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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croporous silicon carbide (SiC) ceramics were fabricated by powder processing and polymer processing using carbon-filled
polysiloxane as a precursor. The effects of the starting SiC polytype, template type, and template content on porosity and flexural
strength of macroporous SiC ceramics were investigated. The β-SiC powder as a starting material or a filler led to higher porosity than
α-SiC powder, owing to the impingement of growing α-SiC grains, which were transformed from β-SiC during sintering. Typical
flexural strength of powder-processed macroporous SiC ceramics fabricated from α-SiC starting powder and polymer microbeads was
127 MPa at 29% porosity. In contrast, that of polymer-processed macroporous SiC ceramics fabricated from carbon-filled
polysiloxane, β-SiC fillers, and hollow microspheres was 116 MPa at 29% porosity. The combination of α-SiC starting powder and
a fairly large amount (10 wt%) of Al2O3-Y2O3 additives led to macroporous SiC ceramics with excellent flexur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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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공질 탄화규소(SiC) 세라믹스는 화학적 안정성, 내열성,

내식성, 열충격 저항성, 내산화성 등의 특성이 우수하여 자

동차용 디젤분진필터(diesel particulate filter), 고온가스필

터, 진공척, 주물용 필터 및 경량 내화판 등으로 사용되

고 있고, 경량 고온구조재료, 로켓 노즐 및 수소 분리막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소재이다.
1-10)

이러한 다공질 SiC 세라믹스의 특성과 성능은 기공의

형상, 크기, 기공률, 기공 배향성 등의 다공질 소재의 기능

에 영향을 주는 물성과 소재의 강도, 파괴인성, 열충격 저항

성 등과 같은 내구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물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성의 제어는 다공질 소재의 개

발 및 응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공질 SiC 세라믹스의 제조 공정으로는 크게 분말 소

결공정, 세라믹 전구체를 이용한 공정 및 결합재를 이용한

공정이 있다. 대표적인 분말 소결공정으로는 소결온도를

낮추거나 휘스커 또는 입자크기가 큰 입자(grit)를 첨가하여

소결성을 저하시켜 부분 소결하는 방법,
11)

 고분자 미세구

(microbeads)와 같이 고온에서 분해되는 기공 형성제를 첨

가하는 방법,
3)

 폴리우레탄 폼(foam)에 탄화규소 슬러리를

코팅하여 폴리우레탄 폼을 분해시켜 다공질 탄화규소 세

라믹스를 제조하는 방법
12)

 등이 있으며, 세라믹 전구체를

이용한 공정으로는 폴리카보실란 (polycarbosilane)과 같은

Si 기반 고분자 전구체를 열분해 시켜 탄화규소를 제조하는

방법,
13)

 폴리실록센 (polysiloxane)에 활성 필러(filler)로서

탄소를 첨가하여 탄소열환원법으로 다공질 SiC 세라믹스를

제조하는 방법
14,15)

 및 폴리실록센과 같은 Si-based 고분자

전구체에 CO2를 포화시켜 열역학적인 불안정성을 가함으

로써 다공질 SiC 세라믹스를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16)

 결

합재를 이용한 다공질 탄화규소의 대표적인 공정은 소결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2100
o
C 이상의 고온에서 SiC 입

자의 necking을 일으키는 재결정화 방법,
17) 
뮬라이트 결합

탄화규소(mullite-bonded SiC),
7,18)

 실리케이트 결합 탄화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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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te-bonded SiC),
19)

 질화규소 결합 탄화규소 (silicon

nitride-bonded SiC),
20)

 다공질 반응소결 탄화규소,
21) 
실리

콘과 카본을 반응시켜 합성된 탄화규소를 결합재로 사용한

자기결합 탄화규소 세라믹스 (self-bonded SiC ceramics) 제

조법
22-26)

 및 1000
o
C 이하의 저온에서 다공질 탄화규소

를 제조할 수 있는 silicon oxycarbide (SiOC)-bonded SiC

ceramics
27)

 등이 보고되었다.

