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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erformed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HPHT) sintering for the 20 nm MgO powders at the temperatures from 600
o
C to

1200
o
C for only 5 min under 7 GPa pressure condition. To investigate the microstructure evolution and physical property change of

the HPHT sintered MgO samples, we employed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density and Vickers hardness measurements.
The SEM results showed that the grain size of the sintered MgO increased from 200 nm to 1.9 µm as the sintering temperature
increased. The density results showed that the sintered MgO achieved a more than 95% of the theoretical density in overall sintering
temperature range. Based on Vickers hardness test, we confirmed that hardness increased as temperature increased. Our results implied
that we might obtain the dense sintered MgO samples with an extremely short time and low temperature HPHT process compared
to conventional electrical furnace sint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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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gO는 2852
o
C의 고융점과 내마모성 등의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큐빅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세라믹 재료로서 높

은 융점으로 내화재 등으로써 사용되며 또한 부도체로서

산업용 케이블 등의 절연체로도 사용되고 있다.
1-3)

 특히

철강공업 및 중화학 공업의 신장으로 열충격 안정성 등

가혹해진 작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화물의 고급화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내화재

로 유망하다.
4)

 보통 고급 내화물은 87% 이상의 높은 소

결밀도를 가진 제품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MgO 소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1500
o
C 이상의 고온에서 수 시간 이상

의 장시간 소결공정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

에너지의 저온 및 단시간의 저온 소결 공정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MgO는 소결이 진행될 경우 강도와 밀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Chen등
5)
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압력

이나 불순물 없이 고온에서 소결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

며, Fang등
6)
은 2 ~ 4%의 LiF를 첨가제로 사용한 MgO를

hot-pressing을 이용하여 45 MPa의 압력, 1100
o
C의 온도조

건하에서 1시간 이상 소결을 진행하여 소결체를 얻었다

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Lee등
7)
은 MgO 분말에 TiO2

를 10 wt% 이하로 첨가하여 소결온도를 낮출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Itatani등
8)
은 50 nm급의 순수한 MgO 분

말을 HIP를 사용하여 1500
o
C 이상의 온도조건 하에서 소

결을 진행하여 150 µm 이상의 입도를 가진 소결체를 얻

은 바 있으며, 이밖에도 SPS (spark plasma sintering)를 이용

한 소결공정 연구와 진공로를 이용한 MgO 소결공정 연

구가 진행된 바 있다.
9,10)

 그러나 이러한 초고온소결, 첨

가제 혼합, 그리고 플라즈마를 이용한 공정은 비교적 에

너지의 소비가 크며 공정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소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공정에 드는

비용과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소결 시 고압력을 가하여

가속소결을 진행하는 신공정을 채용하거나, 입도가 작은

나노급 원료를 채용하는 것 등이 저온소결을 가능케 하

는 방법으로 유망하다. Song등
11)
은 0.3 µm급의 MgO 분말

을 사용하여 고온고압장비로 5분간의 단시간동안 2.7 GPa

의 고압 하에서 600 ~ 1900
o
C의 온도 범위에서 소결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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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성공적으로 고밀도 소결이 가능함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온고압장비를 활용한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더 작은 입도를 가진 20 nm급의 입

경을 가진 MgO 분말을 이용하여 1200
o
C 이하의 저온에

서 5분간의 짧은 단시간 소결이 가능한지 기초 연구를 수

행하였다. 즉, MgO의 저온소결을 진행하기 위해 20 nm급

크기의 나노급 MgO 분말을 채용하고 7 GPa에서 600 ~

1200
o
C까지 소결온도를 바꾸며 각각 5분간 소결을 실시

한 후 소결체의 미세구조와 물성변화를 확인하여 저온소

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99.9%의 고순도를 가진 20 nm급 MgO

분말 (Nanostructured&Amorphous Material INC., Magne-

sium Oxide Nanopowder 20 nm)에 4 wt%-바인더 (polye-

thylene glycol, PEG)를 혼합하여 MgO-바인더 혼합물을 만

들었다. 이후 고온고압장비 내 셀에 장착하기 위하여 원

기둥형 모양으로 프레스를 이용하여 성형한 후, 고압소결

공정 진행 중에 급속한 가열로 인한 소결용 셀에 장착된

MgO 내 수분 및 공공의 폭발을 막기 위해 분당 5
o
C의

승온 속도로 1000
o
C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하는 전소결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고압소결 공정을 위한 직경 14.4 mm,

높이 8.7 mm를 가진 원기둥형 성형체를 만들었다.

