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eramic Society

Vol. 46, No. 5, pp.  534~539,  2009.

−534−

속 보DOI:10.4191/KCERS.2009.46.5.534

Fabrication of Porous Reaction Bonded Silicon Carbide with Multi-Layered Pore Structures

Gyoung-Sun Cho*, Gyu-Mi Kim*,**, and Sang-Whan Park*
†

*Material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136-791, Korea

**Department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Korea

(Received August 3, 2009; Revised September 16, 2009; Accepted September 17, 2009)

다층 기공구조를 갖는 다공성 반응소결 탄화규소 다공체 제조

조경선*·김규미*
,

**·박상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료기술연구본부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009년 8월 3일 접수 ; 2009년 9월 16일 수정 ; 2009년 9월 17일 승인)

ABSTRACT

Reaction Bonded Silicon Carbide(RBSC) has been used for engineering ceramics due to low-temperature fabrication and near-net
shape products with excellent structural properties such as thermal shock resistance, corrosion resistance and mechanical strength.
Recently, attempts have been made to develop hot gas filter with gradient pore structure by RBSC to overcome weakness of
commercial clay-bonded SiC filter such as low fracture toughness and low reliability. In this study a fabrication process of porous
RBSC with multi-layer pore structure with gradient pore size was developed. The support layer of the RBSC with multi-layer pore
structure was fabricated by conventional Si infiltration process. The intermediate and filter layers consisted of phenolic resin and fine
SiC powder were prepared by dip-coating of the support RBSC in slurry of SiC and phenol resin. The temperature of 1550

o

C to make
Si left in RBSC support layer infiltrate into dip-coated layer to produce SiC by reacting with pyro-carbon from phenol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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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SiC)는 대표적 비산화물계 세라믹으로써 고온

에서의 기계적 특성 및 내산화성, 내식성, 내열성, 열 충

격성이 매우 우수하여 예전부터 고온구조용 세라믹으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공유결합성의 SiC는 우수한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Si-C의 공유 결합도가 87%

에 달하는 난소결성으로 소결체 제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

으며 제조 단가가 높아 탄화규소 소결체의 산업체 적용

에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산업체에서는 비교적 낮은

1500~1600
o
C에서 제조가 가능하고 소결후 성형체의 원래

치수와 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공만으로 원

하는 형태의 탄화규소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반응소결

탄화규소가 경제성이 높고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도 탄

화규소 소결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고온용

엔지니어링 세라믹스로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1-3)

최근에는 차세대 고효율 친환경 발전 시스템인 석탄가스

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IGCC 시스

템에서는 석탄가스화기에서 발생되는 H2, H2S, CO2, CO,

CH4로 이루어진 고부식성 환원 분위기의 syngas 내 고온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탄화규소 고온 가스 필터가 사

용되고 있다. 또한, 석탄가스화기에서 발생되는 syngas 로

부터 수소를 분리하기 위한 멤브레인 필터 소재로 다층

기공구조를 갖는 탄화규소가 사용되고 있다. IGCC용 고

온 가스 필터로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된 점토결합 탄화

규소 분진 필터는 낮은 신뢰성 및 취성파괴로 인한 집진

응용 기술의 제한, 사용조건에서 유리질의 열화와 무거운

중량으로 인한 분진여과 능력의 급격한 감소와 균열 발

생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4-6) 
따라서, 석탄가스

화기에서 발생되는 고온 고압의 syngas 환경 하에서의 고

온 파괴강도, 내마모 특성 및 내산화성이 우수한 다층 기

공 구조를 갖는 탄화규소 소재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가스화기에서 발생되는 syngas의 정

제 및 가스 분리 공정에 내산화성, 내식성, 내열성이 우

수한 반응소결 탄화규소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층 기공구

조를 갖는 반응소결 탄화규소 소재 기술 개발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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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용융 Si 침윤 공정을 이용한 다공질 반응소결 탄화

