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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 보고서 초록 

과재벙 I초고강도 분말제품 동적성형 기술개발 

키워 드 
|초턴분웰난성형성분말/전기선폭발법/자기펄스통적성형/저 
온 

개받목표 및 내용 

1. 단계최종목표 

자기 펄스 힘올 이용한 기능성 고강도 초미세 분말 동적 성형 기술 및 실 

용화 제품 개딸 

- 고강도 나노 금속/세라믹 복합 분말 제조 기술 개발 

- Magnetic Pulsed Compaction법올 이용한 동적성형기술 및 초기밀도 향상 

기술 개발 

- 업자성장 억제， 균일 충진 생형， 미세구조 및 특성 제어기술개발 

- 저용 소결을 이용한 진밀도화 및 실형상 제조를 통한 부풍 제조 기술 개 

발 

- 성형 양산화 방안 설계 

다양 소결올한 방법으로 제조된 고강고 초미세분말을 이용한 차세대 기능 

성 고강도 부풍 핵심 기술 개발 상용화 기반 구축 

2. 개발내용 및 결과 

1. 전기폭발을 이용한 고강도 초미세 복합 나노분말 제조 기술 개발 

- 고강도 합금， 단일 세라믹， 금속/세라믹 복합， 세라믹/세라믹 복합 

2 고강도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동적 성형 기술 개발 

초기 밀도 85% 달성， 방사형 동적성형 장치 개발， 실용화 장비 껄계 

및 제작 

3‘ 소결 기술 개발에 의한 제조 공정 시간 단축 정제적 효과 

98% 이상의 밀도 획득， 실형상 부품 제조 

4 동적 성형 장치를 이용한 실용화 부품 개발 제조단가 감소 및 특생 개선 



Water jet nozzle, Magnetic core, 천공용 코어 드혈 segment 

- 전기폭발을 이용한 초미세 분말 제조 기술은 실용화에 성공하여 참여기업을 

풍해 제조 판매되고 있음 제조된 초마세 분말은 초미세 분말을 이용하는 기 

업， 연구소， 학교 동에 공급되고 있으며 초미세 분말 제조 장비는 학교 및 연 

구소에 판매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6x)만 달리의 수출 계약올 

함 

- Magnetic pulsed power를 이용한 분말 통적 성형 기술은 Lab. sc외e의 

연구 개발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pilot scale의 자동화 장비릅 설계 제작 

하고 있음， 현장 적용을 위한 자동화 및 안정화에 대한 사항흘 현장 적 

용 기업과의 협조를 풍하여 개선 보완 중임 

- Magnetic pulsed power룹 이용하여 제조한 실용화 부품(magnetic core, 

천공용 코어 드릴 segment, water jet nozzle)은 현장 적용을 위한 특성 

평가룹 마친 상태로 실제 양산올 위한 기술 검토 중에 있음 

3. 기대효과(기술적 및 정채적 효과) 

본 연구과제에서는 신한다이아몬드(주)， 코미쿄(주) 퉁의 제품올 (주)나노 

기술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연구결과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Magnetic Core, 다이아몬드 공구 및 반도체 공정동 세라믹 노즐에 

대한 경제적 이득 효과는 다음과 같음 

Magnetic core (2002년 기준， 국내 3，660억원/년， 세계 18，000억원/년) 

- 다이아몬드 공구 (2010년 예상， 국내 1 ，980억원/년， 세계 14，540억원/년) 

- 반도체 공정용 세라믹 노즐 (2010년 예상， 국내 120억원/년， 세계 200억 

원/년) 

Water jet ceramic nozzle (2001년도 기준， 미국 $5M-$lOM/년， 세계 

$양iM/년) 

또한， 현재 연구룰 수행하고 있는 분야 이외에 다옴과 같은 곳에 활용될 

수 있음 

초미세분발 및 복합분딸올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구조용 및 기능용 시 

너지 소재 및 부풍 기술 분야 개척 

다양한 재료개로 적용， 환경친화직， 인체형 ， 초미세 벌크 소재 공정 기 

앞킥흔효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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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공구， 전자， 자성， 에너지 퉁 고부가가치형 소재산업 분야의 기 

술수준 향상 

- 저비용 고효율， 환경친화 공정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소규모 벤처산업 활성화와 핵심기술수출 

실형상 성형올 통한 기능생 시너지 소재화로 새로운 산업 수요 창출 

4. 적용분야 

(1) 자동차 및 항공 수송기기， 산업용 정밀기계 산업분야 

핵심부품 및 시스템의 경량화， 고성능화， 장수명화 

(2) 전기， 전자 정보통신 부풍 

방열재료(heat si띠<)， 자기차폐， 코어재료(magnetic core) 퉁 고기능성 

부품퉁 

전자 부품 core 소형 전자기기 (notebook PC. cellular Dhone 퉁)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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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기술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초소형， 초고강도， 경량화， 복합화 및 고기능화 

된 부풍 소재의 필요성이 매우 중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웅용 소 

프트워|어의 개발 및 부품 설계기술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 

렀으나，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소재의 개발 즉 하드혜어 개발이 현실적으 

로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소재 개발의 혁명이 없으면 균형 있는 기술 

의 발전올 이룰 수 없는 실정에 도달해 있다 특히 전통 부품산업 뿐 아 

니라 전자，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특성을 나타내는 고성능 

소재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어 전혀 다른 개엽의 신소재 개발이 절실히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웅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서 초 

미세/난생형 분말을 이용한 성형기술 개발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 

난 1단계 3년도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국내 유염의 초미세 금속 

분맘 재조 기숭 믿 단셋헛 끔속 분망 통적 섯헛 기숭을 토대로 보다 현 

실적인 부품의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미세/난성형 분말 성형기술은 중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재 수출국인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재산업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얘우 중요한 기술 분야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분야는 선진국 둥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엽화에 성공한 기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술 의존 

도가 높고 개발에 많은 know-how가 필요하여 수 년 내에 상업화를 기 대 

하기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장기 연 

구 분야로 평가된다 초미세/난성형 분말을 이용한 성형기술은 차세대 핵 

심기술이면서도 세계적으로도 초기단계의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 

재 및 부풍기술의 선진화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 

다. 1단계 연구 결과를 기초로 2단계의 연구 기간 동안 실제 부품 제조에 

적용하되 전자， 에너지 산업 동의 고부가가치 소형 기능성 부품에 적용함 

으로써 고기능 부푼개발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기술 개발을 풍 

하여 21세기 핵심 기술 분야 중 하나인 경량， 고강도， 고기능성 정밀부품 



의 기술 확보가 가능하여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적용을 기대하며， 그 경 

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성형기술 개발 및 웅용 연구는 소재 기술의 선진화 및 고성능 소재개발에 

대한 요구플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제 2 철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채적 중요생 

L 기술적 측면 

초 고강도 초미세 분말의 제조， 성형기술 개발 및 웅용은 다양한 산업 

에서 부가가치릎 높일 수 있는 기술 분야로서， 기존의 마이크로 분말 소 

재 CMicrosized powder)에 비 해 초미세 구조CNanostructure)의 제조가 가 

능하고， 가공 부산물이 없는 친환경 적 인 초미 세， 고강도， 고인성 퉁을 갖 

는 고기능성 부품의 제조가 가능한 장정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고정밀， 

고내마모， 고내식성 및 초경량화가 가능하여 자동차부품에서부터 금형 및 

공구 부품， 전자 소자 부품， 센서 및 촉매부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체 

품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분야이다. 최근 들어 자동차， 

일반기계， 전자， 항공 및 우주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제조분야에서 소형 

화， 경량화， 정밀화부품의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효 

율적으로 대처할 새로운 소재 및 부풍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초미세 분 

말을 이용하는 분말성형기술에 있어서 성형 시 급격한 국부적인 입자 조 

대화가 일어나 초미세 분말 특유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비부피(단위질량 

당부피)가 대단히 커서 성형밀도도 일반 마이크론 분말에 비해 낮아 효과 

적인 고밀도 성형체를 얻기 어려우며， 불균일 치밀화에 의한 거대 기공이 

생기기도 하고 최종 소결 시 수축이 많이 발생하는 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상엽화릎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룹 펠요로 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플 해결하기 위해 동적성형방법 Cdynamic 

compaction )인 폭발성형법이나， 업자 조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압소결 

퉁 제한적인 성형기술이 연구되고 있지만 폭발성형의 경우 취급이 어렵고 

성형물에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 둥 많은 단점올 보이고 있으며， 상압 소 

결법도 치밀화 및 실형상 둥에 문제정올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 

끼
 ζ 



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압소결과 폭발생형의 장점 

을 두루 갖춘 soft dynamic 성 형 방법 인 magnetic pulsed 

compaction에 의한 초미세 분말 벌크화 기술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

초미세 분말의 제조 및 난성형 분말 성형기술은 기술적으로 아직 완전 

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개척분야이나 기술의 응용운야가 전통부품산업에 

서부터 초정밀 우주항공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 

심부품 소재기술분야이므로 기술 선접 및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연구 개 

발되어야 할 핵심 기술 분야이다 

2. 정채 • 산업적 측면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퉁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 

됨에 따라 자동차 및 수송기기의 경량화， 에너지 고효율화 요구가 크게 

중대되고 있으며， 기존장비에 비해 수명이 크게 증가되거나 성능이 크게 

향상된 부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 때문에 경량， 장수명， 초고 

강도， 고인성， 내마모， 내부식 같은 특성이 크게 향상된 부품의 개발을 서 

두르고 있으며， 초미세/난성형 분말올 이용한 성형기술개발이 한가지 해 

답이 될 수 있다 

초미세 분말 제조 및 성형기술이 개발되면 국내 초미 립 금속분말시장의 

완전수입대체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재의 대외 의존성올 극복하고 소재 및 부품산업의 자립화를 이룰 

수 있다 나아가 단일성분에서 합금/복합 초미세 분말로 적용올 확대하띤 

새로운 산업분야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형 웅용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형 복잡 형상 분말 제품 소재의 경우 약 

$20억/년 규모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확대 

작용하게 되면 정보 통신 소재분야에서만 연 $5，000억/년 규모의 성능향 

상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얻올 수 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경량 

화 추세에 따라 고강도 알루미늄 분말재료 사용량은 크게 증대될 것이며 

향후 국내 시장규모 7，000억/년， 국제시장규모는 10조왼/년에 이릅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고강도 경량 부푼은 수송기뿐 아니라 진자 및 항공， 에너 

지 산업분야에도 기존 부풍의 대체가 예상되므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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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산엽적으로도 본 기숨은 타 산엽분야， 즉 전자 정보 풍신분야， 생체 

및 환경 에너지 분야 그리고 원자력 발전분야 둥에도 다양하게 직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 ·문화적 측면 

21세기는 환경문제가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어 소재개발분 

야에서도 환경친화형 공정 및 재료의 개발을 펼요로 하고 있다， 초미세 

분말제조공정 중 물리적인 방법인 전기폭발에 의한 분말채조1앙엠은 공 

정상 부산물이 전혀 생기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분말이 생산되므로 환 

경오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21세기 기술이다‘ 또한 분말성형망법에 

의한 부풍생산방식도 용해 주조에 의한 부풍생산방식에 비해 유해가스 배 

출이나 폐기 스크랩 같은 부산물이 전혀 생기지 않아 환경친화적 공정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이 중가하고 에너지원 확보가 갈 

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저 에너지 공정의 개발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전기폭발법과 동적성형 (MPC)법 

은 pulse power를 이용해 짧은 시간(1 -500μs)에 훨요한 에너지률 순간 

적용하는 기술이므로 에너지 효융이 기존 공정에 비해 크게 향상된 새로 

운 개념의 저 에너지 분말 제조 및 성형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미세/난성형 분말 성형기술에 의한 소재부품 개발과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효융이 높은 공정의 개발은 생산부품의 경량화， 장수명화 그리고 

부존자원의 소비 억제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궁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자기 펄스 힘을 이용한 기능성 고강도 초미세/난성형 분말 동적 성형 

기술 및 실용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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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나노 금속/세라믹 복합 분말 제조 기술 개발 

(합금， 금속/세라믹， 단일 세라믹， 세라믹/세라믹 복합 분말 제조) 

- Magnetic Pulsed Compaction법을 이용한 동적성형기술 및 초기밀도 

향상기술 개발 

- 업자성장 억제， 균일 충진 성형， 미세구조 및 특성 제어기술개발 

저온 소결올 이용한 진밀도화 및 실형상 제조를 통한 부품 제조 기 

술 개발 

- 성형 양산화 망안 설계 

-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된 고강도 초미세 분말을 이용한 차세대 기능 

성 고강도 부품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 

다음은 개발하고자하는 성형부풍들의 최종 목표치이다. 

구분 특성 목표치 

합금 분말 Fe-Si계 ， 100 nm 이하 

금속/세라믹복합 AVAlzÛ3, 100 nm 이하 
초미세 분말 제조 

단일 세라믹 AlN, 100 nm 이하 

세라믹/세라믹 AbOνYSZ 100 nm 이 하 

성형체 결정립크기 200 nm 이하 

상대 밀도 98% 이상 

성형체 내 기공 크기 50 nm 이하 
성형 및 소결 

열전도도，전기전도도 50% 이상 향상 

경도 (Hv) 100 % 이상 향상 

소결 온도 (OC) 상용분말보다 200 oc 이 하 
Heat sink, Magnetic core, 

실형상 부품 품목 Water iet Nozzle, 천공용 
실형상부품 코어 드릴 세그먼트 

부품수명 기존부품의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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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고작도 초미세 복합 부말 제조 기숭 개방 

• 초기 성형 밀도로 낮은 다양한 초미세 고강도 복합 분말 제조 기술 

개발 

(고강도 합금 Fe- Si 계 열， 단일 Cerarnic A이， 금속/세 라믹 복합 

AVAlz03, 세라믹/세라믹 복합 AI써νYSZ 퉁 분말 제조 기술 개발) 

- 분말 복합화/분산화 기술， 조성 및 구조 조절 기술 

- 전기폭발법올 이용한 복합 분말 제조 공정 기술 개발 

。 고깎도 초미세 복합 부망의 휴적 섯헛 기숭 게밤 

- 초기 밀도 향상 기술， 균일 충진/성형 기술， 저온 소결을 통한 진밀도 

화 기술 

- 경도， 인성， 내마모성 (기계적특성) 향상 기술 

- 동적 성형 원리 이해를 풍한 다양한 실험적 연수 적용 ; 최적 공정 

조건의 확보 

- 망사형 동적 성형 장치 셜제 및 제작 

- 방사형 통적 성형 실험 - 다양한 실험적 연수 적용 

。 통적 섯헛옹 이용하 심융화 부푹 제작 , 고밀도 고기능성 전자소자 코 

어 (Core)부풍， 전자소자 열관리 부품(Heal Si띠<l 개발， 고속 노즐 부품， 다 

이아몬드 공구 퉁 실용 부품 개발 

• 1차년도 ; 고강도 초미세 복합 분말 제조 기술 개발 

- 전기폭발 및 기 계적 합금화를 이용한 고강도 복합 분말 제조 ; 고강 

도 합금 Fe- Si 계 열， 단일 Cerarnic AlN, 금속/세 라믹 AVAb03, 세 라 

믹/세라믹 AbOνYSZ 둥 분말 제조 기술 개발 

고강도 분말 복합화/분산화 기술， 조성 및 구조 조절 기술 개발 

고강도 분말을 이용한 동적성형 실험 , 초기 밀도 75% 의 성형체 제 

조 기술 개발 

- 방사형 동적성형 (Ra이외 Magnetic Pulse) 장치 설계 5kW • 

25kW , 2GPa • 3GPa, 시 면크기 3cm • 15cm 퉁 

- 실용화 부푼 선정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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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 동적성형 및 초기밀도 향상 기술 개발 
- 1차년도 제조된 여러 가지 금속 및 세라믹 복합 분말을 이용한 동적 

성형 기술 개발 

성형체의 특성과 공정 변수와의 상관관계 규명， 입자 성장 억제 기술， 

균일 충진/ 성형 기술 

초기 밀도 85% 이상의 성형체 제조 공정 확립 (결정립 크기 0.2μm 

이하 유지) 

- 방사형 동적 성형 장치 제작 완료 

- 실용화 부품 제작을 위한 Die 설계 

[전자 부풍용 자기 코어 부품(Fe-SD. 전자 소자 열관리 

(AVAb03. A lN Heat Sink 퉁) 제조 및 응용 기술 확보] 

부품 

’ 3차년도 ; 고강도 초미세 분말 저온 소결 기술 개발 

- 동적 성형 이후 저온 소결 공정올 통한 성형체 밀도 98% 이상의 

Tube 및 disk형 성형체 제조 공정 확립 ; 결정립 크기 0.2μm 이하 유 

지 확보 

[High speed jet nozzle 제조 - Ab03 계 노출 제조 및 웅용 기술] 

실용화 시제품 제작 

- 기 술 전수 및 양산화 망안 설 계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법위 

고강도 초미세 복합 분말 제조 Fe- S i(magnetic coreJTJ). AIN 
- 고강도 합금 (전자부풍 열관리 JTJ). A1- A1zÛ3 

- 단일 Ceramic (전자부품 열관리用， Al￡3 30% l 
- 금속/세라믹 복합 이 상). AlzOνYSZ (Waterjet 
- 세라믹/세라믹 복합 NozzleJTJl. 결정 립 O.l!lm 이하， 

l차년도 - 복합 분말 특성 평가 입도분석 (SEM. TEM) 
(2004 

동적성형올 이용한 초기밀도 동적성형 초기 밀도 75% 달성 
2005) 향상 기술 

R一nιPC 장치 설계 R- MPC 장치 설계 
5kW • 25kW.2GPa• 3GPa 
직경 20mm. 길이 loo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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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부풍 기숨 설용화 부풍 선정 

고강도 복합분말 고밀도 성형 입자성장 억제 기술 (0.2μm이하) I 
기술 개발 균일충진/성형 기술 

초기밀도 향상 85% 이상 
성형체 득성명가 기술 

2차년도 성형채 기공특성 평가 

(2005 R- MPC 장치 제작 및 성형 
조건 확립 R- MPC 장치 제작 완료 

2α)6) Fe- Si core. AV Alz03. AIN 
R- MPC 성형 공정도 작성 성형체 제조 결정립크기 0.2μm l 

밀도에 따른 성형 조건 개발 이하， 최대기공 0.05μm 이하 

실용화 기술 실용부풍올 위한 die 제작 

고강도， 고내마모， 고밀도 실현 Pure Alz03 (or AlzOνYz(3) 
저옹 소결 기술 개발 초고강도， 고내마모 성형체 제조 1 
고강도， 고내마모 tube. 이sk 상대 밀도 98% 이상， 결정 립 
제조 크기 0.2Jl1!1 이하， 결정립 

진밀도화 기술 미세화에 의한 소결 온도 저감 

3차년도 기술 확립 

(2006 
양산화 방안 설계 R- MPC 연속 공정 설계도 작성 

2(07) [Waterjet nozzle 기 준] 

실형상 시제품제작 전자소자용 Magnetic core 부품 
전자소자 열관리용 부품 

High speed jet nozzle 부품 
각 l 종 시제풍 제작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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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재 1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조사 

1. 초미세 분말 제조 빚 성형 기 술 

지금까지 초미세 분말 제조 및 응용 연구개발은 금속의 경우 분말합성 

및 분말취급의 어려웅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도 일부 금속에 대해 물리적인 방법 혹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초미세 금속분말을 실험실적으로 혹은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미 세 금속 분말 합성 법 으로는 중발 웅축(evaporation and condensation) 

현상을 이용하는 물리적인 기상합성법과 용액 내 침전반웅을 이용하는 화 

학적인 액상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 기상합성법으로는 가열방법에 따 

라 저항가열， 플라즈마， 유도가열， 레이져범， 이온범 ， 전자빔 및 펄스파워 

퉁 여러 가열원올 사용하여 중발 웅축시켜 제조하고 있다 화학적인 제조 

법은 액상환원법과 분무건조법 퉁이 있으며 최근에는 기계적인 에너지와 

화학에너지를 이용하는 mechenical a lloying 및 mechanochernical 방법 퉁 

이 초미세 분말의 제조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중 물리적인 방법은 

입자크기가 비교적 균일하고 고순도의 업자를 제조할 수 있올 뿐 아니라 

업자의 웅집올 망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유망한 초미세 

분말제조법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양산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는 

달리 화학적 방법은 입자크기조절이 용이하지 않고 웅집발생이 쉬운 반면 

양산화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Nanodyne사에서 gas phase 

condensation 방법올 이용해 일부 금속분말을 상업화 하였으며， 호주의 

경우도 mechanochernical 방법으로 AYf사가 상업화하였고 한국의 삼성 

코닝과 공동개발협약을 맺었다 또한 이스라옐도 NanoPowders Industries 

사에서 Ag, Cu, Ni을 중심으로 제품올 개발하고 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는 액상환원법올 이용해 세계적으로 DuPont을 포함한 여러 대기업이 Ag 

금속을 중심으로 분말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WC 분말을 중심으로 초경 공구용 합금 분말제조륜 수행하여 우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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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얻었으며， 주식회사 창성에서도 최근 0.5μm 잉자크기의 은 분말을 생 

산하려하고 있다 이 외에 여러 다른 금속분말 제조방법도 실험실적인 연 

구를 계속 수행중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상업화 방법도 현재까지는 시 

간당 수 kg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어 양산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 ，2단계 연구룹 똥해서 전 

기폭발망식 (P비scd Wire Evaporation, PWE)올 이용하여 초미세 분말올 

제조하는 분말 제조방법을 심충 연구하여 분말 제조 기술올 확보하고， 이 

를 발전시쳐 양산화 공정 및 연속 공정이 가눔한 장비의 개발을 달성하였 

다‘ 전기폭발땅법은 물리적 기상합생볍 중의 하나로써 펼스와워룹 이 

용혜 전기에너지를 저장， 암축한 후 금속 와이어에 짧은 시간( 수m 

~ 수 ps}동안 고전압 대잔류(104 - 105 V, 1QIOAJm2 이상)갈 집중 

투업하여 중발 웅축의 파갱을 거쳐 초미세 분말을 합성하는 !앙냄으로 

다른 제조법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ul우 높고 펄스의 폭， 전압， 전류를 

조철함으로써 쉽게 평균 분말 입도를 초켈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양산화가 가능하다. 이 방법은 고순도， 무용 

집 결정상올 얻올 수 있올 뿐 아니라 낮은 중기압을 갖는 고융정 재료(탱 

스텐)의 초미세 분말화가 가능하고 또한 다른 부산물이 전혀 생기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며， 공정 자체가 중발 웅축과정을 동시에 거치므로 조성이 

다른 합금분말의 제조도 가능하고， 분위기를 조절함으로써 산화물， 질화 

물， 탄화물 및 복합상 분말제조까지 가능하여 다양한 분말올 제조할 수 

있는 우수한 분말제조 방법이다‘ 이러한 전기폭발방법에 의해 금속 분말 

올 제조하는 경 우 금속파 반용하지 않는 불활성 가스 (Ar, N2 동) 분위 기 

에서 공정올 진행하지만， 반옹성이 있는 가스 (02, CH2, NH3 동) 분위기 

에서 사용할 경우 다양한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둥을 얻을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팀에서도 산화물의 제조에 관한 기초 데이터를 

획득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초미세 분말의 합성 및 웅용기술은 아직 많 

은 연구가 훨요한 분야이다. 러시아， 이스라옐， 미국 동 일부국가에서 중 

섬적으로 연구룹 수행하고 있고， 일본 및 유럽공통체에서 최근 초미세 운 

말 소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 

며， 국내의 경우도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둥에서 세계적 

수준의 분말합성법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성형 및 소결기술은 세계적으로 러시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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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엘， 미국 둥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정 립된 기술은 없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초미세 구조를 가지는 부풍의 생산에는 금속괴(jngot) 

로부터 SPD(Severe plastic deformation)을 거 쳐 초미 세 구조부품을 만들 

거나， 초미세 분말로 부터 성형 및 소결과정을 거쳐 초미세 구조부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SPD 방법은 용해 주조 후 금속 혹은 합금에 심한 

소성변형을 줌으로써 고강도 및 고인성을 두루 가지는 초미세 구조부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분야의 연구로는 러시아의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ECAP) 방법이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일반 

적으로 압출(Equal Channel Ang띠ar Extrusion)방법이 인발(Equal 

Channel Angular Drawing)방법보다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 

고 압출법은 batch방법인 반면 인발법은 연속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상 

업화에는 인발방법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SPD 

방법은 현재까지 순수금속 혹은 일부 합금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실형상올 

만들기 어렵고 부풍의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양산화가 어렵고 현재까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올 뿐이다 이와는 달리 초미세 분말올 이용한 

초미세 구조부풍의 개발은 합금화가 용이하고 실형상 부품의 제조가 가능 

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공제어， 진밀도 부풍제조， 입자성장억제의 어려 

움이 있어 이 기술 또한 많은 연구가 펼요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성형 소결 방법올 초미세 

분말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며， 업자성장억제제， 강화제 풍 복합분말 

올 통한 고기능 부품의 개발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성형 및 소결기술의 국내연구는 기계적 합금법을 이용한 WC 및 일부 고 

강도 금속의 성형기술을 한국기계연구원 주관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는 1 ，2단계 연구를 통해 동적성형방법인 Magnetic 

pulsed compaction법 개발하고 초미세/난성형 금속분발의 성형 기술 개발 

을 완료하였다. 자기 펼스 압축법 (Magnetic Pulsed Compaction , 

MPC)은 전자기적 pulse를 이용하여 적절한 가열과 상당히 높은 웅략으 

로 분말을 급속히 치밀화 시키는 냉법으로 이러한 원리률 이용한 방법으 

로 압축을 시행하띤 압축온도에서 순간적인 pulse를 이용하여 하중올 가 

할 수 있어 압축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짧은 압축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높 

은 밀도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틀어 초미세 구조를 갖는 

MlVIC(Melal Matrix Composite) 의 경 우 매 우 좋은 기 계 적 성 질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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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ness 둥)과 구조와 성질에 있어서 최대 O.8Tm까지 안정한 넓은 온도 

안정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금속/세 

라믹 초미 세 복합재 에 는 Al+SiC, Al+AlzO:l, Fe+TiN, Fe+SiC, Ti+TiC 퉁 

이 있으며 자동차 엔진， 항공기 부품 소재로서의 옹용이 기대되고 있다. 

Al계 Ml\1C의 경우 일반 Al 합금의 사용범위가 2500C언 것에 비해 약 

4500C까지의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M.Beck 풍은 보고하고 있 

다 이러한 Al계 MMC를 제조함에 있어 나쁜 짖음성 (poor wettability) 때 

문에 쉽게 제조하기 힘든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각각의 

상이 균엘하게 분포하게 하며， 거의 완전한 진밀도의 재료를 합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진 방법 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자기 펄스 압축법이다 

2. 초미셰 분말 웅용 기술 개발 

금속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고용강화， 가공경화， 석출경화， 분산강화 

및 입자미세화에 의한 강화 풍을 들 수 있으며， 다른 강화 기구는 금속이 

강화됨에 따라 연성 및 인성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입자미세화에 의한 강 

화기구는 연성 및 인성의 비혜척인 감소를 나타내지 않아 최근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초미세 분말의 사용이 중가하고 있다 그러 

나 입자 미세화에 따른 강화기구는 열적으로 안정하지 않아 높은 온도에 

서 creep, recovery, recrystallization 및 grain coarsening과 같은 열 적 활 

성화 방법에 의해 쉽게 열화되는 단정이 었으며 입자크기가 일정 이하가 

되면 Hal)- Petch 공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또한 최근에는 입자가 미세화되면 연성 및 인성이 감 

소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므로 강도， 인성， 경도， 입자크기 및 기공크기 

에 관한 최적조합올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러시아， 이스라엘 둥에 

서 초미세 분말의 특성을 고옹에서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연구혈 수행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강화재 및 입자성장 억제제륜 분산시켜 인성의 저하 

없이 강도를 중가시키고 고온에서 사용이 가능한 초미세 성형부품개발이 

일부 셰라믹분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속분말의 경우에는 기 

초 연구 단계에 있다. Me떠)-metal composite(MMC) 혹은 metal- ceramic 

composite(MCC) 부품은 금속분말에 1 5%정도의 고강도 금속분말 혹은 

세라믹분말을 혼합 분산시쳐 복합체를 만들고 이활 성형 소결하여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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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으로서 알루미늄 분말의 경우 MCC로 만들었을 경우 부품 사용 

온도를 250t에서 450t 로 중가시킬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포항공대에서 

AJ 나노분말을 이용해 A이를 강화제로 그라고 약간의 업자억제제를 사용 

해 새로운 개념의 알루미늄 복합재(MCC)를 개발하여 200 GPa의 고강도 

steeJ 보다 2배 이상 강하면서 가벼운 성질을 나타내는 새로운 경량 고강 

도 금속 복합재룹 제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세 

라믹 복합재와 AJ -Abρ3 복합재 개발연구를 수행하여 disk 형태의 부품개 

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2 절 국내 · 외 기 술수준 비 교표 

구분 국외 국내 본 실험실 

- GPC, MCP, MCP방법이용 
펄스파워 전기폭발방 

CVC WC제조연구 
식이용 초미세 

액상환원법둥은 액상환원법 
금속， 세라믹분말제조 분말합 

일부상업화 양산화연구 
성공 성 

- SFE, 수열법 퉁 GPC, CVC둥 
양산화성공 

연구단계 질험실적 연구 
펄A파워 Magnetic 

-폭발성형 HIP， 
대학을 중심으로 pulsed compaction 

CIP. 상온소결， 
이론적인연구 및 법을 이용 

소결성 상압소결퉁 
실험 초미세/난성형 분말 

형 연구단계 
상압소결연구를 성형 공정 확립 

상업화연구는 
추진계획 양산화 및 실형상 

전무 
연구추진 

세라믹분말이용 Extrinsic 
MMC, MCC복합재 옹용 

복합재 개발 연구 방법으로 연구 
개발 연구 수행 상용화 

수행 추진예정 

떠
 



제 3 장 기술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초미세 분말 제조 기술 개발 

1. 초미세 분말 제조 공정 

전기 폭발 장치는 분말의 크기가 lOOnm 이하로 시간당 lOOg정도를 생 

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장치는 Pulsed power generator, wire 

exploding champer, wire feeding system, gas or water supply system, 

powder collecting system 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장치의 개략 

도는 Fig. 1과 같다 

금속 와이어를 초당 lOcm 공급할 수 있는 wire feeding systemCWFS) 

를 이용하여 불활성 가스CN2. Ar)분위기로 유지된 챔버내부에 자동으로 

공급하면， Pulse generator에서 충전된 고전압이 spark gap올 통과하여 

high voltage electrode로 인가되고 그 결과 금속 와이어가 폭발， 나노 분 

말화된다. 그 후 blower에 의해 강제 순환되어 cyclone파 325mesh의 

fabric filter에 의해 포집되었다. 

