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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liquid phase sintered SiC (LPS-SiC) materials were made by hot pressing method. The 
particle size of nano-SiC powder was 30nm. Alumina (Al2O3), yttria (Y2O3) and silica (SiO2) were 
used for sintering additives. To investigate effects of SiO2, ratios of SiO2 contents were changed by 
five kinds. Materials have been sintered for 1 hour at 1760 oC, 1780 oC and 1800 oC under the 
pressure of 20MPa. The system of sintering additives which affects a property of sintering as well as 
the influence depending on compositions of sintering additives were investigated by measurement of 
density,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flexural strength, vickers hardness and sliding wear resistance 
were investigated to make sure of the optimum condition which is about matrix of SiCf/SiC 
composites. The abrasion test condition apply to load of 20N at 100RPM for 20min. Sintered density, 
flexural strength of fabricated LPS - SiC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sintering temperature. And in 
case of LPS-SiC with low SiO2, sliding wear resistance has very excellent. Monolithic SiC 1800℃ 
sintering temperatures and 3wt% have excellent wear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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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주항공 산업 및 에너지 산업이 급속히 발전

함에 따라 세라믹스와 실리사이드 계열의 금속간 

화합물을 중심으로 1000℃를 넘는 온도에서 적용 

할 수 있는 고기능성 극고온 구조 재료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라믹스(ceramics)는 무기

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산화물(oxide), 질화물

(nitride), 탄화물(carbide) 등과 같이 금속원소와 비

금속원소들이 이온결합(ionic Bonding) 및 공유결

합(covalent bonding)을 하고 있는 화합물을 의미

한다. 금속재료, 고분자재료 등에 비하여 강도, 
경도, 내식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우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공업용 내열재료

에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물질이다. 구조

용 세라믹스의 경우 기계적 특성과 열적 특성이 

우수하여  각종 엔진부품, 절삭공구, 브레이크류  

라이닝(linning), 메카니컬 실(mechanical seal)등과 

같은 산업부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라

믹스로서 주로 탄화규소(SiC), 질화규소(Si3N4), 알
루미나(Al2O3) 및 지르코니아(ZrO2) 등이 사용되

고 있다. 이 중 특히 탄화규소는 질화규소에 비

해 상온에서의 강도와 인성은 낮지만, 1400 oC 이
상의 초고온에서도 강도와 강성이 다른 구조용 

세라믹스에 비해 우수하고, 내마모성, 내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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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식성 및 크리프에 대한 저항성 및 고온에서의 

화학적 안정성 등과 같은 특성이 매우 우수하여 

고온용 구조재료로서의 주목을 받고 있다.(1~6) 그
러나 구조용 세라믹스의 단점인 낮은 파괴인성으

로 인하여 탄화규소 또한 구조용 세라믹스의 적

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세라믹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SiCf/SiC 복합재료는 경량이면서 

고온특성, 내산화성 및 크립(creep)에 대한 저항성

이 우수하고 또한 중성자에 의한 조사 손상이 다

른 세라믹스에 비해서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

기 때문에 핵융합로의 블랑켓 (blanket), 제1벽
(first-wall) 및 다이버터 (divertor) 등의 후보재료로 

적용이 기대되고 있다.(4) SiCf/SiC 복합재료 제조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소결온도와 압력으로 

인하여 탄화규소 섬유가 손상되어 복합재료의 특

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한 방법 중 하나는 낮은 소결온도와 압력으로 

SiCf/SiC 복합재료를 제조하여 SiC섬유의 손상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Cf/SiC 복합재료의 기

지재로 사용되는 탄화규소 세라믹스를 β-SiC 나
노파우더와 Al2O3-Y2O3-SiO2 시스템을 소결조제로 

첨가하여 소결온도 1760 oC~1800 oC에서 핫프레스

(hot press)법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소결온도와 

SiO2의 영향에 따른 SiC 세라믹스의 기계적 특성

과 마모 특성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마모실

험 후, 광학현미경과 주사식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마모트랙의 형상과 마찰면의 형태를 해

석하여 SiO2의 첨가에 따른 마모 특성을 고찰하

였다. 

2. 실험방법

2.1 탄화규소 시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평균입자의 크기가 30 nm인 β

-SiC (Marketech International Inc., USA)을 사용하

였으며, Al2O3, Y2O3, SiO2 (High Purity Chemical, 
Japan)가 소결조제로 사용되었으며, 소결조제의 

조성비와 소결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각

의 분말들은 아세톤이 담겨있는 ZrO2용기에서 12
시간 동안 혼합과정을 거친 후, 24시간이상 건조

시켰다. 이렇게 얻어진 혼합분말을 그라파이트 

금형에 넣은 후 핫프레스를 이용하여 가압소결하

였다. Fig.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핫프레스 장비

Table 1 Batch composition and processing condition 
of LPS-SiC material

Specimen 
Sintering Temp(℃)

SiO2 
contents (wt%)