각 제조방법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결합

재를 이용한 다공질 탄화규소 세라믹스 제조방법 중에 재

결정화 탄화규소는 열충격 저항성 및 기계적 강도는 우

수하나, 제조온도가 2100
o
C 이상으로 너무 높아 경제적이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으며,
17)

 뮬라이트 결합 탄화규소, 실

리케이트 결합 탄화규소 및 질화규소 결합 탄화규소는

SiC 골재와 다른 재질의 소재를 결합재로 사용하여 결합

재와 SiC 사이의 열팽창계수 및 내산화성 등의 물성 차

이에 기인하여 내화물 및 고온가스필터용 소재로 사용시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7,18,20)

 다공질 반

응소결 탄화규소는 공정 중에 기공의 일부에 Si이 침윤하

므로 기공구조 및 기공률의 제어가 어렵고, 잔류 Si이 남아

있어 이로 인한 내부식성의 저하 및 고온에서의 강도 저하

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21)

 다공질 SBSC 세라믹스는 상

대적으로 낮은 소결온도와 탄화규소와 동질 소재를 결합

제로 사용함으로써 이종 소재를 결합제로 사용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꺾임강도가 ~44 MPa로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이 있다.
24)

또한, SiOC 결합 SiC 세라믹스는 저온에서 다공질 탄화규

소를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꺾임강도가 82 MPa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이 있다.
27)

 반면에, 분말

공정과 폴리실록센을 이용한 세라믹 전구체를 이용한 제

조공정은 소결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강도 및 신뢰성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더 높은 기공

률을 가지면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계적 강도 값을 갖는

다공질 소재의 제조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말 공정 및 폴리실록센을 이용한

탄소열환원법으로 다공질 SiC 세라믹스를 제조하였고, 출발

원료, 기공형성제 형태 및 기공형성제 함량이 제조된 다

공질 SiC 세라믹스의 꺾임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출발원료로 사용한 분말은 α-SiC 분말

(~0.5 µm, FCP15C, Norton AS, Lillesand, Norway)과 β-SiC

분말 (~0.5 µm, Grade BF-17, H. C. Stark, Berlin, Germany)

및 탄화규소 전구체로 폴리실록센 (polysiloxane, GE Toshiba

Silicones Co., Ltd., Tokyo, Japan)과 탄소 원료로 페놀수지

(Kangnam Chemical Co., Ltd., Incheon, Korea)를 사용하였

고, 소결첨가제로 Al2O3 (AKP30, Sumitomo Chemical Co.,

Tokyo, Japan)와 Y2O3 (~0.4 µm, > 99.99%, High Purity

Chemicals, Japan)를 사용하였다. 기공형성제로는 고분자

미세구 (~8 µm, Poly(methyl methacrylate-co-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microbeads, Sigma-Aldrich Inc, St. Louis,

MO, USA) 및 속이 빈 미세구 (hollow microsphere,

461DE20, Expancel, Sundsvall, Sweden)를 사용하였다.

Table 1은 원료조합을 보여주며, 분말공정을 사용하는 원

Table 1. Sample Designation and Batch Composition of Macroporous Silicon Carbide Ceramics

Sample

Designation

Batch Composition (wt%)

Remark
α-SiC

†
β-SiC

‡
Polysiloxane

ξ
Phenol resin

§
Al2O3

*
Y2O3

** Polymer

microbead
¥

Hollow

microsphere
î

AH10 25 - 47.55 7.45 7 3 - 10 Precursor process

BH10 - 25 47.55 7.45 7 3 - 10 Precursor process

AP30 60 - - - 7 3 30 - Powder process

AP35 55 - - - 7 3 35 - Powder process

AP40 50 - - - 7 3 40 - Powder process

BP30 - 60 - - 7 3 30 - Powder process

BP35 - 55 - - 7 3 35 - Powder process

BP40 - 50 - - 7 3 40 - Powder process
†
~0.5 µm, α-SiC (FCP15C), Norton AS, Lillesand, Norway

‡
~0.5 µm, β-SiC (Grade BF-17) H. C. Stark, Berlin, Germany
ξ
Polysiloxane, GE Toshiba Silicones Co., Ltd., Tokyo, Japan

§
Kangnam Chemical Co., Ltd., Incheon, Korea

*~0.4 µm, Sumitomo Chemical Co., Tokyo, Japan

**~0.4 µm, > 99.9%, High Purity Chemicals, Japan
¥
~8 µm,

 
Poly(methyl methacrylate-co-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microbeads, Sigma-Aldrich Inc, St. Louis, MO, USA

î
20 µm, Hollow Microsphere, 461DE20, Expancel, Sundsvall,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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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조합에는 유기결합제로 polyethylene glycol(PEG)을