규소 지지체 제조공정 기술 및 대형면적에 중간층 및 여

과층 성형공정에 적합한 dip-coating 공정을 사용한 중간

층 및 여과층 성형 공정 기술 및 in-situ 용융 Si 침윤 공

정에 의한 다층 기공구조 반응소결 탄화규소 제조 기술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 실험방법

다공질 반응소결 탄화규소 지지층을 제조하기 위하여

Table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60 µm 크기의 SiC 분말

이 사용되었으며 carbon source로 carbon black 및 phenol

resin이 사용되었다. Table 2는 다공성 반응소결 탄화규소

의 지지체 조성을 보여주며 ball milling 방법으로 SiC분말

과 carbon source를 혼합한 후 50
o
C에서 건조하여 carbon

source가 코팅된 SiC 분말을 제조하였다. 카본소스가 코

팅된 SiC 분말을 steel mold를 사용하여 30 MPa의 압력으

로 일축 가압하여 SiC/C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SiC/C로 이루어진 성형체에 용융 Si의 침윤공정은 vacuum

graphite furnace를 사용하여 진공 분위기(<10
−1

torr)하에서

7.5
o
C/min 속도로 승온하여 1600

o
C에서 1 h 동안 유지하

여 이루어졌으며, 용융 Si의 침윤공정이 완료된 후 로냉

하였다. SiC/C 성형체의 용융 Si 침윤시 사용된 Si ingot

의 양은 성형체내 carbon source의 몰비가 1:1 이었다.

중간층 성형체 제조를 위하여 SiC/페놀레진/에탄올로 이

루어진 slurry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다공질 반응소결 탄

화규소 지지체 표면에 dip-coating 공정을 사용하여 중간층

을 성형하였다. 중간층 제조용 slurry 조성은 페놀레진이

4.5% 용해된 에탄올 용액에 6 µm SiC 분말을 11 wt%,

16 wt%, 24 wt%, 34 wt%로 변화시켜 viscosity을 측정하였

다. 중간층의 적층은 코팅면을 제외한 모든면에 slurry의

코팅을 방지하기위해 표면을 taping 하였다. 적층 두께는

시편과 slurry 간의 접촉시간에 따라 적층두께가 다르게 나

타나기 때문에 dipping time을 1 sec로 하여 일정하게

coating을 하였고 적층된 중간층은 건조시 발생되는 crack을

방지하기 위해 상온에서 약 2시간 건조 과정을 거쳐 200
o
C

에서 페놀레진이 완전히 경화되도록 30분간 가열건조 하였다.

여과층 성형체 제조는 1.5 µm 크기를 갖는 SiC 분말을

사용하여 SiC/페놀레진/에탄올이 혼합된 slurry를 제조하여

중간층 성형체 표면에 dip-coating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여

과층 성형체 제조에 사용된 slurry 조성은 페놀레진이

4.5 wt% 용해된 에탄올 용액에 1.5 µm SiC 분말을 16 wt%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에탄올에 페놀레진을 균일하게 용

해시키기 위해 magnetic stirrer에서 약 10분간 교반한 후

1.5 µm SiC 분말을 첨가하였다. 사용된 1.5 µm SiC 입자는

서로 응집되어있어 dip-coating시 표면에 응집현상이 발생

되기 때문에 응집된 SiC 입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직경

1 mm의 ZrO2 ball을 사용해 1시간 동안 ball mill 하여 균

일한 dip-coating용 slurry를 제조하였다. 시편의 dip-coating

은 중간층제조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dipping time

을 1 sec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여과층을 제조하였다. 

다층 기공구조를 갖는 다공성 반응소결 탄화규소를 제

조하기 위해 중간층 및 여과층의 소결은 <10
−1

torr의 진

공하에서 7.5
o
C/min 속도로 승온하여 1550

o
C에서 1시간

유지하여 외부 Si 주입이 아닌 반응소결 탄화규소 지지체

내 미반응 잔류 Si과 SiC 표면에 코팅된 페놀레진의 열

분해로 생성된 pyro-carbon과의 반응으로 동시에 이루어

졌다. Fig. 1은 다층구조를 갖는 다공성 반응소결 탄화규

소제조 공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다층 기공구조를 갖는 다공성 반응소결 탄

화규소의 중간층제조에 사용된 dip-coating용 slurry의 점

도는 DV-II Viscometer (BROOKFIELD)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X-선 회절 장치로 결정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Table 1. Characteristics of Aterials Used in This Experiment

