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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1. 일반현황

사업명 차세대소재성형기술개발사업 기술분류 101207(분말가공기술)

과제명(과제번호) 고기능 고정밀 동적 분말성형 응용기술 개발(PM006-10-00-00)

주관기관

기관
(기업)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설립일 1959. 02. 03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덕진동 150-1) 

대표자
(기관장)

정 연 호 연락처 042-868-2000

홈페이지 www.kaeri.re.kr Fax 042-868-2702

기술개발 

현황

연구책임자 이 창 규 연락처 042-868-8551

실무담당자 이 정 구
연락처

(e-mail)
042-868-8359

(jglee88@kaeri.re.kr)

참여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기업 (주)나노기술,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주)실파인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1,240,000 285,000 315,000 1,840,000

총개발
기간

2007. 07. 01 ~  2011. 06. 30

2. 기술개발개요

▣ 전자기 펄스 파워를 이용한 분말 동적 성형 공정의 실용화를 위하여 magnetic 

pulsed compaction (MPC) 자동화 공정을 구축하고 구축된 공정을 적용하여 천공용 다

이아몬드공구, 광학 증착용 세라믹 타겟 등의 고성능 부품 제조 기술을 개발함.

 ▶ MPC 동적 성형 공정의 양산화 및 자동화 기술 개발

   - 자동화 장비 설계/구축, 내구성 확보, 생산성 향상 

 ▶ 분말 동적 성형 공정을 이용한 고기능 고정밀 응용부품 개발

   - 개발 부품 :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 타겟용 세라믹 tablet, 살균용 은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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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결과 요약

키워드 분말 동적 성형, 자동화 공정, 난성형 분말, 고성능 분말 부품

핵심기술
전자기 펄스 파워 기술, 동적 분말성형 자동화 기술, 난성형 분말의 고밀도 

성형 기술, 고기능 고정밀 분말제품 제조 기술

최종목표

▣ 고기능 고정밀 분말부품의 동적 성형 공정 응용 기술 확립

 - MPC 동적 성형 공정의 양산화 및 자동화 기술 개발 : MPC 자동화 장

비 설계/구축 및 실용화 기술 확립

 - 분말 동적 성형 공정을 이용한 고기능 고정밀 응용부품 개발 : 천공용 

다이아몬드공구, 광학증착용 세라믹 타겟, 살균용 은코인 등

개발내용 및 결과

▶ MPC 양산화 및 자동화 기술 개발

 - MPC 전원장치 안정화 및 효율 향상 : 반영구적 수명 및 300회/시간의 

생산성 확보

 - MPC 자동화 설계 및 제작 : 다이아몬드공구용(기계식 구동) 및 다용도 

범용(유압식 구동) 장비 구축, 수치 정확성 및 장비 내구성 확보

 - 금형/펀치 내구성 향상 : 부품 생산 업체의 최종 제품 관리 기준 만족

 - 방사형 RMPC 장비 설계 및 구축

▶ MPC 공정을 이용한 고기능 부품 제조 기술 개발

 -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 : 향상된 물성 및 성능 획득(산업화 가능성 

확인),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자동화 공정 적용 완료

 - 광학 증착용 세라믹 타겟(TiO2, ZrO2) : 기업체 요구 물성 확보, 불량률 

50% 감소, 시제품 제조 완료(자동화 공정 적용 예정)

 - 살균용 은코인 : 자동화 공정 이용 양산 제조(90만엔 일본 수출)

 - 철계 초고밀도 분말 부품 제조 : 시장 확대 방안 확보

기술개발배경

- 산업이 발전하고 첨단화됨에 따라 제품의 소형화 및 고기능화가 요구되어 

초미세 분말이나 세라믹 분말과 같은 난성형 분말을 이용한 고성능 부품 

제조 공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난성형 분말의 

성형기술 분야는 선진국 등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

공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난성형 분말 성형에 최적화

된 본 연구의 MPC 동적 성형 공정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부품 제조가 

가능한 MPC 자동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임.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 세계적으로 전자기 펄스 파워를 이용한 MPC 동적 성형 공정을 자동화한 

사례는 없으며 고속/고압을 안정적으로 제어함과 동시에 공정의 연속 자동

화를 구현하여 난성형 분말의 고밀도 동적 성형을 실용화 할 수 있는 세

계 최초의 기술임. 

- 기존 분말 성형 공정과 비교하여 초고밀도 성형체(밀도 향상 30% 이상)

를 얻을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로서 난성형 

분말 부품 분야의 기술 선점 및 시장 점유 효과가 큰 기술임

적용분야

- 개발된 MPC 자동화 기술은 초고밀도 분말 부품 제조를 위한 원천기술로

서 자동차, 공구, 전자, 자성,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형 소재부품산업에 광

범위하게 적용 가능함(1차적 활용 예상 품목 : 천공용 다이아몬드공구, 

광학 증착용 세라믹 타겟, 자동차용 기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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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및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 개발된 MPC 자동화 공정 기술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세계최초의 기술

로써 기존 분말 성형 공정과 비교하여 초고밀도 성형체(밀도 향상 30% 이

상)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 제품의 불량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

는 획기적인 기술임.

- 관련 부품 생산 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개발된 MPC 자동화 기술을 현장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향상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고

성능 제품 개발에 응용하여 고부가가치 신제품 시장을 개척함(천공용 다이

아몬드공구, 광학 증착용 세라믹 타겟 및 살균용 은코인 등).  

- 개발된 핵심 기술들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3건, 특허등록 1건의 지재권 확보

와 고급 SCI 논문 6건을 비롯하여 총 9건의 논문을 게재 완료하는 등 다수

의 연구 성과를 통해 개발 기술의 독창성 및 원천성을 인정받음. 또한 ‘나

노코리아 2010’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여받는 등 산업적으로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음.

경제적 성과

-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에서는 MPC 자동화 기술의 적용에 따른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이 38억/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또한 MPC 자동화 공정의 

다이아몬드공구 제조 적용으로 5년후 약 100억원/년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

음.

- 개발된 기술을 통하여 (주)나노기술에서는 살균용 은코인 제조 기술을 개발

하여 90만엔의 일본 수출을 이루었으며 1억원 규모의 추가 수출계약을 진

행중에 있음. 또한 본 기술 개발로 인하여 (주)나노기술에서는 MPC 자동화 

장비의 판매를 통한 매출이 약 50억/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주)실파인에서는 본 기술의 적용으로 세라믹 타겟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제품 경제성 향상에 이익이 클 것이라 판단함.

5.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파급효과

- 21세기 산업의 고도화, 정밀화, 초소형화 그리고 복잡화되는 추세에 따라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MPC 동적 성형 기술은 다양한 재료계로 적용되어 

환경친화적, 일체형 부품 제조 공정으로써 그 기술 적용 범위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 공구, 전자, 자성,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형 소

재부품산업에서 고기능 부품 개발 기술로 폭 넓게 활용 가능함.

- MPC 동적 성형 자동화 기술은 저비용 고효율 부품 제조 공정으로서 기존 

분말 성형 업체의 제조경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임.

기대효과

- 개발된 MPC 자동화 기술은 기존 분말 성형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

이 우수한 공정으로 분말 특수 성형 분야에 있어 새로운 큰 시장을 형성할 

것임. 현 추세에 따르면 난성형 분말의 특수 성형 시장은 현재 500억 시장

에서 3~5년후 약 1500억 시장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조사됨.

- 초미세분말 및 난성형 분말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구조용 및 기능용 시너

지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로 확대되어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소규

모 벤처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관련 핵심기술 및 고기능 신상품의 대외 

수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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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기술, 제품의 시장 현황

국내시장

- MPC 동적 성형 공정을 이용한 고기능 부품 제조 기술에 대한 국내 시장은 

현재 약 80억/년으로 평가되었으며 2012년 이후에는 고부가가치 부품 제조

에 확대되어 약 400억/년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예상됨.

- MPC 자동화 장비의 경우에는 기존의 성형 장비를 대체하여 2012년에는 

30억/연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시장 확대를 통하여 약 80

억/년의 시장이 확보될 것임.  

해외시장

- 현 추세에 따르면 난성형 분말의 성형을 통한 고기능 부품 제조 시장은 현

재 20억불 시장에서 3~5년후 약 100억불 시장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됨.

- 고부가가치형 응용분야로 확대되어 약 $20억/년 규모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 통신 소재분야에서만 연 $5,000억/년 규모의 성능향

상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7. 제품 사진

[MPC 동적 성형 자동화 장비]

[MPC 자동화 공정으로 제조된 다이아몬드공구]

[MPC 공정으로 제조된 여러 가지 응용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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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사업명 차세대소재성형기술개발사업

과제명 고기능 고정밀 동적 분말성형 응용기술 개발

주관기관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설립일 1959. 02. 03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덕진동 150-1)

대표자(기관장) 정 연 호 연락처 042-868-8551

연구책임자 이 창 규 FAX 042-868-4847

총개발기간 2007. 07. 01. ~ 2011. 06. 30.

총사업비(백만원)  1,840 정부출연금 1,240 민간부담금 600

참여기관(책임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홍순직)

참여기업 (주)나노기술,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주)실파인

성과지표 세부지표 성 과 비고

사업화

성과

매출액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40억원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0.1억원

향후 3년간 매출 80억원

시장

점유율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30%

 국외 :  10%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30%

 국외 :  10%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현재 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5위

3년 후 제품 세계 시장경쟁력 순위 1위

기술적

성과

특허

국내
출원 3건

등록 1건

국외
출원 건

등록 건

논문발표
국내 32건

국외 18건(SCI 6건)

파급효과

고용효과
개발 전 1명

개발 후 10명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120%

국산화율 100%

기타 표준 제개정, 기술이전 및 수상실적 등

기술이전 1건,

지식경제부장관상등 수상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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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분(논문
게재 or 

학회발표)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국내

, 국외)

SCI 
등재 
여부

발생
차수

1 논문게재

Expansion of a Low 

Conductive Metal 

Tube by an 

Electromagnetic 

Forming Process: 

Finite Element 

Modeling

신찬선

외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Vol.14 

(2008) 

p.91-9

7

국외 SCI 1차년도

2 논문게재

Precompaction Effects 

on Dens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2O3 Nanopowder 

Compacts Fabricated 

by Magnetic Pulsed 

Compaction

홍순직

외

Materials 

Transactions

Vol.50 

(2009) 

p.2885

-2890

국외 SCI 3차년도

3 논문게재

Consolidation of 

Mixed Diamond and 

Cobalt Granule 

Powders by Magnetic 

Pulsed Compaction

이정구

외

Materials 

Letters

Vol.64 

(2010) 

p.35-3

7

국외 SCI 3차년도

4 논문게재

Densification of TiO2 

Nanopowders by 

Magnetic Pulsed 

Compaction

김효섭

외

Materials 

Transactions

Vol.51 

(2010) 

p.578-

581

국외 SCI 3차년도

□ 구체적인 연구 성과

1. 지식재산권

번 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출원/등록번호 발생차수

1 특허

판형결합구조를 가진 

코일을 이용한 전자기 

성형장치 및 성형방법

2008.02.20 2010.01.22 한국 10-0939449 1,3차년도

2 특허
전자기 성형장치에 

적용되는 펄스형 전원장치
2008.07.30 한국 10-2008-0074666  2차년도

3 특허

자기펄스 압축 성형장치를 

이용한 산화지르코늄 

분말의 성형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산화지르코늄 성형 소결체

2010.01.29 한국 10-2010-0008534  3차년도

2. 논문 게재/발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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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게재

Fabrication of an 

Yttria Thin-Wall 

Tube by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of 

Powder-Based Tapes

이정구

외

Materials 

Transactions

Vol.51 

(2010) 

p.1689

-1693

국외 SCI 4차년도

6 논문게재

Fabrication and 

Densification Behavior 

Analysis of Metalizing 

Targets Using ZrO2 

Nanopowders by 

Magnetic Pulsed 

Compaction

김준호

외

Materials 

Transactions

Vol.52 

(2011) 

p.1156

-1162

국외 SCI 4차년도

7 논문게재

자기펄스 압축성형법에 

의한 다이아몬드 

공구용 세그먼트 분말 

성형

윤종수

외

한국분말야금

학회지

Vol.15 

(2008) 

p.378-

385

국내 2차년도

8 논문게재

자기펄스 성형법에 

의한 TiO2 나노분말의 

치밀화

김효섭

외

한국재료학회

지

Vol.18 

(2008) 

p.411-

416

국내 2차년도

9 논문게재

Ti 분말 첨가가 TiO2 

나노 분말의 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진섭

외

한국분말야금

학회지

Vol.16 

(2009) 

p.223-

230

국내 3차년도

10 학회발표

Mass Production of 

Al-Al2O3 

Nanocomposite 

Powder by Gas 

Atomization 

Processing

문철동

외
ISNNM 9

2008.0

5.14-1

6

국외 1차년도

11 학회발표

Consolidation of TiO2 

Nano-Powder for 

Target Materials by 

Magnetic Pulsed 

Compaction

김효섭

외
ISNNM 9

2008.0

5.14-1

6

국외 1차년도

12 학회발표

Magnetic Pulse 

Compaction of 

Nano-structured 

Al92.5-Fe2.5-Cr2.5-

Ti2.5 Powder and 

Wear Properties

김준호

외
ISNNM 9

2008.0

5.14-1

6

국외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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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회발표

Fabrication 

Processing and 

Consolidation of 

Nanomaterials (or 

Nano-crystalline 

Materials)

홍순직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no 

and 

Amorphous 

Materials

2007.1

2.12-1

3

국외 1차년도

14 학회발표

Ultra High Speed 

Compaction of 

Diamond and Cobalt 

Composite Powders 

for the Applications 

to Drilling Tools

이종극

외

HyMaP 

2008

2008.1

0.27-2

9

국외 2차년도

15 학회발표

Application of 

Magnetic Pulsed 

Compaction for Nano 

and Hard Forming 

Powders

이정구

외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NO-BIO 

and 

AMORPHOU

S 

MATERIALS

2008.0

8.07-0

8

국외 2차년도

16 학회발표

Consolidation of 

Powders by Magnetic 

Pulsed Compaction 

(MPC)

김효섭

외
ISNNM 10

2009.1

2.03-0

5

국외 3차년도

17 학회발표

Fabrication of 

Metalizing Targets 

using ZrO2 Nano 

Powders

김준호

외
ISNNM 10

2009.1

2.03-0

5

국외 3차년도

18 학회발표

Application of 

electromagnetic pulse 

powder to the 

consolidation of 

nano-sized powders

이정구

외

EAPPC-BEA

MS 2010

2010.1

0.10-1

4

국외 4차년도

19 학회발표

High-Density Yttria 

Ceramics Fabricated 

by Magnetic Pulsed 

Compaction and 

Subsequent Thermal 

Sintering: Discs and 

Thin-Walled Tubes

이정구

외
ISNNM 11

2010.1

2.02-0

4

국외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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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회발표

Recent R&D 

Activities of Nano 

Technology at KAERI

이정구
OZ-Worksho

p 2011

2011. 

