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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chinable SiC ceramics are prepared with the addition of Al2TiO5. Ready-to-press SiC and Al2TiO5 powders are mixed and
pressureless sintered at 1750

oC and 1850
oC for 1 h. The weight ratios of the SiC and Al2TiO5 powders are 100 : 0, 100 : 10, and

100 : 20. After sintering, only SiC peaks are detected in the X-ray diffraction analyses. The density, strength, and grain size of the SiC
increase with increases in the Al2TiO5 content and sintering temperature. The Al2TiO5-doped specimens are easy to micro-hole
machine. Based on the density and strength data, the ceramics sintered at 1850

oC can be used as machinable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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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SiC) 세라믹스는 기계적 특성, 열적, 전기적,

반도체 특성이 우수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

다.
1-3)

 그러나 소성후 가공에 비용과 인력이 요구되어, 복

잡하고 정밀한 형상을 갖는 SiC 세라믹스 부품을 제조하

기는 쉽지 않다. 일반 공구로는 가공이 불가능하고, 다이

아몬드공구나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

로 가공되며, 가공비용은 경우에 따라 생산비의 절반 이

상을 상회하기도 한다.
4)

 

강도(경도)와 기계가공성은 서로 모순되는 특성이라, 가

공성이 좋은 SiC를 얻는 것은 어려우나, h-BN
5,6)
나 탄소

7)

를 SiC에 첨가함으로써 이를 실현한 연구들이 소수 있다.

이 두 소재가 세라믹스에 일정량 존재하면, 판상구조를

갖는 소재의 벽개특성
8)

 때문에 고속강이나 초경합금공구

로도 가공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두 소재와 결정구조는 다르나, 파괴 거

동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aluminium titanate(Al2TiO5)를 첨

가소재로 하여 SiC-계 기계가공성 세라믹스 제조가능성

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Al2TiO5는 단결정에서 극심한 이

방성을 보이나, 다결정이 되면 이방성이 서로 상쇄되어

저팽창성 재료가 된다. 입자의 이방성은 제조 후 상온으

로 냉각 시 수많은 미세균열의 생성을 수반하여
9)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트레인 에

너지를 흡수하고 균열전파를 억제하여 열충격저항을 좋

게 한다.
10)

 이런 이유 때문에 Al2TiO5는 높은 내화도

(융점 : 1895
o
C)와 내열충격성, 내침식성과 단열성이 요구

되는 port liner, combustion chamber, turbocharger casting,

그리고 비금속 용융체 공장에서의 도가니, 노내벽, 우주

항공산업에서의 transmission part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되

고 있다.
11,12)

 

Al2TiO5-기계가공성 세라믹스의 매트릭스재료로는 이미

Al2O3
13)
와 ZrO2

14)
가 연구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결

용 SiC 분말과 시약급 Al2TiO5 분말을 혼합, 소성하여, 쾌

삭성 SiC 세라믹스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앞의 두 연구에

서는 Al2O3와 TiO2가 소성중 반응하여 Al2TiO5를 생성하

는 것으로 가정하여 첨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실

험 결과 합성된 Al2TiO5를 첨가하는 것이 소결특성과 가

공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시약급 Al2TiO5를 직접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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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는 난소결성 소재로 일반적으로 열간정수압(HIP) 소

결, 가압소결 또는 방전플라즈마 소결(SPS)법을 쓰지만, 이

런 방법들은 고가의 장비를 써야하므로 재료 생산비가 많

이 든다. 본 연구에서는 상압 소결방식으로 분위기 조절

탄소발열체 고온로에서 시편을 제조하였다. 소성한 각 시

편의 밀도와 강도를 측정하였고, 결정상과 미세구조를 분

석하였으며, 초경공구로 시편에 구멍을 뚫어봄으로써 기

계가공성을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SiC 원료는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SIKA TECH의

ready to press(RTP) 분말을 사용하였다. 생산기업 자료
15)

에 의하면, 이 분말은 SiC 분말(FCP13C) 85%, Al2O3 5.5%,

Y2O3 3.5%, 수분 1%, 결합제 6%로 구성되어있고, 주성분

인 FCP13C는 비표면적이 13m
2
/g이며, 평균입자크기는

0.6 µm이다. 불순물로는 SiO2 0.7%, 0.15%, 총 산소

0.75%를 포함하고 있다. 분무건조과립의 크기는 평균

100 µm이다. Al2TiO5는 시약급으로 Sigma-Aldrich 사의 제

품(순도 99.9%, 평균입자크기는 1 µm 이상)을 사용하였다.

