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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w-temperature preparation of porous ceramics was carried out using mixtures of alumina-zinc borosilicate (ZBS) glass. The
compositions of alumina-ZBS glass mixture with PMMA pore-former were unfortunately densified. Because PMMA was evaporated
below the softening point of ZBS glass (588

o

C), the densification through the pore-filling caused by the capillary force might occur.
Howerver, those with carbon possessed pores where carbon was evaporated above the softening point. The porous ceramic having 35%
porosity was successively fabricated by the low-temperature sintering process below 900

o

C using 45 vol% of alumina, 45 vol% ZBS
of glass, and 10 vol% of carbon as start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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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공성 세라믹스(porous ceramics)는 체적의 15~95% 정

도가 기공으로 이루어진 재료로 기존의 치밀한 재료가 갖

지 못하는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혹은 부여할 수 있

는 재료를 말하며, 기공구조, 기공률 및 기공크기 분포에

따라 용도를 제어할 수 있다. 특히 다공성 세라믹스는 금

속이나 고분자와 비교할 때 우수한 내열성, 내부식성, 내

산화성 및 내마모성 등의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더

욱이 다공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량성, 낮은 열전도

율 및 높은 내열충격성 등으로 인하여 경량 건축재, 각종

필터, 소성용 도구재, 탈취제, 단열재 및 방음재 등의 다양

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환경성과 높은 단열 및 강

도를 갖기 위해서 높은 기공률 및 기공 크기와 우수한 기

공형상 제어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2)

 일반

적으로 다공성 세라믹의 제조법으로 입자 충진법, 고분자

스폰지법, 발포법, 기공전구체법 및 졸겔법 등이 있다.
2-7)

입자 충진법은 일반적으로 기공크기가 약 0.1~60 µm이고,

기공률이 약 40% 이하인 특성을 이용하여 촉매담체, 가스

센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고분자 스폰지법은 주로 망목

구조(reticulated structure) 형태의 세라믹을 제조하는 방법

으로서, 원료 분말을 슬러리화하고 슬러리 내에 고분자 스

폰지를 함침하여 건조한 후 탈지, 소성하여 제조한다. 발

포법은 미립의 세라믹 원료 분말과 분산제, 결합제, 경화

제, 거품안정제 등이 포함된 수계 세라믹 슬러리 내에 발

포제를 혼합 후 형틀 내에 주입하고, 일정한 조건을 유지

하여 발포시킨 후 건조하여 소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열린

기공 또는 닫힌 기공이 존재하도록 소결체를 제조한다. 기

공전구체법은 크기와 밀도차가 큰 기공 전구체를 세라믹

분말과 동시에 분산하여 주로 주입 성형이나 테이프 성형

과 같이 세라믹스와 기공전구체의 혼합 슬러리를 이용하

는 방법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와 관

련하여 열분해가 가능한 구형의 고분자 기공전구체를 사

용하여 다공성 세라믹스 기지 상내에 구형의 기공구조가

형성되며, 기공의 크기와 기공률, 기공분포가 기공 전구체

의 종류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기공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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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향으로 배향시키기 위해 흑연과 같은 기공전구체를

첨가하여 다공성 세라믹스를 제조할 수 있다. 이는 기공전

구체의 휘발로 생성되는 기공을 이용하여 기공 특성을 조

절하는 방법으로 그 제조방법이 간단하다. 그런데, 이들 종

래의 다공성 세라믹스를 제조하는 방법은 모두 고온에서

열처리해야 하며 제조 공정이 복잡하며, 특히 졸-겔 압출

공정 등은 많은 제조비용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고온에서 제조되는 다공성

세라믹스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ceramic-glass 복합체

제조 기술을 응용하여 900
o
C 이하의 저온에서 소결이 가

능한 다공성 복합체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공성

복합체에 첨가한 유리 종류, 기공형성제의 종류 및 함량

이 저온 소결용 다공성 복합체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출발원료 및 아연 붕규산염 유리의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출발원료는 알루미나(α-Al2O3,

Kanto, 99.5%, 35 µm)이며, 기공형성제는 PMMA(Polymethyl

methacrylate, Pocera, 99.0%, 10 µm)와 carbon(일본고순도

화학, 99.7%, 5 µm)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연 붕규산염 유

리(zinc borosilicate glass, ZBS glass)는 일반적인 glass

용융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유리 제조에 사용된 원료

는 일본고순도화학(99.9%)의 ZnO, B2O3 및 SiO2이며, 각

각 원료를 65, 25 및 10 wt%로 칭량하여 폴리에틸렌 용

기에서 지르코니아볼을 매체로 2시간 건식 혼합을 하였

다. 혼합된 분말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어 1500
o
C에서

30분 동안 유지, 용융시킨 후 증류수에 급냉(quenching)

