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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목 : 희유금속 정제 빛 활용기술 개발 

11. 기술개발 목적 및 중요성 

티타늄은 우주항공산업， 해양기기， 화학공업 ，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생체 • 의 

료재료， 자동차， 골프채동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소재이다. 

이들은 현재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형태로 년간 7, 000 만불이상 수입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분야의 경 

우만 보더라도 고순도 티타늄 스퍼터링 타켓트 단일 품목만의 수입량이 1, 600 만불 

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티타늄이 소재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적인 필요성이 인식되어 국 

내 부존 티타늄 원광에 대한 탐사 • 개발과 기존 원광에 경제성 부여를 하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부단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국내 

티타늄 원광을 사용한 스폰지 빛 이를 사용한 금속 티타늄의 생산은 당분간 현실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수요량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 

며 점차 수요 및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티타늄 관련 소재의 경우 해외의 저품 

위 스폰지 티타늄을 이용한 고순도 정련기술과 국내 혜자원을 채용해 또는 분말의 

원료화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ID. 기술개발내용 빛 범위 

스폰지 티타늄으로부터 금속 티타늄 제품의 원료인 잉고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급 용해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반도체급의 고순도 티타늄을 용해하기 위해서는 

전자빔 용해장치와 같은 고가의 장비 및 분석기술이 필수적이다. 전자빔 용해법은 

용해시 탈가스에 의한 정련효과와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오염을 최소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폰지 티타늄， 각종 티타늄 스크랩의 용해에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전자 · 반도체분야는 물론이고 우주항공산업의 분야에서도 금속 및 비금속불 

순물에 대한 규제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어 티타늄 정제 기술의 국내 개발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개발은 고순도 금속 

관련기술 및 장비의 전반적인 낙후， 고순도 금속 분석의 어려움퉁으로 인해 답보상 

태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 스폰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반도체급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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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티타늄 금속 제조기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 • 외의 분석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순도 티타늄의 제조 및 활용을 위한 국내기반을 조성하는데 일 

익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티타늄은 경량-고강도-고내식성의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융점-고반웅성

난가공성으로 인하여 다른 구조용 재료에 비해서 2-100 배정도로 비싼 단점도 있 

다. 따라서 고가의 금속 티타늄 제품을 티타늄 분말야금 제품으로 대체하고자 하 

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분말야금법이 소재제조기술 또는 부품가공기술의 한 분 

야를 자리하게 된 것은 불과 30년정도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각종 기계부품 

의 양산을 위한 공정 설계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일반 

적으로 분말제품의 경우， 설비투자가 크지 않으며 관련된 기술의 범위가 진공용해， 

가공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판재， 봉재동의 금속 티타늄 제품의 경우보다는 좁 

다. 또한 분말제품은 최종 소결제품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순도와 형상이 요구되 

는 다품종 소량형태의 생산양식에 적합하므로 중소기업규모의 생산으로 산업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국내의 일부 업체가 티타늄 및 지르코니움 분말을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을 시작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본 과제는 1993년부터 희유금속 정제 및 활용연구라는 제목으로 수행되었으며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몰리브덴의 정제기술과 함침액막 분리기술이 세부과제로 수 

행되었슴. 1996년부터 티타늄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티타늄관 

련 연구에 대한 것을 종합하였으며 1999년까지 수행된 연구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 

CD 티타늄 스폰지의 전자빔용해에 의한 고순도화 연구 
@ 국내 티타늄 스크랩의 재활용연구 

@ 티타늄 분말제조 및 소결연구 

@ 티타늄 표면처리 연구 

• 1993-1995 사업내용 및 범위 

내용 - 금속 몰리브덴의 정제 및 고순도화 기술 및 합침액막 기술개발 

범위 - 전자빔용해에 의한 고순도 몰리브덴 잉고트 및 타켓트 제조 

Ni , Co의 함침액막 분리기술 개발 

• 1996년 사업내용 및 범위 

내용 - 티타늄의 진공정련 및 분석기법 개발 

범위 - 전자빔을 이용한 99.9% 이상급 고순도 티타늄 잉고트 제조 

- 고순도 티타늄의 전기비저항 및 경도측정 실험 

- 고순도 티타늄의 불리적 특성과 불순물의 관계 도출 

고순도 티타늄의 GDMS(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ry)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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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사엽내용 및 범위 

내용 - 티타늄 분말제조 기술 개발 

범위 - 수소화-탈수소화법 (HDH) 에 의한 티타늄 분말제조 

- 플라즈마 회전전극법 (PREP)에 의한 티타늄 분말제조 

- 분말제조 방법 비교·분석 및 명가 

- 스크랩의 분말원료화 가능성 타진 연구 

• 1998년 사업내용 및 범위 

내용 - 티타늄의 진공정련 및 활용에 대한 연구 

범위 - 전자빔을 이용한 99.99% 이상급 티타늄 잉고트 제조 

- 국내외 GDMS 분석에 의한 분석기법 향상 및 명가 

- 국산 티타늄 분말을 사용한 퉁온소결 연구 

- 국산 티타늄 분말의 방전 플라즈마 소결 연구 

- 국내 티타늄 스크랩의 재활용 연구 

• 1999년 사업내용 및 범위 

내용 - 티타늄 소재의 표면처리 기술개발 

범위 - 티타늄 판재의 전해연마 

- 티타늄 판재의 대기산화 실혐 

- 티타늄 판재의 양극산화 실험 

- 산화층의 표면분석 (XPS, RBS) 

- 산화층의 색도분석 실험 

w. 기술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첫째， 기술개발 결과 

1. 전자빔용해법에 의해 고순도 티타늄 잉고트 제조기술 

2. 고순도 티타늄의 GDMS 분석기법 

3. 수소화-탈수소화법 (HDH) 및 회전전극법 (PREP) 에 의한 티타늄 분말제조 

기술확보 

4. 티타늄 분말의 동온소결 및 방전소결 기술 

5. 국내 주요 티타늄 스크랩의 채용해 및 재활용 기술 

6. 터타늄 판재의 표면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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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활용에 대한 방안 

1. 고순도 티타늄 잉고트 제조 및 분석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스퍼터링 

타껏트뭉 주요 고순도 티타늄 제품의 제조에 활용 

2. 잉고트 또는 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여 고순도 티타늄 분말 제조 공정에 

적용 

3. 분말 소결기술을 국내 분말야금 제품의 제조에 활용 

4. 국내 티타늄 관련 스크랩의 재활용 방안 강구 

셋째， 건의 사항 

티타늄의 경우 최종 제품화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표면처리 기술 

이 가장 필요한 기술중의 하나임. 이러한 이유로 표면처리 연구가 본 과제의 최종 

단계 목표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1999년에 기초연구가 수행되었슴. 본 과제의 

최종목표인 티타늄 관련 기반기술의 마무리 및 상용화 달성을 위해 표면처리 분야 

의 추가적인 연구 요망됨. 

v. 기대효과 

1. 본 과제에서 습득된 전자빔용해 기술 및 GDMS 분석기법은 다른 희유금속의 제조 

기술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티타늄 수소화물(TiHz)을 사용하는 소결기술은 앞으로 소결제품 제조의 원가를 

절감하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티타늄 스크랩을 사용하여 HDH 및 PREP법으로 제조한 티타늄 분말제조 공정은 

향후 자원재활용 사업의 하나로 충분한 검토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티타늄의 착색퉁 표면처리 기술은 향후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 티타늄 관련 

기술증 가장 상용화에 근접하며 큰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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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Ca처리 스폰지 티타늄의 버튼용해시편의 하부반웅층에 대한 x-회전곡선 

그립 2-34. 전자빔 버튼용해한 시편의 철합량(ppm)과 순도(% ) 

그림 2-35. Tosoh 社와 국립기술품질원의 G[써S 분석 결과 

그림 2-36. EB drip 용해한 직경 80 mm 잉고트의 외관 

-18 -



그림 3-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droplet formation mechanism 

그립 3-2. 분말제조에 사용된 PREP 장치의 개략도 

그립 3-3. 플라즈마 건， 아크 및 소모전극의 배치도 

그림 3-4. (a) 제조된 티타늄 소모전극의 도면 (b) 분말제조전의 소모전극 

(c) 분말제조후 chuck 및 짧아진 소모전극 

그림 3-5. 수소화물법에 의한 Ti 분말의 제조공정도 

그림 3-6. PREP법으로 제조된 티타늄 분말의 입도분포(HTi-A 시료) 

그림 3-7. PREP법으로 제조된 티타늄 분말의 SEM image (HTi-A 시료) 

그립 3-8. PREP법으로 제조된 Ti -6W"ASAl 분말의 입도분포 (Ti -A 시료) 

그림 3-9. PREP법으로 제조된 Ti -6W"ASAl 분말의 SEM image (Ti-A 시료) 

그림 3-10. PREP법으로 제조된 Ti -6W"ASAl 분말의 표면확대 사진 

(Ti-A 시료， 212-25011m구간의 분말) 

그림 3-11. PREP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입도분포에 따른 XRD 회절때턴 

(시면 ID HTi -A , 단위 : μm) 

그림 3-12. PREP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입도별 XRD 회절꽤턴 

(시연 ID Ti -6W"ASAl , 단위 11m) 

그림 3-13. HTi-A 분말시편의 입도분포에 따른 격자상수 변화 

그림 3-14. HTi-A 분말시연의 산소당량에 따른 미세경도 변화 

그립 3-15. 수소화물 분말제조에 사용한 원료 티타늄소재 

그림 3-16. 수소화물 분말제조에 사용한 스퍼터링 타켓트 

그림 3-17. 수소화물법에 의한 분말제조 공정별 산물 

그림 3-18. 수소화처리에 따른 상용 티타늄 분말의 외형변화 

그림 3-19. 고순도 티타늄 분말의 X-선 회절패턴 

그림 3-20. 수소화물 분말의 입도분포 

그림 3-21. 수소화물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SEM image 

(원료 Ti tube waste , 1D: 3) 

그림 3~22. 수소화물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X-선 회절곡선 

(원료 Ti tube waste , 1D: 3) 

그림 3-23. 수소화물 분말의 입도분포 

(원료 Ti/Al target used , 1D: 5) 

그림 3-24. 수소화물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SEM image 

(원료 Ti/Al target used , 1D: 5) 

그림 3-25. 수소화물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X-선 회절곡선 

(원료 Ti/Al target used , 1D: 5) 

그립 3-26. 수소화물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입도분포 

(원료 Ti target used , 1D: 6) 

그림 3-27. 수소화물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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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Ti target used , 10: 6) 

그림 3-28. 수소화물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x-선 회절패턴 

(원료 Ti target used , 10: 6) 

그림 3-29. Zr 수소화물 분말의 SEM image 

(원료 EB drip melted Zr ingot , 10: 2) 

그림 3-30. Zr 잉고트로부터 제조한 수소화물의 x-선 회절곡선 

그립 3-31. 원료별 수소화물의 따른 x-선 회절곡선 

그림 3-32. 탈수소후 분말의 입도에 따른 x-선 회절곡선 

(시료 ID: 6 , 단위 11m) 

그림 4-1. HOH 공정 개략도 

그림 4-2. 스퍼터링 타켓트의 외관 (a) 타껏트 스크랩 (b) 타켓트 가공 chip 

그림 4-3. Ti-6Al-4V 스크랩의 외관 (a) 구입상태 (b) 절단후 

그림 4-4. 폐기된 10 “ 티타늄 스퍼터렁 타켓트 

그림 4-5. 알루미늄이 제거된 티타늄 타켓트 

(A) 알루미늄 제거후 (B)는 제거전 

그림 4-6. NaOH 용액중에서 알루미늄의 용해에 따른 타켓트의 무게변화 

그림 4-7. 티타늄 타켓트/알루미늄 backing plate 계면의 SEM 사진 

그림 4-8. TilAl 계변의 EOS profile 

그림 4-9. 타켓트 chip으로부터 제조한 Ti Hz 분말 

(a) 32 mesh 이상 (b) 32 mesh 이하 

그림 4-10. 타껏트 chip으로부터 제조한 TiHz 분말의 x-선회절 곡선 

(a) 32 mesh 이상 (b) 32 mesh 이하 

그림 4-1 1. TiHz 분말의 SEM 사진 

그림 4-12. 진공소결로내에서 탈수소공정중 노내진공도 변화 

그림 4-13. 탈수소처리하여 제조한 Ti 분말의 x-선 회절곡선 

(a) TiHz 분말 (b) Ti 분말 

그림 4-14. Ti-6Al-4V 스크랩으로부터 제조한 합금분말의 외관 

(a) 32 mesh 이상 (b) 32 mesh 이하 

그립 4-15. 32 mesh 이하 Ti-6Al-4V 분말의 SEM 사진 

그림 4-16. Ti-6Al-4V 스크랩 및 수소화물의 광학현미경 사진 

(a) 스크랩 (b) 수소화처리한 조각의 단면 

그림 4-17. Ti-6Al-4V 합금 스크랩과 제조한 수소화물 분말의 X 선 회절곡선 

그림 5-1. 원료 분말의 x-선회절곡선 (a) Ti 수소화물 (b) Ti 분말 

그림 5-2. 측정온도에 따른 회절곡선의 변화 

그림 5-3. 원료분말의 입도분포곡선 (a) Ti 분말 (b) TiHz 분말 

그림 5-4. 측정온도에 따른 TiHz 분말의 격자상수 변화 

그림 5-5. 소결온도에 따른 겉보기 밀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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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6. TiHz 첨가량에 따른 혼합분말 소결체의 밀도변화 

그림 5-7. 소결 시편들의 미세구조 (a) Ti 분말 (b) TiHz 분말 (c) 혼합분말 

그림 5-8. 소결온도에 따른 산소량의 변화 

그림 5-9. 소결온도에 따른 소결체내의 잔류수소량의 변화 

그림 5-10. Ti, TiHz 및 흔합분말 소결체의 소결온도에 따른 경도변화 

그림 5-11. 소결체의 경도와 겉보기 밀도 

그림 5-12. 소결체의 산소량과 경도와의 관계 

그림 5-13. 분급한 Ti 빛 TiHz 분말들의 입도분포 곡선 (a) Ti 

그림 5-14. 분급한 Ti 분말의 비표면적과 산소량 

그립 5-15. 분급한 Ti 및 TiHz 소결체의 온도에 따른 밀도변화 

그림 6-1. 방전 플라즈마 소결 시스템의 개요도 

그림 6-2. 분말사이에서 발생되는 방전 플라즈마의 모식도 

그림 6-3. Floating-die로 성형된 압분체내에서의 전류밀도 분포 

(a) 상대 밀도분포 (b) 예상되는 전류분포 

그림 6-4. 제작된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치의 개요도 

그림 6-5.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치의 프레스 및 진공챔버 

그림 6-6.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치의 프레스 및 진공챔버의 외형사진 

그림 6-7. Die assembly의 단면도 및 전류의 이동 경로 

(b) TiHz 

그림 6-8. 방전 플라즈마 소결 공정도 

그림 6-9. TiHz의 정 량을 위 한 calibration curve 

그림 6-10. Ti Hz 분말의 열처리시 진공도의 변화 

그림 6-1 1. TiHz 분말의 소결시 mold 표면온도， 진공도 및 LVDT(shrinkage)의 변화 

(P=150 kgf , C=1800 A) 

그림 6-12. TiHz 함량의 변화에 미치는 소결시간의 영향 (P=150 kgf , C=1800A) 

그림 6-13. Ti Hz 함량과 die 표면온도와의 관계 (P=150 kgf , C=1800 A) 

그림 6-14. TiHz 분말의 소결밀도에 미치는 소결시간의 영향 (P=150kgf , C=1800 A) 

그림 6-1&. TiHz 분말소결시 진공도에 미치는 전류의 영향 (P=150 kg f) 

그립 6- 16. TiHz 분말소결시 die 표면온도에 미치는 전류의 영향 (P=150 kgf) 

그림 6-17. TiHz 분말소결시 1 inear‘ shrinkage에 미치는 전류의 영향 (P=150 kg f) 

그림 6-18. Ti Hz 함량변화에 미치는 전류의 영향 (P二150 kg f) 

그림 6-19. 전류와 die 최고도달 온도와의 관계 (P=150 kg f) 

그립 6-20. TiHz 분말의 소결밀도에 미치는 전류의 영향 (P=150 kg f) 

그림 6-21. Die 최고도달온도와 소결체 상대밀도와의 관계 (P=150 kg f) 

그림 6-22. Ti Hz 분말로부터 제조된 소결시변의 미세구조에 미치는 전류의 영향 

(P=150 kgf) (a) 1400 A (b) 1600 A (c) 2000 A 

그림 6-23. Ti 분말에서의 die 온도변화에 미치는 가압력의 변화 

(t=240 sec , C=18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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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24. TiH2 분말에서의 die 온도변화에 미치는 가압력의 변화 

(t=240 sec , C=1800 A) 

그립 6-25. 혼합분말에서의 die 온도변화에 미치는 가압력의 변화 

(t=240 sec , C=1800 A) 

그림 6-26. Linear shrinkage에 미치는 가압력의 영향 ( t=240 sec , C=1800 A) 

(a) Ti 분말 (b) 흔합분말 (c) Ti H2 분말 

그림 6-27. TiH2 함량에 미치는 가압력의 영향 (t=240 sec , C=1800 A) 

그립 6-28. 가압력과 die 최고도달 온도와의 관계 

그립 6-29. TiH2 량으로부터 계산한 이론무게 감소치와 실측치와의 관계 

그림 6-30. 소결시편의 밀도에 미치는 가압력의 영향 (t=240 sec , C=1800 A) 

그립 7- 1. 간섭에 의한 티타늄 양극산화막의 착색 

그림 7-2. 산화온도와 산화막두께 및 색조와의 관계 

그림 7-3. 양극산화장치의 개략도 

양극산화 처리공정 

양극산화전압과 막두께 및 색조 

전해연마 시스템의 개요도 

양극산화용 정류기의 외관 및 규격 

그립 7-8. 양극산화장치의 자동제어 장치 셀업 

그림 7-9. 티타늄 산화층의 RBS 분석결과 예시 

그림 7-10. 전해연마 시험변의 외관 

그림 7-1 1. Surfcom으로 측정한 전해연마 시간에 따른 시편의 표면 거칠기의 변화 

그립 7-12. 정전압모드에서 시간에 따른 전류밀도의 변화 

전압에 따른 양극산화막의 색도변화 

양극산화 전후의 표면 SEM 사진 (a) 산화처리전 (b) 산화처리후 

정전압모드로 제조한 양극산화층의 전압에 따른 Lab 색도변화 

정전류모드에서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 

정전류모드로 양극산화한 티타늄산화막의 색도 

정전류모드를 사용하여 제조한 양극산화층의 전압에 따른 Lab 색도변화 

정전압모드로 제조한 산화충의 XPS 분석결과 

양극산화층의 RBS 분석결과 (a) 정전압모드 (b) 정전류모드 

정전압모드에서 전압에 따른 두께의 변화 

정천류모드에서 전류밀도에 따른 두께의 변화 

4000 C, 5000 C, 6000 C 빛 7000C에서 산화시간 및 산소유량 변화에 따른 

열산화 시편의 외관 

그립 7-24. 열산화법으로 제조한 산화피막의 Lab 색도변화 

그럼 7-25. 4000C에서 산화한 시 펀들의 x-선회 절곡선 

(a) 10 min (b) 30 min (c) 60 min 

그림 7-4. 

그림 7-5. 

그림 7-6. 

그럼 7-7. 

그림 7-13. 

그림 7-14. 

그림 7-15. 

그림 7-16. 

그림 7-17. 

그럼 7-18. 

그림 7-19. 

그림 7-20. 

그림 7-21. 

그립 7-22. 

그립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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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6. 5000C에서 산화한 시연들의 x-선회절곡선 

(a) 10 min (b) 30 min (c) 60 min 

그림 7-27. 6000C에서 산화한 시편들의 x-선회절곡선 

(a) 10 min (b) 30 min (c) 60 min 

그림 7-28. 7000C에서 산화한 시펀들의 x-선회절곡선 

(a) 10 min (b) 30 min (c) 60 min 

그림 7-29. 산화온도에 따른 산화층의 상변화 

(a) 4000 C (b) 5000 C (c) 6000 C (d) 7000 C (e) 8000 C 

그립 7-30. 열산화， 양극산화(정전압， 정전류모드) 시면의 Lab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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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1 장 서 로
 

L 

지각을 구성하는 금속원소중 알루미늄， 철， 마그네슐 다음 4번째로 풍부한 금속 

인 티타늄 소재는 우수한 물리화학적， 기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화학적 활 

성이 커서 산화물 형태의 원광으로부터 직접환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조비용이 

높아 법용소재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단가가 낮은 환원법 개 

발과 정련， 용해， 주조，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티타늄 소재의 웅용범위가 우주항공 

산업， 해양개발기기， 지상기기， 화학공업， 전극，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생체의료 

재료， 자동차， 골프채 퉁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표 1-1) . 이와함께 전자 · 반 

도체분야는 물론이고 우주항공산업 동 산업의 첨단화에 따라 불순물에 대한 규제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어 이에 부웅하여 티타늄의 고순도 정련 빛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한면 국내에서는 경기도 연천과 소연명도지역에 약 800만톤 정도 매장되어 있다 

고 알려진 티타늄 자철광(titaniferous magnetite)의 경우 Ti Oz 함량이 15-20% 정 

도로 낮아서 이를 이용한 국내 스폰지 티타늄 생산은 당분간은 경제성이 없을 것으 

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남 하동지역에 막대한 량의 티타늄이 매 

장되어 있다는 매스컴 보도가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사실은 미래 첨단소재로서의 

티타늄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어뺏던 현재로서는 국내 티타늄광 

제련은 경제성문제로 인하여 당분간 미뤄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현재 수요량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점차 그 수요 빛 

웅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티타늄관련 소재의 경우 국내혜자원의 재활용과 함께 해 

외로부터 수입한 저품위의 스폰지 티타늄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절실히 요 

청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약 3000톤(약 7천만불)정도가 수입되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으며 제품 종류 및 시장규모를 표 1-2에 보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티타 

늄 제품을 출발원료인 스폰지 티타늄으로부터 제조하기 위해서는 특수설비 및 용해 

기술이 필요하다. 즉， 티타늄과 같은 고활성， 고융점 금속의 용해 및 주조에는 고 

가의 특수진공용해 장비와 분석기술이 요구되며 높은 설비투자로 언해 대기엽 규모 

의 투자가 필요하며 용해한 잉고트의 열간가공기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본격적인 티타늄 가공 제품의 생산은 현재 국내수요 및 기술로 보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티타늄은 경량-고강도-고내식성의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융점-고반응성

난가공성으로 인하여 다른 구조용 재료에 비해서 2-100 배정도로 비싼 단점도 있 

다. 따라서 고가의 금속 티타늄 제품을 티타늄 분말야금 제품으로 대체하고자 하 

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분말야금법이 소재제조기술 또는 부품가공기술의 한 분 

야를 자리하게 된 것은 불과 30년정도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각종 기계부품 

의 양산을 위한 공정 설계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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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성별 용도 티타늄의 표 1-1. 

량 겨 
。

엔진부품 

- 화학공업 : 열교환기， 반응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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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구통체 

적으로 분말제품의 경우， 설비투자가 크지 않으며 관련된 기술의 범위가 진공용해， 

가공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판재 ， 봉재퉁의 금속 티타늄 제품의 경우보다는 좁 

다. 또한 분말제품은 최종 소결제품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순도와 형상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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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 수입 금속 티타늄의 수량 및 금액( ‘95년말 기준) 

lhwrα방1t 
분말 

단조품， 투“증-닙， 반도체 
기타 총 계 

(잉고트) 압연재 따이프 타켓E 

중량(MT) 1, 900 990 560 570 114 4, 134 

금액(만$) l. 000 650 1, 200 800 1. 600 1, 600 6, 850 

는 다품종 소량형태의 생산양식에 적합하므로 중소기업규모의 생산으로 산업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국내의 일부 업체가 티타늄 및 지르코니움 분말을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을 시작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스폰지의 진공용해 기술과 용해한 잉고트의 분석기술의 

확보를 통해 향후의 티타늄 제품의 본격적인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티타늄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산 티타늄 분말을 사용한 

소결기술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전량 저가로 반출되고 있는 주요 티타늄 스크랩의 

재활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연구결과는 개별적인 장으로 정리되었다. 

CD 티타늄 잉고트의 정련 및 고순도화 
@ 티타늄 분말제조 

@ 티타늄 스크랩 재활용 연구 

G) 티타늄 분말의 퉁온소결 연구 

@ 티타늄의 방전 플라즈마 소결 

@ 티타늄의 표면처리 연구 

M 

μ
 



제 2 장 티타늄 잉고트의 정련 및 고순도화 

제 I 절 서 언 

현재 수요량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티타늄 소재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해외 저품위의 스폰지 티타늄을 이용한 고순도 정련과 국내 폐자원의 재활용 기 

술개발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특히 티타늄의 고순도화 기술과 가장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는 응용분야중의 하나가 전자산업용의 고순도 스퍼터렁 타켓트가 될 것이 

다. 현재 반도체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티타늄 타켓트 단일품목의 수입액이 1, 600 

만불(1996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공업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티타늄 용해/정련법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소모 

식 아크용해법 (VAR ， vacuum arc remelting)은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대형 잉고트제 

조에 적합하다는 장점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용해속도조절의 어려움， 성분원

소의 연석， 전극제작시 침입형 불순물의 오염 동의 단점이 있다. 최근 전자산업이 

첨단화함에 따라 원료소재의 소재의 불순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 

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플라즈마의 고열과 고반웅성을 이용한 플라즈마 아크용 

해법 (PAM , plasma arc melting)과 가장 청정 열원인 전자빔과 고진공을 이용한 전자 

빔용해법 (EBM ， electron beam melting)을 이용한 티타늄의 고순도 연구 빛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일부 실용화되고 있다. 특히 전자빔 용해법은 용해시 탈가스 

에 의한 정련효과와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오염을 최소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 

폰지 티타늄， 각종 티타늄 스크랩의 용해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개발은 정련시설의 미비 빛 고순도화 관련기술의 낙후에 따라 거 

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고순도화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고순도 금속분석 기법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스퍼터링 타켓트급의 순도를 갖는 

고순도 티타늄 잉고트 제조 및 분석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CD 전자빔 용해법에 의한 티타늄의 정련 
@ 티타늄 잉고트의 고순도화 

의 2분야로 대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티타늄의 정련」 에서는 당소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빔 용해 장비 (EMO 100K)를 

사용해서 티타늄 원료(스폰지 티타늄) 순도， 용해조건， 용해횟수에 따른 불순물의 

정제에 대한 연구를 우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티타늄의 전자빔 용해시 

- 28-



시스템의 상태나 용해조건 빛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원료소재보다 순도가 높아선는 

정련현상 또는 반대로 순도가 낮아지는 오염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티타늄의 고융 

점， 고반웅성으로 인하여 금속불순물은 물론 산소와 같은 비금속불순물의 제어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해 제조공정뿐 아니라 원료로 

사용되는 스폰지 티타늄 또는 스크랩에 포합된 불순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량적 

정보는 물론 원료에 대한 전처리 공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티타늄 잉고트의 고순도」 분야에서는 상기 결과를 토대로 목표순도의 달성가 

능성과 제조된 잉고트의 오염정도에 대한 분석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용해에 

사용된 원료는 시판 3종의 스폰지 티타늄， 4N5급(99.995%)의 순도를 갖는 펠렛형 

잉고트 빛 타켓트 스크랩이었다. 또한 용해전 시료 표면의 산화물을 비롯한 불순 

물을 제거하기 위한 산세처리 및 탈산처리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잉고트의 

불순물 거동에 미치는 원료의 순도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위해서 제 

조된 티타늄 잉고트의 총량적인 순도문제를 개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반도 

체용 티타늄 스퍼터링 타켓트의 표준분석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GDMS(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ry) 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원소는 타켓트 제품의 분석 규 

격표에 일반적으로 수록되는 33개의 금속원소 및 4개의 가스불순물로 결정하였다. 

분석은 미국의 타켓트 제조회사인 Tosoh SMD社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33개 금속 

원소의 총량으로부터 각 시편의 순도를 계산하였고 同社의 표준규격과도 비교하였 

다. 아울러 국내에서 유일하게 통일모델의 GDMS 장비를 사용하여 외부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기술품질원에도 통일 batch의 시변을 분석의뢰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한 고순도 티타늄의 GDMS 분석결과에 대한 객관성인 비교평가를 하고자 노력하 

였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즉， 제2절에서는 고활성 금 

속 용해의 개요， 전자빔용해장치， 전자빔을 이용한 용해법， 그러고 티타늄 원료인 

스폰지 티타늄 제조기술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3절에서는 당연구소 설비로 이 연구 

에 이용된 전자빔 용해장치 (EMO 100K)에 대한 시스템 개요를 요약하였다. 제4절과 

제5절에서는 각각 「전자빔 용해법에 의한 티타늄의 정련」 분야와 「티타늄 잉고트 

의 고순도화」 분야에 대한 실험방법， 결과 및 고찰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전체적인 

결과를 제6절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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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문헌조사 

1. 고활성 금속용해 

티타늄， 지르코늄동의 고활성금속을 용해할 때 철강이나 알루미늄동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해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으며 진공 또는 불활성 분위기중에서 고열을 

가하는 특수한 용해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용해는 진공유도용해， 진공아 

크용해， 전자빔용해법과 불활성 분위기 중에서 행하는 아크용해와 플라스마 용해법 

으로 대멸할 수 있으며 용해에 필요한 열원을 얻는 방법에 따라 유도가열， 방전가 

열， 전자빔가열， 플라스마를 이용한 가열 동으로도 분류가 된다. 이중에서도 진공 

중에서 용해를 하는 것이 탈가스에 의한 정련효과와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오염을 

최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공용해법이 특수용해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진공용해는 1917년 최초로 실험실 규모에서 공장규모로 발전하였으며 니 

켈기저의 합금제조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주변장치， 즉 전원의 효과적인 공 

급， 진공펌프의 발달， 대형챔버의 제조기술 동이 특수용해법 발전을 주도해왔다. 

진공유도용해의 경우 진공이나 불활성 분위기에서 합금이나 스크랩을 용해하여 그 

상태에서 산화나 오염을 피하면서 주형에 부어 주물을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 

작이 되었으며 진공아크용해의 원료로 이용되는 전극제조에까지 웅용이 되고 대형 

잉고트 제조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진공아크용해는 1930년대 이후 실용화가 시 

작되면서 용해대상 금속자체를 전극으로 사용함으로써 전극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함 

과 동시에 생산규모의 대형화를 이룩하게 되었으며 특히 고융점， 고활성 금속의 용 

해에 필수적인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아크용해에 비해 진공도가 높고 열원의 조절이 쉬운 전자빔용해는 진공기 

술과 전자광학의 발달로 매우 빠른 진보를 보였다. 특히 자장랜즈를 사용하여 전 

자빔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상엽적 규모의 전자빔용해로가 제 

작되어 전자빔용해， 용접， 증발， 가공동 생산기술의 성숙을 이룩하였다. 또 전자 

빔의 저온영역에서의 기술확장에 따라 전자분야에 웅용이 확대되어 박막， 또는 대 

형화하는 쪽으로도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각 용해법에 대한 전체적인 비교로 

서 진공도， 잉고트의 크기， 정련효과 동을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2. 전자빔용해장치 

가.개요 

전자빔용해는 고진공 챔버내에서 전자총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이 가속전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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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높은 운동에너지가 충돌에 의해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대상물질을 가열용해하 

는 공정이다.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충돌순간 물체의 격자에 전달되면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이와 동시에 불순물의 선택적인 증발이 일어나게 된다. 이 용해법 

은 진공아크용해와는 달리 대상물질을 원하는 시간동안 용융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 

므로 증발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진공도가 높기 때문에 증발속도가 빠르고 외부 

로부터 재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 고융점 금속의 고순도화에 더욱 효과적이다. 

1905년 von Pirani가 실험실 규모의 전자빔 용해로를 이용하여 탄탈륨을 용해한 

후 진공기술과 전자광학의 발달로 진보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1938년 von 

Ardenne이 자장랜즈를 사용하여 전자빔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 

게 되었다. 그러나 고진공기술의 미흡으로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전자빔을 이용한 

각종 기술 즉， 용해， 중발， 용접 동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게 되었으며 

상업적 규모의 전자빔용해로가 제작되었다. 1957년에서 1961 년 사이에는 전자빔용 

해의 기술과 설비의 발전을 위한 연구소가 설치 운영되므로서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1965년까지 상업적 생산규모로서의 전자빔용해， 용접， 증발， 가공에 

관한 기술의 성숙을 이룩하였으며 그 후에는 전자빔의 저온영역에서의 기술확장으 

로 전자분야에 웅용이 되어 박막， 또는 대형화하는 쪽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2-1 ， 2 ， 3 ， 4 ， 5]. 

미국의 Temescal Metallurgical Corp. , NRC Inc. 와 Consarc , 독일의 Leybold와 

von Ardenne , 구소련의 Patron Institute 퉁이 대표적인 용해로 제작회사들이다. 

1960년대에 틀어서면서 megawatt 용량의 용해로와 haerth type의 웅용이 시작되었 

다. Ti scrap의 EB hearth melting이 상용화된 1970년대에 전자빔용해와 진공유도 

용해 (VIM)와 결합하여 정련공정에 이용되었으며， 1500kw 용량의 Ta용해로가 미국에 

서 1200kw 용량의 Fe 기저합금 용해로가 유럽에서 제작되었고， 기술적으로는 대용 

량의 전력공급장치의 제작과 자동화된 beam deflection system의 출현이 이루워졌 

다. 1980년대 6개의 전자총이 장착된 megawatt 용량의 용해로 뿐만 아니라， 컴퓨터 

조절장치， 웅용기술의 확장 퉁이 현저하게 발달하고 있다. [2-6 -2-8] 

전자빔 용해에 의한 정련은 주로 fractional distillation과 degassing에 의한 

휘발성 물질의 진공증류와 f1 oatation과 coagu 1 a ti on 같은 불용성 물질의 중력에 

의한 분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진공도， 액상금속의 표면적， 액상풀의 

과열정도 및 교반상태가 정련도를 결정하게 되며 후자에서는 불용성 불순물의 밀도 

와 액상풀의 교반이 중요한 합수가 된다. 더우기 전자빔용해는 높은 power density 

와 진공에 의한 탈가스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열금속과 반웅성이 강한 금속의 잉고 

트 제조에 효과적이다. 다른 진공용해법과 비교하여 진공도가 낮으므로 가스의 흔 

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용해 속도와 beam power‘를 독립적으로 변화시켜 온도와 

체류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자빔용해는 전자총， 용탕과 crystalliz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략적인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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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에 나타나 있다. 진공챔버내로 장입된 봉상의 용해목적 금속은 전자빔에 

의해 용해되어 그 액적이 crystallizer로 불리는 용융풀로 떨어져 채용융에 의한 

정련이 일어난다. Beam power의 일부는 봉상의 금속용해에 그리고 나머지는 용융풀 

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는데 이 비율을 잘 조절하여 잉고트 제조의 연속조업 뿐만 

아니라 깨끗한 표면을 얻을 수 있다. 

Bð 

(1) Electron gun 
(2) Beam directed to melting 

rod and molten po이 
(3) Vacuum pumping system 
(4) Melting chamber 
(5) Feed stock 
(6) Dripping material 
(7) Molten pool 

(8) Water-cooled crystallizer 
(9) Ingot 
(10) Ingot puller 
(11) Viewing device 
(12) Feed tube 
(13) Pellets 
(14) Screw conveyor 

그림 2-2. 전자빔 용해의 원리 

나. 전자빔 발생장치 

(1) 전자빔 

진공챔버 내에서의 전자빔의 발생은 전자총으로부터 자유전자가 방출되고 이들 

이 전장내에서 가속되고 형성되어 자장이나 전장에 의해 춧점과 굴절되며 대상물질 

로 전파되어 각종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생과 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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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_10-4 Pa 정도의 고진공을， 진공챔버는 10-2 Pa 정도의 진공을 요구한다. 진공 

도， 가스의 종류， 가속전압과 전류 퉁이 중요한 변수가 되며 전자빔과 가스분자와 

의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발생에서 대상물질에 충돌할 때까지 전자운동에너지는 다 

양한 형태로 변환되나 용해， 용접， 중발동에 이용되는 therma1 process와 전자빔의 

방사에 의한 원자나 분자의 이온화를 이용하는 nontherma1 process로 나누고 있다. 

보통 10-150 kV의 가속전압으로 전자의 이통속도가 광속의 0.2-0.6배 정도에 

달하는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들이 대상물질에 충돌하게 되면 우선 열로 변환 

되거나 원자 또는 분자의 여기에 사용되며 일부는 backscatter된다. 다음으로 

X-ray와 secondary e1ectron을， 그리고 thermionic e1ectron을 방출한다. 그 결과 

발생된 열은 work site의 온도를 상승시켜 내부로는 전도와 외부로는 열방출이 일 

어난다 X-ray 방출은 주로 전자빔 장치로부터 인체의 보호에 중요하며 차혜재료의 

선택과 장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이에 비해 secondary 또는 

thermionic e1ectron은 space-charge formation의 효과로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전 

자총의 적합한 설계로 111000 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backscattering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상당하며 대상물질의 원자번호， 입사선의 각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예로 전자빔이 수직으로 강과 텅스댄에 입사되는 경우 각각 25%와 38%에 

달하고 있다. 이 러한 back-scatteri ng의 경우 에너지 손실의 단점이 있지마는 전자 

빔을 이용한 용접이나 기계적 가공에 사용되어 process를 조절하고 surface image 

와 분석에 이용되는 장점도 갖고 있다[2 -9]. 전자빔이 대상물질의 원자나 분자와 

탄성 또는 비탄성 충돌을 하며 지니고 있는 에너지와 그 물질의 밀도에 따른 영역 

에 까지 침투하게 되는데 이를 e1ectron range라 하며 가속전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이 e1ectron range는 수 마이크론 정도가 되고 있다. 

(2 ) 전자용해로의 기본장치 

전자총 

전자총은 전자빔을 발생， 가속하고 춧점을 맞추는 일련의 장치를 말하는데 

electron em i tter , e lectrosta t i c fie ld와 전자빔의 guide system인 magnetic 

focusing lens 또는 magneti c defl ec t ion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온의 음묵 

으로부터 전자빔의 방출은 Ri chardson-Dushman 공식에 의한 전류밀도로 나타내며 

온도의존함수인 식이 된다[2-1이 . 

Jet A f2 e - B / T (2-1) 

여기서 A는 Richardson 상수이며 B는 전자의 일함수를 의미한다. 음극의 재질로 

는 높은 전류밀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의 안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텅스텐 선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음극의 heat i ng power는 크기， 모양， 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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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출과 전도에 따라 다르다. 또한 이의 수명은 필라멘트 설계를 조작하여 가스압 

력을 감소시키고 backscatter되는 이온밀도와 방향을 변화시키므로 향상시킬 수 있 

다. 주로 sputtering에 의해서 음극채질의 수명이 결정되므로 증발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전자총의 종류로는 ring gun, transverse gun과 linear gun이 있으며 전극의 수 

에 따라 이중전극， 삼중전극과 다중전극 전자총이 있어 전자빔의 형상을 만틀고 

spot size를 결정 한다. 

전자총으로부터 발생된 전자빔을 원하는 목적에 따라 변형시키는 작용을 전자빔 

유도라 하며 전자광학의 원리가 응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총의 내부에 

magnetic lens를 이용하여 전자빔을 focusing과 de f1 ection 함으로써 대상물질에서 

의 power 밀도분포를 조절한다. 가장 간단한 bipole element로부터 quadrupole 

elements , multipole elements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전자빔을 

여러 방향으로 연향시켜 이용하고 있다. 전자빔의 크기는 전류밀도 power 

densi ty , beam aperture에 의해 결정이 되며 특히 전류밀도와 power densi ty는 

magnetic lens의 수차가 중요한 합수가 된다. 

전자총의 실제 설계에서는 beam power , power density , 전자빔의 크기와 형상， 

진공챔버 내의 압력과 가속전압 퉁이 주요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속전 

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의한 차이는 상당히 크므로 응용목적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10W-1kW의 낮은 beam power나 전자빔의 크기가 10-5 _10- 1 mm의 경우 

thermal과 nonthermal process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전자총을 사용하며 power 

density도 106-109 W/cm2으로 높다. 1-100kW의 경우에는 전자빔의 크기도 0.1 내 

지 수mm가 되며 가속전압도 이에 따라 30에서 100 이상까지 변화한다. Beam power 

가 아주 큰 경우에는 power density가 104W/cm2로 감소하며 전자빔의 크기도 수십 

에서 수백mm로 증가한다. 대상물질에서의 power는 프로그램된 전자빔의 굴절을 사 

용하며 분포되어 명균 power density가 낮아진다. 예로서 그림. 2-3에 잉고트크기 

와 beam power의 상관관계가 금속의 종류에 따라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진공계 

진공계의 구성은 펌핑속도， 채용융시의 진공도， 용융시 발생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나 보통의 펌핑속도는 0. 2-1 시간 정도 소요를 원칙으로 한다. 

"Arc-over proof"와 챔버내로 빔의 적은 손실을 위하여 일정 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전자총의 종류와 가속전압에 따라 다르나 10-3 -1 Pa 정도이다. 또한 탈가스의 

정도도 일정압력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가스입자의 평균자유거리가 충분히 커서 잔 

류가스의 분산에 의한 증발한 불순물이 용융표면으로 재유입되는 분율이 아주 작게 

되는 정도이다. 즉， 다음식으로 주어지는 transmission coefficient가 높아서 표면 

에 충돌하는 잔류가스 입자의 수가 적어 정련효과가 커지게 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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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3. 금속종류 및 잉고트 직경과 전자빔 따워와의 관계 

a r r α 4.4 x 10 - 4 • Ps (띔) 1/2 (2-2) 

여기서 a r은 중발한 입자가 되돌아 오는 것을 감안한 중발속도 a는 증발속도상 

수1: 는 transmission coefficient . Ps는 그 온도에서 포화증기 압Tv는 증발온 

도 Mo는 분자량을 의미한다[2- 11 ]. 
또한 전체 펌핑capaci ty. Se는 

5 e 5eG + 5eQ = (~ + 손요 + 판 )PO + 5eQ 
\ eM ν。 ν l 

(2-3) 

로 나타낼 수 있으며 SeG는 제거된 불순물을 펌핑해내는 데 필요한 capaci ty이고 

SeQ는 장비의 누수나 그곳에 흡착된 가스상에 대한 펌펑 capaci ty를 의미한다. 나머 

지 eM • .6.g. Po. po. P. P。는 각각 에너지 소비량， 가스함량의 감소량， 가스의 밀 

도， 대기압력， 챔버내의 압력 . beam power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공계 

에 소모되는 비용의 전체 장비의 25% 가량이 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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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lizer와 puller 

Crystallizer는 잉고트를 만드는 주형으로서 역할과 액상의 금속과 전자빔의 에 

너지를 분산시키는 작용을 한다.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일어나고 0.1-1 kW/cm2의 

높은 power density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15 mm의 두께를 갖는 수냉동주형이 이 

용되어야 한다. 용탕과 crystallizer의 심한 온도구배로 인해 강제순환의 냉각수가 

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 강도 그리고 적어도 800 K 정도에서 변형이 일어나 

지 않는 채질로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crystallizer의 길이에 대한 지름의 비는 

금속봉의 채질， 장입방법 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비가 결정되어야 표면이 

깨끗하고 양질의 잉고트를 얻을 수 있다. 

잉고트 puller도 crystallizer와 마찬가지로 수냉동주형을 사용하고 용탕이 웅 

고하여 잉고트를 잘 분리해낼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되어야 하는데 용융점， 잉고트 

의 크기， 부수적인 공정에 따라 다르다. 

3. 전자빔을 이용한 용해법 

가 Drip 용해 

Drip mel ting에서는 전자빔이 양극으로 하전된 장입봉에 국부적으로 충돌하여 

용융이 일어나고 그 액적을 crsyallizer로 떨어뜨린 후 다시 용융풀을 가열하여 정 

련하는 용해법이다. 이에 요구되는 전자빔의 power는 장입봉의 예비가열과 탈가스， 

봉끝의 용융， 용융풀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냉각수에 의해 빼앗기는 열량)에 의 

해 정해진다. 이를 정확한 식으로는 나타낼 수는 없으나 경험적으로 

NEB A . (D~ + Dtx,/) + B. Dpoo/ + C. v (2-4) 

여기서 A , B = f( T s, 6T, s,p) , c = f( Ts ， L ， a) 로 나타내며 DF , Dpool , V , Ts , 

6T, s , p , L, Q는 장입봉의 지름， 용융풀의 지름， 용융속도， 용융온도， 과열정도， 

전자빔의 자유거리， 용해시 압력， 용융열， 전차빔의 입사각을 의미한다. 이에 대 

한 도식적으로 그림 2-4에 나타냈다. 

또한 선택적인 증발에 의한 효과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명가한다는 것은 증발 

에 따른 복잡한 현상과 용탕의 예기치 않은 변화에 의해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경 

험식이 알려져 있다[2-12 1. 

N = no + N o • exp ( -렴) 

여기서 No , N, A, k , n。은 각각 장입봉의 불순물 양， 잉고트내의 양， 탈가스상수， 

” 
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잔류가스를 나타낸다. 

Drip 용해의 장점으로는 첫째， 장입물질의 선택이 쉽고 봉상의 형태는 압축성형 

과 예비소결이나 열환원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둘째， 연속적인 장입장치를 이 

용하여 진공챔버를 열지 않고도 충분한 크기의 잉고트를 제조할 수 있고 마지막으 

로 장입장치를 이용하여 봉에 흡착된 가스나 수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 

도 역시 존재하여 첫째， 측면장입으로 인해 전자빔이 가려지므로서 잉고트의 단면 

상으로의 불균일을 초래할 수 있고， 둘째로 장입봉이 덩어리가 용융풀로 떨어져 용 

탕의 튀겨져 나가고 금속의 crown이 생겨 용융풀의 높이를 가름할 수 없으며 결과 

적으로 잉고트의 조성 불균일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beam power의 분 

포와 봉의 장입속도 퉁을 조절하여 최소화할 수 있다. 곤본적으로 용융상태로부터 

Me|ting rod / 6 

PS1 
P31 

Effective beam power Po 
on melting rod P01 
on molten p。이 κ2 

Power at melting rod 
for heating 

F-1 1 
for melting P21 

Power through From rod From 
ingot 

heat radiation PS1 F PSS22 heat flow of vapor 
PPL311 heat conduction PL2 

Balance at rod 

P01 "" P11 + P21 + PS1 + P31 + PL1 
Balance in molten pool 

P02 + P11 + P21 "" PS2 + P32 + PL2 

그럼 2-4. Drip 용해시 에너지 발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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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부터 가스의 발생과 용탕의 비말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전자빔 발생장치 

가 오염되어 전자빔의 균일공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정한 조업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transverse gun을 사용하여 전자빔을 270。 변향 

시격 용해하거나 아니면 연속용해법을 사용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불용성 불순물 

을 제거할 수 있는 흠이 설치되어 용탕이 crystallizer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제거 

되어 정련의 효과가 더욱 향상된다. 

