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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구조용 세라믹스 재료는 내열성, 내마모성, 내식성 및 고온 특성 등이 우수하

기 때문에 기존 금속재료로는 사용이 곤란한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세라믹스의 취약점인 취성 파괴로 인해 응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

한 세라믹스의 취성파괴 거동 특성을 개선하고자 복합체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복합화 방법에는 입자분산 강화법, 층상구조 강화법 및 장섬유 강

화법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으며 [1],  특히 장섬유 강화법은 인성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장섬유 강화 세라믹스로는 산화물 섬유 

강화 산화물 및 비산화물이 있고, 또한 Cf/C, Cf/SiC, SiCf/SiC가 있다 [2,3].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Cf/SiC 복합체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장섬유 강화 세라믹스 복합체 (Continuous Fiber Ceramic Composite, 이하 

CFCC로 표기)의 제조공정으로는 크게 CVI (Chemical Vapor Infiltration) 법 [4], 

PIP (Polymer impregnation and pyrolysis) 법 [5], RS(reaction sintering) 법 [6] 

및 NITE (Nano-infiltration and transient eutectic phase) 법 [7]이 있다. PIP 법

은 슬러리 함침법 (slurry infiltration method) 이라고도 하며, polysilanes, 

polysiloxanes, polysilazanes와 같은 preceramic 고분자체를 섬유 강화재 preform

에 침투시킨 뒤 열분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지상이 치 해 질 때까지 침투-열

분해 공정을 반복하여 복합체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열분해 온도가 

낮은 유기물을 preceramic 내에서 분해시키므로 공정온도가 1200
o
C 정도로 다른 

공정에 비하여 낮고, 복잡한 형상의 기물도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열분해 

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치 한 복합체를 얻기 위해서는 반복된 공정을 되풀이하

여야 하며, 아직까지는 공정 반복횟수가 너무 많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6]. RS법은 용융 함침법(melt infiltration method)이라고도 하며, 

반응소결 SiC법으로 SiC 기물을 만드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섬유강화재 

preform에 SiC와 C 분말로 구성된 슬러리를 침투시킨 뒤 용융 Si과 1450
o
C 이상

에서 반응시켜 C와 Si가 반응하여 SiC를 만들므로 SiC 기지상이 얻어지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복잡하고 대형인 형상을 쉽게 치 하게 만들 수 있으나, 미 반

응 규소나 탄소가 남아 있게 되고 강화재로 사용된 섬유가 손상을 입을 가능성

이 있는 단점이 있다 [7]. 반면, CVI 법은 Si와 C가 화학정량비를 이루고, 불순물

이 적은 성능이 우수한 복합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원료기체가 복합체 내로 

침투하는 동안 반응경로를 막는 canning 효과로 인하여 잔류기공이 남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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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응속도를 제어하려는 다양한 기술적인 제안

이 시도되고 있다. 등온 CVI 법외에도 Forced CVI, thermal gradient CVI, 

Thermal gradient-forced CVI 및 pulsed CVI 법 등이 좋은 예들이다 [4,8,9]. 

CVI 법은 지난 30 여 년 간 공정 개선을 통하여 최근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제품들이 제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92년 DOE를 

중심으로 CFCC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Allied Signal Composites, Inc., Dow 

Corning Corporation, General Electric Company, McDermott Technologies, 

Inc.,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Textron Systems 등이 참여하여 분기마다 

연구결과를 교류하며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다 [10,11]. 프랑스에서는 SEP를 중심

으로 70년대부터 CFCC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최근에는 대형 부품들에 대한 

상용화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Dow Corning 등에 이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12]. 일본에서도 금속재료연구소, 쿄토대학, 도시바 세라믹스, Japan Fine 

Ceramic Center 등에서 산학연 연구를 통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3]. 그

러나 아직도 고 화 복합체를 제조하는데는 제조 공정 개선을 요구받고 있으며, 

CVI 단독공정 외에도 CVI와 PIP 공정, PIP+RS 공정 등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복합공정이 시도되기도 한다 [14,15]. 국내에서는 C/C 복합체가 한국항공(주)에 

의하여 상용 시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nuclear grade에는 못 미치는 특성을 갖

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라믹스 복합체, Cf/SiC 등의 경우는 연세대학교, 국방

과학연구소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에서 기초연구가 진행된 상태이며, 아직은 상

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Cf/SiC 복합체를 CVI 법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장섬유 

강화 복합체의 제조공정, CVI 공정의 특징, Cf/SiC 복합체의 응용과 관련된 자료

를 조사하여 정리하 고, 아울러 CVI 법으로 Cf/SiC 복합체를 제조하여 복합체

의 침착거동 및 특성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을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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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조사

2.1 장섬유 강화 세라믹 복합체 특성

2.1.1 장섬유 강화 세라믹 복합체 인성 증진

CFCC를 개발하는 주된 목적은 단미 소재가 지니는 취성파괴에 의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파괴인성 증진이다 [2]. Fig. 1은 CFCC에서의 파괴인성 증진기구

와 일반적인 stress-strain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하중이 복합체에 가해지면 변

형이 시작되고 하중은 탄성계수(elastic modulus)의 비에 비례하여 복합체에 전

달된다. 이 과정은 복합체의 탄성계수의 기울기로 탄성변형이 계속된다. 응력이 

집중되는 결함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matrix cracking이 일

어나고 load-deflection curve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균열이 섬유 상으로 전파되

면 섬유와 기지상간의 계면에서 균열이 굴절되며 하중이 섬유로 전달되면서 섬

유의 pull-out과 섬유의 파괴에 의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섬유의 

pull-out이 진행되는 동안 하중을 지지할 섬유의 수가 감소됨에 따라 복합체에 

걸리는 하중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복합체는 단일 세라믹에서 발

생하는 취성 파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CFCC에서 일어나는 인성증진 기구를 

Table 1에 요약하 다. 

CFCC의 기계적 특성 및 고온에서 응용 가능성은 섬유 강화재의 고온 안정성 

Fig. 1. Schematics of crack propagation and stress-strain behavior in 

CF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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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온 특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세라믹 기지와 섬유 강화재 사이에

서의 계면 현상(계면 결합정도, 잔류응력, 계면 반응물의 형성)에 의해 결정된다. 

