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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속도공구강은 우수한 내마모특성과 인성으로 인하여 각종 절삭공구, 금형 및 내

마모 부품용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 공구강은 주

조 시의 편석으로 인한 조직의 불균일성, 후가공에 의한 결정립의 조대화와 열처리 

변형으로 인해 그 특성의 한계성을 가지는 단점이 있다. 고속도공구강보다 뛰어난 

특성을 갖는 WC-Co 초경합금의 고온 경도는 1,350 Hv 이상의 높은 고온 경도를 

가지므로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다. 그러나 Fe계 TiB2 복합재료는 특성상 

고속도공구강과 초경합금의 중간수준 정도의 특성을 가지며, 지구상에 풍부하게 매

장되어있어 원재료 가격이 낮고, 기계적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Fe-TiB2 복합재료는 내마모성, 열적 안정성 등이 우수한 특성의 TiB2 세라믹스 

입자를 강화재로 사용하는 금속기지 복합재료이며 높은 경도와 용융점을 가지지만 

가격이 저렴하며 가공이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금속기지 세라믹스 강화입자 복합재

료 제조방법은 분말야금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금속 기지상의 연결과 세라믹스 입

자의 미세 균일 분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ex-situ, in-situ 방법으로  Fe-40wt% TiB2 복합재료분말을 제조

하여, 상압소결 및 방전플라즈마 소결을 각각 실시하고, 분말의 제조방법과 소결방

법에 따른 소결성과 소결거동을 체계적으로 종합 비교하였다. ex-situ 복합재료분

말, in-situ 복합재료분말 제조하여 비교한 결과, in-situ 공정으로 제조한 복합재료

분말이 평균 입자가 미세하고, TiB2 강화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된 미세조직을 가짐

을 확인하였다.

ex-situ, in-situ, (FeB+TiH2) 혼합분말의 세 가지 방법으로 복합분말을 제조하여 

1400℃에서 3h 동안 고온 수평관상로에서 상압소결한 결과, 각각 85.7%, 91.9%, 

92.3%의 상대밀도를 얻었다. 이때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비교하였을 때, in-situ 복

합분말의 소결체가 상대적으로 TiB2 강화입자 분산도가 가장 균일하였고 조직이 미

세하였다. 

ex-situ, in-situ, (FeB+TiH2) 혼합분말의 세 가지 방법으로 복합분말을 제조하여 

1080℃에서 10min 동안 방전플라즈마 소결한 결과, 각각의 상대밀도는 93.9%, 

96.7%, 97.1%였다. in-situ 복합분말의 소결체가 상대적으로 균일한 TiB2 강화입

자 분포를 보였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in-situ 분말의 소결성과 특성이 상압소결과 방전플라즈마소결 

모두에서 ex-situ 분말의 경우보다 우수하였으며, 방전플라즈마 소결이 상압소결에 

비해 효과적인 치밀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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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ntroduction)

고속도공구강은 우수한 내마모특성과 인성으로 인하여 각종 절삭공구, 금형 및 내

마모 부품용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 공구강은 주

조 시의 편석으로 인한 조직의 불균일성, 후가공에 의한 결정립의 조대화와 열처리 

변형으로 인해 그 특성의 한계성을 가지는 단점이 있다. 고속도공구강보다 뛰어난 

특성을 갖는 WC-Co 초경합금의 고온 경도는 1,350 Hv 이상의 높은 고온 경도를 

가지므로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다. 하지만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온 결

과 TiC, TiB2 서멧에 의해 연구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WC를 대

체할 수 있는 공구재료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WC계 초경합금과 비교하여 TiB2  

WC-Co의 Co기지상 재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재료는 Ni 과 Fe 등의 철계 

금속이다. Ni의 경우, 강도가 높은 재료로 Co의 대체재로 연구됐다. 하지만 Mo의 

첨가에 의한 미세조직의 미세화와 더불어 인성의 저하를 가져오는 단점이 발견되었

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도의 감소를 막아 줄 수 있는 재료로 Fe계 

TiB2 복합재료의 연구가 주목받았는데, 이 Fe계 TiB2 복합재료는 특성상 고속도공

구강과 초경합금의 중간수준 정도의 특성을 가지며, 지구상에 풍부하게 매장되어있

어 원재료 가격이 낮고, 기계적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1-6]

  나노복합재료가 우수한 특성을 가지기 위한 방법은 강화 입자상의 나노크기 미세

화 외에 강화 입자상을 금속기지 내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주조공정을 사용할 경우, 용융금속 내에 큰 표면적을 가진 나노입자들의 젖

음성(wettability)이 불량하기 때문에 작은 분말들이 금속기지 내에 균일하게 분산

되지 않고 조대한 클러스터로 응집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산 균일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말야금법을 활용한 ex-situ기법과 in-situ기법이 있

다. ex-situ기법과 in-situ기법은 복합재료 기지 내에 입자들을 분산 강화시키는데 

뛰어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두 방법을 비교하였을 때, in-situ에 의해 제조되는 

재료가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in-situ로 제조된 복합재료보다 

ex-situ로 제조된 복합재료가 균일하게 분산하지 못하여 응집되는 현상이 발생하

며, 파괴가 세라믹 강화상이 위치한 계면에서 먼저 일어남에 따라서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지 못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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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은 미세하고 균일 분산된 미세조직의 분말이 소결 후 미세조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Fe계 복합재료에서 주로 사용되는 진공소결공정은 공정상 높

은 온도와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입자성장이 일어나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이 저하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으로 방전플라즈마소결법이 개발되었다. 방전플라즈마 

소결은 빠른 승온 속도와 가압상태에서 소결할 수 있으며, 성형공정 없이 소결과 

성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처럼 방전플라즈마 소결 공정을 사용함으로써 공정의 

간소화와 단시간 소결할 수 있어 입자성장을 억제하고 난소결정 재료의 소결이 가

능하다.[16-18]

이 연구에서는 순수 Fe와 TiB2 원료분말을 기계적으로 단순 혼합한 ex-situ 복합

분말, FeB, TiH2 원료분말을 혼합 분쇄한 후 반응 합성시킨 in-situ 복합 분말의 2

가지 시스템의 복합재료 분말을 제조하여 상압소결과 방전플라즈마소결로 소결하고 

소결성과 치밀화거동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말제조 공정의단수환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해 FeB, TiH2 혼합분말을 제조하여 상압소결 및 방전플라즈마 소결하고 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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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Theoretical Background)

II.1 Fe-TiB2 복합재료의 특성과 제조방법

Fe-TiB2에서 강화입자 상인 TiB2 세라믹스는 공유결합성이 매우 강하여 융점과 

경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전자 구조에 의하여 다른 고경도, 고융점 재료에 

비하여 전기 전도성이 월등히 좋은 특성이 있다. 여러 붕화물 중에서 TiB2는 용융

점이 매우 높고(2980℃) 높은 경도와 매우 높은 탄성계수를 가지고 있다. TiB2는 

이런 고경도, 고강도 이외에도 내마모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산화 저항

성도 우수하다. 또한 다른 구조 세라믹스 재료가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낮은 

데 비해서 비교적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므로 고속도공구강이나  WC-Co 초경합

금에서 응용할 수 있는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7-8]

일반적으로, Fe-TiB2 복합재료 제조에는 용해주조법, 고온자전합성법, 분말야금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용해주조법의 경우 주조 후 열간 단조 및 압연의 방

법으로 제조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제조된 공구강의 경우, 편석이 생겨 조직이 

불균일하고, 후가공에 사용되는 열에 의한 결정립 조대화와 변형이 생겨 방향성이 

생기는 특성의 한계가 있다. 고온자전합성법의 경우에는 반응 과정 중 기공의 제어

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분말야금법의 경우 원재료의 손실이 적고, 스크랩

(scrap)을 분말화하여 재사용할 수 있어 원료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소요에너지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경제성이 우수하다. 또한, 조성제어가 비교적 용이하며, 

후가공이 필요 없는 시제품을 바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량생산에 유리한 

공정이다. 마지막으로 다량의 합금원소 및 세라믹스 강화 입자 첨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의 두 공정보다 Fe-TiB2 복합재료 제조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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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분말야금법에 의한 Fe-TiB2 복합재료 제조

Fe-TiB2 복합재료가 우수한 경도 및 인성 등의 기계적 특성을 가지기 위해선 Fe  

기지 내에 미세한 크기의 강화입자 세라믹스를 균일하게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

해선 앞에서 기술한 Fe-TiB2 복합재료 제조방법 중 분말야금법에 의한 ex-situ, 

in-situ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료분말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원료

분말을 유성볼밀로 고에너지 분쇄, 혼합하여 ex-situ, in-situ 복합분말을 제조하였

다. 아래는 관련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situ 방법에 의한 Fe-TiB2 복합분말 제조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2] 순수한 Fe, TiB2 원료 분말을 300rpm, 500rpm, 700rpm의 밀링속도로 

1h 동안 고에너지 볼밀링을 하여 이차전자 및 후방산란전자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300rpm으로 1h 밀링한 경우에는 분쇄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원료 분말 그대로 관

찰되었으며, 500rpm, 700rpm보다 균일하게 혼합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되었다. 700rpm으로 밀링 하였을 때는 300rpm 분말보다 작은 입자 크기에 등

축상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고 Fe 기지 내에 TiB2 입자들이 조대하게 불

규칙분산 된 형태를 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700rpm에서 밀링 시간을 1h, 2h, 

3h로 바꿔가며 밀링을 진행하였다. 분말의 조성과 TiB2 분산도의 크게 차이는 없었

으나, 분말의 입도가 2시간 밀링하였을 때 가장 미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형상관

찰 후 제조 된 분말의 제조 과정에서의 조성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조성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500rpm 과 700rpm에서 밀링 용기와 볼의 강한 충돌로 인하여 

