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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5Y2O3 조성의 기계적 합금화 분말에 형성된 산화물의 상변태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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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ase transformation behavior of the oxides formed in mechanically alloyed Fe-5Y2O3 powder 
is investigated. Non-stoichiometric Y-rich and Fe-rich oxides with sizes of less than 300 nm are observed in 
the mechanically alloyed powder. The diffusion and redistribution reactions of the elements in these oxides 
during heating of the powder above 800 ℃ were observed, and these reactions result in the formation of a 
Y3Fe5O12 phase after heating at 1050 ℃. Thus, it is considered that the Y2O3 powder and some Fe powder 
are formed from the non-stoichiometric Y-rich and Fe-rich oxides after the mechanical alloying process, and 
a considerable energy accumulated during the mechanical alloying process leads to a phase transformation 
of the Y-rich and Fe-rich oxides to YαFeβOγ-type phase during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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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4세대 미래 원자력시스템인 소듐냉각고속로는 상용 경

수로에 비하여 고온과 고방사선의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되

도록 설계되므로 고강도의 신소재가 요구된다 [1,2]. 페라이트

/마르텐사이트계 산화물분산강화(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ODS) 강은 기지에 고온에서도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산화물

이 미세하게 분산되어 고온 크립 특성과 함께 중성자 조사 저

항성이 우수하다 [3,4].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듐냉각고

속로를 개발하는 국가에서는 핵연료의 피복관 소재로 고강

도 ODS 강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5-7].

일반적으로 ODS 합금의 분산재로 Y2O3 산화물이 사용되

고 있으며, 산화물을 미세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기계적 합

금화(Mechanical Alloying, MA) 공정으로 합금 분말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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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 후속 열간/냉간 가공 공정을 거쳐 부품으로 제조된다 

[8,9]. 나노 산화물이 합금 기지에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기계적 합금화 과정 중에 파쇄와  분해를 반복하면서 비정질 

상태로 되었다가 후속 열처리 과정에서 미세산화물로 석출

되어 성장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1]. 최근에는 

Atom Probe Tomography (APT), In-situ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XAFS) 

등과 같은 고분해능 장비가 활용되면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12-16]. 기계적 합금화 과정에서 산화물 결정

구조가 비화학양론적 결합상태가 변화되며 이로 인해 복합

구조의 산화물이 석출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7-19]. 

이와 함께 철계 기계적 합금화 분말에서 형성된 석출물의 미

세조직과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정상이나 결정 구조

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1]. 본 연구에서

는 기계적 합금화 공정으로 제조된 Fe-5Y2O3 합금 분말에 형

성된 나노 산화물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온도 변화에 따른 

산화물의 상변태 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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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 of cross section of the mechanically alloyed 
Fe-5Y2O3 powder prepared by FIB technique.

Fig. 2. TEM/EDS study results of the mechanically alloyed 
Fe-5Y2O3 powder; (a) TEM image of the matrix, (b) TEM image 
and chemical composition (P1, P2) of oxide particle marked in (a) 
and (c) HRTEM image and FFT pattern analysis of the oxide 
particle marked in (b).

2. 실험 방법

2.1. 시편 준비

평균입도 85 μm인 Fe 분말과 30 nm인 Y2O3 분말을 각각 

95%와 5%의 중량비로 준비한 후 고에너지 수평형 볼밀 장비

(모델명 : Simoloyer CM20)을 이용하여 합금 분말로 제조하

였다. 기계적 합금화는 회전속도 300 rpm의 조건으로 48시간 

동안 Ar 분위기에서 수행하였다. 기계적 합금화 공정 중 온

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비 내부에는 열전대를 부착하고 외

부는 냉각수를 순환시켜 일정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공정 중 온도는 50℃ 이하를 유지하였다. 제조된 

Fe-5Y2O3 합금 분말은 Focused Ion Beam(FIB, 모델명 : 

Helios NanoLabTM) 방법으로 너비 10 ㎛, 폭 10 ㎛, 두께 50 

nm 이하로 가공한 다음 proto-chip에 준비하였다(그림 1). 

