 32 도, 제 33 도 소둔후의 자기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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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표]

제 30  도와 제 31  도와 제 32  도로부터 제 2  첨가원소의 부존재하 ZR양이 4  내지 9원자%의 범위에서 
고투자율과  고포화자속밀도가  얻어지기  쉬움을  알았다.  또,  Zr양이  4원자%  이하에서는  10000  이상의 
실효투자율이  얻어지지  않고,  9원자%를  초과하면  투자율이  급격하게  저하함과  동시에 포화자속밀도
도 저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기지로  B양에  대해서는  0.5  내지  8원자%의  범위에서  실효투자율  10000  이상의  고투자율이 얻어
지기  쉬움을  알았다.  또  Zr,  B양이  상기  범위에  있더라도  Fe양이  93원자%를  초과하면  높은  투자율이 
얻어지지 않는다.

[실시예 10]

다음에 실시예 9에 나타낸 Fe-Zr-B계 합금의 Zr을  Hf로 치환한 Fe-Hf-B계 합금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시예로서  Fe-Hf-B계  합금의  Hf양을  4  내지  9원자%의  범위에서  변화시킨  경우의  결과를  후기하는 
제 8 표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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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표]

제  8  표로부터  4  내지  9원자%의  범위에  있어서  Fe-Zr-B계  합금의  실효투자율이  Fe-Hf-B계  합금의 것
과 동일함을 알았다.  또,  제  8  표  중에 나타낸 Fe91Zr4Hf3B 2  합금의 자기특성은 실시예 9의  Fe-Zr-B계 

합금의  자기특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실시예  9에  나타낸  Fe-Zr-B계  합금의  Zr은  그  조성  한정범위인 
4 내지 9원자% 모두에 있어서 Hf로 일부 또는 모두 치환이 가능하다.

[제 9 표]

[실시예 11]

다음에  실시예  9  및  실시예  10에  나타낸  Fe-(Zr,Hf)-B  합금의  Zr,  Hf의  일부를  Nb로  치환하는 경우
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시예로서 Fe-Zr-B계  합금의 Zr의  일부를 1  내지 5원자%의  Nb로  치환한 경우의 겨로가를 제  9  표에 
나타낸다.

제  9  표로부터  고투자율을  얻기  쉬운  Zr＋Nb의  양은  Fe-Zr-B계  합금에서의  Zr양과  동일한  4  내지 9
원자%이고,  Nb는  Zr과  동등한  첨가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Fe-(Zr,Hf)-B  합금의  Zr, 
Hf의 일부를 Nb로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예 12]

다음에,  Fe-(Zr,Hf)-Nb-B  합금의  Nb를  Ti,  V,  Ta,  Mo,  W로  치환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시
예로서 후기하는 제 10 표에 Fe-Zr-T-B(T=Ti,V,Ta,Mo,W)계 합금의 자기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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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표]

제  10  표  중의  각  실시예  모두  Fe계  비정질  합금에서  통상  얻어지는  실효투자율의  5000을  상회하는 
우수한  자기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Fe-(Zr,Hf)Nb-B  합금의  Nb는  Ti,  V,  Ta,  Mo,  W로 치환하
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예 13]

다음에  본  발명  합금에  있어서의  Co  및  Ni  함유량의  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시예로서, 
(Fe1-aQa)91Zr7B2 합금(Q=Co,Ni)의 Co 및 Ni양(a)과 투자율의 관계를 제 34도에 나타낸다.

제  34  도에  있어서,  a가  0.05이하의  범위에  있어서는  실효투자율  10000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지
만, 0.0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실효투자율이 급격하게 저하하기 때문에 실용상 바람직하지 않다.

[실시예 14]

다음에, Fe88Cu1B3Zr8 인  조성의  연자성  합금의  시료와 Fe91Zr7B2 인  조성의  연자성합금의  시료에  대하여 

650℃에서  1시간  가열한  후,  여러가지  냉각속도로  냉각한  후의  투자율을  측정한  결과를  제  35도에 
나타낸다.

