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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ir unique properties, tungsten borides are good candidates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s where certain

features such as high hardness, chemical inertness, resistance to high temperatures, thermal shock and corrosion. In this study,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for producing tungsten boride powder from tungsten oxide(WO3) by self-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 (SHS) followed by HCl leaching techniques. In the first stage of the study, the exothermicity of the WO3-

Mg reaction was investigated by computer simulation. Based on the simulatio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and the SHS

products consisting of borides and other compounds were obtained starting with different initial molar ratios of WO3, Mg and

B2O3. It was found that WO3, Mg and B2O3 reaction system produced high combustion temperature and radical reaction so

that diffusion between W and B was not properly occurred. Addition of NaCl and replacement of B2O3 with B successfully

solved the diffusion problem. From the optimum condition tungsten boride(W2B and WB) powders which has 0.1~0.9 um

particle size were synthesized. 

Key words SHS, W-B compound, NaCl.

1. 서  론

W-B계 화합물은 높은 경도, 화학적 안정성, 열 충격

과 내식성, 그리고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다. 텅스텐

붕소 화합물은 마모, 부식방지 및 전극재료 등의 산업분

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W2B, WB, WB2, W2B5, WB4,

그리고 WB12 같은 다양한 종류의 붕화물은 W-B system

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텅스텐과 비정질 붕소 분말 사이에서 고상법, 융해염

전해법, 기계적 합금과 기상 증착법은 텅스텐 보론 화

합물을 합성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3) 그러나 이들 제

조법들은 출발물질의 높은 단가 또는 장시간 고온에서

의 열처리에 따른 제조비용 및 초기 설치비의 증가와 같

은 단점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

완할 수 있고 텅스텐 붕소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대

체 생산 기술 중 하나인 자전연소합성(SHS)법으로 연구

하고자 한다.4-5) 문헌에 따르면 카바이드, 나이트라이드, 실

리사이드, 보라이드 같은 내화성의 금속 화합물의 생산

에 많은 자전연소합성(SHS)법의 연구가 존재 한다.6) 

미분말상의 반응물을 혼합물에 점화반응을 일으켜 주

면 높은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연소파의 전파에 의해 자

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짧은 반응시간에 목적하는

화합물을 형성하는 자전연소합성(SHS)법은 꾸준히 발전

하여 왔고, 특히 자전연소합성(SHS)법이 가지는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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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낮은 생산단가, 높은 열효율과 같은 장점 때문에

자전연소합성(SHS)법을 산업화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

속 이어져오고 있다.7-12)

본 연구에서는 자전연소합성법(SHS)을 이용하여 연소

반응과 연소반응에서의 조건변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자발

적인 연소반응을 유도하여 이에 따른 반응계에 대한 영

향과 반응생성물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원료는 WO3, B2O3, B, Mg과

NaCl을 첨가제로 사용하였고, 합성에 사용 된 자전연소

고온반응장치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였으며, 반

응장치의 부피는 5 L이며 진공 또는 아르곤 분위기 하

에서 실험을 행하고자 진공펌프를 부착하였다. 또한 반

응장치의 상부에는 반응 중의 연소온도를 측정하고자 C

type(25%W/5%Re) 열전대를 부착하였고 컴퓨터와 연결하

여 자동으로 연소온도를 측정하였다. Fig. 1에 본 실험에

사용 된 자전연소고온반응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출발원료인 WO3, B2O3(B), Mg, NaCl 분말을 적당한

몰비 (WO3 : B2O3(B) : Mg : NaCl = 1 : 0.5~4(1) : 4.5 : 0.5~5)

로 칙량하여 유발을 이용해 건식혼합 하였다. 혼합 된 분

말은 지름 30~50 mm, 높이 약 60 mm의 몰드에 압축 성

형하여 반응기내에 장입하였다. 장입 후, 반응장치 내에

25 atm의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였으며 전기적 저항 열이

적용 된 Φ0.5 mm의 Ni-Cr wire를 이용하여 시편 위에

장착된 점화분말에 점화되었다. 반응 중 연소온도 측정

은 시편의 1/3 부분에 구멍을 내어서 노출된 열전대를

장착하여 측정하였다. 

반응이 완료 된 시편을 막자사발을 이용해 분쇄하였고

5~10회 수세한 후 30 % HCl용액으로 90 oC, 1시간동안

교반 침출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 차례 수세 후 80

oC에서 건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생성물의 결정상의 분석을 위하

여 XRD(X-ray Diffraction: SIEMENS사, Model: D5000)

를 이용하였고, 생성물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

사전자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EOL)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전연소합성법은 기본적으로 발

열반응을 통하여 합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가장먼저 발

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응조합을 찾아야 한다. 금

속 붕화물을 합성하기 위한 반응조합 가운데 가장 일반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속 산화물과 주기율표의

3주기 원소 중 비교적 다루기 쉬운 Mg나 Al같은 금속

에 의한 환원반응을 통해서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환원제 중 Mg을 사용하

여 금속 붕화물을 합성하고자 하였다. 

