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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크기의 물질이 가지는 새로운 특성을 응용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AD법으로 제
조한 α-Fe 나노분말을 이용하여 높은 포화자화와 기계적인 경도, 화학적 안정성, 작은 입자로 인한 tape noise의 감소 등의 특성
을 지니고 있는 질화철인 Fe4N을 합성하고, 이를 환원/확산법과 N2가스 질화법으로 합성한 Fe17Sm2Nx 자성분말과 자성 특성을
비교하였다. NH3 + H2(부피비 3 : 1) 혼합가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Fe4N의 생성 온도와 반응시간 등의 조건 변수를 통해 400 oC에
서 4시간 동안 열처리함으로서 단일상의 Fe4N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나노크기의 Fe4N 분말과 마이크론 크기의
Fe17Sm2Nx 분말의 포화자화의 값은 각각 149, 117 emu/g의 값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Fe4N, Fe17Sm2Nx, 질화, PAD, 환원/확산법

I. 서 론

질화철은 철분말에 비해 자기적 특성은 떨어지나 큰 포화

자화, 낮은 보자력 그리고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며, 이들 계

에는 Fe2-3N, Fe4N, Fe8N 등의 여러 가지 이종이 존재한다.

Tagawa는 FeNx에서 Fe2-3N, Fe4N, Fe8N으로 x의 비율이 감

소할수록 포화자화(σs)와 보자력(Hc)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1]. 최근에는 Kim[2] 등이 1972년 철 원자가 2.8 µB의 매

우 큰 자기모멘트를 가진다고 발표한 준안정상인 Fe8N(α"-

Fe16N2)이 희토류 자석을 대체할 영구자석으로 주목받으며 활

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3].

자기기록기술은 Poulsen이 전자석을 사용하여 음향신호를

강자성 철선에 기록한 것이 최초였다[4]. 고밀도 자기기록용

자성재료는 큰 포화자화, 적당한 크기의 보자력을 가져야 한

다. 현재는 철분말이 다른 자성재료에 비하여 우수한 자기기

록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밀도 자기기록용 매체로서 활

용도가 높지만, 철 분말은 산화 및 화학안정성의 결여, 입자

의 고분산 곤란으로 tape noise의 생성, aging 처리 시 자기

모멘트의 감소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안정화처리가 요구된

다. Wiener 등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철격자점의

일부를 질소로 치환하여 화학적 안정성, 기계적 강도 및 산

화 안정성이 우수한 질화철(Iron-nitride, Fe4N)에 대하여 발표

하였으며[5], 국내에서는 Oh 등[6, 7]에 의하여 초기 micron

크기의 Fe4N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나 이후 질화철에 대한 연

구는 미진하였다. Micron 단위의 입자보다 nano 크기의 입자

를 합성하여 micron 단위의 입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나노

입자의 특성은 특수 용도로서의 응용이 기대되며, nano 크기

의 질화철 입자가 철분말에 비해 온도 및 경시 변화 특성 면

에서 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그 활용 범위는 상당히 넓을 것

이다.

질화철의 제조방법에는 가스 증발법, arc-방전형 ion

plating법, 기상반응법, 암모니아 질화법 등이 알려져 있으나

주로 암모니아 질화법으로 제조되고 있다[8].

한편 영구자석 중 희토류 자석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

경 자동차의 구동 모터와 풍력발전용 대형 회전기 등의 수요

증가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희토류 자석 중에서

1990년 Coey에 의해 발명된 Fe-Sm-N계 자석은 높은 큐리

온도 및 높은 포화자화와 큰 일축자기이방성 때문에 Nd자석

을 대체할 수 있는 자석으로 알려져 있지만, 약 600 oC 이상

에서 상분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결이 어려워 주로 본

드 자석에 이용되어 왔다[9, 10]. Fe-Sm-N계 자석분말의 제조

공정은 Fe-Sm 모합금 제조 공정과 질화 공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GE사에서 개발한 환원/확산법으로 SmCo5 모합금을

제조하는 방법은, Ca를 이용하여 환원시킨 후 다른 금속으로

확산시켜 합금을 얻는 방법으로, 모합금이 분말의 형태로 얻

어지기 때문에 분쇄과정이 필요 없고, 고온에서의 균질화 처

리도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으며,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 연

구되어 있다[11, 12].

