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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densification behavior and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CuO were examined when this material was sinte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in O2, air and Ar atmospheres. The CuO samples maintained their phases even after prolonged sintering at 900-
1100

o
C in an oxygen atmosphere. When sintering in air, the densification was faster than it was when sintering in oxygen. However,

when the samples were sintered at 1100
o
C, large pores were observed in the sample due to the phase transformation from CuO to Cu2O

which accompanies the generation of oxygen gas. The pore channels in the sample became narrower as the sintering time increased,
eventually undergoing a Rayleigh breakup and forming discrete isolated pores. On the other hand, CuO sintering in Ar did not
contribute to the densification, as all CuO samples underwent a phase transformation to Cu2O during the hea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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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 태양전지 그리고 조명기기 등의

산업발전에 따라 산화물계 투명전도체의 연구가 지속적

으로 증가되고 있다.
1,2)

 지금까지 투명 전도성 산화물 연

구는 대부분 n-type 산화물에 집중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

인 예가 ITO(Sn - doped In2O3), AZO(Al - doped ZnO) 그

리고 F가 치환된 SnO2 등이 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스

퍼터 방법으로 박막을 성장시켜 응용하기 때문에 치밀한

target 제조가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난

소결성 재료로 알려져 왔던 ITO계나 SnO2계의 치밀화 증

진을 위해 소결 조제 첨가
3)

, 고온 가압 소결
4)

, 소결 분위기

조절 및 소결성이 우수한 나노 크기 분말제조
5)

, 반응 소결

이용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동시에 SnO, Cu2O 그리고 CuO 등의 p-type 전도성 산

화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Cu2O는 p-type 반도체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중

요한 전자재료로 고려되고 있으나
6-8)

 지금까지 대부분의

p-type 투명전도체의 연구는 박막성장공정 변수제어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우수한 target 제조를 위한 분말

제조공정 및 치밀화 거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

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p-type 전도성 산화물의 하

나인 CuO계의 상 평형도
9)
에 따르면, 소결 온도가 높아질

수록 그리고 산소 분압이 감소할수록 CuO상은 Cu2O + 1/

2O2, 그리고 Cu+1/2O2로 상전이가 유발되는데, 이는 CuO

및 Cu2O의 단일상의 합성구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소결 도중에 온도와 산소 분압 조절이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아울러 이러한 CuO계가 Cu2O나 Cu로 상전이

하는 경우 산소 기체 발생이 필연적으로 동반되기에 여

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단일상을 가진 치밀

한 CuO나 Cu2O target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분체 특성 뿐

만 아니라 적절한 소결온도, 시간, 소결 분위기 등의 공

정변수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uO계 세라믹스의 소결거동에

관한 기초 연구로써 소결온도 및 소결 분위기를 제어에

따른 CuO의 수축거동, 미세구조 변화 및 상전이 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전이 거동과 치밀화의 상관관계

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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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된 원료는 CuO(고순도화학, 99.9%,

Japan) 였다. CuO 분체는 입도분석기(PSA: Particle Size

Analyzer, N5/LS – 13320, Beckman Coulter, USA)를 이용

하여 입자의 크기와 분포를 측정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

을 이용하여 분체의 형상을 관찰하여 Fig. 1(a) 및 (b)에

각각 나타내었다. CuO 분말의 평균 직경이 759.3 nm로 나

타났으며, 분체의 형태는 균일한 등방 형태를 나타내었다.