PUiMd PO_ ~Ior 

에. 

’“h VoIWg. 
Eleel.oo. 

Fig.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기폭발 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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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미세 분말 제조 

가. CuNi 초미 세 분말 

Cu-Ni는 와이어의 길이가 86mm이고 K값이 2일 때 필요한 인가 전압 

이 21.6kV였다. 제조된 CuNi 분말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 가스 

를 충진， 1.2bar의 압력을 유지하였다. 

Fig.2는 제조된 CuNi 분말의 SEM과 TEM 관찰사진이다‘ 입자의 크기 

는 lOOnm이하이고， senu s이id 간의 응집에 의해 생긴 큰 입자도 관찰되 

었다. 이런 용집은 neck 결합에 의한 강한 용집은 아니고 단순한 접촉에 

의한 약한 웅집으로 사료되었다. 

Fig.2. 전기폭발로 제조된 초미세 CuNi 분딸 

R 
니
 

1 



나. AJ - Mg 초미세 분말 

순수 AI에서 발생하는 산화 정도룹 줄이고， 보다 고강도， 고기능성을 갖 

는 Al 합금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하기 위하여 AI - Mg 초미세 분말 

올 제조하였다 50계열의 AI 합금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항공기용 랴뱃재 

료로도 많이 사용된다 보다 높은 구조 강도블 나타낼 것을 기대할 수 있 

고， 실제 실험 결과 순수 AI의 경우와 달리 비정질의 산화충이 관찰되지 

않았다 (Fig. 3(a)) 

다. Alz03 Cerarnic 초미세 분말 

AbÛJ 초미세 분말의 제조 공정은 C마~i의 경우와 유사하며 같은 와이 

어 길이 ， K 조건에서 인가 전압은 26kV이다. 불활성 가스로 Al과 반용하 

지 않는 Ar을 4bar의 압력으로 충진하여 실험하였다 Al 초미세 분말 제 

조와 통일한 공정을 거치되 전기 폭발 챔버 내의 분위기를 Ar+21%0:!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 산소의 영향으로 알루미늄 산화불 초미세 분말올 제 

조할 수 있었다 이 경우 l차 전기 폭발에 의한 입자 형성뿐만 아니라 산 

소와의 반웅에 의한 2차 Al203 입자를 형성하게 되므로 금속 Al 분말보다 

훨씬 작은 (50nm이 하) 세라믹 분말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Fig. 3(b)) 

라. Fe (SUS) 초미 세 분말 

전기 폭발법에 의해 합금 분말의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us 
합금 분말올 제조하였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8O-120nm 분포를 

갖는 sus 초미세 분말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XRD 분석에 의하여 분말 
역시 sus임올 확인할 수 있었다 

마. Fe- AJ 초미 세 분말 

동시 전기폭발냄으로 균일한 혼합체 및 합금체의 초미세 분말 

(80-120nm) 제조 기술 확보하였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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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미세 분말 제조 기술은 공동연구기관인 (주) 냐노기술에 기술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주) 나노기술에서는 Lab 스케일의 제조 장비를 확 

대하고 보다 자동화하는 공정의 완료단계에 도달하였다. 

Fig. 3. 전기폭발로 제조된 초미세 (a) AJ- Mg 및 (b) AJ2Û3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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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전기폭발로 제조된 초미세 sus 분말 

Fig.5. 동시전기폭발로 제조된 초미세 Fe-Al 합금 및 혼합체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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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성형 및 소결 기술 개발 

1. 자기 펄스를 이용한 동적 성형 

일반적으로 분말야금을 동하여 제조된 제품의 불성은 제조 및 성형 공 

정에 따라 크게 죄우되고， 이에 따라 공정기술의 개발은 실용화 측연에서 

큰 의의를 지니게 된다 특히， 성형 기술은 금속 및 세라믹 분말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 

다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나노재료는 조대 결정 립 재료에 비하 

여 기계적 특성， 전자기적 및 광학적 특성 둥에서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 

므로 나노분말의 성형 및 소결 공정에서 입자성장 제어의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말 성형체는 대개의 

경우 크거나 작은 기공을 갖 게마련이며 건조와 소결 과정에서 수축 현 

상이 발생하므로 치밀성과 균질성이 충분하게 만족되어 있지 않으연 소결 

중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하여 소결체의 최종 특성을 저하시킨 

다 특히， 나노분말의 성형은 성형공정의 높은 온도 중가로 인한 초기 나 

노업자 크기가 성장하여 우수한 나노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며， 나노분말의 

높은 비표연적의 중가， 나노분말간의 마찰력중가， 분말내에 내포되어 있는 

가스로 인하여 성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나노분말을 성형화하려는 연구가 상압 압축 (Pressureless 

pressing) , 열간 압축 (Hot pressing) , 단조 (Forging), 정 수압 압축 

(Isostatic pressing) 퉁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 

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적 펼스를 웅용한 

통적 성형 방법으로 수 GPa의 압력으로 짧은 시간(마이크로 초)에 금속 

및 세라믹 분말올 성형화 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기 펄스 압 

축성형 (Magnetic Pulsed Compaction , MPC)은 기존의 성형방법보다 매 

우 짧은 시간(마이크로 초) 동안에 수 GPa의 높은 압력을 가하여 분말의 

치밀화를 이루어 높은 성형 밀도를 얻을 수 있으며 나노 및 난성형 분말 

의 성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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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 Si 초미세 분말의 동적 성형 

Fe- Si 분말은 전자 산업에 있어서 고주파 자기 코어 재료로 많이 적용 

되고 있다‘ 이것은 연자성체 (soft magnetic material)로서 스피넬 페라이트 

(spinel fenite)가 적용되기 힘든 lOOMHz 이상의 높은 주파수 영역대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한편 높은 포화 자속 밀도， 낮은 손실， 높은 

저항의 성질플 만족시키는 자기적 특성 측면에서 나노 구조룹 갖는 

Fe-Si은 매우 우수한 특성올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Fe- Si 분말은 매우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성질로 인해 분말올 

이용하여 높은 밀도의 성형체를 제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기계적 

합금화를 통해 제조되는 나노 Fe- Si 분말의 경우 그 형상이 복잡하고 나 

노화되면서 급격히 중가하는 표면적의 마찰에 의해 성형은 더욱 힘틀어진 

다 그렇지만 자성 재료로서 높은 투자울을 갖기 위해서는 높은 밀도를 

갖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밀도와 균일한 나노 구조를 얻기 위하여 자기 펼스 

성형으로 Fe- Si 성형체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자기펄스 압축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재료 시험기 (Materialstesting system, MTS)릅 이용한 

일축 정적 압축올 동시에 수행하였다 제조된 Fe- Si 분말과 성형된 코어 

의 미세 조직을 관찰하였고， 상대 밀도와 투자융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합금화 (MechanicaJ AIloying , MA) 혹은 기계

화학적 공정 (Mechano→Chemical Process, MCP)로 제조된 Fe-6.5Si , 

Fe- 6Al - 9Si (Sendust) 분말파 화학적 액상 환원법에 의해 제조된 순수 

Fe 분말을 MPC 방법으로 동적성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정적 

성형된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얼마나 성형의 측연에서 더 우수한 성질올 

나타낼수 있올지가 주 관심사였다. 즉 기존의 정적 성형의 경우 용간성형 

올 하더라도 50%이상의 상대 멸도를 얻기 어렵다는 선결과가 있었으므로 

동적 성형을 풍해 얼마나 더 높은 밀도에 도달할 수 있을지블 확인하는 

연구륜 집중직으로 수행하였다 기계직 합금화를 통해 제조된 평균 

20-30nm의 결정 립 크기를 갖는 분말을 출발 원료(starting materi aJs)로 

하여 통적 성형을 시도하였다 성형시 온도는 상온에서 최대 5OO0C까지 

1000C 간격으로 변화시켰고， 압력은 약 l.3GPa부터 약 2.5GPa까지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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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이를 풍해 각각의 온도와 압력이 성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험결과에 따라 초기에 준비한 분말의 조건 및 성형 후 열처리 조 

건 둥을 변화시켜 가면서 같은 조성의 분말에 대한 최적 성형 조건을 모 

색하였다. 

장치상에서 가능한 시편의 최대 직경은 30mm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 

로 직경 15mm 또는 10mm의 디스크 시편을 제조하였다 한편 연자성 코 

어로서의 특성 평가를 위하여 디스크로 제조된 시편은 제조후 와이어 가 

공을 통해 중심에 직경 6mm의 구멍을 뚫었다. 한편 초기부터 코어를 직 

접 제작할 수 있도록 외경 15mm 내경 6mm의 몰드와 펀치를 제작하여 

직접 코어를 제조하기도 하였다. 

제조된 Fe계 분말 약 2 g을 실린터 타입의 다이 (die)안에 주입하고， 다 

이가 상 · 하부 펀치에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하였다 고온압축시 다이와 

분말의 접합올 방지하기 위하여 혹연 이형제를 앓게 바른 후， 가열로 내 

부에 설치한 후 목표 초기 온도에 도달한 후 지정한 압력으로 압축하였 

다. 압축 중 분말의 산화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가스 처리한 후 

약 1 Pa의 진공상태를 유지하였다. 압축 후 다이와 시편을 가열로 안에서 

냉각한 후 꺼내어 아르키메데스 법으로 밀도를 측정하였다- 이 후 0.05μm 

까지 미세 연마하고 전계 방출 주사 전자현미경 (FESEM)으로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가. Fe- 6.5Si 분말의 성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기계적 합금화에 의해 제조된 

Fe- 6.5Si 분말을 이용하여 자기 펄스 성형하였다. 기계적 합금화된 

Fe-6.5Si는 그 모양이 매우 불규칙하고 깨지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분말의 압축시에 소성 변형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빈 공간올 얼마 

나 효과적으로 채우느냐로 성형빌도가 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구형의 소 

성변형이 가능한 분말의 경우 자기 펄스 압축에 의한 동적 성형시 약 

95%이상의 진밀도에 가까운 성 형 빌도를 얻올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 

용한 Fe-6.5Si의 경우 그런 높은 밀도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얻어진 성형체는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경 15mm 혹은 10mm, 

두께 약 1.5mm의 디스크형 시편이며， 이 시편을 후가공하여 내경 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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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5mm의 성형 코어를 제조하였다 한편 직접 코어룹 성형하는 경우는 

외경 15mm. 내경 6mm의 코어를 제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적 성형은 높 

은 압력을 인가하기가 어렴고 기존의 결과에서 괄 때 약 0.9 GPa 이상에 

서 대부분의 성형체 내부에 균열이 있어 이 이상의 압력에 의한 성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고 2.5 GPa까지 

의 압력 인가가 가능하였고 이 높은 압력하에서도 균열이 관찰되지 않는 

결과를 얻올 수 있었다. 그 결과 높은 압력과 빠른 압축 속도에 의한 매 

우 균일하고 상대 밀도가 높은 성형체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Fig. 7은 기 

존의 만능재료 시험기 (Materials Testing System. MTS)에 의한 성형체 

와 자기펄스 압축에 의한 성형에의 단연올 에칭 전에 관찰한 것이디 Fig 

7의 (a)의 경우 초기 최대 성형 밀도가 약 50%로서 내부에 매우 큰 기공 

들이 쉽게 관찰된다. 이러한 기공은 분말이 효과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부 

분으로 이보다 더 큰 압력이 주어질 때 균열 발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 

다 반면 자기 펄스 압축된 (b)의 경우 높은 압력과 빠른 압축 속도에 의 

해 분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빈 공간올 채움으로써 매우 균일하고 거시 

적으로 관찰되는 기공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매우 우수한 성형 상태를 보 

이고 있다 Fig. 8은 상온에서 성형된 시편으로 질화처리되고 폴리이미드 

바인더를 섞은 분말을 출발원료를 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불규칙한 형태의 분말이 거의 변형없이 성형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말의 소성이 없으므로 이론적으로 최대 얻올 수 있는 

밀도는 약 70%에 가깝다. 그러나 분말의 형상이 불규칙하고 미세하면 분 

말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보다 증가하게 되므로 70%의 성형밀도를 얻는 

것도 어렵게 된다 본 연구 이전의 정적 성형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상옹 

에서의 초기 성형 밀도가 50% 이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적 성 

형의 장점으로 분말의 진동 효과에 의한 충진성의 중가에 의해 상온의 최 

초 실험에서도 약 60% 정도의 초기 밀도를 얻올 수 있었다 이것은 기대 

했던 밀도치보다는 매우 낮은 값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의 정적 성형보 

다 동적 성형의 경우에 있어서 약 15% 이상의 밀도 증가효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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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자기펄스 압축된 연자성 Fe-6.5Si 분말 코어 성형체 

(a) 

비
 

( 

Fig. 7. (a) MTS에 의해 정적성형된 Fe 6.5Si 분말 코어의 단면사진， (b) 

MPC에 의해 동적성형된 Fe-6.5Si 분말 코어의 단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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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PC 성형된 Fe-6.5Si 분말 코어 미세조직 사진 (상온성형) 

분말의 성형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성형시 온도 중가나 보다 

큰 압력올 인가함으로써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온에서 시작하여 

1000C씩 증가시켜 5OO0C까지의 온도에서 성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l에 

는 진행된 실험의 전체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1에서 볼때 같은 

조건에서 제조된 초기 분말에 대하여 온도를 상옹에서 2000C까지 증가시 

켰플 때 초기 성형 밀도가 약 70%로 10% 정도의 중가 효과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 중가의 영향은 2000C 이후에는 그리 크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형 압력올 초기 1.6 GPa에서 2.5 GPa까지 증 

가 시킴에 따라 밀도를 약 5% 정도 더 상승시킬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의 

밀도갚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초기 목표는 주어진 분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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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약 80% 이상의 밀도를 얻는 것이었으나 현재의 분말 상태로는 

80%의 성형밀도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0% 이상의 초기 상대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성형시 분말이 고르게 충진 

되어야 하며， 재배열 이후 분말의 소성 변형이 어 느정도 이루어져야 가능 

한 값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먼저 사용한 분말들은 매우 취성이 강하 

고 소성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 근본적으로 80% 이상의 밀도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보다 높은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초 

기에 사용하는 분말에 대해 제조 방법의 수정 이 펼요했다 

표 1 자기 멸스 성형된 Fe-6.5Si 분말 코어의 밀도 

M잃S Thickness Density 
Relative 

Specimen 
(g) (mm) (g/cm') 

Density (%) ’ 
7.2 g/cm' 

2.3 kV (15mm 띠a.)1.9GPa 

I.Fe-6.5S i 2.651 3.40 4 .4 1 60 .42 
2.0 kV (lOmm dia.) 2.0 GPa, 200'C 

1. Fe-6.5Si 5.11 70.03 
2.0kV (lOmm 이κ) 1.9 GPa 
1. 200.C 1.99 5.50 4.61 63 .13 
2.300.C 2.03 5.60 4.62 63.25 
3. 400.C 2.02 5.50 4.68 64.08 
2.5kV (150m. dia.) 2.1 GPa 
1. 200.C 2.02 2.30 4.97 68.11 
2.300.C 2.0 1 2.25 5.06 69.28 
3.400.C 1.96 2.20 5.04 69.09 
1. H, 500.C 열처리 I-Iexane 보관 (10mm 

2.45 5.80 5.37 73 .59 
dia.) 2.25kV (300.C MPC) 2.4 GPa 
3 환형 E어 (15mm aod 6mm dia.) 2.3kV 

2.02 2.90 4.69 64.27 
(R.T.) 
4 환형 E어 ( 15mm and 6mm dia.) 2.6kV 

2.06 2.90 4.78 65 .50 
(R .T.) 

Fe-6.58i (8iO, co뼈og) - 500"C heat treabnent, 2.3kV, 2.5GPa 

1. 10nun dia. 300.C (1 /5) 1.47 3.30 5.67 77.72 
2. IOmm dia. 300.C (1 /5) 1.48 3.40 5.54 75.95 
3. 10mm dia. 400.C (1 /5) 1.49 3.45 5.50 75.36 
4. 1 Omm dia. 400.C (1 /5) l.51 3.35 5.74 78 .65 
5. IOmm dia. 300.C (1 /3 ) 1.43 3.25 5.60 76.77 

x “ 



6. 10mm dia. 400'C (113) 1.63 3.60 5.76 1 79.00 
SiQ, coating - 500’C hcat trc.bnen~ 2.3kV 2.5 GPa 
l. 10mm dia. 400' C (1 15) 1.44 3.20 5.73 78.52 
2. 10mm dia. 400' C (113) 1.60 3.50 5.82 79.76 
3. 10mm dia. 400' C (1 13) 1.42 3.10 5.83 79.92 
lSmm În 이 .. 400'C 1.9 GPa (2.3kV) 
I.MA 36h 600' C 20h (H,) 2.60 2.60 5.66 77.55 
2.MA 36h 600' C 20h (H,) 2.91 2.90 5.68 77. 81 
3.MA 36h 600' C 20h (H,) No nitridation, No 

2.66 2.95 5.10 69.92 
coating 
4.MA 36h 600' C 20h (H,) No nitridation, No 

coatmg 
5.MA 36h 600' C 20h (fh) nitridation, SiO, 

2.83 2.90 5.52 75 .68 
coatmg 
6.MA 36h 600' C 20h 떠，) nitridation, SiO, 

2.76 2.95 5.29 72.55 
coatmg 
ISmm in di •. R. T., 1.9 GP. (2.3kV) 
1. MA l h, 600'C, 1ι Siα 2,04 1.75 6.60 90.40 
LMA 4h, 60(j' C, lh, No coating 2.04 1.90 6.08 83 .26 
3. MA 4h, 600' C, Ih, ferrite 2.20 2.10 5.93 81.24 
4. MA 36h, 900' C, lh, ferrite 2.02 2.30 4.97 68.11 

Fig. 9와 10은 표변에 Si02 코탱된 F e 6.5Si 분말을 성형한 성형체의 

파단면올 관찰한 것이다 이것은 분말의 제조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나 제 

조 이후 분말의 배정질 부분올 줄여주기 위해 5OO0C에서 약 30분간 열처 

리하여 결정화 처리한 분말올 압축한 것이다 이 분말을 이용했올 때 약 

79%에 해당하는 성형밀도룹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기계적 합금화에 의 

해 제조된 분말이 많은 비정질 상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변형이 거의 일어 

나지 않아 높은 성형 밀도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이 부분을 결정화 

하여 보다 변형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약 9% 이상의 밀도 증가 효과를 얻 

게 된 것이다. Fig. 9와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치멸하띤서 동시에 

나노 구조를 이루는 성형체룹 재조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00C에서 성형올 하더라도 동적 성형의 매우 빠른 성형 속도로 인하여 

업자 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Fig. 11은 동일 조건에서 제조된 분말에 대하여 S i02 코팅을 하지 

않고 분말 제조 이후 핵산에 보관하고 바로 성형함으로써 분말의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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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막이 존재하는 것을 성형한 것이다 표연의 산화막은 일반적으로 강 

도가 높고 깨지기 쉬우므로 본 연구의 경우 성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이 효과를 없애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예상과 달리 약 75% 근방의 밀도를 보였다 이것은 표연에 존재하 

는 산화층이 성형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분말 자 

체에 폰재하는 비정질이나 절정 결함퉁이 성형성에 주로 영향을 주고 표 

띤의 산화층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초기 Fe-6.5Si 분말이 매우 강하고 깨지기 쉬운 것은 기계적 합금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정질에 의한 부분이 있는 것과 동시에 분말의 분쇄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해 주입된 질소에 의한 질화처리 역시 큰 영향올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질화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된 분말 

내에 존재하는 질소를 제거하는 열처리를 한 후 성형올 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성형체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것은 질소 제 

거 열처리 이후에도 여전히 꽤 많은 양의 질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 

된 결과에 따라 충분히 질소가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말 제조 초기 공정에서 질소를 주입하지 않고 기계적 합금화를 함으로 

써 질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해 보고자 하였다- 표 l의 마지막 부분에 

정리한 성형체의 밀도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표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질소를 주입하지 않고 짧은 시간의 기계적 합금화에 의해 제조된 

분말올 이용하는 경우 최대 90%의 매우 높은 성형 밀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분말을 제조하는 합금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성형밀 

도는 많이 감소되고 있다 또한 분말의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충의 유무나 

산화층의 종류도 성형 밀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질소의 영향만을 고 

려한다연 질소가 주입되지않은 경우 확실히 성형성을 중가시 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에 목표했던 80%를 훨씬 능가하는 밀도를 

보이고 있음으로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말 제조 부분에 

서 자세히 설명하였지 만 이 분말은 짧은 시간 동안 기계적 합금화 하였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이는 분말은 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조대 분말이지만 

XRD의 분석결파 나노 크기의 결정립올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결과륜 비교해 본다연 90%이상의 성형체 역시 나노 구조의 결정립을 보 

인다， 

따라서 동적 성형의 적용을 통하여 기존에 50%이상의 빌도를-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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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했던 Fe 6.5Si 분말 코어에 대하여 최대 90%의 밀도릅 얻올 수 

있었다. 이러한 결파는 동적 성형의 장점파 초기 운말의 조건올 실험 결 

과들올 통해 계속해서 수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매우 바랍직한 결과로 

사료된다. 

Fig. 9. 500oC, 30분간 열처리된 Fe- 6.5Si 분말을 이용하여 

3000C에서 성형한 성형체의 단연 조직 사진 

Fig. 10. 500oC, 30분간 열처리된 Fe 6.5Si 분말을 이용하여 

3000C에서 성형한 성형체의 단띤 조직 사진 (SiÜ2 co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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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5OOoC, 30분간 열처리된 Fe- 6.5Si 분말을 이용하여 

3000C에 서 성 형 한 성 형 체 의 단연 조직 사진 (Hexane에 서 보관) 

Fig. 12와 13은 동적성형과 정적 성형에 의해 제조된 분말 코어 성형체 

의 압력과 온도에 따른 성형 밀도 변화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성형 

온도의 중가에 따라 정적성형이나 통적 성형 모두 직선적인 밀도 증가를 

보이며， 압력의 중가에 따라서도 통일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정적 성형 

에 있어서 0.9 GPa 이상의 압력 인가가 불가능하였지만 동적성형은 훨씬 

높은 압력의 인가가 가능하다 또한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동 

적 성형일지라도 사용 분말의 초기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 성형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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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e- 6Al - 9Si (Sendus t) 분말의 성 형 

Fe-6.5Si 보다 상대적으로 자기 특성이 우수한 Sendust 분말에 대해 

Fe- 6.5Si 분말과 동일한 조건에 의해 분말올 제조하고 이 분말을 이용하 

여 자기 휠스에 의한 동적 성형을 수행하였다 Sendust 분말은 기본적으 

로 Fe-6.5Si 보다 더 강하고 소성 변형이 더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Fe-6.5Si보다도 낮은 성형밀도를 나타낸다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초 

기 상온 실험 결과 약 55%의 상대 밀도를 보였다 물론 이 결과는 기존 

의 정적 성형보다는 약 10% 이상 높은 상대밀도이지만 예상과 달리 매우 

낮은 성형 밀도였다. 

따라서 이 분말에 대해서도 Fe- 6.5Si 분말의 경우와 동일한 접근을 통 

해서 분말의 특성을 변화시켜 가연서 성형밀도를 증가시키고자 시도하였 

다 통일한 기계적 합금화에 의해 비정질 부분이 많고 질소 주업에 의해 

보다 강화된 분말에 대하여 결정화 열처리를 하거나 질소를 제거하는 열 

처리， 질소올 초기부터 주입하지 않는 공정둥올 통하여 밀도 중가를 도모 

하였다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ndust 분말도 강한 성질에 의하여 

거의 소성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형이 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초기 55%의 성형 밀도에서 기계적 합금화 이후 결정화 및 질소 제거 

열처리를 거친 분말을 이용했을 때 최고 70%까지 밀도 증가를 얻었다‘ 

한편 Fe- 6.5Si 분말에서 최고 밀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 

즉 초기에 질소를 주입하지 않고 약 l시간 정도만 기계적 합금화 한 분말 

올 이용했을 때 최 대 80%까지 밀도 중가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값은 초 

기 목표했던 밀도에 도달하는 매우 바랍직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Fe-6.5Si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적성형의 장점을 이용하고， 

분말의 초기 상태를 최적화 함으로써 초기 목표였던 80%를 도달하는 결 

과로 사료된다. 

이
 



Fig.14 자기 펄스 성형된 Sendust 분말 코어의 파단 미세 조직 사진 

표 2. 자기펼스 성형된 Sendust 분말 코어 성형체의 밀도 

Relative 

Specimen 
Mass Thickness 

D(ge/cnmsl3iy) 
Density 

(g) (mm) (%); 7.00 
Ig/cm' 

(lOmm in 띠a.) 400'C 2.85GPa 

I.MA 36h 600'C 20b (11,) 1.09 2.95 4.70 67.21 

2.MA 36h 600'C 20h (lh) 1.80 4.90 4.68 66.82 

3.MA 36h 600'C 20h (H,) No nitridation, No 
1.1 6 3.05 4.84 69.18 

coatmg 
4.MA 36h 600'C 20h 꺼，) No nitridation, No 

coattng 
5.MA 36h 600'C 20h (H,) nitridation, Sio, 

1.80 4.80 4.77 68.21 
coatmg 
6.MA 36h 600'C 20h (H,) nitridatioll, SiO, 

1.58 4.10 4.91 70.09 
coating 

2.3 kV (15mm 띠a.) 