본 연구에서는 PAD법으로 제조된 α-Fe 나노분말과 환원/

확산법으로 제조한 Fe-Sm계 자성 분말을 이용하여 질화반응

의 조건에 따른 Fe4N 및 Fe17Sm2Nx의 생성 거동과 자기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Tel: (055) 249-2696, E-mail: ceramoh@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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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방법

PAD(Plasma Arc Discharge)법을 이용하여 α-Fe 나노분말

을 제조하였다. 플라즈마 아크 방전(PAD)법은 150 nm 이하

의 입자 크기를 가진 단일성분의 금속 및 세라믹 분말제조

뿐만 아니라 원료 물질의 합금여부에 따라서 합금 나노분말

이나 이종물질이 코팅된 복합 나노분말의 제조가 가능 하며

분위기 가스를 조절하여 나노분말의 표면개질 등에 유리한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즉 두 전극 사이에 전기적 아크를 발생시

켜 금속 고체를 용융 증발시킨 후 냉각된 가스 내에서 응축

시킴과 동시에 삽입된 운반가스의 강제적 유동으로 금속 고

체 원료 증기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성장 시간을 낮추어 입자

크기가 작은 나노분말제조가 가능하다[13].

PAD법은 텅스텐 전극 봉을 사용하여 아크를 발생시키며,

불순물 오염 방지를 위해 챔버 내 압력을 7 × 10−2 Pa까지 진

공 배기 뒤 Ar + H2(6 : 4) 비율로 챔버 내에 가스를 채운 뒤

두 전극사이에 전류(200 A)를 인가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분

말을 제조하였다. 분말 생성 후 안정화처리를 위하여 혼합가

스(Ar + 2 vol.%O2)를 유입시켜 2시간 동안 유지한 뒤 분말을

수집하였다. Fig. 1은 PAD 장비의 개략도이다.

질화철 제조를 위한 출발원료는 PAD법으로 제조한 순도

99.9 %의 α-Fe 나노분말(120~130 nm)을 이용하였으며, 입자

의 응집을 억제하고자 초음파로 충분히 분산시킨 후 알루미

나 boat에 분말을 담아 튜브로의 중앙부에 넣고, 로 내부로

NH3 + H2(vol. ratio 3 : 1) 혼합가스를 흘려보내면서 열처리하

였으며, 냉각은 질소 분위기에서 실시하였다. 열처리 후 공기

중에서의 산화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toluene에 침적시킨

후 건조하여 질화철 분말을 얻었다.

Fe17Sm2 분말 제조를 위하여 출발원료로서 99.9 %의 Fe

분말과 99.99 %의 Sm2O3 분말을 이용하였으며, 3-D 믹서로

Ca 분말과 혼합하고 13 MPa의 압력으로 일축 가압하여 pellet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환원/확산 반응은 Ar 분위기의 관상 로

에서 1100 oC로 실시하였다.

환원/확산반응 후 수세와 산세 공정을 거쳐 N2 분위기에서

질화 처리함으로서 Fe17Sm2Nx 자성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질화는 튜브를 10−4 torr로 진공 배기한 후 450 oC에서 16시

간 유지시켰다.

