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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magnesium powder was prepared by gas atomizing. Refinement behaviors of magnesium powder

produced under different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using a mechanical milling (attrition milling) process. Analyses were

performed to assess the characterization and comparison of milled powder with different steel ball sizes and milling times. The

powders were analyzed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pparent density and powder fluidity. The particle

morphology of the Mg powders changed from spherical particles of feed metals to irregular oval particles, then plate type

particles, with an increasing milling time. Because of the HCP structure, deformation occurs due to the existence of the easily

breakable C-axis perpendicular to the base, which results in producing plate-type powders. An increase in ball size and the

impact energy of the magnesium powder maximizes the effect of refinement.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apparent

density and fluidity according to the smoothness of the surface of the initial powder.

Key words Mg powder, ball milling, refinement.

1. 서  론

마그네슘은 1.74 g/cm3의 밀도를 가지며, 대표적인 경

량금속인 알루미늄보다 35.6 % 가벼운 금속으로 비강도

및 전자파 차폐성이 우수하며,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한

흡수성이 탁월하고, 전기, 열전도 등이 우수하여 자동차,

우주항공분야 및 전자제품 케이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

다.1-4) 특히 마그네슘 분말은 폭발 및 반응성이 다른 금

속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국방산업의 폭약제조 및 추

진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수부문에서는 불꽃 놀이용 화

약 등에 주로 사용되고, 또한 산소와 친화력이 우수하

여 제강분야의 탈황 및 탈산제로 사용되고 있지만,5) 마

그네슘 분말은 대기중의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분말 표

면에 산화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

어 있다.6) 이 때문에 마그네슘과 그 합금의 산화 및 발

화를 억제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정 개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에는 고체금속을

분쇄하는 방법과 화학적으로 석출 등의 방법으로 제조

하는 습식법, 그리고 금속을 용해하여 노즐을 이용하여

분무하는 방식이 있다. 분무방식은 사용하는 냉각매체에

따라 물과 같은 액체를 사용하는 수분사법과 가스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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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가스 분무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용탕줄기를

급격하게 회전하는 디스크 등에 낙하시켜 원심력을 이

용하여 입자화하는 원심분무방식이 있다.7,8) 가스분무에 의

해 제조된 금속분말은 형상이 구형이고, 평균입경이 미

세하며 대량생산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분

말 취급 및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반

면 가스분무 공정은 공정 특성 상 제조된 분말의 입도

분포가 넓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기계 및 화학적 분쇄

법에 의한 마그네슘 분말 크기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특히 금속 분말을 고순도화 및 초미립

화하여 산업 원료로의 활용을 통해 독자적으로 자국의

금속 광물 자원에 적합한 요소기술을 추진하고 있다. 하

지만 발화 및 산화가 쉬운 마그네슘 분말의 미세화 및

분쇄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스분무법에 의해 제조된 마그

네슘 분말을 어트리션 밀링공정을 이용하여 미세분말을

제조하고자 하며, 밀링볼 크기 및 밀링 시간이 마그네

슘 분말 미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마그네슘 분말은 가스아토마이저 공

정에 의해 제조 된 마그네슘분말로 안정한 제조를 위해

SF6 가스 및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용해 후 챔버내 아

르곤 가압 분위기에서 제조하였다. 제조된 분말은 90 µm

에서 250 µm로 분급하였으며, Fig. 1의 입도분포 그래프

에서 A는 분포곡선을 나타내며, B는 누적곡선을 나타내

고 있으며,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및 입도분포 그래프를

통해 분말이 약 140 µm의 균일한 크기의 형상을 갖는

것을 관찰하였고, 겉보기 밀도 0.93(g/cm3) 및 유동도

2.923(s/g)의 특성을 갖는 분말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분말의 미세화를 위해 먼저 일반 볼밀링을 실시하였으

며, 볼과 분말을 10:1의 중량 비율로 섞은 다음 아르곤

분위기로 하여 1시간동안 실험을 행하였고, 아르곤 분위

기로 치환을 한 후 배출의 형식으로 완전한 아르곤 분

위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2~3회 실시하였다. 이때 회전에

의한 온도의 상승을 고려하여 한 시간 작동 후 30분씩

멈추어 실험을 행하였다. 실험 변수로는 밀링속도를 200

rpm으로 고정시켰으며, 미세화 공정의 전 과정에서 높은

회전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분말 간의 마찰열에 의한 응

착을 방지하고 파쇄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제의 함유

량을 분말량 대비 0.5 wt%로 혼합하였다.