시편은 10 mmϕ 원형 몰드를 사용하여 일축으로 가성

형 한 후, 100 MPa의 압력으로 5분 동안 정수압(Cold

Isostatic Pressing: CIP) 성형하여 제조하였다. 성형한 시편

은 소결 온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900
o
C, 1000

o
C,

1100
o
C에서 각각 0시간 (소결온도 도달 후 냉각) 소결하

였으며, 소결 시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1100
o
C에서

2시간, 4시간 그리고 24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이때 승온

은 5
o
C/min의 속도로 그리고 냉각은 로냉하였다. 모든 소

결 공정은 산소 분위기와 공기 중 그리고 Ar 분위기로 나

눠서 각각 진행하였다. 소결 도중의 치밀화 거동을 조사

하기 위하여 열특성 분석장치(TMA: Thermo Mechanical

Analysis, TD5000SA, BRUKER, Germany)를 이용하여

1100
o
C까지 측정하였다. 이 경우에 승온 속도는 5

o
C/min

로 하여 소결 시의 승온 속도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분위

기도 산소, 공기, 그리고 Ar 분위기로 소결 시와 동일하

게 변화시켰다.

소결한 시편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하여 밀도와

흡수율을 측정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5400,

Japan)으로 시편 내부 파단면의 미세구조와 입자크기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각 조건에서 소결한 시편을 분쇄한

후 X-ray 회절 분석 장치(XRD : M03X-HF, MacScience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상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에는 CuO 시편들의 소결 분위기를 산소, 공기 그

리고 Ar으로 변화시켰을 때, 각각의 TMA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산소 분위기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 약 850
o
C

에서 수축이 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1100
o
C까지의 최종

수축량은 12.7%를 나타냈다. 공기 중에서 소결한 시편은

산소 분위기의 시편보다 약 50
o
C 높은 900

o
C 부근에서

수축이 시작되었지만 1100
o
C에서 수축량은 13.7%를 나타

내어 최종 수축량은 산소 중에서 소결한 시편 보다 약간

컸다. 일반적으로 CuO의 경우 Cu 자리에 vacancy가 생성

되어 p-type 반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2)

이 경우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Cu 자리에 vacancy량이 증

가되고 이에 따라 Cu나 O의 확산속도가 빨라지기 때문

에 치밀화가 촉진될 것으로 고려되었다. 반면에, Ar 분위

기에서 소결한 시편은 780
o
C 부근에서 수축이 시작되었

지만 890
o
C 부근까지 2.5% 정도의 미미한 수축량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약 900
o
C부터는 오히려 팽창하기 시작하

였으며 1050
o
C부터 다시 수축이 진행되어 TMA 분석이

끝나는 1100
o
C에서는 수축량이 0.36%를 나타냄으로써 치

밀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에는 소결 온도 및 소결 분위기에 따른 CuO 시

편의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편의 소결 온

도는 900
o
C에서 1100

o
C까지 변화시켰으며 소결 시간은

0시간으로 고정하였다. (a)는 산소 분위기에서 소결한 시

편의 경우로 소결 온도 변화에 상관없이 단일상의 CuO

Fig. 1. (a)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b) FE-SEM micrograph

of the CuO raw powders.

Fig. 2. Shrinkage behaviors of the CuO compacts heated up to

1100
o
C in O2, air, and Ar atmospheres with a heating

rate of 5
o
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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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관찰되었다. (b)는 공기 중에서 소결한 시편의 분석결

과로서 1000
o
C까지는 CuO만 관찰되었으나, 1100

o
C에서

Cu2O상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c)에는 Ar 분위

기에서 소결한 시편을 나타내었는데 900
o
C에서 소결한 경

우는 CuO만 관찰되었으나, 1000
o
C부터 Cu2O가 생성되기

시작하고, 1100
o
C에서는 Cu2O가 주 상이 되어 CuO상은

거의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uO의 상 평형도
9)

와 비교하였을 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4에는 공기 및 Ar 분위기에서 소결 온도를 1100
o
C

로 고정하고 소결 시간을 각각 0시간, 2시간, 4시간, 그리

고 24시간으로 변화시킨 시편의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공기 중에서 소결하는 경우 (Fig. 4. (a)) 소