질화철 및 Fe17Sm2Nx의 생성 온도와 시간 변화에 따른 결

정상을 관찰하고자 X선 회절 분석 장치를 사용하여 20~100o

범위에서 X선 회절 분석을 행하였으며, 분말의 입자 형태, 크

기 및 분포상태를 SEM, 투과전자현미경(TEM) 및 HR(High

Resolution)T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VSM으로

Fe4N 및 Fe17Sm2Nx의 자기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최대 인

가자장은 10 kOe로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Fig. 2와 Fig. 3은 각각 PAD법에 의해 제조되어 얻어진

철분말의 SEM 이미지와 XRD 분석 결과이다. Fig. 2의

SEM 이미지에서는 PAD법으로 입력전류 200 A, 챔버 압력을

300 torr로 고정하고, Ar + 40 vol.%H2를 분위기가스로 하여

제조한 철분말은 평균 125 nm의 비교적 입도 분포가 고른

구형의 입자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Fig. 3의

XRD pattern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 나노분말이 순수

한 α-Fe 나노분말임을 확인할 수 있다.

Fe 나노분말의 질화는 질화철 생성시 질화반응에 적합한

NH3 + 25 vol.%H2 혼합 가스를 사용하였으며, 철분말의 질화

반응은 Fe 나노분말의 공기 중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

말을 헥산에 침적시킨 후 Al2O3 boat에 담아 로 안에 넣고,

질화반응 온도와 시간의 변수에 따른 Fe4N 질화철 생성 조

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the Plasma Arc
Discharge process. Fig. 2. SEM image of nano-sized F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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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찾기 위하여 반응온도와 시간을 변화시켰다. 그 결과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300 oC의 질화 반응온도에서 4시간

열처리 한 경우, Fe 분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300 oC의

반응온도는 철 나노분말의 질화반응 온도로는 저온인 것으로

확인되며, 보다 높은 온도인 400 oC에서 4시간 동안 열처리

한 결과 Fe4N 단일상이 생성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는 마이크론 크기의 침상 철분말의 질화반응 온도인

Tagawa[1]의 300~450 oC와 유사한 온도이며, 나노크기의

Fe3O4 precursor를 암모니아-수소 혼합가스로써 이를 환원시

켜 Fe4N을 합성한 Wu[8]의 500 oC보다는 낮은 온도이다.

Fig. 5는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하여 Fe4N의 입자

형태, 크기 및 분포상태를 관찰한 결과로, 시편은 제조된 분

말을 알코올로 10분간 분산시킨 후 200 mesh의 Cu-grid로

채취하였다. TEM 이미지에서는 약 100~150 nm 크기의 구형

의 응집된 입자 외부에 막이 형성되어 있으며, 400 oC의 질

화반응 온도에서 입자들이 확산소결, 성장한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Fig. 6은 HRTEM으로 관찰한 Fe4N의 형상 및 구조 이미

지로서, 혼합가스를 사용한 400 oC의 질화반응 온도에서 합성

된 Fe4N은 미세 단결정의 형태를 지닌 전형적인 fcc 구조의

나노 크기 입자임을 알 수 있다.

환원/확산 시킨 Fe17Sm2 모합금과 N2 가스로 질화시킨

Fe17Sm2Nx의 XRD 분석결과를 Fig. 7에, 질화시킨 Fe17Sm2Nx

의 형상을 Fig. 8에 나타내었다.

1100 oC, Ar 분위기의 관상 로에서 실시한 환원/확산 반응

과, 수세와 산세 공정을 거쳐 N2 분위기에서 튜브를 10−4 torr

로 진공 배기한 후 450 oC에서 16시간 유지시켜 질화 처리한

분말은 Fig. 7의 XRD 결과와 같이 pattern은 유사하지만,

질화시킨 경우 질화과정에서의 부피팽창으로 인한 peaks의

shift가 일어났으며, 모두 Fe17Sm2Nx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화 전후의 형상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Fe17Sm2Nx의 평균 입자 크기는 5 µm를 나타내었다.

Fig. 3. XRD pattern of nano-sized Fe particles. Fig. 4. XRD patterns of powders after heat treatment by NH3+H2

mixed gas. (a) 300 oC, 4 hrs. (b) 400 oC, 4 hrs.

