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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e effect of magnetic pulse compaction and spark plasma sintering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y of a sintered W body. The relative density of green specimens prepared by magnetic

pulse compaction increases with increase in applied pressure, but when the applied pressure is 3.4 GPa or more, some cracks

in the specimen are observed. The pressureless-sintered W shows neck growth between W particles, but there are still many

pores. The sintered body fabricated by spark plasma sintering exhibits a relative density of above 90 %, and the specimen

sintered at 1,600 oC after magnetic pulse compaction shows the highest density, with a relative density of 93.6 %. Compared

to the specimen for which the W powder is directly sintered, the specimen sintered after magnetic pulse compaction shows

a smaller crystal grain size, which is explained by the reduced W particle size and microstructure homogenization during

the magnetic pulse compaction process. Sintering at 1,600 oC led to the largest Vickers hardness value, but the value i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W sintered body, which is attributed mainly to the increased grain size and low

sintering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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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텅스텐(W)은 3,410 oC의 고융점, 우수한 내아크성, 낮

은 열팽창계수 및 고밀도에 의한 우수한 방사선 차폐능

을 나타내어 고온·고강도 구조재, Tokamak 핵융합 반응

로의 divertor재료, 방사능 차폐재 및 합금원소 등 다양

한 분야로 응용되고 있다.1,2) 그러나 W의 높은 융점 때

문에 주조 등의 일반적인 공정으로는 치밀체 제조가 불

가능하여 원료분말을 성형한 후 소결하는 분말야금법을

사용하나, 고밀도 소결체 제조를 위해서는 열간정수압성

형(hot isostatic pressing) 및 열간압연 등 추가적인 공정

이 요구된다. 따라서 Ni을 첨가하는 활성소결, 높은 소

결구동력을 가지는 나노분말을 사용하는 나노소결, 성형

체의 고밀도화 및 방전 플라즈마 소결 등 고밀도 W 제

조를 위한 다양한 공정들이 제시되고 있다.3-6)

고밀도 성형체 제조를 위한 방법으로는 자기펄스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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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pulsed compaction)이 있으며, 이는 전자기 펄

스에 의해 GPa 단위의 매우 큰 압력을 수~수십 µs 동

안 인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MPC는 높은 성

형압에 의한 고밀도 성형체의 제조가 가능하여 소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7) 방전 플라즈마 소결(spark plasma

sintering)은 분말 입자간 방전에 의한 자기발열 작용을

이용하여 수 초~수 분 내에 소결을 완료하는 공정이며,

일반적인 소결 방법과 비교하여 가압으로 인한 밀도증

가, 급속승온, 저온·단시간 소결 등으로 고밀도화와 함께

결정립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8) 따

라서 고밀도 성형체 제조 공정인 자기펄스 성형과 가압

소결인 방전 플라즈마 소결 공정의 조합은 난소결성을

갖는 W 분말의 소결밀도 향상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펄스 성형의 가압력에 따른 W 분

말의 성형거동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제조한 성형체를 방

전 플라즈마 소결 공정으로 치밀화하여 소결온도에 따

른 상대밀도 및 미세조직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

결체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여 소결 조건과의 상관관

계를 해석하고 고밀도 W 제조를 위한 최적의 공정조건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치밀체 제조를 위한 W 원료로 Teagu Tech 회사 제품

의 순도 99.9 %, 평균 입도 1.22 µm의 분말을 사용하였

다. 원료분말은 자기펄스 성형기를 이용하여 수 µs의 자

기펄스를 주어가며 2.8 ~ 3.6 GPa의 압력으로 성형하였

다. 최종 성형체의 직경은 10 mm, 높이는 약 5 mm로

하였다. 치밀화는 graphite foil로 둘러싼 실린더 형태의

성형체를 내경 11 mm의 graphite die에 넣은 후 방전

플라즈마 소결로(Syntex, SPS-825, Japan)에서 실시하였

다. 소결은 가압력 30 MPa, 승온속도 약 50 oC/min, 유

지시간 10분으로 1,500 ~ 1,700 oC에서 진행하였다. 한편

소결거동의 비교를 위해, W 분말을 자기펄스 성형없이

방전 플라즈마 소결한 경우 및 자기펄스 성형체를 1,500
oC에서 15시간 동안 상압소결한 경우의 미세조직을 분

석하였다.

원료분말의 크기는 레이저입도분석기(LS I3 320, Beckman

Counter C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성형체의 밀도는 무

게와 높이를 측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소결체의 밀도는

Archimedes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성형체와 소결

체의 미세조직은 SEM(JSM-6700F, JEOL Co.)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미세조직 사진으로부터 70개 이상의 입

자크기를 측정하여 평균결정립 크기를 계산하였다. 소결

체의 경도는 Vickers 경도기(JP/MXT-70, Matsuzawa)를

이용하여 500 gf의 하중을 가해 시편 당 5회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원료분말의 미세구조와 입도분포 분석결과를 Fig. 1(a)

와 (b)에 각각 나타내었다. W 분말은 조대한 입자와 미

세한 입자가 혼합된 형태이며, 측정된 평균크기는 4.18

µm로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제원보다 다소 큰 크기이다.

