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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법에 의한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준-나노 CuxNiyZn1-x-yFe2O4 페라이트 연소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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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 of Quasi-nano sized 
CuxNiyZn1-x-yFe2O4 with Numerical Modeling by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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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modeling of the self-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 (SHS) of CuxNiyZn1-x-y 
Fe2O4 ferrites was carried out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to control the combustion synthesis 
behaviors of the ferrites. Additional pre-heating above 300 ℃ caused the combustion temperature at the 
inner surface of the reactant compact to completely propagate the SHS reaction. The porous 
CuxNiyZn1-x-yFe2O4 ferrites formed by the SHS were ball-milled and then magnetically separated and 
classified to obtain quasi-nano-sized powders. The reitveld refinement estimated that the SHS product 
formed at room temperature was about 64% ternary ferrites, while that formed with 598 K preheating was 
about 85% ternary fer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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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과 안료(industrial 

pigment)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성분의 페라이트 분말이 개

발될 필요가 있다. 페라이트의 화학식은 MFe2O4로 정의되며 

(M=금속) spinel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페라이트의 물

리적 특성은 화학조성과 비화학양론비에 의하여 결정이 되

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화학조성을 갖는 복합 

페라이트를 개발하고 있다 [1,2]. 페라이트 분말 제조 방법은 

조성에 따라 하소(calcination)법, 진공용해법(vacuum 

melting), 고온자전연소법 (self-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 SHS)등 매우 다양하다 [3-6]. 하소법은 금속의 산

화물을 기계적으로 혼합 후 하소시키고 분쇄하여 원료 분말

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양산에 유리하지만 하소 공정 중에 일

정한 조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며 공정 중에 불순물이 혼합

될 가능성이 높다. 진공용해법은 기본 조성인 산화철에 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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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상 합금원소를 고주파 진공 용해하고 미분(atomization)

하는 방법이다. 거칠게 분쇄된 합금을 수소처리 후 불활성 가

스(inert gas) 분위기에서 분쇄기(jet mill)을 사용하여 기계적 

미분시키거나 수용액상에 동침시키는 후처리가 필요하다. 

고온연소합성법은 연소 반응 중에 발생하는 발열(exothermic 

heat)을 이용한 소재 제조법으로서 고온 반응구역에서 비점

이 낮은 불순불이 제거되므로 고순도 물질을 경제적으로 제

조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조성의 페라이트를 연소

합성하려면 자체 발열량에 한계가 있고, 특히 양산 공정에서

는 원료 내부와 표면의 연소 온도의 차이로 표면에 잔류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료를 전체적으로 균일한 연소온도

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7]. 균일한 연소온도를 유지하

면서 연소반응이 진행되려면 시료의 초기 온도가 매우 중요

한 변수이다. 초기 온도는 연소반응이 진행되기 전의 예열에 

의하여 제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순도 다

원계 페라이트를 고온자전연소합성법으로 양산하기 위하여 

예열 효과를 검토하는데 있다. 예열 조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소 현상을 모델링하였고 유한 요소법으로 연소 거동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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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reactants

sample＃ molar ratio
Fe2O3 NiO ZnO Fe CuO
15.01 8.42 3.06 10.50 2.99

Fig. 1. Schematic diagram of SHS process for ferrite production

Fig. 2. Physical model
량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순도 CuxNiyZn1-x-yFe2O4 페라이

트를 합성하고 생성물의 금상학적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실험방법

2.1 연소합성 및 분석

CuxNiyZn1-x-yFe2O4 분말을 자전연소합성하기 위하여 

Fe2O3 + xCuO + yNiO + (1-x-y)ZnO + Fe → CuxNiyZn1-x-y 

Fe2O4 와 같은 연소반응을 고려하였다. 원료 분말을 칭량, 혼

합, 연소, 분석 순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1은 연소합성에 의한 

제조공정도이다. 제조 공정은 크게 시료 준비, 혼합, 연소 합

성, 분리, 미세조직 관찰 및 성분 분석이다. 원료 분말들을 화

학적 정량비(stoichiometric ratio)로 칭량하고 볼밀(SPEX- 

2000, USA)을 이용하여 5분간 혼합하였다. 혼합된 초기 분

말의 평균 입도를 입도분석기 (Micrometrics, Sedigraph 

5100, UK)로 측정하였다. 표 1은 반응물의 조성이다.

