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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quid-phase-sintered (LPS) SiC materials were briefly examined with their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y. Especially, effect of high-temperature 

exposure on the tendency of fracture toughness of LPS-SiC were introduced. The 

LPS-SiC was fabricated in hot-press by sintering powder mixture of sub-micron SiC 

and sintering additives of Al2O3-Y2O3. LPS-SiC represented dense morphology and SiC 

grain-growth with some amount of micro-pores and clustered additives as pore-filling. 

The strength of LPS-SiC might affected by distribution of micro-pores. LPS-SiC tended 

to decrease fracture toughness depending on increasing exposure temperature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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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항공기 제트엔진, 경수로 재료 등 고온 환

경에서 안정적 운전이 가능한 내열재료의 개발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금속재료를 

뛰어넘는 내열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내식성, 운전

효율 향상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개발이 이슈가 

되고 있다[1,2].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 복합재료 

(SiC-based composites)는 세라믹스 기지재에 강

화재를 함유하여 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준 연성 

(Pseudo-ductile) 파괴 거동의 실현 등 우수한 기

계적 특성을 목표로 한 연구 및 개발로 고온 구조

용 재료로의 응용이 진행되고 있다[3-8]. SiC 재

료는 1000 ℃ 이상의 고온에서 안정적인 기계적 

특성, 화학적 특성으로 기존의 가스터빈 블레이드 

(Gas turbine blades) 등 고온 부재에 사용되는 

니켈 초합금과 비교해 내열 온도의 향상, 약 30 

%의 중량 절감 등 효율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연비 절감은 항공분야 및 발전소에 친

환경 대체재료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GE, CFM 인터네셔널 등 항공기 엔진 분야 개발 

업체에서는 가스터빈 블레이드, 노즐 (Nozzle), 슈

라우드 (Shroud), 연소기 (Combuster) 등에 SiC 

기반 복합재료를 적용하는 노력으로 연비를 획

기적으로 향상되는 가스터빈을 개발 및 적용 중

이다. 

이러한 SiC 재료는 다양한 제조법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재료의 미세조직적, 기계적 특성이 크

게 달라지므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는 제조법

의 최적화가 가장 민감한 이슈로 지목되고 있다. 

구조용 SiC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용융함침법 (MI), 폴리머함침열분해(PIP), 화학기상

증착함침법(CVI), 액상소결법 (Liquid- phase 

sintering, LPS) 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액상소결법

은 제조상 고온에서 액상을 형성하는 소결첨가제

에 의해 SiC 기지재의 치밀 성형과 더불어 단일상

의 SiC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그 활용이 

기대된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가압력이 필요한 

단점으로 인해 가스터빈 재료로의 성형법으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결첨가

제의 액상소결을 이용한 SiC 재료를 성형하고 조

직관찰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여 재료 성형특성

을 조사하였다. 또한, 고온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1000 ℃ 이상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파괴

인성(Fracture toughness)을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액상소결 SiC 재료는 평균입경 0.3 μm의 상용 

Ultra-fine SiC 분말 (Kojundo Chemicals, Japan) 

을 액상소결하여 제조하였다. 액상소결을 위한 소

결첨가제로 평균입경 1.0 μm의 상용 Al2O3와 

Y2O3 분말 (Kojundo Chemicals, Japan) 을 첨가

하여 공융점(Eutectic point) 이상에서 소결을 진

행한다. 우선, SiC와 두 소결첨가제를 분산재인 

아세톤과 함께 볼밀(Ball-mill) 장비에 장입하고, 

160 rpm의 블랜딩 조건에서 12 h 동안 밀링하였

다. 소결첨가제의 총 함량 (Al2O3+Y2O3) 과 조제

비 (Al2O3/Y2O3)를 각각 10 wt% and 1.5로 하

였다. 

액상소결 SiC의 제조는 볼밀링된 소결첨가제와 

SiC 분말의 복합분말을 핫프레스(Hot-press)용 카

본몰드에 장입하고 1820 ℃에서 15 MPa의 가압

력으로 1 h 동안 Argon 환경에서 소결하였다. 소

결한 액상소결 SiC 재료는 아르키메데스 법에 의

한 밀도 측정,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

였으며, 상온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점 

굽힘시험을 실시하였다. 3점 굽힘시험용 시험편은 



액상소결 탄화규소 세라믹스의 제조 및 고온기계적 특성 671

2(t)×4×25 mm3로 제작하였으며, 밀도를 측정한 

후, 상온 및 고온이 각 조건에서 3개의 시험편을 

이용하여 굽힘시험을 실시하였다. 3점 굽힘시험의 

서포트 스팬 길이와 굽힘하중용 크로스헤드 스피

드 (Crosshead speed)는 각각 18 mm and 0.5 

mm/min로 하였다. 