섬유 강화 복합체 파괴거동은 섬유 강화재와 세라믹 기지상 사이의 계면 결합강

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약한 계면 결합을 갖는 섬유 강화 복합체에서는 섬

유의 pull-out 등에 의해 파괴인성이 증가되지만, 강한 계면 결합을 갖는 복합재

료에서는 단일 세라믹스와 비슷한 취성파괴가 일어난다 [16-18]. Fig. 2는 섬유 

강화 복합재료에서 나타나는 섬유 강화재/세라믹 기지 계면을 개략적으로 나타

낸 것이다. 최적 섬유상/기지상 계면은 Fig. 2(a)에서와 같이 섬유상과 기지가 반

응하여 높은 계면강도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Fig. 2(b)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정 계면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diffusion barrier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이 계면 전단응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섬유를 코팅(coating)하여 섬유 

강화재와 기지 물질 사이에 중간층(interphase or interlayer)을 형성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중간층 물질로는 주로 열분해 탄소(pyrolytic carbon, PyC)와 질화보

론(boron nitride, BN)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SiC/C의 multilayer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19,20]. 중간층이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21,22].

Table 1. Toughening Mechanism of CFCC.

           Mechanism                          Basic requirements

    Load transfer,                    Ef > Em, preferably by a factor > 2

      matrix to fibers

    Prestressing of fibers               αf > αm to generate

       and matrix                         compressive stress in matrix

    Crack-Impeding second phase       Fracture toughness of fibers

                                          greater than local matrix

  Crack deflection or multiplication      Weak interface to provide          

                                          attractive alternate crack paths

    Fiber pullout                       Optimum interfacial shear strength

                                           to permit loading of fibers and

                                           long pull-out lengths

    Microcracking                       Appropriate property mismatch

                                           especially thermal expansion

                                           between matrix and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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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ceramic fiber/matrix 

interface in CFCCs. (a) typical result with uncontrolled 

interface and (b) that with the ideal interfa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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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층의 형태와 두께, coating횟수 등을 변화시켜 섬유와 기지사이의 계면 

전단응력을 조절함으로써 복합재료 내의 파괴인성증진 기구를 증가시켜 파

괴인성을 높인다.

- 기지물질의 침착시 생성되는 부산물인 chloride의 공격으로부터 섬유를 보호

하는 역할을 한다.

- 중간층이 섬유와 기지사이에서 diffusion barrier를 형성하여 산화와 같은 화

학적 손상을 방지한다. 

- 섬유와 기지사이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력에 대해 완충작

용을 한다.

2.1.2 Cf/SiC 복합체의 특성

대표적인 CFCC의 종류로 C/C 복합체를 들 수 있는데 Cf/C는 가장 먼저 상용

화가 이루어졌고, 또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Cf/C는 탄소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고온의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산화 분위

기에서는 응용에 제약이 따른다. C/C의 산화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탄소 기

지상의 일부 (Cf/(C-SiC)) 또는 전부 (Cf/SiC)를 SiC로 치환하는 연구가 최근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실용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복합체의 강화재 및 

기지상이 모두 SiC인 SiCf/SiC 복합체는 SiC 섬유가 아직은 고가이기 때문에 핵

융합로 대면재와 같은 일부 특수한 용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CVI 방법에 

의한 Cf/SiC 및 SiCf/SiC 복합체를 최초로 상용화한 곳은 프랑스의 SEP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2D- 및 3D-Cf/SiC 복합체의 특성을 Table 2에 요약하

다 [23].

2.2. CVI법에 의한 장섬유 강화 세라믹 복합체 제조 공정

CVI 방법은 강화재 프리폼 내에 세라믹 기지를 화학증착시킴으로서 복합체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제조 공정이 이루어짐으로, 세라믹 섬

유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수축이 없어서 원하는 치수의 실형상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CVI 공정에서 CFCC는 혼합기체와 다공성 고체간

의 불균일상 반응을 통해 기지가 증착되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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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chanical and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2D- and 

3D-Cf/SiC composites.

2D-Cf/SiC

Property
Temperature

23℃ 1000℃ 1400℃

Young's modulus (GPa)

Elongation (%)

Flexural strength (MPa), 4-point bend

Compressive strength (MPa)

  In plane

  Through thickness

Shear strength (MPa), interlaminar

Fracture toughness (MPa·m
½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0-6K)

  In plane

  Through thickness

Specific heat (J/kg/K)

Total emissivity

90

0.9

500

580

420

35

32

3

5

620

0.8

100

0.9

700

600

450

35

32

3

5

1400

0.8

100

700

700

500

35

32

3D-(Novoltex) Cf/SiC

Property
Temperature

23℃ 1000℃ 1400℃

Young's modulus (GPa)

Elongation (%)

Flexural strength (MPa), 4-point bend

Compressive strength (MPa)

  In plane

  Through thickness

Shear strength (MPa), interlaminar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0-6K)

  In plane

  Through thickness

75

0.5

300

650

740

100

2

2.5

85

0.6

700

740

40

2

2.5

70

0.8

800

770

40



- 8 -

CVI 공정에 의해 섬유 사이의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거나 완전히 채우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Fig. 3에서와 같이 CVI에 의해 섬유 사이를 기지로 

채울 때, 프리폼 외부에 가까운 섬유사이 공간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높고, 프리

폼 내부에 있는 섬유사이 공간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낮게 되는 농도구배가 발생

된다. 그리하여 프리폼 내부의 섬유사이 공간에서보다 프리폼 외부에 가까운 섬

유사이 공간에서 더 빠른 속도로 증착이 일어나므로, 프리폼 내부의 섬유사이로 

반응기체가 더 이상 확산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프리폼 내부에 공간을 남긴 채

로 반응이 끝나게 된다. 특히 반응물이 확산해 들어가는 속도보다 반응속도가 빠

를 때 그 차이가 심해진다. 등온, 등압 CVI (Isothermal-CVI, 이하 ICVI)에서 반

응기체의 확산 속도와 화학반응 속도의 비교는 다음과 같은 Thiele 계수(Φ0)로 

표현할 수 있다 [4].