미량의 W 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2-1, 2-2는 본 연구실의 선행 연구

결과인 ex-situ 분말 700rpm시간에 1h, 2h ex-situ 분말제조 연구결과이다. 그림 

2-1, 2-2는 밀링 한 분말의 FE-SEM 이미지 관찰 사진이며, 1h 밀링 한 분말사진

에서 Fe 분말과 TiB2 분말모두 충분한 분쇄가 일어나지 않아 원료분말의 밀링 전 

형상이 관찰 되었고, Fe 분말에 TiB2 분말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2h 밀링 한 분말사진에서는 충분한 밀링에너지 전달에 의해 연성특성인 

Fe 와 기지에 TiB2 입자들이 박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

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2-3는 제조 된 분말의 단면 연마 사진이다. 사진을 보면 1

㎛ 이하의 TiB2 입자가 Fe 기지 내에 불균일하게 분산 되있는 것을 관찰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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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tu 방법으로 Fe-TiB2 복합분말을 제조한 연구결과로 보고되었는데[13], 순수

한 FeB, TiH2 원료 분말을 700rpm의 밀링속도로 3h 동안 고에너지 볼밀링을 하

고 고온 수평 관상로에서 900℃의 온도로 2시간 동안 합성하였을 때, 반응 합성 

후 반응 전 분말과의 입자 크기는 크게 변화가 없었고, 우려하였던 TiB2 입자의 고

온반응으로 인한 응집도 없었으며, TiB2 강화 입자가 Fe 기지 내에 미세하게 분산

되어 x20000 이상의 고배율에서만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림 2-4

는 제조된 in-situ 복합분말의 FE-SEM 이미지이다. 연성 특성인 Fe 기지에 TiB2

강화입자가 박혀있는 ex-situ 복합분말과는 다르게 Fe 기지 내에 TiB2 강화입자가 

골고루 분산 돼 같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5는 제조된 in-situ 복합

분말의 단면 연마 이미지이다. 사진을 보면 ex-situ 복합분말과는 다르게 TiB2 강

화입자가 Fe 기지 내에 매우 균일하게 분산 돼 구별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고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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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FE-SEM images ex-situ powder mixture of Fe and TiB2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for 1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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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FE-SEM images ex-situ powder mixture of Fe and TiB2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for 2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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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FE-SEM images of the polished surfaces of ex-situ powd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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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FE-SEM images in-situ powder mixture of Fe and TiB2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for 3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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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FE-SEM images of the polished surfaces of in-situ powd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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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Fe-TiB2 복합재료 분말의 소결

Fe-TiB2 복합재료의 우수한 특성을 위해서는 Fe 기지 상에 미세한 TiB2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는 분말제조 공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분말 제조 과정에서 

미세한 TiB2 입자를 균일 분산시켰다 하더라도 소결 과정에 있어서 입자성장이 일

어날 경우 원하는 특성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Fe 기지 내에 미세한 크기로 균일

하게 분산된 TiB2 세라믹 입자의 성장을 억제하고, 고밀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4-15]

소결 중 외부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비가압 소결인 상압소결(Pressureless 

Sintering) 은 복잡한 형상과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압소결

은 형상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압력이 없어 소결 중 시편의 변형에 

취약하여 심각한 수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상압소결은 고온의 로에서 

금속기지복합재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료의 대량생산의 적합한 공정이다. 상압소

결은 외부압력이 없기 때문에 소결을 활발히 시키기 위해 공정 중 고온이 필요하

다. 그러나 고온의 소결은 입자 성장과 결정립 조대화를 일으킨다. 소결 중 매트릭

스와 강화 입자 사이의 반응은 소결공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강화 입자의 반응성이 

낮으면 소결거동 뿐만 아니라 치밀화의 방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반응성이 

너무 높으면 매트릭스의 조성을 변화시켜 소결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

한 모든 현상은 최종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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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플라즈마소결(Spark Plasma Sintering) 은 통상 펄스 형태의 직류전원을 피

소결체에 직접 흘려 펄스저항가열과 플라즈마에 의한 소결이 이루어지며, 온도 또

는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넓은 온도와 압력범위에서 소결이 가능한 소결법이다. 압

력조절 소결공법은 동일한 합금계에서 훨씬 더 짧은 시간과 낮은 온도에서 소결이 

가능하게 되고, 재료 전체에 걸쳐 밀도가 더 높고 나노 결정구조를 갖는 복합체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인 소결 공법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온도

로 신속히 소결하여 품질이 좋고, 균일한 특성을 얻는 방법이 SPS 방법이다. 분말 

입자간에 펄스 저항 가열에 의해 부분적인 플라즈마가 생성되어 입자성장 없이 출

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전기에너지와 기계적인 압력의 결합으로 소결시간

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고밀도가 가능하게 한다. SPS 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

는 산화표면을 실시간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재료를 만든다는 것이다. 분말들의 고

속 고밀도화는 초기 분말의 작은 입자 사이즈를 유지하여 나노 크기의 입자를 갖는 

벌크를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이다. 그러나 가압소결인 방전플라즈마 소결은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 없고,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16-18]

  Fe-TiB2 소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먼저 2014년 Huynh 

Xhuan Khoa 의 박사학위논문에서 Fe - TiB2 나노복합재료 분말을 제조하고 소결

하였다.[13] FeB, TiH2 원료분말을 사용하였고 고에너지 볼 밀링 방법으로 700rpm, 

3h 밀링 하여 분말을 제조하였다. 나노복합재료 분말의 소결은 방전플라즈마 소결

과 상압소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먼저 방전플라즈마 소결은 

800-1150℃, 50-70MPa, 소결 온도유지시간 5-15분 조건으로 Fe-TiB2 소결체를 

제조하였고, 상압소결은 1300-1400℃, 15min, 30min, 1h, 2h 으로 소결시간을 바

꿔가며 소결을 진행하였다. 방전플라즈마 소결은 1150℃, 15min, 70MPa 의 소결

조건으로 소결하였을 때 상대밀도 98%의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상압소결의 

경우 1400℃, 1h 소결하였을 때 95%의 상대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2-6은 소

결체 연마면의 미세조직 사진이며, 각 조건에 따라 미세조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방전플라즈마 소결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분산도가 균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1150℃에서 유지시간을 더 늘릴 경우 입자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

상하였다. 상압소결의 경우 1400℃에서 소결시간을 늘릴 경우에 상대밀도가 미세

하게 증가하지만, 그에 따라 TiB2 입자가 조대해 진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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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배선우의 석사학위논문에서는 유성볼밀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의 

Fe-TiB2 복합재료 분말을 제조하고 소결하였다.[12] 첫 번째 복합재료 분말은 단순

혼합 밀링법인 ex-situ법으로 Fe 분말과 TiB2 분말을 혼합한 ex-situ 복합분말이

고, 두 번째 복합재료 분말은 FeB 분말과 TiH2 분말을 혼합 및 분쇄시킨 후 TiB2

를 합성온도에서 열처리한 in-situ 복합분말이다. ex-situ 복합분말의 평균입도는 

1.1μm, in-situ 복합분말은 1.4μm로 두 가지 분말 모두 미세한 분말이 제조되었다. 

두 분말 모두 등축상의 형상을 보였으나, ex-situ 복합분말 보다 in-situ 복합분말

의 소결성, 소결밀도, 미세조직이 우수하였다. 두 복합분말 모두 방전플라즈마 소결

을 하였다. ex-situ 분말은 1150℃, 10min 소결을 하였고, 상대밀도는 99.6% 였

다. in-situ 복합분말은 1080℃, 10min 소결을 하였고, 상대밀도는 99.8% 였다. 

ex-situ 소결체의 경우 조대한 TiB2 입자가 Fe 기지 내에 불균일 분산되어 있었으

며, in-situ 소결체의 경우 미세한 TiB2 입자들이 Fe 기지 내에 균일 분산 되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소결성의 차이는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in-situ 복합분말의 소결체가 기계적 특성이 더 좋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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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6. Curves of displacement and densification during spark-plasma 

sintering process of ex-situ powder compact[12]

(a) Displacement curve (b) Displacement rat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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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7. Curves of shrinkage and densification rate during spark-plasma 

sintering process of in-situ powder compact[12]

(a) Displacement curve (b) Displacement rat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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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8. Curves of shrinkage and densification rate during spark-plasma 

sintering process of FeB, TiH2 mixed powder compact[13]

(a) Displacement curve (b) Displacement rat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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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FE-SEM images of FeB and TiH2 mixed powder sintered at 

1400℃ for 2h by PLS[13]  

     

  

Fig. 2-10. FE-SEM images of the polished surfaces of ex-situ composite 

powder spark-plasma sintered at 1150℃ for 10mi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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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FE-SEM images of the polished surfaces of in-situ compostie 

powder spark-plasma sintered at 1080℃ for 10mi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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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oC/50o/15'/50MPa            1150oC/50o/05'/50MPa

  

          1150oC/50o/15'/50MPa            1150oC/50o/15'/70MPa

Fig. 2-12.  Microstructure of FeB and TiH2 mixed powder sintered at 

various sintering condition by SP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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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방법 (Experimental Procedures)

이번 연구에서는 ① 순수 Fe와 TiB2 원료분말을 기계적으로 단순 혼합한 ex-situ 

복합분말, ② FeB, TiH2 원료분말을 혼합 분쇄한 후 반응 합성시킨 in-situ 복합 

분말의 2가지 시스템의 복합재료 분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분말들을 상압소결, 

방전플라즈마 소결을 통하여 소결체를 제조하고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III.1. 원재료 분말

Fe-TiB2 복합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① Fe와 TiB2 분말, ② FeB와 TiH2 원료분말

을 각각 사용하였다. 

