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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g-enriched magnesium aluminum silicate (MAS) glass is known for its higher mechanical strength and

chemical resistance. Among such glasses, cordierite (Mg2Al4Si5O18) is well known to have a low thermal expansion and low

melting point. Polycrystalline engineering ceramics such as alumina can be strengthened by a surface modification with low

thermal expansion materials. The present study involves the synthesis of cordierite by a sol-gel process and investigates the

effect of glass penetration on the surface of alumina. The cordierite powders were prepared from Al(OC3H7)3, Mg(OC2H5)2 and

tetraethyl orthosilicate by hydrolysis and condensation reaction. The cordierite powder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XRD, Rigaku),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EOL: JSM-5610),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JEOL: JSM-

5610), and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INSTRON).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showed that the synthesized particles

were µ-cordierite calcined at 1100 oC for 1 h. The shape of synthesized cordierite was changed from µ-cordierite to α-cordierite

with increasing calcination temperature. Synthesized cordierite was used for surface modification of alumina. Cordierite powders

penetrated deeply into the alumina sample along grain boundaries with increasing temperature. The results of surface

modification tests showed that the strength of the prepared alumina sample increased after surface modification. The strength

of a surface modified with synthesized cordierite increased the most, to about 134.6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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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스는 강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

문에 내열성, 내마모성, 화학적 침식에 강한 내식성 등이

있기 때문에 전자기적 기능성세라믹으로 많은 분야에 응

용되고 있다. 반면 세라믹스는 취성으로 외부충격을 흡수

하지 못하고 깨어지며, 가공성이 좋지 않아 공정제어가 어

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 세라믹스의 표면에 열팽창계수가 작은 유리를 침

투시켜 압축 잔류 응력을 생성시켜 세라믹스의 표면을

강화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3) 세라믹스는 소

결 후에도 종종 표면과 내부에 결함을 가지고 있어 소

결된 세라믹스 자체도 잔류응력을 가지고 있다.4) 이렇게

생긴 잔류 응력은 규칙성 없이 분산되어 결함과 함께 재

료의 파괴 인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임계 균열의 성장으

로 세라믹스를 쉽게 부서지게 하며 신뢰성을 떨어뜨린

다.5) 알루미나와 지르코니아와 같은 다결정 세라믹스는

표면의 잔류 압축응력에 의해 강화 될 수 있으며,6-9) 최

근 잔류 압축 응력을 이용하여 다결정 세라믹의 표면개

질에 관한 연구도 많이 보고 되고 있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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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표면에 낮은 열

팽창 재료를 침투시켜 강화 되어왔다. 낮은 열팽창 재

료로 Magnesium Aluminum Silicate(MAS) glass와 같

은 유리 재료 들이 사용 되었으며, 저 열팽창 계수의 재

료는 고온에서 녹아 알루미나의 결정립계를 따라 알루

미나 내부로 침투하여 냉각되는 동안 표면영역과 내부

사이에 열수축의 불일치에 의해 표면에 잔류 압축 응력

을 유발시켜 표면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12-14) MAS

glass 중에서도 코디어라이트는 열팽창 계수가 낮아 열

충격에 매우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유전상

수 값과 실리콘과 비슷한 열팽창 계수로 인하여 열적,

화학적, 충격을 받는 곳에 많이 응용되어진다. 최근 연

구에서는 sol-gel 공정을 이용하여 화학양론성과 순도가

높고 소결의 구동력이 높은 코디어라이트 분말을 제조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15-18) 

본 연구에서는 열팽창 계수가 낮은 코디어라이트를 sol-

gel 공정으로 합성하였으며, 합성한 코디어라이트를 이용

하여 각각의 온도에서 알루미나 표면에 침투시켜 알루

미나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2.1 Sol-gel 공정을 이용한 코디어라이트 합성 방법

Fig. 1은 sol-gel 공정에 의한 코디어라이트 합성 방

법을 나타낸 모식도 이다. 합성에 사용된 시약은 Al의

원료로 Aluminum isopropoxide [Al(OC3H7)3, SIGMA-

ALDRICH], Mg의 원료로 Magnesium ethoxide [Mg

(OC2H5)2, SIGMA-ALDRICH]와 Si의 원료로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Si(OC2H5)4), SIGMA-ALDRICH]를

사용하였다.

sol-gel 공정으로 코티어라이트를 합성하기 위한 실험 순

서는 TEOS(Tetraethyl orthosilicate) + EtOH(C2H5OH) +

HCl + H2O를 각각 1M : 6.9M : 0.01M : 1.2M 비율로 혼

합한 용액을 5-neck round flask에 첨가한 후 25 oC에서

30분간 N2 분위기에서 혼합하였다. 이후 Al(OC3H7)3 +

EtOH을 각각 0.8M : 8.6M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25 oC

에서 1시간 혼합한 후, 5-neck round flask에 첨가하여

40 oC에서 40분간 혼합하였다. 그리고 Mg(C2H5O)2 + EtOH

을 각각 0.4M : 6.9M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25 oC에서

1시간 혼합한 후, 5-neck round flask에 첨가하여 78 oC

에서 12시간 반응하였다. 반응을 마친 용액은 80 oC에서

gelation 및 건조를 하였으며, 건조된 분말은 900~1400
oC까지 1시간 열처리를 실시한 후 특성 평가를 실시하

였다.