TEM과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EDS) 장비를 

이용하여 박막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In-situ TEM 

장비(모델명 : JEM-ARM200F)를 활용하여 진공 분위기에서 

상온부터 1050 ℃ 온도까지 가열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합금 

분말의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였다. High Resolution 

TEM(HRTEM) 장비를 이용하여 나노크기의 산화물 이미지

를 관찰하고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SAED) 패턴

을 분석하였다. Gatan Digital-Micrograph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Fast Fourier Transformation(FFT) 이미지를 indexing하고 

나노산화물의 결정구조를 해석하였다 [22,23].

3. 결과 및 고찰

3.1. 기계적 합금화 분말의 미세조직

FIB 방법으로 가공한 Fe-5Y2O3 합금 분말 단면의 미세조

직은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합금 분말 내부에는 상당

량의 기공이 관찰되고 석출물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a)). 석출물의 크기는 대략 300 

nm 이하로 관찰되었다. 기계적 합금화 과정에서 Fe 분말과 

Y2O3 분말은 파쇄, 분해 및 냉간 용접 과정이 반복되고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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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situ TEM images of the mechanically alloyed Fe-5Y2O3
powder after heating at (a) 25, (b) 100, (c) 500, (d) 600, (e) 700, 
(f) 800, (g) 900, (h) 1000 and (i) 1050 ℃.

화가 진행되면서 다량의 기공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

지에 분산되어 있는 석출물 대부분은 구형에 가까운 형태였

지만 가장자리 일부분에서 전자빔 투과 시 발생되는 원소 종

류에 따른 명암 차이가 관찰되었다(그림 2(b)). 이러한 입자

들은 Y-rich 및 Fe-rich 두 종류의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

는 산화물로 분석되었고 이와 같은 산화물 입자는 기지에 전

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기계적 합금화 공정은 높은 에너

지 가공으로 분말들을 물리적으로 충돌시켜 파쇄하고 강제

적으로 혼합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합금 분말이 제조된다. 

이 과정에서 Fe 분말과 Y2O3 분말은 나노 크기의 입자로 미

세화되고 Y-rich, Fe-rich 두 종류의 성분으로 구성된 산화물

이 기지에 분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지에 분산된 산화물 

입자의 미세조직을 HRTEM으로 관찰한 결과 산화물과 기지 

계면의 일정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된 영역이 확인되었다(그

림 2(c)). 이는 높은 에너지 가공으로 Fe 및 Y2O3 분말이 합금

화 되는 과정에서 원소 간 비평형상태의 계면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24,25]. HRTEM 이미지를 FFT 패턴으로 

분석하면 Y2O3 산화물의 결정구조와 가장 일치하였고 

(321)Y2O3, (613)Y2O3, (332)Y2O3, 및 (110)Fe 결정면이 관찰

되었다. 합금 분말의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기계적 합금화 

공정으로 Fe 및 Y2O3 분말은 미세화되면서 Y-rich와 Fe-rich 

성분으로 구성된 산화물 입자가 생성되고 기지에 분산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제조된 합금 분말은 원자 결함이나 

불규칙상의 계면이 형성되므로 높은 에너지가 축적된 준안

정상태로 추측된다.

3.2. 온도 상승에 따른 산화물의 미세조직

Fe-5Y2O3 분말을 상온에서 1050 ℃까지 승온하는 과정에

서 발생되는 미세조직 변화를 in-situ TEM으로 실시간 관찰

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관찰한 합금 분말의 미

세조직은 기공이 다량 함유된 기지에 산화물 입자가 분포되

어 있었다. 상온부터 온도가 상승하면서 입자들의 확산 반응

이 관찰되었고 500 ℃ 이상의 온도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

되었다. 온도가 600 ℃까지 상승하면서 기지에 다량 관찰되

었던 기공이 대부분 소멸되었고 입자가 성장되었다(그림 

3(a-d)). 온도가 상승하면서 입자의 확산 속도가 증가되고 입

자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결정립이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700 ℃로 승온되면서 결정립이 계속 성장되고 800 ℃ 이
상으로 온도가 상승하자 Y-rich 및 Fe-rich 입자 사이의 상호 

확산 반응이 관찰되었다(그림 3(e-f)). Y-rich 및 Fe-rich 성분

으로 구성된 산화물에서 새로운 결정화 반응이 발생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온도가 900 ℃까지 상승하면서 마치 핵생성