Fig. 5. TEM micrographs of low and high magnification for Fe4N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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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확산 반응은 다음 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Fe + Sm2O3 + 3Ca → Fe17Sm2 + 3CaO

Fig. 9는 Fe4N 나노분말과 Fe17Sm2Nx 분말의 자기적 특성

을 VSM으로 측정한 결과로써 비교한 것이다. Fig. 9와

Tabel I에서 알 수 있듯이 나노 크기의 Fe4N은 동일한 혼합

Fig. 8. The SEM image of Fe17Sm2Nx powders prepared by nitriding
after reduction/diffusion.

Fig. 6. TEM and HRTEM micrographs for Fe4N nanoparticles.

Fig. 7. (Color online) XRD patterns of before and after nitriding of
Fe17Sm2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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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법으로 Fe3O4를 출발물질로 500 oC에서 합성한 Wu[8]

의 최대 포화자화 값 182 emu/g보다 적은 값을 나타내고 있

으나, bulk 상의 Tagawa[1]의 110 emu/g 보다는 높은 149

emu/g를 나타내었다. 또한 마이크론 크기의 Fe17Sm2Nx에 비

해 보자력, 잔류자화 값은 떨어지나 높은 포화자화(Ms)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Fe17Sm2Nx 분말이 질

화과정 중에 산화가 진행되어 포화자화 값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PAD법으로 제조한 α-Fe 나노분말을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온도와 열처리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합성과 그 특성을 알아보

고, 이를 환원/확산법과 N2 가스로 질화시킨 Fe17Sm2Nx의 자

성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Fe 나노분말을 NH3 + H2(3 : 1)의 혼합 가스를 사용하여 질

화반응 온도 400 oC, 4시간 동안 열처리 한 조건에서 Fe4N

단일상이 생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환원/확산법으로 얻

은 Fe17Sm2 합금 분말을 450 oC, 16시간, N2 가스로 열처리

하여 Fe17Sm2Nx 상을 합성하였다.

단일상 나노크기 Fe4N의 자기적 특성은 마이크론 크기의

침상 Fe4N의 보자력 0.5 kOe, 포화자속밀도 120 emu/g와 비

교해 포화자화 값은 149 emu/g로 증가하였으나 보자력은 저

하하였으며, 나노 크기의 Fe4N과 마이크론 크기의 Fe17Sm2Nx

의 자기적 특성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희토류계인

Fe17Sm2Nx의 보자력이 0.43 kOe로 다소 큰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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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online) VSM measurements of Fe4N and Fe17Sm2Nx

particles.

Table I. Magnetic properties of Fe4N and Fe17Sm2Nx particles.

Ms (emu/g) Mr (emu/g) Hc (kOe)

Fe4N 149 43 0.19
Fe17Sm2Nx 117 62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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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Properties of Fe4N Nanoparticles and Magnetic Fe17Sm2Nx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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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magnetic materials such as iron-nitrides have been actively studied as an alternative to the application of high density, high
performance needs for next generation information storage and also alternative to the rare earth and neodymium magnet. Fe4N is the
basic materials for magnetic storage media and is one of the important magnetic materials in focus because of its higher magnetic
recording density and chemical stability. Single phase γ'-Fe4N nanoparticles have been prepared by a PAD (Plasma Arc Discharge)
method and nitriding in a NH3-H2 mixed gases at temperature, 400 oC for 4 hrs. Also Fe17Sm2Nx powders were synthesized by
nitriding after reduction/diffusion of Fe17Sm2 to compare the magnetic properties with nano-sized Fe4N particles.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of Fe4N and Fe17Sm2Nx were 149 and 117 emu/g, respectively, but the coercive force was considerably smaller than that
of bulk or acicular Fe4N.

Keywords : Fe4N, Fe17Sm2Nx, nitriding, PAD, reduction/diffu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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