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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ntional cold isostatic pressing, slip casting, and filter pressing are not completely suitable for fabricating large plates

because of disadvantages such as the high cost of equipment and formation of density gradient. These problems could be

avoided by employing pressure-vacuum hybrid slip casting (PVHSC). In the PVHSC, the consolidation occurs not only by the

compression of the slip in casting room, but also by vacuum sucking of the dispersion medium around the mold. We prepared

the alumina bodies by the PVHSC in a static- or stepwise-pressure manner for loading up to 0.5 MPa using an aqueous slip.

The green bodies were dried at 30
o
C with 40 ~ 80% relative humidity. Under static pressure, casting induced a density gradient

in the formed body, resulting in cracking and distortion after the firing. However, the stepwise pressure loading resulted in green

bodies with homogeneous density, and the minimization of the appearance of those defects in final products. Desirable dry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cast bodies dried with 80% RH environment humidity. When sintered at 1650
o
C for 4 h, the

alumina plate made by stepwise-pressure casting reached full density (> 99.7% relativ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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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루미나는 기계적 강도뿐만 아니라 내열성, 내식성, 내

마모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반도체 및 LCD 제조 장치

의 부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다.
1,2)

 반도체 및

LCD 부재를 제조하기 위한 세라믹 성형법에는 냉간 정

수압 성형(CIP, cold isostatic pressing), 슬립 주입 성형

(slip casting) 및 필터 프레스 성형(filter pressing)이 대표

적이다. CIP는 소재 생산업체에서 선호하는 성형 방법이

나, 넓은 면적의 대형 평판 소지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

대형화가 용이하지 않다. 주입 성형 또한 저가의 공정비

용으로 인해 선호하는 성형법 이지만, 성형체의 두께를

증가 시키면 캐스팅 압력의 강하가 일어나 성형밀도 구

배를 일으키게 되어 건조, 소결의 후속 공정 중에 소지에

응력을 유발하여 휨이나 균열을 발생시키고 석고몰드를

빈번하게 교체해야 함으로 소재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필

터 프레스 성형은 성형 틀 하부에 필터를 지지하고 그 위

에 슬립을 주입하고 피스톤으로 기계적으로 가압함으로

큰 성형압력을 이용하여 비교적 대형 기물을 성형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지만 밀도구배의 문제점은 여전히 가지

고 있다.
3-5)

슬립 주입 성형에 대한 연구 중에는 석고 몰드의 0.1 ~

0.2 MPa의 낮은 모세관 흡입력에 추가하여 인공적 압력

을 가하거나,
6,7)

 석고 몰드 대신에 필터를 이용하여 성형

시간을 단축한 보고가 있었다.
8)

 필터 프레스 성형에서는

성형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균질한 성형체를 제조하기 위

한 연구도 보고되었는데, 기물이 대형일수록 중요한 요소

이다. 필터 프레스 성형 시, 자기장을 걸어주어 입자의 응

집을 유도하거나,
9) 
전기장을 걸어주어 입자들의 충전밀도

(packing density)를 높여,
10)

 성형 균질성 향상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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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은 가압 방식을 기계적 가압 대신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알루미나 슬립을 성형실로 주입함과 동시에 진

공펌프의 흡입으로 분산매가 고분자 멤브레인 필터를 통

해 배출되도록 설계한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

(PVHSC, pressure-vacuum hybrid slip casting)을 고안 보

고하였다.
11,12)

본 연구에서는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에서 성

형체 밀도의 균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슬립의

가압 방식을 변화시키며 알루미나 소지를 성형하였다. 상

업용 알루미나 분말을 원료로 수계 알루미나 슬립을 제

조하여 가압 주입 방식의 변화에 따른 가압-진공 하이브

리드 주입 성형 및 습도에 따른 건조가 알루미나 성형밀

도의 균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알루미나 슬립 제조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에 사용할 수계 알루미

