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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분무 열분해법으로 제조한 텅스텐 미세분말의 미세조직과 소결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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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wder microstructure and sintering behavior of W prepar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and

spark plasma sintering were investigated. Fine-grained W powders were synthesiz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using an ammonium metatungstate hydrate solution and hydrogen reduction. The XRD analysis of

the powder, pyrolyzed below 600 oC, showed tungsten oxide hydrate and WO3 peaks, while the powder

pyrolyzed at 700 oC was composed of only the WO3 phase. As the precursor concentration increased, the

particle size of the WO3 powder increased, which was interpreted to be due to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solute in the droplet. The hydrogen-reduced powder showed a spherical shape with fine pores inside. XRD

and XPS analysis revealed that the WO3 powder was completely reduced to metallic W by hydrogen reduction,

and some oxide layers existed on the powder surface. The consolidated specimen prepared by spark plasma

sintering of hydrogen-reduced W powder exhibited a relative density of 94.1% and a Vickers hardness value

of 3.89 GPa. The relative density and hardness of the specimens prepar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showed relatively lower values than when commercial W powder, with an average particle size of 1.22 µm,

was sintered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se results were explained by the formation of agglomerates in

the W powder prepared by the ultrasonic spray pyro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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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텅스텐(W)은 고밀도(19.3 g/cm3), 고융점 (3410 oC), 우수

한 내아크성, 낮은 열팽창계수 및 우수한 방사선 차폐능을

나타내어 고부하 전기 접점재, Tokamak 핵융합 반응로의

divertor재료, 방사능 차폐재 및 합금원소 등 다양한 분야

로 응용되고 있다 [1,2]. 그러나 W과 같은 고융점 금속은

주조 및 단조 등 일반적인 공정기술 방법으로는 제품제조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말야금 공정을 이용, 융점이하의

온도에서 소결하여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고밀

도 소결체를 얻기 위해서는 고온·장시간 소결 및 열간정수

압성형(hot isostatic pressing) 등의 추가적인 가압소결 공

정이 요구되어 W분말의 소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공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3,4].

W 분말의 소결성 향상을 위한 공정으로 Ni과 같은 천이

금속을 첨가하는 활성소결이 제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낮

은 소결온도에서 99%이상의 높은 상대밀도를 보여주는 장

점이 있으나 첨가한 천이금속의 입계 편석으로 W의 취성

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5]. 다른 방법으로는 나노분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말크기 감소에 따른 소결 구동력 증가

와 물질이동의 촉진으로 마이크로 크기 분말과 비교할 때

높은 소결성을 나타낸다 [6,7]. 일반적으로 나노크기 W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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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고에너지 볼 밀링을 이용한 분쇄법, 전기선 폭발법,

WO3 원료분말을 미세화한 후 수소분위기에서 환원 열처

리하는 공정 등으로 제조하고 있다 [8-10]. 그러나 기존의

W 나노분말 제조는 정밀한 입자크기 및 불순물 제어에 어

려움이 있어 새로운 합성 공정이 요구된다.

초음파 분무 열분해법(ultrasonic spray pyrolysis)은 금

속염 등의 전구체 용액에 초음파를 인가하여 미소 액적을

형성한 후, 운반 가스를 이용하여 액적을 관상로 내부로

이송하고 용매의 증발과 전구체의 열분해 및 결정화를 유

도하여 다양한 구형 분말을 합성하는 기상 합성 공정이다.

또한 전구체 선택에 대한 제약이 없고 불순물 혼입이 적어

고순도의 분말을 얻을 수 있으며, 전구체의 농도와 열분해

온도의 변화로 합성된 분말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고 용액

기반 합성공정과 비교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

고 있다 [11,12]. 초음파 분무 열분해 공정으로 합성한 분

말을 수소분위기에서 환원할 경우는 다양한 나노크기 금속

분말로의 제조가 가능하여 Co, Fe-Ni 및 W 등의 합성에

일부 적용되고 있다 [13-15].

한편, 고밀도 소결체 제조를 위한 방법으로 방전 플라즈

마 소결(spark plasma sintering)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가압과 함께 분말 입자간 방전 및 자기발열 작용을 이용한

다 [16]. 따라서 기존 소결공정과 비교하여 저온·단시간 소

결로도 높은 소결 밀도를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입자성장

의 효과적인 억제가 가능하여 나노크기 금속분말의 치밀화

와 소결체의 입도제어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크기 W 분말의 제조방법으로 초음파

분무 열분해를 선택하고 난소결성을 갖는 W 분말의 치밀

화를 위해 방전 플라즈마 소결 공정을 적용하여 분말특성

및 소결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구체 용액의 농도와 열

분해 온도에 따른 분말특성을 분석하고, 방전 플라즈마 소

결로 제조한 소결체의 미세조직과 경도 특성을 평가하여

고밀도 W 제조를 위한 최적의 공정조건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2. 실험 방법