04.28
국외 4차년도

21 학회발표

Fabrication of Dental 

Ceramic Block by 

Magnetic Pulsed 

Compaction (MPC)

박효영

외
ISNNM 11

2010.1

2.02-0

4

국외 4차년도

22 학회발표

Formation of a 

Thin-walled Tube by 

Radial Magnetic 

Pulsed Compaction of 

Y2O3 Nanopowders

이정구

외

2008년도 

대한금속재료

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0

4.24-2

5

국내 1차년도

23 학회발표

UHSC법을 이용한 

코발트-다이아몬드 

천공용 코어드릴 

세그먼트 제조

이정구

외

2007년도 

대한금속재료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7.1

1.04-0

5

국내 1차년도

24 학회발표

석재코어드릴용 

다이아몬드 복합분말의 

성형 및 내마모기구 

해석

강래철

외

2007년도 

한국분말야금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7.1

0.25-2

6

국내 1차년도

25 학회발표

MPC 성형 공정을 

이용한 TiO2 분말의 

치밀화 연구

김효섭

외

2007년도 

한국분말야금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7.1

0.25-2

6

국내 1차년도

26 학회발표

Cu-Ni 나노분말의 

입자 제어에 의한 

치밀화 개선

남선우

외

2007년도 

대한금속재료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7.1

1.04-0

5

국내 1차년도

27 학회발표
열전반도체 분말의 

열처리 및 성형

한태봉

외

2007년도 

대한금속재료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7.1

1.04-0

5

국내 1차년도

28 학회발표

나노결정 Al-Fe-Cr-Ti 

합금 분말의 자기펄스 

성형 및 마모 특성

김준호

외

2008년도 

한국분말야금

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0

4.10-1

1

국내 1차년도

29 학회발표

Al-Fe-Cr-Ti 나노결정 

합금분말의 자기펄스 

성형 및 마모 특성

김준호

외

2008년도 

한국소성가공

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0

5.08-0

9

국내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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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학회발표

MPC 공정에 의한 

열전반도체 분말의 

성형 및 미세조직

한태봉

외

2008년도 

한국소성가공

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0

5.08-0

9

국내 1차년도

31 학회발표

자기펄스 성형 공정을 

이용한 TiO2 나노분말 

성형 과정에서의 

수축률 변화

김효섭

외

2008년도 

한국분말야금

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0

4.10-1

1

국내 1차년도

32 학회발표

Densification of TiO2 

Nanopowder by 

Magnetic Pulsed 

Compaction

김효섭

외

2008년도 

제7차 

한국재료조직

학회 

학술대회

2008.0

1.11
국내 1차년도

33 학회발표

자기펄스 성형공정을 

이용한 ZrO2 

나노분말의 치밀화 

연구

양칠목

외

2008년도 

한국분말야금

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0

4.10-1

1

국내 1차년도

34 학회발표

난성형 분말 제품 

제조를 위한 동적 성형 

응용 기술

이창규

외

2008년도 

한국분말야금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1

1.13-1

4

국내 2차년도

35 학회발표

자기펄스 

압축성형장치를 이용한 

세라믹 나노분말의 

성형 및 특성 평가

김효섭

외

2009년도 

한국분말야금

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0

4.09-1

0

국내 2차년도

36 학회발표

자기펄스 가압성형 

장치를 이용한 

분말성형

김준호

외

2008년도 

한국소성가공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1

0.09-1

0

국내 2차년도

37 학회발표

자기펄스 성형법에 

의한 TiO2+Ti 혼합 

분말의 치밀화 거동

박진섭

외

2008년도 

한국소성가공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1

0.09-1

0

국내 2차년도

38 학회발표

자기펄스 압축성형 

장치를 이용한 분말의 

성형

김효섭

외

2008년도 

한국분말야금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1

1.13-1

4

국내 2차년도

39 학회발표

동적 성형법으로 

제조된 철계 분말 

성형/소결체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임철환

외

2009년도 

한국분말야금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

1.12-1

4

국내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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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학회발표

전자기 펄스 파워를 

이용한 철계 분말의 

고밀도 동적 성형

이정구

외

2009년도 

대한금속재료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

0.22-2

3

국내 3차년도

41 학회발표

자기펄스 압축성형 

장치를 이용한 

Al-20wt%Si 분말 성형

박효영

외

2009년도 

한국소성가공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

0.08-0

9

국내 3차년도

42 학회발표

자기펄스 

압축성형장치를 이용한 

Al-20wt%Si 분말의 

성형성 연구

김효섭

외

2009년도 

대한금속재료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

0.22-2

3

국내 3차년도

43 학회발표

자기펄스 

압축성형장치를 이용한 

세라믹 타겟 제조

김준호

외

2009년도 

대한금속재료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

0.22-2

3

국내 3차년도

44 학회발표

ZrO2 나노분말을 

이용한 증착용 타겟 

제조

김준호

외

2009년도 

한국분말야금

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

1.12-1

4

국내 3차년도

45 학회발표

자기펄스압축성형 

장치를 이용한 n-tyoe 

95%Bi2Te3-5%Bi2Se

3 열전분말의 성형 및 

열전특성 평가

김효섭

외

2010년도 

한국소성가공

학회 

춘계학술대회

2010.0

5.13-1

4

국내 3차년도

46 학회발표

자기펄스 

압축성형장치를 이용한 

Al-Si 분말의 성형 및 

기계적 특성 평가

박효영

외

2010년도 

한국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0.0

5.13-1

4

국내 3차년도

47 학회발표

전자기 동적 성형 

공정을 이용한 고밀도 

분말 제품 제조

이정구

외

2010년도 

대한금속재료

학회 

추계학술대회

2010.1

1.04-0

5

국내 4차년도

48 학회발표

동적성형법으로 제조된 

Fe-Cr-Mo계 소결체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소결조건의 영향

임철환

외

2010년도 

대한금속재료

학회 

추계학술대회

2010.1

1.04-0

5

국내 4차년도

49 학회발표

자기펄스 

압축성형장치로 제조된 

WC-Co 성형체의 

소결특성 평가

R.M. 

Raihanu

zzaman

외

2011년도 

한국분말야금

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0

4.07-0

8

국내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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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학회발표

자기펄스 

압축성형장치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생체재료 

Block 제조

박효영

외

2011년도 

대한금속재료

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0

4.21-2

2

국내 4차년도

3. 기술이전 실적

번호 기술이전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수입금액(백만원) 발생차수

1

초고강도 분말제

품 동적성형 기

술개발

한국 (주)나노기술 2007.12
계약금액 : 153

징수액 : 26(선급금)
 1차년도

4. 인증/포상 실적 등 (국내 및 국외)

번호 구분 명칭 일시 국명 수여기관명 발생차수

1

2007년도 

한국분말야금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2007.10.25 한국 한국분말야금학회 1차년도

2

2007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우수상
2007.11.05 한국 대한금속재료학회 1차년도

3

2008년도 

한국분말야금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 2008.11.14 한국 한국분말야금학회 2차년도

4

2008년도 

한국분말야금학회 

춘계학술대회

신한다이아몬드 

우수발표논문상
2009.04.09 한국 한국분말야금학회 2차년도

5 ISNNM10
Best Poster 

Award

2009.12.03-

05
한국

The Organizing 

Committee of 

ISNNM10

3차년도

6 한국분말야금학회 논문상 2010.11.10 한국 한국분말야금학회 4차년도

7 ISNNM2010
Best Poster 

Awards

2010.12.02-

05
한국

The Organizing 

Committee of 

ISNNM2010

4차년도

8 나노코리아 2010
산업기술부분 

우수상
2010.08.18 한국 지식경제부장관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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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화 계획 및 매출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1.5

소요예산(백만원) 400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0.1 70 150

시장점유
율

단위(%)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국내 - 30 50

국외 - 10 30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대용량 MPC 장비, 고효율 자기 코어, 자동차용 고밀도 
분말 부품(기어, 로터) 등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 :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내수) - 50 100

수    출 0.1 20 50

6. 고용 창출

항목 세부 항목 성 과

고용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1 명

생산인력 명

개발 후
연구인력 2 명

생산인력 8 명

7. 기타 성과

살균용 은코인 제품 90만엔 일본 수출((주)나노기술, 추가 1억원 규모 수출계약 진행중)

8. 변경이력 (있을 경우 기재)

참여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존 계획의 개발 제품 중 반구형 압전트랜스포머와 세라믹 분사 노즐을 

살균용 은코인과 자동차용 분말 부품으로 변경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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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산업이 발전하고 첨단화됨에 따라 제품의 고기능화 및 소형화가 요구되며,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공정 개발이 추진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요구에 따라 최근 부품 소재 개발의 핵심 연구는 초소형, 

초고강도, 경량화, 복합화 및 고기능화 된 부품 소재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전통 부품산업 뿐 아니라 전자,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특성을 나타내는 고성능 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할 수 있

는 신소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초미세 분말이나 세라믹 분말과 같은 난성형 분말의 성형을 이용한 고성능 부품 

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초미세/난성형 분말을 기존의 성

형 방법으로 성형하게 되면 낮은 성형밀도, 조직 불균일성 및 열악한 소결특성 등

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성형 및 소결 비용이 

높아 부품 제조 및 사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성형기술 분야는 선진국 등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업화에 성공한 기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술 의존도가 높고 개발에 많은 

know-how가 필요한 기술이다. 초미세/난성형 분말을 이용한 성형기술은 차세대 

핵심기술이면서도 세계적으로도 초기단계의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재 및 

부품기술의 선진화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미

세/난성형 분말의 성형을 위한 새로운 성형 공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서 초미세/난성형 분말

의 동적 성형 공정에 대한 기반 기술을 1,2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확립하였고 개

발된 국내 유일의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동적 성형 기술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부품의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2단

계 연구 결과를 기초로 3단계의 연구 기간 동안 석재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 

광학 증착용 세라믹 타겟, 살균용 은코인 등과 같은 실제 부품 제조에 적용하여 

초미세/난성형 분말 동적 성형 기술의 실용화를 이루고 전자, 에너지 산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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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소형 기능성 부품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기술 개발을 통하여 

21세기 핵심 기술 분야 중 하나인 경량, 고강도, 고기능 정밀부품의 기술 확보가 

가능하여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적용을 기대하며, 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재 기술의 선진화 및 고성능 소재개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동적 성형기술의 실용화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가. 기술적 측면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자동차, 일반기계, 전자, 항공 및 우주 산업을 비롯한 다

양한 제조분야에서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 부품의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새로운 소재 및 부품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성형 공

정을 이용한 고기능 부품 제조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존의 성형 공정의 한계로 인하여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벌크

화를 위하여 폭발성형법이나, 입자 조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압소결 등 제한적인 

성형기술이 연구되고 있지만 폭발성형의 경우 취급이 어렵고 성형물에 균열이 자

주 발생하는 등 많은 단점을 보이고 있으며, 상압 소결법도 치밀화 및 실형상 제

품 제조 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원에서는 1,2단계 연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압소결과 폭발성형의 장점을 두루 

갖춘 magnetic pulsed compaction (MPC)에 의한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벌크화

에 대한 기반 기술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초미세/난성형 분말 성형기술은 1,2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기술적으로 

정립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업화를 위한 실용화 기술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

다. 따라서 1,2단계 연구 결과를 기초로 3단계의 연구 기간 동안 실제 부품 제조

에 적용하여 초미세/난성형 분말 동적 성형 기술의 실용화를 이루고 전자, 에너지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소형 기능성 부품에 적용함으로써 고기능 부품개발이 가능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초미세/난성형 분말을 이용한 동적 성형기술은 차세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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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면서도 세계적으로도 초기단계의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재 및 부

품기술의 선진화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

라 자동차 및 수송기기의 경량화, 에너지 고효율화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기존장비에 비해 수명이 크게 증가되거나 성능이 크게 향상된 부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 때문에 경량, 장수명, 초고강도, 고인성, 내마모, 내부식 같

은 특성이 크게 향상된 부품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초미세/난성형 분말 성형

기술개발이 한가지 해답이 될 수 있다.

  초미세/난성형 분말 성형기술이 개발되면 국내 분말부품시장의 수입대체를 가

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재의 대외 의존성을 

극복하고 소재 및 부품산업의 자립화를 이룰 수 있으며 새로운 산업분야에 수요

를 창출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형 응용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

형 복잡 형상 분말 제품 소재의 경우 약 $20억/년 규모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으

며,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하게 되면 정보 통신 소재분야에서만 연 

$5,000억/년 규모의 성능향상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동

차 시장에서도 경량화 추세에 따라 고강도 알루미늄 분말재료 사용량은 크게 증

대될 것이며 향후 국내 시장규모 7,000억/년, 국제시장규모는 10조원/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고강도 경량 부품은 수송기뿐 아니라 전자 및 항공, 에너

지 산업분야에도 기존 부품의 대체가 예상되므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산업적으로도 본 기술은 타 산업분야, 즉 전자 정보 통신분야, 생체 및 환경 에너

지 분야 그리고 원자력 발전분야 등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21세기는 환경문제가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어 소재개발분야에서도 

환경친화형 공정 및 재료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분말성형방법에 의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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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방식은 용해 주조에 의한 부품생산방식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이나 폐기 스크

랩 같은 부산물이 전혀 생기지 않아 환경친화적 공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에너지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저 에너

지 공정의 개발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 및 응용

하는 동적 성형(MPC)법은 pulse power를 이용해 짧은 시간(1～500㎲)에 필요한 

에너지를 순간 적용하는 기술이므로 에너지 효율이 기존 공정에 비해 크게 향상

된 새로운 개념의 저 에너지 분말 성형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미세/난

성형 분말 성형기술에 의한 소재부품 개발과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공정의 개발은 생산부품의 경량화, 장수명화 그리고 부존자원의 소비 억제에 기여

함으로써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2 절 국내 ․ 외 관련 기술의 현황 

  

  1. 기술 연구 동향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성형 및 소결기술은 세계적으로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 

등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정립된 기술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

미세/난성형 분말을 이용한 분말 성형품의 진밀도화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을 극

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나 현재 대부분의 기계부품 중에서 Fe계 부품의 

경우 소결에 의해 상대밀도가 85 ~ 9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경량 부품의 경

우 상대밀도 9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술선진국의 경우 폭발성형 및 Spark 

Plasma Sintering (SPS) 등 여러 성형방법을 통해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벌크화

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술선진국에서도 기술개발단계에 머물고 있다. 폭발

성형의 경우 취급이 어렵고 성형물에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 등 많은 단점을 보이

고 있으며, SPS의 경우에도 연구 단계를 거쳐 산업화에 응용하고자 하고 있으나 

대량으로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생산 시간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 면에

서 산업화에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세라믹 분말과 같은 난

성형 분말의 성형에 대한 연구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일축 가압 

성형법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난성형 분말의 성형 및 소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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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 부품 제조 및 사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성형 소결 방법을 난성형 분말에 적

용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며, 바인더, 입자성장억제제, 강화제 등 복합분말을 통한 

고기능 부품의 개발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성형 및 소결기

술의 국내연구는 기계적 합금법을 이용한 WC 및 일부 고강도 금속의 성형기술을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 주관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는 1,2단계 연구를 통해 동적성형방법인 MPC 성형 공정을 개발하여 초미세/난성

형 분말의 성형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MPC 성형 공정은 전자기적 pulse를 이

용하여 적절한 가열과 상당히 높은 응력으로 분말을 급속히 치밀화 시키는 방법

으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압축을 시행하면 압축온도에서 순간적인 

pulse를 이용하여 하중을 가할 수 있어 압축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짧은 압축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밀도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동적 성형 공

정을 통하여 제조된 Metal-Matrix Composite (MMC)의 경우 매우 우수한 기계

적 성질(strength, hardness 등)과 구조와 성질에 있어서 최대 0.8Tm까지 안정

한 넓은 온도 안정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원자

력연구원에서는 이러한 MMC 이외에도 동적 성형 공정을 통하여 Cu 및 Al 초미

세 분말의 진밀도화 기술을 확립하였으며 Al2O3 및 Y2O3와 같은 난성형 분말의 

상온 성형 및 소결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초미세

/난성형 분말을 이용하여 석재 절단용 휠(다이아몬드 공구), 자기 코어, 수분사 노

즐 등과 같은 실형상 시제품을 제조하여 동적 성형 공정을 이용한 고기능 부품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현재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성형방법 중 가장 우수하리라 판단되는 MPC 성형 

공정의 경우 본 연구원에서의 1,2단계 연구를 통하여 기반 기술이 정립되고 실제 

적용 부품의 시제품 제조를 통하여 실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상황이다. 그

러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기술 확보를 위해 실형상 부품 제조 및 양산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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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기술수준

국외기술동향
구분 개념정립 기업화 안정화

분

말

벌

크

화

성형기술

연구원 ○ △ - 세라믹분말의 경우 기초 기술확보.

일부금속에 국한되어 연구 중.

양산화기술이 확보 안 됨.

국내 ○ - -

국외 ○ - -

소결기술

연구원 ○ - - 폭발성형, 상압소결 연구초기 단계임.

상용화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미미한 수

준임.

국내 △ - -

국외 ○ - -

분

말

응

용

분말제품화

기술

연구원 ○ △ -
일부 소형 부품을 제품화 시도하고 있

음.

세라믹 성형부품이 주 생산품임.

국내 △ - -

국외 ○ - -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초미세/난성형 분말 동적 성형기술은 중화학 산업을 기

반으로 하는 소재 수출국인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소재산업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 분야이다. 그

러나 이러한 기술 분야는 선진국 등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업화에 성공한 기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술 의존도가 높고 개발에 

많은 know-how가 필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지난 1,2단계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국내 유일의 초미세/난성형 분말 동적 성형 기술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부품의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를 위한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3. 앞으로의 전망

  21세기 산업의 고도화, 정밀화, 초소형화 그리고 복잡화되는 추세에 따라 초미

세/난성형 분말을 이용한 고강도, 고인성, 고온용, 초소형, 초정밀, 고기능 부품의 

개발은 그 사용 용도 및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그와 같은 추세에 

따라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성형 기술은 앞으로 절실히 필요한 기술 분야이다. 현

재 산업 추세에 따르면 경량화부품, 고강도부품, 전자기부품, 반도체, 광학 재료 

등에 현재 20억불시장에서 2~3년후 약 50억불 시장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이 기간 내에 연구실 수준의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로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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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마련한다면 광범위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4. 상세 기술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은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동적 성형을 통한 

진밀도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초미세/난성형 분말을 이용한 치밀화된 소결체를 

얻기 위해서는 분말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성형프레스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데, 이는 성형시 균일한 높은 성형밀도를 얻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보통 일반적인 분말 성형체의 경우 60~70%의 성형밀도를 얻게 되나,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경우, 같은 압력 하에 50%이하의 밀도를 얻게 된다. 또한 

초미세/난성형 분말들을 일반적인 분말공정에 의해 성형체를 만들어 성형을 하게 

되면 충진 밀도가 국부적으로 크게 다르게 되어 충진이 잘 일어난 부분은 매우 

빠르게 소결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매우 느리게 소결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불균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개는 소

결시 매우 높은 압력을 인가할 수 있는 hot press 방법이나 sinter-forging과 같

은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초미세/난성형 분말로부터 미세구조를 이상적으로 조절

하기 위한 공정기술의 개발은 주로 소결시 압력이나 추가적인 힘을 가해서 입자

간의 소결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

  Hot press나 high-pressure 소결의 경우 성형시 높은 압력을 가해줌으로서 충

진시 초미세/난성형 분말자간의 연결성을 좋게 해주어서 결국 소결시 균일한 그

레인 성장을 유도하고 높은 소결밀도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예로 Misha 등은 상

업화된 감마-알루미나 입자를 이용하여 먼저 200MPa에서 cold-press에 의해 밀

도 약 51-57%를 얻은 후, graphite heater에서 빠른 heating과 함께 1GPa의 고

압을 이용하여 매우 높은 소결체를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Sinter-forging도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여 소결시 압력을 가해줌으로서 입자간

의 재배열을 촉진하고 균일한 그레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Sinter-forging 방법은 특히 초미세 분말을 소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온

에서 분체 성형체를 dieless compression에 의해 결과적으로 높은 밀도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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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하는 기술이다. 입자 성장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지르코니아 나노입

자와 같이 미세한 분체의 소결에 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15nm 이하 크기의 

yttria 안정화 지르코니아 분체의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여 98% 이상의 치밀화

된 고밀도 소결체를 얻을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추가적인 에너지 source를 가해줌으로서 소결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되

고 있는데 그러한 추가적인 source로서 pulse current, plasma나 microwave를 

이용한 소결을 예로 들 수 있다. pulse current를 이용한 방법은 90년대 일본에

서 개발되어진 방법으로 pulse current를 가하여 순간적으로 치밀한 소결체를 이

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lasma-assisted 소결의 경우 예를 들어 Groza 등의 Titanium Nitride 

연구에서와 같이 70nm 나노분말을 이용하여 진공상에서 plasma를 여기시켜 급

격하게 치밀화된 소결체를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소결밀도는 약 97%에 해

당하며 superplastic deformation 소결기구에 의해 치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하였다. 

