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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inuous SiC fiber-reinforced SiC-matrix composites (SiCf/SiC) had been fabricated by electrophoretic infiltration combined with
ultrasonication. Nano-sized β-SiC added with 12 wt% of Al2O3-Y2O3 additive and Tyranno

TM
-SA3 fabric were used as a matrix phase

and fiber reinforcement, respectively. After hot pressing at 5 different conditions, the density,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iCf/SiC were characterized. Hot pressing at relatively severe conditions, such as 1750

o
C for 1 and 2 h, resulted in a brittle fracture

behavior due to the strong fiber-matrix interface in spite of their high flexural strength. On the other hand, toughened SiCf/SiC composite
could be achieved by hot pressing at milder condition because of the formation of weak interface in spite of the decreased flexural
strength. These results proposed the importance of weak fiber-matrix interface in the fabrication of ductile SiCf/SiC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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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리콘 카바이드 (SiC) 세라믹은 우수한 기계적, 열적,

그리고 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스 터어빈 및 우주항

공용 부품 등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1-3)

하지만, SiC는 일반적인 세라믹 단미체 (monolith)가 가지는

취성파괴의 단점을 보이며, 강한 공유결합 특성과 낮은

확산 계수로 인하여 치밀화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500
o
C의 높은 온도와 50 MPa의 압력 하에서의 열간가압

소결 (hot press)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이러한 취

성파괴 및 높은 소결온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섬유

강화를 활용한 복합체의 제조와 소결조제 첨가를 통한 액

상소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고온에서 안정한 SiC 장섬유의 개발로 가능해진 SiC

섬유강화 SiC 복합체 (SiCf/SiC)는 SiC의 우수한 특성의

유지와 함께 취성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원자로의 구조재료에의 적용 등과

같이 SiC 기반 세라믹의 활용의 폭을 더욱 확대할 전망

이다.
5,6)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체에 인성을 부여하기 위해

서는 crack을 편향시키기 위한 섬유 (fiber)와 기지상 (matrix)

간에 약한 계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SiC 섬유에 열분해 탄소층 (PyC)을 코팅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7)

SiCf/SiC 복합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직조된 SiC 섬유

사이에 존재하는 기공을 기지상으로 침착하여야 하며, 현

재까지 시도된 주요 방법으로는 화학침착법 (CVI : chemical

vapor infiltration), 고분자 함침 열분해법 (PIP : polymer

impregnation and pyrolysis), 용융함침법 (melt infiltration),

NITE법 (nano-infiltrated transient eutectoid), 진공함침법

(vacuum infiltration) 및 전기영동법 (electrophoretic infiltration)

등이 있다.
8-14)

 한편, SiC의 소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사

용된 세라믹 소결조제로는 Al2O3, MgO, Lu2O3, Y2O3,

Al2O3-Y2O3, Al2O3-Y2O3-MgO, Al2O3-Y2O3-CaO, Al2O3-

Y2O3-SiO2 및 Y-Mg-Si-Al-O-N 등이 있으며,
15-27)

 이러한

첨가제들은 소결과정 중 물질의 빠른 확산경로를 제공하

는 액상을 형성하여 치밀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상용 SiC 섬유는 몇 가지가 존

재하지만, 이들 중 Tyranno
TM

 SA 섬유는 C/Si의 비가 1.08로

화학양론에 근접하며, 1900
o
C까지 열적 안정성을 보유하여

가장 우수한 섬유로 알려져 있다.
28)

본 연구실에서는 진공함침법과 전기영동법을 중심으로

SiCf/SiC 복합체 제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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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기영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장 하에서 SiC

분말 및 소결조제들로 구성된 기지상 성분들을 직조된

SiC 프리폼 (preform)에 균일하게 침착시키기 위하여 제

타포텐셜과 슬러리의 점도를 조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침착에 있어서 프리폼 표면에 우선적으로 침착이 일어남

으로써 발생하는 내부의 빈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착

과정 중 주기적인 초음파 펄스를 인가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 높은 소결밀도를 구현하였다.
29)

 하지만 1750
o
C, 2시

간, 20 MPa의 hot press 조건에서 제조된 SiCf/SiC 복합체

들은 3점 곡강도 측정에 있어서, 파괴 후 급격한 stress 감

소가 나타나는 취성파괴의 거동을 보여주어 장섬유 함유의

근본 목적인 파괴인성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12-14,29)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소결조제의 종류, 첨가량, 침착방법과 PyC 층의 두께

