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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stimated amount of magnetite deposits is about 185 million tons in 

Korea, but the iron grade of the magnetite is less than 45%. Although we 

were trying to make a good magnetic fluid with the magnetites from 

Synemi mine and Peruvian ores during 1996, it was out of limit due to high 

impurity contents of the raw ores. In 1997, in order to prepare the better 

magnetic fluid, the nano sized magnetite was synthesized at first and then 

the magnetic fluid was prepared by using the synthesized ultrafine 

magnetite. Also we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our magnetic fluid in 

speaker damper to those of ]apanese magnetic fluid (NFC, APG-815).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the synthesized magnetic fluid with 20% 

magnetite content was more effective than APG-815(NFC). 

In this study, the research goals are to make the best magnetic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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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iron- nitride based magnetic fluid. We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rom the experiments in this year: 

We have made an iron- nitride magnetic fluid with iron carbonyl and 

ammonia gas for the first time in our country. The synthesized iron- nitride 

magnetic fluids has a higher saturation magnetization and its particle sizes 

become larger at a higher concentration of iron carbonyl. In order to coat 

the surface of the iron- nitride particles, we added the titanium and cobalt in 

the iron- nitride magnetic fluids. The titanium reduced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of iron- nitiride magnetic fluids. On the contrary the cobalt 

increased it. When the iron- nitride magnetic fluids was exposed to the air, 

the weight of the both uncoated and coated iron- nitride magnetic fluid 

increased gradually. The increase of the weight is likely caused by the 

oxidation of the iron- nitride particles.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of the iron nitride magnetic fluids 

decreased rapidly with increasing the exposure time, and it approached zero 

after 1008 hours of exposure time. The final oxidation materials of the iron 

nitride at room temperature are considered to be non - magnetic materials 

such as FeO anψor a - FezO rather than ferromagnetic magnetite (Fe304) 

and/or maghemite (y -FeZ03). It has been found that cobalt and titanium 

had an effect on preventing the oxidation of iron -nitrides particles in the 

beginning of the air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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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내에는 철광산이 강원도 양양철광， 신예미 광산 등 크고 작은 63개의 광 

산이 있으며， 철광석 매장량은 185 백만톤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철광석의 철품 

위는 45% 정도로 저품위이다. 저품위인 철광석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위의 수입광석보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처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부가가치 향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 많다. 더욱 이러한 처리기술은 물리적 화학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까 

지도 야기 시키고 있다. 

본 연구를 시작할 시기에는 철광석을 시멘트 원료나 세석으로 공급되는 국 

내 미이용 자철광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매우 큰 자성재료를 제조하고 그 응 

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1차 년도에는 신예 

미 광산의 자철광과 페루산 자철광에 대한 습식마광， 자력선별 및 magnetic 

hydrocyclone separator등을 이용하여 자성유체를 제조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회수율은 84-91% , 철품위는 71% 정도를 얻었다. 그러 나 이 결과로는 

고순도의 철품위를 요구하는 자성유체를 제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 

서 국내 미이용 자철광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중저품의 자성재료를 얻는 것보다 

는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자성재료 그 중에서도 특히 부가가치가 매우 큰 자 

성유체를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자성유체란 수 nm 에서 수십 nm의 균일한 크기 강자성체 초미립자를 지 방 

산과 같은 계면 활성제로 조밀하게 피복한 후， 액체 용매중에 안정하게 분산시 

켜 액체 자신이 외 관상 자성을 띄게 만든 자성 콜로이드를 말한다. 이 콜로이 

드 용액은 어떠한 자계， 중력 또는 원심 력장에서도 분산질인 강자성체 초미립 

자가 농축되거나 침강하여 고. 액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자성유 

체의 종류는 강자성 초미립자에 따라 산화물계 자성유체와 금속계 자성유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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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며 산화물계로 Magnetite, Mn- Zn Ferrite와 금속계로는 철， 코발트， 질 

화철 등이 사용된다. 또한 계면활성제나 분산매 (Carrier)의 종류를 달리하여 

다양한 자성유체 제조가 가능하다. 

자성유체는 1963년 미국 NASA 연구원인 S. Pappel이 Magnetite를 계면활 

성제와 용매인 케로신을 같이 볼밀에 넣고 1000시간 정도 분쇄하여 제조한 것 

이 최초의 개발이었으며， 이를 우주복 관절부의 썰， 무중력상태에서 로켓 연료 

공급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Rosensweig에 의해 Ferro 

Fluid Co.가 설립되었으며 거의 동시에 일본에서는 S비mOlZ와ca 교수의 공침법 

에 의한 초미립 Magnetite 제조 기술 개발로 자성유체의 개발과 웅용은 급속히 

발전되었다. 현재 미국， 일본에서 개발되어 용용되고 있는 자성유체의 종류는 

약 70 여 종이 있으며 이의 활용범위도 대단히 광범위하다. 자성유체의 웅용 

제품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회전축썰 이며 반도체 기술의 진보와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성유체를 사용한 회전축 쌀의 기술도 고성능화， 저가격 

화， 소형고속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밖에 자성유체의 활용으로는 댐퍼， lnk Jet 

Printer, Heat Pump, Photo Sensor, VCR tape 을 비롯한 각종 Magnetic tape 

의 자성특성 검사용 잉크 등이며 계속해서 자성유체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진 

행되고 있다. 

