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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rB2 has a melting point of 3245
o
C and a relatively low density of 6.1 g/cm

3
, which makes this a candidate for application to ultra-

high temperature environments over 2000
o
C. Beside these properties, ZrB2 is known to have excellent resistance to thermal shock and

oxidation compared with other non-oxide engineering ceramics. In order to enhance such oxidation resistance, SiC was frequently
added to ZrB2–based systems. Due to nonsinterability of ZrB2–based ceramics, research on the sintering aids such as B4C or MoSi2
becomes popular recently. In this study, densification and high-temperature properties of ZrB2-SiC ceramics especially with B4C are
investigated. ZrB2-20 vol% SiC system was selected as a basic composition and B4C or C was added to this system in some extents.
Mixed powders were sintered using hot pressing (HP). With sintered bodies, densification behavior and high-temperature (up to
1400

o
C) properties such as flexural strength, hardness, and so on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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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000
o
C 이상의 녹는점, 화학적 안정성, 대기권 재돌입

과 같은 극한환경에서의 높은 내산화성 등의 특징을 지

니는 붕화물, 탄 ·질화물의 세라믹스는 최근 초고온세라믹

스(ultra-high temperature ceramics)로 불려지며 각광을 받

고 있다.
1) 
초고온세라믹스 중 붕화물 세라믹스는 1100

o
C

까지 산화생성물이 비활성 산화보호층(passive oxidation

protective layer)을 형성하여 내산화성이 비교적 뛰어나지

만 1400
o
C 이상에서는 산화층의 액상이 휘발되어 내산화

성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SiC 등을 첨가하여 내산화성을

향상시킨다.
2)

 붕화물 초고온세라믹스 가운데 절삭공구나

방탄소재로 많이 응용되는 TiB2를 제외하고 가장 밀도가

낮은 ZrB2가 항공우주분야 등에 응용하기 가장 유망한 후

보소재이다.

비산화물 세라믹스에서와 같이 초고온세라믹스의 치밀

화도 주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3)

 치밀화를 위해 고온

가압소결(hot pressing)
4-6)
이나 방전플라즈마 소결(spark

plasma sintering)
7-9)
이 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Zr, Si,

B4C 등 ZrB2-SiC 복합세라믹스의 원료를 사용한 반응가

압소결(reactive hot pressing)
5,10,11)

이나 B4C, MoSi2, PCS

(polycarbosilane) 등의 소결조제를 이용한 무가압소결

(pressureless sintering)
12-14)
도 연구되고 있다. 소결방법, 첨

가물의 종류와 양에 따른 ZrB2-SiC 복합세라믹스의 기계

적, 열적 물성변화도 이 분야의 주요한 연구주제이다.
15-18)

본 연구에서는 ZrB2-20 vol% SiC 복합세라믹스의 치밀

화 및 미세구조와 고온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B4C 첨가의

효과를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ZrB2-SiC 세라믹스의 소결과 고온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B4C의 첨가효과를 살피기 위해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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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분말공정과 고온가압소결(hot pressing)를 이용하

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ZrB2(Grade-F, 1.88 µm, Japan New Metals Co. Ltd.,

Japan), SiC(FCP 15C, α-phase, 0.5 µm, SIKA Tech., Ger-

many)의 분말을 ZrB2-20 vol% SiC (ZBS20)가 되도록 칭

량한 후 잉여의 3, 5 vol% B4C(Grade-A, 1.5 µm, UK

Abrasives, USA) 혹은 C(carbon, 5 µm, Sodiff Co. Ltd.,

Korea)을 첨가한 5가지 조성을 준비하여 초경볼과 IPA

(isopropyl alcohol)을 혼합매질로 사용한 볼밀링(ball milling)

으로 24시간동안 습식혼합 후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말을

유발로 분쇄하고 #120 mesh 체가름으로 조립화한 후, 흑

연몰드에 장입하여 고온가압소결로의 Ar 분위기 하에서

분당 10
o
C로 승온, 30 MPa의 하중을 가하면서 1700

o
C 혹

은 1900
o
C에서 2시간 동안 가압소결한 후 로냉하였다.

