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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 powders with elongated and aggregated structure as heat pellet material for thermal battery

applications were prepared by spray pyrolysis under various preparation conditions. The precursor powders

with spherical shapes and hollow morphologies turned into Fe powders after reduction at a temperature of

615oC under 20% H2/Ar gas. The powders had pure Fe crystal structures irrespective of the preparation

conditions of the precursor powders in the spray pyrolysis. The morphologies and mean sizes of the Fe powders

are affected by the preparation conditions of the precursor powders in the spray pyrolysis. Therefore, the

ignition sensitivities and the burn rates of the heat pellets formed from the Fe powders prepared by spray

pyrolysis are affected by the preparations of the precursor powders. The Fe powders prepared under the

optimum preparation conditions have a BET surface area of 2.9 m2g−1. The heat pellets prepared from the Fe

powders with elongated and aggregated structure have a good ignition sensitivity of 1.1 W and a high burn

rate of 18 cms−1.

Key words thermal battery, spray pyrolysis, heat pellet.

1. 서  론

열전지(Thermal battery)는 전지 내부에 발열제를 장착

하고 외부에서 발열제에 점화하면 평상시에 전해질이 고체

상태로 비활성이나, 작동 시에 이온 전도율이 높은 액체

상태로 순식간에 용융하여 1초 이내의 단시간에 기전력

을 일으켜 에너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저장 중에는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전이 전혀 없으며, 오랜 세

월 보존해도 열화가 작으며 구조상 진동이나 충격에 강

한 것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전지는 유

도 미사일 등의 군사용 전원으로서 많이 사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열전지에는 Fe 분말과 산화제인 KClO4

분말을 일정 비율 혼합하여 열원(Heat source)으로 사용하

고 있다.1-4) 열전지용 발열체(Heat pellet)로 이용되는 Fe 분

말은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발열 에너지로 열을

생성해내는 시스템으로, 열전지의 발열체내에서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제어함으로써 그 성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분

말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킴으로써

반응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전지용 발열체는

비표면적이 높은 산호모양의 분말이 요구된다.

Fe는 구부러지거나 늘어나는 등의 특성의 잘 알려진 전·

연성 물질로써 기계적 분쇄방법으로 생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는 비표면적이 넓은 산호모양의 입

자를 얻기 어렵다. 또한 Fe 분말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고온에서의 환원처리는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입자 성

장이 일어나 입자 조직의 굵기가 증가하여 표면적이 감

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조직의 굵기가 얇고 환원 시

변형이 최소인 조건을 설정해야 하므로 합성조건의 확립

이 매우 중요하다. 

Fe 분말의 형상, 입도 및 순도를 제어하는 기술은 고

체 상태의 전해질을 액체 상태로 용융시키는 열원의 성

능을 좌우 하게 되므로, 열전지 개발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열전지 개발이 대부분 각국의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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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른 보고

가 매우 적으며, 금속분말 제조에 관한 연구는 산업의 특

성상 분말합성기술이 분말의 미세화 구형화에 초점이 맞

추어지기 때문에 산호모양과 같은 일부 특수한 특성을 갖

는 분말합성 기술에 관한 연구보고가 거의 없다. 따라서

열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원 소재 연구가 미

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금속분말을 대량으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액

상 및 고상 공정을 통해 합성하게 된다. 기존의 액상 및

고상 공정에서는 고온의 열처리 과정에서 금속입자의 거

대화로 밀링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순물

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상공정의 하나인 분무

열분해법은 기존의 입자 제조 공정과는 다른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전지 열원 소재로서 새로운 형상의 Fe

