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3.23.2.89
Kor. J. Mater. Res.
Vol. 23, No. 2 (2013)

89

초고속 유성형 매체 분쇄기를 이용한 건식분쇄공정에서 Al/CNTs 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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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grinding behavior characteristics on aluminum powders and carbon nano tubes (CNTs) has recently

gained scientific interest due to their useful effect in enhancing advanced nano materials and components, which significantly

improves the property of new mechatronics integrated materials and components. We performed a series of dry grinding

experiments using a planetary ball mill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grinding behavior during Al/CNTs nano composite

fabrication. This study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 at several variations of rotation

speeds, grinding time and with and without CNTs. The results were monitored for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median diameter,

crystal structure from XRD pattern and particle morphology at a given grinding time. It was observed that pure aluminum

powders agglomerated with low rotation speed and completely enhanced powder agglomeration. However, Al/CNTs composites

were achieved at maximum experiment conditions (350 rpm, 60 min.) of this study by a mechanical alloy process for Al/CNTs

mixed powders because the grinding behavior of Al/CNTs composite powder was affected by addition of CNTs. Indeed, the

powder morphology and crystal size of the composite powders changed more by an increase of grinding time and rotation speed.

Key words Al/CNTs nano composite, planetary ball mill, mechanical alloy, particle size distribution, powder morphology.

1. 서  론

최근 다양한 산업의 발달과 함께 소재산업의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장비를 제조하는데 있

어서 고정밀화, 고집적화에 이어서 소재의 내구성 향상,

고기능화를 위하여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

되고 있다.1-4) 특히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중량의 70 %

를 차지하는 철강재료에 필적하는 물성을 가진 알루미

늄(Al)은 복합재 제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재이다.

더욱이 일상생활에서의 알루미늄 소재는 주방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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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알루미늄 호일(foil)에서, 일회용 식기, 창문, 자동

차, 항공기 및 우주선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

다. 알루미늄의 특성으로는 철보다 중량의 1/3 정도로 가

볍고, 다른 금속과 합금을 시킬 경우 뛰어난 강도를 갖

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 표면에는 화학

적으로 안정한 산화막이 존재하여 수분이나 산소 등에

의해 부식이 진행되는 것이 방지되므로, 화학적으로 안

정하다.5-13) 이와 같은 이유로, 알루미늄은 자동차와 항

공기 등 다양한 산업현장의 소재로서 사용되어 왔다. 특

히, 자동차의 경우 알루미늄 휠은 기존의 철제 휠에 비

하여 가벼워 자체의 하중을 줄일 수 있으며, 이것은 차

체 무게의 경량화를 가져와 연비 감소에 기여할 수 있

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알루

미늄은 철에 비해 인장 강도가 약 40 % 정도이기 때문

에 구조용재로 사용할 경우 구조용 알루미늄관이나 판

재의 두께가 매우 두꺼워지고, 이는 결국 재료가 과다

하게 사용되고, 이로 인해 비용 증가의 문제로 이어진

다.14-19)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장 강도가

우수한 탄소 재료와 알루미늄의 접합체 및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14-23) 

하지만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제조된 복합재료를 원하

는 물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공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충전제의 균일분산이나 충전제와 원

재료와의 결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본 연

구에서는 알루미늄 복합재의 충전제로 탄소나노튜브를 사

용하여 신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를 행하고자 하였다.1-6)

21세기 들어 나노 테크놀로지(Nano Technology) 시대를

맞이하여 초미세 입자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그 중

심에 탄소나노튜브가 대표주자로 되어있다. 탄소 나노튜브

는 1991년 일본 NEC 연구소의 이이지마(Iijima) 박사에

의해 세상에 소개되어진 이후에 우수한 기계적 특성, 전

기전도도 및 열전도 특성으로 신소재 개발에 각광을 받

으며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는 기계적 합금(MA, Mechanical Alloy)에 의한 나노 복

합재료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탄소나노

튜브는 sp2 혼성 결합을 가진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구

조적으로 안정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강철보다 100배

이상 강한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금속-탄소나노튜브 복합재는 sp2 혼성결합을 가진 탄

소로 이루어진 탄소나노튜브가 금속분말과 기계적 합금

(MA)이 이루어지는 복합재이므로, 역학적 강도가 우수한

금속-탄소나노튜브 복합재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알

루미늄과 CNT를 복합재로 형성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

점이 따르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두 물질 간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20)

