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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lf-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 approach was applied to synthesize amorphous boron nano-

powders in argon atmospheres.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a thermally induced combustion wave

in the B2O3 + α Mg system(α = 1.0-8.0) in an argon atmospheres. In this study, the exothermic nature of the B2O3-Mg reaction

was investigated using thermodynamic calculations.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calculation data and the

SHS products consisting of crystalline boron and other compounds were obtained starting with a different initial molar ratio

of Mg. It was found that the B2O3 and Mg reaction system produced a high combustion temperature with a rapid combustion

reaction. In order to regulate the combustion reaction, NaCl, Na2B4O7 and H3BO3 additives were investigated as diluents. In

an experimental study, it was found that all diluents effectively stabilized the reaction regime. The final product of the B2O3 + α

Mg system with 0.5 mole Na2B4O7 was identified to be amorphous boron nano-powders(< 100 nm).

Key words amorphous boron, SHS, microstructure, nano powder.

1. 서  론

지난 수십 년 동안, 항공우주산업은 비행거리 향상을

위한 연료의 에너지 효율 증대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

로 진행해 왔다.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연료는 기

존에 사용되던 연료와 비교하여 높은 추진력과 비행거

리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1,2) 지금까지는 고 에너지 연

료에 관한 연구는 화학적 합성을 통한 고 에너지 액체

연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액체연료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추진제의 첨가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3,4) 

비정질 붕소는 이론적으로 매우 높은 질량 및 부피당

열량(135.8 MJ/L)을 지니고 있으며, 연소실의 압력변화에

따른 빠른 응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체연료램젯(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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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Ramjet)과 같은 공기 흡입형 추진기관이나 고체로

켓에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고 에너지 추진제 중 하

나이다.5,6) 하지만, 붕소의 우수한 열역학적 특성에도 불

구하고 붕소 분말은 긴 점화 시간으로 인해 점화와 연

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7) 

금속 추진제인 붕소가 연소할 때 높은 연소 온도로 인

해 붕소 분말 표면에 산화막(B2O3)이 형성되고 이로 인

해 내부 붕소의 완전한 연소가 불가능하게 된다.8) 이로

인해 붕소 추진제의 연소특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붕소 분말의 완전 연소를 위해 표면

에 생성된 산화막을 휘발시켜 에너지 효율을 증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산화 붕소의 높은 기

화점(2043 oC)으로 인해 공정 적용에 어려운 단점이 있

다.9)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불소화금속(Metal Fluoride)를

첨가하여 붕소의 산화막을 제거하고 연소특성을 향상시키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0) 하지만, 이 경우 연소 과정 중

독성을 가지고 있는 불소 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으로 비정질 붕소 분말 크기 감소를 통해 붕소 분말의

연소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나노 붕소

분말의 경우, 1500 oC 반응기 내에서 점화지연 시간이 감

소하고 사용된 붕소분말이 완전 연소 되는 결과를 보였

다.11)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나노 붕소 분말 제조를

위해 아크 분해 법,12) 기상 열 분해 법,13)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한 환원법,14) 용해 환원 법,15) 볼

밀 법,16) 마그네슘 열 환원 법17)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해 나노 붕소 분말 제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

지만, 기상과 액상 반응을 이용한 방법의 경우,12-15) 공

정 비용이 비싸고 복잡하며, B2H6, B10H14, BCl3, BBr3

등과 같은 인화성 유독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

다량의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고상 합

성법의 경우,16,17) 높은 에너지 소모, 긴 공정시간, 제조

된 붕소 분말의 낮은 순도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친

환경적이며, 공정 효율이 우수한 나노 붕소 분말 제조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 연소 합성법을 이용한 비

정질 나노 붕소 분말 제조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초기 합성 조성은 B2O3+ α Mg (1 ≤ α ≤ 8)을 기초 공정

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무기 첨가제(NaCl,

Na2B4O7, H3BO3)의 첨가에 따른 분말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 비정질 나노 붕소 분말 제조를 위해 사

용된 자전연소합성 반응기의 개략도와 사용된 원료 분

말의 특성을 각각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원료

분말인 B2O3, Mg, 첨가제(NaCl, Na2B4O7, H3BO3) 분말

을 적당한 몰비로 혼합한 후, 막자 사발을 이용하여 건

식 혼합하였다. 혼합된 분말 80~100 g을 지름 40 mm,

높이 50~70 mm 몰드에 장입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성형

하여 펠렛으로 제조하였으며, 성형 후 자전연소 합성 반

응기에 장입하였다. 장입 후, 반응기내에 20atm의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였으며 전기적 저항 열이 적용된 직경 0.5

mm의 Ni-Cr wire를 이용하여 점화하였다. 반응 중 연

소온도 측정은 연소반응기의 하부에 C type(W/5%Re vs

W/26%Re) 열전대를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장치와 연결

함으로써 연소반응시의 온도 및 연소파의 전파속도를 측

정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시편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

쇄 후 35 % HCl 용액으로 80 oC, 2~3시간 동안 교반·

침출하여 MgO, MgB2, MgxBxOx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였

다. 그 후 여러 차례 수세 후 80~100 oC에서 건조하여

최종 생성물인 붕소 분말을 얻었다.