Materials Supplier Remark Purity

SiC
Showadenko/

SIKATECH

60, 6 µm

1.5 µm

>99.5%

>98%

Si - - >99.9%

Phenol resin
Kolon 

Chemical
-

Carbon 

contents>50%

Carbon Black Korea Carbon 100 nm >99%

Table 2. Composition of SiC/C Preform Used for Porous Reaction

Bonded Silicon Carbide

Composition
60 µm SiC

(wt.%)

Phenol resin

(wt.%)

Carbon black

(wt.%)

S1 95.06 1.96 2.98

S2 93.12 1.92 4.96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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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반응소결 탄화규소 지지체와 여과층의 미세구조

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사용하여 관찰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반응소결 탄화규소 다공

체의 XRD pattern을 보여주며 제조된 반응소결 탄화규소

는 성형체에 사용된 α-SiC와 반응소결시 새롭게 형성된

β-SiC 그리고 잔류 Si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잔류 carbon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3은 성형체내 carbon source 양을 달리하여 제조된

SiC/C 성형체를 사용하여 용융 Si 침윤 방법으로 제조된

다공성 반응소결 탄화규소 지지체의 SEM 미세구조를 보

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다공성 반응소결 탄화규소

소결체는 open pore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기공의 형성은

성형체에 사용된 SiC 입자 사이에 neck이 형성되어 이루

어졌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다공질 반응소결 탄화규소

다공체에서는 잔류 Si에 의해 기공의 막힘 현상은 관찰되

지 않았으며, 반응소결 탄화규소 다공체내에 형성된 기공

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났다. SiC/C 성형체

에서 carbon source의 양이 증가될수록 Fig. 3(b)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기공의 크기 및 기공율은 반응소결 탄화

규소 다공체내 SiC 입자 사이에 형성된 neck phase의 두

께가 증가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open pore

구조를 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용융 Si 침윤공정으로 치

밀한 미세구조를 갖는 반응소결 탄화규소 제조공정은 널

리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 부터 SiC/C 성형체

에 외부에서 침윤되는 용융 Si양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기공구조를 갖는 다공질 반응소결 탄화규소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iC/C 성형체를 사용하여 용융 Si

침윤공정으로 반응소결 탄화규소 다공체의 제조 기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SiC 표면에 대한 용융 Si의

wetting angle은 90
o
이기 때문에 SiC/C 성형체에 용융 Si

침윤은 SiC 입자 표면에 코팅된 카본과 용융 Si 상에서

일어나는 SiC 합성반응에 의한 활성 침윤 공정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상의 표면에 액상의 wetting

angle은 액상-기상-고상 접합점에서 계면 장력에 의해 결

정되며 아래 Young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액상과 고상이 반응하게 되면 반응 에너지가 작용하여

윗 식에서 항이 되어 wetting angle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활성 반응이 일어

나는 계에서는 온도와 시간이 증가될수록 wetting angle은

감소되며 카본에 대한 용융 Si의 접촉각은 1600
o
C에서 0

o

에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9)

 따라서 SiC/C 성형

체에 용융 Si은 carbon source가 코팅된 SiC 입자 표면을

따라 침윤이 이루어지며 SiC 입자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carbon source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으로 새롭게

생성된 β-SiC와 미반응 잔류 Si이 neck phase를 형성하여

반응소결 탄화규소 다공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iC 입자 표면의 carbon source와 용융 Si의 반응으

로 SiC 합성시 발생되는 생성열로 국부적인 온도 증가가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용융 Si의 viscosity가 감소되어

모세관력의 작용으로 용윤 Si의 침윤이 균일하게 일어나

잔류 Si에 의해 기공 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비교적

균일한 기공크기를 갖는 다공성 반응소결 탄화규소 지지

체가 제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SiC/C 성형체내

에 사용된 carbon source의 양이 증가될수록 용융 Si 침윤

θcos

γSV γSL–

γLV
-----------------=

γSV γSL– γSV γSL–  Gr∆–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 of support layer fabricated by

Si melt infiltration process.