각 조성과 열처리 온도의 소결체에 대하여 밀도, 미세

구조, 고온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였다. 가압소결 중에 부

착된 흑연층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결시편의 표면을 연삭

하고 아르키메데스법으로 겉보기 밀도를 구하고 혼합률

(rule of mixtures)로 구한 이론밀도와 비교하여 상대밀도

를 구하였다. 6에서 1µm 지립의 다이아몬드 슬러리에 연마

한 단면시편의 미세구조를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390, JEOL, Japan)으로 살폈다. 투과전자현미경 분

석을 위해 30 kV로 가속된 Ga-이온을 이용한 FIB(focused

ion beam, Helios 2000, FEI, Netherland)로 5 µm×20 µm

크기의 시편을 제조하였다. 전자를 투과할 정도로 충분히

얇아진 (<100 nm) 시편을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cnai G2 F30, FEI, Netherland)으로 미세구

조와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로 조성분포를

살폈다.

기계적 물성으로 3점 곡강도와 비커스경도를 고온에서

평가하였다. 4 mm×3 mm×40 mm (span 30 mm)크기로 한

면연마와 모따기한 시편의 곡강도를 고온곡강도시험기

(RB301 UNITECH, R&B, Korea)로 상온과 Ar 분위기의

1400
o
C에서 측정하였다. 연마한 시편의 경도를 고온 비커

스 경도계(Qm-2, Nikon, Japan) 로 상온에서 900
o
C까지

고진공(10
-5

torr)에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ZrB2-20 vol% SiC 세라믹스에 B4C 혹은 C을

각각 첨가한 5조성에 대하여 1700
o
C, 1900

o
C에서 2시간

동안 30 MPa 가압소결한 시편의 상대밀도이다. C 첨가에

비해 B4C 첨가에 의한 치밀화 향상이 두드러지며 Fig. 2

에서와 같이 1700
o
C 가압소결에 의해서는 미세구조 내부

에 상당한 기공이 존재하나 1900
o
C의 경우에는 조성에 관

계없이 이론밀도에 가까운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다.

붕화물 세라믹스의 경우, 강한 공유 결합으로 인해 녹

는점이 높고 확산계수가 낮아 치밀화에 있어 고온이나 외

부 압력이 요구된다.
2)

 또한, 육방결정구조로 인한 소결 중

의 이방입성장(anisotropic grain growth)으로 폐기공이 형

성되기도 하고 붕화물 표면의 산화층은 소결 중에 액상

을 만들어 입성장을 촉진시켜 치밀화를 저해한다고 알려

져 있다.
19)

이러한 난소결성 붕화물의 소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B4C나 C 등이 소결조제로 이용되는데 계 내의 산화물들

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된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2,12,13)

5B4C + 7ZrO2→ 7ZrB2 + 5CO(g) + 3B2O3(l) (1)

ZrO2 + B2O3(l) + 5C→ ZrB2 + 5CO(g) (2)

2ZrO2 + B4C + 3C→ 2ZrB2 + 4CO(g) (3)

2B2O3(l) + 7C→ B4C + 6CO(g) (4)

SiO2 + 3C→ SiC + 2CO(g) (5)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붕소화합물 (B4C, B2O3)은

표면의 산소와 반응하여 붕화물을 형성하고 정반응이 소

결온도 (>1500
o
C)에서 열역학적으로 유리하며

12)
 몰드나

발열체로부터 C가 풍부한 분위기에서는 조성 내 B4C 만

으로도 위의 모든 반응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C의 경우에는 B4C나 B2O3와 같은 붕소화합물없이 단독

으로는 계 내에서 소결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Fig. 3은 ZrB2-20 vol% SiC와 이 조성에 잉여의 5 vol%

B4C가 첨가된 조성에 대하여 1900
o
C에서 2시간 동안

30 MPa 가압소결한 시편의 미세구조이다. SEM 상의 경

우에는 후방산란전자 (back-scattered electron, BSE) 모드

로 얻은 미세구조로 구성원소의 평균 분자량에 의해 상

Fig. 1. Relative densities of hot-pressed ZrB2-20 vol% SiC

ceramics with sintering temperature and add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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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콘트라스트가 나타난다. 두 조성의 시편 모두 미세구

조 상에 기공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잉여의 5 vol% B4C가

첨가된 시편의 경우에는 짙은 콘트라스트의 B4C가 관찰

된다(Fig. 3(b)). TEM 명시야상(bright field image)에서는

Fig. 2. SEM micrographs of ZrB2-20 vol% SiC with (a) no

additive, (b) extra 5 vol% of C, and (c) extra 5 vol% of

B4C hot-pressed at 1700
o
C for 2 h under 30 MPa.

