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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2) ceramic green body의 물성에 미치는 실리카분말, 경화제 
및 첨가제 등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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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세라믹스 성형방법은 성형체의 형상과 제품의 요구특성에 따라 다수 있으며 이들 성형방법 중 

주입성형은 금형성형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마찰현상에 의한 압력손실이나 불균일한 압력전달 등이 없고, 
설비가 저렴하고 성형체의 형상이나 치수에 제한을 받지 않아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한
편 주입성형 공정은 slip의 조제, 성형, 탈형, 건조 등의 단계를 거쳐서 수행되며 성형과 건조과정 사이의 고
형화소지, 즉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성형체가 주입성형 공정에서 탈형이나 가공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
정을 거친다. 고형화소지는 자체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건조강도 및 응력의 변화에 대한 탄성 및 가소성도 지
니고 있어야 하는 데, 이러한 특성은 고형화 소지내의 수분의 분포 및 수분함량,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등
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형화 소지내의 수분량, 수분분포 및 미세구조 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성형체 내의 실리카 분말, 분산제 및 경화제 등의 첨가량이 ceramic green body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출발물질로서 실리카 분말, slip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분산제, 성형체의 성형을 위한 경화제, slip의 pH 조

절을 위한 HCl, NaOH 등을 사용하였다. 실리카 분말의 주입성형 공정은 먼저 실리카 분말에 증류수를 가하
여 적정한 solid content를 갖도록 하며 24시간 ball mill에서 습식혼합하여 slip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slip은 
분산제 및 경화제의 량, pH 등을 변화시키면서 pH에 따른 제타전위 및 점도, 분산제의 첨가량에 따른 점도 
및 제타전위 등을 측정하여 실리카 분말 slip의 제조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slip을 
이용하여 석고 mold에서 사각시편 및 관형시편을 성형하였다. 성형된 사각시편 및 관형시편은 반응 소결하
기 전에 성형체내에 잔존하는 분산제나 pH조절제 등의 유기물을 휘발시키기 위하여 고온에서 열처리한 후 
1550℃에서 30분 동안 유지시켜 반응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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