6 wt% 추가로 첨가하였다. 각각의 원료 조합은 폴리프로

필렌 병에 넣어서 SiC 볼과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16시

간 동안 습식 혼합한 후, 완전히 건조시켰다. 분말공정의

경우에 혼합된 분말은 bar 형태로 ~28 MPa의 압력을 가

하여 일축가압성형 한 후에 200 MPa의 압력으로 상온 정

수압성형(cold isostatic pressing)하여 8 × 4 × 35 mm 크기의

시편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성형체는 흑연로에서 흑연 도

가니에 적재하여 1900
o
C의 온도에서 아르곤 분위기를 사용

하여 2시간 동안 소결하였다. 이때, 1000
o
C에서 소결온도

까지 승온속도는 20
o
C/min로 하였다. 한편, 폴리실록센을

이용한 탄소열환원법으로 제조되는 시편은 혼합된 분말

을 ~28 MPa의 압력을 가하여 bar 형태로 일축가압성형 한

후에 200 MPa의 압력으로 상온 정수압성형(cold isostatic

pressing)하여 8 × 4 × 35 mm 크기의 시편을 제조하였다. 제

조된 성형체는 200
o
C에서 2시간 동안 curing 공정을 거쳤

고, 그 후에 1100
o
C에서 1시간 동안 Ar 분위기에서 열분

해공정을 거쳤고, 이어서 1450
o
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함으로써 탄소열환원공정을 거쳤고, 이어서 1900
o
C에서

2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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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된 시편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SEM, S-4300,

Hitachi Co.,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고, 소결 시편의

꺾임강도는 10 mm와 20 mm span을 사용하여 4점 꺾임강

도 측정방법으로 0.5 mm/min의 cross-head 속도로 하중을

가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출발원료의 영향

Fig. 1은 출발원료에 따른 미세조직의 영향을 보여준다.

분말공정으로 제조된 Fig. 1(a)와 (c)를 비교해 보면 α-SiC

분말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β-SiC 분말을 사용하였을 때

입자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나고, 판상 입자가 더 잘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1900
o
C에서 2시간 소결하는

동안 α-SiC 분말은 상변태를 일으키지 않는 것에 반해,

β-SiC 분말은 β상에서 α상으로 상변태를 일으키면서 입

자의 모양이 육각판상으로 성장 했기 때문이다. SiC의 β → α

상변태가 입자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현상이

다.
28)

 한편, 폴리실록센을 이용한 탄소열환원법으로 제조된

Fig. 1(b)와 (d) 시편을 비교해 보면 α-SiC 분말을 사용한

시편이 더 치밀한 기공벽(strut)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β-SiC 분말을 사용한 시편의 입자 크기가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SiC 입자가 소결

중에 판상으로 성장하면 성장하는 입자 사이에 충돌

(impingement)에 의하여 수축이 지연되고, 따라서 더 높은

기공률이 얻어진다. 실제로 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선수축율이 19.0~19.2% 이었고,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선수축율은 12.3~15.0%로서 β → α 상변태

가 일어나는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한 시편의 선수축

율이 작게 일어났다. 따라서 α-SiC 분말을 사용한 시편이 더

치밀한 기공벽(strut)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판상 입자의

충돌에 기인하는 선수축 방해가 β-SiC의 경우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Fig. 2.는 출발원료가 다공질 SiC 세라믹스의 기공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 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였을

때 기공률은 17~29%이며,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였

을 때의 기공률은 29~40%로서 같은 조건에서 β-SiC를 출

발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공률이 얻어

졌다. 이는 상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SiC의 β → α 상변태에

기인한 입자성장이 수축율을 저하시켜, 상대적으로 소결

밀도를 낮게 하고 기공률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며, Fig. 1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와 잘 일치한다.