2.Fe-AI-Si (Sendust) 2.74 4.00 3.88 55 .40 

4.Fe-AI-Si (Sendust) 3.30 4.65 4.02 57.37 

200'C, 2.0 kV (100101 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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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ndust (Fe-AI-Si) 

15mm, 상온， 2.3kV, 2.0GPa) 

5.MA lh‘ 600’C lh 1.98 2.00 5.60 80.03 

6‘ MA 1 h, 600"C 1 h, ferrite 2.02 2.35 4.86 69 .49 

7. MA 36h, 900'C Ih, SiO, 2.30 2.85 4.57 65.24 

다_ Fe- Si 성형체의 자기 적 특성 

표 3은 본 연구에서 제조한 Fe- Si 성형체의 밀도 및 투자율을 보여주 

고 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조한 성형체가 기존의 상 

용재료보다 우수한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 것올 알 수 있으며 Si02 

를 코탱한 Fe- 6AI- 9Si 분말 성형체의 경우 낮은 주파수에서 뿐만 아니라 

30MHz의 높은 주파에서도 130 II의 높은 투자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 펼스 성형을 통하여 높은 성형체의 밀도를 얻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기적 톡성 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표 3. Fe- Si 성형체의 밀도 및 투자율 

Penneability 

밀도 1 MHz 10 MHz 

상용재료 60-65% 115μ 42μ 

F t -6.5AJ 70-75 % 55μ 54μ 

연구 
Fe-6AJ-9Si 70-75 % 100μ 75μ 

컬과 Fe-6AJ-9Si + 
70-75 % 130μ 

130μ 

SI02 CO ating (30MH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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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h03 초미세 분말의 동적 성형 

고에너지 마이크로파 윈도우용 세라믹 재료는 고 출력 기기륜 외부로부 

터 차단하여 진공을 유지하고 손실이나 파손 없이 고에너지의 파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다양한 측변에서 윈도우의 파손이 일어난 

다 주 원인은 고 에너지의 파동이 윈도우 재료릎 봉과할 때 발생하는 강 

한 진기장에 의해 파괴되는 dielectric 파괴， 윈도우의 표변에 발생하는 열 

에 의한 thennal failure, 그리고 윈도우 재료와 다른 부속풍간의 접촉점 

에 열과 전기장들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boundary failure퉁이 있다 이러 

한 고에너지 출력용 장치의 개발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은 주로장치의 

설계 및 부속풍틀간의 impedance matching 측연에서의 고안 둥을 주로 

연구해 왔고， 재료적인 측연에서의 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에너지 출력용 윈도우의 개발에 있어서 

thennal failure 9} dielectric failure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에 중 

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룹 위하여 낮은 permi tti vity, 높은 열전도도 

(thennal conductivity) , 낮은 열 팽 창도(CTE)를 갖는 재 료를 선 택 하고， 이 

러한 재료가 높은 강도와 마이크로 파 투과도를 갖도록 개발하고자 하였 

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AJ2Ü:J는 이러한 측연에서 매우 유용한 재료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 Alz03를 나노분말화하고 이를 동적 성형， 소결 

하여 진밀도가 되게함으로써 매우 높은 강도와 열전도도， 낮은 열팽창도 

둥올 얻고 이룹 이용하여 윈도우 재료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나노 

구조를 갖으면서 진밀도의 성형체를 얻기 위하여 동적성형장치 (MPC)를 

이용하여 성형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알루미나 나노분말은 미국 Infrarnat Advanced 

Materials Company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99.8 %의 순도와 a- AJz03 상을 

나타내는 원료분말올 사용하였다 알루미나 나노분말은 자기 펼스 압축성 

형 (Magnetic Pulsed CompacLion, MPCl장치 를 이 용하여 내 경 15 mm 금 

형에 1.5 그랩을 각각 장입하여 판상디스크를 제조하였으며， 성형시 결합 

제는 PV A(poly vinyl alcoholl를 무게비로 3%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치밀화 및 기계적특성올 고찰하기 위하여 압력올 

0.5 에서 2.1 GPa로 변화시켰으며， 제조된 각각의 성형체는 1450 OC에서 

3시간 동안 대기 중에서 소결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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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루미 나 나노분말 특성 

Fig. 15(a)는 본 연구에 이용된 알루미나 나노분말의 형상과 크기를 투 

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분말 크기는 5O-200nm를 나타냈으며， 

표면은 미려하고， 형상은 다각형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분말들은 미세한 

분말끼리 엉켜서 조대한 분말의 형상올 나타내고 있다. Fig. 15(b)는 알루 

미나 나노분말의 x-선회절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결정구조는 a 

AI2Ü3 구조를 나타냈으며， 성형 및 소결 후 상(phase) 구조 변화가 일어 

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 6Q 

20 (degree) 

(b) 

Fig.15. 알루미나 분말의 (a)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및 (b) X→선회절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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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나노분말 성형， 소컬 및 미세조직 

Fig. 16은 나노크기를 갖는 다각형의 알루미나 분말을 자기펄스 압축성 

형 1겹 (Magnetic Pulsed Compaction)으로 압력변화(0.5， 1.25, 1.8, 2.1 GPa) 

에 따라 압축한 후 1450 oC에서 3시간 동안 소결된 판상 소결체의 형상 

및 표띤 상태를 나타낸 사진으로서 소결체 표면은 대부분 미려하였으나， 

1.8 GPa과 2.1 GPa의 압력으로 압축된 소결체에서는 미세한 크랙과 조대 

야
 써 



한 크랙이(화살표) 각각 관찰되었다 특히， 2.1 GPa로 압축한후 소결된 판 

상 소결체의 표연 크랙은 1.8 GPa에서 압축된 시료 보다 더 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크랙형성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결체의 크랙 

을 따라 파단된 시 편의 파단면을 관찰하여 그 결과룹 Fig. 17에 나타냈다 

Fig. 16. MPC법으로 생형된 후 소결된 알루미나 판상 소결체의 형상 

Fig.17 소결체의 크랙올 따라 파단된 시편의 파단연; (a) 1.25 GPa, (b) 

2.1 GPa 

Fig. 17(a)는 자기펄스 압축성형 장치로 1.25 GPa (표변에 걸함이 없는 

소결체)로 성 형 후 소결된 판상 소결체의 표면과 파단연을 나타낸 것으로 

단면 조직은 나노분말이 결합된 균일한 단연조직을 나타낸 반연애 2.1 

GPa에서 성형된 시료의 경우에는 조대한 크랙 형성과 함께 분말간의 결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자기펄스 

압축성형법으로 성형 후 상압 소결한 시편의 경우 자기필스 압축성형시 

% 

ω
 



매우 높은 압축력으로 인해 성형체 내부에 과도한 탄성에너지가 축적되 

고， 이려한 탄성에너지가 분말의 치밀화에 펼요한 에너지를 초과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연성 금속분말의 경우 분말의 압축에 따 

라 업자들의 변형과 입자간의 결합에 의해 충진도가 높아지고， 주된 변형 

은 입자들 간의 접촉접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접촉점 중가는 기공크기 및 

기공률올 감소시키므로 높은 밀도를 갖게 한다. 그러나， 전자와 원자간의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세라믹의 경 

우는 소성변형이 일어나기 힘들어 입자충전 중에 접촉점이 중가하기 힘 

틀고， 축적된 과도한 탄성에너지를 이형과정에서 이완시키지 못하고 박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매우 높은 성형 

압력을 이용하는 자기펼스 압축성형 공정으로 세라빅을 성형하는 경우에 

는 시편에 인가되는 압축웅력 제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자기멀스 성형장치를 이용하여 알루미나 냐노분말올 성형할 경우 최 

적의 초기 성형압력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 18은 자기펄스 압축성형 압력변화에 따라 소결된 소결체의 밀도변 

화를 나타낸 것으로 MPC압력이 1.25 GPa로 중가함에 따라 밀도가 증가 

하고， 더 높은 압력인 1.8 과 2.1 GPa에서는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밀도 값의 감소원인은 Fig. 17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매우 높은 압축력으로 인해 성형체 내부에 과도한 탄성에너지가 축 

적되고， 축적된 에너지가 소결과정에 폴리면서 성형체에 크랙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매우 높은 잔류웅력이 부분적으로 존대한다면 크 

랙은 웅력올 방출하기 위하여 낮은 파괴영역으로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1 GPa 이상의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 

으며， 92%의 최대 밀도는 1.25 GPa에서 성형된 시료에서 얻어졌다， 이와 

같이 0.5 GPa 보다는 1.25 GPa에서 높은 밀도를 나타내는 것은 자기펄스 

성형압력 증가에 의한 분발의 치밀화 중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적으로 나노분말을 성형하기 위한 성형 압력은 분말간의 서로 치밀화 시 

키는데 펼요한 힘과 관계가 있으며， 나노분말을 치밀화 시키기 의해서는 

분말간의 저항 압력보다 같거나 높은 힘이 부과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위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1.25 GPa에서 성형된 시료에서 표면에 결 

합이 없으면서 가장 높은 밀도를 얻을 수 있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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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자기훨스 압축성형 압력변화에 따른 소결된 소결체의 밀도변화 

Fig. 19는 자기펄스 압축성형 장치로 성형압력 변화에 따라 성형한 후 

소결된 각각의 판상소결체의 미세조칙을 나타낸 것으로 미세한 A12Û3 업 

자들이 균일하게 소결체에 분포되어 있음올 알 수 있다 Fig. 19(a)는 본 

연구의 나노분말 소결체와 비교하기 위하여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마 

이크론 알루미나 분말 기판 소결체로서 그 미세조직올 보면 조대한 입자 

들과 기공들이 분말 경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기 

펄스 장치로 성형된 후 소결된 소결체의 경우는 미세한 알루미나 업자와 

미세한 기공들올 관찰 할 수 있다 평균 알루미나 결정입자의 크기는 

MPC압력이 0.5에서 2.1 GPa로 중가함에 따라 0.66 11m에서 0.5 11m크기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상업용 알루미나 기판은 5.45 11m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주사전자 현미경의 미세조직 분석결과는 자기펄스성형 장치를 이용 

하여 초미세조직올 유지하면서 알루미나 나노분말올 성형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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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판상소 결체의 미세조직; (a) 상업용， (b) 

일축정적성형OlOMPa)， (c) 1.25GPa, (dl 2.1GPa 

다.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 

알루미나 나노분말 성형체의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기계적 특 

성 및 breakdown voltage 값을 표 4에 나타냈다 1.8 GPa에서 성형된 소 

결체와 2.1 GPa에서 성형 후 소결된 소결체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시 

료에서는 표면에서 표면 크랙이나 손상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성형 

압력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비커스 경도변화는 초기 성형체의 성형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최종 소결체의 경도가 증가하는 것올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결체의 경도 중가는 소결체의 밀도와 결정입 크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Fig. 18과 19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성형 압력이 증가함 

에 따라 빌도 증가와 함께 입자미세화 효파로 인하여 소결체의 밀도가 중 

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 GPa와 2.1 GPa 압력으로 성형된 성형체의 

경우는 크랙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도 변화에는 크게 영향올 

끼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부분적으로 다른 영역에서의 다른 

크기의 기공들은 다른 경도변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작은 기공들의 분포 

에도 불구하고 균일하게 분포된 나노입자들의 분포와 소걸체 내에서의 업 

자간의 거리는 경도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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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나노분말 성형체의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 및 

breakdown voltage 

Condit1on of V1ckn’ 
F .... _ 

B~dowa 

Exptrinu:ntal oon며tlons 
bolk ....... ‘ .. tou&f1.ntn •• ,‘Oll" 

(Mhm "') ι:V/cm) 

c‘ .... ""‘ 시，0， ’“t Good 1320 "'''7 

U""'"빼 ttatk complldfob (110 MPa) + SlDtu빼g 
Good 

(145O . C for .J h) I‘얘 3.4 3'.9 

MPC (0.5 GPa) + Slnttrtng (14SÞ -C for 3 h) Good l ‘4' 3.6 Jt.OI 

MPC (L정 GPa) + Slotertn훌 ('얘50.C fOf’ 3 b) Goo' I‘ 7 4A. 47.28 

MPC (1.8 GPa) + Slnlertng (1"50 -C ror 3 h) J'lnl: cnd‘ l“ z ‘a 4!5. 0~’ 

MPC (2.1 GPa) + Slntutng (14SO ‘C forl b) COIII'St ('rack 1610 ... 37.215 

l'Tec빼뼈pacdon (110MP톨)+MPC (l.2!GPa)+fìlntl:헤.， Goo‘ .... “ 8 
Prtc.mpac1lon (l20MJMI)+MPC (l .2SGPa)+8l11terIDl Good .9. 02.‘ 
Pr<<:onqlltiCtJon (l lOlV양.)+J\oIPC t1.2!GPa)+Slnte폐.J Good l‘α‘ sιM 

각각의 소결체의 파괴인성 값은 비커스경도 입자의 크혜 길이로부터 계 

산되었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냈다‘ MTS로 성형된 일망향 정적성형 

된 소결체의 상온파괴인성 값은 3.4 MPam l!2 이었으나， 자기휠스성형 장 

치로 성형하여 소결된 소결체의 경우는 0.5 GPa 압력에서 1.25 GPa 로 

중가함에 따라 4.45 MPa ml!2로 중가하였다. 또한 MPC압력이 중가함에 

따라 파피인성이 중가하였으며， 본 연구의 파괴인성 값은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수치 보다 높은 값올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PC압력이 중 

가함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였으며， 알루미나 입자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MPC된 성형체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올 나 

타내는 것은 밀도분포는 비슷하면서도 미세한 알루미나 입자가 균얼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루미나 소결체의 손상파 파괴는 크랙의 형성과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Fig. 20은 성형조건에 따른 소결체의 비커스경도기 다이아몬드 입자 

로부터 형성된 크핵올 나타내고 있다. 미세조직과 크혜의 상호작용은 상 

온파괴인성올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Fig. 20(a)는 사파이어로부 

터 형성된 크랙으로 2차 크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긴 크랙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이아몬드 업자에서는 많은 크랙들이 형성되었으며， 형성된 

크랙들은 구불어짐 (tortuous) 없이 쉽게 성장하고 있음을 얄 수 있다. Fig. 

20(b)와 (c)는 0.5 GPa 와 2.1 GPa에서 성형된 후 소결된 소결체의 다이 

아몬드 콘파 크랙올 각각 나타내고 있다‘ 0.5 GPa로 성형된 소결체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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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은 2.1 GPa로 성형 후 소결된 시료 보다 긴 크랙을 나타내고 있다， 

Fig. 20(b)와 (c)의 단연조직은 기지합금에서 크랙이 형성되고 진행되어 

나갈 때 미세한 나노입자를 만날 때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나노입자를 돌 

아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입자가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 

해 있을수록 크래의 회절이 쉽게 일어났다 Cater는 상온파괴 인성의 중 

가는 크랙회절파 크랙 bridge에 의해 중가된다고 보고하였다 꼬인 회절 

또한 파피인성을 중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꼬임 

파 회절이 관찰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MPC되고 소결된 소결체의 파괴 인 

성 중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결체에 존재하는 미세한 

크랙 또한 크혜의 성장을 방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경도와 

파괴인성 값의 중가는 소결체 내의 초미세 알루미나 입자 때문이다. 

Fig. 20 성형조건에 따른 소결체의 비커스경도기 다이아몬드 입자로부터 
형 성 된 크 랙 (a) sap비re， (b) O.5GPa, (C) 1.25GPa 

Fig. 21은 압력변화에 따라 MPC된 재료를 상압소결한 소결체의 파단 

면올 보여주고 있다 Fig. 21( a)는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나 기 

판의 파단연을 나타내는 것으로 완전히 소결된 10 um의 조대한 알루미나 

입자와 부분적으로 형성된 미세한 기공을 관찰 할 수 있다. 크랙들은 알 

루미나 업자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조대한 입자를 따라 진행 

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Fig. 21(c)는 MTS를 성형 후 소결된 소결체의 

파단면으로 완전히 소결된 소결체의 입자를 나타내며 미세한 기공들이 관 

찰되었다. Fig. 2Hd)와 (e)는 MPC된 후 소결된 소결체의 파단연을 냐타 

내는 것으로 0.5 GPa에서 압축된 성형체의 경우는 일부 분말들이 완전소 

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관찰되었으나 MPC압력이 1.2 GPa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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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완전히 소결된 소결체의 파단연올 관찰 할 수 있다 0.5 GPa로 

성형된 성형체는 주로 입자계연을 따라 파괴가 주로 일어났으나， 1.2 GPa 

의 경우는 업계 파괴 뿐만 아니라 입내파괴도 관찰되었다 

Fig. 21 압력변화에 따라 MPC된 재료를 상압소결한 소결체의 파단연， 

(a) saphire, (b) 상용 알루미 나， (c) 일 축가압， (d) O.5GPa, (e) 1.25GPa, 

(f) 2.lGPa 

MPC 압력변화에 따라 성형 후 소결된 소결체의 breakdown voltage 

값을 표 4에 냐타냈다 B.V값은 MPC 압력 이 1.25 GPa로 중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1.8 GPa와 2.1 GPa의 성형 압력에서는 표면에 마이크로와 

조대한 크핵으로 인하여 값이 감소하였다 최대 47 kV!cm breakdown 

voltage 값이 1.정 GPa에서 성형된 성형체에서 얻어졌으며， 이와 같은 결 

과는 표변에 크래이 없으면서 밀도가 높은 시편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 

다 Breakdown voltage 시험된 시료의 파피기구를 해석하기 위하여 파단 

면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2에 나타냈다. 

Fig. 22(a)는 상엽용으로 상용되는 있는 얄리미나 기판의 실험후의 파단 

연으로 약 100 um 크기의 흘이 형성되었으며， 훌 내부의 고 배율에서는 

내부의 조직이 용융이 일어났음올 알 수 있다 반면에， 0.5 GPa 에서 성 

형된 후 소결된 소결체의 경우는 약 50 um크기의 흘이 형성되었다‘ 그러 

나 1.25 GPa에서 성형된 후 소결된 소결체의 경우는 깊은 흉은 형성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작은 흉이 형성되었다 또한 흘 중성의 고 배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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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루미나의 용융은 판찰되지 않았으나 실험 중의 열의 발생으로 인한 

입자 성장으로 인하여 침상형의 결정 립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파괴분석결 

과는 낮은 밀도의 소결체가 높은 소결체 보다 높은 선압에 대하여 저항성 

이 낮아지고 소결체에 홀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2. Breakdown voltage 시험된 시료의 파단연 (a) 상용 알루미나， 

(b) O.5GPa, (c) 1.25GPa 

4. Y203 분말의 동적 성 형 

일반적으로 알루미나(Ah03) 세라믹은 우수한 내마모성과 환경저항성으 

로 인하여 에칭 챔버 부품과 같은 반도체 공정용 부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제조용 wafer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반도체 제 

조 공정의 power 향상과 같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 열악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알루미냐의 기계적 성질이 저하되어 제 

품 수명 단축 및 불량률 중가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공 

정용 알루미나 세라믹의 대체재로써 Cl, F 및 O와 같은 에청 가스에 대 

한 플라즈마 저항성 및 환경저항성이 높은 이트리아(Y203)가 대두되고 있 

다 Fig. 23은 Y203의 우수한 플라즈마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Y203는 성형성 및 소결특성이 나빠 별크 형태의 제품으로 제조하기 어려 

워 상엽적인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203 

분말을 자기 펄스를 이용한 동적 성형으로 성형하고 소결하여 진밀도가 

되게함으로써 매우 높은 경도와 우수한 플라즈마 특성을 갖는 반도체 제 

조 공정용 세라믹 부풍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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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 여러 가지 세라믹 재료의 플라즈마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YzÜ3 분말은 일본에서 제조된 명균 900nm 크기를 

보이는 순도 99.8%의 원료분말올 사용하였다. 이러한 원료분말과 더불어 

원료분말을 이용하여 spray drying법으로 8 11m의 과립분말올 준비하였 

다. 일반적으로 과립분말올 이용하여 성형후의 성형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고 알려져 있다 Fig.24은 원료분말과 과립분말의 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24(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료분말은 불규칙한 다각형 모양 

으로 서로 용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과립분말의 경우는 구형으로 

서로 웅집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올 알 수 있다(Fig 

24(h) ) 원료분말과 과립분말을 각각 직경 15 mm 금형 에 1.5g을 장입한 

후 정적 성형방법인 일축 압축법 (MTS)으론 0.1, 0.2 및 0.3GPa의 압력으 

로 MPC로는 0.5, 1.0 및 1.5GPa의 압력으로 성형하였다 성형 후 디스크 

형태의 성형체를 1600 'c에서 2시간동안 상압소결 하였다 각각의 성형 

및 소결 조건올 표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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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a) Y20 3 원료분말， (b) Y20 3 과립분말 

표 5. Y20 3 분말의 성형 및 소결 조건 

Sarnple Powder Particle size Compac다tion Sintering 

A Granule MTS (0.1, 0.2, 0.3 GPa) 
powder 7- 10 lJIIl 16OO "C 

B MPC (0.5, 1.0, 1.5 GPa) 
2hr 

C Raw MTS (0.1, 0.2, 0.3 GPa) 
(jn 와) - 1 αn 

D powder MPC (0.5, 1.0, 1.5 GPa) 

먼저 원료분말을 MTS 법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성형 이 되지 않고 압축 

을 가한 후에도 원료분말 그대로 존재하였다. 반면에 Fig. 25(a)에서 보은 

것과 같이 spray drying으로 제조된 과립 분말의 경우에는 MTS 법으로 

도 성형 이 가놓하였으며 성형 압에 따라 58%의 상대성형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립분말올 이용하연 성형후의 성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존의 결과와 부합된다 MTS 법과 비교하여 MPC로 성형된 

시편의 경우에는 상대성형밀도가 최대 68%인 성형체를 제조할 수 있었 

다 이렇게 MPC의 통적 성형으로 높은 상대성형밀도를 얻을 수 있는 것 

은 매우 짧은 시간동안 아주 높은 압력이 각각의 분말에 가해짐에 따라 

분말들의 이풍 속도가 빨라져 입자들의 재분배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또 

한 MTS 법으로 성형이 불가능했던 원료분말도 MPC 법으로 성형이 가 

능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한 분말의 종류(원료분말， 과립분말)에 따라 

성형밀도는 크게 차이 없이 높은 성형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MPC를 통하여 바인더의 사용 없이 즉， 과립분말의 사용 없이 높은 

밀도의 YzÜ3 분말 성형체를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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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여러 가지 성형 및 소결 조건으로 제조된 시편들의 (a) 성형밀도， 

(b) 소결 밀도. (c) 경도 

Fig. 25(b)는 1600 "c에서 2시간동안 소결왼 시연들의 상대밀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형압이 중가할수록 상대소결밀도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hιPC로 성혀안 경우에는 이론 밀도에 거 

의 근접하는 95%의 상대소결밀도를 얻올 수 있었다.1ιPC로 성형한 경우 

과립분말을 이용한 경우가 원료분말올 사용한 경우보다 낮은 소결밀도를 

나타내는 것올 알 수 있는데 이는 과립분말을 제조할 때 첨가되었던 바인 

더가 소결 중에 기화되면서 소결 중의 치밀화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 사 

료된다 또한 1.5GPa의 높은 압력으로 성형하고 소결한 경우에는 시편 표 

면에 조대한 크랙이 발생한 것올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높은 압력의 

MPC로 성형 후 소결한 시편의 경우 MPC 중의 매우 높은 압축력으로 

인해 성형체 내부에 과도한 탄성에너지가 축적되고， 이러한 탄성에너지가 

분말의 치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초과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강한 

세라믹의 경우 입자간의 결합올 위한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어협기 때문 

에 성형에 따라 변형 에너지가 성형체 내에 축적되게 되고 이 축적된 에 

너지로 인하여 소결시에 크해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Y2û3 분 

말과 같은 강한 세라믹 분말의 성형 시에는 성형 중에 축적되는 변형에너 

지의 정밀한 조절이 필요하며 본 실험 결과를 풍해 MPC로 Y2û3 분말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1.5GPa 이하의 압력으로 성형올 해야 한다는 것올 알 

수 있다‘ Fig. 25(c)는 소결된 시편들의 경도릎 보여주는 있으며 소결밀도 

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값도 중가하는 것올 알 수 있다. 

Fig. 26은 MPC로 생형된 후 소결된 시편틀의 파괴연의 조직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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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EM 사진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결된 시편에 생성되어 있 

는 기공의 구조가 사용한 분말의 종류와 성형압력의 차이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료분말을 사용한 경우보다 과럽분말을 사용하 

여 제조된 경우가 더 큰 기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과립분말 제조시에 첨가되었던 바인더의 중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jg. 26). 또한 성형압의 증가에 따라 형성된 기공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형압 증 

가에 따른 밀도 및 경도 향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Fig. 26. Y2Û3 소결체의 파단 조직; (a) MPC (파립분말， O.5GPa) , (b) 

MPC (원료분말， O.5GPa) , (c) MPC (원료분말， l.OGPa) 

Fig. 27는 각각의 조건에 따른 소결 중에 일어나는 시편의 직경 수축률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립에서 보는 것과 같이 MPC로 성형한 경우가 MTS 

로 성형한 경우보다 훨씬 낮은 소결 수축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MPC로 성형한 경우 높은 성형 밀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결 시에 수축이 적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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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률 조건에 따른 소결 중에 일어나는 직경의 

5_ 다이아몬드 공구용 Co- diamond 분말의 동적 생형 

Fig. 27. 여러 

동척 생형 가_ Co- diamond 혼합 분말의 

다이아몬드는 물질 중 가장 단단하고 열전도융이 높으며， 그 단결정은 

날카로운 날을 얻을 수 있어 비철금속과 비금속재료의 가공에 배우 적합 

할 뿐만 아니라 Al-Si 합금과 초경질합금， 강화플라스틱 퉁의 난가공물의 

고정밀도， 고효융 절삭공구로서 활용펌으로서 지금은 비철금속， 비금속 가 

공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공구로 발전하였다. 다이아몬드 공구는 결합 

제와 인조다이아몬드 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절단， 연삭재를 말하며， 결합 

제로 사용되는 금속의 요구조건은 적당한 내마모성， 내충격성， 우수한 소 

결성， 다이아몬드 입자와의 결합성， 저 열팽창성， 우수한 열전도성 둥이 

있다. 이 와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인 코발트 및 코발트 합금분말 

은 다이아몬드 공구 결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다이아몬 

드 공구 제조과정은 코발트 분말과 인조다이아몬드의 혼합분말을 일축가 

압성형 후 소결하는 전형적인 분말야금 방식올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보다 높은 밀도와 균일한 구조를 얻기 위하여 MPC법으로 코발트 다 

이아몬드 혼합 분발을 이용하여 성형체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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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C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일축 정적 압축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PC법을 이용하여 코발트 다이아몬드 혼합분말을 성형 

후 소결하여 기초물성 실험 및 천공실험을 행하여 기폰의 시제품 생산시 

사용되는 성형법인 일축가압법으로 제작한 시편과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코발트 다이아몬드 혼합분말은 f?) 신한다이아몬드에 

서 제조된 것으로 코발트 분말의 크기 및 입도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 

찰 결과 직경 111m 내외의 구부러진 와이어 형상이며 (Fig. 28) , 다이아몬 

드 업자는 GE MBS • 960 Grade를 사용하였으며， 업자의 크기는 US 

30/40 메쉬 (mesh)와 40/50 메쉬 로 CTS 비율 5:5 의 혼합입자를 사용하 

였다. 분말의 혼합비는 l.54cts/cc 집중도로 환산 시 35이다 집중도 35는 

다이아몬드가 시편형상에 부피 비 8.75%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다이아몬 

드 입자가 부피비 8.75%로 혼합되 어 있는 코발트-다이아몬드 분말올 

MPC법 과 일축가압성형법의 2가지 방법으로 성형 하였다. 다이아몬드 코 

어드릴에 사용되는 형상은 16L*3.5T *8.7W 이다. MPC법을 이용하여 분말 

성형시 가압력은 4.17 GPa 이었으며 일축가압 성형법을 이용한 성형시 

성형압력은 140 MPa 이었다. 천공 실험을 위하여 각각의 성형방법으로 

14개의 성형체를 제작하였고， MPC법으로 시편 제작시 소결 후 수축률이 

기존 일축가압성형법과 차이가 있어 각각의 성형방법에 이용되는 펀치와 

몰드는 수축률을 계산하여 내 용적올 달리 제작하였다 제작된 성형시편 

은 환원로 에서 없5 Co 의 옹도로 115분 동안 소결 하여 밀도 및 경도를 

측정을 하였다 기초 불성 및 조직면 분석 후 시제품 천공실험과 같은 조 

건에서 습식천공실험을 실시하였다‘ 시편의 형상과 실제 천공실험과정을 

개략적으로 Fig.29에 나타내었다 소결체를 외경 10αnm， 내경 96mm , 두 

께 2mm, 길이 400mm인 원통 형태의 상크에 용접 후 시제품을 제작하여 

천공실험을 실시하였다. 천공실험에 사용된 피삭재는 347/349/347 mm 크 

기의 강화콘크리트 내에 직경 18 mm 의 철근이 삽입되어 있는 철근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하였고， 천공실험기는 KB400(GÕLZ 사)를 사용하여 

600rpm 의 속도로 11회 반복 습식 천공실험올 실시하였다 천공속도는 

피삭재의 천공이 정확히 완료된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천공시편 

의 마모길이와 피삭재의 천공 단연적을 계산하여 시편의 수명올 계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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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묘발트 원료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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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 천공 실험의 개략도 

표 6 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서로 다른 두가지의 성형방식 차이에 의한 

성형밀도， 소결밀도 및 경도 비교 값을 나타낸 것이다 초고속 성형법으로 

제작한 시편이 일축가압성형법으로 제작한 시편보다 성형밀도 86.79% , 소 

결밀도 99.7%, 경도 100.2 HBR로 높게 측정 되었다. Fig. 30은 서로 다른 

두가지의 성형방법이 시면의 밀도와 기지조직(코발트)에 미치는 영향플 

보여주는 사진으로， 소결한 시연을 파단 후 주사전자현미경올 이용하여 

관찰한 사진이다 Fig. 30에서 (a), (b) , (C) 는 MPC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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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며， (d), (e) , (f) 는 일축가압법올 이용하여 

제작한 시편의 주사전자현미 경 사진이다 Fig. 30(a) 와 (b) 는 성형 후 

소결한 시편의 중간 파단면을 배율 50배의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 

진이다. 결합금속인 코발트 기지상의 파단연과 함께 다이아몬드 입자가 

기지상내에 함입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파단충격으로 다이아몬드가 떨어 

져 나간 자리인 코발트와 다이아몬드 간의 접촉연을 볼 수 있다 Fig 

30(b)와 (e)는 소결체 파단시험 후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나간 코발트와 

다이아몬드 접촉연을 보여주며， Fig. 30(c)와 (f)는 시편의 기지상인 코발 

트 조직 파단연 사진이다 Fig. 30(b)와 (e)를 비교해 보면 두 시연 조직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있다. MPC법으로 제조한 시편의 

코발트 다이아몬드 접촉연인 Fig. 30(b) 는 일축가압성형법으로 제조한 

시편의 다이아몬드 접촉변인 (e) 보다 훨씬 치밀한 기지조직을 가지며， 내 
부 기지상의형태 또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g. 30(b) 코발트 

기지상업자경계가 선명히 보이며 기지상내 작은 폐기공만이 관찰되는 매 

우 치밀한 기지조직 형상올 보이는 반면， Fig. 3O(e)는 코발트 입자와 업 

자사이 3차원적인 채널이 형성된 개기공의 형태가 관찰되었으며， 업자의 

형태 또한 Fig. 28의 코발트 원분말의 형체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와 같이 코발트 다이아몬드 소결체내 기지상올 이루는 금속분말의 형태 

및 치밀도가 다른 이유는 성형시 분말 충진융 차이에 의한 것이다‘ 일반 

적인 분말야금법에서 성형체의 소결치밀화 소결거동은 다음과 같다 숭용 

에 의해 실제 분말입자간 목이 형성되연 기공은 3차원입자 모서리를 따라 

연결된 채널(channe])을 이루고， 소결이 진행됨에 따라 연속적인 기공은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균일하게 수축되지 않고 국부적으로 수 

축율이 달라져서 고립된 상태로 됩과 통시에 입자도 성장하여 치밀화를 

이룬다.l\1PC법에 비해 낮은 분말충진율올 가지는 일축가압성형법으로 제 

조된 성형체는 내부 기지상이 치밀한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 

지(소결조건 높은 숭온온도， 긴 유지시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높은 

성형압과 빠른 성형속도를 가지는 MPC법으로 제조된 시편은 초기 성형 

밀도가 높아 각 분말들간 다량의 접촉점이 소결률을 촉진시키며， 소결거 

동 중 3차원적 연속적인 기공들의 수축율은 일축가압성형법에 비해 낮다. 