제  35  도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명백한  바와같이,  100℃/분  이상의  냉각속도이면,  양호한  투자율이 
얻어지지만, 100℃/분 보다 작은 냉각속도에서는 투자율이 현저하게 저하함이 명백해졌다.'

[실시예 15]

상기  조성의  합금  중 Fe8bZr7B6Cu 1  조성의  합금을  예로  연자성박막을  작성하고,  그  자기특성과 열처리

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RF2극 스터퍼 장치를 사용하여 Fe86Zr7B6Cu1 조성의 연자성 박막을 형성한다.

사용한  타겟은  Fe타겟위에  Zr,  B,  Cu의  각  펠릿을  적절히  배치하여  구성한  복합  타겟을  사용하고, 
Ar가스  분위기  중  또는 Ar＋N2 가스  분위기  중에서  스터퍼를  행하여  막두께  2㎛의  연자성박막을 형성

하다.

이렇게  제조된  연자성막박에  대하여  정자장어닐  후에  있어서의  포화자소밀도(Bs)와 초기투자율
(μ,10mOe,1MHz)과 보자력(Hc)의 측정을 행한다.

역시, 투자율과 보자력의 측정은 연자성박막의 자화 곤란측 방향에서 행한다.

또,  승온속도  매분  10℃의  시차열분석에  의하여  구한 Fe86Zr7B6Cu 1  합금의  결정화  개시온도는 503℃이

다.

이  연자성박막의  자기특성에  미치는  열처리(600℃)  효과를  조사한  결과,  열처리  전의  합금이 포화자
속밀도(Bs)는  7KG,  투자율(μ)은  150,  보자력(Hc)  은  80e인데  대하여,  열처리  후의  합금의 포화자속
밀도(Bs)는  15KG,  투자율(μ)은  1900,  보자력은 0.310e 로서,  열처리에  의하여  자기특성은  현저하게 

향상된다.

마찬가지의 효과는 500 내지 620℃의 열처리에 의해서도 얻어지고 있다.

또,  투자율에  미치는  냉각속도의  영향을  조사한  바,  600℃에서  1시간  유지한  후,  물담금질에  의하여 
급냉한  본  합금의  실효투자율  1900에  대해,  공랭한  경우,  그  값은  1050이  되어,  열처리후의 냉각속
도도 중요하고, 100℃/분이상의 냉각속도에서 급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  연자성박막의  열처리전후의  구조의  변화를  X선  회절법에  의하여  조사하고,  열처리후의 조직
을 투과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한 바,  각각  제  22  도  및  제  23  도와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따라서,  본  합금의  구조가  열처리에  위해  비정질로부터  체심입방정으로  변화한  것  및  열처리후의 조
직이 약 100Å 정도의 미결정으로 이루어짐을 알았다.

[실시예 16]

다음에 제  8  도  내지 제  11  도를 기초로 앞에서 설명한 압분체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자기헤드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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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고 이 자기헤드코어의 자기성능을 측정한다.

Fe계  연자성합금  분말로서 Fe90Zr7B2Cu1 인  조성의  합금을  결정화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분쇄함으로써 

얻은 것을 사용한다.

이  연자성합금분말을  프레스장치에  의하여  자기헤드코어상이  되도록  일차  성형한다.  다음에  이 일차
성형품에  진공을  포함한  불활성가스분위기속에서  500  내지  600℃로  예비  소결을  행한다.  이어서  이 
일차성품을  온도  600℃,  압력  5000기압,  소결시간  1시간으로  설정하여  열간정수입  프레스를  행한다. 
얻어진  자기헤드코어의  투자율  μe(1KHz)은  18000,  보자략은  0.030e,  포화자속밀도는  16.7KG를 나타
내어, 우수한 자기특성을 발휘함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17]

제  2  도를 참조하여 설명한 본  발명의 박대제조장치의 유효성을 제  35  도에 나타낸 실험결과에 의거
하여 설명한다.