그러나 Fig. 1(a)의 SEM 사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

이는 원료분말의 응집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는 자기펄스 성형기의 가압력에 따른 W 분말 성

형체의 상대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성

형압력이 증가할수록 상대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이며 3.6

GPa의 압력으로 성형할 경우 최대 값인 69.5 %의 상대

밀도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성형압력의 증가는 분말

의 재배열, 소성변형 및 파괴 등을 수반하여 성형밀도

가 증가하며 본 실험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9) 그러나 성형압이 3.4 GPa 이상인 경우 시편내 일

부 균열의 발생이 관찰되어, 본 연구에서는 2.8 GPa과

3.2 GPa의 압력으로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Fig. 3은 성

Fig. 1. Characteristics of the initial W powder; (a) SEM image and (b) particle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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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의 파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로, 고압성형에 의

한 W 분말의 파괴로 원료분말(Fig. 1)보다 크기가 상대

적으로 감소하고 성형압력의 증가에 따라 기공이 감소

하며 치밀화된 미세조직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4(a)와 (b)는 각각 2.8 GPa과 3.2 GPa의 압력으로

제조한 성형체를 1,500 oC에서 15시간동안 상압소결한 시

편의 파단면에 대한 미세조직 사진으로 저온 장시간 소

결에 따라 W 입자간의 목(neck)성장이 발생하였으나 내

부에는 아직 많은 기공들이 존재한다. 측정된 상대밀도

는 각각 66.2 %와 70.2 %로 초기 성형체의 상대밀도인

63.4 %와 67.2 %와 비교할 때 치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자기펄스 성형기를 이용한 성형체의 고

밀도화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온도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0)

고밀도 소결체 제조를 위해 방전 플라즈마 소결 공정

으로 치밀화한 시편의 전형적인 파단면 조직사진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a)와 (b)는 W 분말을 소결한 경

우이며 (c)와 (d)는 3.2 GPa의 압력으로 자기펄스 성형

한 후 각각 1,500 oC와 1,600 oC에서 10분간 소결한 시

Fig. 2. Relative density of compacts depending on the uniaxial

MPC pressure.

Fig. 4. Fracture surfaces of W, pressureless-sintered at 1,500
o

C for 15 h using MPC compacts with different applied pressure of (a) 2.8

GPa and (b) 3.2 GPa.

Fig. 3. SEM micrographs of W compacts prepared by MPC with an applied pressure of (a) 2.8 GPa and (b) 3.2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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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소결온도가 증가할수록 전체 시편에서 결정립 크

기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소결온도 조

건에서는 자기펄스 성형한 시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미

세한 결정립 크기를 보여준다. 소결공정 조건에 따른 소

결체의 특성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상대밀도, 결정입자 크

기 및 경도를 측정하였다.

Table 1은 방전 플라즈마 소결로 제조한 W 시편의 물

성을 나타낸 결과로서, 모든 시편의 상대밀도는 90 %

이상으로 상압소결한 시편과 비교하여(Fig. 4) 향상된 값

을 보여준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에서의 향상된 소결성

은 분말 간 방전에 의한 자기발열 작용과 가압에 물

질이동의 촉진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8) 한편,

1,700 oC에서 소결한 시편은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소결

한 시편과 비교하여 낮은 상대밀도를 나타내는 바, 이

는 고온에서 W의 산화 또는 탄화에 기인하여 치밀화를

방해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1) 자기펄스 성형으로 제

작한 성형체를 소결할 경우 전체적으로 높은 상대밀도

를 나타내나 W 분말을 직접 소결한 경우와 비교하여 뚜

렷한 밀도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입자의 평

균크기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바, 소결온도가 증가

할수록 입자크기는 증가하며 자기펄스 성형체를 소결할

경우가 더 작은 결정입자 크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평

균 입자크기의 감소는 Fig. 3의 결과와 같이 자기펄스

과정 중 감소된 W 분말의 크기와 함께 균일한 미세조

Table 1. Relative density, average grain size and hardness of sintered bodies, prepared by SPS of raw powders and SPS of MPC compacts.