자성유체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며 첨단기술에 쓰여지는 재료임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는 자성유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산업에 필요 

한 수요전량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내의 수요를 보면 

Computer, Hard Disk Drive Spidle Mortor의 방진 썰용(자성유체가격 : 35,000 

엔/g，)으로 수요가 제일 많으며， 스피커의 댐퍼용(자성유체가격 600엔/g) ， 

Magnetic tape 검사용 동으로 그 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현재 국내의 자성유체 수요는 일본 수요량의 1/200으로 일본의 15년 전 수 

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응용기술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반도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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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항공산업 등 첨단산업의 기반기술로 자성유체 제조 및 활용에 관한 기술 

을 국내에서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사무 및 가정용품의 자동화로 인하여 스 

피커도 소형화， 고출력화， 고성능화 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스테레오 재생장치 

의 대형화에 의해 스피커도 대출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스피커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피커의 구조를 

보면 보이스 코일과 극편 사이에 캡 (gap) 이 있어 보이스 코일에서 발생되는 주 

울열을 잘 발산시키지 못하여 보이스 코일의 온도가 급상숭하게 되어 코일이 

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성유체를 캡에 넣어주므로 발생되는 열의 방 

출을 용이하게 한다. 자성유체는 비열이 공기의 8배 이상 크기 때문에 냉각효 

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스피커의 소형고출력 및 고성능화가 가능하다. 그 

밖에 자성유체는 냉각효과 이외에 센터링효과 및 점성 탱핑효과 등 복합적인 

효과에 의해 스피커의 고급화하는데는 필수적인 소재이다. 그러므로 2차 년도 

에는 자성유체를 제조함에 있어 국내 저품위 광석인 자철광을 이용하지 않고 

99.999%의 magnetite를 합성 하는 연구를 시 작하였다. 합성 한 magnetite를 사용 

하여 유상자성유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자성유체 

의 상품화를 목적으로 스피커 댐퍼용 자성유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스피커 댐 

퍼용 자성유체를 제조하기 앞서 일본의 NFC사의 스피커 댐퍼용 자성유체 

(APG-815)의 특성과 조성을 분석 조사하여 APG-815보다 성능이 같거나 이상 

인 자성유체를 제조하였다. 산업화를 목적으로 제조공정의 최적화도 확립하였 

다. 아울러 제조한 자성유체의 점도， 댐핑효과， 방열효과， 열안정성 및 자기적 

특성 등을 삼성전기 (주) 제품인 6 cm tweeter에 장입하여 실험한 결과， 일본의 

APG-815의 성능과 같거나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성유체를 이루는 강자성 미립자의 종류에 따라 

산화철계와 금속계 자성유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산화철은 금속분말에 비하 

여 자화력이 작기 때문에 산화물 자성유체의 포화자화가 낮은 결점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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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자성유체상품은 산화철계 자성유체 

를 사용하고 있다. 금속계 미립자는 자화력이 산화철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나 

대기 중에서 쉽게 산화하는 등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않아서 실용화단계에 이 

르지 못하고 있다. 금속계 자성유체 중에는 질화철 Oron-nitride)을 kerosene에 

분산시킨 질화철 자성유체를 Isao N와‘ata띠[1]에 의해 합성에 성공한 바 있으 

며 자성유체의 포화자화가 2230 Gauss로 세계 최대자화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화철의 포화자화는 212 emu/g으로 금속철의 포화자화 230 

emu/g 과 비슷하고 금속철원자구조(bcc)에 질소가 침입하여 철과 공유결합을 

이루어 조밀하게 충진된 격자구조를 갖고있어 화학적으로 금속 철 보다 안정하 

다고 발표된 바 있다[2]. 

그러므로 본 연구의 3차년도는 암모니아 질화법에 의해 질화철 자성유체를 

합성하고， 합성한 질화철 자성유체가 대기 중에서 노출 시간에 따른 자성유체 

의 자화력 변화를 조사하였다. 질화철 자성유체의 산화 억제를 위하여 표면에 

너지가 큰 티타늄과 코발트 금속을 질화철 자성유체에 첨가하여 질화철 입자의 

화학적 안정성에 관하여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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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제 1 절 자성유체의 종류 

자성유체는 Magnetite와 같은 강자성 초미립자인 분산질과 물， 에 스테 르， 

Mineral oil, Kerosene 및 합성유와 같은 분산매 (Carrier)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 

산질에 따라 크게 산화물계 자성유체와 금속계 자성유체로 분류된다. 현재 상 

품화된 자성유체는 거의 Magnetite를 분산질로 사용하였으나， 그밖에 

Co- ferrite 혹은 Mn.Zn-ferrite를 분산시킨 자성유체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분산질이 산화물 강자성체 분말을 사용한 자성유체는 산화물계 자성유체 

라 불리우며 그 제조 기술은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산화물계 자성유 

체는 분산질 자체의 포화자화 값이 낮기 때문에 자성유체의 포화자화값도 역시 

40 - 500 Gauss정도이다. 이에 반해서 포화자화값이 큰 금속 예를 들면 금속철， 

질화철 및 철 합금을 분산질로 사용하면 최고 1500 Gauss 이상의 포화자화를 

갖는 자성유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속계 자성유체는 분산질인 금 

속초미립자분말은 표면이 불안정하여 쉽게 산화되면서 포화자화값은 급격히 떨 

어진다. 이와같은 이유로 금속계 자성유체는 상품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자성유체의 분산질인 강자성체는 초미립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적인 

인력에 의해 응집하려는 특성을 가졌으나 강자성 미립자의 표면에 적절한 계면 

활성제를 조밀하게 피복하여 분산매에 분산시켜 자성유체를 제조한다. 이때 사 

용하는 분산매와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따라 자성유체의 포화자화 값이 매우 다 

양하며 이에 따라 용도도 달라진다.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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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and Saturation Magnetisation of Prepared 

Magnetic Fluids 

Magnetic Fluid 

Dispersed medium Surfactant sat. magnetìsatlOn 

CGauss) 

water sodium oleate 40 - 50 

kerosene oleic acid 95 - 300 

hydrocarbons oleic acid 60 - 200 

transformer oil oleic acid 90 - 500 

minerl oil oleic acid 65 - 200 

perfluorinated liquid perfluorinated ethers 42 

vacuum oil oleic acid + surfactant 70 - 300 

synthetic oil oleic acid 50 - 200 

제 2 절 구조 및 안정성 

자성유체의 자성을 나타내는 Fe.304둥의 강자성 미립자는 흡착성의 관능기 

를 말단에 갖는 사슬구조의 계변활성제 분자로 표면에 Coating되어 액체용매중 

에 고밀도로 분산하고 있다. 계면활성제 분자는 미립자간에 강하게 끄는 힘에 

대항하는 분자 스페이서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미립자와 주위의 액체를 끌어들 

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미립자는 열운동을 하며 응집하지 않고 안정 

한 분산상태를 갖게 된다. 각 입자는 열원이 활발하여져 상대적 위치가 변하고， 

장거리 질서를 갖는 액체분자와 상이한 관계에 있어 그 결과 계 전체는 점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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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유통성을 보인다. 계면활성제 분자는 말단기로 카르복실기 (-COOH， 

- COONa) , 슬폰기 (- S03H, - SOJNa) , 포스폰기 ( - P03H2, - P03HN a) , 아미 노기 

( -NH2 )등의 극성 기 를 갖는 것 외 에 보다 극성 이 작은 Succinic acid imide와 에 

틸 렌 Oxide등도 있다. 