이로 인해 일축가압성형 시변에 비해 적은 에너지로 충분한 입자성장과 

함께 치밀화가 이루어진다 

히
 



표 6 제조한 시연들의 밀도 및 경도 

UniaxiaJ 
Co맴땐on 

UHSC 

Green 
D델믿다(%) 

82,59 

86,79 

Sintered 
양맘파껑」 

97,86 

99 ,7 

Hardness(HRB) 

됐
 
-m 

d) 

Fig.30. 제조한 시편들의 파단연 조직; (a) MPC법로 제조된 시편의 

파단연， (b) 다이아몬드가 이탈된 파단면， (c) 코발트 기지의 파당연， (d) 

일축가압성형법로 제조된 시편의 파단면， (e) 다이아몬드가 이탈된 

파단연， W 코발트 기 지 의 파단연 

b) 

때젠j 

Fig. 31는 Co- Diarnond 혼합분말과 과립분말을 다른 두가지 성형법으 

로 제작하여 소결한 시편의 천공실험 결과이다 Fig , 31에서 보듯이 MPC 

법으로 제작한 시편의 경우 피삭재 평균 천공속도는 일축가압법으로 제작 

한 시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천공공구 예상수명은 3.45 미터 길 

게 측정되었다‘ Fig , 32는 각각의 성형법으로 제작한 시편의 천공실험 후 

발생한 다이아몬드의 마모릎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다이아몬 

드 업자에 마모가 발생한 시편 내 총연적이 늘어날수록 절삭능력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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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절삭능력 이 떨어지는 넓은 마모띤을 가진 다이아몽드 입자는 절삭 

시 마찰에 의해 기지상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기지금속의 그립력이 높으 

면 높을수록 다이아몬드 업자의 기지상 이탈은 힘들기 때문에 공구의 절 

삭력은 저하되어， 코발트 기지상의 다이아몬드 그립력이 강하면 천공공구 

의 수명은 늘어나지만 절삭속도는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를 가진디 MPC 

법으로 재조된 시편은 치밀하고 높은 밀도를 가져 다이아몬드 그럽력을 

향상시켜 천공속도의 저하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 되었지만， 천공실험 결 

파 일축가압성형법으로 제작한 시편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공구 

수명이 중가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MPC법으로 제작한 성 

형체의 성형밀도향상이 최종소결시편의 내마모융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MPC법으로 제조한 천공공구는 절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의 내 

마모 향상올 가져왔다고 판단되어 진다 

Fig. 31. 두가지 방법으로 성형된 시편의 천공속도와 제품 수명 

m 

ω
 



Fig. 32 천공실험 후의 마모연; (a) MPC로 성형된 시편. (b) 

일축가압법으로 성형된 시연 

냐. Co- diamond 과립 분말의 동적 성형 

현재 대부분의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과정은 코발트 분말과 인조다이아 

몬드의 혼합분말을 성형 후 소결하는 전형적인 분말야금 방식을 따르고 

있다‘ 코어드렬과 같은 작고 복잡한 형상 제품의 경우 성형체 내 다이아 

몬드 분포 및 특성향상을 위한 디자인올 위해 제품의 장축방향 가압성형 

이 불가피한 경우가 었다 장축방향 성형을 위해 제작된 몰드는 그 좁고 

긴 공간으로 인하여 분말 장입시 자동화 공정이 매우 힘든 문제정을 가지 

고 있다. 자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발트 다이아몬드 혼합분말 대신 

과립분말 사용이 대두 되었으나， 현재 일축가압성형법으로는 충분한 압력 

전달이 힘틀어 과립분말올 사용한 성형체 제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 

서는 MPC법을 이용하여 코발트 다이아몬드 과립분말 성형체를 제조하였 

으며 또한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제풍의 제조방법인 일축가압법올 

이용하여 코발트 다이아몬드 혼합분말 성형체를 제조하여 같은 조건의 후 

처리 공정올 거친 후 기초불성측정 및 미세조직올 비교분석 하였다 그리 

고 실제 천공실험을 행하여 각각의 성형조건에 따른 천공속도 및 공구수 

명을 측정， 비교하였다‘ 

코발트 다이아몬드 혼합분말은 일축가압 성형법올 이용하여 성형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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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코발트 다이아몬드 과립 분말은 초고속 성형법 (UHSC)을 이용하여 분 

말을 성형하였다. 성형체의 규격은 16L*3.5T*8.7W 이며 Fig. 33에 나타내 

었다 초고속 성형법을 이용하여 분말 성형시 가압력은 4.17 GPa 이었으 

며 일축가압 성형법을 이용한 성형시 성형압력은 400MPa 이었다 

1‘· 
Fig. 33 제조한 성형체의 형태 

표 7 제조한 시편의 밀도 및 경도 

Green Sintered Hardness(HRB) Density(%) Densi냉(%) 
Uni밍이al 

Coαmpac다tion 82.59 97.86 95.9 
(혼합분말) 

UHSC 
86.39 99.62 99.8 

(과립분말) 

표 7은 MPC법과 일축가압법으로 제조된 시면들의 밀도 및 경도를 보 

여주고 있디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록 입자가 조대한 과립분말을 사 

용하였어도 MPC를 통하여 기존 방법으로 제조된 시연보다 높은 성형 및 

소결밀도를 얻올 수 있으며 경도 또한 높은 것올 확인할 수 있다 Fig.34 

은 각각의 성형방법으로 성형 및 소결한 시편을 파단 후 파단면올 주사전 

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사진이다 Fig. 34에서 (a) 는 MPC법을 이 

야
 써 



용하여 성형 후 소결한 시면의 파단연 이고 (d) 는 일축가압법올 이용하 

여 성형 후 소결한 시편의 파단연이다 Fig. 34의 (a) 와 (d) 륜 비교하연 

MPC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시편의 파단연과 Fig. 34(d)의 일축가압법으로 

제조된 시편의 파단연은 파단형태가 서로 다룹올 확인 할 수 있다 MPC 

법으로 제조한 경우， 비록 과립분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더 미세한 조 

직을 가지며 기공 또한 적은 것올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립분말의 경 

우에는 평균입도 및 시편의 형상 때문에 성형체 제조시 압력전달이 힘들 

어 과립형태 웅집체가 부수어지지 않고 웅집된 형태로 남아있는 분말 

(hard agglomerate)로 존재한다 응집체가 가압성형시 부수어지지 않는다 

연 성형체의 밀도가 국부적으로 다른 상태로 냥게 되므로 소결시 완전 치 

밀화가 어렵다 그러나， 동적성형 방식인 MPC법으로 제조된 시편의 경우 

에는 웅집체에 아주 강한 변형이 일어나고 웅집체가 짧은 시간 동안의 강 

한 압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서지게 되어 높은 성형밀도를 가지는 성형 

체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Fig. 34(bl와 (el는 소결체 파단시험 후 다이 

아몬드가 떨어져 냐간 코발트와 다이아몬드 접촉연올 보여주며. Fig. 34 
(c)와 (f)는 시편의 기지상인 코발트 조직 파단연 사진이다 MPC법을 이 

용해 제조한 시편은 일축가압법을 이용해 제조한 시편보다 매우 치밀한 

조직올 가지고 있음올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분말 성형체에서 입자간 목 

이 형성되면 기공은 3차원입자 모서리를 따라 연결된 채널(channeI)올 이 

룬다 소결이 진행됨에 따라 연속적인 기공은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균일하게 수축되지 않고 국부적으로 수축융이 달라져서 고립된 상 

태로 되며 동시에 입자도 성장한다， 동적성형인 MPC법의 높은 성형압과 

빠른 성형속도는 분말들을 치밀화시켜 각 분말들간 접촉점이 늘어나서 소 

결률이 촉진되며， 상대적으로 많은 접촉점과 적은 기공률로 인하여 일축 

가압성형 시편에 비해 업자성장이 제한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MPC법으로 제조한 시편은 Fig. 34(b) 와 (c) 에서 보듯이 작은 입자크기 

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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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제조한 시편들의 파단변 조직 ; (a) 파립분말을 이용하여 

MPC법로 제조된 시편의 파단면， (b) 다이아몬드가 이탈된 파단연， (c) 

코발트 기지의 파담면， (d) 혼합분말을 이용하여 일축가압성형법로 

제조된 시편의 파단연， (e) 다이아몬드가 이탈된 파단연， (f) 코발트 

기지의 파단연 

표 8는 과립분말올 MPC법으로 제조한 시면과 혼합분말을 일축가압법 

으로 제조한 시편의 천공실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8에서 보듯이 

과립분말을 MPC법으로 제조한 시편이 혼합분말올 일축가압법으로 제조 

한 시편보다 명균 천공속도는 빠르고 천공공구 예상수명 또한 더 긴 것 

을 알 수 있다- 천공속도가 빠른 것은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립분말 

을 MPC법으로 제조한 시편이 더 높은 밀도와 경도 값을 나타내기 때문 

이다 또한 Fig. 34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과립분말을 MPC법으로 제조한 

시편의 작은 입자크기도 빠른 천공 속도에 기여한다 할 수 있디 Fig. 

35(a)는 MPC법， (b)는 일축가압성형법으로 제조한 소결체를 천공실험 후 

저배율 현미경으로 마모연을 관찰한 사진이다. Fig. 35에서 붉은색 테두리 

는 천공시편 표면에 남아있는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가 펠어져 나간 부 

분을 표시한 것이다 Fig. 35(a)와 (b)를 비교해 보연 과립분말을 초고속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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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하여 제조한 시편의 다이아몬드 업자 분포가 균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입자의 분포가 시면 내 일정부위에 집중되어 있다연， 

피삭제 천공시 다이아몬드 집중영역올 제외한 기지금속의 마모도가 급속 

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공구의 수명은 단축될 것이다. 반면 

에 파립분말을 이용하여 MPC법으로 제조한 시편의 정우에는 다이아몬드 

입자의 분포가 혼합분말을 일축가압법으로 제조한 경우보다 훨씬 균일하 

기 때문에 공구의 수명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두가지 방법으로 성형된 시편의 천공속도와 제풍 수영 

Drilling Speed 

잊믿맘꾀 
Uni킹이외 

Compaction 

댈활효뭘 
UHSC 

(과립분말) 

Tool Life 

(meter) 

10.15 6.55 

11.71 7.96 

비
 

Fig.35 천공실험 후의 마오띤; (a) 과립분말을 MPC법으로 제조한 시편， 

(b) 혼합분말을 일축가압법으로 제조한 시편 

% 



제 3 절 MPC 질용화 장벼 구축 

본 연구에서는 1, 2단계에 개발된 MPC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산업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MPC 장비를 구축 하였다 장비의 성계 및 제작은 

참여기업인 (주)나노기술에서 주로 하였으며 제풍 제조의 자동화에 중점 

을 두어 제작되었다. 

1. 전원장치 채작 

전원장치는 2차례에 걸쳐 제작하였다. 1차 시험제작의 경우 60Hz 고압 

트핸스포머를 이용한 고압 충전장치를 제작하여， 단순 숭압한 후 고전압 

정류단을 거쳐 콘댄서 뱅크에 에너지를 충전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돌입 

전류 제한을 위해 고압 트랜스포머 l차측에 과전류 제한 장치를 설치하였 

으며， 약 120 Hz의 충전 주파수를 가지고， 충전올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동안 충전을 하게 되었다. 2차 시험제작에는 약 18 - 30kHz의 고주 

파 고압 트렌스포머를 이용한 고압 충전장치를 제작하였다(Fig. 37). 1차 

제작에 비해 다소 복잡해진 회로 구성을 가지지만， 작은 용량의 트랜스포 

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청 주파수를 벗어난 고주파로 동작하기 때문에 

충전시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할 수 있었다 

/’ 
/ 

Fig. 36 전원장치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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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력 제어부 

Fig. 37. 2차 제작된 고주파 Switch Mode Power Supply 

(b) 신호 제어부 

2. 고압단 재작 

사용 전압은 최대 5kV이며. 1꺼<V의 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내압 설계 

를 하였다. 또한 고전압 대전류의 방전개시와 동시에 발생하는 돌입전류 

및 과전압(over shoot). 역전압에 대비하여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전압 

정류 및 충전회로와 콘덴서 뱅크 사이에 보호회로를 장착하였다 

Fig.38 고전압 충전 전원장치 

3. 에너지(콘댄서)뱅크 

2가지 모델의 콘덴서에 대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Model 

No.32937을 이용하여 시제품올 제작 실험하였다 약 1.500uF의 콘댄서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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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병렬로 연결하여 3，ooouF의 용량을 확보하였으며， 콘댄서 뱅크의 자 

체 인덕턴스는 80nH 이하가 되도록 하여， 성형 동작을 위하여 코일에 에 

너지를 방출할 때 전달효율올 높이도록 하였다 

표 9 콘덴서의 사양 

Model No 32937 32327 

Cap (uF) 1,500 830 

Volt (kV) 5 11 

Energy (kJ) 18.8 max 50 max 

Inductance (nH) 160 40 

Voltage Rev % 10 10 

Pe외‘ current (kA) 15 150 

Life time (Pulse) 10，αm 3，αm 

Case size (mm) 305 x 406 x 483 305 x 407 x 699 

Weight (kg) 66 145 

32937의 경우 충전용량이 큰데 비하여 충전전압이 최대 5kV로 상대적 

으로 작은 전압을 가진다 또한 최 대 전압으로 충전하여 사용할 경우 수 

명이 약 10,000 펄스 이하로 분당 5회의 작업올 할 경우 한 시간에 300회， 

하루 8시간 동작하여 2，400회가 되며， 약 4일간만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다 때문에 콘댄서 뱅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최대 전압의 약 

20- 30% 수준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 때 콘덴서의 수명은 보통 10，αm배 

정도 연장하게 되며， 이 경우 l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연속 동작하더라 

도 약 36년 동안의 수명을 확보하게 된다‘ 이때의 콘덴서 사용전압은 약 

2- 3kV 내외가 되며， 충전 에너지는 6- 13kJ 정도가 된다‘ 

32327의 경우 충전용량을 작케하고， 충전전압을 높인 것으로， 최대 사용 

전압은 l1kV이지만 약 4kV 전후에서 사용할 경우 약 14kJ 정도의 에너 

지를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32327 모텔의 

콘덴서 뱅크를 사용하여 높은 전압올 이용할 경우의 이점으로는 펄스폭의 

히
 



감소를 들 수 있다 약 2배의 전압 상숭으로 인해 20% 정도의 출력 상숭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력 전달을 위한 전선 케이블의 륙성올 좋 

게하여 손실분올 최소화 해 주어야 하는데， 콘덴서 내부의 자체 인덕턴스 

와 케이블 선로상에서의 저항 및 인덕턴스， 캐패시턴스에 주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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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9 충전전압에 따른 콘덴서 뱅크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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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전원장치에 사용된 콘댄서 뱅크 (32937)와 콘댄서 단자에 연결된 

전력 케이블 

Fig.42. 콘댄서 방전 저항 

4. 고전압 대전류 트리거 장치 

대전력의 펄스형 전원장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트리거 장치 

를 들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 트리거 장치로 에어갱 트리거 장치와 진공 

트리거 장치 2가지를 제작， 실험하여 보았다 

에어캡 트리거 장치의 경우 lOkV 이상의 고전압에서 안정적인 동작을 보 

였으며 . 8kV 이하의 진압에서는 비교적 불안정한 동작 결과를 보였다 반 

면에 진공 트리거 장치는 특고전압에서부터 lkV 이하까지도 안정적인 동 

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잉
 ω 



Fig . 43 트리거 장치 

5. 자장 발생 코일 제작 

고전압 대전류의 대전력올 순간적으로 도롱하여 높은 자기 훨스를 발생 

하기 위한 자장 발생 코일(전자기 코일)의 제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은 절연내압확보와 대전류에 의한 발열제거문제이다 

대기 중에서 누설전류없이 쉽게 절연가능한 전압은 약 5 꺼{V 내외이다. 

이보다 높은 전압의 경우 대기중 절연을 위해서 절연오일을 투입하는 퉁 

특수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절연 성놓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변의 분위기 

를 제어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정 때문에 전자기 코일에 투입하는 

전압은 최대 5kV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코일 제작과정에서 도전체 

의 표면올 전기절연내열재로 처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몰딩처리하여 절 

연특성 향상이외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자장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였다. 

l차 제작한 전자기 코일에 비해 2차 제작한 전자기 코일은 도전체의 단면 

적올 약 70% 향상시켜서 전류의 흐름에 의한 발열을 줄였으며， 전기 저 

항값올 줄임으로써 동작 펄스폭까지 줄여서 최대 출력값올 향상시켰다. 

이로써 분당 6회 정도의 반복동작을 풍한 발열테스트를 완료하여 전자기 

코일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림에서 오른쪽이 l차 제작한 전자기 코일이며， 왼쪽 제품이 2차 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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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자장 발생 코일 

6. 프해스 파트 

순간적으로 높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직경 0 100, 

높이 70mm의 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프레스 펀치의 유격 

거리는 최대 20mm이며， 하부 펀치는 50mm의 이동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하부 펀치의 경우 프레스 하단에 설치된 400W 급의 모터에 의해 

상하로 이동하며， 몰드내부의 나노분말을 l차 압축하는 기능올 가지고 있 

다 하부 펀치에 모터의 회전운동을 상하의 직선운동으로 변경시키며， 상 

하운동이 완료되어 모터에 파부하가 걸렬 경우를 대비하고， 1차 압축의 

압력올 제어하기 위하여 클러치를 모터와 하부펀치 사이에 설치하였다‘ 

Fig. 45 프레스 및 성형 볼드 장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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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6 동력전달용 콜러치 

Fig.47 완성 된 MPC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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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생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버」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연구계획서상에 기술된 
(%) 호 

연구목표) 
1. 고강도 초미세 복합 분말 
제조 

- 고강도합금 
- 단일 Ceramic 
- 금속/세라익복합 

1 
고강도 초미세 복합 분말 - 세라믹/세라믹복합 100 

제조 기술 개발 - 복합분말특성평가 
2. 고강도분말올 이용한동적성형 

- 초기 밀도 75% 달성 
3. 방사형 동적 성형 장치(R-κ1PC) 

장치 설계 
1‘ 금속/ 세라믹 복합 분말올 이용 

한동적성형 

-초기밀도 85% 이상 획득 

-실형상부풍제조 
고강도 초미세/난성형 2 방사형 동적 성형 장치(R-MPC) 

100 2 분말의 동척 성형 기술 
설계완료및제작 개발 
3. 실용화 부품 제작을 위한 Die 설 

계 

-일축 사각 die 및 장치 개선 완료 

- 15x15mm 사각 부품 제조 
l 고강도， 내마모， 고빌도 성형 

체의 저용 소결 

- 동적성형 이후 저온 소걸 공 

3 동적 성형을 위한 실용화 
정올 통한 성형체 밀도 98% 이 100 

부품제작 
상의 Tube 및 Disk형 성형체 제 

조 성공 

2 양산화 망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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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성형 장치의 양산화 셜 

계 및 실용화 계획 수립 및 적용 

중 

3. 실형상 시제품 제작 

Water jet nozzle, Magnetic 

core, 천공용 코어 드렬 segment 

4 실형상 부품의 현장 적용올 

위한 특성 획득 

- 전기폭발을 이용한 초미세 분말 제조 기술 및 장비는 실용화에 성공하여 

참여기업올 통해 제조 판매되고 있음. 제조된 초미세 분말은 초미세 분말올 

이용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둥에 공급되고 있으며 초미세 분말 제조 장비는 

학교 및 연구소에 판매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ro:l만 달러의 수 

출 계약올 함. 

- Magnetic pulsed power를 이용한 분말 통적 성형 기술은 Lab 

scale의 연구 개발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piJot scale의 자동화 장비를 설 

계 제작하고 있읍. 현장 적용을 위한 자동화 및 안정화에 대한 사항을 

현장 적용 기업과의 협조룹 통하여 개선 보완 중임 

- MagneLic pulsed power를 이용하여 제조한 실용화 부품(magnetic 

core, 천공용 코어 드릴 segment, water jeL nozzlel은 현장 적용올 위한 

특성 명가를 마친 상태로 실제 양산을 위한 기술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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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술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기술의 질용화 계획 

1. 연구개발 관련 설용화 가능 부풍 

전기폭발을 이용한 초미세 분말 제조 장치 

- Magnetic pulsed power를 이용한 분말 동적 성형 장치 제작 판매 

통적 성형을 통한 실용화 부품을 신한다이아몬드(주) , 코미코(주) 둥 

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음(magnetic core, 천공용 코어 드럴 

segment, 다이 아몬드 절삭 공구， water jet nozzle, 반도체 공정 용 세 

라믹 분말 제품 둥) 

2. 실용화 일정 

2007년 초 pilot scale의 동적 성형 장치 제작 완료 및 현장 기업에 

적용 

- 2008년 초 양산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개발 완료 

- 2008년 후 양산화 장비 제작 및 현장 기업 적용 

- 2009년 초 실용화 제품 양산화 

3. 기대효과 

본 연구과제에서는 선한다이아몬드(주) , 코미 코(주) 퉁의 제품올 (주)나 

노기술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연구결과에서 우수한 특 

성을 나타내는 Magnetic Core, 다이아몬드 공구 및 반도체 공정동 세라 

믹 노즐에 대한 경제적 이득 효과는 다음과 같음 

Magnetic core (2002 1년 기준， 국내 3，660억원/년， 세계 18，000억원/년) 

다이아몬드 공구 (2010년 예상 국내 1 ，980억원/년 ， 세계 14，540억원/ 

69 -



년) 

반도체 공정용 세라믹 노즐 (2010년 예상， 국내 120억원/년， 세계 200 
억원/년) 

Water jet ceramic nozzle (2001년도 기준， 미국 $5M-$10Ml년， 세계 

$251\ν년) 

또한，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 이외에 다음과 같은 곳에 활용 

훨 수 있음‘ 

- 초미세분말 및 복합분말올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구조용 및 기능용 

시너지 소재 및 부풍 기술 분야 개척 

다양한 재료계로 적용， 환경친화적， 일체형， 초미세 벌크 소재 공정 

기반 기술 확립 

- 자동차， 공구， 전자， 자성， 에너지 둥 고부가가치형 소재산업 분야의 

기술수준 향상 

저비용 고효융， 환경친화 공정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소규모 벤처산업 활성화와 핵심기술수출 

- 실형상 성형을 통한 기능성 시너지 소재화로 새로운 산업 수요 창출 

활용 분야 

(1) 자동차 및 항공 수송기기， 산업용 정밀기계 산업분야 

핵심부품 및 시스랩의 경 량화， 고성능화， 장수명화 

(2) 전기， 전자 정보통신 부풍 

방열재료(heat sink). 자기차폐， 코어재료(magnetic core) 둥 고기 
능성 부풍퉁 

전자 부풍 core 소형 전자기기 (notebook PC. cellular phone 둥) 

제 2 절 추가 연구의 펼요성 

산임체(신한다이아몬드， 코미코 동)의 시제품 제작 필요 (실험적 검중은 

2단계에서 끝났음) 

MagneLic Pulsed Corr뼈ction 장치의 실용화를 위한 지동화 연구 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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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설비 장치를 이용한 제품 생산 연구 및 산업 작용 필요 (석재 절 

단용 휠， Blade, Water Jet Nozzle 둥) 

양산화 장비의 산업체 이전 

- 제품의 국제 품질 인증 획득 펼요 

본 제품 공정의 국제 특허 획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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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1 절 해외과학기술 동향 

1. 분말 채조 및 합성 기술 

가. 금속 분말 

초미세 금속 분말의 제조 공정은 분말 합성， 분산 및 막을 포함한 별크 

의 제조로 구분할 수 있다. 초미세 분말의 제조법은 기상 또는 액상을 이 

용한 제조법과 기계적 제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상을 이용한 대표적 

인 제조법에는 가스증발 웅축법 (gas evaporation methodl과 기상합성법 

(mixed gas method) 퉁이 있으며， 액체를 이용한 제조법에는 침전법 

(precipi tationl과 분무 건조법 (spray drying) 둥을 포함한다 기계적인 힘 

을 이용한 재조법에는 기계적 합금법 (mechanicaJ aJ loyingl이 있다-

일반적으로 액체를 이용한 제조법은 균일하고 높은 순도의 업자를 제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개개 입자의 응집경향이 강하며 입자 형상 

이 다소 불규칙하다는 단정이 있다. 기계적 제조법은 제조공정 중 발생하 

는 불순물의 혼입 및 용집 현상이 문제점인 반연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조성에 대한 초미세업자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상반웅을 통한 

제조법은 제조분말의 업자 크기가 균일하고 비교적 고순도의 업자를 제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자의 웅집을 망지할 수 있어 장래 산업화를 위 

한 가장 유망한 초미세 분말 제조법으로 판단되고 있다 

초미세 금속분말은 산화불， 질화불과 같은 세라믹 재료에 비해 우수한 

전기직， 자기적， 광학적， 촉매 퉁 기능적 특성올 가지고 있으나， 산화 및 

오염으로 인한 제조 및 취급시의 문제점으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았다 

그러나 초미세금속분말은 우수한 특성 및 앞으로 예상되는 큰 수요로 인 

하여 최근 미국， 일본， 독일 퉁 기술 선진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1991년 일본의 통산성(Ministη of Intcmational Trade and J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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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IITI)에서는 초미세기술의 2차 10개년 프로그램을 Science 지에 게재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의 과학기술부(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STA)는 초미세입자기술， 양자 기능 소자 분야에 약 2억 달러 

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이어 전 세계 다른 기술 선진국들 

도 초미세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고， 

최근 독일과 미국에서는 국가 정책을 발표하였다 

1998년 3월 독일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연구부(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bmb+f)에서 발표 

한 초미세기술에 관련된 세계시장올 예측한 자료에서는 2001년 초미세입 

자 재료시장이 약 200억 달러의 규모에 이르며， 초미세입자의 웅용기술인 

표연 및 초청정기술과 구조/분석기술을 합해 총 900억 달러에 이르는 세 

계시장올 형성활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미국의 센서스 회사인 

Business Communication Company(BCC)는 1998년 미국 초미세분말의 

시장추이를 조사한 결과， 96년도 4천 2백만 달러에서 2001년도에는 1억 5 

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3배 이상의 급격한 시작중가를 예측하였다 특히， 

초미세입자 재료의 시장 정유율이 박막재료에 비해 크게 높을 것으로 예 

상되어 초미세 입자의 합성기술과 벌크화 공정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1995년 일본 통산성에서 발표한 초미세업자 관련 통계에 따르면 초미세 

입자 재료는 45.2%의 초미세금속 및 합금재료와 54.8%의 산화물， 질화물 

과 같은 세라믹재료로 분류될 수 있었다‘ 초미세금속 입자의 웅용분야에 

는 높은 표면적 및 미세한 결정립의 특성을 이용한 고기능성 재료가 전체 

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고기능성 재료의 구체적인 응용은 표연기능 

13.8%, 촉매화학 13.5%, 자성재료 11.3%, 복합재료 10.6% 및 전도성 재료 

9.9%로 조사되었다 초미세금속 입자 제조의 애로기술로서는 분산기술 

(23.3%)과 분산도 유지기술 03.7%)이 약 40%를 차지하며， 원료가공기술 

이 22.4%, 중간처리기술이 19.2%륜 차지하고 있다 분산의 중요성은 초미 

세금속 입자의 제조방법으로 액상법이나 고상법에 비해 고순도화 균질 분 

산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상합성법이 가장 높은 47.3%를 차지하는 것 

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NIST(National InsLitute of 

Administration) , AFOSR( Ai r Force Office of Scientific Resc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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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L(Naval Research Laboratory)동 미국 12개 정부관련 기관이 초미세 

기술(초미세입자 재료， 초미세소자 퉁)에 지원하는 연구비는 연간 1억 

1500만 달러이며 NSF가 60% 정도(연간 6500만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들 기관이 지원하는 미국 초미세기술은 크게 1)합성 및 조 

합， 2)벌크거동， 3)분산 및 코탱， 4)고표연적 재료， 5)초미세소자 및 6)생체 

재료 및 이론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초미세기술의 대부분은 초미세업 

자 재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초미세 분말 재료 분야의 국내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어 현 

재 초보적 개녕 정리 단계이며， 초미세분말 제조， 소결 및 특성 명가에 대 

한 연구에서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초미세 분말 제조공정 중 

의 하나인 기계적 합금화법은 1990년대부터 서울대， KAIST, 한양대 퉁 

주로 대학에서 Ni , Al 및 금속간 화합물 퉁의 고옹 구조용 합금 개발 둥 

에서 현상학적 소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 기능성 소재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초미세분말의 산업화를 위한 개발， 

웅용연구로서 한국기계연구원은 과학기술부 선도 기술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초미세분말 제조공정 중의 하나인 spray drying법을 

웅용한 mechanochemical process를 개발하여 초미 립 WC/Co 및 W/Cu복 

합재료에 적용하여 현재 양산화 공정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초미세 분 

야의 대형 연구로서는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1996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극 

미세 구조기술 사업이 있다. 이 사업중 수십 nm이하 크기의 초미세분말 

합성 분야의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 주관으로 국내 출연 연구소 및 여러 

대학이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는 현재 CVC법에 의한 

Z비2， Ti02 우웅집/극미세 분말합성 및 극미세 분말의 소결공정， 무용집/ 

극미세 분말의 성형 및 치밀화 공정， 극미세 분말의 구조 해석 평가 및 

소결법 개선에 의한 초미세복합재료의 치밀화와 물성 향상 둥에 관해 연 

구하고 있으며， 웅용연으로는 광촉매 분야만이 연구되고 있다‘ 극미세 구 

조 기술 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 사업은 대부분 소자를 

중섬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시장 수요가 급격히 중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미세자성 분말의 경우는 현재 개념 정리의 수준에 있 

으나， 다른 분말의 제조 및 용용화 기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 

로 이 분야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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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라믹 분말 

기술 선진국 중 미국이 초미세 재료 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초미세기 

술의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은 초미세기술이 향후 기술 전반에 걸 

쳐 일반화되고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임을 예견하고，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에 다양한 지원올 하고 있다. 미 

국 정부는 1997년 연간 약 l억 1 ，500만 달러를 초미세 기술 개발에 투입 

하고 았으며， 특히 NSF는 전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연간 6，500만 달러 

를 초미세기술 개발에 투여하고 있다 미국의 초미세기술 개발은 1980년 

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1990년 후반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 

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연구들을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 하여 Loyola 대 학의 World Techn이ogy Evaluation Center(WTEC), 

Foresight Institute 둥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많은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이 

들 연구소들은 1앉)()년대 후반부터 전문분야별로 세계적인 전문가를 중심 

으로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 네트워 

크 구축을 완료하고 국제학술회의 개최 둥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고， 발표 

된 연구자료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WTEC는 초미세기술 

중 주로 벌크 나노기술(bulk nanotechnology)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구 교 

류 및 기술 현황 분석을 주조하고 있으며， Foresight lnstitute는 분자 나 

노기술(molecular nanotechnology)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구 교류 및 기술 

현황 분석을 주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Rice 대학의 Smalley 교수를 중심 

으로 한 "Center for Nanoscale Science and Technology(CNST)" 퉁 설 

치 목적이 분명한 많은 수의 연구샌터가 있다. 