반응물 형성 시 평형농도를 열역학적으로 계산하기 위

해 러시아 ISMAN(Institute of structural Macro kinetics

and Materials Science)에서 개발한 “Thermo”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으며, 제조된 분말의 결정상 및 형상을 분

석하기 위해 X-ray diffraction(XRD, Siemens, D5000,

Germany)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

copy(FE-SEM, JEOL, JSM-7000F, Japan)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self-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 reactor.

Table 1. The properties of raw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Materials Particle size (mm) Purity (wt%) Company

B2O3 50-300 95 Daejung

Mg 50-200 98.5 Samchun

NaCl < 100 99.5 Samchun

Na2B4O7 50-200 99 Samchun

H3BO3 < 300 99.5 Ju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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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B2O3 + αMg 계 반응

자전연소합성법은 기본적으로 발열반응을 통해 분말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실험에 앞서 가장 먼저 발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을 조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을 이용하여 붕소

분말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식(1)과 같은 반응을 통해 붕

소 분말 제조 시 마그네슘의 몰량(1 ≤ α ≤ 8)에 따른 연

소온도와 반응 생성물을 “Therm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a)에 나타내었다. 

B2O3+ αMg (1 ≤ α ≤ 8) (1)

Fig. 2(a)에서와 같이 모든 반응은 발열반응을 동반하

며 연소온도(Tad)는 마그네슘의 화학양론조성비인 3몰 까

지 연소온도가 2100 oC까지 증가하며, 이후 마그네슘 몰

량(3 < α ≤ 6)인 영역에서는 연소온도가 1600 oC까지 지속

적으로 감소하며 마그네슘 몰량(6 < α)인 영역에서는 연

소온도가 1600 oC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그

네슘의 첨가량이 3~4 몰 인 영역에서 순수한 붕소 분

말의 제조가 가능하며, 4 몰 이상인 영역에서는 환원된

붕소분말이 미 반응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MgB2를 형성

하기에 순수한 붕소분말의 제조가 어려운 것으로 예측

된다. 

Fig. 2(b)는 자전연소합성법을 이용하여 붕소 분말 제

조 공정에서 마그네슘 첨가량(α)에 따른 연소온도(Tc)와 연

소파 전파속도(Uc)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결과 “Therm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동일하게 화학양론

조성비인 3 몰의 마그네슘을 첨가하였을 때 연소온도가

2100 oC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 몰 이상의 마그네

슘을 첨가하였을 경우 연소온도가 1400 oC(8 몰)까지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그네슘이 3 몰 이하인 영역에서는 첨가된 마그네슘

이 B2O3의 환원 반응에 참여하여 발열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연소온도도 증가

하여 마그네슘의 화학양론조성비인 3 몰에서 최대 연소

온도(2100 oC)를 나타냈다. 마그네슘이 3 몰 이상인 영

역에서는 미 반응 마그네슘이 펠렛 밖으로 휘발하여 배

출되므로 펠렛 내부의 열량은 감소하여 연소온도의 감

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 반응 마그네슘의 양이 증가할

수록 연소온도는 더욱 감소하고 연소온도 감소로 인해

연소파 전파속도 또한 감소하게 된다.18)

Fig. 3는 연소 반응 후 침출 및 수세 과정을 거친 최

종 생성물의 XRD 분석 결과다. 마그네슘 1 몰 첨가 시

일부 환원된 붕소와 미 환원된 B2O3와의 반응을 통해

B7O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19) 화학양론조성

비인 3 몰 첨가 시 고온(2100 oC)에서의 합성에 의해 과

포화 붕소 상인 MgB12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gB12는 반응 초기 MgB2로 형성 되지만, 높은 연소온

도로 인해 마그네슘이 휘발되어 MgB4, MgB7의 단계를

거쳐 MgB12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20) 8몰의 마그네

슘 첨가 시 결정화된 붕소와 붕소와 마그네슘의 화합물

인 MgB4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붕

Fig. 2. a) Thermodynamic calculations results of B2O3 + αMg system versus α, b) The combustion parameters (Tc, Uc).