Fig. 3은 출발원료에 따른 꺾임강도의 영향을 보여주는

데, 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였을 때 꺾임강도 값은

127~186 MPa로서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였을 때의

꺾임강도 91~116 MPa 보다 높은 강도 값을 나타냈다. 이는

Fig. 1과 Fig. 2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α-SiC를 출발원료로

Fig. 1. Effect of template type on microstructure of macroporous

SiC ceramics :  (a) AP30 (α-SiC, polymer microbead), (b)

AH10 (α-SiC, hollow microsphere), (c) BP30 (β-SiC, polymer

microbead), and (d) BH10 (β-SiC, hollow microsphere)

(refer to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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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시편의 상대적으로 치밀한 미세조직과 낮은 기공

률에 기인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공질

세라믹스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기공률이 높아질수록 강

도가 낮아진다는 과거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9-31)

문헌에서 보고된 다공질 SiC 세라믹스의 꺾임강도는 반

응소결법으로 제조된 경우에 기공률 20-49%에서 38-61 MPa

의 꺾임강도가 보고되었고,
5)

 분말공정을 사용하여 1850
o
C에

서 제조한 경우에 기공률 40%에서 60 MPa의 꺾임강도가

보고되었고,
3)

 자기결합 탄화규소 세라믹스의 경우에 기공률

37-44%에서 34-44 MPa의 꺾임강도가 보고되었다.
24)

 또한,

5 wt% Al2O3-Y2O3를 소결 첨가제로 사용하고, 폴리실록센의

탄소열환원 공정으로 제조한 다공질 SiC 세라믹스의 경우

에 기공률 40%에서 50-74 MPa의 꺾임강도가 보고되었다.
32)

본 연구에서는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고, 분말공정을

사용하였을 때, 기공률 ~40%에서 91 MPa의 우수한 꺾임강

도가 얻어졌는데, 이는 균일한 미세조직(Fig. 1)과 Al2O3-Y2O3

소결 첨가제의 함량이 10 wt%로서 문헌 보다 많이 첨가

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기공률 다공질 SiC 세라믹스를 얻기

위해서는 β-SiC를 출발원료 또는 필러로 사용하는 것이

α-SiC를 출발원료 또는 필러로 사용하는 것 보다 유리하며,

고강도 다공질 SiC 세라믹스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α-SiC를

출발원료 또는 필러로 사용하고, 과량의 소결 첨가제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한다.

3.2. 기공 형성제(template) 형태의 영향

Fig. 4는 기공형성제의 형태에 따른 미세조직의 영향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공 형성제는 고분자 미

세구와 속이 빈 미세구로서 둘 다 구형 형상을 가진다.

Fig. 4에서 보듯이 기공의 형상은 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

한 시편(Fig. 4(a) 및 (b))이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한 시편

(Fig. 4(c) 및 (d)) 보다 좀더 구형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SiC 의 β → α

상변태에 기인한 입자성장이 일어나면서 기공 속으로도

입자성장이 일어나 기공의 형상이 불규칙적인 형상으로

변화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경향은 기공형성제의 형태

와는 무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공형성제의 크기는 고분자 미세구

의 직경은 8 µm이고, 속이 빈 미세구의 직경은 20 µm로

서, 고분자 미세구의 크기가 2배 이상 크나, 다공질 SiC

세라믹스 내의 기공 크기는 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한

시편의 경우에 (Fig. 4(a) 및 (b)) 기공형성제의 형태에 상관

없이 5~8 µm으로 비슷하였고,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

한 시편의 경우에도 (Fig. 4(c) 및 (d)) 7~12 µm로 기공형

성제의 형태에 상관 없이 동일 하였다. 이는 속이 빈 미

세구를 사용한 시편의 경우에 폴리실록센의 탄소열환원 공

정에 기인하여 고분자 미세구를 사용한 시편보다 높은 수

축율 (19.0-19.2%)이 얻어졌고, 이에 따른 기공의 수축도 많

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기공형성제의 형태에 상관없

Fig. 2. Effect of starting powder and template type on porosity

of macroporous SiC ceramics.

Fig. 3. Effect of starting powder and template type on flexural

strength of macroporous SiC ceramics.

Fig. 4. Effect of starting powder on microstructure of macroporous

SiC ceramics: AP30 (α-SiC), (b) AH10 (α-SiC), (c)

BP30 (β-SiC), and (d) BH10 (β-SiC) (refer to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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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한 시편 (Fig. 4(c) 및 (d))의 기

공크기가 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한 시편(Fig. 4(a) 및

(b))의 기공크기 보다 다소 크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3.1절

에서 설명했듯이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한 시편에서 더

많은 입자성장이 일어났고, 따라서 이에 따른 기공성장도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공질 SiC 세라믹스에서 입자성장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기공성장도 일어났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자 들에 의해서도 보고되었다.
33,34)