산업체 분야에서는 Dow, DuPont, Motorola, Lucent, Eastman Kod삶， 

Hewlett Packard 퉁이 초미세 기술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비 투자 규모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벤처 성격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는 Nanodyne, 

Nanostructured Materials, Nanophase Technologies 둥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연구 개발 분야의 네트워크가 분명하지 않아 초미세기술 

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대학 및 기업 연구소 둥에서 연구자 

의 관심에 따라 MEMS , 유전자공학 둥의 개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미세 기술 전반에 걸친 체제화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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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미세 재료 기술 분야의 경우는 Exploratory Research for Advanced 

Technology program(ERA TO)의 지 원올 받아 "Ultra- Fine Particie 

Research(연구책임자:Chikara Hayashj)"의 연구가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초미세 분말의 전자현미경 관찰， 초미세분말의 

합성 및 명가， 초미세분말과 세균(세포)， 초미세분말의 웅용， 초미세분말의 

전망 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초미세분말의 합성 및 용용 

에 관한 연구가 창의적 연구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다 

유럽 연합(EU)의 여러 나라들도 다양한 초미세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의 Phantom program, European Consortium on 

Nanomaterials, 유럽 과학 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 ESF)의 
Nanoparticles, 영국의 LINK NT pro맑am， 독일의 Nanotechnology focus 

퉁의 연구 프로그랩이 진행 중에 있다 상기한 국가들 이외에도 중국， 러 

시아， 우크라이나 퉁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 

으며， 개혈 연구는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초미세 재료 기술에 관한 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으며， 박막 재료， 분말 재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특히 활발 

하다， 1잊J6년 말 이전까지는 초미세 기술에 관련된 소규모의 연구가 개별 

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6년 과학기술부가 미래원천 연구사업C1999년 

국가중점 연구사업으로 전환됩)의 일환으로 ”극미세 구조 기술 사업단”올 

발족시킴으로써 초미세기술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체계화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전 

자 소자(SET)의 제작， STM(scanning tunneling microscope)의 연구분야 

이고， 둘째， 자성 박악， 극미세 분말의 합성 및 벌크화를 추구하는 초미세 

재료 제조에 관련된 연구 분야이다 이 외에도 창의적 연구사업， 대학 및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또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기획중인 프 

로그랩에도 초미세기술 관련 연구과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분 

자 초미세기술 분야에 속하는 자기조럽 (self assembly) 연구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퉁 초미세 기술 분야에 관심이 확산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연구가 환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분말 성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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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 분말은 일반 분말과는 달리 분말 상호간의 응집력이 강하여 분 

말 성형시 편석을 일으키기 쉬우며 소결시 급격한 입자성장이 일어나 최 

종 소결 조직이 불균일하고 조대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입자성장 억제 

를 위한 성정 억제제 및 저온 소결 공정을 택한다. 또한 분말 성형품의 

진밀도화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을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계부품은 Fe계 부품의 경우 소결에 의해서 상대밀도 8 
5-9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경량 부풍의 경우 미국， 일본 둥에서 상 
대밀도 95%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내 분말 부품 산업은 철계 합금을 이용한 부품 제조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철계 소결 부품 제조에 있어 높은 소결 강도를 요하지 않는 

부품에는 일반적으로 Fe-Cu-C계 분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기 

술은 국내에 확보된 상태이다 한편 고성능 부풍 즉 높은 강도를 요하는 

부풍에는 합금 분말을 사용하여 성형 및 소결공정(소결， 소결+열처리， 

2P+2S, 2P+2S+열처리， 소결단조 퉁)을 제어하여 부풍을 제조하는데 소결 

단조 공정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기본 기술이 확립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원료분말 제조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분말 

수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저하 때문에 제품의 적용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료 분말의 제조 기술이 국내에서 확보되고， 기존 확보되어 

있는 Fe 분말의 제풍화 기술을 기반으로， 고밀도 성형， 소결 기술이 개발 
되면 각종 제품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n-Situ로 제조 

된 경량 복합분말을 이용한 내마모 부품 제조 기술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 

으로도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가. Water Jet Nozzle 분야의 초미 쩌 분말 성 형 

Waterjet cutting nozzle은 고강도， 고내마모 웅용으로 매우 전망이 좋 

은 분야이다 Waterjet cutting 장치는 고압의 물과 다른 마모성 재료를 

분사하므로 강도와 내마모성이 우수할 수록 적용에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약 87,000 psi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하며 이러한 물질이 음속의 약 3배 

되는 초 고속으로 분사된다.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노즐은 이용조건과 

재료에 따라 20-l30 시간 정도 사용된디 이러한 노즐은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데 주로 자동자 산업， 우주 항공 산업， 전자 부품산업， 그리고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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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 동의 초정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노즐 분야에 있어 

서 주 관심사는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과 같은 가격에서 보다 긴 사용시 

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waterjet 노즐에 대 

한 수요가 정정 확대되고 있으면 지난 2년간 $6 billion이상의 시장이 형 

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Frost and Sullivan라는 market research 회사의 

보고에 따르면 기계 가공 산업 분야에서 abrasive waterjets 분야는 매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세는 년 9.1% 이상으로 

Laser 기계 가공 분야와 견줄만한 성장세이다 더욱이 waterjet 기계가공 

은 Laser의 경우보다 훨씬 가격띤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상용화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waterjet 노플의 미국 시장은 약 

$5M-$lOM!년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연간 약 $25M 규 

모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Tungsten carbide nozzle 

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시장과 요구가 커지면서 화합물이 

나 세라믹 노즐을 개발하고 응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 

적인 노즐 재료로 TiB2가 대두되기도 한다 

더욱이 waterjet 산업은 박판 재료의 절단 속도 증가와 laser 절단의 시 

장올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큰 압력을 얻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 

다 Jet Edge 社A의 사장인 Jude Lague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의 55,000 

psi system에서 정점 80，000-100，애o psi system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한 

다 결국 초고압이라는 것은 보다 많은 마모를 통반하게 되며 따라서 보 

다 내마모성이 좋은 세라믹 waterjet 노즐에 대한 요구는 급중하게 될 것 

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고압력을 견딜 수 있는 노졸이 150시간 이상 사 

용가능하고 단가가 $200 이하가 되연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달에 약 15，000-20，000개의 노즐에 대한 수요 

가 있으며， 이러한 노플 중 고효율인 경우 약 80-120 시간정도의 수명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즐의 내 마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 

계적 성질은 경도이며， 이와 더불어 치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엽이 

강조되고 있다. A1203 노플의 경우 경도가 약 2，200으로 단가는 S7/1b 정 
도이다 

현재까지 이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는 1999년 미국의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에서 nano scale과 상용 분말올 이용한 성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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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는 plasma pressure를 이용한 성형으 

로 금속， 화합물， 세라믹 나노 분말에 대해 진밀도에 가까운 성형체를 얻 

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매우 괄목할만한 기계적 성질의 

변화릎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prototype의 waterjet 노 

즐올 제작했다는 결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노즐에 대한 시장은 wateTjet cutting뿐만 아니라 abrasive 

blasting nozzles, descaling nozzles, spray drying , slurry nozzles, 

centrifuge nozzles, liQujd-solid separation cups, wire drawing dies, saw 

teeth, bonded cutting wheels, 그리 고 other types of abrasive products로 

도 확장될 수 있다. 

냐. 전자 부품 열관리 분야의 초미셰 분말 생형 

고전력 반도체 패키지의 열방출 제어를 위한 heat sink 재료는 여러 가 

지 특성들을 요구한다- 즉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 

킬 수 있도록 열전도도가 높아야하며， 반면 열의 출입시 팽창은 최소화되 

어야 한다. 또한 경박 단소화되는 반도체의 추세에 맞도록 가능하면 가벼 

우면서도 고강도， 고인성 특성올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특성을 

만족하는 재료의 원자재 단가가 저렴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료는 순금속 재료로는 불가능하며 다양한 재료를 복 

합화(composite materials)하여 사용할 때 가능해 진다 이 러 한 재료를 이 

용한 부품의 개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현재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한채 순동(Cu)기판올 제조하고 몇 단계의 후처리 

공정을 거친 후 완성품을 제조， 양산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필요이 

상의 많은 에너지 및 재료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제조 불량률 또한 매 

우 높은 편이다 분말 성형법을 이용한 고전력 반도체 패키지용 heat sink 

기판 제조 기솔은 기존의 이러한 기술적 난점들올 해결하여 보다 에너지 

철강 측면에서 우수하고 공정자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 

며 동시에 기능적인 특성들을 극대화하는 데에 기술의 우수성을 기대할 

수 있다 분말 성형 기술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무엇보다 적은 

에너지의 투입으로 진밀도， 진형상의 heat si띠〈 부품올 제조할 수 있으띠 ， 

특히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나노 금속-세라믹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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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부품의 제조를 풍해 구체적인 웅용올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서 

기술적인 탁월합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나노 분말올 이용한 고전력 

반도체 패키지 열제어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은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알 

려진 바가 없으며， 더불어 나노 분말 성형체의 옹용이 제시되고 있는 영 

역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고전력 반도체 패키지 및 Heat s i띠〈용 기판 제조기술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원천/설계 기술에서 우위를 정하고 있다. 모토롤라나 해리스 같은 

기업이 진보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 시장의 약 

17%를 차지한다 유럽은 약 11%룹 차지하며 무엇보다 일본이 50% 이상 

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전세계 관련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쓰비시， 도시바 퉁올 들 수 있다. 지난 20년에 걸쳐 

전력용 반도체 패키지 부풍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으며， 향후 

에도 그 사용량은 꾸준히 중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전력용 반도체 

수요는 컴뮤터， 컴뮤니케이션， 군용 장비 둥 많은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사용되면， 많은 수요 특성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력용 반도채는 경박 

단소화 되는 경향에 따라 매년 열 발생량이 10-15%씩 중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열 발생량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조 

절할 수 있는 Heat si띠〈 재료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학계를 통해서는 AVSiC 계열의 복합재료를 이용한 heat sink 재료에 관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옴을 알 수 있다 

다. 연료전지 분야의 초미채 분말 성형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가진 화학적 에너지룹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기화학적 장치로서 수소와 산소를 양극과 음극에 각각 공급 

하여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새로운 발전기술이다 이러한 연료전지는 작동 

온도와 주 연료의 형태에 따라 알칼리형 (AFCl ， 인산염형 (PAGCl， 용융 탄 

산영형 (MCFC) ， 고체 전해질형 (SOFC) ， 고분자 전해질형 (PEMFCl 둥으로 

구분된다 

연료전지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료가 전기화학적으로 반웅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열도 발생하므로 효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고효융 

발전이 가능하며， 기존의 화력 발전에 비해 효윤이 높으므로 발전용 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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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절감이 가능하고 열병합 발전도 가능하다， 또한 NOx와 C02의 배출 

량이 석탄 화력 발전의 1/38과 1/3 정도이며 소음도 매우 적어 공해 배출 

요인이 거의 없는 무공해 에너지 기술이다 이러한 연료 전지 발전시스템 

은 수소를 함유한 일반 연료(LPG. LNG. 메탄， 석탄가스， 메탄올 퉁)로부 

터 연료 전지가 요구하는 수소를 많이 포항하는 가스로 변환하는 연료 개 

질 장치， 연료 개질 장치에서 틀어오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로 직류 전 

기와 물 및 부산물인 열을 발생시키는 연료 전지 본체， 그리고 연료 전지 

에서 나오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전력 변환 장치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장치 외에도 플랜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료 전지 반용 

에서 생기는 반웅열과 연료 개질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 둥을 이용하는 장 

치가 부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료전지 분야에서 초미세 분말의 성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고체 전해질형 (SOFC) 연료전지 분야이다. 고체 전해질형 

연료전지는 다른 말로 고체 산화물형 연료전지라고도 하는데 이 연료 전 

지의 특징은 탄화수소를 직접 전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있다 전해질 

(electrolyte)은 안정화된 산화 이트륨 (Y203)으로 가스가 스며들지 않은 

산 이온이 효율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앓은 산화 지르코늄 (Zr02) 층이다 

Cathod는 안정된 산화 이트륨이 들어 있는 지르코늄(Zr)이며. anode는 니 

킬 지르코늄 세라믹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체 산화물형 연료전지의 

가장 큰 특정은 운전온도가 약 10000C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온도에 

서는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전기 화학적 산화 반웅이 일어나고 촉매 없이 

연료가 개질된다. 운전 온도 10000C에서 금속 재료의 적당한 열적 기계적 

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스 누출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세라믹 재료 

기술의 개발은 고체 산화물 형 연료전지가 상엽적으로 발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SOFC는 판형 (planar) SOFC와 튜브형 (tubular) SOFC가 있다 튜프형 

SOFC는 판형에서 존재하는 밀봉문제 (sealing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하 

여 고안된 것이다 연료와 공기가 튜브형의 전극←전해질 성형체 안과 밖 

으로 공급되면서 작동을 하게 된다 튜브의 한쪽은 제조시 막혀 있으므로 

sealing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OFC는 작동온도가 매우 높으므로 전극과 전해질의 재료 선택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즉 고옹에서의 열충격 (thermal stress)이 적고，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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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이 발생하지 않으며，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Siemens- Westinghouse에서 개발된 다공성 (porous) 연료전지의 cathod 

tube는 직 경 22mm, 길 이 약 1.8m의 lanthanum doping된 manganite를 사 

용하였다‘ 이러한 튜브의 표면에 약 40!lll1두께로 YSZ 전해질 충을 

electrochemical vapor deposition 망법으로 증착하고， 그 후 NijYSZ, 

Ni!Zr02 cermet anode를 coating tube형 전극/전해질 성형체를 제조한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tube형 성형체의 제조에 있어서 해결해야 하 

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tube 형태로의 제작， 

tube bundle의 assembly 작업 퉁이 노동 집약적인 공정으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값비싼 공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하는 성형 밀도와 형상 

(dimension)을 갖는 세라믹 튜브를 연속으로 양산할 수 있는 공정이 개발 

된다면 이러한 공정은 고체 산화물형 연료전지의 개발 및 보급에 있어서 

매우 이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연료 전지 분야에 있어서 장기 cost 목 

표는 road transport 분야에서 50$/kW, high reliability stationary 

application 분야에서 300$/kW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제 2 절 해외과학기술 

1. 초미세 분말의 채조법 

초미세 분말의 제조법에는 기상 또는 액체를 이용한 제조법과 기계적 

제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제조법에는 가스증 

발-웅축 법 (gas evaporation method)과 기 상 합성 법 (mixed gas method) 

둥이 있으며， 액체를 이용한 제조법에는 침전법 (precipitation)과 분무 건 

조법 (spray drying) 둥을 포함한다‘ 

가. 증발 웅축법 

증발←웅축법은 용기내의 압력을 0.01 -수백 torr의 범위 내에 설정한 후 

He, Ar, Xe, Ne 둥의 불활성 가스 또는 02, CH4, C야1;;， NH4 동의 활성 

가스 중에서 원료를 가열하여 증발시킨 중기를 용축시킴으로서 초미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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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갈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Ar 가스 중에서 이 망법에 의해 Be, 

Mg , AI, V, Cr, Mn , Fe, Co, Ni , Zn, Ga, Se, Ag, Cd, In, Sn, Te, Au , 

Pb, Bi 둥의 초미세입자가 제조되고 있다 중발 웅축법은 가열 방법에 따 

라 저항 가열법， 플라즈마 가열법， 유도 가열법， 레이저 가열법 퉁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방향의 연구로는 가열 중발된 원료를 플라즈 

마-활성 분위기 중에서 반웅과 동시에 웅축시키는 방법으로 고주파 코일 

에 의해 유기시킨 산소 플라즈마 분위기에서 원료로부터 증발된 금속 중 

기를 반응시켜 산화물 초미세업자를 제조한다. 또한 최근에는 아크를 단 

순 열원이 아닌 반웅성이 큰 열 플라즈마로서 이용하는 수소 중 아크 플 

라즈마 법이 개발되어 단일상의 금속， 세라믹 초미세분말 뿐만 아니라 혼 

합/복합 초미세분말(Fe+Ni ， Fe+Cr, Ni+ZrOzl 이 제조되고 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업자 크기가 크지만， 생산성이 높고 거의 모든 금속 

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냐. 기상 합성법 

기상 합성법에 의한 초미세 업자의 제조는 CVD 공정의 

precursor/canier 가스의 반응에 의한 금속 및 세라믹 박막 형성 공정 원 

리를 응용한 것이다 최근 초미세 입자간의 웅집을 방지하고 분말 제조 

효율올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 침전법 

침전법은 금속 영의 수용액에 침전제냐 환원제를 첨가하여 금속이나 산 

화물의 분말을 제조하거나， 용융 염에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금속이나 산 

화물의 분말을 얻는 방법이다. 침전법에 의하여 생성되는 업자의 크기와 

모양은 용액의 과포화도에 의하여 좌우되며， 과포화도가 작은 용액으로부 

터 침전된 입자는 일반적으로 조대한 크기의 다연체의 형상을 가지며 또 

한 결정상 구조를 가지게 된다 

라 분무 건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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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 건조법은 분무건조기를 이용하여 금속 염이 녹아 있는 용액 중의 

용매블 제거하여 미세한 금속 염의 분말올 제조한 후， 제조된 금속 엽의 

분말올 환원/침탄/질화/산화 처리하여 나노크기의 금속 및 세라믹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분무 열분해 법은 나노크기의 업자들이 용집된 비교 

적 균일한 구형의 2차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 

2. 초미새 벌크 재료의 재조법 

초미세 분말을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성형 후 소결하는 방법 

이다 이러한 방법은 분말야금에서 이미 확립된 기술이나， 금속 분말의 경 

우 분말이 미세화에 따른 고밀도 성형체 제조가 어려우며 소결시 입자성 

장이 빠른 문제점이 있다- 성형 및 소결 외에 금속재료의 고유한 성질을 

이용하여 별크 초미세 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 

다. 즉 기계적 합금화 및 극한 소성가공(Severe Plastic Defonnation, 

SpD) 퉁파 같이 기계적 에너지를 주로 이용하는 방법， 급속냉각(Rapid 

Solidification Process, RSP) 및 비 정 질 결 정 화(Devitrification of 

amorphous alloys) 둥 열에너지를 주로 이용하는 방법 및 최근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기도금법(Electrodeposition) 퉁이 있다 

가.MA 법 

MA 망법으로 초미세 결정재료를 제조하는 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방법은 일종의 볼 

밀링 공정으로 분말의 혼합물을 분쇄매체인 볼과 함께 용기에 넣고 회전 

시켜 불과 볼 사이 또는 볼과 용기 사이의 높은 충돌에너지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합금화하는 방법 이 다‘ 지끔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연 MA법으로 

합성할 수 있는 초미세결정 구조룹 갖는 분딸은 Fe, Cr, Nb, W 퉁의 bcc 

구조릎 갖는 금속원소， Co, Zr, Hf, Ru 동의 hcp 금속， Al , Cu, Ni, Pd, 

Rh 및 lr 동의 fcc 금속， NiTi , CuEr, SiRu , AlRu 퉁 CsCl 구조를 갖는 

금속 재료 퉁이다 MA 법으로 금속 초미세 운말올 제조하는 경우 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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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 원소들은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증 

가하여 대기 중의 산소와 반용하여 안정한 산화물을 만드는 경향이 강해 

지므로 MA 중에 항상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MA는 볼과 

볼 사이의 높은 충돌 에너지를 이용하여 분쇄하는 방법이므로 근본적으로 

볼과 용기의 마모에서 비롯된 불순물의 혼입올 방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 

다는 문제가 있다 

나. SPD 법 

SPD 법은 비교적 낮은 온도 (< O.4Tm) 및 높은 압력 하에서 금속 및 

합급에 많은 양의 가공 연형을 발생시켜 나노 또는 서프 마이크론 결정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1990년대 초 러시아에서 제안되었다 SPD 법에 의해 
제조한 금속 또는 합금 재료의 미세 구조는 결정입계가 high angle 입계 

인 초미세 결정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기계적 물성이 기존의 방법으로 제 

조한 재료보다 현저히 향상될 수 있다 SPD 법은 성형공정에서 기공의 
생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료의 이론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공정 

중에 불순물의 혼입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제조 방법에 비해 

상당히 큰 시편을 비교적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물성을 측 

정하고 분석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이 망법은 짧은 역사로 인하여 

아직 연구 초보단계에 있으며 현재 이 방법을 상업화하거나 이 방법을 이 

용해 상업화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 

는 주로 러시아를 중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재료의 물성 

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수준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SPD법을 이용하여 철 

강 및 비철계 구조용 합금재료의 결정립 미세화를 통해 기계적 성질을 향 

상시키려는 기초연구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수백 나 

노~수 마이크론 크기의 범위에서 결정립 미세화가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다. u] 정질 절정화법 

아토마이정 (atomizing) 법 또는 단룹법 둥과 같은 급속 웅고볍<RSP)으 

로 비정질을 제조한 다음 이를 열처리하여 재료 선체 또는 일부분을 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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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결정화하는 방법이다. tl] 정질 결정화 법에 의해 제조된 초미세결정 재 

료는 같은 성분의 비정질보다 현저히 향상된 울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기 

존 다결정 재료나 비정질 재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을 보이 

기도 한다 그러나 비정질 결정화법은 항상 비정질 원료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재가 있으며， 비정질 재료에 비해 최소한 열처리 공정이 

추가된다는 경제성 문제도 있다 

라. 전기 도금볍 

전기도금법에 의한 초미세결정 재료의 제조는 기존 전기 도금의 원리를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나， 다만 단순한 직류전류를 연속적으로 부가하지 

않고 구형파(square pu]se)의 전류를 부가하면서 환원반웅올 발생시키는 

특정올 갖는다 이 망법은 공정 중 불순물의 혼입이 거의 없으며 하나의 

장치로 분말， 박악， 후막， 판재뿐만 아니라 비교적 복잡한 모양의 3차원 

형상까지도 제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초미세결정 제 

조방법에서 나타나는 불순물(산소 퉁) 또는 구조적 결함(pore 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여러 가지 형상의 별크 초미세결정 재료를 비교적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초미세 결정 재료의 다양한 물성을 정밀하게 측정 

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전기도금법으로 초미세결정을 제조하는 

방법은 기존의 도금공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대량 생산에 적합한 특 

정도 가진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기도금법으로 제조한 초 

미세결정 재료의 물성은 다른 방법으로 제조한 초미세결정 재료와 비교해 

동둥하거나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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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pr이ect wa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principals 

for manufacturing of two types of ceramic articles using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RMPC) and thermal sintering. First article, which is made 

of AI203 ceramics, represents wear-resistant accelerating nozzle for water jet 

cutting. Second article, which is made of Y203 ceramics, represents gas jet 

nozzle for exploitation at high temperatures 

TßE FOLLOWING TASKS HA VE BEEN FULFlLLED: 

1. Conditions of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of nanopowders have 

been investigated and optimized. The solenoid inductor coil for RMPC of 

powdered cylindrical blanks has been developed, designed, and manufactured 

2. Two approaches for nozzles fabrication were examined. The first approach 

is based on magnetic p비sed ∞mpaction of powdered blanks ‘ The second 

approach is based on consolidation of taped blanks 

3. Aset of alumina-based powders differed in chemical (pure and with 

additives of titanium oxide, magnesia, and metallic aluminum) and phase 

composition, in an average particles size (20-200 nm), and in a degree of 

particles aggregation has been investigated in details. ln addition, influence of 

these powders on the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nozzles has been 

studied 

4. Three industrial yttrium oxide powders differed in composition and amount 

of polymeric additives have been tested 

5. Two types of nozzles for water jet cutting (made of alumina) and gas jet 

nozzle (made of yttria) have been developed in principals 끼le experimental 

batches of nozzles have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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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1.1. About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is an effective method for manufacturing 

long-Ien밍h powdered cylindrical blanks. There are two possible modes for 

RMPC of powders. They are known from pulsed power technology as Z- and 

8 -pinch (Fig. 1.1). In both cases, powder is placed into conductive tube 

(shell), which is compressed under action of high magnetic field generated 

during discharging capacitive energy storage. Radial compressing of a tube is 

described by the Newton equation: 

λf d' R ---'-_." :. =-P.“ +p.’ +Pn 
2π-RI dt ' - M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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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R2 +r2 , (3) 

where 0 , M, 1, R, r - yield stress, mass, length, extemal and internal radii 

of a shell, consequently, B, Bin - magnetic field out of and inside a tube, 11 

0- magnetic constant, PM - magnetic pressure, Ps - resistance of a shell to its 

plastic deformation, Pp - resistance of powder to compression 

In the Z-pinch mode, the conductive shell is directly included in discharging 

circuit of capacitive energy storage, and magnetic field B is defined with the 

current trough the sh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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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μ。-느 
v 27해 . (4) 

At the Z-pinch mode the current passes along a tube and consequently the 

magnetic field always is absent inside it, even at a constant current. The 

given mode is usually exploited for compression of small diameter tubes, as 

at the large tube diameters the rather high currents are required. For example, 
the magnetic pressure of 1 GPa (B ~ 50 T) at compression of a tube of 22 

mm in external diameter is realized at the current amplitude of 1 - 2.75 MA 

For generation of such a current at energy storage of the capa띠tor battery W 

- 150 kJ the inductance of a discharging circuit should be of 2W I i2 ~ 40 

마1. At so small inductance the characteristic duration of a half-period of a 

discharging current (as a 떠ding sine-curve) amounts T 1I2 - 5 - 20 s. 

1n the 8 -pinch mode magnetic field is generated by using an inductor 

Relation between the magnetic field and the current through inductor (for 

rather long inductor) is: 

B= μ。 N . j
V h , (5) 

where N - number of turns, h - length of an inductor‘ ln thi s case the 

conductive shell is inserted in an inductor and does not have contact with the 

discharging circuit. Thus, this mode is more convenient. As well, much lower 

requirements are needed to a current generator. By contrast to the Z-pinch 

mode, the magnetic field can peneσate inside the shell at low frequencies 

That results in reduction of magnetic pressure. It occurs, if a skin-Iayer 

exceeds a thickness of a shell wal l. It irnposes the certain restrictions on 

duration of a half-period of a discharging currellt. For example, for the 

copper shell with a wall thickness of 1 mm the maxirnal duration of a 

half-period is equal to Tl /2 - 120 μs . Also ill the 8 -pinch mode the 

inductor should take all mechallical , electrical, alld thermal loads caused by 

e 
。



current and high magnetic fields 

At magnetic pulsed compaction, the energy of the capacitor storage is 

transformed to a magnetic energy, which is further transformed to kinetic 

energy of a compressing shell. The pressing of a powder is carried out for 

the account of kinetic energy of a shel l. Thus the powder compactability is 

essentially defmed with inertia of a shell and powder properties, too 

1.2. Characteristics of the inductor 

The spiral solenoid for RMPC of nozzles was calculated, designed and 

manufaclured. The main parameters of the solenoid: inductance, resistance and 

number of turns, were optimized under condition of the maximal magnetic 

field inside. Thus current distribution on a tum cross-section of the solenoid 

owing to Joule heating was taken into account. lnitial parameters were a 

diameter and length of the shell, capacity and storage voltage of the capacitor 

store and also electrical and thermal propeπies of a material for the solenoid. 