결론적으로 drip 용해는 생산율， 에너지소비량， 고정 및 인건비에 의해 경제적 

인 효율이 정해지며 이들은 다시 잉고트의 크기， 장입봉의 품질， 전자빔 power와 

펌핑능력， 조업변수의 최적화의 합수가 된다. 

나. 주조(Casting) 

전자빔용해와 주조를 동시에 진공챔버 내에서 행하여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최소 

화하면서 주물， 판재 또는 호일， 펠렛，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을 말한다. 진공유도 

용해 (VIM)과 비교하여 전자빔을 이용하는 이점이외는 예비용해 도가니에서 용탕을 

준비하는 것은 같다. 따라서 도가니와 반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의 선택을 중요하 

며 세라믹 도가니를 사용할 경우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판재 또는 호일 제조의 경우 예비용탕을 냉각롤에 부어 연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연주공정으로서 생산효율뿐만 아니라 drip 용해의 정련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합금원소로서 반웅성이 강하거나 내열금속을 사용할 경우 펠레트 크기 

의 물질이 필요하며 이는 용탕을 회전하는 롤에 떨어뜨려 분산시켜 얻는다. 

다. 버튼용해 (Button melting) 

금속의 성질을 조사하기 위한 시금속을 제조할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며 수냉의 

button type 동주형에 원하는 금속의 펠렛 또는 스크랩을 소량(100 - 2500 g) 정도 

넣고 전자빔을 사용하여 용해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티타늄 스폰지의 제조기술 

가. 개 요 

1948년 스폰지 티타늄의 상업적 생산이 시작된 이래 Mg 환원법 (Kroll Process)과 

Na 환원법 (Hunter Process) 이 양립해왔다. 그러나 1993년 이후에는 Mg 환원법만 티 

타늄 스폰지 제조에 공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통안 생산기술의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의해 스폰지 티타늄의 생산단가도 많이 낮아 졌다 

[2-13 , 14 , 15]. 

한편 고품위 스폰지 티타늄에 대한 요구는 전자， 우주항공산업， 화학공업 퉁 각 

각의 웅용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2-16 ， 17 ， 18 ， 19]. 현재 스폰지 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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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조기술의 발달로 반도체용 고순도 티타늄조차도 Mg 환원공정으로부터 직접 생 
산되고 있다[2~20] . 초고순도 티타늄은 고순도 티타늄 스폰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용융염 전해법이나 요오드화법으로 생산이 가능하다[2-21]. 

티타늄이 강는 우수한 물리 • 화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응용이 저조한 것 

은 여타 금속에 비하여 스폰지 티타늄의 가격이 높고 티타늄이 갖는 고반웅성으로 

인한 가공단가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현재의 스폰지 티타늄 

생산은 batch process이고 제조공정에서 오염문제로 인하여 스폰지 티타늄 자체의 

품위는 물론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티타늄의 고순도화 연구시 실험 재현성이 항상 문제가 되 

고 있다. 즉， 재현성이 부족한 것이 티타늄 용해， 분말제조 퉁 제조공정에서의 오 

염인지 아니면 원료 스폰지 티타늄 자체가 갖는 품질특성에서 오는지 매우 분간하 

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절에서는 스폰지 티타늄의 제조 현황， Mg 환원법의 특정， 

고순도화동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스폰지 티타늄의 생산 현황[2-13 ， 14 ， 15] 

1995년 현재 전세계의 티타늄 스폰지 생산능력은 연산 약 11만톤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 생산량은 5만톤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티타늄의 정련에 대하여 제안된 

공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상업화된 것은 사염화티탄을 Mg으로 환원하여 티 

타늄 스폰지를 얻는 방법 (Kroll process)과 사염화티탄을 Na으로 환원하여 티타늄 

스폰지를 얻는 Hunter process퉁이다. 이 두 공정은 1950년대 이래 공존하여 왔으 

나 최근까지 Hunter process를 사용하던 RMI사와 Deecide Titanium사가 각각 1992 

년과 1993년에 공장가통을 중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티타늄은 전세계적으로 

Kroll process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있다. Kroll process의 생존 이유는 batch 공 

정에도 불구하고 환원반응과 정련 단계에서 각종 설비의 성능개선과 대규모화에 의 

하여 생산비용이 상당히 절감되었다는 점이며 한 batch당 1론이던 생산능력이 현재 

10톤에 달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Mg 생산을 위한 electrolysis cell 이 

diaphragm type에서 diaphragmless type으로， 다시 bipolar type으로 바뀌 면서 Mg 

생산을 위한 전기소모량이 50% 정도 감소되었다. 현재 티타늄 스폰지 생산은 

Knoll process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생산설비와 가동방법은 업체마다 다르다. 이 

것을 요약하여 생산능력과 함께 표 2-1에 나타냈다. 

상업화가 실현되지 않은 정련공정중에서는 원료로서 사염화티탄을 이용하는 용융 

염전해공정 (fused salt electrolysis process) 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아 광범위 

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공업화에 아주 곤접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으나 Knoll 

process의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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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티타늄 스폰지의 생산능력과 주요공정 

생산능력 
설비의 특성 

회사(국적) 
(톤/년) 

주요공정 로의 형태 진공증류에서 
(환원， 진공증류) 콘댄셔의 배열 형태 

TIMET( 미국) 
10, 000 Mg환원-진공증류 수직형， 개별 로와 병열 
3, 000 Mg환원-leaching 

OREMET( 미국) 7, 000 Mg환원-He sweep 수명형， 혼합 

SITIX 15.000 Mg환원-진공증류 스，깅 --，청 。， 호 '-하 1:1 로와 영열 

TOHO( 일본) 11. 000 Mg환원-진공증류 수직형， 개별 로와 병열 

2개회사(CIS) 60 , 000 Mg환원-진공증류 수직형， 개별 로위에 수직 

2개회사(중국) 3.000 Mg환원-진공증류 수직형， 개별 로와 영열 

총계 109 , 000 

다.스폰지 티타늄의 제조 

스폰지 티타늄 제조공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φ광석을 염소와 반 

응시켜 Ti C14를 제조하는 염화반웅-정제공정 (chlorination-disti llation stage) , ~환 

원-진공정제-분쇄공정 (reduction-vacuum distillation-crushing stage) , ~환원공정에 

서 생겨나는 염화마그네슐을 Mg와 Cl로 전기분해하는 전해공정 (electrolysis 

stage) 이다. 그림 2-5에 티타늄 스폰지 제조공정도를 보였다. 

(1) TiC14 제조 

원료로는 천연 rutile과 i lmeni te를 항산처리하여 철분을 제거하여 얻은 정제 

i lmeni te 광석이 이용된다. 표 2-2에 원료광석의 화학조성 예(일본)를 보였다. 

광석은 1000 0C로 유지되고 있는 반웅로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반웅을 통하여 

TiC1 4 가 만틀어 진다. 

Ti02 + 2C12 + 1.23C • TiC1 4 + O.45CO + O.78C02 (2-6) 

광석에 합유된 모든 불순물도 염소와 반웅하여 가스형태의 염화물이 된다. TiC1 4 는 
상온에서 액상이고 134 0C의 비점을 가지고 있어 화학적 처리와 분별중류법으로 정제 

가 가능하다 v 및 Al 염화물은 비둥점이 사염화티탄과 아주 유사하여 분별 중류전 
에 H2S 또는 물과 광유(miner‘al oil) 에 의한 화학적 처리에 의해 제거된다. 고순도 

티타늄 스폰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염화티탄은 분별증류공정이 추가된다. 표 2-3은 

정제된 사염화티탄의 전형적인 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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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 Coke 

Chlorination 딩2 

Distillation 딘4 

앤g 

맨g 

Mg , MgClz 

Vacuum distillation 

Crushing 

Packing 

Titanum spon~e 

그립 2-5. 티타늄 스폰지 생산 공정도 

표 2-2. 티타늄 스폰지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 

wt% , ( ): ppm 

Ti Oz Sn SiOz Alz03 Fe Nbz05 VZ03 ZrOz U Th 

Rutile AI 96.7 0.014 2.89 0.24 0.80 0.36 0.55 0.39 (50) (40) 

B193.2 0.004 2.15 0.32 2.91 0.21 0.14 0.18 ((1 0 ) (30) 

Upgraded CI 95.6 0.002 0.65 0.58 1. 64 0.30 0.23 0.17 (<10) (90) 

Ilmenite DI 93.7 0.002 0.83 0.40 3.44 0.17 0.18 0.18 ((10 ) (50) 

EI 94.9 0.002 0. 19 0.35 1. 40 0.30 0.18 0.06 ( (1 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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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고순도 TiC1 4의 조성표의 예 

(ppm) 

Fe Ni Cr Al Sn Si COS COClz Ti OClz 

Ti C14 (1 (1 (1 (1 15 20 Tr Tr Tr 

고순도 TiC14 (0 . 05 (0.01 (0.01 (0. 02 (0 . 2 (1 Tr Tr Tr 

(2) 환원공정 (Reduction) 

티타늄 스폰지의 생산을 위한 공정은 환원， 진공증발， 그리고 분쇄공정으로 나 

눠진다. 환원공정에서는 먼저 Ar가스로 채워진 스테인레스강제 용기내로 용융 Mg을 

장입한 후， TiC14을 공급관을 통하여 반웅용기 내로 연속적으로 공급하면 아래와 

같은 반웅으로 티타늄 스폰지가 생성된다. 

TiC14 + 2Mg • Ti + 2MgClz (2-7) 

여기서 ~H 二 -987 X 10-3 J / mol(at 800 0C)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반웅표면(molten Mg 표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반웅표면 높이 

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산물로 생성되는 용융 MgClz는 주기적으로 

용기하부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용기내부에는 스폰지 티타 

늄이 집적되고， 그 스폰지 티타늄 틈사이에 미반웅 Mg와 MgCl z 이 채워진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Mg 필요량은 이론적 계산의 약 1. 5배가 소요된다. 티타늄 스폰지에 

는 다량의 Mg과 MgClz7} 함유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고 회수하기 위하여 진공증류공 

정이 필요하다. 

(3 ) 진공증류(Vacuum Distillation) 

환원공정이 끝난후 반웅용기는 환원로로부터 진공중류공정으로 이동되어 여기에 

빈 반웅용기 (condenser)와 진공배기 시스템이 연결된다. 용기내의 온도는 1000-

1060 0C로 유지된다. 티타늄 스폰지에 합유된 모든 Mg과 MgC1 z 증발시켜 condenser 

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85시간이 소요된다. 티타늄 스폰지의 열전도율이 낮기 때 

문에 Mg과 MgC1z의 증발에 밀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시 간이 필요하다. 

(4) 분쇄공정 (Crushing) 

반웅용기가 냉각된후 용기내에 。1 조= 
>>..1..一 티타늄 스폰지를 유압 프레스로 밀어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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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입도로 분쇄하는 분쇄공정(그림 2-6)으로 보낸다. 분쇄공정에서는 먼저 티타 

늄 스폰지 괴 에서 Fe 농도가 높은 양측면과 아랫변을 chipper 또는 shear cutter로 

제거한다. 이어서 대형 유압 shear cutter로 조분쇄한 후 분급한다. 이분급한 것을 

4대의 shear , 2대의 jaw crusher , 한 대의 roll crusher로 구성된 분쇄라인에서 특 

정 입도로 분쇄된 후， blending 공정을 거쳐 포장한다. 

Shearing machine 
Blender Screen 

轉]

爛g
Splitte龜

몹몹몹 
Guillotine cutter Jaw crusher Hopper Titanium sponge 

그립 2-6. 분쇄 및 포장공정 

(5)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티타늄 스폰지의 품질명가에는 조성 (chemistry) 및 청정도(c1eanl iness)가 중요 

하다. 분쇄전 티타늄 스폰지 괴에 함유된 불순물의 량은 과 부위에 따라 다르다. 

특히 Fe 및 산소 함량은 부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화학조성을 보 

증하기 위하여 괴를 특정 입도로 분쇄된 후 lot 당 완전히 blending한다. Blender의 

출구에 설치된 automatic sampler를 통해 samp1e을 수집한 이후， 다수의 수송용 강 

철제 drum에 분배기 (spli tter)를 통하여 조금씩 분배를 반복하면서 장입한다. 따라 

서 전체적으로는 품질이 균일하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다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실에서 소량의 스폰지 티타늄을 용해실험을 할 경우에는 실험 재현성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 

청정도는 lot로부터 무작위적으로 추출한 sample(보통 10% sampling)을 육안검사 

를 한다. w이나 wc 조각(high density inc1 usion)과 같은 외래 물질과 titanium 

nitride 입자(low density inc1usion)가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육안검사에 추 

가하여 청정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전체 생산공정을 통하여 어떠한 외부 물질도 생산 

물에 흔입될 수 없는 상태의 유지관리를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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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순도 스폰지 티타늄의 제조 

최근 산업의 발전에 따라 고순도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합금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셋트엔진용 티타늄 합금의 크립강도동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a- β 합금에서 합금 특성의 최적화를 위한 엄밀한 열처리가 요구된 

다 Fe ， Ni , Cr과 같이 β transus에 영향을 주는 불순물원소의 편석이 최종제품 

에 존재할 때 열처리가 불안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능한한 티타늄에 

포함되는 불순물 함량을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고순도 티타늄의 경우 대표적인 웅용예로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스퍼 

터링 타켓트를 들 수 있다. 타갯트제조에 사용되는 티타늄의 순도는 4N5 이상(가 

스불순물 제외)이 요구된다. 티타늄의 대표적인 불순물인 산소는 타켓트로부터 제 

조한 박막의 취성과 전기저항을 증가시키며 U, Th 동은 Q-rays를 발생시켜 제품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또 Na과 K같은 알칼리 금속은 용이하게 확산되어 인접한 절 

연막으로 이통한다. 

오늘날 4N5-5N의 고순도 티타늄은 Kroll process로 제조가 가능하다. Kroll 

process로 스폰지 티타늄을 제조할 때 오염원은 크게 TiC1 4, Mg , 그리고 반웅용기 

로 구분된다. 표 2-4는 고순도 티타늄 스폰지에서 발견되는 불순물의 오염원과 그 

오염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표 2-4. 주요불순물의 오염원 

。주오염원6.: 약오염원 

오염원 
불순물의 종류 

Fe Ni Cr Al Sn Si N 0 

작업중 A A 4 O O 

반웅용기 O O O 
Ti C14 O O A 

Mg O O O O A A 

실제 생산은 주문에 의해 티타늄 스폰지의 순도에 따라 특수정제된 TiC14와 Mg이 

이용된다. 반응용기는 스테인레스캉으로 만들어 졌고 내부 표면은 탄소강으로 

lining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철의 오염을 방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제조된 스 

폰지 괴에서의 Fe 분포의 예를 그림 2-7에 보였다. 

따라서 고순도 티타늄은 스폰지 괴내의 제한된 구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반 

응제어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티탄늄 스폰지 꾀에서의 오염된 구역을 줄일 수 있다. 

전형적인 고순도 스폰지의 분석예를 표 2-5에 보였다. 

-45 -



표 2-5. 

Fe 

Alloy grade 60 

4N 20 

4N5 7 

5N 

/:<.- / 

쩡쫓 : krjj/;〈폴 
;:;튿르르츠 、’ .2듀」루틀틀 

;;;칸댄펀힌I 
깡禮:<-(õi 

찮證; 

티타늄 괴에서 Fe 불순물 분포 

고순도 티타늄 스폰지의 화학분석 결과(실례) 

ppm , 

Ni Cr Al Sn Si Na K U 

20 20 30 50 70 

15 1 3 3 3 (<50) (<50) ( <0 

4 1 1 (<50) (<50) (<0.5) 

<I <I <I <1 1 (<50) (<50) (<0. 5) 

); ppb 

Th 

( <0 

(<0.5) 

(<0. 5) 

고순도 정련법인 용융염전해 ， 전자빔부유대법， electro-transport법， 그러고 초 

고진공에서의 탈가스법 중에서는 50ppm이하까지 산소를 제거 가능하도록 개발된 전 

해정련법 (eletrolytic refin i ng) 빛 요오드 정련법 (iodide process)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이 방법으로 생산되는 티타늄의 순도는 5N -6N ( 가스불순물 제외) 범 

위에 있다. 6N 티타늄의 주불순물은 산소로서 약 100ppm 정도 함유하고 있다. 「

러나 저산소 티타늄이 이틀 최적화된 방법으로 생산된다 할지라도 이후의 공정 즉， 

EB 용해와 같은 후차공정에서 산소의 오염은 피할 수 없다. 티타늄과 산소와의 

높은 친화성 때문에 50ppm까지 직접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다[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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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자빔 용해장치 (EMO-I00K) 

1. 개 요 

전자빔 용해로는 주로 고융점， 고활성 금속과 그들의 합금의 채용해， 잉고트 제 

조 및 고순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부대장비의 설치에 따라 대정련， 버튼용해， 

cold hearth 용해를 할 수 있다. 독일 von Ardenne Anlagentechnik GmBH로부터 도 

입되어 당연구소에 설치된 EMO 100K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티타늄의 

경우 직경 150mm의 잉고트 까지 제조할 수 있으며 길이는 최대가 800mm로 설치되어 

있다. 전자빔의 에너지 활용도가 높고 금속의 상태에 따라 가스방출， 용해속도 동 

의 차이로 진공도가 3x10-2에서 5Pa 까지 광범위하게 용해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수직으로 대칭인 전자빔을 이용하고 빔의 deflect ion 으로 에너지의 분산을 

효과적으로 조절힐 수 있기 때문에 균질의 잉고트를 얻을 수 있다. 수냉몽주형의 

crystallizer 안으로 목적금속을 용해하여 액적으로 떨어뜨린 후 용융 pool을 형성 

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일정속도로 잉고트 puller를 하강시켜 원하는 크기의 잉 

고트를 제조한다. 

본 실험에 이용된 전자빔용해로의 전경을 그럼 2-8에， 그리고 용해챔버의 내부 

모습을 그럼 2-9에 나타냈다. 

2. 시 스템의 구성 [2-22] 

가.전자총 

전자총은 전자빔 용해로의 가장 중요한 전자빔의 발생장치로서 고진공 상태에서 

열에너지의 발생원으로 작용한다. 본 실험에 사용된 전자총은 최대출력이 100kW가 

되며 가속전압은 35kV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power의 조절이 가능하므로 열처리， 

용해， 증발 퉁에 사용된다. 특정으로서는 전자빔의 출력의 조절가능， 처리지역에서 

의 전자빔의 크기조절， 정 · 동력학적인 전자빔의 편향， 전자빔의 안정성을 위한 진 

공조정 장치， 수리의 용이성 퉁이 있다. 용해챔버 내의 진공이 5Pa 정도로 상승하 

더라도 캐소드챔버의 진공이 10얘a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다. 

안정한 전자빔의 발생을 위해 용해챔버와 캐소드챔버 사이의 진공 차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중간챔버가 있고 상하에 각각 flow resistor가 있으며 정격출력의 10% 

이내의 손실만을 초래하도록 한다 음극챔버와 중간챔버 사이에는 plate val ve가 

있어 공압에 의해 개혜가 되나 중간챔버와 용해챔버 사이에는 밸브 없이 연결되어 

있다. 전자빔은 회전대칭인 삼상 전극 필라멘트의 간접가열에 의해 발생된 전자가 

다시 고체음극에 충돌하여 방출온도까지 가열된다. 방출된 전자선은 두개의 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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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전자빔 용해로 용해챔버의 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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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즈를 통해 집적， 편향되며 중간에 흑연 렁이 있어 경계전자선의 가열정도에 의해 

집적도가 조정된다. 음극 챔버내에서 가스 방출에 의한 아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며는 안정한 전자빔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시료의 순도 및 전 

자총 내부의 청결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고쳐1음극 표면에서의 전자틀의 방출이 가 

속전압에 의해 소모되는 양보다 많은 이상적인 space-charge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 

다. 실제로 전자빔의 전류는 고체음극의 온도 즉 음극가열과는 무관하고 가속전압 

에 따라 변화한다. 일단 0-6V , 0-30A의 필라멘트 가열용 교류전류에 의해 고체음 

극이 가열되어 방출전압이 1. 2k V , 0 - O. 5A의 직류전류로 조정되며 전자빔의 발생단 

계가 된다. 이후 0-33kV의 가속전압에 의해 전자빔의 power가 형성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빔은 두개의 랜즈에 의해 춧점과 편향도가 조절되는 데 각각의 랜즈 

앞에 설치된 flow resi stor의 냉각수 온도변화에 의해 감지되고 있다. 보통 전자총 

의 고체음극의 수명은 100시간정도 이고 편향도는 최대 좌우 30。가 가능하고 고체 

음극에서 용해작엽 site까지의 거리를 1m로 가정했을 때 전자빔의 최소직경은 10mm 

이 된다. 

나. Crystall izer와 잉고트 Pul1er 

원하는 금속의 용융풀을 수냉통으로 구성된 crystallizer에서 유지하고 이를 잉 

고트 pul1er가 받치고 일정한 속도로 하강하면서 웅고하게 되어 잉고트를 얻는 것 

이다. Crystal1izer와 puller head의 직경으로 잉고트의 직경을 결정하며 냉각을 

위한 부속장치가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되어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최대직경은 

150mm이고， 최대 웅고길이는 800mm , 하강속도는 3 -174mm/min로 조절 가능하다. 

전자빔 용해장치 내부(그림 2-9)에서 crystallizer와 puller head가 장착되었음 

을 볼 수 있다. 

다. Bar feeder와 Granule feeder 

본 실협에 사용된 전자빔용해로의 시료 장입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핀다. 

Drip 용해의 경우에 crys tall i zer <>ll 서 용융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봉상시편을 공급 

하는 장치인 bar feeder와 직접 crystall izer<>ll 입상시편을 공급，용해하는 granule 

feeder7} 있으며， 전자빔용해로에 장착된 모습을 그럼 2-8에서 볼 수 있다. 

우선， bar feeder 장치는 최대직경이 100mm, 최대길이 1100mm 되는 봉상의 형태 

를 속도를 3 -145mm/mi n로 조절해가면서 수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 

든 부분은 2중벽으로 되어 냉각수가 흐르며 고온에서의 부식방지와 열전달을 최소 

화하기 위해 고합금강으로 되어 있다. 용해 site와의 일치를 위하여 bar feeder 전 

체가 선회축으로 고정되어 상하의 움직임이 가능하고 또한 공급부 선단이 좌우로 

10 -25mm의 진폭으로 진동하며 그 주기도 1-11min- 1의 범위에서 조절가능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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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또한 bar ho1der는 봉상 시편의 크기에 따라 고정시킬 수 있는 adaptor를 

만들어 screw로 압박하여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Granu1e feeder는 회전원통이 3상 구동모터에 의해 회전되면서 crystallizer 직 

상으로 원료가 투입이되도록 용해챔버에 부착되어 있다. 입상편의 크기는 최대 

35mm , 공급속도는 최대 2 l!min까지 가능하다. 내부용적이 45 Q 인 스테인레스제 원 

통 한쪽 끝에 용적 100cc의 컵 4개가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회전속도에 따라 입상 

시펀의 공급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라.진공장치 

전자빔용해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의 정해진 진공누설 

허용치(표 2-6)를 만족할 수 있는 진공펌프의 선택 및 진공누설 방지가 필요하다. 

본 장비는 1개의 rotary pump와 1개의 diffusion pump, 그러고 2개의 

turbomolecular pump(T/M) 가 장착되어 있으며 ， 이들에 대한 성능 및 규격은 표 3. 

2와 같으며， 전체모습을 그림 2-8에서 볼 수 있다. 음극챔버의 진공도는 10-4 mbar , 

중간챔버는 10-3 mbar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모두 T/M에 의해 얻어된다. 

표 2-6 전자빔 용해장치 구성요소의 내부용적 빛 진공누설 허용치 

Chamber Name Volume Allowable 
Leakage Rate 

Recipient 700 
Melting 

Bar feeder 200 1000 0.03 
chamber 

Granule feeder 100 

Cathode chamber 12 0. 0008 

Diffusion pump 400 0.003 

표 2-7 전자빔 용해장치에 장착된 진공펌프의 성능 및 규격 

Rotary Di ffusion Turbomolecular 

Pumping capacity 320 m3/ h 5900 1/s 500 l / s 

Oi1 fil1 ing 25 .e 3- 5 25 .e 8 m1 

Type of oi 1 Pfi ffer oi 1 p3 Balzers oi1 71 Oil TL 011 

Power 7.5 kW 7 kW 0. 4 kW 

Cooling alr water water 

Weight 410 kg 180 kg 12.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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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게이지 및 진공펌프의 진공 시스템을 구성하는 밸브， 그림 2-10. 

배치를 그림 2-10에 보였다. 펌프의 게이지 ， 진공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밸브， 

진공챔버와 수냉시스템 

진공챔버는 수냉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feeder、의 f1 ange 부분은 스테인레스캉으 

로， 그리고 외부벽은 부식방지를 위한 특수 떼인트로 도장되어 있다. 내부는 이러 

한 방식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용해작업이 종료된 후 냉각을 일정시간 시킨 

후에 냉각수 공급을 끊고 내부의 온도가 이슬점 이상의 온도에 이르도록 유지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Bar feeder , granule feeder 및 진공챔버 모두 고진공이 필 

요하고 냉각에 의한 열전달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강으로 할 수 없 

는 이유로 해서 습기로 인한 부식문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O-ring으로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공챔버와 연결부는 정기적인 검사와 열방출 및 용해금 

속의 증착 둥을 최대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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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업시 용해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진공챔버 전면에 view port가 부착되 

어 있는데 s1 it이 따져 있는 회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Stroboscope로 불리는 

이 장치는 sl it의 두께와 둘레의 비가 1:300이 되며 폭은 0.5mm인 3개의 s 1 i t으로 

되어 구동모터에 의해 회전하므로 조업시 납유리에 증착되는 휘발물질을 최대한으 

로 방지할 수 있어 장시간의 관찰이 가능하다. 

바. Beam Guidance System 

용해시 전자빔을 다양한 mode로 제어 할 수 있는 beam guide system의 구성 은 우 

선 전자빔이 움직일 수 있는 processing area , 실제로 용해가 일어나는 process 

si te , 전자빔의 2507H의 dot로 되어 움직이는 deflection pat tern( ell ipse , 1 i ne , 

half-circle , spiral , sine 동) , 반복되는 주기인 deflection frequency (400~ 

10Hz ), dwe 11 t i me 퉁으로 전자빔 응용이 특성화된다. 전자빔의 유도를 위한 컴퓨 

터 시스랩에 의하여 빔전류의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빔의 위치， 크기， 빔 형태의 에 

너지 밀도의 분산이 이루어진다. 또한 고전압으로 발생되는 전압과 에너지 밀도가 

표시된다. 각각의 형태에 따른 전자빔은 2507H의 dot로 구성되어 있으며 ellipse와 

spiral 형태를 제외하고는 같은 수 dot 만큼 왕복하기 때문에 125dot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들은 DA converter에 의해 10ms에서 400ms로 변화한다면 deflection 

frequency는 400ms/dot에서 10ms /dot로 됨을 의미한다. 또한 deflection pattern은 

최대로 7개 subdivision으로 나누어 각각의 section에 대해 deflection frequency 

로 전자빔이 주어진다. 

3. 전자빔 버튼 용해장치 

전자빔을 이용한 용해방법 중 합금 개발에 널리 웅용되는 button 용해법은 수 

냉 통주형내에 소량의 금속을 장입하여 용해하는 방법으로 용해가 간편한 장점은 

있으나 시료 전체가 균일하게 용해되지 못하여 편석과 성분의 불균일이 발생하기 

쉬워 3회 이상의 채용해를 하여야 된다. 그러나 열원으로 전자빔을 이용할 경우에 

고열과 고진공로 인하여 통상적인 정련효과 외에 목적 합금원소의 손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부웅하여 1회의 운전에 다수의 소형 잉고트를 제조할 수 있는 button 

melting 장치의 설치가 요청된 바， 본 HIO - I00 장치에 독자적으로 설계 . 제작한 

button mold를 부착하였다. 중심부에 getter용 hole( 깊이 11 mm , 직경 44 mm ) 1 개 

와 그 주위에 최대 400g( 티타늄 기준)의 버튼형잉고트를 제조할 수 있는 4개의 

hole( 깊이 24 mm , 직경 60 mm) 이 있는 button mold를 제작， 설치하였고 그럼 2- 11 

에 개략도 및 외형모습을 보였다. Button mold의 재질은 동이며， 내부는 수냉이 되 

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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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버튼 mold의 단변도(a ) 및 외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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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자빔 용해법에 의한 티타늄의 정련 

1. 개 요 

용해 • 정련법에 의해 티타늄을 고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융점， 고활성특 

성을 고려하여 특수 진공용해법과 함께 미량의 불순물 분석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특성명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현재 잉고트 제조방법증 가장 청정 진공용해법으로 알려진 전자빔 용해법 

(Electron Beam Melti ng)을 사용하였다. 불순물분석에는 상용 타켓트의 경우 표준 

적인 금속불순물의 분석방법으로 자리잡아 가고있는 GDMS (G 1 ow Di scharge Mass 

Spectrometry) 법과 가스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잉고트의 물성측정에는 전기저항 측 

정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전자빔용해의 기초적인 정련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저급의 상용 스폰지 티 

타늄(99%up)과 고급의 스폰지 티타늄(99.6%up)을 동일한 조건으로 EB but ton 용해 

하고 불순불(금속 및 비금속)을 분석함으로써 전자빔용해장치의 정련특성 및 효용 

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99.6%up 순도의 스폰지 티타늄을 사용하여 EB drip 

용해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잉고트 내에 포함된 불순물이 물성(전기저항 및 경도) 

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가. 티타늄 잉고트 제조 

(1) 전자빔 용해용 원료 티타늄 

고융점， 고활성 금속의 진공용해시 시스템 상태나 용해변수에 따라 원료소재의 

순도가 높아지는 정련현상 또는 반대로 순도가 낮아지는 오염현상이 나타날 수 있 

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 듀 현상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역으로 고순도 금속을 

특정 용해장치를 이용하여 용해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시스템의 특성을 적확하게 파 

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하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4N5(99.995%)순도 

의 상용 반도체용 sputtering target(Tosoh SMD)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제조회 

사가 제시한 불순물의 양을 표 2-8에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산소와 질소의 함량 

이 각각 13 및 254 ppm , 그러고 스폰지 티타늄의 최대 금속 불순물인 Fe가 3. 7ppm 

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한 재료로 판단되었다. 

터타늄 잉고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소재로 스폰지 티타늄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빔 용해볍의 정련특성 및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저급(99%up ， 高純度化學)과 고급(99.6%up ， Toho titanium co.) 2종류의 상용 스폰 

지 티타늄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제조업체가 제시한 불순물의 양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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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와 표 2-10에 보였다. 저급 스폰지 티탄늄은 Fe가 2000ppm , 산소가 500ppm 

이었으며 고급의 경우에는 Fe가 800ppm이며 산소가 900ppm이었다. 

표 2-8. 티타늄 스퍼터링 타켓트(4N5)의 화학조성 

(unit ppm) 

Al Ca Co Cr Cu Fe Mg 

1. 2 <0.2 <0.1 0.3 <0.05 3. 7 <0.01 

Metallic Mn Mo Ni Si Sn Li Na 
element 

<0.005 <0.05 0.1 0.1 <0.05 <0.005 0.026 

K Zr Th U S 

<0.01 0.6 <0.0005 <0.0005 <1 0 

Interstitial C N O H 

element <10 13 254 3.9 

표 2-9. 스폰지 티타늄(99%up) 의 화학조성 

(unit ppm) 

Metall ic Fe Mn Mg Na Cr Ni Al Mo 

element 
2000 20 300 40 200 100 60 40 

Interstitial C N 0 H Cl 

element <100 200 1600 20 900 

표 2-10. 스폰지 티타늄(99.6%up)의 화학조성 

(unit ppm) 

Metall ic Fe Mn Mg Si 

element 800 100 400 100 

Interstitial C N 0 H Cl 

element 100 200 900 4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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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B 버튼 용해 

본 실험에 사용한 전자빔 용해장치 (EMO-100K) 에 독자적으로 설계 · 제작한 

button mold( 그림 2-11 )를 용해에 이용하였으며 상세한 용해방법을 그림 2-12에 나 

타냈다. 그 첫 번째가 상용 티타늄 타켓트의 경우로 구입한 타껏트를 절단한 후 

100g을 칭량하여 용해에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스폰지 티타늄의 경우로 부피가 

크기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직경 50 mm의 mold에 넣고 1000 kg/cní의 압력으로 성 

형하여 용해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용해재를 button mold의 hole에 장 

입한 후 용해하여 직경 42mm , 두께 15mm의 버튼 잉고트로 제조하였다. 이때 용해 

시 이웃하는 버튼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씩 장입하였다. 

용해는 진공도를 3. Ox10-4 mbar 이하로 하여 성형체 표면 및 진공챔버 내부의 불 

순물을 제거한 후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8.0x10-4 mbar 진공도에서 전자빔을 켜고 

용해를 시작하였으며 이때 전자빔 de f1 ection mode는 ell ipse를 사용하였다 1차 

용해에서는 스폰지 티타늄에서의 급격한 가스방출로 생기는 spitting현상을 억제하 

기 위해 beam power는 7kW , 진공도는 8.0x10-4 mbar로 하여 각 시펀을 3분동안 용 

해하였다. 이때 mold에 접촉하고 있는 아래 부분의 스폰지 티타늄이 불완전 용해 

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2차용해를 행하였으며 이때 beam power는 10kW 그러고 진공 

도는 8. Ox10-4 mbar로 하여 다시 3분 동안 용해하였다. 이를 반복하고 각 경우마다 

2개의 시편을 제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100g 

sponge Ti 
(99%uP&99.6%up) 

Titanium 
Sputtering 

target 

100g 

W = 100g 

2 times 

8. Oxl0- ~ mbar 

Analysis GDMS , Hardness 
Electrical Resistivity 

그림 2-12. EB 버튼용해법에 의한 정련 연구공정도. 

힌
 



(3) EB drip 용해 

전자빔 용해법은 주로 고융점， 고활성 금속 및 합금의 채용해， 잉고트 제조 빚 

고순도화동의 분야에 주로 사용되며 고진공 분위기와 고에너지의 전자빔을 사용하 

므로 불순물의 정련효과가 크다. 본 실험에서는 상기 EB button 실험 결과를 바탕 

으로 하여 Knoll 법으로 제조되었으며 각종 불순물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99.6%up 

급의 스폰지로를 전자빔으로 용해하여 잉고트를 제조할 때의 정련정도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향후 대형 잉고트 제조의 예비실혐의 일환으로 직경 50mm급의 잉고트를 

제조하였다. 이 때 EB drip 용해 • 연속주조법을 사용하였으며 개략적인 실험방법 

을 그림 2-13에 보였다 

Drip 용해시 피용해재는 granule feeder 또는 bar feeder를 이용해야 되며 본 

실험에서는 bar feeder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2-14(a)에 보인 스폰지 

티타늄 665g을 금형에 장입하고 200톤의 힘으로 압축성형하여 최종적으로 25.4X 

25.7 X320 크기의 compact를 제조하였다(그림. 2-14(b)). 제조된 성형체 6개를 두 

개썩 겹쳐놓고 진공 아크용접을 하여 최종적으로 길이 960mm , 무게 4kg의 사각봉 2 

개를 만들어 drip 용해용 feed stock으로 사용하였다. 

Weighting Sponge Ti 

Compaction 25.4X25.7X320 
665g 

Fabrication Feed Stock Ar weldi댐 
in 'partial vacuum 

Charging 
in Rod Feeder 

3 timesl Evacuation 5.0xl0-4 mbar 

EB Drip melting 8.0xl0-4 mbar 

Analysis v
“ 

4L 
.
씨
 

·’
i 

따
 

않
 
R 며

 리
 

a 
c 

H 
--뼈

 빠
 그림 2-13 직경 50mm급 티타늄 잉고트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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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스폰지 티타늄(a)과 가압성형체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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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drip 용해， 연속주조시 잉고트의 크기는 각각 crystallizer 내부의 수냉 동 

도가니의 직경과 puller의 stroke에 의존하므로 직경 50 mm의 crystallizer를 사용 

하였다. 잉고트 제조는 먼저 기존의 seed ingot을 puller head에 장착하여 

crystallizer 상부에 위치시키고 feed stock(compact)을 bar feeder holder에 장착 

한 다음 crystallizer 내경 근처까지 이통시키므로써 용해준비가 완료된다. 

이후 진공도 5.0xl0-4mbar 이하에서 Ar을 주입하여 8. Oxl0-4 mbar로 유지시킨 다 

음 전자빔을 켜고 스폰지 티타늄 compact를 용융시켜 pool을 형성시킨 후 feed 

stock을 용해시켜 crystallizer 내로 떨어뜨리고 동시에 puller을 아랫쪽으로 내리 

면서 연속주조를 진행시켰다. 이때 전자빔의 power는 예비실혐의 결과에 따라 가장 

작업조건 및 잉고트의 표면상태가 양호하였던 17kW로 고정하였고 feed stock의 이 

동속도는 15mm/ min , puller의 하캉 속도는 7.2mm/ min 로 하였으며 2개의 feed 

stock을 연속으로 용해하여 최종적으로 길이 600 mm의 잉고트로 제조하였다. 

전자빔 de f1 ection mode는 feed stcok의 오른쪽을 녹이기 위한 hal fci rcle과 

crystallizer내의 용융 pool을 유지시키도록 el1ipse를 혼합시킴으로써 feed stock 

끝을 용해시킴과 동시에 crystallizer 내부의 용융 pool을 제어하였다. 

시편의 채취는 전자빔 용해에 의한 스폰지 티타늄의 불순물 제거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1차 용해 · 연속주조된 길이 600mm의 잉고트로부터 분석시편을 채취하였고 

이를 다시 feed stock으로 사용하여 2차용해를 그리고 통일한 방법으로 3차용해를 

하였다 2차용해에서는 1차용해된 잉고트를， 3차 용해에서는 2차 잉고트를 feed 

stock으로 이용하였고 여타 실험조건은 동일하게 하였다. 이때 feed stock의 이통 

속도는 3.5mm/ min , puller의 하강속도는 3mm/ min 였다 전자빔 power는 20kw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잉고트의 순도문제가 주 관심사이었으므로 잉고트의 미세조직둥 

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연구하지 않았다. 

나. 티타늄 잉고트의 분석 

전자산업용 티타늄은 그 용도에 따라 불순물의 종류 및 량이 정확한 범위내에서 

조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틀의 분석방법의 선정 및 측정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들의 분석방법은 그 분석한계치를 고려할 

때 아래의 표 2-1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중 분석한 

계치가 높으며 타껏트 제조업체들이 그들의 제품의 사양으로 빈번하게 제공하는 

GDMS결과틀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받아툴여 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률 이용하였 

다. 국내에서는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으며 현재 국립기술품질 

원에서만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장비 shut down동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실 

험이 지연되는 퉁 분석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전자빔 용해한 티타늄의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리적으로는 티타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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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 각종 정량분석법의 분석 한계치 

측정범위 
분석방법 

(Detection Limit) 

AA Atomic absorption 

s 0.1 - 100 ppm 
FAA Furnace atomic absorption 
DCP Direct current plasma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 0.01 - 1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ppm 
spectrometer 

~ 0.01 - 10 ppb 
G매lS 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er 
SSMS Spark source mass spectrometer 

있는 모든 불순물을 분석해야 할 것이나 실제의 경우 모든 원소의 분석을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가장 큰 티타늄 타켓트 제조(수입)업체인 

Tosoh SMD 에서 제품판매시에 제공하는 수요자용 분석표에 수록된 18개 금속을 대 

상으로 선정하여 GDMS 로 분석하였다. 

(1) GDMS(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ry) 분석 

국내에서는 국립기술품질원이 double magnetic sector type의 VG 9000 모델( 영 

국의 VG Instruments Co. 사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실험 

에서 제조된 티타늄 잉고트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시의 측정조건 및 사용한 표준물질 

을 표 2-12에 보였다. 검량선 작성을 위해서 사용한 표준물질로는 티타늄 합금 

빛 고순도 금속，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성을 알고 있는 고순도 상용 스퍼터링 타켓 

(4N5)을 사용하였다. 

표 2-12. GDMS 분석 조건 및 표준재료 

Conditions Standard 

Discharge current 

Discharge voltage 

Gas used 

Mass resolution 

Integration time 

Cell temperature 

2.0 mA 

1.1 kV 

99. 9999% Ar 

4200 

100 ms 

-200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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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GDMS 분석시 사용한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CD 방전셀은 탄탈제 uni versal cell을 사용하였으며 시료는 디스크형상으로 

제조하여 분석함. 

@ 측정방전영역은 방전따라메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시료에 공통으 

로 표면에서 직경 lcm를 선택하여 분석하였음. 

@ 시료의 전처리방법은 시료를 3-5% Ni tric acid에 담근 후 초음파 세척기에 

서 20분이상 처리한 다음 초순수로 세척한 후 분석용 메타놀로 처리하여 건 

조시킨후 분석시료로 사용. 

측정시 도입되는 interference spectrum을 제거하기 위해서 액체질소로 방전셀을 

-200 0C로 냉각 • 유지시키고 resolution 4000 이상에서 분석하였으나 질량분석방법 

의 특성상 유사한 질량을 나타내는 물질간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본 실험에 

서 해당될 수 있는 예를 틀면 56Fe & 56ArO , 46Ti & 23Na , 39K & 39 ArH동의 

interference spectrum은 GDMS 분해능 약 4000( 5% valley)으로 분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보정을 위해서 다른 동위원소 질량값에서도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 

였다. 

(2) 가스분석 
티타늄의 경우 대부분의 산소， 질소， 수소와 같은 가스 원자가 침입형으로 고용 

하게 되어 전기저항， 기계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틀 

의 정확한 측정이 요구된다. 가스분석에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고온연소법 이 

이용되며 이중 산소와 질소는 LECO TC-436 , 탄소는 LECO CS-244로 측정하였다. 

(3) 전기비저항 

고순도 금속증을 전자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저항은 시연중에 존재하는 불순물 

원자의 량에 비례하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저온에서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고순도 즉 통상 99.999% 이상급의 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매우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온(주로 액체 He온도)에서의 

절대적인 저항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면마다 정확한 칫수측정둥 실험 

적으로 쉽지 않은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한 시편의 비저항을 상온 및 저온에서 따로 측정하여 두 저항값의 비(저항비)를 데 

이터로 제시하고 있다. 

금속의 전기비저항은 3 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PT = Pth + Pd + Pi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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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T 는 측정한 저항값이며 Pth 는 격자의 열진동에 의한 저항 Pd 는 격자결 

함에 의한 저항 그러고 Pi 는 불순물에 의한 저항에 해당한다. 격자의 열진동에 

의한 저항은 온도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궁극적으로 극저 

온에서는 소멸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Pd 및 Pi 는 기본적으로 온도의 함수가 아 

니기 때문에 저온에서 측정한 저항값은 Pd 와 Pi 의 합이 된다. 이중에서도 

vacancy, 전위， 입계와 같은 격자결합(Pd)은 불순물 원자( p;)와 마찬가지로 저항을 

일으키나 충분히 열처리되어 격자결함이 상당히 완화된 대부분의 금속시면의 경우 

Pd의 영향은 Pi 의 경우보다 훨씬 작게 된다. 따라서 극저온에서의 저항치는 주로 

불순물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온과 저온의 비저항의 비( PRT/P 

OK)는 불순물의 량이 적은 금속일수록 즉 POK 이 작을수록 크게 될 것이며 이는 불 

순물의 총함량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표 2-13은 일부 금속의 비저 

항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3 전형적인 금소의 전기 비저항[2-23] 

Metal 
Resistance 
ratio x 103 

Alumium .. 

Gold .. 

Molybdenum .......... . 

Nickel 

Niobium(l), . 
Niobium(2) .. 

Rhenium 

Tantalum 

Tungsten. 

Vanadium(l) . 
Vanadium(2) ..... 

Zi rconi u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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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티타늄 잉고트의 전기비저항은 상온 및 액체질소온도에서 통상의 4단자법으 

로 측정하였다. 전기비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시편은 3 x 3 x 50mm 의 크기로 가공 

하였으며 전압측정단자간의 거리는 1cm 또는 1.5cm 로 하였다. 각각의 단자는 구리 

선을 spot welding하여 제조하였으며 한 잉고트 또는 button 에서 4개의 시편을 만 

들어 이들로부터 명균치를 구하였다. 비저항은 전류단자사이에 100 mA의 정전류를 

흘려주면서 전압측정 단자사이의 유기전압을 측정하여 아래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끼
 
‘ u 

( O 



V W.H 
P=I L (2-9) 

여기서 p 는 비저항， V은 유기전압 1는 전류， w는 시편의 폭， H는 높이， 그리고 L 

은 전압측정단자간의 거리이다. 또 상온에서 측정을 완료한 후 액체질소 용기에 

시편을 넣고 가스발생동으로 인한 전압의 유통이 안정화된 후 nanovoltmeter로 전 

압을 측정하여 저온비저항을 계산하였다. 온도에 따른 비저항의 변화는 한국과학기 

술원의 셋업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2-15는 이때 사용한 장치이며 시편을 

넣은 quartz 튜브를 액체질소에 넣어 온도를 강하시켰고 튜브내에는 He 가스를 l 

기압으로 채워 열전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 때 일정한 전류 (1 00 mA)를 흘려주 

면서 시펀에 부착된 온도센서와 nanovoltmeter를 이용하여 각 온도에서의 전압을 

측정하여 비저항을 계산하였다. 이때 구간에 따라 전압의 sampl ing 간격이 달랐으 

며 저온으로 갈수록 간격이 짧아 상온-155K 구간은 5K , 155K-115K 구간은 2K , 

115K -95K 구간은 lK , 그리고 95K-80K 구간은 0.2K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4) 경도측정 

티타늄 잉고트의 경도는 버튼 또는 잉고트 시면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고 표면 

을 알루미나로 연마한 후 Brinell 경도(BHN)와 Microvickers 경도(VHN)를 측정하였 

으며 시면당 5-10 번씩을 측정하여 명균값을 취하였다 Brinell 경도측정시는 30 

kgf의 하중을 그러고 Microvickers 경도는 1 kgf의 하중으로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가. 치환형(금속) 불순물 분석 

(1) 원료 티타늄의 영향향 

(가) 상용 티타늄 타켓트 

금속의 고순도화 기술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분석기술의 뒷받침없이는 검증될 수 

없다. 따라서 티타늄 스폰지를 용해하기에 앞서 우선 18개 금속원소의 분석표가 

주어진 고순도(99.995%)의 상용타켓트를 구입하여 재용해하고 이들의 분석치를 비 

교하여 GDMS 분석의 분석한계， 전자빔용해 또는 분석시변의 준비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재오염가능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상 

용타켓트의 용해공정， 후처리 및 분석시면의 준비과정 동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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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5. 비저항 측정장치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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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으며 가능하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일반적인 오염가능성 

동의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자 하였다. 