등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열간가압소결 조건만을 변수로

하여 복합체를 제조함으로써 소결조건이 복합체의 미세

구조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출발물질

52 nm의 평균입경과 80 m
2
/g의 비표면적을 가지는 β-

SiC 분말 (4620KE, NanoAmor Inc., USA)과 SiC 분말 대비

12 wt%의 Al2O3-Y2O3 소결조제를 혼합하여 기지상으로

사용하였다. 소결조제는 1 µm 내외의 크기를 가지는

Al2O3 : Y2O3를 7.1 : 2.9의 질량비로 혼합한 후, 고 에너지 밀

(MiniCer, Netzsch, Germany)로 분쇄하여 평균입경이 192 nm

되도록 하였다. 300 g의 무수 에탄올에 6 g의 polyvinyl butyral

(PVB, 분자량 = 55,000 g/mole, Butvar B-98, Solutia, USA)

바인더를 용해한 후, 1.8 g의 polyester/polyamine 분산제

(Hypermer KD1, ICI, UK)와 60 g의 세라믹 분말을 첨가하여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칭량된 슬러리는 3 mm의 SiC 볼을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볼 밀링하여 침착에 사용하였으며,

슬러리의 분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문헌에 나타나

있다.
30)

 또한 SiC, Al2O3 및 Y2O3만으로 구성된 슬러리를

동시에 제조하여, 이들에 대한 pH 변화에 따른 표면전위의

변화를 제타포텐셜미터 (Zeta Probe, Colloidal Dynamic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착조건을

선정하였다. 0/90
o
로 직조된 Tyranno

TM
-SA grade-3 섬유에

CH4를 열분해 하여 400 nm 두께의 PyC 층을 코팅하고, 이

를 직경 5cm의 원형으로 자른 후 프리폼으로 사용하였다.

2.2. 전기영동과 소결조건

원형의 프리폼을 제작된 전기영동 장치의 중앙에 장착

하여 슬러리에 함침시킨 후, 10 V의 인가전압 하에서 30분

간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극과 SiC 프리폼과의 간격은

20 mm였으며, 30분간의 침착기간 중 초기 20분간은 10 W의

초음파 (HD 2070, Bandelin, Germany)를 1초 주기로 인가하

여 프리폼 내부의 빈 공간으로의 침착이 최대화되도록 하

였다. 이러한 침착을 거친 프리폼을 70
o
C에서 3시간 동안

건조한 후, 15층을 적층하여 400
o
C에서 2시간 동안 가소를

실시하였다. Hot press 온도조건에 따른 복합체의 밀도와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15
o
C/min의 승온속도로 1750

o
C

에서 30분, 1시간 및 2시간을 유지한 3종류의 조건과, 1750
o
C

에 도달한 후 유지시간 없이 1550
o
C 및 1600

o
C에서 8시간

유지한 2종류의 조건 등, 총 5가지의 소결조건을 사용하

였다. Ar 분위기 하에서의 소결과정 중 인가압력은 20 MPa

로 동일하였다.

2.3. 특성분석

실험에 사용된 분말 및 복합체의 미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FE-SEM; Hitachi, S-4800)

과 고배율 투과전자현미경 (HR-TEM; Hitachi, H-7600)을

사용하였다. 복합체의 입계를 관찰하기 위하여 30분간의

Ar 플라즈마 또는 1500
o
C, 15분간의 thermal etching을 실

시하였다. 4 × 2 × 40 mm
3
의 크기로 절단 및 연마된 각 조건

별 5개의 복합체 시편을 이용하여 아르키메데스법으로 밀

도를 측정하고, 0.1 mm/min의 헤드 속도로 3점 곡강도 (UTM

AG 50E, Shimadzu, Japan)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출발물질 분석, 슬러리의 제타포텐셜 및 전기영동

Fig. 1의 (a)와 (b)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β-SiC 분말의

FE-SEM과 HR-TEM 사진이 각각 나타나 있다. 나노 사이

즈의 입도를 가지는 β-SiC 분말의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

하여 슬러리 내에서 응집경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되며, HR-TEM 사진으로부터 분말 표면에 1.7 nm 두께의

SiO2 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온에서의 SiC와

SiO2 형성에 필요한 Gibbs free energy는 각각 −70.6 kJ/mole과

−856.1 kJ/mole로 나타나,
31,32)