꼬리부분은 길이 2- 4 nm의 사슬 또는 환상의 비극성기가 있고， 용매분자와 

구조가 유사하여 용매에 대한 친매성의 지표가 된다. 또 바성 미립자표변에 흡 

착한 분자 또는 화학흡착할 가능성 이 있는 분자의 피복 강도가 클수록 자성유 

체의 응집에 대한 안정성이 증대한다. 

그러므로 자성유체를 개발할 경우에 중요한 핵심포인트의 하나는 계면활성 

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강자성체를 충분히 작게 미세화 하면， 내부에서 자벽이 없는 쪽이 안정하게 

되고 단자구 구조가 된다. 이 결과 개개의 미립자는 각각 다음 식에 기여하는 

자기 모멘트 m을 갖는 영구자석 이 된다. 

m = v 1。

1/6 π d3Io -- - ------- -(1) 

10 : 미립자를 구성하는 물질의 포화자화. 

ν :미립자체적 

d 미 립자 직경 

이러한 2개 미립자사이의 격한 정자기 Potential 즉 쌍극자 상호 작용 

Potential φM 은 다음식 과 같다. 

φM 
( , '^ ( m1. r )(M2 • r:-) 1 

그날-τ l (m l, m2)-3 ' '' -1.''; ι } 
‘* '‘ μ 。 ， 3 l r 

----- (2) 

m ! , m2 미립자 l 과 2의 자기 모멘트， 

r 미 립자 1 과 2 의 벡터 

n J 1 ’ 
4 



ml, m2 의 자기모벤트가 평행이고 직선상에 병 행 할 때 인력은 최대가 된다. 

φM - - - 4- ???2 
M - 2πu 。 γ3 

---------------(3) 

여기서 ml m2 m , 계면활성제 피복층의 두께를 E 라 하면， 2개의 입 

자가 가장 근접해 있을 때 정자기 포텐살 φM 은 

M‘ _ _ 1 _ _ 객2 τ 이 된다. 
2πμ 。 (d十2E) .:5

-------- (4) 

이의 정자기적인 상호작용이 열에 의해 활발히 움직여 미립자가 웅집하지 

않기 위하여는 

<Þ M 드 KT ------------- (5) 

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이고， 식의 조건으로부터 

미립자계가 안정하게 분산할 미립자의 한계 직경 C:IC를 구할 수 있다. 

Table 2는 여러 가지 강자성 재료에 관한 계변활성제 피복 두께 ￡을 가정했 

을 때 dc의 값을 나타낸다. 

Table 2. The limited diameter of magnetic pow der 

\\\ 
dc [nrn] 

Is (실온) E =2 nrn E =4 nm 

Fe304 6030 10 12 

Fe 21500 5 7 

Co 17600 6 7 

Ni 6090 10 12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e. Co 및 Ni등과 같이 포화자화가 큰 강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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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을 사용한 금속계 자성유체는 미립자 직경이 Fe304보다 한층 작지 않으면 

그 한계 직경을 초월한 큰 입자가 혼입 하면 이것을 핵으로 하여 다 안 된다. 

응집하여 큰 cluster를 만들어 자성유체는 불안정하게 되기 쉽 다. 른 입자들이 

이 입자 직경 에 대 한 조건은 다음의 초상자성 조건과는 무관하다. 미립자간 

이것은 미 립자 표 에 격한 상호작용에는 Van der Waals potential Øv가 있다. 

무극성을 가질 때도 전하분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쌍극자 모멘 면이 

움직 이 는 øv 큰 입자 사이에 트에 의해 쿨롱 potential이 있어 (분산효과) 2개 의 

-- --(6)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øv = - 띄 2 + 2 l 1n f 2+4 ι l 
6 l ι2 +4 ι ( ι +2) 2 I III ( f +2) 2 f 

A는 정수로 Fe, 또는 Fe30 4 입자의 경우 그 값이 약 10-19 nm이고， f 은 미 

= 2(r- d)/ d 이 다. ι 립자 표면간거리와 미립자 반경에 대한 비로 

Van der Waals에 의한 힘은 인력이고 그 값은 월등히 크지만， 척력에 있어 

서 미립자 표면을 계면활성제로 coating하여 미립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면 

응집은 막을 수가 있다. 이 힘 에 의한 계의 

긴 사슬의 flexible한 분자로 coating한 미 립자가 근접하면 입 또한 표면에 

이 힘은 입자가 힘을 입체장해척력이라 한다. 이 반발력이 작용한다. 자간에 

가까워짐에 따라 흡착한 탄화수소 사슬이 서로 누르게 되고， 이들이 취할 수 있 

었다. 것 도 의한 효과에 엔트로피 의해 감소함에 수가 구조의 공간적 ι-L.. 

식은 2개의 큰 구 Mackor에 의 해 구한 평 판 표면의 입 체장해 척 력 potential의 

얻어진다. 

- - -- -- - (7) 옳 n향껴2-윷씀 ln (퓨짧)-삶} 

사이의 입체장해 척력 potential Øs 을 써서 다음 식 이 

F 

이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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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미립자 표면의 단위면적 당 흡착 분자수이다. 

r- d=2E 즉 ι /2=2E/d 일때 Øs =0 으로 이것은 흡착층 표면이 처음에 접한 상태 

에 대응하고 또 r-d=O 즉 f =0 일 때 Øs 는 최 대치가 된다. 