표 2-14는 상용타켓트와 이를 채용해한 button 시편의 GDMS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18개 불순물의 총량， 순도 및 각 금속의 증감여부를 + 와 -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순도는 100%에서 GDMS로 분석한 187>> 원소의 총량을 뺀 값으 

로 정의하였다. 정확한 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소를 분석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 고순도 상용타켓트 Maker의 분석표에 수록된 18개 금속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당연히 각 시변의 정확한 순도는 표에 수록한 것보다 낮게 될 것이다. 이 

와 같은 이유로 GDMS 분석치로부터 계산한 상용타켓트의 순도는 99.99937% 로 

Maker가 제시한 4N5(99.995%)보다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 

에서 계산한 순도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나 이후 상용 타켓트와의 순도를 비교 

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상용타껏트를 전자빔으로 용해한후의 

순도를 계산하면 99.999%가 되어 다소 순도가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 상용 타켓트(4N5)로부터 버튼용해된 
시편의 GDMS 분석결과 

앓걱펀 Target EB button 증 감 

Li 0.007 0.014 + 
Na 0.03 0.063 + 
Mg 0.016 0.059 + 
Al 1. 2 3.2 + 
Si 0.126 0.228 + 
K 0.013 0.157 + 
Ca 0.077 0.154 十

Cr 0.3 0.2 -
Mn 0.006 0.358 + 
Fe 3.4 3.0 -
c。 0.102 0.023 -
Ni 0.1 o. 7 + 
Cu 0.1 0.5 ‘ + 
Zr 0.080 0.213 + 
Mo 0.049 0.450 + 
Sn 0.6 0.2 -
Th 0.00036 0.191 + 
U 0.00047 0.00085 + 

Total(ppm) 6.20683 9.71085 
Purity(%) 99.99938 99.9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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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금속들의 거동을 살펴보면 +로 표시된바와 같이 대부분의 불순물틀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용해 및 분석과정에서 여러가지 오염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상대량이 크게 증가한 K, Ca동은 주로 handling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 

적인 오염원소들이다. 또 절대량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증가한 Al(2ppm 증가)은 

GDMS용 시변을 알루미나로 연마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에도 0.36 ppb 이 었던 Th은 무려 191 ppb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용해중기 압이 높아 

가장 정제하기 쉬운 금속중의 하나인 Mn은 0.006ppm에서 용해후 0.358ppm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들은 고순도금속의 용해정련 및 불 

순물의 분석작업시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각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과 청정한 실협조건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 

다. 특히 이들 각종 오염물질들은 총불순물이 100 ppm에 불과한 99.99% 이상급의 

고순도금속 분석결과에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올 것이므로 향후 이틀의 용해공정 및 

분석동에 대한 특별한 주의 및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다. 

(나) 99%-up 스폰지 티타늄 

앞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99%의 스폰지를 전자빔으로 용해한후 button 

시편을 만든 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표 2-15는 이 시변의 분석결과들이며 

총불순물， 순도， 중감여부동도 마찬가지로 수록하였다. 이 스폰지와 같이 비교적 

저순도의 원료를 용해한 경우 EB의 정련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상용타켓트를 

용해했을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Na , Mg , Al , Si , Cr , Mn , M。퉁이 모두 11100 이 

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Ni도 역시 100ppm에서 3.2 ppm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Fe를 보면 초기의 2000 ppm중에서 약 400 ppm 정도가 휘발감소하 

고 있으나 용해후에도 다량(1 631 ppm) 이 불순물로 남아 있다. 이 시면의 경우 앞서 

와 같이 계산한 순도는 99.825% 이었다. 

(다) 99.6% 스폰지 티타늄 

99% 스폰지의 경우 초기에 다량의 Fe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전자빔용해후에도 상 

당량의 Fe가 잔류하였기 때문에 Fe 함량이 좀 더 낮은 99.6% 의 티타늄 스폰지를 

같은 방법으로 용해하여 button을 만들었다. 표 2-16은 이 button 시편의 GDMS 분 

석결과이다. 이틀 원소중 원분석표에 제시된 Mg , Mn , Si 퉁을 보면 용해후 약 

111000 정도로 크게 감소하여 대부분 0.1 ppm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99% 

스폰지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Fe의 경우를 보면 초기의 800ppm에서 상당히 많이 감 

소하여 183 ppm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Fe의 감소율이 99% 스폰지의 경우보 

다 상당히 커지기는 하였지만 대폭 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른 금속들에 

비해 절대 잔류량이 많아 향후 전체순도를 높이는데 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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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스폰지 티타늄(99%up)으로부터 버른용해된 

시편의 GDMS 분석결과 

및화l펀 Sponge EB button 

Li 0.018 
Na 40 0.433 
Mg 300 0. 04 
Al 60 5.6 
Si 100 0. 551 
K 0.063 
Ca 0.099 
Cr 200 22 
Mn 20 0.039 
Fe 2, 000 1, 631 
Co 0.477 
Ni 100 3.2 
Cu 4.0 
Zr 0. 395 
M。 30 0.221 
Sn 78.8 
Th 0.310 
U 0.013 

Total(ppm) 2, 850 1747. 26 
Purity( %) 99.825 

표 2-16. 스폰지 티타늄(99.6%up)으로부터 

버튼용해된 시편의 GDMS 분석결과 

증 감 

-
-
-
-

-
-
-

-

-

펴얀l펀 Sponge EB button 1 ;5z:「 감 

Li 0.016 
Na 0.267 
Mg 400 0.042 -
Al 2.8 
Si 100 0.108 -
K 0.023 
Ca 0.081 
Cr 1. 0 
Mn 100 0. 091 -
Fe 800 183 -
Co 0.061 
Ni 2.6 
Cu 1. 4 
Zr 0.204 
Mo 0.415 
Sn 2. 7 
Th 0.081 
U 0.0037 

Total(ppm) 1, 400 194.89 
Purity(%) 99.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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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B drip 용해횟수의 영향 

EB 정련시 반복정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99.6% 티타늄 스폰지를 EB drip 용 

해하여 용해횟수에 따른 잔류불순물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표 2-17는 이틀의 GDMS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7. 스폰지 티타늄(99.6% )으로부터 EB drip 
용해된 시변의 GDMS 분석결과 

효화l펀 Sponge 1st 2nd 3rd 4th 

Li 0.021 0.010 0.018 0.035 
Na 0. 063 0. 043 0. 065 1. 034 
Mg 400 0.024 0.028 0.048 0.171 
Al 0. 197 2.062 1.335 1. 692 
Si 100 0.115 0.230 0.116 0. 421 
K 0.606 0. 043 0. 644 0. 686 

Ca 0.164 0.109 0.165 0.088 
Cr 0.915 0.339 O. 708 2.511 
Mn 100 0.028 0.044 0.030 0.012 
Fe 800 41. 7 21. 6 11 1. 3 55. 6 
Co 0.670 0. 036 0. 684 0. 318 
Ni O. 776 0. 106 O. 779 0.409 
Cu 0.876 0.01 1. 09 1. 192 
Zr 0.077 0.036 0.070 0.134 
Mo 0. 533 0.138 0.398 1.404 
Sn 1.631 0.09 1.088 0.946 
Th 0.003 0.020 0.002 0.003 
U 0. 00066 0.00029 0.00065 0. 00085 

Total(ppm) 1.400 48.40 24 . 94 118. 54 66.66 
Purity(%) 99.86 99 . 9952 99.9975 99.9881 99.9933 

EB drip 용해한 잉고트들의 순도는 각각 99.9952%, 99.9975%, 99.9881 % 및 

99.9933% 로 표 2-16에 표시한 button 시편의 99.9805% 보다 높게 나타나 button 

보다는 drip용해하는 경우가 정련효과가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용해횟수 

에 따라 특정원소의 연속적인 정련효과 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이들 잉고트의 

명균순도는 2차， 1차 ， 4차， 3차순으로 되어 있어 전체불순물량으로 비쿄하여도 일 

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면 Fe의 경우를 보면 초기의 800ppm에서 용해횟수 

에 따라 21. 6 -11 1. 3ppm 정도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button 용해시와 마찬가지로 

대폭적인 휘발감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3) 금속불순물의 정련(불순물 Fe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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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협에서 전자빔으로 용해한 시면들의 GDMS 분석결과와 상용타켓트의 GDMS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각 금속의 정제가능범위를 살펴보았다. 표 2-18은 본 실험에 

서 전자빔 용해한 시펀들의 GDMS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Min 과 Max 은 각 

금속의 분석치중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표시한다. 각 원소의 최소값(min) 즉 가 

장 정련이 잘 된 경우의 값을 상용타켓트의 값과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원소들 

이 고순도 타켓트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의 원소의 경 

우 EB 정련에 의한 4N5 정도의 고순도화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표에 표 

시된 바와 같이 Fe , Mo , Th의 경우는 최소값이 타켓트의 약 7배 (21. 6 ppm) , 3배 

( O. 138 ppm) , 6배 (0.002ppm)로 나와 이들에 대한 추가 정련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도 Fe는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금속이라는 것이 본 실험을 통 

해 드러났다. 표 2-19는 이제까지의 분석결과틀 중에서 Fe에 관한 값틀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Fe(%)는 측정한 총불순물중에서 Fe가 차지하는 비율을 %로 표시한 

값이며 이 값을 보면 총불순물중에서 Fe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폰지를 EB 용해한 모든 경우에 Fe는 총불순물중에서 86.1%-93.9%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스폰지를 용해한 Mo 잉고트의 경우[2-8]를 보 

면 본 실험의 결과와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였다. 즉 초기에 50 ppm 이었던 Mo 스 

폰지중의 Fe는 1차 EB 용해후 3ppm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후 2차， 3차의 용해를 

통해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상당한 정련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이 모재 금속 

의 차이때문인지 또는 Fe의 초기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림. 2-16 은 원료금속중에 포함된 초기 Fe량과 EB용해후 GMDS로 분석한 총불 

순물중에서 Fe가 차지하는 비율(%Fe)을 플롯한 것이다. 그림은 원료금속중의 Fe의 

량이 많아질수록 용해후에 철불순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EB 용해에 의해 Fe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료 스폰지중의 Fe의 량을 낮추 

는 것이 EB 용해를 반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실 

혐의 결과에 의하면 티타늄잉고트의 순도는 Fe 불순물의 량에 달려있으며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료단계에서 Fe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순도금속의 순도를 분석하는 문제는 많은 주의를 요하며 측정기관， 측정자， 

또는 사용하는 측정장비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립기 

술품질원의 GDMS로 분석을 완료한 시펀들을 한국자원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ICP로 

재분석하였다. 이 때 분석대상은 Fe에 국한하였다. 모든 원소를 ICP로 분석하여 

두 측정결과를 비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한 시펀당 20개 원소의 분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문제 때문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Fe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17은 본실험에서 용해한 8개의 시편에 대한 GDMS 결과와 ICP 결과를 같은 

스케일로 플롯한 것이다. 따라서 그림에서 데이터들이 직선상에 위치하면 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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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Li 
Na 
Mg 
Al 
Si 
K 

Ca 
Cr 
Mn 
Fe 
Co 
Ni 
Cu 
Zr 
Mo 
Sn 
Th 
U 

99% 
sponge 
0.018 
0.433 
0.040 
5.6 

0.551 
0.063 
0.099 
22.000 
0.039 
1631 

0.477 
3.2 
4.0 

0.395 
0.221 
78.8 

0.310 
0.013 

99.6% 
sponge 
0.016 
0.267 
0.042 
2.800 
0.108 
0.023 
0.081 
1.000 
0.091 

183 
0.061 
2.6 
1. 4 

0.204 
0.415 

2. 7 
0.081 
0.0037 

표 2-18. 이 실험에서의 GDMS 결과 요약 

1st 2nd 3rd 4th Min Max Target Target I 
melt 

0.021 0.010 0.018 0.035 0.010 0.035 0.007 0.014 
0.063 0.043 0.065 1.034 0.043 1.034 0.030 0.063 
0.024 0.028 0.048 0.171 0.024 0.171 0.016 0.059 
0.197 2.062 1.335 1.692 0.197 5.6 1.200 3.2 
0.115 0.230 0.116 0.421 0.108 0.551 0.126 0.228 
0.606 0.043 0.644 0.686 0.023 0.686 0.013 0.157 
0.164 0.109 0.165 0.088 0.081 0.164 0.077 0.154 
0.915 0.339 O. 708 2.511 0.339 22 0.300 0.2 
0.028 0.044 0.030 0.012 0.012 0.091 0.006 0.358 
41. 7 21. 6 11 1. 3 55.6 21. 6 1631 0.077 3.0 
0.670 0.036 0.684 0.318 0.036 0.684 0.300 0.023 
O. 776 0.106 O. 779 0.409 0.106 3.2 0.100 O. 7 
0.876 0.010 1.090 1.192 0.010 4.0 0.100 0.5 
0.077 0.036 0.070 0.134 0.036 0.395 0.080 0.213 
0.533 0.138 0.398 1.404 0.138 1.404 0.049 0.450 
1.631 0.090 1.088 0.946 0.09 78.8 0.600 0.2 
0.003 0.020 0.002 0.003 0.002 0.310 0.00036 0.191 

0.00066 0.00029 0.00065 0.00085 0.00029 0.013 0.00047 0.00085 



표 2-19. 이 실험에서 분석한 시편중의 %Fe 분석결과 요약 

Fe Total % Fe 
Sample Condition Shape (ppm) i In(P puprmi ) ty (Fe/total 

impurity) 

As received 6" target 3. 4 6.21 54.8 
Target 30. 8959835 EB melting button 3.0 9.71 

22142 

99% As received sponge 2000 10000 20.0 

Sponge EB me1t ing button 1631 1747. 26 93. 3 

As recei ved sponge 800 4000 20.0 

EB melting button 183 194.89 
93.8991225 

81969 

99.6% 1st EB melting ingot 41. 7 48.40 86.1 (50mm) 
Sponge 

2nd EB mel ting " 21. 6 24.94 86. 6 

3rd EB melting ” 11 1. 3 118.54 93.8 

4th EB melt ing ” 55. 6 66. 66 83.4 

협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들 

이 모두 직선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ICP로 측정한 값틀이 GDMS로 측정한 

결과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이 두 분석장비 고유의 특성에 기 

인하는것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GDMS의 경우에는 앞서 

실험방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같은 ArO 와 Fe의 질량분리능 문제도 차이점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침입형(비금속) 불순불 분석 

(1) 원료 티타늄의 영향 

고순도 금속에서 산소와 질소동의 가스 불순물은 통상 금속의 순도결정에 있어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침입형 원소인 가스 원소들은 금속의 전기적 및 기계 

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금속불순물 못 

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표 2-20은 각 시편의 산소， 질소 및 탄소의 함량을 측정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 산소와 질소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그러고 탄소는 

국립기술품질원에서 분석한 것이다. 가스 불순물들의 전체적인 변화경향을 살펴보 

면 이들이 전자빔 용해에 의해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금속 불순물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정련효과는 엿볼 수 없다. 산소와 탄소는 대부분의 경우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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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 티타늄 잉고트의 침입형불순물 분석 결과 

Sample Gas Impurity (ppm ) 
No. 

Designation Shape Oxygen Nitrogen Carbon Total 

l 4N5 target 6“ target 434 10 215 659 (as received) 

2 4N5 target button 325 12 278 615 ( remelted ) 

3 99% sponge sponge 500 30 100 630 

4 99% sponge button 1, 048 100 144 1, 292 melted 

5 99.6% sponge sponge 900 200 100 1, 200 

6 99. 6% sponge button 3, 186 38 173 3, 397 melted 

7 1st melting ingot 2.974 67 208 3, 249 

8 2nd melting ’/ 3, 131 86 270 3, 487 

9 3rd melting ” 3, 309 106 167 3, 582 

10 4th melting ” 3, 932 136 137 4, 205 

해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소의 경우를 보면 99.6% 스폰지의 경우 

200ppm에서 용해후 38-136 ppm 의 범위로 감소하였다. 원료 스폰지내의 가스불순 

물의 량은 스폰지 제조공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흔히 금속불순물의 량 

으로 표시되는 순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예를 들면 99% 스폰지의 경우 산 

소와 질소는 500ppm 과 30 ppm이었으나 보다 고순도인 99.6% 스폰지의 경우 900 

ppm과 200 ppm으로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료용 스폰지를 구입할 

때 진공용해에 의해 용이하게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스불순물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 EB drip 용해횟수의 영향 

가스불순물들의 EB용해거통을 알아보기 위해 초기산소량이 가장 많았던 99.6% 

스폰지를 4차에 걸친 drip 용해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2-18은 이때 용해횟수에 

따른 가스불순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산소의 경우를 보면 원료스폰지에 

는 900 ppm 이 있었으며 1차 용해후 3배이상인 2, 974 ppm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 

변 질소의 경우는 초기의 200 ppm에서 1차 용해후 67 ppm으로 약 113로 감소하였 

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용해하여도 더 이상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1차용해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산 

소의 경우도 증가폭은 감소되고 있으나 2차이상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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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산소 및 질소함량에 미치는 EB drip 용해횟수의 

영향 

해 구간에서 산소가 급증한 것은 진공누설때문이 아니고 진공오일동에 의한 오염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만약 진공누설에 의해 산소가 증가한 것이라 

면 질소도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되나 실제의 경우 질소는 약 115 로 크게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이후의 용해과정에서 산소와 질소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진공누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의 경우 2차 이후의 잉고트들 

의 경우 용해후 표면에 일부 산화에 의한 착색도 확인되었다. 어뺏던 가스불순물 

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앞서의 금속불순물들의 경우보다는 데이터들의 경향성 

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장비의 진공상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일 것이다. 앞으로 진공상태 및 원료내의 가스불순물의 량을 조절하여 EB용해에 

따른 가스불순물의 정련효과에 대해 보다 명확한 관계를 도출할 것이 요망된다. 

재
 



다. 티타늄 잉고트 물성에 미치는 불순물의 영향 

(1) 비저항 (Electrical Resistivity) 

(가) 치환형(금속) 불순물의 영향 

고순도 금속의 저항은 금속내의 총불순물의 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 

다. 이러한 관계는 본 실험에서 얻은 각종 분석치의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좋 

은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온저항은 액체 He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측정장비가 고가이며 또 냉매인 액체 

He의 가격이 비싸서 대신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저온저항을 측정하였다. 표 2-21은 

본 실험에서 용해한 모든 잉고트 또는 button에서 각각 4개씩의 저항측정시편을 제 

작하여 얻은 상온비저항치 ( PRT ), 저온비저항치( PNZ )와 이로부터 계산된 정항비( PRT/ P 

N2 )를 수록한 것이다. 여기서 1-4차 용해는 99.6% 스폰지를 용해하여 제조한 잉고 

트틀을 표시하고 있다. 문헌상에 나온 99 . 9% 티타늄의 비저항(Metal Handbook)은 

420 nQ. m (20oC) 이었다. 표에서 상온비저항치를 비교해 보면 구입한 타켓트 

및 이를 채용해한 경우가 461 nQ. m 와 466 nQ . m 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 

며 4차 용해한 잉고트의 경우가 상온 및 액체질소온도에서 가장 비저항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 19는 각 시펀들의 GDMS로 분석치 (금속불순물)와 상온 및 

저온비저항을 플롯한 것이다. 그림은 이들의 비저항이 금속불순물들의 량과는 무 

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99.9%급이상의 고순도 금속에서는 금속불순물들이 

저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침입형(비금속 ) 불순물의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속불순물은 상온 빛 저온비저항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 

다. 그립. 2-20은 비금속 불순물량과 비저항과의 관계를 플롯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온비저항은 침입형 불순물의 량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온에서의 비저항도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고 증가하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상온에서의 비저항값의 표준편차와 저온에서의 표준편차가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상온에서의 저항측정시 여러 가지 저 

항의 발생요인 즉 격자의 열진통(P th ), 시편의 격자결합(Pd)들이 가공상태에 따라 

시편마다 다를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들이 저온에서는 줄어틀어 불순물에 의한 영 

향(P i ) 만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저항측정 시편을 제작하 

는 경우 시면가공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산화동에 따른 침임형 고용원소들의 침투， 오염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밀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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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티타늄 잉고트의 비저항 측정 결과 

기전력 (mv) 

혹경 
p (nQ-m) 

Sample pRTI p N2 
RT N2 RT N2 

0.0567 0.0130 10mm 510.30 117.00 4.36154 

4.22 :t 99% 0.0564 0.0134 10mm 507.60 523.8 120.60 124.2 :t 4.20896 
sponge 0.0585 0.0139 10mm 526.50 :t 19.8 125.10 7.4 4.20863 0.10 

0.0612 0.0149 10mm 550 . 80 134.10 4.10738 

0.0570 0.0062 10mm 513.00 55 .80 9.19355 

Tar용get 0.0450 0.0048 10mm 405.00 465.8 :t 43 . 20 49.5 :t 5 9.37500 9.40 :t 
재 해 0. 0470 0.0052 10mm 423.00 60.3 46.80 .6 9.03846 0. 42 

0.0580 0.0058 10mm 522.00 52 . 20 10.00000 

0.0602 0.0151 10mm 54 l. 80 135.90 3.98675 

99.6% 0. 0520 0.0132 10mm 468.00 51 l. 2:t 118.80 130.7 :t 3.93939 3.91 :t 
sponge 0.0560 0.0147 10mm 504 . 00 32.9 132. 30 8. 1 3.80952 0. 08 

0.0590 0.0151 10mm 531 . 00 135.90 3.90728 

0.0760 0.0088 15mm 456.00 52.80 8.63636 

구입 0.0820 0.0091 15mm 492 . 00 460 . 5 :t 54.60 49.8 :t 5 9.01099 9.29 :t 
Target 0. 0690 0.0070 15mm 414.00 34 . 4 42.00 .6 9.85714 0.56 

0.0800 0.0083 15mm 480.00 49.80 9.63855 

0.0640 0.0159 10mm 576.00 143. 10 4.02516 

0. 0690 0.0170 10mm 621.00 587.3 :t 153.00 140.9 :t 4.05882 4. 18 :t l 차용해 
0.0670 0. 0150 10mm 603.00 3l. 5 135. 00 9.3 4.46667 0.20 

0.0610 0.0147 10mm 549.00 132.30 4.14966 

0.0900 0.0249 15mm 540 . 00 149.40 3.61446 

0.0990 0.0270 15mm 594.00 554 .3 :t 162. 00 148.4 :t 3.66667 3.76 :t 2차용해 
0.0985 0.0270 15mm 59 l. 00 48 . 3 162.00 19.8 3.64815 0.23 

0.0820 0.0200 15mm 492.00 120. 00 4.10000 

0.0830 0.0220 15mm 498 . 00 132. 00 3. 77273 

3차용해 
0.1170 0.0300 15mm 702.00 564 . 0:t 180.00 146. 9:t 3. 90000 3. 84 :t 
0.0830 0.0210 15mm 498.00 96. 2 126.00 24.2 3. 95238 0.10 

0. 0930 0. 0249 15mm 558 . 00 149. 40 3. 73494 

0.1120 0. 0320 15mm 660.00 192.00 3.43750 

0.0930 0.0265 15mm 558.00 617.3 :t 159 . 00 168.3 :t 3. 50943 3.68 :t 4차용해 
0.1097 0. 0260 15mm 658.20 50. 4 156. 00 16.4 4.21923 0.36 

0.0988 0. 0277 15mm 592.80 166.20 3.5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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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경우 측정한 각개의 비저항값보다는 이들의 비와 금속의 순도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 2-21은 침입형 불순물(탄소， 산소， 질소)의 총량과 저항비 

와의 관계를 그런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항비 (p따I PNZ)는 시면내 

의 가스 불순물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이들은 가스불순물이 0-1000 

ppm 인 구간에서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1000 ppm 이상이 되면 감소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한 금속의 순도추정은 총비금속불순 

물이 1000 ppm이하인 경우에 순도를 비교하는데 좋은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총 비금속불순물이 1000 ppm이상인 경우 불순물의 증가에 따른 저항 

비의 감소는 미미하며 이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비저항-온도곡선 

이제까지 고순도 금속의 전기저항이 불순물 그중에서도 가스불순물이 증가함에 따 

라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온도가 강하함에 따라 이들 저 

항치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온도에서의 저항을 측정하였 

다. 그림 . 2-22는 온도강하에 따른 비저항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 직선 

으로 표시된 것은 상용타켓트를 용해한 button 시편의 저항곡선이며 점선으로 표시 

된 것은 99.6% 스폰지를 용해한 button 시편의 곡선이다. 비저항은 전온도구간에 

서 고순도의 상용타켓트를 용해한 경우가 스폰지를 용해한 경우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온-250K의 좁은 온도구간에서 저항이 급격하게 떨 

어지고 있으며 이 이하의 온도구간에서는 데이터의 fluctuation이 매우 크게 나타 

났다. 이것은 실험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온으로 갈수록 전압측정 구간이 

작게 설정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실험에서는 냉각중에 접접동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중이다. 

(2) 경도 (Hardness) 

금속의 기계적 성질은 불순물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고순도 금속의 경우에는 치환형 원소 

들은 그 양이 매우 작고 또 대개의 경우 치환에 따른 격자의 왜곡이 크지 않아 경 

도나 강도뭉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에 비해 침입형 원소 

인 가스불순물들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계적 

성질과 비금속 불순물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다[2-24 ， 25 ， 26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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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은 본 실험에서 용해한 시펀들의 B미nell 경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소의 합량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있으며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변 질소의 경우는 함량의 범위 

가 작아서 산소와 같은 스케일로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데이터의 scattering 

이 산소의 경우보다 크기는 하지만 역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또 하 

나의 침입형 고용원소인 탄소의 경우에는 경도와의 특정관계를 도출할 수 없었으며 

그립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탄소의 경우 분석오차가 크거나 또는 탄 

소가 경도의 증가에 기여하는 비율이 산소나 질소들에 비해 작아서 탄소량만을 플 

롯하는 경우 다른 침임형 원소의 영향이 이를 상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침입형 불순물과 경도와의 관계는 종종 산소당량(oxygen equivalent) 라는 표현 

을 통해 설명되어 왔으며 다음식과 같이 표현된 산소당량의 명방근에 비례한다고 

보고되었다[2-28] . 여기서 산소당량은 산소당량(Oxygen equivalent) = 2/3 C + 0 

+ 2 N (%) 로 정의하였다. 이 식을 보면 특정불순물의 증가량이 경도에 미치는 영 
향은 질소， 산소， 탄소순으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탄소량과 경도가 특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과도 일맥 상통하고 있는 것으 

로보인다. 

산소당량과 경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실험에서 측정한 경도치와 가스 

분석 데이터를 플롯하여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림 2-24는 산소당량과 경도(VHN)과 

의 관계를 플롯한 것이다. 이들 시편의 경도는 VHN = 24 + 335 x (산소당량)0.5 

로 산소당량의 명방근에 비례하였다. 

한면 VHN 대신에 BHN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소당량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립 2-25는 산소당량과 BHN 측정치를 플롯한 것이다. 그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BHN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도 산소당량과 경도와의 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BHN = 91 + 951 x (산소당량)1. 9 가 되어 경도(BHN)가 산소당량의 1. 9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이 티타늄금속의 불순물의존성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Microvickers의 최대하중이 1kg 

에 불과하고 또 용해된 시편의 결정립이 매우 조대하고 방향성이 있어 압흔이 한 

결정면에 생긴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Brinell 경도가 보다 명균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81-



300 
。 • 

250 뉴 / 

.‘// 
/ 

/ 

/ --z / 
I / 
m / 

150 
/ 

/ 
/ 

y 
100 뉴 gr / 。 Nitrogen 

• Oxygen 

50 
o 1000 2000 3000 4000 5000 

Oxygen and Nitrogen (ppm) 

그립 2-23. Brinell 경도에 미치는 산소 빛 질소 함량의 영향 

300 

250 

200 

z 
I 150 
>

100 

50 

0 

VHN = 24 + 335 x (Oxygen equivalent)0 5 

0 .0 0.1 0 .2 0 .3 0.4 0 .5 0.6 

Oxygen equivalent (%) 

그림 2-24. Vickers 경도에 미치는 산소당량의 영향 

-82 -



350 

150 

300 

250 

n U m Z 

工
띠
 

100 

BHN = 91 + 951 X (oxygen equivalent)19 
50 

0.0 0.1 0.2 0.3 0.4 0.5 0.6 

Oxygen equivalent (%) 

그림 2-25. Brinell 경도에 미치는 산소당량의 영향 

여
 ω 



제 5 절 티타늄의 고순도화 

1. 개 요 

목표로 하는 고순도 티타늄을 제조，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전처리공정， 진 

공용해 기술， 그리고 불순물 분석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고순도 금속의 특성명가기 

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티타늄(99.9%급)에 대한 제4절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종의 서로 다른 순도의 스폰지 티타늄과 4N5급 

(99.995% ) 의 펠렛， 폐타켓트 스크랩， 산세 및 Ca 처리한 스폰지 티타늄 및 스크 

랩퉁 다양한 원료를 전자빔으로 용해하고 불순물(금속 및 비금속)을 조사 • 분석하 

였다. 특히 용해장비와 관련하여 전자빔 용해장치의 진공 seal을 수정 • 보완함으 

로써 용해시 mel ting chamber의 진공도를 제4절 연구(8. Ox10-4 mbar)보다 향상된 

2. Ox10-4 mbar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다. 불순물분석 방법으로는 상용 타켓트의 표 

준적인 금속불순물 분석방법인 GDMS와 가스분석법을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가. 티타늄 잉고트 제조 

(1) 원료 티타늄의 전처리 

그럼 2-27은 전자빔 용해법의 정련특성 빛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4종 

의 시판 스폰지 티타늄이며 사진에서 1은 99%up , 2는 99.9%, 3은 99.99% 이었고 4 

의 펠렛형 원료의 순도는 4N5급(99 . 995% ) 이다. 타켓트 스크랩은 반도체 제조공정 

에 이용된후 혜기된 4N5급 ( 99.995%)의 상용 반도체용 스퍼터렁 타켓트(Tosoh SMD 

社)이었다. 필요에 따라 용해전에 산세 및 Ca 처리를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 

2-22에 요약하였다. 

스폰지 티타늄은 주위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해직전 포장을 개봉하 

여 사용하였다. 타갯트 스크랩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공정충 또는 폐기후 오염이 

되어 있어 25mm 이내로 절단한 시료를 질산 20%와 불산 10% 의 흔합 용액으로 10분 

간 산세한 후 중류수로 수세-건조하여 용해에 이용하였다. 원료표면에 남아 있는 

오염물 및 산화충 제거를 위한 산처리 및 Ca 처리공정을 그립 2-28에 보였다. 

Ca 처리공정은 먼저 시료에 Ca을 첨가하여 잘 섞은 다음 스테인레스강제 용기에 

밀봉하였다. 이를 Ca이 용해되는 온도인 900 .C (진공도 5.0 X 10-2 torr)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하여 표면의 산화충을 다음과 같이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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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27. 원료 스폰지 티타늄( 1. 99%up 2. 99.8% 3. 99.99%) 

및 펠렛의 외관(4. 99.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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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z + Ca(g) • Ti + 2 Ca이 s) (2-10) 

처리한 시료의 반응생성물인 CaO는 붉은 염산용액으로 제거하였으며 세척한 후 

진공 건조하여 전자빔 용해에 사용하였다. 

표 2-22. EB 버튼용해에 사용된 원료 티타늄 

Grade Packing Maker (w%) 

99 up lkg 高純度化學( 日)

Sponge 99.8 9kg CERAC(USA) titanium 
99.99 500g 高純度化學( 日)

Ti tanium 4N5(99.995) 500g CERAC(USA) pellet 

Target scrap 4N5(99.995) 2kg Tosoh SMD 
(USA) 

10wt% Ca• 

10% HCl • 

pure water• 

Sponge titanium. pellet and 
target scrap 

Mixing with Ca 

Canning in STS 304 bottle 

Heat treatment in vacuum 

Leaching 

Washing 

Vacuum drying 

Pretreatment method beforel 
EB melting 

Non Pickling Ca-Treat 

。 。

。 。

。 。

。 。

。 。

• 850.C lhr 
5.0 X 10'2 torr 

• 1 x 10'ι torr 

그림 2-28. 원료 티타늄의 Ca 처리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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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B 버튼용해 

연구에 사용된 lOOkW급의 다용도 전자빔 용해장치 (EMO-IOO , 독일 Von Ardene 

Anlagentechik GmBH)의 상세한 내용은 제4절에 수록되어 있다. 티타늄을 용해할 때 

분위기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며 정련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진공이 유리하다. 전 

자빔 용해장치의 leak으로 인하여 4절의 실험에서는 melting chamber 내의 진공도 

를 8. OxlO-4 mbar를 유지한채 전자빔 용해한 결과이다. 이에 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자빔 용해장치 di ffusion pump의 냉각수 누출， plate val ve 및 angle valve의 

seal 동의 여 러가지 문제점을 수정 • 보완함으로써 용해시 melting ch뻐ber의 진공도를 

향상시켜 2. OxlO-4 mbar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림 2-29는 버턴시펀의 용해공정도 

이다. 

100g 

2 times 

W=100g 

2.0xl0-4 mbar 이 하 

2.0xl0-4 mbar 이하 

GI뻐S ， Hardness 
Electrical Resistivity 

그립 2-29. EB 버튼용해 공정도 

소정의 무게로 정량한 원료소재는 button mold의 hole에 장입한 후 용해하여 직 

경 50mm , 두께 10mm의 버튼 잉고트로 제조하였다. 이때 용해시 이웃하는 버튼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료소재의 종류별로 장입하였다. EB button 용해시 원료 

소재 종류별 시펀 ID, 용해조건， 용해전후의 무게변화에 대한 자료를 표 2-23에 요 

약하였다. 용해시 me 1 t i ng chamber 내의 진공도를 3.0xlO-4 mbar 이하로 배기한 

후， Ar 가스를 intermediate chamber에 주입하여 5.5xlO싫bar로 조정하였다. 

Cahtode chamber의 진공도가 <2.05xlO-5 mbar임을 확인한 후 전자빔을 켜고 용해를 

시작하였으며 이때 전자빔 de f1 ection mode는 원형의 ell ips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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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EB 버튼용해 조건 및 시편 ID 

Raw Weight 10ss me1ting 
EB me1ting ( × 1 V 0a4cuu mmbar ) Pretreat No_ of power 

materia1 10 method me1ting AW( ) Yie1d 
time 

initia1 e(nsdeicn)g (Purity %) (sec) mln. ending g) I (%) -fina1 
0 110. 2 

1-1 1st 102.2 92. 7 360 1-10 30 6.0 3.0 

Sp(9onge Ti 2nd 101. 9 92.4 180 5-12 30 3. 0 2.5 
9%up) 0 11 1. 7 

1-2 Ca 1st 84. 9 76. 0 900 1-10 30 8.0 3. 0 
2nd 79. 1 70.8 180 5-12 30 3.0 2. 5 
0 119.7 

2-1 1st 106.4 88.9 360 1-10 30 6.0 3. 0 

Sp(9。nge Ti 2nd 104.3 87.1 180 5-12 30 1. 5 1. 2 
9.8%) 0 118.5 

2-2 Ca 1st 98.5 83. 1 1200 1-10 30 8. 0 2.0 
2nd 92. 1 77. 7 180 5-12 30 2.0 1. 5 
0 110. 5 

3-1 1st 103.5 93. 7 420 1-10 30 6. 0 3.0 

S(p9。9n.g9e9 Ti 2nd 99. 9 90. 4 180 5-12 30 1. 5 1. 1 
%) 0 110. 9 

3-2 Ca 1st 93. 5 84 . 3 1260 1-10 30 8.0 2.0 
2nd 87. 7 79.1 180 5-12 30 1. 5 1. 1 
0 108.8 

4-1 1st 108.3 97. 7 180 5-10 30 3.0 2‘ 0 
Ti pe11et 2nd 107. 8 97.3 180 5-12 30 2.0 1. 5 
(99.995%) 0 110. 0 

4-2 Ca 1st 108.7 98. 8 300 3-10 30 8.0 2.0 
2nd 106.9 97. 2 180 5-12 30 2.0 1. 5 
0 120. 3 

5-1 1st 119.3 99. 2 180 5-10 30 3.0 1. 4 
2nd 117.3 97.5 180 5-12 30 1. 5 1. 0 

Target 0 116.7 
scrap 5-2 Pickling 1st 115.4 98. 9 180 5-10 30 4.0 2. 0 

(99.995%) 2nd 114.6 98. 2 180 5-12 30 2.0 1. 2 
0 108.4 

5-3 Ca 1st 103.3 95. 3 180 4-10 30 5.0 2. 2 
2nd 101. 5 93. 4 180 5-12 30 2.0 1. 2 

(가) 스폰지 티타늄의 용해 

스폰지 티타늄의 경우 용해시 부피를 줄이기 위해 직경 50mm의 mold에 넣고 1000 

kg/ cnf의 압력으로 성형하여 사용하였다. 1차 용해에서는 스폰지 티타늄에서의 급격한 

가스방출로 생기는 spitting현상을 억제하고 ca thode chamber의 진공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3.0x10해bar 이하) melting chamber 내의 진공도를 5.0x10-4 mbar로 유지시 

키면서 beam power를 1kW로부터 천천히 증가시켰다. 

용해가 완료된 후 가스의 방출이 거의 없어지면 beam power를 10kW로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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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동안 유지하였다. 용해를 끝나기 직전의 진공도를 표 2-23의 ending(1 st) 에 

수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용해에는 360초 정도 소요되었다. 냉각후 melting 

chambe r의 문을 열고 버튼형 잉고트를 mold로부터 제거하고 mold 내를 청소하였 

다. 칭량이 끝난 잉고트를 뒤집어 장입하고 1차용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용해준 

비가 되면 2차용해를 시작하였다. 이때 1차용해때와는 달리 표면의 일부에만 스폰 

지 티타늄이 남아있어 가스가 거의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beam power를 5kW로 천천 

히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12kW로 설정하고 30초동안 유지하였다. 용해종료 직전의 

진공도를 표 2-24의 ending(2nd)에 보였으며 용해시간은 3분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Ca 처리한 스폰지 티타늄의 경우 1차용해시 많은 가스와 spitting 현상이 발생되 

어 ca thode chamber의 진공도 저하를 5.0x10해bar까지 허용하고 mel ting chamber 

내의 진공도를 8.0x10-4 mbar로 높게 유지하여도 15-20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었 

고 Ca 처리한 경우의 수율(yield)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았다. 그러나 2차용 

해의 경우에는 Ca처리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였다. 

(나) 펠렛 빛 타켓트 스크랩의 용해 

기본적인 전자빔 용해법은 스폰지 티타늄의 경우와 통일하였으나 원료자체가 고 

순도의 잉고트이므로 용해시 가스 발생이 없어 1, 2차용해시 모두 초기를 제외하고 

는 1. 0-2. Ox10-4 mbar의 양호한 진공하에서 360초 통안 용해하였다. 수율도 98%이 

상의 높은 값을 보였다. Ca 처리한 경우에도 스폰지 티타늄의 경우와는 달리 용해 

초기를 제외하고는 가스 방출이 없었으나 수율은 95% 정도로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용해시간은 180초 정도 소요되었다. 

(3) EB drip 용해법에 의한 티타늄 잉고트 제조 

전자빔 용해법은 주로 고융점， 고활성 금속 빛 합금의 채용해， 잉고트 제조 빛 

고순도화등의 분야에 주로 사용되며 고진공 분위기와 고에너지의 전자빔을 사용하 

므로 불순물의 정련효과가 크다. 또한 부대장비의 설치에 따라 대정련， button용 

해 drip 용해， co 1 d hearth용해가 가능하므로 티타늄 및 그 합금개발의 청정용해 

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EB button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직경 80mm 잉고트 제조를 제조하였다. 이 때 EB drip 용해 • 연속주조법을 사용하였 

으며 개략적인 실험방법을 그림 2-30에 보였다 

Drip 용해시 피용해재는 granule feeder 또는 bar feeder가 이용되 며 본 실험에 

서는 granule feeder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2-30에 보인 바와 같이 스 

폰지 티타늄 50kg을 granule feeder에 장입하였다 EB drip 용해， 연속주조시 잉고 

트의 크기는 각각 crystallizer 내부의 수냉동 도가니의 직경과 puller의 stroke에 

의존하므로 직경 80 mm의 crystallizer를 사용하였으며 상세한 전자빔 용해조건을 

표 2-24에 보였다. 잉고트 제조는 먼저 기존의 seed ingot을 puller head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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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 Ti 

Charging 
in Granule Feeder 50kg 

Evacuation 1. 5-7. OxlO-4 mbar 

EB Orip melting 1. 5-5. Ox10-4 mbar 

Analysis 

그림 2-30. 전자빔 용해， 연속주조에 의한 잉고트 제조공정 
( 잉고트 직경 80mm) 

표 2-24. Granule feeder를 이용한 전자빔 용해， 연속주조 조건 

Specimen Raw Oia. of Pu l1 ing Beam Beam Vacu4Iunbma 
10 material crystallizer speed p(okwWe)r mode ( x lO-'mbar) (mm) (mm/min. ) 

80-1 Ti s%pounpg)e 
(99 80 mm 5 20 ell ipse 5.0-7.0 

80-2 " ” ” " " " 20 5.0-6.0 

80-3 " " " " " " 25 " " 1. 5-3. 0 

하여 crystallizer 상부에 위치시키고 feed stock(compact)을 bar feeder holder에 

장착한 다음 crystallizer 내경 근처까지 이동시킴으로써 용해준비가 완료된다. 이 

후 진공도를 3.0x10해bar이하로 떨어뜨린 후 cathode chamber의 진공도가 저하하 

지 않도록(3. OxlO-smbar 이하) melting chamber 내의 진공도를 5.5xlO-4 mbar로 유 

지시켰다. Melting chamber의 진공도는 Ar 주입량을 조절하여 용해시 소정의 진공 

도를 유지하도록 조정하였다. 진공도를 6.0xlO-4 mbar로 유지시킨 다음 전자빔을 

켜고 스폰지 티타늄 compact를 용융시켜 pool을 형성시켰다. 다음에 granule 

feeder를 작동시켜 스폰지 티타늄을 crystallizer 내로 떨어뜨리고 동시에 puller 

을 아랫쪽으로 내리면서 연속주조를 진행시켰다. 이때 전자빔의 power는 예비실협 

의 결과에 따라 가장 작업조건 및 잉고트의 표면상태가 양호하였던 20kW 및 25kW로 

고정하였고 puller의 하캉속도는 스폰지 티타늄의 용해시 spitting 현상을 억제하 

기 위하여 0.5mm/min로 낮게 유지하였다 Crystallizer 내에서의 melt의 높이는 

위로부터 15-30mm를 유지하도록 granul e f eer‘로부터의 스폰지 티타늄 공급속도를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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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티타늄 잉고트의 분석 

제4절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순도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원소 개수를 늘렸다. 즉 타껏트 제품의 분석 규격표에 일반적으로 수록되는 33 

개의 금속원소 빛 4개의 가스불순물로 정하였다. 분석은 미국의 타켓트 제조회사인 

Tosoh SMD社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33개 금속원소의 총량으로부터 각 시편의 순 

도를 결정하였고 同社의 표준규격과도 비교하였다. 아울러 국립기술품질원에도 통 

일 batch의 시연을 분석의뢰하여 본 실혐에서 제조한 고순도 티타늄의 GDMS 분석결 

과 및 순도에 대한 객관성인 비교명가를 하고자 하였다. 가스불순물 측정에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고온연소법이 이용되며 이중 산소와 질소는 LECO TC-436 그러고 

탄소는 LECO CS-244로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가. 스폰지 티타늄의 용해전 처리 

티타늄은 산소와의 친화력이 극히 큰 금속이다. 따라서 스폰지 또는 재활용을 

위해 수집한 스크랩들의 경우 표면의 산화를 피할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산화층 

이 두꺼운 스크랩의 경우는 질산용액(질산 20% , 불산 10%)을 사용하여 산세처리한 

후 용해하거나 또는 분말제조 실험에 사용하였다. 산세처리시 반도체용 타켓트와 

같이 순도가 높은 티타늄은 급격하게 가스를 방출하며 단시간에 금속광택을 회복하 

였다. 그러나 순도가 낮거나 기공이 많은 스폰지와 같은 티타늄의 경우 산세처리 

후 금속광택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표면에 부분적인 착색현상이 나타났으며 철동의 

주요불순물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스폰지를 용해하는 

경우는 산세처리를 하지 않고 용해하였다. 

티타늄 스퍼터렁 타켓트를 비롯한 반도체용 금속의 경우 금속불순물 못지않게 비 

금속 불순물 특히 산소량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크랩동을 전자빔동으로 용해하기 전에 Ca동을 사용한 탈산처리법이 일 

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티타늄 스크랩의 채용 

해 및 활용을 연구 목표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Ca에 의한 티타늄의 탈 

산처리의 가능성을 판단할 팔요가 있어 용해전처리의 하나로 탈산 기초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탈산효과는 타켓트 스크랩과 같이 벌크 형태인 경우 비표면적이 

작아서 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표면적인 큰 티타늄 

분말을 사용하여 탈산실험을 수행하였다. 탈산실험은 상용분말(고순도화학 99.9%) 

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표 2-25는 각종 처리후 산소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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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상용 티타늄 분말(99.9%)의 탈산처리 예비 실험결과 

산소 
처리조건 (ppm) 

4480 고순도화학 분말 구입상태 

2 5450 8000C 1hr 진공열처리 

3 3840 산세처리 

4 3240 10 wt% Ca 8000C 1hr, 산세처리 

5 5820 8500C 1hr 진공열처 리 

6 3000 10 wt% Ca 첨가， 8000C 1hr, 산세처 리 

7 2460 30 wt% Ca 첨가， 8000C 1hr, 산세처 리 

8 2320 50 wt% Ca 첨가， 8000C 1hr, 산세처 리 

註) 산세처리 10% HCl 용액 • 세척 • 건조 

구입한 상태의 분말을 분석한 결과 산소량은 4480 ppm이었으며 이 분말을 단순히 

10% 염산용액으로 산세처리만 한 경우에도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세처 

리는 반웅생성물인 CaO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다. 산세， 세척， 건조 

동의 공정에서 티타늄 분말이 물과 계속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표면산화에 

의해 산소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다행히 분석결과 산세과정을 통해 산소량 

이 약 600 ppm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티타늄 분말을 진공열처리만한 경우는 산소량이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온이 요구되는 용해 및 분말야금공정에서 산소량 제어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구입분말중의 초기산소 4480 ppm은 8000C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후 5450 

ppm으로 증가하였다. 한펀 8500C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 한 경우 산소량은 5820 p때으로 

나타나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소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말증의 

산소량은 첨가한 Ca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30"...6 이상에서는 약 

2300 p때 정도로 저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탈산 예비실혐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스폰 

지나 스크랩원료의 경우에도 ca 탈산처리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용해전 
처리 공정중의 하나로 선택하였다. 