 공기분위기에 노출 시 SiC 표

면에의 SiO2 층의 형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Fig. 1

의 (c)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Al2O3-Y2O3 소

결조제에 대한 고 에너지 밀링을 통하여 평균입도를 192 nm

로 낮춤으로써, SiC 분말과 소결조제와의 균일한 혼합을

유도하였다. Fig. 2의 (a)에는 각 다발에 1600개의 섬유가

0/90
o
로 직조된 Tyranno

TM
-SA 프리폼의 SEM 사진이 나

타나 있으며, 전기영동법과 초음파법을 병행하여 슬러리

침착을 할 프리폼에는 섬유간 미세 공극 및 섬유다발간

비교적 큰 공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프리폼을 구성하는

SiC 섬유는 Fig. 2(b)에 나타난 바와 같이 400 nm의 균일한

PyC 층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c)와 (d)에는 직경 5 cm의

원형으로 절단된 프리폼의 침착 전과 후의 사진이 각각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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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법은 슬러리 내에 존재하는 하전된 세라믹 분말

이 직류 전기장 하에서 반대전극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특

성을 활용하여 침착을 시키는 방법으로, 침착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기판의 형상에 구애 받지 않는 효율적인 침

착법으로 알려져 있다.
33)

 효율적이고 균일한 침착을 위해

서는 분말의 크기, 분산성 및 표면전하 등과 같은 슬러리와

관련된 변수와 함께, 인가전압, 침착시간 및 전극간 거리

등과 같은 침착방법과 관련한 변수들의 최적조건을 선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참조

문헌에 나타나 있다.
14,33)

 Fig. 3의 (a)에는 침착에 사용하는

기지상의 구성성분인 SiC, Al2O3 및 Y2O3의 pH에 따른

제타포텐셜이 나타나 있다. 슬러리의 pH가 9 이상인 경우

에는 Al2O3는 양의 표면전위를 갖는 반면, Y2O3와 SiC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되어, 이 조건에서 전기영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Al2O3는 음극으로 침착이 일어나는 반면, 다른

구성성분들은 양극으로 침착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동

일방향으로의 균일한 침착을 위해서는 구성 성분들이 같은

부호의 표면전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비슷한 값을 갖

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구성 분말들의 전기장 하에서의

Fig. 1. (a) SEM and (b) HR-TEM images of the β-SiC powder,

and (c) SEM image of the Al2O3-Y2O3 sintering additives.

Fig. 2. Images of the (a) Tyranno
TM

-SA3 woven fabric, (b) 400 nm

PyC-coated fiber, and SiC fabric (c) before and (d) after

slurry infiltration.

Fig. 3. (a) Zeta potential vs. pH behavior for the constituents of

slurry and (b) the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lectrophoretic infiltration combined

with ultraso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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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도는 표면전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슬러리의 pH를 3으로 조정하여 침착을 실시

하였다. 침착은 Fig. 3(b)에 나타난 장치를 제조하여 실시

하였으며, 본 장치의 특징은 음전위의 프리폼을 중간에

위치시키고, 양의 전위를 띄는 전극을 양쪽에 위치시킴으로

써 양방향으로부터 균일한 침착이 이뤄지게 하였다는 점이

다. 또한 horn-type의 초음파기를 이용하여 초음파 펄스를

인가하면서 침착이 이뤄지도록 하여, 프리폼의 표면에 선

택적으로 침착된 세라믹 분말을 풀어줌으로써 내부의 공

극에도 침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다.

3.2. SiCf/SiC복합체의 밀도 및 미세구조

Fig. 4에는 전기영동과 초음파법을 병행하여 제조한 SiCf/

SiC 복합체의 hot press 조건에 따른 측정밀도와, 이를 각

구성성분의 밀도를 바탕으로 환산한 % 밀도가 나타나

있다. 1750
o
C에서의 유지시간이 2시간, 1시간 및 0.5시간

으로 감소함에 따라 밀도는 감소하였으며, 1750
o
C에서 유

지하지 않고 1600 및 1550
o
C로 소결온도를 감소하여 8시간

유지한 복합체의 밀도는 더욱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1750
o
C에서 2시간 및 1시간 유지한 시편은 각각 99.4%와