제  36  도는  냉각롤(10)의  표면  거칠기를  박대(50)양면의  표면거칠기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횡축은  롤연마를  위하여  사용한  연마지의  지립번호,  종축은  접침식의  표면  조도계에  의하여  측정한 
최대 표면거칠기(Rmax )  및  JISB  0601로  규정되어 있는 10점  평균 거칠기(Rz )이다.  또한,  본  실험에 있

어서는, Fe91Zr7B 2인 조성의 Fe계 연자성합금의 용탕을 사용한다.

제  36  도로부터  자유응고면의  표면거칠기는  냉각롤의  표면거칠기가  클수록(연마지의  지립번호가 작
을수록) 좋아지고, 냉각롤 표면거칠기가 작아져서 경면에 가까워질수록(연마지의 지립번호가 
클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다.

한편,  냉각롤  접촉면의  표면거칠기는  지리번호의  대소에  의하여  그다지  변화되지  않지만,  대체로 냉
각롤 표면거칠기가 작을수록(지립번호가 클수록) 좋아지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았다.

그리고,  냉각롤  표면을  지립번호  800번의  연마지에  의하여  연마한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표면거칠
기가  거의  균등해지고,  게다가,  그  경우에  있어서의  표면거칠기는  냉각롤  표면을  경면으로  한 경우
(종래의  경우)에  있어서의  냉각롤  접촉면의  표면거칠기와  거의  동일한  정도가  된다.  또,  직립번호 
600  내지  1000번의  지립지를  사용한  경우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지만,  그  범위외에서는 자유
응고면에서의 표면 거칠기가 커져버리는 양면에서의 불균일이 확대되어 버린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제조된  박대를  650℃에서  1시간  유지한  후에  서냉하여  소둔한  결과,  Fe계 연자
성합금박대를 얻을 수 있었다.

얻어진  Fe계  연자성합금박대는  포화자속밀도  1.7KG,  1KHz의  투자율  14000을  나타내고,  연자기 특성
에  우수함이  판명되었다.  또,  이  Fe계  연자성합금박대는  비커스경도로  1300KPN을  나타내 자기헤드용
으로서 충분한 경도를 가짐이 명백해졌다.

[실시예 18]

제  3  도  및  제  4  도를  참조하여  설명한  박대제조장치를  사용하여 Fe91Hf7B 2  합금박대를  제조한다.  이 

경우,  제  4  도에  잇어서의 ℓ 1 치수를  0.3  내지  0.5mm의  범위내로  설정하고,  노즐(20)이  경사각도를 

θ=40°로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조한 Fe91Hf7B 2  합금박대를 550℃에서 1시간 유지한 후에 서냉하여 소둔한 결과, Fe

계 연자성합금박대를 얻을 수 있다.

얻어진  Fe계  연자성합금박대는  포화자속밀도  1.6KG,  1KHz의  투자율  18000을  나타내어  연자기특성에 
우수함이  판명되었다.  또,  이  Fe계  연자성합금박대는  비커스경도로  1300DPN을  나타내 자기헤드용으
로서 충분한 경도를 가짐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양측의 표면거칠기가 충분히 작고, 또한 연자기 특성에 우수한 박대가 얻어진다.

[실시예 19]

제  7  도에  나타낸 구성의 챔버내부를 10
-5
Torr  정도의 압력까지 진공으로 한  후에  Ar가스를 도입하여 

Ar가스챔버를 0.5kg/cm
2
로  설정하고, Fe91Zr7B2 인  조성의  Fe계  연자성합금의  용탕금속을  사용하여 연

자성  합금박대를  작성한다.  이  박대를  챔버로부터  취해내,  650℃에서  1시간  유지한  후  서냉하여 소
둔한 결과, Fe계 연자성합금박대를 얻을 수 있었다.