그 첫 번째는 CNT는 CNT 분말 각각의 반데르발스(van

der Waals)힘에 의한 상호 작용 때문에 분산이 쉽지 않

아 알루미늄 내에 균일 분산시키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

리고 두 번째는 탄소재료와 알루미늄 기재간의 서로 다

른 표면장력이다. 탄소재료와 알루미늄의 경우 연구된 논

문에 의하면 알루미늄은 표면 에너지 955 mN/m이고 탄

소재료의 경우는 45.3 mN/m으로 밝혀졌다.14) 즉, 알루미

늄과 탄소재료의 경우, 약 20배 가량의 표면장력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는 두 물질이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

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

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들이 공정

이 복잡하고 장시간의 공정을 요구하므로, 생산성이 떨

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속/CNT

복합재료를 제조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매체형 분쇄기(볼

밀)에 의한 연구를 행하고자 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분

쇄포트의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더 큰 에너지를 가해 줄

수 있는 초고속 유성형 매체분쇄기(유성볼밀)을 이용하

여 복합재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유성형 매체분쇄기는 포

트를 포함하는 턴테이블이 회전함과 동시에 포트가 스

스로 회전을 하는, 즉, 분쇄포트 자체가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는 유성(流星)형태의 움직임을 가지는 분쇄기

로서, 통상의 볼밀과 교반형 볼밀에 비해서 매우 큰 에

너지가 분쇄매체에 전달된다. 따라서 분쇄포트 내에서의

분쇄매체의 움직임이 기존의 분쇄기에 비해 매우 빠르

고 힘이 크게 작용하여 재료에 전달되는 힘이 매우 크

다. 즉, 회전으로 인한 분쇄매체 상호간의 충돌, 분쇄매

체와 분쇄포트 내벽의 충돌 등에 의해 빠른 분쇄가 가

능하므로, 금속복합재료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유성형 매

체 분쇄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분쇄(밀링)시간이 증가할수록 입

자들의 크기나 형상, 그리고 결정구조가 어떻게 변해가

는 가를 파악하는, 즉 입자들의 분쇄거동에 착목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분쇄공정이 단지 입자경을 작게

만드는 단위조작뿐만 아니라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한 기

계적 합금(MA)공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경으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분말야금에서 기계적 합금(MA) 공정

을 통한 입자들의 거동을 관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궁

극적으로 기계적인 특성이 향상되는 복합재를 만드는데

있어, 초기 입자들의 분쇄거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인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24-26) 

2. 실험 방법

분쇄실험장치로는 하지이엔지(HAJI Eng. Korea)에서 제

작한 유성형 매체 분쇄기(Planetary Ball Mill)가 사용되

었다. Fig. 1에 실험실규모 유성형 매체 분쇄기의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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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도를 도해하여 제시한다. 분쇄를 위한 포트는 직경

40 mm, 체적 45 ml의 크기로 되어 있으며 재질은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해 내마모성 지르코니아(zirconia)를 사용

하였다. 분쇄매체역시 내마모성 지르코니아를 사용하였으

며, 크기는 직경 10 mm의 볼을 사용하였다. 

샘플의 양은 매체와 샘플의 비율, 즉, BPR(Ball Powder

Ratio)을 10:1로 하여 볼의 무게는 56 g, 샘플의 무게는

5.6 g으로 하였다. CNT의 양은 샘플의 2 wt%로 하여

0.112 g을 투입하였다. 분쇄기의 회전속도는 50, 150, 250,

350 rpm으로 변화를 주었고, 분쇄(밀링)시간은 최초 7.5

분에서 15분, 30분, 60분까지 진행을 하였다. 전체적인

실험은 회분식으로 진행하여 샘플을 회수하고 각각의 샘

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24-26) Table 1에 본 실험의 실험

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기계적 합금(MA)이 이루어진 이후의 샘플들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도분포측정, X선 회절분석, 주

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한 입자형상 분석을 하였으며, 입

도분포측정은 레이저 회절산란의 원리를 이용하는 영국

Malvern 사의 ‘Master Sizer 2000’을 사용하였고, X선 회

절은 독일 Philips사제(Model: X'pert MPD3040), SEM

은 일본의 JEOL사제(Model: JMS5610)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로는 산업현장에서 고강도 경량

합금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알루미늄 분말((주)마이크

로메탈, 순도 99.9 %, 중위경 45 µm)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Al/CNTs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한 탄소나노튜브

(CNTs)는 다층벽 탄소나노튜브(Multi Wall CNTs, Carbon

Nano-materials Technology Co. Ltd.)를 사용하고 직경 약

5 nm, 길이 약 20 µm인 제품을 사용하였다. Fig. 2에 실

험에 사용된 알루미늄과 카본나노튜브의 전자현미경 사

진을 보인다.

