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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ntering behavior of monolithic SiC is examined using the binary sintering additive of Al2O3–rare earth oxide (RE2O3, where
RE = Sc, Nd, Dy, Ho, or Yb). Through hot pressing at 20 MPa and 1750oC for 1 h in an Ar atmosphere for 52 nm fine β-SiC powder
added with 5 wt% sintering additive, a SiC density of > 97% is achieved, which indicates the effectiveness of Al2O3-RE2O3 system
as a sintering of additive for SiC. Based on this result, 7 wt% of Al2O3-Sc2O3 is tested as an additive system for the fabrication of
a continuous SiC fiber-reinforced SiC-matrix composite (SiCf/SiC). Electrophoretic deposition combined with the application of
ultrasonic pulses is used to efficiently infiltrate the matrix phase into the voids of TyrannoTM-SA3 fabric. After hot pressing, a
composite density of > 97% is obtained, along with a maximum flexural strength of 443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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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리콘 카바이드 (SiC)와 그 복합체는 우수한 기계적,

열적, 그리고 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에너지 관련 및 우

주항공용 부품 등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활용이 가능

하다.1) 하지만, SiC는 강한 Si-C의 공유결합 특성과 낮은

확산 계수로 인하여 소결이 어렵기 때문에 소결조제를 활

용한 액상소결을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2) 현재까지

알려진 액상소결조제는 Al, Mg, Al2O3, MgO, Al2O3-
Y2O3, Al2O3-Y2O3-MgO, Al2O3-Y2O3-CaO, Al2O3-Y2O3-

SiO2, Y-Mg-Si-Al-O-N glass system 및 몇 가지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다.3-21) 희토류 원소는 15종의 lanthanide계

와 Sc 및 Y 원소로 구성되며, 화학적 활성화도가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22) 하지만 소결성 증진을 위하여 첨가

된 액상 소결조제는 치밀화 후에 입계 등에 존재하여 SiC

의 고온 특성 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첨가량을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SiC 소

결조제로 알려진 Al2O3와 희토류 산화물 (RE2O3, RE=Sc,

Nd, Dy, Ho 및 Yb)의 공융조성을 이용하여 소량을 첨가

함으로써 SiC 소결조제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미 Rodríguez-Rojas등이 Al2O3-RE2O3 (RE =

Gd, Sc 또는 Sm)를 첨가하여 SiC 소결실험을 진행하였

다.23) 하지만, 그 첨가량이 10 vol%로 많고 또 소결온도

도 1950oC로 높아 복합체의 구성성분인 SiC 섬유의 손상

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에서 설명

하는 복합체 제조에 있어서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소결온도를 1750oC로 한정하였다.

한편, 단미체 SiC는 소결의 어려움과 함께 취성파괴의

단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취성파괴의 문제점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섬유강화를 활용한 복합체의 제조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고온에서 안정한 SiC 장섬유

의 개발로 가능해진 SiC 섬유강화 SiC 복합체 (SiCf/SiC)

는 SiC의 우수한 열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의 유지와 함

께 취성파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SiC 기반 세라믹의 활용의 폭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24)

본 연구에서는, C/Si의 비가 1.08로 화학양론에 근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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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소 분위기에서는 1900oC까지 열적 안정성을 보여주

어 현재까지 개발된 상용 SiC 섬유 중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TyrannoTM SA-3를 사용하였다.25)

SiCf/SiC 복합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직조된 SiC 섬유

사이에 존재하는 기공을 기지상으로 침착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기영동법을 적용하였다. 현재까지 시도

된 주요 기지상 침착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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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9) 또한, 일반적인 침착에 있어서 SiC 섬유

프리폼 표면에 우선적으로 기지상의 침착이 일어남으로

써 발생하는 내부의 빈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착

과정 중 주기적인 초음파 펄스를 인가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 높은 소결밀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Al2O3-

RE2O3 소결조제에 대한 연구에서 우수한 조제로 판단된

Al2O3-Sc2O3를 기지상 SiC 대비 7 wt%를 첨가하여 복합

체를 제조함으로써, 기존의 12 wt%를 첨가한 Al2O3-Y2O3

에 비하여 그 첨가량을 감소시키고 밀도와 기계적 특성

등을 평가하였다.30)

