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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HfC와 HfB2는 높은 열적 안정성과 좋은 산화 저항성 때문에

고온 응용에 있어서 중요한 세라믹으로 알려져 있다. Monolithic

HfC와 HfC/HfB2 세라믹 복합체는 고 에너지 밀링 및 탄화/붕화

환원을 통해 나노사이즈의 분말로 합성되었다. 이 분말은 SPS를

이용하여 소결되었으며, 높은 소결성을 갖는 소결체를 얻었다. 이

논문에서는 열적 안정성과 고온에서의 성능에 관하여 이 시스템들

이 비교되고 논의될 것이다.

주요어 : 초고온 내삭마, HfC, HfB

학 번 : 2015-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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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Ultra-High-Temperature Ceramics(UHTC)는 4B, 5B에 속하는 몇

몇의 carbide, nitride, boride들로(1), 그 예로는 HfC, HfB2, ZrN등이 있

다. 이 재료들은 높은 녹는점 뿐만 아니라 높은 열적 전도성, 전기적 전도

성, 강한 공유결합에서 기인한 화학적 안정성, 또한 좋은 산화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초고온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구조재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적용 분야로는 비행체의 leading edge, nose cap, rocket

propulsion등이 있다(1,2,3)(그림1-1).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에서 기인한 여

러 단점들 또한 존재한다. Hafnium-based ceramics는 강한 공유결합

및 낮은 확산계수로 인하여 치밀화가 매우 어렵다(4,5,7). 이러한 이유로 높

은 온도(섭씨 2000도 이상) 조건에서 치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4), 이것은 재료의 grain size 조대화 및 그에 따른 시편의 기게적 특성 저

하를 동시에 수반한다. 또한 소결성의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소결 조제

들(MoSi2(4,6,7), Si3N4(8) 등)을 이용하여 치밀화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

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Ulatra-High-Temperature Cermaics

는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구조재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밀화는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UHTC에 비해 비교적 낮은 녹는

점을 가지는 소결 조제의 이용은 고온에서 조제의 휘발 가능성이 존재하

므로 초고온 구조 세라믹 이용의 분명한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보론화/

탄화 환원 방법을 이용한 나노 보라이드/카바이드 분말을 합성하고 합성

된 분말을 치밀화에 이용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안 및 사용되고 있

다.(9-13) 이렇게 보론화/탄화 환원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나노분말은 높

은 자유 표면 에너지를 가진다. 이것은 소결에 있어서 driving force를 증

가시키며, 따라서 치밀화 경향을 향상시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소결 조

제 없이 소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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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론화/탄화 환원

방법을 이용한 UHTC 분말합성에 관한 연구 및 소결조제 없이 UHTC를

섭씨 2000도 이하에서 치밀화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HfC의 분말 합성 및 치밀화를 열역학적, 속도론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또한 HfC에 HfB2를 첨가하여 기계적 특성이

강화된 새로운 세라믹 복합재료의 디자인을 고안하였고 이들의 물성을 현상학

적인 관점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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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초고온 내삭마의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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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과정

분말 합성 원료로는 Hafnium oxide (HfO2, purity 99 %, 325 mesh;

Alfa Aesar, Ward Hill, MA), Boron trioxide (B2O3) 그리고 graphite

(particle size 1.65 μm, purity 99 %, Seung-Lim Carbon Metal,

Ansan, Korea)를 사용하였다

분말 합성에 사용된 반응식은 아래와같다. 모든 환원 반응에서 CO가스

가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1. HfO2 + 3C = HfC + 2CO

2. 2HfO2 + B2O3 + 8C = HfC + HfB2 + 7CO

Monolithic HfC와, HfC-5Vol.% HfB2, HfC-10Vol,% HfB2,

HfC-20Vol.% HfB2, HfC-30Vol.% HfB2 조성에 맞추어 칭량하였다. 칭

량한 원료 분말은 플래니터리 밀링(high energy milling)을 이용하여 밀

링이 진행되었다. 밀링 조건은 250rpm, 10시간, BPR은 40:1 이었으며 사

용된 ball은 WC ball이었고, jar는 WC로 코팅된 것이다. 밀링 된 분말은

325mesh 체를 이용하여 체내림 되었고 진공로에서 보론화/탄화 환원이

진행되었다. 환원과정에서 HfO2의 상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Monolithic