Fig. 3. Reactant and product gas concentrations as 

a function of axial position down a cylindrical pore: 

(―) concentration under diffusion rate limiting 

conditions; (…) concentration under chemical kinetic 

rate limi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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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0
2
 = 2kL2/r0D0                         (1)

여기서 k, L, r0, D0는 각각 1차 반응상수, 기공 깊이, 기공 반경, 기체 확산 계수

를 각각 나타낸다. 기체 확산속도가 빠르고 반응속도가 느린 경우, 즉 반응속도 

지배 역(Φ0
2
<<1)에서는 반응물의 농도구배가 작아 기공표면에 균일한 증착이 

가능하다. 반면 화학반응 속도가 빠르고 기체 확산속도가 느린 확산지배 역 

(Φ0
2
>>1)에서는 반응물의 농도구배가 커서 프리폼 내에서 도구배가 발생하기 

쉽다. 결론적으로 보다 나은 물리적 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프리폼 내부를 치

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리폼 전체에 균일한 증착반응 속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서는 반응속도 지배 역에서 침착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반응온

도가 낮고 반응물의 농도가 낮고 압력이 낮은 조건에서 침착공정을 진행하게 된

다 [24,25]. 그래서 ICVI법에서는 낮은 압력과 증착 한계 온도 가까이에서 장시간 

반응을 행하게 된다.

한편, ICVI 공정에 의한 침착 거동은 다공성의 프리폼 내에서 기상의 물질전

달과 화학반응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계산적인 모사가 보고되고 

있다. 이 계산에서는 기공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곧은 실린더형 기공(직

경이 Φo, 길이가 L)으로 설정하 으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가정을 고려하 다 

[26].

1) 실린더형 기공은 침착반응 중에 곧은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즉 양끝이 

막히지 않고,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침착 시작 시간(t=0)은 첫 번째 물질전달 정상상태 (mass transfer steady 

state)일 때로 설정한다. 즉, 침착공정을 일련의 quasi-steady state라 생각

한다.

3) 일반적인 침착공정에서 L/Φo가 크기 때문에 모델은 축방향만을 고려한다. 

즉 기상성분의 농도는 한 단면에서는 일정하고 임의 시간에서 축방향(Z)에

만 의존한다. 

4) 기공 내에서 균일반응(homogeneous reaction)은 없다.

이 가정들 하에서 각 성분의 mass balance 식을 풀어서 각 성분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와 증착 두께 변화를 모사하 다. CH3SiCl3-H2 계로부터 얻어진 SiC의 

침착 모사결과는 Fig. 5와 같이 Fedou 등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27]. Fig. 5에서 

보면, 침착 균질도는 일정한 기공직경에서 L/Φo 비가 감소하거나 침착온도가 낮

아지면 향상되었고, 침착압력 낮아지거나 일정한 L/Φo에서 기공직경이 작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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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향상되었다.

CVI법으로 기지 상을 침착할 때 canning 현상으로 반응기체 입구가 막혀 잔

류기공이 남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울러 증착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CVI 공정이 개발되었다. CVI 공정의 종류에는 등온-등압 CVI (ICVI), 

열구배 CVI(thermal gradient CVI), 등온-압력구배  CVI(isothermal-forced flow 

CVI, FCVI), 온도-압력구배 CVI (thermal gradient-forced flow CVI, TFCVI) 

및 펄스 CVI(pulsed CVI, PCVI)등이 있으며[4,25,28-30], 각 공정의 모식도는 

Fig. 6 과 같다 [31].

등온법은 일정 온도에서 강화재 프리폼 주변을 반응기체가 흐르는 과정에서 

기체가 프리폼 내부로 확산되어 기지 상이 형성되어 복합체가 제조되는 공정이

다. 앞에서 설명하 듯이 이러한 반응기체의 확산은 공정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

공이 막히는 canning 현상이 발생되므로, 복합체의 잔류 기공율이 높아지게 되고 

도 저하를 가져온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닫힌 기공을 열어주기 위한 

표면 연마 등의 추가 공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방법은 한 반응로 내에서 복

잡한 형상의 제품을 여러 종류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치 한 복합체를 제조하는데 수 주에서 수 개월 정도의 반응시

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열 구배법(Thermal Gradient)은 프리폼에 온도구배

를 두고서 저온 측으로부터 기체가 흘러 들어가서 고온 측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프리폼 표면을 낮은 온도로 유지함으로써 표면입구가 막히는 것

을 막아준다. 침착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침착된 도가 높은 부분의 열전도도가 

크기 때문에 열전달이 증가하여 차가운 표면 가까운 곳의 온도도 증가하여 전반

적으로 균일한 증착이 일어나게 된다. 압력 구배법(FCVI)은 프리폼의 양면 사이

에 압력 차를 두어 원료기체가 강제적으로 유입되게 하여 CVI에 의한 증착이 효

율적으로 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 강제대류에 의한 경우 등온법과 온도 구배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FCVI 법의 장점은 ICVI 법에 비해 높은 침착온도와 빠른 

물질전달 속도 때문에 침착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점이다. 펄스법은 증착 반응에 

의해 형성된 반응 부산물의 농도 증가에 따른 기체 확산 속도 감소를 최소화하

기 위한 방법으로서 진공으로 부산물을 끌어낸 후 프리폼 내부 공간에 순간적으

로 신선한 원료기체를 보내 수 초동안 머물게 하고 다시 진공으로 끌어내는 싸

이클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상업적인 적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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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lculated thickness profiles of SiC based ceramics in 

the CH3SiCl3-H2 system for various (a) temperature, (b) total 

pressure, (c) aspect ratios L/Φo with constant diameter Φo, 

and (d) diameters with constant L/Φo.

Fig. 4. Geometrical features of the 

straight cylindrical model 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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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five classes of CVI technique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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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 반응계의 선속도와 residence time도 증착 또는 침착거동에 중요한 변수

로 고려되어야 한다 [32].  Fig. 7은 증착조건에 따른 반응관 균일온도 역에서

의 선속도와 residence time을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33]. 

                  v=
l
t                

                    =
Q P o T s

S P tot T o [
cm

3
/s×torr×K

cm
2
×torr×K ]         (2)

                    = cm/s

  여기서,

   υ : 선속도(linear velocity)

    t : residence time at hot zone

    l : 3cm (length of hot zone )

   Q : total flow rate 200 sccm 

   Po : 760 torr

   Ts : 1423∼1573 K (deposition temperature)

   S : 3
2
π (tube cross section)

   Ptot : 1.6-100 torr(total system pressure)

   To : 298 K

선속도는 반응압력에 크게 향을 받았고, 증착온도에는 거의 향을 받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1.6 torr에서 10 torr까지 전체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선속도는 급

격히 감소하 고, 10 torr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낮은 선속도를 보 다. 그리

고, residence time 또한 증착온도 보다는 반응압력에 향을 받음을 알 수 있으

며, 반응압력 증가에 비례하게 증가하 고. 10 torr 이하에서는 0.2 sec 이하의 매

우 낮은 값을 보 다. 이러한 결과들은 10 torr 보다 낮은 반응압력에서는 온도

에 관계없이 매우 짧은 반응물의 반응시간이 증착반응 동안 발생함을 알 수 있

다. 즉, 반응압력이 반응물의 증착속도 및 증착기구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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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TS에 의한 SiC 생성 반응

SiC를 증착 혹은 침착 시키기 위한 반응계에서 반응물 공급방법은 Si와 C 원

료물질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방법(2원계)과 Si와 C의 원료물질을 함께 갖고 

있는 유기금속화합물의 열분해를 이용하는 방법(1원계)이 있다. 반응물을 열분해

하여 반응시키면 Si 와 C가 SiC 와 동시에 생성될 수 있으며, 이를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생각 할 수 있다.