MeO(Metal Oxide) + Mg → Me + MgO  (1)

WO3+ 4.5Mg + 0.5B2O3  (2)

환원제인 Mg을 사용하여 Ar분위기 하에서 화학당량 비

에 따른 식(2)로 첫 번째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연소반

응 후 침출 및 수세과정을 거쳐 최종 생성물을 제조하

였다. 이 실험에서 연소반응이 상당히 빠르고 격렬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빠른 연소반응으로 인하

여 연소 후 몰드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상

당부분의 혼합물이 반응기 내에 비산되어 있었다. 이러

한 반응온도와 반응속도의 증가는 텅스텐 속으로 들어

가야 할 붕소를 휘발시킴으로서 전체 반응과정에서의 붕

소의 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확산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최적의 B2O3의 몰 비

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B2O3 0.5~4 mole 사이의

변수를 기초로 하여 실험을 하였다. 반응 중 연소온도

를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최종생성물의 XRD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2O3 몰수가 증

가할수록 반응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Fig. 3 XRD의 결과를 보면 모든 B2O3의 함량에서

W2B 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생성물에

W2B 이외에 텅스텐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B2O3의 몰 수가 증가할수록 과잉으로 첨

가된 B2O3가 붕소의 손실을 보상하는 동시에 확산 가

능성을 높여 줄 거라고 예상했지만 반응온도가 여전히Fig. 1. Schematic diagram of SHS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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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과량의 B2O3가 환원 되어진 텅스텐과 붕소의 확

산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화학

당량 비에 맞추어 B2O3의 함량을 0.5 mole로 고정시키

고 반응온도를 감소시켜주는 희석제를 선택하여 실험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높은 연소온도는

붕소와 텅스텐의 확산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환원제로

사용된 Mg의 기화현상을 야기 시키고, 기화현상으로 인

해 혼합물 속의 Mg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속

산화물을 완전히 환원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원

하는 생성물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희석

제의 첨가를 통한 연소온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전연소합성법에서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는 희석제

는 NaCl이다. NaCl을 희석제로 사용하면 두 가지 장점

이 있다.13) 첫 번째 장점은 연소반응 중 NaCl이 액화되

어 원료들 간의 고상확산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며 두 번

째는 최종생성물의 입자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이유로 희석제를 NaCl로 선택하였다.

희석제를 첨가한 본 실험에 앞서 NaCl의 몰수에 따

른 연소온도와 생성되는 조성을 러시아 ISMAN 연구소

에서 개발한 ‘THERMO’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여 Fig. 4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온도는 NaCl

1 mole일 때가 가장 높았고 NaCl의 몰수가 2 mole이 될

때까지 온도가 줄어들었으며 2 mole에서 4 mole까지는 거

의 일정하게 유지되다 4 mole을 지나면서 다시 감소하

여 1855 oC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NaCl의 몰수가 증가

하면서 W2B보다 단일상의 WB가 점차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NaCl이 희석제의 역할을 잘 한

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Fig. 4의 결과를 토대로 NaCl의 몰 수 변화에 대한 실

험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소온도 그래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실험에서의 반응 중 연소온도는 위에서 프

로그램으로 측정한 온도보다 약 500~700 oC정도 낮은 것

Fig. 4. Thermodynamic analysis of WO3 + 0.5B2O3 + 4.5Mg + X

NaCl system, PAr = 25 atm.

Fig. 5. Dependencies of Tc on the amount of NaCl at combustion of

WO3 + 1.5B2O3 + 4.5Mg + X NaCl mixture ; PAr = 25atm.

Fig. 2. Dependencies of Tc on the amount of B2O3 at combustion

of WO3 + X B2O3 + 4.5Mg mixture ; PAr = 25 atm. 

Fig. 3. XRD analysis of the SHS products synthesized form WO3

+ 4.5Mg + XB2O3. (a) 0.5 mole, (b) 2 mole, (c) 3 mole, (d) 4 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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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 측정한 온도와 실제

실험에서 온도 차이의 원인은 혼합물이 연소되는 동안

생성되는 가스가 반응기 밖으로 방출되면서 반응되는 동

안 생성되는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연소반응 중 혼합물

들의 액화 및 기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

문이다. 또한 실험에서는 NaCl의 몰수가 증가할수록 연

소온도가 점점 감소하였으며 연소반응 후 몰드의 모양

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하지만 6 mole이상이 첨가되

었을 경우는 연소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연소

반응이 어느 특정 몰수까지만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연

소파가 형성되지 않는 연소반응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

며, 이 연소반응의 한계는 NaCl의 녹는점으로 인해 고

용할 수 있는 몰 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Fig. 6은 NaCl의 몰수에 따른 반응물의 XRD 결과이

