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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정 투명 세라믹스의 소결과 응용
(Sintering of Transparent Polycrystalline Ceramics and Their Application)

3 시장성 및 사업성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 기대효과

   - 방탄 세라믹 소재의 제조는 약간의 기공과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극상의 

      품질을 요구. 이를 만족하기 위한 제조공정의 개발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은 

      타 세라믹 소재의 제조 및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산업적 효과가 

      매우 큼

   - 대형 세라믹 기물의 성형 및 소성 능력 확보에 의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용 대형장치에 필요한 세라믹 치구 소재 기술 개발 가능

   - 급성장하고 있는 후발 개도국과의 기술격차를 지속 유지하고, 기술 선진국

      으로 진입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전환의 열쇠

1 기술개요

● 현대전에서 전투차량/함정/항공기 방탄 및 개인방호의 중요성 강조

● IR 투과창 소재는 무기체계상 유도무기의 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소재

● Vis-IR 영역 광투과 다결정 세라믹 소재는 군수용 수요뿐만 아니라 내마모/고강도 특성을 겸비하여 대규모 민수용 수요가 기대

<투명 이트리아> <IR 센서 윈도우> <유도무기> <스피넬 투명 세라믹> <세라믹 vs. 유리> <방탄 헬리콥터>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의 특징

● 세라믹 프로세싱의 고도화 (순도, 분산, 성형, 소결)

● 전주기 연구 (원료분말합성기술+성형기술+소결기술)

● 계산재료과학 기반 조성 설계

● 사업화 고려 기구축 인프라 활용성 탐색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기술개발 완료시기

● 2018년 시제품 완료

   - 가시광 대역 투광도 80% 이상 방탄 세라믹스

     → 스피넬 (150 mm x 150 mm x 4 mm)

   - 중적외선 대역 투광도 80% 이상 센서 윈도우 세라믹스

     → 이트리아 (Φ100 mm x t3 mm)

이전 가능 기술

● 적외선 대역 투광 세라믹 제조 기술

● 고굴절 투광 세라믹 제조 기술

● 야간 투시 가능 투광 세라믹 제조 기술

● 각종 투광성 다결정 세라믹 제조 기술

<나노 원료분말 합성> <제1원리 결함 해석> <흑연발열체 진공로> 

구 분 현재 기술 기술의 우수성

조성
설계

- 비화학양론 조성의 실험적 최적화
- 첨가제는 소결조제 기능만 고려

- 계산재료과학 적용에 의한 조성 설계
- 첨가제에 의한 결함구조 고려

성형
기술

- 고에너지 밀링/분산제 첨가에 의한 
   응집체 분쇄
- 건전 성형의 재현성 부족

- Microfluidizer에 의한 무오염/단시간 
   응집 분쇄
- 무응집에 의한 건전 성형의 재현성

소결
기술

- 고가 발열체 진공로 의존
- 불완전 성형기술에 의한 고온소결

- 흑연발열체 진공로 공정기술 개발
- 무응집 성형에 의한 저온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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