 첫째, 반응 공정이 평형조건일 경우 침착 혹은 증착시키려는 대상물의 인접한 

boundary layer 내에서 평형에 근접하기 때문에 증착 생성물은 열역학적 조건에 

의존하게 된다. 이 때 얻어지는 증착층은 SiC+Si, SiC, SiC+C 또는 no 

condensed phase 등이다. 둘째, 비평형 조건에서 증착을 실행하는 경우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확산론적 제약, 부적당한 기체의 흐름과 심한 온도 구배

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사용한 기체의 종류, 계의 구조와 

Fig. 7. Linear velocity and residence time with various total system 

pressures and deposi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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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 대상물 등에 의해 SiC 생성이 향을 받는다.[33] SiC 생성시 kinetic적 방

해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SiC+Si+C과 같이 평형 조건에서는 예측 할 수 없는 증

착 생성물이 얻어지기도 한다. 

Kingon [34]은 열역학적 완전 평형을 기초로 하여 여러 계에 대한 CVD  상

태도를 작성하 다. 그 중 1atm에서 SiH4/CH4/H2, SiCl4/CCl4/H2, CH3SiCl3/H2와 

(CH3)2SiCl2/H2 계에 대한 CVD 상태도를 Fig. 8 에 나타냈다.  SiH4/CH4/H2 계

의 경우 압력이 약 1기압의 조건에서 증착효율을 극대화시키고 Si 또는 C의 증

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결과로부터 H2 농도는 비교적 커야하며 주입 

기체 내 Si/Si+C 비는 약 0.4 정도가 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3SiCl3/H2 계에서 Si/Si+C의 비는 고정(0.5)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축에 

H2/(CH3SiCl3) 의 비를 나타냄으로써 상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상태도로부터 β

-SiC만의 증착층을 얻기 위해 상당량의 H2가 존재해야 하고 H2의 농도가 적은 

경우 C가 동시에 증착됨을 알 수 있다. 반응기체로서 2원계를 사용할 경우, 온도

에 따라 Si를 함유하는 반응기체의 열분해속도가 서로 다르며, 또한  Si 와 C의 

비가 1:1로 되어 있지 않아 증착 변수의 조절 등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

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유기금속화합물의 열분해를 이용하는 1원계 법이 주목받

고 있다. 대표적인 유기금속화합물로 MTS(methyltrichlorosilane, CH3SiCl3)가 화

합물 내의 Si 와 C의 비가 1: 1로 되어 있어서 증착층의 조성이 화학양론적으로 

되기 쉽다는 이유 때문에 탄화규소 화학증착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MTS와 H2

를 원료기체로 한 탄화규소 화학증착 반응기구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CH3SiCl3(g) + excess H2  →  SiC(s) + 3HCl + excess H2

      

      (1) 1 단계 : 중간화합물로의 열분해

        carbon containing species : CH3 radical, CH4

        silicon containing species : SiCl3 radical, SiCl3, SiCl2

      (2) 2 단계 : 중간화합물의 Si, C 원소로 열분해

        CH4   →   C + 2H2

        SiCl3 + 3/2H2   →   Si + 3HCl

      (3) 3 단계 : 화학 증착

        Si + C = SiC 또는 SiC + Si 또는 SiC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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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at low temperature (∼1200℃)

      CH3SiCl3 + 2H2  →  Si + CH4 + 3HCl

      (CH3)2SiCl2 + 2H2   →   Si + 2CH4 + 2HCl

      (CH3)3SiCl + 2H2   →   Si + 3CH4 +HCl

      CH4   →   C + 2H2

      Si + C   →  SiC

     at high temperature (∼1800℃)

      2CH3SiCl3 + H2  →  2Si + C2H2 + 6HCl

      (CH3)2SiCl2 + 2H2   →   Si + 2C2H2 + 2HCl + 2H2

      (CH3)3SiCl + H2   →   2Si + 3C2H2 + 2HCl + 6H2

      C2H2   →   2C + H2

      Si + C   →  SiC

         (a)                         (b)                      (c)

Fig. 8. CVD diagram at 1atm (a) SiH4/CH4/H2, (b) SiCl4/CCl4/H2, (c) 

CH3SiCl3/H2, (d) (CH3)2SiCl2/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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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OLGAS-MIX에 의한 열역학적 평형농도 예측

MTS-H2 계에서 침착이나 증착 반응에 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는 반응압력, 반응온

도, 입력기체 비 (MTS/H2)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변수들에 대한 열역학적인 평형상태

에서 SiC 응축상과 다른 응축 상 및 기체 상들의 평형조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SOLGAS-MI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iC와 탄소의 열역학적인 수율을 계산하 다 [35]. 

먼저 반응온도를 일정하게 1000
o
C로 유지하고 압력변화에 따른 입력기체 비 5, 10, 20에서 

SiC와 C의 평형조성을 계산하여 수율을 계산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입력기체비가 클

수록 SiC의 수율은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 때 압력의 의존성은 매우 적었다. 반

면, 입력기체비가 줄어들면 SiC의 수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 으며, 압력의 의존성도 증가

되어 압력이 높아질수록 SiC의 수율은 감소하 다. 

