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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ous frit-bonded alumina ceramics were fabricated using alumina and frit as raw materials. The effects of frit content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microstructure, porosity, and flexural strength were investigated at low temperature of 750~850

o
C. Increased addition

of frit content or higher sintering temperature resulted in improved flexural strength of porous frit-bonded alumina ceramics. It was
possible to produce frit-bonded alumina ceramics with porosities ranging from 35% to 40%. A maximum strength of 52 MPa was
obtained at a porosity of ~38% when 90 wt% alumina and 10 wt% frit powders we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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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공질 알루미나 세라믹스는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전

기절연성, 내열성, 내부식성, 상온 및 고온강도 특성, 경

량성, 열충격 저항성 등의 특성이 우수하여 CO2 가스 분

리막, 정수용 필터, 생활 폐수 및 하천수 정화용 필터, 절

연재료, 흡음재, 경량건축재, 단열재, 생체적응재료 등 광

범위한 산업분야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1-5)

 다공질 세라

믹스의 특성과 성능은 기공의 형상, 크기, 기공율, 기공

배향성 등의 기능성과 소재의 강도, 파괴인성, 열충격 저

항성 등과 같은 내구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의해 결정된다.
6-8)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제어하는 제

조공정의 연구가 다공질 세라믹스의 개발 및 응용에 매

우 중요하다.

다공질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제조방법으로는 부분소결

법, 템플레이트법, 복제법, 발포법 등이 알려져 있다. 부

분소결법은 세라믹스 성형체를 소결할 때 최적의 소결조

건을 피함으로써 소결체 내에 입자에 기인하는 기공이 남

아서 다공질 세라믹스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9)

 템플레이트

법은 카본, 라텍스, 또는 고분자 미세구 등을 세라믹 분

말과 혼합하여 성형체를 만든 후 열처리 과정을 거쳐 템

플레이트를 분해 또는 태워버려 기공을 형성하는 방법으

로 템플레이트의 종류와 크기를 조절하여 기공의 크기와

열린기공 및 닫힌기공의 함량 조절이 가능하다.
1-4,10)

 복제

법은 3차원 망목구조형태의 폴리우레탄 폼(foam)을 알루

미나 슬러리에 함침시켜 건조시킨 후 소성공정에서 폴리

우레탄 폼을 열분해시켜 제거함으로서 다공질 알루미나

를 제조하는 공정이다.
11) 
발포법은 미립의 세라믹 분말 원

료를 분산제, 결합재, 경화제, 안정제 등과 발포제를 혼합

한 후에 형틀내에 주입하여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발포

시킨 후 건조하고 소성하여 다공질 세라믹스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12)

 

위에서 설명한 다공질 알루미나 세라믹스를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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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모두 1000
o
C 이상의 고온에서 소결해야 하고 제

조공정이 다소 복잡하며, 일부 제조공정은 많은 제조비용

이 요구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한편 김 등은
4)

 알루미나에

아연 붕규산유리(zinc borosilicate glass)를 과량(45 vol%)

첨가하고, 고분자 미세구와 탄소를 기공형성제로 사용하

여 900
o
C 이하의 저온에서 다공질 알루미나-아연 붕규산

유리 복합세라믹스를 제조하는 공정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제조되는 다공질 알루미나 세

라믹스의 제조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보다 경제적인

제조방법을 개발하고자 조립(~100 µm)의 알루미나 분말

에 붕규산염계 (borosilicate) 프릿(frit)을 3~10 wt% 범위에

서 첨가하여 850
o
C 이하의 저온에서 소성함으로써 다공

질 알루미나 세라믹스를 제조하는 공정을 고찰하였다. 특

히 붕규산염계 프릿의 첨가량과 소결온도가 다공질 알루

미나 세라믹스의 미세조직과 기공률 및 꺾임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출발원료로 조립의 알루미나 분말 (~100 µm, Showa

Denko, Tokyo, Japan)과 붕규산염계 프릿 (YJC Co., Ltd,

Hampyung, Korea)을 사용하였고, 성형공정의 결합제로

polyethylene glycol을 7 wt% 첨가하였다. 원료 조합은

Table 1에서 보여주는데, 알루미나 분말에 프릿을 각각

3~10 wt%씩 첨가하여 4종류의 원료 조합을 준비하였다.