나. 원료 스폰지 티타늄 순도의 영향 

표 2-26은 전자빔 용해에 의해 제조한 버턴시편의 용해전과 용해후의 금속불순 

물을 GDMS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 때 GDMS로 분석한 33개의 금속원소중 구입한 스 

폰지에 불순물조성이 표시된 일부 금속만을 수록하였다. 용해한 시펀의 순도(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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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전자빔 버튼용해한 스폰지의 GDMS 분석결과 

1-1 2-1 3-1 4-1 

Raw EB Raw EB Raw EB Raw EB 
Mater‘ ial button Material button Material button Material button 

Al 50 204 300 62.5 30 10. 3 3.24 
Ca 1. 9 <100 1. 0 10 1. 7 1. 67 
Cr 200 422 <1 00 119 10 0.69 0.941 
Fe 5800 2235 <1 00 103 20 22.5 32.5 
Mg 100 0.3 300 0.1 30 0.1 0.08 
Mn 20 0.05 <1 00 0.21 0.03 O. 761 
M。 10 7.06 0.425 0.2 0.503 
Na 40 0.316 11.0 0. 676 1. 28 
Ni 100 180.0 84. 7 2.9 O. 721 

총그a( 속A PI돌 Hτ A돌 n 10000 3589 2000 530 100 51. 3 50 54 ppm) 

순도(%) 99 up 99.6411 99. 8 99. 9470 99.99 99.9949 99.995 99.9946 

정련율(%) 64 74 49 -8 

100에서 GDMS로 분석한 33개 금속원소의 총량을 뺀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이후의 모 

든 계산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상적인 관례대로 비금속불순물 즉 가 

스불순물은 순도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전자빔용해에 의한 각 원료금속의 정련효과는 33개 원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치 

가 있지 않는 한 정량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특히 스폰지원료의 경우는 각개 스 

폰지별 조성이 상당히 불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원료의 순도 

로 부터 역으로 계산한 원불순물량과의 단순비교에 의해 전체적인 정련정도를 알아 

보았다. 여기서 정련율(%) = 100 x (불순물감소량(ppm) /원불순물량(ppm) ) 로 정의 

하였다. 불순물감소량은 초기불순물-최종불순물로 전자빔용해에 의해 제거된 금속 

불순물의 총량 그러고 원불순불량은 원료스폰지의 분석표에 표시된 순도로부터 역 

으로 계산한 초기 금속불순물의 총량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2-31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각 원료의 정련율(% )을 원료의 순도에 

대해 플롯한 것이다. 그림의 V는 IKeda퉁[2-29] 의 데이타 그러고 A는 Braga 둥 

[2-30] 의 데이터이다. 이틀은 Si을 전자빔용해한 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Braga의 데이타는 대상금속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 

실혐의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치하고 있으며 정련율이 99.8% 이상이 되면 급격 

하게 감소하고 있다. 한편 99% up 스폰지의 정련율은 Ikeda퉁의 값보다 상당히 높 

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99% up으로 표시된 스폰지의 순도는 99% 이상 

일 것이기 때문에 99%로 계산한 불순물의 총량 및 정련율도 따라서 낮아져 Ikeda 

동의 데이터에 보다 접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32는 원료 스폰지 티타늄의 순도와 용해된 시변의 순도를 플롯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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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원료 스폰지 티타늄의 순도(% )와 정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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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점선은 원료와 용해시편의 순도가 통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험데 

이타와 접선과의 차이가 전자빔용해에 의한 순도의 상승분에 해당하며 그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료의 순도가 높아질수록 순도의 증가폭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 

다. 따라서 99.99% 이상의 고순도 원료를 용해하는 경우 더 이상의 현저한 정련효 

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전처리， 용해， 분석동의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고순도 티타늄을 제조하는데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7은 스폰지를 전자빔으로 용해한 시편의 가스 불순물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스불순물의 총량은 원료 스폰지의 순도가 99.8% (용해후 99.947%) 인 경우 415 

ppm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고순도이 었던 99.995% (용해후 99.995%) 시변의 경우 

가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원료스폰지의 순 

도， 용해후의 순도와 가스 불순물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소는 총가스불순물의 81%-94%를 차지하고 있다. 까‘효E 
-'-一

지의 산소분석은 시료의 채취， 덩어리별 차이점뭉의 문제점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재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석기법의 도출이 요망된다. 이러한 점틀을 

종합해보면 전자빔으로 용해한 티타늄의 불순물 특히 산소는 원료내에 존재하는 초 

기산소량에 의해 결정되며 전자빔용해중에 산소정련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스퍼터링 타켓트 스크랩의 채용해 실험결과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스퍼터링 타갯트의 경우는 제품의 특성상 산소량이 매우 정확하게 조절， 

분석되기 때문에 이들을 채용해하게 되면 용해중의 산소정련 또는 오염가능성에 대 

해 보다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2-27. 버튼용해한 티타늄 잉고트의 가스분석 결과 

1-1 2-1 3-1 4-1 

C 15 86 32 42 
N 10 46.67 10 55 
0 390 563 419 848 
S 0.485 2.81 0.4 14.3 

총가(스 pp불m)순물 415.485 698.48 461. 4 959.3 

순도 (%) 99.6411 99.9470 99.9949 99.9946 

다. 타켓트 스크랩의 버튼용해 

타켓트 스크랩을 채용해하는 경우 원래의 고순도를 거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28은 스크랩을 채용해한 후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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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전자빔으로 용해한 타껏트 스크랩의 GDMS 분석결과 

5-1 5-2 5-3 4-1 Tosoh(4N5) MAX(4N5) average 
Ag 0.005 0.029 0.009 0.007 0.026 
A1 2.400 2.950 2.150 3.240 2.600 5 
As 1. 150 0.922 0.849 0.134 0.200 
Au 0.026 0.037 0.030 0.025 0.060 
B 0.008 0.070 0.025 0.108 0.004 

Bi 0.002 0.004 0.005 0.001 0.002 
Ca O. 700 1.200 2.880 1.670 0.500 5 
Cd 0.026 0.010 0.010 0.048 0.010 
C1 0.069 0.066 0.043 0.419 0.300 
Co 0.293 0.391 0.305 0.658 0.040 5 
Cr 0.312 0.426 0.288 0.941 1.200 35 
Cu 1.090 1.080 0.629 1.250 0.800 10 
F 0.140 0.128 0.098 0.747 0.020 
Fe 12.80 7.280 16.80 32.50 5.800 35 
K 0.295 0.283 0.229 0.506 0.060 2 
Li 0.004 0.003 0.005 0.001 0.003 
Mg 0.200 0.200 0.100 0.080 0.100 5 
Mn 0.057 0.100 0.062 O. 761 0.060 20 
M。 0.400 0.448 0.200 0.503 0.050 10 
Na 0.670 1.170 0.473 1.280 0.070 2 
Nb 0.317 0.309 0.609 0.044 0.070 
Ni 1.990 1. 710 18.50 O. 721 0.800 10 
P 0.004 0.003 0.005 0.022 0.002 
Pb 0.004 0.008 0.009 0.003 0.010 
Sb 4.970 4.040 4.510 0.291 0.010 
Si 1.640 0.588 0.336 3.900 0.500 10 
Sn 0.600 0.400 0.400 1.940 0.200 10 
Th 0.001 0.0011 0.0012 0.0063 0.001 0.01 
U 0.001 0.0011 0.0007 0.0003 0.001 0.01 
V 0.159 0.192 0.245 1.130 0.400 
w 0.060 0.080 0.100 0.312 0.090 
Zn 0.300 0.500 0.500 0.430 0.900 
Zr 0.080 0.060 0.040 0.837 O. 700 20 

총금(속 pp불ìiî)순불 30.773 24.6892 50.4459 54.5156 15.589 

휩풍 99.9969 99.9975 99.9950 99.9946 99.9984 

註) Tosoh (4N5) average Tosoh 社의 4N5(99.995%) 급 제품의 명균치 
MAX (4N5) Tosoh 社의 4N5(99.995%) 급 제품의 최대허용치 
5-1 천처 리하지 않고 용해 
5-2 : 산세처리 (20% 질산 + 10% 불산)한 후 용해 
5-3 : 산세처리후 Ca 탈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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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껏트와 순도가 같았던 4N5의 티타늄 펠렛의 분석결과(4-1)도 비교를 위해 함 

께 수록하였다， 표의 MAX(4N5)항과의 비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갯트를 재용 

해한 버턴 시펀들은 모두 Tosoh사의 4N5 급의 최대허용치범위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처리하지 않고 용해한 시면， 산세처리후 용해한 시면， 산세처리후 

Ca 처리한 시변의 총불순물은 30 ppm, 25 ppm , 빛 50 ppm으로 나타나 산세처리한 

경우가 가장 순도가 높았으며 Ca 처리한 경우 가장 불순물이 높다. Ca 처리한 경우 

증가한 주 불순물은 Ca , Fe 및 Ni 이었으며 이들은 Ca 자체의 불순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용해전 공칭순도가 99.995%로 타켓트와 동일하였던 펠렛형 시편의 용해결과 

를 비쿄해보면 Fe가 32.5 ppm으로 스크랩을 용해한 경우보다 20 ppm 이상 높은 것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99.995%의 펠렛을 용해한 시편(4-1)의 순도가 스크랩을 채 

용해한 시편의 경우보다 낮은 것은 다른 원소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도 있겠지 

만 무엇보다도 Fe 의 절대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스크랩형태 

의 원료는 용해전에 절단퉁의 가공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비해 펠렛형 시면은 구입 

상태로 용해하였기 때문에 스크랩의 경우보다 오히려 Fe의 오염가능성은 훨씬 낮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용해한 티타늄의 공칭순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Fe가 낮은 원료를 선택할 팔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9는 타켓트 스크랩을 용해한 시변의 가스분석결과로， 타켓트 스크랩을 사 

용하여 용해한 시편들의 가스불순물은 총량이 각각 361 ppm, 359 ppm 및 363 ppm으 

로 분석오차동을 감안하면 통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9. 전자빔으로 용해한 타켓트 스크랩의 가스분석 결과(ppm) 

Tosoh(4N5) 5-1 5-2 5-3 4-1 average MAX(4N5) 

C 40 32 31 42 33.6 200 

N 10 10 10 55 14.5 300 

0 310 316 321 848 288 700 

S 0.94 0.718 0.539 14.3 15.5 75 

총가스불순물 360.94 358.718 362.539 959.719 351. 6 

순도(%) 99.9969 99.9975 99.9950 99.9946 99.9984 

한편 동급의 순도를 갖는 펠렛형 원료를 용해한 경우는 총불순물이 960 ppm으로 

타켓트 스크랩을 용해한 경우보다 약 600 ppm정도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산소량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소동 

의 가스불순물은 전자빔용해를 통해 거의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순도 티타늄의 가스불순물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스불순물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 

거나 원료스폰지를 용해전에 특정원소 제거공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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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Ca 처리후 전자빔으로 용해한 스폰지의 GDMS 분석결과 

99% up 99.8% 99.99% 99.995% 
1-1 1-2 2-1 2-2 3-1 3-2 4-1 4-2 

Ag 0.020 0.026 0.003 0.020 0.007 0.004 0.007 0.004 
Al 204 161 62.500 57.400 10.300 1.840 3.240 6.180 
As 2.350 0.965 60. 700 32.800 2.500 1.750 0.134 0.153 
Au 0.168 0.139 0.035 0.241 0.331 0.405 0.025 0.137 
B 0.010 0.074 0.020 0.005 0.016 0.033 0.108 0.053 

Bi 0.009 0. 002 0.002 0.001 0.004 0.002 0.001 0.002 
Ca 1. 9 2.2 1. 0 1. 3 1. 7 2.65 1. 67 3.59 
Cd 0.096 0.373 0.225 0.499 0.010 0.111 0.048 0.090 
Cl 0.237 0.071 0.552 0.282 0.079 1.900 0.419 0.480 
Co 2.940 2.590 0.258 0.099 0.282 0.692 0.658 0.523 
Cr 422 151 119 126 0.69 4. 75 0.941 44.9 
Cu 2.61 4.17 0.442 0.885 0.3 4.31 1. 25 1. 21 
F 0.019 0.022 0.276 0.169 0.020 0.387 o. 747 0.004 
Fe 2235 1815 103 50 22.5 34.1 32.5 77.2 
K 0.113 0.030 0.693 0.020 0.060 4.650 0.506 0.020 I 
Li 0.007 0.002 0.001 0.001 0.004 0.002 0.001 0.001 
Mg 0.300 o. 786 0.100 0.200 0.100 0.080 0.080 0.200 
Mn 0.050 0.357 0.210 0.042 0.030 0.113 o. 761 1.880 
M。 7.060 6.440 0.425 1.710 0.200 o. 794 0.503 0.834 
Na 0.316 0.204 11. 000 4.420 0.676 9.410 1.280 0.117 
Nb 2.570 2.560 0.879 1.090 0.958 0.935 0.044 0.302 
Ni 180 423 84. 7 51. 4 2.9 200 o. 721 66.2 
P 1.200 1.320 0.026 0.012 0.004 0.178 0.022 0.060 

Pb 0.020 0.004 0.003 0.002 0.007 0.004 0.003 0.003 
Sb 1.950 2.020 8. 790 7.530 4.820 4.240 0.291 0.644 
Si 49.8 71 37. 7 45.1 1. 49 14.8 3.9 7. 91 
Sn 6.920 6.940 26.300 23.300 0.400 0.925 1.940 1.030 
Th 0.0035 0.0043 0.0004 0.0058 0.0017 0.060 0.0063 0.0023 
U 0.0038 0.0034 0.0005 0.0036 0.0013 0.0008 0.0003 0.0007 
V 1. 970 1. 610 0.032 0.047 0.239 0.188 1. 130 1.140 
W 432.000 4.400 0.226 48.300 0.276 5.270 0.312 82.400 

Zn 8.280 159.000 9. 720 81.400 0.400 2.800 0.430 12.400 
Zr 25.400 9.36 1.500 1.620 0.040 0.263 0.837 1.090 

총그I그(A =P=rP돋 님m를 )τ Ar걷 ai 3589 2826 530 536 51 297 54 310 

순도 (%) 99.6411 99.7173 99.9470 99.9464 99.9949 99.9704 99.9946 99.9690 

정련율(%) 64 72 74 73 49 -196 -8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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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료 스폰지 티타늄의 탈산처리 영향 

표 2-30은 전자빔용해전 Ca 처리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금속불순물의 경우 

는 순도가 가장 낮은 99% up 스폰지 및 99.9%의 경우는 일부 정련 효과가 있거나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고순도 원료인 99.99% 빛 99.995% 의 경우는 금속 

불순물들이 약 6배정도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중 전체적으로 증가한 원소를 살펴 

보면 Ca , Cu , Ni , Si , W, Zn 뭉으로 이틀은 탈산에 사용한 Ca에 포함된 불순물들 

이 아닌가 생각된다. 

Ca 탈산처리한 스폰지를 전자빔용해하는 경우 초기에 상당량의 가스가 방출되어 

챔버의 진공도가 크게 떨어져서 전체용해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보다 상당히 길었다. 이러한 가스들은 기공이 많은 스폰지중에 상당량의 수분， 

Ca , CaO 둥이 잔류하여 나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순도가 가장 높은 

99.995%의 경우는 펠렛형태의 금속이었기 때문에 기공이 없었으며 따라서 가스발생 

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Ca 처리한 경우 특히 스폰지형태 시편의 경 

우 다량의 산소가 함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탈산처리에 의한 산소량 감소의 효과는 예상과는 달리 전 

혀 없었으며 표 2-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히려 대폭적인 산소의 증가가 발 

생하였다. 

표 2-31. Ca 처리한 스폰지 티타늄의 버튼용해후 가스 분석결과 

99% up 99.9% 99.99% 99.995% 

1-1 1-2 2-1 2-2 3-1 3-2 4-1 4-2 

C 86 155 15 72 32 79 42 68 

N 46.67 60 10 21.33 10 13 55 56. 5 

0 563 12760 390 4611 419 9446 848 587 

S 2.81 7.05 0. 485 3. 7 0.4 3.97 14. 3 1. 84 
총가스불순물 698.5 12982.1 415.5 4708.0 461. 4 9542.0 959.3 713.3 (ppm) 

다만 기공이 전혀없는 펠렛형태의 99.995% 시편의 경우에만 산소가 949 ppm에서 

716 ppm 으로 다소 낮아져 탈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폰지 티타늄을 사 

용한 경우는 산소량이 시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10-20배로 크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a 탈산처리중 또는 탈산후의 세척 및 건조과정에서 

증기압이 낮은 불순물이나 수분퉁이 스폰지원료의 기공속으로 침투되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공속의 불순물틀은 전자빔 용해시 급격 

하게 가스를 방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대폭적인 산화를 초래하였다. 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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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스폰지를 용해하는 경우 시편의 바닥에 검은색의 반웅층이 종종 발견되었다. 

그림 2-33은 이틀 반응충을 제거하여 XRD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이들중에 

는 패턴에 표시된 바와 같이 Ca 와 Ca(OH )z 피크틀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은 수냉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며 따라서 이러한 반웅물질들이 제거되지 못하고 

잔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스폰지와 같이 기공이 많은 티타늄의 

경우에는 탈산공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 Ca(OH)2 
디 Ca 

을
 
-m 
Z 
@ 

효
 

• 

20 30 40 50 

28 

60 70 80 

그림 2-33. Ca 처리 스폰지 티타늄의 버튼용해한 시편의 
하부반웅충에 대한 X 회전곡선 

마. GDMS(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ry) 분석 

표 2-32는 타껏트 제조회사인 Tosoh SMD社의 티타늄 타켓트 규격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뻐X(ppm) 와 Typical( ppm)은 각 순도별 제품의 최대허용치와 대표적인 분석결과 

를 예시하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N 및 4N5 급 타켓트의 경우 동일한 최 

대허용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4N의 경우는 불순물이 22.696 ppm 그리고 

4N5의 경우는 15.569이다. 이들로부터 계산한 경우 4N 및 4N5급의 경우 4N7 및 4N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N 제품의 경우는 최대허용치의 합이 11. 257 ppm에 

불과하며 따라서 실제분석치는 4N 및 4N5 제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보다 훨씬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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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Tosoh SMD社의 4N , 4N5 , 5N급 티타늄 스퍼터링타켓트의 성분규격표 

4N Grade 4N5 Grade 5N Grade 
원소 MOA 

Typica1 MAX Typica1 MAX Typica1 MAX 
Ag 0.25 0.006 0.05 G매S 

A1 3.27 15 2.6 15 1 GI써S 

As 0.22 0.2 0.45 GDMS 
Au 0.10 0.06 0.05 GDMS 
B 0.007 0.004 0.02 G[써S 

Bi 0.04 0.002 GI써S 

C 30.8 200 33.6 200 27 LECO 
Ca 0.63 5 0.5 5 O. 7 G매IS 

Cd 0.07 0.01 0.1 GI깨S 

C1 O. 73 0.3 G매S 

Co 0.05 5 0.04 5 0.065 GDMS 
Cr 1. 22 35 1. 2 35 0.99 G매S 

Cu 1. 33 10 0.8 10 0.6 G뻐S 

F 0.23 0.02 0.13 GI뼈 

Fe 9.96 35 5.8 35 4.3 GDMS 
K 0.05 2 0.06 2 0.02 GDMS 
Li 0.008 0.003 1 0.005 GDMS 
Mg 0.03 5 0.1 5 0.05 GDMS 
Mn 0.12 20 0.06 20 0.01 G매IS 

Mo 0.11 10 0.05 10 0.05 GDMS 
N 25.1 300 14.5 300 28 LECO 
Na 0.04 2 0.07 2 0.065 GDMS 
Nb 0.59 0.07 0.085 GDMS 
Ni 0.38 10 0.8 10 0.1 GDMS 
0 316.9 700 288 700 200 LECO 
P 0.03 0.002 0.005 GDMS 

Pb 0.009 0.01 0.01 G매S 

S 10.38 75 15.5 75 6 LECO 
Sb 0.05 0.01 0.05 GDMS 
Si O. 72 10 0.5 10 0.38 GDMS 
Sn 0.94 10 0.2 10 0.085 GI깨S 

Th 0.001 0.010 0.001 0.010 0.001 GDMS 
U 0.001 0.010 0.001 0.010 0.001 GDMS 
V 0.60 20 0.4 20 0.96 GDMS 
W 0.05 0.09 GDMS 

Zn 0.08 0.9 0.1 GDMS 
Zr O. 79 20 O. 7 20 0.825 GI씨S 

총(불pp순m}물 22.696 15.569 1490.02 11. 257 

순도 (%) 99.9977 99.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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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급 고순도 티타늄 제조라는 연구목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시 

편틀의 타갯트 규격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표 2-33은 Tosoh SMD社의 4N , 4N5 , 

5N 급 제품의 각 원소 최대허용치와의 비교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2-33. 스폰지 티타늄으로부터 버턴용해한 시변에 대한 
Tosoh SMD社의 스퍼터링 타켓트 규격적용결과 

원소 
Tosoh 규격 허용치 규격내 분포 여부 

4N & 4N5 5N 4N & 4N5 5N 
二a그속A몰 님τ A를 n 

Al 15 4/8 0/ 4 
Ca 5 O. 7 4/8 0/8 
Co 5 0.065 8/8 0/8 
Cr 35 0.99 3/8 118 
Cu 10 0.6 8/8 118 
Fe 35 4. 3 3/8 0/8 
K 2 0. 02 7/8 2/8 
Li 1 0.005 8/8 7/8 
Mg 5 0. 05 8/8 0/8 
Mn 20 0.01 8/8 0/8 
M。 10 0. 05 8/8 0/8 
Na 2 0.065 5/8 0/8 
Ni 10 0.1 118 0/8 
Si 10 0. 38 4/8 0/8 
Sn 10 0.085 6/8 0/8 
Th 0.010 0.001 7/8 0/8 
U 0.010 0. 001 8/8 4/8 
V 20 0. 96 8/8 4/8 
Zr 20 0.825 7/8 3/8 

가λ불순물 
C 200 27 8/8 118 
N 300 28 8/8 3/8 
0 700 200 4/8 0/8 
S 75 6 8/8 6/8 

규격적합여부는 해당규격에 틀어가는 시편의 수를 전체시변의 수와의 비로 표시 

하였다. 예를 들면 118은 분석한 8가지의 시면중에서 1개가 해당규격내에 들어간다 

는 의미이다.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본 실험에서 제조한 시편들은 금속 및 가스불 

순물 모두 4N5 급 규격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틀 대부분의 원소틀은 5N급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중 명형증기압이 큰 K, Li동은 5N급을 일 

부 만족시키고 있어 효과적인 휘발정련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명형 

증기압이 매우 낮아 휘발정련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U, V, Zr퉁의 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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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들도 5N급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원료인 스폰지내의 함 

유량이 작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2-34는 본 실협에서 제조한 모든 시펀의 분석결과중 주요 불순물인 Fe에 관 

련된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Fe(%)는 GDMS로 분석한 33원소의 합계 즉 

총불순물량에 대한 Fe의 백분율이다. 

표 2-34. GDMS로 분석 한 총불순물과 Fe량 

s그~ Fe (ppm) Fe(%) Nomina1 
Purity(%) 

1-1 2235 62.3 99.6411 

1-2 1815 64.2 99.7173 

2-1 103 19.4 99.947 
2-2 50 9. 3 99.9464 
3-1 225 43.9 99.99487 
3-2 34.1 11.52 99.9704 
4-1 32.5 60. 19 99. 9946 
4-2 77. 2 24.9 99.969 

5-1 12.8 41. 69 99.99693 
5-2 7.28 29.59 99.99754 
5-3 16.8 33. 33 99.99496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불순물중 Fe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료에 따라 다 

르기는 하지만 10-64%의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4는 표 2-34에 제시한 

각 시편의 Fe량과 순도(%)를 플롯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자빔용 

해한 티타늄의 순도는 철불순물의 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저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결과는 현재 주로 사용되는 스폰지의 불순물중에서 철이 가장 제 

거하기 어려운 금속이며 따라서 전자빔용해에 의해서 티타늄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원료중의 철불순물의 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 

고 있다 Fe는 용해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오염되기 쉬운 원소일 것이다. 

특히 타켓트 스크랩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용해전에 절단 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폰지나 펠렛형 원료틀보다 처리과정에서의 오염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스퍼터링 타켓트를 채용해한 시편(5-1 ， 5-2 ， 5-3)들의 경우 

가 가장 철불순물의 량이 낮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오염보다는 원료중의 철불순물 량이 

용해후의 철불순물의 량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인자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보아 티타늄의 고순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첼불순물 

이 작은 원료를 구입하거나 또는 철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전자빔용해에 의해 철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 

기 위한 용해조건의 확립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밀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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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34. 전자빔 버튼용해한 시변의 철함량(ppm)과 순도(% ) 

표 2-35와 표 2-36는 통일한 조건으로 용해한 시편을 Tosoh SMD社와 국립기술품 

질원(NITQ)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2-35는 스폰지를 전자빔 용해한 

시펀들이며 표 2-36은 타껏트를 채용해한 경우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틀 기관에서 분석한 시변틀의 총불순물량을 비교한 결과 원소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변의 전처리과정， 분석조건의 선택동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그립 2-35는 Tosoh SMD社와 국립기술품질원( NITQ)의 분석치중 총불순물량 

(ppm)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기관의 분석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특정한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고순도 금속의 안정 

적인 용해와 분석환경의 조성을 위해 GI깨S 분석방법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 

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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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비교 

원소 
1- 1 1- 2 2-1 2-2 3-1 3-2 4-1 4-2 

NlTQ Tosoh NlTQ Tosoh NlTQ Tosoh NlTQ Tosoh NlTQ Tosoh NlTQ Tosoh NlTQ Tosoh NlTQ Tosoh 
^g 0.020 0.026 0.003 0.020 0.007 0.004 0.007 0.004 
^I 19.2 204 23. 0 161 2.6 62.5 2.2 57.4 2.0 10.3 1. 7 1. 84 0.49 3.24 3.3 6.18 
^s 2.350 0.965 60.700 32.800 2.500 1. 750 0.134 0.153 

^u 0.168 0.139 0. 035 0.241 0.331 0.405 0.025 0.137 
n 0.010 0.074 0.020 0.005 0.016 0.033 0.108 0.053 
ßi 0.009 0.002 0.002 0.001 0.004 0.002 0.001 0.002 
Ca 0.06 1. 900 0.06 2.200 0.08 1. 000 0.06 1. 300 0.03 1.700 0.04 2.650 0.06 1. 670 0.04 3.590 
Cd 0.096 0.373 0.225 0.499 0.010 0.111 0.048 0.090 
CI 3.6 0.237 2.1 0.071 1. 1 0.552 0.98 0.282 1. 8 0.079 0.88 1. 900 0.52 0.419 0.92 0.480 
Co 0.003 2.940 4.3 2.590 0.09 0.258 0.17 0.099 0.04 0.282 0.24 0.692 0.17 0.658 0.83 0.523 
Cr 0.07 422.00 41. 9 151. 00 2.9 119.00 2.8 126.00 0.42 0.690 1. 5 4.750 0.21 0.941 4.6 44.90 
Cu 0.23 2.610 1. 2 4.170 0.13 0.442 0.08 0.885 0.16 0.300 0.27 4.310 0.43 1. 250 0.53 1. 210 
F 0.019 0.022 0.276 0.169 0.020 0.387 0.747 0.004 
Fe 4779 2235 4770 1815 36.5 103 64.2 50 58.9 22.5 71. 7 34. 1 60.9 32.5 219.7 77. 2 

뉴- -lK. -i----
0.02 0. 113 0.04 0.030 0.04 0.693 0.02 0.020 0.02 0.060 0.02 4.650 0. 01 0.506 0.007 0.020 
0.21 0.007 0.16 0.002 0.25 0.001 0.18 0.001 0.22 0.004 0.11 0.002 0.07 0.001 0.13 0.001 

뉴→ M~ 0.42 0.300 0.43 0.786 0.13 0.100 1. 0 0.200 0.33 0.100 0.17 0.080 0.31 0.080 0.47 0.200 
Mn 0.52 0.050 0.51 0.357 0.25 0.210 0.14 0.042 0.22 0.030 0.31 0.113 0.03 0.761 0.45 1. 880 

1040 0. 34 7.060 1. 5 6.440 0.15 0.425 0.32 1. 710 0.04 0.200 0. 09 O. 794 0.05 0.503 0.13 0.834 
._-•• i 

Na 6.8 0.316 10.2 0.204 0.15 1 1.아m 3.7 4.420 2.9 0.676 3.2 9.410 5.3 1. 280 11. 5 0.117 
Nb 1. 4 2.570 3.7 2. 앉% 0.67 0.879 0.54 1. 090 1. 9 0.958 1. 1 0.935 0.25 0.044 1. 1 0.302 
Ni 0.004 180 a5 423 0.19 84.7 0.32 51. 4 0.08 2.9 5.2 200 0.01 0.721 2.9 66.2 
P 1.200 1. 320 0.026 0.012 0.004 0.178 0.022 0.060 
Pb 0.020 0.004 0.003 0.002 0.007 0.004 0.003 0. 003 
Sb 1. 950 2.020 8.790 7.530 4.820 4.240 0.291 0.644 
Si 25.8 49.8 49. 2 71 3.5 37.7 8.4 45.1 2.7 1. 49 9.8 14.8 2.1 3.9 13.1 7.910 
Sn 0.11 6.92 1. 1 6.94 0.60 26.3 0.40 23.3 0.14 0.4 0.14 0.925 0.12 1. 94 0.22 1. 030 
Th 0.004 0.0035 0.002 0.0043 0.0004 O.α)04 0.0006 0.0058 0.001 0.0017 0.0008 O.αm 0.002 0.0063 0.0004 0.0023 
U 0.019 0.0038 0.017 0.0034 0.009 0.0005 0.011 0.0036 0.012 0.0013 0.003 0.0008 0.009 0.0003 0.003 O.αYJ7 

v 1. 4 1. 970 0.38 1. 610 0.33 0.032 0.17 0.047 0.95 0.239 0.54 0.188 0.46 1. 130 1. 1 1. 140 
w 432 4.4 0.226 48.3 0.276 5.27 0.312 82.4 

Zn 8.28 159 9.720 81. 4 0.4 2.8 0.43 12.4 . 
Zr 0.33 25.400 0.43 9.360 0.04 1. 500 0.02 1. 620 0.005 0.040 0.003 0.263 0.02 0.837 0.03 1. 090 

옹~홈 .. 삶 ιf~를1 4840 3564 4924 Z827 50 529 86 534 73 51 97 298 72 54 261 310 

~j- 99.6436 99, 7173 99.9471 99.9466 99.9949 99.9702 99.9946 
'----듣 

전자법 용해한 스폰지의 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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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전자빔으로 용해한 타켓트 스크랩의 분석결과 비교 

원소 
5-1 5-2 5-3 

NITQ Tosoh NITQ Tosoh NITQ Tosoh 
Ag 0.005 0.029 0.009 
Al 0.23 2.400 1. 5 2.950 1. 9 2.150 
As 1.150 0.922 0.849 
Au 0.026 0.037 0.030 
B 0.008 0.070 0.025 

Bi 0.002 0.004 0.005 
Ca 0.05 O. 700 0.07 1.200 0.04 2.880 
Cd 0.026 0.010 0.010 
Cl 0.16 0.069 0.50 0.066 0.99 0.043 
Co 0.007 0.293 0.03 0.391 0.01 0.305 
Cr 0.09 0.312 0.09 0.426 0.96 0.288 
Cu 0.08 1.090 0.06 1.080 0.08 0.629 
F 0.140 0.128 0.098 
Fe 16.1 12.800 14.2 7.280 22.3 16.800 
K 0.009 0.295 0.03 0.283 0.02 0.229 
Li 0.12 0. 004 0.09 0.003 0.34 0.005 
Mg 0.06 0.200 0.89 0.200 0.42 0.100 
Mn 0.06 0.057 0.22 0.100 0.28 0.062 
M。 0.04 0.400 0.18 0.448 0.17 0.200 
Na 1. 2 0.670 3.6 1.170 1. 9 0.473 
Nb 0.40 0.317 0.13 0.309 0.45 0.609 
Ni 0.03 1.990 0.08 1.710 O. 73 18.500 
P 0.004 0.003 0.005 
Pb 0.004 0.008 0.009 
Sb 4. 970 4.040 4.510 
Si 0.64 1.640 17.9 0.588 0.99 0.336 
Sn 0.03 0.600 0.03 0.400 0.06 0.400 
Th 0.0009 0.001 0.002 0.0011 0.0006 0.0012 
U 0.006 0.001 0.002 0.0011 0.002 0.0007 
V 0.47 0.159 0.57 0.192 0.67 0.245 
W 0.060 0.080 0.100 
Zn 0.300 0.500 0.500 
Zr 0.001 0.080 0.009 0.060 0.01 0.040 

총i 님~τ Ar딛 디를 30. 773 24.6892 50.4459 (ppm) 

순도 99.99693 99.99753 99.99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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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Tosoh社와 국립기술품질원의 GDMS 분석 그림 2-35. 

그럼 2-36은 99% 스폰지 와 

외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게를 나타냈다. 용해한 

있다. 사진에서 

후 다시 용해를 

추정된다. 

한편 잉고트 표면에서는 원주방향의 

해 및 주조과정에서는 발생할 수 없으며 

약한 고/액계면 직하 부위에 인장응력이 

이러한 인장웅력의 원인으로는 옹고된 

puller와 puller head와의 직진도 차이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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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m급 잉고트 제조 

crystallizer을 이용하여 제조한 

용해조건과 제조된 잉고트의 

전형적인 금속 티타늄의 색을 

중앙의 갈색부분은 용해를 

가스와의 반응에 의해 생긴 

바 EB drip 용해에 의한 직경 

직경 80mm의 

표 2-37에는 주요 

잉고트의 표면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잉고트 

시작할 때 가열되면서 분위기 

crack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정상상태의 용 

전자빔 용해 • 연속주조시 기계적 강도가 

가해져서 생긴 tearing현상으로 추정된다. 

잉고트와 c rys tall i ze r 사이에 마찰력 ， 

인한 bending forc e 둥이 예상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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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전자빔 용해， 연속주조된 잉고트의 제원 

시편 1D 용해원료 
제조된 잉고E 

( x 진 10공1m도bar) 
직경 (mm) 길이 (mm) 무게 ( kg) 

EB power 

80-1 sponge Ti 78 535 1l. 5 20kw 5.0-7.0 (99%) 

80-2 " " 78 670 14.5 20kw 5.0-6.0 

80-3 " " 78 560 12. 1 25kw l. 5-3.0 

그림 2-36. EB drip 용해한 직경 80 mm 잉고트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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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철 결 언 

본 연구는 티타늄 스퍼터링 타켓트급의 순도를 갖는 고순도 티타늄 제조 및 펑 

가기술 확보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당연구소 보유의 100kW급 다목적 연구용 전자빔 

용해 장비 (EMO 100K)를 사용하여 CD 전자빔 용해법에 의한 티타늄의 정련，(2) 티타 
늄 잉고트의 고순도화에 대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티타늄의 정련」 분야 

99% 및 99.6%의 티타늄 스폰지 그리고 99. 995%(4N5)의 순도를 갖는 상용 티타늄 

스퍼터링 타켓트를 이용하여 전자빔 용해시 정련효과를 조사하였다. 용해한 티타늄 

중 18개의 금속불순물을 GDMS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산소， 질소， 탄소 동의 침입형 

비금속불순물도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원료 스폰지의 순도 EB drip 

용해횟수， 용해방법과 잔류 불순물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금속 및 비금속 불순물 

이 고순도 티타늄의 비저항 및 경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1. 99 , 995% 이상의 고순도 상용 티타늄 타켓트을 이용하여 전자빔 용해한 결과， 불 

순물의 오염문제가 부각되었다. 또 전자빔 용해시 챔버내 진공도가 8. Ox10-4 mbar 

일 경우에는 비금속불순물의 정련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99%up 빛 99.6% 스폰지 티타늄의 버튼용해의 경우에는 많은 전자빔 정련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철불순물은 전자빔용해에서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원소인 것으로 밝 

혀졌다. 18개의 총불순물중에서 철이 차지하는 비율은 86.1%-93.9%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원료스폰지중의 철함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저하하였다. 

3.99.6%의 스폰지를 4차에 걸쳐 drip용해한 결과， 철은 800ppm에서 41. 7ppm으로 상 

당량이 감소된 이후에는 계속적인 감소는 일어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티타늄을 전 

자산업용 수준의 고순도화하기 위해서는 철의 함량이 작은 스폰지를 사용하거나 또 

는 전자빔용해전에 스폰지중의 철을 제거하는 추가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측정된 비저항치로부터 계산된 저항비 (PRT/ PN2)는 비금속불순물 합량의 증가에 따 

라 1 ， 000ppm까지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1, 000ppm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나 

타났다. 따라서 저항비측정에 의한 금속의 순도추정은 비금속불순물의 총량이 

1, 000 ppm 이하인 고순도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타늄의 

Vickers~도는 산소당량의 명방근에 그러고 Brinell 경도는 산소당량의 1. 9승에 비 

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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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잉고트의 고순도화」 분야 

상기 결과를 토대로 목표순도의 달성 가능성과 제조된 잉고트의 오염정도에 대 

한 분석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시판 3종의 스폰지 티타늄， 4N5급(99.995%)의 

순도를 갖는 펠렛형 잉고트 및 타켓트 스크랩을 이용하여 전자빔 용해하여 잉고트 

로 제조하였고， 용해시 챔버내의 진공도를 2. Ox10-4 mbar 이하로 유지하였다. 또한 

용해전 시료 표면의 산화물을 비롯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산세처리 및 탈산처 

리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제조된 티타늄 잉고트의 총량적인 순도문제를 개 

괄하기 위해 33개의 금속원소 및 4개의 가스불순물을 대상으로 GDMS 분석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제조한 고순도 티타늄의 순도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미국의 타켓트 제조회사인 Tosoh SMD社와 국내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통일모델이 

설치된국립기술품질원에서 통일 batch의 시편을 분석하였다. 두 기관의 분석결과 

는 원소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고순도 금속제조 및 명가의 정착을 위해 

GDMS 분석퉁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2. GDMS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전자빔 용해한 티타늄 시편은 Tosoh SMD社의 4N 및 

4N5 제품의 금속 및 가스 불순불 규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빔으로 

용해한 티타늄의 순도는 원료소재의 순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 

며 99.99% 이상의 고순도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빔용해에 의한 추가적인 정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Ca 처리한 스폰지 티타늄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대폭적인 산소의 증가가 발생 

하였으며， 이는 스포지 티타늄 내에 존재하는 반응잔류물(Ca( OH )z)의 영향으로 판 

단된다. 기공이 전혀 없는 Ca 처리한 펠렛형 티타늄인 경우， 탄산효과는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금속불순물틀이 약 6배정도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탈산에 사용 

한 Ca에 포함된 불순물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4. Fe는 원료인 스폰지의 주불순물이며 또한 처리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도 가 

장 큰 금속으로 나타났다. 전자빔으로 용해한 후 총불순물중에서 Fe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64%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 

자빔용해에 의해 순도가 높은 티타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Fe가 낮은 스폰지를 사 

용하거나 또른 용해전에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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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3 장 티타늄 분말쩨조 

제 1 절 문헌조사 

1. 금속분말 제조 

분말제조 방법은 크게 물리적방법， 화학적 방법， 기계적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물리적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atomization 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용해 

된 금속이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웅고하면서 금속분말이 만들어 지게 된다. 

atomization에 의해 제조된 분말의 입도분포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넓으며 소위 종 

모양과 같은 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는 

roller atomization , vibration electrode method 와 melt drop technique 동도 있 

으나 공업적인 웅용은 제한되어 있다[3- 1] . 

화학적방법은 금속의 화합물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해당 금속을 얻는 방법이며 

대부분의 환원공정들이 이에 속한다. 예를들면 텅스텐산 화물이나 동산화물을 수 

소환원하거나 철산화불을 일산화탄소와 반웅시켜 분말을 얻는 경우 퉁이다. 이와 

함께 전해법에 의해 얻어지는 구리분말들도 이 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펀 

금속의 화합물을 열을 가해서 분해하고 금속을 제조할 수도 있으며 본 연구에서 티 

타늄분말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수소화물법 (hydride-dehydride process:HDP)도 이 

범주에 속한다. 기계적 방법은 원광동 깨지기 쉬운 물질을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분말을 얻는 방법이며 광물처리분야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3-1]. 

티타늄 분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리적방법의 대표적인 atomization 

법이나 수소화물을 이용하는 화학적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티타늄 분말을 

제조하는 atomization법에는 회전판 분무법 (rotating disk atomization) , 회전 

전국볍 (rotating electrode process , REP) , 플라즈마 회전전극법 (plasma 

rotating electrode process ， PREP)퉁이 있다[3-2 ， 3] . 이중 실용화되어 웅용되 

고 있는 PREP법은 도가니가 필요없고 플라즈마의 열원과 불활성 가스(Ar or 

He) 분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형 청정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 

[3-4]. 

분말을 제조할 때 용융금속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작은 

크기로 만든 후， 효과적인 heat sink와 열접촉을 시켜야 한다.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CD spray(atomization) , (2) chill(ribbon) , 그리고 @ 

weld(surface)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3-5]. 이를 이용하여 급속웅고 재료 

를 제조할 때 추정되는 냉각속도와 웅고조직(결정립 크기)을 표 3-1에 비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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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웅고공정에 따른 냉각속도 및 결정럽 크기 변화[3-6] 

Cooling Designatio Characteristics 
Processes & products of limi ting Grain size rate(K/s) n thickness 

A. Normal Solidification Processing 

10-0 _lO- J Very low Large sand castings & 6 m 0.5-5.αm 
ingots ( 500 -5(XX)j血)

lO-J -10u Low Standard castings & 0. 2-6 m 50-500μm ingots 

10u -10J Medium Thin strip, die casting & 6-20 mm 5-50μm normal atomization 

B. Rapid Solidification Processing 

Fine powder atomization, 0.2-6.0 mm 10J -100 High melt extrusion & melt (200-6000 μm) 0.5-5.0μm 
extraction 

Melt spinning, spray 

100 -10~ deposition , 6-200 μm 0.05-0.5.때 Ultra-high electron/ laser beam 
glazing 

티타늄은 매우 반웅성이 높고 소량의 침입형 원소(O ， N ， H ， C) 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해를 포함한 급속웅고 과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용해법으로는 levitation법이 있으나 bulk 재에는 적용할 수 없다. 통상 

적으로 cold hearth melting 또는 skull melting이 이용되고 있으나， 액상과 

고상이 공존하고 용해 온도를 충분히 높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의 대 

안으로 집적된 얼원( plasma , electron beam , lazer 동)으로 목적재료의 일부 

를 용해합과 동시에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3-4 ， 6] . 통상적으로 Ti 합금에 적용되는 급속웅고 기술과 그 특정을 표 

3-2에 요약하였다. 

2. 플라즈마 회전전극법 (PREP) 

가. 특성 

티타늄의 고반웅성 빛 고융점을 극복하고 고청정 구형의 티타늄 분말을 제조하 

기 위해서는 특수한 제조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이중 티타늄 용해시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도가니를 쓰지 않는 국부용해와 원심력을 이용한 회전분무법 (rotating 

atomization process) 이 적용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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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티타늄 분말제조 방법에 따른 분말의 냉각속도， 형상 빛 

크기 [3-6] 

Rapid solidification Cooling Rate 
Typical 

Product form product 
technique (K/s) 

dimension( 때) 

Gas atomization lOZ_Wl spherical 50-100 dia. 

Ultrasonic G잃 atomization 1O.J -100 spherical 10-100 dia. 

_100 
spherical 

Laser spin atomization 100-1α)() dia. 
(+needle) 

Plasr떠 rotating e1ectrode 
104 _100 spherical 20-200 dia. 

process 

Pendant drop melt extraction 10.J-100 Fiber. filament 20-100 thick 

Electron beam splat quenching 104 -100 Elongated splat 40-100 thick 

Me l t spinning 100 -101 Ribbon 15-50 thick 

Mel t overflow -100 Ribbon 20-50 thick 

Hammer-and-anvi 1 quenching 100-101 Foil 10-50 thick 

Laser surface Me l ting 100_100 Surface 10-1α)() dia. 

회전전극법 (REP ， Rotating Electrode Process)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소모전 

극(피용해 금속)의 끝을 비소모 텅스멘 전극에서 발생되는 전기아크로 녹이면 

원심력에 의하여 용융금속이 분무되면서 냉각/웅고시킴으로써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이다[3-7] . 이때 텅스벤 전극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전극을 티타늄으 

로 바꾸는 방안이 있고， 또 열원을 플라즈마， 레이저， 전자빔 뭉으로 바꾸기도 

한다. [3-7 , 8 , 9 , 10]. 이중 transferred dc arc를 이용한 플라즈마 회전전극법 

(PREP , Plasma Rotating Electrode Process) 이 상용화되었으며 제조된 분말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3-4 1. 

CD 고품위， 낮은 산소 함량 
ø 30-300 μm 범위의 분말제조 가능 

@ 구형의 분말형상과 smooth한 분말 표면 

@ 매우 작은 표면적 

@ 매우 적은 표면결합과 기공도 

@ 회전속도의 한계(기계적인 문제)로 명균입도는 가스분사보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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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말생성기구 

회전전극법으로 분말제조시， 분말의 입도분포는 분말생성기구에 의존한다고 

알려져 있다[3-11 ， 12]. 즉， 소모전극 표면의 용융 금속막으로부터 액상분말이 

말들어지는 기구는 제조변수에 의존하며 DDF ( di rec t drop f orma t i on ), 

LD(ligament disintegration) 및 FD(film disintegr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식 (3. 1)의 값에 따라 주된 기구를 나누고 있다. 

제조변수횟f(Oψ) 

물질변수항(Mp) 

Q : 용융속도(m3/sec 

(Q:,)0 . 6 / DO. 68) / (;P . 88/ 7j LO. 17 pO. 71) (3. 1 ) 

ω ， D, P : 각각 소모전극의 각속도(rad/sec ) , 직경( m) 및 밀도(Kg/m3 ) 
r, ηL 각각 표면장력 ( N/m)과 용융금속의 점성도(Pa.s) 

Op/Mp 값이 0.07 이하이면 DDF , 0.07 -1. 33이면 LD , 그리고 1. 33 이상이면 

LFD가 지배적인 분말생성기구로 각각에 대해 그림 3-1에 도식적으로 보였다. 

이중 DDF 기구는 용융속도가 낮을 때 적용된다. 즉， 고속회전 중인 소모전극의 

원심력으로 말미암아 용융된 액상이 전극의 가장자리에 집적되어 작은 torus를 

생성-성장하여 거의 균일한 크기의 1차입자(main particle)와 이보다 작은 2차 

입자를 연속적으로 만들게 된다 2차입자의 수는 1차입자의 수와 거의 같으 

며， 이때문에 입도분포는 bimodal 형태의 분포를 나타낸다. 다만， 질량분율로 

표시한 경우에는 2차입자의 분포가 작게 나타난다. 이때 임계입자의 크기는 원 

심력과 이에 반하는 표면장력과의 상호작용에 따르며， Taylod3-13J 의하면 다 

음과 같이 표시된다. 