또한 분말의 분쇄 및 미세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한 실험장치인 어트리션 볼밀링기를 이용한 실험을 실

시하였으며, Fig. 2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어트리션 볼

밀링기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용기 안에 수직으로 임펠

러 형태의 봉을 삽입하여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볼과 분

말을 동시에 쳐 올리면서 분말의 분쇄 및 미세화가 주

목적이 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볼과 분말을 10:1의 비

율로 섞었으며, 응집을 막아주며, 피막을 형성시켜 산화

Fig. 1. FE-SEM image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initial

powder.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attrition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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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해주는 분산제 또한 0.5 wt%로 일반 볼밀링과 같

은 양을 혼합하였다. 실험 변수로는 속도를 600rpm으로

고정하였으며, 분말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가

스인 아르곤 가스를 일정량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볼

밀링에 의한 용기의 온도 증가를 막기 위해 용기 내부

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열의 발생을 방지하였다. 0시간부

터 24시간까지의 시간 변화 및 밀링볼 사이즈를 2, 3,

10 mm로 변화를 주어 건식 방법에 의한 볼밀링을 수행

하였다.

밀링된 분말의 변형거동 및 미세구조 변화 분석을 위

해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분말의 입

도를 분석하기 위해 건식 방법에 의한 입도분석기를 사

용하여 마그네슘 분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Fig.

3에서 보여주듯이 분말의 겉보기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마그네슘 분말들을 전자저울로 정확한 양을 측정한 뒤, 메

스실린더에 부어서 그때의 높이에 따른 겉보기 밀도를

측정하였으며, 분말들의 유동도 측정을 위하여 KS 규격

에 따라 장치를 제작하여 일정 분말을 유동도 측정 장

치에 넣은 뒤 다 빠져 나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유동도

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분쇄방법에 따라 볼밀링된 분말의 FE-SEM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건식 방법에서 분산제(스테

아린산)를 넣지 않고 분쇄시 Fig. 4(a)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분말이 분쇄되지 않고 오히려 덩어리 형태로 크게 응

집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분산제를 넣고 분

말 분쇄시 Fig. 4(b)와 같이 응집 현상은 심하게 나타나

지 않으나, 분쇄되지 않은 플레이크 형태로 크게 변형

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5(a, b, c) 그리고 Fig. 5(d, e, f)는 각각 1, 3, 5

시간 동안 3 mm 및 5 mm의 밀링볼을 이용하여 건식분

쇄공정으로 볼밀링한 마그네슘 분말의 형상 및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볼밀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성에 의

해 플레이크화가 더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볼의 사이즈가 3 mm에서 5 mm로 증가함에 따라 볼

에 의한 충격이 증가하여 판상 입자로 변형되는 분말의

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밀링볼 2, 3, 10 mm의 크기 변화 및 밀링

시간을 1, 12시간으로 변화를 준 마그네슘 분말의 주사

전자현미경을 통한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볼 사이

즈가 증가함에 따라 분말의 분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Fig. 6(d), (e)에

서 보여주듯이 밀링 시간이 12시간으로 증가하였을 때

에는 분말이 플레이크 형상으로 변형되며, 분말의 사이

즈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밀링 조건에서 밀링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분말에 전달되는 기계적 에너지

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분말이 보다 효과적으로 분쇄

되었다. 특히 2 mm에서는 3 mm에서보다 플레이크화가 발

생되는 것으로 보아 볼 사이즈가 작으면 적은 에너지가

Fig. 4. FE-SEM images of high energy ball-milled Mg powder by

the addition of (a) without dispersant and (b) dispersant. 