Temperature (oC)
Relative density (%) Average grain size (µm) Vickers hardness (GPa)

SPS MPC+SPS SPS MPC+SPS MPC+SPS

1500 90.6 90.9 3.83 2.86 3.25

1600 93.3 93.6 10.59 7.37 3.77

1700 91.7 92.9 13.50 11.35 3.55

Fig. 5. SEM images of the sintered W, prepared by SPS of raw powders (a and b) and SPS of MPC compacts (c and d). The left and

right images show the sintering temperature of 1,500 and 1,600 o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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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12,13) 정확한 해석

을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자기펄스 성형체를 소결

한 시편의 Vickers 경도 값은 3.25 ~ 3.77 GPa이며 1,600
oC에서 소결한 경우가 높은 상대밀도에 기인하여 가장

큰 값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W의 경도 값은 약 4.0

GPa이며, 1 µm 이하의 미세 결정립을 갖는 소결체의 경

우는 약 5 GPa로 보고되었다.4,14)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시

편의 경우 보고된 경도 값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는 바

이는 주로 증가된 결정립 크기와 낮은 소결밀도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자기펄스 성형에 의한 고밀도 성형체 제조와 방전 플

라즈마 소결에 의한 치밀화가 W소결체의 미세조직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기펄스 성형체의 경

우 가압력이 증가할수록 상대밀도가 증가하였으나 성형

압이 3.4 GPa 이상인 경우 시편내 일부 균열의 발생이 관

찰되었다. 자기펄스 성형체를 1,500 oC에서 상압소결한 시

편은 W 입자간의 목(neck)성장이 발생하였으나 내부에

는 아직 많은 기공들이 존재하여 밀도증가의 효과가 거

의 없었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로 제조한 소결체는 90 %

이상의 상대밀도를 나타내며, 자기펄스 성형 후 1,600 oC

에서 소결한 시편이 상대밀도 93.6 %로 최고 높은 밀도

를 보여주었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에서 향상된 소결성

은 분말 간 방전에 의한 자기발열 작용과 가압에 물질

이동의 촉진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W 분말을 직

접 소결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자기펄스 성형체를 소결

한 경우가 더 작은 결정입자 크기를 나타내며 이는 자

기펄스 공정 중 감소된 W 분말의 크기와 함께 균일한

미세조직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1,600 oC에서 소

결한 경우가 가장 큰 Vickers 경도 값을 보여주었으나

일반적인 W 소결체 보다는 다소 낮은 경도 값이며, 이

는 주로 증가된 결정립 크기와 낮은 소결밀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No. 2016R1A2B4013464).

References

1. J. W. Davis, V. R. Barabash, A. Makhankov. L. Plochl

and K. T. Slattery, J. Nucl. Mater., 258-263, 308 (1998).

2. E. Lassner and W.D. Schubert, Tungsten: Properties,

Chemistry, Technology of the Elements, Alloys, and

Chemical Compounds, Kluwer Academic/ Plenum

Publishers, New York, USA (1999).

3. I. H. Moon, J. S. Kim and Y. L. Kim, J. Less Common

Met., 102, 219 (1984).

4. Z. Z. Fang and H. Wang, Int. Mater. Rev., 53, 326

(2008).

5. R. M. Raihanuzzaman, J.-W. Song and S.-J. Hong, J.

Alloys Compd., 536, S211 (2012).

6. J.-H. Kim, I.-H. Oh, J.-H. Lee, S.-K. Hong and H.-K.

Park, J. Korean Powder Metall. Inst., 26, 132 (2019) (in

Korean).

7. E. A. Olevsky, A. A. Bokov, G. S. Boltachev, N. B.

Volkov, S. V. Zayats, A. M. Ilyina, A. A. Nozdrin and

S. N. Paranin, Acta Mech., 224, 3177 (2013).

8. N. Tamari, T. Tanaka, K. Tanaka, I. Kondoh, M. Kawahara

and M. Tokita, J. Ceram. Soc. Jpn., 103, 740 (1995).

9. R. W. Heckel, Trans. Metall. Soc. AIME, 221, 671

(1961).

10. T. E. M. Staab, R. Krause-Rehberg, B. Vetter, B.

Kieback, G. Lange and P. Klimanek, J. Phys.: Condens.

Matter., 11, 1787 (1999).

11. G. Lee, J. McKittrick, E. Ivanov and E. A. Olevsky, Int.

J. Refract. Met. Hard Mater., 61, 22 (2016).

12. J. K. Lee, S. J. Hong, M. K. Lee and C. K. Rhee, Solid

State Phenom., 118, 597 (2006).

13. H.-S. Kim, J.-G. Lee, C.-K. Rhee, J.-M. Koo and S.-J.

Hong, J. Korean Powder Metall. Inst., 18, 411 (2008) (in

Korean).

14. O. El-Atwani, D. V. Quach, M. Efe, P. R. Cantwell, B.

Heim, B. Schultz, E. A. Stach, J. R. Groza and J. P.

Allain, Mater. Sci. Eng., A, 528, 5670 (2011).

<저자소개>

이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생

변종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정영근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교수

오승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