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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crystalline materials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as advanced engineering materials with improved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including high strength, high hardness, excellent ductility and toughness. In this study, nanopowders

of Al2O3, MgO and TiO2 were prepared as starting materials by high energy ball milling for the simultaneous synthesis and

sintering of the nanostructured compound Mg4Al2Ti9O25 by high-frequency induction heating process. The highly dense

nanostructured Mg4Al2Ti9O25 compound was produced within one minute by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80 MPa pressure

and induced current. The sintering behavior, grain siz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g4Al2Ti9O25 compound we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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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g4Al2Ti9O25 화합물은 고주파에서 낮은 유전손실과 높

은 유전 상수 때문에 통신용 안테나, 레이더 등에 사용

될 수 있다.1) 하지만 많은 산화물은 파괴인성이 나쁘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Mg4Al2Ti9O25 산화물의 파괴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노구조로 만드는 것과 제 2상을 첨가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제 2상을 첨가하면 제 2상이 크랙 전파를 억제

시키기 때문에 파괴인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3) 나노구조 재료는 결정립계의 증가로 마이크론 크

기 결정립을 가진 재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기계

적, 전기적, 자기적 성질을 기대할 수 있다.4-6) 특히 나

노구조의 기계적 성질은 결정립 미세화로 파괴인성의 향

상과 동시에 경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기계,

전기 및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나노 분말 제조방법

이 개발되었다.7-10) 이 중에서 고 에너지 볼 밀링 방법

은 나노 분말을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노 분

말을 합성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분말이 나노 크기라

할지라도 기존 소결 방법으로는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

해야 하기 때문에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는 소결하지 않

는 초기 분말의 결정립 크기보다 크다. 이는 소결 중 빠

른 결정립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결 중 결정립 성장을 조절하는 것이 나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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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재료들을 만들 때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

온에서 1분 이내에 짧은 시간에 소결할 수 있는 고주

파유도 가열 소결 방법이 개발되었다.11-13)

본 실험에서는 고에너지 밀링으로 Al2O3, MgO와 TiO2

나노 분말을 제조한 후, 이 분말들을 결정립 성장을 억제

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고주파유도 가열 소결 방법을 이용

하여 1분 이내 짧은 시간에 나노구조를 가진 Mg4Al2Ti9O25

산화물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고주파유도 가열 소결 방법

은 유도 전류가열과 기계적 압력을 동시에 가할 수 있어

쉽게 소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밀한 나노구조인 소결

체를 제조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제조된 Mg4Al2Ti9O25

산화물의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및 결정립 크기를 조

사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기분말은 Aldrich 회사에서 제

조한 45 µm이하의 입자크기를 가진 순도 99 % MgO,

Alfa회사에서 제조한 45 µm이하의 입자 크기를 가진 순

도 99.8 %의 TiO2와 Alfa회사에서 제조한 45 µm이하의

입자크기를 가진 순도 99.99 %의 Al2O3 분말을 사용하

였다.

Mg4Al2Ti9O25 산화물을 합성하기 위해서 Al2O3, MgO

와 TiO2 몰비가 1: 4: 9가 되도록 분말을 측량하였다. 이

분말들을 스테인레스 용기에 넣고 아르곤 가스 분위기

하에서 직경이 8.5 mm 인 텅스텐카바이드 볼을 사용하

여 250 rpm 속도로 10시간 동안 고 에너지 볼 밀링

(Pulverisette-5 유성 볼 밀링장치) 을 실시하였다. 텅스텐

카바이드와 분말의 무게비는 30: 1 이다.

Fig. 1은 고주파유도 가열 소결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기

계적으로 활성화된 분말을 흑연 다이(높이 40 mm, 외경

35 mm, 내경 10 mm)에 충진하여 고주파 유도 소결장치

의 내부에 장착하고 약 40 mTorr의 진공분위기로 하였

다(1단계). 그리고 치밀한 생성물을 얻기 위하여 80 MPa

의 일축 기계적 압력을 가한 다음(2단계) 곧바로 고주

파 유도전류를 가하여 가열하였다.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에 의해 수축 길이 변화를 관찰

하면서 치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류를 가하였으며, 흑

연 다이의 표면온도는 디지털 광 온도계(pyrometer)로 측

정하였다(3단계). 마지막으로 시편을 상온까지 냉각하였

다(4단계).