Fig. 3. SEM/TEM micrographs of ZrB2-20 vol.% SiC with (a)

no additive and (b) extra 5 vol% of B4C hot-pressed at

1900
o
C for 2 h under 30 MPa. (Arrows indicate

remaining B4C particles.)

Fig. 4. STEM micrographs and EDS elemental maps of ZrB2-

20 vol% SiC with extra 5 vol.% of B4C hot-pressed at

1900
o
C for 2 h under 30 MPa; (a) an STEM image, (b)

B map, (c) C map, (d) Si map, (e) Zr map, and (f) O

map. (Region of interest is depicted in (a) with a dashed

square and an arrow in (f) indicates the trace of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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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결정 내에 존재하는 결함의 전자빔에 대한 회절

조건이 기지결정상과 비교하여 달라지므로 회절콘트라스

트(diffraction contrast)로부터 결함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

다. TEM 상에서 말굽모양의 전위(dislocation)와 평행선 모

양의 적층결함(stacking fault)이 나타나는데 특히 적층결

함은 소결 중에 고온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의한 결정입

자의 슬립변형 결과이다.

Fig. 4는 Fig. 3(b)의 TEM 상 영역의 STEM(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상과 EDS(energy dis-

persive spectroscopy) 원자분포도이다. HAADF 검출기(high

angle annular dark field detector)를 통한 STEM상은

BSE모드에서의 SEM상과 같이 원자콘트라스트를 반영하

므로 남아있는 B4C의 위치를 알 수 있다. Fig. 4(a)에 표

시된 ZrB2, SiC, B4C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EDS 조성

분포를 통해 – EDS 분석에 이용되는 특성 X-선 수율

(characteristic X-ray yield)이 원자번호에 따라 증가함
20)
을

감안하면- 소결 후의 미세구조 내에 B4C와 ZrB2, SiC의

3상 계면에 산화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1900
o
C에서 가압소결된 시편의 고온 3점 곡강

도와 비커스 경도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ZrB2-계 세

라믹스의 고온 기계적 물성은 주요 연구분야의 하나로

SiC의 첨가는 강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2)

 B4C 첨가의 효과는 물성에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

이지 않았다.
16-18)

 오히려 고온에서 강도 측정조건, 특히

분위기와 연관이 있는데 가공 중에 형성된 결함(flaw)이

고온에서 생성된 반응층에 의해서 숨겨지면 고온에서 강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측정시

에 Ar 분위기를 사용하였으나 1400
o
C 곡강도 측정 후 시

편 표면에 반응층이 형성되었고 강도값은 상온에서 측정

한 것에 비하여 편차가 줄고 증가하였다. 

복합세라믹스의 경도는 각 구성입자 경도의 혼합률(rule

of mixtures)로 주어진다
21)
고 알려져 있으며 ZrB2-SiC 계

에 B4C 첨가에 따라 상온 비커스 경도는 감소한다는 보

고
16)
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조성에 따른 경도의

변화에 있어 뚜렷한 경향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ZrB2-20 vol% SiC 세라믹스에 B4C 혹은

C을 각각 첨가한 조성에 대하여 1700
o
C, 1900

o
C에서 2

시간 동안 30 MPa 가압소결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B4C

첨가의 경우에 치밀화 향상이 두드러졌으며 조성에 관계

없이 1900
o
C에서 가압소결한 경우 이론밀도에 근사한 소

결체를 얻을 수 있었다. 미세구조 분석 결과 원료의 B4C

가 소결 후의 미세구조에 존재하며 ZrB2, SiC, B4C의 3상

계면에는 산화물이 발견되었다. 소결체에 대한 고온 기계

적 물성에 있어 B4C와 같은 소결조제 첨가에 의한 물성

의 열화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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