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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antalum (Ta) compacts were fabricated in a spark plasma sintering (SPS) process and

their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a compacts with a density of 99%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by controlling the sintering conditions of the current and the temperature. The density and

hardness were increased as the sintering temperature increased. The Ta2C compound was observed at the surface

of the compacts due to the contact between the Ta powder and graphite mold during the sintering process. The

main fracture mode showed a mixed type with intergranular and transgranular modes having som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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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탈륨은 융점이 2996oC, 밀도가 16.6 g/cm3인 5A족의

금속으로서 높은 전하량과 낮은 저항온도계수, 안정된 비저

항 그리고 우수한 내부식성을 지니고 있어, 휴대폰, 캠코더

등의 핵심소재인 소형 콘덴서 재료나 항공기, 제트엔진

부품 재료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1) 또한 고밀도 탄탈륨

은 주로 TaC, TaN, Ta2O5등의 화합물 박막형태로 응용 분

야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박막을 제조하기 위한 타

겟 재료로서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3)

고밀도 벌크체의 제조방법으로는 용해·주조법 분말소

결법으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 중 방전플라즈마 소결

공법은 새로운 소결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4) 이 소

결공정은 펄스형태의 전기 에너기를 발열원으로 한다.5)

몰드에 장입된 분말에 펀치를 통해 직접 펄스전류를 가해

주는 방식으로 짧은 공정시간, 적은 공정스텝 및 첨가제가

불필요하며 near net shape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은 종래의 소결법인 hot pressing

(HP) 또는 hot isostatic pressing(HIP)와 비교하여 많은 장

점이 알려져 왔다.6-7) 그 예로 Tamari 등에 의하며 SiC

의 경우 소결온도가 200oC 감소하였고, 짧은 소결공정 시

간으로 인해 입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저온에서 단시간에 이론밀도에

가까운 탄탈륨(Ta) 소결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방전플라

즈마 소결공법을 이용하였다. 소결시 소결조건(소결온도, 승

온속도, 유지시간, 분위기 등) 제어에 의해 제조된 고밀

도 Ta성형체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탄탈륨 스퍼터링 타겟재를 개발하기 위해 출발원료는

순도 99.9%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소결 전 Master sizer

2000(Marvern inc.)을 이용하여 건식법으로 입도분석을 행

하였으며 SEM을 이용하여 분말 형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SPS소결 공정장비는 9.40MK-VIII (Sumitomo

Coal Mining)를 이용하였다. 고온소결을 위해 흑연 몰드

를 사용하였으며 소결 후 흑연 몰드와 소결체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흑연 몰드 및 펀치의 내면에

0.2 mm두께의 흑연 시트를 삽입 후 탄탈륨 분말을 장입

하였다. 분말이 장입된 몰드를 방전플라즈마 소결장치 챔

버내의 상·하 흑연 스페이서(spacer) 사이에 장착 후 3 Pa

의 진공상태에서 1400~1700oC의 온도와 40 MPa의 압력

하에서 소결을 수행하였다. 이때 승온속도는 80~120 oC/min

이며, 전류의 속도는 500~1000 A/min로 하여 전류 조절

에 의해 온도를 조절하였다. 최대전류는 6000~7000A로 하

였으며, 전압은 최대 4.98 V에서 5분 동안 유지하였다.

소결 후 각 시편의 밀도는 아르키메데스 법으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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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소결체의 기공분포 및 균일한 소결성을 조사하기

위해 로크웰 경도시험 법으로 모두 14군데 경도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조직관찰을 위해 경면연마

후 50%농도의 플루오르화수소산액(Hydrofluoric acid)과

증류수를 1 : 1로 혼합한 에칭 액에 5~7분간 에칭 하였

으며, 주사전자현미경(SEM)과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

기(EDX)를 이용하여 소결체의 조직을 관찰하였다. 인장

시험은 JIS Z2241 규격에 의해 제작한 인장시험 시편을 만

능시험기를(Universal testing m/c) 사용하여 분당 0.78 mm

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파단면은 SEM과

EDX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Ta 분말의 (a)저배율 SEM 사진과 (b)고배율

SEM사진을 나타내었으며 (c)에는 입도분포 분석결과를 나

타내었다. Fig. 1-(a)에서 불규칙한 형상과 분말들의 크

기편차가 매우 큰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Fig.1-(b)의 확대사진에서 보여지듯이 개개의 분말은 1 µm

이하의 크기로 구형에 가까우나 전체적으로 작은 분말들

끼리 서로 응집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집된 Ta 분말의 평균입도는 124 µm를 나타내었다.

Table. 1은 소결온도에 따른 상대밀도와 경도를 나타낸

다. 1400oC에서 94.3%, 1500℃에서 97.3%, 1700oC의 온

도에서 가장 높은 99%의 상대밀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소결온도 증가에 비례하여 상대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도시험결과는 1400oC에서 45.2HRD, 1500oC

에서 49.4 HRD, 1700oC에서 54.9 HRD를 나타내어 상대밀

도에 비례하여 높은 경도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a)1400, (b)1500, (c)1700oC에서 소결한 소결

체의 단면조직 사진을 나타낸다.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기공이 없는 치밀한 조직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분말의 입도가 성장한 것으로 보여지나, Fig. 3의

Fig. 1. SEM images of (a) tantalum powder, (b) enlarged tantalum powder, and (C)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antalum powder.

