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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3-TiH2 혼합분말의 반응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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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10 wt% Ti alloys that have a homogeneous microstructure are prepared by thermal decomposition of WO3-TiH2

powder mixtures and spark plasma sintering. The reduction and dehydrogenation behavior of WO3 and TiH2 are analyzed by

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and a thermogravimetric method, respectively. The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the powder

mixture, heat-treated in an argon atmosphere, shows W- oxides and TiO2 peaks. Conversely, the powder mixtures heated in

a hydrogen atmosphere are composed of W, WO2 and TiO2 phases at 600 oC and W and W-rich β phases at 800 oC. The

densified specimen by spark plasma sintering at 1500 oC in a vacuum using hydrogen-reduced WO3-TiH2 powder mixtures

shows a Vickers hardness value of 4.6 GPa and a homogeneous microstructure with pure W, β and Ti phases. The phase

evolution dependent on the atmosphere and temperature is explained by the thermal decomposition and reaction behavior of

WO3 and Ti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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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0-20 wt% Ti이 첨가된 W-Ti 합금은 W의 낮은 확산

계수와 Ti의 입계확산 억제 특성 때문에 마이크로 전자

소자에서 실리콘 기판과 Cu 배선 사이의 반응을 억제

하는 확산방지 층으로 사용된다.1,2) 또한 W은 높은 융

점, 고경도 및 고온에서의 고강도 특성을 갖고 있어 W-

Ti 계를 포함한 다양한 합금이 고강도 구조재 및 국방

소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3,4) 그러나 W과 Ti의 융점

은 각각 3,410 oC와 1,668 oC로 큰 융점차이를 나타내어

주조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W-Ti 합금을 제조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에너지 볼 밀링을 통한 미세

혼합분말의 합성과 소결, 폭발성형 공정 등의 분말야금

공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균일한 조성을 갖는 W-Ti 합

금의 완전 치밀체 제조에는 어려움이 있다.5,6)

최근에는 W과 Ti이 균일하게 혼합된 나노 입자의 합

성을 위해 W 또는 WO3와 TiH2 분말을 볼 밀링과 분

해 열처리를 통해 W-Ti 합금 분말을 제조하는 연구가

보고되었으나,7,8) 열처리 조건에 따른 상 형성 거동에 대

한 정량적인 해석이 부족하여 요구되는 특성을 갖는 W-

Ti 합금 분말제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분말 성형체를

치밀화하기 위해 폭발성형 및 상압소결 공정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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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미세조직이 정밀하게 제어된 완전 치밀체의 제

조에는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공정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조직이 제어된 W-Ti 합금 소결체

제조를 위해, 원료분말로 WO3와 TiH2을 선택하여 볼 밀

링 및 분해 열처리 공정으로 합금분말을 합성하고 방전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가압소결로 완전 치밀화 하는 공

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분해 열처리 조건에 따른 합금

상 형성 거동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고, 소결체의 미세조

직을 분석하여 W-Ti 합금 제조를 위한 최적의 공정조

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순도 99.9 %, 평균 입자크기 0.2 μm의

WO3(Kojundo Chemical Lab. Co., Japan)와 순도 99 %,

입자크기 1-3 μm의 TiH2(Alfa Aesar, USA)을 원료분말

로 사용하였다. 분해 열처리 후 최종조성이 W-10 wt%

Ti가 되도록 칭량한 원료분말은 직경 5 mm의 ZrO2 볼

과 함께 에탄올 용액 내에서 24시간 동안 밀링하였다.

이때 볼과 분말은 15:1의 무게비로 하였다. 밀링한 혼합

분말은 60 oC에서 건조하여 에탄올을 제거하였으며, 응

집체를 제거하기 위해 직경 10 mm의 ZrO2 볼을 넣고

5시간 동안 건식 밀링하였다. 밀링한 혼합분말은 방전 플

라즈마 소결로(Syntex, SPS-825, Japan)를 이용하여 진공

분위기에서 30 MPa의 압력으로 1,500 oC에서 10분간 소

결하였다.