사용된 원료분말들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Fe 분말은 구형의 순도 99.5%, 입

자크기는 10μm 이하의 분말이며, TiB2 분말은 순도가 99%이고 입자크기는 10μm 

이하, FeB 분말은 순도가 98.5%이고 입자크기는 10μm, TiH2 분말은 순도가 99%, 

입도가 74μm 이하인 분말을 사용하였다. Fe 분말은 Alfa Aesar 의 분말을 사용하

였으며, 나머지 세 분말은 (주) 네오엘에프엔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각 원료분말의 

특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LPSA(Laser Particle Size Analyzer)를 통해 평

균입도 및 입도 분포를 확인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이용하여 분말의 

형상 및 입자 크기 등을 분석하였다.

Powder Composition(%) Particle size (μm)

Fe 99.9 <10

TiB2 99 <10

FeB 98.5 <5

TiH2 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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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Fe-TiB2 복합분말 제조

복합재료 분말의 제조 공정이 소결특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제조 방법으로 Fe-TiB2 복합분말을 제조하였다. 

  

두 가지 제조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Fe 분말과 TiB2 분말을 단순 혼합 및 분쇄하여 복합분말을 제조하는 ex-situ 

복합분말 

② FeB 분말과 TiH2 분말을 사용하여 고에너지 볼밀링 공정 후 합성열처리를 진

행한 in-situ 복합분말

Fe-TiB2 복합분말을 만들기 위해 유성 볼밀(Planetary Ball-mill)에 의한 고에너

지 볼밀링 공정을 사용하였다. 고에너지 볼밀링은 제조 공정은 순수하고 미세한 복

합재료분말을 단순하게 얻을 수 있는 공정 중 하나이다. 복합분말의 최종 무게비가 

Fe : TiB2 = 6 : 4 비율이 되도록 원료분말을 각 용기에 10g씩 칭량하여 장입하였

고 볼밀링 장비에 2개의 용기를 넣어 고에너지 볼밀링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한 

밀링 장치는 유성볼밀(Taemyong Scientific Co., Planetary mill - P100)이며, 출

력 1.5 kW에 최대 1100 rpm의 속도로 밀링이 가능하다. 밀링 시 장입할 수 있는 

용기의 수는 2개이며, 용기의 재질은 Stainless steel이다. 분말과 볼의 장입 비율

은 무게비로 1 : 10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때 볼의 직경은 5mm, 볼의 재질은 초경

이었다. 밀링과정 중의 열과 높은 에너지가 분말을 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용기 

안을 배기시킨 후 Ar gas로 채워 분말의 산화를 예방하였다. 볼 밀링 과정 후 밀링

장비에서 용기를 빼낸 다음 Ar gas로 채워진 Golve box 안에서 용기를 개방해 미

세해진 분말의 급격한 산화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30분간 Passivation을 시켜 준 

후에 분말을 회수하였다. 

① Fe 분말과 TiB2 분말을 단순 혼합 및 분쇄하여 복합분말을 제조하는 ex-situ 

제조방법의 경우, 본 연구실에서의 선행연구결과의 최적조건인 700rpm 2h 고 에너

지 볼밀링으로 제조하였다.

② FeB 분말과 TiH2 분말을 사용한 in-situ 제조방법의 경우, 본 연구실에서의 선

행연구결과의 최적조건인 700rpm 3h 고에너지 볼밀링하고, 이후 고온수평관상로에

서 900℃ 2시간 동안 합성하여 제조하였다.

                

FeB + TiH2 → Fe + TiB2 +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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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tu 합성 반응을 위해 고온 수평관상로(High temperature horizontal tube 

furnace)를 사용하였다. 고온 수평관상로는 내경 40mm, 외경 50mm, 길이 1m의 

알루미나 관과 슈퍼 칸탈 발열체를 사용하였다.

분말의 산화를 막기 위해 로 내부에 Ar gar를 10분간 Purging하여 노 안의 분위

기를 Ar gas로 치환하였으며, 공정의 시작부터 냉각, 그리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Ar gas를 190ml/min의 유량으로 흘려주었다. 사용된 알루미나 보트의 크기는 가

로, 세로, 높이 각각 31.4mm, 12.9mm, 20.6mm이며, 분말은 보트 내부의 2/3까지 

평평하게 투입하여 넘치지 않게 하였다. TiB2 반응 합성 공정은 분당 5℃의 승온속

도로 900℃까지 승온하였고, 이후 900℃에서 2h 유지한 후 노냉하였다.

III.3. 분말 특성 조사 

원료분말 상태와 제조된 복합재료 분말의 특성을 비교 조사하기 위해 입도 분석, 

입자 형상 관찰, 조성 분석, 상 분석, 밀링에너지 측정 등을 시행하였다.

III.3.1. 입도 분석

제조된 분말은 보관 중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Vacuum Desiccator에 -76cm 

Hg만큼 진공상태에서 보관하였다. LPSA 분석의 사전 준비과정은 분말을 유리병에 

충분히 던 후 에틸알콜 등의 액상을 넣어 섞은 후에 초음파로 충분히 분산시켜주는 

것이다. LPSA 분석은 laser를 이용하여 에틸알콜과 같은 액상에 분말을 넣고 휘저

으며 측정하기 때문에 형상 분석을 할 때 보다 많은 양의 분말을 준비해야한다. 입

도 분석 결과는 프로그램에 의해 10초당 1회의 측정으로 분포량과 누적량이 기록

되며, 이를 통해 그래프화 시켜 평균입도 및 입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III.3.2. 입자 형상 관찰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통해 이차전자 이미지로써 분말의 형상을 확인하고, 

분말의 입도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평균입도와 같은 크기의 분말인지를 확인하였다.

제조된 분말은 산화되지 않도록 Vacuum Desiccator에 -760mm Hg 진공상태에

서 보관하였다. 준비된 분말을 Carbon tape에 흩뿌려 접착시킨 후 Pt로 15분 이상 

코팅하여 분말 형상을 관찰하였으며, FE-SEM의 WD(working distance)는 

10±0.5mm, 가속 전압은 15kV로 설정하였다. 배율은 500~20000배, 

W.D(working distance)는 10~15mm로 이차전자 및 후방산란전자 이미지를 관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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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3. 조성 분석

이 연구의 조성분석은 FE-SEM에 장착되어 있는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사전 준비는 제조된 분말을 초경 가압

성형용 Mold 에 넣고 200MPa 의 압력을 주어 성형체를 제조 한 후 제조 된 성형

체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WD는 10mm, 가속전압은 20kV를 사용하여 조성 분석을 

하였다. 형상 관찰의 배율은 2000배이며, 각 3회씩 실시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III.3.4. 상 분석

  원재료 분말 상태와 복합재료분말의 각 제조공정 후 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XRD 장비에 있는 시료 대에 분말을 장착 후 분석을 진행

하면 그 결과가 회절 각에 따라 수치를 기록하며, 기록된 값을 그래프화 하여 각 

peak에 형성되는 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장비의 측정 시간은 10분, 전류 및 전

압은 40mA, 40kV, Target은 Cu를 사용하였고, Scan speed를 2°/min로 하여 2θ 

값을 20°~90° 범위에서 분석하였다.

III.3.5. 밀링에너지 측정

밀링에너지 측정 방법은 본 연구실에서의 선행연구인 유성볼밀링 된 TiH2 분말특

성에 미치는 밀링에너지의 영향 논문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21] 밀링 과정 중 고에

너지 볼밀의 전기모터의 에너지 소비는 전력 측정기(정밀 전력 분석기 

YOKOGAWA WT-1800)로 측정하였다. 전력측정기는 밀링에 의한 소비전력을 측

정할 수 있도록 병렬로 연결하였으며 10초마다 소모되는 전력을 자동으로 기록되

고, 이를 이용하여 밀링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었다. 투입된 총 에너지(Et) = 장비

가 소비한 에너지(EF) + 분말에 투입된 에너지(EP) + 손실된 에너지(EL) 일 것으

로 가정하고 볼과 분말에 채워진 용기(Vial)의 밀링 중 소모되는 전력량과 볼과 분

말이 채워지지 않은 용기의 밀링 중 소모되는 전력량을 측정하여 둘의 차이인 Et - 

EL 가 EP + EL 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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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4. 상압소결 

상압소결은 (주)한테크에서 제조된 직경 10mm 초경 가압성형용 금속 Mold에 분

말 2g을 넣고 200MPa 의 압력으로 성형체를 제조한 후 고온 수평관상로(High 

temperature horizontal tube furnace)에 넣어 소결하였다. 고온 수평관상로는 내

경 40mm, 외경 50mm, 길이 1m의 알루미나 관과 슈퍼 칸탈 발열체를 사용하였다.

분말의 산화를 막기 위해 로 내부에 Ar gar를 10분간 Purging하여 분위기를 Ar 

gas로 치환하였으며, 공정의 시작부터 냉각되는 동안 Ar gas를 190ml/min의 유량

으로 흘려주었다. 사용된 알루미나 보트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1.4mm, 

12.9mm, 20.6mm이며, 분말은 보트 내부의 2/3 까지만 골고루 투입하여 넘치지 

않게 하였다. 상압소결은 분당 5℃의 승온속도로 승온 후 1400℃에서 3h 진행하였

다. 

III.5. 방전플라즈마소결

방전플라즈마 소결 시 사용된 몰드는 (주) Komex Cabon에서 제조된 외경 

30mm, 내경 10.4mm, 높이 30mm의 원기둥 형태 흑연 몰드를 사용하였으며, 상부 

및 하부 펀치는 직경 10mm, 높이 25mm의 원기둥 형태 흑연 펀치를 사용하였다. 