고압소결 처리를 위해서는 육방정 앤빌을 탑재한 큐빅

프레스 (φ420, Guilin Inc, China) 장비를 사용하였다. 공

정 진행을 위해 Fig. 1과 같이 파이로필라이트 (pyro-

phyllite) 개스킷에 Ni 전극체와 흑연디스크, 튜브형 흑연

발열체와 함께 중심부에 MgO 전소결체를 위치시킨 후

7 GPa 압력에서 600 ~ 1200
o
C의 온도범위에서 200

o
C 단위

로 온도를 변화하며 목표하는 온도에서 5분간 소결을 진

행하였다.

고압소결 처리 후 MgO 소결체의 온도별 외형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마운팅 후 무수에탄올을 이용하여 폴리싱

을 진행한 뒤 소결체 중앙부를 디지털 매크로 사진기

(Coolpix4500, Nikon Inc, Japan)로 촬영하여 확인하였다.

온도별 고압소결 처리된 MgO 소결체의 파단면 미세구

조 확인을 위해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

4800, Hitachi Inc, Japan)를 이용하여, 15 kV의 가속전압을

사용하여 각 MgO 시편에 대해 30 k배의 동일배율로 확

대 관찰하였다. 이때, 입도의 크기는 각 SEM 이미지에

임의의 동일 길이의 직선 10개를 만들어 하나에 직선에

걸리는 입자 개수의 평균값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밀도측

정을 위해 고압 소결처리 된 MgO 소결체에 대해 각각

2 × 4 × 6 mm
3 
크기의 직육면체 형태로 연마한 뒤 부피를

계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소결체의 밀도를 구하였다.

각 시편에 대해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세경

도기 (micro hardness tester, MVK-H1, Mitutoyo, Japan)를

이용하여 소결 온도별로 처리 된 MgO 시편의 비커스 경

도값 측정을 하였다. 0.5 kgf의 하중으로 10초간 하중을 가

하여 각 시편에 대해 5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여 비커

스 경도값을 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의 (a)는 전소결을 진행하지 않은 프레스로 성형

된 MgO 성형체의 표면을, (b) ~ (e)에는 7 GPa 압력에서

600
o
C, 800

o
C, 1000

o
C, 1200

o
C의 온도별로 소결을 진행한

MgO 소결체를 상부에서 촬영한 매크로 사진이미지를 나

타내었다. (a)는 프레스로 성형된 직후의 MgO 기준시편
Fig. 1. Illustration of a cell structure for MgO sintering by a

HPHT.

Fig. 2. Macro images of sintered MgO: (a) before pre-sintering, and sintered samples under 7 GPa at temperatures of (b) 600
o
C, (c)

800
o
C, (d) 1000

o
C, and (e) 12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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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상적인 MgO 분말과 같이 흰색을 띠는 원기둥형

성형체이다. (b)는 7 GPa의 압력 하에서 600
o
C의 온도조

건으로 소결된 MgO의 모습으로 (a)와 마찬가지로 원기둥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결체의 색이 검정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정 진행 시 발열체로 사

용되는 흑연 튜브 (graphite tube)로부터 소결 시 탄소의

확산에 의하여 흰색의 MgO 분말이 검정색으로 변한 것

이라고 예상되었으며, Zhang등
12)
이 열처리 시 탄소가 MgO

결정립계에 확산에 의해 플레이크 (flakes) 형태로 입계에

석출되어 검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 보고와 잘 일치하

였다. (c)는 7 GPa의 압력 하에서 800
o
C의 온도조건으로

소결된 MgO의 모습으로 (b)와 마찬가지로 원기둥 형태

로 발열체로부터 탄소가 확산되어 소결체의 색이 검정색

을 띠고 있었다. (d)는 7 GPa의 압력 하에서 1000
o
C의 온

도조건으로 소결된 MgO의 모습으로서 (b), (c)에 비해 좀

더 연한 진회색 빛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확산된 탄소가 고온에 의해 다시 산소와 반응하여 CO2(g)