과 같은 반응이 발생하였고 Y-rich 영역 내부에 나노 크기의 

입자 형상이 관찰되었다(그림 3(g)). 1000℃ 온도에서는 

Fe-rich 입자의 확산 속도가 감소된 반면, Y-rich 산화물 입자 

내부에 형성된 작은 구형의 입자들이 성장하는 현상이 관찰

되었다(그림 3(h)). 이는 Y-rich 및 Fe-rich 입자 사이의 원소

간 확산 반응으로 인하여 원자가 재배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이 1050 ℃ 온도 부근까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산화물 입자들이 관찰되었다(그림 3(i)). 기존 

DSC 분석 결과에서 1054 ℃ 온도 부근에서 발열반응이 관찰

되어 산화물 결정상 변화가 발생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26]. 따라서 in-situ TEM으로 관찰된 입자는 기계적 합금화 

공정에서 형성된 산화물 입자가 온도가 상승하면서 상변태

에 의해 산화물 입자내에 미세한 산화물이 다량 형성된 것으

로 판단된다. 제조된 Fe-5Y2O3 합금 분말의 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확산에 의해 결정립 성장이 관

찰되고, 약 800 ℃ 온도까지 상승하면 Y-rich 및 F-rich 입자

간 상호 확산 반응이 관찰된다. 900 ℃ 온도 부근에서는 

Y-rich 산화물 입자 내부에 수 나노 크기의 미세한 입자가 형

성되는 핵생성 현상이 발생되며 약 1000 ℃ 부근의 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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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EDS study results of the mechanically alloyed 
Fe-5Y2O3 powder after heating; (a) TEM image and EDS 
mapping images of (b) Fe, (c) Y and (d) O.

Fig. 5. Standard free energy of formation of Fe2O3 and Y2O3 as a 
function of temperatures.

는 형성된 입자가 구형으로 성장한다. 이는 열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구조의 산화물 입자가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

은 에너지가 축적된 Fe-5Y2O3 합금화 분말은 온도가 상승하

는 과정에서 Y-rich 및 F-rich 산화물 입자의 확산과 재분배 

반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화물이 재결정화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미세한 입자는 안정화되기 위

해 구형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준안정상

태의 합금 분말에 열에너지가 공급되면서 기지에 분산되어 

있던 Y-rich 및 F-rich 산화물 입자의 확산 거동이 발생하고 

원자가 재배열 되면서 새로운 결정구조 산화물 입자가 석출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가 1050 ℃까지 상승 한 후 형성된 산화물 입자의 화

학 성분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In-situ TEM 분석 결과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약 200 nm의 입도를 가지는 산화물 입자 

내부에 약 10 nm 정도 크기의 미세한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

었다(그림 4(a)). EDS mapping으로 일정 부분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면 산화물 내부에 존재하는 미세한 입자는 Fe-rich 입

자로 분석되었고(그림 4(b)), Y 성분(그림 4(c))과 O 성분(그

림 4(d))은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었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화물 계면 부분에 존재하던 Fe-rich 입자는 산화물 내부로 

확산되었고 Y-rich 입자와 반응하면서 안정화되기 위해 구형

의 산화물을 형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Fe 분말과 

Y2O3 분말이 기계적 합금화 및 열처리 공정으로 Y-Fe-O 구

조의 새로운 산화물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사실

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기계적 합금화 분말의 미

세조직을 상온에서 관찰하면 기지 내 단일 석출물이 분산되

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정구조가 

변경된 Y2O3 산화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열처리 과정에서 온

도가 상승하면서 Y-Fe-O 형태의 산화물 입자로 변화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기계적 합금화 분말의 열처리 과정 분석 결과

를 종합해 보면, Fe-5Y2O3 합금 분말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Y-rich, Fe-rich 두 종류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화물이 

형성되고 높은 에너지가 축적된 합금 분말이 제조된다. 이러

한 합금 분말에 열에너지가 공급되면, 핵생성 과정과 같은 원

자 확산과 재분배 및 재결정화 반응이 발생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결정구조의 산화물로 상변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는 Fe2O3, Y2O3의 온도별 생성자유에너지 값을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자유도 값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Fe2O3 원소에 비해 Y2O3 원소의 자유도가 비교적 매우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γ-Fe 기지에서 Fe 원소의 확산 속도는 

