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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 laminated bulk Ti3SiC2 was synthesized by hot press process using TiCx/Si powder mixture at the temperature range of
1300

o
C~1500

o
C. pure Ti3SiC2 was synthesized by a hot pressing above 1400

o
C, while unreacted TiCx were remained in bulk Ti3SiC2

which synthesized below 1400
o
C. The sintering density of bulk Ti3SiC2 were varied with the amount of TiCx. It was found that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 structures of bulk Ti3SiC2 were closely related to the amounts of TiCx which was controlled by the
hot pressing temperature. The TiCx increase the flexural strength of bulk Ti3SiC2, while the fracture toughness and thermal shock
resistance of bulk Ti3SiC2 were decreased with the content of TiCx. The plastic deformations of bulk Ti3SiC2 were appeared above
10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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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순도 Ti3SiC2(grain size : 20~100 µm)는 기존의 엔지

니어링 세라믹 재료와는 달리 320 GPa 정도의 높은 탄성

계수와 4 GPa 정도의 낮은 Vickers hardness를 가지며 상

온 굽힘강도는 약 600 MPa 이하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큰 입자 크기를 갖는 고순도 Ti3SiC2(grain size :

200 µm)는 상온에서도 plastic 거동을 보이고 Hv/E는 0.03

정도로 연성 금속의 특성을 갖는다.
1-3)

 이제까지의 Ti3SiC2

의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로부터 Ti3SiC2 나노 층

상 재료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세라믹스와 마찬가지로

Ti3SiC2 grain 크기 및 기지 내에 포함되는 TiC, SiC 등과

같은 이차상의 개제가 Ti3SiC2의 기계적 특성에 많은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8)

 최근 연구자들은 Ti3SiC2

를 합성하기 위한 합성법을 변화 시키면서 합성된 Ti3SiC2

나노 층상 재료의 기계적 특징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Ti3SiC2의 기계적 특성은 Ti3SiC2 나노 층상 재료의 합성

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l-Raghy

등은 출발 물질로써 Ti, SiC, C를 사용하여 HIP 법으로

Ti3SiC2를 합성하였다.
9-11)

 합성된 Ti3SiC2 matrix 내에는 이

차상으로 ~3 vol%의 TiC가 존재하였으며, Vickers hardness

는 grain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작은 grain (grain

size : 3~20 µm)으로 이루어진 Ti3SiC2는 약 8 GPa, 큰 grain

(grain size : 20~100 µm)으로 이루어진 Ti3SiC2는 약 5 GPa

정도 이었다.
2)

 또한, 상온 파괴 강도는 작은 grain을 갖는

Ti3SiC2가 620 MPa 정도 이었으며, 큰 grain을 갖는 Ti3SiC2

는 420 MPa이었다. Y. Zhou와 Z. Sun은 출발 물질로 Ti,

Si, C를 사용하여 hot pressing 법으로 제조된 Ti3SiC2

matrix 내에 2차상으로 7 vol%의 TiC 및 SiC가 포함되어있

으며 합성 소결된 Ti3SiC2의 Vickers hardness는 7~8 GPa

및 상온 파괴강도는 500 MPa이라고 보고하였다.
12)

 N. F.

Gao는 Ti3SiC2 matrix 내에 불순물로 ~2 vol%의 TiC가 존

재할 때 최대 굽힘 강도는 537 MPa, Vickers hardness는

4 GPa이라고 보고하였다.
13)

 Zhe 등은 Ti, Si, TiC를 출발

물질로 PDS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Ti3SiC2에는 3 wt% 정

도의 TiC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조된 Ti3SiC2의 고온 굽

힙강도는 1200
o
C에서 약 200 MPa의 강도를 갖는다고 보

고하였다.
14)

 Barsoum 등은 출발 물질로 TiH2, SiC,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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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HP법으로 제조된 Ti3SiC2의 Herzian indentation

실험에서 측정된 Ti3SiC2의 indentation strain과 indentation

stress의 관계는 금속 재료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15)