Fig. 3. XRD patterns of acid leached products produced from

B2O3 + αMg system: a) α = 1.0, b) α = 3.0, c) α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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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비정질 붕소와 결정화 붕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정질 붕소는 1350~1400 oC에서 결정화가 일어난다.21)

8몰의 마그네슘 첨가 시 연소온도 1400 oC에서 결정화

된 붕소와 결정화 붕소와 미 반응 마그네슘과의 반응을

통해 MgB4 가 생성되었다.

Fig. 4은 마그네슘 몰량에 따른 연소 반응 생성물의

FE-SEM 사진이다. 마그네슘 1몰 첨가 시 Fig. 4(a)와

같이 100 µm 이하의 미세 분말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XRD 분석 결과 생성된 분말의 조성은

B7O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몰의 마그네슘 첨가 시

생성된 분말의 크기는 1 µm 이하로 제어되었으나, 높은

연소 온도(2100 oC)로 인해 일부 1~5 µm 크기의 조대한

분말이 형성되었다(Fig. 4(b)). 마그네슘 8몰 첨가 시에

는 연소 온도의 영향으로 인해 결정립 붕소 분말이 형

성되었으며 그 크기 또한 1-2 µm로 조대한 분말이 형성

되었다. 

3.2 B2O3 + αMg + additive 계 반응

B2O3+ αMg 계 반응에서는 높은 연소온도로 인해 미

세한 비정질 붕소 분말의 제조가 어려운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연소 온도의 감소와 연소파 전파 속도 제어

를 위해 불활성 희석제를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첨

가제는 NaCl, Na2B4O7, H3BO3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몰량은 NaCl(1 ≤ αi≤ 2), Na2B4O7(0.25 ≤ αii≤ 0.5), H3BO3

(0.1 ≤ αii≤ 0.2) 범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첨가제의 종

류에 따른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B2O3+ 3Mg + αi NaCl (1 ≤ αi≤ 2) (2)

B2O3+ 3Mg + αii Na2B4O7 (0.25 ≤ αi≤ 0.5) (3)

B2O3+ 1.3Mg + αiii H3BO3 (0.1 ≤ αi≤ 0.2) (4)

Fig. 5는 “Therm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첨가제의 종

류와 첨가량에 따른 연소 온도(Tad)와 반응 생성물을 분

석한 결과이다. Fig. 5와 같이 모든 반응에서 불활성 희

석제를 첨가함에 따라 연소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험 결과 내에서 NaCl은 580 oC, Na2B4O7는

770 oC, H3BO3는 60 oC의 연소 온도 감소 효과가 나타

났다. 반응 생성물 측면에서는 NaCl 첨가 시 붕소 외

에 반응 생성물로 MgCl2, NaBO2, Mg, Na가 형성되며,

Na2B4O7 첨가시 NaBO2가 형성된다. H3BO3 첨가시 수

소가스가 발생 하며 이는 연소 반응 시 환원제로 작용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H3BO3 첨가시

마그네슘의 첨가량은 화학양론조성비인 3몰 보다 낮은 1.3

몰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붕소계 첨가제를 사용한 Fig.

5(b, c)에서 첨가제의 몰량이 증가할수록 반응 생성물에

서 B2O3의 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자전연소합성법을 이용하여 붕소 분말 제조

공정에서 첨가제의 첨가량에 따른 연소온도(Tad)와 연소

파 전파속도(Uc)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결과 연소온도

(Tad)는 “Therm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동

일하게 첨가제의 몰량이 증가할수록 연소온도는 감소하

였으며, 이로 인해 연소파 전파속도(Uc)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첨가제 3종 모두 실험

범위 내에서 연소온도와 연소파 전파 속도 제어에 효과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Fig. 4. FE-SEM image of acid purified boron powders prepared from B2O3 + αMg system: a) α = 1.0, b) α = 3.0, c) α = 8.0.

Fig. 5. Thermodynamic calculations of adiabatic combustion temperature(Tad) and equilibrium composition for a reaction of the following

systems versus α: a) B2O3 + 3Mg + αiNaCl, b) B2O3 + 3Mg + αiiNa2B4O7, c) B2O3 + 1.3Mg + αiiiH3B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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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는 첨가제의 종류와 첨가량에 따라 연소 반응 후

침출 및 수세 과정을 거친 최종 생성물의 XRD 분석 결

과다. Fig. 7(a)는 NaCl을 각각 1몰, 2몰 첨가하였을 때

반응 생성물의 XRD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NaCl을

첨가하였을 시 실험 조건에서는 결정질의 붕소와 과포

화 붕소 상인 MgB12가 생성 되었다. 이는 Fig. 6(a)에 나

타낸 바와 같이 NaCl 첨가를 통해 연소 온도가 2100 oC

에서 1520 oC까지 감소 하였지만 온도 범위가 비정질 붕

Fig. 6. The combustion parameters (Tc, Uc) of the following system: a) B2O3 + 3Mg + αiNaCl, b) B2O3 + 3Mg + αiiNa2B4O7, c) B2O3 +

1.3Mg + αiiiH3BO3.