나 슬립을 제조하기 위해 상업용 알루미나 분말(AES-11C,

Sumitomo Chemical Co., Japan) 40 vol%를 유기 첨가제

와 함께 분산매인 탈이온수(deionized water)에 혼합하

였다. 전체 고체 중에 첨가제의 종류와 함량은 분산제

로 APC(Ammonium polycarbonate, ((NH4)2CO3)n, 40% liquid,

specific gravity 1.15, San Nopco Korea Ltd., Korea) 0.6 wt%,

가소제로 PEG-400(Polyethylene glycol, (C2H6O2)n, MW =

360 ~ 440, Haian Guoli Chemical. Co., Ltd., China) 1.0 wt%,

결합제로 PVA-205(Polyvinyl alcohol, (CH2CHOH)n, specific

gravity 1.19-1.31, Kuraray Co., Ltd., Japan) 1.0 wt% 이었다.

플라스틱 용기(Nalgene bottle, Thermo Fisher Scienti-

fic Inc., USA)에 원료 혼합물과 분쇄매체로 Al2O3 볼을

넣고 150 rpm에서 6시간 볼 밀링 하고, 소포제로 실리콘

emulsion(DB-110A, Dow Corning, USA)을 첨가하고 진공

교반 탈포 하여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성형용 알루미

나 슬립을 준비하였다. 수계 알루미나 슬립의 알루미나 입

자 크기(d50)는 0.43µm이고 점도는 175.8 cP이었다.
12)

2.2.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

Fig. 1에는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 장치의 모

식도를 나타내었다.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에 의

한 110 × 110 × 20 mm 판상 알루미나 성형체 제조는 순차

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저장된 슬립은 압축공기에 의해

주입구를 통해 성형몰드 내부로 인입 된다. (2) 가압주입

으로 슬립의 알루미나 고체 분말은 성형몰드 내부에 충

전 성형된다. (3) 성형되고 나오는 분산매(물)는 성형몰드

외부에서의 진공흡입으로 2 mm 직경 미세 홀이 있는 다

공질 PVC 지지대에 밀착되어 있는 멤브레인 필터(Poly-

propylene, Hwa Shin Special Textile Filter Co., Ltd. Korea)

를 통하여 배출된다. 

성형몰드로 공급되는 슬립에 가해지는 압축공기는 최

대 0.5 MPa로 가압하는 가압 주입 성형과 성형몰드에서

배출되는 분산매의 진공흡입은 0.05 MPa로 감압하는 진

공 주입 성형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

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을 의도하였다. Fig. 2에서

와 같이 주입 압력을 가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0.5 MPa 최

대압력으로 올려 5시간 유지하는 정압 주입 성형(constant

pressure casting)과 낮은 압력 (0.1 MPa)부터 단계별로 최

대압력 0.5 MPa까지 올려 5시간 유지하는 다단 가압 주

입 성형(step pressure casting)으로 구분하였다. 성형몰드

에 알루미나 슬립을 가압 주입하고 성형체 내부에 응력

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 상압까지 감압하였고, 진공흡입은

연장하여 성형을 종료하였다.

2.3. 성형체 건조 및 소결

알루미나 슬립으로부터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

형법으로 제조한 성형체는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

할 수 있는 건조장치에서 30
o
C 온도를 유지하며 40, 60,

80% RH의 상대습도 조건으로 건조하였다.

슬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제조한 알루미나 성형체는 수

분과 유기물 결합제, 분산제, 가소제가 고체 분말과 함께

존재함으로 소결온도까지 승온 하는 과정에서 수분 증발

및 유기물 탈지를 고려해야 한다.
13,14)

 따라서 PVHSC로

제작된 알루미나 성형체를 이와 같은 온도 구간을 고려

하며,
12)

 Fig. 3에서와 같은 스케줄에 의해 최고온도 1650
o
C

에서 4시간 유지하여 소결하고 로랭 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s of (a) pressure-vacuum hybrid slip

casting(PVHSC) apparatus and (b) casting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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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성 분석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으로 제조한 성형체는

100
o
C에서 4시간 동안 건조하여 부위별 성형밀도를 측정

하였다. 직경 0.5 mm 줄을 이용한 정밀 줄톱을 이용하여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5등분, 두께 방향으로 3등분

하고, 각 면을 SiC 연마포로 조심스럽게 연마하여 육면체

형상을 최대한 유지하게 하였다. 성형체 부위별로 전자저

울과 버니어켈리퍼스를 이용하여 겉보기 부피밀도를 구하

였고 FE-SEM(JSM-6500F, JEOL, Japan)으로 관찰하였다.