결 시간을 2시간 유지할 때 까지는 주상인 CuO와 더불

어 소량의 Cu2O가 존재하였지만, 4시간 유지하는 경우 상

당량의 상전이가 진행되어 Cu2O가 주상으로 바뀌었으며,

24시간 동안 소결한 경우에는 모두 Cu2O상으로 상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r 분위기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

(Fig. 4. (b)), 0시간에서부터 Cu2O 주상과 더불어 소량의

CuO가 남아있었는데 이것은 승온 과정 중 CuO의 대부

분이 Cu2O로 상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결 시간이

길어질수록 CuO의 함량은 감소하고 24시간 동안 소결 하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CuO specimens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s for 0h in (a) O2, (b)

air, and (c) Ar atmospheres.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CuO specimens

sintered at 1100
o
C for various times in (a) air and (b)

Ar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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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는, 공기 중에서 같은 시간을 소결한 시편과 같이

Cu2O로 완전히 상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나

타내지는 않았지만 산소 중에서 소결한 시편은 소결 시

간에 관계없이 모두 CuO상을 나타내어 상전이 거동을 보

이지 않았다. 상 평형도
9)
에 따르면, 산소 분압이 1기압 하

에서는 Cu2O상의 존재가 없고 산소 분압이 낮아질수록

Cu2O 석출이 촉진되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 잘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CuO에서 Cu2O 상전이 과정은 환원반응으로 아래

의 (1)식으로 표현된다.

2CuO → Cu2O + 1/2O2 (1)

이때의 상전이는 산소기체를 발생시키며, 동시에 각 상의

몰 부피변화를 유발한다. 즉 2CuO의 몰 부피가 25.19 cm
3
/mol

그리고 Cu2O의 몰 부피가 23.85 cm
3
/mol을 고려하면 상전

이 중 약 5%의 부피수축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5는 CuO 성형체를 소결 분위기 및 소결 시간을 변

화시켰을 때의 bulk 밀도(a)와 흡수율 변화(b)를 나타내었

다. 산소 분위기에서 900
o
C 및 1100

o
C에서 0시간 소결한 경

우 시편의 밀도는 각각 3.62 ± 0.01 g/cm
3
 및 4.95 ± 0.11g/cm

3

의 값을 나타내었다. 1100
o
C에서 소결 시간을 2시간 증가시

킨 경우 밀도가 6.13 ± 0.02 g/cm
3
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후 1100
o
C에서 소결 시간을 4시간 및 24시간으로 증가시킨

경우 밀도는 각각 6.20 ± 0.04 g/cm
3
 및 6.31 ± 0.03 g/cm

3
의 값

을 나타내어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공기 중에서 소결

한 시편의 경우 온도를 900
o
C에서 1100

o
C로 증가시킨 경

우 밀도가 3.58 ± 0.02 g/cm
3
에서 5.68 ± 0.04 g/cm

3
로 급격히 증

가하였지만, 이후에 1100
o
C 2시간에서는 4.22 ± 0.18 g/cm

3
,

4시간에서는 4.39 ± 0.02 g/cm
3
로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였

다. 이는, 식 (1)에 나타낸 것처럼 CuO에서 Cu2O로 상전

이 할 때, 산소 기체가 발생하여 치밀화에 악영향을 준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Ar 분위기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는

900
o
C에서 1100

o
C까지는 3.66 ± 0.01 g/cm

3
에서 3.19 ±

0.02 g/cm
3
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1100

o
C에서 2시

간 유지한 경우 3.08 ± 0.01g/cm
3
로 더 감소하였으나 4시

간과 24시간으로 소결 시간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3.94 ±

0.05 g/cm
3
와 4.58 ± 0.02g/cm

3
로 각각 증가하였다. (b)는 흡

수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산소 분위기에서 소결한 경우

900
o
C에서 1100

o
C로 온도를 증가시키면 흡수율이 8.80 ±

0.36%에서 3.1 9± 0.07%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100
o
C에서 2시간 유지했을 때는 0.09 ± 0.01%로 더 감소