99.0%의 높은 복합체 밀도를 보여준 반면, 1750
o
C에 도달

후 유지시간 없이 1550
o
C로 온도를 낮추어 8시간 유지한

시편의 밀도는 가장 낮은 92.1%를 나타내었다. 1750
o
C에서

hot press를 실시한 복합체의 높은 밀도는 전기영동과 초

음파법을 병행한 침착방법과, 사용한 소결조제의 종류 및

첨가량, 그리고 hot press의 온도가 높은 복합체 밀도 구

현에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5의 (a)와 (b)에는 1750
o
C에서 1시간 및 1750

o
C에서

유지시간 없이 1600
o
C로 온도를 낮추어 8시간 hot pressing

한 복합체의 미세구조를 보여주는 SEM 사진이 각각 나타

나 있다. 1750
o
C에서 1시간 유지한 시편의 SiC 섬유는 초

기의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찌그러진 형태로 변형되어

있으며, 400 nm 두께의 PyC 층의 두께도 감소하거나 부분적

으로 사라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750
o
C,

1시간, 20 MPa의 hot press 조건이 SiC 섬유의 원형을 유

지하기에는 과한 소결조건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또한

섬유와 기지상 간의 약한 계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코팅한

PyC 층의 감소 및 제거로 인하여 파괴인성 증가에는 어

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Fig. 5의

(b)에 나타난 1750
o
C에서 유지시간 없이 1600

o
C로 온도를

낮추어 8시간 hot pressing한 복합체는 SiC 섬유의 원형과

400 nm의 PyC 층이 초기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yC가 코팅된 SiC 섬유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공극으로의 기지상의 침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였음을 기공의 존재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Fig. 6에는 1750
o
C에서 1시간 hot pressing한 시편의 섬

유내부의 미세구조와, 서로 다른 5가지 조건에서 hot

pressing한 복합체 시편의 기지상의 미세구조가 나타나 있

다. Fig. 6(a)에는 편의상 1750
o
C에서 1시간 hot pressing

한 시편의 미세구조만을 나타내었으며, 섬유내부의 SiC

미세구조는 소결조건에 따라 크게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이는 SiC 섬유의 제조과정 중 본 연구의 소결온도

보다 높은 1800
o
C에서 고분자 전구체를 열처리하였기 때

문으로 파악되며,
28)

 섬유내의 SiC 평균 입자의 크기는

330~ 370 nm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결조제가 첨가된 기

지상의 입자크기는 Fig. 6의 (b)-(f)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결
Fig. 4. Sintered density of the SiCf/SiC composites after hot

pressing at 5 different conditions.

Fig. 5. SEM images of the polished SiCf/SiC after hot pressing

at 2 different conditions, (a) 1750
o
C, 1 h and (b) 1750

o
C, 0 h +

1600
o
C, 8 h, showing the overall shape of SiC fibers, PyC

coating layer and the degree of in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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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50
o
C에서 2

시간 소결한 시편의 기지상은 이방형 입자구조를 보여주

고 있으며, 수 µm 크기의 입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평

균입경은 2 µm 이상으로 나타났다. 1750
o
C에서의 유지시간

을 1시간 및 30분으로 감소시킨 시편의 기지상의 입경은

각각 1553 및 696 nm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50
o
C에서 유지시간 없이 1600 및 1550

o
C에서 8시간 유

지시킨 복합체의 기지상의 평균입경은 각각187과 91nm

로 나타나, SiC 섬유내부의 평균입경보다 작음을 확인하

였다. Figs. 4-6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결밀도와 기지상

의 평균 입자의 크기는 소결온도인 1750
o
C의 유지시간에 비

례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밀도

의 증가는 1750
o
C에서 1시간 이상 유지 시에 나타나는 섬

유 원형의 변형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3. SiCf/SiC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

Fig. 7에는 서로 다른 hot press 조건에서 소결된 복합체의

3점 곡강도 측정에 따른 stress-displacement 거동이 나타나

있다. 1750
o
C에서 2시간 및 1시간 유지한 복합체의 flexural

strength는 각각 483과 353 MPa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편들은

파괴 이후에 급격한 stress의 감소를 보여주는 취성파괴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750
o
C에서 30분간 유지한

시편과, 1750
o
C에서 유지시간 없이 온도를 낮추어 1600

o
C

와 1550
o
C에서 8시간 유지한 복합체의 flexural strength는

각각 197, 192 및 165MP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복합체들은 1750
o
C에서 2시간 및 1시간 소결한

