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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i powder was fabricated from Ti scrap by the Hydrogenation-Dehydrogenation (HDH)

method. Hydrogenation reactions of Ti scrap occurred at near 450 oC with a sudden increase in the reaction

temperature and the decreasing pressure of hydrogen gas during the hydrogenation process in the furnace. The

dehydrogenation process was also carried out at 750 oC for 2hrs in a vacuum of 10-4 torr. After the HDH

process, a deoxidation treatment was carried out with the Ca(purity: 99.5) at 700 oC for 2hrs in the vacuum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oxidation content of Ti powder that was deoxidized with Ca showed noticeably

lower values, compared to the content obtained by HDH process. In order to fabricate Ti compacts, Ti powder

was sintered at 1100~1400 oC for 2hrs under a vacuum of 10-4 torr. The relative density of compact was 94.9%

at 1300 oC. After sintering, all of the Ti compacts showed brittle fracture behavior, which occurred in an elastic

range with short plastic yielding up to a peak stress.

Key words Ti scrap, HDH process, Ti powder, oxidation content, mechanical property.

1. 서  론

티타늄과 그의 합금은 우주항공산업, 해양기기, 화학공

업,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생체 의료재료, 자동차등 광

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소재 중 하나

이다. 또한 비자성체로서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지고 중,

고온에서 내산화성이 우수하며, 비교적 우수한 인성 등

의 물리적, 구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1,2) 하지만 고융점, 고반응성 및 난가공성

때문에 다른 구조용 재료에 비하여 고가인 단점이 있

다.1-4) 또한 티타늄 분말 제조는 고유의 고반응성으로 인

한 오염문제와 고순도 티타늄의 고 연성 때문에 분말을

제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취성이 강한 수화물을 이용해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이 개발되었으며, 이 공정을 수소화-탈수소화(HDH:

Hydrogenation-Dehydrogenation)법이라고 한다.5-7) 기체상

태의 수소분자가 티타늄 표면에 접촉 하게 되면 수소 분

자가 티타늄 표면에 흡착되었다가 원자상태로 분해된 후

결정격자 속으로 확산해 들어간다. 티타늄 내에서 수소

원자는 격자간 자리에 존재하는데 그 농도가 고용한계를

넘게 되면 금속수소화물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의 수소

의 양이 적으면 금속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약간의 부

피팽창만이 일어나지만, 수소의 양이 많으면 크게 부피

팽창이 일어나 격자 결함과 원자 배열에 이상을 일으켜

금속을 파괴하게 된다. 즉, 티타늄이 금속수소화물을 형

성하게 되면 티타늄에 수소취성이 발생하여 쉽게 분쇄가

된다.7-9) 이와 같이 수소화-탈수소화법의 경우 저가로 쉽

게 분말화 시킬 수 있는데 반해 높은 산소의 오염으로

인해 고순도 티타늄 분말을 얻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

는 티타늄 스크랩을 재활용하여 수소화-탈수소화(HDH)법

을 통해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분말의 산소 함량

을 줄이기 위해 티타늄보다 산소와의 반응성이 우수한 칼

슘을 이용하여 탈산처리 공정을 실시하여 티타늄 분말의

산소함량을 낮추었다. 이렇게 제조된 티타늄 분말을 이

용하여 진공분위기에서 무가압 소결 후 소결체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을 행하기 위한 공정 순서를 Fig. 1에 나타내

었다. 산업현장에서 나온 티타늄 스크랩(grade. 2)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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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수소화-탈수소화(HDH)법을 이용하여 분말을 제조

하였다. 스크랩은 발생조건에 따라서 상당량의 비수용성

가공유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탈지제를 이

용하여 2시간 동안 초음파세척을 하였으며, 불산과 질산

혼합액을 이용하여 스크랩 표면의 산화피막을 제거하였

다. 수세와 건조를 반복하여 세척이 끝난 티타늄 스크랩

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Ø50의 성형몰드에 넣어 일정한

크기로 압축 한 다음, Fig. 2와 같은 공정으로 수소화를

진행하였다. 초기 진공상태에서 아르곤 가스로 3회 purging

하여 로안의 수분과 산소와 같은 티타늄과 반응할 수 있

는 원소를 제거하였다. 100 oC부근까지 아르곤 가스를 투

입하고 이후 수소가스로 바꾸어 수소가 티타늄에 침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5 oC/min의 승온속도로 500 oC

