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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boron and carbon on the densification and thermal decomposition of an AlN-SiC-TiB2 system were investigated. SiO2

was mostly removed by the addition of carbon, while Al2O3 formed Al4O4C and promoted the densification of the systems above
1850

o
C. Rather porous specimens were obtained without the additives after hot pressing at 2100

o
C, while densification was mostly

completed at 2000
o
C by using the additives. The sintering temperature decreased further to 1950

o
C by applying spark plasma sintering.

The additives promoted the shrinkage of AlN by forming a liquid phase which was originated from the carbo- and boro-thermal
reduction of Al2O3 and A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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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iC는 고온에서의 활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어 왔으며 매우 우수한 내산화 특성을 갖는다.
1)

 하지만

연소 환경 하에서는 수분, Na/K 이온 및 황화물 등에 의

한 SiO2 보호막의 부식과 분해 때문에 사용온도가 1100
o
C

정도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2,3)

 이에 비하여 부식에 대

한 저항성이 우수한 mullite의 경우 연소환경에서의 사용

온도가 1300
o
C 정도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따

라서 산화 후 mullite 상을 형성시킬 수 있는 AlN-SiC계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AlN-SiC계는 화학양론적으로 millute가 형성되는 조성

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산화 시 그 표면에 mullite 층이 형

성되지 않으며, 산화 및 부식 저항성이 SiC 보다 낮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Lavrenko 등은 여기에 소량의

TiB2를 첨가해 줄 경우 1000
o
C 이상에서 산화 시에

mullite 층이 형성됨으로써 산화 및 부식 저항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5-7)

AlN-SiC-TiB2 혼합 분말에 포함된 Al2O3, SiO2, TiO2

및 B2O3 등은 비교적 낮은 공융온도 때문에 (e.g., Al2O3-

SiO2-TiO2: 1480
o
C) 치밀화 도중 액상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소결체의 고온 물성을 열화 시킨다.
8)

 Rafaniello 등

은 잔류 실리케이트 상들을 제거해 줄 경우 AlN-SiC계

시편의 1425
o
C 이상에서의 크립 저항성이 고상 소결 된

SiC와 유사한 정도로 개선됨을 보고하였다.
9)

 따라서 AlN-

SiC-TiB2계 소재를 고온의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료분말에 포함된 산화물들의 제거가 소재의 고

온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나 아

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소결조제 없이 AlN-SiC-TiB2계 재료를 소결할 경우

2000
o
C 이상의 고온과 고압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10)
 보

론과 카본은 SiC의 소결조제로 활발히 사용되어 왔으나

그들이 AlN-SiC-TiB2계의 소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 소결조제

들은 탄소열환원법 (carbothermal reduction) 및 붕소열환

원법 (borothermal reduction)을 통해서 산화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결조제로 사용할 경우 원

료 분말내의 산화물 제거와 소결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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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저자 등은 AlN-SiC-TiB2계 재료의 소결에 대해 보고

하였으나, 보론과 카본 소결 조제가 들어간 경우의 소결

기구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11)

본 보고에서는 보론과 카본 조제가 SiC-AlN-TiB2계의

원료 분말에 포함된 산화물 제거 및 소결에 미치는 영향을

hot pressing (이하 고온가압법으로 칭함) 및 spark plasma

sintering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AlN (Type E, Tokuyama corp.), α-SiC (UF-15, H. C.

Starck), TiB2 (Grade PF, Japan New Metals Co.), 보론

(Amorphous boron, H. C. Starck) 및 페놀레진 (Phenolite

J-325, Dainippon Ink Inc., 카본 수율: 37.4%)을 열분해

하여 얻어진 카본을 출발물질로 사용하였다. Table 1에 실

험에 사용된 조성과 그 약어들을 나타내었다. AlN과 SiC

는 몰비를 3:1로 고정시켰는데, 이는 산화 시 Mullite

(3Al2O3 ·2SiO2)를 형성시키는 화학양론적 조성이다. 여기

에 5 wt%의 TiB2, 1 wt%의 보론 및 2 wt%의 카본을 첨가

하였다. 소결조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카본만 첨가된

경우 및 카본과 보론이 첨가된 경우의 시편을 각각 AST,

ASTC 및 ASTBC로 나타내었다. 소결거동 분석을 위해서

는 AlN에 위의 조건들과 동일한 비율의 TiB2, 보론 및 카

본을 혼합한 조성을 사용하였다 (이후 ATBC로 명명). 