Fig. 3. Method for determination of apparent density and fluidity

(KS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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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에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Fig. 6(f)에서

는 분말의 미세화가 이루어졌으며, 분말의 형상으로 보

아 어느 정도의 플레이크화가 일어난 뒤에 분말에 경화

가 발생하여 경화에 의해 분말의 미세화가 이루어진 것

으로 해석된다. 밀링 과정에서 충격 및 압축, 전단, 마

찰에 의해 분말 입자에 힘을 작용하게 되며,9) 그 중 충

격 및 압축에 의해 입자의 형상 변화가 일어나며, 전단

및 마찰에 의해 입자 미세화가 일어난다. 즉, 볼 사이

즈가 증가함에 따라 분말 입자에 힘을 작용하여 분말의

분쇄에 역할을 하였다.

분말의 경화가 발생되는 시점과 동시에 분말의 미세화

가 이루어지는 임계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밀링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정한 분말의 미세조직을 Fig. 7에 나

타내었다. Fig. 7(b)를 보면 Fig. 7(a)에 비해 상당한 플

레이크화가 이루어졌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Fig. 7(d)에

서는 분말의 미세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22시간 전의 밀링 시간에서 분말의 플레이크화가 이

루어지다가 22시간에서 분말의 분쇄가 발생하여 미세화

된 것으로 해석된다. 

Fig. 8은 밀링볼 크기가 3 mm로 시간에 따라 어트리

션 밀링공정에 의해 분쇄된 분말의 평균 분말 사이즈 및

분말 형태의 모식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초기 구형의

분말형태에서 14시간 정도까지 분말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판상형태로 변화하였으며, 16시간에서는 급격

한 분말의 미세화가 일어났으며, 22시간에서는 분말의 사

이즈가 50 µm까지 미세화 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입

자가 계속되는 가공 경화로 인하여 변형에너지가 축적 된

후 결정립의 미세화가 진행된 것이라 사료된다.10,11) 따라

Fig. 5. FE-SEM images of ball-milled Mg powder with different steel ball size and milling time of (a) 3 mm and 1h, (b) 3 mm and 3h,

(c) 3 mm and 5h, (d) 5 mm and 1h, (e) 5 mm and 3h, (f) 5 mm and 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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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E-SEM images of the attrition ball-milled Mg powder with different steel ball size and milling time of (a) 2 mm and 1h, (b)

3 mm and 1h, (c) 10 mm and 1h, (d) 2 mm and 12h, (e) 3 mm and 12h, (f) 10 mm and 12h.

Fig. 7. FE-SEM images of the milled powder by attrition mill process with 3 mm steel ball. (a) 1h, (b) 14h, (c) 16h, (d) 2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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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말이 볼밀링이 진행됨에 따라 14시간까지는 변형이

진행되다가 볼밀링에 의해 분말 내부에 가공경화가 발생

되고, 16시간부터는 분쇄되어 미세화 되어지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또한, 22시간에서 볼밀링된 분말의 입자

분포를 보면 D10 값이 20 µm, D50이 52 µm, D90이

139 µm으로 전반적으로 미세 분말이 대부분 형성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3 mm 밀링볼로 시간에 따라 볼밀링된 분말

들을 전자저울로 정확한 양을 측정한 뒤, 메스실린더에

부어서 그때의 높이에 따른 겉보기 밀도를 나타내고 있

다. 겉보기 밀도 그래프를 살펴보면 밀링 시간이 초기

분말부터 8시간까지는 밀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분말이

변형되어 판상형상으로 되거나 볼밀링 과정 중에 분말

의 분쇄에 의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일반적으로 연성금속은 밀링이 진행됨에 따라 반

복적인 파쇄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구형의 균일하고 미

세한 분말을 형성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그네슘 분말은 밀링이 진행됨에 따

Fig. 8. Variation in particle size of the milled powder with 3 mm

steel ball.

Fig. 9. Variation in apparent density of the milled powder with 3

mm steel ball.