에서 20분간 유지하였으며, 수소화 공정이 끝난 후 150 oC

부근에서 아르곤 분위기로 바꾸어 실온부근까지 로냉을

실시하였다. 수소화 공정을 거친 티타늄 스크랩은 볼밀

을 이용하여 분쇄하였으며, 일정한 크기의 분말로 분급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분말은 10-4torr의 진

공분위기에서 10 oC/min의 승온속도로 750 oC의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진공 전기로를 이용하여 탈수소화를 수행하

였다. 탈수소화공정을 거친 분말은 산소와의 반응을 막

기 위해 high energy 볼 밀을 이용하여 아르곤 분위기

에서 30분 3회 실행하였으며, 분쇄된 분말은 다시 분급

을 하여 일정한 크기로 분류하였다. 탈수소화 과정을 마

친 분말은 순도 99.5%의 Ca를 이용하여 700 oC의 온도

에서 티타늄 분말에 있는 산소를 제거 하였다. 이때 Ca

의 첨가량은 10 wt% 이였다. 탈산처리 이후 반응하지 않

은 칼슘을 육안으로 선별·제거한 다음, H2O와 10%HCl

의 혼합용액에 2~3시간 동안 산세를 시킨 후 증류수를

이용해 3회 수세를 실시하였으며, 진공오븐에서 건조를

실시하였다. 제조된 각 분말과 소결체의 산소함량은 LECO

TC-436을 통해 분석하였다. 수소화 후 분말과 탈산처리

후 분말의 상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 (XRD)분

석을 수행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EM)과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EDX)을 이용하여 분말의 형상 및 성분을 분

석하였다. 소결체를 제작하기 위해 Ø50의 몰드에 분말을

장입 후 200MPa의 압력으로 예비성형을 한 후, 10-4 torr

의 진공상태에서 1100~1400 oC의 온도에서 소결을 행하

였으며, 각 소결온도의 승온속도는 10 oC/min, 유지시간

은 2시간으로 수행하였다. 소결 후 각 시편의 밀도는 겉

보기 밀도로 계산하였으며, 조직관찰을 위해 경면 연마

후 100 ml의 증류수에 3 ml 불산, 6 ml 질산을 혼합한

부식액에 5초간 에칭하여 광학현미경(OM)을 통해 소결

체의 결정립 크기, 표면기공 및 조직을 관찰하였다. 소

결체의 기계적 특성평가는 경도와 인장시험을 통해 평가

하였다. 경도는 비커스 경도시험 법으로 모두 10회 측

정한 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산출하였으

며, 인장시험은 만능시험기를 통해 0.78 mm/min의 변형

속도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파단면은 SEM을 이용하

여 파괴거동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는 Fig. 2의 공정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450 oC부근에서 로내의 급격한 온도 증가와 투입된 수소

가스 압력의 감소로 인해 수소화가 진행됨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Ahn10) 등의 논문에 의하면 티타늄 스크랩의

수소화 반응은 425 oC의 온도에서 진행된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수소화 반응 온도차이의 발생은 실험장비 및 시

편의 부피 등의 조건에 따라 다소 발생할 수 있다.

수소화 공정과 탈수소화 공정 후 분말의 SEM 사진과

EDX 분석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수소화 처리 후

의 분말은 Fig. 3-(a), (b)에서와 같이 약 10 µm의 입도

를 나타내었으며, Fig. 3-(d), (e)의 탈수소화 처리 후의

분말은 약 30 µm의 입도를 나타내었다. 750 oC온도에서

의 탈 수소화 처리 공정 중 티타늄 분말의 소결 및 응

Scrap collection and cleaning

｜

HDH process and ball mill

｜

Deoxidized treatment

｜

Acid and distilled water washing

｜

Vacuum drying

｜

Preliminary compaction

｜

Pressureless sintering

Fig. 1. Experimental procedures.