Fig. 2에서 보여주듯이 기공형성제로 고분자 미세구를

사용하였을 때 기공률은 29~40%이며, 속이 빈 미세구를

사용하였을 때 기공률은 17~29%로서 같은 조건에서 고

분자 미세구를 기공형성제로 사용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

은 기공률이 얻어졌다. 이는 단지 기공형성제의 영향 만은

아니며, 고분자 미세구를 첨가한 시편은 분말공정으로 제

조되었고, 속이 빈 미세구를 첨가한 시편은 폴리실록센의

열분해와 탄소열환원 공정을 거쳤고, 이 때, 과량의 휘발성

물질(유기물 성분)이 시편에서 빠져나가면서 추가적인 선

수축, 즉 치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만으로는 기공형성제의 형태가 기공률에 미치는 영

향을 고찰하기가 어려웠다.

기공형성제로 속이 빈 미세구를 사용하였을 때의 꺾임

강도 값은 116~186 MPa로서, 고분자 미세구를 사용하였을

때 꺾임강도 값 91~127 MPa 보다 높은 꺾임강도를 나타

냈다 (Fig. 3). 이는 속이 빈 미세구를 사용한 시편들의 기

공률 (17~29%)이 고분자 미세구를 사용한 시편들의 기공률

(29~40%)보다 낮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α-SiC를 출

발원료로 사용하고 고분자 미세구를 사용한 시편의 기공

률과 꺾임강도는 각각 29%와 127 MPa이고, β-SiC와 폴리

실록센을 출발원료로 사용하고 속이 빈 미세구를 사용한

시편의 기공률과 꺾임강도는 29%와 116 MPa로서, 같은

기공률에서 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고 고분자 미세구를

사용한 시편이 더 우수한 꺾임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α-SiC-고분자 미세구 조합이 β-SiC-폴리실록센-속이 빈

미세구 조합보다 고강도 다공질 SiC 세라믹스를 제조하

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기공형성제(template) 함량의 영향

Fig. 5는 고분자 미세구를 기공형성제로 사용하고 α-SiC

또는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여 분말공정으로 제조한

다공질 SiC 세라믹스에서 기공형성제의 함량이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기공형성제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두 가지 출발원료에서 모두 SiC 입자의 크기 및 기공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Table 1에서

보듯이 고분자 미세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SiC의 함량이

줄어드는데 비하여, 소결 첨가제의 함량은 10 wt%로 고정하

였으므로, 소결 첨가제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소결 첨가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액상이 생성되고,

이러한 액상이 입자 사이의 확산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입자성장을 촉진하였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치밀한

α-SiC 세라믹스에서는 SiC의 입자성장 기구가 반응제어

(reaction-controlled)로 알려져 있어서,
35)

 입자성장이 액상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고, β-SiC에서는 확산제어(diffusion-

crontrolled)로서 액상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성장이 억

제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36)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다공질 SiC 세라믹스에서 관찰된 것으로서, 다공질 SiC

세라믹스에서 입자성장 기구가 치밀한 SiC 세라믹스의 경

우에 비해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액상 양 이

외의 요소가 입자 성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다공질 세라믹스에서는 기공 주위의 입자들의 경우에,

기공에 접한 면은 빈 공간이므로, 성장하는 입자 사이에

Fig. 5. Effect of template content on microstructure of macroporous SiC ceramics: (a) AP30 (α-SiC, 30 wt%), (b) AP35 (α-SiC, 35 wt%),

(c) AP40 (α-SiC, 40 wt%), (d) BP30 (β-SiC, 30 wt%), (e) BP35 (β-SiC, 35 wt%), and (f) BP40 (β-SiC, 40 wt%) (refer to Table 1).



거대기공 다공질 탄화규소 세라믹스의 꺾임강도 365

제48권 제5호(2011)

충돌(impingement)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치밀한 SiC의 경

우와는 다르게, 액상을 통한 확산이 활발히 일어난다면

기공률이 높을 수록 입자 성장이 촉진된다고 판단된다. 실

제로 Fig. 6(a)와 (b)에서 보듯이 α-SiC 또는 β-SiC를 출발원

료로 사용하여 분말공정으로 제조한 다공질 SiC 세라믹스

에서 고분자 미세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률이 증가하

였고, 기공률이 증가하면 더 많은 입자들이 기공에 접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입자성장의 촉진이 일어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고찰은 입자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난 시편일수록

기공형상이 구형에서 멀어진다는 결과 (Fig, 1)에 의해서

도 뒷받침된다.