 Yi Zhang 등은 hot pressing 법으로 약

8 wt%의 TiC, SiC, TiH2의 불순물을 포함하는 Ti3SiC2의

마찰계수는 상대 재료로 같은 Ti3SiC2를 사용하였을 때

1.16~1.43이었으며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였을 때 0.1의 마

찰계수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16)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합성 소결 공정 조건하에서 hot

pressing 방법으로 제조된 여러가지 순도를 갖는 Ti3SiC2

의 상온 굽힘 강도, 파괴인성, 고온 굽힘 강도, 열 충격

평가 등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여 Ti3SiC2내에 존재하는

제 2상이 Ti3SiC2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Ti3SiC2의 기계적 특성 평가에 사용되는 Ti3SiC2 시편은

고온 가압 합성 소결법으로 제작되었다. Hot press를 이

용한 고온 가압 합성 소결 공정에서는 혼합된 TiCx/Si 분

말을 graphite mold에 장입하였으며 분말과 graphite mold

사이의 반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mold 면에 BN을 도

포하였다. Ti3SiC2은 25 MPa의 압력으로 1300
o
C ~1500

o
C

온도 범위에서 90분동안 Ar 분위기(purity > 99.999%) 하

에서 합성 소결되었다. 합성 소결 후 소결체의 밀도는 아

르키메데스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소결체내 합성

된 결정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X-Ray Diffraction (XRD)

방법을 사용하였다. 증류수 :질산 :불산 = 1 : 1 : 1의 부피

비로 혼합하여 엣칭한 연마면 및 파단면의 미세구조를 주

사전자현미경(SEM)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Ti3SiC2 소결체의 파괴강도는 3점 굽힘 실험 방법으로

소결 온도 변화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single edge notched

beam(SENB) 방법으로 파괴인성을 측정하였다. 3-점 굽힘

강도 실험과 파괴인성 실험에서 사용된 시편은 3×4×25 nm

크기로 가공한 후 표면을 1 µm까지 연마하여 사용하였다.

3-점 굽힘 강도 실험과 파괴인성 측정 시 사용한 span 길

이는 20 mm이었으며, cross head speed는 3-점 굽힘 실험

시에는 0.5 mm/min 그리고 파괴인성 실험 시에는 0.1 mm/min

을 사용하였다. Ti3SiC2 소결체의 고온 파괴강도는 3-점

굽힘 강도 측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cross head speed는

0.1 mm/min로 1000
o
C와 1200

o
C에서 고온 굽힘 강도를 측

정하였다. 고온 파괴강도 실험시 승온 속도는 10
o
C/min이

었다. Ti3SiC2 열충격 특성은 파괴강도 실험용 Ti3SiC2 시

편을 600
o
C와 800

o
C온도에서 10분간 열처리 후 물에

quenching 작업을 3회 반복하여 실시한 후 3점 굽힙 실험

으로 파괴 강도를 측정하여 최대 열충격 저항 온도를 조

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본 연구에서 합성된 Ti3SiC2 소결체의 합성 소

결 온도에 따른 XRD pattern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

서 합성 소결된 Ti3SiC2 시편은 TiSi2, Ti5Si3Cx(x<1) 그리

고 Ti5SiC3와 같은 중간 반응 형성물의 생성 없이 주상으

로 Ti3SiC2와 2차상으로 TiCx만이 관찰되었다. 합성 소결

온도 증가에 따라 TiCx 상은 점차 감소되었으며, 1420
o
C

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 시편에서는 미반응 TiCx 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고순도 Ti3SiC2 상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1500
o
C에서 반응 합성된 시편은 graphite mold와 합성 소

결된 Ti3SiC2의 반응으로 일부 Ti3SiC2 분해됨에 따라

TiCx의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2는 합성 소결된 Ti3SiC2의 SEM 미세구조를 합성

소결 온도에 따라 보여준다. 합성 소결된 모든 Ti3SiC2의

미세구조는 큰 laminate grain과 작은 laminate grai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성 소결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전체

적인 Ti3SiC2 grain의 크기는 증가되었다. Fig. 2(a)는

130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의 미세구조를 보여준다.