첨가된 붕규산염계 프릿의 유리전이점은 ~700
o
C 로서, 볼

밀을 사용하여 분쇄한 후 60 mesh 체를 통과시켜 평균 입

자크기 200 µm의 분말을 준비하여 사용하였다. 원료 혼

합은 폴리프로필렌 병, 알루미나 분말, 볼 및 에탄올을 용

매로 사용하여 습식 혼합한 후, 완전히 건조시켰다. 혼합

된 분말은 35 mm×8 mm×4 mm 크기의 시편으로 상온에

서 50 MPa의 압력으로 일축가압성형 하였다. 제조된 성

형체는 전기로를 사용하여 3
o
C/min의 승온 속도로 750~

850
o
C의 온도범위에서 공기 분위기를 사용하여 2시간 동

안 소결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부피밀도(bulk density, Db)는 건조 질량

(g) 대 부피(V)비로부터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Db (g/cm
3
) = M (g) / V (cm

3
) (1)

기공률(P)은 부피밀도와 이론밀도(Dth)를 사용하여 아래

와 같은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P (%) = (1 − Db / Dth) × 100 (2)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미세조직은 주

사전자현미경(SEM, S-4300, Hitachi Co., Japan)을 사용하

여 관찰하였고, 소결시편의 꺾임강도는 만능시험기 (Instron

4461, Norwood Co., USA)를 사용하여 내부 span 10 mm,

외부 span 20 mm의 치구를 사용하여 0.5 mm/min의 cross-

head 속도로 4점 꺾임강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850
o
C의 산화분위기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한 다

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에서 프릿 함량의 변

화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1(a)의 미세

조직은 3 wt%의 프릿이 첨가된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

나 세라믹스로써 첨가된 프릿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서 프릿이 알루미나 입자 사이의 공간을 일부만 채우고 있

음을 관찰할 수 있다. 프릿이 5 wt% 첨가된 Fig. 1(b)에서

도 Fig. 1(a)와 비슷한 미세조직을 보여주는데 프릿의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알루미나 입자 사이에 좀더 넓은 영

역에서 프릿에 의한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c)는 7 wt%의 프릿이 첨가된 시편의 미세조직으로

써, 알루미나 입자 사이에 프릿에 의한 결합이 비교적 잘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고, 3 wt% 첨가된 시편에 비해

프릿에 의한 치밀화가 일부 진행되어 좀더 치밀한 미세

Table 1. Sample Designation and Batch Composition of Porous

Frit-Bonded Alumina Ceramics

Sample
Composition (wt%)

Remark
Alumina

†
Frit

‡

FBA1 97 3 3% Frit

FBA2 95 5 5% Frit

FBA3 93 7 7% Frit

FBA4 90 10 10% Frit
† ~100 µm, Showa Denko, Tokyo, Japan
‡ Glass frit, YJC Co., Ltd, Hampyung, Korea.

Fig. 1. Effect of frit content on the microstructure of porous

frit-bonded alumina ceramics sintered at 850
o
C for 2 h

in air: (a) 3 wt%, (b) 5 wt%, (c) 7 wt%, and (d) 1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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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보여준다. Fig. 1(d)는 10 wt% 프릿이 첨가된 시편

의 미세조직으로, 프릿이 알루미나 입자 사이의 기공을

채워서 3 wt% 프릿을 첨가한 시편에 비해 상당한 치밀화

가 진행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상기 관찰결과는 일반적

인 세라믹스-유리 복합체의 점성유동 소결거동에 의해 이

해되어질 수 있는데,
4,13)

 본 공정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프릿의 유리화가 진행되면, 모세관 힘에 의하여 유리