Fig. 6은 기공형성제의 함량 변화에 따른 꺾임강도와 기

공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였을 때

(Fig. 6(a)), 기공형성제의 함량이 30 wt%에서 40 wt%로 증

가함에 따라 기공률은 29%에서 31%로 점진적으로 증가

하였고 꺾임강도는 127 MPa에서 104 MPa로 감소하였다.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였을 때 (Fig. 6(b)), 기공형성제의

함량이 30 wt%에서 40 wt%로 증가함에 따라 기공률은 40%

에서 42%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꺾임강도는 91 MPa에

서 77 MPa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모든 출발원료에서 기

공형성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률은 증가하고 꺾

임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은 다공질 SiC 세라

믹스의 꺾임강도는 기공률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같은 양의 기공 형성제를 첨가하였을 때, 출발원료로 α-

SiC를 사용하였을 때가 β-SiC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약 10%

정도 낮은 기공률을 나타냈다. 이는 3.1절에서 설명한 것

처럼, β-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β → α 상변

태에 기인한 입자성장의 촉진이 일어나면서 성장하는 입

자간에 충돌에 의해 추가적인 치밀화가 억제되었기 때문

이다. 흥미로운 점은 Fig. 5(c)와 (f)를 비교해 보면 두 시편

모두 육각판상 입자들이 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결공정

동안에 용해-재석출 입자성장 기구에 의해 α-SiC의 입자

형상이 등방형에서 평형 형상(equilibrium shape)인 육각

판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37)

 β-SiC를 출발원료

로 사용한 경우에는 β-SiC는 평형 형상인 정육면체(cube)

형상으로 성장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38)

 소결 온도가 1900
o
C

로서 β → α 상변태가 일어나기에 충분히 높은 온도이므로

β → α 상변태에 기인하여 형성된 α-SiC 입자가 평형 형상

인 육각 판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양의

기공 형성제를 첨가하였을 때, 출발원료로 α-SiC를 사용

하였을 때가 β-SiC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약 35-40% 높은

꺾임강도를 보여줬다. 이는 3.2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낮은

기공률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 출발원료로 α-SiC를 사용한 경우에 기공률

29%에서 127 MPa의 꺾임강도가 얻어졌다. 이는 Eom 등

이
39)

 보고한 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고 ~12 wt%의

Y3Al5O12를 소결첨가제로 첨가하여 소결한 SiC 세라믹스에

서 얻어진 기공률 30%에서 105 MPa의 강도 값을 가지는 것

보다 우수한 결과로서, Al2O3-Y2O3 첨가제가 Y3Al5O12 첨가

제 보다 우수한 강도를 얻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낸

다. 이러한 첨가제 조성의 영향은 폴리실록센 공정으로

제조된 다공질 SiC 세라믹스에서 이미 보고되었고,
40)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말공정의 결과와 일치한다.

4. 결 론

SiC 분말을 출발원료로 사용하는 분말공정과 폴리실록

센을 출발원료로 사용하고 SiC를 필러로 첨가하는 고분자

공정 모두에서 β-SiC를 출발원료 또는 필러로 사용하면

SiC의 β → α 상변태에 기인하여 α-SiC를 출발원료 또는

필러로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기공률이 얻어진다. 반

면에 고강도 다공질 SiC 세라믹스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α-

SiC를 출발원료 또는 필러로 사용하고, 과량(10 wt% 정도)의

Al2O3-Y2O3 소결 첨가제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6. Effect of template content on flexural strength and

porosity of macroporous SiC ceramics: (a) α-SiC and

(b) β-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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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고 고분자 미세구를 사용한

시편의 꺾임강도는 기공률 29%에서 127 MPa이었고, 폴

리실록센과 β-SiC 필러를 출발원료로 사용하고 속이 빈 미

세구를 사용한 시편의 꺾임강도는 기공률 29%에서 116 MPa

로서, α-SiC를 출발원료로 사용하고 고분자 미세구를 사용

한 시편이 더 우수한 꺾임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기공 형성제 함량의 증가는 기공률 향상과 꺾임강도 저

하를 가져왔고, 기공 형성제 함량이 증가할수록 입자성장이

촉진되었다. 이는 기공 주위에 있는 입자들의 경우에 기공

에 접한 공간은 비어 있으므로 성장하는 입자 사이에 충돌

(impingement)이 발생하지 않아서 기공률이 높을 수록 입

자 성장이 촉진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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