RTP SiC 분말을 100으로 하고, 무게비로 Al2TiO5를 0,

10, 20% 첨가하였다. 각 분말을 칭량한 후, 분말을 유기

용매와 섞어 유성형 볼밀(planetary mill, FRITSCH, pul-

verisette 5)로 혼합 분쇄하였다. 분쇄용 유기용매로는 에

탄올을 사용하였으며, 분쇄매체로는 직경 5 mm 알루미나

볼과 5 mm, 2 mm 지르코니아 볼을 1 : 1 : 2로 섞어 사용

하였다. 분말과 용매, 볼의 혼합비(부피 %)는 10 : 40 : 50

으로 하였다. 300 rpm의 회전속도로 8시간동안 혼합 분쇄

한 후, 슬러리는 석고판위에서 거름종이로 필터링하고,

80
o
C 건조기에서 24시간 유지시켰다. 

건조된 분말은 유발로 가볍게 응집체를 분리한 후 시

편을 성형하였다. 적절한 성형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5%

PVA(polyvinyl alcohol)를 결합제로 소량 첨가하였다.

1 ton/cm
2
의 일축압력을 1분간 가하여 1차 성형한 후,

250 MPa의 압력을 10분간 유지, 냉간정수압성형(CIP)하였

다. 성형된 시편은 무게와 직경, 두께를 측정한 후, 아르

곤 분위기에서 무가압 소성하였다. 아르곤은 분당 2리터

로 흘려 넣어 주었다. 소결로는 탄소발열체를 사용하는

Winnerthec EL 165를 사용하였다. 승온속도는 4
o
C/min로

하였고 최고온도에서 1시간 유지한 후 로냉하였다. 소성

온도는 1750
o
C, 1850

o
C로 하였다.

소결된 시편의 밀도과 강도를 측정하였다. 밀도는 밀도

측정기(micromertics AccuPyc 100)로 측정하였다. 강도는

50*4.5*3.5 mm
3
의 크기로 시편을 가공하고, 조성 당 10개씩

4점 곡강도(MOR)를 측정하였다. XRD 상분석은 PANanaly-

tical X’Pert PRO MPD 장비를 사용하였고, 미세구조는

FE-SEM(FEI company, Quanta2000FEG)으로 관찰하였다.

기계가공성은 직접 시편에 마이크로 홀을 뚫어 판단하였

다. 마이크로드릴링머신은 TUNG-ALOY 제품(SDM-01-15BF)

을 사용하였다. 드릴은 1.0, 0.6 mm 직경을 썼으며, 분당

회전속도는 1000, 5000, 10000으로 변화하였다. 구멍과 구

멍사이의 거리는 1 mm 이상으로 잡았으며, 광학현미경과

SEM으로 마이크로 홀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에 1850
o
C에서 1시간 소성한 시편의 XRD 결과를

SiC/Al2TiO5 무게 비에 따라 나타내었다. 나타난 피크는

모두 SiC 피크였다. 소결한 SiC 세라믹스에서 보통 나타

나는 결정상은 cubic 구조인 β-SiC(3C)와 hexagonal 구조

인 α-SiC(주로 4H, 6H)이다. 이 결정상들은 겹치는 피크

가 많아, 따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6H와 3C

의 intensity 100피크는 2θ가 35.7
o
로 같다. 이 피크는 또

4H의 67피크와 겹친다. 4H의 100피크는 38.2
o
인데 이는

6H의 61피크와 아주 근접해 있다. 4H의 42피크, 6H의 46

피크, 3C의 32피크도 71.8
o
로 겹친다. 

이 논문에서는 각 상을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

로, SiC로 그림에 표기하였다.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Al2TiO5의 100피크는 26.2
o
에 검출되어야 하는데, 전혀 보

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모든 시편에서 SiC 외에는 다른

상이 검출되지 않았다. 1750
o
C에 소성한 시편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Fig. 2는 SiC와 Al2TiO5를 무게비 100 : 20

으로 혼합, 소성한 시편의 소성온도에 따른 패턴의 비교

이다. 1850
o
C에서 소성한 것이 1750

o
C에서 소성한 것에

비해 피크의 강도가 높다. 

사용한 RTP SiC 분말에는 실험방법에서 기술한 대로

무기물로 Al2O3와 Y2O3가 각각 5.5%, 3.5% 포함되어 있

다. 생산자 자료
15)
에 따르면 1930

o
C에서 소성했을 때, 이

론밀도(3.2 g/cm
3
)에 달하는 소결체를 얻는다고 되어있다. 

SiC는 확산계수가 낮은 공유결합 난소결성 재료이다.