시켜 ZBS glass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ZBS glass는 디스

크 밀(disk mill)을 통해 1차 조분쇄를 하였고, 다시 알루

미나 용기에서 지르코니아볼을 매체로 에탄올을 용매로

24시간 볼 밀(ball mill)을 통해 2차 미분쇄를 하였다. 볼

밀 후 100
o
C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325 mesh 체를

통과시켜 ZBS glass(5 µm) 분말을 제조하였다. 또한 상기

ZBS glass의 특성과 비교하기 위한 창유리(window glass, W)

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판유리이며, 조분쇄와 미분쇄를 통

해 5 µm 이하로 분쇄하였고,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한 결

과 Na2O(13.3%), MgO(4.5%), SiO2(69.2%) 및 기타 원료

(13%)가 함유된 소듐-알칼리계 유리이다.

2.2. Ceramic-glass 복합체의 제조

본 연구의 저온 소결용 다공성 Al2O3-glass 복합체 상세

조성은 Table 1과 같으며, 첫째, 유리의 조성에 따른 영향

을 고찰하기 위해 Al2O3에 45 vol%의 glass(window glass

와 ZBS glass), 10 vol%의 기공형성제(carbon)를 첨가하여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둘째, 기공형성제의 조성 및 함량

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Al2O3에 40 및 45 vol%의

ZBS glass, 10 및 20 vol%의 기공형성제(carbon 및 PMMA)

를 첨가하여 복합체 원료를 제조하였다. 다공성 Al2O3-

glass 복합체는 직경이 15 mm 원통형 몰드를 사용하여,

50 MPa로 일축가압하여 성형하였으며, 소결은 기공형성

제인 PMMA 및 carbon을 소결 초기에 휘발시키기 위해

각각 350
o
C와 700

o
C에서 각각 1시간 동안 번 아웃(burn

out)을 거친 후, 10
o
C/min 승온 속도로 700~900

o
C에서 2

시간 동안 공기 중에서 소결하였다.

2.3. 소결 및 물성 분석

온도 변화에 따른 유리의 열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Dilatometer(DIL 402, Netzsch, Germany)를 이용하여 유리

전이온도(Tg) 및 유리 연화온도(Ts)를 측정하였다. 기공형

성제의 휘발 온도를 알고자 STA(Simultaneous Thermal

Analyzer, Netzsch, Germany)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

른 질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Al2O3-ZBS glass 복합체의 선

수축율은 소결된 디스크 시편의 직경을 버니어 캘리퍼스

(vernier calipers)를 이용하여 측정 후, 계산하였다. Al2O3

의 밀도는 JCPDS card(No. 45-1212)의 이론 밀도를 이용

하였으며, 유리 및 기공형성제의 밀도는 pycnometer

(Accoupyc 1330, Micromeritic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Al2O3-glass 복합체의 소결 밀도는 Archimedes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때 각 복합체의 이론 밀도는

식 (1)과 같이 rule of mixture을 사용하였으며,
8)

(1)

D는 복합체의 이론밀도, V1은 복합체에서 1성분의 부

피비, V2는 복합체에서 2성분의 부피비, V3는 복합체에서

3성분의 부피비, D1은 복합체에서 1성분의 밀도, D2는 복

합체에서 2성분의 밀도, D3는 복합체에서 3성분의 밀도

이다. Al2O3-glass 복합체의 기공률은 식 (2)를 통해 계산

할 수 있으며, 

D
V1 V2 V3+ +

V1 D1⁄ V2 D2⁄ V3 D3⁄+ +
----------------------------------------------------=

Table 1. Specimen Notation of Sample with Addition of Carbon

and PMMA

Composition

(vol%)

Al2O3

(A)

Window 

glass

(W)

ZBS glass

(Z)

Carbon

(C)

PMMA

(P)

50A-50Z 50 - 50 - -

45A-45W-10C 45 45 - 10 -

45A-45Z-10C 45 - 45 10 -

40A-40Z-20C 40 - 40 20 -

45A-45Z-10P 45 - 45 - 10

40A-40Z-20P 40 - 4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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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는 복합체의 기공률(porosity), Db는 복합체에서 소결

밀도(bulk density), Dth는 복합체에서 이론 밀도(theory

density)이다. 또한, 복합체의 기공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Porosimeter(AutoPore IV 9510, Micromeritics, USA)를

사용하였다. 소결온도에 따른 결정상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고출력 X선 회절 분석기(D/MAX-2500 V/PC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10°≤2θ≤80° 범위에서 Cu-Kα
radiation (40 kV, 250 mA), 4 deg/min의 조건으로 측정하였

