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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hievement of high gas permeability is a key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porous SiC ceramics for applications of hot gas
filter, vacuum chuck, and air spindle. However, few reports on the gas permeability of porous SiC ceramics can be found in the
literature. In this paper, porous SiC ceramics were fabricated at temperatures ranging from 1600

o

C to 1800
o

C using the mixing
powders of SiC, silicon, carbon and boron as starting materials. In some samples, expanded hollow microspheres as a pore former were
used to make a cellular pore structure. It was possible to produce Si bonded SiC ceramics with porosities ranging from 42% to 55%.
The maximum bending strength was 58 MPa for the carbon content of 0.2 wt% and sintering temperature of 1700

o

C. The increase
of air permeability was accelerated by addition of hollow microsphere as a por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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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다공질 재료는 15~95%의 체적이 기공으로

이루어진 재료의 총칭으로, 기존의 치밀한 재료가 갖지

못하는 특성 (예: 분리, 저장, 열차단 등)을 부여할 수 있

기 때문에 치밀한 재료와 더불어 산업적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특히 다공질 재료기술은 크게 (1) 재료 내부에

개기공 (open pore, penetrating pore)을 도입하여 filtration/

separation 효과를 얻는 부분과 (2) 재료 내부에 개기공/폐

기공의 크기, 형상, 배향성, 기공율, 분포 등을 제어하여

기존 재료가 갖지 못하는 새로운 특성을 창출하는 부분

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공 특성을

이용하여 각종 고온용 경량 구조재료, 고온로용 치구(kiln

furniture), 방탄재료, 충격흡수재, 단열재료, 내화물, 고온

용 가스 필터(hot gas filter), 수질정화용 필터(water filter),

흡음재, 우주망원경용 경량 구조재, 복합재료용 프리폼

(preform)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1-3)
이 가능하다. 또한 다

공질 소재는 경량화를 요구하는 부분과 기능성을 요구하

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기능 중의 하

나가 개기공에 의하여 특성이 제어되는 통기성에 관한 것

이다. 통기성을 요구하는 다공질 재료는 다양한 필터 연

구에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높은 통기도를 이용한

반도체 산업 및 LCD 산업 등에서 반도체 기판과 각종 필

름 등을 흡착하고 운반하기 위한 진공척 소재에 대한 수

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화규소(SiC)는 대표적인 비산물계 세라믹스로서 고온

에서의 기계적 특성 및 내산화성, 내식성, 내열성, 열충격

성이 매우 우수하여, 예전부터 고온용 구조세라믹스로서

널리 알려져 왔다. 특히 높은 공유 결합성으로 인하여 SiC

는 우수한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난소결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산업체에서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도 제조가 가능하고 소결 후 성형체의 원래 치수와 형태

를 유지하고 있는 반응소결 탄화규소(RBSC,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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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ed Silicon Carbide)가 고온용 엔지니어링 세라믹스로

서 널리 알려져 있다.
4-7)