이것은 입자표면이 직접 접한 상태에 대응한다. 자성유체의 분산 응집의 성질 

은 potential의 총화에 의해 평가할 수있다. 

ØM + Øv + Øs -~------------- (8) 

입자크기가 10 nm 인 Fe304 의 피막두께가 ø = 2 nm 일 때 입자둘레에 

potential 장벽이 생기고， 장벽의 외측에는 입자간에 척력이 생겨서 콜로이드의 

안정성을 갖게된다. 자성유체가 자계 구배와 큰 가속도를 받는 상태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potential 장벽의 크기가 lOKT 이상일 필요가 있다. 

제 3 절 제조방법 

자성유체는 강자성 미립자를 분산질로 한 콜로이드이므로 그 제조 방법은 

강자성체의 거시적 입자를 콜로이드 크기까지 작게 하는 방법과 원자 또는 이 

온을 응축시켜 강자성 미립자 콜로이드를 얻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속 

하는 방법으로는 습식 분쇄법 ， 스파크 에로전(erosion)법이 알려져 있다. 또 공 

침법， 금속 카르보닐의 열분해법 , 광분해법 ， 진공증착법 ， 전해석출법 등은 후자 

에 속한다. 이들 중에서 습식 분쇄법과 공침법은 magnetite (Fe304) 등의 산화 

물 자성유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 이며 특히 공침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금속 카르보닐의 열분해법 등은 금속 자성유체를 제조하기 위한 방 

법이다. 

일반적으로 자성유체를 구성하는 미립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1) 적정하고 

균일한 입자지름을 가진 미립자를 얻을 것 2) 미립자끼리 웅집하지 않을 것， 

3) 미립자가 자성유체제조 과정에서 산화하거나 화학변화를 하지 않을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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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만족하는 미립자가 다량으로 얻어질 것 둥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자성유체의 제조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습식 분쇄법 

습식 분쇄법은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분산매와 같이 Magnetite광석을 볼밀 

에 넣고 콜로이드가 될 때까지 장시간( 5 일 - 20 주간 ) 분쇄하고， 그 후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여 분산되지 않은 큰 입자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해 분쇄된 미립자의 크기는 평균 lOnm정도이고 계면활성제로는 올레인산이 

나 올레인산소다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케로신， 플루오로카본유， 디에스테르 

유， 실리콘유 또는 물을 분산매로 하여 자성유체를 제조하고 있다. 이 방법은 

최초로 1965년 S. Pappel이 시도한 이래 미국에서 발전한 방법인데 제조시간이 

매우 길고， 농도가 높은 자성유체를 얻기 어려우며 가격이 비싼 점이 문제가 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용도에는 아직도 습식 분쇄법에 의해 자성유체를 

제조하고 있다. 

2. 공침법 

공침법은 제 1철염과 제2철염의 혼합수용액에 알카리를 가하여 magnetite 미 

립자를 얻는 방법으로 습식 분쇄법보다 단시간에 다량으로 만들 수 있으며 제 

조 가격도 저렴한 것이 특정이다. 한편 이 방법에 의한 magnetite 미립자는 산 

화되기 쉽고 화학적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공침법에 의한 자성유체의 제조는 아래와 같다. 

황산 제 1철과 황산 제2철의 수용액을 1 : 2 의 비율로 혼합하고 그 혼합 수 

용액에 가성소다를 넣어 pH를 9 - 10으로 조절한 후 교반하면 10 - 15 nm의 

magnetite미 립자를 얻을 수 있고 magnetite와 물의 현탁액 이 된다. 이 현탁액 

” l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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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레인산 소다(Sodiurn Oleate)를 첨가하고 약 90 0C 에서 30분 동안 가열하여 

미립자 표면에 올레인산 이온을 흡착시킨다. rnagnetite표면의 제 1층에 올레인산 

이 흡착되면 미립자 표면은 소수성이 강하게 되며， 제 1층의 흡착이 완결되기 전 

에 제2층의 흡착이 일어난다. 제 2층의 흡착이 이루어지면 미 립자의 표면은 친 

수성이 되고 미립자는 수용액에 분산하게 된다. 미립자가 분산된 수용액에 HCl 

을 첨가하여 pH 5-6으로 조절하면 제2층의 올레인산 이온은 제 1층으로부터 

유리되고 미립자는 소수성을 갖게 되어 웅집 침전된다. Figure 1 에 Fe30 4 미립 

자에 올레인산 이온의 흡착모댈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소수성 표면을 

가진 Fe304미립자를 건조시켜 케로신 광유 등에 분산하여 유상 자성유체를 제 

조한다. 수상자성유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올레인산 이온을 홉착시킨 Fe304미 

립자를 세척한 후 도데실 벤젠 슬폰산 소다(Cl야꿇C6H4S0~a)둥의 음이온 계면 

활성제를 가하여 제2층의 흡착층을 다시 만들고 표면을 친수성으로 하여 물에 

분산시킨다. 

3. 열분해법 

코발트 카르보닐[C02(CO)S]은 실온에서 고체이며 대기 중에서도 비 교적 안 

정하고 독성이 적어 취급하기가 쉬우므로 코발트 카르보닐을 메틸메타 아크릴 

레이트-메틸 아크릴 레이트-비닐피롤리돈의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툴루엔에 용 

해하고 톨루엔을 환류 시키면서 CO기체가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함으로써 

금속 코발트 자성유체를 제조한다. 코발트 입자의 크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아 

크릴 니토릴-스틸렌이란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4. 진공증착볍 

Figure 2에 진공 증착법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진공증착 탱크는 드럼 모 

양이며 중앙부에 고정된 강자성 금속을 증발시키는 증발원이 있고 드럼이 증발 

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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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ree components of a magnetic fluid: 

carrier, surfactant and magnetic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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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둘레를 상하로 회전한다. 드럼 의 밑부분에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낮은 

증기압의 탄화수소유를 넣고 드럼을 회전시키면， 강자성 금속 미립자가 발생하 

면서 탄화수소유에 분산되어 유상자성유체를 얻는다. 이 방법으로 Fe, Co, Ni의 

금속계 자성유체가 얻어지며， 일본 금속재료연구소의 中감 功이 개발한 방법으 

로 이제까지 얻어진 자성유체 중에서 가장 포화자화(1500Gauss)가 큰 자성유체 

를 얻었다. 

