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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ining behavior of forsterite ceramics to SUS304 alloy using 8PbO-78Bi2O3-8B2O3-4ZnO-2SiO2 (wt%) system glass frit was
investigated. The contact angle was smaller than 90

o
 at a temperature of 460

o
C. Redox reaction at the interface between forsterite and

SUS304 was found to appear when the electrons in the metal part moved toward the glass part and the oxygen ions in glass moved
to the metal side. The decrease of the surface tension due to the PbO solubility on the forsterite side contributed to the better wetting
behavior at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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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포스테라이트(forsterite, Mg2SiO4)는 저유전손실과 고주

파 안정성이 우수해 전극의 격막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45MgO-55SiO2(wt%)의 조성을 가지는 포스테라이트는 SiO2

와 Al2O3 성분이 포함된 고온경질유리와의 접합계면에서

트리디마이트(tridymite, SiO2)-프로토엔스테타이트(protoenstatite,

MgSiO3)-코디어라이트(cordierite, 2MgO·2Al2O3·5SiO2)상이

쉽게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1)

 이는 Al2O3-SiO2-RO계와

B2O3-SiO2-R2O계 유리와 고온접촉 할 때 포스테라이트의

재분해로 인해서 국부적으로 MgO-Al2O3-SiO2계를 형성하

여 1350
o
C 부근에서 액상공융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2)

B2O3-SiO2-Al2O3-Na2O-RO계 또는 SiO2-Al2O3-Na2O-K2O-

Li2O(7056)계 유리와 포스테라이트 접합에서 이에 관한 보

고가 있다.
3,4)

 이러한 액상공융점은 자화(vitreous) 및 엔스

테타이트, 프로트엔스테타이트 그리고 실리카 매트릭스내

의 미립 뮬라이트(mullite, 3Al2O3·2SiO2) 등의 혼합결정상

생성으로 전기절연성 저하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2)

 이는

포스테라이트를 이용하는 전기 ·전자모듈에서 SiO2와 Al2O3

성분을 포함하는 고온경질유리대신에 포스테라이트와 반

응성이 낮은 접합매개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Choi등은 Bi2O3-B2O3-ZnO계 유리로 Ni-Cr 합금의

허메틱(hermatic) 밀봉과 PbO-B2O3-ZnO계의 나노스케일

유리분말에 Pb 금속필러를 혼합한 이종페이스트로 플립

칩(flip-chip)의 치밀한 저온접합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5,6)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접합매개 유리조성에 Al2O3

와 SiO2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PbO-B2O3-ZnO계와 Bi2O3-

B2O3-ZnO계 유리조성을 조합한 PbO-Bi2O3-B2O3-ZnO-SiO2

계 유리를 이용하여 포스테라이트와 스테인레스금속(18%Cr-

8%Ni, SUS304) 기판간의 젖음성과 접합거동을 온도의 함

수로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포스테라이트 시편제조 

탈크(talc) 50 g과 MgCO3 56.3 g(Samchun Chem. Co.,

Korea)을 볼밀에서 48 h 건식 혼합한 후 Al2O3 도가니에

담아 1200, 1300, 1400, 1550
o
C에서 2 h 동안 소결하였다.

이중 1550
o
C의 합성벌크 분쇄물에 결합제(P.V.E 3 wt%)를

첨가하고 몰드성형 후 1450
o
C에서 1 h 동안 상압소결하

여 시편을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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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접합매개유리 제조 