다. 시편의 미세구조는 FE-SEM(S-4200,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리 및 기공형성제의 열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ZBS glass의 Ts(연화 온도)는 588
o
C,

window glass의 Ts는 750
o
C이며, Fig. 1은 기공형성제로

사용된 PMMA와 carbon의 열중량(thermogravimetric)을 분

석한 것이다. 기공형성제의 열분해 특성(25~1000
o
C)을 측

정한 결과, PMMA는 약 280
o
C를 전후로 분해가 시작되

어 450
o
C에서 완전 휘발(잔존 중량 0%) 되지만, carbon의

경우 약 630
o
C에서 휘발되기 시작해 1000

o
C(잔존 중량

45%)까지 진행되었다. 단, carbon의 경우 완전 휘발이 발

생하지 않은 것은, 측정시 유지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서 산화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였거나, 측정 장비의

챔버 공간이 밀폐되어 있어 CO2 가스 배출이 원활히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2. 유리 조성에 따른 다공성 Al2O3-glass 복합체 특성

Fig. 2는 Al2O3-ZBS glass 복합체와 carbon이 첨가된

Al2O3-glass 복합체에서 소결 온도에 따른 (a) 선수축율 변

화와 (b) 기공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공형성제를 첨

가하지 않은 Al2O3-ZBS glass 복합체의 Al2O3와 ZBS

glass는 각각 50 vol% 첨가되었으며(50A-50Z), carbon이 첨

가된 Al2O3-glass 복합체는 Al2O3(A)와 glass(Z, W)가 각

각 45 vol%, carbon(C) 10 vol% 첨가되었다(45A-45Z-10C

및 45A-45W-10C). 50A-50Z 및 45A-45Z-10C 복합체의

경우 700~900
o
C까지 소결 온도가 증가하여도 선수축율

및 기공률 변화가 거의 없지만, 45A-45Z-10C 복합체는

P  %( ) 1
Db

Dth

-------–⎝ ⎠
⎛ ⎞ 100×=

Fig. 1. Thermogravimetric analysis of the pore former, PMMA

and carbon.

Fig. 2. Changes in (a) linear shrinkage and (b) porosity of

Al2O3-ZBS glass composite and Al2O3-glass

composites with carbon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Al2O3 (A), ZBS glass (Z), window glass

(W), and carb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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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A-50Z 복합체보다 더 낮은 선수축율(7.5%)과 높은 기

공률(평균 35%)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45A-45W-10C 복

합체의 경우 비록 30% 이상의 기공률을 나타내었지만,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수축율이 증가되며 기공률

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45A-45W-

10C 복합체의 소결 온도 및 유리 함량을 증가시킬 경우

다공성은 더 감소하여 900
o
C 이하의 저온 소결용 다공성

세라믹스를 제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Fig. 3은 50A-50Z 복합체와 carbon이 첨가된 45A-45Z-

10C 및 45A-45W-10C 복합체를 900
o
C에서 소결한 후, 분쇄

한 분말 X-선 회절분석 결과이다. 50A-50Z 복합체와 45A-

45Z-10C 복합체의 경우 ZnAl2O4(JCPDS No. 05-0669)와 소

량의 Al2O3(JCPDS No. 46-1212), Al4B2O9(JCPDS No. 29-

0010) 및 Zn3B2O6(JCPDS No. 37-1486)상이 관찰되었다. 반

면, 45A-45W-10C 복합체는 출발원료인 Al2O3와 소량의

NaAlSi2O4(JCPDS No. 35-0429)상이 형성되었으며, 더욱이

peak intensity가 현저히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3. 기공형성제 종류 및 함량에 따른 다공성 Al2O3-ZBS

glass 복합체 특성

Fig. 4는 50A-50Z 복합체와 기공형성제(carbon, PMMA)

가 첨가된 Al2O3-ZBS glass 복합체에서 소결 온도에 따른

(a) 선수축율 변화와 (b) 기공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

공형성제가 첨가된 Al2O3-ZBS glass 복합체에서 Al2O3(A)

와 ZBS glass(Z)는 각각 40 및 45 vol%, carbon(C)와

PMMA(P)는 각각 10 및 20 vol% 첨가되었다(45A-45Z-10C,

40A-40Z-20C, 45A-45Z-10P 및 40A-40Z-20P). 단, 20 vol%

carbon이 첨가된 복합체의 경우 소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Archimedes법을 이용하여 기공률 측정 시 시편이 파손되

었다. 기공형성제 종류 및 함량에 상관없이 700~900
o
C까

지 소결 온도가 증가하여도 선수축율 및 기공률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50A-50Z 복합체보다 carbon이 첨가

된 복합체의 경우 수축율은 더 낮아지며, 이와 반대로

PMMA가 첨가된 복합체의 경우에는 더 높은 선수축율과

낮은 기공률을 나타내었으며, 더욱이 PMMA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소결 특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ceramic-glass 복합체의 점성 유동 소결 이론
9)

과 같이 초기의 액상유리의 재분배 과정은 유리상이 원

Fig. 3. Powder XRD patterns of Al2O3-ZBS glass composite

and Al2O3-glass composites with carbon sintered at

900
o
C: ((a) 50A-50Z, (b) 45A-45Z-10C, and (c) 40A-

40W-10C).