큰 Ti3SiC2 grain의 평균 크기는 길이 방향으로 20 µm, 두

께 방향으로 10 µm이었으며, 합성 소결 온도가 1420
o
C로

증가됨에 따라 Ti3SiC2 grain은 Fig. 2(b) 및 (c)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길이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성장되어 platelet

구조를 갖는 grain이 형성되었다. 최대 크기를 갖는 Ti3SiC2

grain의 크기는 길이 방향으로 90 µm, 두께 방향으로

25 µm로 성장되었다. Fig. 2(d)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1500
o
C까지 합성 소결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Ti3SiC2 grain

들은 전체적으로 두께가 증가하여 platelet 구조를 더 이

상 유지하지 못하고 equi-axial 모양의 grain을 갖는 것으

Fig. 1. XRD patterns of synthesized Ti3SiC2 from TiCx

(x=0.67)/Si system by hot press under 25 MPa at (a)

1300
o
C, (b) 1360

o
C, (c) 1420

o
C, and (d) 1500

o
C for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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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또한 합성 소결된 Ti3SiC2 미세구조에서는

나노 및 마이크로 크기의 white particle이 Ti3SiC2 grain

boundary 및 grain 내부의 층상구조 내에 형성되었으며,

EDS 분석결과 white particle은 미반응 TiCx로 분석되었다.

미반응 TiCx는 Fig. 2(d)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합성 소

결온도가 증가될수록 TiCx 입자의 크기가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Ti3SiC2 grain boundary에서 관찰되었다. 

Fig. 3(a)는 1300~1500
o
C 온도 범위에서 25 MPa의 압력

으로 90분 동안 합성 소결시킨 Ti3SiC2의 밀도 변화를 합

성 소결 온도변화에 따라 보여준다. 1300
o
C와 1360

o
C에

서 합성 소결체 시편의 밀도는 각각 Ti3SiC2 이론 밀도의

98.3%와 101.3%이었다. 합성 소결된 Ti3SiC2 소결체 내 미

반응 TiCx는 Ti3SiC2의 밀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Ti3SiC2

의 이론 밀도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1360
o
C

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 내 TiCx의 양은 1300
o
C에서 합

성 소결된 Ti3SiC2 소결체 내 TiCx의 양보다 작지만 높은

합성 소결 온도에서 기공율의 감소로 1300
o
C에서 생성된

Ti3SiC2의 밀도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반

응 TiCx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1420
o
C에서 합성 소결된

시편의 밀도는 Ti3SiC2의 이론 밀도의 99.998%이었다.

1500
o
C에서 반응 합성된 시편의 밀도는 graphite mold와

합성 소결된 Ti3SiC2의 반응으로 일부 Ti3SiC2 분해됨에

따라 TiCx의 생성으로 상대밀도는 100.3%로 증가하였다.

Fig. 3(b)는 가압 소결 온도에 따라 합성된 Ti3SiC2의 3점

굽힘 강도와 파괴인성 변화를 보여준다. 합성 소결온도가

1360
o
C까지 증가함에 따라 합성된 Ti3SiC2의 3점 굽힘 강

도는 약 460 MPa에서 830 MPa까지 증가하였으며, 합성소

결 온도가 1500
o
C까지 증가됨에 따라서 3점 굽힘 강도는

480 MPa로 감소하였으며 1500
o
C에서 합성 소셜된 Ti3SiC2

의 파괴강도는 1420
o
C에서 반응 합성된 Ti3SiC2의 파괴강

도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합성소결 온도에 따른 파괴강

도 변화는 Ti3SiC2 기지 내에 존재하는 TiCx 양과 기공

율 그리고 grain size 크기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된다. 1360
o
C에서 반응 합성된 Ti3SiC2 소결체에

서는 Ti3SiC2 grain 내 층상구조내에 형성된 TiCx 입자는

Ti3SiC2에 가해진 응력 하에서 층상구조의 delamination을

억제하며, 입계에 형성된 TiCx 입자는 균열의 전파를 어

렵게 하기 때문에 파괴 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 Ti3SiC2 소결체의 파괴인성은 grain size의 크기에 비

례하여 증가하였으며 150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 파

괴인성은 8 MPa m
1/2

 이상으로 나타났다. 

Fig. 4는 가압 소결 온도에 따라 합성 소결된 Ti3SiC2의

파단면 SEM 미세구조를 보여준다. Fig. 4(a) 및 (b)는

136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의 파단면의 미세구조를

보여주며 큰 Ti3SiC2 grain에서는 입내 및 입계 파괴가 일

어나 나노 층상 구조를 갖는 Ti3SiC2 결정상의 layer 면과

Fig. 2. SEM microstructures of synthesized Ti3SiC2 from TiCx/

Si system by hot pressing under 25 MPa at (a) 1300
o
C,

(b) 1360
o
C, (c) 1420

o
C, and (d) 1500

o
C for 90 min.