분말을 장입하기 전에 Boron-Nitride Spray를 몰드 내부에 뿌리는데, 이는 소결 

후 몰드와 소결체를 쉽게 분리시킬 수 있는 윤활제 역할과 흑연몰드와 분말이 반응

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제조된 복합분말 2g을 흑연 몰드에 장입한 후 상부 

펀치와 하부펀치를 이용하여 예비 충진을 시키고 몰드를 챔버 내에 장착하였다. 챔

버에 장착 후 50MPa의 압력을 가하여 상부 펀치와 하부 펀치사이에 장입된 분말

의 성형체를 제조한다. 이 후 챔버 내에서 흑연 몰드를 빼내어 성형체의 높이를 측

정 한 후 다시 챔버에 몰드를 장입하여 소결을 준비한다. 방전플라즈마 장치는 흑

연몰드에 50MPa의 압력을 소결이 끝날 때까지 일정하게 가하여 소결의 치밀화에 

도움을 준다. 이 흑연몰드 내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몰드 중앙 내부로부터 1mm

정도 남겨두고 구멍을 뚫어 K타입 열전대를 삽입하였다. 소결 조건은 FT 분말과 

FBTR, FBT 분말을 1100℃에서 예비실험을 한 뒤 1100℃까지의 수축률을 파악한 

뒤 적절한 온도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방전플라즈마소결이 진행되는 동안 수축 변위를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승온

구간에는 온도-수축변위의 함수, 소결온도 유지구간에는 시간-수축변위의 함수로 

나타낸 수축변위 곡선을 구하였으며, 이 곡선을 미분하여 치밀화 속도곡선을 구하

였다. 구해진 두 그래프의 변곡점을 중심으로 수축이 시작되는 구간, 급격히 상승하

는 구간에서 소결 거동 조사를 위한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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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6. 소결체 분석

III.6.1. 수축변위곡선 및 치밀화속도 곡선

소결이 진행되는 동안 수축 변위를 소결 장치 내 센서를 이용하여 5초당 한 번씩 

측정하여 수축 곡선을 구하였다. 또한 수축 곡선을 1차 미분한 기울기를 구하여 치

밀화 속도 곡선을 구하였다. 

III.6.2. 소결체 밀도측정

소결체의 밀도 측정을 위해 ASTM C20 방법을 사용하였다. ASTM C20 은 온도

별로 제조된 시편을 공기 중에서의 무게와 시편을 2시간 동안 끓이고 12시간동안 

냉각시킨 후 물 속에서의 무게, 그리고 시편의 물기를 제거하고 난 후의 무게를 측

정하여 계산한다. 계산된 소결체 밀도를 이론 밀도로 나누면 상대밀도를 얻을 수 

있다. 이때, Fe-TiB2 40wt%의 이론 밀도는 6.072g/cm3이다. 

III.6.3. 미세조직 관찰

소결체의 미세조직 관찰은 연마면 및 파면을 관찰하였다. 소결 과정 중의 소결 시

편은 완전 치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면만 관찰하였으며, 소결이 완료된 시편은 

연마면을 관찰하였다. 이는 완전히 치밀화 되지 않은 시편을 연마할 경우 기공이 

메워져 입자 간 결합 등 치밀화 거동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결체의 

파면을 확인할 시편은 소결체에 다이아몬드 커터를 이용해 2-3mm 노치부분을 만

든 후 액체질소에 담근 상태에서 외력을 가하여 파단면을 만들어 준비하였으며, 연

마면을 확인할 시편은 폴리싱기를 이용하여 100mesh, 400mesh, 800mesh, 

1200mesh, 1500mesh, 2000mesh 의 사포로 연마하였고 최종적으로 알루미나 

0.05μm까지 연마하여 준비하였다. 연마과정 중 부착된 알루미나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 초음파 세척기로 5분씩 7회 세척 후 수분제거 및 산화방지를 위해 50℃ 진공 

분위기의 건조오븐에서 6시간 이상 건조를 하였다. 준비된 시편을 Pt로 15분 이상 

코팅한 후 Carbon tape에 붙여 형상을 관찰하였다. FE-SEM의 WD(working 

distance)는 10±0.5mm, 배율은 500~50000배, 가속 전압은 10~15kV로 하여 소

결체의 미세조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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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6.4. 상 분석

복합재료분말의 치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방전플라즈마

소결 시의 수축률/치밀화곡선에서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소결체를 제작하여 XRD 상

분석을 하였다. 중간 상인 Fe2B 같은 상들은 소결체 특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시편의 준비는 소결체를 2000mesh 까지 사포로 평탄하게 

연마하였으며, 보관 중 산화방지를 위해 Vacuum Desiccator에 -76cm Hg 만큼 

진공상태에서 보관하였다. 분석 장비의 측정 시간은 10분, 전류 및 전압은 40mA, 

40kV, Target은 CuKα를 사용하였고, Scan speed를 2°/min으로 하여 2θ 값을 

20°~90° 범위에서 분석하였다.

III.6.5. 조성 분석

복합재료분말과 소결체 사이의 소결과정에서 소결 전/후 조성의 변화가 있는지, 목

표 조성인 Fe 대 TiB2 의 wt%비를 6 : 4 의 소결체가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EDS 분석을 하였다. 시편의 연마면을 FE-SEM의 기능인 EDS 프로그램을 통

하여 x5000에서 전체 조성을 분석하였다. 가속 전압은 20kV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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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xperimental procedure for ex-situ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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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Experimental procedure for in-situ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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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고찰 (Results and Discussion)

IV.1. 원료분말의 특성

원료분말의 특성은 제조된 분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은 소결체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원료분말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료분말의 입

자 크기가 조대하거나 불균일할 경우 제조된 분말도 불균일하고 조대한 특성을 가

지게 되며, 이는 소결체의 불균일하고 조대한 미세조직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이

러한 미세조직은 소결체의 기계적특성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분말제조 공정 전과 

후, 소결 공정 전과 후를 비교하여 우수한 특성이 나타나도록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림 4-1은 원료분말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이차전자 이미지이다. 그림 

4-1(a)는 순도 99.9%의 Fe 원료분말로, 그림은 각각 500배와 2000배의 배율로 

분말을 확대한 이미지이며, 전체적으로 입도가 불균일하고 둥글둥글한 원형의 형상

을 보인다. 그림 4-1(b)와 4-1(d)는 각각 순도 99%의 TiB2, 순도 99%의 TiH2 원

료분말로, 그림은 각각 500배와 2000배의 배율로 분말을 확대한 이미지이며, 두 

분말 모두 입도가 불균일하고 다각형의 형상을 보인다. 그림 4-1(c)는 순도 98.5%

의 FeB 원료분말로, 그림은 각각 100배와 500배로 확대한 이미지이며, 원료분말 

중 가장 입도가 불균일하고 깨진 유리와 같은 다각형 형상을 보인다. 

그림 4-2는 원료분말의 입도분석(LPSA) 결과이다. 분석결과, 각각의 평균입도는 

Fe 5.5μm, TiB2 4.9μm, FeB 187.5μm, TiH2 42.2μ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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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 FE-SEM images of starting powders used in this study

(a) Fe powder, (b) TiB2 powder, (c) FeB powder, and (d) TiH2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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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4-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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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2. Laser particle size analysis results of starting powders used in this 

study

(a) Fe powder, (b) TiB powder, (c) FeB powder, and (d) TiH2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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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4-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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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Fe-TiB2 복합재료분말의 특성

IV.2.1. ex-situ Fe-TiB2 복합재료분말

복합재료 분말을 고에너지 볼밀링 하기에 앞서 선행연구에서와 같은 공정조건에서 

같은 밀링에너지가 투입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밀링에너지 측정을 하였다. 그림 4-3

은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결과인 HUYNH XUAN KHOA 의 데이터와 이 연구에서 

측정한 밀링에너지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13] 그래프를 보면 700rpm에서 1시간 밀

링하였을 때,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1500kJ 의 에너지를 소모하였고, 이 연구에서의 

밀링에너지 측정결과는 약 1050kJ의 밀링에너지를 소모하였다. 700rpm에서 1시간 

밀링 시, 선행연구결과보다 이 연구에서의 밀링에너지 소모가 약 30% 정도가 감소

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700rpm에서 2시간 밀링 시, 선행연구결과에서는 

3000kJ의 밀링에너지를 소모하였고, 이 연구에서 밀링 시 2150kJ의 에너지를 소모

하였다. 700rpm에서 2시간 밀링 시, 최종적으로 선행연구결과보다 이 연구에서의 

밀링에너지 소모가 약 30% 정도 적게 투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4는 순수 Fe, TiB2 원료 분말을 700rpm의 밀링속도로 2h 동안 고에너지 

볼밀링하여 이차전자 및 후방산란전자 이미지를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분말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둥글둥글한 형상의 

Fe 입자들이 늘어나 TiB2 입자를 감싸면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실의 

ex-situ 복합분말 제조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림 2-1의 

700rpm에서 1시간 밀링 한 분말의 형상관찰 사진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같은 조건인 700rpm에서 2시간 동안 밀링하였지만, 분말의 형상이 차이 나는 

이유는, 이는 앞에서 설명한 고에너지 볼밀링 장치의 밀링에너지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충분한 분쇄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는 제조된 분말의 입도분석 결과로 입도가 마이크로단위까지 미세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원재료 분말이었던 Fe와 TiB2 분말의 입도가 각각 5.8μm, 3.2μm

이었지만, 700rpm 2h로 밀링 후 0.5μm로 입도가 감소하였다. 