따라서 소결조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B, C, B4C을

Fig. 1. XRD patterns of specimens sintered at 1850
o
C with

various weight ratio of SiC/Al2Ti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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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로 넣는 고상소결법보다, 소결온도가 더 낮고 기계

적 특성이 더 우수한 액상소결법이 더 선호된다.
3,16) 
액상

소결에 사용되는 소결조제는 매우 다양하다. 단일성분으

로는 고온에서 Al2OC 반응액상을 형성하는 Al,
17)

 Al2O3,
18)

이성분계로는 Al2O3-Y2O3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

Al2O3-Y2O3계에 CaO
19)
나 MgO,

20)
 또는 SiO2

21)
를 추가한

삼성분계에 대한 연구도 다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료 SiC 분말에 포함된 Al2O3-Y2O3에

Al2TiO5가 추가로 소결조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l2TiO5는 소결 후 냉각도중에 750 ~ 1300
o
C의 온도영역

에서 TiO6-팔면체의 뒤틀림으로 인해, 출발물질인 α-Al2O3

와 TiO2로 분해되는 열적불안정성을 나타낸다.
9)

 이를 막

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산화물 광화제(mineralizer)를 사

용하는데,
22,23)

 MgO, Fe2O3 등은 Al2TiO5에 고용되어 안

정화시키고, SiO2, Mullite는 입자사이에 제 2상으로 위치

하여 열분해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Y2O3는 Al2TiO5

의 분해를 촉진한다.
24)

본 연구에서 제조한 SiC 세라믹스의 소결에서는 Al2O3,

Y2O3, TiO2 그리고 SiC의 표면에 존재하는 미량의 SiO2,

네 가지 산화물이 다양한 화합물 또는 유리상을 생성하

였을 개연성이 있다.
24-26)

 그러나 XRD 결과로 보아서는

특정한 결정상이 검출되지 않았고, 모두 유리상이 되었거

나, SiC에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에 18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사

진을 나타내었다.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전 화학적 에칭을

하여 입자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소결한 SiC 세

라믹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미세구조는 입자크기가 작

은 β-SiC 결정립 매트릭스 내에 판형 또는, 길쭉한 큰 α-

SiC 결정립이 섞여있는 것이다.
18,19,27-29)

 

Al2TiO5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자가 2 µm 내외

의 크기로 둥글고 작으나(β-SiC로 추정), Al2TiO5가 첨가

되면 각지고 긴 입자(α-SiC로 추정)들이 주를 이룬다. 10%

첨가된 경우에는 긴 입자의 두께가 2 µm, 길이는 10 µm

정도이며, 20% 첨가된 경우에는 막대의 두께와 길이가 2

배정도 굵고 길다. 길이/굵기 비가 4 이상이고 길이 2 µm

이상인 이와 같은 길쭉한 α-SiC 입자는 균열가교, 균열편

향 메카니즘에 의해 SiC의 파괴인성을 2배 가까이 증대

Fig. 2. Comparison of XRD patterns of 100SiC/20Al2TiO5

specimen with different sintering temperature.

Fig. 3. SEM images of specimens sintered at 1850
o
C with various weight ratio of SiC/Al2Ti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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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Al2TiO5 첨가량이 많을수

록 길쭉한 입자비율이 등방형 입자비율보다 많아지는 것

도, 소결체 내의 주상이 β-SiC에서 α-SiC로 상전이된 것

이라 볼 수 있다. 

제조한 시편의 밀도의 평균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18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 SiC의 이론밀도인 3.2 g/cm

3

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는 값을 가진다. 밀도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1850
o
C에서 소성한 시편은 대체로 치밀하며,

Al2TiO5 함량이 많아짐에 따라 입자성장이 활발했다. 첨

가량에 따라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상압소결을 통해서

는 3성분계 첨가제를 쓰더라도, 1950
o
C 이하에서 치밀한

SiC 소결체를 얻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1850
o
C에서 소

성했음에도, 원료분말 내에 포함된 Al2O3와 Y2O3, 첨가된

Al2TiO5 그리고 SiC의 표면에 존재하는 SiO2들이 고온에

서 유리상을 생성하고, 활발한 액상소결을 통해 치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미세구조는 액상소결에서 재배열 다음

에 이어지는 현상인 solution-precipitation과 Ostwald ripening

이 잘 일어나, 입계에 유리상이 존재하는 전형적인 모습

이다.
30) 