2. 실험방법

2.1. Al2O3-RE2O3를 이용한 SiC 단미체 소결실험

52 nm의 평균입경과 80 m2/g의 비표면적을 가지는 β-SiC

분말 (4620 KE, NanoAmor Inc., USA)을 모재로 사용하고,

소결 조제로 Al2O3 (Dm = 150 nm, Baikowski, Japan)와

RE2O3 (RE = Sc, Nd, Dy, Ho 및 Yb, Alfa Aesar, USA)

를 사용하였다. Table 1에 나타난 SiC 분말 대비 5 wt%의

Al2O3-RE2O3의 공융조성을 SiC 볼을 이용하여 24시간 볼

밀링하였으며, 용매로는 무수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혼합된

분말은 80oC의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건조한 후,

1750oC의 질소분위기 하에서 20 MPa의 압력으로 1시간

동안 열간가압소결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분말 및 소결체의 미세구조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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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0)과 고배율 투과전자현미경 (HR-TEM; Tecni GF20 S-

twin, FEI, 200 keV)을 사용하였다. 특히 소결체의 입자를

관찰하기 위하여 1500oC에서 15분간 thermal etching을 실

시하였다. 소결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XRD (X’Pert-

PEO MPD, Pananalytical using Cu Kα line, 40 kV와 30 mA)

를 이용하였다. 또한 아르키메데스법으로 밀도를 측정하

였으며, 소결체의 경도를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 indenter

를 활용한 Vickers 경도계 (MVK-H1, Akash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하중은 1000 g이었

으며, 유지시간은 10초였다. 이때 발생한 crack 길이를 바

탕으로 Anstis등이 제안한 측정법을 바탕으로 경도와 인

성을 결정하였다.31)

2.2. SiCf/SiC 복합체 제조

앞의 Al2O3-RE2O3를 소결조제로 하는 SiC 단미체 결과

를 바탕으로 Al2O3-Sc2O3를 선택하여 SiCf/SiC 복합체 제

조를 실시하였다. 0/90o
로 직조된 TyrannoTM-SA grade-3

섬유에 CH4를 열분해 하여 400 nm 두께의 PyC 층을 코

팅하고, 이를 직경 5 cm의 원형으로 자른 후 프리폼으로

사용하였다. 단미체 실험에서는 Al2O3-Sc2O3 소결조제의

첨가량을 SiC 분말 대비 5 wt%로 설정하였으나, 복합체

제조에서는 첨가량을 7 wt%로 증가시켰다. 이는 소결조

제를 함유하지 않은 약 50 vol%를 차지하는 SiC 섬유에

의 액상 소결조제의 스며듦과 섬유의 존재가 소결을 방

해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 균일한 소결조제의 분포

및 침착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Al2O3-Sc2O3 소결조제

는 고 에너지 밀 (MiniCer, Netzsch, Germany)로 분쇄하여

평균입경을 165 nm가 되도록 하였다.

SiC 분말 및 Al2O3-Sc2O3 소결조제의 침착을 위하여,

무수 에탄올에 6 g의 polyvinyl butyral (PVB, 분자량 =

55,000 g/mole, Butvar B-98, Solutia, USA) 바인더를 용

해한 후, 1.8 g의 polyester/polyamine 분산제 (Hypermer

KD1, ICI, UK)와 60 g의 세라믹 분말을 첨가하여 슬러리

를 제조하였다. 칭량된 슬러리는 3 mm의 SiC 볼을 이용

하여 24시간 동안 볼 밀링하였다. 또한 분산제를 함유한

SiC, Al2O3 및 Sc2O3만으로 구성된 슬러리를 동시에 제조

하여, 이들에 대한 pH 변화에 따른 표면전위의 변화를 제

Table 1. Eutectic Composition and Temperature of the Al2O3-RE2O3 Systems, and the Density of SiC Containing 5 wt% of Each Binary
Additive