Calculations were carried out for beryllium bronze and several kinds of steel 

having high ductility and sπength. 

As a result of calculation the steel 30xrCA of Russian production was 

chosen. In comparison with other steels, it has the best conductivity 

Chemical structure, basic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is steel are 

given in the Tables 1.1-1.3. Though the efficiency of steel inductor in 

comparison with bronze one by about 15-20 % is lower, its heating appears 

less because of greater thermal capacity. 

Table 1.1. Chemical composition of steel 30xrCA 

C,%) Si,% Mn,% Cr,% Fe 

0.28-0.34 0.9- 1.2 0.8- 1.1 0.8- 1.1 the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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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 30XrCA at 20 oc. 

yield stress 0 02, tensile stren밍h 0'1, hardness, d야ens잉Slty， 

GPa GPa HRC glcmJ 

1.57 1.7 49 ... 52 7.86 

Table 1.3. Physical properties of steel 30XrCA 

elastic resistivity, reslstivJ!y thermal 

modulus, μOhrn 
heat capacity, 

diffusivity, temperature 
J/cml 

GPa (20 OC) m (20 OC) coefficient, IIK mm'/s 

215 0.21 0.0019 4.16 8.9 

View of steel helix coi\ is shown on Fig. 1.2. This spiral was processed with 

the lathe. Then it was subjected to hardening. Turn insulation was made of 

polyester-compound impregnated fiberglass. The assembled inductor can be 

watched on Fig. 1.3. Charactenstics of the inductor are submitted in the 

Tables 1.4- 1.5. 

Table 1.4. Configuration of the inductor 

Steel spiral Dimensions of inductor 

lnner Outer 
Length 

turn 
Nurnber spiral Inner Outer ψ， Length, 

ψ， φ， thick., 
mm of turns step, mm φ， mm mm mm 

mm mπ1 mm 

25 ,7 80 140 21 5.6 6.7 22.5 160 300 

。
。



Table 1.5. Characteristics of the inductor. 

L, R, Charge Current Magnetic Half-period 

jlH mOhm voltage, kV 1, kA field B, T T 1I2, jlS 

2.5 50 17 135 25 85 

1.3. Experiment 

Table 1.6 surnmarizes data of experiments, wbich were carried out with the 

use of newly built inductor. The complete route producing articles consists of 

7 stages, set out below, each controlling defmite parameters of the specimen. 

1. Preliminary processing the mould 

2. Filling the powder 

3. Degassing procedure 

4. Magnetic pulsed compaction. 

5. Annealing procedure 

6. Pressing out tbe compact 

7. Sintering procedure. 

1.3.1. Prelinúnary processing the mould 

General view of mould for RMPC of cylindrical blanks we used is shown on 

Fig. 1.4. As starting material for the conductive shell 4 a commercial copper 

tube with an extemal diameter of 22 mm and of about 1 mm in a wall 

tbickness was used. This tube was preliminary annealed at temperature in the 

range of 700-750 Oc for 30 min under evacuation. To lick into conic shape 

the annealed ωbe was magnetically compressed with the hard steel core of 

proper dimensions inside. As a central rode 5 in tbese experirnents we used 

a slate pencil of type 2B. lts diameter was 2.1 mm. Parts 1, 3, 7 made from 

stainless steel could be applied repeatedly. All surfaces of the mould details 

adjoined the powder were covered with a graphite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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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FilIing the powder 

Filling the powder was carried out into a copper tubular shell trough an 

end-wal l. Thereby the slate pencil was fixed in the mould with the use of 

additional working tool. Uniform powder distribution inside mould was 

achieved by shaking at frequencies of about of 300 Hz generated by a 

vibrating device. The filling density for di fferent types of powders varied in 

tbe range of 15-25 % of theoretical value. 

1.3.3. Degassing proced비f 

To remove adsorbents and gases from the powder a degassing procedure was 

performed. It included in evacuation of powder with heating for 1-2 h. ln 

experirnents invo1ved, along with other tasks, we studied the influence of 

degassing temperature belonged to diapason from room temperature to over 

400 Oc on the process of RMPC. At the end of this procedure, the gas-tight 

capsulation was carried out. 

1.3.4. Magnetic p띠sed compaction 

Compaction was carried out using both Z- and 8-pinch. Our realization of 

Z-pinch mode presents Fig. 1.5. Discharging the capacitive energy storage 

generated pu1sed current (Fig. 1.6) with amplitude up to 1.7 MA and 

half-period duration of 13.5 μs. Magnetic pressure in such experirnents 

amounted 0.6 GPa. 

8-pinch compaction was fulfilled with the use of the manufactured inductor. 

Typical currents are shown on Fig. 1.7 . Generated magnetic pressure was 

about 0.25 GPa 

Pulsed current generator used for RMPC was characterized with capacitive 

energy storage (320 llF, 25kV), intrinsic inductance and resistance of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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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H and 2 mOhm, respectively 

1.3.5. AnneaJing procedure 

AlI compacts produced were ann않led at temperature 400 Oc for 2.5 hours 

As we found earlier this annealing is quite necessary for the alumina thick 

walled tube compacts because it leads to reducing mech따ucal stresses inside 

the cornpact 10 a level sufficient for subsequent pressing out and sintering 

1.3.6. Pressing out the compact 

The pressing out of the cornpact was carried out mecharlically owing to conic 

shape of a copper shell. Prior to pressing out of the cornpact the slate pencil 

rod was 바illed 

1.3.7. Sintering procedure 

Compacted sarnples were sintered by the use of standard resistive furnace 

with an air atmosphere. The sintering regirne was the same for all sintered 

samples 

1. 

2 

3 

Heating up to 1450 Oc with the heating rate of 2 oC/rnin 

Exposure at 1450 Oc for 300 rnin ‘ 

Cooling with the cooling rate of 2 oC/rr피1 

1.4. Powders used 

Table 1.7 consolid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powder types that 

have been investigated, which differ in chernical composition, in the rnode of 

preparation, and, as a cons여uence， in the degree of agglomeration and in 

particle size. To prepare these types of powder, three main compositions 

obtained by the electrical explosion method: Al203 from aluminium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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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 from titaniurn wire, and (AI + 1.3 wt.% Mg)203 from proper AI-Mg 

alloy were used. These powders resulted imrnediately after the electrical 

explosion followed by gas separation from ∞arse particJes. To permit further 

separation and also to prepare mixture, suspensions of powder in isopropyl 

aJcohol were made. Thus, AM 1-1 represents the mixture on chemical level, 

while AT-1 was obtained by mechanical mixing of alcohol suspensions of 

two powders in the proportion specified in this Table and by subsequent 

cosedimentation. AAM1-12 and AAM1-13 were obtained from AMl-l by 

annealing for 60 min at temperature 1200 Oc and 1300 oc, respectively. That 

allowed to transfer the powder into stable a-phase. Also Mg2Al204 spinel 

was detected by X-ray di잖actJon 

Fig. 1.8 shows the compression adiabats for AMI-I and AAMl-12. They 

were measured with the help of uniax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of disks 

with 15 mm in diameter under charging voltage of 2.5 kV. An initial height 

of the powder layer was 5 mm. 

Table 1.7. Characteristics of powders used 

Type Chernical composition Phase composition 
Mean particJe 

Slze, run 

AMI-I (AI + 1.3 wt % Mg),OJ AJ,Of 0.54y + 0.46ö 20 

AJ，Oι 0.33y + 0.6Ö7 Al,OJ: 20 
ATl -5 AJ,O, + 1 wt % TiO, 

TiO,: 0.34R + 0.66A TiO,: 30 
AJ,O, + 4 wt % AJ,O,: a AJ,O,: 90 

AAMI-12 
MgAJ,O. MgAl,O.: S MgAJ,O.: 30 

Al,O, + 4 wt % Al,O,’ q AJ,Of 90 
AAMI-13 

MgAl,O. MgAl,O.: S MgAhO.: 40 

R - rutile, A - anatase, S - spi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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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Numerical simulation 

The numerical simulation [1] allows calculating lhe time evolulion of lhe 

powder densily distribulion depending on slarting pararneters of the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The calculation is executed for the Z-pinch 

mode. The current pulse is taken as a fading sine curve. A powder medium 

is considered as ideal compressible liquid characlerized with the compression 

adiabat 

1. S.V.Dobrov, V.V.Ivanov, Technical Physics, Vo l. 49, N 4, 2004, pp ‘ 

413-419. 

1.6. Results and discussion 

Fig. 1.9 shows the resulls of numerical simulation of the p띠sed compaction 

process inherent in nanosized powders: the radial powder density distribution 

at different moments under compressing by various pulses of magnetic field 

These data enable to identify conditions of the shock wave (SW) forrnation. 

1t is known thal SW compressing powders of brittle materials commonly 

results in cracks and heterogeneous density inside compact. Hence, il is 

necessary to avoid this regime 

The appearance of SW is explained as follows. The sound velocity inside the 

powder increases with its density growth. The powder compression front 

propagates with low velocity corresponding 10 low initial density. Hence, if 

the rale of compression sufficienlly exceeds the velocity of the front , it 

becomes steeper since the density behind the front is higher. At some 

moment discontinuity in the density distribution arises. Low packed density of 

0.1 5-0.2 of lhe X-ray value (\'R) peculiar to nanopowders and cylindrical 

geometry promole such behavior 

In the case of Z-pinch or one tum coil characterized by short half-period 

duration Tl /2 - 10 lIS (F ig. 1.9 b, d) of the magnetic field pulse, SW 

appears in both instances including even the case of small pressing forc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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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T) where the final density of compact is low. Another picture takes 

place if the pulse of long duration (TI !2 - 100 μs) is applied. SW arises at 

amplitude of magnetic field above - 30 T. Practically significant result is 

presented on Fig. 1.9a. The necessary density level of compact is achieved 

by compressing in the absence of SW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mpaction is the compacting 

pressure, i.e. pressure in a powder near to the compressing shel l. Fig. 1. 10 

subrnits both experimental and calculated densities of ∞mpacts depending on 

the maximal magnetic pressure or magnetic field (upper X-ax.is). Right Y-axis 

indicates the compacting pressure taken from the adiabatic curve. It is seen 

that: flfstly , data of the experiment and of the simulation are in rather good 

agreement and, second1y, owing to an inertial effect the compacting press따e 

essentially exceeds magnetic press따'e especially at the long pulse. Because of 

low initial density the inertial effect reveals for nanosized powder to a 

greater extent than for micron-sized powder. lt permits fabricating compacts 

from nanopowders with the use of moderate magnetic fields in the range of 

20-30 T. 

The experiment has completely conflfilled the results of numerical simulation 

conceming the shock wave appearance. Figs 1 .11 - 1 .14 illustrate radial 

density distribution of compacts made δ。m two types of powder using both 

z- and 8-pinch. Figs 1.I 2, 1.1 3 are the X-ray photos of disks cut from 

compacts included inside a copper shell. Data on Figs 1. 14, 1.1 5 were 

obtained with the intensity numeralization of these X-ray photos.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intensity and the abs이ute density value was 

defin어 with the use of reference samples those had shape of disks with 

‘mown density and thickness, made from the same powders, and used at the 

same X-ray transillumÎnation. The reference samples were compacted by 

uniaxial magnetic pulsed press and characterized with rather unifonn density 

distributio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both Z- and 8-pinch compaction in these 

experiments was fulfilled at almost the same magnetic pressure‘ lts value 

amounts about - 0.25 GPa. ln the case of compacted cylinders (Figs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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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one can see that 8-pinch mode, by contrast with Z-pinch, results in 

less nonuniforrnity for nanopowder (AM 1-1) and entirely removes it for 

submicronsized (AAM 1-12) powder. lnserting a rod (we used slate pencil) in 

the center essentially improves the situation (Figs 1.12, 1.14), though for 

nanopowder the difference in density near the rod and close to copper shell 

rests large. AIso 8-pinch compaction gives higher mean density level 

compared to Z-pinch mode. And finally, the densities of compacts made from 

AAM 1-12 are less than ones from AM 1- 1. It is explained by higher packing 

density of AAM 1-12 powder, and the inertial effect under p비sed compaction 

reveals to a lesser degree 

Our numerous attempts to compact thick-walled tube from nanopowder using 

Z-pinch (T1 /2 = 13 .5 lJs) had no positive outcome. Despite of high average 

density (- 0.6 1{R) of the compacts, their central region appeared 갑iable 

Table 1.8 summarizes the densities of compacts obtained with the help of the 

inductor and sintered ceramic samples. Compacts of nanopowders AMl-l and 

ATI-5 are characterized with equal density. However, ATI-5 ceramics have 

density of 97 % of theoretical value while the density of AMl-l ceramics, 
and also of AAMI-13 , is only 91 %. It is obvious that different additives in 

alumina cause this fact 

Table 1.8. Densities of compacts made with 8-pinch mode and of ceramics 

Type Compact density, glcm3 Ceramics density, glcm3 

AMl-l 2.32 3.62 

ATI-5 2.31 3.85 

AAMI-12 1. 81 

AAMl-13 1.86 3.64 

The microstructure of cylindrical samples was observed by atomic force 

microscopy (AFM) at the profile σ-IEIGHT) mode. The AFM ima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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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s for cylindrical sample made of ATI-5 ceramics taken near the 

extemal s따face and near the cannel are presented 00 Fig. 1.1 5 (a) and (b), 

respectively. For both places the structures with mean grain size from the 

range 500-1500 nm can be seen. So large grains are typical for ATI-5 

ceramics with near full density, that correlates with density measurements.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se structures is in the type of fracture. 1n 

the case of fracture near the extemal cylindrical surface (a) a crack has 

passed through the 망ains， dominantly. Otherwise, cracking through the grain 

boundaries is character for the fracture near the intemal cylindrical cannel 

(b) 

The structures of samples made of another two ceramics types, AM 1-1 and 

AAMI-13, are characterized with essentially fmer grains, from 100 to 500 

nm in size. Two reasons for so slow grain growth can be foreseen, low 

density of ceramics (90-92% of th.) and role of MgO additive. 

Views of some compacts inside the copper shell and of sintered sample are 

demonstrated on Figs 1.16, 1.1 7. 

1.7_ C onclusions to PART 1 

1. The solenoid inductor for RMPC of powdered cylindrical blanks has been 

developed, designed, and manufactur어 The maximal strength of a magnetic 

field inside its working volume is 25 T at energy storage of 46 kJ, the 

length and diameter of working volume are equal to 140 mm and 22.5 mm, 

respectively. 

2. Conditions for fabrication of thick-walled tubes from alumina powder by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RMPC) have been defmed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Application of the long pressure pulses, about 100 s in 

duration, realized in -pinch mode and the central forming rod a l10wed to get 

compacts from weakly agglomerated nanopowders with low nonuniformity in 

density distribution below 5%. The absolute value of green density reached 

2.32 g!c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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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intered cylindrical ceramic samples made of Ti02 doped Al203 

nanopowder were characterized with near full density of about 97 % and f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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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inch 

8-pinch 

Fig. 1.1. Modes of radial magnetic p띠sed compaction: 

1 - copper shell , 2 - powder, 3 - central rod, 4 - plug, 

5 - reversible curre미 ∞nnector， 6 - i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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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umed steel helix 

Fig. 1.3. Assembly 01 spiral i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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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7 2 1 

Fig. 1.4. Mould lor radial pulsed compaction (? -pinch) : 

1 - plug, 2 - seal , 3, 7 - bush, 4 - copper sheli , 5 - steel rod , 6 - powder 

20mm 
←--에 

Fig. 1.5. Load 01 pulsed current generator (Z-pinch) 

1 - massive current connector, 2 - insert, 3 - replaceable electrode, 

4 - copper sheli , 5 - plug, 6 - seal , 7 - powder, 8 - steel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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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diabats of AM1-1 and AAM1-12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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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1-1 (Z-pinch) AM 1-1 (용pinch) 

Fig. 1.11. X-ray photos 01 the compacted cylinders cross section 

Compacts are enclosed in copper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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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AM 1-12 (Z-pinch) AAM 1-12 (0-pinch) 

\M 1-1 (Z-pinch) AM 1-1 (0-pinch) 

Oig. 1.12. X-ray photos of the compacted cylinders with slate-pencil inside 

~ompacts are enclosed in copper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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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AFM images (height mode with 2G view) ollractures 01 cylindrical samples 

de 01 various nano-sized powders: AT1-5 type (a - near the external surface, b

" the cannel) , AM1-1 type (c - near the e잉ernal surface), AAM1-13 type (d - near 

externalsuπ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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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6. View 01 compacts 

Fig. 1.17. View 01 sintered sample made lrom AAM1-13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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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2.1. Preliminary experiments on compaction of Á-IAM 

powder 

The powder A-IAM was producεd by Inframat Advanced Materials LLC, 

Farmington, USA. According to their quality certificate, this powder is 

characterized as follows with Table 2 .1 

Tablε 2.1 

Phase Grain size, 
Average Specific 

Density, Purity, 
particle size, surface area, 

g!cm3 % c띠omψpo야sition nm 
m'fg nm 

99.8 100 % (1-phase -40 150 -10 3.97 

In this Table grain size was estimated from X-ray line broadening, average 

particle size was calculated from BET SSA and SEM 

We have aIso investigated this powder. Our measurement of the specific 
2 surface area has given the value of 12 m'fg. Fig. 2.1 shows the SEM views 

of this powder. It can be seen that the powder consists of particles 

characterized with the size of 40-200 nm. But these particles are aggregated 

in the groups of 2-5 μm in size. Bonds between particles inside group are 

rather strong, so that these groups can not be damaged even by usage of 

ultrasonic device 

Fig. 2.2 demonstrates a comparison of three types of alurnina powders in 

their compressibility. These data were measured with the use of uniaxial 

MPC press. The A-IAM powder is seen to be weakly differed from 

nanopowder AM1-1 produced by lab of Yu. Kotov in our institute. The 

AAM 1-12 powder transf，εrred to (1- phase from AM1-1 is compressed w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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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ll . It is probably caused by the powder agglomeration at sintering. 

At present we are looking for the conditions of RMPC of A-IAM powder 

and also the sintering regimes. Some preliminary data are in the Table 2.2 

Table 2.2 

Charge green density, sintering sintered 
Sample N 

voltage, kV g/cmJ temperature, Oc density, g/cm3 

412 15 2.32 1500 3.84 

413 17 2.39 

414 17 3.80 

415 17 2.41 3.78 
1550 

416 15 2.32 3.79 

417 19 3.72 

418 19 1500 3.79 

The densities of compacts amount 2 .3-2 .4 g/cm3. The densities of ceramics 

are 3.79-3.84 g/cmJ at sintering temperature of 1500-1550 Oc and soaking 

time of 5 h. 

2.2.Measurements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structure of a 

channel swface 

Measurements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structure of a channel surface 

were fulfilled on the samples obtained. They are summarized in the Tab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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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green sintered average elasticity rough-ne 
Powder 

Samp\e N density, density, hardness, coefficient, ss, 
type 

g/cm3 g/cm3 GPa GPa R" μm 
323 1.85 2.80 10.6土5.1 150土50 1.1 

406 AM 1-\ 2.35 3.56 \8.1002.2 2900103 0 0.8 

410 2.30 3.62 16 .4土5 .4 36001080 0.7 

400 AT1 -5 2.16 3.72 17.7土2 .1 235土35 0.5 

360 1.60 2.78 5.6土1. 8 110土35 1.0 

346 AAM\-\3 1.95 3.53 \9.70100.5 26501035 1.0 

409 1.86 3.64 18.1土1. 8 35001045 0.5 

412 A-lAM 2.32 3.84 17 .1土1.1 290士20 0.8 

The mechanica\ properties of the materials were studied using Nanotest 

(Micromateria1s) by Vickers indentation method. The applied \oads were in 

the range of 500-5000 mN with the \oading rate of \25 mN/sec and the 

dwe l1 time of 15 seconds. The average hardness and elasticity coefficient 

were detennined from at 1east 5 indentations. The load applied to the channel 

surface perpendicular to an axis of the channel. For this purpose initial 

cylindrical samples were cut to provide an access to the channel surface 

Thε same samples were ohserved using the interference Zygo NewView 

microscope. It is three-dimensional surface structure analyzer and uses 

scanning white light interferometry to image and measure the microstructure 

and topography of surfaces in three dimensions. Surface images obtained for 

the samples indicated in Table 2.2 are presented on Fig 2.3. The measured 

roughness Ra of the channel surface does not rea l1y depend upon type of 

cerarnics and belongs to the range of 0.5-1 μm. 

Analyzing the data it should be notice the fo l1owing. First, the sintered 

density of A-lAM samples is the highest and exceeds 95 % of theoretical 

value. Second, the samples with low sintered densities (N 323 and 360) are 

characterized with low hardness. Third, the AAM 1-13 ceramics h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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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st hardness of 18-20 GPa. lt seems to be explained by presence of 

magnesia addition. The A-IAM ceramics is characterized with slightly lower 

level of about \7 GPa. Nevertheless we consider the A-IAM material as one 

of perspective, and experiments used this powder should be continued 

2.3. Estimating commercial application of magnetic pulsed 

compaction stage 

Estimation involved here is only concemed the stage of pulsed magnetic 

compaction and does not take into account other stage of nozzles 

manufacturing. 

One act of RMPC needs capacitive energy storage of about 90 μ. Under 

compaction the inductor is subjected to nonuniform heating, namely in the 

3-5 rnm skin \ayer region c10se to the ho\e of the inductor. Local 

temperature is possible to amount to 400 Oc at the current pulse time of 

-100 μs. Time of the temperature equalization on the vo\ume of the inductor 

with used design is approximately 300 s. It is the time it limits interval 

between the compaction acts. Thus, the given inductor allows carrying out 

compactions with productivity of 12 items per hour or, respectively, of 100 

items per day 

RMPC 여uipment operated in such a regime consumes the average power of 

- 600 W and the peak power of 3-6 kW. Energy consumption for the 

production of 100 items (or per day) is about 5 kWh 

The average power dissipated inside the inductor operated in such a regime 

is 300 W and can be easily output by means of air cooling. Usage of the 

inductor with another design supplied with water cooling pennits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at least, in 2 times. Thus, holds much promise for nozzle 

techno이logy‘ 

2.4. Conclusions to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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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Preliminary experiments on the magnetic pulsed compaction of the A-IAM 

powder showed its availability. The density of A-IAM ceramics exceeds 95 

% of theoretical value. To improve the hardness of this material needs the 

sequel of experiments. 

2. The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is perspective for the nozzle 

manufacture. The productivity of this method is, at least, 100 items per day 

at the energy consumption of -0.05 kWh pe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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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2.1. SEM view of A-IA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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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Densification curves for 3 types of alumina powder 

1-A-IAM; 2-AM1-1; 3-MM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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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hannel surface images obtained with the interference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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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3.1. Development of the nozzle channel fonnation 

The nozzle channel was fonned with the use of a rod on the stage of 

compaction. Various types of this rod were tested. Main requirement 

presented to the rod is possibility of its removal prior to sintering or at 

sintering. In the flrst case a steel core with different kinds of coating was 

used. The last one was realized whεn wood and slate-pencil was applied as 

the fonning rod 

Employment of slate-pencil did not give a positive res띠t. This material 

consists of graphite and clay. At sintering graphite is oxidized and volatilized 

but the clay is kept inside the channel. Even being rather porous this clay 

prevents from shrinkage of compact and causes cracks. 

Usage of wood stick is more preferable compared to slate-penci l. This 

material bums at - 350 Oc and does not affect the sintering. However, 

possessing low sound velocity this material promotes expansion of shock 

waves under compaction and, hence, leads to nonuniform radial distribution of 

density inside compacts 

From this point of view, application of hard steel core is better. Nevertheless, 
it takes pressing out of this core before sintering mechattically. Because of 

small diameter (2-2.5 mrn), no cone can be made. SeveraJ different coatings 

were tested: graphite, teflon, and celluJose. The last type of coating was 

found to be the rnost acceptable. After the compaction procedure the 

compacts were placed into a fumace at 400 oc , and celluJose burnt. At the 

same time removal of intemaJ strains inside cornpact was occurred. After that 

the steel rod was easily removed ‘ 

3.2. Mech와피cal proper엔es and structure of a channel surface of 

accelemting nozz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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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Characteristics of alumina based powders 

Table 3.1 consolid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alurnina based powder 

types that have been investigated as candidates for nozzles. These powders 

differ in chemical composition, in lhe mode of preparation, and, as a 

consequence, in the phase composition, in particle size, in the degree of 

agglomeration, and in the filling density 

The powder A.IAM was produced by lnframat Advanc벼 Materials LLC, 
Fannington, USA. A.IAM represents .Al203 with the 99.8 % purity. Fig. 3.1 

shows the SEM views of this powder. Jt can be seen that the powder 

consists of partic1es characterized with the size of 40.200 nm. These partic1es 

are aggregated in the groups of 2-5 μm in size. 

The powder AMl.1 was produced by the electricaI explosion of the (AI + 

1.3 wt % Mg) alloy in oxygen.nitrogen atmosphere followed by gas 

separation from coarse partic1es. As an X.ray phase analysis has shown, 

magnesium with this mode of preparation does not give rise to separate 

phases formed by magnesium oxides and is a constituent of the defective 

spinel (predominantly the y.phase). To permit further separation suspension of 

powder in isopropanol was made using ultrasonic mixing. After sedimentation 

of ∞arse partic1es this suspension was decanted and evaporated. The dry 

residue was subjected to me이，anical grinding in a disk milL After such 

treatment nanopartic1es are assembled into 1. IO μm agglomerates that results 

in enlargement of the filling density by a factor of 5.6. This largely 

simplifies the process of filling powder in the mold prior to compaction, a 

fact that is of topical interest from the standpoint of commercial applications 

Using a1cohol for these purposes is favored over water as the agglomerates 

tllat form are less sσong， although the use of water is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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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haracteristics of alumina based powders 

Mean 

Phase composition pa끼icle 
yi, VR, 

Type Chemical composition 
g!cm3 g!cm3 

SlZe, nm 

A-IAM 99.8 % Ah03 Ab03: a 150 1.38 3.97 

AMl-l 
(Al + 1.3 wt % Ah03: 0.54 V + 

20 0.72 3.66 
Mg),O, 0.46 Ö 

Ab03: 0.33 V + 

0 ‘ 67 Ö AJ,03: 20 
ATI-5 Ah03 + 1 wt % TiQ, 0.71 3.66 

TiOι 0.34 R + TiO,: 30 

0.66 A 
AJ,O,: 90 

AAMl-1 Ab03 + 4 、~% A1,03: a 
MgAb04: 0.99 3.97 

2 MgAh04 MgAl,O.: S 
30 

AbO,: 90 
AAMl-1 AhO, + 4 wt % A1,03: a 

MgAhOι 1.02 3.97 
3 MgAl,04 MgAJ，Oι S 

40 

A1,03 

A1,O,: a 125 
AATI-12 Ab03 + 1 wt % TiQ, 1.04 3.97 

TiOι R MgAl,04: 

40 
85 wt % Ah03 + Ab0 3 

A15A1 15 wt % (A1 + 1.3 Ab0 3’ o 150 1.1 2 3.71 

wt % Mg) AI ‘ 30 
70 wt % A1,03 + A1,03: 

A30Al 30 wt % (AI + 1.3 Ab03: a 150 0.87 3.48 

wt % Mg) Al: 30 
VI - filling dellsity of powder after its packing with the use of vibrat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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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theoretical density (X-ray density or density calculated from X-ray 

densities of components for mixtures), 

R - rutile, A - anatase, S - spinel 

ln contrast to AM 1-1 , the A TI-5 powder represents the mechanical mixture 

of Ti02 and A1203 powders, which were also produced by electrical 

explosion method with additional treatment similar to one for AMI- l. The 

ntixing of powders was fulfi \led on the stage of preparation of the 

isopropanol suspension. lt is natural lhat the partic\es size and filling density 

for AMl-l and ATl -5 are c\ose. 

AMl-l and ATI-5 powders produced by electrical explosion are in metastable 

'i-6-phases. Since the th∞retical (X-ray) densities 'i. of these phases are less 

than the density of the stable a-phase, a compact is subjected to an 

additional shrinkage under sintering. As a result, the formation of cracks is 

able. 

AAMI-12 and AAMI-J3 types were obtained from AMl-l by annealing for 

60 min at lemperature 1200 Oc and 1300 oc, respectively. That a\lowed us to 

transfer the powder inlo stable -phase. Also MgAl204 spinel was detected by 

X-ray diffraction. In exactly the same way AATl -12 (1 200 OC) was obtaim성 

from ATI-5. Such treatment also gives the rise in the partic\es size and in 

the fi \l ing density 

A15A1 and A30Al are the mixtnres (in indicated proportions) of A-lAM 

powder and metallic magnesium doped alurninum. MetaJlic powder was 

produced by electric explosion of proper A1-Mg aJloy in inert gas. However, 

due to partial oxidation meta\l ic partic\es in this powder are coated with thin 

layer (2-5 nm) of aluminum oxide. The mixing was also performed in 

isopropanol with the application of ultrasound 

3.2.2. Compaction of powders 

The powders were compacted into ‘hick-wa \l tubes with the extemal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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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 1-J 4 mm and with central channel of 2-3 mm in diameter. Pulsed 

magnetic compaction of powders was carried out with the pressure pulses up 

to 0.35 GPa in amplitude at the duration of - 100 μs. As a conductive shell , 

we applied two sorts of cupper tubes, which differed in outer diameter: 22 

mm and 18 mm. A wall thickness of both sorts of shells was - J mm. In 

essence, the difference in diameter of the shells means the difference in 

thickness of the compacted powder in radial direction. Fig. 3.2 demonsσates 

comparison of different types of powders and of two sorts of shells under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Here the mean volume densities of 

compacts against amplitude of magnetic pressure are presented. These data 

were averaged using at least 3 experiments 

The compactibility of AAMI-12 (data 7 on Fig. 3.2) and AAMI-13 (8) 

powders is worst of aLl. The realized green densities were 1.8- 1.9 glcm3, 

which were less than 0.5 l(R (l(R - theoretical value given in Table 3.1). 