준비된 분말의 혼합물을 고온 연소 합성 장치내의 알루미

나 도가니에서 연소 반응시켰다. 연소합성 장치는 반응로, 점

화장치(ignition coil), 반응로의 분위기조절 장치, 연소파 제

어 장치, 열전대와 연결된 자료 입력장치(data aquisition unit)

로 구성되어 있다. 연소합성을 위하여 혼합 분말을 반응로내

의 직경과 높이가 35 × 80 mm의 원통형 알루미나 수직관에 

장입하였다. 알루미나 도가니의 외부는 열선과 온도 조절장

치가 설치되어 외부에서 예열되었다. 연소반응은 칸탈 필라

멘트를 사용하여 시료 상단 표면에 접촉시켜 개시하였다. 연

소온도와 연소속도는 광온도계(optical pyrometer, Fluke- 

1500, Japan)와 반응로 옆면에 부착된 2개의 W-W/Re 열전대

로써 측정하였다. 반응로는 0.1 MPa 산소압으로 제어되었다.

연소 반응된 시료는 볼밀(SPEX-2000, USA)을 사용하여 

분쇄하고 유성밀(planetary mill, PBM-V, Deco, China)을 사

용하여 각각 5분, 20시간 동안 기계적으로 미분하였다. 미분

된 분말은 진동 정밀채 (Octagon 200, UK)를 이용하여 마이

크로미터 급으로 분류하였다. 분쇄된 분말은 레이저 입도분

석기 (APA-5001SR, UK)를 사용하여 입도 분석하였다.

연소반응 전의 반응물과 연소반응 후의 생성물의 상

(phase)을 X-선 회절기(Ultima IV,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상분석하였다. 상 분석용 시편은 연소합성 된 생성물을 볼밀

로 분쇄하여 미분화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은 Mo 타겟의 Kα선

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연소반응 전과 후의 미세조직은 주

사전자현미경(CX200-TA, Cosem, Korea)으로 관찰하였다.

2.2 자전연소반응 모델

열전달 반응식을 활용하여 자전연소합성반응에 대한 모델

링 하였다. 물리적 모델은 자전연소반응은 연소파가 진행되

는 구역에 따라서, (1) 반응물 구역 (2) 열 영향 구역 (3) 연소

반응구역과 (4) 생성물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8]. 반응물 구

역은 초기 반응하는 분말의 혼합구역이다. 열 영향 구역은 연

소파가 접근함에 따른 예열되는 구역이다. 연소반응구역은 

연소반응이 진행되어 발열반응에 의한 열의 발생되고 축적

되는 구역이다. 생성물 구역은 연소반응으로 새로운 상이 생

성되고 잠열에 의한 상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구역이다. 그

림 2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물리적 모델이다. 시료는 직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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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value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Materials
Thermal 

condunctivity, k 
[W/cm·K]

Density, ρ
[g/cm3]

Heat capacity, Cp

[J/mol·K]
298 K 598 K

CuO 0.32 6.32 42.24 50.94
NiO 0.20 6.67 40.10 47.50
ZnO 0.21 5.68 9.66 11.60
Fe 0.80 7.86 25.10 32.06

Fe2O3 0.58 5.12 103.70 141.20

mm 길이 80 mm 인 원통형이며 반응은 0.1 MPa의 산소압에

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열전달기구는 연소 반응에 따른 발열에 의한 

열전도이며 대류와 복사에 의하여 시료표면에서 주위로 열

이 손실된다고 가정하였다. 열전달 식은 식 (1)과 같이 표현

된다 [9].

･

 ･∇ ∇･∇ (1)

여기서 =시료의 평균 밀도, =시료의 평균 열용량,  

=산화반응에 대한 산소유속 벡터, k=평균 열전도, Q=발열량

이다. 에너지 보존을 위한 시료 내부와 외부의 경계조건은 식 

(2)과 같다.