하였으나 이후에 소결 시간을 증가시켜 4시간에서는

0.01 ± 0.01%, 24시간에서 0.07 ± 0.11%로 큰 변화가 없었

다. 반면 공기 중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 900
o
C부터

1100
o
C까지 8.51 ± 0.13%에서 0.23 ± 0.07%로 흡수율이 급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개기공 (open pore)이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후에 1100
o
C 2시간에서는

3.48 ± 0.08%, 그리고 4시간에서는 3.12 ± 0.28%의 흡수율

을 보여 산소 기체 발생으로 인하여 시편 내부에 큰 기

공이 생성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r 분위기에서 소결

한 시편의 경우 900
o
C부터 1100

o
C까지는 10.61 ± 0.01%에서

13.26 ± 0.24%로 흡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후

에 소결 시간을 증가시켜 2시간에서는 13.65 ± 0.17%로 다

소 증가하였지만, 4시간에서는 6.92 ± 0.82%, 24시간에서

는 2.85 ± 0.19%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6은 CuO를 분위기를 변화시켜 900
o
C, 1000

o
C, 그

리고 1100
o
C에서 0시간 동안 소결한 시편들의 미세구조

사진을 나타내었다. (a), (d), (g)는 산소 분위기에서 소결

한 시편들로서 (a)의 900
o
C에서는 1.78 ± 0.03 µm의 입자

크기를 나타내어 원료분말에 비하여 2배 이상 입성장이

이루어졌고 (d)에 나타낸 1000
o
C로 소결한 경우는 2.21 ±

0.11 µm 그리고 (g)의 1100
o
C에서는 3.96 ± 0.23 µm로서 입

자가 성장한 미세구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b), (e), (h)

Fig. 5. (a) Bulk density and (b) water absorption profiles of

the CuO samples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s for

0h, 2h, 4h, 24h in O2, air, and Ar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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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기 중에서 소결한 시편들의 미세구조 사진으로서 입

자크기는 900
o
C에서 1.69 ± 0.11 µm, 1000

o
C에서 1.87 ±

0.14 µm 그리고 1100
o
C에서 12.15 ± 0.95 µm를 나타내었

는데, 산소에서 소결한 시편 보다 입성장 및 치밀화가 상

대적으로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Zhu 등은 Cu에서 CuO

를 성장시킬 때 CuO속의 O의 확산속도는 매우 낮은 것

을 지적하고 CuO 생성이 Cu2O 생성보다 상대적으로 매

우 낮은 것을 지적한 바 있다.
13-15)

 따라서 산소 중에서

소결하는 경우는 소결 전구간에서 CuO 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Cu, O의 낮은 확산 속도 때문에 치밀화 및 입성

장 속도가 낮게 된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소결시 CuO

표면이 일부 Cu2O상 석출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Cu 및

O의 확산속도가 빨라져서 치밀화와 입성장이 상대적으로

촉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c), (f), (i)에는 Ar 분위기

에서 소결한 시편들의 미세구조 사진을 나타내었다. (c)

의 9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은 산소 및 공기 중에서 소결

한 시편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으나 (f)의 1000
o
C

에서 소결한 시편은 큰 입자주변에 작은 입자들이 형성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i)의 1100
o
C의 경우 화살표로

지시한 작은 입자가 큰 입자를 감싸고 있는 미세구조로

서 시편 전체가 골격구조로 변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이 작은 입자들은 Fig. 3의 XRD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소

결 도중 상전이에 의해 생성된 Cu2O로 추정된다.