침착온도와 입력기체 비에 따른 SiC와 C의 수율도 계산하여 Fig. 10와 11에 각각 나타

내었다. 침착온도에 따른 수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입력기체 비와 압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1000-1400
o
C에서 입력기체 비를 크게, 침착압력을 낮게 하면 SiC의 수율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입력기체 비가 낮아지면 온도에 따른 수율 변화가 매우 심

Fig. 9. Equilibrium fraction of SiC and C with pressure 

calculated by SOLGAS-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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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다. 1000
o
C에서는 압력이 10 torr이고, 입력기체비가 10-20인 조건에서 SiC의 

Fig. 10. Equilibrium fraction of SiC and C with 

temperature calculated by SOLGAS-MIX.

Fig. 11. Equilibrium fraction of SiC and C with input gas 

ratio calculated by SOLGAS-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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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이 1에 근접하 다. 1000
o
C에서 입력기체 비에 따른 수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0 torr 

이상에서는 압력에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입력기체 비 10 이상

에서는 SiC의 수율을 거의 1에 가까웠다.

2.5. 장섬유 강화 SiC 기지 복합체의 응용

CFCC는 고온에서 내열합금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Fig. 12와 13 

참고), 또한 단미 세라믹스에 비하여 뛰어난 파괴인성을 갖기 때문에 매우 흥미

로운 구조용 세라믹스로 고려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CFCC들 중에서 Carbon 섬

유나 SiC 섬유로 강화시킨 SiC 복합체는 높은 열전도도, 우수한 내식성 및 내마

모성, 낮은 열팽창율 및 경량이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SiC 기지상 CFCC는 세라믹 가스 터빈의 부품, 열교환기, 고온 가스 순환 

fan, 고온 액체 여과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 SiC 기지상 CFCC가 사용되는 예와 사용에 따른 이점을 Table 3과 Fig. 14

에 나타내었다[3,10,12]. 이외에도 SiC가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하여 SiC 기지상 

CFCC는 핵융합로용 블랭킷 소재와 같은 원자력산업용 소재로도 활용범위가 넓

다 [37].

Fig. 12. CFCCs retain strength at 

elevated temperature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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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iC matrix CFCC components for ceramic gas turbine.

Fig. 13. Potential operating temperature 

based on corrosion in waster inci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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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pplications Being Considered for SiC Matrix CFCC.

Application
Conditions imposed on

SiC-matrix-CFCC

Benefits demonstrated or

perceived by the customer

Hot-gas 

recirculating fan

High mechanical stresses, 

high temperature

Increased life and temperature

capability

Heat exchanger 

High temperature, high 

thermal stresses, highly 

erosive and hot corrosion

Higher temperature capability and

life

Gas-fired radiant 

burner screen 

High temperature, high 

thermal stresses
Increased life and thermal output

Gas-fired radiant 

burner tubes 

High temperature, high 

thermal stress

Increased life and temperature

capability

Gas turbine engine 

combustion

liners and tip 

shrouds

High temperature, hot 

corrosion 

Reduced emissions and increased

efficiency resulting from reduced

cooling air, higher temperature

capability

Hot-liquid filtration 
Harsh chemical 

environment, high 

temperature

Increased life, higher temperature 

capability

Canned motor pump 

containment

shell

Harsh chemical 

environment 

Increased electrical efficiency

through reduced eddy current drag

Gas-fired melting 

immersion burner

tube

Harsh molten metal 

environment,high thermal 

shock

Reduced contamination, increased

efficiency, improved heating

uniformity

Furnace pipe hanger 
High temperature, high 

mechanical stresses

Longer life, higher temperature

capability, reduced support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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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방법

3.1. 실험 장치

Cf/SiC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CVI 장치의 개략도는 Fig. 15에 나타내었다. 

또한 반응로 내의 core 부분과 장치의 외관을 Fig. 16에 각각 나타내었다. 본 실

험장치는 원료기체, bubbler 및 MFC(mass flow controller)를 포함하는 gas feed 

system, reaction chamber 그리고 exhaust system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관은 수직형으로 이중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내부관은 내경이 120 mm

로 흑연 튜브이며, 내부관 주위에 흑연 발열체가 위치하고, 온도측정은 R-type 

열전대를 이용하 다. 이를 stainless steel 외부관이 감싸고 있고, 외부관 내로 

냉각수가 흐르도록 설계하 다. 반응관의 진공은 600 L/min의 용량의 회전진공

펌프(rotary vacuum pump)를 이용하 으며, 반응관 내의 압력은 반응관에 부착

된 vacuum gauge (baratron gauge MKS Co., USA)를 사용하여 압력변화를 감

지하고, 반응관과 진공펌프 사이에 있는 throttle valve를 사용하여 진공펌프 내

로 흡입되는 기체의 양을 조절하여 압력을 결정하 다. 또한 복합체 시편표면에

Fig. 15. A schematic diagram of the CV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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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canning 현상에 의한 기체 주입구 쪽의 압력증가를 감지하기 위하여 기체

주입 부분에 baratron gauge와 압력기록계를 설치하 다. 탄화규소 침투 후 발생

하는 생성기체는 HCl 등의 유해 gas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dry scrubber를 사용

하여 중화시켜 배출하 다. 섬유코팅을 위한 중간층의 원료기체로는 메탄

(Methane, CH4)을 사용하여 열분해 탄소(PyC)를 코팅하고, 탄화규소 기지 침투

의 원료기체로는 온도에 따른 증기압이 알려져 있고, Si : C 의 함량비가 1 : 1 

로 되어 있어서 코팅층의 조성을 화학양론적으로 제어하기 쉬운 MTS ( >99%, 

Aldrich Co., USA)를 사용하 다. 운반기체 및 희석기체로는 H2 (99.999%)를 O2 

및 H2O 제거용 purifier에 통과시켜 사용하 고, purging용 기체로는 Ar 

(99.999%)을 사용하 다.

3.2. 복합체 제조

사용된 탄소 프리폼은 3K 탄소섬유 fabric과 Oxi-PAN felt가 8:1로 적층되고 

두께 방향으로 needle punch를 행한 것이며 도는 약 0.48 g/cm
3
 이었다. 이 프

리폼을 두께 10∼50 mm, 직경 50 mm의 크기로 절단하고 20 mm 두께의 프리

폼은 ICVI에 사용하 으며 30 mm 와 50 mm 두께의 프리폼은 FCVI에 사용하

Fig. 16. Reactor core component and FCVI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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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비된 탄소 프리폼을 흑연 susceptor에 고정하고 흑연 susceptor를 반응관

내의 hot zone으로 장입하 다. 반응관에 외부잔류기체를 없애기 위해 Ar으로 

충분히 purging 한 후, 반응로의 온도를 올리면서 반응로에 H2 기체를 흘려주었

다. 열분해 탄소 중간층은 증착온도 950 ℃, 증착압력 5 torr, CH4 100 sccm, 증

착시간 2시간의 증착 조건 하에서 코팅하 다. 