원료 분말들은 에탄올에 혼합된 후 유성밀 (planetary mill)

을 사용하여 150 rpm으로 4시간 동안 혼합하여 주었다. 혼

합된 분말들은 교반시키면서 70
o
C에서 건조시킨 후 60

o
C 건

조로에서 24시간 건조하여 주었다. 이후 120 메쉬의 체를 이

용하여 체가름을 하여 응집이 없는 혼합 분말을 얻었다.

SiC, AlN 및 TiB2 원료분말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혼합분말을 1500
o
C 진공 (압력: <10

−2
Pa)

중에서 30분간 열처리 시킨 후 inert gas carrying melting-

infrared absorptiometer (TC-600, Leco)를 이용하여 열처리

전, 후의 잔류 산소량을 측정하였다. 

혼합 분말은 고온가압법을 이용하여 (FVHP-1-3, Fuji

Dempa Kogyo Corp., 승온속도: 1500
o
C까지 분당 75

o
C,

1500
o
C 이상 분당 30

o
C) Ar 분위기, 20 MPa의 압력하에

1950~2100
o
C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소결하였다. 소결 이

전에 1500
o
C, 진공의 조건에서 30분간 유지시켜 줌으로써

원료 분말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을 제거하여 주었다. ATBC

는 1600~2100
o
C 범위에서 위와 동일한 승온속도, 45 MPa

의 압력으로 순차적으로 소결하였다. 소결 도중 시편의

수축거동은 가압에 사용된 봉에 장착된 변위센서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소결온도가 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X-

선 분석법 (XRD, JDX-3500, JEOL)으로 조사하였다. 치밀

화 이후 소결체의 밀도는 아르키메데스 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론밀도 계산에 사용된 α-SiC, AlN, TiB2, 보

론과 비정질 카본의 밀도는 각각 3.16, 3.26, 4.52, 2.34 및

1.95 g/cm
3
 였다.

12,13)
 소결이 끝난 ASTBC 시편은 표면을

다이아몬드 지립을 이용하여 1 µm까지 연마한 후 주사현

미경 (SEM, JSM-6700F, JEOL)으로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소결 방법의 차이에 따른 소결 거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일부 ASTBC 시편은 진공 중 1900~1950
o
C에서

40 MPa의 압력하에 2분간 spark plasma sintering법 (이후

SPS로 칭함)으로 치밀화 시켜 주었다 (승온속도: 분당 450
o
C).

이때 수축에 대한 보론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론

의 첨가량을 0.5 wt% 및 1 wt%로 조절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화학 분석결과 AST 및 ASTC 혼합 분말은 1.1 및

1.6 wt%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분

말을 1500
o
C, 진공 중에서 30분 가열한 후에는 잔류 산

소의 양이 각각 0.76 및 0.63 wt%로 감소하였다.

SiC 표면에 형성된 SiO2는 다음과 같은 반응들에 의하

여 분해한다.
14)

SiO2(s)+2C(s)→SiO(g)+CO(g), (1)

SiO2(s)+3C(s)→SiC(s)+2CO(g), (2)

2SiO2(s)+SiC(s)→3SiO(g)+CO(g). (3)

반응 (1), (2) 및 (3)의 시작온도는 1200~1500
o
C 사이로

알려져 있다.

AlN 표면에 형성된 Al2O3는 카본과 반응을 일으킨다.
15)

Al2O3(s)+C(s)→2AlO(g)+CO(g), (4)

Al2O3(s)+2C(s)→Al2O(g)+2CO(g), (5)

Al2O3(s)+3C(s)→2Al(g)+3CO(g), (6)

2Al2O3(s)+3C(s)→Al4O4C(s)+2CO(g). (7)

반응 (4)~(6)은 1500
o
C 이상에서 활발히 일어난다고 알

려져 있으며, 이들 반응에 의하여 Al2O3의 분해가 일어난

다. 그러나
 
1890

o
C까지 열적으로 안정한 Al4O4C 역시

1500
o
C 이상에서 형성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16)
 따라서 본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ystems. The Powder

Mixtures Were Heated at 1500
o
C for 30 min in Vacuum

and Subsequently Sintered at 1950~2100
o
C for 1 h

under 20 MPa Pressure

 Weight (g)

Abbreviation
AlN SiC TiB2 B

Phenolic 

resin

AST 9.78 3.16 0.68 0 0

ASTC 9.78 3.16 0.68 0 0.73

ATBC 12.94 0 0.68 0.14 0.73

ASTBC 9.78 3.16 0.68 0.14 0.73



 보론과 카본 조제를 사용한 AlN-SiC-TiB2계의 고온가압 및 Spark Plasma Sintering 469

제46권 제5호(2009)

실험에서 1500
o
C, 30분 열처리 이후에도 잔류 산소가 존

재한 것은 대부분 Al4O4C의 형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1은 고온가압 도중 시편들의 수축거동을 보여준다.