Fig. 1. Photography and schematic diagram of a planetary ball mill experimental used.

Table 1. Summary of experimental conditions.

Item Experimental condition

Rotation speed (n) 50, 150, 250, 350 (rpm)

Grinding time (t) 7.5, 15, 30, 60 (min)

Filling ratio (J) 0.70 (−)

Size of grinding media (dB) 1.0 (mm)

BPR (Ball Powder Ratio) 10:1 (−) (Al:5.6 g)

CNTs concentration (Cs) 0.2 (wt%) (CNT:0.112 g)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Fig. 2. SEM micrographs showing the shape of starting materials employed in the current study: (a) the aluminum powder and (b) the MWCNTs.



92 최희규·이재현·김성수·최경필·배대형·이승백·이웅

3. 결과 및 고찰

Fig. 3에는 순수한 알루미늄을 시료로 사용하여 각종

실험조건에 따른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조건에

서 저 회전영역인 50 rpm, 150 rpm의 회전속도에서는 분

쇄(밀링)시간이 증가할수록 입자들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즉 입도분포의 주된 봉우리가

좁아지면서 원료 샘플에 비해 크기가 작은 왼쪽으로 조

금씩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250 rpm, 350 rpm) 입자들의 응집이 나타면서

주된 봉우리의 폭이 서서히 넓어지면서, 본 실험조건에

서 가장 빠른 회전영역인 350 rpm의 경우 분쇄(밀링)시

간 60분이 경과한 후 분체입자들의 전형적인 입도분포를

보이면서, 입자크기가 큰 영역에서 나타나는 봉우리의 경

우 원료입자보다 더 큰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분

쇄(밀링)시간이 길어지면서 입자들이 응집되어 원래의 원

료입자보다 더 큰 입자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하는 분쇄의 목적

뿐만이 아니라 분말야금 공정에서 기계적 합금(MA)을 통

해 복합재를 만들기 위해 유성볼밀을 통한 실험을 행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타나는 과

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24-31) 

Fig. 4에는 앞서 Fig. 3과는 달리 알루미늄 분말에 CNT

분말을 첨가하여 복합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행한 것

에 대한 입도분포의 변화를 보인다. 저 회전 영역인 50

rpm의 조건에서 입자들이 전반적으로 약간씩 뭉치는 경

향이 나타나 입도분포가 입자들이 큰 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분쇄(밀링)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작은 크기의 입자들이 생성이 되는 일반적인 분쇄현상

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본 연구에서는 금속과 카본나노튜브의 두 가지 종류가 다

른 물질을 복합재로 만드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고 있

었으나, 회전속도가 빨라지면서 분쇄 본연의 기능인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결과와 입자들이 서로 응집되면서 복

합입자가 생성되는 두 가지 동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

었다. 이는 CNT 입자들이 분쇄조제의 역할을 하면서 서

로 응집이 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내기도 하면서, 한편

으로는 유성볼밀의 강력한 에너지가 복합입자를 생성하

게 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24-31) 

Fig. 5에는 각 실험조건에 따라 얻어진 입도분포 측정

결과부터 얻어진 중위경(x50)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입도

분포는 그 결과를 통해 분쇄가 되어가는 경시변화를 알

수 있다면, 중위경의 변화를 통해서는 보다 정량적인 분

쇄 거동을 파악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각각의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중위경을

변화를 살펴보면 회전속도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급

격히 커지거나 작아지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

만, Fig. 5(a)에서 알 수 있듯이, 저 회전영역인 50 rpm

Fig. 3. Changes in the frequency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pure Al. (a) 50 rpm, (b) 150 rpm, (c) 250 rpm and (d) 35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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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the frequency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Al/CNTs (2 wt%) composite powder. (a) 50 rpm, (b) 150 rpm, (c) 250 rpm

and (d) 350 rpm.

Fig. 5. The median diameter(x50) of pure aluminum and Al/CNTs composite powder for various rotation speed at different grinding time;

(a) 50 rpm, (b) 150 rpm, (c) 250 rpm and (d) 35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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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분쇄(밀링)시간이 길어질수록 입자크기가 크게 변

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외의 회전속도에서는(Fig.

