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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Cf/SiC composites with whiskers and pyrolytic carbon (PyC) coated whiskers in the matrix were fabricated for enhancement of
the fracture behaviors by the whisker growing assisted chemical vapor infiltration (WA-CVI) process, respectively. SiCf/SiC
composites were also prepared by the conventional CVI process as reference material.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fracture
behaviors were analyzed by comparison of the two types of composites prepared by WA-CVI and conventional CVI. The densities
of SiCf/SiC composites were in the range of 2.6~2.65 g/cm

3
. The flexural strengths of composite with whiskers and with those coated

by PyC were 650 MPa and 600 MPa, respectively. The tensile strength of composites with whiskers was ~28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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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SiC)는 우수한 열적 성질과 산화저항성, 강도,

낮은 활성도 등 많은 장점을 가진 물질이다. 하지만 탄화

규소 단량체의 경우 급격한 취성파괴로 인한 사용상의 제

약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단량체의 취성파괴 완화와 인

성증진을 위하여 탄소 섬유나 탄화규소 섬유를 이용하여

장섬유강화 복합체를 제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복합체의 섬유와 기지 사이에 계면을 증착시켜 인성을 향

상 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섬유와 기

지상의 계면은 약한 결합력을 가지는 물질인 열분해 탄

소(pyrolytic carbon: PyC)나 BN을 사용하며, 보다 복잡한

균열성장 경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면으로 탄화규소와

열분해 탄소를 번갈아 증착한 다층 구조의 증착층이나 열

분해 탄소에 탄화규소 입자가 2차상으로 분산된 증착층

을 이용하기도 한다.
2-4)

 계면은 탄화규소를 근간으로 하

는 섬유와 기지 사이에 존재하여 응력전달 시 응력완화

와 응력으로 인해 성장되는 균열이 섬유에 직접적으로 전

달되지 않게 편향시키는 역할을 한다.
2)

 또한 섬유의 pull-

out과 bridging 효과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체의 인

성이 향상된다. 장섬유 강화 복합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는 화학침착법 (chemical vapor infiltration : CVI), 고온가압

법 (hot pressing : HP), 반응소결법 (reaction sintering : RS),

고분자 함침 및 열분해법 (polymer impregnation and pyrolysis

: PIP) 등이 있다. 화학침착법은 고순도의 복합체를 제조하

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나 공정시간이 길고, clogging 효

과로 인한 잔류기공이 남게 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화학침착 공정을 개선한 휘스커

(whisker) growing assisted CVI (이하 WA 화학침착으로

표기) 공정을 이용하여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200 nm 두

께의 열분해 탄소와 200~400 nm 두께의 탄화규소를 증착

한 프리폼을 제조하고, 제조된 프리폼 내부에 휘스커를 성

장하고 부분적으로 탄화규소 기지 재료를 침착하는 공정을

반복한 후에 기지 재료를 침착하였다. 기존 침착공정의 단

점으로 나타난 긴 반응시간, 섬유와 섬유 사이, 섬유뭉치

내부의 잔류기공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불어 기지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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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효과까지도 얻고자 하였다.
5-7)

 계면의 PyC 층은 메탄(CH4)