한편, 고온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

온로를 사용하여, 대기환경(Air)에서 1200-1400 

℃에서 10 h 까지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고온 환

경에 노출된 시험편의 파괴인성의 측정은 IF 

(Indentation Fracture)법을 이용하였으며, 비커스 

경도 시험(Vickers hardness test)을 통하여 압흔 

주위의 크랙진전을 측정하여 다음의 식 (1)에 적

용하여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였다. 

           
  

 



           (1)

여기서, Kc: 파괴인성, E: 재료의 탄성계수, H: 

비커스 경도, P: 압자의 압입하중, c: 압입실험 후 

나타나는 균열의 길이, α: 실험상수 

3. 결과 및 고찰

Al2O3 and Y2O3 분말을 이용하여 핫프레스에

서 가압소결된 액상소결 SiC 재료의 미세조직을 

Fig. 1에서 나타내었다. 액상소결 SiC 재료는 대

부분 치밀한 미세조직을 보였으며, 큰 결함은 존

재하지 않았다. 다만, SEM 이미지에서는 ‘밝은 영

역’과 ‘어두운 영역’이 존재로 구성성분의 차이가 

예상된다. 이러한 이미지상의 명암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확대 조직 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굽힘강도

Bright: additive 

material rich region

Dark: SiC rich region

Fig. 1 SEM image of as-received LPS-SiC with 

sintering additives of alumina and yttria

200 nm
Bright region

200 nm
Dark region

Fig. 2 Magnitude of ‘Dark’ and Bright’ region of a SEM image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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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서 보인 확대 조직 사진에서는 SiC 입

자의 성장 및 미세조직적 재료 구성이 달라져 있

는 명암차이가 확인되었다. SiC 입자는 초기 분말 

사이즈와는 달리 액상소결에 의한 성장이 확인되

었다. 또한, ‘어두운 영역’에서는 소결된 SiC 입자 

사이에서 소결첨가제가 채워지지 않은 빈공간, 즉 

기공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밝은 영역’에서는 

소결첨가제의 액상화가 진행되어 SiC 입자들 사이

에서 밝은 명암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

다. 즉, 소결첨가제의 대부분의 SiC 입자간 계면

에서 액상소결 기구를 통하여 공융점 이상에서 확

산 및 용해/재석출 과정을 거쳐 SiC 입자의 목성

장 및 조대화에 기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생성

된 빈 공간은 소결첨가제의 잉여분이 부분적으로 

채우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세라믹스 재료는 일반적으로 기공의 분포에 의

해 확률적으로 약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파괴를 이

끄는 최약링크설 (Weakest link theory)에 지배를 

받으므로, 관찰된 기공은 분포 및 그 발생 양상에 

따라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Table 1은 액상소결 SiC 재료의 밀도 및 굽힘

강도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Property Value

Theoretical density, 
ρth (g/cm3)

3.45

Measured average density, ρave 
(g/cm3)

3.24

Relative density,
ρave/ρth (%)

93.9

Flexural strength (MPa) 420.6

Table 1. Density and flexural strength of 

as-received LPS-SiC. 

밀도측정 결과 액상소결 SiC 재료는 이른밀도

의 93.9 %에 해당하는 치밀한 밀도를 보였으며, 

굽힘강도는 평균 420.6 MPa에 달하였다. 3개의 

시험편을 통해 강도는 약 337.1, 533.2, 391.4 

MPa을 나타냈으며, 치밀한 제조법에도 불구하고 

기공의 분포에 따라 강도가 다소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액상소결에 의한 SiC 재료는 

기공을 효과적으로 채우는 방법에 따라 재료 특성

의 균질성이 결정되므로, 치밀한 제조법 개발 연

구가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액상소결 SiC 재료는 1200 ℃ 의 환경에서 소

결첨가제의 상변형(Phase deformation)에 따른 

열화가 알려지고 있으며[6], 이는 강도 측면뿐만 

아니라 파괴인성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러한 고온환경에 따른 파괴인성의 측정은 

가스터빈 등 고온 구조용 재료로의 응용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Fig. 3 은 액상소결 SiC 재료의 비커스 경도시

험 후 압흔을 관찰한 광학현미경 조직을 나타낸

다. 비커스 경도 시험에 의하여, 표면 조직상 다

이아몬드 상의 비커스 압자의 압흔과 그 모서리 

부 4-방향에서 균열진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압

흔에 의한 경도, 주위에 발생된 균열길이를 측정

하여 식 (1)에 의해 파괴인성을 정리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액상소결 SiC 재료는 고온환경에서 온도와 시