Fig. 4. Changes in (a) linear shrinkage and (b) porosity of

Al2O3-ZBS glass composite and Al2O3-ZBS glass

composites with pore former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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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자리로부터 세라믹 입자 사이의 모세관 형태의 기

공 채널로 이동하며, 중기의 고상 입자의 재배열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단계인 점성 유동을 통해 유리에 둘러싸

인 잔여 기공들이 제거되면서 치밀화된다. 더욱이 세라믹

에 액상 전구체를 침투, 열분해 및 고상반응 과정을 통한

치밀화 기술,
10,11)

 즉, 공기와 같은 기체를 함유하고 있는

다공체 내 액상을 침투하는 메커니즘은 압축된 기체의 내

부 반대압력이 모세관 압력과 똑같아 질 때 다공체 내부

로 액상이 유입되면서 치밀화 일어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결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PMMA가 휘발되면서 시편 내에 인위적인 기공을 형

성하여 액상이 유동할 수 있는 부피가 증가되며, ZBS

glass 연화 후 유리 액상이 모세관 압력에 의해 기공 채

움 현상이 일어나 치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더욱이 PMMA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치밀화되

는 것은 비록 Al2O3 입자에 대한 ZBS glass의 유효 액상

량은 한정되어 있지만, PMMA 휘발 함량의 증가에 따라

시편 내에 다량의 기공이 형성되어 모세관압력이 액상 내

부의 압력보다 더 커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5는 45A-45Z-10C, 45A-45Z-10P 및 40A-40Z-20P

복합체를 900
o
C에서 소결한 후, 분쇄한 분말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기공형성제 종류 및 함량에 관계없이 Fig. 3

(a)의 50A-50Z 복합체와 같은 결정상이 생성되었으며, 이

는 기공형성제가 Al2O3-ZBS glass 복합체의 결정화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50A-50Z, 45A-45Z-10P 및 45A-45Z-10C 복합

체를 900
o
C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시편 내부를 FE-SEM으

로 관찰한 결과이다. (c)의 45A-45Z-10C 복합체는 상기

3-2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ZBS glass가 연화된 후

carbon의 휘발되기 때문에 다공성 세라믹스가 제조된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b)의 45A-45Z-10P 복합체의 경

우 소량의 폐기공이 존재하지만, 상기 소결 특성에서 설

명한 것과 같이 (a) 50A-50Z 복합체보다 더 치밀화된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PMMA가 첨가된 Al2O3-ZBS

glass 복합체는 “PMMA 휘발(280
o
C)→ZBS glass 연화

(588
o
C)”를 거쳐 소결이 이루어질 것이며, carbon이 첨가

된 경우에는 “ZBS glass 연화(588
o
C)→carbon의 휘발

(630
o
C)” 따라 진행되며, 즉, Al2O3-ZBS glass 복합체에서

치밀화(densification)와 다공화(porous)는 기공형성제의 휘

발 온도 및 ZBS glass 연화 온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Ceramic-glass 복합체 제조 기술을 응용하여 900
o
C 이하

의 저온에서 소결이 가능한 다공성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

해, 유리 종류, 기공형성제의 종류 및 함량이 저온 소결

Fig. 5. Powder XRD patterns of Al2O3-ZBS glass composites

with pore former sintered at 900
o
C: (a) 45A-45Z-10C,

(b) 45A-45Z-10P, and (c) 40A-40Z-20P.

Fig. 6. Microstructure of Al2O3-ZBS glass composite and

Al2O3-ZBS glass composites with pore former sintered

at 900
o
C: (a) 50A-50Z, (b) 45A-45Z-10P, and (c) 45A-

45Z-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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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다공성 복합체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기공형성제를 첨가한 Al2O3-ZBS glass 복합체를 900
o
C

에서 소결한 결과, 기공형성제의 종류 및 함량에 관계없

이 ZnAl2O4 주상과 소량의 Al2O3, Al4B2O9 및 Zn3B2O6

2차상을 형성시키지만, Al2O3-ZBS glass 복합체에 PMMA

를 첨가하였을 때에는 치밀화, carbon이 첨가될 경우에는

다공화가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공형성제

의 휘발 온도 및 ZBS glass 연화 온도와 관계되며, 다공

성 Al2O3-ZBS glass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유리의

연화 이후에 기공형성제가 휘발되어야 한다.

Al2O3-ZBS glass 복합체에 10 vol%의 carbon을 첨가하

여 소결한 결과, 700
o
C에서부터 일정한 선수축율과 기공

률을 나타내며, 900
o
C 이하의 저온에서 35% 이상의 기공

을 갖는 다공성 Al2O3-ZBS glass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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