5. 기타 방법 

금속 자성유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위의 방법들 이외에 스파크 에로천 

법， Ni카르보닐의 자외선 분해법， Hg전극위에 Fe 동을 전착하는 전착법 퉁이 

연구되어 왔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개선해야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상용화되 

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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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금속계 자정유체 제조 및 화학적 

안정성연구 

제 1 절 서 언 

자성유체는 강자성 미립자를 용매에 분산시킨 콜로이드 용-액으로 중력이나 

자기력에 의해서 강자성 입자가 분리되지 않고 용액 자체가 자장 중에서 자화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강자성 미립자를 물에 분산시킨 水相자성유체는 자동 

차스크랩으로부터 비중이 서로 다른 금속을 분리 회수하는데 사용되며， 오일 

(oil)에 분산한 油相자성유체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의 방진썰， 

고진공썰， 스피커 댐퍼， 칼라복사기 잉크 동에 응용되고 있다. 

자성유체의 종류는 강자성 미 립자로 산화철(Magnetite， Mn-ferrite, 

Zn-ferrite)을 이용한 산화철계 자성유체와 금속계 분말(iron， cobalt, iron 

nitride, iron boride)을 분산시킨 금속계 자성유체로 나눌 수 있다. 산화철은 금 

속분말에 비하여 포화자화가 작기 때문에， 산화물계 자성유체 역시 포화자화가 

낮은 결점이 있지만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자성유체상품 

은 산화철계 자성유체를 사용하고 있다. 금속계 미 립자는 포화자화가 산화철에 

비하여 월동히 높으나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않아서 대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실용화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금속계 자성유체 중에는 질화철 

(iron-nitride)을 kerosene에 분산시 킨 질화철 자성 유체를 Isao N하<:ata띠[1]에 의 

해 합성에 성공한 바 있으며 자성유체의 포화자화가 2230 Gauss로 세계 최대 

자화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화철의 포화자화는 212 emu/g으로 

금속철의 포화자화 230 emu/g 과 비슷하고 금속 철 원자구조(bcc)에 질소가 

침입하여 철과 공유결합을 이루어 조밀하게 충진된 격자구조륜 갖고있어 화학 

적으로 금속 철보다 안정하다고 발표된 바 있다[2]. 또한 질화철 초미분체를 자 

성유체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미립자 표면을 계면활성제로 피복하여 자화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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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입자의 응집을 억제하며， 피복된 계변활성제는 질화철 입자의 산화를 억 

제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3].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질화법에 의해 질화철 자성유체를 합성하고， 합성 

한 질화철 자성유체가 대기 중에서 노출 시간에 따른 자성유체의 자화력 변화 

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표변에너지가 큰 티타늄과 코발트 금속을 질화철 자성 

유체에 첨가하여 질화철 입자의 산화 억제효과 및 질화철 자성유체의 화학적 

안정성에 관하여도 조사하였다. 

제 2 절 잘험장치 및 방법 

Figure 3에 합성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내열플라스크에 계면활성제 

(三洋化成， ML-1094)와 kerosene이 일정농도로 혼합한 용액에 일정양의 

Fe(CO)5을 넣고 암모니아 가스를 200 mVmin. 유량으로 주입함과 동시에 교반 

하면서 가열하였다. 가열하므로 분해되어 생기는 가스는 orifice, condenser 및 

reserv01r를 통과하여 배출된다. 질화철 자성유체의 합성은 90 oc 에서 1 시간 

유지한 다음， 계속해서 185 oc 로 온도를 올린 후 1 시간 동안 유지하는 단계별 

반응을 Fe(CO)5가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3회 - 6회 반복하였으며 반응식은 

다음 식과 같다. 

Fe(CO)5 + NH3 ~ 

Fe2(CO)6(NH2h + Fe3(CO)g(NHh + CO + H2 ------- (9) 

Fe2(CO)6(NH2h + Fe3(CO )g(NHh • 

E - Fe3N + CO + NH3 + H2 ------------- - ----- (10) 

반응식 (9)는 Fe(CO)5가 암모니 아가스와 반응하여 Fe2(COMNH2)z와 

Fe3(CO )g(NH)z 같은 전구체가 발생하며 이때 온도는 90 oc 가 적당하다. 반응식 

m 

ω
 



RIRN이r 

NH3 

Ar 

Fig. 3. Experimenta1 apparatus for vapor- liquid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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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다1 

Fig. 4. Electron micrographs of iron-nitride magnetic fluids 

synthesized from solutions with various amounts of 

Fe(CO)5 (a) 80g, (b) 120g, (c) 150g, and (d) 200g. 



(10 )은 전구체 끼리 반응하여 질화철이 합성하는 반응으로 185 oc 이상에서 일 

어난다. 이와 같이 가스 액체 반웅에 의해 합성된 질화철 입자는 매우 미세하 

여 계면활성제가 혼합된 kerosene용액에서 쉽게 분산되어 질화철 자성유체가 

합성된다. 

질화철 입자의 산화 억제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첨가한 티타늄과 코발트는 

각각 titanium azide( 1 % )와 cobalt- carbonyl( 5 % )를 질화철 합성반응시작 

하기 전에 Fe(CO)s과 같이 넣고 반응을 개시하였다. 합성한 질화철 자성유체는 

3 종류로 순수한 질화철 자성유체(시료 A), 티타늄이 포함된 질화철 자성유체 

(시료 B)와 코발트가 포함된 질화철 자성유체(시료 C) 이다. 3 종류의 자성유 

체는 합성이 끝난 직후 질소분위기 glove box안에서 각 자성유체마다 8개의 시 

료병에 균동하게 냐누어 노출실험의 시료로 하였다. 8개 시료 중 7개는 시료 

병마개에 직경 4 mm크기의 구멍을 뚫어 대기에 노출시 킬 수 있게 하였으며， 

노출시 시료병을 진동계 위에 올려놓고 1, 3.2, 14, 37, 101 , 336, 및 1008 시간 

동안 진동시켰다. 노출실험이 실시된 대기조건은 온도범위가 23 - 23.2 oc 이 

었으며 상대습도는 20 - 40 %이었다. 3 종류의 자성유체 중 노출실험에서 남 

겨둔 각각의 시료는 초기(initial)시료로 하여 노출이 끝난 시료의 중량변화 및 

자화력의 기준으로 삼았다. 