Additives
Eutectic composition

(wt%)
Eutectic temperature

(oC)
Measured density

(g/cm3)
Theoretical density

(g/cm3)
Relative density

(%)

Al2O3-Sc2O3 61.1 : 38.9 1790 3.23 3.24 99.6

Al2O3-Nd2O3 54.8 : 45.2 1750 3.19 3.27 97.5

Al2O3-Dy2O3 52.8 : 47.2 1762 3.24 3.28 98.7

Al2O3-Ho2O3 53.5 : 46.5 1780 3.25 3.28 99.1

Al2O3-Yb2O3 54.1 : 45.9 1845 3.26 3.28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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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포텐셜미터 (Zeta Probe, Colloidal Dynamic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pH = 3을 침착조건으

로 선정하였다. 

원형의 프리폼을 제작된 전기영동 장치의 중앙에 장착

하여 슬러리에 함침시킨 후, 10V의 인가전압 하에서 30

분간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극과 SiC 프리폼과의 간

격은 20 mm였으며, 30분간의 침착기간 중 초기 20분간은

10 W의 초음파 (HD 2070, Bandelin, Germany)를 1초 주

기로 인가하여 프리폼 내부의 빈 공간으로의 침착이 최

대화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침착을 거친 프리폼을 70oC에

서 3시간 동안 건조한 후, 20층을 적층하여 350oC에서 2

시간 동안 가소를 실시하였다. 단미체에 적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열간가압소결을 진행하고, 물리적·기계적 특

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Al2O3-RE2O3의 SiC 소결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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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SEM과 HR-TEM 사진이 각각 나타나 있다. β-SiC 분

말은 비교적 구형의 입자로 평균 입경이 52 nm로 매우 작

음을 알 수 있으며, HR-TEM 사진으로부터 분말 표면에

2 nm 이상의 표면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iC

의 표면에는 소량의 미반응 free carbon과 함께 주로 SiO2

가 존재한다는 Tartaj등32)
의 보고를 바탕으로, Fig. 1(b)에

나타난 표면층은 주로 SiO2층으로 예상된다. 또한, SiC

분말 자체는 2.52 Å의 면간 거리를 갖는 (111)면을 보여

주며 결정화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온에서의

SiC 표면에 SiO2 형성에 필요한 Gibbs free energy는

−785 kJ/mole로,33) 공기분위기에 노출 시 SiC 표면에의

SiO2 층의 형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5종의 Al2O3-RE2O3의

공융조성과 이들의 녹는점 및 열간가압소결 후의 밀도가

나타나 있다. Al2O3-RE2O3의 녹는점은 1750-1845oC로 본

연구의 열간가압온도인 1750oC 보다 높지만, SiC 표면에

존재하는 SiO2와의 반응으로 인하여 소결조건에서 액상

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RE2O3-SiO2 공융온

도는 1700oC 이하이다.34,35) Table 1에 나타난 이론밀도는

RE2O3의 첨가량과 구성 성분의 밀도를 고려하여 계산되

었으며, 5종의 시편 모두에서 97% 이상의 밀도를 보여주

며, 특히 Al2O3-Sc2O3 첨가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99.6%

의 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2에는 소결조제를 첨가하지 않고 1750oC에서 열간

가압 소결을 실시한 SiC의 미세구조와 Al2O3-RE2O3의 소

결조제를 첨가한 시편의 미세구조가 (a)와 (b)-(f)에 각각

나타나 있다. 소결조제를 첨가하지 않은 SiC는 열간가압

소결 후에 54%의 밀도를 보여주었으며, Al2O3-RE2O3를

Fig. 1. (a) SEM and (b) HR-TEM images of the β-SiC powder,
showing the highly crystalline structure and the surface-
adsorbed SiO2 layer.