표 4-1은 ex-situ 혼합분말이 제조 과정에서 조성변화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이론값은 Fe : Ti : B = 60.0 : 27.6 : 12.4 으로, 700rpm 2h 밀링 후 38.15wt% 

TiB2 목표조성에 근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량의 W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밀링 용기와 볼(WC-Co)의 강한 충돌로 인하여 검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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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은 밀링 후 복합분말의 혼합 균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Fe, Ti 원

소 X-ray mapping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6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TiB2가 

Fe 기지 내에 불균일 분산되어 있고, 일부분에 뭉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4-7은 분말의 단면을 연마하여 FE-SEM으로 찍은 사진이며, 이미지 내에 어둡

게 보이는 부분이 원자번호가 작은 Ti를 함유한 TiB2 이며, 밝은 부분이 원자번호

가 상대적으로 큰 Fe 기지이다. Fe 기지 내에 조대한 TiB2 입지가 박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은 고에너지 볼밀링 공정 전후에 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XRD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단순히 Fe와 TiB2 분말을 밀링 하였으므로 Fe상과 TiB2 상만이 

검출되었다. 고에너지 밀링 시 산화나 금속간화합물 형성 및 분해반응과 같은 변화

는 없었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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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Comparision of milling Energy : The work of (a) KHOA and (b) 

W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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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FE-SEM images of ex-situ powder mixture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for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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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Results of laser particle size analysis of ex-situ powder mixture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for 2h

Table 4-1. Results of EDS composition analysis of ex-situ powder mixture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for 2h

            rpm

Element
700

Fe 61.27

Ti 25.94

B 12.21

W 0.58

Total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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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Results of X-ray mapping for Fe and Ti elements of ex-situ 

powder mixture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for 2h



40

Fig 4-7. FE-SEM images of the polished cross-section of ex-situ powder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for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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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XRD patterns of ex-situ powder mixture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for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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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2. FeB 분말과 TiH2 분말을 이용한 in-situ Fe-TiB2 복합재료분말

순수 FeB, TiH2 원료 분말을 700rpm의 밀링속도로 3h 동안 고에너지 볼밀링한 

후 고온 수평관상로에서 900℃ 2h 열처리한 분말의 이차전자 및 후방산란전자 이

미지를 관찰하였다. 그림 4-9, 10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열처리한 분말이 고에너지 

볼 밀링을 한 분말보다 더 많이 덩어리로 뭉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말의 덩어

리는 약 8-13μm 크기로 보였다. 이는 반응합성 열처리로 인해 더욱 미세해진 분말

이 뭉쳐 덩어리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조된 분말의 입도분석 결과를 그림 4-11에 나타내었다. 원재료 분말이었던 FeB

와 TiH2 분말의 입도가 각각 1.22μm, 0.42μm이었지만, 700rpm 2h로 밀링 후 

0.81μm로 입도가 감소하였고, 반응합성 열처리 후에는 0.70μm으로 감소하였다. 

Fe-TiB2 복합재료분말이 제조 과정에서 조성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 

4-2에 나타내었다. 700rpm 3h 밀링 후 40.6wt% TiB2, 반응합성 열처리 후에는

39.8wt% TiB2로 목표조성에 근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2는 밀링 후 복합분말의 혼합 균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Fe, Ti 원

소 X-ray mapping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2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반응

합성 열처리 후의 mapping data가 TiB2가 Fe 기지 내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

산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밀링 후 mapping data에는 Fe만 존재하는 부분

이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4-13은 분말의 단면을 연마하여 

FE-SEM으로 찍은 사진이며, 이미지 내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원자번호가 작은 

Ti를 함유한 TiB2이며, 밝은 부분이 Fe기지이다. 고에너지 볼밀링 분말의 단면 연

마면을 보면 어두운 TiB2가 Fe기지 내에 골고루 퍼져있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응 열처리를 한 분말의 단면 연마면을 보면 어두운 

TiB2만 존재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Fe 기지 내 골고루 분산 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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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는 분말 제조과정에 따른 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XRD 분석을 한 결과

이다. 고에너지 볼 밀링을 실시 한 분말은 FeB와 TiH2 분말을 밀링 하였으므로 

FeB상과 TiH2상만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밀링 후 반응합성 열처리를 진행한 분말

은 중간상인 Fe2B 상이 관찰 되었다. 이는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결과에서 제조된 

복합분말이 밀링과정에서 충분한 밀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말의 활성화도가 

저하되어 TiB2 합성반응 시 불완전반응이 일어나 Fe2B 상이 관찰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서[22-25] 원료분말의 불순물인 Carbon이 

TiH2와  반응하여 TiC와 Fe2B를 생성함에 따라 Fe에 대한 Ti 용해도가 감소하여 

Fe2B 상이 형성되고이 형성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에  Fe2B 상이 관찰 된 

이유는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이유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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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FE-SEM images of (FeB+TiH2) powder mixture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for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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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FE-SEM images of in-situ powder mixture after in-situ reaction 

synthesis at 900℃ for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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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1. Results of laser particle size analysis of in-situ powder 

(a)(FeB+TiH2) powder mixture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for 3h

(b) in-situ powder mixture after in-situ reaction synthesis at 900℃ for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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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Results of EDS composition analysis of in-situ powder

                                                     (wt%)

         Reaction

Element
Before After

Fe 59.35 60.14

Ti 28.23 27.22

B 12.42 12.64

Total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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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4-12. Results of X-ray mapping for Fe and Ti elements

(a) (FeB+TiH2) powder mixture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3h

(b) in-situ powder mixture after in-situ at 900℃ for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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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4-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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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4-13. FE-SEM images of the polished surfaces 

(a) (FeB+TiH2) powder mixture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3h

(b) in-situ powder mixture after in-situ at 900℃ for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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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4-1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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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4. XRD patterns of in-situ powder

(a)(FeB+TiH2) powder mixture after planetary ball milling at 700rpm 3h

(b)  in-situ powder mixture after in-situ at 900℃ for 2h



53

IV.3. 상압소결

Fe 분말과 TiB2 분말을 원료분말로 사용한 ex-situ 복합재료분말, FeB 분말과 

TiH2 분말을 원료분말로 사용한 (FeB+TiH2)혼합분말, FeB 분말과 TiH2 분말을 

원료분말로 사용한 in-situ 복합재료분말을 1400℃에서 3h 동안 고온 수평관상로

를 이용해 소결하였다. 소결온도인 1400℃는 본 연구실에서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

고된 소결조건을 참고하였다.[13] 그림 4-15는 여러 가지 복합분말들의 성형체와 소

결체의 상대밀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성형체의 상대밀도는 ex-situ 분말이 가장 높

고 in-situ, FeB+TiH2 분말 순으로 상대밀도가 높았다. ex-situ 복합분말의 성형

체가 가장 상대밀도가 높았던 이유는, ex-situ 복합재료분말은 연성 특성인 Fe분말

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형체 제조 시 가압에 의한 변형이 잘 일어나 성형체

의 상대밀도가 높았다고 생각되었다. 소결체의 상대밀도는 ex-situ, (FeB+TiH2), 

in-situ 순으로 85.7%, 91.9%, 92.3%였다. ex-situ 복합분말의 상압소결체가 상대

적으로 낮은 상대밀도를 보이는 이유는 구형의 Fe 입자들이 늘어나 TiB2 입자들을 

감싸면서 분말의 치밀화를 방해한 것이, 소결체가 낮은 밀도를 얻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결온도와 소결시간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실험

을 진행하려하였으나 가장 가혹한 조건인 1400℃ 3h에서 상대밀도가 너무 낮게 나

와 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림 4-16은 상압소결을 한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사진이다. Compo 이미

지를 보았을 때 하얀 면이 Fe 기지이고, 검은 면이 TiB2 입자이다. ex-situ 소결체

의 미세조직을 보면 Fe 기지 내에 약 10㎛ TiB2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분산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n-situ 소결체의 미세조직은 ex-situ 와 비교하였을 때 Fe 

기지에  약 3μm 이하의 미세한 TiB2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산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eB+TiH2) 혼합분말 소결체의 미세조직은 ex-situ소결체보

다 미세한 TiB2 입자가 잘 분산된 것처럼 관찰되었으나 in-situ 소결체와 비교하였

을 때에는 TiB2 입자의 분산성이 in-situ 소결체가 더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in-situ 소결체가 더 우수한 미세조직을 가지는 이유는 분말 제조공정의 차이에서 

오는 분말특성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ex-situ 공정의 경우 Fe 분말과 TiB2

분말을 단순 혼합 및 분쇄를 하는 방법인데, 이 공정을 통해 제조된 분말은 연성특

성인 Fe분말 기지근처에 조대한 TiB2 강화입자분말이 불균일하게 존재하는 반면에, 

in-situ 반응합성 공정으로 제조된 복합분말은 Fe 기지 내에 비교적 균일하고 미세

한 강화입자를 형성한 분말형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말특성의 차이가 서로 다

른 공정으로 제조된 복합분말의 상압소결체의 소결특성의 차이를 불러온 것이라 생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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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은 상압소결체가 목표 조성인 Fe : TiB2의 Atomic % 비가 6:4가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실시한 EDS 조성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소결체 다 

목표조성에 근접한 값을 보여주었고, 소결 과정 중 이물질의 혼입은 없는 거로 확

인되었다. 조성분석 결과 중 ex-situ 복합분말에서 Fe의 값이 가장 높고 in-situ, 

(FeB+TiH2) 혼합분말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용된 원료분말의 Fe(99%)와 

FeB(98.5%)의 순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림 4-17은 복합재료분말이 상압소결 과정 중의 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진행한 

XRD 분석 데이터이다. 3가지의 소결체에서 Fe2B 상이 관찰 되었다. in-situ분말과 

(FeB+TiH2) 혼합분말에서 Fe2B상이 생긴 이유는 원료분말인 FeB에 불순물인 

Carbon과 TiB2가 반응하여 TiC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생겨난 잉여의 B와 Fe가 

반응해 Fe2B가 생성된 것이라고 다른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로 보고 된 바 있

다.[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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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Green density & sintered density of pressureless si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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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4-16. FE-SEM images of the polished surfaces of Fe-TiB2 composite 

powder pressureless sintering at 1400℃ for 3h.