 ･




･    (2)

연소반응의 열원( )은 연소에 따른 연소파 이동속도인 연

소반응속도 (
 )와 반응의 엔탈피변화(∆)로 식 (3)과 같

이 계산된다.

 

 ∆ (3)

엔탈피 변화는 발열반응으로서 각각의 성분 (i)에 대한 열

역학적 자료를 근거로 식 (4)와 같이 계산되었다.

∆     (4)

다음으로 연소 반응 중에 연소파가 정상상태로 진행되는 

구간을 요소 분할하여 구간의 열량을 고려하였다. 연소반응

에 따른 연소파는 열전도, 대류, 복사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소파 전파속도를 고려하여 대략 100 nm 급

으로 요소 구간을 분할하여 모델링하였다 [10]. 본 연구에서

의 모델은 Merzhanov와 Hardt 모델을 근거로 실제 시료의 크

기에 대하여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였다 [8]. 연소파가 임의

의 연소 구역 (i+1)을 지날 때 발생된 열원과 이전의 연소구

역 (i)에서의 발열량에 의하여 유입되는 열량 ()에 영향을 

받는다. 요소구역을 결정하는 연소반응 구역의 크기는 가 

영(zero)일 때가 정상상태 연소파 이동이 진행되는 연소 반응

구역의 크기로 가정하였다. 전도에 의하여 유입되는 열량 

()은 연소반응을 개시하기 위하여 입력된 초기 열 (), 대

류와 방사에 의하여 소실되는 열(, )의 합으로 표시된

다. 대류와 방사에 의하여 소실되는 열은 평균 대류 계수(h), 

방사율(), Stefan-Boltzman 상수(), 경계온도 (상온 또는 예

열온도, ∞) 와 대류가 진행되는 표피 온도()로 표현된다 

[11,12].

한편 반응물의 분율 ()에 대하여 연소반응속도 (
 )는 

속도 식에 따른 Arrhenius 형태로 식 (5)과 같이 고려하였다 

[13].




   

exp
∆

 (5)

여기서 는 반응속도 상수, n은 반응지수, ∆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이다. 원통형 시료에 대하여 경계조건은 외부

온도 (보기 : 298 K)이며 연소 반응 중에는 전도, 대류, 복사

에 의하여 열손실이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소 개시

온도는 칸탈 필라멘트의 전기저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연소반응이 진행되는 반응구역에서는 높은 온도구역이므

로 산소기체의 밀도 변화로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산소 기체

의 흐름은 Navier-Stokes 식을 적용하였다 [10]. 경계 조건은 

유한 요소 구간에서 경계조건은 입구의 흐름은 일정 속도이

고 출구는 일정 압(보기 : 1기압)이며 기상/고상 경계의 슬립

은 없다고 하였다.

자전연소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은 질량 보존

이 유지된다. 연소반응은 시료표면에서 산소기체와 반응하

여 산화물을 형성하므로 표면 반응이다. 자전연소반응이 진

행되는 요소구역에서의 농도변화는 연소반응정도()와 관

계있다. 자전연소에 의하여 반응물이 생성물 ()로 되고 경

계에 대한 질량변화가 없는 단열조건이므로 완전 반응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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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ietveld refinement of X-ray spectra of combustion 
products with initial
substances Fe2O3 CuO NiO ZnO Ni CuxNiyZn1-x-yFe2O4

298 K 10.1 3.7 9.0 10.0 3.6 63.6
598 K 9.6 - 2.3 3.3 - 84.8

Fig. 3. X-ray spectra of combustion products with initial 
temperature : (a) reactants (b) product at 298 K (c ) product at 598 
K (● : CuxNiyZn1-x-yFe2O4 △ : Fe2O3 ▽：ZnO □ : NiO ◇ : CuO
▼ : Ni )

Fig. 4. Combustion behaviors with initial temperature : (a) 298 K 
(b) 598 K

는 식 (6)이 성립된다. 여기서 는 생성물의 최종농도이다.

    


(6)

유한 요소 해석을 위한 요소망은 68,608개이었다. 물성은

표 2와 같다.