γ - -
d - (--ιJ / ω (3.2) 

D p 

Champagne 동은 Al , Fe , Cu 및 Zn에 대해서 REP를 이용하여 분말을 제조하 

는 과정 에서 , DDF 기구의 1차입자의 명균경 (mean volume-surface diameter)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식을 이끌어 냈다[3- 15]. 

QO. 12 r 
dvs = 4. 없 X106. _ -- __ . . (• )0.43 (3.3) 

98 ~0. 64 
ω 1)" 0 

계속하여 소모전극의 용융속도를 높이게 되면 생성되는 분말의 입도분포는 

공정변수(process parameter 각속도， 전극직경， 용융속도)와 용융금속의 유 

체적인 성질에 따라 그 생성기구가 변하게 된다. 즉， 용융금속의 공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DF 기구로부터 그림 3.1(b) 에 나타낸 LD기구로 점차 옮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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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DF 기 구보다 큰 진폭의 돌기 가 앓고 긴 jet나 1 igament로 발달하고， 

Ray1eigh 비안정성에 의하여 쉽게 분열하여 drop이 형성된다. 또한 전극의 회 

전속도가 일정할 때， 소모전극상에 존재하는 1 igament의 수는 용융속도에 의존 

한다. 통일 속도에서 용융속도가 증가하면 1 igament7} 두꺼워지므로 drop의 크 

기는 증가한다. 이로부터 얻는 입도분포는 전체적으로 bimoda1 모양이 없어지 

고 완만해진다. 

LD 기구는 용융금속의 공급속도가 매우 빨라져， 액체 fi 1m이 원주 바깥 까 

지 흘러 나갈 때 적용되며 그럼 3. 1 (c) 에 나타내었다 1 igament가 점차 사라 

져 소모전극 원주위로 부터 상당한 거리까지 액체 fi 1m이 형성되고， 이 액체 

film 자체가 Rayleigh 비안정성에 의하여 분열되어 drop이 형성된다. 이 기구 

에 의해 분말이 생성된다면 DDF나 LD 기구보다 입도조절이 어렵고 입도분포가 

넓게 나타난다. 

다. 분말의 냉각속도 

용융금속의 액상 분말이 불활성분위기내를 비행하면서 냉각된다. 이때 열 

전달 기구는 복사 및 강제 대류이고， 분말의 냉각속도(T)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3-14 ]， 

6 
T =--[hc(Ts-Tg ) + (J ê (Ts 4 -Tg 4 )] 

DpCp 

Tg , Ts 각각 주위 분위기와 용융금속 입자의 온도 

(3.4) 

Cp , (J, ê 각각 용융금속의 비열 Steφan-Boltza뻐n상수 빛 emissivity 

이때 열전달 계수는 hc = Nu ' À / d 이고， 여기서 Nusselt수(Nu )는 Prandtl수 

(Pr) 및 Reynolds수(Re )와는 Nu = 2 + 0.552Pr 1 / 3 Re 1 / 2 의 관계가 있다. 식 

(3.4)에서 복사에 의한 열손실은 전체손실의 수 % 정도이며， 잔열효과도 역시 

작다. 

Zdujic동은 회전전극법으로 분말제조시 500-50μm의 입경과 10-50m/s의 속 

도를 갖고 있는 Al , Fe , Ti , Mo 및 W 분말입자에 대한 수치계산에 의해 Ar 빛 

He 매질에서의 냉각속도를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제안하였다[3-15 ， 16 ]， 

dT T m L 80 . U O. 18 m U 

(-)Ar 70. 78 
dt dL 60 

(3.5) 

dT Tm l.5O 

(-)He - 1.04xl04 

(1. 89 u- 0 . 03 ) 

(3.6) 

d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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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dt)Ar , (dT/dt)He : 각각 Ar 및 He에서의 냉각속도(K/s) 

d, U, Tm : 각각 입자경( μm) , 속도(ml s) , 융점 (Tm ) 

재료가 통일할 경우 냉각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parameter‘는 입자경인 

반면， 입자의 속도는 훨씬 적은 영향을 끼친다. 

분말의 미세구조적 인 입장에서 냉각(웅고)속도와 secondary dendr i te arm 

spacing(SDAS)는 매우 중요하며 Fe ， Al , Ni , Cu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져 있다[3-17]. 

T = 106 . (SDAS)-3 (3.7) 

Ti 합금의 경우 β 단상으로 웅고후 a+ β 로 분해되기 때문에 웅고조직이 

소실된다. 따라서 β 결정립 크기와 냉각속도와 냉각속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3-18]. 

L( μ m) = 3.1 x 106 T-O. 9 (3.8) 

3. 수소화물법 (HDH) 

가. 금속의 수소화물 

순금속 또는 합금이 수소를 흡장하는 성질을 갖는 경우 이들의 수소화물이 격자 

팽창퉁에 의한 수소취성을 갖기 때문에 용이하게 파쇄되어 미분말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수소화물분체를 가열하여 탈수소시키면 금속 또는 합금의 미분말이 

제조된다. 

티타늄은 수소와 반웅하여 안정한 수소화물을 만든다. Ti-H 상태도[3-19] 에 의하 

면 Ti과 H는 공석변태를 하며 함유된 수소량의 순서로 Q (cph) ß (bcc) õ (fcc) 상 

이 된다. 이중 Q 빛 p 는 수소의 침임형 고용체이며 8는 통상 수소의 양이 x=1.0 

5-2.0 범위의 조성을 갖는 TiHx 수소화물로 알려져 있다. 금속 또는 합금은 일 

정한 옹도에서 수소 가스중에 유지하면 수소를 고용하기 시작한다. 수소압을 올리 

면 고용하는 수소량도 증가하지만 한계치에 도달하면 다량의 수소를 흡장할 수 있 

는 수소화물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나. 수소화물의 웅용 

금속수소화물의 대표적인 응용분야는 원자력분야， 고순도분말제조， 고에너지 연 

료 둥 그 응용범위가 다양하다[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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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 및 합금 분말제조 

고순도 금속은 연성이 크고 분말제조시 주위로부터 불순물이 오염되기 쉬기 때 

문에 원래 순도를 유지한 채 미분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표 3.3에 보인 

바와 같이 수소화물을 만들 수 있는 금속 중에서 Zr , U, Th , Ti의 경우가 비교적 

쉽게 수소와 반웅하여 수소화물을 생성할 뿐 아니라 만들어진 수소화물은 용이하게 

원하는 입도로 분쇄되될 수 있다. 이들 수소화물분말들은 직접 분말야금법에 의해 

원하는 금속분말과 흔합하여 합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형압력 및 소결온 

도가 순금속분말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 한편 소결중 발생하는 

수소는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가스불순물의 량이 낮은 깨끗한 합금의 제조 

도 가능하다. 

(2) 금속표면 코팅 

금속수소화물을 코팅모재의 위에 도포하고 가열하면 수소가 날라가고 코팅재는 

고체확산에 의해 모재와 결합하게 된다 Alexander는 티타늄수소화물과 탄화물， 

또는 질화물동의 경한 세라믹분말을 도표하고 소결하여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도가 

큰 복합코팅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3-21] . 한편 일반강 위에 Zr과 ZrOz을 코팅하 

여 우수한 열적안정성을 얻은 결과도 있다[3-22] . 

(3 ) 금속-세라믹 접착 

Ti , Th , Zr의 수소화물은 금속-비금속간의 접착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수소화물을 비금속 또는 세라믹 재료의 표면위에 도포하고 그 위에 피접착재를 올 

려놓고 가열-소결함으로써 브레이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 

소화물에 바인더를 섞어 만든 paste를 접착하고자 하는 연결부분에 도포하고 그 위 

에 solder( 은， 알루미늄)를 덧바른다. 이것을 가열하면 수소화물 도포면 위에서 

solder가 녹고 이것이 환원된 수소화물과 합금을 형성하며 접합하게 된다[3-23] .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탄화물 퉁도 이들 방법에 의해 metalizing이 가능하다. 

저~ 2 절 실험방법 

전년도의 티타늄 고순도 정련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용연구를 시작 

하고자 원료 티타늄의 종류(반도체 폐티타늄 타켓트) , 분말 제조방법(수소화법， 

hydride-dehydride process 이하 HDP) 빛 회전전극법 (p1asma rotating electrode 

process 이하 PREP)에 따른 분말특성， 순도변화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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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각종 금속의 수소화물 및 결정구조[3-20] 

二Il그 4뇨1 결정구조 수소화물 

Ti, Zr , Hf HCP TiHz, ZrHz, HfHz 
V BCC VH , VHz 
Nb " NbH , NbHz 
Ta " TaH 
Cr " CrH , CrHz 
Ni FCC NiH 
Pd FCC PdH 
La, Pr , Nd , Sc HCP LaHz, PrHz , NdHz , ScHz 
Ce FCC CeHz 
Sm Rhombohedral SmHz 

D i h y d r i d e s , 
Gd-Tm, Lu, Y HCP 

Trihydrides 
Eu BCC EuHz 
Yb FCC YBHz, YBHz+ ô 

Ac FCC AcHz 
Th FCC ThHz, Th4H15 

Pa BCT PaH3 
U Orthorhombic ß-UH3’ a-UH3 
PU Monoc1 inic PUH3 
Li. Na. K. Rb. Cs BCC LiH , NaH , KH , RbH , CsH 
Ca. Sr FCC CaHz, SrHz 
Ba BCC BaHz 

1. 회전전극법 

가. PREP 장치 

깨끗하고 미세구조가 제어된 티타늄 구형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 분위기 및 

제조변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라즈마 회전전극법 (Plasma Rotating 

Electrode Process , 이하 PREP) 장치가 필수인 바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에 설 

치되어 있는 연구용 장치 [3-24]를 이용하였다. 이 장치는 생산성은 떨어지나 

다양한 합금의 분말생산에 유리하고， 특히 주조품과 같은 짧은 시편에 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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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림 여 실험실규모의 장비로서 적당한 short bar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며 

는 이 PREP 장치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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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sumable electrode(anode) 
4. DC Ar plasma generator 
6. Graphite brush 
8. High speed electric motor 

10. Control box 
12. Powder collector 

1. Plasma gun(cathode) 
3. Vacuum chamber 
5. Precision feeding system 
7. Digital tachometer 
9. Digital mutichannel recorder 

11 . Rigid speed spindle unit 

개략도 사용된 PREP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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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제조에 그림 3-2. 



플라즈마 전원은 최고 500A의 DC 전류를 공급할 수 있으며 DC 플라즈마 gun 

의 내부구조와 아크 모양 그리고 소모전극의 모식도를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아크 발생시 플라즈마 온도분포는， 발생된 플라즈마의 중심부가 약 20 , 000 K, 

내부 고온부가 12 , 000 K, visible glow 영역이 7 , 000 K, 그리고 그 외부가 

5, OOOK 라고 알려져 있다[3-25] . 분말 제조시 대략 visible glow 영 역의 

envelope 이 소모전극의 직경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분말제조시 대부분의 경 

우 전극간 거리를 10 mm로 유지하였으며， 이때 전압은 19 V였다. 소모전극의 

회전장치는 최고 25 , 000 rpm에서 회전속도의 변동은 설정 회전수의 약 4% 이내 

(25 , 000 rpm에서 s :t 500rpm)로 제어하였다. 실제 분말이 만들어지는 chamber의 

재질은 STS 304 이며 크기는 직경 630mm , 폭 30mm이고 최저 10-3 torr의 진공 

도를 유지할 수 있다. 분말제조시 두 전극 사이의 전압은 일차적으로 전극간격 

에 의존하므로 플라즈마 건의 전진을 목측과 전압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건의 

전진속도를 조정하였다. 

Plasma 

。 00 。

。 0 0
。o 。
。。

。。

Arga웰 짧→ 3 . \ Rotating 
X ’ 7 종글E三콕::;;. __ 2_ 二----판강 consuma 

o떼@ d야 e w뻐at암e하r꿇웰느편?짤쫓→늑j킥마얘이가개e려lec야tro뼈 

Cathode (-) 

。。

。。。

。 o 。

。 000

1. Core ofarc c이umn (16-27x 1 03 K) 

Anode (+) 

2. Inner high-temperature region (l2x 1 03 K) 
3. Visible glow region (6-8xl03 K) 
4. Cold Ar sheath(4.5- 5xl03 K) 

그림 3-3. 플라즈마 건 ， 아크 및 소모전극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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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모전극의 제작 

PREP로 분말제조시 고속회전시 소모전극을 잡아주는 chuck( 내경 012.10)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직경 10" , 두께 14mm인 고순도 티타늄 폐타켓트 

를 봉상( 011. 5 x 1 OOmm )으로 가공하고 chuck에 물리는 부분은 상용 티타늄봉 

을 이용하여 가공한 다음， 두부분을 TIG 용접하여 최종적으로 소모전극을 제조 

하였으며 상세한 도면 및 실제형상을 그럼 3-4에 보였다. 

다. 분말 제조 

기본적인 제조변수는 플라즈마 gun 직경 8 mm , 플라즈마 가스인 Ar 유량 7 

l!min 및 전극간격 10mm( 약 19 V )로 고정하였다 Chamber 내부는 Ar 분위기로 

유지하였으며， 사용한 Ar gas의 순도는 공업용 또는 5N의 반도체용이였다. 상 

세한 제조조건은 표 3-4에 보였고 언급되지 않은 여타 제조변수는 일정하게 하 

였다. 

소모전극의 선삭 가공시， 표면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 빛 메 

탄올로 초음파 세척후 열풍으로 건조하였다. 이를 고속 회전 스핀들 축에 장 

착한 후， 분말이 제조되는 용기 내부에 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진공배기 

(5 x 1O-2 torr )와 gas backfill을 3회 반복( N2 1 회 및 Ar 2회 )후， 공기의 침 입 

을 방지하기 위하여 chamber 내가 양압이 되도록 분위기 기체를 15 l!min 의 

유속으로 분말제조가 같날 때까지 흘려 주었다. 분말의 제조는 플라즈마 gun을 

전진시켜 설정된 전극간 거리에 위치시킨 후， 먼저 소모전극의 회전이 원하는 

회전속도에 이르면 플라즈마 장치를 가동시격 gun으로부터 소모전극을 향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곧 소모전극이 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gun을 일정속 

표 3-4. PREP법 에 의 한 분말 제조조건 

시펀1D Ti-A HTi -A HTi-B HTi-C 

소모전극 회전속도(rpm ) 20 , 000 25 , 000 25 , 000 25 , 000 

전압( V ) 19 19 19 19 
플라Z마 

전류(A) 140 140 140 140 

플라즈마가스( .e /min) 7 7 7 7 

Ar 분위기 15 15 15 15 가λ( .e /min) 
τ거!:- 도 3N 5N 5N 5N 

원료 티타늄 소재 
Ti-6w%Al 

반도체 혜 타켓트(4N5) (arc mel t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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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수거부분에서 회수 으
 근 

말
 

님
 τ
 

제조된 분말을 제조하였다. 

봉입을 하였다. 

전진시키면서 

유리병에 아르곤 

도로 

하여 

。
.:
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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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소모전극 

(a) 제조된 티타늄 소모전극(anode) 의 

(b) 분말제조전의 소모전극 

(c) 분말제조후 chuck 및 짧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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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화물법 (HDH) 

수소화물법에 의한 분말제조실험은 일부 기초연구를 제외하고는 티타늄 분말 전 

문제조엽체인 세종소재(주)에 의뢰하여 각종 스크랩을 통일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이들의 탈수소화 빛 분말제조과정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가. 티타늄 스크랩 시료 

본 실험에서 분말제조사 사용한 티타늄 분말， 잉고트， 스크랩의 종류， 시료량 

빛 형태와 분말제조전 전처리 상태를 표 3-5에 보였다. 

나. 수소화장치 

그림 3-5는 수소화불법에 의한 분말제조 공정에 대한 개략도이다. 여기서 반응 

기 -1에서는 수소를 일정압력으로 장입한 후 가열하여 수소화 반웅이 일어나게 된 

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화물은 용이하게 파쇄되며 반웅기 -2에서는 진공중에서 수 

소화물을 가열하면 수소가 방출되어 티타늄 금속 분말로 만들어지게 된다. 

시료 
ID 

2 

3 

4 

5 

6 

7 

표 3-5. 분말제조 공정에 사용한 각종 티타늄 시료의 트르λ4 「 。

시료의 종류 시료량 전처리 비 2 

Ti powder 
326.68 g 325mesh , 고순도화학( 일 ) 

(99.9%) 

EB Zr ingot 098.3 x 66. 6mm HN03+HF 
EB drip-melted 
(sponge Zr) at KIGAM 

Ti tube 113g HN03+HF (주) 홍산 

Ti sintered 
697 g Vacuum sintered 

bar 
Ti 

1053 g HN03+HF Al removed by NaOH 
target(TilAl) 

Ti target(Ti) 508 g HN03+HF Scrab(4N5) 

Ti target(Ti) 490 g Scrab(4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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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분말제조 공정〉 

그럼 3-5. 수소화물법에 의한 Ti 분말의 제조공정도 

다. 실험방법 

수소화물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수소화(1차반웅)는 5600C에서 3시간동안 그럼에 

보인 반웅기 -1을 사용하여 하였다. 이때 수소의 초기압력은 약 8 기압이었다 1 

차 수소화반웅을 완료한 시료는 같은 조건에서 Ba l1 Mi 11 ing한 후 2차 반웅기 ( 반웅 

기 -2)로 옮겨 진공하에서 가열하여 수소를 방출시켰다. 이때 탈수소화는 7000C에 

서 10 시간동안 하였으며 진공도는 약 10-3 torr로 유지하였다. 

3. 분석 빛 명가 

제조된 분말시료의 입도분포 측정을 위하여 35 , 48 , 60 , 70 , 80 , 100, 120, 

140, 170 , 200 , 230 , 270 mesh의 127t지의 표준체로 채질하여 분급하고， 역시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무게를 측정한 후 반올림하여 값을 정하였다. 분말의 외형 

은 양면 테이프에 분말을 분산하여 gold coat i ng 한 후 SEM으로 관찰하였다. 

분말의 대부분이 티타늄 단상이므로 미세조직 관찰은 행하지 않았다. 존재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철분석을 행하였고 특히 티타늄 matrix에 침입형으로 

-127 -



고용하는 비금속 불순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시험 결과로부터 

lattice parameter를 계산하였다. 분말제조 제조공정시 금속 불순물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원료인 스폰지， 타켓트， 튜브 그리고 제조한 분말로부터 시료를 채 

취하여 ICP 분석을 행하였다. 티타늄의 분말제조시 오염정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산소 및 질소의 함량을 LECO TC-136로 측정하였다. 미세경도는 AKASHI사의 

미세경도기 (MVK-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경도 측정용 분말은 분산시켜 호마 

이커로 mounting한 후， 연마후 경도측정을 행하였다. 이때 사용한 하중은 10 gf 

이었다. 

제 3 철 질험결과 빛 고찰 

1. 회전전극법으로 제조된 티타늄 분말 

가. 분말의 입도분포 

PREP법으로 제조한 분말의 입도분포를 그럼 3-6에 그러고 최빈입도(212-250μm) 

와 입도 (7511m의 분말형상을 그럼 3-7에 보였다. 전체적으로 75-400llID 범위에 분 

포하고 있는 bimodal 형태의 입도분포를 보이고 있고 또한 분말의 형상이 구형임을 

고려해볼 때 분말생성이 direct droplet formation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게분율로 80% 정도 점유하고 있는 최빈입도 212 -250μm 범위에 있는 peak는 

1차입자로 판단된다. 한편 180μm 근방에서 관찰되는 peak은 최빈값에 인접해있고 

앞서 언급한 분말생성기구를 고려해볼 때 특별한 의미는 없는 peak이며 90μm 부근 

에서 관찰되는 미소한 peak을 2차입자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러나 이에 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분말제조변수(소모전극직경， 회전속 

도 퉁)의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누적분포 50%에서 구한 평균입 

경은 240llm였다. 

한면 최빈입자의 외형을 관찰해 보면 일부 분말의 형상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럼 3-7{a) 의 중앙)). 이것은 용융금속 분말이 완전히 웅고하기 전에 

chambe무-비행하던 액상금속이 불완전 웅고된 채로 chamber 내벽에 부딪쳐 형상변 

형이 수반되면서 웅고를 완료하게 되어 생긴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분말 

제조시 완전한 구형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PREP 장치의 chamber 직경이 현재의 

것보다 더 커져야 할 것이다. 

한편 Ti-6w%Al 조성의 합금분말(Ti -A)의 경우 입도분포 및 분말의 형상을 각각 

그럼 3-8 과 그럼 3-9에 보였으며 이 경우 누적분포 50%에서 구한 명균입경은 

18911m 였다. 그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순수 티타늄의 경우보다 peak값이 낮아지고 

입도 분포가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분말생성 기구에 약간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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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PREP법으로 제조된 티타늄 분말의 입도분포 

(HTi -A 시료) 

있었다는 의미이다. 식 (3. 1)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분말의 형상 및 크기는 공정변수 

(process parameter 각속도， 전극직경， 용융속도)와 융금속의 유체적인 성질(표 

면장력， 밀도)에 의존한다. 먼저 공정변수중 소모전극경을 비교해 보면 이 경우 

순 티타늄의 경우보다 크다(DTi =l1 mm , DT i -6Al =16mm). 따라서 정성 적으로 분말경 

은 D1 12에 역비례하므로 18% 정도 작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회전속도는 ω에 

역비례하므로 ωTi=25000 및 ωTi-6Al=20000 rpm을 고려하면 25% 정도 오히려 증가 

하게 되어 Ti-6w%Al 의 분말경이 더 커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금화가 될수록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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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이 작아지고 Al의 합금으로 밀도가 저하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식 (3. 1 ) 및 

(3.3) 에 따라 분말의 크기는 작아지는 대신에 DDF 기구가 ligament disintegration 

으로 천이함에 따라 분말입도의 분포가 넓어지는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립 3-7. PREP법으로 제조된 티타늄 분말의 SEM image 

(HTi-A 시료) 

(a) 212-250μm (b) <75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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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PREP법으로 제조된 Ti-6w%Al 분말의 입도분포 

(Ti-A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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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9. PREP법으로 제조된 Ti-6w%Al 분말의 SEM image 

(Ti-A 시료) 

(a) 212-250 ].lm (b) <75].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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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분말생성기구는 DDF가 여전히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즉， 입도분포 곡선 

으로부터 건으로부터 2차입자 peak이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75μm 입도의 분말형상 

을 보인 그럼 3-9(b)로부터 입자의 크기는 약 6011m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다. 입도 212 -25011m에서도 순 티타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찌그러진 분말을 발견 

할 수 있다. 또한 순 티타늄 분말의 경우에는 대부분 featureless 분말이 우세한 

반면 Ti-6w%Al 의 경우에는 표면구조가 dendrite 또는 cellular dendrite 구조가 많 

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분발의 크기가 클수록 더욱 현저하였다. 

212 -25011m 크기의 분말표면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dendrite 구조를 그럼 3-10에 

보였다.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분말제조시에는 금속웅고효과 즉， 빠른 냉각속도로 

인한 고-액 웅고계면 안정효과보다 용질원소(Al) 에 기인된 조성적 과냉효과가 더 

커졌기 때문에 dendrite 구조가 발탈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럼 3-10. PREP법으로 제조된 Ti -6w%Al 분말의 표면확대 사진 

(Ti -A 시료， 212 -250μm구간의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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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분분석 

PREP법으로 모든 제조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플라즈마 및 분위기 유지용으로 공 

급되는 Ar 가스의 순도만을 3N(HTi-A) 빛 반도체급 5N(HTi-C)으로 유지하면서 제조 

한 분말중의 대표적인 금속불순물을 ICP로 분석한 결과를 표 3-6에 수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Ar가스의 순도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딴단되고 PREP 

에 의해 제조한 분말은 원료로 사용한 고순도 티타늄 타껏트 (99.995%) 의 순도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불순물인 Fe 

를 살펴보면 함량이 30ppm 정도로 원료소재의 3ppm , EB button melting의 3ppm 보 

다는 10배 이상 높아진 값이지만 EB drip melting 보다는 상당히 낮은 값이다. 

표 3-6. PREP법에 의해 제조한 분말의 입도별 
A 

찮
 

북
 
} } 소

 
「금

 

Fe Mg Mn Pb Cu Zn Ni Cr 

HTi-A 29 <I 2. 7 <5 <I 2.6 <I <I 

HTi -C 26 <I 2.9 <5 <I 2.0 <I <I 

한변 비금속 불순물(O ， C ， N ， H)과 높은 친화력을 갖는 티타늄의 분말을 제조할 때 

오염가능성을 조사해 보기 위하여 Ar 순도와 순금속 및 Ti-6w%Al 합금에 대하여 

PREP 분말을 제조한 후 입도별로 산소 및 질소함량 변화를 측정하여 표 3-7에 보였 

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소의 경우 고순도 티타늄은 평균 1500ppm, 그러고 합금은 

평균 3000ppm으로 원료소재의 영향이 가장 크다. 반면 질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3N 

Ar분위기에서는 펑균 500ppm , 그리고 5N Ar분위기에서는 명균 200ppm으로 분위기 

가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염의 원인이 공기였다면 Ar 순도와 

상관 없이 산소와 질소가 동일한 경향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질소의 오염도 

가 더 심해야 할 것이다(왜냐하며 공기중의 산소와 질소의 분압은 일정하고 질소의 

경우가 4배 크기 때문임) . 또한 주위로부터 산소의 오염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면 

당초 원료소재의 산소 함량이 중요하다. 고순도 티타늄의 경우에 300ppm 이하의 함 

량이 분말제조후 1500ppm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분석이 정확하다면 최소한 분말 

제조 공정에서 1000ppm 이상의 산소가 흔입되었다고 보여진다. 합금의 경우에(잉 

고트의 산소 데이터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arc mel ting으로 제조시 1200ppm 이상 

함유되므로 분말제조공정에서 약 1200 -1800ppm 정도가 오염된다고 추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실험자료가 부족하지만(특히 탄소， 수소) 분말취급과정， 진공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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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PREP법에 의해 제조한 분말의 입도별 가스불순물 

번 
시펀 o (ppm) N (ppm) 

호 

HTi-A (75 μm 이하) 1587 567 

2 " (90-106 μm) 1440 529 

3 “ (1 80-200 μm) 1427 535 

4 “ (200-212 11m) 1395 467 

5 (300-425 μm) 1416 273 

6 HTi-C (75 11m 이하) 1676 200 

7 ’ ( 90 -106 11m) 1452 211 

8 “ (1 80-200 μm) 1462 269 

9 “ (200-212 11m} 1533 200 

10 (300-425 μm) 1358 218 

11 Ti-A (75 11m 이하) 2818 587 

12 ’ (90-106 μm) 2992 682 

13 “ (1 80 -200 μm) 2835 534 

14 “ (200-212 μm) 2872 512 

15 (300-425 μm) 2904 507 

분， 각종 501 id particle 동이 오염원으로 우선 고려될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4N5급의 소재를 다루기 위해서는 분말제조 장치뿐만 아니라 제조전후의 

취급과정이 청정실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말의 입도가 작아질수록 산소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분말이 미 

세할수록 비표면적이 커지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오염원이 단순히 

가스상태로 matrix내에 침입하여 있는지 또는 초미분혜(예로 공기중의 먼지，고상불 

질)로 오염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 x-선 회절분석 

(1) 입도별 x-선 회절곡선 

PREP법에 의한 분말제조시 고순도 티타늄 및 Ti -6w%A1을 출발원료로 제조된 

분말의 입도별 x-선 회절곡선을 각각 그럼 3-11 빛 그럼 3-12에 보였다. 그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입도 및 조성의 변화에 따라 XRD로 확인되는 새로운 pha5e는 

없다. 다만 고순도 티타늄보다 Ti-6w%A l 합금들의 회절곡선이 현저하게 확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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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11. PREP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입도분포에 따른 XRD 
회절패턴 (시면 ID HTi-A , 단위 : μm) 

(a) 425-500 (b) 250-300 (c) 212-250 
( d ) 180 - 200 ( e) 160 -180 (f) 106 -125 
(g)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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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2. PREP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입도별 XRD 회절패턴 
(시연 ID Ti -6W"...6Al , 단위 : μm) 

(a) 300-425 (b) 250-300 (c) 200-212 
( d) 180 - 200 ( e) 160 -180 (f) 125 -160 
(g) 90-106 (h) 75- 90 (i)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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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Ti-6w%Al 합금의 경우에는 분말입도가 미세할수록 회절곡선의 확장폭은 커지 

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Al의 합금화에 따른 내부웅력의 증가로 해석된다. 이 

에 추가하여 금속웅고시 높은 냉각속도(104 -105 K/s)로 인하여 비명형 조직의 생성 

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Ti-6w%Al 의 경우에 ( ßTi) • 

( a Ti) 변태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입도별 격자상수 

고순도 티타늄의 경우에는 불순물이 적기 때문에 합금의 경우보다는 금속웅고효 

과가 적지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3-12의 XRD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격자상수를 그럼 3-13에 보였다. 이로부터 분말입도가 미세 

해짐에 따른 격자상수의 뚜렷한 증가를 알 수 있는 바， 이는 표 3-7의 가스분석 데 

이타에서 본 바와 같이 입자가 작을수록 입자내의 산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른 격자 

팽창 효과와 냉각속도가 빨라짐에 따른 금속웅고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추정 

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라. 경도 

금속의 기계적 성질은 불순물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금속의 순도를 확인하는 간펀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 

순도 금속의 경우에는 치환형 원소들은 그 양이 매우 작고 또 대개의 경우 치환에 

따른 격자의 왜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도나 강도동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에 비해 침입형 원소인 가스불순물들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침입형 불순물과 경도와의 관계는 종종 산소당량(oxygen equivalent) 라 

는 표현을 통해 설명되어 왔으며 산소당량의 평방근에 비례한다. 여기서 산소당 

량은 산소당량(Oxygen equivalent) = 2/ 3 C + 0 + 2 N (%) 이다. 이 식은 가스불 

순물이 경도에 미치는 영향은 질소， 산소， 탄소순으로 커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 

다. 그림 3-14는 티타늄 분말시면의 산소 및 질소분석치 (O+2，:cN) 와 측정한 분말의 

미세경도값(VHN)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탄소는 측정하지 않았으며 경 

도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작은 것으로 되어 있어 산소와 질소값만을 사용하였다. 

분말의 경도측정은 입자가 큰 분말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입자가 작은 경우 

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로 측정오차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럼에서 가스량이 많아질수록 즉 분말의 입도가 작아질수록 측정치의 표준편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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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HTi-A 분말시편의 입도분포에 따른 격자상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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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HTi-A 분말시편의 산소당량에 따른 미세경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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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화물법 (HDP)으로 제조된 티타늄 분말 

가. 원료스크랩 

국내에서 발생하는 티타늄 스크랩들중에서 순도가 가장 높은 전자용 스퍼터링 

타껏트(99.995% )와 단일 품종으로 폐기 량이 많은 Grade 2 Ti tube를 대상으로 선정 

하여 수소화물법에 의해 티타늄 분말을 제조하였다. 그럼 3-15는 본 실혐에서 사 

용한 각종 티타늄 스크랩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a)는 본 연구소에서 

VAR 용해에 사용하기 위해 티타늄스폰지를 압축성형한 4각 전극， (b)는 고순도 티 

타늄 스퍼터렁 타껏트를 drilling 한 chip , (c)는 전자빔으로 용해한 Zr 잉고트 그 

러고 (d)는 티타늄관 스크랩 (Grade 2)을 보여주고 있다. 

그립 3-16은 고순도 티타늄 스퍼터렁 타켓트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a)는 사용하지 않은 타켓트 (b)는 사용후 폐기된 타켓트 그러고 (c)는 Ti /Al 형 타 

껏트에서 Al을 NaOH 용액으로 제거한 후의 티타늄 타켓트로 동심원형의 Ti / Al 접합 

부분 요철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폐기된 타켓트는 표 

면이 상당히 산화되어 있다. 이러한 산화층은 질산과 불산의 혼합용액으로 산세처 

리하여 깨끗한 표면을 얻거나 또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전처리의 영향 및 필요성 

동을 알아보았다. 

그럼 3-17은 수소화물법에 의해 티타늄 분말을 제조할 때 각 공정에서의 중간산 

물의 외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켓트 스크랩 • 수소화불塊 • 수소화물 분말 • 

티타늄 분말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수소화처리후에 티타늄스크랩은 

수소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용이하게 분쇄되었다. 외관상으로 티타늄수 

소화물은 검은색을 띄고 있으며 탈수소화후에 본래의 밝은 회색으로 변화하였다. 

나. 원료별 수소화물 

(1) 고순도화학분말 (99.9%, 325 mesh) 

스퍼터렁 타켓트나 pipe와 같은 bulk 재료의 경우 전체가 수소화물로 반웅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내부확산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분말의 경우에는 확산거리가 

짧아 단시간내에 용이하게 안정된 수소화물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와 같 

은 배경에서 티타늄 스크랩의 본격적인 수소화 실험을 하기 전에 순도를 알고 있는 

상용분말을 사용하여 티타늄의 수소화물 분말을 만틀고 생성된 수소화물의 상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그럼 3-18 은 99.9%의 순도를 갖는 고순도화학(주)의 티타늄 분 

말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SEM 사진틀이다. 여기서 (a)는 구입한 상태의 티타늄 

분말 그리고 (b)는 이틀을 수소화처리한 티타늄 수소화물 분말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분말의 형태는 거의 같으며 각형의 불규칙한 형상 

을 하고 있다. 다만 수소화한 티타늄 분말의 경우 입도가 다소 큰 것으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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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수소화 열처리 과정중에 일부 소결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효츠 λ] õ -l 
'-- t:::=. 0 

에서 수소화열처리한 온도인 5600C는 티타늄분말의 본격적인 소결이 진행되기에는 

그럼 3-15 수소화물 분말제조용 원료 티타늄소재 

(a) Sintered Ti bar (b) Ti target chip 

(c) EB Zr ingot (d) Ti tub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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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16. 수소화불 분말제조용 스퍼터렁 타켓트 

( a) 신제품을 절단해 놓은 모습 

(b) 사용한 폐 타켓트 

(c) 티타늄/알루미늄 접합부의 티타늄쪽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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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7 수소화물법에 의한 분말제조 공정별 산물 

(a) 수소화처리전의 티타늄 잉고트 
(b) 수소화처리된 수소화불塊 

(c) (b)를 미분쇄한 수소화물 분말 

(d) (c)를 탈수소처 리하여 제조한 티타늄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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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수소화처리에 따른 상용 티타늄 분말의 외형변화 

(a) 수소화 처리전의 상용 고순도 티타늄 분발(10 1) 

(b) 수소화 처리된 분말의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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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낮은 온도이기는 하나 티타늄수소화물의 분말은 미분말이며 활성이 커서 티 

타늄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소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두 분말의 

유사한 형태로 미루어 보아 고순도화학(주)의 분말도 본 실험에서와 같이 수소화물 

법에 의해 제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3-19는 수소화처리한 고순도 화학분말의 x-선 회절곡선이다. 여기서 (a)는 

구입한 상태의 분말 그리고 (b)는 수소화 처리된 분말의 꽤턴이다. 이 수소화물은 

fcc 구조를 갖는 Ti H1.924 (J CPDS: 25 -982 ) 단일상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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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고순도 티타늄 분말의 x-선 회절패턴 

(a) 수소화처리전 (ID 1) (b) 수소화처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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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 pipe scrap (ASTM B338 Grade 2 , ID 3) 

그림 3-20은 티타늄관을 수소화한 분말의 입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 

로 수소화물은 용이하게 미세한 분말로 따쇄된다. 이 경우 수소화물은 180 ]lm 미 

만의 입도를 가지며 이들의 최빈입경은 63-75 μm으로 약 30% 이었다. 이들 pipe 

로부터 제조한 수소화물은 앞서 살펴본 고순도 상용분말의 경우와는 탈리 

tetragonal 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3-21은 수소화물법으로 제조된 

티타늄 분말의 SEM 사진이며 그림 3-22는 이들 분말들의 x-선 회절곡선들로 (a)는 

미분쇄된 수소화불 그러고 (b)는 (a)로부터 제조한 티타늄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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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0. 수소화물 분말의 입도분포 

원료 Ti pipe (I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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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1. 수소화불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SEM image 

(원료 Ti tube waste , ID: 3) 

(a) 미분쇄된 수소화물 분말 

(b) (a)로부터 제조한 티타늄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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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2. 수소화물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x-선 회절곡선 
(원료 Ti tube waste , 10: 3) 

(a) 수소화후 미분쇄된 분말 

(b) (a)의 탈수소화후 분말 

(3 ) 반도체용 스퍼터링 타켓트 

현재 반도체용 스퍼터링 타껏트는 4N5 (99.995% ) 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제까 

지 대부분의 티타늄 타껏트는 전체가 티타늄으로 된 것을 사용하였으나 가격이 비 

싸 Ti 타껏트에 Al을 backup plate로 확산접합하여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 

다. 따라서 이 종류의 타껏트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껏트에 용접되어 있 

는 Al plate를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Al backup 

plate를 NaOH용액을 사용하여 제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티타늄 타켓트가 

오염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1CP 분석을 하였으며 일체형 Ti 타켓트의 경우와 

도 비교하였다. 

(가) Ti /Al 형 타켓트 (IO 5) 

그럼 3-23은 Ti/Al 형 타켓트에서 Al 을 제거한 후 앞서와 같은 반응조건에서 

생성된 수소화물 분말의 입도분포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도 앞서의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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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3. 수소화물 분말의 입도분포 

( 원료 Ti /Al target used , 10: 5) 

tub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소화물분말의 최빈입경은 63-75 ].lm로 티타늄분말보다 

미세하며 최종 티타늄분말의 입도는 광범위한 입도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는 이들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SEM 사진들로 (a)는 수소화물분말 그 

리고 (b)는 탈수소시킨 티타늄 분말을 표시한다 Ti /A l 타켓트를 원료로 한 경우 

이들의 수소화물은 fcc 와 tetragonal상의 혼합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는 이 

들의 x-선 회절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a)는 수소화물분말 그리고 (b)는 탈수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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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4. 수소화물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SEM image 

( 원료 Ti /Al target used , 10: 5) 

(a) 수소화후 미분쇄된 분말의 형상 

(b) (a)의 탈수소화후 분말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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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5. 수소화불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x-선 회절곡선 
(원료 Ti /A l target used , ID: 5) 

(a) 수소화후 미분쇄된 분말 

(b) (a)의 탈수소화후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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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티타늄 분말의 경우이다. 현재까지의 수소화물 분석결과에 의하면 같은 조건에 

서 수소처리한 경우 수소의 침투처리가 짧은 재료 즉 고순도분말， pipe(두께 0.5 

mm , ID 3) 그러고 굵은 분말을 압축성형하여 bar 로 만든시면 (ID 4)의 경우에는 

단상의 수소화물을 보여주었으나 두께가 1cm 이상인 스퍼터렁타켓트 스크랩 (ID 5, 

6, 7)에서는 모두 2개의 상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소화물법을 두께 

가 두꺼운 스크랩들에 웅용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확인할 필요성 

이 있다. 

(나) 일체형 Ti 타갯트 (ID 6) 

그림 3-26은 Ti 일체형 티타늄 타켓트로부터 제조한 수소화물 분말의 입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7은 이들의 형태를 보여주는 SEM 사진이다. 그럼 3-28은 

이들 분말들의 x-선 회절곡선들이다. 

(4) Zr 잉고트 

Zr은 용이하게 수소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 

빔용해에 의해 Zr 잉고트를 제조하고 이들을 수소화 처리하여 분말생성여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티타늄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잉고트의 외부의 일부만이 

분말화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잉고트와 같이 큰 시편의 경우 전체를 수소화물로 

반웅시키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티타늄의 경우에는 예 

비실험결과 상당히 큰 잉고트도 거의 반응시킬수 있었기 때문에 시편의 크기 문제 

때문이 아니 라고 생각된다. 그럼 3-29는 이들 분말들의 SEM 사진으로 매우 조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0은 이들 분말로부터 얻은 x-선 회절곡선이며 

tetragonal 구조를 갖는 ZrHz 의 표준꽤턴 (JCPDS 17-314)과 일치하고 있어 잉고트 

표면의 일부는 완전한 수소화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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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6. 수소화불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입도분포 

(원료 Ti target used , I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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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7. 수소화물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SEM image 

( 원료 Ti target used , ID: 6) 

(a) 수소화후 미분쇄된 분말의 형상 

(b) (a)의 탈수소화후 분말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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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불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X 선 회절패턴 
( 원료 Ti target used , 1D: 6) 
(a) 수소화후 미분쇄된 분말 
(b) (a) 의 탈수소화후 분말 

그림 3-28. 

2) 

l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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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수소화물 분말의 SEM 
EB drip melted Zr ing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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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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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Zr 잉고트로부터 제조한 수소화물의 x-선 회절곡선 

다 x-선 회절분석 

(1) 수소화물 분석 

각종 티타늄 스크랩을 사용하여 HDP법으로 제조된 수소화물은 사용한 스크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같은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분말의 입도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었다. 그럼 3-31은 여러 가지 스크랩을 사용하여 제조한 티타늄 수소화 

물의 입도별 x-선 회절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1은 Grade 2 pipe , 2논 진 

공소결한 Ti bar , 3은 Ti /A l 형 타갯트， 4 와 5는 각각 산세처리한 Ti 일체형 타켓 

트와 처리하지 않은 타켓트이다. 또 a는 45 11m 이하의 미세한 분말의 그러고 b는 

125 11m 이상의 조대한 분말에 대한 회절분석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우선 Grade 2 tube를 원료로 사용한 수소화물 (1 -a) 의 경우 tetragonal 구조를 

갖는 TiH1.924 (JCPDS: 25-983)상으로 확인되 었다. 또 VAR용 소결바(2-a ， b)의 경우 

에는 fcc 구조를 갖는 단상의 TiH1.924 (JCPDS : 25-982)로 존재하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TiH1.924 상은 250 C 이상에서 고온상인 fcc( JCPDS 25-982) 구조를 가지며 

250 C 이하에서는 tetragonal 구조( 25-983)로 변태한다. 본 실험에서의 x-선 회절 

실험은 모두 250C 이상에서 수행하였으나 저온구조인 tetragonal 상이 확인되고 있 

어 이러한 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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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원료별 수소화물의 따른 x-선 회절곡선 
(l-a , b) Grade 2 pipe , ID 3 
(2-a , b) Sintered Ti bar , ID 4 
(3-a, b) TilAl 형 타켓트 ID5 

(4-a , b) 산세처리한 Ti 타켓트 ID 6 
(5-a , b) 산세처리하지 않은 Ti 타켓트 ID7 

(a=45 j.lm 이하， b=125 j.lm 이상의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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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은 스크랩 원료별로 생성된 수소화물분말을 분급하여 미세한 수소화물분 

말과 조대한 수소화물분말에 대해 측정한 격자상수 빛 생성된 상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세한 분말과 조대한 분말의 회절패턴이 단상이거나 또는 혼합상 

으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 미세한 분말의 경우가 조대한 분말의 경우보다 모두 격자 

상수가 크다. 분말의 입도가 작은 경우 수소의 확산거리가 짧아서 수소화가 용이 

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분말내에 함유된 수소의 량이 많아서 조대한 분말보다 격 

자상수가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러나 5-a ， b의 경우는 예외로 미 

세한 분말은 흔합상 피크를 보여주고 있으며 조대한 분말의 경우는 fcc 단상으로 

변화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표 3-8. 입도별 수소화물의 상분석. a=45 ]lm 이하， b=125 
]lm 이상 

수소화물 a( Á) c( Á) hydrides 

1-a 4.488843 4.395935 
1 phase (hcp) 

1-b 4.488686 4.398389 
2-a 5.959361 

1 phase (fcc) 
2-b 5.958978 
3-a 5.897525 

2 phase 
3-b 5.895639 
4-a 5.901700 
4-b 5.895217 

2 phase 

5-a 5.899195 2 phase 
5-b 5.930854 1 phase (f cc ) 

(2 ) 티타늄분말 분석 

수소화물법의 경우 티타늄 분말은 수소화공정둥 재료내부를 통한 확산과정을 거 

쳐 생성되기 때문에 분말의 입도는 반웅시간 및 생성상들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생각되어 제조된 티타늄 분말들을 분급하여 입도별로 x-선 회절분석을 하였다. 

그럼 3-32는 스펴터링 타켓트를 사용하여 제조한 티타늄 분말의 입도별 회절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a)는 425-500 ]lm (b)는 300-425μm (c)는 212-250 μm 

(d)는 180-200 μm ， (e)는 125-160 ]lm, (f)는 90-106 ]lm, (g)는 63-75 ]lm, (h) 

는 38-53 μm 그러고 (i)는 38 μm 이하의 분말들의 x-선 회절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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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탈수소후 분말의 입도에 따른 x-선 회절곡선 
(시료 ID: 6 , 단위 11m) 

(a) 425-500 (b) 300-425 (c) 212-250 
( d) 180 - 200 ( e) 125 -160 ( f) 90 - 106 
(g) 63- 75 (h) 38- 53 (i)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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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은 위에 보인 각 분말들의 x-선 회절곡선으로부터 계산한 격자상수를 

입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탈수소처리하여 제조된 티타늄분말들의 격자상수는 

입도가 작아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들 분말 

이 수소화된 상태에서도 동일하였으며 이는 미세한 분말의 경우가 수소의 확산거리 

가 짧아 조대한 분말보다 수소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 

서 이들을 탈수소처리한 후에도 같은 경향이 남아 있는 것은 미세한 분말내의 잔류 

수소량이 조대한 경우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향후 이들 

탈수소한 분말의 수소량을 분석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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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33. 탈수소후 분말의 입도에 따른 격자상수의 변화 

(그럼 3-32로부터 계산) 

-160-



라. 분말의 순도에 미치는 전처리의 영향 

본 실험에서 티타늄 스크랩으로 제조한 티타늄분말의 성분분석은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표 3-9는 제조한 분말들의 ICP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에서 산소와 질소동의 가스 불순물은 통상 순도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침입형 원소인 가스 원소들은 금속의 전기적 및 기계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금속불순물 못지않은 중 

요성을 가진다. 

사용하고 폐기된 티타늄 스크랩은 표면에 산화충동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덮여 

있다. 따라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소화반웅에 앞서 이들을 제거하는 공정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혜타갯트를 dri 11로 

chip을 내서 이중 일부를 산세처리 (HN03 + HF)하고 일부는 전처리를 하지 않은채 

로 ICP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산세처리한 타켓트의 경우 Fe가 89 ppm 에서 28 

ppm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Mg , Mn , Zn의 경우는 수 ppm 정도 증가하고 있다. 한 

편 가스불순물의 경우를 보면 산소는 1350 ppm으로 산세의 영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질소의 경우는 140 ppm에서 120 ppm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분석오차동을 감 

안하면 가스불순물의 경우 산세처리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들 분석치를 제조회사가 제공한 분석치와 비교하면 Ni , Cu , Cr , Pb동을 

제외한 금속불순물들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오염된 것 

으로 생각된다. 