Fig. 8. FE-SEM morphology of acid leached powders produced from the B2O3 + 3Mg + αiNaCl system: a) αi = 1.0, b) αi = 2.0 and B2O3 +

1.3Mg + αiiiH3BO3 system: c) αiii = 0.1, d) αiii = 0.2.

Fig. 7. XRD patterns of acid leached products from: a) B2O3 + 3Mg + αiNaCl system, b) B2O3 + 3Mg + αiiNa2B4O7 system, c) B2O3 +

1.3Mg + αiiiH3BO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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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말의 결정화 온도인 1400 oC 이상의 고온에서 분말

이 합성되었기 때문에 결정질의 붕소 분말과 과포화 붕

소 상인 MgB12가 형성되었다. Na2B4O7을 첨가한 경우,

Fig 7(b)와 같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결정질 붕소와 과

포화 붕소상인 MgB12의 양이 감소하고 비결정질 붕소

의 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소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Na2B4O7을

0.25, 0.375, 0.5 몰 첨가한 경우 연소온도는 각각 1680
oC, 1410 oC, 1330 oC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연소온도는

감소하게 되며 Na2B4O7 0.5 몰 첨가시 연소온도는 비

정질 붕소의 결정화 온도영역인 1350~1400 oC보다 낮기

때문에 비정질 붕소의 결정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에 Na2B4O7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결정질 붕소의 양은

감소하고 비정질 붕소의 양이 증가하였다. H3BO3를 첨

가한 경우, 비정질 붕소의 결정화 온도 범위와 유사한

1380~1410 oC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XRD

분석 결과 실험 내 모든 조건에서 결정질 붕소와 비정

질 붕소가 혼재함을 알 수 있었다. 

Fig. 8은 NaCl, H3BO3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실험한

반응 생성물의 FE-SEM 분석 결과이다. Fig. 8(a, b)와

같이 NaCl 첨가 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 생성

물의 입도는 500 nm이하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 비정질 붕소 분말의 결정화 온도인 1350~1400
oC 보다 높은 온도(αi = 1: 1800 oC αi = 2: 1520 oC)에서

반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정질 붕소가 제조된 것을

XRD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c, d)

와 같이 H3BO3를 첨가하였을 경우, 생성된 분말의 입도

는 200 nm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3BO3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분말의 크기는 작아졌다. 하지

만, 연소온도의 영향으로 인해 결정질 붕소와 비정질 붕

소가 혼합하여 존재하는 것을 XRD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Fig. 9는 Na2B4O7을 첨가제로 사용하여 실험한 반응

생성물의 FE-SEM 분석 결과이다. Na2B4O7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성된 붕소 분말의 크기는 급격하게 감

소하여 Na2B4O7 0.5몰 첨가 시 100 nm 크기의 분말이

생성되었다. 이는 연소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0.5

몰의 Na2B4O7첨가 시 1330 oC의 연소온도에서 반응이 진

행되기 때문에 붕소 분말의 성장이 제어되고, 비정질 붕

소 분말의 결정화 온도보다 낮은 영역이기 때문에 Fig.

7(b)에서와 같이 XRD 분석 결과에서도 비정질 붕소 분

말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은 자전연소 합성법을 이용하여 비정질 나노 붕

소 분말 제조에 관한 연구이다. 연소온도 제어를 위하

여 첨가제(NaCl, Na2B4O7, H3BO3)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B2O3+ αMg 계 반응에서는 산화 붕소와 마그네슘

의 환원 반응에 의한 높은 반응열로 인해 높은 연소온

도를 초래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정질, 조대한 붕소 분

말이 생성되었다. 

2) 연소온도와 연소파 속도 제어를 위해 첨가제를 첨

가하여 실험한 결과, 3종의 첨가제 모두 연소온도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그 중 Na2B4O7 0.5몰 첨가 시 770 oC

감소(2100 oC → 1330 oC)의 효과를 나타냈다. 

3) XRD와 SEM 분석 결과 B2O3 + αMg 계 반응에

Na2B4O7 0.5몰 첨가 시 연소 온도는 1330 oC 로 제어되

었으며, 낮은 연소 온도로 인해 100 nm 크기의 비정질

나노 붕소 분말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4) 제조된 붕소 분말은 H3BO3를 0.1몰 첨가하였을 경

우 최종 수율 43.9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H3BO3를 사용할 경우 환원제인 마그네슘의 첨가량이 감

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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