Table. 1. Relative density and Rockwell hardness of tantalum

compacts by SPS

Sintering 

Temperature (oC)

Relative

density (%)

Rockwell 

hardness (HRD)

1400 94.3 45.2

1500 97.3 49.4

1700 99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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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oC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단면조직 고배율 SEM사진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입도는 소결 전과 거의 변화

가 없는 약 1 µ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a)1400, (b)1500, (c)1700oC에서 소결한 소결체

의 표면쪽 단면조직 SEM사진과 EDX spectra를 나타낸

다. 소결시 흑연 몰드와 직접 접촉하는 면에 소결체 내

부와 다른 조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EDX spectra 분

석결과 Fig. 4-ⓑ에서는 Ta상만이 검출되었으나 Fig. 4-ⓐ에

서와 같이 C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흑연 몰드와 직접 접촉하는 면을 중심으로 생

성된 것으로 보아 소결 중 식 (1)과 같이 흑연 몰드의 탄

소가 Ta소결체 쪽으로 확산 반응하여 Ta2C화합물이 생성

된 것으로 사료되며 1400oC에서 약 7.5 µm 1500oC에서

10.2 µm, 1700oC에서 53.1 µm 두께로 온도 증가에 따라

탄화층이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raphite mold(C)＋2Ta→Ta2C (1) 

또한, Fig. 4-(d)에서와 같이 소결체의 입계를 중심으로

contrast가 검은색의 생성물이 발견되었으며 EDX spectra

분석결과 C가 검출됨으로써 Ta2C화합물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식 (2)와 같이 흑연 몰드의 탄소와 챔

버안에서 잔존하고 있던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생성시켰고, 식 (3)과 같이 이산화탄소의 입계확산에 의해

생선된 것으로 사료된다.

graphite mold(C)＋O2→CO2 (2) 

CO2＋2Ta→Ta2C＋O2 (3) 

Fig. 5는 1400, 1500, 1700oC에서 소결한 Ta소결체의

인장시험 S-S곡선을 나타낸다. 탄성변형 후 소성변형을

동반하지 않는 취성파괴 거동을 보였으며, 각 시편의 인장

강도는 1400oC에서 400 MPa, 1500oC에서 322 MPa,

1700oC에서 290 MPa을 나타내었으며, 연신율은 1400oC가

2.66%, 1500oC가 2.19%, 1700oC가 1.94%를 나타내어

각각 밀도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고순도의 Ta

은 매우 우수한 연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9) 소결체의 표면과 입계사이에 형성된 Ta2C 화합물의

영향으로 매우 낮은 연신율과 함께 취성파괴 거동을 나타

내었다. 또한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결체의 내·외

Fig. 2. SEM images of tantalum compacts sintered at (a)1400oC,

(b)1500oC and (c)1700oC under 40 MPa pressure.

Fig. 3. Enlarged SEM images of Ta compacts sintered at

1700oC under 40 MPa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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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Ta2C화합물의 생성량이 증가함에 따라 취성이 증

가하여 낮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은 (a)1400, (b)1500, (c)1700oC에서 소결한 Ta

소결체의 인장시험 후의 파단면 SEM사진과 EDX spectra

를 나타낸다. 파단면의 형상은 입내파괴와 입계파괴 형

태를 동시에 보여주는 혼합파괴 형태를 보였으며 파단면

에서 C(탄소)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Ta2C화합물이 형성

된 것을 EDX spect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파단면을

통해 몰드의 탄소가 산소와 반응한 CO2 가스가 소결체

의 계면을 통해 소결체 내부의 Ta과 반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소결체의 표면뿐 아니라 CO2가스의 입계확산에 의해

입계에 Ta2C화합물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온

소결을 위해 흑연 몰드를 사용할 경우 소결체 표면이 흑

연의 C와 반응하여 Ta2C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흑연 몰드의 C와 반응할 O2의 양을 줄여서 CO2

가스의 생성량을 줄인다면 소결체 내부까지 탄화되는 것

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4. Cross-sectional SEM images and EDX spectra of tantalum compacts sintered at (a)1400oC, (b)1500oC and (c), (d)1700oC under

40 MPa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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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방전플라즈마 소결공법을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

인 1700oC 소결온도에서 99% 이상의 고밀도를 지닌 Ta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다. 소결체의 밀도변화는 소결 중

생성된 Ta2C화합물 보다 소결온도의 의존성이 높았다. 경

도는 밀도에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C의 함량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

으로 사료된다. 소결체의 외부표면에 Ta2C화합물이 생성

되었으며,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a2C층의 두께가 증

가하였다. 이는 몰드의 C와 Ta이 반응하여 생성된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표면뿐 아니라 계면에서도 Ta2C화합

물이 생성되었다. 챔버(chamber)내부에 잔존해 있던 O가

고온이 되면서 C와 반응하여 CO2 가스를 생성하였고,

CO2 가스가 입계를 통하여 확산 반응하여 입계를 중심

으로 Ta2C화합물이 생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인장 시험

시 소결중 생성된 Ta2C화합물의 생성으로 인해 취성 파

괴거동을 나타내었다. 소결체의 내·외부에 형성된 Ta2C

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몰드 재질의 교환이 가

장 바람직하나, 고온 소결을 위해 흑연 몰드의 사용이 불

가피한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의 경우 고 진공과 단시간 소

결로 인해 Ta2C화합물의 생성을 다소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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