  Fast-firing processing은 미세입자의 소결 시 입도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매우 

빠른 속도의 승온을 이용하는 공정 기술 방법으로 매우 빠른 소결을 할 경우 입

도성장을 할 시간이 없으므로 소결 후, 입도 성장이 제한되게 이루어진다. SiC와 

Mn-Zn ferrite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미세입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Zhou 등은 Al4C3와 B4C가 도핑된 SiC 소결 연구를 통

해 승온 속도 100℃/min나 400℃/min를 사용하여 1,600℃에서 2~5분 내에 매

우 치밀한 밀도를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분말 성형 부품 산업은 철계 합금을 이용한 부품 제조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철계 소결 부품 제조에 있어 높은 소결 강도를 요하지 않는 부품에는 일

반적으로 Fe-Cu-C계 분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기술은 국내에 확보된 

상태이다. 반면 고성능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초미세/난성형 분말을 이용한 성형 

기술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초미세/난성형 분말 성형을 위하여 일본에

서 개발된 SPS 기술을 도입하여 연구 단계를 거쳐 산업화에 응용하고자 하고 있

으나 대량으로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생산 시간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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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산업화에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진밀도화를 위해 개발된 기술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성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형밀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결시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 높은 소결체의 밀도를 얻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소결시의 높은 온도 및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하고 경제성

도 낮아 실제 부품 생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형과 소결을 

함께 이룰 수 있는 SPS의 경우에도 대량으로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생산 시간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 면에서 산업화에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동적 성형 기술은 초미세/난성

형 분말의 동적 성형을 통하여 높은 성형 밀도를 얻음으로써 상압의 낮은 소결 

온도에서도 높은 소결체의 밀도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의 MPC 동

적 성형 공정은 전자기적 pulse를 이용하여 적절한 가열과 상당히 높은 응력으로 

분말을 급속히 치밀화 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압축을 

시행하면 순간적인 pulse를 이용하여 하중을 가할 수 있어 압축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짧은 압축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난성형 분말을 이용하여 높은 성형 

밀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MPC 동적 성형 기술]

     1) MPC 동적 성형의 특징 

  MPC 동적 성형 공정은 수십~수백 마이크로 초 수준의 매우 짧은 시간동안에 

최대 5GPa 이상의 매우 큰 힘을 분말에 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성형체를 제조하

는 공정이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분말 성형법들은 정적 성형방법으로 이와 같

은 방법으로는 마이크론 크기의 분말을 성형하기에 적합하지만, 분말이 보다 미세

화 되어 나노 크기가 되면 표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분말간의 마찰

력 및 접착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고밀도의 성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

다. 또한 세라믹 분말과 같은 난성형 분말의 경우에도 기존의 정적 성형방법으로

는 얻을 수 있는 성형밀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부적으로 분말간의 접촉이 일어나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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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이 일어난 부분에 압축력이 집중되어 전체적으로 고르게 압축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성형방법으로 불균일하게 압축된 성형체는 밀도의 

불균일한 분포로 인해 쉽게 파괴가 되므로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이 있었다. 하지만, 동적성형방법인 MPC 공정을 이용하면 매우 짧은 시간동안 

매우 큰 힘을 투입함으로써 초미세/난성형 분말의 성형 시 국부적인 성형을 억제

하고 분말 전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며, 동시에 분말간의 결합을 위한 운동 에너

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우수한 특성을 갖는 고밀도 성형체의 제조가 가능

하다. 이와 같은 MPC 동적 성형 공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높은 성형 압력 : 고밀도 구현 

  - 동적성형 : 짧은 성형시간(최대 600μs)

  - 고효율/저비용 

  - 정밀 성형 및 정밀부품 제조 가능 

  - 분말 성형 시 응력집중에 의한 균열 방지 

  - 고경도/고강도 획득 

  - 자동화에 의한 생산단가 절감 가능

     2) MPC 동적 성형 공정의 원리 

  아래 그림은 분말성형에 사용되는 MPC 동적 성형 공정의 원리도로서, 이를 순

차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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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도성이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비오사바르(Biosavart) 법칙에 의해 일 

정 크기의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흐르는 전류에 비 

례하여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 속에 전도체를 위치시키면 패러데이(Faraday) 

법칙에 의해 기전력(Electromotive force)이 형성되며 이때 생성되는 전기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저항이 있는 전도체에 기전력(electromotive force)이 발생하면 옴(Ohm )법 

칙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다음과 같다.

  - 초기에 발생한 자기장과 새롭게 형성된 전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로렌츠 

(Lorentz)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발생한 힘이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이 힘에 

의해 분말의 성형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MPC 공정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자기 펄스 파워 시스템은 

1,2단계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대용량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여 이를 아

주 짧은 시간 안에 방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분말을 

성형할 수 있는 기계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아래 그림과 표는 1,2단계의 연구를 통

하여 개발된 batch-type MPC 동적 성형 장치와 규격을 보여 주고 있으며 기본

적으로 윗부분의 전자기 펄스 파워 발생부와 그 밑의 가압기계부, 그리고 성형 몰

드부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MPC 공

정을 자동화하여 제품을 양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MPC 

공정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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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Pulsed Force ~ 1000kN

Soft compression in duration 10 ~ 600 μsec
Energy storage 30 KJ

Compacting pressure ~ 4 GPa
Control temperature ~ 500 degree

Dimension 2400 x 2400 x 1900 mm
Weight 1300 kg/set

   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 경제적 파급 효과 

  21세기 산업의 고도화, 정밀화, 초소형화 그리고 복잡화되는 추세에 따라 초미

세/난성형 분말의 MPC 동적 성형 기술은 다양한 재료계로 적용되어 환경친화적, 

일체형 부품 제조 공정으로써 그 기술 적용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 공구, 전자, 자성,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형 소재부품산업에서 고기능 부품 

개발 기술로 폭 넓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MPC 동적 성형 자동화 기술은 저비용 

고효율 부품 제조 공정으로서 기존 분말 성형 업체의 제조경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개발된 MPC 자동화 기술은 기존 분말 성형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이 

우수한 공정으로 분말 특수 성형 분야에 있어 새로운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며 

현 추세에 따르면 난성형 분말의 특수 성형 시장은 현재 500억 시장에서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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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약 1500억 시장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MPC 자동화 기술은 초미세분말 및 난성형 분말을 이용한 새로운 개

념의 구조용 및 기능용 시너지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로 확대되어 고부가

가치, 기술집약형 소규모 벤처산업를 활성화 시킬 것이며, 관련 핵심기술 및 기술

집약적 신상품의 대외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PC 동적 성형 공

정을 이용한 고기능 부품 제조 기술에 대한 국내 시장은 현재 약 80억/년으로 평

가되었으며 2012년 이후에는 고부가가치 부품 제조에 확대되어 약 400억/년 규

모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PC 자동화 장비의 경우에는 

기존의 성형 장비를 대체하여 2012년에는 30억/연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시장 확대를 통하여 약 80억/년의 시장이 확보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 나아가 개발된 기술이 고부가가치형 응용분야로 확대된다면 약 $20억/년 규모

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 통신 소재분야에서만 연 $5,000억/년 

규모의 성능향상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분말 동적 성형 공정을 이용한 고기능 부품 

제조 기술은 부품 생산 기업들과의 협력 연구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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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및 항공 수송기기, 산업용 정밀기계 산업분야 : 핵심부품 및 시스템의 

경량화, 고성능화, 장수명화(기어, 로터 등)

  - 전기, 전자 정보통신 부품 : 방열재료 (heat sink), 자기차폐, 코어재료

(magnetic core) 등 고기능성 부품, 소형 전자기기 부품(notebook PC, 

cellular phone 등)

  - 일반 분말야금 부품소재 : 초소형 산업부품, 고강도 고인성 부품, water jet 

ceramic nozz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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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MPC 동적 성형 공

정의 양산화 및 자동

화 기술 개발 

55

- 성형 금형 및 펀치 최적화(수명 10,000회 이상)

- 자동화 장비 구축(자기펄스 : 10 kJ/pulse, 펄스 

반복률 : 10회/분, 제조 가능 제품 크기 : 직경 50 

mm)

- MPC 동적 성형 공정 자동화 라인 구축(500개/

시간)   

- 천공용 코어 드릴의 segment 자동화 제조 기술 

확립

- 방사형 동적 성형(RMPC) 장치 제작 및 안정화

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1. 최종목표

   [고기능 고정밀 분말부품의 동적 성형 공정 응용 기술 확립]

   (1) MPC 동적 성형 공정의 양산화 및 자동화 기술 개발

     - 성형 금형 및 펀치 재료 개선 및 설계 최적화

     - MPC 동적 성형 공정의 양산화 기술 개발

     - MPC 동정 성형 공정 자동화 라인 구축(자동 분말 충진 및 이송장치, 성

형 후 제품 분리 장치 설계 및 제작)

     -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의 MPC 자동화 부품 제조

     - 방사형 동적 성형(RMPC) 장치 제작 및 안정화

   (2) 분말 동적 성형 공정을 이용한 고기능 고정밀 응용부품 개발

     - 난성형 분말의 동적성형 기술 및 밀도향상 기술 개발

     - 균일 충진 성형, 미세구조 및 특성 제어 기술 개발

     - 동적 성형과 저온 소결을 이용한 고밀도 고정밀 실형상 시제품 제조(천공

용 코어드릴 segment, 광학 증착용 세라믹 타겟, 살균용 은코인)

  2.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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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동적 성형 공

정을 이용한 고기능 

고정밀 응용부품 개

발

45

- 난성형 분말의 동적 성형 및 저온 소결 기술 확

립(기존 공정 대비 100% 이상의 물성 획득)

- 복잡형상 부품 제조 기술 확립(수치 오차 2% 이

하)

- MPC 수치 해석 모델 확립 및 수치 해석을 이용

한 공정 최적화

- 고기능 고정밀 부품 제조 기술 개발

 1)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성형밀도 : 95%, 성

형강도 : 3kgf/mm2, 소결경도 : 105HRB, 마모

도 : 6km/cm3)

 2) 타겟용 세라믹 tablet(직경 : 18~24mm, 두께 

: 8~14 mm, 상대밀도 : 90% 이상)

 3) 살균용 은코인(상대밀도 90%)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1차년도

(2007)

MPC 동적 성형 

자동화 기반 기술 

확립

- 금형 및 펀치 재료 개선 및 설계

- MPC 장비 생산효율 향상(100개/시간)

- 자동화 데모장비 구축

- 천공용 코어드릴 세그먼트 제조 조건 최적화

- RMPC 장비 설계

난성형 분말의 

동적 성형 기술 

및 밀도 향상 

기술 개발

- MPC 공정의 분말 성형 거동 및 치밀화 기구 해석

- 균일 충진 성형 및 초기밀도 향상(85% 이상)

- Tablet 형태의 세라믹 성형체 제조(직경 24mm, 

두께 14mm)

- 복잡형상 성형 기초 기술 확립 

- 성형체 특성 평가

   제 2 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1절과 동일

   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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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2008)

MPC 자동화 공정 

설계 및 제작

- 자동화를 위한 금형 및 펀치 최적화

- 자동 분말 충진 및 이송장치 설계, 구축

- 성형 후 제품 분리 방법 설계

- MPC 장비 생산효율 향상(300개/시간)

- 천공용 코어드릴 세그먼트의 자동화제조 적용

- RMPC 제작

동적 성형 및 

저온 소결을 

이용한

실형상 부품 제조

- 수치해석을 이용한 성형조건 최적화

- 저온 소결 기술 확립

- 타겟용 세라믹 tablet 제조(직경 18mm, 두께 

8mm)

- 복잡형상 시제품 제조 기술 확립

- 실형상 부품 특성 평가

3차년도

(2009)

MPC 공정 자동화 

설비 구축

- MPC 자동화 라인 구축

-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의 자동화 제조 공정 확

립

- 공정 조건 안정화

- RMPC 공정 안정화

동적 성형을 

이용한 부품 제조 

공정 최적화

- 저온소결을 이용한 진밀도화(상대밀도 99% 이상)

- 수치해석을 이용한 성형조건 최적화

- 두께 및 길이에 따른 균일한 물성 획득

- 시제품 제조(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 타겟용 세

라믹 tablet, 은 코인) 및 특성 평가

4차년도

(2010)

MPC 자동화 

공정을 이용한 

제품 양산 기술 

확립

- MPC 공정 자동화 라인 최적화

- 불량률 감소 및 품질 향상(기존 공정대비 100% 

이상)

- 제품 양산 기술 확립

- 기술 확대 가능성 확보(철계 고밀도 분말 성형)

MPC 자동화 공정 

적용 기술 확보

- 부품별 동적 성형 및 소결 조건 최적화

- 적용 부품별 자동화 설계 수정 및 적용

- MPC 자동화 제조 기술 적용

  1)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

  2) 타겟용 세라믹 tablet

  3) 살균용 은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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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1. 연구개발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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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개발 추진 실적

   가. MPC 동적 성형 공정의 양산화 및 자동화 기술 개발

     1) MPC 전원장치 안정화 및 효율 향상

  MPC 동적 성형 공정 개발을 위한 1차적인 핵심 사항은 전자기 펄스 파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원장치의 제작이다. 또한 MPC 공정의 양산화를 위해서는 전

원장치의 반복 사용에 따른 장기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은 MPC 전원장치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

으며 크게 60Hz, 220V의 교류전류를 받아 콘덴서뱅크에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고압충전부과 이를 방출하여 전자기력을 발생시키는 고전압/대전류 방출부로 나

눌수 있다. 고압충전부는 고압충전단과 콘덴서뱅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전압/대

전류 방출부는 대용량전선, 스위칭시스템 및 전자기코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의 batch-type 전원장치의 경우에는 반복 사

용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구성요소별로 양산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원장치의 반복사용에 따른 수명 연장을 

목표로 이후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각 구성요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

으며 그림 2와 같이 40kJ의 전기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양산용 전원장치를 개

발, 제작하였다. 그림 2의 뒷면으로 입력된 일반 전원(60Hz, 220V)을 그림 1의 

고압충전단에서 적절한 전력 변환을 통해 약 10kV의 고전압으로 콘덴서뱅크에 

충전하게 된다. 콘덴서뱅크의 용량은 800uF으로 200uF의 콘덴서 4개를 병렬로 

사용하였으며 콘덴서에 10kV의 고전압을 충전하게 되면 약 40kJ의 에너지가 충

전되게 된다. 이후 그림 1과 같이 충전된 에너지를 고전압/대전류 방출부를 통하

여 전자기 코일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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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PC 전원장치 고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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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작된 MPC 전원장치(고압충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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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압충전단 개선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압충전단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전류단과 고전

압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자기 펄스 파워 전원장치를 생산하는 

Magneform, Pulsar와 같은 선진 기업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대전류단이 없이 고

전압단만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콘덴서뱅크에 고압의 전기에너지를 충전하

기 위하여 고주파 전원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고주파 전원 스위칭

이 이루어지는 대전류단을 도입하였다. 충전 전원으로 고주파 전원을 적용한 이유

는 고압 전기에너지의 충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진기업의 

전원장치의 경우 일반적인 60Hz 전원을 이용하여 20kJ의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1~2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원장치의 경우에는 20kHz의 

전원을 사용하여 20kJ의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10초 미만의 시간만이 소요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압충전단의 새로운 개념 설계를 통하여 MPC 동적 

성형의 양산화를 위한 전원장치의 효율 향상을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특허 출원

(출원번호 : 10-2008-0074666)을 완료하였다.