3. 결     과

3.1 CuxNiyZn1-x-yFe2O4 의 연소 합성 및 X-선 상분석

자전 연소 반응은 시료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측정된

연소온도와 연소속도는 약 930 K 와 3.8 mm/sec 범위였다. 

이는 Fe2O3 + xCuO + yNiO + (1-x-y)ZnO + Fe → 

CuxNiyZn1-x-yFe2O4의 자전연소반응이 상온, 0.1 MPa 에서 진

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고자 반응물과 연소 반

응 생성물의 상은 X-선 회절분석 하였다. 그림 3은 초기 온도

에 따른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그림 3(a)은 반응물의 회절

도이며 3(b)와 3(c)는 초기온도가 각각 298 K와 598 K에서

자전연소반응된 생성물의 X-선 회절도이다. 그림 3(b)와 3(c)

에서와 같이 자전연소합성 후의 생성물은 30.199˚, 35.574˚, 

37.310˚, 43.348˚, 53.597˚, 57.174˚, 62.926˚, 74.070˚에서

CuxNiyZn1-x-yFe2O4의 회절선이 뚜렷이 관찰되었다 [11]. 이

는 연소합성에 의하여 3원계 페라이트가 합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초기 반응 온도가 298 K와 598 K인 자전연소반응

생성물 들에 대하여 3원계 페라이트의 상대적 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Reitveld 

분석을 Fullprof 2015 S/W를 사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표 3

은 Reitveld 분석 결과이다. 표 3에서와 같이 자전연소합성

후에는 3원계 페라이트 이외에 잔류 반응물이 존재하였다. 

각각의 조성비는 초기 온도가 298 K에서는 Fe2O3 : CuO : 

NiO : ZnO : Ni : CuxNiyZn1-x-yFe2O4는 10.90 : 2.72 : 9.09 : 

10.00 : 3.63 : 63.66로써 3원계 페아이트 량이 약 64% 생성되

었으나 예열온도가 598 K로 증가하면 Fe2O3 : CuO : NiO : 

ZnO : Ni : CuxNiyZn1-x-yFe2O4는 9.50 : 0 : 2.36 : 3.25 : 0 : 

84.89으로 3원계 페라이트의 생성량이 약 85%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2 자전연소합성의 연소거동에 대한 초기 온도의 효과

X-선 상분석으로 자전연소합성된 3원계 페라이트의 양은

반응 초기의 예열 온도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는 3원계 페라

이트의 자전연소반응은 철의 산화반응에 의한 발열과 반응

물인 산화물의 환원과 연소파 진행에 따른 주위에 대한 열손

실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연소합성 요소구역의 온도는 생성

물의 조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본 연

구에서는 Merzhanov와 Hardt가 제안한 연소거동 모델을 본



781 구문선･최용

Fig. 5. Microstructure of SHS reactant and products : (a) reactants 
(b) product at 298 K (c ) product at 598 K

Fig. 6. The variation of particle size with milling time (a) 298 K : 
initial particle size, (b) 298 K : after 20 hours milling, (c) 598 K  : 
initial particle size (d) 598 K : 20 hours milling

실험조건에 적용하고 유한요소법으로 연소거동을 해석하였

다 [10-13]. 그림 4는 초기온도가 298 K와 598 K에서의 연소

거동의 해석 결과이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상온의 연소반응

중에 시료의 최대온도는 1903 K이며 초기온도를 598 K로 예

열하면 2195 K이다. 초기온도를 598 K로 예열하여서 측정된

온도 2195 K는 연소 반응 온도인 약 930 K 이상이다. 한편 도

가니와 접한 표면 온도는 상온 반응은 629 K로써 연소온도

이하이지만 598 K로 예열하면 947 K로 상승하여 연소온도

이상이 된다. 이는 그림 4의 모델 결과에서 시료를 예열하여

초기 반응온도를 598 K로 증가시키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원통형 시료에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연소파가 이동이 가능

함을 보여준다. 이는 앞선 X-선 분석 결과와 초기 온도가 상

승하면 3원계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연소 거동이 시

편전체에 걸쳐서 균질하게 진행된 결과와 관계는 것으로 사

료된다.