복합체의 매끈한 stress-displacement 거동과는 다르게, 측

정과정 중 지속적인 stress의 미세한 증가 및 감소를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파괴 후에도 곡선의 꼬리가 우측으로

연장되어 나타나는 인성증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복합체의 완전한 파괴에 필요한 displacement가 취성파괴의

거동을 보여주는 1750
o
C에서 2시간 및 1시간 소결한 복

합체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소결조건에 따른 서로 다른 stress-displacement

거동을 Fig. 8에 나타난 복합체 파단면의 SEM 사진을 통하

여 유추하여 볼 수 있다. Fig. 8의 (a)에 나타난 1750
o
C, 1시

Fig. 6. SEM images showing the grain morphologies of the (a)

SiC fiber and (b)-(f) matrix phases. Average grain size is

shown. Three different magnifications were used for

convenience.

Fig. 7. Typical flexural stress-displacement curves of the SiCf/

SiC fabricated at 5 different hot pressing conditions.

Fig. 8. SEM images of the fractured SiCf/SiC composite surface

after 3-point bending test, showing the different fiber

pullout behavior associated with the hot pressing conditions,

(a) 1750
o
C, 1 h, (b) 1750

o
C, 0.5 h, (c) 1750

o
C,  0 h + 1600

o
C,

8 h, and (d) 1750
o
C, 0 h + 1500

o
C,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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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소결시편의 파단면은 취성파괴로 인하여 섬유의 pullout

이 없는 매끈한 파단면을 보여주는 반면, Fig. 7에서 인성

증가의 거동을 보여주는 복합체들은 섬유의 pullout을 보

여주고 있으며, 온도가 감소할수록 그 정도가 증가함을 살

펴볼 수 있다. 사진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1750
o
C, 2시간

소결시편의 파단면도 Fig. 8의 (a)와 비슷함을 확인하였다.

Fig. 7에서 인성을 보여주는 시편들이 지속적인 stress의

미세한 증가 및 감소를 보여주는 이유는 Fig. 8의 (b)-(d)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파괴과정 중 섬유의 연속적인 pullout에

기인함을 유추할 수 있다. 즉, 1750
o
C에서의 1시간 또는

2시간의 소결조건은 섬유의 변형과 함께 PyC 두께의 감소

를 유발하여 약한 계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라믹 단미체와

유사한 취성파괴의 거동을 보여주는 반면, 소결조건을 1750
o
C,

30분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PyC 층이 유지됨과 동시에

기지상과 섬유 사이에 약한 계면을 형성함으로써 파괴 시에

섬유의 pullout이 나타난 인성증가의 현상을 보여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SiCf/SiC 복합체에 인성을 부여하

기 위해서는 약한 소결조건에서 hot press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밀도 및 flexural strength의 감소

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소결

밀도와 flexural strength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

면서 복합체에 인성을 부여하는 소결조건을 모색하는 것

이 바람직하겠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52 nm 크기의 β-SiC에 12 wt%의 Al2O3-

Y2O3 소결조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슬러리를 Tyranno
TM

-SA3

의 프리폼에 침착을 한 후, hot press 조건을 다르게 하여

제조한 SiCf/SiC 복합체의 밀도,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슬러리를 구성하는 세라믹 입자들의 제타포

텐셜을 조절함으로써 일방향 침착이 일어나도록 조절하였

으며, 특히 전기영동과 초음파를 병행함으로써 프리폼의 내

부 공극에도 침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다. 1750
o
C

에서 1시간과 2시간 hot press를 진행한 복합체는 상대적

으로 높은 flexural strength를 보여준 반면, 섬유강화 복합체

의 근본 목적인 인성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취성파괴의

거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취성파괴의 원인이 고온

에서 장시간 유지하는 소결조건으로 인하여 섬유의 원형이

변형되고, 섬유의 표면에 형성한 PyC 층의 두께 감소에 따

른 강한 결합력을 가지는 섬유와 기지상의 계면형성에 있

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1750
o
C에서 30분 유지하는 소결조

건, 또는 이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hot press된 시편은 상대

적으로 flexural strength는 감소한 반면, 약한 계면의 형성

으로 인하여 파괴 시 섬유의 pullout을 동반함으로써 파괴

인성 증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에

SiCf/SiC 복합체의 소결밀도와 flexural strength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파괴인성을 부여할 수 있는 복합체의 제조조

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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