W 분말합성을 위한 원료로 ammonium metatungstate

hydrate((NH4)6H2W12O40·xH2O, ≥85% WO3 basis,

Sigma-Aldrich)를 사용하였으며, 증류수 100 mL에 각각

10 mM, 20 mM, 50 mM, 100 mM의 농도로 전구체 용액

에 용해시켰다. 준비된 용액은 미세 정량 펌프를 통해

1.2 mL/min의 유량으로 초음파 분무 열분해 장비로 공급되

었고, 1.7MHz의 초음파 진동자에 의해 생성된 미세 액적

은 2 L/min의 속도로 공급되는 질소가스에 의해 관상로 내

부로 이송되었다. 관상로 내부의 온도는 각각 200 oC 및

500~700 oC의 구역으로 분리해서 첫번째 온도구역은 용매

의 건조, 두번째 온도구역은 열분해 및 결정화가 일어나도

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관상로 상부에 장착된 유리 필터를

이용하여 합성된 분말을 포집하였다.

합성된 분말은 3 oC/min의 승온속도로 가열하여 800 oC

에서 1시간 동안 수소분위기에서 환원처리 하였다. 환원분

말은 방전 플라즈마 소결로(Syntex, SPS-825, Japan)를 이

용하여 진공분위기에서 50 MPa의 압력으로 1600 oC에서

10분간 소결하였다. 최종 소결체는 직경과 높이가 각각 약

15 mm 및 4.5 mm의 디스크 형태로 제조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평균 입도 1.22 μm의 상용 W 분말(순도 99.9%,

Taegu Tech, Korea)을 동일한 조건에서 소결하였다.

분말 및 소결체의 상과 미세조직은 X-선 회절분석기

(XRD, D/Max-IIIC, Rigaku Denki Co.)와 주사전자현미

경(SEM, JSM-6700F, JEOL Co.)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구체 용액농도에 따른 합성 분말의 입자크기 변화는 레

이저 입도 분석기(Ls I3 320, Beckman Counter Co.)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수소환원 한 분말의 결합에너지와

원자가 상태(valence state)는 X-선 광전자 분광법(XPS,

K-alpha+, Thermo Scientific)으로 분석하였다. 소결체의

밀도는 Archimedes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경도는

Vickers 경도기를 이용하여 500 gf의 하중을 가해 시편당

20회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초음파 분무한 W 전구체의 열분해 온도에 따른 결정구

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관상로 내부의 온도를 각각 500,

600, 700 oC로 변화시켜 분말을 합성하였다. 그림 1은

100 mM 농도를 가지는 전구체 용액의 열분해 온도에 따

른 상변화를 분석한 XRD 결과로서, 500 oC와 600 oC에서

는 tungsten oxide hydrate(WO3·1/3H2O)와 WO3 피크가

관찰되어 아직까지 전구체의 열분해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

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700 oC에서 열분해 한 분말에서

는 WO3·1/3H2O의 회절패턴은 나타나지 않았고 WO3 상

의 피크만 관찰되어 본 연구에서는 열분해 온도를 700 oC

로 적용하였다.

그림 2는 전구체 농도에 따른 합성입자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10-100 mM의 농도를 가지는 전구체를 700 oC에

서 열분해한 후 분말 형상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분말은 우수한 진구도를 가지는 구형이며 전구체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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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레이저 입도 분석기를 이용해 크기를 측정하

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전구체의 농도가 10 mM인 경우

합성된 분말의 평균크기는 0.88 μm이며, 농도 증가에 따라

분말의 크기도 증가하여 100 mM의 농도에서는 2.21 μm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분무 열분해 공정에서 초

기에 형성되는 액적의 크기는 전구체 농도에 관계없이 결

정되나 [17], 분무된 하나의 액적에서는 농도에 따라 용질

과 용매의 비가 변화한다. 따라서 전구체 농도가 증가할수

록 액적 내 용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열분해된

분말의 크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향은 기

존의 논문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18].

초음파 분무 열분해법으로 합성한 WO3 분말을 W으로

환원하기 위해 800 oC에서 1시간동안 수소분위기에서 열처

리하였다. 그림 4는 수소 환원한 분말의 미세조직 사진으

로 환원 전과 유사하게 구형의 입자형상은 유지하고 있으

Fig. 2. SEM images of WO3 powders obtained at 700 oC with precursor concentration of (a) 10 mM, (b) 20 mM, (c) 50 mM and (d) 100
mM.

Fig. 1. XRD patterns of the powders produc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method with precursor concentration of 100 mM at
different pyrolysis temperatures.

Fig.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WO3 with precursor concentrations.