소결체는 Archimedes 원리에 의해 부피밀도를 측정(KS

L ISO 18754), 상대밀도를 구하였고, 0.2 µm 다이아몬드

페이스트로 최종 연마하고 1450
o
C에서 열 에칭한 후 FE-

SEM으로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

Fig. 4는 고체함량 40 vol%인 수계 알루미나 슬립을 가

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 시, 정압 주입과 다단 가

압 주입에 대한 슬립의 주입 양에 대한 여과배출되는 물

Fig. 2. Applied pressure schedules for the pressure-vacuum

hybrid slip casting in (a) constant pressure casting, (b)

3-step pressure casting, and (c) 5-step pressure casting.

Fig. 3. Sintering schedule of the alumina formed body pre-

pared by the pressure-vacuum hybrid slip casting.

Fig. 4. The ratio of water drain by slip feed as a function of

casting time for the pressure-vacuum hybrid slip

casting in constant pressure casting and step pressure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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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피비를 시간 함수로 나타낸 주입배출 곡선의 그래

프이다. 

성형 초기에는 주입배출 곡선의 기울기가 빠르게 증가

하다가, 성형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기울

기가 평행을 이루어 일정하게 된다. 주입 슬립에 대한 배

출되는 물의 부피비인 주입배출 곡선의 기울기가 변동되

는 동안에는 슬립에 분산되어 있는 알루미나 분말이 성

형몰드 내에서 응집 착육 되어 성형이 진행되며, 이 기울

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대부분의 성형이 완성되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알루미나 슬립을 주입하는 압축공기

를 처음부터 최대압력으로 하는 정압 주입 성형에 비해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다단 가압 주입 성형이 초기 기

울기 증가속도가 느리다. 또한 주입배출 곡선의 기울기가

평형에 이르는 성형 완료시간은 정압 주입 성형에서는 약

40분에 비하여, 3단 가압 주입 성형에서는 2배인 80분이

고, 5단 가압 주입성형에서는 약 120분까지 성형이 진행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성형체의 건조 특성

Fig. 5는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으로 제조한

알루미나 성형체를 건조 장치에서 30
o
C 온도를 유지하며

40, 60, 80RH%의 상대습도에서 건조하면서 성형체의 무

게를 일정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여 무게변화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주입 성형에 의해 제조된 성형체는 초기 수분함량 15 wt%

정도이며 주입 성형체의 기공과 모세관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수분은 모두 연결된 상태이다. 건조공정이 시작되

면서 수분이 모세관력과 표면장력으로 표면 쪽으로 이동

하여 표면 층을 젖은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

도로 수분이 증발되는 정속 건조(constant drying rate)가

일어나며, 수분이 표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입자들은 서로

압축되고 소지의 수축을 유발 시킨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내부에서 표면으로의 수분 공급이 불충분 하여 건조

속도가 차차 낮아지는 감속 건조(falling drying rate)로 전

환되며, 이미 입자들은 접촉하거나 달라 붙어있기 때문에

수축이 발생하지 않는다.
15-17)

 일정시간이 지나면 기울기

가 0으로 수렴되고 건조가 완료된다.