또한 지금까지 개발된 다공질 탄화규소는 대부분 필터

를 응용 분야로 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상으로는 (1) 소

결조제로 점토(clay) 등과 같은 무기 결합제(inorganic

binder)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탄화규소 입자 사이를 결합

시켜 소결된 다공질 탄화규소 소재, (2) 규소의 액상을 흑

연으로 이루어진 다공질 성형체에 침투시키거나 혹은 규

소를 카본이 코팅된 탄화규소 다공질 성형체에 침투시켜

규화 반응으로 탄화규소를 형성시켜 고온에서 제조된 다

공질 반응소결 탄화규소 소재, (3) 탄화규소를 생성할 수

있는 화학 증기를 고온에서 탄화규소 성형체에 침윤시켜

생성된 탄화규소를 결합제로 사용하여 제조된 다공질 탄

화규소 소재 등이 있다. 특히 두 번째의 다공질 반응소결

탄화규소(RBSC, Reaction Bonded Silicon Carbide) 제조

기술은 SiC 및 카본으로 이루어진 성형체에 용융 Si을 침

윤시켜 제조된 RBSC를 1800
o
C 이상의 고온에서 잔류 Si

중 일부를 증발시켜 다공질 RBSC를 제조하는 기술로 알

려져 있다.
8-11) 
그러나 일반적인 반응소결 공정은 Si을 침

윤시키기 때문에 기공이 막혀 다공질 소재를 제조하기 위

한 공정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고온에서 장시간 Si

을 증발 시키는 공정은 비용 상승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

다. 또한 최근 들어 다공성 반응소결 탄화규소 공정을 개

선하고 간편화하기 위한 연구 방안으로 Self-Bonded

SiC(SBSC) 공정 등이 시도되어지고 있다.
12,13)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통기도를 가지는 저가의 다공성 SiC 소재를 개발하기 위

하여 조대한 SiC 입자를 사용하여 개기공(open pore)을 형

성시켰고, 동시에 Si를 SiC와 결합시켜 다공성 SiC 소재

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결 온도 변화 및 카본 함

량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와 기공 특성 변화를 고

찰하였다. 또한 통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중공

형 미세구를 첨가함으로써 추가적인 기공 특성 변화를 고

찰하였다. 

2. 실험방법

원료분말로는 SiC (~50 µm, Zhengxing Abrasive Co., Ltd,

Dunhua, China), Silicon (~45µm, 99% metals basis, Aldrich),

Boron (amorphous powder, 95/97%, HCST), Carbon (~45 nm,

>99%, Korea Carbon Black Co. Ltd., Inchon, Korea)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소제로 PEG (poly(ethylene glycol),

(C2H4O)nH2O, Mn=400, 1200, 4600)를 사용하였다. 칭량된

원료분말과 가소제를 습식으로 혼합하였고 용매는 알코

올을 사용하였다. 원료 혼합 시 분말과 SiC 볼의 비는

1:4(wt%)였으며, 알코올은 광구병(폴리프로필렌)에 가득

채워서 시행하였다. 각각의 원료 조합비는 아래의 Table 1

에 나타내었다. 혼합은 12시간 동안 하였고 evaporator를

사용하여 알코올을 증발시켜 건조된 분말을 얻었다. 그

후에 성형 몰드에 10 MPa 압력을 가하여 성형체를 제조

하였다. 

추가적으로 통기도 향상을 위하여 기공형성제를 사용

하였으며, 이때 기공형성제는 직경이 80 µm이며, 밀도가

0.025 g/cm
3
인 중공형 미세구(hollow microsphere, 092DET80,

Expancel, Sundsvall, Sweden)를 사용하였다. 중공형 미세구

는 풍선같이 안이 비어있는 형태로서 poly-methylmethacrylate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공형성제가 첨가된 경우는 습

식 혼합 상태에서 건조시키지 않고 필터 프레싱(filter

pressing) 공정을 이용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이는 중공

형 미세구가 건조 후 성형을 하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슬러리 상태에서 바로 필터 프레싱

공정을 사용하였다. 

열처리는 그라파이트 발열체로 이루어진 소결로를 사

용하여 아르곤 분위기에서 시행하였으며, 승온/하강 속도

5
o
C/min, 중간 유지 온도는 1300

o
C로 3시간 유지하고, 최

대 열처리 온도 각각 1600, 1700, 1800
o
C에서 1~3시간 동

안 실시하였다. 카본 함량에 따른 밀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처리한 시편의 무게와 부피를 저울과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수은 함침법을 이용한

Porosimeter (AutoPore IV Series, USA)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파단면 및 기공 구조는 SEM (JSM-5800, JEOL)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기도 특성은 Capillary Flow

Porometer (CFP-1200-AEL, PM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공질 SiC 세라믹스의 곡강도는 조건 당 5개의 시편을

span 30 mm의 치구를 사용하여 0.5 mm/min의 cross-head

속도로 3점 곡강도를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Carbon 함량 변화 

본 연구에서는 조대한 개기공을 형성시켜서 높은 통기

Table 1. Batch Composition of Porous SiC Ceramics

sample

Composition (wt%) hollow 

microsphere

(additional wt%)