앞 장의 문헌조사에서 언급하 듯이, CH3SiCl3-H2 계로부터 얻어진 SiC의 침

착 모사결과에 의하면 침착 균질도는 일정한 기공직경에서 L/Φo 비가 감소하거

나 침착온도가 낮아지면 향상되었고, 침착압력 낮아지거나 일정한 L/Φo에서 기

공직경이 작아질 때도 향상되었다. 또한 상태도로부터 β-SiC만의 증착층을 얻

기 위해 상당량의 H2가 존재해야 하고 H2의 농도가 적은 경우 C가 동시에 증착

됨을 알 수 있다. 반응기체로서 2원계를 사용할 경우, 온도에 따라 Si를 함유하

는 반응기체의 열분해속도가 서로 다르며, 또한  Si 와 C의 비가 1: 1로 되어 있

지 않아 증착 변수의 조절 등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즉 침착반응 변

수로서 침착 온도, 압력, 입력기체비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열분해탄소 중간층 증착 후 SiC 기지상의 침착 공정조건은 950℃∼1100℃의 

온도 범위, 10 torr∼100 torr의 침착 압력범위에서 조절하 고, 전체유량은 400∼

800 sccm, 입력기체비 α는 4~20 범위이었다. MTS의 주입은 설정온도에 도달하

면 carrier gas (H2)를 needle valve로 조절하여 bubbler내로 유입시키고 bubbler

내의 압력이 111 torr 로 일정하게 유지되면 반응관내로 주입함과 동시에 희석기

체 (H2)를 반응관 내로 흘려 H2 : MTS 의 비를 고정시켰다. 운반기체에 의해 운

반되는 MTS 유량은 MTS가 bubbler내에서 평형증기압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의해 계산된다 [4].

             
P v
P B

 =  
C

C+ S                          (3)

           S =  
P V

P B - P V
 × C                    (4)

여기서,

        PV : Vapor pressure of MTS (55.5 torr at 0 ℃)

        PB : Bubbler pressure

        S : MTS flow rate

        C : Carrier gas flow rate

이 식으로부터 MTS 유량은 bubbler의 온도를 0 ℃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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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r pressure와 H2 유량을 변화시켜 조절하 으며, MTS와 H2의 비는 앞에

서와 같이 bubbling을 통해 조절된 MTS 유량과 H2 유량에 희석기체로 H2를 첨

가하여 조절하 다. 반응중의 전체 압력의 조절은 섬유의 기공이 채워짐에 따른 

압력 변화에 신속히 응답하여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throttle valve를 이용하여 

유지하 다. 반응이 끝나면 운반기체 유입을 중단시켜 MTS의 유입을 차단하고, 

일정량의 H2를 흘리면서 반응관을 냉각시켰다. 상온에 도달하면 Ar을 사용하여 

충분히 purging 한 후에 시편을 꺼내었다. C/SiC 제조 공정의 흐름도를 Fig. 17

에 나타내었다.

Fig. 17. Experimental procedure of C/SiC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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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합체 물리적 특성분석

복합체의 결정상의 분석은 X선 회절 분석법을 이용하 으며, X선 회절 분석

기는 Rigaku Co.의 D/MAX-3C이고, 분석에는 Ni filtered Cu Kα radiation을 이

용하 다. X-ray tube의 인가전압 및 전류는 각각 30kV, 15mA이며, 20∼80°범

위에서 측정하 고, scanning speed는 4°/min, scanning step은 0.02°로 하 다. 

복합체의 표면형상(surface morphology)과 단면 미세구조 관찰은 주사전자현미

경(scanning electon microscopy, SEM, Jeol Co., JSM-5200)을 이용하 다. 도

는 시편의 치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한편 x-ray computed tomography (CT)를 이용하여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침

착된 C/SiC 복합체의 도분포를 살펴보았으며, CT 이미지를 근거로 canning 

현상에 의하여 형성된 증착층을 연마하여 원료기체 공급경로를 제공하며 또 다

시 기지상을 침착하는 공정을 반복하여 침착 도를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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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침착 온도에 따른 복합체 특성 변화

Cf/SiC 복합체를 CVI법으로 제조하는 데 있어서, CVI의 공정변수인 침착 온

도와 침착 압력의 변화에 따른 복합체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최적 공정 조건

을 알아보고자 직경 50 mm, 두께 12 mm의 2.5D 로 직조된 carbon fabric을 이

용하여 Cf/SiC 복합체를 제조하 다. Fig. 18∼20는 각각 950, 1000, 1050℃에서 

제조한 Cf/SiC 복합체를 두께 방향으로 절단한 후 단면에 대한 미세 구조 사진

으로 반응기체가 흐르는 방향으로의 복합체의 기지 채움 거동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경우 시편의 위치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섬유와 섬유사이의 공극에

는 SiC 기지 물질이 채워지고 있으나, bundle과 bundle 사이에는 여전히 큰 기공

이 존재하고 있어 완전한 기지 채움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1050℃의 경우는 Fig.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에서 증착이 이루어지는 

canning 현상이 발생되면서 더 큰 기공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SiC의 전구체

인 MTS에서 분해된 기상의 반응종들이 확산을 통하여 섬유 내부로 침투해서 표

면 반응을 통하여 기지를 생성하는데, 침착 온도가 고온이 되면 반응물의 확산 

속도보다 표면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빨라져서 섬유 최외각 표면에서 

SiC가 생성되면서 표면을 덮게 되어 기상의 반응종들이 내부로의 침투가 용이하

지 못하게 되면서 내부에는 닫힌 기공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표면에만 두

껍게 증착이 이루어는 결과이다 [38,39]. 

제조된 복합체의 온도 변화에 따른 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르키메데

스법으로 부피비중을 측정하 다. 950℃에서는 1.9 g/cm
3 
, 1000℃에서는 2.15 

g/cm
3
로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기지 채움 효과가 증가하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050℃에서의 2.22 

g/cm
3
로 이는 canning 현상으로 인하여 표면에 증착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

져 canning에 의한 기지 도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합체 부피 비중이 증가된 것

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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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ross sectional SEM images of Cf/SiC 

composites infiltrated at 1000℃ (thickness=5mm).