Fig. 5에서 초기 건조 속도는 80%RH 분위기 초기 건조

곡선 기울기가 60 및 40%RH 분위기 경우보다 완만하여

건조한 분위기보다 높은 습도에서 건조하였을 때, 초기의

건조속도가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건조 완료까지 소요되

는 시간도 80%RH에서의 성형체 건조완료 시간은 12일

이상(298 h, 312 h 및 304 h)으로 40%RH에서의 건조 완료

시간 4일(104 h, 109 h 및 112 h)보다 약 3배 길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압 주입보다 다단 가압 주입 성

형이 초기 건조속도가 느리고 완료시간도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약 50%의 밀도를 갖는 성형체의 건조속도가 빠르면 성

형체 표면이 내부보다 빠르게 건조 되어 표면수축이 내

부보다 빨리 진행되고 내부수축은 느리게 진행된다. 따라

서 내외부의 수축률 차이에 기인하여 표면에 인장응력이

Fig. 5. Drying rates of alumina cast bodies by the pressure-

vacuum hybrid slip casting as a function of time with

different humidity conditions for (a) constant pressure

cast body (b) 3-step pressure cast body, and (c) 5-step

pressure cas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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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게 되고 내부는 압축응력이 걸리게 된다. 이와 같은

응력이 발전하게 되면 성형체 표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조속도를 느리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18-20) 

특히 두껍고 커

다란 형상의 세라믹스 성형체를 건조할 때는 온도 및 습

도의 조건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기물 외형의 변형이나

균열이 없도록 기물 부위별 수축률 차이에 의한 응력유

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건조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3. 성형체의 밀도구배

Fig. 6은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한 직후의 성형

체 사진들로 적절치 않은 조건으로 성형한 경우(Fig. 6(a)

~ (d))와 적절한 조건으로 성형한 경우(Fig. 6(e) ~ (f))의 알루

미나 성형체이다. 성형시간이 충분치 않거나(Fig. 6(a)), 조

성이 적절치 못한 알루미나 슬립으로부터(Fig. 6(b)), 혹은

압축공기의 가압력이 약하거나(Fig. 6(c)) 진공흡입시간이

충분하지 않은(Fig. 6(b)) 조건으로 제조한 성형체는 외형

이 고르지 않았다. 적절한 조성의 알루미나 슬립으로부터

0.5 MPa의 가압력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가압-진공 하이

브리드 주입 성형 시, 알루미나 성형체는 판상의 육면체 원

형을 유지하면서 성형몰드에서 쉽게 분리되고, Fig. 6(e) ~ (f)

와 같이 멤브레인 필터 자국을 제외하고는 표면이 평활

하며 외형이 균질한 알루미나 성형체가 제조되었다.

Fig. 7에는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으로 제조한

110 × 110 × 20 mm 크기의 판상 알루미나 성형체를 75등

분하여 부위별로 측정한 밀도 결과로 45 ~ 60%의 상대밀

도를 색깔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이때의 시료는 가압-

진공 하이브리드 주입성형 장치에 의해 정압 주입 및 다

단 가압 주입으로 성형하고, 30
o
C, 80% RH 조건에서 충

분히 건조하고 Fig. 7(a)와 같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5등분 및 두께 방향으로 3등분 하여 준비하였다.

정압 주입 성형체는 Fig. 7(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

장 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분포로 최대 56.9%를 가

지며 중앙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최저 47.4%까지의 낮

은 성형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위별 상대밀도의 평균

은 53.9%이고 표준편차는 2.0%이다. 이는 주입 성형 되

는 초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부분의 성형체가 균일

한 압력을 받으며 형성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되며, 윗부

분이 아랫부분보다 낮은 밀도는 슬립 내 고체의 자중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성형체의 밀도가 부위별 최대

9.5%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차후의 건조 및 소결 공

정에서 변형이나 균열을 유발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

리라 예상된다.

다단 가압 주입 성형체는 Fig. 7(c)와 (d)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압 주입 성형체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고른 성

형 밀도분포이고, 부위별 상대밀도의 평균은 3단 가압 주

입 성형체는 54.4%이고 5단 가압 주입 성형체는 57.9%이

며, 표준편차는 각각 1.7%와 0.8%이다. 성형체 부위별로

성형 밀도의 구배가 발생되는 정압 주입 성형에 비해 슬

립의 주입 압력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다단 가압 주

입 성형이 착육 속도는 느리지만 착육 층의 두께 성장에

Fig. 6. Alumina green bodies prepared by the pressure-vacuum

hybrid slip casting: (a), (b), (c), (d) failed green bodies,

and well-formed green bodies prepared from (e) 3-step

and (f) 5-step pressure casting.