Pressure
(MPa)

Holding 
time (hr)

AYS0-1800℃ 0

20 1

AYS1-1800℃ 1
AYS2-1800℃ 2
AYS3-1800℃ 3
AYS5-1800℃ 5
AYS7-1800℃ 7
AYS9-1800℃ 9
AYS3-1760℃ 3
AYS3-1780℃ 3

Compression 
punch

Compression 
shaft

Carbon heater

Vacuum 
chamber

Thermocouple

Mixed powder
(SiC, Al2O3, Y2O3, SiO2)

Carbon
container

Compression 
punch

Compression 
shaft

Carbon heater

Vacuum 
chamber

Thermocouple

Mixed powder
(SiC, Al2O3, Y2O3, SiO2)

Carbon
container

Fig. 1 Schematic diagram of hot-press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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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for hot - pressing

의 내부모식도로서, 카본발열체를 이용하여 가열

하며, 상부 펀치를 이용하여 가압하는 형식을 취

하였다. 소결온도는 1760 oC, 1780 oC, 1800 oC에서 

소결하였으며, 핫프레스 과정은 목표온도까지 10
oC/min의 승온 속도로 가열하였으며, 목표온도에

서 1시간을 유지하였다. 소결압력은 20 MPa로 가

압하였으며, 진공분위기에서 실시하였다. Fig. 2는 

핫프레스 작업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2.2 소결밀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제조된 LPS-SiC 소결제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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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D-102 pin on disk type wear tester

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

하여 소결밀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론밀도에 대한 

소결밀도의 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상대밀도를 

계산하였다. 

2.3 경도 측정

 경도 시험기는 비커스경도기 MVK-G1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연마지를 이용하여 #1500까지 

연마한 후 0.3㎛의 Al2O3분말을 이용하여 정밀 연

마를 하였다. 이러한 시험편을 하중 1kgf, 하중 

유지시간 10초의 조건에서 10점을 측정하여 최고

값 및 최소값을 제외한 8점의 측정값을 재료의 

경도값으로 하였다.

2.4 마모 실험

Fig. 3은 마모시험기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험 장치는 PD-102 핀온디스크형 마모기이며, 핀 

시험편은 직경 5.0 mm의 질화규소 세라믹볼을 

사용하였다. 디스크 시험편은 직경 10×10×2 mm3인 

SiC Monolithic이며 실험조건은 작용하중을 20N, 

미끄럼속도를 100 RPM로 하여 20 min동안 건식 

수직형 마모 실험을 하였다.(6) 

3. 실험결과

3.1 소결밀도 특성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나노분말에 Al2O3-Y2O3 
2원계 상평형 상태도에서 1760 oC의 가장 낮은 온

도에서 액상을 형성하는 6 : 4의 Al2O 3와 Y 2O 3 질
량비를 가지는 소결조제의 조성에 SiO 2의 질량비

를 7가지 경우로 변화시켜 첨가한 혼합분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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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ve density of sintered body with additive 

composition

용하여 LPS-SiC를 제조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결

조제의 조성비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4
는 탄화규소 나노 분말에 첨가된 소결조제들의 

조성비에 따른 소결체의 상대밀도(a)와 소결온도

에 대한 소결체의 상대밀도(b)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소결온도가 증가할수록 

상대밀도는 증가하여 소결온도 1800oC의 경우 상

대밀도가 9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iO2의 질량비가 증가할수록 탄화규소의 상대밀

도는 증가를 하여 SiO2가 2, 3 wt%에서 90%를 넘

는 값을 나타내었으나 SiO2가 첨가될수록 상대밀

도는 감소하는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SiO2의 

양이 증가할수록 소결에 필요한 액상보다 과다한 

액상이 형성되어 입자들의 접촉을 방해하고 냉각 

시 가스 발생과 수축현상으로 인한 기공이 발생

되어 소결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2 비커스 경도

경도 및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커스 

압입하중 5 kgf를 적용하였으며, 시험횟수는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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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ickers hardness of LP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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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friction coefficient and 
SiO2 contents(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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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 Fig. 5는 탄화규소 시험편의 비커

스경도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우선 그림을 살펴

보면 LPS-SiC 세라믹스의 경도는 제조온도가 증

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소결된 탄화규소 세라믹

의 경도는 그 소결체의 기공과 밀도에 많은 영

향을 받는다.(7) 따라서 소결특성과 유사한 결과

를 보였으나, 우수한 소결특성을 나타낸 SiO2 
첨가량이 3wt%인 경우 아주 낮은 경도치를 나

타내었으며, 이것은 차후 조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마모 특성

Fig. 6은 100RPM의 일정한 미끄럼 속도와 작

용하중 20N에 SiO2의 첨가량에 따른 마찰계수값

을 나타낸 것이다. Fig. 6 (a)그래프를 보면 SiO2

량이 증가할수록 마찰계수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iO2첨가량이 3wt%일때 부터 마찰계