Fig. 2. SEM images of the SiC containing 5 wt% of Al2O3-
RE3O3 additive after hot pressing at 1750oC, 20 MPa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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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한 경우에는 > 97%의 밀도를 보여주어 소결조제의

첨가가 SiC의 치밀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특히 소결조제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의 입도는

1 μm 이상의 입도를 보여줌에 비하여, 소결조제를 첨가

한 시편에서는 모두 1 μm 이하의 평균입도를 보여주고

있다. 소결온도인 1750oC에서 Al2O3와 RE2O3는 모두 SiC

를 분해시키지 않고 효율적인 소결조제 후보에 포함됨이

이전 연구결과로 보고되어 있다.34-36) Al2O3-RE2O3의 소결

조제를 첨가한 시편의 평균입경은 Al2O3-Sc2O3의 소결조

제를 첨가한 시편에서 365 nm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조합의 소결조제에 비하여 가장 작은 입도를 보여주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세라믹에서 작은 입자크기는 경도를 증

진시킨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37) Al2O3-RE2O3의 소결

조제를 첨가한 5종의 시편에 대한 경도와 인성을 측정

한 결과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모든 경우에 경도는

25 - 28 GPa, 그리고 KIc는 3.3 - 4.2 MPa·m1/2
를 보여주었

으나, 상대적으로 구성입자의 크기가 작은 Al2O3-Sc2O3의

소결조제를 첨가한 시편이 다른 시편에 비하여 높은 값

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Fig. 3에는 Al2O3-RE2O3 소결조제를 사용하여 소결한

SiC 시편들의 XRD 분석결과가 나타나 있다. 모든 경우

에 α-와 β-SiC 상만을 보여주며, 소결조제로 첨가한 Al2O3

및 RE2O3의 peak는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첨가한 소결

조제가 SiC 대비 5 wt%로 소량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첨가한 소결조제들이 결정성이 낮은 비정질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또한 α-SiC peak의 존재는 고온에

서의 β-SiC가 α-SiC로 상전이되어 나타난 현상이다.35)

3.2. Al2O3-Sc2O3를 이용한 SiCf/SiC 복합체의 제조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체는 단미체의 취성의 단점을 보

Table 2. Mean Grain Size, Hardness and KIc of the SiC Samples
Containing Each Al2O3-RE2O3 Additive after Hot Pre-
ssing at 1750oC, 20 MPa for 1 h.

Additives
Grain size 

(nm)
Hardness 

(GPa)
KIc 

(MPa·m1/2)

Al2O3-Sc2O3 365 27.5±0.8 3.3±0.3

Al2O3-Nd2O3 721 25.7±2.2 4.2±0.2

Al2O3-Dy2O3 867 26.0±1.7 4.2±0.1

Al2O3-Ho2O3 588 25.8±0.6 4.1±0.6

Al2O3-Yb2O3 778 28.0±0.9 3.6±0.1

Fig. 4. Images of the (a) TyrannoTM-SA3 woven fabric, (b) 400 nm
PyC-coated fiber, and (c) SiC fabric cut into 5 cm
diameter. 

Fig. 3. XRD patterns of the SiC containing 5 wt% of Al2O3-
RE3O3 additive after hot p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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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기 위한 구조로서 세라믹 섬유 사이에 기지상을 채

워 넣고 이를 치밀화하여 제조한다. Fig. 4의 (a)에는 각

다발에 1600개의 섬유가 0/90o
로 직조된 TyrannoTM-SA 프

리폼의 SEM 사진이 나타나 있으며, (b)에는 섬유의 표면

에 400 nm의 두께로 형성한 열분해 탄소층 (PyC: pyrolytic

carbon) 층이 나타나 있다.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체에 인

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crack을 편향시키기 위한 섬유와

기지상 간에 약한 계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SiC 섬유에 열분해 탄소층 (PyC)을 코팅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38) 본 연구에서는 Fig. 4의 (c)에 나타난 바

와 같이 SiC 직조섬유를 직경 5 cm의 원형으로 자르고,

여기에 초음파를 병행한 전기영동법을 적용하여 SiC와

Al2O3-Sc2O3 소결조제를 침착하였다. Fig. 4의 (a)에 나타

난 SiC의 직조섬유는 섬유간 미세 공극 및 섬유다발간 비

교적 큰 공극이 존재하는데, 전기영동법과 초음파법을 병

행하여 기지상을 효율적으로 침착하는 것이 높은 복합체

밀도를 구현하는 출발점이 된다. 