900 ℃ 온도에서 1.1×10-17 m2/s 이며, 1100 ℃ 온도에서는 

7.8×10-16 m2/s이다. 합금 분말을 열처리하면, 자유도가 비교

적 높은 Fe 원소가 우선적으로 확산되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원자들의 핵생성 및 확산 반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계적 합금화 공정으로 Fe, Y2O3 분말이 파

쇄되고 혼합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높은 에너지가 축적되

고 전위나 공공 및 결함과 같은 원자들의 핵생성 위치 및 확

산 경로를 충분하게 제공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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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RTEM study results of Y-Fe-O structure phase and 
matrix in Fe-5Y2O3 alloy after heating at 1050℃; (a) HRTEM 
image and (b) FFT pattern analysis.

3.3. 미세산화물의 결정구조

1050 ℃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분말에 존재하는 산화물의 

미세조직을 HRTEM 이미지로 관찰한 다음 FFT 패턴을 해석

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산화물 입자는 약 20 nm 입도로 관

찰되었다(그림 6(a)). HRTEM 이미지를 FFT 패턴으로 

indexing 하면 산화물의 결정구조는 Y3Fe5O12 산화물과 가장 

유사한 구조였으며, 산화물 결정면은 (220)Y3Fe5O12, (642)Y3Fe5O12, 

(822)Y3Fe5O12과 일치하였다(그림 6(b)). 합금 분말의 열처리 

과정과 화학 성분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Y-Fe-O와 같

은 원자 구조의 산화물이 형성된 결과로 판단된다. 기계적 합

금화 공정으로 입자에 전위나 공공과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

고, 열처리 과정에서 산화물의 결합에너지가 변하고 결합 구

조의 재배열로 인한 새로운 구조의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으

로 예상된다. Fe, Y2O3 두 종류 원소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 주

어진 식과 같다 [27,28]. 기계적 합금화 분말은 열처리 과정에

서 식(1) 및 식(2)와 같은 화학 반응과 같은 과정으로 Y-rich 

입자, Fe-rich 입자, 공공 및 과잉 산소들이 결합되면서 새로

운 형태의 입자가 결정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 (1)




 


 ･→ (2)

기계적 합금화 분말의 열처리 영향을 열역학적 특성으로 

고려해 보면, 합금화 분말에 열원이 공급되면서 Y-rich, 

F-rich 입자에서 핵생성이 발생되고 확산속도가 증가한다. 온

도가 약 1000 ℃가 되면 YαFeβOγ 형태의 결정구조 산화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Fe 및 Y2O3 분말을 기계적 합

금화하면 Y2O3 산화물은 높은 에너지 가공으로 비화학양론

적 결합의 산화물 형태로 Fe 기지에 분산되고 열처리 공정 중 

주변 원소, 공공 및 과잉 산소 등과 재결합되는 과정을 거치

면서 Y3Fe5O12  형태와 유사한 산화물이 생성된 것으로 해석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합금화한 Fe-5Y2O3 분말에 형성된 

산화물 입자의 열처리 거동을 분석하였다. Fe와 Y2O3 분말은 

높은 가공 에너지에 의해 미세화되고 산화물 입자들이 기지

에 분산되었다. 산화물 입자 일부는 Y-rich와 F-rich 두 종류

의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높은 가공 에너지에 의

해 산화물입자와 기지와의 계면 일부분에 결함이 관찰되었

다. 열처리 과정에서 Y-rich 입자와 Fe-rich 산화물 입자가 상

호 확산되고 재분배되는 반응 과정으로 새로운 미세산화물 

입자로 결정화되었다. 1050 ℃에서 열처리 한 시편에서는 

Y3Fe5O12 결정구조의 나노 산화물이 관찰되었다. Fe-5Y2O3 

합금화 분말에서 산화물의 열처리 거동을 요약해 보면, 기계

적 합금화 공정 중에 높은 에너지가 축적된 Y-rich 및 Fe-rich 

성분으로 구성된 산화물 입자가 기지에 분산된다. 열처리 과

정에서 Y-rich 및 Fe-rich 산화물 입자에 핵생성과 확산반응

이 발생하고 공공 및 과잉 산소 등과 재결합하면서 결정화된

다. 이로 인해 5~50 nm 입도 크기를 가지는 YαFeβOγ 결정구

조의 새로운 산화물이 생성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강도 

ODS 신합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 공정 과정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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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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