Fig. 3. Variation of (a) density and (b) flexural strength of

synthesized Ti3SiC2 as a function of hot press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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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면이 관찰되었다. Ti3SiC2 결정상의 파단면에서는 층

상구조가 잘 나타나 있으며, 층상구조는 파괴 시 균열의

전파에 의해 delamination이 일어나는데 Fig. 4(b)에서 보

여주는 것과 같이 2차상의 TiCx 입자가 grain내 존재시

균열의 전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6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는 층상구조내 미반응

TiCx의 강화되어높은 파괴 강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합성 소결온도가 증가 됨에 따라 Fig. 4(c) 및 (d)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Ti3SiC2 결정상의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되

었으며, Ti3SiC2 grain의 delamination 현상뿐만 아니라 grain

buckling 및 kink band와 같은 quasi-plastic deformation 현

상이 관찰되었다. 미세구조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파괴는 반응 합성온도가 증가될수록 Ti3SiC2 결정립 내부

로 진행되는 균열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Ti3SiC2 소결체에서 나타나는 층상 구조의 delamination 및

buckling 현상은 Ti3SiC2의 basal plane이 균열 전파 방향에

수평 할 때 basal plane을 따라 진행되는 균열 및 dislocation

pile-up에 의해 발생되며 균열 전파 에너지는 분산되어 파

괴인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세구조에서 보

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파괴는 반응 합성온도가 증가될수

록 Ti3SiC2 소결체내 grain 크기는 증가하며 큰 grain에서

입내 파괴가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파

괴시 Ti3SiC2 grain에서 나타나는 quasi-plastic behavior의

결과로 큰 Ti3SiC2 grain으로 이루어진 소결체는 Fig. 3(b)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높은 파괴인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5(a)는 1360
o
C와 1420

o
C 온도 범위에서 소

결된 Ti3SiC2의 고온 3점 굽힘 실험시 나타나는 stress-

strain 거동을 보여준다. Fig. 1의 XRD pattern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136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에는 반응

합성 시 in-situ로 미량의 TiCx가 강화재로 포함되어 있다.

3점 굽힘 실험 결과 142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의

XRD pattern 분석 결과 Ti3SiC2기지내에 TiCx가 거의 존

재하지 않을 경우 strain은 0.0077 이었으며, 136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 (Ti3SiC2-TiCx)의 strain은 0.00718 이

었다. 142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의 1000

o
C에서 시

행된 고온 3점 굽힘 실험에서는 strain값이 0.016 이었으

며 136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TiCx의 strain은

0.01445이었다. 1000
o
C에서 고온 굽힙 실험 시 나타나는

stress-strain curve는 선형에서 벗어난 형태를 보여준다.

1200
o
C에서 고온 굽힙 실험시 나타나는 stress-strain curve

는 1000
o
C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Fig. 4. SEM fractography of synthesized bulk Ti3SiC2 from

TiCx/Si powder mixture by hot pressing under 25 MPa

at (a) 1360
o
C, (b) detailed microstructure of (a), (c)

1420
o
C, and (d) 1500

o
C for 90 min under Ar atmosphere.

Fig. 5. (a) stress-strain curve of synthesized bulk Ti3SiC2 at

various temperature and (b) variation of flexural

strength of synthesized bulk Ti3SiC2 as a function of tes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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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 뿐 만 아니라 1360

o
C에

서 합성 소결된 Ti3SiC2-TiCx 시편에서 파괴는 일어지 않

고 시편이 구부러지는 현상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Ti3SiC2

의 brittle-plastic 변화 온도는 1000
o
C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1200
o
C에서의 strain-stress curve에서 보이듯이 파괴

경향은 모두 3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은 그래

프에 나타낸 이러한 경향은 연성이 높은 금속에서 관찰

이 가능한 결과로써 본 연구에서 반응 합성된 Ti3SiC2는

고온에서 금속적인 특성을 갖는 재료임을 알 수 있다. 단

계 I은 금속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elastic regime

이며 단계 II는 hardening regime이고 단계 III은 시편 파괴

시까지의 softening regime이다. Fig. 5(b)는 Fig. 5(a) 그래

프에서 Ti3SiC2의 최대 stress 변화만을 정리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1360
o
C에서 합성된 Ti3SiC2-TiCx의 파괴강도는