상이 원래의 자리로부터 알루미나 입자 사이의 기공으로

이동하여 알루미나 입자 사이에 결합을 형성하고, 프릿의

함량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일부 기공을 채워서 치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7 wt%의 프릿을 첨가하여 700~850
o
C 온도범위

에서 열처리한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미

세조직을 보여준다. Fig. 2(a)에서 보듯이 750
o
C에서 소결

한 시편은 ~100 µm 크기의 대형 알루미나 입자를 첨가한

프릿이 다소 느슨하게 결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

고, 일부 부분에서는 프릿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

지 않고, 응집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프릿의

유리전이온도가 700
o
C 이므로 750

o
C에서는 모세관힘에 의

해 기공에 빨려들기에는 프릿의 점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한편 800
o
C에서 소결한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미세조직은 Fig. 2(b)에서 볼 수 있

는데 7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미세조직과는 대조적으로

프릿이 응집된 부분이 다소 있지만 상당히 적은 양이 존

재하고, ~100 µm 크기의 대형 알루미나 입자 접촉부에 프

릿이 잘 퍼져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기공의 크기는

45 µm 이하로, 알루미나 입자에 기인하여 형성된 기공을

프릿이 일부 채우고, 프릿의 점성유동에 기인하여 프릿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공간으로 남아 750
o
C에서 형성된

기공보다 기공크기가 약간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850
o
C

에서 소결한 시편의 미세조직은 Fig. 1(c)에서 보여주는데

, 프릿이 알루미나 입자 사이에 골고루 퍼져있고, 대립 알

루미나 입자 사이에 결합이 다른 온도 보다는 더 넓게 이

루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알루미나 입자 사이

의 공간에 기인하는 기공에 프릿이 일부 채워짐으로 대

부분의 기공 크기가 40 µm 이하로써 800
o
C에서 소결한

시편에서 관찰되는 기공크기 보다 다소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750~850
o
C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하여 제조한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기공률을 보여준

다.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기공률은 프

릿 함량과 소결온도에 따라 35~40% 범위를 나타냈고, 같

은 프릿 함량에서 기공률은 온도의 변화에 대해 거의 변

화가 없었고, 같은 온도에서는 프릿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Fig. 1에서 보여준 미세

조직 관찰결과에 의해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소결온도가

일정할 때 프릿 함량의 증가는 유리화된 프릿이 점성유

동에 의해 일부 기공을 채움으로써, 치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3 wt% 프릿이 첨가된 시편의 기공율은

39.6%이었고, 10 wt% 프릿이 첨가된 시편의 기공률은

37.7%이었다. 한편, 프릿 함량이 일정할 때, 모든 시편에

서 온도변화에 따른 기공률의 변화는 1% 이내로 온도에

대한 기공률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는 소결온도가 증

가하더라도 점성유동에 의해 기공을 채울 수 있는 유리

상의 양이 일정한 것에 기인한다. 실제로 750
o
C와 800

o
C

에서는 기공률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850
o
C에서는 모든

시편에서 기공률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0.1%~0.4%) 이는

일부 유리상 성분의 휘발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Fig. 4는 750~850
o
C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하여 제조한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꺾임강도를 보여

준다.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꺾임강도는

13 MPa~52 MPa 범위로써, 프릿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Fig.  2. Effect of sintering temperature on the microstructure of

porous frit-bonded alumina ceramics containing 7 wt%

frit: (a) 750
o
C, (b) 800

o
C, and (c) 850

o
C.