노출실험 이 끝난 각각의 시료는 진동시료자력계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PAR model 151)을 사용하여 포화자화를 측정하였고， 노출 전 

후 각 시료의 중량도 비교하였으며 ， 열시차중량 분석기로서 시료의 산화 반웅 

도 조사하였다. 아울러 전자현미경 (TEM)으로 질화철 자성유체의 morphology 

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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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잘험결과 및 고찰 

1. Fe(CO)5 농도 변화질험 

암모니아가스법에 의해 합성한 미립자는 전자회절법에 의해 ê - FeiN 임이 

확인되었다[1].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계변 활성제는 Succinic lmide (三洋化成，

ML- 1094) 이며 계면활성제의 적정사용량은 kerosene 50 g 에 1l.3 g 이었다. 

계면활성제의 양이 최적조건보다 적으면 분산성이 떨어지며， 많을 경우 질화 

철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정농도인 kerosene과 

계면활성제의 혼합용액에 Fe(CO)s의 양을 80 g에서 200 g까지 변화하여 합성 

한 질화철 자성유체의 포화자화， 입자크기 둥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Fe(CO)s의 양이 80, 120, 150 및 200 g 일 때 각각의 포화자화 

는 352, 523, 705 및 1070 Gauss를 얻었다. 이 결과는 Fe(CO)s 농도가 증가할 

수록 포화자화는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Fe(CO)s의 양이 증가하므로 합 

성된 질화철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며 아울러 반응시간이 7시간에서 15시간 

으로 길어지면서 kerosene의 일부가 증발하여 질화철 농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 

으로 생각한다. 한편 Fe(CO)s의 양을 변화시키므로 인하여 합성한 질화철 자성 

유체의 분산성과 질화철 입자의 크기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Fig. 4 

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Fe(CO)s의 양에 관계없이 

질화철 자성유체의 분산상태는 우수하였고， 질화철 입자의 평균직경은 Fe(CO)s 

의 양이 증가할수록 5.7 nm에서 lO nm로 커지기는 하였으나 입자의 모양은 균 

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Fe(CO)s의 양이 증가할수록 질화철 입자의 

평균직경 이 증가한 이유는 반응시간이 길어지므로 인하여 입자가 성장된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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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parative conditions and magnetic properties of Fe앞J 

magnetic fluids. 

sample no 248 247 248 249 

Fe(CO)5 (g) 80 120 150 200 

Surfactant (g) 11 .3 11.3 11.3 11.3 

kerosene (g) 50 50 50 50 

NH3 (cm3/min) 200 200 200 200 

reaction time (hr) 7.0 8.6 12.0 15.0 

density (g/cm3) 0.99 1.05 1.10 1.1 9 

mean diameter of 5.7 6.7 8.0 10.0 
the particles (nm) 
4 TIMs (G) 352 523 705 1070 

2. 대기 중 노출실험 

Figure 5-7은 시료 A , B, 및 C에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초기시료 및 3 .2시 

간과 1008 시간 노출시킨 시료 각각의 자화력을 진동시료자력 계에 의해 측정한 

결과이다 Figure 5-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종류의 질화철 자성유체는 

초상자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질화철 입자 평균크기가 T able 3 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5.7 nm - 10.0 nm 로 、‘단자구(single-domain)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은 질화철 자성유체 중에서 티타늄이 첨가된 

자성유체(시료 B)는 순수한 질화철 자성유체(시료 A)보다 자화값이 약간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티타늄이 반자성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코발트 

를 첨가한 질화철 자성유체(시료 C)의 자화값은 다른 시료에 비하여 상당히 높 

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부가적으로 첨가된 코발트의 페로 강자성에 기인 

한 것이다. 한편 3.2 시간 노출 후 질화철 자성유체의 자화력을 보면 첨가된 티 

타늄과 코발트의 영향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티타늄이 첨가된 시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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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금속이 첨가되지 않은 시료 A보다 자화력의 감소가 작았으며， 코발트 

가 첨가된 시료 C의 자화력 감소는 다른 시료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3.2 시간 노출 결과 티타늄은 질화철 입자의 산화를 약간 

억제시킨 반면에 코발트는 산화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1008 시 

간동안 대 기 중에서 질화철 자성유체를 노출시켰을 경우 모든 시료가 자화력 

를 거의 상실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1000 시간 이상과 같이 장시간 노출되었 

을 때 질화철의 입자는 코발트나 티타늄의 영향이나 계면활성제의 피복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8은 질화철 자성유체가 노출시간에 따른 상대적인 중량변화율을 나 

타낸 그림이다. 상대적인 중량변화율은 [(노출후 중량 - 노출전 중량)/노출전 

중량] x 100으로 나타내었으며，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 A , B , 및 C 모 

두 대기 중에 노출 34 시간까지는 중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출 34 시 

간 후， 시료 A 와 C는 100 시간까지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시료 B는 다 

른 시료에 비하여 중량 증가가 매우 컸다. 이와 같이 중량증가 원인은 산화에 

의한 것이며 시료 B의 중량증가율이 큰 이유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티타늄이 다른 금속에 비하여 산화된 이산화티타늄 중 산소의 함유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질화철이 산화되는 반웅식은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최 종 

산화철은 Fe304 혹은 Y -Fe.103이 아닌 a - Fe20 3 혹은 FeO 라고 생 각한다. 질 

화철 자성유체의 대기 중 100 시간동안 노출 후부터는 중량 증가율은 약간 둔 

화되었으며 ， 시료 A, B 및 C가 중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간은 각각 200, 

800 및 450 시간 후 이었다. 자성유체의 중량감소 이유는 질화철의 산화가 거 

의 끝이 났거나 혹은 산화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산화에 의한 중량증가는 아 

주 작으며 kerosene의 증발로 인한 중량감소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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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xygen contents(%) in the oxidized rnetallic cornpound. 