  고주파 스위칭 모드 대전류단의 경우, 주로 전압의 상승시간과 하강시간동안 발

열반응이 발생하며, 열손실로 인해 스위칭 소자의 몸체온도가 올라가게 되며, 이

로 인해 전달되는 전류가 감소하고 다시 열손실이 커지면서 악순환이 지속되다가 

결국 스위칭 소자의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승시간과 하

강시간을 낮추기 위하여 스위칭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상승 및 하강시간을 그림 4

와 같이 300nsec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20kHz 정도의 스위칭 

주파수일 경우 전압 상승 및 하강시간이 대체로 800~1,500nsec인데 비해 상당

히 좋은 파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대전류단의 전류 증폭부 회로를 개선하여 파형

의 하강시간을 단축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스위칭 소자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줄일

수 있었으며,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고전압단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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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진기업의 전자기 펄스 파워 고압충전단 구성도

그림 4. 고주파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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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전류단 전류 증폭부 회로 개선을 통한 파형 늘어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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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은 이렇게 개선된 대전류단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층으로 부품

을 위치 시켰으며, 윗 층에 제어용 프로세서와 Power IGBT 드라이버가 위치해

있으며, 좌측에 콘덴서 필터와 Power IGBT가 위치해 있다. 우측 1층에는 전력용 

권선저항이 있으며, 콘덴서 필터의 방전과 초기에 전원장치에 전력을 투입할 때 

돌입전류 제한용으로 사용된다. 앞 부분에 위치한 마그네틱 스위치와 각종 릴레이

는 패널의 스위치에 의해 동작하는 소자들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전류단 전류 증폭부 회로를 개선하여 더 많은 에너

지를 스위칭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전압단의 용량도 증대시켜 콘덴서뱅크

에 고압 전기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였다. 기존에는 고압고주파 트랜

스포머 2개를 직렬로 삽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대전류단의 개선에 따른 용량 증가

로 고압고주파 트랜스포머를 3개를 사용하였다. 그림 7은 이렇게 제작된 고전압

단 블록을 보여주고 있으며 3단의 고압고주파 트랜스포머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우측 부분에 3개의 고압고주파 트랜스포머가 있으며, 중간 하부에 고전압의 

교류전력을 정류하는 고압다이오드 블록이 있다. 좌측부분에 있는 권선저항은 콘

덴서뱅크에 충전된 전압을 강제 방전할 경우에 사용되는 저항과 고전압 다이오드 

보호용 저항으로 MPC 성형을 위한 콘덴서뱅크의 방전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고전압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오른쪽 상단부의 검은색 전선이 

고주파 입력선이고, 주황색 전선이 고전압선으로 콘덴서뱅크로 연결된다.

  고압고주파 트랜스포머를 통하여 콘덴서뱅크에 고전압을 충전할 경우 고압고주

파 트랜스포머 2차 측으로부터 고전압이 발생되게 되며, 따라서 고전압에 따른 

절연파괴에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충전전압 6-7kV를 전후로 하여 대기중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5kV 이상의 고전압을 제어하기 위하여 그림 7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전압단에 전기절연유를 사용하였으며, 약 3일 동안 진공 

배기하여 고압고주파 트랜스포머 권선 내부에 존재하는 가스를 제거 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MPC 전원장치의 안정성 향상과 효율 향상을 위하여 

고압충전단을 개선하였으며,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MPC 분말 성형시 주로 

사용되는 5kV 전압 영역의 충전시간이 6~7초 정도로 MPC 공정의 양산화를 위

한 생산성 향상 기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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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PC 대전류단

그림 7. MPC 고전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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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PC 전원장치의 충전전압에 따른 충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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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콘덴서뱅크 개선

  콘덴서뱅크는 MPC 분말 성형을 위한 전자기 펄스 파워 전원장치의 핵심 부품

중 하나로 메인 에너지 뱅크이다. 전원장치에서는 전력변환을 통해 콘덴서뱅크에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데, 콘덴서뱅크의 중요 특성중 하나는 저장된 에너지를 최

소한의 손실로 짧은 시간동안 MPC 성형 코일에 방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Peak current와 Inductance가 주요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

는 콘덴서가 국내에서는 제작되지 않아 1차 실험에서는 미국의 General 

Automics사의 32349 모델을 선정하였다. 32349는 내부 인덕턴스가 45nH로 용

량대비 낮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방출 가능한 전류용량도 150kA로 다른 

제품에 비해 좋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은 General Automics사의 다른 제

품과의 특성 비교 테이블로 32349 모델의 여러 가지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9는 General Automics사의 32349 콘덴서의 외관 사진을 보여주고 있으

며 그림 10은 32349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에 따른 충전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 연구의 개발목표인 전기 에너지 10kJ의 두배

인 20kJ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7kV의 전압만을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그림 11의 콘덴서 사용전압에 따른 콘덴서의 수명(life time)관계 그래프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콘덴서의 최대 정격전압이 22kV이므로 7kV로 사용할 경우 

약 10,000배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으며, 사용 횟수로는 3,000만 펄스 사용이 가

능하게 된다. 이러한 콘덴서뱅크의 용량 설계를 통하여 MPC 전원장치의 양산화

를 위한 충분한 수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에너지 영역에서 전압을 높인 경우와 콘덴서뱅크의 용량을 높인 경

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콘덴서 용량을 키운 경우에는 방전 소요시간이 길어

져서 피크 출력이 작아지고 성형 압력이 줄어드는 단점을 나타내었지만 절연전압

이 낮아서 손실분이 작은 장점이 있었다. 반대로 콘덴서 용량을 줄이고 전압을 높

인 경우에는 방전 소요시간이 짧아져 높은 피크 출력을 발생시키지만 절연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스파크로 손실이 발생하는 단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콘덴서 용량과 충전전압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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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eneral Automics사의 콘덴서 사양

그림 9. General Automics사의 32349 콘덴서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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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2349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에 따른 충전에너지

그림 11. 콘덴서 사용전압에 따른 콘덴서의 수명(lif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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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미국의 General Automics

사의 콘덴서를 사용하였지만 수입과 독점 형식의 판매로 인하여 그 가격이 아주 

높은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콘덴서 제작 업

체인 (주)에스콘과의 협력을 통하여 MPC 동적 성형에 적합한 콘덴서를 개발하고

자 하였다. 먼저, 최적화된 콘덴서 절연내압, 충전전압 및 용량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림 12와 같은 콘덴서 사양을 설계하였다. 그림 13은 실제 제작

한 콘덴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개의 콘덴서에서 10kV의 최대 전압에서 약 

12.5kJ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 때의 수명은 약 200만 펄스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이렇게 제작된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사용전압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수명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콘덴서

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경우 20kJ(사용전압 약 5kV)의 에너지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렇게 국산화한 콘덴서를 

이용하여 반복 실험을 진행한 결과 10,000회 실험까지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산화한 (주)에스콘의 콘덴서가 미

국의 General Automics사의 콘덴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용량전선 개발

  메인 콘덴서뱅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제작된 MPC 성형 코일에 최소한의 

손실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콘덴서 내부의 임피던스와 선로상의 임피던스를 최소

화 하여야만 한다. MPC 전원장치 시스템에서 제어 가능한 임피던스 성분은 콘덴

서뱅크에서 MPC 성형 코일까지 배선된 전선으로 기성품의 경우 직경 1~2mm의 

일반 동선으로 7가닦을 꼬아서 만든 고압케이블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

하여 사용한 고압케이블은 저 인덕턴스 고압케이블로 특수 에나멜코팅으로 고압 

절연된 동선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 경우 기존 고압케이블에 비해 7배가량

의 L벡터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연성이 우수하면서도 저항 성분이 감소된 재질

의 동선을 사용하여 라인상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하고, 작업성을 향상시켰다. 

그림 14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대용량전선의 구조와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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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에스콘의 콘덴서 사양

그림 13. (주)에스콘에서 실제 제작한 콘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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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대용량전선의 구조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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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트리거 스위칭 시스템 개발

  트리거 스위칭 시스템은 콘덴서뱅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에너지를 아주 짧은 

시간(101~102us) 안에 MPC 성형 코일로 고전압/대전류 형태로 흐르게 하는 스

위치 역할을 한다. 기존 선진기업에서는 이러한 목적의 트리거 스위치로 그림 15

와 같은 진공 트리거 스위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공 트리거 스위치는 

가격(약 1,000만원)이 비쌀 뿐 아니라 수명이 10,000회 정도이어서 본 연구의 양

산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진공 트리거 스위치는 1회 사용 후 1분이상의 간격

을 두고 재사용을 해야 하므로 본 연구의 MPC 생산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

한 실정이다. 실제 진공 트리거 스위치를 구입하여 MPC 시스템에 적용을 시도하

였으나, 일정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운전 조건 제어가 매우 어려웠으며, 

짧은 수명과 높은 부품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 제품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PC 시스템에 적

합한 기계식 트리거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기계식 트리거는 펄스형의 신호를 받

아 순간적으로 상부전극이 하부전극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전기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다. 기계식 트리거의 경우 제작비용이 저렴하며 시간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MPC 양산화에 적합하다. 또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극이 소모되면 전극만을 교체하여 사용하게 설계되어 경제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림 16은 이렇게 고안된 기계식 트리거 스위치의 설계 도면이다. 왼쪽에 

압축 공기로 동작하는 솔레노이드를 장착하여 고압 스위칭시 발생하는 전자기장

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였으며, 고전압 전극과 솔레노이드와의 연결 부분을 우레

탄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연결을 하였다. 또한 고전압 대전류 스위칭시 전극 표면

의 열화 및 마모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위칭 접촉부분

을 열에 강하며, 전기 절연성이 우수한 테프론을 이용하여 밀폐시켰으며 압축공기

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하였다. 이 압축공기는 오염물질 제거 이외에 전극 표면

을 냉각시켜서 전극의 마모 및 오염물질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림 17은 실제 제작되어 MPC 시스템에 적용된 기계식 트리거 스위칭 시스템의 

외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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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일반적인 진공 트리거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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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기계식 트리거 스위치의 설계도

그림 17. 제작된 기계식 트리거 스위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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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자기 코일 개선

  전자기 코일은 전원장치의 마지막 부분으로 MPC 시스템의 기계구동부와 연결

되어 전자기 펄스 파워를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전자기 코일에 고전압 대전류가 

펄스 형태로 흐르게 되면 기계구동부의 집속자와 전자기적 반응을 일으켜 아주 

높은 성형압력을 발생시킨다.

  전자기 코일에 고전압 대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도체(구리판)와 전도체(구리판)

사이에서도 전자기 반응이 발생하므로 코일 내부에서도 그에 따른 압력과 열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 batch-type MPC 장비의 경우에는 1회 실험후 1~2분의 시

간간격 후에 재실험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에는 코일 내에서 발생하는 열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MPC 양산화를 위한 자동화 장비의 경우에

는 분당 6회의 성형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그림 18과 같이 반복사용에 따른 

절연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PC 자동화 시스템에 적합하

도록 코일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코일 전도체의 두께를 2mm에서 5mm로 증대시

켜 코일 내에서 발생하는 압력에 대한 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높이 또한 15mm

에서 30mm로 증가시켜 전류가 통과할 수 있는 단면적을 넓혀 열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코일의 직경 및 높이가 260mm, 75mm에서 각각 

410mm, 105mm로 증가하였으며 그림 19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적용한 전자

기 코일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극 소재를 구리에서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변경하여 내구성을 높였으며 전극에 공냉이나 수냉을 할 수 있는 

냉각시스템을 도입하여 코일 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림 20는 개선하기 전의 코일과 개선 후의 코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

며 개선된 코일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약 10,000회의 내구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절연파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MPC 공정의 양산화 및 자동화를 위하여 전원장치 각 부위별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기에너지 최대 20kJ, 성형속도 6회/분, 반영구적인 

수명의 MPC 전원장치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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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전자기 코일의 절연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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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개선된 전자기 코일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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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개선 전, 후의 전자기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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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PC 자동화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세계최초로 MPC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하고자 

하였다. MPC 동적 성형의 경우 아주 짧은 시간에 초고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고속/고압 성형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한 기계구동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PC 자동화 공정의 기계구동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성형프레스를 제작하는 국내 업체들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표 2와 

같이 두가지 형태의 장비를 설계하였다. 두 장비 모두 금형과 하펀치가 이동하는 

금형 후로팅 자유양압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MPC 공정의 고속/고압을 견디기 

위하여 상펀치에 쿠션 장치를 도입하였다.

  첫 번째 MPC 자동화 장비(Type I)는 (주)신보기연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작하

였으며 다이아몬드공구 segment 제조에 최적화하여 설계되었다. 이 장비의 경우 

고속/고압의 MPC 성형압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중점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

하여 기계식 서보모토 구동방식을 채택하였다. 성형체 토출은 공압식으로 25톤의 

압력을 줄 수 있게 하였으며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업체인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의 요구에 따라 분말주입과 성형체 토출 공정을 분리하여 이종 분말을 동시에 투

입할 수 있도록 사양을 결정하였다. 그림 21은 Type I 장비의 구동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금형의 상승과 동시에 분말 주입이 이루어지고 이후 금형과 하펀치

가 상승하면서 예압이 이루어진 후 MPC 성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에 금형 

및 하펀치가 하강하면서 성형체가 토출되게 된다. 그림 22는 Type I MPC 자동

화 장비의 설계도와 사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장비의 경우 최대 성형에너지 

15kJ, 최대 예압능력 30톤, 성형체 토출압은 최대 25톤으로 설계되었다. Type I 

장비의 경우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 구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1회 

성형 시간이 대략 30~40초로 비교적 길었으며 분당 최대 2회의 성형이 가능하고 

1회당 2개의 segment를 성형할 수 있어 분당 4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그림 23은 위와 같은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MPC 자동화 장비의 실제 모습

과 각각의 구동 공정을 보여주고 있다. 설계된 구동 방식에 따라 전자동으로 제어

를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공정 변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어장치의 편리

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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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PC 자동화 장비의 사양

그림 21. Type I MPC 자동화 장비의 구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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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ype I MPC 자동화 장비의 설계도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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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Type I MPC 자동화 장비의 실제 모습과 각각의 구동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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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작된 Type I MPC 자동화 장비는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업체인 신한다

이아몬드공업(주)에 현장 설치하여 장비의 내구성을 평가하고 실제 segment를 성

형하여 MPC 자동화 장비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에서 성형

한 제품은 그림 24와 같은 옆면 및 윗면에 요철이 있는 제품으로 천공용 코어드

릴에 적용하기 위한 신제품이다. 사용한 분말은 다이아몬드와 코발트의 혼합 분말

로 분말크기가 대략 1.4~1.5mm 직경인 조립분말이었다. 제품의 크기는 길이 

10mm, 높이 8.7mm, 두께 3.3mm로 아주 얇고 성형 단면적이 작은 성형하기 어

려운 제품이다. 분말 충진량은 35mm로 설정하였으며 예압은 12ton/cm2, MPC 

성형에너지는 9kJ로 1회에 2개의 제품을 성형하였다. 성형 실험은 전자동 제어모

드로 연속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100회 실험 후 성형체의 특성 및 장비의 상

태를 평가하였다. 현재 약 10,000회의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제작한 장비의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전원장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MPC 자동화 장비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에서

는 이 장비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개발하고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하

여 제품을 양산할 계획에 있다. 

  그림 25는 반복 실험에 따른 제품 성형체의 중량, 높이 및 두께의 편차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반복실험에 따른 제품의 균일성이 확보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의 높이 편차가 2% 이내로 반복 실험을 진행하여도 

MPC 자동화 장비의 성형 능력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께

의 경우에도 제품의 상부와 하부의 차이가 2% 이내로 상부와 하부사이의 밀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것은 MPC 성형으로 제품 전체에 걸쳐 

균일한 성형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반복 실험을 통하여 

MPC 자동화 장비의 수치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보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MPC 자동화 장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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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MPC 자동화 공정으로 제조된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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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PC 자동화 장비의 수치정확성 및 재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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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I MPC 자동화 장비의 경우 다이아몬드공구 segment 제조에 최적화하고 

고속/고압의 MPC 성형압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계식 구동 방식을 사용하

여 공정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정 시간 단축을 위한 장비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주)유신과의 협력 연구를 통하

여 유압식 구동방식의 MPC 자동화 장비(Type II)을 구축하였다.

  그림 26은 Type II 장비의 구동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형의 상승과 동시

에 분말 주입과 성형체 토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후 금형과 하펀치가 상승하

면서 예압이 이루어진 후 MPC 성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Type II 장비의 경우 공

정 시간 단축을 위하여 분말 주입과 성형체 토출을 동시에 구현하도록 고안하였

다. 또한 이 장비의 경우 유압을 사용한 구동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유압의 

특성상 MPC 공정의 순간적인 고압을 견디지 못 할 수 있어 그림 27과 같이 스

톱퍼 시스템을 고안하여 적용하였다. 예압을 주고 MPC 성형 바로 전에 스톱퍼가 

전진하여 MPC 성형 압력을 지탱해 주고 MPC 성형 후에는 스톱퍼가 후진하여 

장비의 구동을 원활히 하도록 고안하였다.

  그림 28은 Type II MPC 자동화 장비의 설계도와 사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장비의 경우 최대 성형에너지 25kJ, 최대 예압능력 20톤, 성형체 토출압은 최대 

10톤으로 설계되었다. Type II 장비의 경우에는 유압식 구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1회 성형 구동 시간이 약 10초로 줄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분당 5~6회의 성

형이 가능하여 MPC 자동화 공정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MPC 성형 

에너지를 25kJ로 향상시켜 성형할 수 있는 제품의 크기를 직경 50mm로 확대하

였으며 코어 형태의 제품이나 다단 성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다용도 범용 장비로 설계하였다. 

  그림 29은 위와 같은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MPC 자동화 장비의 실제 모습

과 각각의 구동 공정을 보여주고 있다. 설계된 구동 방식에 따라 전자동으로 제어

를 할 수 있으며 공정 (3)에서 예압과 동시에 스톱퍼가 전진하여 MPC 성형시에 

장비를 지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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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Type II MPC 자동화 장비의 구동 과정

그림 27. Type II MPC 자동화 장비의 스톱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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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Type II MPC 자동화 장비의 설계도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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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Type II MPC 자동화 장비의 실제 모습과 각각의 구동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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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한 장비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0과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에 

쓰이는 일반적인 철계 분말을 이용하여 직경 20mm, 높이 10mm의 디스크 형태

의 성형체를 제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충진량은 20mm로 설정하였으며 예압

은 4ton/cm2, MPC 성형에너지는 15kJ로 제품을 성형하였다. 성형 실험은 전자동 

제어모드로 연속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100회 실험 후 성형체의 특성 및 장비

의 상태를 평가하였다.