HfC의 합성을 목표로하는 원료분말을 1250, 1350, 1450, 1500℃에서 1분

간 환원처리 하였다. 또한 승온속도가 환원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승온속도를 분당 2, 10, 20℃로 변화시키며 1550℃에서 1분간 환원

을 진행하였다. Monolithic HfC와 HfC-HfB2 복합체 분말의 환원 과정

중에 성장된 HfO2의 powder particle size비교를 위하여 1250℃에서 1

분간 환원 처리 하였으며, 이들의 환원 완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Monolithic HfC를 목표로 하는 원료분말은 1450, 1500, 1550, 1600℃에

서 1분간 환원처리하였고 HfC-30Vol,% HfB2를 목표로 하는 원료분말은

1450, 1470, 1500℃에서 1분간 환원처리하였다. Monolithic HfC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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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하기위한 환원조건은 1550℃, 1h이며, HfC-HfB2 복합체 분말의 환

원조건은 1450℃, 1h이었다. 합성된 분말의 상 분석은 XRD(X-ray

diffraction, Rigaku Corp./ Mini XRD)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분말의

size측정은 FWHM 계산법과 BET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보론화/탄화

환원으로 얻은 합성 분말은 graphite mold(Dongbang carbon)를 이용하

여 1700℃에서 10분간 Spark Plasma Sintering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압력은 60MPa이다. 제작된 분말의 입자크기, 제작된 시편의 미세구조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erlin compact, su-70)을 이용

하여 관찰하고 EBSD를 측정하였다. 시편의 경도는 vickers 경도기로

Monolithc HfC는 3kgf의 하중으로, HfC-HfB2 복합체는 10kgf의 하중

으로 측정되었고 파괴인성은 shetty에 의해 유도된 식으로 계산을 통해

구하였다. 시편의 내산화성 분석은 TGA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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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결과 및 고찰

제 1 절 환원과정에서 HfO2의 상변화 과정

[그림3-1-1]은 1250, 1350, 1450, 1500℃에서 1분간 탄화환원이 진행된

HfC분말의 X-ray 회절 패턴이다. [그림2-1-1]에서 볼 수 있는 XRD

peak는 HfC와 HfO2뿐이다. 환원 온도가 높아질수록 HfO2의 Peak

intensity는 감소하고 HfC의 peak intensity는 증가한다. 환원 온도가 높

아지는 과정 속에서 HfO2의 peak shift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HfO2는 다른 어떠한 상을 거치지않고 직접적으로 HfC로 변환이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승온속도가 분말 환원에 미치는 영향

환원 과정에서 HfO2는 직접적으로 HfC로 변화한다. 이것은 상변화가 일

어나기 시작하는 온도까지는 지속적으로 HfO2의 powder가 성장함을 의

미한다. 원료분말의 성장은 고 에너지 밀링 효과를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diffusion을 저해하는 요인이된다.(14) 또한 성장된 원료분말은 생성물인

carbide 또는 boride의 size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나노 사이즈의 단

일상 HfC, HfC-HfB2 복합체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승온속도

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3-2-1]는 승온속도를 분당 2, 10, 20℃로 조절하여 1550℃에서 1

분간 환원한 HfC분말의 X-Ray diffraction pattern이다. 승온속도를 분

당 20℃로 설정하면, 승온과정에서의 HfO2 powder particle의 입성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분말 환원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다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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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O2가 환원되지 않고 분말에 남아있게 된다(그림3-2-2). 분당 2℃의 승

온속도 환원의 경우, 다소 긴 승온과정으로 인하여 HfO2의 powder

particle의 조대화가 일어나게되고, 그 결과 다량의 HfO2가 환원이 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거나 분말 사이즈가 비교적 큰 HfC powder가 합성된

다.(그림4-3) 따라서 분당 10℃의 승온속도를 최적의 승온속도로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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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 1250, 1350, 1450, 1500℃에서 1분간 탄화환원이 진행된 HfC

분말



- 9 -

그림 3-2-1. 승온속도를 분당 2, 10, 20℃로 조절하여 1550℃에서 1분간

환원한 HfC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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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HfC 환원 메커니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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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최적의 분말 환원 온도