(a) ex-situ, (b) in-situ, and (c) FeB and TiH2 mixed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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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4-16. Continued



58

(c) 

Fig 4-1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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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Results of EDS composition analysis of Fe-TiB2 composite 

powder pressureless sintered at 1400℃ for 3h.

  (wt%)

          powder

Element
ex-situ in-situ (FeB+TiH2)

Fe 62.20 60.82 60.40

Ti 26.46 26.98 27.12

B 12.34 12.20 12.48

Total 100.00 100.00 100.00

Fig 4-17. XRD patterns of various powder sintered by pressureless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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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 방전플라즈마 소결

IV.4.1. ex-situ Fe-TiB2 복합재료분말의 방전플라즈마 소결

IV.4.1.1. 수축변위곡선과 치밀화속도곡선

그림 4-18은 ex-situ 복합분말의 방전플라즈마 소결 과정의 수축변위곡선 및 치

밀화속도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수축곡선 그래프는 소결이 진행되는 동안 각 온도

에서 얼마만큼 수축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치밀화속도곡선은 수축곡선 

그래프를 미분하여 각 온도 범위에서 수축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관계를 알 수 있

는 그래프이다. 소결체의 소결 조건은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 된 115

0℃, 10min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예비실험에서 1100℃ 부근에서 소결체가 녹

는 현상이 관찰되어 소결온도를 1080℃로 낮춰서 진행하였다. 먼저 ex-situ 그래

프를 보면, 약 460℃부터 수축이 시작되었다. 이후 수축이 천천히 진행되다가 73

0℃부터 980℃까지 초기수축보다는 빠른 속도로 일어나며, 980℃부터 수축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1080℃ 이후 치밀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를 보면 980℃부

터 소결이 급격히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1080℃ 이후 유지시간동안 치밀화 속도

는 낮아지지만 수축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치밀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

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에 상압소결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합분말의 밀

링과정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 충분한 분쇄가 되지 않았고, 원료분말

의 형태로 남아있던 분말들이 활성을 저하해 소결체의 소결성에도 영향을 끼친 것

이라 판단된다. 수축이 일어난 총 수축량은 2.7mm이다. 수축곡선과 치밀화곡선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나눈 구간에서 각 소결체의 상대밀도는 65.2%, 77.6%, 89.9%, 

93.9%로 온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730℃에서 소결체의 상대밀도

가 65.2%이며, 이는 아직 상대밀도가 70% 넘기지 못한 수축 초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980℃에서 소결체의 상대밀도는 77.6%로 초기 수축 상태를 지나 중간 수축 

단계로 판단되며 1080℃에서 상대밀도가 90%에 가까움으로 수축 말기 상태로 보

이나 수축 완료단계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선행연구의 최종소결체의 상대밀도는 

99.6%로, 1150℃에서 10분 소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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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8. Curves of Displacement and densification rate during 

spark-plasma sintering process of ex-situ powder compact

(a) Displacement curve and (b) Displacement rat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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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1.2. 소결과정의 파면 관찰 조사

소결 과정의 치밀화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앞에서 기술한 수축변위곡선과 수축변

위곡선의 기울기 변화곡선의 각 온도 구간별로 소결체를 제작하여 파면을 관찰하였

다. 온도를 나눈 기준은 수축률 그래프와 치밀화 그래프를 참고하여 수축속도가 급

격히 증가하거나 수축이 감소하는 부분은 변곡점으로 정해 온도 구간을 정하였다. 

ex-situ system 의 경우 730℃, 980℃, 1080℃에서 소결체를 제작하였고, 파단면

을 관찰하였다. 

그림 4-19는 730℃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파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한 사진이

다. 460℃부터 수축이 시작 돼 760℃에서는 전체 수축의 약 14% 정도 진행된 상

태이다. 이때의 상대밀도는 65.2%로, 소결 전 가압에 의한 밀도인 64.8%보다 조금 

높은 밀도를 나타내었다. 이 구간은 소결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분말간의 결

합은 일어나지 않고 분말이 몰드에 장입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소결체의 파단면 관찰 결과에서 분말의 형상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밀링이 되

지 않아 분말끼리 덩어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림 4-20은 960℃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파단면을 FE-SEM 으로 관찰한 사진이

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결은 980℃부터 급격히 진행되었고, 980℃ 및 1080℃에

서 소결 된 샘플의 부드러운 파단면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때의 상대밀도는 

77.6%로,  전체 수축의 약 55%가 진행되었다. 수축이 전체 수축에 절반이 진행되

었으므로 소결 초기 단계를 지나 중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neck을 형성

하였고 입자재배열에 의해 Fe기지상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60℃ 소

결체의 파단면 보다 분말들이 서로 붙어있는 모습과 작아진 기공들이 많이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1은 소결체의 최종 소결온도인 1080℃에서 유지시간 없이 소결한 소결체

의 파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이 구간은 수축이 급격히 일어나다 감

소하는 구간으로 89.9%의 상대밀도를 보였다. 960℃ 소결체의 파단면보다 치밀화

가 더 진행돼 부드러운 파단면의 모양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Fe기지상의 치밀

화가 완벽히 진행되지 않아 경계부분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공

이 관찰되었으므로 치밀화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기지상인 

Fe가 많은 부분에서 딤플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TiB2가 많은 부분에서 벽개현

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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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FE-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ex-situ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730℃ (68.4% R.D)

(top: x500 secondary electron, middle: x5000 secondary electron,     

bottom: x10000 secondar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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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FE-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ex-situ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980℃ (77.6% R.D)

(top: x500 secondary electron, middle: x5000 secondary electron,     

bottom: x10000 secondar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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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FE-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ex-situ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1080℃ (89.9% R.D)

(top: x500 secondary electron, middle: x5000 secondary electron,     

bottom: x10000 secondar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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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1.3. 소결과정 중 상변화

소결과정 중의 상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수축변위곡선과 치말화속도곡선의  

각 온도 구간별로 소결체를 제작하여 XRD 분석을 통해 상변화를 관찰하였다. Fe 

분말과 TiB2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ex-situ 복합분말이므로, 예상한 대로 Fe 

peak과 TiB2 peak만이 검출되었다. ex-situ 상압소결체의 상변화 관찰 결과에서는 

중간상인 Fe2B가 관찰되었지만 방전플라즈마 소결체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이유는 

방전플라즈마 소결과 상압소결의 소결 시 승온속도에 따른 전체 소결에 걸리는 시

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었다. 상압소결의 경우, 소결 시 낮은 승온속도에 

의해 아래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인 원료분말의 불순물과의  불완전반응을 억

제하지 못하여 Fe2B가 관찰되었다고 생각되었다.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22-25]에 

따르면 원료분말인 Fe의 불순물 중 Carbon이 소결 과정 중 TiB2에서 Ti와 TiC를 

생성하고 잉여의 B와 Fe가 반응하여 Fe2B가 형성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Fig 4-22. XRD patterns of ex-situ powder compact sintered by 

spark-plasma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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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1.4. 소결체의 미세조직

소결체의 미세조직 및 TiB2 강화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소결체 연마면을 FE-SEM

으로 관찰하였다. 그림 4-23은 고에너지 볼밀링으로 단순 혼합 및 분쇄한 ex-situ 

복합분말 소결체의 연마면 이미지이다. 상대밀도가 높지 않아 기공이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하였고, 강화 입자의 크기가 조대하며, 불균일한 분산도를 보였다. 이는 소

결 전의 제조된 분말의 단면연마면 관찰사진과 유사하다. 2000배의 이미지에서 구

형의 TiB2 입자가 5μm 이하로 불균일하게 분산돼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00배 

이미지에서 기지상인 Fe만 존재하는 부분이 관찰되었다. 이는 강화상의 분산도 제

어가 힘든 ex-situ 공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으로 생각되었다. 

그림 4-24는 소결체 내의 Fe입자와 Ti입자의 분산도를 확인하기 위한 X-Ray 

Mapping 이미지이다. 이미지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원자번호가 작은 Ti가 많이 

존재하는 TiB2영역이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Fe가 많은 부분이다. Mapping 결과

를 보면 미세조직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Fe기지 내에 TiB2 강화입자가 불

균일하게 분산되어있으며, 밀링에너지의 투입 저하로 인해 충분히 분쇄되지 않은 

Ti가 8㎛ 정도의 크기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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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FE-SEM images of the polished surfaces of ex-situ composite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1080℃ for 10min

(top: x2000 secondary and back-scattered electron,

bottom: x20000 secondary and back-scattered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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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Results of X-ray mapping of the polished surfaces of ex-situ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1080℃ for 10min

(a) secondary electron image, (b) Fe element and (c) Ti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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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2. in-situ Fe-TiB2 복합재료분말의 방전플라즈마 소결

IV.4.2.1. 수축변위곡선과 치밀화속도 곡선

그림 4-25는 in-situ 복합분말의 방전플라즈마 소결 과정의 수축변위곡선 및 치밀

화속도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ex-situ 복합분말의 수축변위곡선 및 수축변위곡선의 

기울기 변화 곡선과 비교를 하면 in-situ 복합분말의 수축 시작온도가 약 300℃ 정

도 낮았다. 수축 시작온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ex-situ 복합분말과 in-situ 

복합분말의 분말특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ex-situ 복합분말의 경우 연

성특성인 Fe 기지에 TiB2 강화입자 분말이 불규칙적으로 분산되어있어 소결 초기 

가압에 의한 치밀화 단계에서 변형이 쉽지만, in-siu 복합분말의 경우 Fe 기지 내

에 x20000에서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미세하고 균일하게 TiB2 입자가 분

산되어 있어 소결초기 치밀화 단계에서 변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축변위

곡선을 보면 ex-situ 복합분말은 약 430℃부터 수축이 시작돼 압력에 의한 치밀화

가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in-situ 복합분말은 760℃까지는 수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760℃부터 930℃까지 빠르게 수축하며 치밀화를 진행하고, 

930℃부터 1080℃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치밀화를 진행하였고, 972℃에서 가장 

빠른 수축속도를 보였다. 그리고 1080℃ 이후 수축이 더 진행되지 않았음 확인할 

수 있었다. 총 수축량은 소결 전 소결체의 길이에서부터 측정된 값이며, in-situ 복

합분말의 총 수축량은 2.6mm이다. 760℃에서는 소결체의 상대밀도가 65.7%였고, 

수축 초기 구간이라 볼 수 있다. 930℃에서의 소결체의 상대밀도는 81.1%였고, 가

압에 의한 치밀화가 이루어지는 소결 초기를 지나 입자간 neck이 형성되는 소결 

중기단계라 볼 수 있다. 1080℃에서 소결체의 상대밀도는 93.6%로 수축 말기라고 

생각되나 수축률 그래프를 보면 수축 완료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108

0℃에서 10분 동안 온도를 유지하였을 때, 최종 소결체의 상대밀도 97.1%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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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25. Curves of displacement and densification rate during spark-plasma 

sintering process of in-situ powder compact

(a)Displacement curve and (b) Displacement rat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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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2.2. 소결과정의 파면 관찰 조사

in-situ 복합분말 소결체의 경우 수축, 수축변위곡선의 기울기 변화곡선의 변곡점

인 760℃, 930℃, 1080℃에서 소결체를 제작하였고, 파단면을 관찰하였다.