  5회/분의 성형 속도로 약 7,000회의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제작한 장비의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전원장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

교적 빠른 성형 반복 속도와 높은 MPC 성형에너지에서도 장비의 내구성이 확인

되어 유압 구동 방식을 채택한 MPC 자동화 장비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 수 

있었다. 현재 (주)유신에서 이 장비에 대한 계속적인 장비 내구성 실험을 진행하

고 있으며 실제 장비 판매를 위한 편리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최종적인 장비 개

량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31은 Type II MPC 자동화 장비의 MPC 성형에너지를 달리하여 실험한 

철계 성형체의 밀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15kJ의 에너지에서 7.6g/cm3 이상

의 성형밀도를 확보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성형 방법의 경우 동일 분말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밀도가 7.2g/cm3인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

한 MPC 자동화 장비의 고밀도 성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는 반복 실험에 따른 제품 성형체 밀도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7,000회 

실험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성형체의 밀도 오차는 1%이내이었으며 반복

실험에 따른 제품의 균일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제작한 Type 

II MPC 자동화 장비의 경우에도 많은 반복 실험을 진행하여도 MPC 공정의 성형 

능력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 실험을 통하여 

MPC 자동화 장비의 수치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보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MPC 자동화 장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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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Type II MPC 자동화 장비로 제조한 철계　분말 성형체

그림 31. Type II MPC 자동화 장비의 성형에너지에 따른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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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Type II MPC 자동화 장비의 반복 실험에 따른 성형체의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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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형 및 펀치 내구성 향상

  본 연구에서는 요철 등이 있어 제품의 형상이 복잡하여 MPC 성형 중에 가장 

많은 손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이아몬드공구 segment 성형용 금형 및 펀

치의 수명을 향상시키고자 제품의 설계 최적화와 소재의 최적화에 중점을 두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가) 제품 설계 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MPC 성형 중에 발생하는 펀치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중인 다이아몬드공구 segment 상부의 요철 형상 설계를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33은 제품의 형상 변화에 따른 MPC 성형 실험 후의 SKD-11 소재

펀치의 손상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사용한 분말은 다이아몬드와 텅스텐(코발트)

의 혼합 조립분말이었으며 예압은 11~12ton을 인가하였고 4kJ의 MPC 성형에너

지를 사용하여 100회 실험 후에 펀치의 상태를 평가하였다. 

  그림 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A 형태의 펀치의 경우에는 성형시에 텅스텐 조립

분말이 펀치의 요철사이에 끼이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성형성이 불량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B 형태의 펀치의 경우에는 A 펀치와 비교하여 성형성이 

나쁘지 않았지만 그림 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펀치의 측면이 깨지는 문제점이 발

생하였다. 이에 비해 C 형태의 펀치의 경우에는 그림 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

형성이 우수하면서도 끼임이나 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가장 좋은 특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요철 형상의 굴국도인 R값이 넓은 형상일수록 성형성이 우수한 것

으로 판단되었으며 펀치 가장자리의 평편한 부분이 좁은 형상일수록 깨짐과 같은 

손상 방지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C 형태의 

제품 형상이 MPC 성형으로 발생하는 펀치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 판

단하였으며 이 형태를 이용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금형 및 펀치의 소

재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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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상부 요철 형태에 따른 MPC 성형 후의 성형체 및 펀치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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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형 및 펀치 소재의 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펀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

된 제품 설계를 바탕으로 금형 및 펀치의 소재를 최적화하고자 하였으며 분말 성

형 툴소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SKD-11, SKH-55 및 WC-Co 소재를 적용하여 

각 소재별 성능을 평가하였다. Type-1 MPC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여 전자동모드

에서 실험하였으며 성형체는 텅스텐(코발트)과 다이아몬드가 혼합된 조립분말을 

사용하였다. 성형체는 그림 34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중량 6.6g, 높이는 

8mm이었으며 예압은 5ton을 인가하였고 약 6kJ의 MPC 성형에너지에서 실험하

였다.

  우선 금형의 경우에는 SKD-11 소재에 WC-Co 소재를 열박음하여 사용하였으

며 100회 실험 후에 파손여부를 평가하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WC-Co 열박음

한 금형의 경우 현재까지 약 5,000회의 실험을 수행하였지만 금형 파손 및 변형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표면 상태도 양호하여 다이아몬드공구 segment 

양산 제조를 위한 충분한 수명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이아몬드공구 segment 제조용 펀치는 앞에서 설명한 세가지 소재를 사용하

여 제작하였으며, SKD-11 소재로 제조된 펀치의 경우에는 그림 35와 같이 300

회 연속 실험 후에 상펀치에 어느 정도의 마모가 발생하였지만 안정된 성형성을 

나타내었다. 700회까지의 연속실험 결과를 보면 성형체의 성형성은 여전히 양호

하였으나, 다만 성형시 분말 끼임 현상이 발생하고 그림 35와 같이 상펀치의 변

형 및 마모가 심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조된 성형체는 최종 

제품 관리 기준에 접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펀치의 경우에도 일부 변형 및 마

모가 발생하였지만 약 1,000회 이상의 수명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다. 

  SKH-55 소재로 제조된 펀치의 경우, 그림 36과 같이 SKD-11 소재와 비교하

여 마모와 변형이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성형성도 SKD-11 소재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SKH-55 소재의 경우 SKD-11보다 높은 경도 및 강

도를 가지고 있어 MPC 충격으로 발생하는 손상 및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더 우

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SKH-55 소재로 제조된 펀치의 경우에도 제

조된 성형체는 최종 제품 관리 기준에 접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지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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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SKH-55 소재 펀치의 수명은 약 2,000회 이상이 될 것이라 예

상하고 있다. 

  WC-Co 소재의 경우에는 그림 37에서 보는 것과 같이 SKD-11 및 SKH-55 

소재의 펀치와 비교하여 펀치의 마모 및 변형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C-Co 소재의 경우 아주 높은 경도 및 강도를 가지는데 비해 낮은 파괴

인성을 자지고 있어 MPC 성형 충격으로 인한 깨짐 등에 취약할 것이라 예상했지

만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깨짐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높은 경도 및 강

도로 인하여 마모 현상이 현저히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었다. 300회 사용 후까지

도 펀치의 마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펀치의 윗면 또한 

가장 손상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700회 사용 후에도 약간의 마모가 발생하였

지만 다른 소재와 비교하여 가장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38에서 보는 

것과 같이 펀치의 옆면 마모도 가장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결과

를 통하여 WC-Co 소재로 제조된 펀치의 경우가 가장 긴 수명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수명이 약 3,000~5,000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와 같이 SKD-11, SKH-55 및 WC-Co 세가지 소재로 제작된 펀치 모두, 다

이아몬드공구 제조업체의 최종 제품 관리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소재에 따라 수명

의 차이를 보였지만 MPC 양산 공정 적용에 충분한 수명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MPC 공정 적용을 위한 금형 및 펀치의 수명 향상을 위하여 제품의 설계를 최적

화하고 여러 가지 상용 소재에 대한 수명 평가를 진행하여 MPC 양산화를 위한 

금형 및 펀치의 기본적인 수명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MPC 자동화를 위한 

기초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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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금형/펀치 수명 평가에 사용된 segment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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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KD-11 소재 펀치의 MPC 성형 실험 후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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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SKH-55 소재 펀치의 MPC 성형 실험 후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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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WC-Co 소재 펀치의 MPC 성형 실험 후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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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여러 가지 소재로 제작된 펀치의 MPC 성형 실험 후의 옆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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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금형 윤활시스템 도입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금형 및 펀치의 수명 향상을 위하여 

제품의 설계 및 소재의 최적화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금형 윤활시스템을 도입

하여 추가적으로 금형 및 펀치의 수명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금형 윤활시스템은 MPC 자동화 공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양산 제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이러한 금형 윤활시스템은 (주)유신과의 협력 연구

를 통하여 개발하였으며 그림 39와 같이 성형체 취출 및 분말 주입 시에 액상 윤

활제가 금형과 펀치 사이의 벽면에 고루 도포할 수 있는 자동 윤활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이러한 액상 윤활제는 하펀치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펀치 및 성형체와 금

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금형 및 펀치에 가해지는 마찰 하중을 줄일 수 있으며 

이로써 금형과 펀치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금형 윤활시스템을 Type-II MPC 자동화 장비에 적용하였으며 윤활시

스템 적용에 따른 금형 및 펀치의 수명 향상을 평가하였다. 사용한 금형 소재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WC-Co 소재가 아닌 ASP-23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펀치는 

가장 일반적인 소재인 SKD-11 소재를 적용하였다. 자동차 부품 제조에 쓰이는 

일반적인 철계 분말을 이용하여 직경 20mm, 높이 10mm의 디스크 형태의 성형

체를 연속 제조하였으며 예압은 4ton/cm2, MPC 성형에너지는 15kJ로 실험하였

다. 현재까지 금형은 약 7,000회, 펀치는 약 3,000회의 실험이 진행되었으나 금

형 및 펀치에서 깨짐이나 변형과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품의 표면 

상태도 긁힘 자국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경우, 윤활시스템을 

적용을 하지 않고 WC-Co 금형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더 우수한 금형 수명을 나

타내었으며 SKD-11 펀치의 경우에도 10,000회 이상의 수명을 나타낼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형 및 펀치의 소재 최적화와 더불어 금형 윤활시스템을 적용하여 

금형 및 펀치의 수명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로써 MPC용 금형 및 펀치

의 수명을 일반적인 성형에서 사용하는 금형 및 펀치의 수명과 동등하게 향상시

켜 MPC 양산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금형 및 펀치 기술을 확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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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금형 윤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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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사형 RMPC 시스템 구축

  방사형 RMPC는 위에서 설명한 일축방향의 MPC 시스템과 비교하여 힘을 가하

는 방향이 방사형으로 이러한 힘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사형 전자기 코일의 설계

가 RMPC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RMPC 시스템에 적합한 방사형 전자기 코일을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산모사를 실시하여 방사형 전자기 코일의 적용성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방사형 RMPC 성형을 위한 기존의 선진 그룹의 전자기 코일은 전도성 금속을 

가공하거나 성형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제작 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성형하고자 하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전자기 코일을 새로이 제작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40과 같은 구리판과 절

연체를 조립하여 코일 형태를 만드는 조립형 코일을 설계하였다. 이 코일은 제작 

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립되는 구리판과 절연체의 개수

를 조절하여 코일의 크기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코

일에 비해서 전자기 펄스 파워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충격에 대한 강한 내

구성을 나타내어 더 큰 성형 에너지를 흘릴 수 있는 이점을 나타낸다. 구리재질의 

판재를 그림 40(a)의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사용하였으며, 구리판 사이의 절연을 

위해서 그림 40(b)의 도면에 의해 제작된 테프론 재질의 절연판을 사용하였다. 

구리판과 절연판이 한 쌍이 되어 서로 마주보면서 정육각형의 형상을 가지게 되

며, 이것이 한세트가 되어 다음에 위치하는 다른 세트와 120°의 어긋남을 가지고 

포개지면서 그림 41의 도면과 같은 형상으로 조립되게 된다. 기본 부품 3세트가 

포개져서 쌓이면 1턴을 구성하고, 총 21턴을 구현하여 RMPC용 전자기 코일을 

제작하였다. 그림 42는 이러한 RMPC용 전자기 코일의 조립도이며, 그림 43은 

제작된 조립형 RMPC용 전자기 코일의 사진이다(특허 등록 : 10-0939449). 

  그림 44는 제작된 RMPC용 전자기 코일에 대한 전산모사 결과로써 본 연구에

서 새로이 설계 제작된 조립형 코일에서도 예상했던 전자기력이 코일 전체에 걸

쳐 균일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노즐 등의 부

품을 제조할 수 있는 RMPC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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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RMPC용 전자기 코일의 (a)구리판 및 (b)절연판의 형태

그림 41. RMPC용 전자기 코일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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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RMPC용 전자기 코일의 조립도

그림 43. RMPC용 조립형 전자기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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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RMPC용 조립형 전자기 코일에 대한 전산모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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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PC 공정을 이용한 고기능 부품 제조 기술 개발

     1)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 제조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MPC 공정을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에 적용하여 신한다이

아몬드공업(주)와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다이아몬드공구의 segment 제조과정은 텅스텐(코발트) 분말

과 인조다이아몬드의 혼합분말을 성형 후 소결하는 전형적인 분말야금 방식을 따

르고 있다. 특히나 코어드릴과 같은 작고 복잡한 형상을 가진 제품의 경우 성형체 

내 균일한 다이아몬드 분포 및 특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의 장축방향으로 가압성

형을 해야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장축방향 성형을 위해 제작된 금형은 그 좁고 

긴 공간으로 인하여 미세한 분말을 장입하기 어려워 자동화 공정이 매우 힘든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텅스텐(코발트)+다이

아몬드 미세 혼합분말 대신 직경이 1~2mm인 조립분말 사용이 대두 되었으나, 

현재 일축가압법으로는 장축방향으로 충분한 압력전달이 힘들어 조립분말을 사용

한 성형체 제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성형성으로 소결시 

높은 압력으로 가압을 해줘야하는 가압 소결 공정을 적용해야만 하고 이로 인해 

제품의 연속 생산이 불가능하여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5와 같이 기존의 다이아몬드공구, 특히 천공용 코어드릴의 

segment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MPC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MPC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여 텅스텐(코발트)과 다이아몬드 

조립분말의 성형체를 제조하였으며, 또한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제품의 제조

방법인 일축가압법을 이용하여 텅스텐(코발트)과 다이아몬드 조립분말을 성형하였

다. 더불어 텅스텐(코발트)+다이아몬드 미세 혼합분말의 성형체를 일축가압법으

로 제조하여 같은 조건의 후처리 공정을 거친 후 기초물성측정 및 미세조직을 비

교분석 하였다. 그리고 실제 천공실험을 행하여 각각의 성형조건에 따른 천공속도 

및 공구수명을 측정,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6과 같은 두가지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여 MPC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각각의 제품에 대한 공정 조건 확립 및 MPC 자동화 

공정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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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 제조에 대한 MPC 공정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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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MPC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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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은 기존의 일축가압법 및 MPC 자동화 공정으로 성형된 텅스텐(코발

트)+다이아몬드 조립분말 성형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축가압법으로 성형한 경우에는 성형성이 좋지 않아 밀도가 낮을 뿐 아니

라 성형체의 윗부분이 치밀하지 못하여 떨어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MPC 자동화 공정으로 성형된 제품의 경우에는 시편 전체가 균일하게 성형된 것

을 볼 수 있으며 시편 전체가 치밀하고 성형성이 아주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MPC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여 기존의 공정으로는 성형이 어려웠던 

텅스텐(코발트)+다이아몬드 조립분말을 아주 균일하고 치밀하게 성형할 수 있었

으며 이를 통하여 다이아몬드공구 segment 제조에 있어서의 MPC 자동화 공정의 

우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48과 49는 각각 MPC 자동화 공정과 일축가

압법으로 제조된 시편들의 밀도 및 경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MPC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소결밀도를 얻을 수 있으며 경도 

또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0은 각각의 성형방법으로 성형 및 소결한 시편의 파단면을 주사전자현미

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그림 50(a)~(c)는 텅스텐(코발트)+다이아몬드 조립분말

을 MPC 자동화 공정을 이용하여 성형 후 소결한 시편의 파단면이고 (d)~(f)는 

일축가압법을 이용하여 텅스텐(코발트)+다이아몬드 미세 혼합분말을 성형 후 소

결한 시편의 파단면이다. 두 공정의 결과를 비교하면 MPC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

여 제조된 시편의 파단면과 일축가압법으로 제조된 시편의 파단면이 서로 다른 

파단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PC 자동화 공정으로 제조한 경우, 

비록 조립분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더 미세한 조직을 가지며 기공 또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립분말의 경우에는 평균입도 및 분말의 형상 때문

에 성형체 제조시 압력전달이 힘들어 조립형태의 응집체가 부수어지지 않고 응집

된 형태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응집체가 가압성형시 부수어지지 않는다면 성형

체의 밀도가 국부적으로 다른 상태로 남게 되므로 소결시 완전 치밀화가 어렵다. 