상 관찰을 위해 CuKα 타겟을 사용하여 20~80o의 범

위에서 4o/min의 주사속도로 X-선 회절시험을 실시하였

다. 이 때 사용된 전압과 전류는 40 kV와 30 mA이다.

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을 연마한 후

대기중에서 1000 oC로 가열하여 1시간 동안 유지함으로

써 열적으로 에칭하여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EDS가 부착된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

(FE-SEM)을 이용하여 조직사진과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입자의 크기는 X-선 회절시험 결과로부터 Suryanarayana

and Grant Norton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14)

Br (Bcrystalline + Bstrain) cosθ = kλ / L + ηsinθ (1)

여기서, Bcrystalline : 미세화에 의한 반가폭 증가

Bstrain : 변형(strain)에 의한 반가폭 증가

k : 상수(0.9) 

λ : 파장

L : 결정립크기

η : 변형(strain)

θ : 회절각도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밀링한 분말의 X-선 회절 도형을 나타낸 것

이다. Al2O3, MgO와 TiO2피크가 관찰되었고 생성물인

Mg4Al2Ti9O25 산화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밀링 도

중에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밀링한 분말들의 결정립 크기를 Suryanarayana식(1)로

계산하기 위해서 sinθ에 따른 Brcosθ를 도시한 것이다.

Al2O3, MgO와 TiO2분말의 크기는 각각 16, 9와 90 nm

이었다. 원료분말의 Al2O3, MgO와 TiO2 크기는 모두 약

45 µm인 것과 비교할 때 볼 밀링에 의해 입자의 크기

가 나노크기로 매우 미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밀링

한 분말의 주사전자현미경 조직사진과 EDS분석은 Fig.

Fig. 1. Schematic diagram of apparatus for high-frequency induction

heated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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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나타냈다. Al2O3, MgO와 TiO2분말은 나노 크기의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며, 약간 응집되어있다. EDS분석

에서는 Al, Mg, Ti와 O원소만 관찰되고 밀링 도중 용

기나 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Fe나 W원소 피크는 관

찰 되지 않았다. 

Fig. 5는 고주파유도 가열 소결 장치로 80 MPa의 기

계적 압력과 유도 전류를 동시에 가한 상태에서 밀링한

Al2O3, MgO와 TiO2 분말을 가열했을 때 가열시간에 따

른 수축길이와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유도전류가 가

해지면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고, 수축길이는 약

550 oC까지는 거의 일정하였으며,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100 oC에서는 수축길이변화가 없기

때문에 치밀한 소결체가 얻어졌다고 판단되어 1100 oC에

서 전류를 차단하였다. Fig. 6은 고주파 유도 전류 가열

소결장치로 1100 oC 지점까지 가열한 시편의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물인 Al2O3, TiO2와 MgO는

관찰되지 않고, 생성물인 Mg4Al2Ti9O25 산화물 피크만 관

찰되었다. Mg4Al2Ti9O25 산화물에 대한 열역학 자료가 보

고되지 않아서 생성물과 반응물의Gibbs 자유에너지 차이

값을 계산할 수 없지만, X-선 회절 시험 결과로부터 다

음과 같은 반응은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다고 판단된다.

Al2O3 + 4MgO + 9TiO2 → Mg4Al2Ti9O25 (2)

Fig. 7은 생성물들의 결정립 크기를 Suryanarayana식

(14)로 계산하기 위해서 sinθ에 따른 Brcosθ를 도시한 것

이다. Mg4Al2Ti9O25의 결정립 크기는 78 nm 이었다. 또

한, 1100 oC로 가열한 시편의 주사 전자 현미경 조직사

진은 Fig. 8에 나타냈다.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에서 저

배율사진에서는 기공이 거의 관찰되지 않은 치밀한 조

직을 관찰 할 수 있고, 고 배율사진에서는 기공으로 보

이는 부분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열 에칭으로 입계가 많

이 부식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Mg4Al2TiO25화합물의

이론 밀도는 3.282 g/cc이고, 소결체의 밀도는 3.15 g/cc

으로 상대밀도는 약 96 %이었다. 고 배율 사진에서 합

성물의 크기가 200 nm이상으로 X-선 회절 반가폭으로 계

Fig. 2. XRD pattern of the Al2O3, MgO and TiO2 powder milled

for 10h.