원료분말의 열분해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WO3 분말

의 경우는 TPR(temperature programmed reduction) 장

비를 이용하여 아르곤-10% 수소 혼합가스를 흘려주며

10 oC/min의 승온속도로 900 oC까지 가열하며 배출되는

가스의 열전도도를 측정하였다.9) TiH2 분말은 열중량분

석기(TGA)를 이용하여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10 oC/

min의 승온속도로 600 oC까지 가열하며 무게변화를 분석

하였다.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은 Vickers 경도기(JP/MXT-

70, Matsuzawa, Japan)를 이용하여 100 gf의 하중을 가

해 평가하였다. 공정조건에 따른 혼합분말 및 소결체의

상과 미세조직 변화는 XRD(D/Max-IIIC, Rigaku Denki

Co., Japan)와 SEM-EPMA(JSM-6700F, JEOL Co.)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원료분말인 WO3와 TiH2를 24시간 동안 볼 밀링한 혼

합분말의 미세구조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밀링 분

말은 상대적으로 조대하며 각진 형태의 TiH2 분말 표면

에 약 200 nm 크기의 구형 WO3 분말들이 존재하여 균

일한 혼합분말로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료분말의 열분해 거동을 TPR 및 TGA로 분석한 결

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는 WO3 분말을 아

르곤-10% 수소 가스의 환원성 분위기에서 승온속도 10
oC/min로 가열하며 반응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며, 약 610
oC와 720 oC에서 2개의 피크가 관찰된다. 기존에 보고된

연구결과를 고려하면10) 2개의 피크는 주로 WO3에서

WO2로의 환원과 다시 WO2에서 W으로의 환원과 관련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TiH2 원료분말의 경우는

TGA를 이용하여 아르곤 분위기에서 분석하였으며 Fig.

2(b)와 같이 약 460 oC에서 급격한 무게감소가 발생함을

나타낸다. 무게감소는 TiH2가 고체 Ti와 기체 H2로 분

해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거동은 기존의 연구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11)

Fig. 3은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처리 한 WO3-TiH2 혼

Fig. 1. SEM image for ball-milled WO3-TiH2 powder mixtures.

Fig. 2. Reaction behavior of raw powders; (a) TPR curve for WO3

in Ar-10% H2 atmosphere and (b) TGA curve for TiH2 in Ar

atmosphere.



WO3-TiH2 혼합분말의 반응처리 및 방전 플라스마 소결에 의한 W-Ti 치밀체 제조 513

합분말의 XRD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600 oC에서는

W-산화물과 TiO2 상으로 존재하며 800 oC의 경우에는 산

화물 상과 함께 일부 환원된 W 상이 관찰된다. Fig. 2

의 TGA결과를 참고하면, 약 460 oC에서 분해된 Ti가 아

르곤 분위기 내의 불순물 산소와 반응하여 TiO2를 형성

하고 함께 분해된 H2는 800 oC에서 WO3의 환원에 일부

기여하여 순수한 금속 W으로 환원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WO3-TiH2 혼합분말을 수소 분위기에서 가열한 시편의

경우는 아르곤 분위기와 상이한 반응거동을 나타낸다.

Fig. 4(a)와 같이 600 oC로 가열한 경우는 W, WO2, TiO2

상이 관찰되나 800 oC에서 열처리한 혼합분말은(Fig. 4b)

순수한 W과 W-rich β 상(TixW1-x)만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600 oC에서 열처리한 경우는 낮은 온도에 기인하여

WO3의 완전한 환원이 일어나지 않아 WO2 상이 존재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800 oC의 경우는 높은 환

원온도에 금속 W의 형성과 함께 β 상의 고용체가 관

찰되는 바, 이러한 고용체의 형성은 W-Ti 계에 대한 기

존의 연구논문과 상태도를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7,12)

즉, TiH2로부터 분해된 Ti은 740 oC 이상의 온도에서 확

산이 가능하며 W과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열처리 조건인 800 oC에서는 W 기지로 확산하여 W-rich

고용체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800 oC의 수소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혼합분

말의 원소 분포를 분석하고자 EPMA mapping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W과 Ti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