전기영동법은 슬러리 내에 존재하는 하전된 세라믹 분

말이 직류 전기장 하에서 반대전극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특성을 활용하여 침착을 시키는 방법으로, 침착에 소요되

는 시간이 짧고, 기판의 형상에 구애 받지 않는 효율적인

침착법으로 알려져 있다.30) 효율적이고 균일한 침착을 위

해서는 분말의 크기, 분산성 및 표면전하 등과 같은 슬러

리와 관련된 변수와 함께, 인가전압, 침착시간 및 전극간

거리 등과 같은 침착방법과 관련한 변수들의 최적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참조문헌에 나타나 있다.30,39) Fig. 5의 (a)에는 침착에 사

용하는 기지상의 구성성분인 SiC, Al2O3 및 Sc2O3의 pH

에 따른 제타포텐셜 변화가 나타나 있다. 슬러리의 pH = 9

에서는 Al2O3와 Sc2O3는 양의 표면전위를 갖는 반면, SiC

는 음의 값을 보유하고 있다. 이 조건에서 전기영동을 실

시하는 경우에는 SiC는 양극으로 침착이 일어나는 반면,

다른 구성성분들은 음극으로 침착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

서 동일방향으로의 균일한 침착을 위해서는 구성 성분들

이 같은 부호의 표면전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비슷

한 값을 갖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구성 분말들의 전기

장 하에서의 이동도는 표면전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슬러리의 pH를 3으로 조정하여

침착을 실시하였다. pH = 3에서는 모든 구성분말의 표면

전위가 40 mV 이상으로 전기영동 하에서의 분말의 이동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이 있다. 침착은 Fig. 5(b)에 나

타난 장치를 제조하여 실시하였으며,39) 본 장치의 특징은

Fig. 5. (a) Zeta potential vs. pH behavior for the constituents
of slurry containing the KD-1 dispersant and (b) the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lectrophoretic infiltration combined with ultrasonica-
tion.39)

Fig. 6. SEM images of the (a) top-view and (b) side-view of
the infiltrated SiC fabric using an electrophoretic depo-
sition combined with ultraso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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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전위의 프리폼을 중간에 위치시키고, 양의 전위를 띄는

전극을 양쪽에 위치시킴으로써 양방향으로부터 균일한 침

착이 이뤄지게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horn-type의 초음파

기를 이용하여 초음파 펄스를 인가하면서 침착이 이뤄지

도록 하여, 프리폼의 표면에 선택적으로 침착된 세라믹

분말을 풀어줌으로써 내부의 공극에도 침착이 효율적으

로 이뤄지도록 하였다.

Fig. 6에는 전기영동과 초음파법을 병행하여 침착한 SiCf/

SiC 복합체의 윗면과 측면 SEM 사진이 나타나 있으며,

SiC 섬유 사이의 기공을 기지상들이 효율적으로 채우고

있어 초음파 병행 전기영동법이 침착에 매우 효율적임을

파악할 수 있다. Fig. 7에는 SiCf/SiC 복합체의 열간가압

소결 후의 미세구조가 나타나 있다. Fig. 7의 (a)에 나타

난 연마 후의 미세구조에는 SiC 섬유 계면부분에 기지상

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PyC 층이 연마 중 선택적으로 제거되었

거나 실직적으로 침착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으

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체가 인성

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crack 전파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나타나는 섬유 뽑힘 (fiber pull-out) 현상이 나타나는데,

Fig. 7의 (b)에 나타난 파단면 SEM 사진에서는 이러한 현

상을 관찰하기 어렵다. 복합체에 인성을 부여하기 위한

섬유 뽑힘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PyC 계면상의 최적

화 및 소결조건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파악

된다. Fig. 7의 (c)에는 소결입자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하

여 연마시편에 대하여 thermal etching 한 후의 미세구조

가 나타나 있다. 비교적 고른 1 μm 이내의 입자크기를 관

찰할 수 있는데, 이는 Al2O3-Y2O3 소결조제를 사용한 이

전 연구결과39)
에서 나타난 수 μm 크기의 비정상 입자성

장을 보여주는 미세구조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

다. 제조된 복합체의 밀도는 3.10 - 3.13 g/cm3
의 밀도를 보

여주어, 구성요소들의 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론밀도

3.19 g/cm3
의 97.0 - 98.3%의 밀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