얻어진  Fe계  연자성합금박대는  포화자속밀도  1.8KG,  1KHz의  투자율  14000을  나타내어,  연자기특성에 
우수함이  판명되었다.  또,  이  Fe계  연자성  합금박대는  비커스경도로  1300DPN을  나타내어 자기헤드용
으로서 충분한 경도를 가짐이 분명해졌다.

[실시예 20]

다음에,  제 8  도  내지 제 13  도를 기초로 앞서 설명한 압분체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고리상의 자심을 
제조하고, 이 자심의 자기성능을 측정한다.

Fe계  연자성합금분말로서 Fe91Ar7B2Cu 1  인  조성의  합금을  결정화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분쇄함으로써 

얻은 것을 사용한다.

이 연자성합금 분말을 프레스장치에 의하여 고리상이 되도록 일차 성형한다.

다음에  이  일차성형에  진공을  포함하는  불활성  가스  분위기  중에서  500  내지  600℃에서  예비소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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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다음에  이  일차성형품을  온도  600℃,  압력  5000  기압,  소결시간  24시간으로  설정하여  열간 
정수압 프레스를 행한다.

얻어진  자심의투자율(μe)(1KHz)은  8000,  보자력은  0.20e,  포화자속밀도는  16KG를  나타내어,  우수한 
자기 특성을 발휘함이 확인되었다.

또,  상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복수의  자심에  대하여  U함수계에  의하여  자속밀도의 파고
값(Bm)이  2KG,  주파수(f)가  100KHz까지 철손(W2 /100K)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  11  표에  나타낸다. 

각 자심을 구성하여 연자성합금의 조성은 제 11 표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제 11 표]

제  11  표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사용되는  특정조성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자심의 철손
이 작음이 판명되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자심은 고주파코일용, 기포화반응기요 등으로서 적합함이 분명해졌다.

[실시예 21]

Fe90Zr7B2Cu1 인  조성을  가지고,  두께  20㎛,  폭  50mm의  연자성박대에  MgO로  이루어진  두게  1㎛의 절연

층을 피복하여 박대를 작성하고, 이 박대를 두루감아 높이 200mm, 폭 100mm 링상의 자심을 
작성한다.  이  자심을 N 2  가스분위기속에서  600℃로  1시간  가열한  후에  100℃/분의  냉각속도로 실온

까지 냉각한다.

이 열처리후의 자심을 2개 사용하고,  이들 사이에 제 14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권선함으로써 제 14 
도에  나타낸  구조의  트랜스를  작성한다.  이  트랜스의  포화자속밀도(Bs)는  16.7KG,  각형비(Br/Bs)는 

80%,  보자력(Hc)은 30mOe ,  포화자왜정수는 5×10
-6

이고,  종래  배전트랜스용의  Fe기  아몰퍼스합금이 

나타낸 값의 1×10
-5
 이하의 우수한 값이었다. 또, 50Hz, Bm이 12KG에 있어서의 철손이 

0.10W/kg으로, 우수한 값을 발휘함이 판명되었다.

[실시예 22]

제  12  표에  나타낸  조성의  합금용량을  단롤법에  의하여  급냉하여  폭  25mm,  두께  18㎛의  합금박대를 
제작한다.

다음에  이  합금박대를  외결  40mm,  내경  35mm로  두루감고,  트로코이를  코어로  하여,  실시예  21과 동
일한  열처리를  행한다.  열처리후의  합금은  100  내지  200Å  이하의  입경이  초미세한  결정립이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에  이  자심을  코어케이스에  넣고,  1차측과  2차측  각각  250턴의  권선을  행하여  50Hz,  12KG에 있
어서의 철손을 측정한다. 얻어진 결과를 제 12 표에 나타낸다.