특성 평가로는 합성한 분말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

해서 XRD(X-ray diffraction, Rigaku)를 측정하였다. 합

성한 분말의 미세구조와 성분분석을 하기 위해서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5610) 측정

과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JEOL: JSM-

5610) 분석을 하였다.

2.2 표면 개실 실험 방법

Fig. 2는 알루미나 시편의 표면 개질 과정을 나타내었

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7 mm × 4 mm × 3 mm 크

기의 알루미나 시편을 0.01 마이크론 다이야몬드 페이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rocedure used to prepare

cordierite composite by a sol-gel process.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surface modific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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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연마하여 실시 하였다. 합성한 코디어라이트 분말

을 알루미나 시편에 올려 동일한 조건의 시편 3개를 준

비하여 분당 5 oC의 승온 속도로 1400~1480 oC까지 각

각 20분동안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열처리를 실시 한 시

편은 grinding을 통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코디어라이트를

제거하고, UTM(Unicersal Testing Machine, INSTRON)을

사용하여 알루미나 시편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sol-gel 공정으로 합성한 코디어라이트 분말

을 900 oC에서부터 1400 oC까지 1시간 열처리 한 후에

XRD를 측정한 결과이다. 900 oC에서는 X-선 회절 피크

가 완만한 형태로 Mg-Al-Si계인 비 정질 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1000 oC부터는 코디어라이트 결정상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으며, 1000 oC에서 합성된 코디어라이트는

준 안정상인 µ-코디어라이트상으로 합성되었으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µ-코디어라이트 픽이 감소하고 α-코디어

라이트 픽이 증가하였다. 1400 oC에서 α-코디어라이트만

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합성한 코디어라이트를 이용하여 알루미나 시편의 표면

을 개질 하였다. 표면을 개질 한 알루미나 시편은 SEM

과 EDS를 사용하여 코디어라이트의 침투를 확인 하였

다. Fig. 4는 알루미나 시편을 SEM이미지로 분석한 결

과이다. 그림 (a)는 표면 개질 전의 알루미나 시편의 미

세구조로서 알루미나의 다결정 미세구조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b), (c) 그리고 (d)는 각 1400 oC, 1450 oC

그리고 1480 oC에서 20분간 열처리하여 표면을 개질 한

시편이다. 표면 개질 후 알루미나의 결정립계는 확인이 힘

들었으며 알루미나 결정립 사이사이로 코디어라이트가 녹

아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양의 코디어라이트가 녹아 들어 가는 것이 볼 수 있다.

이는 EDS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Table 1은 표면 개

질한 알루미나 시편의 EDS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모

Fig. 4. SEM images of Al2O3 samples; (a)Al2O3, (b)1400 o

C, (c) 1450 o

C and (d) 1480 o

C.

Fig. 3. XRD patterns of the Cordierite by sol-gel process after heat

treatment; (a) 900
o
C, (b) 1000

o
C, (c) 1100

o
C, (d) 1200

o
C, (e)

1300 oC and (f) 1400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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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알루미나 시편에서 알루미나 조성과 함께 코디어라

이트 성분인 Mg와 Si가 검출 되었다. 또한 온도가 올

라감에 따라 Mg와 Si의 Wt.%와 At.%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알루미나 사이로 코디어라이

트가 침투하였음을 보여주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코디어라이트가 침투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는 표면 개질 한 알루미나 시편의 강도를 측정

한 결과이다. 가장 왼쪽은 표면개질을 하지 않은 알루

미나 시편의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 344.4 MPa의 값

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알루미나 시편은 표면 개질 후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1400 oC에서 표면 개질 한 시편이

평균 479.0 MPa의 강도로 원래 강도 100 % 대비 139

%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후 온도가 증가하면서

시편의 강도는 오히려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 많은 양의 코디어라이트가 침투되어, 냉

각 후 알루미나 시편에 많은 응력이 걸려 시편이 응력

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변형되어 오히려 강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ol-gel 공정을 이용하여 코디어라이트

분말 합성하였고, 합성한 코디어라이트를 이용하여 알루

미나 표면 개질 실험을 통하여 알루미나의 강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sol-gel 공정으로 합성한 분말의 경우 1000 oC부터는 코

디어라이트 결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000 oC에서

합성된 코디어라이트는 준 안정상인 µ-코디어라이트상으

로 합성 되었으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µ-코디어라이트

결정성이 감소하고 α-코디어라이트 결정성이 증가하여,

1400 oC에서는 α-코디어라이트만이 존재하였다. 

표면 개질 한 알루미나 시편은 모든 조건에서 기존의

알루미나 시편의 기본 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

은 강도 값을 나타낸 조건은 1400 oC에서 20분간 열처

리 한 시편으로, 약 479.0 MPa의 강도 값을 보였으며,

강도 값이 약 134.6 MPa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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