AST계의 경우 1600
o
C에서 수축이 일어나며 1800

o
C에서

1차 수축이 완결된다. 1차 수축은 Si-Al-O-N으로 이루어

진 액상에 의해서 유발되며, 이는 초기 수축온도가 Al2O3-

SiO2계의 공융점 (1595
o
C)과 유사한 점으로부터 알 수 있

었다.
17)

 소결수축이 1800
o
C 이상에서 감소하는 이유는 액

상 속에 존재하는 SiO2가 반응 (1) 및 (2)에 의하여 제거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50
o
C 이상에서 2차 소결수

축이 관찰되었다. AlN은 TiB2 표면에 형성된 B2O3와 식

(8)과 같이 반응하여 Al2O3와 BN을 형성한다.
18)

2AlN(s)+B2O3(l)→Al2O3(s)+2BN(s). (8)

이 반응으로 Al2O3가 생성되며 그 용융온도인 2050
o
C

이상에서 액상이 형성되어 소결수축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12)

 그러나 2100
o
C, 1 시간 소결 후 AST계의 상

대밀도는 89.2%로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소결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치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ASTC의 소결 수축은 1500
o
C에서의 열처리 도중 SiO2,

Al2O3 및 aluminum oxynitride가 반응 (1)~(7)에 의하여

제거되었기 때문에 1850
o
C까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1850
o
C 이상에서의 치밀화는 Al, O 및 C로 이루어진 액

상에 의하여 주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AlN 표면에

형성된 Al2O3는 반응 (7)에 의하여 Al4O4C를 형성한다.

Al2O3~Al4O4C계의 공융점은 1850
o
C로 알려져 있는데,

20)

이는 ASTC의 소결수축 온도와 일치하였다. 치밀화는

1950
o
C에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나 (상대밀도: 74.7%),

2100
o
C 소결 후에는 치밀한 시편을 얻을 수 있었다 (상

대밀도 98.2%).

ASTBC의 경우 소결 시작온도가 1690
o
C로 ASTC에 비하

여 (1850
o
C) 감소하였다. 승온 도중 2030

o
C에서 치밀화가

완결되었으며, 1950
o
C 및 2000

o
C, 1시간 소결 후 상대밀도

는 각각 91.3% 및 98.3%로 보론과 카본의 혼합 조제를 사

용할 경우 2000
o
C에서 치밀한 시편을 얻을 수 있었다.

ASTBC의 소결 거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조성 중 SiC

를 제외한 ATBC의 고온가압 도중 수축거동 및 상형성을

조사하였다(Fig. 2). ATBC의 온도-변형 커브의 미분값은

Fig. 1. Shrinkage of specimens with temperature in Ar (■: AST,

: ASTC and ○ : ASTBC). The samples were heat
treated at 1500

o
C for 30 min in vacuum before hot pressing

at 2100
o
C for 1 h in Ar. The vertical lines represent

densification at 2100
o
C (heating rate: 30 K/min).

Fig. 2. Shrinkage, differentiation of shrinkage and XRD patterns

of the ATBC system during hot pressing under 45 MPa

at (a) 1600 (b) 1770 (c) 1860 (d) 1930, and (e) 2010
o
C

in Ar. The differentiation of shrinkage curve of the

ASTBC was drawn as solid line above that of the ASTC

for comparison(● : TiB2, ▽ :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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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이 3단계로 일어남을 나타내어 주었으며, 이는 ASTBC

의 수축 거동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부터 ASTBC

계 시편의 치밀화는 AlN의 소결 거동에 의해서 주로 결

정됨을 알 수 있었다. ATBC의 소결 수축이 ASTBC 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 이유는 고온가압 도중 더 높은 압

력이 (45 vs. 20 MPa) 가해졌기 때문이다.

온도 변화에 따른 ASTC의 상대밀도 조사 결과 3단계

의 소결 수축 중 1930
o
C 이상인 마지막 단계에서 소결이

이루어질 경우 거의 완전한 치밀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AlN 표면의 Al2O3는 TiB2 표면의 B2O3와 반응하

여 9Al2O3 ·2B2O3를 형성할 수 있다. 9Al2O3·2B2O3의 녹

는점은 1965
o
C이기 때문에, ATBC의 3단계 수축에 9Al2O3

·2B2O3의 용해로 생긴 액상이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1)

본 저자들은 AlN, 보론 및 카본간의 반응성에 대한 계

산 결과 다음의 반응들이 1377 및 1244
o
C 이상에서 가능

함을 보고하였다.
22)

2AlN(s)+12B(s)→AlB12(s)+N2(g), (9)