3.3 예열온도에 따른 입도 분석 및 미세조직 관찰

연소 반응 생성물은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계적 미분

을 수행하고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그림 5는 자전연소 합

성 전과 후의 미세조직사진이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초기 약

30 μm 급의 분말이 혼합되어 있으나 연소 반응 후 5분 미분

하면 입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정량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입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은 초

기온도가 298 K와 598 K의 분말의 레이저 입도 분포도이다. 

기계적 미분은 유성밀로 각각 20시간씩 수행하였다. 그림 6

에서와 같이 초기 평균 입도는 두 경우 모두 유사한 약 10 μm 

범위이나 20시간 미분하면 초기온도가 298 K인 시료는 약

700 nm 급이지만 598 K인 시료는 500 nm 급으로 상대적으

로 기계적 미분이 잘 되었다. 이는 생성물의 상과 관계있다. 

표 3의 상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 온도가 298 K에서 자전연소

합성된 생성물의 조성은 Fe2O3 : CuO : NiO : ZnO : Ni : 

CuxNiyZn1-x-yFe2O4는 10.90 : 2.72 : 9.09 : 10.00 : 3.63 : 63.66

로서 대부분 취성의 산화물이지만 상대적으로 연성인 금속 

Ni이 3.63% 존재한다. 반면에 초기 온도를 598 K로 상승시

키면 자전연소합성된 생성물은 Fe2O3 : CuO : NiO : ZnO : Ni 

: CuxNiyZn1-x-yFe2O4는 9.50 : 0 : 2.36 : 3.25 : 0 : 84.89로서 모

두 취성의 산화물이며 연성인 금속 Ni이 없다. 따라서 초기

온도가 598 K에서 생성된 시료는 모두 취성의 산화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기계적 미분이 된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7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298 K와 598 K

의 나노크기의 페라이트 분말로서 입도는 각각 약 690 nm과

520 nm로써 준-나노크기이다. 이는 그림 6의 입도 분석 결과

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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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images of nano-sized CuxNiyZn1-x-yFe2O4 particles (a) 
product at 298 K (b) product at 598 K

4. 결     론

자전연소반응 중에 진행되는 연소파의 거동을 유한요소법

으로 해석하고 생성물을 분석하여 다음을 얻었다.

(1) 직경과 높이가 각각 35 mm, 80 mm인 원통형 알루미나

수직관에 혼합된 철(Fe)과 산화물(CuO, NiO, ZnO) 분말을

0.1 MPa 산소압에서 자전연소합성 하였다. 측정된 연소온도

와 연소속도는 약 930 K 와 3.8 mm/sec 이다.

(2) 연소반응 모델에서 직경과 높이가 각각 35 x 80 mm인

원통형 시료 내부의 최대온도와 시료 표면온도는 초기 반응

온도가 298 K에서는 2195 K과 629 K이며 초기 반응온도가

598 K로 증가하면 1903 K와 947 K이다. 시료 전체가 연소온

도 이상이 되려면 598 K로 예열하면 된다.

(3) Reitveld 분석으로 초기 온도가 298 K에서는 Fe2O3 : 

CuO : NiO : ZnO : Ni : CuxNiyZn1-x-yFe2O4는 10.90 : 2.72 : 

9.09 : 10.00 : 3.63 : 63.66로써 약 64%의 3원계 페라이트가

합성되지만 초기 온도를 598 K로 상승시키면 Fe2O3 : CuO : 

NiO : ZnO : Ni : CuxNiyZn1-x-yFe2O4는 9.50 : 0 : 2.36 : 3.25 : 

0 : 84.89으로 약 85%의 3원계 페라이트의 생성되었다. 이는

예열에 의하여 내부 최대온도와 표면 온도가 상승하였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4) 자전연소합성 생성물은 다공성 구조이다. 기계적 미분

을 수행한 298 K와 598 K의 생성물의 2시간 유성밀로 분쇄

하면 페라이트 분말은 평균입도가 각각 약 690 nm과 520 nm

로 준나노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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