18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밀도값은 Al2TiO5가 첨가되

지 않은 경우 이론밀도의 96%에 이르지만, Al2TiO5가 첨

가되면 SiC의 이론밀도를 약간 상회한다. Al2TiO5의 밀도

가 3.7 g/cm
3
임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되지만, XRD 상으

로 Al2TiO5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lever rule을 적용시키

긴 어렵다. 생성된 유리상의 밀도값에 의한 효과라고 유

추할 수 있을 것이다. 17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밀도는

1850
o
C 소성시편의 90 ~ 95% 정도이며, Al2TiO5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격차가 줄어든다. Fig. 4에 소결온도에 따른

미세구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7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미세구조에서 관찰되는 입자의 크기는 1850
o
C에

서 보다 현저히 작고, 입자의 형상도 등방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이 더 부드럽게 보이는 것은 에칭을 하였음

에도, 잔존 유리상이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조한 시편의 4점 곡강도 평균치를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소결 알루미나세라믹스의 값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이 값들은 가압소결이나 SPS 소결에 의해 제조된 SiC 세

라믹스 강도값 보다는 낮으나, 구조세라믹스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강도라고 할 수 있다. Al2TiO5 첨가량이

많을수록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밀도값과 함께

감안하여 보았을 때 소결 정도가 강도값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 5는 시편을 micro drilling test 한 후, hole을 광학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다. Al2TiO5가 포함되지 않은 시편

(a)는 가공이 되지 않았고, 드릴 끝이 부러지기도 했다.

Al2TiO5를 20% 첨가하여 1750
o
C에서 소성한 시편(e)는 드

릴링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 (b), (c), (d) 시편은 깊고

깨끗하게 드릴링이 되었다. 기계가공성 세라믹의 경우, 공

구 전방에 전단파가 전해지면, 미세구조 내에 미세한 균

열이나 벽개가 생겨 균열전파가 감쇠, 응력이 흡수되고,

연쇄적인 입계, 입내파괴가 진행되며 절삭이 진행된다.
31) 

Fig. 6은 Fig. 5의 (b)와 (c)를 SEM으로 관찰한 사진이

다. Hole 주변에 가공하중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

고, 깊고 깨끗하게 드릴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

다. Al2TiO5를 첨가하여 제조한 다른 앞의 두 연구
13,14)
에

Table 1. Density(g/cm
3
) of Each Specimen 

 SiC/Al2TiO5 (wt%)
100/0 100/10 100/20

Sintering temp.

1750
o
C 2.83 3.01 3.10

1850
o
C 3.08 3.24 3.28

Fig. 4. Comparison of SEM images (x3,000) of 100SiC/

20Al2TiO5 specimen with different sintering temperature

(a) 1750
o
C and (b) 1850

o
C.

Fig. 5. SEM images of specimens (sintering temp./Al2TiO5 content) after micro drilling.

Table 2. 4-point Bending Strength(MPa) of Each Specimen 

 SiC/Al2TiO5 (wt%)
100/0 100/10 100/20

Sintering temp. 

1750
o
C 315 337 331

1850
o
C 388 384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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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Al2TiO5 이방성에 의한 미세균열이 시편 내에 퍼져

있었으나, 이번에는 미세균열을 관찰할 수 없었다. Al2TiO5

는 XRD 상으로도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

서의 가공 메카니즘은 앞의 두 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생

각된다. α-SiC와 β-SiC는 결정구조가 다르고, 열팽창계수

도 다르다. 판상구조인 α-SiC는 이방성도 보인다. 두 결

정구조가 혼재한 SiC 세라믹스에는 잔존응력이 존재하고,

이 잔존응력이 파괴강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연

구가 있다.
32) 
본 연구에서 살펴본 소결체의 미세구조에서

는 SiC 입자 사이에 다량의 액상이 유리상을 만들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리상이 만든 약한 계면과 유리

상과 결정상 간의 열팽창계수 차이, 혼재하고 있는 α-SiC

와 β-SiC 간의 잔존응력 생성이 가공을 용이하게 한 원

인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Al2O3와 Y2O3가 미리 첨가된 소결용 SiC 분말에 Al2TiO5

를 10, 20% 첨가하여, 1750
o
C, 1850

o
C에서 상압 소결함

으로써 기계가공성 세라믹스를 제조하였다. XRD 분석결

과 모든 소결체에서 SiC상만 검출되고 Al2TiO5상은 나타

나지 않았다. Al2TiO5가 첨가된 시편의 미세구조는 유리

상이 SiC상을 덮고 있는 형태를 보였다. Al2TiO5가 첨가

된 시편은 모두 드릴링가공이 용이하였다. 강도와 밀도,

미세구조를 감안할 때, 1850
o
C에서 소성한 세라믹스가 쾌

삭성 세라믹스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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