분말을 합성하기 위하여 분무열분해 공정을 적용하였으

며, 비표면적이 큰 미세 산호 형상의 분말을 합성하기 위

하여 다양한 합성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합성 온도, 운

반기체 유량 및 전구체의 농도 등의 합성 조건의 변수

에 의해 합성된 Fe 분말은 다양한 형태 및 비표면적을

보였고, 이에 따라 열원 특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2. 실험 방법

기상공정의 하나인 분무열분해공정은 액적 발생부, 생

성된 액적이 고온의 에너지에 의하여 반응을 하는 반응

부, 그리고 생성된 입자를 포집하는 백필터로 구분된다. 액

적 발생부는 1.7 MHz의 진동수에서 작동하는 산업용 가습

기를 사용하였다. 반응부는 길이 1000 mm, 내경 50 mm 인

석영관을 사용하였다. 초음파 분무 장치에 의해 발생된 다

량의 액적이 건조, 석출, 열분해 및 결정화가 일어나는 반

응부의 온도는 700~1000oC로 변화시켰다. 6개의 초음파

진동자에 의해 발생된 다량의 액적을 반응기 내부로 원

활하게 운반시키기 위해 운반기체로서 압축공기를 사용

하였으며, 압축 공기의 유량을 20~60 Lmin-1으로 변화시

켰다. 분무 용액은 증류수에 옥살산철을 용해시켜 제조

하였고, 분무 용액의 농도는 금속을 기준으로 0.1~0.7 M

까지 변화시켰다. 분무열분해법에 의해 합성된 전구체 분

말들은 짧은 체류시간에 의해 생기는 잔류 유기물을 제

거하기 위하여 공기 분위기하의 박스형 전기로에서 800oC

에서 2시간 후열처리 하였고, 순수한 Fe 금속분말을 얻

기 위해 20% H2/Ar 혼합 가스를 이용하여 615oC 에서

10시간 동안 환원분위기기 하에서 열처리 하였다. 열전

지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Fe/KClO4을 84/16의 비율로

혼합하여 10분간 10000 kgfcm-2 압력으로 디스크 형태의

열원들을 만들었다. 

환원 된 Fe 분말의 특성분석은 X선 회절분석기(XRD,

RIGAKU, D/MAX-RB)를 이용해 입자의 결정구조를 분

석하였다. 또한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를 통해 정량·정성분석을 하였고, Micromeritics사의

TriStar 3000을 이용하여 질소가스 흡착법으로 시료의

BET (Brunauer-Emmett-Teller) 비표면적을 측정하였다.

입자의 형태는 주사전자현미경(SEM, JEOL, JSM 6060)

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디스크 형태로 만들어진 발열체

의 파괴 강도는 Push-pull gauge (Nttonic K-501H) 일차

팁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레이저(WONDAR LASER,

301-C20)를 이용하여 점화감도를 측정하였고, 고속카메라

(SANYO, XAXTI VPC-HD1000)를 이용하여 연소속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해 산호모양의 Fe 분말

을 합성하는 절차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분무열분해법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액적으로부터 하나의 입자가 제조되

므로 입자들은 액적의 모양과 유사한 구형의 모양을 띄

게 된다. 이때 합성 조건에 따라서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

해 합성된 분말들은 매우 치밀한 구조를 가지거나,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매우 속이 빈 형태의 분말들이 합

성된다. 치밀한 구조를 가지는 구형의 전구체 분말들은 환

원 과정에서 입자들간의 응집이 발생하여 비표면적이 작

으면서 응집된 Fe 분말이 얻어지게 된다. 반면에 Fig. 1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매우 속이 빈 형태의 전구체 분말

들은 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환원이 일

어나기 때문에 합성되는 Fe 분말의 응집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변 입자들간의 응집을 유도하여 사슬모형의 1차

Fig. 1. Formation mechanism of the Fe powder with elongated and aggregated structure by spray py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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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the precursor powders prepa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 700oC, (b) 800oC, (c) 900oC, (d) 1000oC.

Fig. 3. SEM images of the Fe powders according to the preparation temperatures of the precursor powders. (a) 700oC, (b) 800oC,

(c) 900oC, (d) 10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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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를 가지는 산호모양 Fe 분말을 합성하는데 유리하다. 

합성 온도가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해 얻어지는 전구체

분말과 환원 처리 과정을 거쳐 합성된 Fe 분말의 형태

에 미치는 영향을 Fig. 2및 Fig. 3에 나타내었다. 분무

용액의 농도는 0.25 M이었으며, 운반기체로 사용된 압축

공기의 유량은 60 Lmin-1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반응

기 온도는 700에서 1000oC로 변화시켰으며, 이때 분말들

의 반응기내 체류 시간은 0.3에서 0.2초로 감소하였다. 분

무열분해 공정에 의해 합성된 전구체 분말들은 합성 온

도에 무관하게 구형 형상을 가지며, 1~10 µm의 넓은 입도

분포를 가지고 있다. 운반기체의 유량이 60 Lmin-1으로 매

우 높기 때문에 액적들이 고온의 반응기 내부로 빠르게

공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액적의 건조 속도가 매우 빠

르기 때문에 액적의 표면에서 과 포화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액적의 표면에서 먼저 염들의 석출이 일어나기 때

문에 속이 빈 형태의 입자들이 얻어지게 된다. 또한 염

들의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다량의 가스들에 의해 분말

들의 팽창이 일어나 속이 비고, 매우 다공성인 입자들이

얻어진다. 또한 초음파에서 발생하는 액적들이 넓은 크

기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해 합성

되는 전구체 분말들의 입도 분포가 넓어지게 된다. 작은

액적으로부터 합성되는 전구체 분말들에 비해 큰 액적으

로부터 합성되는 전구체 분말들이 보다 속이 빈 형태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합성된 전구체 분말들이 Fig. 2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우 넓은 크기 분포를 가지게 된