Fig. 3. SEM microstructure of variation of support layer as a

function of amount of carbon black contents (a)2.98 wt%,

(b)4.96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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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카본 source와 반응으로 SiC 입자 사이에 새롭게 생성

되는 β-SiC 분율이 증가되고 형성된 β-SiC 입자 사이에

잔류되는 Si의 양이 증가되어 SiC 입자 사이에 형성되는

neck phase의 두께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0-11)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양한 기공구조를 갖는 반응소결 탄

화규소 기공체를 SiC/C 성형체에 사용된 SiC 입자 크기

및 carbon source 및 침윤되는 용윤 Si 양을 제어함으로써

용융 Si 침윤 공정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반응소결 탄화규소 다공

체의 SEM BSE(back scattered electron) 미세구조를 보여

준다. 반응소결 탄화규소 다공체 내의 기공은 검은색으로

그리고 탄화규소는 짙은 회색으로 나타났으며 반응소결

탄화규소내 잔류 Si은 밝은 회색으로 관찰되었다. 반응소

결 탄화규소 다공체 내에서 잔류 Si은 SiC 입자 사이에

형성된 neck phase에서 관찰되었으며 반응소결시 카본과

용융 Si 사이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β-SiC와 함께 neck

phase를 형성하고 있다.

Fig. 5는 페놀레진 4.5 wt%가 용해된 에탄올 용액에

6 µm SiC 분말의 양을 달리하여 제조된 slurry을 사용하

여 dip-coating 공정으로 제조된 중간층 성형체의 SEM 미

세구조를 보여준다. Dip-coating공정으로 제조된 중간층

성형체에서는 dip coating용 slurry에 사용된 작은 크기의

SiC 입자가 지지체내 기공 내부로 침투되는 현상은 발견

되지 않았으며 open pore 구조를 갖는 비교적 균일한 두

께의 중간층이 적층되었다. 또한, dip-coating 공정용으로

사용된 slurry 내 SiC 함량이 11 wt%, 16 wt%, 24 wt%,

34 wt%로 증가됨에 따라 Fig. 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slurry의 viscosity는 선형으로 증가되었다. Dip coating 공

정용 slurry내 SiC 함량이 11 wt%에서 34 wt%로 증가됨에

따라 같은 조건의 dip-coating 공정으로 적층된 중간 성형

체층의 높이는 Fig. 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50 µm에서

350 µm로 증가되었다. 본 결과로 부터 dip-coating용 slurry

내 SiC 분말의 양을 제어함으로써 반응소결 중간층 성형

체 높이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두께의 증가층

성형체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과층

제조를 위하여 1.5 µm 크기의 SiC 입자를 사용하여 제조

된 slurry를 사용하여 반응소결 탄화규소 다공체로 이루

어진 지지체위에 증간층 성형체가 적층된 다층 기공 구

조체에 dip-coating 방법으로 20 µm 두께의 open pore 구

조를 갖는 여과층을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층 기공구조를 갖는 다공성 반

응소결 탄화규소의 중간층 및 여과층 소결은 외부의 Si

주입이 아닌 지지체내 존재하는 잔류 Si을 재 용융하여

중간층 및 여과층을 동시에 소결하였다. 지지층의 반응소

결 탄화규소 내에 잔류하는 Si은 1420
o
C 이상의 고온에

Fig. 4. Back scattered electron image support layer fabricated

by Si melt infiltration process. Fig. 5. SEM microstructure of coated intermediate layer as a

function of SiC wt.% in dip-coating slurry (a)11 wt%,

(b)16 wt%, (c)24 wt%, (d)34 wt%.