Fig. 18. Cross sectional SEM images of Cf/SiC composites 

infiltrated at 950℃ (thickness=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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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침착 압력에 따른 복합체의 특성 변화

Cf/SiC 복합체 제조시 일정 온도에서 침착 압력의 변화에 따른 기지 채움 거

동을 알아보고자 하 다. 직경 50 mm, 두께 12 mm의 프리폼 제조 후에 1000℃

에서 각각 침착 압력을 20, 50, 100 torr로 변화시켜 가며 24시간 동안 기지 채움 

공정을 수행하 다. Fig. 21은 1000℃에서 침착 압력변화에 따라 제조된 복합체

의 상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주로 β-SiC와 약간의 hexagonal crystal(4H) 

구조의 α-SiC로 구성된 silicon carbide가 증착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Fig. 22 

(a)∼(c)는 1000℃에서 각각 20, 50, 100 torr의 압력 변화에 따른 Cf/SiC 복합체

의 단면 미세 구조 사진으로 침착 온도변화에 따른 경우와 동일하게 압력변화에 

따라서도 섬유와 섬유사이의 공극에 SiC 기지 물질이 채워지고 있으나, bundle과 

bundle 사이에는 여전히 기공이 존재하고 있다. 

Fig. 20. Cross sectional SEM images of Cf/SiC 

composites infiltrated at 1050℃(thickness=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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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ross sectional SEM images of Cf/SiC composites infiltrated 

at (a) 20 torr, (b) 50 torr, (c) 100 torr (thickness=12mm).

Fig. 2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f/SiC 

composites after the SiC matrix filling as a 

function of reaction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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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압력에서도 표면에서의 canning 현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절한 

침착 압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조된 복합체의 압력 변화에 따른 도를 측정하

다. 20 torr 에서는 1.44 g/cm
3
, 50 torr 에서는 1.58 g/cm

3
, 100 torr 에서는 

1.63 g/cm
3 
로 압력이 증가됨에 따라 도가 증가하 다. 이는 압력이 증가됨에 

따라서 반응물이 반응관에 체류하는 잔류시간(residual time)의 증가로 반응이 증

가하여 도가 증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반응 압력을 낮추게 되면 체류 

시간이 짧게 되어 반응 속도가 낮아지게 되어 기지 채움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반응 기체의 흐름 방향에 대해 시편의 도 분포를 알아보았다. Fig. 23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두께 12 mm의 시편을 기체 흐름 방향으로 3등분하여 도의 변

화를 측정하 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편의 중간부분이 상대적으로 낮

은 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면 부분에 비해 중간 부분의 기공율이 더 큰 

프리폼의 도 구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2 mm 두께 시편에서는 평

균 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시편 내에서 도 구배가 적은 조건인 1000℃, 50 

torr 또는 100 torr에서 침착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Fig. 23. Preparation of the samples for measuring the dens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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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CVI 법에 의한 30 mm C/SiC 복합체 침착거동

30 mm 두께인 프리폼으로 12mm 두께 프리폼에서 얻어진 최적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FCVI 실험을 행하고 침착거동을 살펴보았다. Fig. 24는 침착온도 1000

℃, 침착압력 100 torr, 입력기체 비 4인 조건으로 36 시간 침착을 행한 후 두께

방향으로의 도분포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체 주입구 쪽은 도가 1.9 

g/cm
3
 정도로 치 화가 비교적 잘 진행되었으나 이 층 아래쪽으로는 1.4 g/cm

3
 

Table 4. The Density Distribution of the Infiltrated Cf/SiC 

Composites Along the Flow Direction.

     pressure 20 torr

(1000℃)

50 torr

(1000℃)

100 torr

(1000℃)

50 torr

(1050℃)

a 1.497 g/cm3 1.641 g/cm3 1.733 g/cm3 1.972 g/cm3

b 1.372 g/cm3 1.517 g/cm3 1.532 g/cm3 1.529 g/cm3

c 1.435 g/cm3 1.606 g/cm3 1.613 g/cm3 1.811 g/cm3

Fig. 24. Density distribution (a) and CT image (b) of 

30 mm thick C/SiC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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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도를 보여 두께 방향으로의 도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5는 이 시편의 위, 아래쪽과 중간 부분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기체 주입구 쪽에는 약 500 μm 정도의 매우 치 한 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

게 표면의 기공이 막힘으로써 아래쪽으로는 치 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Fig. 25. Microstructures of 30 mm thick C/SiC specimen; (a) 

top, (b) center, (c) bottom.

기체 주입부의 canning 현상으로 인한 도 편차의 개선을 위해 기체 주입부

를 연마하고 재침착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도변화를 관찰하 다. Table 5

는 각 침착공정의 공정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재침착 과정을 

5회까지 행한 후 시편 전체의 평균 도와 각 침착공정에서 시간당 무게 변화를 

나타낸 것이 Fig. 26이다. 3회째 침착공정에서부터 침착속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도 값도 포화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으며 5회째 침착공정에서는 

도의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재침착 공정을 

추가로 행하더라도 도증가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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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은 4회 침착 후의 시편에 대한 tomography 결과로서 Fig. 24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시편 표면부와 중심부의 도 편차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Fig. 28은 

5회까지 최종 침착공정을 행한 시편을 두께별로 직육면체 형태로 절단한 후 (6 

X 2 X 45 mm) 각 위치에서 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기체 주입부 쪽에서는 

Table 5. FCVI conditions of surface grinding-reinfiltration process for 30 

mm C/SiC specimen.