그러나, MPC 자동화 공정의 적용으로 응집체에 아주 강한 변형이 일어나고 응집

체가 짧은 시간 동안의 강한 압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서지게 되어 높은 성형밀

도를 가지는 성형체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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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MPC 자동화 공정과 일축가압법으로 성형한 segment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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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MPC 자동화 공정과 일축가압법으로 성형한 segment의 경도(HRB)

그림 49. MPC 자동화 공정과 일축가압법으로 성형한 segment의 밀도(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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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코어드릴 segement 시편들의 파단면 조직; (a) 조립분말을 이용하여 

MPC 공정으로 제조된 시편의 파단면, (b) 다이아몬드가 이탈된 파단면, (c) 코발

트 기지의 파단면, (d) 혼합분말을 이용하여 일축가압로 제조된 시편의 파단면, 

(e) 다이아몬드가 이탈된 파단면, (f) 코발트 기지의 파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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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0의 (b)와 (e)는 소결체 파단시험 후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나간 코발트

와 다이아몬드 접촉면을 보여주며, 그림 50의 (c)와 (f)는 시편의 기지상인 코발

트 조직의 파단면 사진이다. MPC 자동화 공정을 이용해 제조한 시편은 일축가압

법을 이용해 제조한 시편보다 매우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분말 성형체에서 입자간 목이 형성되면 기공은 3차원입자 모서리를 따라 연

결된 채널을 이룬다. 소결이 진행됨에 따라 연속적인 기공은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균일하게 수축되지 않고 국부적으로 수축율이 달라져서 고립된 상태

로 되며 동시에 입자도 성장한다. 동적성형법인 MPC 공정의 높은 성형압과 빠른 

성형속도는 분말들을 치밀화시켜 각 분말들간 접촉점이 늘어나서 소결률이 촉진

되며, 상대적으로 많은 접촉점과 적은 기공률로 인하여 일축가압성형 시편에 비해 

입자성장이 제한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MPC 자동화 공정으로 제조한 시

편은 그림 50의 (b)와 (c)에서 보듯이 작은 입자크기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제조된 천공용 코어드릴 segment 시제품을 이용하여 실

제 천공용 코어드릴을 제작하였으며 그림 51과 같이 실제 철근이 들어 있는 콘크

리트를 피삭재로 하여 천공 실험을 수행하고 MPC 자동화 공정으로 제조된 

segment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텅스텐(코발트)+다이

아몬드 조립분말을 MPC 자동화 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이 텅스텐(코발트)+다이아

몬드 미세 혼합분말을 일축가압법으로 제조한 시편보다 평균 천공속도는 빠르고, 

천공공구 예상수명 또한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천공속도가 빠른 것은 그림 48

과 4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립분말을 MPC 자동화 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이 더 

높은 밀도와 경도 값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50에서 보는 것과 같은 텅

스텐(코발트)+다이아몬드 조립분말을 MPC 자동화 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의 작은 

입자크기도 빠른 천공 속도에 기여한다 할 수 있다. 그림 52(a)는 MPC 자동화 

공정, (b)는 일축가압법으로 제조한 segment를 천공실험 후 저배율 현미경으로 

마모면을 관찰한 사진이다. 그림 52에서 붉은색 테두리는 천공시편 표면에 남아

있는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나간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52의 

(a)와 (b)를 비교해 보면 텅스텐(코발트)+다이아몬드 조립분말을 MPC 자동화 공

정으로 제조한 시편의 다이아몬드 입자 분포가 더 균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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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이아몬드 입자의 분포가 시편 내 일정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면, 피삭재 천공

시 다이아몬드 집중영역을 제외한 기지금속의 마모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

이며, 이로 인해 공구의 수명은 단축될 것이다. 반면에 텅스텐(코발트)+다이아몬

드 조립분말을 이용하여 MPC 자동화 공정으로 제조한 시편의 경우에는 다이아몬

드 입자의 분포가 미세 혼합분말을 일축가압법으로 제조한 경우보다 휠씬 균일하

기 때문에 공구의 수명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MPC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여 기존의 일축가압법으로

로는 성형하기 어려운 텅스텐(코발트)+다이아몬드 조립분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MPC 자동화 공정을 적용

하여 기존의 미세 혼합분말을 이용하였을 때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실제 현장에서의 천공 특성도 우수하여 개발한 제품의 

상업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다.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와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1차적인 MPC 자동화 공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제품의 수

요업체에서의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MPC 자동화 공정 적용을 통한 제

품 양산이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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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천공용 코어드릴 시제품의 천공 실험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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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b)a)

그림 52. 천공실험 후의 마모면; (a) 조립분말을 MPC 자동화 공정으로 제조한 

시편, (b) 미세 혼합분말을 일축가압법으로 제조한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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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학 증착용 세라믹 타겟 제조 기술 개발

  일반적으로 난성형 분말인 초미세분말 및 세라믹재료는 재료 특유의 우수한 특

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라믹

재료의 높은 굴절율, 자외선차단 등의 우수한 광학적 성질로 인하여 TiO2, ZrO2, 

SiO2 등의 세라믹분말을 성형/소결하여 E-beam 증착용 코팅 타겟 재료로 사용하

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일부 회사에서는 이미 이들 분말을 소결하여 

제품화하고 있으나 소결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높은 수축률에 의한 낮은 치수

정밀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높은 불량율(약 30%) 

  - 치수조절의 어려움(수축률: 20~30%) 

  - 긴 성형 시간 및 소결시간(낮은 생산성) 

  - 높은 점결제의 혼합율(약 5%)

  이와 같은 세라믹 분말의 가장 일반적인 성형 공정은 상온 및 열간에서 원하는 

형상으로 가압한 후 적당한 온도에서 소결하는 것이지만 소결 온도증가에 의한 

결정립 성장 때문에 소결체의 물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라

믹 재료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결 후에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

지만, 소결 후의 제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결 이전 공정인 분말 제조 및 

성형공정에서의 제어가 중요하다. 하지만, 분말제조 과정에서의 많은 제한사항과 

추가적인 공정비용으로 인하여 현재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분

말 성형 공정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분말(TiO2, ZrO2)의 새로운 성형공정으로 MPC 

공정을 적용하여 고순도, 고밀도의 광학 증착용 세라믹 타겟 제조 기술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를 상업화하기 위한 공정조건 및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로 진행하였다.

  - 최적의 분말 혼합조건(TiO2 및 ZrO2, PVA, 물) 확립 

  - 최적의 분말 성형 및 소결 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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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MPC 공정을 통하여 TiO2, ZrO2 나노 분말을 성형 및 이를 소

결하여 광학 증착용 세라믹 타겟를 제조하였으며 전체적인 공정은 그림 53에 나

타낸 바와 같으며 각 공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 출발원료

  본 연구에 이용된 TiO2 및 ZrO2 나노 분말은 (주)실파인으로부터 공급된 것으

로서 9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고순도의 원료분말을 사용하였다. 각 분말의 

형상과 크기를 주사전자 현미경 으로 관찰하였으며, 상분석을 위해 XRD분석을 

실시하였다.

  - 원료혼합

  일반적으로 세라믹 분말은 점결제 없이는 원하는 형상으로 초기 성형체를 만들 

수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 분말을 과립화된 분말로 만든 후 점결제로서 

PVA(poly vinyl alcohol)와 물의 비를 실험조건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혼합한 후 

MPC 공정으로 압축한 후 소결하였다. 특히, PVA의 양과 물 그리고 나노 분말의 

혼합비는 초기 성형체 및 최종 소결체의 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화에 따른 치밀화 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성형 및 소결

  준비된 혼합 분말은 18~21.5mm 지름의 금형에 주입한 후 MPC 성형 장치로 

성형하여 치밀화하였다. MPC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치밀화 거동을 고찰하기 위

하여 실험조건에 따라 초기압력을 0.3~2.2GPa로 변화시켰으며, 제조된 각각의 

성형체는 900~1450°C에서 2~6시간 동안 대기 중에서 상압소결을 하였다.

  - 밀도 및 미세조직 분석

  얻어진 예비 성형체와 소결체는 부피와 무게를 측정하여 밀도를 측정하였고 이

를 이론 밀도와 비교하여 상대밀도를 계산하였다. 각 성형 및 소결 시편의 이론밀

도를 사용하여 구하였으며, 상대밀도는 이론 밀도와 측정 밀도의 백분율로 구하였

다. 소결체의 표면 관찰 및 미세조직은 전계방출 주사전자 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소결 후에 발생하는 결정립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을 절단 후 파단면 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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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광학 증착용 세라믹 타겟 제조 연구방법 및 실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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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광학 증착용 TiO2 세라믹 타겟 제조 기술 개발

        ① 분말 혼합조건에 의한 영향

  일반적으로 세라믹분말 자체로는 성형이 어려워 성형밀도의 증가와 성형 결함

의 억제를 목적으로 binder를 첨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TiO2 나노 분말에 점결제

로서 PVA와 물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PVA의 양과 물 그리고 나노 분말의 혼합

비는 초기 성형체 및 최종 소결체의 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 변

화에 따른 치밀화 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54는 as-received 상태

인 출발원료의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그림 55은 본 연 구에 이용된 TiO2 나

노 분말의 형상과 크기를 나타내는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으로서 응집된 분말(그

림 55(a))의 크기는 10~20μm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응집된 분말을 확대하

여 관찰하면 분말 내부(그림 55(b))는 100~200nm의 크기를 갖는 나노구조를 나

타내고 있다. 나노 분말의 표면은 미려하고, 다른 불순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

한. TiO2 분말, 물, PVA의 다양한 혼합조건을 표 3에 나타내었다.

  - 분말 혼합조건에 의한 밀도변화

  그림 56은 나노구조의 TiO2 분말을 18mm 지름의 금형에 주입한 후 MPC 성

형 장치로 성형한 초기 성형체(왼쪽)와 초기 성형체를 1200℃에서 2시간 동안 소

결한 소결체의 형상과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으로서 소결체 표면에서는 어떤 

결함이나 균열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초기 성형체의 

크기는 지름이 18mm였고, 높이는 11mm의 크기를 나타냈으며, 소결체는 지름이 

16mm, 높이는 9mm로 각각 감소하였다. 세라믹 분말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분말

들은 초기 소결 과정을 거치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건에 

따라 소결체의 밀도와 수축률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57(a)는 PVA와 물의 혼합비 변화에 따라 각각 900℃, 1100℃, 1200℃에

서 2시간 동안 소결된 소결체의 밀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

는 것과 같이 900℃에서는 PVA와 물의 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밀도변화가 거

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소결은 재료의 녹는점의 2/3 이

상의 온도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온도 증가에 따라 표면으로부터 내부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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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TiO2 분말의 상분석(XRD)

그림 55. TiO2 분말의 형상 및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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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iO2 분말, 물, PVA의 분말혼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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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MPC 공정으로 성형된 성형체와 소결체

그림 57. 분말혼합 조건에 따른 밀도 및 수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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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교적 낮은 소결온도(900℃)에 의해 소결이 단지 표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소결온도가 1100℃ 이상에서는 분말혼합조건 변화에 

따라 밀도 및 균열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PVA 함량이 2.1~3.5% 구간만 제외하

고 모두 균열이 발생하였다. 특히,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구간에서도 10번 조건

(PVA: 2.4%, 물 18%)이 두 소결조건 모두에서 가장 높은 밀도값(88%)를 나타내

었다. 소결온도 변화에 따라 평균 밀도는 각각 900℃: 60%, 1100℃: 83%, 120

0℃: 87%를 나타내었다.

  - 분말 혼합조건에 의한 수축률변화

  그림 57(b)는 분말 혼합조건에 따른 소결체의 지름과 높이 수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본 연구에서 성형조건 및 소결조건을 고정하고, PVA와 물의 비를 변

화시킨 경우 실험 조건에 상관없이 10~12%를 나타냈으며, 시편 전체에 대한 평

균 수축률은 약 1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축률은 그림 58에서 보여지는 바

와 같이 기존의 일반공정으로 제조된 소결체의 수축률 20%이상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으로 기존 공정보다 약 50%의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낮은 수축

률은 최종 제품을 소결하여 제조할 경우 치수 정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최

종 제품의 치수안정성 향상에 매우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MPC 공정를 이

용하여 성형한 후 소결한 경우 이처럼 낮은 수축률은 초기 성형과정에서 높은 성

형압력 때문에 일반 성형 공정(낮은 성형압력)과 비교하여 초기 성형체 내부의 기

공을 감소시키고, 분말입자 간의 거리를 감소시켜 소결특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 PVA 함량에 의한 균열경향

  일반적으로 연성 금속분말은 분말의 압축에 따라 입자들의 변형과 입자간의 결

합에 의해 충진도가 높아지고, 주된 변형은 입자 간의 접촉점에서 발생하며 이러

한 접촉점 증가는 기공 크기 및 기공률을 감소시키므로 높은 밀도를 갖게 한다. 

그러나, 세라믹은 전자와 원자 간의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성변형이 일어나기 어려워, 입자충전 중에 접촉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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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일반공정과 MPC 공정의 수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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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기 어렵고, 축적된 과도한 탄성에너지를 이형과정에서 이완시키지 못하고 

박리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성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

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점결제의 첨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점결제의 첨가는 

분말의 성형성을 증가시키지만 소결과정 중에 증발하면서 소결체에 균열을 형성

하고 밀도를 감소시켜 특성을 저하하므로 점결제의 양을 제어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결 시 PVA 함량 변화에 따라 그림 59와 같이 다른 균열경향

을 나타내었다. PVA 함량이 2~3.5% 구간에서는 균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조건들을 제외한 PVA함량이 2% 이하인 경우 소결체의 모서리 부분에 균열이

(edge crack), 3.5% 이상에서는 소결체의 전체면에서 균열이(face & wall 

crack) 발생하였다. 이러한 edge crack이 발생하는 경우는 PVA 함량이 성형압

력에 비해 너무 적은 경우로 MPC 성형 시 매우 높은 압축력 때문에 성형체 내부

에 과도한 탄성에너지가 축적되고, 이러한 탄성 에너지가 분말의 치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초과하여 성형체 내부에 축적되었다가 소결 과정에서 풀리면서 소결체

에 균열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형체 내의 높은 잔류응력은 응력을 방출

하기 위해 작은 결함조차도 낮은 파괴영역으로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또

한, face & wall crack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도하게 첨가된 PVA가 온도 증가에 

따라 증발하면서 표면에 큰 기공을 생성하고 소결이 진행됨에 따라 수축이 발생

하면서 이러한 기공을 중심으로 균열이 전파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최적 분말 혼합조건 확립

  본 연구에서는 분말 혼합조건에 따라 PVA가 2~3.5%, 물이 15~20%에서 균열

이 없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그림 60은 기존조건에서 각각 PVA의 양을 

10%, 물의 양을 50% 감소시켜 혼합한 후 MPC 공정으로 성형한 후 소결한 시편

의 밀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PVA 및 물의 

함량을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건에서 밀도

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10번 조건인 PVA: 2.4%, 물: 18%

에서 최대밀도를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최적 분말혼합 조건은 10

번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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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PVA 함량변화에 따른 균열경향

그림 60. 최적 분말혼합 조건 내에서의 물, PVA 변화량에 따른 밀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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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MPC 성형압력 변화에 의한 영향

  - MPC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

  그림 61(a)는 최적 분말혼합 조건인 10번 조건(PVA:2.4%, 물: 18%)에서 자기

펄스 압축성형장치로 압력변화에 따라 압축한 후 1300℃에서 2시간 동안 소결된 

소결체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압축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

고, 압축압력이 1GPa 이상에서는 표면에 심한 균열이 형성되어 밀도가 감소하였

다. 일반적으로 나노 분말을 성형하기 위한 성형 압력은 분말을 서로 치밀화 시키

는 데 필요한 힘과 관계가 있으며, 나노 분말을 치밀화 시키려면 분말간의 저항 

압력보다 같거나 높은 힘이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동안에 매우 높은 

성형 압력을 이용하는 MPC 성형공정으로 세라믹을 성형하는 경우에는 시편에 인

가되는 압축 응력의 크기를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는 

0.7GPa로 압축된 시편에서 표면에 결함이 없이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내었으며 

MPC 공정을 이용하여 TiO2 나노 분말을 성형할때 최적의 초기 성형압력 조건은 

0.7GPa라고 할 수 있다.

  - MPC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수축률 변화

  그림 61(b)는 초기 MPC 압축압력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지름과 높이변화에 대

한 수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소결체의 높이변화에 대한 수축률은 압력이 증가

함에 따라 약 10%로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반면에 지름은 16%에서 12%로 감소

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0.6과 0.7GPa에서는 약 12%의 수

축률로 일정한 값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PC 성형공정이 짧은 시간에 

매우 높은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이 0.7GPa로 증가함에 따라 높이 방

향으로는 치밀화가 증가되어 소결 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지름의 경우에는 수직인 방향으로 응력을 받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소결

과정에서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0.6 및 0.7GPa의 압축

압력에서는 수직방향이나 수평방향 모두 수축률이 일정한 값(10%)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 성형 공정과는 달리 치수제어에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MPC 성형 압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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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MPC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밀도 및 수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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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결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

  -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

  그림 62(a)는 최적 분말혼합 조건인 10번 조건(PVA:2.4%, 물: 18%)과 MPC 

공정의 최적 성형압력인 0.7GPa에서 압축한 성형체를 소결조건에 따라 

900~1450℃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한 소결체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밀도도 증가하여 소결온도가 1400℃에서 94%의 최대밀도

를 나타내었다.

  최적 분말 혼합조건 및 성형압력으로 제조된 초기 성형체의 밀도는 평균 60%

로 일반 공정에 비해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결 후 평균밀도가 

90% 이상으로서 짧은 소결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밀도분포를 나타냈다. 일반

적으로 90%이상의 소결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공정은 많은 요인에 의해 고압

성형이 어려우므로 낮은 압력으로 성형하여 장시간의 소결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MPC 공정은 빠른 속도와 압력에 의한 초기 성형체의 미세구조의 균일화 및 높은 

치밀화로 인한 내부기공의 감소와 높은 에너지에 의한 소결 구동력의 향상에 의

해 2시간의 짧은 소결시간으로도 약 90% 이상의 높은 소결 밀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치밀화는 1000℃ 이상에서 일어났으

며, 온도상승과 더불어 소결밀도는 증가하여 1400℃ 2시간에서 최대값을 나타내

다가 이후 온도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최적의 소결온도 조건은 1400℃ 임을 

알 수 있었다.