Fig. 6. Variation of viscosity as a function of SiC powder in

dip-coating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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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 용융되며 용융되어진 Si 는 중간층 및 여과층의 반

응소결시 지지층에서 중간층 및 여과층 내부로 침윤하게

된다. 중간층 및 여과층 성형체 내부로 용융 Si의 침윤은

dip-coating시 slurry 내 phenol resin이 지지층 내부 표면으

로 일부 이동되어 잔류 Si 층을 코팅하게 되며, 반응소결

시 phenol resin의 열분해로 형성된 pyro-carbon 층이 용융

Si의 활성침윤의 이동경로가 되어 용융 Si이 중간층 및

여과층 내부로 침윤하게 된다. 또한, 중간층 및 여과층 성

형체내 SiC 입자 표면위에 코팅된 pyro-carbon 층은 용융

Si의 침윤 경로로 작용할 뿐 아니라 β-SiC 생성시 필요한

carbon source을 제공하여 중간층 및 여과층내 SiC 입자

사이에 neck phase를 형성하게 된다. 중간층 및 여과층 성

형체에 사용한 SiC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이들 입

자에 의해 형성되는 기공의 크기가 다르지만 중간층 및

여과층 성형체내에서 용융 Si의 침윤은 성형체내 SiC 표

면의 카본 층을 따라 우선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지

층내 존재하는 잔류 Si의 양을 제어함으로써 open pore

구조를 갖는 다층 기공구조의 반응소결 탄화규소 기공체

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7(a)는 지지체내 잔류 Si이 재 용융하여 반응소결

한 여과층의 미세구조를 보여주며 침윤된 용융 Si에 의해

막힘 현상이 없는 open pore를 다공체가 제조되었으며, 여

과층의 기공의 크기는 1 µm 이하이었다. 또한, SiC 입자

사이에는 neck phase가 균일하게 형성되었으며 기공의 크

기는 대체로 균일하게 나타났다. Fig. 7(b)는 60 µm SiC

입자를 사용하여 용융 Si 침윤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다공

성 반응소결 탄화규소 지지체와 6 µm SiC 입자를 dip-

coating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된 중간층 및 1.5 µm의 미

세 SiC 입자를 사용하여 제조된 3층구조의 다층 기공구

조를 갖는 다공성 반응소결 탄화규소 다공체의 단면의

SEM 미세구조를 보여주며, 중간층의 두께는 120 µm, 여

과층의 두께는 20 µm의 균일한 두께를 갖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또한, 다층기공구조의 반응소결 탄화규소 다공체

에서는 중간층/지지층 및 중간층/여과층 계면에서도 open

기공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8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반응소결 탄화규소 여과

층의 XRD pattern을 보여주며 제조된 반응소결 탄화규소

성형체에 사용된 α-SiC와 반응소결시 새롭게 생성된 β-

SiC 만이 관찰되었고 잔류 Si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조된

여과층의 XRD pattern에서 잔류 Si가 관찰되지 않은 것

은 여과층에 형성된 용융 Si는 여과층을 구성하는 SiC 입

자 표면에 형성된 pyro-caron과 반응되어 새로운 β-SiC를

생성시키며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Si는 1550
o

C의 고온에

서 소결되는 동안 증발되어 잔류 Si이 관찰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SiC/C로 이루어진 성형체내 용융 Si의 침

윤공정을 이용한 다공성 반응소결 탄화규소 지지체를 제

조하였으며 대형 면적에 균일한 코팅이 가능한 dip-coating

공정을 이용하여 중간층 및 여과층 성형체를 반응소결 탄

화규소 지지층 표면에 적층하였다. Dip-coating시 slurry내

SiC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slurry의 viscosity 증가로 적층

되는 중간층의 두께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간층 및 여과층의 소결은 외부에서 추가적인 Si의 공급

없이 중간층 및 여과층 성형체 내로 지지체내의 잔류 Si

의 활성침윤으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 open

pore structure를 갖는 3층 구조의 다층기공구조를 갖는 다

공성 반응소결 탄화규소를 제조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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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microstructure of filter layer fabricated by in-situ

Si melt infiltration process (a)surface, (b)cross-section.

Fig. 8. X-ray diffraction pattern of filter layer fabricated by in-

situ Si melt infilt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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