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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과의 반응에 의한 타이타늄 분말 표면의 산화층 제어 및 산소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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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티타늄에 있어서 주요 침입형 원소인 산소는 결함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산소함량을 줄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는 탈산 방법은 칼슘 및 칼슘염화물의 높은 산소 친화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칼슘염화물 

플럭스를 사용하여 칼슘을 용해하고, 티타늄과 반응한 탈산생성물인 칼슘산화물을 플럭스 내에 용해시키는 방법이다. 이러

한 방법으로 티타늄 와이어 및 시트 내 산소를 저감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티타늄 탈산의 제일 큰 구동력은 티타늄 내 산

소원자의 확산이다. 티타늄의 탈산온도가 1,155K 이상으로 증가하면 hcp에서 bcc 구조로 변태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산

소의 확산은 더 활발해진다. 실제로 티타늄의 변태온도 이전에서는 확산속도가 낮아서 큰 변화가 없지만, 1,273K 고온의 

bcc 구조에서는 확산속도가 빨라서 그 이전에 비해 100배 이상 빠르게 원자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탈산 방법은 티타늄 원재료가 벌크 형태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며 티타늄 분말에 대한 탈산 연구는 보고된 바가 많

지 않다. 이는 높은 탈산온도에서 칼슘의 용해로 인한 분말의 건전한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본 연구진은 칼슘 증기를 이용한 비접촉식 탈산 용기를 제작하여 티타늄 분말을 변태온도 이상에서 탈산하여 1,000ppm 

이하 저산소 티타늄 분말을 회수하였다.

 칼슘을 이용한 티타늄 내 산소의 제거 메커니즘

을 깁스자유에너지와 각각의 분압에 의해 설명하

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티타늄 내 산소가 

탈산온도에 따라 확산하게 되며 이러한 산소는 티

타늄의 표면에서 티타늄 산화층을 형성한다. 이때 

탈산제인 칼슘의 높은 산소 친화력으로 티타늄 산

화층은 분해되어 칼슘산화물을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티타늄 내 산소가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많은 탈산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연구 보고에서는 탈산 전후의 산소 농도 

변화만 측정하였으며, 실제적으로 티타늄 탈산 전

후의 표면산화층의 변화, 티타늄 내부의 산소농도 

변화 및 격자 변형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1,000 ppm 이하 저산소 티타늄 

분말 제조에 있어서 탈산 전후 표면 산화층 및 내

부 산소 농도 등을 분석하여 탈산 거동에 대해 관

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접촉식 탈산용기를 이용하여 칼슘 증기에 의한 탈산에 의하여 1,000 ppm 이하 저산소 티타늄 분

말 제조하였고, 탈산된 분말을 티타늄 원재료와 비교하여 표면 산화층, 격자 변형, 내부 산소 농도 등을 분석하여 탈산에 

따른 산소 거동을 살펴보았다. 탈산된 티타늄 분말의 표면 산화층은 원재료 대비 73% 제거되어 약 3nm로 줄었음을 확인

하였고, 또한 표면 산화층 감소뿐만 아니라 티타늄 분말 내부에서도 원재료보다 산소 농도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1. TEM images of oxide layers of (a) the raw Ti powder, (b) the 

deoxidized Ti powder at low magnification and (c) the raw Ti powder 

and (d) the deoxidized Ti powder at high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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