292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제59권 제5호 (2021년 5월)

나 환원에 의한 산소의 제거 및 밀도변화로 그림 4(b)와

같이 내부에 미세한 기공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5는 환원분말의 XRD 분석결과로서 WO3 및 중간 반

응상의 형성없이 모두 순수한 W 상으로 존재함을 나타내

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XPS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은 수소환원한 분말의 XPS wide scan과 W4f,

O1s의 narrow scan 스펙트럼을 나타낸 결과이며, 모든 스

펙트럼의 peak는 C1s(284.5eV)을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W4f 스펙트럼의 32.90 eV와 30.75 eV 피크는 각각 금속

결합(W0)에 대한 W4f5/2 및 W4f7/2의 결합에너지 값을 나

타낸다. 한편 W-O 결합(W+6) 에너지에 해당하는 W4f5/2

스펙트럼의 37.26 eV 및 W4f7/2의 35.13 eV 피크와 함

께 O1s의 narrow scan 스펙트럼에서 WO3 결합에 해당하

Fig. 4. W powder after hydrogen reduction at 800 oC for 1 h: (a) SEM image, (b) magnified image taken from the square mark.

Fig. 5. XRD profile for hydrogen-reduced W powder.

Fig. 6. XPS spectra of wide range, W4f and O1s regions for hydrogen-reduced W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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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29.85 eV의 결합에너지 값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W

산화물에 대한 결합에너지 피크의 존재는 우선적으로 분말

표면의 산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19], 그림 5의

XRD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진행한 환원조건으로

열분해된 WO3 분말은 순수한 W으로 환원된 것으로 판단

된다.

초음파 분무 열분해 및 수소환원 공정으로 제조한 W

분말의 소결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방전 플라즈마 소결로를

이용하여 1600 oC에서 10분간 치밀화하였으며, 비교를 위

해 평균 입도 1.22 μm의 상용 W 분말을 동일한 조건으로

소결하였다. 그림 7(a)와 (b)는 각각 초음파 분무 열분해법

및 상용 분말을 소결한 시편의 파단면 사진으로, 두 시편

모두 약 10 μm의 결정립 크기를 나타내며 입계 등에서 일

부 기공이 관찰된다. 소결체의 상대밀도와 Vickers 경도는

각각 94.05%와 3.89 GPa 및 96.51%와 3.99 GPa로 기

존에 보고된 나노크기 W 분말을 사용한 소결체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20]. 상용 W 분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도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증가된 밀도에 기인한 것

으로 해석된다.

한편 초음파 분무 열분해법으로 제조한 분말이 상대적으

로 낮은 밀도를 나타낸 것은 응집체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b)와 같이 수소환원한 분말은 나노크기

입자들로 구성된 응집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결과정 중

에 응집체 내부의 나노입자들은 빠른 치밀화가 일어나나,

응집분말들은 낮은 소결 구동력으로 소결성이 감소한다

[21]. 이러한 해석은 상용분말을 사용할 경우는 그림 7(b)

와 같이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기공이 입자 내부에서 관찰

되나, 그림 7(a)에서 보여주듯이 응집체를 형성하고 있는

열분해 분말에서는 기공들이 주로 입계와 삼중점에 존재하

는 미세조직 특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소

결조건에서 열분해 분말이 낮은 소결밀도를 나타내는 이유

는 응집체 형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소결체 밀

도 향상을 위해서는 응집체의 제거가 요구된다.

4. 결 론

초음파 분무 열분해와 수소환원 공정으로 나노크기 W

분말을 제조하고 방전 플라즈마 소결로 치밀체를 제조하여

공정조건이 합성된 분말 및 소결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초음파 분무한 전구체 용액을 600 oC 이하에서 열

분해할 경우 WO3 상과 함께 tungsten oxide hydrate 상

이 관찰되었으며, 700 oC에서의 열분해를 통해 순수한

WO3 분말로 제조가 가능하였다. 전구체 농도가 증가할수

록 합성된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액적 내 용질

양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합성한 WO3 분말

을 800 oC의 수소분위기에서 열처리한 결과 내부에 미세한

기공이 존재하는 구형분말로 존재하였으며, XRD 및 XPS

분석을 통해 환원분말은 순수한 W상으로 존재하며 표면부

위에 일부 산화층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초음파 분무 열

분해 및 수소환원 공정으로 제조한 W 분말을 1600 oC에서

소결한 시편은 94.1%의 상대밀도와 3.89 GPa의 Vickers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 평균 입도 1.22 μm의 상용 W 분

말을 동일조건에서 소결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상대밀

도와 경도 값을 나타내며, 초음파 분무 열분해법으로 제조

한 분말에서 낮은 상대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응집체 형

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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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images taken on the fractured surfaces after spark plasma sintering at 1600 oC using (a) ultrasonic spray pyrolysis and (b)
commercial W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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