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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ovel way of fabricating aligned porous Sn by freeze-drying of camphene slurry with stannic

oxide (SnO2) coated Sn powders. The SnO2 coated Sn powders were prepared by surface oxidation of the initial and ball-milled

Sn powders, as well as heat treatment of tin chloride coated Cu powders. Camphene slurries with 10 vol% solid powders were

prepared by mixing at 50 oC with a small amount of oligomeric polyester dispersant. Freezing the slurry was done in a Teflon

cylinder attached to a copper bottom plate cooled at −25 oC. Improved dispersion stability of camphene slurry and the

homogeneous frozen body was achieved using the oxidized Sn powder at 670 oC in air after ball milling. The porous Sn

specimen, prepared by freeze-drying of the camphene slurry with oxidized Sn powder from the heat-treated Sn/tin chloride

mixture and sintering at 1100 oC for 1 h in a hydrogen atmosphere, showed large pores of about 200 µm, which were aligned

parallel to the camphene growth direction, and small pores in their internal walls. However, 100 µm spherical particles were

observed in the bottom part of the specimen due to the melting of the Sn powder during sintering of the green compact.

Key words freeze drying, porous Sn, oxide coated Sn powder, pore structure.

1. 서  론

동결건조 공정은 높은 기공도와 함께 방향성의 거대기

공을 가지는 다공체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

목을 받고 있다.1-3) 이 공정은 고체분말과 동결제(H2O,

camphene 등)가 균일하게 혼합된 슬러리를 제조하고, 동

결제의 용융온도 아래에서 슬러리를 일방향으로 응고시

키는 동결과정과 동결제를 승화시켜서 제거하는 건조공

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결을 통하여 다공체로 제조하

는 방법이다. 동결건조 공정에서 기공은 거대기공과 미

세기공 형태로 존재하는데, 거대기공은 일방향으로 응고

된 동결제 결정이 승화된 자리에 형성되어 방향성을 가

지게 되며 거대기공의 벽에서는 미세기공 형태의 기공

구조 특성을 보여준다.4,5) 또한 동결제의 첨가량 및 응

고조건에 따라 기공 함유량, 기공의 크기 및 분포 등 기

공구조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Al2O3,

ZrO2 및 SiC 등 다양한 다공성 세라믹 계의 제조에 응

용되고 있다.5-7)

최근에는 동결건조 공정을 이용한 다양한 금속 계 다

공체의 제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공성 금

속의 경우에는 분산안정성을 가지는 슬러리의 제조가 요

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금속 대신 금속산화물을 원료분

말로 사용하여 슬러리를 제조한 후, 동결건조와 수소분

위기에서 환원 열처리하는 공정이 도입되고 있다.8-10) 그

†Corresponding author

E-Mail : stoh@seoultech.ac.kr (S.-T. Oh, Seoul Nat'l Univ. of Sci. and Techn.)

©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8 방수룡·오승탁

러나, 금속산화물을 사용할 경우는 환원을 위하여 장시

간의 열처리가 필요하며, 특히 부피가 큰 시편의 경우

에는 금속 상으로의 완전한 환원에 어려움이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Cu분말에 CuO 층을 코팅하여

슬러리로 제조하는 연구가 보고된바 있으나,11) 다양한 금

속 계 다공체로의 적용을 위해서는 금속산화물 코팅공

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 다공체를 제조하기 위한 원

료분말의 금속산화물 코팅조건이 슬러리의 분산안정성과

동결공정 및 기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분산안정성을 가지는 camphene 슬러리는 Sn 분말

의 표면산화 또는 염화주석(tin chloride)을 이용한 산화

층 형성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최종 시편의 미세

조직 분석을 통하여 요구되는 기공구조 특성을 만족하

는 다공체 제조를 위한 최적의 공정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순도 99 %, 입자크기 < 10 µm의 Sn 분

말(Sigma-Aldrich Co., USA)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Sn

분말의 산화층 형성은 자체분말의 표면산화 또는 염화

주석(SnCl2·2H2O, 99.99 %, Sigma-Aldrich Co., USA)

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정을 적용하였다. 표면산화의 경

우 분말크기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원료 분말 및 볼 밀

링한 분말을 각각 사용하였다. 볼 밀링은 직경 5 mm의

알루미나 볼을 이용하여 48시간동안 실시하였다. 원료 및

볼 밀링한 분말은 670 oC에서 30분 동안 공기 중에서 가

열하여 표면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염화주석을 이

용한 표면산화 층 형성의 경우는, Sn분말을 균일하게 혼

합한 염화주석 용액을 150 oC에서 하소 및 200 oC에서

1시간 동안의 수소분위기 열처리 공정으로 우선 Sn 분

말표면에 약 200 nm 두께의 Sn층이 형성되도록 한 후,

자체분말의 표면산화와 동일한 조건으로 열처리하는 공

정을 이용하였다.