5(b)-(d)) 입자크기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실험은 분쇄 본연의 기능인 입자크기를 작게 하기 위

한 실험 조건의 최적화를 행한 것이 아니라, 금속/CNT

복합재를 만들기 위해 실험 조건을 선정한 것으로서, 50

rpm의 경우 입자크기가 작아지는 결과는 얻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CNT가 첨가된 경우와 되지 않은 경

우를 살펴보면, 역시 저 회전영역(50 rpm)에서는 입자들

의 뭉침이 확연히 구별되었으나, 그 외의 실험 조건인

경우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저 회전영역에

서 복합재를 만드는 경우와 고 회전 영역에서 복합재를

만드는 경우에 입자의 거동에 다른 특성을 관찰해서 만

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

종 제품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실험 조건을 달리해야 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분쇄(밀링)시간

이 증가 할수록 최적의 조건을 경과하면, 재 응집이 일

어나는 역분쇄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응집을 통한 복합재를 만

들고자 하였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CNT를 첨가

하였을 경우 CNT 자체가 분쇄조제의 역할을 하여 응집

을 억제하고, 역 분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복합재

를 만드는, 즉 응집을 일으켜야 하는 또 하나의 분쇄의

공정의 목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복합재

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응집이 잘 되어 두 가지

다른 성질의 재료를 복합재로 만드는 것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응집을 막게 되는 것을 어떻게 제어 할

수 있는 가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분쇄 본연의 임무인 입

자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쇄조제라는 것은

조제분자가 고체에 흡착하여 표면에너지를 감소시켜 균열

의 진행을 촉진하는 것인데, 복합재를 만드는 것은 서로

간에 응집을 잘 일으켜 기계화학적(mechano chemistry)으

로 합금을 만드는 것이므로 그 상호간의 작용 메커니즘

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Fig. 6과 7에는 복합재 제조 시의 입자의 변화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순수한 알루미늄만으로 기계적 합금(MA)

을 한 결과와 CNT를 첨가하여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한

결과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앞서 입도분포 측정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알루미늄의 분쇄거동을 파악한 결

과 순수한 알루미늄의 경우 낮은 회전속도(50, 150 rpm)

Fig. 6. Series of SEM micrographs showing the morphological evolution of the pure aluminum powders with the progress of planetary

ball milling; (a) 50 rpm, (b) 150 rpm, (c) 250 rpm and (d) 350 rpm. 



초고속 유성형 매체 분쇄기를 이용한 건식분쇄공정에서 Al/CNTs 복합재 제조를 위한 알루미늄분말의 분쇄거동 95

에서부터 서서히 입자의 응집이 일어나 입자들이 뭉쳐지

는 거동이 관찰되었고(Fig. 6(a)-(b)), 높은 회전속도(250,

350 rpm)에서는 분쇄공정에서 기계적 합금(MA)의 효과

로 인하여 완벽한 응집체가 생성되었다(Fig. 6(c)-(d)). 하

지만 CNT를 첨가한 경우에는 Fig. 7(a)-(c)에서 볼 수

있듯이 저 회전 영역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본 실험 조건 중 최대의 조건인 350 rpm, 60분의 조건

에서 응집이 시작되었다(Fig. 7(d)). 또한, 입도분포의 경

시변화를 관찰한 결과 입도분포의 변화는 분쇄(밀링)시

간이 길수록, 회전속도가 빠를수록 응집이 잘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분쇄공정의 현상

과 비슷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l/CNTs의 복합

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CNT 분말이 복합

재의 한 쪽 원료로서 뿐만이 아니라 분쇄의 진행을 도

와주는, 즉 복합재를 만들기 위해 응집이 되는 것을 막

아주는 분쇄조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금속과 CNT와 같은 두 가지 다른 성

분의 복합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 중에 복합재

제조 공정에 주목하는 것과 더불어 입자 개개의 거동에

관심을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구인 것이다.24-31) 

Fig. 8에 순수한 알루미늄((a), (b))과 Al/CNTs 복합재

((c), (d))의 분말 XRD 패턴을 보인다. 거의 모든 측정

결과에서 XRD 피크(peak)는 그다지 큰 차이를 나타내

지는 않았으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저회전 영역((a), (c))