[그림 3-3-1]은 1250℃에서 1분간 환원한 Monolithic HfC와

HfC-30Vol.% HfB2 분말의 X-ray diffraction pattern이다. 각각의 분

말에서 HfO2 peak의 FWHM 계산결과 Monolithic HfC분말의 HfO2

crystallite size는 약 50nm, HfC-30Vol.% HfB2분말의 HfO2

crystallite size는 약 40nm로 나타났다. 이것은 복합체 환원 과정중에 형

성되는 액상의 B2O3의 영향 때문으로 사료되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2]는 온도별 1분간 환원한 Monolithic HfC와 HfC-30Vol.%

HfB2 분말의 X-ray diffraction pattern이다. HfC는 1600℃의 온도에서

환원이 진행되었을 때 HfO2 peak가 검출되지 않고 합성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HfC-30Vol,% HfB2는 1500℃의 낮은 온도에서도 합성이 완료되

었다. Formation energy 계산 결과를 보면, HfC는 1661℃이상에서

∆ 이 0보다 작아지고, HfB2는 1533℃ 이상에서부터 ∆ 이 0보다 작
아진다(그림 3-3-3). 이러한 formation energy의 차이, 환원과정에서 형

성된 액상의 B2O3에의한 HfO2 입성장 억제가 복합체 분말의 환원온도를

낮춰주는 요인이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HfC 분말의 환원 조건으로

holding temperature는 1550℃, temperature dwelling time은 1시간으

로 설정하였고, 복합체분말의 환원 조건으로는 holding temperature는

1450℃, temperature dwelling time은 1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조건을 이용하여 Monolithic HfC 및 네 가지 조성의 복합체 분말

을 합성하였다.(그림 3-3-4) 또한 합성된 분말들은 BET계산법에 의하여

100nm 이하의 평균입도를 갖는 nano size 분말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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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1250℃에서 1분간 환원을 진행한 HfC와 HfC-30Vol.%

HfB2 분말의 XRD



- 13 -

그림 3-3-2. 온도별 1분간 환원한 Monolithic HfC와 HfC-30Vol.%

HfB2 분말의 XR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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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HfC와 HfB2의 formation energy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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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합성이 완료된 HfC-xVol,% HfB2(x=0, 5, 10, 20, 30) 분말

의 XR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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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합성된 분말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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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앞서 환원한 HfC-xVol.% HfB2(x = 0-30) 분말을 1700℃에서 10분간

SPS 진행하였다. 기존의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SPS시 Monolithic HfC

는 2200℃에서 65MPa의 압력으로 3분간 소결을 진행했을 때 98%의 상

대밀도를 나타내었다. Monolithic HfB2는 같은 조건에서 약 80%의 상대

밀도를 나타내었다(2). 그러나 High energy milling 및 탄화 환원을 거쳐

서 합성된 Monolithic HfC powder는 1700℃에서 60MPa의 압력으로

10분간 SPS를 진행하였을 때, 97%의 상대밀도를 나타내었다(그림

3-4-1). 기존에 보고된 연구결과보다 500℃ 낮은 온도에서 소결이 완료

되었다. 분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소결 구동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Monolithic HfC의 평균 그레인 사이즈는 약 10μm이며, HfC-HfB2 복

합체가 되면서 평균 그레인 사이즈는 약 1μm로 감소한다(그림3-4-2).

Monolithic HfC는 비정상 입성장 거동을 통하여 소결이 진행되나,

HfC-HfB2 복합체는 HfB2의 pinning effect로 인하여 HfC 그레인의 입

성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fC에 HfB2를 첨가하여 소결하

는 것은 소결체의 그레인 사이즈 감소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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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합성된 HfC-xVol.% HfB2 (x = 0-30) 분말의 소결체 미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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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소결된 시편의 평균 그레인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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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시편의 경도와 파괴인성

Monolithic HfC의 경도는 15.6GPa이며, 파괴인성은 측정이 불가능 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편에 HfB2를 첨가하는 것은 경도 및 파괴

인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그림 3-5-1). 이것은 경도와 파

괴 인성은 trade-off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HfC의

이론적 경도는 그것의 공유결합 특성 차이로 인하여 HfB2보다 높다. 하지

만 제작된 소결체에서 Monolithic HfC의 경도보다 HfC-HfB2 복합체의

경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HfB2에 의한 pinning effect로 인

해 작아진 평균 grain size 때문이다. Hall Petch equation에 따르면

grain size의 감소는 경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파괴 인성 또한 HfB2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평균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며 변화된 크랙 전파 때문이다(그림 3-5-2).