수소화물법에 의해 티타늄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스불 

순물의 오염이다. 제조회사의 분석치에 의하면 타켓트는 254 ppm의 산소만을 함유 

하고 있으며 따라서 dri 11 ing에 의한 시료채취과정에서도 1350 ppm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많은 티타늄 제품들의 경우 특히 전자산업이나 고순도 

분말들의 경우 금속불순물보다도 가스불순물에 대한 규격이 까다로와 가스불순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시편의 준비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청되고 있다. 

표 3-9. 타갯트의 전처리에 따른 불순불 분석결과 

Fe Mg Mn Pb Cu Zn Ni Cr 0 N 

3. 7 <0.01 <0.005 <0. 05 0.1 0.3 254 13 

2 89 1. 9 1. 9 <5 <I 0.6 <I <1 1350 140 

3 28 4.9 2. 7 <5 <I 4.6 <1 <1 1350 120 

주) 1: 타켓트 제조회사 분석치 2: 타켓트 chip 3: 산세처리한 타켓트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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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 흐르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된 후 저가로 국외로 방출되고 있는 주요 터타늄 스크랩들을 

플라즈마 회전전극법 (PREP) 및 수소화물법 (HDP)을 사용하여 분말로 제조하고 이들 

의 순도， 형상동을 분석하여 이들의 재활용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국내의 티타늄 스크랩중에서도 가장 순도가 높은 99.995%의 스퍼터링 타켓트， 그리 

고 단일공장에서 상당한 물량이 폐기되고 있는 확인된 티타늄관(Grade 2)을 대상으 

로 선택하였다. 

1. 고순도 스퍼터링 타켓트 스크랩을 사용하여 플라즈마 회전전극법으로 제조한 티 

타늄 분말은 75-400p.m 범위의 구형분말로 bimodal 형태의 입도분포를 보였으 

며 이때 분말 생성기구는 direct droplet formation(DDF)로 밝혀졌다 1차입자의 

명균경은 212 -250 p'm이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2차입자는 뚜렷하지는 않으나 90 μm 

부근으로 생각된다. 한면 분말제조변수(플라즈마 전류， 소모전극의 직경 빛 회전 

속도)에 따른 1차입자의 명균입경을 예측하는 실험식은 식 (3-3) 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2. 여러 종류의 티타늄 스크랩을 사용하여 수소화물법으로 제조한 티타늄 수소화물 

분말은 넓은 입도분포를 가지는 불규칙한 각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 분말은 

원료스크랩의 종류에 관계없이 63-75 p.m에서 최빈입도를 나타내었다 x-선 분석 

결과 본 실험에서 제조한 수소화물은 TiH1. 924 로 밝혀졌으며 원료스크랩의 종류에 

따라 fcc 구조를 갖는 고온상인 TiH1. 924 (JCPDS: 25-982)와 tetragonal 구조를 갖는 

저온상인 Ti H1. 924 (JCPDS: 25-983)의 혼합상 또는 단일상으로 확인되었다. 한변 Zr 

잉고트로부터 제조한 수소화물은 tetragonal구조를 갖는 ZrH2 (JCPDS 17-314)로 밝 

혀졌다. 이들 수소화물을 탈수소처리하여 제조한 티타늄 분말은 원료인 수소화물 

보다 형균입경이 증가하였으며 열처리중에 일부 소결이 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금속 및 비금속 불순물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플라즈마 회전전극법으로 제조한 

경우가 수소화물법의 경우보다 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소화물법의 경우 여 

러번의 분쇄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소화물법을 사 

용하여 고순도의 티타늄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분쇄 및 기타 처리공정에서 금 

속불순물 및 가스불순물의 흔입을 막기위한 오염방지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회전전극법을 사용하여 고순도 분말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크랩둥을 전 

자빔으로 용해하여 잉고트를 만들고 이로부터 전극용 전극을 제작하는 공정이 필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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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4 장 티타늄 스크랩 재활용 연구 

제 1 절 서 언 

무역통계년감에 의하면 현재 6, 000 만불이상의 금속 티타늄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형태의 티타늄 및 티타늄합금 스크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 

내에는 이들의 재활용처리를 위한 시설이 없으며 혜기 또는 외국으로 염가로 방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국내 티타늄 스크랩을 국내에서 재활용하기 위 

한 연구개발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 티타늄 스크랩의 

재활용율은 50-80% 에 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재활용가능성이 큰 금속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중에서 티타늄합금 스크랩은 용 

도 및 조성이 다양하여 용이하게 균질한 조성을 갖는 합금 또는 티타늄금속으로 재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티타늄 스크랩의 재활 

용에 관한 연구개발은 합급원소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 티타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마땅한 순서라고 생각된다. 

합금제품을 분말야금 공정에 의해 제조하는 경우 조성에 맞는 합금분말을 사용 

하는 것이 합금조성의 안정성동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지만 합금분말 제조과정에 

서의 추가비용 때문에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합금의 조성 

에 해당하는 각 원소의 혼합분말 또는 다원계의 모합금분말들을 사용하여 소결과정 

에서 합금화하여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저가의 합 

금스크랩을 사용하여 합금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이 개발되면 국내자원재활용 

과 합금 분말야금 제품의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의 전자산업의 확장에 따라 반도체공정중 barrier로 사용되는 고순도 티 

타늄 스퍼터링 타켓트의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99.99% 이상 

의 고순도이며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중량면으로는 그러 큰 규모는 아니나 금 

액상으로는 상당히 높아 년간 순수 티타늄 타켓트의 경우만도 1, 600 만불이상 수입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퍼터링 타켓트는 크기， 종류 및 사용장비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통상 1/3 이상이 스크랩으로 남게 되며 따라서 이들 고순도 타갯트 

스크랩의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타켓 

트 제조회사들의 경우에도 현재의 높은 타켓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 혜티타늄 타켓 

트의 채용해에 의한 재활용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자업계에서 혜기되고 있는 타켓트 스크랩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 중 일부를 

회수하여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스크랩의 재활용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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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스크랩의 채용해에 의한 잉고트 제조 

@ 분말제조 공정의 원료로 사용 가농성 타진 

을 목표로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φ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 2 장에서 이들을 전자 

빔용해하고 분석하는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주로 @의 분말제조 

공정 원료가능성 타진에 대한 실험결과에 대해 서술하였다. 분말제조 방법으로는 

각종 형태의 스크랩의 처리를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소화-탈수소화법 

(HDH법)을 선택하였다. 분말제조에 사용한 원료는 국내에서 폐기된 스퍼터링 타켓 

트， 티타늄 파이프， 소결용 bar 및 골프채 제조에 사용되었던 Ti -6Al-4V 합금스크 

랩 판재퉁이었다. 

수소화물법 (HDH ， Hydride DeHydride Process)은 순금속 또는 합금이 수소를 흡 

장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이다[4- 1 ， 2]. 고순도 금속은 연성이 

크고 분말제조시 주위로부터 불순물이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원래의 순도를 유지한 

채 미분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수소화물은 격자팽창동에 의한 수소취성 

을 강기 때문에 용이하게 파쇄하여 미분말로 만들 수 있다 Zr ， Ti, U, Th동은 

HDH법에 의해서 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금속이며 이들의 수소화물분체를 진공중에 

서 가열하면서 탈수소시키면 금속 또는 합금의 미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4-3] . 

그림 4-1은 일반적인 수소화-탈수소화법에 의한 분말제조 공정의 개략도이다. 

원료인 Ti 스폰지를 수소화열처리로에 넣고 수소를 일정압력으로 장입한 후 가열하 

면 Ti의 수소화물 반웅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화물은 파쇄， 분급동 

의 과정을 거친후 탈수소열처리로에서 진공가열하면 수소가 방출되어 티타늄 금속 

분말이 남게 된다. 이들은 다시 따쇄， 분급등의 과정을 거쳐 원하는 입도의 Ti분 

말을 제조하게 된다. 

져~ 2 절 설험방법 

1. 원료 소재 

그림 4-2(a)는 분말제조의 원료인 스퍼터링 타켓트의 사진이다. 좌측은 사용하 

지 않은 타켓트이며 우측은 사용후 폐기된 타켓트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타켓트 스크랩은 사용후 상당부분이 남아 있어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타켓트의 사용량은 시스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원재료의 2/ 3 이상 

이 사용후 남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진 (b)는 타켓트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 

는 가공 chip이며 본 실험에서 분말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chip의 명균 

두께는 약 0.3 mm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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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 1. HDH 공정 개략도 

그림 4-3은 합금분말 제조 실험에 사용한 Ti-6Al-4V 스크랩이며 gol f club의 

face면을 절단하고 남은 판재이다 (a) . 이들 스크랩은 분말을 만틀기 위해 작게 

절단하여 (b)와 같은 형태로 만들었으며 두께는 3. 5 mm이었다. 표 4-1은 이들 스 

크랩의 펑균조성을 EDS 로 분석한 결과이다. 

2. 분말제조 

수소화물을 제조하기 위한 수소화열처리는 5600C에서 3시간동안 하였다. 이때 

수소의 초기압력은 약 8 기압이었으며 타켓트 chip 과 Ti-6Al-4V 합금 스크랩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하였다. 수소화반응을 완료한 시료는 ba11 mi 11 ing한 후 32 

mesh 체를 사용하여 組분급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수소화물 분말(Ti Hz )은 최종적 

으로 진공소결로에서 8000 C 4시간동안 가열하여 Ti분말을 제조하였다. 진공소결로 

의 초기진공도는 약 10-4 torr로 유지하였으며 열처리하는 동안 탈수소반웅의 진행 

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진공도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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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스퍼터링 타켓트의 외관 (a) 타켓트 스크랩 (b) 타껏트 가공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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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Ti -6Al-4V 스크랩의 외관 (a) 구입상태 (b) 절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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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Ti-6Al-4V 스크랩의 EDS 분석결과 

at % wt % 

Ti 88.92 91. 78 

Al 7.63 4.44 

V 3.45 3. 78 

제 3 절 설험결과 빚 고찰 

1. 티타늄 타껏트의 분리 실험 

그림 4-4는 폐기된 10“ 티타늄 스퍼터링 타켓트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A) 

는 알루미늄 backing plate 이며 하부의 검은 부분(B) 이 사용하고 남은 티타늄 타 

켓트이다. 예전에는 통상 전체를 티타늄으로 한 타갯트의 경우가 주류를 이루었으 

나 최근에서 가격동의 문제로 알루미늄과 확산접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티 

타늄 타갯트를 채용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루미늄 backing plate를 제거해야 한 

다. 다행히 알루미늄 backing plate는 NaOH 용액으로 용이하게 제거되었으며 그 

림 4-5는 알루미늄이 제거된 티타늄 타켓트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A)는 알루미 

늄이 제거된 순수한 Ti 타켓트이며 (B)는 제거전의 모습이다. 

그림 4-6은 절단한 타켓트를 NaOH 용액속에 담근 후 10 분마다 꺼내 무게의 변 

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알루미늄은 약 40 분정도까지 거의 직선적으로 용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는 무게가 변하지 않고 있어 용해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알루미늄과 티타늄을 분리하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알루미늄 

이 남지 않도록 TilAl계면에서 Ti 쪽을 절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알루미늄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변에서 충분히 티타늄쪽으로 틀어간 부 

분을 절단해야 하기 때문에 티타늄의 손실이 크게 된다. 한편 NaOH로 용해하여 분 

리하는 경우 티타늄의 손실은 없게 되나 용해시 발생한 가스가 티타늄속으로 확산 

침투하거나 Na동의 불순물틀이 티타늄을 오염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점들 

은 추후 실험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7은 티타늄 타켓트와 알루미늄 backing plate의 계면을 보여주는 SEM 사 

진이다. 이틀의 계면은 요철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티타늄 타켓트를 b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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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에 확산접합시킬때 계면강도를 증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4 -8은 Ti / Al 계 

면의 확산부위를 살펴보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EDX로 조성을 분석한 결과를 플롯한 

것이며 확산부위의 길이는 약 10 μm 정도로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 

에 대한 X-선 회절결과 계면부근에서 다른 Ti /Al 간의 금속간화합물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4-4. 폐기된 10 “ 티타늄 스퍼터 링 타껏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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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알루미늄이 제거된 티타늄 타켓트 

(A) 알루미늄 제거후 (B)는 제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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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6. NaOH 용액중에서 알루미늄의 용해에 따른 타켓트의 
무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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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티타늄 타켓트/알루미늄 backing plate 계면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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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켓트 스크랩을 사용한 분말 제조 

가 TiHz 분말 

그림 4-9는 타켓트 chip으로부터 제조한 TiHz 분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a)는 32 mesh 이상의 굵은 입자들이며 (b)는 32 mesh 이하의 입자들이다. 이 입 

자들은 x-선 회절분석 결과 TiHz 로 확인되었다. 그립 4-10은 분말들의 x-선회절 

곡선들이며 (a)는 32 mesh 이상 그러고 (b)는 32 mesh 이하의 입자들로부터 얻은 

회절 돼턴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세한 분말의 경우 피크들이 명확하 

며 분석결과 tetragonal 구조(Ti H1.9Z4 JCPDS 23-924)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에 반해 굵은 입자들은 피크가 뚜렷하지 않으며 background가 커서 명확하지는 않 

으나 미세한 분말과 같은 결정구조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11은 제조된 

TiHz 분말의 SEM 사진으로 입자의 크기가 다양하며 넓은 입도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탈수소 열처리 

제조된 TiHz 는 진공소결로에서 탈수소처리하여 Ti 분말을 제조하였다 TiHz 시료는 

400g 이었으며 열처리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때 탈수소처리는 8000C에서 4시간동 

안 하였으며 승온속도는 1000 C/hr 이었다. 그럼 4-12는 진공소결로내에서 탈수소공 

정중 측정한 노내진공도와 온도를 기록한 것이다. 노내진공도 곡선은 2500 C 와 7000C 

부근에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 2500C 부근에서 흡착수분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펀 TiHz• Ti + Hz 의 탈수소반웅에 의한 노내압력의 증가는 첫 번째 피크가 같나기 

전에 시작되어 탈수소온도인 8000 C 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한후 초기의 진공도를 회복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조건에서의 탈수소는 승온시간까지 포함하여 4시간 정도 

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노내진공도가 열처리중에 초기값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탈수소처리가 완료된 것 

으로 생각되었다. 이점은 Ti Hz 시료의 무게변화를 통해서는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4-2는 TiHz 분말의 탈수소전후의 무게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처음 60g 이었 

던 시료는 탈수소처 리후 57. 579g 으로 무게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흡착수분동의 영 

향을 무시하면 탈수소에 따른 수소의 감소량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이 값으로 

부터 잔류수소의 량을 계산할 수 있다. 티타늄 수소화물을 TiHz로 가정하고 열처 

리후 무게감소로부터 잔류수소량을 계산하면 50 ppm 이 되며 JCPDS(26-922)와 같이 

Ti Hl. 9Z4 로 계산하면 1485 ppm 이 되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실제 잔류수소 

량 의 측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4-13은 탈수소처리하여 제조한 Ti 분말의 x-선 회절곡선이다. (a)는 원료 

인 TiHz 이며 (b)는 Ti 분말의 피크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b)의 피크틀은 Ti의 피크들이며 미반응 TiHz 피크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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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 Target 
Scrap 

(over 32 mesh) 

t. 

(b) Ti Target 
Scrap 

(under 32 mesh) 

그럼 4-9. 타켓트 chip으로부터 제조한 TiHz 분말 

(a) 32 mesh 이상 (b) 32 mes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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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 TiHz 분말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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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수소화물분말의 탈수소처리전후의 무게변화 

TiHz Ti Hl, 9Z4 

원시료무게 탈무「A게-;::. λ (-g끼 당 )-
(g) 

이론무게 (g) 수소(ppm) 이론무게( g) 수소(ppm) 

60 57.579 57.575988 50 57.664515 1485 
」

다. 분석 

표 4-3은 타켓트로부터 제조한 TiHz 및 Ti 분말의 ICP 분석결과이며 비교를 위 

해 (주)세종소재 분말의 분석표와 Lot number도 함께 수록하였다. 표에서 볼수 있 

는 것처럼 타갯트로부터 제조한 분말의 불순물중 Fe , Mg, Mn는 상용분말보다 낮았 

다. 특히 티타늄의 주요불순물인 Fe의 경우 TiHz 분말은 49ppm 그러고 Ti 분말의 

경우는 84ppm 으로 상용분말의 값틀보다 420ppm과 380 ppm보다 300 ppm 이상 낮게 

나타나 상당히 청정한 분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Zr의 경우는 예 

외로 상용분말의 경우는 수 ppm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실험에서 제조한 

분말중에는 393 ppm과 119 ppm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순도 금속의 

금속 불순물의 오염원은 반웅용기나 진공챔버퉁에 다량 사용되는 Fe, Cr , Ni 퉁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Zr의 대폭적인 증가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 

라서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추정할 수가 없다. 다만 TiHz 분말을 

제조한 업체에서는 Zr 분말도 같은 방법으로 생산중에 있기 때문에 수소화공정 또 

는 이후의 분쇄공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4는 본 실험에서 제조한 TiHz , Ti 와 상용분말들의 산소측정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TiHz 중의 산소량이 이들로부터 제조한 Ti 분말중의 산소량보다 약 

1000 ppm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TiHz 중의 산소가 탈수소 열처리중 

에 일부 제거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외에도 가스분석시 발생하는 다량의 

수소가 산소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의 경우 TiHz 

의 Nz를 측정할 때 수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된 질소의 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점틀을 고려하면 순수한 Ti과는 

달리 TiHz 의 산소 및 질소분석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스크랩으로부터 제조한 Ti 분말의 산소량은 4233 ppm 으로 상용분말의 7035 ppm 

보다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앞서의 금속불순물 빛 가스분석결 

과들은 타켓트 스크랩을 사용한 청정한 Ti 분말의 제조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크랩을 채용 

해한 버턴시면의 산소량이 약 300 ppm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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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타켓트로부터 제조한 TiH2 빛 Ti 분말의 ICP분석결과 

Ti H2 Ti 

STHPU325 Scrap STPU635 Scrap 

Fe 420 49 380 84 

Mg 13 9.8 30 13 

Si 230 400 

Mn 15 2.8 10 4.1 

Zr 2 393 119 

표 4-4. 타갯트 스크랩으로부터 제조한 티타늄 빛 
티타늄수소화물 분말의 산소량 측정결과. 

시료분말 산소량 (ppm) 

TiH2 (상용분말) 8003 :t 1031 

Ti (상용분말) 7035 :t 247 

Ti H2 (λ크랩 분말) 5300 :t 311 

Ti (A크랩 분말) 4233 :t 506 

분말제조 공정 또는 가공과정을 통해서 약 4, 000 ppm 정도의 산소가 증가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티타늄 분말야금 제품의 소결에 있어 산소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켓트 스크랩을 사용하여 고품위의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산소량 

을 더욱 낮출 필요성이 있다. 

3. Ti-6Al-4V 스크랩을 사용한 분말제조 

그림 4-14는 Ti -6Al-4V 스크랩을 수소화 열처리한 후 분쇄하여 제조한 합금분말 

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a)는 32 mesh 이상의 조대한 입자이며 (b)는 

32 mesh 이하의 분말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모두 타켓트로부 

터 제조한 분말보다 현저하게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5는 32 mesh 이하 분 

말들의 SEM 사진으로 입자들이 입자들이 크고 각진 형태를 하고 있다. 이중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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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 - 6Al- 4V 
Scrap 

(over 32 mesh) 

i’ 

(b) Ti- 6AI- 4V 
Scrap 

(under 32 mesh) 

그림 4-14. Ti-6Al-4V 스크랩으로부터 제조한 합금분말의 외 관 

(a) 32 mesh 이상 (b) 32 mes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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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15. 32 mesh 이하 Ti-6Al-4V 분말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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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말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소화물의 형성이 완전하지 못 

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틀 합금의 수소화물 제조 공정의 최적화 실험이 필요할 것이 

다. 

그럼 4-16은 Ti -6A1-4V 스크랩과 그림 4 - 14 ( a) 에 보인 32 mesh 이상의 입자중 

큰 조각을 선택하여 mounting 한후 연마， 에칭하고 찍은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a ) 

는 스크랩이며 그러고 (b)는 수소화처리한 조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원료 스 

크랩은 그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명행한 대표적인 압연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수소화열처리한 조직은 미세한 수소화물 결정틀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때 압연조직의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소화열처리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화물은 모재의 방향성을 이어받지 않으며 임의 

핵생성에 의해 생성，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4-17은 Ti-6A1-4V 합금 스크랩과 이들로부터 제조한 수소화물 분말의 X 선 

회절곡선들이다. 원료인 스크랩 자체의 회절곡선 ( a)은 Ti과 같은 hcp 결정구조를 

하고 있으며 A1 과 V이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b)는 30 mesh 

이상의 입자 그리고 (c)는 30 mesh 이하의 입자들의 회절곡선이다. 이틀은 cub i c 

형태의 수소화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서의 타껏트 스크랩의 경우와는 

달러 일부 금속 티타늄도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합금 수소화물은 타켓 

트로부터 제조한 티타늄 수소화물의 경우와는 달리 피크틀의 반각폭이 현저하게 확 

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Ti - 6A1- 4V 합금의 경우 수소화가 불완전하 

며 합금격자가 상당히 높은 내부웅력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4. 수소화 열처리 시간 

이론적으로는 티타늄 잉고트와 같은 별크소재의 경우도 HDH법에 의해 분말을 제 

조할 수 있다. 그러나 벌크재료의 경우 수소가 재료내부로 확산하는데 시간이 걸 

리기 때문에 공정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료소재의 두께와 수소의 확산속도와 

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다. 최근 高久 昇동[4-4] 은 티타늄 원료를 6500 C 이상까지 

진공중에서 가열한 후 수소를 흘려주면서 3000C까지 냉각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수소화처리하는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이때 냉각에 밀요한 시간을 아래식과 같이 나 

타내었다. 

Y( 분 ) 二 0.59 X2 + 10.1 X + 4.8 

여기서 Y는 300 0 C 까지의 냉각에 소요되는 시간(분)， X는 시료의 두께 (mm) 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타껏트 chip 의 경우 윗식으로 계산하면 냉각중 수소화를 위한 

시간이 8분에 불과하다. 한편 Ti-6A1- 4V 합금판재의 두께 3.5 mm를 사용하여 계산 

하면 47분이 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행한 수소화처리중에 타켓트 chip은 충분 

히 수소화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 합금 스크랩의 경우에는 일부만이 

수소화물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32 mesh 이상의 분급입 

자들 가운데 그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두꺼운 조각들이 남아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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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Ti-6Al-4V 스크랩 및 수소화물의 광학현미경 사진 

(a)스크랩 (b) 수소화처리한 조각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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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17. Ti-6Al-4V 합금 스크랩과 제조한 수소화불 분말 
의 x-선 회절곡선 

(a) 스크랩 (b) 32 mesh 이상 (c) 32 mes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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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압력을증가시 

생각된다. 。


단
-
것
 

로 보인다. 따라서 합금의 경우 반웅시간을 증가시키거나 

켜서 시펀내부로의 수소의 농도구배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금속불순물과 가스불순물 

표 4-5는 주요 티타늄 스 

성분분석결과를 요약하 

5. 국내 티타늄 타켓트 스크랩의 재활용 

본 실험에서 스크랩을 사용하여 제조한 티타늄분말의 

을 분석하여 이들 스크랩의 재활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크랩을 사용하여 PREP법과 HDH법으로 제조한 티타늄분말의 

였다. 

λ..J..!::!님 A.J 
。 τrτ!:"'-';

괴효택t~ Fe Mg Mn Pb Cu Zn Ni Cr 0 N 

스폰지(99'A>) 28 89 9.6 <5 <1 2.3 37 38 1570 130 

고순도화학분말(99. 9'A>) 24 484 1. 3 <5 <1 2.3 (1 1. 4 4545 279 

스폰지(99. 99'A>) 156 30 8.5 <5 (1 2.4 27 7.9 1350 90 

4N(5 업체 티분타늄석치타켓 )트 3. 7 <0.01 <0.005 <0.05 0.1 0.3 254 13 I 

티타늄 타켓트 chip 89 1. 9 1. 9 <5 <1 0.6 <1 (1 1350 140 

티(산타세늄처 타리켓)트 이ip 28 4.9 2. 7 <5 (1 4.6 (1 <1 1350 120 

Ti/Al형 타켓트 109 7.9 9.0 <5 (1 3. 7 15 22 3901 331 

Ti산 일세체처형E 타켓트 128 8.9 14 <5 <1 2.9 13 28 5730 316 
(~^~l~èl) 

Ti 일체형 타갯트 88 8.5 10 <5 <1 4.0 7.4 16 4050 462 

P(RH만fi-A 분，말 일체형타켓트) 29 <1 2. 7 <5 <1 2.6 <1 (1 1453 474 

P(RHrPi-C 분，말 일체형타켓트) 26 (1 2.9 <5 <1 2.0 <1 (1 1495 219 

VAR 용티타늄소결바 139 57 21 <5 <1 3.0 88 33 4479 271 

Grade 2 티타늄 튜브 316 11 16 <5 <1 4.0 38 25 5347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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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켓트를 사용하여 제조한 분말들의 티타늄 스퍼터렁 표 4-5. 



표 4-5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통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분말의 금속 및 

비금속 불순물은 PREP법의 경우가 HDP법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PREP법 

의 경우 분말의 파쇄공정둥이 필요하지 않아 오염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한 

편 앞서 타껏트 chip의 분석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산세에 따른 Fe 불순물의 

감소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타켓트의 종류 또는 전처리의 영향은 뚜렷한 경향을 보 

이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분석결과로 미루어 보면 HDP법의 경우 Fe가 주불순물이 

며 100 ppm 정도로 높은 편이나 기타 불순물들은 대부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분말제조를 통한 재활용방안으로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HDP의 여러공정중 금속 및 비금속불순물의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 

임은 물론이다. 한면 PREP법의 경우 HDP 볍보다 순도유지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법 

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입도를 다소 낮출수 있거나 또는 이 정도의 입도 

를 갖는 구형 분말이 요구되는 용도가 확인될 경우 상당히 순도가 높고 균일한 티 

타늄 분말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방법 

의 경우 회전전극용 시편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잉고트형태의 재료가 요구되며 HDP 

법에서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PREP법 

을 사용하여 국내의 스크랩으로부터 고순도 티타늄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 3 장에서 자세히 언급된 바와 같이 스크랩을 전자빔용해하여 고순도의 

잉고트를 만드는 공정이 밀수적일 것이다. 

제 4 절 결 흐르 
"L-

1. 티타늄 타켓트 스크랩과 Ti-6Al-4V 합금 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여 티타늄 

분말과 Ti-6Al-4V 합금분말을 제조하였다. 타켓트 스크랩으로부터 제조한 Ti Hz는 

저온상인 tetragonal 구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금의 수소화물은 

cubic 결정구조를 나타내었다. 

2. 타켓트 스크랩으로부터 제조한 TiHz 및 Ti분말의 ICP 분석결과 주요불순물 

인 Fe , Mg , Mn퉁이 상용분말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Fe의 경우는 상용분 

말에 비해 TiHz 의 경우 12%, 그리고 Ti분말의 경우는 22%로 나타나 재활용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i -6Al-4V의 경우는 수소화물 및 분말제조 조건의 최적 

화 실험이 요청된다. 

3. 스크랩으로부터 제조한 Ti 분말의 산소량은 4233 뼈 으로 상용분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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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 ppn 보다 상행l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스크랩을 채용해한 버턴시면의 산소량이 때 

뼈 에 불과하였다는 사실로 판단해볼 때 결국 분말제조 공정 또는 원료로 사용한 chi뼈 

제조공정중에 약 4, 000 빼 정도의 t납가 중7바였다는 의미가 된다. 티타늄 분말야금 제 

품의 소결에 있어 산소량은 김속블순블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스크랩을 사용하여 

고품위의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산소오염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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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高久 昇외， 特開平6-10016 (1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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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티타늄분말의 등온소결 연구 

제 I 철 서 언 

티타늄은 대표적인 신소재로 일반산업， 항공 · 우주분야퉁에 필수적인 금속이나 

고반응성-난공성동의 문제점으로 인해 다른 구조용 재료에 비해서 고가인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원재비용과 가공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형상에 가까운 반제품 

을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 티타늄의 분말야금법에 대한 관심과 산업적 활용이 증대 

되고 있다. 

최근 분말야금법에서 요구되는 미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수소화-탈수소화법 (HDH법 )[5-1]이 있다. 이 방법은 티타늄 스폰지에 수소를 첨가 

하여 취약하게 한 후 HDH 공정의 중간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수소화물(Ti Hz) 의 미 

분말을 만든 후 진공분위기에서 탈수소처리하고 따쇄하여 최종적으로 티타늄 분말 

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티타늄은 수소와 반웅하여 수소화물을 생성할 뿐 아니라 

만들어진 수소화물은 용이하게 원하는 입도로 분쇄될 수 있다. 그러나 탈수소처리 

된 금속티타늄은 연성이 크고 파쇄공정에서 불순물이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원래의 

순도를 유지한 채 미분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티타늄 수소화물 분말을 직접 티타 

늄 소결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변 경제적인 이점외에도 청정한 소결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ausner동[5-2]은 ZrHz를 소결하여 Zr 소결체를 제조할 때 소결밀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UHz , ThHz를 소결한 경우에는 급속분말을 사용한 경우보다 소결밀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Ti Hz 의 경우도 수소화물이 소결을 촉진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Hattori동 [5-3]은 소결온도에 따른 밀도측정결과를 바탕 

으로 TiHz의 소결촉진현상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소결체의 기계적성질에 큰 영향 

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산소， 수소뭉 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찾아 볼 

수 없다. 본 실험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TiHz를 원료로 사용하여 티타늄 소결 

체를 제조하고 소결밀도， 산소 및 잔류수소량， 경도， 미세조직동을 조사하여 티타 

늄 소결제품 원료로서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최근 티타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업체에서도 수소화-탈수소화법 (HDH) 

을 개발하여 스폰지 티타늄으로부터 티타늄 분말 및 티타늄 수소화물 분말을 생산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스크랩을 활용한 분말제조와 관련하여 국산 분 

말의 활용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티타늄 수소화물(TiHz)분말은 HDH 공정 

의 중간산물이기 때문에 최종 제품인 티타늄분말보다 공정이 짧으며 입도가 미세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티타늄소결체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TiHz를 사용하여 Ti 소결체 

를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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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설험방법 

1. 원료분말 

실험에 사용한 Ti 및 Ti Hz 분말은 (주)세종소재에서 구입하였으며 수소화-탈수 

소화법 (HDH법)으로 제조하였다. 이들의 순도는 순도는 99.5% up이었으며 표 5-1은 

업체에서 제공한 해당분말의 화학분석치이다. 

표 5-1. 구입한 Ti 및 TiHz 분말의 화학분석 (단위 ppm) 

Ti powder TiHz powder 
(Lot.no. 8TPU635) (Lot.no. 8THPU325) 

Fe 380 420 
Mg 30 13 
8i 400 230 
Mn 10 15 
Zr 2 
C 30 
Cl 20 
Oz Max. 5000 Max. 4500 
Nz Max. 800 Max. 2300 
Hz Max. 4500 

2. 소결실험 

각 원료분말은 CIP를 사용하여 2300 kgf / cmz의 압력으로 성형하여 봉상시변을 

제조하였다. 성형후 직경 2cm , 높이 5 mm의 디스크형으로 절단하여 소결시연을 제 

조하였다. 소결실험은 진공소결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소결온도는 1100, 

1200, 1300 및 14000 C 이었다. 소결시간은 4시간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3. 분석 및 측정 

분말 또는 소결체의 산소는 가스분석기 (LECO Model TC-136)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분석시편은 소결체를 1. 5mm x 1. 5mm 의 바형태로 절단하여 제작하였다. 소 

결체의 미세경도는 AKA8HI사의 미세경도기 (Model MVK-E)를 사용하여 1kgf의 하중으 

로 측정하였으며 mounting하고 연마한 후 시편탕 20회씩 측정하였다. 소결체의 미 

세구조는 연마후 에칭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들의 겉보기밀도는 아르키메데스법으로 

측정하였다. 입도분석에는 Malvern사의 83.01 입도분석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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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선 회절분석 

TiHz 상은 실내온도 부근인 250 C 에서 cubic• tetragona1 변태를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본 실협에서 사용한 Ti Hz 분말의 변태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소형 텅스 

벤램프를 사용하여 시료를 가열하면서 회절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실내의 에어콘 

으로 내릴 수 있는 온도는 약 100 C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 온도에 도달한 후 램프를 

사용하여 온도를 올려가면서 400 C 까지 측정하였다. 이때 가능한 한 측정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절속도를 20o/min 로 빠르게 하였으며 current는 50 뼈로 하였다. 격 

자상수의 계산은 Ti의 경우(010) ， (002) , (011) , (012) , (1 10) , (103) 피크를 사용하였으 

며 TiHz의 경우는 (1 11 ) , (200) , (220) , (311) , (222) 피크를 사용하였다. 

제 3 절 실험결과 빚 고찰 

1. 원료분말의 분석 

소결실험에 앞서 원료분말인 TiHz 분말의 상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5-1은 원 

료 분말의 x-선회절분석 결과이며 (a)는 Ti 수소화물분말 그러고 (b)는 티타늄 분 

말의 회절곡선이다. 수소화물분말의 피크들은 cubic상의 TiH1.9Z4 피크(JCPDS 

25-982)와 일치하고 있다. 

~: 
-m 
I 
@‘ 

I 

30 40 50 60 70 80 

2 e 

그립 5-1. 원료 분말의 x-선회절곡선 
(a) Ti 수소화물 (b) Ti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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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 따르면 TiHz는 250 C 부근에서 cubic( 고온상)→tetragonal (저온상) 변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X 선 회절실험을 할 때의 실내온도는 220 C 이었으 

며 따라서 이 온도에서는 tetragonal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들 

은 그림 5-1(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온상인 cubic상의 피크들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한 분말의 실제 변태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에 따른 회절곡선의 변 

화를 조사하였다. 

그림 5-2는 측정온도에 따른 회절곡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a) -

(g)는 각각 12 , 14 , 16 , 20 , 22 , 27 , 360C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그립에서 보는 것 

처럼 120C(a) 에서는 .로 표시된 바와 같은 tetragonal 상의 전형적인 피크 

(JCPDS-983)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이 피크들은 온도가 증가합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16-200C 구간(c ， d)에서는 완전히 소멸되어 cubic상의 피크들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온도구간이 본 실험에 사용한 TiHz 분말의 변태온도에 

해당하며 문헌상의 값들보다 변태온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현재 TiHz 의 cubic 

• tetragonal 변태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내려격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시료의 순도 TiHz의 순도 및 수소의 량， 제조방법상의 차이 

점들이 거론되고 있다. [5-5 , 6] 

그립 5-3은 원료분말의 입도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a)는 Ti 분말 그 

러고 (b)는 TiHz 분말이다. 누적분포 50%에서 구한 두 분말의 명균입경은 Ti는 

19. 9111m 그리고 TiHz 분말은 8. 5211m 로 TiHz 의 경우가 미세하였다. 통상적으로 수 

소화-탈수소화법에 의해 TiHz 로부터 Ti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 8000 C 이상의 탈수소 

공정중에 분말간의 소결이 일어나 입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5-2에 Ti와 

TiHz 분말들의 X 선 회절분석결과와 입도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5-2. Ti 및 TiHz 분말의 특성 

average specific 
structure partic1e s(u mr2/ fCaCce ) size(llm) 

Ti hexagonal 19.91 0.3679 

TiHz cubic 8.52 0.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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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Hz 의 cubic• tetragonal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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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측정온도에 따른 TiHz 분말의 격자상수 변화 

그립 5-4는 TiHz 분말의 격자상수를 측정한 결과를 측정온도에 대해 플롯한 것 

이다. 저온에서 tetragonal 상인 Ti Hz 는 온도가 상숭함에 따라 격자상수 a는 감 

소하고 c는 증가하고 있으며 약 180 C 부근에서 cubic 상으로 변태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측정시 온도가 180C 이었던 TiHz 분말 (제 4 장의 

티타늄 타켓트 스크랩을 사용하여 제조한 TiHz 분말)의 경우는 측정온도에서 

tetragonal 단일상이었으며 이들의 피크로부터 계산한 격자상수값도 그립에 함께 

표시하였다. 여기서 a값은 V 이며 c값은 ?로 표시하였다. 스크랩으로부터 제조 

한 분말의 경우도 a값과 c값이 상용분말의 경우와 같은 온도의존성을 갖는다고 가 

정하고 점선과 같이 표시하면 그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변태온도가 약 260C 

부근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타켓트로부터 제조한 고순도 분말의 변 

태곡선을 얻고 이틀 두 분말간의 금속 불순물， 가스불순물퉁의 차이점에 대한 추가 

적인 분석 및 비교를 통해 TiHz 의 cubic• tetragonal 변태의 차이점 및 원인에 대 

해 보다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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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밀도 

가. 온도의 영향 

소결밀도는 Ti Hz 분말을 Ti 소결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 

해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이다. 그림 5-5는 각 원료분말에 대해서 소결온도에 

따른 겉보기 밀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일정한 소결온도에서 비교하면 TiHz 

분말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밀도가 높으며 다음이 Ti 과 TiHz의 혼합분말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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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소결온도에 따른 겉보기 밀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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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Ti 분말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밀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TiHz 

시편의 경우는 12000C에서 99% 이상의 소결밀도를 보이며 소결이 거의 완료되고 있 

다. 반면 Ti 시편의 경우는 14000C 까지 소결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결속도의 차이때문에 TiHz 분말을 12000C에서 소결했을 때의 밀 

도가 Ti 분말을 14000C에서 소결한 경우보다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분말야금제 

품의 경우 소결온도 및 소결시간의 단축동은 공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TiHz 분말을 원료로 사용한 소결제품의 기계적특성들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결밀도만을 가지고 보면 이틀이 Ti 소결제품의 원료로서의 사 

용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들 시편들의 인장시험에 의해 Ti Hz 

분말사용시 잔류수소동에 의한 수소취성의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중에 있다. 

나. 원료조성의 영향 

소결온도에 따른 원료별 소결성을 검토한 결과 소결성은 Ti • 흔합분말 • 

Ti Hz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TiHz 량이 증가할수록 최종 Ti소결체의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 

고자 Ti과 Ti Hz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소결실험을 하여 소결밀 

도와 TiHz의 첨가량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립 5-6은 Ti Hz 의 첨가량을 10, 30 , 

50 , 70 , 90 , 100 wt% 로 변화시킨 혼합분말 소결체의 밀도변화를 표시하고 있다. 

이 때 소결온도는 그림 5-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Ti소결체와 TiHz 소결체와의 

밀도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11000C로 결정하였으며 소결시간은 모든 실험에서 4 

시간으로 동일하게 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혼합분말 소결체의 밀도 

는 TiHz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어 TiHz 에 의한 소결촉진현상 

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다. 미세구조 

그림 5-7은 소결한 시펀들의 미세구조이며 (a)는 순수한 Ti분말 (b)는 100% 

TiHz 분말그러고 (c)는 혼합분말을 사용하여 소결체를 제조한 경우이다. 사진들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TiHz 소결체의 결정립이 Ti경우보다 현저하게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은 기공들이 합쳐져서 성장하고 있는 대표 

적인 고밀도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Ti 소결체의 경우 이들 기공틀이 시면 전 

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Ti Hz 소결체는 기공이 매우 적으며 치밀한 조 

직을 나타내고 있어 그립 5-5에서 확인하였던 두 소결체간의 현저한 밀도차이를 확 

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혼합분말의 경우에는 Ti와 TiHz 소결체의 중간정도의 기 

공과 결정립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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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iHz에 의한 소결촉진 

앞서의 밀도 및 미세구조관찰을 통해 TiHz 분말을 사용하여 Ti 소결체를 제조하 

는 경우 소결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TiHz 의 소결촉진 현상 

은 소결증 함께 일어나는 Ti Hz 의 탈수소반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순수한 Ti 분말을 소결하는 경우와는 달리 Ti Hz 성형체를 소결하게 되면 소결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TiHz• Ti +Hz 의 탈수소반웅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탈수소 

반웅에 의해 TiHz 로부터 새롭게 생성된 Ti은 미리 제조된 Ti 분말의 경우와는 달 

리 활성이 크며 산화되지 않은 청정한 표면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 

제로 분말표면의 산화층은 성형밀도를 비롯한 소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TiHz가 소결을 촉진시키는 주원인은 소결중에 생성되는 Ti 분 

말의 표면이 탈수소공정-분쇄-분급동의 후공정을 거쳐 제조된 기존 Ti 분말에 비해 

청정하며 활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소결이 진행되기 위한 Ti의 확산이 용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TiHz를 진공열처리하여 탈수소하여 Ti을 

제거하는 경우 기존 분말들과는 탈리 700-8000C의 낮은 온도에서도 일부 소결이 

진행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소결실험결과에 따르면 TiHz 분말의 높은 소결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초기의 분말입도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앞서 표 5-2에 수록된 바와 같이 

Ti Hz 분말의 명균입도는 8.5 μm 이며 Ti 분말 19.9~m 이었다. 통상 미세한 분말의 

경우가 조대한 분말의 경우보다 소결성이 양호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명가를 위해 원료분말 

을 상용 공기분급기를 사용하여 분급한 후 통일 입도를 갖는 분말을 선택하고 소결 

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되었다. 

4. 소결체의 비금속 불순물 거통 

가. 산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iH2를 Ti 소결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 

하는데 있어 소결밀도 못지 않게 중요한 인자는 기계적 특성일 것이다. 일반적으 

로 Ti 금속의 기계적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로는 산소퉁 가스불순물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결체내의 산소와 수소에 대한 분석은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5-3은 Ti 및 TiHz 소결체의 산소 및 수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5-8은 각 시면들의 소결옹도에 따른 산소량의 변화를 플롯한 것이다. 3가 

지 종류의 시면 모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산소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Ti 소결체의 산소농도는 원료분말의 분석치인 6230 ppm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 203-



8500 
Ti • 

O TiH2 

8000 

‘ 50% TiH2 

7500 

‘ 
--、

E 

‘ a. 
、C--Lt
c 7000 

。@。갖~ ‘ 
6500 

‘ 

• 
-
。

0 

-

-o 
ι
 

6000 

5500 
1100 1200 1300 1400 

Sintering temperature (oC) 

그림 5-8. 소결온도에 따른 소결체내의 산소량의 변화 

-204-



없으며 6290 - 6760 ppm을 나타내고 있다. 한면 TiHz 소결체의 경우는 5750 -

6420 ppm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소결성 향상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소결중에 일어나는 Ti Hz• Ti +Hz 의 탈수소반웅에 의해 새롭 

게 생성되는 Ti이 산화되지 않은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5-3. 소결체의 산소 및 수소분석 (단위 ppm) 

싫판] 11000 C 12000 C 13000 C 14000 C 

산소 수소 산소 수소 산소 수소 산소 수소 

Ti 소결체 6290 21. 2 6290 5.1 6490 1. 9 6760 1. 6 

TiHz 소결체 5750 10.6 5740 4.9 6420 1. 0 6240 1. 7 

Ti + TiHz 소결체 6680 16.5 7250 4.4 7400 1. 4 8130 1. 6 

Ti 분말 산소 : 6230 수소 480 

한편 예상과는 달러 혼합분말의 경우가 모든 온도에서 가장 산소량이 높게 나타 

났다. 아울러 온도증가에 대한 산소량의 증가율도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렇 

게 혼합분말 소결체의 산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에 대한 설명은 용이하지 않다. 왜 

냐하면 흔합분말의 경우에도 순수한 TiHz 분말을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탈수소 

반웅에 의해 소결체의 반정도는 청정한 Ti 분말이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TiHz 

분말은 수분과의 친화력이 매우 크며 대기중에서 다량의 수분을 흡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렇게 TiHz 에 흡착된 수분은 CIP 공정중 소결체내에 억류될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수분퉁이 소결공정중에 인접한 Ti 분말의 산화에 필요한 산 

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결체내의 산소량이 순수한 Ti 이나 순수한 TiHz 의 경우보 

다 오히려 크게 되지 않았는지 추정하고 있다. 이 점은 TiHz 분말을 Ti 소결체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향후 충분히 건 

조된 TiHz 분말을 사용한 소결실험동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잔류수소 

TiHz를 소결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결중에 다량의 수소가 방출되며 따라 

서 상당량의 수소가 소결체내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竹內 修퉁 

[5-7]은 TiHz를 Ti 분말에 일부 첨가한 소결제품의 인장시험결과 인성이 대폭 감소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산소 빛 수소의 실제 분석은 하지 않았다. 그림 

5-9는 소결온도에 따른 소결체내의 잔류수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소결체내의 잔류 

수소는 예상과는 달리 11000C에서 소결한 경우 순수한 Ti 분말을 사용한 경우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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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으로 가장 높으며 혼합분말. TiH2 분말순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TiH2를 11000 C 에서의 소결할 때 TiH2• Ti +H2 의 탈수소반웅이 완료되며 또 

순수한 Ti의 경우도 HDH 공정에 의해 제조된 분말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수소가 잔 

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소량의 잔류수소는 티타늄 격자내에서 안정 

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제거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며 따라서 

소결원료가 달라져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틀 소결체내의 잔류수소는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 

며 소결온도가 12000C 이상인 경우 원료분말에 관계없이 5 ppm 이하의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소분석 결과만으로 보면 Ti H2 소결체가 Ti 소결체와는 달 

리 수소취성을 나타내었다는 결과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문헌조 

사를 통해 Ti 소결체 또는 Ti H2 소결체에 대한 수소분석결과는 얻을 수 없었기 때 

문에 이들 데이터의 직접적인 비교나 분석은 불가능하다. 어뺏던 TiH2를 Ti 소결 

체의 원료로 활용하는데 있어 잔류수소의 문제 및 이들이 소결체의 기계적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실용화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차후 이들의 

인장시협동의 기계적 특성명가 실험이 요망된다. 

5. 소결체의 경도 

그림 5-10은 Ti. TiH2 및 흔합분말 소결체의 소결온도에 따른 경도변화를 측정 

한 결과이다. 이들의 경도는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각 소결온 

도에서의 경도를 보면 혼합분말의 경우가 가장 높고 다음이 Ti H2 소결헤이며 순수 

한 Ti분말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경도가 낮다. 일반적으로 소결금속의 경우 경도 

는 소결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서 소결온 

도에 따른 소결밀도 곡선에서 보면 소결밀도는 TiH2 분말의 경우가 가장 높으며 다 

음이 혼합분말， 그리고 순수한 Ti 분말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틀 소결체의 경 
도는 소결밀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립 5-11은 각 분말 소결체의 경도와 겉보기 밀도를 플롯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소결체의 경도는 겉보기 밀도가 증가합에 따라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한펀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밀도가 같은 시펀의 경도는 흔합분 

말을 사용한 경우가 까;양높으며 다음이 순수한 Ti 분말 그러고 Ti H2 분말을 사용 

한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정 원료분말을 사용하는 경우 소결밀도 

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원료 

분말이 다른 경우는 같은 밀도를 갖는 경우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 

한 차이는 밀도가 깥은 경우 다른 요인 즉 소결체내에 존재하는 산소량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자들[5-8] 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용해에 

의해 제조한 고순도 티타늄의 경도 즉 완전밀도를 갖는 티타늄의 경도는 가스불순 

물의 량 특히 산소량에 비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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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 2 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용해에 의해 제조한 고순도 티타늄 

의 경도 즉 완전밀도를 갖는 티타늄의 경도는 가스불순물의 량 특히 산소량에 비례하 

였다. 그림 5-12는 소결체의 산소량과 경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에서 

O 로 표시한 데이터는 앞서 전자빔용해에 의해 제조한 티타늄 시편에 대한 값으로 
경도의 산소의존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으로 표시된 소결체의 경도의 경우도 용해한 시펀의 경우와 달리 면차가 

매우 크기는 하지만 산소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동일한 산 

소를 갖는 경우에 대해 비교하면 용해한 티타늄 시편의 경도가 소결한 시펀보다 높 

다. 이러한 차이점은 용해한 경우 밀도가 소결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동일 산소량 

인 경우 경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소결제품의 경도는 소결밀 

도 뿐만 아니라 소결체내의 산소량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4에 

동온소결실험 및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였다. 