설계된 유리조성 8PbO-78Bi2O3-8B2O3-4ZnO-2SiO2(wt%)은

출발물질 PbO, Bi2O3, B2O3, ZnO, 그리고 SiO2 (Junsei

Chem. Co., Japan)을 무게별로 칭량하고 12 h 건식 혼합한

후 Al2O3 도가니에 담아 750
o
C에서 20 min 동안 용융한

뒤, 고화한 유리를 볼밀로 분쇄하여 유리분말(glass frit)을

얻었다．

2.3. 젖음성 및 접합거동

Fig. 1의 15 × 17 mm(가로 ×세로) 크기의 포스테라이트

시편과 SUS304 기판에 2.2절의 유리분말을 올린 후 온도

의 함수로 젖음과 접합을 평가하였다. 금속과 세라믹의

접합을 위하여 10
o
C 간격으로 440 ~ 500

o
C의 구간에서 열

처리를 시도하였다. 열처리 조건은 N2 분위기, 승온속도

5
o
C/min，그리고 유지시간은 20 min, 시편의 냉각은 노

냉을 하였다. 연구전체에 걸쳐 합성물의 결정상(XRD, D8

Advance, Bruker, USA), 유리전이온도(TG-DTA 8120, Rigaku,

Japan), 젖음정도(평관현미경, LV100, Nikon, Japan), 그리

고 접합계면의 미세구조와 성분분석(SEM/EDS, JSM-

6380LV, Jeol, Japan) 등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탈크를 이용한 합성결과를 나타낸 Fig. 2(a)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포스테라이트(Mg2SiO4)가 주

결정상으로 나타났다.
7)

 Fig. 2(b)는 PbO-Bi2O3-B2O3-ZnO

계 합성물의 결정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전형적인 비정질

의 XRD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2차산화물로 분류되

는 PbO와 Bi2O3를 86 wt% 이상을 함유함에도 불구하고

냉각속도 조절을 통한 유리화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연구

내용과 일치하였다.
6)

 모유리의 Tg/DTA 거동을 관측한

Fig. 3을 보면, 유리전이온도(Tg) 는 370
o
C 부근에서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Fig. 4는 식 (1)을 이용하여 포스테라이트，PbO-Bi2O3-B2O3-

ZnO계 유리, 그리고 SUS304간의 젖음각을 나타내었다. 

Fig. 1. Photo of a synthesized forsterite ceramic and SUS304

specimen.

Fig. 2. XRD patterns of samples. (a) Forsterite synthesized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b) PbO-Bi2O3-B2O3-

ZnO system glass frit.

Fig. 3. Tg/DTA curves PbO-Bi2O3-B2O3-ZnO
 
glass system:

Tg and tm mean transition temperature and melting

temperature, respectively. 

Fig. 4. Contact angle of glass-forsterite, and glass-metal

interface and schematic diagrams of sessile drop

configurations. (a) non-wetting drops; (b) and (c)

wetting drops. The contact angle is identified as θ.

440 ~ 500
o
C  interval 10

o
C held for 20 min in a

furnace containing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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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SV − γSL = γLV cosθ (1)

여기서 θ는 액체와 고체표면의 접촉각, γLV는 액체-증기

계면 에너지, γSL는 고체-액체 계면 에너지, 그리고 γSV는

고체-증기 계면 에너지를 각각 나타낸다.

초기온도에서 젖음각은 θ＜180° 온도의 함수로 액체-증

기접촉각 변화에 따라 젖음과 퍼짐거동은 450 ~ 460
o
C

범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각은

식 (1)에서 γSV − γSL와 γLV항의 증가 값에 의존한다. 이 값

은 결정내부에 비해 고에너지 상태인 계면의 원자이동, 표

면배열, 또는 불순물 흡착 등에 의한 자유에너지 변화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Table 1은 277
o
C에서

SUS304 구성성분 Ni, Cr과 Fe의 자유에너지를 나타내었

다. 자유에너지(ΔG), －값을 가지므로 금속의 산화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중 Fe는 Fe
2+
와 Fe

3+
로 d각의 전

자빈자리(electron vacancy)를 먼저 채우는 전이금속 특징

때문에 식(2)와 (3)같은 산화반응이 예측된다.
3,4,9)

 

Fe
n+

+ ne
−

 + 4Fe2O3 = 3Fe3O4 (2)

2Fe
3+

+ 6e
−

 + (3/2)O3 = Fe2O3 (3)

위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금속표면의 변화거동은 다

음과 같이 예측된다. 먼저 Fe 이온은 Fe2O3 또는 Fe3O4 표

면 산소층을 통하여 확산이 일어난다. 