다. Fig. 3은 각기 다른 온도에서 합성된 전구체 분말들

을 동일 조건으로 열처리 한 후, 환원처리 한 Fe 분말

들의 형태 특성을 보여준다. 환원된 분말들은 분무열분

해 공정에서의 전구체 분말들의 합성온도에 무관하게 사

슬 모양의 입자들이 응집된 형태를 가졌으며, 고온인

1000oC에서 합성된 전구체 분말로부터 얻어진 Fe 분말

들이 1차 입자의 크기가 크고 입자들간의 응집이 많이

일어났다. 전구체의 합성 온도에 따라 얻어진 Fe 분말

들의 비표면적이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전구체의 합성

온도가 700, 800, 900 및 1000oC일 때 얻어진 Fe 분말

들의 비표면적은 각각 2.9, 1.4, 0.8 그리고 0.6 m2g-1으

로, 합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Fig. 4는 분무열분해 공정의 전구체 합성온도 변화에

따라 얻어진 Fe 분말들의 XRD 패턴들을 나타낸다. 분

무열분해 공정에 의해 합성된 전구체 분말들은 매우 속

이 빈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15oC의 낮

은 환원 온도에서도 전구체 분말들이 Fe 분말로 완전히

환원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구체 분말들의 합성 온도

에 무관하게 얻어진 Fe 분말들은 순수한 Fe 결정 구조

를 가졌으며, 불순물 상으로서 산화물의 피크들이 관찰

되지 않았다. Fig. 5는 분무열분해 공정의 전구체 합성

온도 변화에 따라 얻어진 Fe 분말들의 조성을 관찰하기

위해 얻은 EDS패턴들을 나타 낸다. 전구체의 합성 온

도에 무관하게 환원 분위기에서 얻어진 Fe 분말들은 순

수한 조성을 가지고 있다. 불완전 환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산화물들의 산소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6과 Fig. 7은 분무용액의 농도가 0.25 M이고, 반

응기 온도가 900oC일 때 운반 기체의 유량 변화에 따라

Fig. 4. XRD patterns of the Fe powders according to the

preparation temperatures of the precursor powders.

Table 1. Properties of the Fe powders and heat pellets.

Preparation 

temperature (oC)

Flow rate of carrier 

gas (Lmin-1)

Concentration of 

the spray solution 

(M)

BET surface area 

(m2g-1)

Ignition sensitivity 

[W]
Burn rate [cms-1]

700 60 0.25 2.9 1.1 18

800 60 0.25 1.4 0.5 9

900 60 0.25 0.76 0.9 6.9

1000 60 0.25 0.63 0.9 7.5

900 20 0.25 0.74 1.5 4.2

900 40 0.25 0.81 2 4.5

900 60 0.1 0.91 1.5 10

900 60 0.5 0.81 1.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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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전구체 분말 및 Fe 분말들의 형태 특성을 나타 낸

다. 제조 조건은 같고 운반기체의 유량이 60 Lmin-1 일

때 합성된 분말들의 특성이 Fig. 2(c) 및 Fig. 3(c)에 나

타나 있다. Fig. 2 및 Fig. 6에서 운반 기체의 유량이

20 Lmin-1 와 40 Lmin-1인 경우에 있어서는 운반기체의 유

량이 60 Lmin-1와 비교할 때 액적의 건조 및 분해 속도

가 느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밀한 구조의 전구체 분

말들이 합성 되었다. 환원 과정을 거친 Fe 분말들은 운

반기체의 유량 변화에 무관하게 사슬 모양의 1차 입자

들이 응집된 형태의 산호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운

반기체의 유량이 1차 입자들의 크기 및 형상에 영향을

미쳤지만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분말들의 비표면

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분말들의 XRD 분

석에서 운반 기체의 유량에 무관하게 합성된 Fe 분말들

은 순수한 Fe 결정 구조를 가졌다. 

Fig. 8 및 Fig. 9는 분무용액의 농도가 분무열분해 공

정에 의해 합성되는 전구체 분말 및 환원 과정을 거친

Fe 분말들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운반기체의

유량 및 반응기 온도는 각각 60 Lmin-1 및 900oC였다.

분무용액의 농도가 0.25 M 일 때 합성된 전구체 및 Fe

분말들의 형태는 Fig. 2(c) 및 Fig.3(c)에 나타나 있다.