6. 원료분말의 분급실험 

분말소결체를 제조할 때 분말의 입도는 매우 중요하며 소결체의 밀도퉁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9]. 본 실협에 사용한 상용분말의 명균입도는 

표 5-4 . 동온소결 실험결과 요약 

시편 소결 소결( OC온)도 산소 ( 질pp소m) ( 수pp소m) (g 밀/c도mJ ) BHN VHN 
Lattice parameter 

원료 (ppm) a c 

1-1 Ti 1100 6290 490 21. 2 4.29 222 240.5 2.962419 4.709740 

2-1 TiHz ” 5750 690 10.6 4.41 239 259.8 2.956136 4. 704525 

3-1 50% ” 6680 560 16. 5 4.37 257 272.6 2. 958990 4.712340 TiHz 

1-2 Ti 1200 6290 500 5. 1 4.44 268 278.8 2.954229 4. 701930 

2-2 Ti Hz ’ 5740 720 4.9 4.51 278 306.9 2.958753 4. 701416 

3-2 50% ” 7250 680 4.4 4.49 301 307.5 2.951735 4.699739 TiHz 

1-3 Ti 1300 6490 530 1. 9 4.49 267 296.4 2.953545 4. 701606 

2-3 Ti Hz " 6420 630 1. 0 4.51 278 317.3 2.950293 4.695141 

3-3 50% " 7400 710 1. 4 4.51 301 339.1 2.945367 4.692146 Ti Hz 

1-4 Ti 1400 6760 510 1. 6 4. 50 289 298. 4 2.948924 4.696021 

2-4 TiHz " 6240 770 1. 7 4.52 289 329.3 2.953746 4.698330 

3-4 50% " 8130 670 1. 6 4.51 313 357.8 2.944817 4.685232 
Ti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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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가 20 μm 이었으며 TiHz가 9 μm으로 차이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동퉁한 비교를 위 

해서는 이들의 입도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상용 

공기분급기(독일 Alpine사 Laboratory Classifier Model 100MZR)를 사용하였다. 

그립 5-13은 분급한 Ti 및 Ti H2 분말들의 입도를 분석한 결과이며 (a)는 Ti 그 

러고 (b)는 TiH2 분말의 입도분포곡선이다. 각 분말은 그립과 같이 평균입도가 약 

311m, 12 μm ， 및 30 11m 에 해당하는 3개의 입도군으로 분급하였으며 곡선상에 표시 

한 A, B, C는 각각 이들 입도군을 표시하고 있다. 

표 5-5는 Ti 및 TiH2 분말의 입도군별 명균입도， 비표면적 및 분급량을 요약한 

것이다. 이중 두 분말 모두 분급량이 충분하며 미세한 입도인 B입도군(12 μm)을 

선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Ti분말의 명균입도는 12. 6411m 그리고 TiHz 의 명균 

표 5-5. 분급한 Ti 와 TiH2 분말의 입도 

Size average speci fic 
Powder Group particle size sumr2face Amounts (g) 

(11m) (m"/cc) 

A 2. 72 2.2907 9. 7 

Ti B 12.64 0.5003 126.5 

C 30.93 0.1985 109.0 

A 2.91 2.1413 98.5 

TiH2 B 11.57 0.5429 139.9 

C 29.12 0.2098 48.8 

입도는 11. 57 11m 이었다. 

표 5-6은 분급한 티타늄 분말의 가스 분석결과이다. 초대한 입자 즉 비표면적 

이 작은 C군에 속하는 분말들의 경우 산소량은 6830 ppm으로 초기산소량 6230 ppm 

과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어 분급과정에서의 오염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 

다. 한면 A군에 속하는 미세한 분말틀의 경우 산소량이 2.8%에 달할 정도로 대폭 

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4는 각 입도분포군에 속하는 분말들의 

가스분석결과와 비표면적을 플롯한 것이다. 분말중의 산소량은 비표면적이 증가함 

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산소량의 증가가 분말표면의 산화량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림 5-15는 분급한후 B군에 속하는 Ti 및 Ti H2 분말의 동온소결 실험 

결과이다 TiH2 분말소결체의 밀도는 900-10000 C 의 온도에서 소결한 경우 Ti 분 

말소결체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1000 C 이상의 온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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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분급한 Ti 분말의 가스분석결과 

O(x pypgIlen 
ppm) 

Ni( t prp。mg)en Hy(d prp。mg)en 

A 27500 310 1230 

B 8940 490 610 

C 6830 450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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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TiHz 분말소결체의 경우 상용분말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소결밀 

도가 저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미세한 Ti Hz 분 

말이 공기분급과정에서 심하게 산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용 Ti 분말 

의 비표면적은 0.3679 mZ/ cc 이었으며 TiHz 분말은 0.9966 mz / cc 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TiHz의 산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CIP에 의해 용이하 

게 성형되었던 TiHz 분말이 분급후 성형하기 어려웠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져q 4 철결론 

1. 국내에서 수소화-탈수소화법(때H법)에 의해 생산된 TiHz 분말을 원료로 사용 

하여 밀도가 높은 티타늄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TiHz을 사용하여 제조한 티타늄 소결 

체의 상대밀도는 99.3% 이상으로 98.9%를 나타낸 Ti 분말의 경우보다 모든 소결온도에 

서 높은 값을 보여 TiHz 가 티타늄의 소결을 현저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Ti -TiHz 혼합분말의 경우에도 소결밀도는 TiHz의 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 

다. 이러한 TiHz의 소결촉진 현상은 TiHz• Ti +Hz의 탈수소반웅중에 생성되는 Ti 분말 

이 산화되지 않은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소결에 요구되는 확산공정이 촉진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이유로 TiHz 소결체의 산소 농도도 Ti 소결체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2. 일정 소결온도에서 TiHz 소결체의 경도는 Ti 소결체의 경도보다 높았으며 이 

는 TiHz 소결체의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면 소결체의 밀도가 같은 경우를 비교하 

면 Ti 소결체의 경도가 TiHz 소결체보다 높았으며 이는 Ti 소결체의 산소량이 높기 때 

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3. Ti 원료분말의 초기수소량은 480 ppm 이었으며 12000 C 이상에서의 소결후 5 

ppm 이하로 감소하였다. 한편 Ti Hz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잔류수소량이 Ti 소결체의 

경우보다 높지 않았으며 따라서 예상과 달리 수소취성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다. 이 문제는 TiHz를 Ti 소결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 

문에 향후 인장실험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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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6 장 티타늄의 밤전플라즈마 소결 

제 I 절 문헌조사 

1. 방전 플라즈마 소결기술 

가. 개 요 

소결은 원료분말에 압력， 열， 전기， 충격따 동의 에너지를 가하여 융점이하의 

온도에서 분말간의 결합을 촉진시켜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통칭한다. 분말 

에 에너지， 압력을 가하는 방법， 분위기에 따른 소결법의 종류를 표 6-1에 보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속분말의 직접 전기를 통과시켜 소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1930년대초 미국의 Taylor에 의해 제안된 이후[6-1 ], 본격적인 웅용은 1944년 

Cremer가 구리， 황동， 청통， 알루미늄 동의 분말에 62 kA/cm2의 전류를 1160초간 

1 또는 2회 통전하여 소결에 성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6-2] . 그 후 Lenel은 1955 

년 최초로 낮은 압력하에서 분말에 저전압， 고전류를 통해줌과 동시에 낮은 압력 

을 가해주어 비칠계 금속분말의 소결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를 소위 ‘가압통전소 

결 (electrical resistance sintering under pressure) I 이 라 명 명하였다[6-3 1. 

1960년초， 일본의 Inoue는 금속분말에는 본질적으로 산화피막이 존재하므로 지금 

까지 직류만 흘려주던 방법에서 교류를 추가로 통전시켜서 분말입자간의 방전현상 

을 유도한 뒤 2차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여 치밀화를 이루는 소위 ‘방전소결 

(spark sintering) ’ 법을 개발하였다[6-4 ， 5] .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소결이 어려 

운 것으로 알려지던 크롬， 몰리브덴， 텅스댄， 동의 고강도 고융접 금속분말[6-6] 

과 티타늄 합금[6-7] 의 소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의 Lockheed Missile 

and Space Co. (LMSC)에 의해 보다 경제적이고 실용화된 방법으로 베릴륨통 합금제 

품인 포세이돈 미사일의 nose tip제조에 웅용되기 시작하였다[6-6 1. 민생용으로 

는 일본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80년대 말에 이르러 일본의 JAPAX , 住友石행鍵業에 

서 산업용 소결장치를 개발중에 있고 일부는 시판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특히 90년 

대 중반을 기점으로 학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1989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800A 급의 기초연구용 플라즈마 방 

전소결기를 자체 제작하여 연구를 시작한 이래 TiAl 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6-8 ， 9 ， 10] . 최근 전북대학에 3000A 급， 창원대에 4000A급의 연구용 국 

산 플라즈마 방전소결 장치(본 연구진의 설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웅용되고 있는 통전소결 빛 이와 유사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소결 방법 

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따라서 그 명칭도 매우 다양하나 롱전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6-11 1. 즉， 고밀도의 직류 및 교류를 10 -10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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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웅소결 

열plasma소결 

Microwave소결 

분위기소결 

고체압축 

가스압축 

표 6-1. 소결법의 님 E 
τC"ìT 

Hot press소결 

방전플라즈마소결 
S며rk Plasma 

Sintering 

초고압소결 

열간동방가압소결(HIP) 

고압가스반웅소결 

동안 롱전하여 소결을 행하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 (spark plasma sintering) , 축전 

기률 이용하여 금속분말에 고전압， 저전류밀도의 펄스를 10-3 -10 s 동안 가해서 

순간적으로 소결을 이루는 impulse resistance sintering , 그러고 고밀도 전기에 

너지를 10-6 _10-3 S 라는 극히 짧은 시간동안 가하는 electric discharge 

compaction(EDC) 동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이중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은 ON-OFF 직류 pulse 통전법을 이용한 가압소결법의 

일종이므로 소결시간이 짧고(수분정도) 소결직전의 분말 및 die의 온도가 낮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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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를 직접 분말에 가해 분말자체에서 발생되는 열로 소결과정이 진행되기 때문 

에 열효율이 높고 소결후 냉각속도가 빠르다[6-12 ， 13]. 또 방전현상에 의한 분말 

표변의 산화피막이 제거됨으로써 진공， 불활성분위기 뿐만아니라 대기중에서도 소 

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6-14 ， 15]. 따라서 장시간 소결시 발생되는 불필요 

한 용질원자의 석출이나 미세 석출물， 결정립 성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급냉 

웅고 분말의 성형·소결에 이상적인 방법으로 고려된다. 금형 내에서 소결을 행하 

므로 고정밀의 부품을 제조할 수 있으나 금형비가 높은 단점도 있다[6-13]. 

나.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원리 

방전 플라즈마 소결(이하 방전소결)은 분말에 전기에너지(직류+교류 또는 직류 

pulse)와 압력을 동시에 가함으로써 분말간의 결합을 유도하여 성형과 소결을 통 

시스템의 구성은 분 

말을 소결하는 die assembly , 전원 (AC와 DC) , 소결용 유압부，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진공 시스템이 추가된다. 현재의 경향은 AC+DC 혼합통전에서 

DC Pulse 법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통전소결 과정은 전압， 전류， 주파수 및 통전시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전소결 

시 대체로 아래와 같은 4단계의 활성화 과정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6-11 ]. 

φ 분말들의 접점에서 발생되는 미세 방전에 의하여 분말의 접촉부가 정화 

됨과 동시에 전기아크에 의한 물질이동으로 인한 neck의 생성 (spark 

plasma sinter‘ ing) , 

@ 최대 저항값을 갖는 입자간 접촉부 즉 neck 생성부위의 우선 가열， 

@ 접촉부에서의 열확산 외에 국부적인 고밀도전류에 의한 전계확산 

@ 소결체내에 산재하는 기공이 국부전장에 의해 통상적인 소결보다 빠르게 

폐쇄되는 과정 

시에 행하는 방법으로 그림 6-1에 시스템 개요도를 보였다. 

그러나 고밀도의 소결체를 얻기 위해 무압 또는 감압하의 통전에 후차적으로 

고압을 가할 경우에는 상기의 활성화 과정에 랴화여 입자의 소성변형과 압력효과 

로 입자간 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Weissler[ 6-11] 와 Saito 퉁[6-12] 의 연구를 

고려치 않더라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좀더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3]. 

분말에 전류를 흘려 줄 경우 입자간에 공급된 전력 W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수 있 

다. 

+ 
L 

n n 깅
 
--+ 

L 」u 
U v . ‘ , 

i 

t 

0 

” l ’ l --l 
l ·---“ 

--m 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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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빼appIi∞tion 

MxirlJ 

Load application 

그림 6-1. 방전 플라즈마 소결 시스템의 개요도 

(여기서 i , V, R, 및 t 는 각각 접촉점을 흐르는 전류(A) , 입자간 전압(V )， 접촉 

점의 저항(Q ), 그리고 롱전시간(sec) 이다) . 윗식에서 R은 입자간의 접융저항이 

라하여 입자표면에 산화물 둥 불순물충으로 생기는 경계저항과 전류가 넓은 곳에 

서 좁은 곳으로 흐를 때 도체의 내부에서 생기는 집중저항과의 합이다. 한개의 

접융입자를 고려할 때 접융저항은 다음과 같다. 

P 1 P 2 
Rc = -- + (6.2) 

2ro πro 

우변 첫째 항은 집중저항이고， 둘째 항은 경계저항을 나타내며 Pl과 pz는 각각 

분말과 표면 불순물 층의 비저항을 ro는 두개의 입자의 접융면의 반경이다. 접 

융반경 r。는 가압력 P(N/mm2 ) 및 입자의 탄성률 E(N/m2 )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r P 
ro _ ( --) 1/3 (6.3) 

E 

만일 E 가 일정하다면， 식 (6.3)을 식 (6.2) 에 대입하여 접융저항 R을 구하면 다음 

과 같이 간략화된다. 

-220-



Rc = K1P-l/3 + K2P- (6. 4) 

(여기서 Kl 및 K2 는 상수이다) . 만일 루입되는 전력 W가 일정하다면 식 (6. 1 ) 

및 식 (6.2) 에 의해서 분말에 가하는 압력이 낮을수록 접융저항 Rc가 증가되어 전 

류는 거의 흐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pulse 전류가 가해지면 접융점에 

고전압이 유도되고， 이로 인해 분말입자의 접촉변에 미세방전이 발생하며 그림 

6-2에 그 개요도를 보였다. 

이 방전에 의해 생성된 하전 입자가 분말의 방전 부분을 정화하고， 동시에 입 

자에 기계적 뒤틀립을 주어 전위밀도를 높여 입자간의 원자확산을 촉진시킴으로써 

분말간의 neck가 형성된다. 전류의 통전으로 저항이 높은 접융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Joule 열로 인하여 neck 성장이 촉진되며， 열확산 외에 전계확산도 추가 

된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면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n, t , X 는 각각 원자수， 시간 및 거리이고 D ， μ 빛 E 는 각각 확산계 

수， 전계에 의한 원자의 이통도， 그러고 전계강도이다) . 

an a2 n an 
=D--~-+ μ E-- (6.5) 

at ax ‘ ax 

확산계수 D는 일반적으로 물질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고정되는 값이다. 그러 

나 분말의 통전소결에서 실제적인 확산계수는， 입자간의 방전에 의한 격자의 변형 

과 원자공공의 증가로 인한 열확산계수보다 10-102 배 정도 크다. 또한 전기장 

electron • CF i crl 
e-• ; • 4 

c!> ↓현 
e-

(+ ) 
pa rticle 

plasm a 

lon 

그림 6-2. 분말사이에서 발생되는 방전 플라즈마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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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입자의 이동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확산이 더욱 촉진될 것이 추론되나 정 

량적인 자세한 기구는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낮은 압력(1차압력)으로 분말에 충분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동시 

에 분말 중에 가스방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방전소결의 요체가 된다. 실제로 방 

전소결시 Die 와 p1unger로는 열충격에 강하고 1차압력하에서 원료분말의 온도를 

충분히 높여 줄 수 있는 흑연이 사용되고 있다. 전류의 흐름은 Sait。 동[6-12] 에 

의하면 전류의 통과 경로는 die내의 압력에 의해 민감하게 변화한다. 즉， 초기 저 

압(0-1 MPa)에서는 대부분의 전류가 p1unger-die-p1unger로 통하고， 2차압력 (50-100 

MPa)으로 승압시 p1unger-specimen-p1unger로 흐른다. 

금속분말에 높은 압력을 가하면서 동시에 고밀도 전류를 통전하여 고밀도의 소 

결체를 얻으려는 시도는 압분체 내부의 불균일 전류분포 때문에 실패한다고 알려 

져 있다[6-2 ， 3] . 즉， f10ating die compaction 내의 압력분포와 전류분포를 보인 

그림 6-3에 의하면 [6-11] 압분체의 상부 빛 하부의 측면에 저밀도 영역이 있고， 

이곳의 저항은 주위보다 높다. 따라서 압축방향과 명행하게 흐르는 전류는 축방 

향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 전류통로(current path) 가 생성과 함께 부분적 

인 용융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소결에 실패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 

절한 주파수의 AC 전류에 의한 skin effect를 이용하고 있다[6-1 ， 6]. 따라서 가 

압통전소결시 DC 천류에 AC 고주파전류를 첨가하면 교류에 의한 방전효과， 전류 

및 온도분포의 개선 외에 eddy current 효과 퉁도 가미되어 소결성의 향상이 기대 

된다. 

다. 웅용성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은 ON-OFF 직류 pu1se 통전법을 이용한 가압소결법의 일종이 

지만 hot press소결법 (HP) , 열간동방압소결법 (HIP) , 또 상압소결법 (PLS) 동의 종래 

소결법에 비하여 소결 에너지 제어성가 용이하다. 장비의 조작이 쉽고 소결기술의 

숙련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작업속도가 빠르다. 또한 소결 재현성， 안전성， 확실 

성， 공간 및 에너지절약이 기대되는 소결방법이다. 

소결시 급속승온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료분말의 입자성장이 억제되고 단시간에 

치밀한 소결체를 얻을 수 있다. 또 난소결재료퉁도 용이하게 소결이 가능하는동 우 

수한 특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소결법은 각종 신소재 웅용분야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유력한 가공수단으로 기대된다. 표 6-2에는 이와 같은 방전 플라즈마 소결 

의 특성이 이용될 수 있는 분야를 보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사기능재료 섬유 

또는 입자강화형 복합재료도 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속， 세라믹스， 플라스틱 

간의 확산접합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표 6-3 에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이 가능한 소재에 대하여 나타냈다. 기존 소재 

외에 고융점이고 분해가 쉬운 비명형 재료， 알루미늄， 베렬륨， 티타늄， 탄탈륨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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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Floating-die로 성형된 압분체내에서의 전류밀도 분포 

(a) 상대 밀도분포 (b) 예상되는 전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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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분말 표면에 강한 산화 피막을 갖고 있어 소결성이 불량하였던 분말， 분말 입 

도가 큰 분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표 6-2.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웅용 

- 소결재의 응용 

소결체 제작 
고융점재， 분해가 쉬운 재료， 비명형 재료 

- 저온소결 
결정칩 성장 억제， 저 코AE화 

- 강한 산화막을 강는 금속분말을 원료재료 
(Al , Ti 퉁) 

다공체 제작 - 대구경 입자로 구성되는 다공체 
- 비대칭 다공질막의 제작 
저 코A트화 

- 경사기능재료 
복합재료 - 섬유강화형 복합재료 

- 입자강화형 복합재료 
二aIL격 ~-二a그L 속 -"-

확산접합 
- 세라믹λ-세라믹 λ、 

- 세라믹λ-금속 

- 플라λ틱 금속 

표 6-3.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대상재료 

τ trjr T Er프 대표적 재료 

二I;1L = 」f‘ 계 
Fe , CU , Al , Au , Ni , Cr , Mo , Sn , Ti , W, 
Be( 대부분금속가능) 

산화물 A1 203, Zr02 , MgO , Si02, Ti02, Hf02 

탄화물 SiC , B4C, TaC , TiC , WC , ZrC , VC 

Ceramic계 질화물 Si3N4 , TaN , TiN , AIN , ZrN , VN 

붕화물 TiB2 , HfB2 , LaB6 , ZrB2 , VB2 

불화물 Li F, CaF2 , MgF2 

Si3N4+Ni , A1 203+Ni , ZrOz+Ni 

Cermet 계 Al z03+TiC , SUS+Zr02 , Alz03+SUS 

SUS+WC/Co. BN+Fe . WC+Co+Fe 

금속간화합물 
TiAl , MoSiz , Si3ZrS , NiAl , NbCo , NbAl , 
LaBaCuS04 , SmzCo17 

기 타 유기계재료(polyimide 동) ,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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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소재는 고온， 고강도， 고내식성 특성을 갖는 우수한 소재이나 고반웅성 

및 난가공성으로 인하여 원료소재(분말 및 잉고트)의 가격 및 기계적 가공비용이 

높아 범용소재로의 응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티타늄의 문제점을 분말야금 

법으로 극복하고자 저가의 분말제조기술 개발은 물론 고온동압성형법 (HIP) , 진공고 

온가압성형법 외에 압출 및 단조를 조합한 near-net shaping 둥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소결방법들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면과 고온에서의 장시 

간 소결에 따른 조직의 초대화， 오염 퉁 부정적인 효과도 지적되고 있 

다. [6-16 , 17 , 18 , 19] 따라서 분말 본래의 미세한 조직 및 고청정도를 유지하여 기 

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시간의 소결로써 치밀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소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전기에너지를 직접 이용한 금속분말의 소결법 

중 1960년대에 일본의 Inoue에 의해 개발된 방전소결법 (spark 

sintering) [6-20 , 21]은 낮은 압력하에서 분말에 고밀도의 직류와 교류를 통전시켜 

입자간에 미세한 방전을 유도하여 분말간의 결합을 촉진하고 재차 높은 압력을 가 

하여 고밀도의 소결체를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1990년경부터 일본에서 산업적 

응용 가능성을 목표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6-22 , 23 , 24] 

본 연구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을 이용하여 Ti 및 TiHz 분말의 특성명가 및 활 

용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국산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치의 장단점 및 해외 

관련업체의 정보를 분석하고 자체의 선행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기존설비률 이 

용하여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치의 제작도 일부 진행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국산 방전소결장치(전북대 설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상기 연구에서 얻어진 Ti 및 

TiHz 분말에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을 적용함으로써 소결특성은 물론 제작중인 시스 

템의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제 2 절 설험방법 

제작증인 연구용 방전 플라즈마 장치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기존 

의 국산 방전소결장치(전북대 설치)를 이용하여 소결성에 미치는 소결변수(소결전 

류， 압력， 시간) 및 원료분말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차후의 장치제작 

빛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 5 장에서 논의한 동온소결실혐 

의 결과와 소결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1.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치의 제작 

기본자료와 선행 연구를 통하여 정한 사양을 표 6-4 , 시스템 개요도를 그림 6-4 , 

소결장치의 외형도를 그림 6-5 , 그리고 실제 제작되고 있는 장치의 외형 및 제어 

캐비넷을 그림 6-6에 보였다. 시스템의 상세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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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C Pulse 전원장치 

현재 일본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장비 [6-25] 와 선행연구[6-26 ， 27] 에 의하면 산업 

계에 부웅하기 위한 연구장비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전류 pulse를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특수전원 장치가 중요하다. 분말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제어면에서 우수하고 분말사이에서 방전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최대출력 6000A 

의 DC pulse형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Ti 및 TiHz 분 

말의 소결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기 얘문에 천원을 2000A 급의 

thyristor 제어방식의 DC 전원공급장치로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4. 제작된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치의 사양 

구분 계 획 
진행사항 

진도 비고 

전원 
혀。 λ「1 DC Inverter 

출 력 Max. 20V , >6000A 계획 기l존의 대 직 (2류00전원장 
장치 주파수 

i 로 처11 (2000A) 
10-500Hz 

Stroke 200 mm 

* 。닙L Frame Double tied bar 

최대압력 5000kgf 완료 신규제작 
장치 

Electro-hydraulic 
제어방식 servocontrol 

끼까一‘ 1η ~ 재 질 STS 340 이 중관 방식 

칫 .:::.ι「 ID 320 , h 430 mm 완료 기존품사용 
챔버 전 二-그1L -ιr t.~ l:IJλ -11 

진공 진공펌끄 Rorotary pump( 600 .e / mi n) 계획 기예존정 진공펌프 사용 j 

(360 .e /min) 
장치 진공계기 Convecron gauge 계획 다이알식 게이지 

제어 온도제어 PID digital program 완료 기존품사용 

빛 
열전대 W-Rh type 완료 기존품사용 

압력측정 Load cell 완료 기존품사용 
측정 위치측정 LVDT 완료 기존품사용 

나. 가압장치 

기존의 국산 방전플라즈마 소결장치(전북대)를 사용한 선행연구결과[6-27] 에 의 

하면 소결금형에 압력을 가하는 유압장치의 압력제어 방식이 수통 및 비례제어방식 

(proportional control)으로 압력 재현성이 나쁘고 가압속도 및 소결제품의 높이를 

제어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압제어방식을 서보제어 

(Electro-hydraulic servocontrol)으로 전환하여 설치 완료하였다. 유압장치는 유 

압펌프， 램 및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력은 소결조건에 따라 연속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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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제작된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치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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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5. 방전플라즈마 소결장치의 프레스 및 진공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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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die assembly에 최대 5 ton의 힘과 Z축행정 200 mm인 상부램이 작동하 

고 하부램은 고정된 단통형 프레스이다. 소결시， die assembly 따과에 따른 위험 

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limit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작동시 누전을 방지하 

기 위하여 die assembly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램을 본체와 완전히 절연시켰다. 소 

결 중에 dieassembly에서 발생되는 열에 대비하여 램 내부는 강제 수냉토록 설계되 

었다. 또， 소결시 소결체의 길이변화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LVDT(Linear Voltage 

Differential Transducer)가 설치되었다. 

다. 수냉 진공챔버 

진공용기는 소결시 분위기 조절을 위한 것으로 재질은 STS 304이며 크기는 내경 

320 mm , 높이 380 mm로 10-2 torr‘의 진공도 또는 불활성 가스를 유입시킴으로서 분 

위기 조절을 할 수 있게 설계.제작되었다. 소결시 die assembly의 장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을 달았으며， 소결시 내부를 감시하기 위한 투시창， 진공배기구， 열전 

대 장착구 및 진공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진공용기 상하부에 램에는 수냉 전극이 

부착되어 있고 전극의 상하운동시 진공밀혜 및 절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다. 소결 중에 die assembly에서 발생되는 열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공용기는 이중으로 되어 있고 내부를 냉각수를 흘려줄 수 있게 제작되었 

다. 

라. 진공배기 장치 

방전소결에서는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흑연 mold가 사용되고 소결 빛 냉 

각시간이 짧음으로 진공정도가 엄격하지 않다. 따라서 10-2 torr 정도의 rotary 

pump( 600 .e / min.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진공도 측정에는 1 X 10-4 torr까지 측정가 

능한 convectron gauge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Ti H2 분말의 소결시 방출 

되는 수소가스의 감시에 매우 중요하다. 

마. 소결제어 및 측정장치 

방전 플라즈마 소결에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가압력， 전류 퉁의 실험변수가 엄격 

하게 제어 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목적과 소결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소결진행 도중 

각종 data( 온도， 압력， shr i nkage , 전류， 전압， 진공도， die 표면온도 동)의 측정 

과 제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수동방식을 택하고 있는 제어 시스템을 향후 

PLC 및 Computer를 이용한 ON-Li ne 제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Ti 및 TiH2 분말의 소결시 험 

티타늄 수소화물(Ti H2)은 400.C 이상의 온도에서부터 탈수소화가 진행되면서 Ti 

분말로 변화한다. 따라서 Ti의 경우와는 달러 탈수소와 소결이 동시에 일어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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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소결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제 5 장에서 밝혀졌다. 원료분말에 

고밀도의 전류를 통하여 분말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 플라즈마와 joule 열에 의하 

여 수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소결과정이 급속히 진행되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을 

Ti, TiH2 그리고 두 분말의 혼합분말에 적용하여 공정변수에 따른 소결특성을 조사 

하였다. 

가. 원료분말 

연구에 사용된 Ti 및 TiH2 분말은 제 5 장의 티타늄 수소화물 분말 활용연구에 

서 사용한 분말과 동일하였다. 

나.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치 

현재 본 연구에 의하여 제작중인 시스템 개발은 향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따 

라서 현년도의 소결성연구는 본 연구진의 자문에 의하여 국내업체(옐텍)에서 제작 

되어 설치된 방전 플라즈마 소결 장치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상세한 사양을 표 

6-5에 보였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시스템과 유사하나 소결전원의 크기가 3000A , 

DC Inverter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유압제어가 비례제어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 Die assembly 

Die assembly 소재는 고온강도와 내열성이 강해서 고온가압용 die로 널리 이용 

되고 있는 고순도 흑연을 사용하였다. 흑연은 Ti 분말과 반응하여 탄화물을 형성하 

지만 예비실험결과 소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제조회사가 제시한 Grade R 8650 

의 물리적 성질을 표 6-6에 비교하여 나타냈다 Die assembly를 구성하는 Mold의 

크기는 외경 40 mm , 내경 20 mm , 높이 40 mm이고 plunger의 외경 20 mm , 높이 20mm 

인 원기퉁형이다. 분말이 장입된 상태의 단면도와 방전 플라즈마 소결시 전류의 이 

동 경로를 그림 6-7에 보였다. 

라. 방전 플라즈마 소결 방법 

방전 플라즈마 소결실험 과정을 그림 6-8에 나타냈다. 준비된 원료분말 10g을 

die assembly 내에 채워 기계적 진동을 20회 가하여 분말의 충진율을 높인 뒤 die 

로부터 양단의 길이가 통일하도록 상부 plunger를 끼웠다. 다음에 하부전극을 1차 

압력 (P1= 150kg)으로 상승시켜 die assembly를 고정시킨 후， 진공 펌프를 가동하여 

44 mtorr 압력까지 배기시켜 소결준비를 완료하였다. 

소결은 진공， 1차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소정의 전류밀도로 통전하여 l초(1차시 

간 td가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소정의 2차압력 (P2)으로 신속히 승압하고 또 다시 일 

정시간(2차시간 t2) 동안 통전과 가압을 지속시켜 소결을 완료하였다. 소결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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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사용된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치의 사양 

구분 사 o。t

전원 
혀。 λ-11 DC Inverter 

출 력 Max. 15V, 3000A 
장치 주따수 20-300Hz 

Stroke 250 mm 
T。「 。닙L Frame Double tied bar 

장치 최대압력 5000 kgf 
제어방식 Proportiona1 control 

수냉 재 질 STS 340 이 중관 방식 
칫 -까r ID 320 , h 380 mm 

챔버 전 二-工1 -까r t..g 닝 。Lλ-11 

진공 진공펌고 Rorotary pump (600 .e /min) 

장치 진공계기 Convectron gauge 

제어 온도제어 PID digita1 program 

~ 
열전대 R type 
압력측정 Load cel1 

측정 위치측정 LVDT( :t 75 mm :tO.5%) 

표 6-6. Die assembly 제작용 흑연의 물리적 특성 

Property Value Property Value 

Apparent densi ty , g/cmJ 1. 84 R9ckwell_Hardness(8 sca1e) 
HR 10/100 90 

Porosity(open) , % 10 Shore Hardness 75 
Average grain size , pm 7 F1exural strength , N/mm ι 65 
Max. grain size , pm 10 Compressive strength , N/mm z 150 

Pore size , pm 0.8 Modulus of Elasticity, N/mm z 13.53>< 10-

Permeability , cm~/sec 0.03 E1ectrical resistivity , μQ.m 14 
Ash(max. ), % 0.2 Thermal conductivity, W/moC 90 

Thermal expanslon coefficient ’ 3.9 x 10-0 /OC 

Grade R 8650 made by SGL Carbon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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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Die assembly의 단면도 및 전류의 이동 경로 

die 표면의 온도변화는 optical pyrometer로， 소결체 (compact)의 길이변화는 LVDT 

로， 그리고 발생되는 가스에 의한 진공도 변화는 convectron gauge로 매 10초마다 

측정하였다. 또한 소결전원은 DC pulse로는 1500A까지 ， DC로는 3000A까지 공급할 

수 있다. 예비실험 결과에 의하면 2000A 내외의 전류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DC만으 

로 실험을 행하였고 전력제어는 정전류 방식이므로 초기 설정전류는 소결진행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본 실험에서의 소결변수를 요약하면 표 6-7과 같다. 

마. 소결성 명가 

소결체의 명가는 다음 5 가지 - φ 기공구조(크기 ， 기공도， 형상， 상호연결 동)， ~ 

미세구조(결정럽 크기， 존재상 동)， (3) 기계적 성질(강도， 연성 ， 파괴인성 ， 피로 퉁) , 

@ 표면특성(촉매특성， 피로특성 ， 여과특성 동) , 그리고 @ 불리적 성질(열， 전기， 자 

기 특성 퉁) - 로 대별된다[6- 1] . 본 연구에서는 소결의 진행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소결체의 길이변화를 LVIJf로 측정하였다. 방전소결장치의 특성을 명가하는 소결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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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mpact 

그림 6-8. 방전 플라즈마 소결 공정도 

표 6-7.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공정변수 

Powder 변수 설정값 

시간(sec) 60 120 180 240 360 600 
TiHz 전류(A)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압력 (kg f) 150 400 600 1000 
시간(sec) 240 

Ti +TiHz 전류(A) 1800 
압력 (kg f) 150 400 600 1000 

시간(sec) 240 
Ti 전류(A) 1800 

압력 (kg f) 150 4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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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밀도， 높이 그리고 소결후의 소결체의 무게， 높이 외경을 측정하였다. 이것으로부터 

linear shrinkage , 소결밀도 둥 소결과정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이 분석되었다. 또한 소 

결체의 미세구조는 소결체를 diamond wheel cutter를 이용， 종단면으로 절단-연마하여 

주사전자 현미경 (SEM)으로 관찰하였다. 

소결체에 잔존하고 있는 TiHz 의 정량을 위해 Ti 분말과 TiHz 분말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였다. 흔합한 분말의 x-선 회절곡선으로부터 정량을 위한 calibration 

curve(그립 6-9)를 얻었다. 계산에 사용한 피크는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을 선택하 

였으며 Ti의 경우 (012)와 (1 10) 그러고 TiHz 의 경우는 (220) 피크를 사용하였다. 

제 3 절 실험결과 빛 고찰 

방전 플라즈마 소결시 가압력， 통전 전류의 세기(소결온도)， 그러고 소결시간을 

3대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 방전소결의 최적조 

건을 도출할 수 있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경우 통전에 의한 분말의 활성화과정 

이 매우 중요하므로 예비실험을 통하여 우선 적절한 전류의 크기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소결시간 및 가압력을 조화시격 최적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반해 본 실험에서 사용한 TiHz 분말의 경우에는 소결시 수소가스의 방출이라는 요 

소가추가된다. 

TiHz 분말， Ti 분말， 및 중량비로 50:50으로 혼합한 흔합분말에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을 적용하여 공정변수(소결시간， 전류， 소결압력)에 따른 소결특성을 조사하 

였으며， 예비소결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소결시면 ID, 소결조건 및 결과를 표 6-8에 

요약하였다. 

1. Ti Hz 분말의 가스방출 및 소결특성 

가TiHz 분말의 탈수소 열처 리 

앞서의 뭉온소결법에 의한 실험결과(제5장)에 의하면 TiHz • Ti +Hz 의 탈수소반 

응은 약 1100.C의 이하의 온도에서 수시간내에 완료되었으며 탈수소 과정이 소결특 

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경우에는 통전에 의 

해 소결이 진행되므로 소결시 광학온도계로 측정되는 die assembly 표면온도와 내 

부 분말온도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말 가열시 방출되는 가스는 용 

기 내부의 진공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진공도 변화를 가스발생량으로 간주하여 

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convectron gauge의 경우 측정 범위 인 0.0001-

100 torr에서는 Hz 가스에 의해 진공도 측정에 큰 영향이 없다. 

온도상승에 따른 TiHz 분말의 탈수소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i Hz 분말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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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TiHz의 정량을 위한 calibra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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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방전 플라즈마 소결실험 결과 요약 

Variable Results 
Sinterin Sintere Brinnel Cαltent ID Powder Pressure Current g d 

뻐rdness of TiHz 
Re따H‘ks 

Time [농nsity 

kgf A sec g/CInj wt% 

98-20 1400 720 2.82 41. 2 

98-21 1200 720 2.23 53.0 

98-22 1600 720 3.43 135 19.5 

98-23 1800 240 3.09 151 17.6 실돼 
TiHz 150 

98-24 1800 240 3.21 109 14.0 실돼 

98-25 1800 600 3.69 203.5 6.8 

98-26 2000 330 3.91 207 7.3 

98-27 2200 180 3. 78 194 6.1 

98-28 150 3.25 114 29. 7 

98-29 600 3.84 239 32.4 
TiHz 1800 240 

98-30 1000 4.02 327 43.4 

98-31 400 3. 70 200 28.8 

98-32 150 3.27 103 

98-33 400 4.03 222 

98-34 Ti 150 1800 240 (3.18) 109 실돼 

98-35 600 4.23 257 

98-36 1000 4.45 327 

98-37 Ti 150 3.12 102 18.2 

98-38 400 「‘ 3.60 182 26.1 
+ 1800 240 

98-39 600 3.80 215 30.1 

98-40 TiHz 
1000 3.98 301 33.0 

98-41 60 2.14 100 

98-42 120 2.52 69.6 
Ti Hz 150 1800 

98-43 180 3.07 102 31. 1 

98-44 360 3.69 17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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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공소결로에 장입하고 상온에서 1300 0C까지 분당 10.8 0C 의 속도로 가열하면서 

측정한 진공도를 그림 6-10에 보였으며 이때 가열전 초기 진공도는 0.002 torr‘였 

다. 전체적으로 270 , 760 , 1200 0C 부근의 온도에서 3개의 peak가 관찰되 었다. 이중 

270 0C 부근에서 관찰되는 가스방출은 TiHz 분말에 흡착된 수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한면 400 0C부터 Ti Hz 분말로부터 수소가 급격히 방출되기 시작하여(진공도: 

0.02 torr) 760 -800 oC에서 최정점에 도달(진공도 1 torr)하고 있다. 이후 온도 

상승에 따라 가스방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050 0C 에서 최저점에 도달하고 이 때 

의 진공도는 0.0025 torr로 원래의 진공도를 회복하고 있다. 온도가 1150 0C에서부 

터 다시 진공값이 상승하여 1200 0C에서 진공도 0.009 torr를 나타내고 이후에 다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이 peak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없으며 향후 추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나TiHz 분말소결시 가스방출 

Tì Hz 분말(10g)의 방전소결 및 수소방출 특성을 알아 보았다. 예비실험 결과 소 

결과정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건 즉 전류 1800A, 가압력 150kgf 

의 조건하에 소결을 600초간 지속하면서 얻은 기록한 진공도， LVDT(die assembly의 

높이 변화: 흑연 die 내경이 일정하므로 소결진행을 나타내는 linlear shrinkage) , 

die 표면온도 변화를 그림 6-11에 보였다. 실험에 사용한 광학온도계는 550 0C 이 

상의 온도만을 측정할 수 있다. 방전소결은 단시간(600초)내에 완료되므로 열처리 

시험결과에 비하여 높은 진공값이 관찰된다. 

통전(1800A)이 개시된 약 40초후에 진공도가 6. 7 torr로 1차 peak을 나타냈다. 

이 때 mold 표면온도가 광학온도계의 측정하한보다 낮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앞서 

의 열처리실혐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분말의 가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분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 LVDT 값이 변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소결이 진행되지 않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die 온도가 575 0C 에 도달하는 60초이후 shrinkage가 관 

찰되기 시작하였고 진공값이 급속히 증가하여 110초 경과후에는 peak 진공도인 22 

torr를 나타내었다 이때의 온도 및 shrinkage는 각각 720 0C 과 1. 73mm였다. 앞의 

열처리에서의 피크 온도이었던 760-800 oC와 비교하면 die 내부에 있는 분말온도가 

표면보다 40 0C 이상 높거나 통전전류(방전)에 의해 수소방출이 촉진되었다고 예상 

할 수도 있겠으나 상세한 내용은 추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 수소의 방출은 급 

속히 감소하고， 온도상승에 부웅하여 shrinkage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소결이 진행 

되고 있다. 

다TiHz 분말의 소결과정 

TiHz 분말의 소결시 중간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결조건은 통일하게 하고 소 

결시간을 60 , 180, 240 , 360초로 탈리하여 소결시편을 얻고 이들로부터 시편내에 

잔류하고 있는 TiHz의 량을 x-선 회절분석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그림 6-12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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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Ti Hz 함량의 변화에 미치는 소결시간의 영향 

(P=150 kgf , C=1800A) 

결시 간에 따른 Ti Hz 량의 변화를， 그림 6-13은 소결시 die의 최고온도와 TiHz 량 

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립 6-14는 소결시간에 따른 밀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소결시간에 따른 상대밀도를 나타낸 그림 6-14에 의하면 랩밀도(상대밀도)가 

1.82(40.2%) g/cm3이었으며 소결시간이 60 , 120, 180, 360 및 600초로 증가함에 

따라 소결시편의 밀도가 각각 2.14(47.3%) , 2.52(55.7%) , 3.07(67.9% ), 3.25 

(71. 9%) , 3.69빠!-.6%)로 240초까지는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결진행은 다음 절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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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iHz 분말의 소결성에 미치는 전류의 영향 

앞에서 언급한 TiHz 분말의 탈수소 실험과 통일한 무게의 분말(10g)과 가압력 

( p::150kgf)하에서 최장 소결시간을 720초로 설정하고 전류를 1200A부터 2200A까지 

증가시키면서 기록한 진공도 die온도 및 1 i near shr i nkage 변화를 각각 그림 

6-15 , 그림 6-16 , 그립 6-17에 보였다. 실제의 소결시 간은 1600A까지는 720초를 진 

행할 수 있었으나 1800, 2000 , 2200A에 대해서는 각각 600 , 330 , 180초였다. 이는 

die의 과열에 의한 안정성의 문제로 인하여 소결시간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결시간이 서로 상이하였지만 die 최고도달온도， 

TiHz 함량， 상대밀도 퉁의 분석에서는 소결시간의 영향을 무시하고 비교하였으며 

이는 전체 소결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소결시편의 

Ti Hz 량을 정량분석하고 그 결과를 그림 6-18 , 소결시 die의 최고온도와의 관계를 

그림 6-19 , 소결밀도를 그립 6-20 , 그리고 die 최고온도와 소결밀도와의 관계를 그 

림 6-21에 나타냈다. 또한 1400, 1600, 2000A의 통전으로 제조된 소결시면 종단면 

의 SEM 사진을 그림 6-22에 보였다. 

(1) 가스방출 특성 

TiHz 분말소결시 소결시간에 따른 가스방출(진공도)의 경향은 통일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전류가 상승할수록 1차(흡착수분의 방출) 및 2차(탈수소 반웅) peak의 

위치가 앞으로(짧은 시간쪽) 이몽하고 동시에 크기(진공값)도 높아지는 반면 그 폭 

은 좁아지고 있다. 이것은 통전 전류가 높을수록 단위시간당 TiHz 분말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분말온도의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수분방출 및 탈 

수소반웅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peak의 위치가 전진하고 동시에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때 방출가스 총량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곡선의 폭이 좁아 

진 것으로 분석된다. 1200A의 전류에서 발견되는 초기 peak의 진공도는 0.34 torr 

로 미미하며 통전개시 20초내에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흑연 die 표면에 오염되어 

있던 수분 또는 유기물의 증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크가 다른 경우 

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본 실험에서 데이터 수집시간의 주기가 10초로 길었기 때 

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가스방출 과정을 이해하는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peak의 분석에는 제외하고 1차 및 2차 peak에 대한 자료를 

표 6-9에 정리하여 나타냈다. 이에 의하면 1차 peak에서는 die 온도가 550 0C이고， 

2000A이하에서는 shrinkage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2차 peak의 경우에는 

전류가 높을수록 진공도 빛 die 온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shrinkage의 증가는 상대 

적으로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die 온도가 720 0C (1800A) 일 때 22 torr 인 

것이 740 0C (2000A) 일 때 285 torr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그림 6-10의 

Ti Hz 분말의 열처리시 진공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던 760 0C와 비교된다. 또한 그 

림 6-18에서 살펴보면 1800A이상에서 TiHz 함량이 7%이하로 감소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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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에서도 die의 최고도탈온도는 통전 전류의 크기에 거의 직선적으로 비례 

하고 있다. 따라서 TiHz 분말의 소결시 수소방출은 분말의 온도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720.C이상에서는 TiHz 분말로부터의 수소방출기구가 이전의 온도와는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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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22. TiHa. 분말로부터 제조된 소결시편의 미세구조에 미치는 전류의영향 

(P=150 kg f) (a) 1400 A (b) 1600 A (c) 20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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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Hz 분말의 소결특성 

통상적으로 통전이 시작되면 @ 분말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 플라즈마에의한 

neck 생성 • (Z) Joule 열에 의한 neck 부위의 우선가열 • @ 열확산， 전계확산， 

가압력에 의한 소성변형 동에 기공폐쇄 • @ 고립기공이 소멸되는 치밀화 과정의 

4단계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다[6-14]. 가압력이 150 kgf로 일정한 조건에서 1 inear 

shrinkage를 나타낸 그림 6-17에 의하면， 1200A의 전류에서는 die의 최고온도가 

pyrometer의 측정하한인 550 0C를 넘지 못하였고 소결밀도도 2. 23g/cm3 ( 상대밀 

도:49%)으로 낮고 쉽게 부셔져서 다루기 힘들었다. 