Fig. 3. Plot of Br (Bcrystalline + Bstrain) cosθ versus sinθ for the (a) Al2O3, (b) MgO and (c) TiO2 powder milled for 10h.

Fig. 4. FE-SEM image and EDS of the Al2O3, MgO and TiO2

powder milled for 1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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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값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화합

물은 여러 개의 결정자(crystallite)로 구성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1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나노구조인 Mg4Al2TiO25화합

물을 합성과 동시에 소결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첫번째는 유도전류에 의해 분말과 분말 접촉

점에서 높은 주울(Joule)열 발생으로 고온이 되므로 원

자의 확산이 빠르고, 분말과 분말 사이에 플라즈마 발

생으로 분말표면이 이온화된 가스와 충돌로 분말 표면

정화가 일어나고 또한 전기장 하에서는 원자의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소결이

Fig. 7. Plot of Br (Bcrystalline + Bstrain) cosθ versus sinθ for sintered

Mg4Al2Ti9O25. 

Fig. 8. FE-SEM image of the Mg4Al2Ti9O25 compound sintered at

1100
o

C from powders with milling for 10h.

Fig. 5. Variations of temperature and shrinkage with heating time

during the sintering of the Al2O3, 4MgO and 9TiO2 powders with

millings times of 10h. 

Fig. 6. XRD patterns of the Mg4Al2Ti9O25 compound heated to

11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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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5-18) 두번째는 소결

중 가한 압력은 소결에 대한 구동력을 증가시킨다. 소

결에 대한 전체 구동력. FD는 식 (3)와 같이 표현된다.19)

FD = γ + (Par/π),  (3)

여기서 γ 는 계면 에너지이고, Pa 는 가한 압력이고,

r은 입자의 반경이다. Skandan 등은 안정화 지르코니아

를 고주파유도 가열 소결 중 상대 밀도에 미치는 압력

은 영향을 조사 연구 하였다.20) 1000 oC에서 소결하는 도

중에 상대밀도는 60 MPa에서 100 Mpa로 증가함에 따라

현저히 증가하였다.

Mg4Al2Ti9O25 화합물의 경도는 하중을 5 Kgf 으로 비커

스 경도계로 측정하였으며, 경도는 610 Hv 이었다. 파괴

인성은 압흔 자국 모서리에서 발생한 균열의 길이를 이

용하여 Niihara식2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KIC = 0.203 (c/a)−3/2 · Hv · a1/2 (3)

여기서 KIC 는 파괴인성이고, c 는 압흔자국 중심으로

부터 균열의 길이이고, a 는 압흔 자국의 대각선길이의

반이고 Hv 는 경도값이다.

Fig. 9는 소결한 Mg4Al2Ti9O25 화합물에서 비커스 압

흔 자국과 균열 전파를 나타낸 것이다. 압흔자국 모서

리에서 크랙이 발생되고, 크랙은 굴곡지면서(화살표) 전

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3)으로 계산한 복합재료

의 파괴인성은 2.7 MPa.m1/2이었다. 

4. 결 론

고 에너지 볼 밀링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활성화된

Al2O3, MgO와 TiO2 분말을 고주파 유도 전류 가열로

합성과 동시에 소결한 Mg4Al2Ti9O25 화합물의 미세구조

와 기계적 성질을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고 에너지 볼 밀링으로 나노 분말의 Al2O3, MgO

와 TiO2를 제조하였다.

2) 1분 이내의 짧은 시간과 1100 oC의 온도에서 치밀

한 나노구조의 Mg4Al2Ti9O25 화합물을 합성과 동시에 소

결하였다.

3) 소결한 Mg4Al2Ti9O25 화합물의 결정립 크기는 78 nm

이었다.

4) Mg4Al2Ti9O25 화합물의 경도와 파괴인성은 각각 610

kg/mm2 와 2.7 MPa.m1/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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