그림 4-26은 760℃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파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한 사진이

다. 이제 막 수축이 시작되는 단계로 상대밀도 65.7%를 나타내었다. 이는 소결 전 

가압에 의한 밀도인 64.5%보다 조금 높은 값이다. ex-situ 복합분말의 초기 단계

와 마찬가지로 가압에 의한 소결 초기 단계로서 파단면의 사진을 보면 분말 형태 

그대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situ 복합분말 소결체도 ex-situ 복합

분말 소결체와 비슷하게 분말끼리 덩어리로 뭉쳐있는 모습이 관찰되었지만 전체적

인 입자크기는 in-situ 복합분말 소결체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27은 930℃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파단면을 FE-SEM 으로 관찰한 사진이

다. in-situ 복합분말은 760℃ 까지는 수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760℃부터 93

0℃까지 빠르게 수축하며 치밀화를 진행하였다. 이때의 상대밀도는 81.1%로, 전체 

수축의 약 39%가 진행되었다. 가압에 의한 소결 초기 단계를 지나 입자들의 표면

에너지를 줄이며 neck을 형성하는 소결 중기단계로 보인다. 파단면 관찰 사진에서 

입자들이 neck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큰 기공들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4-28은 소결체의 최종 소결온도인 1080℃에서 유지시간 없이 소결한 소결체

의 파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이 구간은 전체 구간 중 가장 빠르게 

수축이 일어나다 감소하는 구간으로 93.6%의 상대밀도를 보였다. 960℃ 소결체의 

파단면보다 입자들의 결합이 더 많이 이뤄져 기지상 영역이 커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ex-situ 소결체의 파단면과 비교하였을 때 벽개현상만을 관찰 할 수 있

었는데, 이는 Fe 기지 내에 TiB2 입자가 골고루 분산되어 연성파괴인 딤플현상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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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FE-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in-situ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760℃ (65.7% R.D)

(top: x500 secondary electron, middle: x5000 secondary electron,     

bottom: x10000 secondar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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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FE-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in-situ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930℃ (81.1% R.D)

(top: x500 secondary electron, middle: x5000 secondary electron,     

bottom: x10000 secondar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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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FE-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in-situ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1080℃ (93.6% R.D)

(top: x500 secondary electron, middle: x5000 secondary electron,     

bottom: x10000 secondar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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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2.3. 소결과정 중 상변화

소결과정 중의 상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수축변위곡선과 치밀화속도곡선의 각 

온도 구간별로 소결체를 제작하여 XRD 분석을 통해 상변화를 관찰하였다. in-situ 

복합분말의 경우 FeB 분말과 TiH2 분말을 사용하여 볼 밀링 후 반응합성 열처리를 

시킨 분말을 사용하였다. in-situ 복합분말의 소결체는 소결 과정 중 Fe2B가 검출

되었다.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에서도 Fe-TiB2 복합분말의 방전플라즈마 소결 시 

약 900℃까지 Fe2B가 검출 되었고, 1000℃ 이상부터 Fe2B가 Fe와 TiB2로 합성되

어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1000℃가 넘어도 Fe2B 

가 검출 되었다. 선행연구결과와 달리 Fe2B상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복합분말의 

제조 시 투입된 에너지의 양의 감소함에 따라 조대하고 불균일한 강화입자가 분산

된 분말을 제조하게 되었고, 이는 in-situ TiB2 반응 합성 공정에서 불완전반응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4-29. XRD patterns of in-situ powder compact sintered by spark-plasma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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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2.4. 소결체의 미세조직

소결체의 미세조직 및 TiB2 강화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소결체 연마면을 FE-SEM

으로 관찰하였다. 그림 4-30은 in-situ 복합분말 소결체의 연마면 이미지이다. 

ex-situ 복합분말 소결체의 연마면과 비교하였을 때, 강화 입자의 크기가 미세하며, 

균일한 분산도를 보였다. 이는 소결 전의 제조된 분말의 단면연마면 관찰 사진과 

유사하다. 20000배 이미지에서 ex-situ 복합재료 분말의 소결체와 마찬가지로 기

지상인 Fe만 존재하는 부분이 관찰되었으나 TiB2 강화입자의 크기에서 ex-situ 소

결체는 조대하고 불균일한 반면 in-situ 강화입자는 미세하고 균일한 차이를 보였

다. 

그림 4-31은 소결체 내의 Fe입자와 Ti입자의 분산도를 확인하기 위한 X-Ray 

Mapping 이미지이다. 이미지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원자번호가 작은 Ti가 많이 

존재하는 TiB2 영역이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Fe가 많은 부분이다. Mapping 결

과를 보면 미세조직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Fe기지 내에 TiB2 강화입자가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분산되어있으며, Fe기지만 존재하는 부분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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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0. FE-SEM images of the polished surfaces of in-situ composite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1080℃ for 10min

(top: x2000 secondary and back-scattered electron,

bottom: x20000 secondary and back-scattered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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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Results of X-ray mapping of the polished surfaces of in-situ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1080℃ for 10min

(a) secondary electron image, (b) Fe element and (c) Ti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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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3. (FeB + TiH2) 혼합분말의 방전플라즈마 소결

IV.4.3.1. 수축변위곡선과 수축변위곡선의 치밀화속도 곡선

그림 4-32는 in-situ 공정의 단순화 가능성 확인을 위해 in-situ 공정에서 마지막 

공정 단계인 반응합성반응을 시키지 않고 원료분말을 단순혼합 및 분쇄 후 방전플

라즈마 소결 과정 중 SHS 반응을 이용해 TiB2 강화입자를 만드는 (FeB + TiH2) 

혼합분말의 방전플라즈마 소결거동 그래프이다. 단순혼합 분쇄한 Fe-TiB2 복합재

료 분말의 방전플라즈마 소결 중 수축변위곡선과 치밀화속도 곡선이다. 앞의 

in-situ 복합분말의 소결거동과 비교하였을 때, 약 100℃ 정도 낮은 온도에서 수축

이 시작되었다. 이는 in-situ 복합분말의 입도가 상대적으로 더 미세하고, 입자들의 

크기분포가 더 균일하기 때문에 변형이 어려워져, 소결 초기 가압에 의한 치밀화 

효과가 저하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in-situ 소결거동과 유사하게 

(FeB+TiH2) System도 700℃ 이전까지는 수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후 70

0℃부터 900℃까지 소결과정 중 SHS 반응이 일어나 in-situ 복합분말의 소결거동

과는 차이를 보였다. 700℃에서 900℃ 사이 온도구간에서  TiB2 강화입자가 합성

되는 SHS 반응이 일어나며, 이 반응시 생성되는 반응열로 인해 소결거동이 촉진되

어 소결거동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900℃ 이후부터는 1080℃

까지 소결과정 중 가장 빠르게 수축하며 치밀화가 진행된다. 이때 994℃에서 가장 

빠른 치밀화 속도를 보였다. 매우 빠르게 치밀화를 진행하다 994℃ 이후부터 치밀

화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1080℃에서 치밀화가 멈췄다. 수축변위곡선과 치밀화속도 

곡선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나눈 구간의 각 상대밀도는 64.3%, 80.2%, 92.9%, 

9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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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32. Curves of displacement and densification rate during spark-plasma 

sintering process of FeB and TiH2 mixed powder compact

(a)  Displacement curve and (b) Displacement rat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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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3.2. 소결과정의 파면 관찰 조사

FeB, TiH2 혼합분말의 소결체의 수축변위곡선 및 수축변위곡선의 기울기 변화곡

선의 변곡점인 700℃. 900℃, 1080℃를 기준으로 하여 소결체를 제작하였고, 소결

과정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파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하였다.