Fig. 10. FE-SEM images of the milled powder by attrition mill process with 10 mm steel ball. (a) 8h, (b) 12h, (c) 16h, (d) 2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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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특한 형상의 판상입자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마그

네슘이 갖는 특유의 HCP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12) 또한 8시간 이후로 밀도가 증가하였으며, 14시간

에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내었으며, 22시간에는 초기분

말의 밀도와 비슷한 값이 얻어짐을 볼 수 있었다. 

Fig. 10은 어트리션 밀링공정에 의해 밀링볼 크기가

10 mm로 분쇄된 분말의 8시간, 12시간, 16시간, 20시간

에 대한 분말의 형상을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나타내

었다. Fig. 10(a)의 8시간 밀링한 분말이 Fig.6(c)의 1시

간 밀링한 분말에 비해 상당한 플레이크화가 이루어졌

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Fig. 10(b)에서는 플레이크된 분

말과 미세화된 분말이 혼재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Fig.

10(c)에서는 모든 분말에서 분쇄 및 미세화가 이루어졌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은 밀링볼 10 mm 크기로 시간에 따라 볼밀링

된 분말의 평균 분말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으며, 초기

분말에 비해 8시간 볼밀링된 분말의 경우 약간의 미세

분말들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말이 변형되

어 큰 사이즈의 분말들이 많이 분포함을 관찰할 수 있

었으며, 밀링 시간이 8시간부터 10시간 사이에서 급격한

분말의 미세화가 진행되었다. 이 후로 조금씩 분말 사

이즈가 작아져 16시간에서 50 µm 크기의 분말이 얻어졌

으며, 이는 밀링볼 3 mm보다 분말의 미세화 시간이 단

축됨과 동시에 더 미세화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Fig. 12는 밀링볼 10 mm 크기로 시간에 따라 볼밀링

된 분말의 겉보기 밀도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겉보기 밀

도는 밀링시간 초기인 2시간까지는 밀도가 잠시 증가하

였으며, 이는 앞의 미세조직에서 보였듯이 초기에는 변

형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분말 표면에 붙어 있던 위성

분말의 제거 및 약간의 표면 변형에 의해 오히려 분말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이후 8

시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다시 8시간 이후

에는 겉보기 밀도가 약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8

시간까지 분말의 형상을 관찰해 본 결과 분말의 플레이

크화에 의해 분말의 불균일한 형상에 의한 겉보기 밀도

가 감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형에 있어서 분말입자의

형상은 분말의 유동성 및 압축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13) 이에 겉보기 밀

도가 초기 분말에 비해 다소 낮게 나오는 이유는 초기

분말은 일정한 값을 가지는 크기를 사용하였지만, 실험

을 통해서 얻어진 분말들은 형상의 변화와 함께 분말 크

기의 불균일 때문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스아토마이저법에 의해 제조된 조대

분말을 기계적 밀링하여 밀링 시간 및 볼사이즈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입자 미세화, 겉보기 밀도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건식 분쇄시 분산제의 첨가에 의해 분말의 응집을

억제하여 미세한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마그네슘

분말 입자의 형태는 초기의 구형 및 타원형의 원료분말

입자로부터 밀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플레이크화가 이

루어졌으며, 볼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판상 입자로 변

형되는 분말이 크게 존재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그네슘 분말은 밀링이 진행

됨에 따라 마그네슘 특유의 HCP 구조로 인해 판상입자

를 형성하였고, 지속적인 충격으로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

면 더 이상 변형이 진행되지 않고 전단이 발생하여 균

열 및 파쇄가 되어 분말이 미세화 되었다.

3) 일반 고에너지 볼밀링보다 어트리션 볼밀링으로 마

그네슘 분말을 분쇄할 경우 균일하고 미세한 분말을 제

조할 수 있었으며, 볼 사이즈가 2, 3, 10 mm로 증가함에

따라 분말에 충격에너지가 증가하여 약 90 µm 이상의 마

Fig. 11. Variation in particle size of the milled powder with 10 mm

steel ball. 

Fig. 12. Variation in apparent density of the milled powder with 10

mm steel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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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슘 분말의 크기가 50 µm 이하로 미세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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