제  12  표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관련된  트랜스는  종래의  규소동에  의한  트랜스보다도 
철손이 작아, 주상(株狀)트랜스나 저주파 인버터 트랜스 등에 적합함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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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표]

[실시예 23]

본  발명  합금의  1개인 Fe87Zr3Nb3B6Cu1 으로  표시되는  조성을  가지는  박대로부터  제  17  도를  참조하여 

앞서  설명한  라미네이트형  코어작성  공정에  따라  라미네이트형  코어(112)를  작성하고,  이것을 사용
하여 제 16 도에 나타낸 자기헤드(110)를 제조한다.

홀드케이스(111,111)에  코일(115)이  두루감겨진  라미네이트형  코어(112,112)를  닺댐면을  자기 갭
(115)이 되도록 대칭적으로 배설한다. 또, 자기갭(114)에는 갭판(116)을 개재한다.

얻어진 자기헤드재료의 자기특성을 특정한다.

투자율(1KHz)은  33800,  보자력은  0.050e,  포화자속밀도  15KG이고,  우수한  자기특성을  나타내기 때문
에, 자기헤드의 전자변환 특성으로서는 우수함이 확인되었다.

또,  자기헤드코어는  비커스경도의  측정치가  1300DPN이라는  극히  단단한  것으로,  제  37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수한 내마모성을 갖는 자기헤드를 얻을 수 있었다.

[실시예 24]

제 8  도 내지 제 11  도를 기초로 앞서 설명한 압분체제조방법에 의해 제 18  도에 나타낸 자기헤드코
어(D)를 제조하고, 이 자기헤드코어(D)를 가지는 자기헤드(1)의 자기성능을 측정한다.

Fe계  연자성합금  분말로서, Fe88Zr8B3Cu1 인  조성의  합금을  결정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분쇄하므로

써 얻은 것을 사용한다.

이  연자성합금분말을  프레스장치에  의하여  자기헤드코어상이  되도록  일차  성형한다.  다음에  이 일차
성형품에  진공을  포함하는  불활성가스분위기중  ○○기압,  소결시간  24시간으로  설정하여  열간정수압 
프레스를 행한다.

얻어진  자기헤드코어의  투자율(1KHz)은  8000,  보자력은 0.20e ,  포화자속밀도는  16.5KG를  나타내 우

수한 자기특성을 발휘함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25]

본원  발명의  연자성  박막을  적용하여  제  38  도와  제  39  도에  나타낸  박막자기헤드(150)를  제고하여, 
이 박막자기헤드(150)의 자기특성을 측정한다.

Fe계 연자성합금으로 Fe86Zr7B6Cu1인 조성의 합금을 사용한다.

이  박막자기헤드(150)를  제조하려면  비자성기판(151)상에  본원  발명의  연자성박막으로  이루어진 하
부자성층(152)을  형성하고,  그  위에 SiO 2  등으로  이루어진  제  1  절연층(153)을  스퍼터링이나  증착 

등에 의하여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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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그 위에 Cu  등으로 이루어진 제 1  층코일도체(154)를 형성하고, 그 후, SiO 2 등으로 제 2 절

연층(155)을 다시 그 위에 형성한다.

다음에, 제 1 층코일(154) 사이에 제 2 층코일도체(156)를 형성한다.

그  위에, SiO 2  등으로  이루어진  제  3  절연층(157)을  형성하여  상부자극(158)과  하부자극(152)을 자

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창을  내고,  테이퍼  에칭을  행하고,  그  후, SiO 2 등으로  이루어진 갭층

(159)을 형성하여 후부갭부분의 갭층(159)만 에칭한다.

그 이에 본원 발명의 연자성 박막으로 이루어진 상부 자성층(158)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하여, 2층 스파이럴 구조의 박막자기헤드(150)가 제조된다.