그림 4-33은 700℃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파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한 사진이

다. 제작된 소결체의 상대밀도는 64.3%로, 전체 소결거동 중 소결 초기에 해당한

다. 앞의 ex-situ 복합분말과 in-situ 복합분말의 소결 초기 파단면과 비교하였을 

때, 입자의 크기와 입도의 균일성이 ex-situ 복합분말보다는 좋고, in-situ 복합분

말보다는 나빴다. in-situ 공정이 입도의 균일성과 입자의 미세화 측면에서 효율적

인 공정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었다. ex-situ 복합분말과는 같은 고에

너지 볼밀링 공정으로 분말을 제조하였으나 입도의 분포에서 혼합분말이 더 우수하

였다. 이는 혼합분말의 경우, 사용한 원료분말이 취성특성의 FeB, TiH2 분말이므로 

분쇄효과가 더욱 뛰어나 유발되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림 4-34는 900℃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파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한 사진이

다. 제작된 소결체의 상대밀도는 80.2%로, 방전플라즈마 과정 중 SHS 반응으로 인

해 TiB2가 합성 된 소결체이다. 선행연구결과와 여러 연구들을 통해 700℃에서 

900℃ 사이에서 TiB2가 합성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이 단계는 분말간의 neck을 

형성하는 소결 중기 단계에 해당한다. 앞의 in-situ 복합분말의 파단면과 유사한 조

직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SHS 반응으로 인해 Fe 기지 내에 TiB2 강화입

자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림 4-35는 1080℃ 소결한 소결체의 파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제작된 소결체의 상대밀도는 92.9%로, in-situ 복합분말의 소결체와 유사한 미세조

직을 나타내었다. 취성파괴 효과인 벽개파괴효과를 in-situ 복합분말에서와 마찬가

지로 혼합분말의 소결체 파단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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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FE-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FeB+TiH2)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700℃ (64.3% R.D)

(top: x500 secondary electron, middle: x5000 secondary electron,     

bottom: x10000 secondary electron)



84

Fig 4-34. FE-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FeB+TiH2)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900℃ (80.2% R.D)

(top: x500 secondary electron, middle: x5000 secondary electron,     

bottom: x10000 secondar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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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FE-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FeB+TiH2)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1080℃ (92.9% R.D)

(top: x500 secondary electron, middle: x5000 secondary electron,     

bottom: x10000 secondar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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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3.3. 소결과정 중 상변화

그림 4-36은 FeB, TiH2 혼합분말의 각 온도 구간별 소결체에서의 상 분석을 실

시한 것이다. 아래의 XRD 데이터를 보면 700℃에서는 broad 한 Peak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용된 원료분말인 FeB와 TiH2 분말이 취성특성을 

띄기 때문에 복합분말 제조 시 비정질상태와 유사할 정도로 밀링이 이루어져 결정

성을 띄지 않아 broad 한 Peak을 보이는 걸로 생각되었다. Fe2B가 검출된 이유는 

앞서 in-situ 복합분말에서와 마찬가지로, 투입된 밀링에너지의 저하가 유발한 분말

의 활성화도 감소가 SHS 반응 시 불완전반응을 초래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

다. in-situ 복합분말 소결체의 상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혼합분말 소결

체의 상 분석결과에서 Fe가 적게 관찰되었고 Fe2B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in-situ 

복합분말의 경우 TiB2 반응 합성 열처리를 통해 TiB2를 이미 생성한 상태에서 소

결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소결 중 SHS 반응을 통해 TiB2 강화입자를 만드는 혼합분

말에서 불완전 반응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Fig 4-36. XRD patterns of (FeB+TiH2) powder compact sintered by 

spark-plasma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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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3.4. 소결체의 미세조직

그림 4-37은 Fe기지 내에 TiB2 강화 입자상을 확인하기 위해 (FeB+TiH2) 분말 

소결체의 연마면 FE-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FeB+TiH2) 소결체는 소결 전 분

말과는 차이가 있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FBTR 복합분말과 마찬가지로 

소결 전 (FeB+TiH2) 복합분말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소결 공정 중 분말이 충분

한 에너지를 받고 미세조직이 미세하게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FeB+TiH2) 소결

체의 경우도 TiB2 입자의 식별이 어려웠다. 배율은 20000배로 확인하였을 때 

ex-situ 소결체보다 입자가 작은 나노단위 급의 크기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입자 균일도와 분산도 역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38은 입자들의 분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Fe, Ti 원소 X-ray mapping 

결과 이미지이다. 이미지 내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원자번호가 작은 Ti를 함유한 

TiB2이며, 밝은 부분이 Fe 기지이다. in-situ 소결체와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TiB2

가 균일하게 분산되었으며, Fe 기지만 존재하는 곳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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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FE-SEM images of the polished surfaces of (FeB+TiH2) 

composite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1080℃ for 10min

(top: x2000 secondary and back-scattered electron,

bottom: x20000 secondary and back-scattered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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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Results of X-ray mapping of the polished surfaces of (FeB+TiH2) 

powder compacts spark-plasma sintered at 1080℃ for 10min

(a) secondary electron image, (b) Fe element and (c) Ti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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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Conclusions)

ex-situ, in-situ 방법으로  Fe-40wt% TiB2 복합재료분말을 제조하여, 상압소결 

및 방전플라즈마 소결을 각각 실시하고, 분말의 제조방법과 소결 방법에 따른 소결

성과 소결거동을 체계적으로 종합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e 분말과 TiB2 분말을 고에너지 볼 밀링기에서 700 rpm에서 2시간 밀링하여  

ex-situ 복합재료분말, FeB 분말과 TiH2 분말을 700 rpm에서 3시간 밀링 후 반

응합성시켜 제조한 in-situ 복합재료분말을 제조하여 비교한 결과, in-situ 공정으

로 제조한 복합재료분말이 평균 입자가 미세하고, TiB2 강화입자가 균일하게 분산

된 미세조직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2. ex-situ, in-situ, (FeB+TiH2) 혼합분말 의 세 가지 방법으로 복합분말을 제조

하여 1400℃에서 3h 동안 고온 수평관상로에서 상압소결한 결과, 각각  85.7%, 

91.9%, 92.3%의 상대밀도를 얻었다. 이 때 소결체의 미세조직을 비교한 결과, 

TiB2 입자의 분산도는 소결 전 제조된 복합분말의 특성이 가장 좋았던  in-situ 복

합분말의 소결체가 상대적으로 TiB2 강화입자 분산도가 가장 균일하였고 조직이 미

세하였다. ex-situ 복합분말 소결체는 불균일한 입도분포와 약 10㎛의 TiB2 강화입

자가 불균일하게 Fe 기지 내에 분산돼있던 반면, in-situ 복합분말 소결체는 상대

적으로 균일한 입도분포와 약 3㎛의 TiB2 강화입자가 Fe 기지 내에 균일하게 분산

되어 있었다. (FeB+TiH2) 혼합분말의 경우는 in-situ 복합분말의 소결체와 유사한 

미세조직은 보였으나, 소결체의 상대밀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3. ex-situ, in-situ, (FeB+TiH2) 혼합분말 의 세 가지 방법으로 복합분말을 제조

하여 1080℃에서 10min 동안 방전플라즈마 소결한 결과, 각각의 상대밀도는 

93.9%, 96.7%, 97.1%였다. in-situ 복합분말의 소결체가 상대적으로 균일한 TiB2

강화입자 분포를 보였다. ex-situ 복합분말 소결체는 불균일한 입도분포와 약 6㎛ 

이하의 TiB2 입자들이 불균일하게 Fe 기지 내에 분산되있던 반면, in-situ 복합분

말의 소결체는 상대적으로 균일한 입도분포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크

기의 강화입자가 상대적으로 균일한 분산도를 나타내었다. (FeB+TiH2) 혼합분말의 

경우 상압소결체에서의 결과와 같이, in-situ 복합분말의 소결체와 유사한 미세조직

을 나타내었으나, 최종 소결체의 상대밀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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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의 결과들로부터, in-situ 분말의 소결성과 특성이 상압소결과 방전플라즈마

소결 모두에서 ex-situ 분말보다 우수하며, 방전플라즈마 소결이 상압소결에 비해 

효과적인 치밀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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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its excellent wear resistance and toughness, high-speed tool steels 

are widely used for various cutting tools, molds and wear resistant parts. 

Most of the currently used tool steels have disadvantages such as 

inhomogeneities microstructure due to segregation during casting, 

coarsening of crystal grains due to post-processing, and heat treatment 

deformation. The high temperature hardness of WC-Co cemented carbide, 

which is superior to that of high-speed tool steel, has a high temperature 

hardness of 1,350Hv or more, so there is little substitute material. 

However, Fe-based TiB2 composit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medium-level characteristics of high-speed tool steel and cemented carbide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y are richly buried on the earth, so 

they have low raw material cost and easy machining.

Fe-TiB2 composites are metal matrix composites using TiB2 ceramics 

particles with excellent abrasion resistance and thermal stability as 

reinforcements. They have high hardness and melting point, but are 

inexpensive and easy to process. Generally, the metal matrix is generally 

used as a metal matrix ceramic matrix reinforced particle composite 

material because powder metallurgy is widely used because it is suitable 

for the connection of metal matrix and fine uniform distribution of ceramics 

particles.

In this study, Fe-40wt% TiB2 composite powder was prepared by ex-situ, 

in-situ method, and the sintering and sinter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sintering method and sintering method were investigated systematically 

Respectively. In situ composite material powders were prepared by the in 

situ proce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mposite powders prepared by 

the in-situ process had a fine average particle size and uniformly dispersed 

TiB2 strengthened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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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ve density was 85.7% and 91.9%, respectively, when the 

composite powder was prepared by three different methods : ex-situ, 

in-situ, and (FeB + TiH2) mixed powders and sintered at 1400 ℃ for 3h in 

hot horizontal tubular furnace. And a relative density of 92.3% was 

obtained. When the microstructure of the sintered body was compared, the 

sintered body of the in-situ composite powder had the most uniform 

TiB2-reinforced particle dispersion and fine structure.

Composite powders were prepared by ex-situ, in-situ, and (FeB + TiH2) 

mixed powders. The relative density of powders was 93.9%, 96.7%, and 

97.1% at 1080 ℃ for 10min. The sintered body of in-situ composite 

powder showed relatively uniform distribution of TiB2 strengthened 

particles.

  From the abov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sinterabi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itu powders were superior to those of the ex-situ 

powders in both the pressureless sintering and the discharge plasma 

sintering, and the discharge plasma sintering was an effective densification 

method as compared with the pressure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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