상온에서 1200
o
C까지 온도 증가에 따라서 830 MPa에서

부터 229 MPa까지 감소하였으며, 1420
o
C에서 합성된 Ti3SiC2

의 파괴강도는 480 MPa에서부터 79 MPa까지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 Fig. 6은 1200
o
C에서 고온 굽힘 실험후 구

부러진 Ti3SiC2-TiCx 시편을 보여주며, 굽힙 실험이 끝날

때까지 시편이 파괴되지 않았다 

Fig. 7은 1420
o
C에서 합성된 Ti3SiC2와 1360

o
C에서 합성

된 Ti3SiC2-TiCx 시편을 600
o
C와 800

o
C 온도에서 3회 열

충격을 실시한 후 상온 3점 굽힘 강도의 변화를 보여준

다. Ti3SiC2-TiCx는 600
o
C에서 800

o
C로 열충격 온도가 증

가할수록 파괴 강도는 580 MPa에서 400 MPa로 감소하였

다. High purity Ti3SiC2는 600
o
C까지는 열 충격을 실시하

지 않은 상온 파괴강도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800
o
C

까지 열충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괴강도가 약간 감

소하였다. 1420
o
C에서 합성된 Ti3SiC2에서 나타나는 높은

열충격 저항 온도는 큰 Ti3SiC2 grain으로 이루어진 Ti3SiC2

소결체가 열충격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반응 합성된 Ti3SiC2 내에 포함되

어있는 TiCx는 Ti3SiC2와 열팽창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고

온에서 열처리 후 quenching시 Ti3SiC2 기지와 TiCx 입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잔류응력이 상쇄되어 1360
o
C에서 합

성된 Ti3SiC2-TiCx의 내 열충격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생

각된다. 

4. 결 론

출발원료로 가압소결 방법으로 1300~1500
o
C 온도 범위

에서 90분동안 Ti3SiC2 소결체가 합성되었다. 1420
o
C에서

고순도 Ti3SiC2가 합성되었으며, 1300, 1360, 1500
o
C에서

가압소결 합성된 Ti3SiC2 소결체에서는 미량의 미반응

TiCx가 존재하였다. 

130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 소결체는 grain size가

길이 방향으로 3~20 µm, 두께 방향으로 2~10 µm이었다.

136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 소결체는 길이 방향으로

3~50 µm, 두께 방향으로 2~10 µm이었다. 합성 온도가

1420
o
C까지 증가되면서 abnormal grain 성장이 이루어져

길이 방향으로 40~90 µm, 두께 방향으로 5~25 µm까지 성

장하였다. 또한, 150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 소결체

의 grain들은 전체적으로 두께가 증가하였고 나노 및 마

이크로 크기의 white particle인 TiCx가 Ti3SiC2 grain

boundary 및 grain 내부의 층상구조 내에 형성되었다. 

1360
o
C에서 합성 소결된 Ti3SiC2 소결체의 3점 굽힘 강

도는 830 MPa이었으나 합성 온도가 1500
o
C까지 증가됨

에 따라 Ti3SiC2 소결체의 3점 굽힘 강도는 480 MPa로 크

게 감소하였으며, 파괴인성은 증가되었다. 1360
o
C에서 합

성 소결된 Ti3SiC2 소결체의 높은 파괴강도는 Ti3SiC2 나

노 층상 구조내에 존재하는 나노 또는 sub micrometer 크

기의 미반응 TiCx 입자에 의한 강화 효과 때문인 것으로

Fig. 6. A pothography of Ti3SiC2-TiCx specimen after 3-point

bending test at 1200
o
C.

Fig. 7. Variation of flexural strength of synthesized bulk

Ti3SiC2 as a function of water quench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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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합성 소결된 Ti3SiC2 소결체 파단면 미세구조에서는 나

노 층상 구조의 delamination, layer pull-out 현상, grain

buckling 및 kink band formation 등과 같은 준 소형 변형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준 소성 변형은 Ti3SiC2 소결

체의 damage tolerance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가압소결 방법으로 합성된 Ti3SiC2 소결체는 1000
o
C 이

상의 온도에서 plastic deformation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200
o
C에서는 초소성 거동이 나타났다. 합성된 Ti3SiC2 소

결체 내 미반응 TiCx는 고온에서 plastic deformation 현상

을 억제하여 온도 증가에 따른 파괴강도 감소 정도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20
o
C에서 합성된

Ti3SiC2 소결체는 내열 충격 온도가 800
o
C 정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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