Fig. 2. Hydrogenation process for Ti powder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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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일어나 분말의 평균 입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

다. 분말의 형상은 탈수소화 처리 전·후 분말 모두 모

서리 부분이 각형으로 되어있으며 불규칙한 형상과 크기

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계적인 분쇄방법인 볼밀을 이용

하여 제조하였기 때문이다. EDX 분석결과 수소화 및 탈

수소화 공정 중 다른 이물질의 혼입 및 반응에 의한 오

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수소화 후 제조된 분말과 탈수소화 후 분말

의 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XRD 결과이다. 수

소화 공정 후 제조된 분말에서는 전형적인 TiH2의 피크

(a)만이 관찰되었으며, 탈수소화 후 분말에서는 단일상의

티타늄 피크(b)만 관찰되어 수소화-탈수소화 공정에서 제

2상이 생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5-(a), (b)는 탈수소화 처리된 티타늄 분말의 산소

함량을 낮추기 위해 칼슘을 이용해 탈산처리 공정을 거

친 분말과 산세 및 수세를 통해 칼슘을 제거한 티타늄

분말의 SEM 사진과 EDX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칼슘을

이용한 탈산처리 후 분말표면에 미세 입자들이 붙어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EDX 분석결과 탈산처리 공정에서 사

용 된 칼슘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세 및

수세를 통해 분말에 부착된 칼슘의 제거가 가능하였다.

탈산처리 후 산세와 수세를 한 최종분말의 평균 입도는

약 50 µm를 나타내었다.

Table 1은 티타늄 스크랩, 탈수소화, 탈산 후 분말의

산소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티타늄 스크랩의 탈지 후 산

소 함량은 2.6 wt%를 나타내었으나, 강산을 이용 티타늄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한 경우에는 0.55 wt%로 산소함량

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수소화-탈수소

화 공정 후 볼밀에 의해 얻어진 분말에서는 0.89 wt%로

산소의 함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소화-탈수소화 공정

및 볼밀 공정 중 산소 유입에 의한 산화가 원인으로 사

료된다. 칼슘을 이용한 탈산처리 공정 후 분말의 산소함

량은 0.49 wt%로 감소하였다. 탈산처리공정에서 칼슘에 의

해 (1)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 티타늄에 함유되어 있는 산

소가 45% 감소되어 Ca을 이용한 탈산처리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 + O(Ti) → CaO  (1)

그러나 Table 2의 1100~1400 oC온도에서 소결한 티타

늄 소결체의 산소분석 결과, 탈산처리 분말의 산소함량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1400 oC에서 소결한 소

결체의 산소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로 안에 잔존해 있던 산

소와의 반응성이 더 높아져 소결체의 산소함량이 증가하

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는 티타늄 소결체의 소결온도별 상대밀도와 경

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시편의 상대밀도 1100 oC에서

Fig. 3. SEM images and EDX spectra of Ti powders after hydrogenation and dehydrogenation treatment for Ti scrap; (a, b, c)

hydrogenation treatment and (d, e, f) dehydrogenation treatment. 

Fig. 4. XRD patterns of (a) hydrogenation Ti powder (b)

dehydrogenation T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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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1200 oC에서 88.1%, 1300 oC에서 94.9% 그리고

1400 oC에서 92.4%를 얻을 수 있었다. 소결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도측

정 결과, 1100 oC에서 277.4 Hv, 1200 oC에서 377.0 Hv,

1300 oC에서 408.4 Hv, 1400 oC에서는 509.1 Hv로 나타내

어,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값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티타늄 소결체의 경도는 밀도와 함께 소

결체의 산소함량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소는 티타늄의 대표적인 고용강화원소로서 산소함량의

증가에 따라 경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6) 본 실험에서 제조된 티타늄 소결체의 산소함량의 증

가로 인하여 산소함량이 0.25 wt%의 고순도 티타늄(grade

2)의 경도값 145 Hv보다 1.9~3.5배 높은 경도를 나타내

었다. 

Fig. 6은 에칭 후 OM을 통하여 관찰된 티타늄 소결

체의 표면조직사진이다. 검은색 contrast부분이 기공으로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분포는 대체로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

립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결정립의 사

이즈는 약 151~433 µm를 나타내었다. 결정립의 크기는

밀도와 산소함량등과 함께 티타늄 소결체의 기계적 성질

에 큰 영향을 미친다.11)

Fig. 7은 1100, 1200, 1300, 1400 oC의 소결온도에서

소결한 티타늄 소결체의 인장시험 S-S곡선을 나타낸다.