보다 고회전 영역((b), (d))의 경우 피크의 intensity가 작

아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분쇄(밀링)시간이 길어질수록 아

주 조금씩 낮아지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실

험에서의 수행된 실험조건에서는 샘플의 비정질화는 가

장 극한 조건인 300 rpm, 60분에서 비정질화가 약간 진

행이 되었고, 그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전의 Al/CNTs 복합재 제조를 위한

볼밀의 연구에서는 72시간까지 장시간 분쇄(밀링)를 하는

경우 비정질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유성볼밀을 사

용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볼밀에 비해 고 에너지가

투입되기는 하였지만, 비정질화가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

로 보여 비정질화에 관해서는 투입되는 에너지양과 함

께, 분쇄(밀링)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8) 

Table 2에는 X-ray 회절패턴의 결과를 이용하여 Scherrer

식 (1) 을 적용하여 계산된 결정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Fig. 7. Series of SEM micrographs showing the morphological evolution of the Al/CNTs (2 wt%) mixture powders with the progress of

planetary ball milling; (a) 50 rpm, (b) 150 rpm, (c) 250 rpm and (d) 35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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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d는 결정의 크기, λ는 X-radiation의 파장, θ는

Bragg angle, B는 peak intensity의 높이 1/2 지점의 폭

(full width of half maximum, FWHM)이며, 단위는 라

디안으로 산출 시 B에 2π/36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앞서 Fig. 5에서는 입도분포 측정기로 측정한 중위경

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그 결과 분쇄(밀링)시간이 증가

하여도 입자의 중위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거나, 혹은 응

집으로 인하여 그 입자크기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Scherrer 식을 이용하여 결정입자크기를

계산한 결과 분쇄(밀링)시간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결

정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27,28) 이는

원료의 결정입자를 계산한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도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된 입자경과, X선 회절 분석에 의

한 계산된 결정입자의 크기는 계산된 입자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측정 방법

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입자 자체의 크

기와 결정립의 크기는 물리적 의미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다.

4. 결  론

알루미늄(Al)과 카본나노튜브(CNT)를 혼합한 Al/CNTs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초고속 유성형 매체분쇄기를

이용하여 실험을 행하였다. 복합재 제조 시의 입자의 변

화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순수한 알루미늄과 CNT를 첨

가하여 혼합된 알루미늄의 분쇄거동을 파악한 결과 순수

한 알루미늄의 경우 낮은 회전속도(50, 150 rpm)에서부터

서서히 입자의 응집이 일어나 복합재로서의 거동이 관찰

되었고, 높은 회전속도(250, 350 rpm)에서는 분쇄공정에서

기계적 합금(MA)의 효과로 인하여 완벽한 응집체가 생

성되었다. 

CNT를 첨가한 경우에는 본 실험 조건 중 최대의 조

건인 350 rpm, 60분의 조건에서 응집이 시작되었고, 이는

CNT입자가 마치 분쇄조제의 역할을 한 것 처럼 되어 복

합입자 제조 시 최적의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d 0.9
λ

B θcos⋅
--------------------=

Table 2. The grain size of pure aluminum and al/CNTs composite

powder(experimental condition; rotation speed-350rpm).

Sample
pure Aluminum 

powder

Al/CNTs composit 

powder

t(min) crystal size (nm) crystal size (nm)

0 1.50 1.50

7.5 1.23 1.14

15 1.18 0.66

30 0.79 0.49

60 0.64 0.41

Fig. 8. XRD spectra of (a) 50 rpm, (b) 350 rpm on the pure aluminum and (c) 50 rpm, (d) 350 rpm on the Al/CNTs composites samples with

planetary bal milling for grinding time.



초고속 유성형 매체 분쇄기를 이용한 건식분쇄공정에서 Al/CNTs 복합재 제조를 위한 알루미늄분말의 분쇄거동 97

또한 입도분포와 XRD 패턴의 경시변화를 관찰한 결

과 입도분포의 변화는 분쇄(밀링)시간이 길수록, 회전속

도가 빠를수록 응집이 잘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XRD패턴은 어떤 실험 조건에도 크게 변화 하는 것

을 볼 수 없었으나, 본 실험 범위 내에서 가장 에너지

투입이 많은 조건인 350 rpm 60분간 분쇄한 조건에서 약

간의 비정질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scherrer 식을 이용

하여 결정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 분쇄(밀링)시간이 길어

질수록 결정의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Al/CNTs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해서 원료

물질이 되는 입자들의 분쇄거동을 파악한 결과 각각의 실

험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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