에서는 SiC 대비 7 wt%의 Al2O3-Sc2O3 소결조제를 첨가

하였기 때문에, 기존 12 wt%의 Al2O3-Y2O3 소결조제를 첨

가한 경우에 비하여39) 5 wt% 소결조제를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밀도를 구현하여, Al2O3-Sc2O3 소결조제

가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에는 Al2O3-Sc2O3 소결조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SiCf/SiC 복합체의 3점 곡강도 측정에 따른 stress-displace-

ment 거동이 나타나 있다. 복합체의 파괴에 필요한 flexural

Fig. 7. SEM images of the (a) polished and (b) fractured
surfaces of SiCf/SiC, and (c) the thermally-etched
matrix after hot pressing.

Fig. 8. Typical flexural stress-displacement curve for the SiCf/
SiC composite hot-pressed with 7 wt% of Al2O3-Sc2O3

add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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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는 443 MPa로 나타났으며, 파괴 이후에 급격한

stress의 감소를 보여주는 취성파괴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취성파괴는 Fig. 7의 (b)에 나타난 복합체 파

단면의 섬유뽑힘 연상이 없는 SEM 사진을 통하여 유추

하여 볼 수 있다. 제조된 SiCf/SiC 복합체의 Vickers 경도

는 25.4 ± 1.2 GPa을 보여주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2O3-RE2O3 (RE=Sc, Nd, Dy, Ho 및

Yb)의 SiC 액상 소결조제로의 사용가능성과, Al2O3-Sc2O3

조제를 활용한 SiCf/SiC 복합체의 제조 및 물성평가에 대

한 2 부분을 살펴보았다. SiC 대비 5 wt%의 Al2O3-RE2O3

를 첨가하여 1750oC에서 1시간 동안 열간가압 소결을 진

행한 단미체는 5종 모두에서 97% 이상의 밀도를 보여주

어 소결조제를 첨가하지 않고 동일조건에서 소결한 SiC

시편의 54% 밀도에 비하여 높은 치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효율적인 소결조제 효과는 Al2O3 및 사용한 5종

의 RE2O3가 모두 고온 소결조건에서 SiC를 분해시키지

않고 안정하며, SiC 표면에 존재하는 SiO2와 반응하여 액

상을 형성시키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단미체 실험에서 사용한 5종의 소결조제 중 가장 높은

99.6%의 소결밀도와 가장 작은 365 nm의 평균입경을 보

여준 Al2O3-Sc2O3 조제를 7 wt% 첨가하여 SiCf/SiC 복합

체를 제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지상 구성성분인 SiC,

Al2O3 및 Sc2O3에 대한 제타포텐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pH = 3의 슬러리를 제조하여 동일방향으로 침착이 일어나

도록 하였으며, 초음파를 병행한 전기영동법을 적용하여

400 nm 열분해 탄소층이 코팅된 TyrannoTM-SA3의 프리폼

의 내부 공극에 효율적인 기지상 침착이 일어나도록 하였

다. 이러한 침착방법은 SiC 섬유 사이의 기공을 기지상들

이 효율적으로 채우고 있어 초음파 병행 전기영동법이 침

착에 매우 효율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미체의 소결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열간가압 소결을 실시한 후의

SiCf/SiC 복합체는 97% 이상의 소결밀도와 25.4±1.2 GPa

의 경도 및 4.6 ± 0.4 MPa·m1/2
의 KIc를 구현하였다. 또한,

기존의 12 wt%의 첨가가 필요한 Al2O3-Y2O3 소결조제에

비하여 Al2O3-Sc2O3 소결조제는 7 wt%만 첨가하여도 충

분한 복합체 밀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기지상의 미세구

조도 1 μm 이내의 입자크기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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