얻어진  박막자기헤드(150)의  투자율(μ)(1MHz)은  1900,  보자력은 0.310e ,  포화자속밀도는  15KG를 나

타내, 우수한 자기특성을 발휘하는 박막자기헤드를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식(Ⅰ)로  표시되는  조성을  가지는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용탕을  급냉함으로써  제조된 비정질합
금에  열처리를  하여,  미세결정입자를  주체로  하는  조직이  생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포화자속밀도 Fe계 연자성 합금.

(Fe1-aQa)bBxTyT'z                                                         (Ⅰ)

(상기식 중 Q는 Co,  Ni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이고, T는 Ti,  Zr,  Hf,  V,  Nb,  Ta,  Mo,  W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원소로서,  Zr,  Hf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를  모두  함유하고,  T'는  Cu, 

Ag,  Au,  Ni,  Pd,  Pt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원소이고, 0 a 0.05원자%, 0＜b 93

원자%, 0.5 x 16원자%, 4 y 10원자%, 0 z 4.5원자%이며  ;  단, 0＜z 4.5원자%일  때에는  Q=Co 

임과 동시에 0＜b 92원자%이고, z=0일 때에는 0.5 x 8원자%임과 동시에, 4 y 9원자%이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Ⅰ) Q가 C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포화자속밀도 Fe계 연자성 합금.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Ⅰ)에서 a=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포화자속밀도 Fe계 연자성 합금.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Ⅰ)에서 z=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느 고포화자속밀도 Fe계 연자성 합금.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Ⅰ)에서  a=0이고  z=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포화자속밀도  Fe계  연자성 
합금.

청구항 6 

제  1  항의  식(Ⅰ)로  표시되는  조성으로  이루어진  합금의  용탕을  금냉함으로써  제조된  비정질  합금을 
결정화온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  후,  100℃/분  이상의  냉각속도로  냉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포화자속 밀도합금의 열처리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의  식(Ⅰ)로  표시되는  조성을  가지는  고포화자속밀도  Fe계  연자성  합금분말을  압밀하여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 합금 압분체.

청구항 8 

고포화자속밀도  Fe계  연자성  합금분말을  제조함에  있어서,  제  1  항의  식(Ⅰ)의  조성을  가지는 합금
의  용탕을  급냉함으로서  제조된  비정질  합금을  결정화  온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취화시켜 분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 합금분말의 제조방법.

청구항 9 

회전  구동되는  냉각롤과,  이  냉각롤의  표면에  그의  서단이  면하도록  근접  배치되어,  Fe계  연자성 합
금  용탕을  냉각롤의  표면에  분사하여  상기  용탕을  냉각롤의  표면에서  냉각하면서  띠모양을  이루게 
하여  냉각롤의  회전방향으로  인출하게  하기  위한  노즐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Fe계  연자성  합금박대의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냉각롤의  적어도  외주면이  Fe계  합금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  냉각롤의 
외주면이,  지립번호  600번  내지  1000번의  연마지에  의해  연마되어  얻어지는  거칠기에  상당하는 거칠
기로 마무리도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 합금 박대의 제조장치.

청구항 10 

회전  구동되는  냉각롤의  표면에  그의  선단이  상기  냉각롤의  표면에  면하도록  배치된  노즐로부터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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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연자성  합금의  용탕을  분사함으로써  그  용탕을  냉각롤의  표면에서  냉각하여  띠모양을  이루게 하
여  냉각롤의  회전방향으로  인출하는  Fe계  연자성  합금박대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냉각롤로서, 
적어도  그의  외주면이  Fe계  합금으로  구성되고,  또한  그  외주면이  지립번호  600번  내지  1000번의 연
마지에  의해  연마되어  얻어지는  거칠기에  해당하는  거칠기로  마무리되어  이루어진  냉각롤을 사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 합금 박대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의  식(Ⅰ)로  표시되는  조성으로  된  고포화자속밀도  Fe계  연자성  합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Fe계 연자성 합금자심.

청구항 12 

제  1  항의  식(Ⅰ)로  표시되는  조성으로  고포화자속밀도  Fe계  연자성  합금과  도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주파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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