분무용액의 농도에 무관하게 합성된 전구체 분말들은 속

이 빈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분무열분해 공

Fig. 5. EDS spectra of the Fe powders according to the

preparation temperatures of the precursor powders. (a) 600oC,

(b) 800oC, (c) 900oC, (d) 1000oC.

Fig. 6. SEM images of the precursor powders prepared at

different flow rates of the carrier gas. (a) 20 Lmin-1, (b)

40 Lm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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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하나의 액적으로부터 하나의 전구체 분말들이 합

성되기 때문에 분무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구체

분말들의 평균 크기는 증가하였다. 환원 과정을 거친 분

말들은 분무용액의 농도에 무관하게 사슬 모양의 1차 입

자들이 응집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분말들의 XRD 분

석에서 분무용액의 농도 변화에 합성된 Fe 분말들은 순

수한 Fe 결정 구조를 가졌다. 

분무열분해 공정의 전구체 제조 조건이 환원 과정에 의

해 얻어진 Fe 분말들의 열원 소재로서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 비율의 KClO4 와 혼합하여

고압 프레스로 성향 함으로써 일정 크기를 가지는 디스

크 형태의 열원들을 제조하였다. 열원들은 연소 특성 이

외에도 열전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값 이상의 기

계적 강도가 요구된다.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해 합성된

Fe 분말들은 수 마이크론 크기의 1차 입자들이 응집된

산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원으로서의 가공 특

Fig. 7. SEM images of the Fe powders according to the flow rates of the carrier gas. (a) 20 Lmin-1, (b) 40 Lmin-1.

Fig. 8. SEM images of the precursor powders prepared from spray solution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a) 0.1 M, (b) 0.5 M.

Fig. 9. SEM images of the Fe powders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s of the spray solutions. (a) 0.1 M, (b) 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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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매우 우수하였다. 따라서 분무열분해 공정의 전구

체 제조 조건에 무관하게 합성된 Fe 분말들을 활용하여

얻어진 열원들은 800 gf 이상의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가

졌다. Fe 분말의 특성에 따라 제조된 열원들의 점화 감

도 및 연소 속도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분무열분해

공정의 합성온도는 Fe 분말의 비표면적에 크게 영향을

미 쳤기 때문에 열원의 연소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

다. 700oC에서 1000oC로 전구체의 합성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열원의 점화감도는 0.5에서 1.1 W사이의 우수

한 특성을 가졌다. 열원의 연소 속도는 전구체 분말들의

합성 온도에 따라 7에서 18 cms-1로 변화하였으며, 전구

체의 합성 온도가 높아질수록 연소속도가 떨어지는 경향

을 보였다. 분무열분해 공정에서 전구체의 합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원 과정을 거쳐 얻어진 Fe 분말들의 비

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열원의 연소 속도도 감소하였

다. 즉 높은 연소 속도를 가지는 열원을 제조하기 위해서

는 산호 모양의 Fe 분말들이 미세한 1차 입자 크기를 가

짐으로써 비표면적이 커야 함을 알 수 있다. 전구체 합성

단계에서의 운반 기체의 유량 변화에 따른 영향에서는 유

량이 20에서 60 Lmin-1 로 증가함에 따라 얻어진 Fe 분말

들로부터 얻어진 열원의 연소 속도는 4.2 에서 6.9 cms-1

로 증가하였다. 즉, 운반기체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분무

열분해 공정에 의해 합성되는 전구체 분말들이 보다 속

이 비고 다공성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환원 과정을 거

쳐 얻어진 Fe 분말들이 열원 소재로서 우수한 특성을 가

졌다. 분무용액의 농도 변화에 따른 영향에서는 분무용

액의 농도가 0.1 에서 0.5 M로 증가함에 따라 얻어진 Fe

분말들로부터 얻어진 열원들은 연소 속도가 10 에서

6.7 cms-1로 감소하였다. 즉, 분무용액의 농도가 낮을 때 얻

어진 Fe 분말들이 보다 미세한 1차 입자 크기를 가지면

서 보다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우수한 연소 특

성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해 옥살산철 용액으로부터 속이

빈 형태의 전구체 분말들을 합성하고, 환원 과정을 거쳐

산호 모양의 Fe 분말들을 합성하였다. 분무열분해 공정

에서 합성 조건들은 전구체 분말의 특성에 영향을 미쳤

으며, 환원 과정을 거친 Fe 분말들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적의 합성 조건에서 얻어진 전구체 분말들은

매우 속이 빈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615oC의 낮은 환

원 온도에서도 순수한 Fe 상을 형성 하였다. 합성된 Fe

분말들로부터 제조된 열원들은 우수한 기계적 강도, 낮

은 점화감도 및 우수한 연속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열

전지용 열원 소재로서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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