Fe30 4 Ti02 

21.35 

Fe20 3 CoO 

Oxygen content % I 27.64 30.05 40.06 

Figure 9는 대기 중에 질화철 자성유체가 노출된 시간에 따른 포화자화의 

상대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질화철 자성유체의 포화자화 상대비율은 (Mso 

Mst)α1so 로 나타낼 수 있으며， M so 은 질화철 자성유체를 만든 직후 노출되기 

전의 포화자화이고， M st 는 일정시간 노출후의 포화자화이다. Figure 9에서 보 

는바와 같이 코발트를 첨가한 자성유체 시료 C는 노출 초기 10 시간까지는 다 

른 시료에 비하여 포화자화의 감소가 비교적 적었지만， 노출시간이 그보다 길 

어짐에 따라 포화자화는 다른 시료 A. B 와 거의 동일하게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Figure 8에서 중량 증가는 직선적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 

구하고 포화자화는 노출시간에 따라 격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볼 때 질화철이 실온에서 산화된 화학식은 페로 자성체 (ferrornagnetic)인 Fe304 

혹은 r -Fe203보다는 비자성체 (nonrnagnetic)인 α - Fe20 3 나 FeO로 생각되며 

산화반응의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e3N + 312 H20 + 02 • 3FeO + NH3 - ---- - ---- (11) 

2FeO + 112 02 • Fe203 - --- -- - ---------- (12) 

질화철의 산화에 대해서는 반웅식 (ll) 및 (12)와 같이 설명된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고 발표된 바에 의하면 대부분 Fe30 4 혹은 r -Fez03일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산화물의 자기적 특성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티타늄과 코발트의 산화억제효과를 비교해보면 티타늄이 첨가된 질화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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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체 즉 시료 B의 경우 질화철 산화를 약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코 

발트의 경우 질화철 산화 지연효과가 노출 초기에는 현저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질화철 자성유체를 대기 중에서 1000 시간 이상 노출시키면 티타늄 

이나 코발트도 질화철의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어 질화철 자성유체의 자화 

력은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금속철이나 질화철 초미립자의 표면을 계면 

활성제인 유기물로 피복 되었을 지라도 미립자의 산화를 방지 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기물 층의 피복이 질화철 미 립자의 산화방지 

에 효과가 있다는 X.Q. 간1ao 등의 보고[3]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Figure 10, 11, 및 12는 시료 A, B 및 C의 질화철 자성유체의 합성직후와 

3.2시간 및 1008시간 노출 후 각각 입자의 TEM사진이다. 시료 A는 시료 B와 

C에 비하여 업자크기가 약간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료 B와 

C에서 티타늄과 코발트가 질화철 입자표면에 코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3.2시간 노출된 시료는 산화된 입자표면과 질화철의 경 계를 구분 지을 수 

있으며， 1008시간 후에는 질화철 입자의 모양이 거의 사라지고 가운데 핵처럼 

아주 작은 부분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산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ure 9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출 1008시간 후에는 질화철 입자의 자성이 

거의 소멸된 것으로 보아 자성을 띄지 않는 산화철형태로 산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1008시간 노출된 입자를 자세히 관찰하면 산화층위에 또 다른 

층이 생겼는데 이러한 경계는 질화철의 산화반웅을 반응식 (11 )과 (12)와 같이 

또 다른 산화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질화철이 산화되어 자성을 갖지 

않는 FeO 형태의 산화철로 되었다가， 다시 시간이 경과할수록 산화는 더욱 진 

행되어 α - F~03 형태의 산화철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Figure 13 -16은 시료 A. B 및 C의 노출전과 노출 1008 시간후의 열중량 

및 열시차분석 결과이다. Figure 13 및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기 중에 노출 

되지 않은 시료 A는 100 - 200 oc 범위에서 70 %정도의 중량 감소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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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M micrograph of sample A at (a) initial, (b) 

3.2 hours exposure, and (c) 1008 hours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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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M micrograph of sample B at (a) initial, (b) 

3.2 hours exposure, and (c) 1008 hours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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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EM micrograph of sample C at (a) initial, (b) 

3.2 hours exposure, and (c) 1008 hours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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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 200 - 400 oc 에서 중량감소가 90 %까지 서서히 계속되었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거의 중량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대기 중에서 1008 시간 노출 

된 시료 A는 200 oc 까지는 노출되지 않은 시료에 비하여 중량감소가 약간 

작았지만， 40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노출하지 않은 시료와 마찬가지로 약 
90 %의 중량 감소가 있었다. 티타늄과 코발트를 첨가한 자성유체(시료 B와 

C)의 경우도 시료 A와 거의 비슷한 중량변화의 경향을 보였으나， 최종 중 

량감소량은 82% 와 86 %로 시료 A보다는 조금 적었다. 이와 같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중량이 감소하는 원인은 용매인 kerosene과 계면활성제가 

연소하기 때문이며 최종 중량감소량은 순수 질화철 자성유체， 코발트， 티타 

늄을 첨가한 자성유체 순서로 많았다. 이는 노출시간 변화에 따른 중량변화 

실험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Figure 15 및 16에서 보는바와 같이 질화철 자성유체가 대기 중에 노 

출되지 않은 시료와 1008 시간 노출된 시료에 대한 각각의 열시차 분석결 

과는 380 - 400 oc 범 위에서 심한 발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용매인 

kerosene의 연소에 기인하지만 각 시료에 대한 최대 발열온도는 Table 5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 A는 최대 발 

열온도가 385.8 oc 에서 1008시 간 노출 후의 발열온도는 396.6 oc 로 10 oc 
이상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노출 후의 최대발열온도가 상숭하는 현상은 시 

료 B와 시료 C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며 최대발열온도는 티타늄을 

첨가한 시료 B , 코발트를 첨가한 시료 C, 그리고 순수한 질화철 자성유체 

시료 A의 순서로 높았다. 이러한 순서는 각각의 금속산화물 용융점의 순서 

와 동일하며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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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xothenmc maximum temperature of iron- nitride 

magnetic fluids . 