또는 CO(g) 형태로 제거되어 앞서의 경우보다 검은색이

더 연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e)는 7 GPa의 압력 하에

서 1200
o
C의 온도조건으로 소결된 MgO의 모습이며 (d)

와 마찬가지로 연한 진회색 빛을 띠고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소와 반응하여 탄소가 제거되어 이

전보다 검은색이 더 옅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육안분석 결과 흑연 발열체와 소결체가 접촉된

상태로 고압소결 처리되는 경우 탄소의 확산에 의해 MgO

의 색이 흑화 되었으며, 1000
o
C 이후부터는 확산된 탄소

가 다시 CO2(g) 또는 CO(g) 형태로 제거되어 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흑화 현상은 800
o
C에서 2

시간 정도 대기 중에서 처리하면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2차 처리가 소결체의 기계

적 물성 측정 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생략하였다.

Fig. 3은 나노급 MgO의 (a) 20 nm MgO 파우더를 프레

스로 성형한 전소결 처리하지 않은 기준시편과 (b) ~ (e)

는 7 GPa의 압력 하에서 600 ~ 1200
o
C의 온도별로 소결을

진행한 시편들의 SEM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프

레스로 성형된 MgO 성형체로서 프레싱 공정에 의해 아

직 소결이 진행되지 않고 평균 입도가 20 nm인 입자들이

입자 간 응집이 진행되지 않고 따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는 7 GPa-600
o
C의 조건

하에서 소결처리 된 MgO의 SEM 이미지로 200 nm의 평

균 입도로 소결이 진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는

7 GPa-800
o
C의 조건하에서 소결처리 된 MgO의 SEM 이

미지이며 소결체의 입도가 평균 240 nm로 (b)에 비해 MgO

의 입도가 약 2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는

7 GPa-1000
o
C의 조건하에서 소결처리 된 SEM 이미지로

290 nm의 평균 입도를 가지고 있으며 (b), (c)와 마찬가지

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도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는 7 GPa-1200
o
C의 조건하에서 소결처리 된

SEM 이미지로서 이전의 결과와 달리 평균 입도가 1.9 µm

로 입도가 (d)에 비해 6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MgO 소결체는 1000
o
C 이하에서

는 온도별 입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다가 1200
o
C 이

후 입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Fracture surfaces of MgO samples: (a) before pre-

sintering, and sintered samples under 7 GPa at

temperatures of (b) 600
o
C, (c) 800

o
C, (d) 1000

o
C,

and (e) 1200
o
C.

Fig. 4. Grain growth of the sintered 20 nm MgO ceramics

with sintering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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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미세구조 분석결과를 토대로 온도별 소결체의

입도를 로그스케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확인 결과 20 nm

급 MgO 분말을 사용한 소결체는 300 nm 급 분말이 사용

된 소결체
11)
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입도의 증가값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결분말의 입도가 작

을수록 소결온도 증가에 따라 입도 성장률이 더 빠른 현

상은 Park등
13)
과 Kim등

14)
이 보고한 WC와 α-SiC의 내용

중 식(1)
13)
과 같이 입도성장과 관련된 구동력(∆G)은 입도

크기의 반지름(r)이 작을수록 커지고, 식(2)
14)
와 같이 성

장구동력(∆G)이 커질수록 입도성장률(R)이 커지는 것 과

일치하였다. 각 식에서 A1, A2, A3는 상수이다.

(1)

(2)

Fig. 5는 프레스로 성형된 MgO 성형체의 전소결을 진

행하지 않은 기준시편과 7 GPa 압력에서 600 ~ 1200
o
C의

온도별로 고압소결을 진행한 소결체에 대한 밀도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각 실험값에 오차율을 표시하였으며 그래

프 내 연회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경도값 측정치와 마

찬가지로 Song등
11)
이 300 nm급 MgO 분말을 사용하여

2.7 GPa의 압력 하에서 온도별로 5분간 소결을 진행한 소

결체의 밀도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7 GPa의 압력 하에서

20 nm의 MgO 분말을 이용하여 고압소결 공정을 진행 시

최고 1200
o
C에서 3.43 g/cc, 최저 700

o
C에서 3.31 g/cc로

나타났으며 300 nm의 MgO 분말을 이용하여 공정진행 시

에는 최고 1200
o
C에서 3.38 g/cc, 최저 700

o
C에서 3.30 g/cc

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보인 미세구조 분석과 마찬가지

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결밀도가 증가하였으며, 분말

의 입도가 작을수록 효과적으로 소결밀도가 높아질 것으

로 예상한 것과 잘 일치하였다. 따라서 1200
o
C 이하의 저

온소결에 의해서도 MgO 이론밀도의 95% 정도의 소결이

가능하였으므로 통상의 공업용 내화재가 요구하는 87%

이상의 밀도수준을 넘는 건전한 소결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었다.