까tis fact is evidently caused with the additional annealing. A10ng with the 

transfer of AM 1-1 powder into a-phase due to partial sintering bonds 

between particles within agglomerates also became essentially stronger that 

made worse densification of these powders and decreased green density 

The electric explosive AMl-1 (5) and AT\ -5 (6) powders and also 

commercial A-IAM (2) being compacted with the usage of 22 mm shell do 

not reveal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compactibility (if densities are 

expressed in absolute but not in relative value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18 mm shell for the compaction of these powders, the reached densities (data 

1, 4) are slightly higher at the same level of magnetic pressure. The densities 

of metal-oxide A15Al powder (data 3) also belong to the same range. 

3.2.3. Sintering of compacts 

In order to choose the conditions of cerantics fabrication from A 15A1, A30Al, 

and from A-lAM types of powders, series of the samples was produc어 by 

uniaxial magnetic pulsed press. The compacts in the shape of discs with 1 

mm in thick and 15 rnm in diameter had variable densities in th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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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0.85 'iR. These samples were sintered in a resistive furnace in air with 

the application of two sintering temperatures: and 1550 Oc at the soaking 

time under these temperatures of 30 min. The results obtain.엉 are on the 

Fig. 3.3 as the densities of sintered ceramics against green densities of disks 
O At first, the temperature of 1400 .C is seen not to be enough for ultimate 

sintering. At second, the sintering of the metal-oxide powders and of pure 

alumina powder takes place differently 

As concerns as the A-IAM powder the sintered density is monotonicaJ ly 

increased with the enlargement of the green density at 14000C and is close 

to full magnitude at 15500C independent of the green density in the indicated 

range. The curve for A15A1 powder is also raised at the lowered sintering 

temperature, but at high temperature there are optimal green densities which 
3 should be less than -2.6 g/crn'. More higher their level leads to the 

decreasing ceramics density. As in the case of A-IAM the density of 

ceramics produced from A15A1 powder is higher than 0.95 'iκ The curve for 

A30Al powder has an extremum even at 1400oC, and ceramics made at 

15500C looks somewhat worse in comparison with two other types of 

powders. Such behavior of metal-oxide compacts under sintering is obviously 

associated with concurrent oxidation 

3.2.4. Mech뻐ic외 properties and structure of a channel smface 

Some views of produced ceramics in the shape of thick-waJl tube are on 

Figs.4,3.5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were studied using Nanotest 600 

(Micromaterials) by Vickers indentation method. The applied loads were in 

the range of 500-5000 mN with the loading rate of 125 mN/s and the dweU 

time of 15 seconds. The average hardness and elasticity coefficient were 

determined from at least five indentatlons. The load applied to the channel 

surface perpendicular to an ax.is of the channel. For this purpose, initiaJ 

thick-wall cylindrical samples were cul 10 provide an access to the channel 

surface (Fig. 3.6). The sarne samples were observed using the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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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go NewView-5000 microscope. It is three-dimensional surface structure 

analyzer and uses scanning white light interferometry to image and measure 

the microstructure and topography of surfaces in three dimensions. Ceramics 

structure was investigated by AFM (Solver 47p)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nozzles are surnmarized in the 

Table 3.2. 

Table 3.2. Mechanical pro~ el1les 0 f the sintered --'‘ .... _-‘ 
Type of Ts, OC / ts, 'tcer, Hv. b‘dk, 

g/cmJ Hv. ch, GPa dcer, μm R., μm 
powder mm GPa 

A-IAM 1550 / 30 3.86-3.90 19.2土0 .4 16.60100.2 0.9 0.8 

AMI-I 1500 / 60 3.56-3.62 18.1土2 .2 0.3 l.l 

ATl -5 1500 / 60 3.72-3.85 17.H2.! 17.~0.9 1.0 0.5 

AAMI-13 1500 / 60 3.53-3.64 18.9土0.8 13 .4土0.7 0.3 1.0 

AI5Al 1550 / 30 3.86-3.89 19.30100.5 17 .30100.6 1.0 0.7 

leucosapphire single 
3.985 20.9010 1.5 

crystal 
T, and μ -sintering temperature and soaking time, ~c<" -ceramics density, Hv. 

ch and Hv. b비k - channel and bulk microhardness, correspondingly, ct." -

average ceramics crystalline size, R. - channel surface roughness 

Analyzing the data, it should be notice the following. First, the sintered 

densities of samples made of A-IAM and AI5Al are the ltighest and exceeds 

97 % of theoretical value. Second, these ceramics also possess the ltighest 

hardness. Tltird, in spite of low density (less than 0.92 ~R) the AAM 1-13 

ceramics also has rather ltigh hardness. It seems to be explained by presence 

of magnesia addition wltich prevents the grain growth under sintering. The 

AM 1-1 and A Tl -5 ceramics are characterized with the lowest density and the 

lowest hardness near to channel that is probably caused by the nonuniform 

radial density distribution inside compacts prior to sintering. 

- 44 -



For comparison, the microhardness of leucosapphire represented a-A1203 

single crystal was measured at the same condition. It is seen that 

microhardness of ceramics produced is to only a small extent lower. 

Fig. 3.7 represents microhardness distribution along cross-section radius of the 

nozzle, obtained from A-IAM powder. Here " . "stands for the data, obtained 

forrn the surface of the nozzle cross-section, ". " - microharndess data from 

the channel surface and from the external surfacε of the nozzle (arrows "•" 

”• - " and "@" show the loading direction), ro and R inner and outer 

nozzle radii, correspondingly. It should be noted that Fig. 3.7 does not 

represent measuring uncertainty (the instrumental error of the tool is 

extremely low), but it shows the data scattering, obtained in each series of 

15 indents 

One can see that microhardness does not change sufficiently from the center 

of the nozzle to its periphery indicating that the investigated ceramics are 

homogeneous. This can be reached by the usage of weakiy aggregated 

nanopowders and their uniforrn packing during compaction. Lower values of 

bu \k hardness (" ." on Fig. 3.7) as compared to channel and external sur삶ce 

hardnesses ("." on Fig. 3.7) can be explained by the influence of the surface 

mechanicalgrinding of the investigated section before the bulk hardness 

mεasurements 

Figs. 3.8-3.12 demonstrate irnages of the channel surface of nozzles made of 

different types of powder. It is seen that there are two leve\s of roughnesses 

The first level is deterrnined by microasperity associated with the grain size 

The second one - macroroughness - resu\ted from the application of one or 

another type of rod which was used for channel creation. However, the 

influence of type of this rod as well as of kind of coating has not for sure 

established. The mean roughness of the channel surface is given in the Table 

3.2. This value does not really depend upon type of ceramics and belongs to 

the range of 0.5-1 μm 

Fig. 3.13 presents the AFM fracture images of two types of ceramics based 

on A-IAM with and without Al-Mg alloy additive. One can see that the 

ceramics structure has a similar morphology in the center of the nozz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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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eripheral (Fig. 3.13 b, e and c, f). The main difference takes place near 

the channel. It is seen that crystals in ceramics from pure Al203 are not 

shaped completely (Fig. 3.13 a). The main reason of such behavior c때 be 

the lower density of the material near the chalU1el as a result of 

inhomogeneity of the green body in this region. Tbe introduction of metal 

addition leads to close grain packing - the crystallites are completely shaped 

and the fracture is generated mainly through their volume (Fig. 3.13 d). It is 

interesting to note the presence of small crystals (50-200 nm) at 

intercrystalline boundaries in AI5Al ceramics (Fig. 3.13 d, f). Probably they 

are formed in the result of micro explosions of Al-Mg alloy upon its 

oxidation at sintering. For comparison with these ceramics the AFM fracture 

irnages of AMI-I , ATI-5, and AAMI-l are presented on Figs. 3.14-3.16. 

3.3. C onclusions to PART 3 

1. As a result of fulfilled studying, cellulose coated steel core is the most 

acceptable for instrument for the nozzle channel formation 

2. From investigated powdered compositions homogeneous ceramics sintered 

from 15 wt % nano-AI doped Al203 powder bas the best mechanical 

propertie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relative density of this ceramics 

is 0.97, channel microhardness - 18-20 GPa, cbannel surface roughness 0.7 

μm， crystalline size μ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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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EM view 01 A-IA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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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Density 01 the nozzle shape compacts against magnetic pressure lor 

different types 01 alumina powder 

1, 2 - A-IAM, 3 - A15AI, 4, 5 - AM1-1 , 6 - AT1-5, 7 - AAM1-13, 8 - AAM1-12 

Compaction was fulfilled in two types 01 cupper shell differed in outer dia 

1, 3, 4 - ø 18 mm, others - ø 2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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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View 01 ceramic thick-wall A-IAM tube prepared lor measurements 01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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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The microhardness distribution alond radius lor the nozzle made 01 A-IA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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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ere made of A-IA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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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21 .1 A 15AI y,,, = 3.89 g/cm 3 

N 423.1 A15AI y,,,, = 3.87 φ'cm3 

N 421.2 A 15Al y,,, = 3.84 gJ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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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Channel su야ace images obtained with the interference microscope 

Samples were made 01 A15A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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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10. Channel surface images obtained with the interference microscope 

Samples were made 01 AM1-1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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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ose to the channel (d) 

(b) in the center (bulk) 01 the nozzle wall (e) 

(c) close to the nozzle edge 
m 

Fig. 3.13. AFM Iracture images 01 A-IAM (a , b, 이 and A15AI (d, e, f) ceramics at different 

nozzles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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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to the channel close 10 Ihe edge 

Fig. 3.14. AFM fracture images of ceramics made of AM1-1 at different n。깅les locations 

close to the channel close to the edge 

Fig. 3.15. AFM Iracture images 01 ceramics made 01 AT1-5 at different nozzles locations 

close to the channel 

톨짧1.펀、 :’쩔 

\」펌 I 
톨렐- 앓짧 

close to the edge 

Fig. 3.16. AFM Iracture images 01 ceramics made 01 AAM1 -13 at different nozzles 

locations 

- 5 4 -



PART 4 

4.1. D evelopment of fabrication modes of a1umina nozzles b y 

tape casting, RMPC, and thennal sintering 

4.1.1. Tape casting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tapes consisted from ceramic powders with polymeric 

addition Tape Casting technology was used. It consists in the following. A 

suspension of powder in alcoholic solution of polymeric additive is prepared. 

This suspension was mixed up with the use of ultrasonic activation and then 

was evaporated up 10 necessary consislence. This slurη was cast on a lavsan 

film and dried applying tape casting machine. Fig.4.1 presents the view of 

this equipment. Being defined by stream fc야성er assembly the tape width was 

about 80 mm for the given task. 1bickness of the tape produced by this 

method depends on viscosity of slurry and of the polymeric additive amount 

Typical view of the tape is shown on Fig.4 .2a 

To make alumina-based tape nanopowder A-lAM produced by Inframat 

Advanc혀 Materials LLC, Farmington, USA was used. 1bis powder represents 

n-A1203 wilh the purity of 99.8% and with an average particle size of 150 

nm. Butyral resin as the polymeric additive was used. The characteristics of 

two received tapes differed in content of the polymeric additive are in Table 

4.1 

Table 4. J. Characteristics of alumina-based tapes. 

Type of Powder volume fraction 
Polymer, wt % Thickness, μm 

tape inside compact 

Al 21.6 20 0.45 

A2 16.2 13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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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Compaction procedure 

끼le tape was reeled up densely on a steel rod and placed into a copper 

tube. The gap between the multilayer tape sample and an intemal surface of 

a tube was exc1uded as far as possible. Used steel rods, which set the size 

of a channel inside compact and subsequently inside ceramic artic1e, were of 

two diarneters : 2.5 and 6 mm. ln the latter case, the rod was conic. A 

copper tube was also conic and had an average extemaJ diameter of 14 mm 

and a wall thickness of 1 mm. Surfaces of the rod and of the copper tube 

adjoining to tape were covered by graphite lubricant. For removaJ of air 

between tape layers and from volume of the copper tube, the pumping out 
o accompanied by heating up to 100-150.C was fulfilled . The tape layers were 

conglutinated by radial magnetic pulsed compression of copper tube at the 

specified temperature. An amplitude of magnetic pressure amounted to 

-Q.2GPa. Polymer-contained compacts were pressed out mechanically. lt is 

necessary to note, that the presence of polymer considerably increases 

toughness of compacts and greatly decreases spoilage in production at the 

stage of pressing out. View of the polymer-contained compact is presented on 

Fig. 4.2b. The volume fraction of powder inside ∞mpacts presented in Table 

4.1 is mainly defmed by the polymer content inside tapes 

4.1.3. ThennaI sintering procedure 

Polymer-∞ntained compacts were sintered on air atmosphere at the 
o temperature of 1400 1600.C for 10 hours. To allow burning out of 

polymer the heating speed of a furnace did not exceed 0.2oC/min up to 

temperature of 400oC. 

4.1.4.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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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though fabrication of products based on consolidation of tape blanks 

complicates technology, it has a number of advantages in cornparison with 

traditional powdered technology. Firstly, winding of a tape provides high 

density of material prior to consolidation. This condition is necessary for 

application of pulsed compaction modes, namely, to exclude shock waves 

app않rance under compression and hence to exclude cracking compacts. 

Secondly, at consolidation of tape bla따c， its density changes slightly that 

gives homogeneity inside compact volume. Thirdly, a compression ratio of 

cupper tube is low, and its restoration for a reuse is possible. Fourthly, 

presence of the polymeric additive in compact increases its toughness that 

facilitates pressing out, reduces spoilage and makes possible to carry out 

additional machining before sintering as necess따y 

Tube-like ceramic samples (Fig. 4.3) fabricated from the tape with lower 

content of polymer (A깅 in Table 4.1) have the correct forrn and look more 

completely in comparison with samples from the tape AI. The last ones had 

longitudinal cracks as a rule. Nevertheless, ring cracks take place in both 

types of samples. But their size and quantity is essential less for samples 

made from tape with low content of polymer. The average density of 

ceramics (taking into account cracks) prepared from the tape A2 makes 

3.70-3.753 g!cm1 (or 93-94 % with respect to x-ray density) 

4.2. Development of fabrication modes of yttrium oxide 

nozzles 

The draft of Y203article is presented on Fig. 4.4. 꺼le main problem 

associated with fabrication of such ceramic detail is caused by drastic change 

in outer diameter. Compaction procedure usually gives nonuniforrn density 

distribution near this transition if special measures not to be undertaken. At 

sintering, and frequently at pressing, cracks are forrned in this place 

For manufacturing this nozzle both powder, and tape technologies have been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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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Characteristics of yttrium oxide powders 

Three industria1ly produced types of Y203 powders have been used: two 

types of powders included polymeric additives, and one type had no additive. 

Data of TG and DSC analyses for these C1 , C2 , and C3 powder types are 

cited on Fig. 4.5. At heating up to 1000oC, the least loss of weight of 

- 1.8% took place for the sample of C2 powder, and that was mainly caused 

by evaporation of the adsorbed water. Change of weight for C1 powder 

numbered in 5 and there was the peak of emission of water and carbonic 

gas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10-420oC. Tbat was obvious1y caused by 

decomposition of the polymeric additive. Tbe polymer, which is present in 

C3 powder, is characterized by higher percentage and a slightly less 
o temperature of decomposition 180-370v C. Loss of weight for this type of the 

powder was approximate1y equal to 7%. Thus, the content of po1ymer in 

Clpowder can be evaluated as 3-5 and in C3 powder - as 5-7% 

The x-ray analysis of C2 powder (Fig. 4.6) showed, that there is one cubic 

phase with the crystaJ lattice parameter equaled to (10.603 土 0.001) A. 
Pointed value coincides with the value cited from the literature. Size of 

coherent scattering area of this phase was 500 A. ηle specific surface of this 

powder was made 9m2fg 

Fig.4.7 presents views of C2 powder imaged with an electronic microscope at 

different magnification. lt is visible, that the size of partic1es varies from 50 

to 500 nanometers, but for all that, the powder is strongly aggregated. Curves 

of linear shrinkage of compacts made frnm the given types of powders 

during sintering at uniform heating up to 15000C are shown on Fig.4 .8. 

Sintering of powders begins near to the temperature of 800oC, but remains 

not completed for a1l types of powders in the specified heating regime. The 

low temperature of the beginning of sintering testifies to presence in a 

powder of particles of the small size. Wide sintering temperature diapason 

results from the aggregation of powders and from the 、.vide size particles 

distribu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otal shrinkage depth for polymer-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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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 C2 is the least,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inimal sintering 

temperature, the best powder is C3 

4.2.2. Articles fabrication from powdel1ì 

Fabrication procedure of powder compacts by means of RMPC has been 

describζd previously. lt was our aim to make ceramic samples in the shape 

of tubes with constant external diameter and wall thi이mess of 1.5 mm. As 

an apeπure set body, we used a steel rod of 80 mm in length with a weak 

cone, so the diameter 감-om one end of rod was 5.8 mm, and from another 

- 6.2 mm. As a pressing shell, we used a conic copper tube with the wall 

thickness of 1 mm and external diametεr of 15 mm in the middle of tube 

Cones corners on the copper shell and on the rod were identical. In order to 

prevent decomposition of polyrner in the powder the temperature of degassing 

was limited to 150oC.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was carried out at 

amplitude of magnetic pressure of about of 0.2 GPa 

Filling density of powders with the use of vibrostand and density of 

compacts in relation to x-ray density ~R 5.031 g/cm3 are presented in 

Table 4.2 

Table 4.2 . Characteristics of yttrium oxide based powders and compacts 

Type of Y2Ü' Content of 

powder polyrner, % 
Filling density Compact density 

Cl 3-5 0.30 0.63 

C2 0 0.20 0.69 

C3 5-7 0.23 0.64 

lt is seεn， that the highest filling density inheres in Cl powder, and the least 

in the powder without the polymeric additivζ At the same ti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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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free powder is pressed better, and the densily of compacts reaches 

almost 70 %. Densities of compacts from the powders containing the 

polymeric additive were a little less and made 63-64 % 

Sintering was made on air atmosphere at the temperature of 16000C for 3 

hours. ln addition, for a burning out of polymer heating rate of the furnace 

did not exceed 0.2oC/min up to the temperature of 400oC. Linear shrinkage 

depth, change in weight following sintering, and relative density of the 

ceramics synthesized from three types of powders are presented in Table 4.3. 

Table 4.3. Characteristics of yttrium oxide ceramics made from powders 

Type of Y2Û3 
Linear shrinkage depth 

powder 
Loss of weight Ceramic density 

Cl 0.13 0.046 0.980 

C2 0.12 0.030 0.968 

C3 0.14 0.067 0.986 

Despite of higher compacts densities, densities of ceramics from polymer-free 

powder C2 appeared below in comparison with ones of the powders 

containing polymer. For ceramics from these powders, the densities reach a 

level of 98 %. However applying powder technology, we failed to produce 

entire articles. After sintering the most of samples either have broken up, or 

were bent. Tbe typical view of ceramic samples is shown on Fig.4.9. 

4.2.3. Articles fabrication from tapes 

Taking into consideration various sintering ability of Y2Û3 powders (Fig.4.8), 

tapes have been cast from all three types of powders. Table 4.4 surnmarizes 

their characteristics. The specifìed content of polymer comprises amount of 

polymer included in the initial powder. Thickness of tapes belonged to the 

60 



range of 10-15 microns. 

Table 4.4. Characteristics of yttrium oxide based tapes 

Type of Y2ÜJ Content of Powder volume fraction 
Type of powder 

polymer, % inside compact tape 

YI CI 11-13 0.50-0.55 

Y2 C2 14 0.48-0.52 

Y3 C3 16-18 0.45-0.49 

The tape was reeled up densely on a steel rod and placed into a copper 

tube. The gap between the multilayer tape sarnple and an intemal surface of 

a tube was excluded as far as possible. A steel rod was conic and had 6 ~ 

0.2 mm in diameter and 80 mm in length. A copper tube with an average 

extemal diameter of 14 mm and a wall thickness of 1 rnm had the same 

cone. The rod and inner surface of the ∞pper tube were covered by graphite 

coating. For removal of air between tape layers and from volume of the 

copper tube, the pumping out accompanied by heating up to 100-150oC was 

fulfilled . The tape layers were conglutinated by radial magnetic pulsed 

compression of copper tube at the specified temperature. An amplitude of 

ma믿letic pressure amounts to - 0.2 GPa. Polymer-contain벼 compacts were 

pr않sed out mechanically. View of the p이ymer-contained compacts is 

presented on Fig. 4.10. Relative densities of the tape compacts defmed as the 

powder volume fraction inside the compacts are pointed in Table 4.4 

Compacts were sintered on air using three modes ‘ at the temperature of 

16000C for 3 and 10 hours, and at the temperature of 17000C for 10 hours. 

ln order to bum out of polymer heating rate of the fumace did not exceed 
O 0.2oC/min up to the temperature of 400oC. Relative densities of ceramics, 

total linear shrink:age depth, and change of weight at sintering are presented 

in Table 4.5 depending on the sintering mode and type of the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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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Sintering mode and densities of Y2Û3 ceramics made from tapes 

Sintering mode Linear 
Type of Ceramic Loss of 

Y,Û3 tape 
Temp야erature， Soaking 

density 
shtinkage 

weight 
Oc time, h depth 

1600 3 0.992 

YI 1600 10 0.992 0.185 0.131 

1700 10 0.995 

1600 3 0.986 
Y2 0.186 0.145 

1700 10 0.999 

Y3 1700 10 0.999 0.205 0 .1 52 

Densities of ceramic 때icles are c10se to 100% for 311 types of tapes and for 

all applied sintering modes. View of Y2Û3 ceramic articles in the shape of 

tubes and of nozzles one can see on Fig. 4.1 1. A11 fabricated articles were 

net shaped and are crack-free. 

The structures of rwo sarnples made from Y2 and YI tapes and sintered at 

16000C for 3 h and 17000C for 10 h, accordingly, are shown on Fig. 4.12 

ηle crysta \l ite size of ceramics sintered at low temperature is ahout 2 

rnicrons. This sample with relative density of 98.6% has also many pores in 

the size of about 200 nanometers. The increase in duration 때d temperature 

of sintering resulted in growth of crystallites up to 5 microns and in essential 

reducing a number of pores and in diminishing their size. X-ray analysis 

(Fig.4.13) has shown, that alongside with the basic cubic phase in the 

ceramics there are traces of monoclinic phase. Lines of tJús phase are 110ted 

in the Figure by a question mark. The period of a cubic lattice of the basic 

phase is equal (10.601 土0.001 )A. Size of coherent scattering area of cubic 

phase is 1300A. The sarnple of ceramics with relative density of 0.992 was 

su이ected to mechanical test. TJús sample was made from Y1 tap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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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tered at 16000C for 3 h. At the loading along radius of ceramic tube, 

microhardness equaled to 10土 1 GPa both in the channe1 and in an external 

surface. At the loading along an 없is of the tube, microhardness was made 

1 1.5土 1 GPa. Fracture toughness of this ceramics was measured to be 2.37 
112 MPam"<. Th is value is two times higher than fracture toughness of yttrium 

oxide ceramics produced industrially. 

4.3. ConcIusion to PART 4 

1. Experiments on manufacturing alumina nozzlesfrom pure alumina 

nanopowder with application of Tape Casting technology were carried out 

The 터bricated articJ않 are characterized by presence of ring cracks. 

2. The best combin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microhardness - fracture 

toughness" (19.4 GPa and 7.3 MPam '12, accordingly) is realized for a1umina 

ceramics fabricated from composite nanopowder with 15metal fraction content 

and sintered at temperature of 1550 Oc. 
3. The usage of composite nanopowders with the metallic fraction 

(A1203+AI) compared to the pure oxide nanopowder allows to decrease the 

necessary compaction pressure up to 5 times without density and integrity 

loss of the ceramic product. To 삶bricate ceramic nozzles from 

0.85Al203+0.15AI it is necessary to applied pressure in the amplitude of 

0.2-0.3 GPa 

4. Using tape technology yt띠um oxide nozzles with complex shape were 

produced. The density of ceramics is cJose to 100%. The crystallites size is 

about 2-5 microns. The microhardness equals 10 10 GPa. Fracture toughness 
112 of this ceramics amounts to 2.37 M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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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View of tape casting machine 

a b 

Fig. 4.2. View of polymer contained alumina tape (a) and vÎew of AI20 3 compact made from 녀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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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4.3. View of ceramic alumlna tubes made from A2 tape (a) and from A1 tape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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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View p이 ymer contained compacts of Y203 made with the use of taped technology 

Fig. 4.11 . Vlew of Y20 3 ceramic articles made 에th the use of tap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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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Comparlson o( structures (fractures) (or two Y20 3 ceramic articles differed in type o( tape and 

sintering mode: a - made from Y1 녀pe and sintered under 1700 Oc for 10 hours, relative densitY "f = 0.99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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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α1ARY 

1. Conditions for fabrication of thick-walled tubes from alumina powder by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RMPC) have been defi.ned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Application of the long pressure p비ses， about 100 s in 

duration, allowed producing compacts with low nonunifonnity in density 

distribution. 

The solenoid inductor for RMPC of powdered cylindrical blanks has been 

developed , design벼， and manufactured. The maximal strength of a magnetic 

field inside its working volume is 25T at energy storage of 46 kJ, the length 

and diameter of working volume are equal to 140 mm and 22.5 mm, 
respectively. 

The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is perspective for the nozzle 

manufacture. After future development of ∞oled inductor the productivity of 

this method will reach, at least, 100 items per day at the energy consumption 

of - 0.05 kWh per item 

2. The best combin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microhar이less - fracture 
112 toughness" (19.4 GPa and 7.3 MPam"", accordingly) is realized for alumina 

ceramics fabricated from composite nanopowder with 15% metal fraction 
o content and sintered at temperature of 1550 vC. Microhardness of ceramics is 

compared with one of leucosapphire monocrystal (20.9 GPa) that specifies 

high quality of fabricated material. The relative density of this ceramics is 

0.97, channel surface roughness 0 .7μm， crystalline size 1 μm 

The usage of composite nanopowders with the metallic fraction (AI203+AI) 

compared to the pure oxide nanopowder allows to decrease the necessary 

compaction pressure up to 5 times without density and integrity loss of the 

ceramic producl. To 떠bricate ceramic nozzles from 0.85AI203+O.15A1 it is 

necessary to applied pressure in the amplitude of 0.2-0.3 GPa 

The A-IAM powder with 15 wl.% addition of aluminum nanopowder can be 

reconunended as preferable to fabricate the wear-resistant alumina nozzles. 

- 72 



3. Using the combination of thetape casting and RMPC technologies (tape 

technology) yttrium oxide nozzles with complex shape were produced. The 

density of ceramics is c10se to 100%. The crystallites size is about 2-5 

microns. The microhardness equals to IOFracture toughness of this ceramics 

amounts to 2.37MPam' 12 

The tape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of Y203 articles is more advantageous 

in comparison with the powder technology and can be recommended as 

preferable to fabricate the yttrium oxide nozzles 

PROPOSALS FOR FURTHER DEVELOPMENT 

ßased on fulfill어 investigations of materials and approaches we propose to 

carη out the following. 

1. Detailed deve10pment of alumina nozzle technology is proposed. This 

tec1mology is based on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of composite 

nanopowder 0.85A1203+0 .1 5A1 and subsequent sintering. The development 

should include the functional tests for back loop with technology 

optJnuzahon. 

2. Detai!ed development of yttriUffi oxide nozzle technology is proposed. This 

technology is based on application of tape casting, radial magnetic pulsed 

consolidation of taped blanks, and sintering. The aim is the optirnization of 

net shape and of nozzles consuming mechanical properties. The development 

should include the functiona1 tests for back loop with technology 

optlm.zal1on. 