  -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률 변화

  그림 62(b)는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지름과 높이 변화에 대한 수축률

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900℃(3~4%)에서 1400℃(15%)

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축률은 기존의 일반공정(20~30%)보다 50%정도 

낮은 값으로써 최종제품의 소결 시 균열을 방지하고 치수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상압소결에서 소결특성을 저하하는 원

인으로 나노 분말 자체의 응집경향과 불균일 성형 미세구조, 특히 불균일 기공구

조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MPC 공정을 이용하여 성형하고 소결하는 경우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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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러한 낮은 수축률은 높은 성형압력 때문에 일반공정보다 입자충전 미세구

조의 균일도 향상 및 내부기공의 감소로 초기성형체의 높은 치밀화를 이루어 소

결특성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미세조직 변화

  그림 63은 MPC 공정으로 성형후 소결된 시편의 압축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파

괴한 후 파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으로서 고온에서 소결한 후에

도 TiO2 결정립이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3(a)는 

900℃에서 소결된(10번 조건) 시편의 파단면으로서 결정립의 크기는 나노크기를 

유지하면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200℃(그림 63(b))에서 급격한 결정립성장을 보이며 이 후 1300℃(그림 

63(c))이상의 온도에서 소결된 시편은 침상형 입자를 제외하고 약 5~10㎛ 이하

의 균일한 결정립 크기를 나타냈다. 하지만 고온에서 소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말 100~200㎚ 크기의 TiO2 결정립은 입자의 조대화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주사전자현미경의 미세조직 분석결과는 MPC 공정을 이용하여 

미세한 결정립을 갖는 TiO2 나노 분말의 소결체를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동안 

제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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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밀도 및 수축률 변화

그림 63.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미세조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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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최종제품의 치수조절 및 색상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말 혼합조건, 성형조건 및 소결조건으로 원하는 형상 

및 크기로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결 후 최종제품의 표면에 변색

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색상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64는 분말성형 시 사용되는 다양한 윤활제와 이에 따른 소결체의 색상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고압으로 분말을 성형할 시 금형 표면과 분말의 마찰로 인해 

성형체의 표면은 변색되게 되며, 이는 최종소결 시에도 제거되지 않고 소결체의 

변색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분말과 다이간의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N, Si, Zn 스테아린 등의 다양한 윤활제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결과 BN를 제외하고 모두 변색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TiO2 소

결체를 제조하는데 있어 BN이 최적의 윤활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5은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색상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소결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결체의 색상은 점차 흑색으로 변화하였으며, 

1000~1100°C 이상 구간에서 색상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색상의 변화는 고온에서 rutile의 변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소결온도를 낮춰야하는데 소결온도가 낮아지면 밀도저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다 낮은 소결온도에서 치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 Anatase 상

을 갖는 분말과의 혼합을 시도하였다.

  TiO2는 세가지 상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공업적으로는 Anatase, Rutile 상이 가

장 많이 이용된다. Anatase는 저온안정상, Rutile은 고온안정상으로서 약 600°C 

근처에서 상변화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상변화에 의한 수축이 발생하며, 이를 

적당히 활용하면 저온에서도 고밀도를 갖는 소결체의 제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Anatase 분말만을 이용할 경우 수축률이 너무 커서 균열에 의한 불량이 일어나

기 쉽고 치수 조절이 어려우므로 이를 Rutile과 적당히 혼합하여 사용하면 저온에

서도 고밀도, 고치수정밀도를 갖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Anatase와 Rutile을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혼합하여 1000~1200°C의 비교적 낮

은 소결온도에서 소결 후 밀도와 수축률, 색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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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윤활제 종류에 따른 소결체의 색상변화

그림 65.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색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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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6은 Anatase와 Rutile 분말의 혼합비에 따른 소결밀도와 수축률을 나타

내는 것으로 Anatase가 50% 비율까지 증가함에 따라 소결밀도가 점차 증가하고 

이후 다시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색상의 변화에서도 그림 67에

서 보는 것과 같이 50%까지는 색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 변색이 발

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natase 첨가에 따라 일정량까지는 상변화에 의한 1차 

수축 및 확산에 의한 2차수축으로 고밀도의 소결체가 제조되지만 과도하게 첨가

되면 급격한 수축에 의해 내부에 미세한 균열 또는 기공이 발생하고 이러한 결함

이 분말 간 접촉점을 감소시켜 확산에 의한 2차수축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실험결과 모든 소결온도에서는 Anatase가 50%일 때 최대 밀도를 나타내었으

며, 이때의 밀도는 1200°C에서 92%, 1100°C에서 87%로 나타났다. 또한, 분말

혼합조건 변화에 따라 기존의 실험에서 불가능하였던 1GPa의 성형압력에서도 성

형이 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90%이하의 밀도를 나타내었던 1100°C에서도 

90%의 밀도를 갖는 소결체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추가적인 실험으로 소결온도가 

50°C 낮은 1050°C에서도 소결밀도 90%의 결함이 없는 소결체의 제조가 가능하

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노 TiO2분말을 이용한 증착용 타겟의 최종조건을 

요약하면 분말혼합조건에서 PVA 2~3wt%, 물 18wt%이고, Anatase : Rutile 혼

합비는 50:50, 성형압력은 0.7~1GPa, 소결온도는 1050°C, 윤활제는 BN을 사용

할 시 밀도 90%가 넘는 고밀도, 고순도의 최종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광학 증착용 세라믹 타겟의 

최종제품 개발 및 최적조건을 확립할 수 있었다. 현재 제조된 최종제품의 산업적

용 가능성 여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업체 내에서의 실제 테스트와 공인

기관으로부터 타겟 특성평가를 진행중이며 추후 결과에 따라 실제 산업에 적용가

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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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Anatase : Rutile 혼합비 및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밀도 및 수축률

그림 67. Anatase : Rutile 혼합비에 따른 색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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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광학 증착용 ZrO2 세라믹 타겟 제조 기술 개발

        ① 분말 혼합조건에 의한 영향

  - 분말 혼합조건에 의한 밀도 및 수축률 변화

  그림 68은 출발원료의 X-선 회전 분석 결과를 타나내고 있으며, 그림 69은 본 

연구에 사용된 ZrO2 나노 분말의 형상과 크기를 나타낸 주사전자 현미경(SEM) 

사진으로써 응집된 분말의 크기는 30~200㎛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응집된 

분말을 고배율로 확대하여 관찰하면 분말 입자 크기는 50~100㎚의 크기를 갖는 

나노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0는 나노구조를 갖는 ZrO2 분말을 지름 18mm 금형에 장입한 후 MPC 

성형공정를 이용하여 1.7GPa의 압력으로 성형한 초기 성형체(왼쪽)와 초기 성형

체를 1450℃에서 2시간 소결한 소결체의 형상을 나타냈으며, 성형체 및 소결체의 

표면에는 어떠한 결함이나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초기 성형체의 크기는 지름 

18mm, 높이11mm의 크기를 나타냈으며, 소결 후 소결체의 크기는 지름 16mm, 

높이 8mm로 각각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분말들은 초기 소결과정을 거치면서 

수축과 함께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71과 같이 실험조건에 

따라 소결체의 밀도와 수축률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71(a)은 최적의 분말 혼합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순수 ZrO2부터 PVA

함량이 0.5~4wt%까지 들어간 분말을 각각 제조하여 MPC 성형공정을 이용하여 

1GPa의 압력으로 성형한 후 1300℃에서 2시간 소결된 소결체의 밀도 및 수축률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PVA함량이 증가 할수록 밀도

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1번조건(순수 ZrO2)이 최고밀도 83.1%로 우수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1(b)은 분말 혼합 조건에 따른 소결 후 소결체의 직경과 높이의 수축률

을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PVA 함량(0.5~4wt%)에 관계없이 초기 직경보다 약 

11%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소결체의 높이는 약 9% 감소하였다. 또한 평균 수축

률은 약 10%로 PVA함량이 증가함에 따른 수축률에 큰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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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ZrO2 나노분말의 X-선 회절분석

그림 69. 주사전자 현미경(FE-SEM)으로 관찰한 ZrO2 응집분말(a)과 

고배율 나노입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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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MPC로 제조된 성형체 및 이의 소결체의 크기 및 형상

그림 71. 분말혼합 조건에 따른 밀도 및 수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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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앞선 실험에서 1번조건(순수 ZrO2)가 우수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으며 따

라서 다른 변수(온도)에서도 1번 조건이 우수한 조건임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72

에 보는 것과 같이 1번 조건(순수ZrO2)과 비슷한 밀도를 갖는 5번(PVA 2%)까지 

의 분말을 사용하여 1GPa의 성형압력으로 성형한 후 1300~1450℃까지 소결온

도에 변화를 주어 2시간 소결하였다. 그 결과 그림 72에서 보는 것과 같이 1번 

조건(순수ZrO2)부터 4번 조건(ZrO298.5wt%+PVA1.5wt%)까지는 앞선 실험과 

같이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5번 조건(ZrO2 98wt%+PVA 2wt%) 

조건에서는 밀도가 약 6%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소결온도

(1300~1450℃)에 따른 밀도가 우수한 값을 나타내어 최적의 혼합 조건임을 알 

수 있었으며, 평균 수축률은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 2% 증가한 12%를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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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1~5조건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된 소결체의 밀도 및 수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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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MPC 성형압력 변화에 의한 영향

  - MPC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

  그림 73은 앞에 실험을 통해 확립한 최적의 분말혼합 조건인 5번 조건

(ZrO298wt%+PVA 2wt%)의 분말을 사용하여 MPC 공정으로 압력의 변화

(0.7~3.2GPa)를 주어 성형한 후 1450℃에서 2시간 소결한 소결체의 밀도변화를 

타나낸 것으로서 성형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밀도값이 증가하고, 1.7~2.2GPa에서

는 비슷한 약 90%의 밀도를 나타냈으며 2.5GPa 이상에서는 크랙이 발생하였다. 

밀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MPC 공정의 압력 증가에 의한 분말의 치밀화 증가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MPC 공정을 이용하여 2.2GPa의 성형

압력으로 성형한 후 소결하였을때 크랙이 없이 가장 높은 90.2%의 밀도를 나타

내였으며, MPC 공정을 이용한 최적의 성형 압력은 2.2GPa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7~2.2GPa의 성형압력에서 약 90%의 비슷한 

밀도를 나타내므로 2.2GPa의 압력보다 낮은 압력에서도 성형이 가능한지 알아보

기 위해 5번 조건(ZrO298wt%+PVA 2wt%) 분말을 사용하여 1.7, 1.8, 1.9, 2.0, 

2.2GPa의 성형 압력으로 성형한 후 1450℃에서 2시간 소결하였다.

  그림 74(a)에서 보는 것 과 같이 1.7~2.2GPa까지 비슷한 약 90%의 밀도를 나

타내었으며, 그 차이는 미미함으로 2.2GPa의 압력보다 낮은 1.7~1.9GPa의 압력

으로 성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 MPC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수축률 변화

  그림 73(b)는 초기 MPC 공정의 압력 변화에 따른 소결체 직경과 높이 변화에 

대한 수축률을 나타낸 것으로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약 12.5%의 평균 수축률

을 나타냈으며, MPC 공정를 이용해 성형한 성형체는 소결 후에도 일정한 수축률

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74(b)에서도 약 11%의 평균 수축률로 큰 

변화 없이 일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MPC 공저이 짧은 시간에 매우 높은 압

력을 가하여 성형체의 직경 및 높이 방향으로 충분한 치밀화가 되어 소결 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기존 성형 공정보다 치수 제어에서 효율 

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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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성형압력 변화(0.7GPa~)에 따른 밀도 및 수축률 변화

그림 74. 성형압력 변화(1.7~2.2GPa)에 따른 밀도 및 수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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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결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

  -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

  그림 75(a)는 최적의 분말 혼합 조건인 5번(ZrO2 98wt%+PVA 2wt%)과 MPC 

성형공정의 최적 성형 압력인 1.7~1.9GPa의 압력으로 성형한 후 소결조건에 따

라 1300~1450℃에서 2시간 소결된 소결체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1.7GPa의 압력으로 성형 소결한 소결체는 1300~1400℃까지는 약 87~88%의 

밀도를 나타내었으며 1450℃에서는 약 90%의 밀도를 나타냈다. 1.8GPa의 압력

으로 성형 소결한 소결체 또한 1.7GPa의 성형 압력과 비슷한 밀도를 나타내었으

며, 1.9GPa의 압력으로 성형 소결한 소결체는 1300~1400℃까지는 88~89%의 

밀도를 나타냈으며 1450℃는 약 90% 밀도로 약 1~2%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

결온도가 1300~1400℃에서는 밀도가 90% 이하였으며, 1450℃에서 90.3%의 밀

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1450℃가 최적의 소결온도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결시 ZrO2의 치밀화는 1400~1450℃부근에서 일어나

며 MPC 공정을 이용하여 높은 압력으로 성형한 초기 성형체는 높은 치밀화로 인

해 1400~1450℃의 소결온도가 되면 분말 내부의 기공이 소멸하여 입자간 간격

이 줄어들고 치밀화가 진행되어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률 변화

  그림 75(b)는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체의 직경과 높이 변화에 대한 수축률

을 나타낸 것으로서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로 수축률(약 11.5%), 세

로 수축률(약 10%)을 나타냈으며, 평균 수축률은 약 1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기존공정을 이용하여 성형한 성형체는 2단계에 걸쳐 소결하게 되며. 

이때 수축률은 약 20%로 MPC 공정을 이용하면 일반공정 대비 50% 정도의 낮

은 수축률을 얻을 수 있으며, 최종제품의 소결시 균열을 방지하고 치수정밀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소결온도 및 시간을 낮추어 소결시 수축률을 감소시킴으로

서 최종 타겟 제조 시 소결 시간이 짧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대량생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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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밀도 및 수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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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결유지 시간 변화에 의한 영향

  - 소결유지 시간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

  그림 76(a)는 최적의 분말 혼합 조건인 5번(ZrO2 98wt%+PVA 2wt%)과 MPC 

공정의 최적 성형 압력인 1.7~1.9GPa의 성형압력에서 성형한 후 최적의 소결온

도 1450℃에서 1~6시간의 소결 유지시간의 변화를 주어 소결된 소결체의 밀도

를 나타낸 것이다. 1.7GPa의 성형압력으로 성형한 후 소결시 1시간 유지하였을 

때 밀도가 약 87% 였으며, 2시간 유지시 약 2% 밀도가 증가한 약 90%의 밀도 

값을 나타냈다. 

  1.8GPa의 성형압력으로 성형한 후 소결시 1시간 유지하였을 때 약 88%의 밀

도를 나타냈으며, 2~6시간 유지하였을 때 큰 밀도 변화가 없이 약 90%의 비슷한 

밀도를 타나냈다. 또한 1.9GPa의 압력으로 성형한 후 소결 유지시간을 1시간 하

였을 때 약 89%의 밀도를 나타냈으며 2시간 유지시 약 1% 증가한 약 90%의 밀

도를 나타냈다. 또한 2~6시간까지 밀도가 1% 미만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6시간

에서 91.3%의 최고밀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소결 유지시간에 따른 치밀화 효과

가 미미함으로 최적의 소결 유지시간은 2시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결 유지

시간에 따른 치밀화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MPC 공정을 이용하여 성형하였을 때 

초기 성형체 내에서 치밀화가 이루어져 기공이 감소하고, 일반적으로 

1400~1450℃에서 소결에 의한 치밀화가 끝나므로 유지시간이 증가해도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소결유지 시간 변화에 따른 수축률 변화

  그림 76(b)는 소결 유지시간에 따른 소결체의 직경과 높이 변화에 대한 수축률

을 나타낸 것으로서 1.7GPa는 유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로 수축률이 약 

12%를 나타냈으며, 세로 수축률은 약 10%를 타나냈다. 또한 1.8, 1.9GPa압력은 

1.7GPa과 비슷한 가로 수축률 약 12%, 세로 수축률 약 10%를 나타냈다. 또한 

앞선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MPC 공정을 이용하면 성형압력, 소결온도, 유지

시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가로 수축률 약 12%, 세로 수축률 약 

10%를 나타내어 치수 조절이 일반 공정보다 용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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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소결유지시간 변화에 따른 밀도 및 수축률



- 130 -

        ⑤ ZrO2 소결체의 미세조직

  - 소결온도(1300~1450℃)에 따른 소결체의 미세조직

  그림 77은 최적의 분말 혼합조건인 5번 조건(ZrO2 98%+PVA2%)의 분말을 사

용하여 1.9GPa의 성형압력으로 성형한 후 소결온도를 각각 1300℃, 1350℃, 

1400℃, 1450℃에서 2시간 소결한 소결체의 파단면으로서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가 1㎛에서 4㎛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1350℃ 이하

에서 존재하는 작은 기공은 큰 기공에 비해 짧은 확산 거리로 인해 빨리 소멸이 

되며, 1400℃이하에서 대부분 기공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기공이 소멸함에 따

라 주위의 입자들에 둘러쌓여 입성장이 느려지며, 1400℃ 이상에서는 입자의 성

장이 균일하게 일어나 입자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냉각과정 중 정방정상

이 단사정으로 상변태로 인하여 입내 및 입계파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 성형압력(1.7~1.9GPa)에 따른 소결체의 미세조직

  그림 78은 소결온도와 시간을 1450℃ 2시간으로 동일하게 하고 최적의 분말 

혼합조건인 5번 조건(ZrO2 98%+PVA2%)의 분말을 사용하여 1.7~1.9GPa의 성

형압력으로 성형하여 소결한 소결체의 파단면을 나타낸 것으로서 성형압력이 증

가 할수록 파단면 입자 크기가 약 3.5㎛에서 1.5㎛로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그 이유는 초기 성형시 높은 압력으로 인해 치밀화가 되어 기공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며, 소결시 1400℃ 이하에서 기공이 소멸하게 되어 입성장을 방해하

지만 그 이후 소결 온도에서는 균일하게 입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 

할수록 초기 밀도가 높으며, 입자 또한 미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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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소결온도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그림 78. 성형압력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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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최적 조건을 이용한 ZrO2 증착용 타겟 제조

  - 분말 장입량에 따른 치수조절

  앞선 실험을 통해 최적의 분말 혼합 조건, 성형압력, 소결온도, 소결 유지시간

을 확립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하여 최종 타겟 크기인 직경 

18mm, 높이 8mm의 증착용 타겟을 제조하기 위해 20.5mm의 금형에 5번 조건

(ZrO2 98%+PVA2%) 분말을 12g 넣어 1.7, 1.8, 1.9GPa의 성형압력으로 성형하

여 1450℃에서 2시간 소결하였다.