이때 유리는 매우 큰 산소이온 이동도에 의한 표면배

열이 일어나고, 금속표면에 이동한 Fe 이온은 과잉으로

존재하는 산소이온의 흡착으로 금속표면의 계면에너지가

감소된다. 즉, 계면에서 금속은 전자를 유리쪽으로 내어

놓고 유리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금속과 유리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향은 붕규산 유리-Kovar 계면

에서 FeO 산화층의 형성에서 확인되었다.
3,9,10)

 그러나 이

산화층은 계면 에너지를 감소시켜 밀봉과 접합의 중심역

할은 상호일치 하지만 최적두께는 0.3 ~ 0.7 mg·cm
−2
로 연

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11,12)

 

유리, 금속, 그리고 포스테라이트 계면간의 미세구조와

성분분포를 SEM/EDS로 관찰한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금속-세라믹의 접합계면은 균열과 폐기공이 관찰되지 않

는 치밀한 접합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SUS304와 유리계

면을 나타낸 Fig. 5(a)에서 Pb，Cr，Bi 원소 등 특정물질

의 풍부층(rich layer)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포스테라이

트와의 계면에서의 성분분포는 Pb와 Bi 원소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유리-포스테라이트 계면의 성분분석 결

과를 나타낸 Fig. 5(b)에서는 Mg, Si, Pb, Bi가 계면에서

상대적인 풍부원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500
o
C에서 포

스테라이트 표면에 PbO가 용질로 작용하여 표면장력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젖음거동의 요인으로 설

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MgO 표면 에너지와 산화납유리

의 표면장력은 1000 erg/cm
2
와 150 dyne/cm로 6.7배 정도차

이는 계면에서 PbO 성분이 MgO 표면에 용질로 도입되면

급격한 표면장력의 감소가 나타난다.
2)

 이 결과는 MgO에

용해되는 Al2O3 100 ~ 150 ppm 용질이 입계편석을 야기하

여 표면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보고와 상응한다.
13,14)

유리와 포스테라이트 계면에서의 성분분포는 Pb， Bi,

Si, Mg 원소가 상대적으로 높아 산화물간의 젖음은 미세

구조, 입계퍼텐셜, 공간전하, 그리고 불순물 등 복합요소

로 결정
2,4,14)
될 뿐만 아니라 Fig. 5(b)의 결과로 부터 용질

에 의한 표면 에너지 변화를 고려하여 설명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PbO-Bi2O3-B2O3-ZnO계 유리 매개체를 이용하여 SUS304

의 표면산화와 용질에 의한 포스테라이트의 표면에너지

변화 결과들로부터 Fig. 6과 같은 저온접합기구를 도식화

하였다. 

４. 결  론

탈크로부터 합성한 포스테라이트와 SUS304간의 접합

을 위하여, PbO-Bi2O3-B2O3-ZnO계 유리를 매개재로 이용

하고 그 젖음성과 계면반응거동을 관찰하였다. 젖음각 θ

Table 1. Free Energy, ∆G, and the Standard Free Energy, ∆G
o
 Changes for Several Reactions

Element Cr Fe Ni

(Kcal)at 227
o
C -81.6 −55.5 −46.1

Reaction ΔG
o
(joules) Range(K)

−2.59 × 10
−6

+ 62.55T 298 − 1642

−1,09×10
-7

+ 312.75T 298 − 1647

−8.10×10
-6

+ 254.0T 298 − 1460

Source: D. Gaskell, “Introduction to Metallurgical Thermodynamics,” 2nd Ed., pp. 585-586, McGRAW-Hill, New york, 1981 

Fe s( )

1

2
---O2 g( )+ FeO s( )=

3Fe s( ) 2O2 g( )+ Fe3O4 s( )=

2Fe s( )

3

2
---O2 g( )+ Fe2O3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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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처리 온도 460
o
C를 기점으로 90

o
C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며 490
o
C에서는 퍼짐거동이 관찰되었다. 유리-금속

계면에서 금속 측은 전자를 내어놓고 유리표면의 산소이

온은 금속으로 이동하는 산화·환원반응이 계면을 지배하

고, 유리-포스테라이트 계면에서 포스테라이트 측은 PbO

용질에 의해서 젖음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로 인해서 PbO-Bi2O3-B2O3-ZnO계 유리를 접합매개체로

적용할 경우 SUS304과 포스테라이트는 2차상의 생성 없

이 500
o
C 이하의 저온영역에서 치밀한 접합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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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to forst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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