수값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는 경도값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소결과정에서의 SiO2가 불순

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결온도

가 증가할수록 낮은 마찰계수 값을 나타내었으 



소결온도  SiO2 첨가량에 따른 탄화규소의 마모 특성 1007

3wt%(×100), 1800°C 3wt%(×1000), 1800°C

3wt%(×100), 1780°C 3wt%(×1000), 1780°C

3wt%(×100), 1760°C 3wt%(×1000), 1760°C

Fig. 8 SEM micrographs of wear surface by sintering 
temperature

며, SiO2 함유량이 2wt%인 경우 가장 우수한 특성

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적의 소결온도는 1800℃로 

나타났다. 또한 세라믹 재료에서의 마모는 입자 탈

락이나 파쇄에 의하여 일어난다.(8) 따라서 상대 밀

도가 낮은 시험편의 경우 많은 입자 탈락에 의하여 

마모량이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 Fig. 7은 100RPM
의 일정한 미끄럼 속도와 작용하중 20N에 SiO2의 

첨가량에 따른 마모량을 나타낸 것이다. 마찰계수

값과 마찬가지로  SiO2량이 증가할수록 마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wt%일 때부터 마모

량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마찰계수값과 마모

량을 비교해 볼 때 이는 소결온도를 낮추기 위해 

첨가한 SiO2가 불순물로 남아서 마찰계수값과 마모

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3.4 마찰표면 관찰

FIg. 8은 동일한 SiO2 3wt%에 소결온도를 달리

한 재료의 마모실험을 행한 후 SEM을 이용하여

0wt%(×100) 0wt%(×1000)

1wt%(×100) 1wt%(×1000)

2wt%(×100) 2wt%(×1000)

3wt%(×100) 3wt%(×1000)

5wt%(×100) 5wt%(×1000)

Fig. 9 SEM micrographs of wear surface by SiO2 
contents(wt%)

관찰한 것이다. 앞서 마모 특성에서 와 같이 

3wt%를 첨가한 재료에서는 기공 같은 결함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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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서 마모가 발생하였고, 부스러기가 많이 탈락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결온도가 낮을수록 

마모트랙에서 크랙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

해 마찰계수값과 마모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

다. 1780℃의 경우 연삭마모 형태와 응착마모 그

리고 부분적으로 산화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탈락된 파편이 밀리면서 표면에 융착현상을 나타

냈으며 또한 마모 트랙에 크랙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1976℃의 경우 앞의 다른 소결온도에 

비해 응착마모 형태가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불규칙적인 마모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

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융착과 밀림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마찰계수값과 

마모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 된다

Fig. 9는 마모실험 후, SEM을 이용하여 마모면

의 형상을 관찰한 것이다. SiO2첨가량이 0wt%, 
1wt%, 2wt%의 경우 긁힌 자국이나 홈자국이 나

타나는 연삭마모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3wt%, 
5wt%의 경우는 응착마모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

며, 밀림현상에 의해서 융착현상이 나타났다. 
0wt%의 경우 SiO2첨가량이 없어 표면에 기공이 

발생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마모 트랙이 회전 방

향으로 정상 마멸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1wt%의 

경우 전반적으로 0wt%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기공에 의해서 표면이 밀리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2wt%의 경우 표면이 

회전방향으로 마모가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

으며 부스러기가 관찰되었다. 3wt%의 경우 거칠

고 불균함을 알 수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응착마

모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부스러기가 

겹겹이 시험편 표면을 밀면서 융착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5wt%의 경우 마모트랙에서 많

은 부분에서 마모가 일어나 표면에 부스러기가 

많이 탈락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응착

마모 형태보다는 연삭마모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

다.  마찰계수값과 마모량에서 알 수 있듯이 SiO2

를 5wt%첨가하여 소결한 재료가 가장 내마모성

이 좋지 않다는 것을 SEM을 통해 알  수 있었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평균입자의 크기 30 nm의 β

-SiC를 사용하고 소결첨가제로서 Al2O3, Y2O3, 
SiO2를 첨가하여 소결온도 1760 ~ 1800 oC에서 

LPS-SiC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탄화규소 소결체

의 소결특성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소결온도

와 SiO2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SiO2의 첨가량이 적을수록 LPS-SiC의 밀도

는 점점 증가하여 첨가량이 가장 작은 2, 3 wt% 
첨가된 시험편의 경우는 90%이상의 상대밀도를 

나타내었다. 
(2) SiO2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마찰계수값과 마

모량이 증가하였으며, 소결온도가 증가할수록 낮

은 마찰계수 값을 나타내었다. 소결온도는 180
0℃일때와 SiO2 함유량 2 wt%인 경우가 내마모 

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마찰표면을 관찰한 결과 SiO2함유량이 증가

할수록 연삭마모 형태에서 응착마모 형태를 나타

내고 있으며 부스러기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소결온도가 낮을수록 융착현상과 밀림현상을 많

이 관찰할 수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크랙을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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