Si:C

(mol ratio)SiC Si
Carbon

black
B

A 68.6 29.40 - 2 - -

B 68.6 29.19 0.21 2 - 60:1

C 68.6 29.05 0.35 2 - 36:1

D 68.6 28.88 0.52 2 - 24:1

E 68.6 28.71 0.69 2 - 18:1

F 68.6 28.39 1.01 2 - 12:1

G 68.6 29.19 0.21 2 0.4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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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가지는 고강도의 탄화규소 소재를 개발하고자 비교

적 조대한 ~50 µm 크기의 탄화규소 입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반응소결 탄화규소 공정의 단순화를 위하여

SiC 분말과 Si 분말 그리고 미량의 카본을 혼합하여 열처

리함으로써 기공 특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모든

시편에 동일하게 보론(B) 분말을 2% 첨가하였으며, 이때

보론의 역할은 SiC 입계에 편석되어 입계에너지를 감소

시킴으로서 기지조직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

로 보고
14)
되고 있다. 특히 보론이 SiC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1500
o
C 근방의 저온에서 SiC 표면의 확산에 의

한 입자성장을 억제한다. 

Fig. 1은 카본 함량 변화에 따른 소결 밀도 변화를 측

정한 결과이다. 이때 밀도 값에 해당하는 기공도는 SiC의

이론 밀도와 Si 함량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42%∼46%

범위의 값을 보여주었다. 소결온도와 관계없이 약 0.35 wt%

카본 함량까지는 동일한 밀도 값을 보이다가, 카본의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결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반응소결 SiC (RBSC) 공정에서와는 달

리 카본이 액상의 Si과 반응하는 발열 반응이 치밀화를

유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결 온도의 증가는 소

결성의 증진을 통하여 치밀화를 일부 증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2는 3점 곡강도 실험에 의한 기계적 특성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30~58MPa 범위의 곡강도

값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카본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

계적 특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반응

소결 SiC (RBSC) 공정에서와는 달리 카본이 Si와 반응하

여 SiC 입자와 Si 계면에 2차상의 SiC를 형성함으로서 기

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즉 반응소결 SiC 공정과 같이 SiC 표면에 카본이

코팅되어서 infiltration된 액상과 반응하는 강화공정이 아

니라, 단순히 혼합하는 경우에는 카본이 SiC 표면 보다

Si 표면 등 다른 곳에 존재함으로서 효과적인 계면 접합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700
o
C의 소

결 조건에서와 같이 미량의 카본(0.2 w%)은 58 MPa의 매

우 우수한 곡강도 값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

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소결온도가 1700
o
C인 경우 가장 기계적 특성

이 우수하였다. 즉 1800
o
C와 비교하여 1700

o
C의 소결 온

도에서 기계적 강도가 더 높은 이유는 Si의 용융온도가

1410
o
C이고, 1670

o
C에서의 액상 수증기압은 1mmHg

15)
로

매우 높아 많은 양의 Si가 증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취약

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계적 특성 면

에서 기존의 조대한 내화물용 SiC 입자를 사용한 다공질

세라믹스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실험결과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뮬라이트 접합 SiC 다공성 소재의

경우 43%의 기공도에 약 23.9 MPa의 곡강도 값
16)
을 보여

주었으며, 50%의 기공도에서는 10 MPa의 곡강도 값
17)
을

보여 주었다. 또한 코디어라이트 접합 SiC의 경우에는

44%의 기공도에서 27.1 MPa의 곡강도 값
18)
을 보여 주었

다. 이는 Si 결합 다공성 SiC가 기존의 공정에 비하여 기

계적 특성 면에도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카본 함량 변화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를 나타

Fig. 1. Effect of carbon content on sintered density of porous

SiC ceramics with varia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Fig. 2. Effect of carbon content on flexural strength of porous

SiC ceramics with varia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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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카본 함량이 0.2 wt%인 Fig. 3(a)는 액상의 Si

이 SiC 입자를 잘 적셔서 결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카본의 함량이 1.01 wt% 첨가된

(b)의 경우에도 비교적 양호한 결합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카본이 0.2 wt% 첨가된 (a)시편과 비교해서는 상