을 이용하여 증착하였고, 탄화규소는 methyltrichlorosilane

(MTS : CH3SiCl3)을 원료로 하여 H2를 희석과 운반기체

로 사용하여 휘스커를 성장시키고, 기지도 침착하였다. 기

존의 화학침착 공정(conventional CVI)으로 제조한 복합체,

WA 화학침착공정으로 제조된 복합체 그리고 휘스커 표

면에 열분해 탄소를 증착한 복합체의 세 종류의 복합체

를 제조하였다. 휘스커 표면에 열분해 탄소를 증착하면

증착된 열분해 탄소에 의한 응력 흡수 및 균열의 편향으

로 인한 기계적 성질의 증대가 기대된다. 파면 관찰을 통

한 균열의 편향성 평가와 강도 측정을 통해 각각의 복합

체를 비교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프리폼은 Tyranno-SA
TM

 직물을 직경 50 mm 크기로 11

장을 준비하여 적층하고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1100
o
C에

서 140분간 증착하면 약 0.27±0.03 g 정도 무게 증가가

나타난다. 연속공정으로 MTS를 이용하여 1000
o
C에서 3

시간 동안 탄화규소를 증착하였다. 무게 증가는 약 1±0.2 g

정도가 된다. 준비된 프리폼을 이용하여 기존 기상침착공

정은 1000
o
C에서 16±3시간 동안 계속하여 침착을 실시

하여 복합체(C1이라 명명)를 준비하였다. WA 화학침착

방법은 프리폼에 휘스커를 1100
o
C에서 1시간 성장 시키

고, 연속공정으로 부분 침착을 1000
o
C에서 3시간동안 실

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고, 10±2시간 동안 탄화

규소를 침착하여 복합체(C2라 명명)를 제조하며, 인성증

진을 위한 시편을 준비할 때는 휘스커 성장 후 메탄을 이

용하여 1100
o
C에서 약 1시간 정도 열분해 탄소를 증착하

고, 부분 침착을 1000
o
C에서 3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이

공정을 반복하고 1000
o
C에서 10±2시간 침착한 복합체(C3

이라 명명)의 세 종류의 시편을 준비하여 비교 실험하였

다. 침착시간의 종료는 MTS 증기화 압력을 조작할 수 없

을 때 까지 실시하였다. 준비된 시편의 기계적 특성은 곡

강도와 인장강도를 평가하였다. Table 1에 C1, C2, C3 복

합체의 공정방법과 시간 그리고 기지에 존재하는 상들을

표시하였다. 곡강도 시편의 규격은 40
L
×3.0

W
×2.0

T
mm

3
이

었다. 인장강도 평가 시편은 Fig. 1에 간단히 나타내었고,

인가하중 인가속도는 0.3 mm/min 이었다. 미세구조 관찰

은 주사전자현미경 (JSM-5200, Jeol Co., Japan)과 투과전

자현미경(JEM-2000FX, Jeol Co., Japan)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시편은 Focused Ion

Beam (FIB) milling 장치(Model NOVA200, FEI Co.,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선택 영역을 취하여 준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100
o
C에서 증착된 열분해 탄소는 온도변화(950~1200

o
C)

나 시간변화(1~6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였

다. 가스 유입방향과 가스 출구방향에 따른 증착층의 두

께변화는 10~20 nm 차이로 무시할 정도로 작아, 거의 일

정한 두께를 나타내었다. Fig. 2에 열분해 탄소 두께에 따

른 곡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열분해 탄소의 두께에 따라

150 nm까지 곡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다가 200 nm 이

상의 두께가 되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곡강

도는 열분해 탄소의 두께가 150 nm일 때, 550~680 MPa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면층의 두

께를 150 nm로 하여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Fig. 3은 C1 복합체의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된 미세

구조로써 침착시간은 16시간이었고, 밀도는 2.6 g/cm
3 
였

으며, 곡강도는 약 500 MPa이었다. Fig. 3 (a)는 Tyranno-

SA 섬유이고, (b)는 150 nm 두께의 증착된 PyC 층의 미

세구조이다. (c)는 기지 상으로 두 개의 층으로 보이나 계

Table 1. Summary of Specimens

Symbol of 

Specimen

Fabrication 

Process

Infiltration

time (h)
Matrix Phase

C1
Conventional 

CVI
16 ß-SiC

C2 WA-CVI 9 whisker, ß-SiC

C3 WA-CVI 9
whisker coated 

by PyC, ß-SiC 

Fig. 1. Shape of tensile test specimens.

Fig. 2. Dependence of flexural strength with the thickness of

P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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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가까운 층은 두께 약 500 nm의 얇은 층으로 프리폼

제작 시에 증착된 층이며, 바깥 부분은 침착공정으로 채

워진 층이며 모두 탄화규소 층이다. (d)는 열분해 탄소의

selected area deflection (SAD) 패턴으로 환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PyC 층이 매우 미소한 나노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WA 화학침착 공정으로 제조 된 C2, C3 시편은 화학침착

시간이 9시간 정도로 거의 비슷했으며, 밀도는 2.65 g/cm
3
와

2.64 g/cm
3
이었다. C3 복합체 내부에 열분해 탄소층이 C2

복합체보다 많기 때문에 약간의 밀도차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화학침착공정 보다는 공정시간이 약 절