Fig. 7은 소결 분위기를 변화시켜 1100
o
C에서 0시간, 2

시간, 4시간, 그리고 24시간 동안 소결한 시편들의 미세

구조 사진을 나타내었다. (a)와 (b)는 산소 분위기에서 0

시간 그리고 2시간 동안 소결한 시편으로 0시간 소결한

시편은 치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시간 소결

한 시편은 상당한 입성장과 치밀화가 진행된 미세구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c)와 (d)는 4시간 그리고 24시간 소

결한 시편의 미세구조로 2시간 동안 소결한 시편과 비교

해 볼 때, 입자성장만 하였을 뿐 구조상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e)는 공기 중에서 0시간 동안 소결한 시편의

미세구조로 산소 분위기에서 소결한 시편에 비해 입자들

이 성장한 모습을 보였으며, 동시에 상당량 치밀화가 유

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시간(f)과 4시간(g) 소결

한 시편의 미세구조에서는 시편 내부에 길이 180 µm, 폭

45 µm 정도의 커다란 기공이 다수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커다란 기공의 형성은 CuO에서 Cu2O로 상전

이 도중의 산소기체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즉 공기 중에서 소결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치밀화가

빨리 이루어지지만 Fig.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4시간

소결시 급격히 Cu2O상이 석출되게 되고 이때 생성된 산

소기체가 시편내부에서 시편외부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여 이러한 기공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h)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소결 시간이 24시간으로 증가되면 커다

란 기공은 사라지고 오히려 22.4 ± 0.5 µm 크기의 기공이

시편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

Fig. 6. SEM micrographs of the CuO samples sintered at 900
o
C, 1000

o
C and 1100

o
C in O2, air, and Ar. (a), (d), (g) were sintered in

O2 and (b), (e), (h) in air and (c), (f), (i) in Ar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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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소결 시간이 증가할수록 균열형태의 기다란 기공

이 여러 개의 구형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는 연속적인 물

줄기가 표면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작은 물방울로 나누어

지는 소위 Rayleigh
16,17) 
불안정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Rayleigh 불안정 현상은 두 유리 사이의 인위적으

로 형성시킨 실린더 형 기공이 열처리 도중 작은 기공으

로 나누어지는 J. Roedel & A. M. Glaeser의 실험, 그리

고 F. F. Lange & D. R. Clarke 등의 실험에서도 관찰되

었다.
18-20)

 한편, (i), (j), (k), 그리고 (l)는 Ar 분위기에서

각각 0시간, 2시간, 4시간, 그리고 24시간 동안 소결한 시

편의 미세구조로서, 큰 입자주변에 작은 입자들이 감싸고

있는 미세구조가 관찰되었고 치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CuO 성형체를 다양한 온도에서 소결하여 소결 시간 및

소결 분위기에 따른 수축거동과 상전이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를 조사하였다.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Cu 자리에

vacancy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Cu 또는 O의 확산속도

가 빨라지기 때문에 치밀화가 촉진될 것으로 고려되었고,

본 실험에서도 산소 분압이 높은 경우 입성장 및 치밀화

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X-선 회절 분석 결과, 산

소 분위기에서 소결한 경우 소결 전 구간에서 CuO상만 관

찰되었다. 공기 및 Ar 분위기에서는 1100
o
C에서 24시간 동

안 소결한 결과 단일상의 Cu2O가 관찰되었다. 상전이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한 결과 공기 중에서 소결한 경

우 2CuO(s)→ Cu2O(s) + 1/2O2(g)와 같은 환원반응에 의한

산소 기체 발생으로 기공이 형성 되었고, 소결 시간이 증

가할수록 균열형태의 기다란 기공이 여러 개의 구형 형태

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Rayleigh 불안정 현상으로 설명 하

였다. 반면에 Ar 분위기에서 소결한 시편은 치밀화가 거의

되지 않은 관계로 산소기체가 시편 외부로 빠져 나오기가

용이하여 시편 내부에 균열 및 기공이 발생되지 않았다.

Fig. 7. SEM micrographs of the CuO samples sintered at 1100
o
C for 0h (a), (e), (i), for 2h (b), (f), (j), for 4h (c), (g), (k), and for 24h

(d), (h), (l). (a), (b), (c), (d)were sintered in O2, (e), (f), (g), (h) in air, and (i), (j), (k), (l) in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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