대적으로 액상 Si이 SiC 입자 사이에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소결 공정은 고순도의 SiC와 카본 또는 카본으로

이루어진 성형체에 용융 Si을 침윤시키면 Si과 C이 반응

하여 형성된 새로운 SiC가 기존의 SiC와 Si 계면에 형성

되어 접합성을 증가시키는 공정
4-7)
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Si과 C의 반응으로 SiC가 형성되는 반응은 발열반

응으로 고순도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면에서 불순물

등의 가스가 발생됨으로 이에 대한 제어가 요구된다. 또

한 효율적인 반응소결 공정을 위해 탄화규소 표면에 카

본을 코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야만 효율적인 반응소

결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은 단순 혼합

공정을 통하여 카본을 혼합할 경우 카본이 SiC 분말의 표

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카본 함량의 증가는 결합강도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치밀화를 억제하여 결합강도를 약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Fig. 2의 실험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Fig. 2의 0.2 wt%

카본이 첨가된 1700
o
C 소결시편의 경우에는 곡강도 값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량의 카본은 SiC 표면

에 형성되는 SiO2를 환원 제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의 반응소결 SiC

에서 카본의 주요 역할인 계면에 2차 SiC 입자 형성을 통

한 강화에 비하여 차이점을 가진다. 즉 본 실험과 같이

단순 혼합공정인 경우, 충분한 양의 카본일 때 카본이 SiC

계면에서 주로 존재하지 않고, 액상의 Si 입자표면 또는

내부에서 2차의 β-SiC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기계적 특

성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단순 혼합공정으

로 탄화규소 입자와 Si 입자를 습식 혼합하여 소결하는

경우에도, 미량의 제어된 카본(C)은 실제 새로운 2차 β-

SiC를 형성하기 보다는 Si 내부에 용해되거나 잔류된 상

태에서 아래의 반응식
19,20)
에서와 같이 SiC 표면에 형성

되어 있는 산화피막인 SiO2를 환원 제거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산화피막인

SiO2는 SiC와 액상 Si과의 젖음성(wetting)을 저해하는 요

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SiO2+C = SiO(g)+CO (g) ; 2050 K (1)

SiO2+3C = SiC+2CO (g) ; 1800 K (2)

Fig. 4는 카본 함량 변화(a) 및 소결온도 변화(b)에 따른

통기도 변화를 나타내 것이다. Fig. 4(a)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카본 함량 변화에 따른 통기도 값은 압력차가 15 psi

에서 약 15 liter/min/cm
2
의 가스 유량을 보여 주었으며, 이

는 높은 통기도를 요구하는 진공척 또는 에어 베어링 등

에 적용이 가능한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의 실험변수인 카본 함량 변화에 따라 통기도의 큰 변화

는 보여 주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카본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통기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

다. 또한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통기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1700
o
C와 1800

o
C에는 비교적 유사

한 통기도 값을 보여 주었다. 

Fig. 5는 카본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시편 표면에 일부

과도한 액상이 형성된 것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본 실험

에서는 액상으로 사용되는 Si의 양이 28.39~29.4 wt%로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일부 바깥쪽으로 밀려 형성된 것이

다. 또한 용융 Si의 침윤양이 20% 이상 증가 시에는 일

부 작은 기공이 Si에 의해 폐쇄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반응소결 탄화규소인 경우에는 충분

한 카본 양으로 인하여 Si이 카본과 반응함으로 액상양이

Fig. 3. Typical fracture surfaces of porous SiC ceramics

sintered at 1700
o

C for 3 h: (a) sample B (0.2 wt%

carbon) and (b) sample F (1.01 wt%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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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만, 본 실험에서는 카본양이 작아서 소모되는 Si

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잉 Si이 형성된 것이다. 본 실험

에서는 충분한 액상 Si 조건에서 실험하기 위한 조건이었

으며, Si 양이 25 wt% 미만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과도한

액상 Si의 형상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3.2. 기공 형성제 첨가 효과 

본 연구에서는 높은 통기성을 가지면서도 기계적 강도

를 유지하기 위한 소재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앞서 고찰된 조성에 대하여 기공도 및 통기도의 증