반 소비되었으나 비슷하거나 높은 밀도를 가지는 복합체

를 제조할 수 있었다. WA 화학침착법으로 제조된 복합

체 (C2와 C3)의 곡강도는 600 MPa 및 560 MPa로 기존

화학침착법으로 제작된 C1 복합체 보다 20% 정도 높은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WA 화학침착 공정의 장점인 짧

은 침착시간과 고밀화 그리고 기지의 강화에도 도움을 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C1, C2, C3 복합체의 섬

유뭉치 사이와 균열의 편향을 관찰할 수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로 관찰한 미세구조 사진이다. Fig. 4 (a)와 (c)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화학침착법이나 WA 화학침착법에 의

한 복합체의 파단면에서 관찰되는 섬유들의 pull out 거

동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강화를 위해 성장시킨 휘스

커를 PyC로 코팅한 파단면(Fig. 4(e))에서는 섬유가 pull

out되는 거동이 앞의 경우와 달리 많은 저항을 받아서 섬

유가 기지상의 일부와 분리되지 못한 채 pull out (흰색

화살표로 표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도 값을

고려하면 휘스커 표면에 증착된 열분해 탄소는 균열의 편

향이나 응력분산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 조건의 열분해 탄소 두께

를 확보하면 곡강도와 인장강도 등의 기계적 강도 향상

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Fig. 4(b)의 흰색 화살표

에 표시된 부분은 균열 편향이 전혀 없이 직접적으로 열

분해 탄소 계면으로 전달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C2 복합체의 파괴 단면에서는 휘스커와 기지 혼합상((d)

의 흰색 화살표)의 시작지점에서 균열 편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 정도의 강도 향상은 matrix 강화 효

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추측된다. C3 복합체의 파괴 단

면인 Fig. 4(f)에서는 C1, C2에서 보이는 균열 편향보다

심하게 균열의 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정부위에서는

균열의 진전이 사라지는 부분도 관찰되었다. 기지 상에

Fig. 3. TEM image of Tyranno-SA/SiC composite prepared by

conventional CVI.

Fig. 4. Fracture surface (a), (c), (e) and crack deflection (b),

(d), (f) of C1, C2 and C3 composites.

Fig. 5. Tensile strength of SiCf/SiC composites of C1, C2 and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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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휘스커, PyC 그리고 기지상 등이 혼재되어 복

잡한 구조를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균열의 편향과 진

전을 방해를 받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기계적 물성의 증

가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Fig. 5에서는 C1, C2 그리고 C3 복합체의 인장강도를

보여준다. C2와 C3은 거의 유사한 인장강도를 가지지만

C3의 경우 평균 15~20% 향상된 변형률을 가진다. 기존

방법으로 제작된 C1 복합체의 경우 인장강도는 230 MPa

인데, C2 복합체의 경우는 285 MPa로 약 21% 인장강도

향상이 나타났다. Fig. 4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C2 복합

체의 휘스커와 기지 혼합구역과 C3에서의 휘스커, PyC,

기지상 등의 혼합상에 의한 결과로 예측이 가능하다. 

4. 결 론

WA(whisker growing assisted) 화학침착법을 이용하여 제

조한 C2, C3 복합체는 기존(conventional)의 화학침착법으

로 제조한 C1 복합체에 비하여 20% 정도의 곡강도와 인

장강도 향상이 있었다. 그리고 C2 복합체에 비해 C3 복

합체는 약 15~20%의 변형률 향상이 나타났다. C3 복합

체의 경우 1차 휘스커 표면에 증착된 PyC 층의 효과와 2

차 휘스커 표면에 증착된 PyC 층의 영향으로 인해 인장

강도는 285 MPa 이었다. 이러한 강도 향상은 기지 내부

에 존재하는 휘스커, PyC, 기지 등의 혼합상에 의한 균열

의 편향과 같은 기지 상 내부의 복잡한 구조가 기계적 강

도 향상에 기여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같은 밀도에 도

달하는데 WA 화학침착공정은 기존의 화학침착공정보다

빠른 침착반응속도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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