2AlN(s)+24B(s)+2C(s)→2AlB12(s)+C2N2(g). (10)

AlB12의 형성은 알루미늄 가스와 보론간의 직접 반응에

의해서도 생성된다. X-ray 분석결과 ASTBC 및 ATBC상

은 1950
o
C 이상에서 반응 (8) 및 (11)에 의한 BN의 형성

이 뚜렷히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2B(s)+N2(g)→2BN(s). (11)

소결이 Ar 분위기에서 행하여 졌기 때문에 반응 (11)에

사용된 질소는 다음과 같이 AlN의 분해에 의하여 공급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23)

2AlN(s)→2Al(g)+N2(g). (12)

반응 (12)는 Ar 분위기에서 1950
o
C 부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N의 분해에 의해서 형성되는 알

류미늄은 보론과 반응하여 AlB12를 형성한다. 

Al(g)+2B→AlB12(s) (13)

반응 (9), (10) 및 (13)에 의해서 형성된 AlB12는 녹는점

이 2050
o
C이나 잔류 보론이나 Al2O3 등의 불순물이 존재

할때 그 값은 감소할 수 있으며, AlB12의 용해에 의한 액

상 형성은 ASTC의 2000
o
C 이상에서의 급속한 소결 수축

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4)

Fig. 3은 hot press로 얻어진 ASTBC 시편의 파단면과

연마면의 미세구조를 보여주며, 기공이 거의 없는 치밀한

시편이 얻어짐을 알 수 있었다. 파괴는 AlN-SiC로 이루

어진 기지상의 경우 입내파괴가 더 주도적으로 나타났으

나 TiB2 입계 주변에서는 균열꺾임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균열꺾임은 AlN-SiC 기지상과 TiB2간의 열팽창 계

수 차이에 (4.6×10
−6

/
o
C vs. 6.39×10

−6
/
o
C) 의하여 형성된

잔류응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13,25)

Fig. 3은 SPS 도중 ASTC 시편들의 소결 수축거동을 나

타낸다. 수축은 1630~1650
o
C 부근에서 시작되었다. 보론

을 1 wt% 첨가한 경우 0.5 wt% 첨가 시 보다 약 20
o
C

낮은 온도에서 소결수축이 시작되었으며, 보론의 첨가량

증가에 따른 소결 촉진 경향은 1950
o
C까지 거의 일정하

게 유지되었다. 0.5 wt% 보론 첨가 시 1900
o
C 및 1950

o
C

2분 유지 후 상대밀도는 92% 및 95%였으며, 첨가량을

1 wt%로 증가시킬 경우 1950
o
C에서 2분 유지 후 96%의

상대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보론의 첨가량 증가는 위에

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반응 (9), (10) 및 (13)에 의한 AlB12

의 형성을 촉진시키며 이로 인한 액상양 증가가 ASTBC

의 소결을 촉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SPS의 경우 AlB12

의 액상 형성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치밀화가 완료 되

었는데, 이는 SPS의 경우 hot press 보다 가해진 압력이

높으며 (40 vs. 20 MPa), 소결 도중 시편을 통하여 전기가

흐르는 통전효과 때문에 pyrometer 상으로 관측되는 온도

보다 실제 시편의 온도가 40~80
o
C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26)

 Hot press의 경우와 달리 소결 수축 곡선의 미분

Fig. 3. (a) Fractured surface and (b) polished cross-section of

the ASTBC after hot pressing at 2100
o
C(bright grains:

TiB2, others: AlN-SiC matrix).

Fig. 4. Shrinkage of ASTC with temperature during SPS in

vacuum. (pressure: 40 MPa, holding time: 2 min,

heating rate: 450
o
C/min, ▲ : 0.5 wt% boron, 1900

o
C, ○

: 0.5 wt% boron, 1950
o
C,  : 1 wt% boron, 19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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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SPS의 경

우 급격한 승온 속도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른 소결 기

구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Hot press 시 순수한 AlN-SiC-TiB2계 시편의 2차 소결

수축은 2050
o
C 이상에서 관찰되었으며 2100

o
C 소결 후

시편의 상대밀도는 89.2%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하여 보

론과 카본 소결 조제를 사용할 경우 상대밀도가 98% 이

상인 치밀한 시편을 hot press를 통하여 2000
o
C 에서 얻

을 수 있었으며, SPS법의 경우 1950
o
C에서 96%의 상대

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AlN-SiC-TiB2계의 소결은 AlN의

치밀화 거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Al2O3 및 AlN의 탄

소열환원 및 붕소열환원에 의하여 형성된 AlB12의 용융

에 의한 액상소결이 AlN의 치밀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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