진을 위하여 중공형 미세구를 기공 형성제로 사용하여 미

세 구조 및 기공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6에서 0.4 wt%의 중공형 미세구를 첨가한 경우 원

형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구형의 기공의 형성된 것을 관

찰 할 수 있었다. 이는 기공 형성제로 첨가한 중공형 미

세구의 크기인 80 µm와 거의 동일한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중공형 미세구 0.4 wt%는 겉보기 부피 비율로

전체 분말의 겉보기 부피에 대하여 약 30 vol%에 해당하

는 부피로서, 기공도는 SiC의 이론 밀도와 Si 함량을 토

대로 계산한 결과 54.6%의 값을 보여주었다.

Fig. 7은 중공형 미세구가 첨가된 경우와 첨가되지 않

은 경우를 비교하여 기공 특성을 수은 함침법으로 분석

한 결과이다. 기존의 중공형 미세구가 첨가되지 않은 경

우에는 개기공(open pore)의 양이 33.5%에 기공 크기가

19.14 µm로 관찰되었으나, 중공형 미세구를 첨가한 경우

에는 개기공의 양이 44.9%에 기공크기가 32.04 µm에 이

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중공형 미세구의 첨가

를 통하여 기공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평균 기공크기도 증

가되었다. 또한 중공형 미세구를 첨가한 시편의 기공도

계산치와 측정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은함침법에 의

해 측정된 결과가 개기공의 양만을 측정한 것으로서, 차

이 만큼인 9.7%가 액상 Si에 의해 형성된 폐기공(close

Fig. 4. Air permeability changes of porous SiC ceramics: (a)

effect of carbon content for sintered body at 1700
o

C for

3 h, and (b) effect of sintering temperature at 0.2 wt%

carbon content.

Fig. 5. The surface morphology of specimen sintered at 1800
o

C

for 1 h (sample A).

Fig. 6. Microstructure of the surface morphology of sintered

body for sample G (0.4 wt% hollow microsphere) at

1700
o

C for 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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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e)의 양으로 판단된다. 

Fig. 8은 중공형 미세구가 첨가된 경우와 첨가되지 않

은 경우를 비교하여 통기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기존의

중공형 미세구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Fig. 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압력차가 15 psi인 경우 약 15 liter/min/cm
2

의 가스 유량을 나타내었으나, 중공형 미세구가 첨가된

경우에는 압력차가 15 psi에서 약 40 liter/min/cm
2
의 높은

가스 유량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량 값은 기

존의 상용화된 진공척 소재의 유량의 압력차가 15 psi에

서 약 15~20 liter/min/cm
2
 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가

스 통기도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공형

미세구가 첨가되면 기계적 특성은 저하되며, 중공형 미세

구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58 MPa의 곡강도 값에 비하여

1/2 정도에 해당하는 28 MPa의 곡강도 값을 가진다. 그러

나 매우 높은 통기도에 비하면 매우 높은 기계적 특성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하

여 기공 형성제의 함량 변화에 따라 기공 크기와 통기도

의 조절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기존의 반응소결 탄화규소 공정의 단순화를 위하여 SiC

분말과 Si 분말 그리고 미량의 카본을 혼합하여 열처리함

으로써 고통기성을 가지는 실리콘 결합 다공성 SiC 세라

믹 소재를 제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50 µm 크기의 SiC

와 금속 실리콘을 이용하였으며, 1600~1800
o
C의 온도 범

위에서 소결하였다. 본 실험 변수를 통하여 설정된 최적

의 공정 조건은 미세구조, 기계적 특성 및 통기도 측면에

서 1700
o
C, 카본함량 0.2 wt% 조건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때 곡강도 값은 58 MPa이었다. 카본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계적 특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량

(0.2 wt%)의 카본은 오히려 강도의 증가를 가져 왔다. 통

기도 특성은 소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카

본 함량이 변함에 따라서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또

한 기공 형성제로서 중공형 미세구를 첨가하여 높은 통

기율(압력차 15 psi에서 약 40 liter/min/cm
2
의 가스유량)의

향상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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