표 6-9. TiHz 분말소결시 1차 및 2차 peak의 관련 자료 

Applied 
1st peak 2nd peak 

cur(Are)nt 
( Tsiemce) Vac. Die 

Shr(i m마m〈 )age ( Tsiemce) Vac. Die 
Shr(i m마m〈 )age (torr) f빨f (torr) f빨9 

1200 120 1. 12 <550 0 570 1. 00 
1400 90 1. 88 <550 0 270 1. 6 640 1. 30 
1600 60 3.8 <550 0 150 6.3 671 1. 62 
1800 50 6. 7 <550 0 110 22 720 1. 73 
2000 40 10.8 <550 0.03 90 285 740 1. 81 

2200 30 18.5 <550 0.02 70 800 743 1. 70 

따라서 이 경우는 분말사이에서 neck가 생성되는 1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류밀도가 1400A 이상이 되면 그럼에서와 같은 전형적인 소결곡선을 보여주고 있 

다. 이때 전류가 증가할수록 shrinkage의 기울기가 커질 뿐아니라 통일한 시간에 

서 의 shrinkage의 크기도 크게 되 었다. 

그럼 6-19에 의하면 전류가 1400 , 1600 , 1800 , 2000 , 2200A로 증가함에 따라 

die 표면온도가 각각 676 , 814 , 984 , 1058 및 1132 0C로 증가하였다. 이것으로 미 

루어 보아 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neck의 생성은 물론 가열온도가 높아 기공혜쇄 

단계가 촉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밀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6-20에 의하 

면 상대밀도는 2000A에서 86. 5%(3. 91g/cm3 )로 최고에 도탈한 후 2200A에서는 

83.6%(3.91 g/cm3 )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방전 플라즈마 소결에서 가압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기공폐쇄 및 치밀화 과 

정이 늦어질 때 생겨나고 이 경우 시간이 더 경과하면 소결체 내부에서 부분적인 

용해현상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소결실험시 2200A의 경우에 소결과정을 180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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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지속시키지 못하고 중지하였다. 결국 180초 이내의 shrinkage는 2000A보다 

2200A의 경우가 높으나 소결시간이 짧아 최종 소결밀도가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 

림 6-19에서 관찰되는 곡선중 1800A의 경우가 소결시간이 600초로 비쿄적 길고 소 

결밀도도 3. 69g/cm3(81. 6%)로 높다. 또한 그립 6-18에서 알수 있듯이 소결시변의 

TiHz 분말함량이 6.8%로 낮기 때문에 이후의 방전소결시험(분말 종류 및 압력의 영 

향)에서는 이 조건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3 ) 소결시편의 미세구조 

소결시편의 미세구조를 3000배 확대한 SEM 사진을 보인 그림 6-22에 의하면 

1400A의 경우(소결밀도 2. 82g/cm3(62. 4%)로 어느정도 강도 유지함)에는 일부 분말사 

이에서 neck7} 생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래분말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분말의 

내부에서 침상의 Ti a조직이 성장하였고 die 최고도달 온도는 676 0C, 2차 peak의 

진공도가 1. 6 torr , 소결체의 TiHz 함량이 41. 2%로 분석되었다. 

1600A의 경우(소결밀도 3. 43g/cm3( 76%)) , 분말사이에서 neck의 형성이 관찰되고 

있고 기공형태가 둥근 것으로 판단하여볼 때 neck의 성장에 의한 치밀화 과정도 진 

행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말의 내부에서 침상의 Ti a 조직이 1400A의 경우보다 

5배 정도 성장하였고 결정립성장도 관찰된다. Die 최고도달 온도는 814 0C, 2차 

peak의 진공도가 6.3 torr , 소결체의 Ti Hz 함량이 19.5%로 분석되었다. 

2000A의 경우(소결밀도 3. 91g/cm3(86. 5%)) , 원료분말사이의 경계와 neck의 관찰 

되지 않으며 둥근 형태의 고립기공만이 관찰된다. 침상의 Ti a조직이 소멸하고 

facet 면을 갖는 직경 10때 미세한 재결정 구조(또는 다수의 핵으로부터 성장한 구 

조)로 보이는 조직으로 구성되있다. Die 최고도달 온도는 1058 0C, 2차 peak의 진공 

도가 285 torr로 급격히 증가하고 소결체의 TiHz 함량이 7.35%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제한된 관찰결과와 앞서 논의한 탈수소 과정을 고려하여 보면 720 0C 이 

상에서의 급속한 수소방출과 합께 소결체의 미세구조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의 연구가 요청된다. 

2. Ti , TiH2 빛 흔합분말의 소결특성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경우， 통전에 의한 분말의 활성화과정 이후 가압하여 짧 

은 시간내에 고밀도의 소결체를 제조하는 것이 기술의 요체이므로 가압력은 실제 

소결시편의 최종도달 밀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i 분말， TiHz 분말， 그리고 이 두분말을 무게비로 1:1로 

흔합한 분말(이하 혼합분말) 10g에 대하여 각각 가압력을 150, 400 , 600 , 1000 kgf 

으로 변화시키면서 일정한 소결시간(240초)과 전류(1800A)에서 소결을 행하였다. 

소결시 측정된 die 온도의 변화를 Ti 분말 TiHz 분말， 그러고 흔합분말에 대하여 

각각 그림 6-23 , 그림 6-24 및 그림 6-25에， 그러고 linear shrinkage를 그림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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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였다 TiH2 분말 및 흔합분말로부터 제조된 소결시변에 포함된 Ti H2 량을 그 

립 6-27 , 소결시 가압력과 die 최고온도와의 관계를 그림 6-28에 보였다. 또한 소 

결 전후의 무게감소와 소결후 TiH2 정량분석후 결과로부터 에측되는 무게감소와의 

관계를 그림 6-29 , 소결시편의 밀도에 미치는 가압력의 영향을 그림 6-30에 나타냈 

다. 

가. Die 온도에 미치는 가압력의 영향 

Die의 온도는 수소가스방출과 이후의 소결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이 앞에 

서 밝혀졌다. 특히 방전소결에서는 통전에 의한 방전 및 Joule열이 열원이므로 가 

압력과 분말특성이 온도상승 즉 die의 표면온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 

다. 여기서 측정에 이용된 광학온도계는 550.C 이상의 온도만을 측정할 수 있다. 

가압력에 따른 die 온도변화를 측정한 그림 6-23 , 그림 6-24 및 그림 6-25에 의 

하면 가압력이 증가할수록 die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세 그립 

공히 가장 낮은 가압력( 150kgf)에서 die온도가 가장 높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전류의 경로(그립 6-7)는 plunger • die • plunger의 경로(path-A) 

와 plunger→powder(compact)→plunger의 경로(path-B)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체 

저항 크기는 이 두 경로에 의존(병렬연결)하게 된다. 또한 방전소결용 전원은 정전 

류제어를 하므로 부하의 저항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류를 흘려준다. 따라서 전류× 

저항으로 표시되는 ‘Joule열은 die assembly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 실제 두 통전 

경로에서의 유일한 변수는， 온도상승에 의한 저항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때 die 

내부에 있는 분말(소결체)의 저항이다. 따라서 가압력이 높아질수록 분말 사이의 

접촉저항이 낮아져 전체 die assembly 저항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Joule열의 발생 

이 낮아지기 때문에 die온도가 낮게 측정된다.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 통일한 전류 

가 흐르는 die asembly 내에서 두 개의 통전경로가 존재하고 이 경로사이에 전기저 

항값에 차이가 나면 발열량도 달라지고 이에따라 die assembly 내에서의 온도분포 

가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방전소결 초기에는 분말표면에 존재하는 앓 

은 산화층， 결합 동에 의하여 접촉저항이 높기 때문에 전류는 주로 

plunger-die-pluger의 경로를 따라 흐른다. 또한 금속분말의 경우에는 소결이 진행 

됨에 따라 분말사이의 접촉저항이 감소하고 기공떼쇄 및 치밀화 과정을통하여 저 

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류는 plunger-compact-plunger의 경로를 따라 흐른다고 알 

려져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 소결초기에는 die assembly의 저항도 

크고 전류도 die로 많이 흘러서 die 표면온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 소결이 진행되면서 die assembly 전체의 저항이 낮아짐은 물론 분말(소결체)의 

저항이 낮아지게 되어 전류는 안쪽으로 많이 흐르게 됨으로 die 표면온도의 상숭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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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압력이 150kgf로 가장 낮은 경우가 여타 경우보다 

die 온도가 월동히 높다. 방전소결시 측정한 1 inear、 shrinkage를 보여주는 그림 

6-23에 의하면 소결개시후 일정시간까지는 shrinkage가 관찰되지 않으나 이보다 높 

은 압력에서는 초기부터 가압에 의한 shrinkage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 소 

결체의 저항이 낮아진다. 따라서 150kgf의 경우가 여타의 경우보다 소결체의 저항 

이 높아 온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상전인 방전소결에 

서는 1단계로 저압에서 shrinkage 없이 통전에의한 분말 활성화를 유도한 이후， 2 

차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여 소결을 완료하는 소결공정을 택하고 있다. 

나. Die 온도에 미치는 분말종류의 영향 

그림 6-23 , 그림 6-24 빛 그림 6-25에 의 하면 가압력 의 효과가 Ti +TiHz 혼합문 

말에서 가장 크고 Ti 분말 TiHz 분말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Li near shri nkage를 

나타내는 그림 6-26에서도 혼합분말의 소결성이 제일 나쁘다. 그림 6-28에 의하면 

150kgf의 압력에서는 Ti, Ti Hz 및 혼합분말에 대하여 각각 907 , 891 , 871.C의 die 

최고도달 옹도를 보이고 있다. Ti 분말 TiHz 분말의 경우에는 가압력이 400kgf에 

서 862.C로 낮아진 이후 압력이 증가하여도 온도 펀차 10.C 이하로 큰 변화가 없 

다. 이에 비하여 혼합분말의 경우에 150 , 400 , 600kgf의 가압력에 대하여 각각 

907 , 854 , 83TC로 급속히 감소한 이후 1000kgf에 대해서 834.C로 거의 변화가 없 

다. 또한 모든 경우에 있어 수소가 급격히 방출되는 온도인 720.C 이상의 온도까지 

상승하였다. 

150kgf의 가장 낮은 가압력에서 증량비 1:1 인 Ti +TiHz 흔합분말의 경우에서 최 

고도달온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분말의 온도의 상승 

에 따라 TiHz 분말이 분해되면서 수소방출과 함께 체적의 수축이 일어나며 분말 전 

체의 shrinkage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중량비로 50%로 혼합된 Ti 분말 입자가 3 

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힘이 가압력보다 강하다면 Ti Hz 분말의 수축이 일 

어날지라도 3차원적인 Ti 분말구조가 유지되는 한 분말 전체의 shrinkage7r 일어날 
수 없다. 그림 6-26 (b) 에 의하면 혼합분말의 shrinkage가 Ti 및 TiHz 분말보다 값 

이 작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와같은 bridging 현상으로 인하여 분말 사이의 

접촉이 나빠지게 되고 유효단면적도 줄어들게 되어 저항 상승으로 인하여 die 

assembly의 온도가 높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가압력이 400kgf 이상이 되면 혼합분말의 die 최고도달 온도가 Ti 및 Ti Hz 

분말의 온도보다 낮아지게 역전현상이 발견된다. 이것은 흥미있는 현상으로 

bridging 현상이 높아진 가압콸으로 파꾀된 이후 분말(소결체)의 저항이 급격히 낮 

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저항은 소결밀도에 반비례하여 낮아 진다. 

그러나 그립 6-30에 의하면 흔합분말의 상대밀도가 모든 가압력에 대하여 Ti 및 

TiHz 분말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결후 소결체에 잔존하고 있는 Ti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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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측정하여 비교한 그림 6-27과 무게감소의 비쿄 자료인 그립 6-29에 의하면 혼 

합분말 내에서의 Ti Hz 분해가 지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결성의 향 

상없이 저항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단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실험에 대 

한 검증실험을 포함한 추가 연구가 요청된다. 

다. 방전 소결성에 미치는 분말 및 가압력의 영향 

그립 6-30에 의하면 분말종류에 상관없이 가압력이 높아집에 따라 소결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400kgf까지 소결밀도가 급속히 증가한 이후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가압력의 증가만으로는 full density의 소결체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Ti 분말은 100kgf에서 이론밀도의 98.5%(4.45 

g/cm3 ) 에 달하는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Ti분말의 경우， 분말폐쇄 및 치 

밀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소결시 shrinkage(그림 

6-26(a))와 die 최고도달 온도(그림 6-2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소결밀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die 온도 즉 분말의 온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 

다. 즉 그림 6-30에서와 같이 Ti 및 혼합분말에서 소결밀도가 낮은 이유는 die 최 

고도달 온도의 낮아짐에 기인되다고 분석된다. 일차적으로 그 원인으로는 흡열반응 

인 수소방출시 die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TiH2 분 

말보다 혼합분말의 온도가 낮다는 점에 있어서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예상된다. 

만일 여타소결조건을 통일하게 하고 소결전류를 높혀서 die 최고도달온도를 

Ti (full densi ty 조건)의 871.C로 상승시킨다면 Ti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소결밀 

도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실험에 의한 자료만으로 TiHz 분말 

또는 Ti + TiHz 혼합분말의 경우에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을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판 

단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제 4 절 결 론 

본 연구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을 이용하여 티타늄 분말 활용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Ti ， Ti Hz 및 이들의 흔합분말을 원료로 선정하여 소결공정변수 

(소결시간， 소결압력， 전류)가 소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선행연구와 자체 기술개발을 통하여 가압력 제어방식 (Electro-hydraulic 

servocontrol)이 우수한 연구용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치가 일부 완성되었으나 

완전한 가동을 위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2. 기존 플라즈마 방전소결장치를 사용한 실혐 결과 Ti분말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수분내에 이론밀도의 98.5%에 달하는 매우 치밀한 소결체를 제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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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때 방전소결조건은 소결시간 240초， 전류 1800A, 가압력은 

1000kg 이었다. 그러나 Ti H2 분말 및 흔합분말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론밀도의 89% 및 88% 로 Ti에 비해 현저하게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앞서 제 5 장의 퉁온소결실험에서 확인하였던 TiH2의 현저한 소결촉진현상과 

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가압， 

짧은 소결시간， 탈수소 흡열반응에 따른 온도의 감소퉁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 

다. 향후 본격적인 방전소결에 앞서 탈수소반웅을 완료하기 위한 예비소결공정 

을 추가하여 TiH2 분말을 사용한 고밀도의 소결체제조가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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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티타늄 표면처리 연구 

제 I 절 문헌조사 

1. 티타늄의 용도 

티타늄은 경량이면서 내식성과 강도가 우수하여 우주항공산업， 해양기기， 화학 

공업，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생체 • 의료재료， 자동차뭉 공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그 용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면 최근에는 내외장용 건축재료， 

의료기기， 레저용품， 개인 장신구동 표면처리 분야에도 그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중 본 실험에서 목표로 하는 착색기술은 주로 돼션성이 강조되는 스포츠용품이나 

악세사리， 고급 건축용 자재동에 웅용가능한 기술이다. 

2. 티타늄의 착색 

티타늄의 착색법으로는 대기산화법， 양극산화법， 화학산화법동[7-1 ， 2 ， 3] 이 있으 

며 이중 양극산화법의 실용화가 가장 많이 진척되어 있다. 

티타늄의 색은 산화막 자체의 색이 아니고 그림 7-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산화막표면과 내부의 산화막/티타늄 계면에서의 굴절율의 차이에 의한 간섭현상에 

의해 발현된다. 

니ght 10\ i /I I1 i I2 

'/ Titanium ι 

그림 7-1. 간섭에 의한 티타늄 양극산화막의 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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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산화법 

대기산화법은 전기로동을 이용하여 대기중에서 가열하는 방법이다. 가열에 의 

해 성장한 티타늄 표면의 산화피막으로 부터의 반사광과 산화피막내부를 지나 산화 

막/티타늄의 계면으로부터 반사한 반사광의 간섭에 의해 색을 나타내게 된다. 따 

라서 이들의 색조는 피막의 두께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7-2[7-4] 는 산화온도와 산 

화막두께 빛 색조와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제조비용이 저렴하며 산 

화층과 모재와의 밀착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그림 7-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색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균일성， 재현성동의 문제가 있어 장식용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큰 면적의 티타늄 판재를 황금색이외의 색으로 균일하게 

착색하기는 어렵다. 

그림 7-2. 대기산화 온도와 산화막 두께에 따른 

색조변화[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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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극산화법 

(1) 직류전해법 

그림 7-3은 직류를 사용하는 양국산화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장치의 양극에 티 

탄판재를 사용하며 일정전압을 걸어 직류전류를 흘려주면 양극에서 Ti + 02 • Ti 02 

반웅에 의해 티타늄의 산화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 산화막이 일정한 두께에 도 

달하게 되면 전압을 높이지 않는한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전해전 

압이 증가되면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하며 빛의 간섭현상에 의한 색조는 黃金色， 茶

色， 좁色， 黃色， 累色， 緣色， 黃錄色， 挑色동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전압을 

조절하여 두께와 색조가 결정되며 재현성이 양호한 색조의 조절이 가능하다. 

이 방법에 의한 잭색은 색조가 10 종류 이상으로 다양하며 다른 착색금속에 비 

해 彩度가 높고 착색도료퉁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한 발색이 빛의 

간섭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흑색， 백색은 얻을 수 없다. 또 지문퉁이 묻으면 변색 

되는 경우도 있으며 내마모성이 대기산화법동에 의해 제조한 경우보다 떨어지는 단 

점도 있다. 

Ammeter 

Cell 

J\.node(Ti) 
Electrolyte 

그림 7-3. 양극산화장치의 개략도 

양극산화의 경우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탈지퉁의 전처 

리가 요구된다. 그림 7-4는 최근 공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극산화처리의 전처 

리 공정이다. 탈지공정에서는 압연유동을 제거한후 산세를 2회에 걸쳐서 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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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차산세는 불산수용액， 2차산세는 불산수용액과 과산화수소 혼합용액을 사 

용한다. 1차산세에 5 wt% 불산수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 5-2 분이 적당하며 2차산 

세는 1차 산세후 생긴 얼룩을 제거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음극은 알루미늄판을 사 

용하며 전해액은 lwt%의 인산수용액을 사용한다. 그림 7-5에 양극산화 전압과 막 

두께 및 색조와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그림 7-4. 양극산화 처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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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5. 양극산화전압과 막두께 및 색조[7-5] 

(2) 교류전해법 [7-6] 

직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류를 사용하여 티타늄의 착색이 가능하다. 여기서 

는 1%의 인산과 1%의 과산화수소의 혼합용액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직류의 

경우와 달리 전처리공정충 산세가 생략될 수 있으며 산화층의 밀착성이 향상되었다 

고 한다. 이 방법은 교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 전극에 모두 티타늄을 사용하며 동 

시에 착색이 가능하다. 표 7-1은 교류전해와 직류전해시 동일색조를 얻기 위한 전 

압을 표시하고 있으며 직류전압이 쿄류전압의 약 、/ 2 배에 해당하는 전압에서 비숫 

한 색조가 얻어진다. 이 방법에서는 산세공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대극(counter 

electrode)가 필요없으며 동시에 2개의 티타늄판재를 착색할 수 있어 양산에 적합 

한 착색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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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통일색조를 얻기위한 직류와 교류전압과의 관계 

색조 金 iffi累 루훌햇횟 養 累 루흉 루율$옳 緣 黃훌옳 

교류전압(V) 7 15 30 70 80 90 95 105 110 

직류전압(V) 10 20 40 100 110 120 130 140 150 

(3) 후막양극산화법 [7-7 , 8] 

일반적인 양극산화막의 간섭현상에 의한 착색으로는 백색， 흑색이 얻어지지 않 

는다. 또 이들은 지문동에 의해 변색되거나 내마모성이 불량한 결점이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현상을 이용하지 않고 착색하는 후막양극산화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에서는 인산， 황산의 혼합용액 또는 이들에 과산화수소를 첨 

가한 용액에 철， 코발트， 크롬퉁의 금속염을 첨가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용액을 

사용하여 양극산화처리를 하면 수 11m 이상의 회색계통의 다공질 산화피막이 생성된 

다. 이때 피막형성과 함께 피막표면의 空隔속으로 금속산화물(수화물)이 석출하고 

고정되어 금속산화물의 색에 따른 별도의 착색이 가능하다. 표 7-2는 이 방법에 

의한 전해액의 조성， 전해조건， 막두께 및 색조동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산화피막은 변색되지 않으며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다. 화학산화볍 

티타늄을 무기산중에 장시간 가열처리하면 산화피막이 형성되고 착색되는 경우 

가 있다. 예를 들면 O.lwt% 이하의 황산에서 24시간동안 유지하면 청자색으로 

0.2wt% 이하의 염산에서는 황금색으로 된다. [7-9] 이 방법에 의한 착색은 간섭현 

상을 이용하는 것이며 방법자체는 간단하지만 막형성에 장시간을 필요로 하며 색의 

종류가 적은 결점이 있다. 

화학산화법에서는 대기산화법이나 양극산화법에서 불가능한 흑색을 만들 수 있 

으며 가전제품， 장식품， 건축자재동과 같은 용도에서는 흑색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 티타늄을 흑색화하는 방법으로는 티타늄 표면에 석출시킨 구리를 흑색화 

[7-10] 또는 티타늄을 불산용액중에 침적하는 방법 [7-11] 이 있지만 이들은 흑갈색 

을 띄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화학산화법이 개발되었으며 황산， 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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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합한 화학산화법을 이용하여 저명도， 저채도의 흑색티타늄을 얻었다[7-12]. 

이 결과를 표 7-3에 요약하였다. 황산，불산의 2단계 처리를 한 경우가 가장 채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단계 처리만하면 채도가 높았지만 3500C, 90분간의 

가열처리를 하면 채도가 최저로 되며 가장 흑색에 가까운 색채가 얻어졌다. 이 방 

법에 의해 제조한 피막은 간섭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미세한 섬유상 조직이었으며 

이들의 빛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흑색을 띄게 된다고 추정된다. 

표 7-2. 전해착색조건과 색조[7-7] 

試料
電 解 條 件

&흉훔 
L’ . a' . b‘ 表色系

色

( 目視)No 電解電壓 (때) L" • b‘ 被組成 a 
(V) 

1 O. 3molI1-H3P04+ 1. 5mo1l 1-HzS04 200 3.9 40. 7 0.0 -1. 3 w(色

O. 3mo 11 1-H3P04 + 1. 5mo 11 1-HZS04 
200 2.8 43.2 -2.4 3.1 暗綠色2 

+0. 2mo1l 1-COS04 • 7HzO 

O. 3mo1l 1-H3P04+1. 5mo1l 1-HzS04 
200 7.6 42.6 -0.9 -2.5 w(좁色 3 

+0. 2mo1l 1-Co(NHdz(S04 )z • 6HzO 

O. 3mo1l 1-H3P04+1. 5mo1l 1-HzS04 
200 3.1 39.9 -1. 6 4.9 w(훌훌色 4 

+0. 3mo1l 1-HzOz+0. 01mo1l 1-CrZ(S04h • 3HzO 

O. 3mo1l 1-H3P04+ 1. 5mo1l 1-HzS04 
230 6.2 69.5 -0. 7 -1. 2 白色5 

+0. 2mo1l 1-A1z(S04h • 16.2HzO 

6 
O. 3molI1-H3P04+1. 5mo1l 1-HzS04 

190 4.2 45.4 -1. 6 5.5 w(綠色
+0. lmo1l 1-NiS04 • 6HzO 

7 
O. 3molI1-H3P04+ 1. 5mo1l 1-HzS04 

240 13.2 48. 7 -0.1 13.9 賣土色
+0. 3mo1l 1-NiS04 .6HzO 

8 
O. 3mo1l 1-H3P04+ 1. 5mo1l 1-HzS04 

190 2. 7 38.8 0.3 6.1 茶色
+0. lmo1l 1-CUS04 • 5HzO 

9 
O. 3mo1l 1-H3P04+1. 5moll1-HzS04 

200 5.6 34.4 1. 8 4. 7 茶色+0. 03mo1l 1-Fe(S04h • 20H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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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흑색화처리의 욕조성과 명도와의 

관계 [7-12] 

1차처리 2차처리 L 명-도 ( - ) 

25 vo 1 % H2S04 38.8 

2 25 vol% H2S04 1 vol% HF 14_4 

3 25 vol% HCl 1 vol% HF 24_2 

4 25 vol% HN03 1 vol% HF 35_ 7 

5 1 vol% HF 41. 5 

3. 전해연마(Electrolytic Polishing) 

전해연마는 특별히 준비된 전해액 속에서 금속 시펀을 양극(anode)으로 하여 직 

류전류를 통합으로써 금속 표면의 거친 부분을 용해 제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용액 중의 금속 이온을 석출시켜 시변에 부착시키는 전기도금과는 정 반대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해연마가 가능한 것은 금속 표면의 튀어나온 부분에 전류가 집중적으로 흘러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용해시키기 때문이다. 연마가 진행되는 동안 금속 표면의 낮 

은 골짜기 부위에는 전해시 발생하는 산소가 모여 차혜 역할을 하고 롤출부만 집중 

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제거되는 급속의 양은 전해액의 종류와 온도， 전 

류밀도， 시간 동에 의해 결정된다. 

전해연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복잡한 형상의 부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뛰어난 광택이 얻어짐은 물론 내식성도 증가된다. 

- 연마시 기계적 압력을 가하지 않으므로 급속 표면에 웅력을 남기지 않으며 

오히려 이전의 공정에서 생긴 잔류웅력을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 

- 금속 표면에서 수소가 제거되므로 수소취성의 우려가 없다. 

- 전해연마를 거친 금속 표면은 무균상태로 되어(박테리아는 수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번식할 수 없음) 의료， 식료， 반도체용 부품들의 연마에 적합하다. 

-268-



제 2 철 살혐방법 

1. 전해연마실험 

전해연마에는 직류전류를 사용하므로 전해액조의 사이즈에 적합한 직류전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큰 전류와 높은 전압이 요구되므로 실험실 규모의 연구에서 

도 보통의 건전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정류기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도 다이오드를 이용한 소형 정류기로 100V의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였으 

며， 슬라이믹스를 사용하여 전압을 조정하였다. 

전해연마에 사용되는 전해액은 부식성이 매우 강하므로 전해액조의 재료의 선택 

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전해액은 불산을 포함하였으므 

로 테프론 비커를 사용하였다. 

그림 7-6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해연마 시스템의 개요도이다. 양극{anode}과 

음극{cathode} 간의 전압과 전류는 회로내에 전압계와 전류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 

다. 그럼에 표시한 대로 시면이 양극이 되고 적당한 다른 금속이 음극이 된다. 본 

실험에서는 전해액의 종류에 따라 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의 판을 음극으로 사용하 

였다. 전해액은 불산과 황산을 주조로 하여 제조하였다. 시편의 크기는 길이 60mm, 

너비 15mm, 두께 1mm이었다. 음극의 넓이는 양극의 10 배로 하였다. 

Electrolytic Cell 

Cathode 

그림 7-6. 전해연마 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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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연마를 하기 전에 시편을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실험에서는 

초음따 세척기를 사용하여 시편의 표면에 묻은 지문， 기름 동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600의 SiC 연마지를 사용하여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였다. 

전해연마 후의 시펀들의 광택도는 실험시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육안으로도 관 

찰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수치화하기 위해 일본 Tokyo Seimitsu사의 표면상태 측정 

장치 (모델명 Surfcom)를 이용하였다. 

2. 색도측정 실험 

양극산화 및 열산화법에 의해 제조한 티타늄 산화막의 색분석에는 색도계 

(Colo미 meter)를 사용하였다. 이들의 색은 L, a , b 색도표시법으로 표시하였다. 실 

험 에 사용한 색도계는 일본 "Tokyo Denshoku"사의 Model SO-80 이 었다. 

3. 양극산화 실험 

양극산화실험은 그럼 7-7에 보인 직류정류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정류기는 

컴퓨터로 콘트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전압모드와 정전류모드의 2가지 방법으로 

양극산화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7-8) . 표 7-4는 양극산화 실험조건을 요약한 것 

이다. 

그림 7-7. 양극산화용 정류기의 외관 

및 규격 

Height 3.5 in X Width 19 in X Depth 19.5" 

TCR 150S- 7 0- 150 volts DC 0-7 amps, 69 lbs 

Input 105-130VAC, 47-63 Hz, 9.5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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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 Adjust 

Voltage CTL 

D/A#1 

Current CTL 

DA#2 

Voltage DATA 
AlD#1 

Current DATA 

AlD #2 

Pci9112 interface 

TCR150 Power Supply 

그림 7- 8. 본 실험에서 제작한 양극산화장치의 자동제어 장치 

셀업 

표 7- 4. 양극산화 실험조건 

전류(mA/cmι ) / 전압 (V) 
산화시간 

(mi n) 

정전압모드 5V-100 V (2 . 5V 간격 ) 5 

정전류모드 1-30 mA/cm~ (1 mA/cm~ 간격 ) 5 

양극산화시간 10- 360 sec 

4. 대기산화 

대기중에서의 산화실험은 quartz관을 사용하는 관상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이때 산소가스를 A연결하여 일정한 유량으로 흘려주면서 일정시간동안 산화를 시켰 

다. 이때 산소유량은 0.3 11min , 1.5 11min , 3. 0 11m 이었으며 산화온도는 400oC, 

5000 C, 600oC, 700~C ， 8000 C 이 었다. 산화시 간은 10분， 30분 ， 60분으로 변화시 켰 

다. 표 7-5는 대기산화 실협조건을 요약한 것이다. 산화가 완료한 후 색도분석， 

XRD 분석 ， SEM 분석동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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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대기산화 실험조건 

실험변수 실험조건 

산화온도( DC) 400 , 500 , 600 , 700 , 800 

산소유량(l!min) 0.3 , 1. 5, 3.0 

산화시간(min) 10 , 30 , 60 

5. 산화충두께 측정 

양극산화층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 초기에는 일반 코팅층과 마찬가지로 

ma5king에 의해 모재와의 계면을 만들고 이 계면을 Profi 10meter를 사용하여 측정 

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는 Ti02 층의 성장 미케니즘이 산소가 산화층을 

통해 들어가서 내부의 Ti 02/Ti 계면에서 Ti과 결합하는 소위 inward growth 이기 

때문에 표면에 생긴 산화충/모재의 계면에서의 5tep이 매우 작게 되기 때문으로 판 

단되었다. 

티타늄의 착색산화의 미케니즘이 산화층과 티타늄에 의한 반사광의 산란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각 조건에서 생성된 산화층의 두께를 아는 것은 

착색미케니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들 산화충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RBS 분석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티타늄은 산화층은 산화층이 균질한 Ti 02 로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Ti02 가 AmBn 형태의 흔합물일 경우 lncident path 에서의 

Energy 1055 는 
r E 

x/ cos 8 j = - J E, dE/(dE/ dx) A*B. 

Outward path에서의 에너지 1055는 

r E, 
x/cos82=- KEdE/(dE/@) AmB” 

이 된다. 

저지농(뾰止能， dE/dx)은 에너지의 함수이므로 적분해야하지만 inward 와 

outward 상의 에너지 1055의 변화가 크지 않아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면 다음 

과 같이 간단히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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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Eo - _~: Q ~~ I I 리고 El=KAE-」-캘| 
U S 6l dX | ln - cos 62 dX | out 

따라서 표면에서 산란된 입자의 에너지( KEo )와 x 깊이의 계면에서 산란된 입자의 

에너지( Ej)의 차이( L1E)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r K A dE I , 1 dE I 1 L1E= K AE n - E 1 = I ~;-- I + ~;-- I 
.fI~U ~j l cos8 j dx IZn' cos82 dx loutJ 

따라서 스펙트럼상의 에너지 간격( L1E)는 두께 ( x )와 다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L1E=[S] .x 

여기서 [ S] 되보쓰-꿇 I + __ ~ Q ~~ I 1 이며 호합물<?l AmBn의 저지능(많止能， 
l cos 6l dX | ln cos 62 dX | outj 」 」

dE/dx)은 Bragg의 rule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짧 I AmB. = 꿇-; . {m 뽕 I A +n 짧 I B} 

그림 7-9는 65 volt의 정천압하에서 제조한 티타늄 산화층의 RBS 분석결과이며 

Ti 과 o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Ti signal은 2개의 step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Ti의 량이 티타늄 모재와 산화층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 

에 생긴다. 여기서 o signal의 높이와 Ti의 1차 step의 크기는 산소와 티타늄의 

조성비를 나타낸다. 한편 산소피크의 폭이나 그럼에 t로 표시한 Ti의 첫 번째 

step의 폭은 산화층의 두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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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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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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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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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 o c 。 ::???f빼낼‘、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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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tering energy [keV] 

그림 7-9. 티타늄 산화막의 RBS 분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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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설험결과 빛 고찰 

1. 표면연마실험 

가. 연마시험편의 외관 

티타늄의 착색실험을 위해서는 우선 구입한 Grade 2 티타늄 판을 연마할 필요성 

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티타늄 판을 1cm x 5cm 의 크기로 절단하여 시험편을 만 

들고 전해연마후 표면의 명활도를 측정하고 KS B 0161 규격에 의해 surface 

roughness를 계산하였다. 그림 7-10은 연마에 사용한 시험펀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립 7-10. 전해연마 시혐편의 외관 

나. 연마표면의 평활도 측정 

티타늄의 최적 전해연마조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연마후 표면의 명활도를 측정하 

였다. 그림 7-11은 Profilometer(Surfcom)를 사용하여 측정한 표면의 요철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A1 , A2 , A3 , A4 , A5는 전해연마의 시간을 각각 30 , 60 , 

90 , 120 , 180초로 하였을 때의 결과를 표시하고 있으며 As received는 구입한 상태 

의 티타늄 판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입한 상태의 거 

친 표면이 연마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완화되어 명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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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 -1 1. Surf com으로 측정한 전해연마 시간에 따른 시변의 
표면거칠기의 변화 

표 7-6은 그림 7-11의 결과로부터 KS B 0161 에 규정된 표면 거칠기 (surface 

roughness) 계산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마시 

간이 길어질수록 Rmax와 Rz 가 모두 감소하고 있어 연마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긴 시간인 180초에서는 이 값들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마가 장기화되는 경우 시편의 표면에 pitting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HZS04 , HF , Glycerin 의 혼합용액이 

티타늄의 연마에 가장 적합하였다. 

표 7-6. 연마시편의 표면거칠기 측정결과 

Time Current 
Voltage (sec) DensimX4y) Rmax Rz 

(A/ c 
As 

1. 8 1. 3 received 

A1 17.3 30 0.4 1. 6 1. 2 

A2 17.1 60 0. 5 1. 5 1. 0 

A3 17, 4 90 0.5 1. 0 0.6 

A4 17.2 120 O. 7 0.5 0.3 

A5 17. 2 180 O. 7 O. 7 0.4 

- 275-



양극산화실험 (anodic oxidation) 2 

정전압모드에 의한 양극산화 

그림 7-12는 정전압모드를 사용하여 10V -80V 의 범위에서 양극산화실협중에 기 

록한 전류밀도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류밀도는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초기 약 10초 동안 최고치에 도달한 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산화피막의 성장속도는 일정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에 따라 점차 완 

만해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면 이들 최고 피크의 위치가 전압이 증가합에 

따라 즉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길어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미루 

어보아 이것은 산화피막의 표면 coverage 도달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일반적으로 양극산화막의 색은 가해준 전압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으 

나 간섭현상이 두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압을 유지하면서 시간이 

경과되면 두께증가에 따라 색도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압을 일정하 

게 하고 시간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한 예비실험을 한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큰 색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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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은 정천압모드를 사용하여 전압을 5V씩 증가시켰을 때 각 시편틀의 색 

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압이 변화합에 따라 다양 

한 색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틀 각 시편의 색도는 색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이 결과는 Lab 색도좌표에 표시하였다. 

’ ‘ ’”‘ l 

그림 7-13. 전압에 따른 양극산화막의 색도변화 

그립 7-14는 Ti plate와 양극산화처리한 시변의 SEM 사진으로 외관상 큰 차이점 

은 보이지 않으며 이는 양극산화에 의해 생성된 산화피막의 두께가 약 1000Á정도 

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립 7-15는 일정전압하에서 제조한 산화충의 색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 

서 .로 표시한 것은 티타늄 모재를 측정한 값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잭도는 원점을 중심으로 통심원형태의 분포를 하고 있다 5V를 기점으로 

하여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전압 증가에 따른 두께의 증가 간섭현상 발현시 반사광의 파장과 관련하여 주 

기성을 띄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문제는 잭도조절에 대한 두께의 영 

향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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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
 

( 

그림 7-14. 양극산화 전후의 표면 SEM 사진 

(a) 산화처리전 (b) 산화처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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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정전압모드로 제조한 양극산화충의 전압에 따른 Lab 색도변화 

나. 정 전류모드에 의 한 양극산화 

일반적으로 앞서 정전압모드 실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류을 일정하게 

하는 정전류모드의 경우 전압은 그립 7- 16과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표면에 생성되는 전해피막의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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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는 초기산화물의 두께 M은 산화물의 몰중량. z는 반웅전자의 수， 

Faraday상수이며 p 는 산화물의 밀도를 표시한다. 따라서 윗식은 양극 산화막 

두께가 전류가 일정한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직선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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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6. 

25 mA/ cm2 구간에서 일정전류밀 

있으며 정전압모드의 경 나타내고 색도를 

그림 7-17은 정전류모드를 사용하여 1 mA/ cm2 

도를 유지하면서 양극산화시킨 시면들의 

우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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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7. 정전류모드로 양극산화한 티타늄산화 피막의 색도 

한편 7-18은 각각 일정한 전류로 산화시킨 시편의 색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등의 색도분포를 살펴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럼 7-12에 보인 정전압의 

경우보다는 분포가 다소 불규칙한 것으로 보인다. 

다. 양극산화층의 XPS 분석 

그림 7-19는 양극산화층을 XP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spectrum 

을 보면 Ti 와 o 외에도 C 및 Ca이 일부 불순물로 관찰되고 있다. 분석결과 이들 

산화층은 TiOz 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XRD에 의해서는 이들의 회절피크를 얻을 

수 없었으며 두께가 앓았기 때문이다. 이틀의 두께는 RBS 분석을 통해 계산하였 

다. 

랴. RBS에 의한 두께 측정 

티타늄 양극산화막의 착색기구가 반사광의 간섭현상임에 비추어 보아 이들 산화 

막의 두께 및 상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20은 RBS로 측정한 결과를 수록한 것 

이다. 여기서 (a)는 정전압모드 그리고 (b)는 정전류모드로 실협한 시편들에 대한 

값틀이다. 앞서 실험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산화충 두께의 척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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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i의 첫 번째 step의 폭은 화살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전압 또는 전류밀도가 증 

가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두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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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8. 정전류모드를 사용하여 제조한 양극산화층의 전압에 따른 
Lab 색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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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9. 정전압모드로 제조한 산화층의 XPS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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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은 RBS로 측정한 시면들의 두께측정결과 및 분석조건을 정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전류 및 정전압모드로 양극산화한 모든 시펀들의 두께 

는 200-2000Á 범위의 값들을 나타냈으며 두께가 앓기 때문에 XRD에 의해 Ti02 상 

피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7-7. RBS로 측정한 시변들의 두께측정결과 빛 분석조건 

두께 두께( Á) Area Coli1/ ocmmb2 
시료번호 Filename under (4mA (# atoms/cm2) x 1.04 curve x 20sec) 

2 mA 200 x 10ω 208 Ti02 2mA 0.60 

4 mA 400 X 1010 416 Ti 02 4mA 1. 20 

정전류 
7 mA 450 X 1010 468 Ti02 7mA 2.10 

-I-i1--E--:- 12 mA 1900XI010 1976 Ti 02 12mA 3.60 

20 mA 1300 X 1010 1352 Ti02 20mA 6.00 

25 mA 1700 x 10ω 1768 Ti02 25mA 7.50 

10 V 300 X 1010 312 Ti02 10V 15 1. 20 

20 V 500 X 1010 520 Ti 02 20V 16 1. 28 

30 V 600 X 1010 624 Ti 02 30V 21 1. 68 

정전압 
40 V 700 X 1010 728 Ti02 40V 43 3.44 

모드 50 V 940 X 1010 978 Ti02 50V 80 6.40 

60 V 970 X 1010 1009 Ti02 60V 125 10.00 

70 V 1250 X 1010 1300 Ti02 70V 170 13.60 

80 V 1500 X 1010 1560 Ti02 80V 239 19.12 

Eo = 2.43 MeV 
Sample titilngangle 0。

Scattering angle 156。

Conversion factor 3.72 ::: channel number + 227 [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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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과 그립 7-22는 각각 전압 및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층의 두 

께가 변화하는 것을 플롯한 것이다. 그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화층의 두께는 

전압 또는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 대기산화실험 (thermal oxidation) 

가. 색도분포 

그림 7-23는 열산화시킨 시펀들의 색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색은 앞서 살펴본 양극산화의 경우보다는 다양하지 못하다. 특히 

온도가 6000C 이상이 되면 거의 회색으로 변화하며 이는 산화층의 두께가 너무 두 

꺼워서 간섭효과를 상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24은 앞서 살펴본 시펀들의 색도분석결과이다. 이틀의 색도는 도표의 좌 

측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붉은색조(Red)측은 거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진(그림 7-2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 상분석 

그림 7-25 ， 26 ， 27 ， 28은 각각 4000C, 500oC, 600oC, 7000C에서 10분， 30분， 60분동안 

산화시킨 시펀들의 XRD 회절곡선들이다. 또 그림 7-29는 산화온도가 증가함에 따 

른 표면산화층의 상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그림에서 .로 표시된 피크는 TiOz 

의 Rutile상에 해당하며 본 실험에서의 조건에서 Anatase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들 Ruti le 피크는 4000 C 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림 7-29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고 있다. 

그림 7-30은 대기산화， 양극산화(정전압 빛 정전류모드)에 의해 제조한 시펀틀 

의 색도분포를 종합한 것이다. 그럼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대기산화한 시펀들 

의 경우 색의 종류는 양극산화의 경우처럽 다양하지는 않으나 은은한 색조를 띄고 

있으며 표면밀착성이 양극산화의 경우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전류에 

의해 제조한 시편틀의 경우를 보면 정전압에 의해 제조한 경우보다 넓은 색도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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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4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색도를 갖는 티타늄 양극산화 피막을 제조하고 이들의 

XPS 분석， RBS 분석， 색도측정동을 통해 이들 산화피막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 

였다. 향후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티타늄의 제품화를 위한 표면처리 기술개발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산업웅용을 위한 돼턴 형성 기법 연구 (photomasking) 

2. 백색， 흑색 피막동 상용가능성이 큰 산화피막 제조 기술 

3. 최신전해 기법 적용가능성 타진 

- 전류/전압의 따형 프로그래밍 (pulsed current)에 의한 특성향상 연구 

- 레이저조사에 의한 특수착색 빛 patterning 의 가능성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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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8 장 종합결론 및 활용방안 

제 1 절 티타늄 잉고트의 고순도화 분야[재2장] 

티타늄은 활성이 큰 금속으로 용해， 취급， 용해후 가공뭉을 통해 용이하게 오염 

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공정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현재 고순도 티타늄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용도로는 반도체용 스퍼터 

렁 타켓트를 들 수 있으며 단일 품목으로 1, 600 만불정도가 매년 수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고순도화의 구체적인 목표로 반도체용 스퍼터렁 타켓트 

를 선정하고 동일수준의 티타늄 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빔용해장치에 의해 제조 

하고 관련된 문제점들을 집어보고자 하였다. 현재 반도체용 티타늄 타켓트의 대부 

분은 4N5급(99.995% ) 이며 최근 5N급(99.99% ) 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금속의 순도는 금속불순물의 총량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산소 

퉁 비금속불순물은 순도를 고려할 때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반도체용 티 

타늄의 경우 산소동 비금속 불순물에 대한 규격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어 티타늄의 

반도체급 고순도화를 위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급 고순도 금속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분석환 

경의 조성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간과되기 쉽다. 현재 반도체용 금속의 주 분석 

방법은 GDMS(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ry)로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일부 

연구용 장비를 제외하면 국립기술품질원에서만 외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시편의 분석을 담당하였다. 탐문결과 미국의 타켓 

트 제조 • 판매 회사인 Tosoh SMD社에서도 통일한 기종의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통일한 batch 시펀의 분석을 의뢰하였다. 두 기관의 분석결과 원소별 또는 

총량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순도화 기술의 

정착을 위해서는 round robin test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고순도 금속 제조기관이 분석장비를 보유 

하여야만 안정된 분석과 고순도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 2 절 분말 제조 빛 활용연구 분야[제3 ， 5 ， 6장] 

국내에서 생산되는 티타늄 관련 1차 제품은 최근 설립된 (주)세종소재에서 생산 

되는 티타늄 분말이 전부이며 기타 제품은 전량 수입되어 단순 가공에 의해 국내수 

요를 충당하고 있다. 티타늄 산업의 경우 용해장비동에 필요한 설비투자퉁이 매우 

고가이어서 외국에서도 이를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분말제품으로 대체하려는 노 

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고순도상태 

로 폐기되고 있는 스퍼터링 타켓트 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여 티타늄 분말제조의 

대표적인 방법인 CD 수소화-탈수소화법 (HDH법) 및 @ 플라즈마 회전전극법 (PRE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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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고순도 티타늄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국산 티타늄 분말의 소결실협 결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티타늄 수소화 

물(TiHz) 분말을 소결체의 원료로 사용하면 소결밀도가 크게 향상될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최근 고밀도의 분말야금 제품 제조를 목표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 

은 저렴한 국산 티타늄 분말을 사용하는 티타늄 분말야금 제품의 국산화 빛 용도 

확장에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티타늄 스크랩 재활용 연구분야[채4장] 

국내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신소재인 티타늄의 사용량과 폐기량이 점차 증가하 

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틀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고순도 타켓트 스크랩， 소결봉， 티타늄관재동의 대표적인 순 티타늄 스크랩은 

물론 골프채용으로 사용된 Ti-6Al-4V 합금 판재 스크랩을 사용하여 분말을 제조하 

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스크랩들은 수소화-탈수소화(HDH) 처리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분말화가 가능하였으며 향후 분말 제조업체동에서 경제적인 

측면외에도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이틀의 활용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제 4 절 티타늄 표면처 리 분야[채7장] 

일반적으로 표면처리 분야는 비교적 저렴한 설비와 비용을 루입하여 제품의 기 

능성 및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에 티타늄의 표면처리 분야중 착색에 대한 기초연구에 착수하였다. 착색층 

의 XPS 및 RBS 표면분석， 색도분석 및 측정， 대기산화 및 양극산화법의 비교 분석 

동을 통해 티타늄 착색기술 개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향후 이들의 내후성， 기능 

성， 색조의 안정성， 추가적인 색조의 확보동을 위한 추가척인 연구가 필요하며 시 

설루자규모가 진공용해나 분말제조분야틀보다 크지 않으며 또 기술집약적인 특성때 

문에 티타늄의 제품화 기술중에서도 가장 먼저 실용화가 이루어 질수 있는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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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싼‘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차원기술개발사업의 최종 

보고서이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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