Fig. 6은 프레스로 성형된 MgO 성형체의 전소결을 진

행하지 않은 기준시편과 7 GPa 압력에서 600 ~ 1200
o
C의 온

도별로 고압소결을 진행한 소결체에 대한 비커스 경도치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5회의 경도값 측정 후 평균값으로 구

했기 때문에 최고값과 최저값을 오차범위로 두어 확인하였

다. 연회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이전 Song등
11)
이 동일한

실험방법으로 보고한 300 nm급 MgO 분말을 사용하여

2.7 GPa의 압력 하에서 온도별로 5분간 소결을 진행한 소

결체의 경도값 수치이다. 그래프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프

레스로 성형된 직후 MgO 기준시편의 경도값은 0.018 GPa

로 활석과 같이 매우 무른 특성이 있었다. 이후 7 GPa의 압

력조건으로 600
o
C에서 소결된 경도값은 7.081 GPa이었으

며, 이후 1200
o
C에서는 10.420 GPa로 소결온도가 올라감

에 따라 MgO 소결체의 비커스 경도값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300 nm급 MgO를 2.7 GPa의 압

력 하에서 소결 처리한 결과도 700
o
C에서 6.764 GPa,

1200
o
C에서는 9.934 GPa로 20 nm의 분말을 사용하여 소

결을 진행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소결온도가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20 nm의 경우가

300 nm의 경우보다 동일한 소결온도에서 모두 5 ~ 20% 정

도 향상된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소결 압력을 2.5배 정도

크게 하고 나노급 분말을 채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나노

급 분말을 이용하여 압력이 동일하였다고 가정하면 본 연

구에서 목표하는 기계적 경도 물성치를 위해 소결온도를

기존보다 100 ~ 200
o
C 정도로 더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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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
---

1

r
--- –

⎝ ⎠
⎛ ⎞=

R A2exp
A3–

G∆
--------
⎝ ⎠
⎛ ⎞=

Fig. 5. Density of high pressure sintered 20 nm MgO samples

with sintering temperatures under 7 GPa.
Fig. 6. Vickers hardness of 20 nm MgO samples with sintering

temperatures under 7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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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마이크로급 대비 나노분말을 채용하여 소결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Yoon등
15)
이 보고한 알루

미나의 1450
o
C 이상의 고온 소결에서 평균입도 3.58 µm

의 마이크로급 분말대비 평균입도 420 nm의 미세분말을

채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치밀화가 진행

된다는 보고와, Lin등
16)
이 보고한 0.5~3 µm의 마이크로급

과 100 nm의 나노급의 β-TCP 분말을 각각 1100
o
C 이상

의 동일온도 조건에서 소결을 진행한 결과 나노급 분말

소결체의 비커스경도치가 2배 이상 향상되어 기계적 성

질이 향상된다는 보고와 잘 일치하였다.

4. 결  론

20 nm급 고순도 MgO에 대해 7 GPa의 초고압 하에서 5

분간 600 ~ 1200
o
C로 온도별 소결공정을 진행한 결과 성

공적으로 이론밀도의 95%의 소결밀도를 얻는 것이 가능

하였다. SEM을 통한 미세구조 분석결과 MgO 나노분말

소결체의 입도는 소결온도에 따라 증가하여 600
o
C에서는

200 nm, 1200
o
C에서는 1.9 µm까지 증가하였다. 소결에 사

용되는 MgO 분말의 입도가 작을수록 입도성장률이 커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소결온도의 증가에 따라 비커스 경도

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마이크로급 분말

에 비해 동일 경도값을 얻는데 100 ~ 200
o
C 정도 더 저온

에서 소결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고압환경의 조건하에서

1200
o
C 미만의 저온, 5분간의 초단시간 소결로도 효과적

으로 소결이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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