다. 1~2몰의 NaCl의 함량에서 W2B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3~5몰 사이에서는 W2B상과 WB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반응 중 연소온도가 높아 NaCl

이 기화 되지만, 대부분의 NaCl은 액상으로 존재하여 환

원 된 텅스텐과 붕소의 고상확산에 도움을 준다. 이로

인해 몰수가 증가할수록 상변화의 정도가 더 많이 진행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텅스텐의 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B2O3대신 붕소로 대체하고 희석제인 NaCl

의 몰수를 변화시키며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B2O3를

붕소로 대체한 이유는 반응 중 연소온도보다 기화점이

낮은 B2O3가 쉽게 기화되어 과량의 B2O3를 첨가해주었

지만 오히려 텅스텐과 환원 되어진 붕소의 확산을 방해

하게 되었다. 이에 B2O3 보다 훨씬 안정한 붕소로 대체

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앞서, ‘THERMO’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여 연소

온도와 생성되는 조성을 알아 본 그래프를 Fig. 7에 나

타내었다. 연소온도는 NaCl의 몰수가 1몰일 때 가장 높

았으며 4몰이 되었을 때 1881 oC까지 감소되었다. 또한

NaCl의 몰수가 증가할수록 W2B보다 단일상의 WB가 점

차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값을 토대로 하

여 화학당량 비에 따른 WO3+ B +3Mg + X(0.5~4) NaCl

식에 맞추어 실험을 하였고, 반응 중 연소온도 그래프

를 Fig. 8에 나타내었고 반응 후 화합물의 XRD와 SEM

의 결과값을 Fig. 9, Fig. 10에 각각 나타내었다. 연소온

도 그래프를 보면 프로그램의 계산 값보다 약 300~500
oC정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NaCl의 몰수가 1~3

몰까지는 텅스텐이 검출 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4몰

에서 텅스텐의 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NaCl의 몰수가 4몰일 때 연소온도가 1570 oC까지 감

Fig. 6. XRD analysis of the SHS products synthesized form WO3 +

4.5Mg + 1.5B2O3 + X NaCl.  (a) 1 mole, (b) 2 mole, (c) 3 mole, (d)

4 mole, (e) 5 mole.

Fig. 7. Thermodynamic analysis of WO3 + B + 3Mg + X NaCl

system, PAr = 25 atm.

Fig. 8. Dependencies of Tc on the amount of NaCl at combustion

of WO3 + B + 3Mg + X NaCl mixture ; PAr = 25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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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어 붕소의 기화점에는 미치지 못하며 NaCl의 기화

점보다 높다. 하지만 다른 조건들에 비해 연소온도와

NaCl의 기화점의 차이가 작아 붕소와 NaCl의 기화현상

을 감소시키고 환원 되어진 텅스텐과 붕소의 접촉 및 반

응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텅스텐 보론 화합물의

합성에 좋은 조건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Fig. 10

의 SEM의 결과를 보면 NaCl의 몰수가 늘어날수록 분

말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0.5몰의 NaCl의

경우 0.3~2 µm 크기를 확인할 수 있지만 4몰의 NaCl의

경우 0.1~0.8 µm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NaCl이 첨

가제로 사용되어 연소온도를 낮춰 생성물의 입자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4. 결  론

텅스텐 보론 화합물의 합성에서 환원제로 사용되어진

Mg과 금속산화물의 환원반응으로 생겨난 높은 발열량으

로 인해 높은 연소온도를 초래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희석제들이 사용되었다. B2O3의 몰수를 증가

시켜 희석제로 사용할 경우 연소온도를 감소시키며 텅스

텐 보론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었으나, 텅스텐 보론 화

합물 이외의 미 반응분말인 텅스텐이 검출되었다. 이에

B2O3의 양을 0.5몰로 고정시킨 후, 희석제인 NaCl을 변

수로 하여 합성하였다. NaCl 또한 연소온도는 감소되었

으나 미 반응분말인 텅스텐이 잔존하여 B2O3보다 기화

점이 높은 붕소로 대체하였으며 NaCl을 변수로 하여 실

험하였다. 이 결과 붕소의 높은 기화점으로 인해 안정

적인 연소파의 형성과 함께 환원 되어진 텅스텐과 붕소

의 고상확산 촉진을 용이하게 하여 NaCl의 몰수가 증

가할수록 반응온도가 낮아지며 미 반응분말로 잔존해있

Fig. 9. XRD analysis of the SHS products synthesized form

WO3 + 3Mg + B + X NaCl. (a) 0.5 mole, (b) 2 mole, (c) 3 mole, (d)

4 mole.

Fig. 10. FE-SEM image of the products synthesized from WO3 + B + 3Mg + X NaCl. (a) 0.5 mole, (b) 2 mole, (c) 3 mole, (d) 4 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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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텅스텐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분말의 사이즈 또한 점

점 작아져 0.1~0.8 µm의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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