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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탄화규소(SiC)의 복합체는 고온강도, 내식성, 내마모성, 내화학 특성, 열충격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며 제조공정
으로 CVD 공정은 많이 연구되어져 있으나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우수한 특성을 얻을 수 Si 증발입자 확산방법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Si 증발입자가 탄소표면에서 확산 반응으로 형성되는 SiC 복합체에 대
한 검토 및 연구 개발 동향을 기술한다.  

1. 서론

  현대의 정보사회에서는 에너지 위기 및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
율적인 고온 재료 및 고온 작동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iC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우수한 
특성을 갖는 재료로서 알려져 있으며 1200℃ 까지 열, 기계적 특성의 급격한 저하 없이 고온 구조용 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탄화규소의 복합재료제조 공정은 CVD, PIP, 반응소결공정 및 hop-pressing(HP)공정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Si 입자가 증발
해서 탄소 표면에서 확산 반응해서 형성되는 SiC 복합체에 대한 발표는 많지 않으며 체계적인 실험조건에서 연구된 결과 
및 검토가 부족한 실증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파이트 표면에서 확산되어 형성되는 SiC 복합체의 연구결과 검토 및 동향
을 기술한다. 

2. 본론 

  증발된 Si 입자가 카본의 표면에서 확산되어 형성되는 SiC 반응물은 다공성(porous) 카본 성형물에서 내부로 Si 침투에 
의해서 얻어 질수 있다. 이 공정은 Si의 높은 용융점(1410℃) 때문에 조정될 수 있으며 액체 Si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발표된 자료는 몇 편에 불과하다.  증기 및 액체상태의 Si과 카본과의 반응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연구되
어 지고 있으며 주로 두가지의 반응 원리가 제안된다. 
 첫째는 Fitzer 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 SiC 층을 통해서 Si 입자의 확산과 Si과 C사이의 반응을 포함한다. 불균일한 핵
성성과 SiC의 성장으로 연속적인 다결정 SiC층이 형성된다.  
 두 번째는 Pampuch와 Ness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 용액 침전원리이다. 카본이 Si용액에 포화 용해되어 부차적으로 SiC 
침전물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탄소 표면에서 증발한 Si 확산반응에 의해서 형성되는 SiC 깊이 대한 실험결과는 비교적 Fitzer의 제안한 모델이 잘 맞는 
결과를 보여 준다.  

3. 정리  
  증발한 Si입자가 다공성의 탄소 표면에서 확산되어 형성되는 SiC 층의 깊이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일부 실험의 조건에
서는 잘 적용되고 있으나 실험조건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도 보여 준다. 그래파이트 밀도, 표면의 거칠기와 기공의 
반경, 쳄버내의 진공도 등의 영향인자를 고려한  확산모델의 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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