  그 결과 1.7GPa은 초기 직경 21.14mm에서 18.65mm로 감소하였으며, 높이는 

9.32mm에서 8.44mm로 감소하였다(그림 79(좌)). 또한 1.8GPa은 초기 직경 

21.15mm에서 18.66mm로 감소하였으며, 높이는 9.25mm에서 8.41mm로 감소하

였다. 마지막으로 1.9GPa은 초기 직경 21.16mm에서 18.67mm로 감소하였으며, 

높이는 9.2mm에서 8.41mm로 1.7, 1.8GPa과 똑같이 감소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12g의 분말을 장입하여 1.7~1.9GPa의 압력으로 성형하고 

1450℃에서 2시간 소결 하였을 때 약 직경 0.6mm, 두께 0.4mm의 오차가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5번 조건(ZrO2 98%+PVA2%) 분말을 그림 79

(우) 11g부터 11.5g까지 장입하여 1.7GPa의 성형압력으로 성형한 후 1450℃에

서 2시간 소결하였다. 그 결과 11g을 장입하였을 때 초기 직경이 20.66mm를 나

타냈으며, 소결 후에는 18.1mm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으나 높이가 8.86mm에

서 7.75mm로 감소하여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11.1g은 직경 20.66mm에서 

18.15mm로 감소하였으며, 높이는 9.06mm에서 8.11mm로 감소하여 직경, 높이 

모두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다. 11.2g부터 11.5g을 장입하여 성형한 후 소결 한 

소결체 또한 직경 18.16mm부터 18.18mm까지 감소하였으며, 높이는 8.21mm에

서 8.4mm로 감소하여 오두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다. 따라서 20.5mm의 금형 몰

드에 5번 조건(ZrO2 98%+PVA2%) 분말을 11.1g 장입하여 1.7GPa의 성형압력

으로 성형한 후 1450℃에서 2시간 소결하면 약 90%의 밀도를 갖는 최종 타겟 

크기의 소결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80은 최적의 분말 혼합조건인 5번 조건(ZrO2 98%+PVA2%)의 분말을 

20.5mm의 금형에 11.1g을 장입하여 1.7GPa의 성형압력으로 성형한 후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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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시간 소결한 타겟을 보여주고 있으며 균열 없이 깨끗한 직경 18mm, 높이 

8mm의 ZrO2 증착용 타겟이 제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증착용 세라믹 타겟의 최종제

품 개발 및 최적조건을 확립할 수 있었다. 최적조건에 따른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의 대량생산 기술 또한 완료된 상태이다. 현재 제조된 최종제품의 산

업적용 가능성 여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업체 내에서의 실제 테스트와 

공인기관으로부터 타겟 특성평가를 진행중이며 추후 결과에 따라 실제 산업에 적

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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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최적조건에서 분말장입량 변화에 따른 치수조절(좌: 12g, 우:11~11.5g)

그림 80. ZrO2 증착용 최종 타겟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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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살균용 은코인 제조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제작한 MPC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여 살균용 은코인을 제조하였

다. 살균용 은코인은 은 나노분말을 MPC 공정으로 성형한 것으로 물에 담구면 

은이온이 방출되어 살균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이온방출을 위

한 적정 밀도는 90%로 이보다 밀도가 낮으면 성형체가 깨지거나 균열이 발생하

고 반면에 이보다 밀도가 높으면 은이온 방출이 되지 않아 살균 효과를 얻지 못

한다. 따라서 적정의 밀도로 성형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의 결과 다른 성형 

공정으로는 살균용 은코인의 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PC 공정

으로 성형된 제품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그림 81같이 직경 18mm 중량 2.5g의 은코인 제품을 MPC 자

동화 장비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으며 이 제품의 경우 원가대비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제품의 경우 2010

도에 90만엔 규모로 일본으로 수출이 되었으며 현재 1억원 규모의 추가 수출계약

을 진행하고 있어 MPC 자동화 공정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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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MPC 자동화 공정으로 제조된 살균용 은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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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밀도 철계 분말 부품

  본 연구에서는 철계 분말의 경우 자동차용 소형 부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

어 MPC 공정의 확대 적용을 위하여 자동차용 철계 분말 제품 제조를 위한 가능

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철계 분말 부품의 경우 밀도의 향상이 제품의 특성 향상

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MPC 공정의 도입으로 밀도 향상효과를 얻을 수 있

다면 실용화 가능성이 크다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Fe-Cr-Mo-C계 분말에 대

하여 MPC 공정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고 밀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분

말크기, 바인더(binder) 첨가량 및 금형윤활이 분말의 MPC 성형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자동차용 분말 부품 적용을 위한 기초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탄소)을 제외한 Fe, Cr, Mo 원소들이 예합금화(pre-alloyed)

된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C은 성형 전에 바인더와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Fe-Cr-Mo 예합금화 분말은 그림 82와 같이 평균입도 85μm의 

불규칙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림 82(b)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평균입도 6μm의 C 분말(UF-4)을 보여주고 있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MPC 분말 성형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MPC 공정

과 같은 고속/고압 분말 성형에서는 미세한 분말(입도 45μm 이하)을 제거하면 더 

높은 성형밀도를 얻을 수 있다는 기존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말크기의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입도 45μm 이하의 분말을 포함한 경우와 제거한 경우를 비교하였

다(A vs. B). 또한 첨가되는 바인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바인더로 사용한 

Zn-St.(스테아린산아연)의 양을 0.3%, 0.05% 및 0%로 변화시켜 비교실험을 실

행하였다(B vs. C, E). 더불어 성형체의 표면 거칠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금형윤

활을 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C vs. D), 금형윤활은 톨루엔 용매에 

2g의 Zn-St.를 혼합한 후 금형벽에 분무하고 완전히 건조한 후에 분말 성형을 실

시하였다. 1회 성형한 분말의 양은 17g으로 일정하게 하였으며 직경 20mm의 금

형을 사용하여 13~21kJ의 전기에너지를 인가하여 각각의 분말을 MPC 성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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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2. (a) Fe-Cr-Mo 예합금화 분말, (b) C 분말(UF-4)

표 4. MPC 분말 성형 조건

0.25%

UF-4

O0.05%+45µmD

O-+45µmE

X0.05%+45µmC

X0.30%+45µmB

X0.30%~200µmA

금형 윤활Zn-St.분말입도조건

0.25%

UF-4

O0.05%+45µmD

O-+45µmE

X0.05%+45µmC

X0.30%+45µmB

X0.30%~200µmA

금형 윤활Zn-St.분말입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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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3은 각각의 성형 조건에 대한 성형밀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성형에

너지가 13kJ에서 21kJ로 증가할수록 모든 분말에 대하여 성형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3kJ(약 1.7GPa)의 낮은 압력에서도 7.2~7.3g/cm3의 성형밀

도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기에너지가 21kJ(약 2.9GPa)로 증가하게 되면 

성형밀도가 7.6g/cm3 이상으로 크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성형법으

로 얻을 수 있는 최대 밀도가 7.0~7.2g/cm3인 것을 고려하면 MPC 분말 성형 공

정의 적용이 고밀도 철계 분말 성형체 제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A 조건과 B 조건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MPC 분말 성형 공정에 있

어서는 분말의 크기는 분말의 성형성에 큰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바인더 첨가량을 감소시키면 더 높은 성형밀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B vs. C). 기존의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정량보다 적은 바인더가 첨가되

게 되면 성형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성형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본 연

구 공정의 경우에는 MPC 분말 성형의 효과로 분말의 성형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

어 바인더를 아주 적게 첨가하더라도 균열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고밀

도의 성형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금형윤활을 적용하더라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성형밀도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 vs. D).

  그림 84는 금형윤활의 여부에 따른 성형체의 표면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

의 조건에 따라 하나의 금형을 사용하였으며 13kJ에서 21kJ로 성형에너지가 증

가하는 순서로 성형을 진행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형윤활을 하지 않

은 C 조건의 경우에는 19kJ의 성형에너지에서부터 성형체의 표면에 심한 긁힘 

자국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MPC 분말 성형시에 분말에 가해지는 압

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금형벽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성형체 

취출시 성형체 표면에 심한 긁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금형윤

활을 한 D 조건의 경우에는 성형체의 표면이 아주 깨끗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금형윤활을 적용하여 MPC 분말 성형 공정 중의 분말과 금형벽과의 마찰을 크

게 감소시켜 긁힘 자국 없는 양질의 성형체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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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MPC 성형 조건에 따른 성형밀도의 변화

  

  

13 kJ 15 kJ 17 kJ 19 kJ 21 kJ

C

Zn-St. 0.05%

금형윤활 X

D

Zn-St. 0.05%

금형윤활 O

그림 84. MPC 분말 성형시의 금형윤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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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 연구의 MPC 분말 성형 공정의 경우에는 첨가되는 

바인더의 양을 최소화하여 성형체의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7.6g/cm3 이상).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밀도 성형체를 열처리하여 획득할 수 있는 최종 소결체

의 밀도를 알아보고자 C, D 및 E 조건의 성형체를 소결하여 그 밀도 변화를 조

사하였다. 소결은 푸셔타입로에서 분해암모니아 분위기를 사용하여 1250℃에서 

60분간 실시하였다.

  그림 85는 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소결 후의 밀도 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성형밀도와 동일하게 MPC 성형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최종 소결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낮은 성형에너지(17kJ 이하)에서는 금형윤활을 하지 않은 C 

조건의 밀도가 높지만 그 이상의 성형에너지에서는 금형윤활을 한 경우(D 및 E)

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금형윤활을 하지 않은 C 조건의 경우에는 

높은 성형압에서 금형벽과의 높은 마찰로 인하여 소결체의 표면부에 미세한 균열

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본 MPC 분말 성형 공정에서는 금형윤활이 필요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5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MPC 분말 성형 

공정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고 밀도는 7.75g/cm3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으

며, 17kJ 이상의 성형에너지만으로도 7.7g/cm3의 아주 높은 최종 밀도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5의 동그라미 부분). 기존 공정의 경우에는 획득할 

수 있는 최종 밀도가 7.3g/cm3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MPC 분말 성형 

공정은 자동차용 철계　분말 제품 적용을 위한 초고밀도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그림 86은 조건 D에 대한 최종 소결체의 기공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13kJ의 

성형에너지로 제조된 시편의 경우에는 많은 기공을 포함하고 있지만 21kJ의 성형

에너지를 인가하여 제조된 시편의 경우에는 7.75g/cm3의 높은 밀도로 기공이 크

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공의 분포는 분말단조로 제조한 시편의 경

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본 연구의 MPC 분말 성형 공정이 기존의 분말단조를 이용

한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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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MPC 성형 조건에 따른 최종 소결밀도의 변화

(a) (b)

그림 86. 최종 소결체의 기공 분포(조건 D); (a) 13kJ, (b) 21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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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는 열처리를 통하여 제조된 최종 소결체의 경도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형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에 대한 경도값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할 점은 시편의 높이에 따

른(상, 하) 경도값의 차이가 매우 적은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소결체 내에서 밀

도의 분포가 매우 균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MPC 분말 성형 공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높은 압력파가 각각의 분말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어 시편 

전체에 걸쳐 아주 균일한 밀도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표 5의 결과는 자동차용 

분말 부품과 같이 높이 차이가 있는 부품의 균일성 확보에 적합한 공정으로 본 

연구의 MPC 분말 성형 공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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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PC 성형 조건에 따른 최종 소결체의 경도 변화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위치

72.674.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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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9.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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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5.469.069.2
17

61.665.466.2
15

49.153.653.7
13

EDC
성형에너지

(kJ)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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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2.971.0

67.469.369.3

60.865.164.9

51.555.154.8

71.57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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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1.169.3
19

65.469.069.2
17

61.665.466.2
15

49.153.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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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
성형에너지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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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가. 개발 장비 및 부품

     1) MPC 자동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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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기능 분말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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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균용 은코인 일본 수출 증빙자료(9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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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실적물(특허 및 SCI 논문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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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포상 실적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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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1. 기술 개발 경로

동적 성형 기술
실용화

MPC 동적 성형
공정 양산화 및
자동화 기술

동적 성형 공정을
이용한 고기능

응용부품 제조 기술

MPC
Dynamic 

Compaction

  2.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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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진전략 및 방법

  [기술정보수집] 

- 본 연구실의 1,2단계 선행 연구 내용 및 보유기술을 충분히 활용

- 본 연구실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간 국제협력관계를 통한 정보수집 극대화

- 해외학술대회 참석 및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한 연구동향 및 기술수준파악

- 인터넷검색, 전자도서관, 특허 등록 검색등을 통한 상시 검색 및 정보수집

  [인력확충]

- 국내외 박사급 연구인력 확보를 통한 연구인력 질적 향상

- 연구 인력의 해외파견을 통한 교육 및 전문가초청 세미나에 의한 교육

- 해외 연구 인력 초빙을 통한 기술 습득

  [타기관과의 협조]

- 현재 지경주 차세대과제 수행 등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타 기

관과의 아래와 같은 협조 체계 상시 운영

특성평가

한밭대학교 조성 정밀 분석

공주대학교 성형 및 소결체 특성평가

나노종합팹센터 AFM, TEM, SEM, XRD 이용 연구

치밀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말 성형

전기연구원 Pulsed Discharge Technology

세종대학교 성형체 미세 구조 제어

응용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동적 성형 장비 자동화 및 양산화,

고기능 다이아몬드공구 제조 기술

(주)나노기술 동적 성형 장비 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  

(주)코미코 세라믹 분사 노즐 제조 기술

(주)유스테크코리아 난성형 세라믹 분말 성형 기술

베스너(주) 고밀도 압전트랜스포머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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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 기관/기업별 역할 및 추진 내역

제 3 절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

  본 연구과제에서는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및 (주)나노기술과의 협력 연구를 

통하여 동적 성형 장비의 생산성 향상 기술과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여 동적 성형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였다. 2007년 2월의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원의 기술가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본 연구의 MPC 분말 동적 성형 기술의 기술 가치는 약 

15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주)실파인 및 (주)가야에이엠에이 등의 분말 성형 제품을 MPC 동적 성형 공정으

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그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 시장 성장성

- 첨단 산업의 발달에 따른 고기능 난성형 분말 성형 제품의 필요성이 증가됨

- 현 추세에 따르면 난성형 분말 성형 시장은 현재 500억 시장에서 3~5년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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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시장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조사됨

- Scale-up 기술 개발을 통하여 대형 분말부품(타겟,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에 적

용 가능함

- 동적 성형법를 이용한 난성형 분말 성형 기술은 아래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

 1) 자동차 및 항공 수송기기, 산업용 정밀기계 산업분야

  핵심부품 및 시스템의 경량화, 고성능화, 장수명화

 2) 전기, 전자 정보통신 부품

  방열재료(heat sink), 자기차폐, 코어재료(magnetic core) 등 고기능성 부품 등

  전자 부품 core  소형 전자기기(notebook PC, cellular phone 등)

- 대표적인 적용 가능 제품의 시장은 아래와 같음

     1) 자기코어 (2002년 기준, 3,660억원/년)

     2) 다이아몬드공구 (2010년 예상, 1,980억원/년)

     3) 반도체공정용 세라믹부품 (2010년 예상, 120억원/년)

     4) 분사노즐 (2001년도 기준, 국내 50억/년)

  2. 시장 동향 및 상용화 가능성

- 난성형 분말을 이용한 고기능 부품 제조 기술은 고부가가치형 응용분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고기능 분말 제품의 경우 약 $20억/년 규모의 시

장을 대체할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하게 되면 정보 통

신 소재분야에서만 연 $5,000억/년 규모의 성능향상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

과를 얻을 수 있음

- MPC 동적 성형 기술은 기존 성형 장비의 변형으로 기술의 자동화 및 대량 생

산이 가능하여 형장 적용성이 우수함

- 동적 성형의 자동화 공정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를 위한 내구성 평가만 이루

어지면 소형분말 부품 제조에 즉시 실용화가 가능함

- 본 기술을 이용한 세라믹타겟, 다이아몬드공구, 기어/로터 등의 소형 부품 제조 

공정 개발이 2011~2012년 완료되어 관련 기업에 이전될 예정임 

- 펄스형 파워를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이 높아 공정비용의 절감 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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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기술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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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개발성과의 확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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