동결제로는 camphene(C10H16, Sigma-Aldrich Co., USA)

을 사용하여 표면산화 층을 형성시킨 Sn 분말과 동결제

무게대비 0.1 %의 분산제(Hypermer KD-4, UniQema,

Belgium)를 동결제와 혼합한 후 약 50 oC에서 magnetic

stirrer를 이용하여 균일한 슬러리로 제조하였다. 분말의

첨가량을 10 vol%로 하여 제조한 슬러리는 하부만 −25
oC로 냉각된 실린더 형태의 몰드에서 동결하였다. 금형

에서 분리한 동결체는 공기 중에서 48시간 동안 유지시

켜 동결제를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1100 oC에서 1시간 동

안 수소분위기에서 소결하였다.

분말특성에 따른 슬러리의 분산안정성은 분산안정화도

분석기(Turbiscan, France)를 이용하여 50 oC에서 back-

scattering percent를 시간의 함수로 측정하여 평가하였

다. 공정조건에 따른 시편의 상변화는 XRD(D/Max-IIIC,

Rigaku Denki Co., Japan)로 분석하였고, 미제조직 특성

은 SEM(JSM-6700F, JEOL Co., Japan)을 이용하여 해

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원료로 사용한 Sn 분말과 볼 밀링한 분말을 표면산화

처리한 후에 관찰한 미세조직 사진을 Fig. 1에 나타내

었다. Fig. 1(a)와 (b)에서 보여주듯이, 48시간 동안 볼

밀링한 경우는 원료분말과 비교하여 뚜렷한 입자크기 감

소를 확인할 수 있다. 670 oC에서 산화 처리한 분말의

경우는 초기분말과 유사한 입자크기를 나타내나, 표면 부

위에는 입자 및 섬유상 형태의 새로운 코팅층이 형성되

었음을 알 수 있다(Fig. 1c와 d). 이러한 형성 상의 해

석을 위하여 XRD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

내었으며, 볼 밀링한 Sn 분말을 산화 처리한 시편에서

는 Sn과 SnO2 상에 관한 피크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Fig. 1(d)의 미세조직을 고려할 때, Sn분말의 표면부위에

존재하는 코팅층은 SnO2 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산화 처리한 Sn 분말로 제조한 슬러리를 금

형에서 동결시킨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Fig. 3(a) 사진

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원료분말을 산화 처

리하여 camphene과 혼합한 경우는 동결 중 고체입자의

침강에 의하여 응고방향에 따라 분리된 영역이 관찰된

다. 그러나, 볼 밀링한 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적

으로 균일한 동결시편이 제조됨을 알 수 있다(Fig. 3b).

이러한 차이는 주로 슬러리에서 고체입자의 분산성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말 특성에 따른 분산안정성 변

화를 측정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분산안정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backscattering percent

값은 슬러리에 빔을 가했을 때 위치에 따라 반사되어 나

오는 빔의 양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고체입자의 침강이 없는 분산안정성을 가지는 슬러리의

경우에는 backscattering percent가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된다.12) Fig. 4(a)와 같이 원료분말을 단순하게 산화 처

리하여 슬러리로 제조한 경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넓은 범위의 backscattering percent의 변화를 나타내나,

볼 밀링한 분말을 산화 처리한 경우(Fig. 4b)는 변화폭

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낸다. 따라서 산화 처리 전에 볼

밀링을 하는 경우가 더 우수한 분산안정성을 가지며, 이

러한 슬러리를 이용하면 Fig. 3(b)와 같이 균일한 동결

시편의 제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미세한 Sn 분말을 사용하여 표면에 균일한 SnO2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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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층을 형성시킬 수 있다면 분산안정성의 증가와 함께

더욱 균일한 동결시편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

여, 염화주석을 이용한 산화층 형성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Fig. 5는 염화주석 용액과 볼 밀링한 Sn 분

말을 혼합하는 화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제조한 분말 시

편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혼합분말을 공기 중에서 하소

한 후 200 oC, 1시간 동안 수소분위기에서 열처리한 분

말의 경우, Fig. 5(a)와 같이 구형의 응집체와 판상형태

의 입자들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입자들의 상 분석을 위

하여 XRD분석을 한 결과(Fig. 6a), XRD의 분해능 내

에서는 반응상의 존재 없이 순수한 Sn 상으로만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b)는 산화처리를 위하여

670 oC에서 30분 동안 공기 중에서 가열한 분말의 미세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분말의 표면부위에 미세한 입자

들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XRD를 이용한 분석결

과(Fig. 6b) 분말은 SnO2 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볼 밀링한 분말을 단순하게 산화 처리한 경우와 비교할

때(Fig. 2), 염화주석을 원료로 열처리하여 제조한 분말

에서는 Sn 상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표면부위 만의 산

Fig. 1. SEM micrographs of (a) raw powder, (b) ball-milled powder, (c) oxidation of raw powder and (d) oxidation of ball-milled powder.