1.80.49400101000/18h4차 침착

1.760.53440101000/18h3차 침착

1.631.34440101000/18h2차 침착

1.7580041000/24h1차 침착

침착밀도
(g/cm3)

침착속도
(g/h)

Total 유량
(SCCM)

Input gas 
ratio

Infiltration 
Tem.,Time

1.80.49400101000/18h4차 침착

1.760.53440101000/18h3차 침착

1.631.34440101000/18h2차 침착

1.7580041000/24h1차 침착

침착밀도
(g/cm3)

침착속도
(g/h)

Total 유량
(SCCM)

Input gas 
ratio

Infiltration 
Tem.,Time

Fig. 26. Change of infiltration rate and density by surface 

grinding-reinfiltration process for 30 mm thick C/SiC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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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2.15 g/cm
3
의 도분포를 보 으며 시편 중심부에서는 1.72 ∼ 1.85 

g/cm
3
의 도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28. Density distribution with thickness position 

after 5th FCVI cycle for 30 mm C/SiC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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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T image after 4th FCVI cycle for 30 mm 

C/SiC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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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CVI 법에 의한 C/SiC 복합체 침착거동 

ICVI 법은 앞의 FCVI과 달리 일정 온도에서 프리폼 주변을 반응기체가 흐르

는 과정에서 기체가 프리폼 내부로 확산되어 기지상이 형성되어 복합체가 제조

되는 공정이다. 즉, 프리폼 내로 기체가 침투하려는 구동력이 FCVI 법에 비하여 

작고, 침착속도가 늦으며, 프리폼 표면증착에 의한 canning 현상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프리폼의 두께를 FCVI 법의 경우에 비하여 얇게 하고, 원료

기체의 농도를 낮추고 오랜시간 반응시켜 복합체를 제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

형 구조물을 실형상으로 제조하는데는 장점이 있다. 

본격적인 ICVI 법에 의한 복합체 제조에 앞서 몇 가지 공정변수를 변화시키

며 24시간동안 침착실험 후 도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결과는 Table 6에 나타

낸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24시간동안 ICVI 법으로 침착반응을 시키면 도 증가는 매우 작

았으며, canning 현상도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시편 1과 2는 비슷한 두께의 프

리폼에 입력기체 비를 달리하여 침착시킨 경우이다. 입력기체 비 (H2/MTS)가 

작은 경우, 즉 MTS의 농도가 큰 경우인 시편 1의 침착 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

았다. 시편 2와 4는 두께가 서로 다른 프리폼을 같은 침착조건에서 침착시킨 뒤 

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두께의 향을 언급하기에는 도의 증가가 작았는지 

비슷한 도 값을 나타내었다. 시편 1, 2, 4의 경우에 비하여 시편 5는 침착 반응

로의 SiC 원료기체의 농도가 가장 낮은 조건인 저압(10 torr), 큰 입력기체 비

(10) 조건을 유지하 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도를 지닌 복합체를 얻을 수 있었

Table. 6. Infiltration behaviors of Cf/SiC composite by I-CVI.

specimen 

number
α
Pressure

(torr)

Time

(h)

Density

(g/cm
3
)

Total 

Flow (cc)

Thickness 

(mm)

Infil-rate 

(g/h)

1 4 100 24 0.75 400 34 0.55

2 10 100 24 0.61 400 36

4 10 100 24 0.60 400 50 0.30

5 10 10 24 0.71 400 18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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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께가 위의 3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얇은 효과가 있겠으나, 시편 2와 4

의 비교 결과를 고려하면, 반응 분위기 내에 SiC 원료기체의 농도와 residence 

시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력기체 비를 10, 압력을 10 torr, 프리폼 두께를 약 20 mm가 되도록 

하고, 침착시간에 따른 침착거동을 살펴보았다. 반응시간은 최대 120 시간까지 

하 으며, Fig. 29에 침착 도와 침착속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침착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침착속도의 증분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육안검사 결과나 

tomography 상으로 원료기체의 침착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

나 Table 5에 나타낸 FCVI 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면 침착 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물론 FCVI 공정에서는 canning 현상이 발생하여 적절

한 연마와 침착공정을 수행하 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

나, 두께가 1.5배 내지 2.5배가 더 두꺼운 반면 FCVI법을 이용하면 비슷한 반응

시간동안 도가 2배 내지 1.5배인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Fig. 29. Change of infiltration rate and density of C/SiC composite 

       prepared by ICVI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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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문헌 조사 결과에 의하면 CH3SiCl3-H2 계로부터 얻어진 SiC의 침착 균질도

는 일정한 기공직경에서 L/Φo 비가 감소하거나 침착온도가 낮아지면 향상되었

고, 침착압력 낮아지거나 일정한 L/Φo에서 기공직경이 작아질 때도 향상되었다. 

또한 상태도로부터 β-SiC만의 증착층을 얻기 위해 상당량의 H2가 존재해야 하

고 H2의 농도가 적은 경우 C가 동시에 증착됨을 알 수 있다. 반응기체로서 2원

계를 사용할 경우, 온도에 따라 Si를 함유하는 반응기체의 열분해속도가 서로 다

르며, 또한  Si 와 C의 비가 1: 1로 되어 있지 않아 증착 변수의 조절 등 기술적

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즉 침착반응 변수로서 침착 온도, 압력, 입력기체비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5 mm 두께 탄소 프리폼으로 24시간 침착시켜 침착온도 향을 살펴본 결과

에 의하면 950℃에서는 1.9 g/cm
3 
, 1000℃에서는 2.15 g/cm

3
, 1050℃에서의 2.22 

g/cm
3
로 온도 증가에 따라 침착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시편의 각 

부분별 미세구조 관찰 결과에 의하면 1050
o
C 침착 시편에서는 시편표면에서 

canning 현상으로 인하여 표면은 치 하나 내부는 치 도가 떨어지는 불균일 치

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12 mm 두께 탄소 프리폼으로 관찰된 압력 변화

에 따른 도변화를 살펴보면, 20 torr 에서는 1.44 g/cm
3
, 50 torr 에서는 1.58 

g/cm
3
, 100 torr 에서는 1.63 g/cm

3 
로 압력이 증가됨에 따라 도가 증가하 다. 

반응 압력을 낮추게 되면 반응기체의 체류 시간이 짧게 되어 반응 속도가 낮아

지게 되고 기지 채움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12 mm 두께 시편에서는 평균 도

가 상대적으로 높고 시편 내에서 도 구배가 적은 조건인 1000℃, 50 torr 또는 

100 torr이었다.

30 mm 두께 시편에서는 두께 방향으로의 도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표면 기공이 막힘으로써 아래쪽으로는 치 화가 잘 이루어지

지 못하는 canning 현상 때문이라 생각되며, 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반응기체 

주입부를 연마하고 재침착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 다. 3회째 침착공정에서부터 

침착속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도 값도 포화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으

며 5회째 침착공정에서는 도의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체 주입

부 쪽에서는 1.85 ∼ 2.15 g/cm
3
의 도분포를 보 으며 시편 중심부에서는 1.72 

∼ 1.85 g/cm
3
의 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즉 침착-연마-재침착 공정을 반복하는 

공정을 적용하므로 균일하고 높은 치 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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