으나 일부에서는 Ti의 함량이 많은 입자가 관찰되고 있

다. 따라서 Fig. 4의 XRD결과를 고려할 때, 볼 밀링한

WO3-TiH2 혼합분말의 수소분위기 열처리를 통해 W-Ti

합금 분말의 제조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수소 환원한 혼합분말의 치밀화를 위해 방전 플라즈마

소결장비를 이용하여 30 MPa의 압력하에서 1,500 oC,

10분간 진공분위기로 소결하였다. Fig. 6은 소결시편에 대

한 XRD 분석결과로서 순수한 W과 β-TixW1-x 상 이외

에 일부 Ti 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800 oC에서 수

소 환원한 혼합분말에서는(Fig. 4b) 순수한 W과 β 상으

로만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고온소결을 통해 일부 Ti

상이 형성되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며 미세조직 특성

의 해석을 위해 SEM-EPMA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7은 1,500 oC에서 소결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나타

낸 것으로 밝게 보이는 부분은 W 및 W-rich β 상, 어

Fig. 4. XRD profiles for powder mixtures, heat-treated in H2

atmosphere at (a) 600
o
C and (b) 800

o
C.

Fig. 3. XRD profiles for powder mixtures, heat-treated in Ar

atmosphere at (a) 600 oC and (b) 800 oC.

Fig. 5. SEM image and related EPMA maps for WO3-TiH2 powder mixture, heat-treated in H2 atmosphere at 8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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둡게 보이는 부분은 일부 산소가 존재하는 Ti 상으로 분

석되며 성분 상들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낸

다. 이러한 조직특성과 앞서의 XRD 결과를 고려할 때,

환원분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Ti 상이 일부 형성되는

이유는 1,500 oC의 높은 소결온도와 함께 진공의 소결분

위기 영향으로 β 상으로부터 Ti의 분해 및 분해된 Ti에

불순물로써 일부 산소가 존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3)

Vickers 경도기를 이용하여 하중 100 gf로 측정한 소

결체의 경도는 4.6 ± 0.3 GPa을 나타내었다. 순수한 W과

Ti의 경도 값이 각각 약 4.0 GPa과 2.1 GPa을 고려할

때,4,14) 본 실험조건으로 제조한 W-Ti 소결체는 우수한

경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는 볼 밀링한 WO3-TiH2 혼합분말의 수소환원과 방전 플

라즈마 소결에 의해 균일한 미세조직과 우수한 경도를

갖는 W-Ti 소결체의 제조가 가능함을 나타낸다. 

4. 결  론

균일한 미세조직을 갖는 W-Ti 합금 소결체 제조를 위

해 WO3와 TiH2가 균일하게 혼합된 분말을 제조하고 분

해 열처리 공정 및 방전 플라즈마 소결을 이용하였다.

WO3 원료분말을 아르곤-10% 수소 가스분위기에서 TPR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약 610 oC와 720 oC에서 2개의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WO3의 단계적 환원거동에 기

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르곤 분위기에서 TiH2의 TGA

분석결과 약 460 oC에서 고체 Ti와 기체 H2로 분해에 의

한 급격한 무게감소를 확인하였다. WO3-TiH2 혼합분말

을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할 경우에는 환원되지 않은

W-산화물과 TiO2 상이 관찰되었으나, 수소 분위기에서

800 oC로 가열할 경우에는 순수한 W과 W-rich β 상

(TixW1-x) 합금으로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수소 환원한 혼합분말을 방전 플라즈마 공정으로 치밀

화한 소결체는 순수한 W과 β-TixW1-x 상 이외에 일부

Fig. 6. XRD pattern of the W-Ti specimen fabricated by spark

plasma sintering at 1,500 oC for 10 min.

Fig. 7. SEM image and related EPMA maps for the sintered W-Ti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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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1,500 oC의 높은

소결온도와 함께 진공의 소결분위기 영향으로 β 상으로

부터 Ti의 분해 및 분해된 Ti에 불순물로써 일부 산소

가 존재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소결체는 성분 상들

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미세조직을 나타내었으며, Vickers

경도 값은 4.6 ± 0.3 GPa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균질한 미

세조직을 갖는 고경도 W-Ti 소결체는 볼 밀링한 WO3-

TiH2 혼합분말의 수소환원과 방전 플라즈마 소결 공정

을 통해 제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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