Monolithic HfC에서는 크랙 전파가 Transgranular 경향을 나타내는 반

면에 HfC-HfB2 복합체에서는 크랙 전파 경향이 intergranular로 변화된

다.

Intergranular 크랙 전파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파괴 인성 또한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5-3). 하지만 HfC-20Vol.% HfB2와

HfC-30Vol,% HfB2 시편의 파괴 인성 비교시, intergranular 크랙 전파

비율은 감소하나, 파괴 인성은 소폭 증가함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intergranular 크랙 전파를 유형별로 나누었다(그림 3-5-4).

HfC/HfC 크랙전파, HfC/HfB2 크랙전파, HfB2/HfB2 크랙전파 총 세가

지 이다. HfC/HfC가 감소하고, HfC/HfB2, HfB2/HfB2가 증가함에 따라

서 파괴 인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fC-20Vol.% HfB2

와 HfC-30Vol.% HfB2를 비교하면, HfC-30Vol.% HfB2에서는 총

intergranular 크랙 전파 비율은 감소하나, HfB2/HfB2 유형의 크랙전파

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fB2가 시편의 파괴 인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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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제작된 소결 시편의 기계적 특성 및 상대밀도



- 22 -

그림 3-5-1. 소결된 시편의 경도와 파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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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Monolithic HfC와 HfC-5Vol.% HfB2 시편의 EBS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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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소결체의 파괴인성 및 intergranular 크랙 전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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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유형별 intergranular 크랙 전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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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시편의 산화 거동

TGA를 이용하여 시편의 산화 거동을 분석할 때, 시편 질량의 증가는 시

편이 산화된 양과 관련이 있다. Monolithic HfC는 800℃이상부터 급격하

게 산화가 진행된다. 하지만 HfC-HfB2 복합체는 HfC보다 좋은 산화 거

동성을 보인다(그림 3-6-1). HfB2가 산화될 때 산화 부산물로 액상의

B2O3가 형성된다. B2O3는 산화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편의 그레인

경계와 시편 내부에 존재하는 pore들을 채워주어서 시편의 산화를 더디게

한다(15).또한 산화 시편의 산화 층 두께는 HfB2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보였다.(그림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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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시편의 TG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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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산화 시편의 광학 현미경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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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산화 시편의 산화 층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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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고 에너지 밀링을 이용하고 승온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기존의 보고된 온

도보다 약 300℃가량 낮은 온도인 1450℃, 1550℃에서 monolithic HfC

와 HfC-HfB2 복합체 분말을 합성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낮아진 환원 온

도는 나노 사이즈의 평균 입도를 가지는 분말을 합성하는 것을 가능케 하

였다.

나노 사이즈의 분말은 소결 구동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자

들이 보고한 온도보다 500℃ 낮은 온도에서 비슷한 소결성을 갖는 소결체

를 제작할 수 있었다.

HfC가 갖는 단점인 낮은 파괴인성을 HfC-HfB2 복합체를 새로이 고안

함으로써 극복하였으며, 그레인 성장 메커니즘을 변화시킴으로써 경도 또

한 높일 수 있었다. 산화 저항성 또한 HfC-HfB2 복합체에서 더 높게 나

타났는데, 이것은 HfB2의 산화 부산물인 B2O3에 의한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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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hesis and Performance of

Hf-based ceramics

Sang Won Seo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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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 and HfB2 are known to be important ceramics for

high-temperature applications due to their high thermal stabilities and

oxidation resistance. HfC/HfB2 ceramic composite along with

monolithic HfC was prepared from corresponding oxides in the form

of nano powders by high-energy milling and boro/carbothermal

process. The powders were consolidated by Spark Plasma Sintering

method. Uniform microstructures were obtained with high densities,

which are attributed to in-situ formation of carbide and b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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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s from oxides. The uniformity in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is notable advantage of this in-situ process. In this paper the

systems will be compared and discussed in terms of thermal stability

and high-temperatur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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