Fig. 2. XRD pattern of the oxidized Sn powder, heat-treated at 670
oC for 30 min in air.

Fig. 3. Photographs of frozen specimen using oxidized powders of

(a) raw and (b) ball-milled Sn powder. The arrows indicated the

separated zone by sedimentation of solid particles during freezing

of camphene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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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층 형성을 위해서는 열처리 온도와 시간의 제어가 요

구된다.

Fig. 7은 염화주석을 이용하여 제조한 분말과 혼합한

camphene 슬러리를 동결 건조한 후 1100 oC의 수소분위

기에서 1시간동안 소결한 시편의 기공구조를 나타낸 사

진이다. 동결과정에서 일방향으로 응고된 camphene결정

은 승화과정을 거쳐 제거되었기 때문에,2) 그 자리가 방

향성을 가지는 약 200 µm크기의 거대기공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거대기공의 내부 벽에서는 미세기공이 관

Fig. 4. Backscattering percent versus the sample height at different

times for the camphene slurries mixed with oxidized powders of (a)

raw and (b) ball-milled Sn powder. Fig. 6. XRD profiles of the powders at different stages of

processing; (a) after heat treatment in hydrogen atmosphere and (b)

after oxidation in air.

Fig. 5. SEM micrographs of Sn/Sn-chloride mixture, heat-treated (a) at 200
o
C in H2 atmosphere and (b) at 670

o
C in air.

Fig. 7. SEM images of cross section parallel to the camphene growth direction: (a) near the top part and (b) near the bottom part of the

porous Sn, sintered in hydrogen atmosphere at 1100
o
C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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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는 바, 이는 동결제가 수지상 형태로 응고될 때 고

체입자들이 수지상 사이의 공간으로 축적되고 최종적으

로 승화과정에서 수지상의 동결제가 제거되어 형성된 것

으로 해석된다.4,13)

한편, 소결한 Sn 다공체에 존재하는 입자들은 대부분

구형을 가지며, 특히 Fig. 7(b)에서 뚜렷이 보여주듯이 시

편의 하단부에서는 약 100 µm크기의 커다란 구형입자가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SnO2의 환원온도는 450~600 oC로

보고되었으나,14) 완전한 환원이 어려워 분말표면에는 항

상 얇은 산화층이 존재한다. 특히, 가압 성형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산화층의 파괴에 의한 Sn 원자의 확산이 어

렵고15,16) 또한 산화층인 SnO2의 자체도 소결이 불가능

하여 조밀화된 소결체의 제조에는 어려움이 있다.17) 본

연구에서도 소결온도 1000 oC까지는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는 소결체를 얻기가 어려워 1100 oC에서 소결을 진행

하였던 바, Fig. 7과 같이 소결 중 용융되어 구형을 나

타내는 입자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4. 결  론

금속 산화물 코팅층을 가지는 금속분말을 이용하여 슬

러리의 분산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동결건조 및 후속 열

처리를 거쳐 다공체로 제조하는 공정에서 분말합성 조

건이 분말특성과 최종 다공체의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

향을 해석하였다. Sn 분말의 산화층 형성은 원료분말 및

볼 밀링한 원료분말의 자체산화, 볼 밀링한 분말에 염

화주석을 이용하여 Sn층을 형성시킨 후 산화시키는 방

법을 도입하였다. 볼 밀링한 원료분말을 산화 처리한 경

우 표면에 SnO2 코팅층이 형성되었으며, 볼 밀링하지 않

은 경우와 비교하여 우수한 분산안전성 및 균일한 동결

시편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염화주석을 이용하여 합성한

분말과 camphene을 혼합한 슬러리를 동결건조 및 열처

리하여 제조한 Sn 다공체에서는 약 200 µm크기의 방향

을 가지는 거대기공과 내부 벽에는 미세기공이 존재함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Sn분말에 존재하는 산화층에 기

인한 난소결성을 해결하고자, 1100 oC의 고온과 수소분

위기에서 열처리한 결과 시편의 하단부에서는 소결 중

용융되었던 Sn의 커다란 구형입자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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