Exposure time (hr) 0 1008 

sample A 385.8 oc 396.6 oc 

sample B 395.0 oc 401.8 oc 

sample C 388.8 oc 399.3 oc 

제 4 절 결 언 

암모니아 질화법에 의한 질화철 자성유체를 합성하였으며， 합성한 질화철 

자성유체를 대기 중에 일정시간 노출하였을 때 중량변화 및 화학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암모니아가스 질화법에 의한 질화철 자성유체 합성시 첨가한 Fe(CO)5의 양 

을 80g에서 200g으로 증가시킬수록， 합성한 질화철의 입자는 5.7 nm에서 10 

nm로 커졌으며 자성유체의 포화자화도 352 Gauss에서 1070 Gauss로 현저 

하게 증가하였다. 

2. 칠화철입자를 코팅할 목적으로 표변에너지가 큰 타타늄과 코발트를 첨가하 

여 질화철 자성유체를 각각 제조하였다. 티타늄을 첨가한 자성유체의 포화자 

화는 감소되고， 코발트가 첨가된 질화철 자성유체의 포화자화는 증가하였다. 

3. 티타늄과 코발트가 첨가된 질화철 자성유체를 대기 중에서 3.2 시간 노출시 

켰을 때， 티타늄은 질화철의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는 미비하였으나 코발트는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4. 질화철 자성유체를 대기 중에서 1008시간 노출하면 티타늄과 코발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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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철의 산화방지에 효과가 없었으며 질화철에 피복된 계면활성제도 질화 

철의 산화억제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5. 질화철 자성유체가 대기중에 노출되면 질화철이 산화되어 중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량증가가 정지된 시간 즉 산화가 거 의 끝나는 시간은 

질화철 자성유체， 티타늄 첨가 자성유체 및 코발트 첨가한 자성유체의 경우 

각각 200, 800, 및 450 시간이었다. 

6. 질화철 자성유체가 대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자화력이 거의 사라지는 것으 

로 보아 산화철의 형태는 페로자성 물질인 Fe304나 Y-Fe.203 가 아니며， 

FeO나 α -Fe.203 와 같은 비자성체임을 알 수 있었다. 

7. 질화철 입자의 대기 중 노출시간에 따라 산화된 입자를 TEM으로 관찰한바， 

질화철의 산화는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처음에는 FeO산화물로 산화되고 다시 

산화가 진행되면 a -Fe.203 산화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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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종합 결론 

자성유체는 강자성 미립자를 물이나 각종 기름에 분산시킨 콜로이드 용액 

으로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 미립자와 용매가 분리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자성유체는 고진공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방진 

썰， 스피커 댐퍼등 산업적으로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산업적응용 범위를 확대 

하기 위해서는 자성유체의 큰 포화자화가 요구되고 있다. 자성유체는 크게 산 

화철계와 금속계 자성유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산화철계는 금속계에 비하여 

포화자화가 작으나，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산화철계 자성유체가 

사용하고 있다. 금속계 자성유체는 포화자화가 산화철계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 

나 대기 중에서 쉽게 산화하는 등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않아서 실용화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금속계 자성유체 중에는 세계적으로 질화철 (iron-nitride) 

자성유체가 합성된바 있으며 이 자성유체의 포화자화는 2230 Gauss로 세계 최 

대 자화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큰 포화자화를 갖는 자성 

유체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산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응용의 범위는 

크게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질화철 자성유체의 화학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3차 년도는 암모니아 질화법에 의해 질화철 자성유체 

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합성하였고， 합성한 질화철 자성유체가 대기 중에 노출 

된 시간에 따른 자성유체의 자화력 변화를 조사하였다. 질화철 미립자의 산화 

방지를 위하여 표면에너지가 작은 티타늄과 코발트 금속을 질화철 자성유체에 

첨가하여 자성유체를 제조하였고 티타늄과 코발트가 코팅된 질화철 자성유체 

의 화학적 안정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암모니아가스 질화법에 의한 질화철 자성유체 합성시 첨가한 Fe(CO)s의 양 

을 80g에서 200g으로 증가시킬수록， 합성한 질화철의 입자는 5.7 nm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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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로 커졌으며 자성유체의 포화자화도 352 Gauss에서 1070 Gauss로 현저 

하게 증가하였다. 

2. 질화철 입자를 코팅할 목적으로 표면에너지가 작은 타타늄과 코발트를 첨가 

하여 질화철 자성유체를 제조하였다. 티타늄을 첨가한 자성유체의 포화자화 

는 감소되고， 코발트가 첨가된 질화철 자성유체의 포화자화는 증가하였다. 

3. 티타늄과 코발트가 첨가된 질화철 자성유체를 대기 중에서 3.2 시간 노출시 

켰을 때， 티타늄은 질화철의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약간 있었으나 코발트 

는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4. 질화철 자성유체를 대기 중에서 1008시간 노출하면 티타늄과 코발트 모두 

질화철의 산화방지에 효과가 없었으며 질화철에 피복된 계면활성제도 질화 

철의 산화억제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5. 질화철 자성유체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질화철이 산화되어 중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량증가가 정지된 시간 즉 산화가 거의 끝나는 시간은 

질화철 자성유체， 티타늄 첨가 자성유체 및 코발트 첨가한 자성유체의 경우 

각각 200, 800, 및 450 시간이었다. 

6. 질화철 자성유체가 대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자화력이 거의 사라지는 것으 

로 보아 산화철의 형태는 페로자성 물질인 F~04나 r -Fez03 가 아니며， 

FeO나 α-Fez03 와 같은 비자성체임을 알 수 있었다. 

7. 질화철 입자의 대기중 노출시간에 따라 산화된 입자를 TEM으로 관찰한바， 

질화철의 산화는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처음에는 FeO 산화물로 산화되고 다 

시 산화가 진행되면 a -Fez03 산화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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