Fig. 3. Effects of frit content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the

porosity of porous frit-bonded alumina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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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소결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850
o
C 소결 시편의 경우에, 3 wt% 프릿을 첨가한 시편은

18.7 MPa의 꺾임강도를 나타냈고, 10 wt% 프릿을 첨가한

시편은 51.9 MPa의 꺾임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꺾임강

도의 증가는 프릿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알루미나 입자

사이의 결합면적이 증가되었고(Fig. 1), 치밀화에 기인한

기공율의 감소에 기인한다(Fig. 3). 일반적으로 다공질 세

라믹스에서 기공율의 감소는 강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4,15)

 한편, 7 wt% 프릿을 첨가

한 시편의 경우에 7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은 37.3 MPa의

곡강도를 나타내었고, 8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은 44.0 MPa

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750
o
C~850

o
C 범위

에서 소결온도가 높아질수록 프릿의 점성유동이 활발히

일어나서 알루미나 입자 사이에 좀더 강한 결합을 형성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에서 꺾임강도와

기공률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꺾임강도 값을 기

공률의 함수로 나타내었고, 그 결과를 Fig. 5에서 보여준

다. 다른 공정으로 제조된 일반적인 다공질 세라믹스에서

와 마찬가지로 꺾임강도는 기공률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였다. 그렇지만 같은 기공률에서는 프릿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꺾임강도가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5 wt% 프릿을 첨가하여 7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은 약

38%의 기공률에서 23 MPa의 꺾임강도 값을 나타냈는데,

7 wt% 프릿을 첨가하여 8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은 같은

기공률에서 약 44 MPa의 꺾임강도 값을 나타냈다. 또한

일부 시편에서 기공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꺾임강도를 나타내는 것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기공

률이 꺾임강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결합재로 작용하는

프릿 함량의 증가와 프릿이 알루미나 입자를 결합하는 정

도가 꺾임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Chae 등

이
16)

 발표한 frit-bonded SiC 세라믹스에서 같은 함량의 프

릿에 유리미세구를 첨가한 경우에 기공률은 동일하지만

꺾임강도가 더 높은 다공질 프릿 결합 SiC 세라믹스를 제

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

라믹스의 꺾임강도는 기공률이 큰 영향을 미치고, 프릿

결합재의 결합력과 프릿이 입자 사이로 침투되는 정도가

함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

과는 응용에 필요로 하는 일정한 기공률에서 프릿 함량

과 소결온도를 제어함으로써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Lee 등은
2)

 1 µm 이하의 미분 알루미나 분말에 열

가소성 고분자를 기공형성제로 첨가하여 1000
o
C에서 1시

간 동안 소결하여 45%의 기공률에서 44 MPa 꺾임강도를

가지는 다공질 알루미나 세라믹스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조된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는 기

공률이 38%로 다소 낮으나 강도 값이 52 MPa로 우수하

며, 출발원료가 ~100 µm 알루미나로서 조대하고, 소결온

도가 850
o
C로 매우 낮아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한

편 Chae 등은
16) 

~50 µm 크기의 SiC 입자와 붕규산염계

프릿을 사용하여 다공질 SiC 세라믹스를 제조하였고, 46%

의 기공률에서 23 MPa의 강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기계적 강

도가 프릿 결합 SiC 세라믹스에 비해서도 우수함을 나타

낸다.

4. 결 론

조대한 알루미나 입자 (~100 µm)와 붕규산염계 프릿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여, 프릿이 알루미나 입자를 결합하고

있는 미세구조를 갖는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

믹스를 750~850
o
C의 저온에서 제조하였다. 다공질 프릿

Fig. 4. Effects of frit content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the

flexural strength of porous frit-bonded alumina ceramics. Fig. 5. Flexural strength of porous frit-bonded alumina

ceramics as a function of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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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기공률은 프릿 함량이 감소하

고 소결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따라서 프릿 함량

과 소결온도를 제어함으로써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믹스의 기공률을 35~40% 범위에서 제어하는 것이 가

능하였다.

상기 공정으로 제조된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

라믹스의 최대 꺾임 강도는 기공률이 38%일 때 52 MPa

이었다. 꺾임강도는 기공률과 조대한 알루미나 입자의 결

합정도에 의존하였고, 일정한 기공률에서 프릿 함량과 소

결온도를 제어함으로써 다공질 프릿 결합 알루미나 세라

믹스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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