인장시험결과, 모두 탄성변형 후 소성변형을 동반하지 않

는 취성파괴거동을 보였으며, 소결온도 1100~1300 oC에

서는 약 506.4~548.8 MPa의 강도로 소결온도간 많은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순도 티타늄(grade.2)의 인장강도

값 345 MPa 보다 최대 1.6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Fig. 5. (a) SEM images and EDX spectra of heat treated Ti powder with Ca powder; (a, b) deoxidation treatment and (c, d) acid

treatment for deoxidized Ti powder.

Table 1. Oxygen content of various samples used in this study.

Classes Oxygen content (wt%)

As-received Ti scarp 2.56

Ti scrap after acid treatment 0.55

Dehydrogenated Ti powder 0.89

Deoxidized Ti powder 0.49

Table 2. Oxygen content of Ti compacts sintered at 1100~1400 oC.

Sintering temp.(oC) Oxygen content (wt%)

1100 0.71

1200 0.68

1300 0.75

1400 1.3

Table 3. Relative density and Vickers hardness of Ti compacts

fabricated by pressureless sintering.

Sintering 

temperature(oC)

Relative 

density(%)

Vickers 

hardness(Hv)

1100

1200

1300

1400

86.4

88.1

94.9

92.4

277.4

377.0

408.4

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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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와 같이 소결체의 산소함량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강도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1400 oC소

결온도에서는 286.5 MPa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산소의 함량이 1.3 wt%로 최대인 1400 oC의 경우

과다 산소함량에 의해 강도 저하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

된다. 티타늄은 기지 내에 최대 약 33 at%(15.5 wt%)까

지 침입형으로 고용되는 산소는 부식저항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격자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산소농도가 과

다하면 저온에서의 쌍정변형을 억제시킴으로써 충격저항

을 급격히 감소시켜 취성·연성천이온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연성에서 취성파괴로의 천이는 소결

체의 산소함량이 0.299~0.558 wt%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보고한바 있다.6) 

Fig. 8은 소결온도 (a)1100 oC, (b)1200 oC, (c)1300 oC

그리고 (d)1400에서 소결한 티타늄 소결체의 인장시험 후

파단면 SEM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SEM사진 결과, 입

내파괴와 입계파괴의 형태를 동시에 나타났으며, 1100~

1300 oC에서 소결한 티타늄 소결체에서는 부분적인 딤플

현상(ⓐ)과 벽개파괴의 대표적 형태인 리버패턴(ⓑ)의 파

Fig. 6. Optical micrograph images of Ti compacts sintered at

(a)1100 oC, (b)1200 oC, (c)1300 oC and (d)1400 oC.

Fig. 8. SEM images of fracture surface after tensile test for Ti compacts sintered at (a)1100 oC, (b)1200 oC, (c)1300 oC and (d)1400 oC.

Fig. 7. Strain-stress curves of Ti compacts obtained by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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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1400 oC에서 소결한 소

결체의 파단면에서는 리버패턴(ⓑ)의 파단면만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경향은 소결체의 산소함량에 따른 것으로

산소량이 증가하면 리버패턴양상의 파단면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수소화-탈수소화(HDH)법을 통해 티타늄 스크랩으로부

터 티타늄 분말의 제조가 가능하였으며, 칼슘을 이용한

탈산처리를 통해 수소화-탈수소화법에 의해 제조된 분말

의 산소함량(0.89 wt%)보다 적은 0.49 wt%로 약 1/2의

산소함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소결온도가 증

가할수록 소결체 내의 산소함량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소결체의 파괴 거동에 영향을 미쳤다. 탈

산처리 후 산세와 수세를 한 티타늄 분말의 평균 입도

는 약 50 µm를 나타내었다. 탈산 처리 후 티타늄 분말

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결체는 소결 온도에 비례하여 밀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상대밀도 94.9%의

티타늄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티

타늄 소결체는 고순도 티타늄(grade 2)의 경도값 145 Hv

보다 1.9~3.5배 높은 경도를 나타내었으며, 인장강도는 고

순도 티타늄의 345 MPa의 인장강도 보다 최대 1.6배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밀도 증가와 함께 소결 중 로

안에 잔존해 있던 산소와의 반응으로 인한 티타늄 소결

체의 산소함량이 증가되어 경도 및 강도가 높아진 것으

로 사료된다. 소결체의 주요 파괴거동은 취성파괴형태를

나타냈었으며 산소함량의 증가에 따라 리버패턴의 파단

면 형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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