3. Creation of outline design of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equipment 

for industrial application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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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IMPC법으로 제조된 다이아몬드 빠 성형체의 특성 평가 

키 워 드 IMPCα폐am뼈 분멜가압성형/Co-이amond 블레이딛내마모 특성 

개발목표 및 내용 

1. 단계최종목표 

@ 석재 절단용 Diamond Blade 성형체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평가 

(2) Diamond Blade 성형체의 강화기구 및 마모기구 해석 

@ 최적의 기계적 특성 제시 

@ Diamond Blade 성형체 분석에 의한 기계적 특성 개선 

2. 개발내용 및 철과 

@ 코발트와 다이아몬드 혼합분말의 MPC(Magnetic Pulsed Compaction) 성형 

@ 코딸트와 다이아몬드 혼합분알의 열처리 및 소결 조건 확럽 

@ 기존 공정과 MPC 꽁정으로 재조된 성형체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평가 

@ 미세조직 및 마모기구 해석 

@ 실 형상 제조 및 제품 적용 

3. 기대효과(기술적 및 경 제적 효과) 

@ 기술적 효과 

• 난성형 분말 성형 기술 확보 

- 난성형 분말의 균일한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제어 

@ 경제적 효과 

고효융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lVlPC 장치를 이용한 제조 단가 절감 

4. 적용분야 

CD 석재절단용 다이아몬드 공구 분야 
@ 자동차 및 기계의 난생형 분말 성형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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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기술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펼요성 

가. 연구개 발의 과학기술， 사회정채적 중요성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초소형， 초고강도， 경량화， 복합화 및 고 기능화 된 부풍 

성형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부품 설계기술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그 기준을 만족시키 

는 소재성형 기술 개발 즉， 하드워l 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소재 개발 및 성형 기술의 혁명이 없으면 균형 있는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실정에 도달했다 특히， 전통 부품산업 뿐만 아니라 전자，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기 

존에 없었던 특성을 나타내는 고성능 소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어 신소재 

개발 및 이들 재료의 성형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나. 경 체 적 ·산업 적 측면 

기존의 성형 방식은 수 초에 걸쳐 수 백 MPa의 압력으로 성형하는데 반해 본 

연구의 성형방식은 Magnetic P버sed Compaction(MPC)를 이용하여 수 GPa의 높 

은 압력이 마이크로 초 내에 분말에 가해지연서 순간적으로 분말을 압축 성형하 

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 동안 고 에너지가 분말에 가해지므로 분말의 변형 및 결 

합에너지를 초과하여 치밀화를 가능하게 한다‘ MPC를 이용한 성형기술은 기존 

유압 성형 방식의 한계성 및 다이아몬드공구의 특성에 의해 얻을 수 없는 높은 

성형 밀도와 균일한 성형체를 얻을 수 있고， 다이아몬드공구 업계에서는 개발 진 

척이 거의 전무한 복합소재 및 나노분말 퉁의 난성형성 제품개발에 펼요한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품질 향상에 의한 불량률 감소 및 마이크로 초 단위 

의 짧은 성형주기로 인한 획기적인 생산성향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립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석재절단용 코얼 드렬(그림 

q 
]



에서 원)의 끔에 들어가는 블레이드(blade)를 새로운 자기휠스성형 (MPC 

Magnetic Pu lsed Compaction) 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하고， 제조된 B1ade의 미세조 

직과 기계적 득성올 기존의 공정으로 제조원 블레이드(blade)와 서로 비교하여 최 

적의 기계적 특성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다이아몬드 

Blade는 다이아몬드와 Co계 합금올 혼합하여 소결하여 제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사의 합금설계 보안문제로 정확한 조성은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립 l 석재절단용 코어드렬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블레이드에 중요한 인자인 밀도， 경도， 기계적 강도와 내마모 

특성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강화기구 및 마모기구를 제시하여， 최 

종적으로는 본 연구의 여러 성형 공정 중에서 최적의 성형 조건과 기계적 특성올 

얻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올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U"A'Ç ... ::li.5 ::-" ’‘단용 Diamond Blade 성형책외 미세조찍 및 기계잭 륙성 

명가. 

~ Diamond Blade 성형채외 강화가구 및 마모기구 해석. 

@ 최적의 기계적 톡생 채시. 

퍼와댄; 

3. 연구게발 내용 

본 연구과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파 같이 MPC (magnetic pulsed compaction) 

장치를 이용하여 성형된 석재절단용 휠 블레이드(blade)의 특성올 분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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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당해 연도의 연구개발 목표는 (주)신한다이아몬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블 

레이드를 MPC장치와 (주)신한다이아몬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성 

형체를 만들고， 이들 성형체를 업체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소결된 최종 제품의(다 

이아몬드 blade)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해석하여 결과 변화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블레이드 제조를 위한 최적의 기계적 특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의 

공정조건 변화에 따른 강화기구， 마모기구 및 미세조직 분석을 통하여 아래의 목 

표 특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해 연도의 연구개발 목표를 요약하 

연 아래와 같다 

구왈 연구게벌 쭉표 연구깨옐내용 및 법해 

- 밀도 분포변화 

Q) MPC 및 소결된 최종 볼레 - 경도 

이드 제품의 미세조직 및 기계 - 기계적 강도 

적 특성 평가 - 항절력 

- 마모 특성 

3차년 

도 @ 기존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 - 기존 성형공정과 본 

(2α)6) 과 본 연구 공정으로 제조된 연구공정의 제품 특성 비교 

제품의 특성 비교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 Co 분말 소결체의 마모기구 해석 

@ 강화기구 및 마모기구 해석 - 강화기구 해석 

을 뚱한 제품 특성 향상 - 강도와 내마모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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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성형 밀도 변화 

@ 최적익 성형 조건 및 소결온도 및 시간 변화 

기계적 특성 제시 무가압 및 가압 소결 

시제품 및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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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 외 현황 

일본， 러시아 및 미국에서는 일부 제품을 상업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새로운 

성형공정을 개발하여 가공이 어려운 분말들을 성형하여 상품화 하는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석재의 절단， 천공， 연마 둥에 사용되는 석재용 다이아 

몬드공구 시장에서도 중국의 세계 시장 정유융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 다이아몬드공구의 세계시장 진출의 가속화와 맞물려 국내 다이아몬드공구 

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잠식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용으로 국내 다이아몬드 

공구 업계에서는 고풍질의 다이아몬드공구 제조기술 및 가격 경쟁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이에 신공정 기술 개발을 통한 고풍질의 다이아몬드 공구 성형 및 생산 

효융성 중대는 국내산업체가 세계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는 (주)신한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일부 회사에서 석재절 

단용 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의 재료 보다 더 강도 

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생산 공정 단순화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연구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질적 

본 연구과제의 핵심인 석재절단용 휠 blade 개발은 (주)신한다이아몬드에서 제 

품을 생 산하여 국내 • 외에서 석재 절단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산업 

체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blade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blade의 성형체 밀 

도는 ~%， 수축률 10%, 항절력 ~ Kgf/mm2, 마모도 6 kmlcm2 이다 

3.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기존 제조 공정은 다이아몬드와 co 분알올 혼합하여 냉간에서 성형하고， 성형 
체룹 고온에서 가압소결하여 제품올 제조하고 있으나 냉간 및 소결체의 밀도가 

낮아서 blade의 강도와 내마모성이 낮은 문제정올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은 매우 단단한 석재을 절단 할 때 휠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상태로는 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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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체의 밀도를 80% 이상 끌어 올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소결체 

또한 95% 이상의 치밀화를 이루는 것이 어려워서 휠 blade9.l 강도와 내마모성올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4. 앞으로의 전망 

석재절단용 휠에 대한 연구의 향후 전망은 새로운 극한 환경에도 견딜 수 있 

는 휠 개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지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초기 성형 

체의 밀도를 개선 시켜서 강도와 내마모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에 초정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이들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한계성 때문에 이들 재료를 

개발하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요구되어진다 특히， 미래에는 휠의 강도와 내마 

모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석재절단용 휠 산업을 잠식할 

수 있올 것으로 전망된다‘ 

。。



제 3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일반 공정과 MPC 공정의 특성 비교 연구 

1. 이론적 설험적 접근 방법 

뺑
 
醫@ 

鍵
鍵鋼%

蠻
그링 2 MPC 장치의 원랴 그램 3MPC 장치의 외형 

봉 연구에서는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자기펄스 성형 (MPC: Magnetic 

Pulsed Compaction)장치를 이용하여 성형이 어려운 코발트+다이아몬드 

분말의 냉간성형 및 소결체의 특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에 이용된 자기펄스 성형장치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전도성 

이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흘러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 일정 크기의 자기장 

이 발생되는 단계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 속에 전도체를 위치시 

켜 페러데이 법칙에 의해 기전력을 형성시키는 단계와， 저항이 있는 전도 

체에 발생된 기전력에 의해 옴 법칙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게 하는 단계 

와， 초기에 발생한 자기장과 새롭게 형성된 전류 사이에 로렌츠 힘이 작 

용하도록 하여 이로부터 발생된 힘이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이 힘에 

의해 압축력이 발생하여 분말의 성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로 이루어 

진 자기펄스 압축성형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립 3은 본 연구에 이용 

된 자기펄스성형 장치의 외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챔버에서는 시료를 준비 

하고， 준비된 시료는 레일을 타고 이동하여 성형장치에 놓이고， 바로 고압 

(2GPa)으로 l초 안에 성형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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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발트 분말과 다이아몬드 분말의 특성 펑가 및 미세조직 

석재 절단용으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입자 함량은 부피바로 세그먼트의 

25 % 이 
하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부피비로 세그먼트의 약 3%에서 15 % 사 

이에 사용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이론 밀도가 3.52 g/cm3이고， 부피비로 

는 25%는 0.88 g/cm 3 이다 다이아몬드의 또 다른 단위는 캐롯(carat)을 

사용한다. 1 캐롯은 0.2 g 이므로 부피 비는 25% 4.4 cts/cm 3 이다 

그럼 4 다이아몬드의 형상 및 크기 

그립 4는 본 연구에 이용된 다이아몬드의 형상과 크기를 나타내는 주사 

전자현미경 사진으로써 형상은 전형적인 6각형올 나타내고 있으며 크기는 

약 500 때릅 나타내고 있다. 

s 

그립 5 성형에 이용된 코발트분말의 형상 및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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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공구의 결합재료는 주로 철， 구리， 텅스텐， 코발트， 니켈 또는 

서로의 합금을 사용한다 결합재는 다이아몬드 입자플 세그먼트의 표연에 

고착시켜 ， 절삭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5는 본 

연구에 이용된 코발트 분말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과 입도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분말의 형상은 침상형에 가까운 불규칙적인 형상을 하고 있으며， 

분말입자 크기 분포는 l • 7 μm 이 고， 평균입자의 크기는 1.9 μm 인 분말을 

사용하였다 

·讓鐘흙캅 
협룹 

’--
Olmenslon of 01. Cold Compacted !MPC) and Slntered Components 

그림 6 석재천공용 드릴 세그먼트의 설계도 및 성형체 

위에서 언급한 코발트 분말은 다이아몬드 분말과 적당한 혼합 비율로 섞 

어서 예비성형체를 만들게 된다 그림 6의 왼쪽 모식도는 본 연구에 이용 

된 세그먼트(또는 다이) 치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 쪽 그림은 냉간성 

형된 예비성형체와 소결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펄스 성형장치를 이용하여 성형하였기 때문에 예비 성형체의 밀도를 일반 

공정 보다 증가 시킬 수 있었으며， 제조된 예비성형체는 840 oC에서 115 

분 동안 소결을 하였다 최종 소결채의 밀도는 96% 이상이며， 예비성형 

체와 비교한 수축률은 2-4%로 기존 공정의 14% 보다 수축률이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낮은 수축률은 성형체의 치수정밀도를 높이는 

데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다 

소결된 소결체의 미세조직은 기기l 적 강도뿐민 아니라 코어드릴에 부착되 

어 콘크리트 천공실험에서 소결체의 마모 특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림 7은 일반공정과 자기펄스가압 장치플 이용하여 소결된 소결체의 단면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립에서 괄 수 있는 것과 같이 두 재료 모두 

균일하고， 띠세한 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MPC로 성형된 성형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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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직은 일반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와는 달리 부식에 대한 반옹성이 

매우 낮게 나타냈는데 이는 성형체의 조직이 미세하기 때문에 부식에 대 

한 반용성이 미홉한 것으로 생각되며， 좀 더 자세한 미세조직이나 석출물 

분석에 대한 연구는 고분해 전자현미경의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림 8은 코발트 분말 및 소결체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소결하기 전의 분말에서 뿐만 아니라 소결된 소결체에서 소결과정에 

다른 금속간화합물이나 탄화물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 

• C. 

”iu--

‘.ESc

-

αIISI.I'"I 

*λÃ 
nonprHSUnI 

..-A.λ 
MPC 

‘.A꺼 

때.，).. 
Co po 'lKier 

’ 
40 " 60 ，。 80 

2(e) 

그링 7 코발트 분말 및 소결체의 x-선 회정 분석 

그럼 8 일반공정 (왼쪽)과 MPC(오른쪽) 공정으로 제작된 소결체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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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 및 마모 특성 

. 
‘” ~， ‘ 
’‘~~ .. ‘γ_ .... ‘ i • - ‘ • • 

."’ ! ’ ~’r 
~←-~ 

m! 
~_.-P.-t_-_. ‘，-------- j. ----‘. 1 ." 

’ ’ --

Schematk: dlagram 이 sintered 배3d. 

280 | - ·6eneral pr。c셔 
- . - UDt" 

-;-260 
I 
) 

::: 240 
• 
등 220 
」

m 
工 200

~N획:;:，e‘.、 
180 

abcdefgh 
Posi‘ion 

그링 9 소결체의 비커스 경도 

그림 9는 소결체의 위치(왼쪽 그림)에 따른 비커스 경도(오른쪽 그립)를 

나타내고 있다 그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두 공정에서 경도 크기에 

서는 큰 변화를 찾아 볼 수 없으나 일반 공정은 소결체의 위치에 따라 밀 

도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경도 값의 변화가 관찰되는 반면에 자기펄스 성 

형된 재료는 높은 성형 압력으로 인하여 소결체의 위치에 따른 밀도 변화 

가 작아서 균일한 경도 값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소결체의 균일한 경도 

분포는 코어드렬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석재절단용 코어 드 

렬은 재료의 경도뿐만 아니라 마모 특성 이 공구의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 

에 마모기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

5.2. 

ξa iAO 

” E 

~ -5.55 

;!: .'.70 
으g 

_5.B5 

am n 

‘/ζp--' 、 、.
갖ι;「」--~~: 

2 3 ‘ 
Spood (m/s) 

-5 .10 

~.25 

ξ’ j ‘。
” EE 

- -5 .55 

s: 
’。 -5 .10

~.'" 

".00 
5 0 

- . - wc 
• - Non • ......., 

.. P..-..... 

~ ~ 
200 ‘m 

Oistance (m) 
600 

그림 10 마모 속도와 거리 연화에 따른 마모 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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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hoshy type의 건식마모 시험기를 이용하여 마모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림 10은 마모시험기 및 마모 측정 방법의 모식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험 

편에 상대재를 이용하여 시험편에 형성된 마모흔적의 폭을 측정하여 마모 

특성을 평가하는 원리이다. 마모 특성을 평가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비마모량(W)=B [r2. Sin 1 (b/2r)→ (b/2)、/ r2-(b2/4l] ------------ (l) 

비마모(W s)= Bb3/8rPL • ••••---- (2) 

그림 11은 일반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와 자기펄스 성형장치로 제조왼 

소결체의 마모속도와 마모거리 변화에 따른 마모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Y 축의 값이 낮을 수록 내마모성이 좋은 

재료이다 자기펄스 성형 장치로 성형된 소결체가 기존의 일반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 보다 sliding speed 변화에 대하여 내마모 특성이 우수하 

였으며， sliding distance를 600m 까지 변화시켜 가연서 수행한 마모시험 

에서도 우수한 내마모 특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마모 변화에 대한 정 

확한 분석을 위하여 마모시험이 끝난 시험연의 단연올 절단하여 미세조직 

을 분석하여 그림 12에 나타냈다. 그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일반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는 sliding speed가 2.08로 증가함에 따라 변형된 

층이 약 7 μm까지 증가하였으며， 주위에 조대한 크랙틀이 형성되었다 계 

속된 Sliding speed의 증가는 저속도에서 형성왼 변형층에 섬한 크랙들이 

b- lenglh ofworn surf"ce 

그립 11 마모시험기 외형 및 마모도 측정 방법 모식도 

A 

「

-



ι ... ‘ ... ’“ ..... “· 4.11.“ 

General proeeu: 

‘ aanelrt Pulsed CO_paction 

그립 12 마모속도 변화에 따라 수행왼 마모 시험편의 단연조직 

형성되어 최종적으로는 변형된 층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경향올 나타냈 

다 그러나 자기펄스 성형 장치로 성형된 성형체의 경우에는 2.88 sliding 
S야ed에서 약 4 !l1ß의 변형층을 나타냈으며 계속된 마모속도의 중가는 변 

형층에 크랙을 형성하여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일반 공정과 

비슷하나 변형된 총의 두께가 앓고， 변형된 충이 떨어져 나가는 량이 일 

반공정에 비하여 작게 나타나서 자기펄스 성형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가 

더 우수한 마모특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자기펄스성형 공정으로 제조 

된 성형체가 좋은 내마모성은 나타내는 이유는 균일한 밀도 분포와 균일 

한 경도 분포로 인하여 불균이하게 형성된 밀도와 경도 분포의 일반 공정 

보다 우수한 내마모 특성을 나타냈다 그림 13은 마모속도 변화에 따라 

마모된 시험편의 마모면을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 마모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에 변형된 층들이 형성되면 변형된 충 주위 및 변 

형 층에는 많은 크핵들이 관찰되었다 마모 초기 에 는 변형된 마모총이 형 

성되고， 마모속도가 중간 속도로 중가함에 따라 변형 층이 넓어지면서 변 

형 층에서 크랙들이 쉽게 관찰되었다 이와 감은 계속된 마모는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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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변형된 층을 재료로부터 쉽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틀이 관찰되었다 

그럼 13 마모된 시험연의 표연 분석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검토해 볼 때 Co분말 소결체의 마모 기구는 그 

림 1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초기에 변형된 충이 형성되고， 변형된 층의 두 

께가 중가하며， 크랙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변형충에서 크랙이 형성되면 

계속된 마모에 의하여 변형된 층이 제거되고 새로운 충이 형성되며， 형성 

된 변형 충은 계속적인 일링에 의하여 새로운 변형 총이 형성되는 순환적 

인 마모기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림 15는 일반공정과 MPC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파단면올 SEM으 

로 관찰한 것으로 두 재료 모두 연성파괴 모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MPC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가 일반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에 비하여 
연성이 더 좋은 많은 dimple 들이 관찰되었으며， 광학현미경으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입자의 크기도 예측이 가능하였다 MPC 공정으로 제조된 소 

걸체는 일반 공정에 비하여 결정립의 크기가 작으며 많은 dimple 들이 관 

얘
 



MPC 공정에서 것과 같이 

관찰 할 수 있다. 

있는 A 

T 볼 찰되었다 또한 고 배율 사진에서 

더 많은 망상구조(연성파괴)의 파괴 댈
 

모
 

Formlltlon of small 
deformed layer 

Crack formation 
In the deformed Iayer 

그링 14 코발트 분말 소결체의 마모속도에 따른 마모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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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파단면 

17 

그림 15 일반공정과 자기펄스성형 



제 2 절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마세조직과 기 

계적 특성 

코어드힐용 소결체의 소결 온도는 일반공정으로 소결할 경우 700- 1000 
℃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공정인 자기펄스 

성형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 공정에 대한 적당한 소결 온도가 필 

요하여 소결온도를 800, 840, 잃5 0C에서 각각 소결하여 그 특성올 평가하 

였다 

그립 l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 (MPC)의 미세조직 

그림 1은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단띤 조직올 나타내고 있다 그 

림에서 불 수 있는 것과 같이 소결 온도가 중가함에 따라 온도 증가에 의 

한 결정립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위치에 따른 경도 값을 나타내 

고 있다 경도 분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소결온도 800 oC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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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분포가 일정하지 않은 반띤에 840, 885 

도는 위치에 따라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에 따른 소결체의 파단띤 관찰로부터 쉽게 

。C에서 소결된 소결체의 경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온도 

확인할 수 있었다 

8001: 8401: 8851: 

그립 3 소결온도에 따른 소결체의 파단연 조직 사진 

a b c d 
~-"f-- -g . -11--

기 k I 

35 

떼드핑훌$ 
10 

Schematlc dl8ll ram ot slntered blade 
a b c d • f g 

Position 

그림 2 소결체의 위치에 따른 경도 변화 

h 

그림 3은 소결온도 변화에 

관찰한 것이다 800 oc에서 

따른 

소결된 

소결체의 파단변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소결체의 경우에는 분말의 완전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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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dimple 들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취성파피의 모드 

륜 나타내는 반면에 840 0C에서 소결된 시료는 분말의 완전한 결합과 많 

은 부분에서 띠mple틀이 관찰되었다 잃5 0C에서 소결된 시료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결정 립의 크기가 중가하였으며， 조대한 dimple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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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4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마모 특성 

그림 4는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마모 특성올 나타내는 그립으로 

써 마모속도가 중가함에 따라 재료 모두 내마모 특성이 나빠지다가 4,5 

m/s에서는 마모 특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마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모 접촉변에 온도가 중가하여 기지재료의 연 

화에 의하여 이런 연한 충이 마모의 윤활재로 작용하여 마모 특성이 개선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파 같이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 분석 결과는 소결온도는 840 0 C 이상의 온도에서 소결을 해야 분말 
의 완전한 결합을 유도 할 수 있었으며， 잃5 OC에서 가장 우수한 경도 값 

과 내마모 특성올 나타냈다 

소결체 Co+Diamond분말 

시험 천공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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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자기펄스 성형장치 

블 이용하여 성형한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이 일반 공정으로 제조왼 소결 

체 보다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서 자기펄스 성형장치로 성형된 소 

결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천공용 코어드릴에 적용하여 철근이 포항된 콘 

크리트 천공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립 l 자기펼스 성형공정으로 성형된 소결체를 용접 

한 코어드렬 형상 

그림 1은 자기펄스 성형장치로 성형된 소결체를 레이저용접으로 코어 c 

렬에 부착한 사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코어드릴은 총 12 
개의 segment가 용접되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제조된 코어드렬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철근이 포함된 약 6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12개 천공하여 코어드릴의 속도 및 segment의 마모에 대하여 조사되었 

다 그림 3은 천공시험을 하여 천공된 콘크리트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은 천공왼 콘크리트의 형상을 냐타내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조된 소결체와 일반 공정으로 제조된 소결 

체룹 이용하여 천공시험을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본 연구 공정으로 제 

조된 소결체가 같은 두께의 콘크리트를 천공시험 하였을 때 천공속도가 

빨랐다 이와 같은 결과는 I\/IPC 공정으로 성형된 소결체를 이용할 경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콘크리트를 천공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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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링 2 콘크리트 천공 시험 그링 3 천공왼 콘크리트 

제풍 규격 소얼조건 쩡윤천공혹도 D끼IIlng 

Speed(crγ'mln) 

신쩌|울M'C ’ 6L*3T*8. 7W* 14개 냉간성g 후 885 0C 2톨 56.초 
l ’ 7’ 

(초대운월) 

신쩌|풍 MPC 16L*3T*6. 7W*14계 냉~성형 후 685 0 C 3분 18초 10.63 

(미셰운얄) 

기존공정 16L*3.5T-9W*14개 냉2!-잉엉 후 885 ’C 3룬 39호 9.6 1 

1 -*** -
一~，1

hIP)I __ .,,' ............. 끼"‘ … -
그링 4 천공시험이 끝난 후 재그언트 표연 분석 

그림 4는 자기펄스 장치로 성형된 소결체로 친공시험올 하고 난 후 소결 

체의 표띤올 분석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이아몬드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기지재료는 다이아몬드를 

따라 길게 연마된 트랙을 타나내고 있다 일부 다이아몬드는 큰 전단웅력 

에 의하여 크랙올 형성하였거나 표면이 마모된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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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다이아몬드의 파괴 모드 

그림 5는 코발트 기지와 다이아몬드가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강한 전단웅력에 의하여 다아이몬드의 일부가 파괴되어 크랙을 형성 

하고， 크랙을 형성한 다이온드는 계속적인 웅력에 의하여 빠져나가는 현 

상을 나타내고 있다 MPC 공정으로 성형된 소결체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 

들이 일반 공정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정리하 

면 새로운 MPC 공정은 기존 공정 보다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냈으 

며， 산업체의 기존 공정 보다 높은 원가절감， 높은 생산속도로 제품의 품 

질을 개선시킬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다 

영
 



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세부기술깨 반 목표 연구수행방법 연구 내용 
목표달 

생도 

φ Blade 제풍의 · 밀도측정기 • 밀도 

일반적 특성 평 • SEM • 수축플 120% 

가 . XRD • 표연상대 분석 

(2) Blade 제풍의 • SEM (결갱립크기) • 성형체 특성 

미채 조직 및 · 경도기 • 경도 
100% 

기계적 ' MTS • 압축강도 

욕생 평가 • Ohgosh 마모시험기 • 내마오 특성 

· 복합강화 기구 

@ 강화기구 및 마 
• 결정립 미쩨화 

• 정도 및 
· 분산강화 

강도 강화 기구 해석 모 100% 

기구 해석 
• 마모기 구(연삭， 웅착， 

• 제풍의 마모기구 해석 
산화마모， 마모단연 분 

석) 

• 기존 제풍과의 

@ 기존 제품과의 • 기존 제풍과의 미채조직 기계적 톡성 비교 
130% 

특성 변화 해석 및 기계척 특성 비교 • 성형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득성 변화 해석 

· 성형 조건에 따른 최종 
미세조직， 기계적 특생 명가 

@ 최적의 성형 조 제품의 일도， 표연상태 

건 및 
및 마모기구 해석 올 풍하여 

최적의 성형 조건 제시 100% 
및 기계적 특성 기계적 뜩성 분석 결과릎 

제시 통하여 최적의 성형 조건 
• 성형 조건 변화에 따른 

및 기계식 특성 제시‘ 
최적의 기계적 특성 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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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 기여도 

CD 난성형 다이아몬드 분말의 치밀화 거동 
@ 다이아몬드 소결체의 마모기구 해석 

@ 기존 공정 보다 미세한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개선 

@ 기존 공정에 비하여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높은 생산성 

@ 기존 공정과 다른 소걸 기구 

@ 난성형 분말의 성형성 개선 

% 

μ
 



제 5 장 기술개발결과의 활용계획 

l. 추가연구의 펼요성 

본 연구과제에서는 MPC (Magnetic Pulsed Compaction )장치를 이용하여 제조 

된 소결체의 특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얻은 

성형체륜 기존의 공정으로 제조된 성형체와의 특성 비교를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서는 기존 공정 보다 간단한 공정으로 소결체릅 쉽게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몽하여 아래와 같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혜상된다. 

(D Co 기지합금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득성 분석 

(2) Nano 분말 첨가에 따른 소결 특성 및 기계적 특성 개선 

@ 실형상 제풍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미세초직， 파괴거동， 마모거동) 

@MPC 장치를 이용한 다른 난성형 분말 성형 연구(나노분말， 세라믹 분말， 비정 

질 분말 동) 

2. 타 연구에의 웅용 

활용분야 

(D 석재용 다이아몬드 공구 분야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중대， 난성형성 제품에 적용， 초 미 세분말 및 세라 

믹소재， 복합소재 둥의 신소재 개발 

@ 산업용 다이아몬드 공구 분야 

성형공정 불량 해결， 고성능 고기능성 제품 둥 

@ 타 산업분야 

자동차， 기계부풍 산업분야 및 전기， 전자 정보풍신 부품분야에 활용가능 

활용l앙안 

@ 고품질화， 고기능화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 

@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에 의한 가격 경쟁력 강화 

@ 신소재， 신제풍 개발퉁에 펼요한 기반 기술 활용 

@ 기술개발이 성공적일 경우 :VWC 장치의 자동화 시스템을 풍한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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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화 추진 방안 

본 연구과제의 수행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중요한 실험은 산업 

화 추진올 고려하여 산업체의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 

또한 업체에서 만족하는 수준이다 본 연구결파 또 다른 장점은 현재 산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정을 단순화하여 업체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와의 기업화 추진 방향을 협 

의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기업화 추진 망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Q) 분말합성 자동화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 

@ 분말공급 자동화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 

@ 대량 생산을 위한 다이 설계- 열처리 업체와 협의 중 

@ 자동으로 냉간성형된 성형체의 자동소결- 현재시스템으로 가능 

@ MPC 장치의 자동 성형 업체와 협의 중 

@ 대량 생산 설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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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본 연구과제 수행 팀은 위와 같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 MPC 장 

치와 관련있는 러시아의 과학자와 3회의 연담을 풍하여 기존의 러시아 장 

치 보다 성형 압력 뿐만 아니라 성형체 제품의 내경의 크기를 확대하여 

더 큰 제품의 환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룹 수행 

하면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현재 성형압력은 2GPa 이나 러시아 과학자와 연담을 통하여 약 3 

GPa로 압력 증가 

@ 성형체 내경 개선. 기존 20 mm에서 35 mm로 중가 

@ 복잡형상 성형체 성형 가능 기존에는 링 타입이었으나 복잡성형 재풍 

가능 

@ MPC 장치 작동중에 발생하는 열 차단 기술 

(5) R1IιPC 장치는 러시아 독자 기술이었으나 국산화 가능 

@ 나노세라믹 분말 성형성 개선 방법 (금속분말 및 분말 전처리 기술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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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O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공주대학교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초고강도 분말의 제조 및 성형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분야로서, 고

강도, 고인성, 고정밀, 내마모, 내식성 및 초경량화 부품의 제조가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서

자동차부품, 금형 및 공구 부품, 컴퓨터 칩 부품, 센서 및 촉매부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에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분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폭발 및 기계적 합금화를 이용하여 초고강도 복합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분말

의 동적 성형을 통한 분말 벌크화 기술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즉 고강도 합금인 Fe-Si,

CuNi 및 Al2O3 초미세 분말 등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펄스 동

적성형장치 (Magnetic Pulse Compaction)를 이용한 고강도 분말의 동적성형 및 밀도 향상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실용화 부품(magnetic core, 천공용 코어 드릴 segment,

water jet nozzle)의 시제품을 제조하여 현장 적용을 위한 특성 평가를 마친 상태로 실제 양산을

위한 기술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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