Fig. 7. Partial density distributions along the thickness of the

alumina green bodies manufactured by the pressure-

vacuum hybrid slip casting: (a) each section of cast

body and cast bodies fabricated by (b) constant

pressure casting, (c) 3-step, and (d) 5-step pressure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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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도 일정한 압력으로 일어나도록 유도하여 성형밀

도의 구배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Fig. 8은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하여 제조한

성형체의 부위별 미세구조이다. 정압 주입 성형체와 다단

가압 주입 성형체를 관찰하였는데, 부위별로 유사한 미세

구조를 보이고 있다.

3.4. 성형체의 소결성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 장치로 110 × 110 × 20 mm

크기로 다단 가압 주입으로 성형하고 30
o
C-80% RH에서 충

분히 건조하여 1650
o
C에서 소결하여 균열 없고 상대밀도

> 99.7%로 치밀화 된 알루미나 소결체를 만들 수 있었다.

정압 주입으로 성형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소결한 경우는

균열이 발생하였다. 균열 및 형상 변형이 생기는 원인은

성형, 건조, 탈지, 소결의 공정 전반에 걸쳐 불균일한 밀

도 및 응력 분포에 기인하는데, 주입의 압력구배에 따른

성형체 충전의 불균질에 의한 밀도구배 및 차후 가열에

따른 부위별 서로 다른 수축률 때문이다.
21,22)

Fig. 9는 3단 및 5단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성형 하

여 제조한 알루미나 소결체를 상부(a, d), 내부(b, e) 및 하

부 지점(c, f)을 나누어 관찰한 미세구조이다. 전체적으로

2 ~ 10 µm의 등축상 결정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계 기

공과 입내 기공도 포함되어 있는 전형적인 알루미나의 미

세구조를 나타내고 부위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4. 결  론

평균크기 0.43 µm의 알루미나 분말 40 vol%, 175.8 cP

점도의 수계 알루미나 슬립을 압축 공기로 성형실로 주

입함과 동시에 여과필터를 통해 분산매를 진공 흡입하는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pressure-vacuum hybrid

slip casting)하여 110 × 110 × 20 mm 크기의 알루미나를 성

형체를 제조하는 경우, 정압 가압 주입과 다단 가압 주입

방법에 따른 비교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최대 압력 0.5 MP의 가압과 0.05 MPa로 진공흡입 배

출하는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 시, 주입압력을

일정하게 가하는 정압 주입 성형(constant pressure casting)

에 비해 낮은 압력부터 단계별로 최대압력까지 올리는 다

단 가압 성형(step pressure casting)이 성형시간에 따른 주

입배출 곡선의 초기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일정

하게 평형상태에 이르는 성형 완료 시점이 길어진다.

Fig. 8. SEM images of the top layer and inner parts for

alumina formed bodies manufactured by the pressure-

vacuum hybrid slip casting in (a), (b) constant-, (c),

(d) 3-step, and (e), (f) 5-step pressure casting.

Fig. 9. SEM microstructures of each layer for alumina bodies

sintered at 1650
o
C: (a, d) top, (b, e) inner, and (c, f)

bottom layers manufactured by the pressure-vacuum

hybrid slip casting in 3 step- and 5 step pressure

casti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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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압 주입 성형에 비해 다단 주입 성형한 경우가 성

형밀도가 높고 부위별 밀도분포가 균질하며, 건조 시 상

대습도가 높을수록 성형 밀도분포가 상대적으로 균일하였다.

3. 고체함량 40 vol%, 분산제 0.4%의 수계 알루미나 슬

립으로부터 다단 가압 주입의 가압-진공 하이브리드 주입

성형 하고 1650
o
C에서 4시간 소결하여 균열 없고 > 99.7%

로 치밀화된 알루미나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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