간의 변화에 경향성을 보였다. Fig. 4 보인 바와 

같이, 온도의 증가에 따라 파괴인성의 감소가 두

드려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액상소결 SiC 

재료에 생성된 소결첨가제의 화합물이 1200 ℃ 

이상의 환경에서 새로운 상변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상온에서 생성된 소결첨가제의 화합물 보다 

약한 강도로 파괴인성의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판

단된다. 액상소결 SiC 재료는 재료의 성형 및 기

밀성과 함께, 1000 ℃ 이하의 환경에서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온 

구조용 재료로서 액상소결 SiC 재료의 응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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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1200 ℃ 이상의 환경을 고려한 소결첨가

제의 종류 및 적절한 첨가조건 등의 제조법 개발

이 요구된다.

Fig. 3 Optical microscopy image of Vickers 

indentation on LPS-SiC (1-direction arrows 

indicate ‘crack’ caused by ind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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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racture toughness of LPS-SiC depending on 

exposure temperature and time

4. 결 론

소결첨가제 Al2O3와 Y2O3 을 이용한 액상소결 

SiC 재료의 제조 및 고온 기계적 특성 연구를 통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액상소결 SiC는, 소결첨가제가 공융점 이상

에서 액상을 형성하며, SiC를 소결하며, 치밀한 

미세조직을 보였으며, 성장한 SiC 입자 사이에서 

일부 기공 또는 여분의 소결첨가제의 기공채움이 

관찰되었다. 

(2) 액상소결 SiC 재료의 밀도는 약 94 %로, 

액상소결 고유의 치밀성을 보였으며, 일부 불균

질한 기공의 형성의 영향으로 강도차이가 발생하

였다. 

(3) 1200-1400 ℃의 고온 환경에서는 노출온도 

및 노출 시간의 상승에 따라 액상소결 SiC 재료의 

파괴인성 저하의 경향성을 보였으며, 소결첨가제

의 상변형에 따른 열화가 주된 이유로 판단된다. 

사 사

이 논문은 2020년도 동의과학대학교 학술연구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Y. Katoh, L. L. Snead, C. H. Henager Jr., T. 

Nozawa, T. Hinoki, A. Iveković, S. Novak, S. 

M. Gonzalez de Vicente, “Current status and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in SiC/SiC 

composites”,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l. 

455, pp. 387-397, (2014)



674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제23권 제4호

 [2] T. Koyanagi, Y. Katoh, T. Nozawa, L. L. 

Snead, S. Kondo, C. H. Henager Jr., M. 

Ferraris, T. Hinoki, Q. Huangh, “Recent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SiC 

composites for nuclear fusion applications”,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l. 511, pp. 

544-555 (2018)

 [3] Y. Xu, L. Cheng, L. Zhang, X. Yin and H. 

Yin, “High performance 3D textile Hi-Nicalon 

SiC/SiC composites by chemical vapor 

infiltration”, Ceramics International, Vol. 27, 

pp. 565-570 (2001) 

 [4] S. Dong, Y. Katoh and A. Koyama, 

“Processing optimization and mechanical 

evaluation of hot pressed 2D Tyranno-SA/SiC 

composites”, Journal of the European Cearmic 

Society, Vol. 23, pp. 1223-1231, (2003)

 [5] S. P. Lee, J. S. Park, Y. Katoh, A. Kohyama, 

D. H. Kim, J. K. Lee and H. K. Yoon, 

“Process, microstructure and flexural properties 

of reaction sintered Tyranno SA/SiC 

composites”,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l. 

307-311, pp. 1191-1195, (2002)

 [6] S. P. Lee, M. H. Lee, J. K. Lee, A. Kohyama 

and J. H. Lee, “High temperature 

characterization of LPS-SiC based materials 

with oxide additives”,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l. 386-388, pp. 483-486, (2009)

 [7] S. P. Lee, M. H. Lee, J. K. Lee, J. H. Byun 

and A. Kohyama,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iCf/SiC composites 

produced by the slurry infiltration process”,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l. 417, pp. 

344-347, (2011)

 [8] 김성원, 이문희, 황승국, 이상필, “액상소결을 
이용한 탄소코팅 SiCf/SiC복합재료의 파괴특
성”,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Vol. 20(2), 

pp.149-155, (2017)

(접수: 2020.06.23. 수정: 2020.07.02. 게재확정: 2020.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