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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질화규소(Si3N4 는 뛰어난 기계적 성질 내마모) ,

성 내식성 및 열적 특성 때문에 터보 차 저 로, -

터 디젤엔진부품 공구류 및 베어링 등 산업에, ,

많이 응용된다 최근에는 각종 전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세라믹스가 많이 발견되고 응용되면서

전자기적 기능성을 또 하나의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조용 세라믹스는 파괴인성이 낮.

아 깨어지기 쉬워 가공성이 나쁘고 공정 제어가,

어려운 단점도 있다 이러한 낮은 신뢰성은 세라.

믹의 적용에 제한이 생기므로 적용범위를 넓히,

기 위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질화규소를 비롯하여 일부 세라믹스는 균열 치

유 능력이 있다.
(1~4) 자기 균열 치유 능력은 신뢰

성 증가와 정밀 검사 기계 가공 및 연마 단가의,

감소와 같은 큰 장점이 있다.
(5,6)

Si3N4,
(8~12)

SiC
(13,14) 및 Al2O3

(7,15) 는 매우 흥미있는 균열 치

유 능력을 가진다 균열치유는 열처리에 의하여.

표면에 형성된 SiO2 산화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Si3N4는 SiO2 나노 콜로

이달을 균열부에 도포하여 대기중에 시1,273K, 1

간 유지함으로서 시험편 표면에 도입한 약 100

의 예균열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었다.㎛ (4,7)
SiO2

의 첨가량에 따른 상온 강도 특성은 저자들에 의

하여 연구되었으나,
(16)

SiO2 첨가량에 따른 고온

강도 특성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결 보조제 SiO2 나노

콜로이달 첨가량에 따른 Si3N4 세라믹의 균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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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zation of high temperature strength of Si3N4 composite ceramics

additive based on variations in the amount of nano colloidal SiO2 added. Semi-elliptical cracks about

100 m length were obtained from a Vickers indenter using a load of 24.5 N. The results showedμ
that the heat-treated smooth specimens with SiO2 nano colloidal coating exhibited the highest bending

strength at 0.0 wt% SiO2 nano colloidal added, which is amounted to a 187 % increase over that of

smooth specimen. Limiting temperature for bending strength of crack-healed zone for bending strength

was about 1273 K. However, the bending strength of SSTS-3 and SSTS-4 was considerably increased

while that of SSTS-1 and SSTS-2 was decreased at a temperature of 1,57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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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tch composition of specimens (wt.%)

Si3N4 SiC Y2O3 TiO2 SiO2 colloidal

SSTS-1

80 20 5.0 3.0

0.0

SSTS-2 1.3

SSTS-3 2.6

SSTS-4 10.4

Fig. 1 Sintering flow chart

유 거동 및 고온강도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분말은 평균 직경 의0.2 ㎛

Si3N4와 평균 직경 의 분말이다 소0.27 SiC .㎛

결 보조제는 의33 Y㎚ 2O3 아나타제, TiO2 그리

고 의12 wt.% SiO2 나노 콜로이달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SiO2 나노 콜로이달은 첨가량에 의한 고

온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0.0 wt.%, 1.3

및 로 변경하였다wt.%, 2.6 wt.% 10.4 wt.% . SiO2

콜로이달은 이상의 온도에서773 K SiO2 산화물

을 형성한다 각 시험편의 조성을 에 나타. Table.1

내었다 은. Fig. 1 Si3N4 세라믹의 소결 공정도를

나타낸다.

분말의 혼합은 Si3N4 볼과 알코올을 첨가하여,

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혼합한 분말은 용매가24 .

증발할 때까지 진공로에서 건조시킨 후 분말을,

만들어 소결에 사용하였다 분말의 소결은. N2가

스 분위기의 압력하에서 시간35 MPa 2,123 K, 1

동안 유지시켜 고온 가압 소결 을 실시(Hot-press)

Fig. 2 Dimensions of the specimen and the

three-point bending system used for this

study

하였다 생성된 소결체는 의 시험. 3 × 4 × 22 ㎜

편으로 자른 후 경면 연마하였다 시험편의 모서, .

리 부분은 가공 시에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의 각도로 모따기를 실시하였다45° . Fig.

는 시험편의 형상과 점 굽힘 시스템을 보여준2 3

다.

예균열은 의 하중을 사용한 비커스 경도24.5 N

기로 시험편 표면의 중앙부에 길이 약 의100 ㎛

반타원형 균열을 만들었다 예균열의 도입 후 균. ,

열면위에 SiO2 나노 콜로이달을 도포하고 1273 K

에서 시간 동안 대기중에서 열처리 실시하였다1 .

굽힘 실험은 상온(RT), 1073 K, 1273 K, 1573 K

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파단 시험은 스팬. (span)

길이 크로스헤드 속도 로 점16 mm, 0.5 mm/min 3

굽힘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를 사용하. EPMA

여 고온 파단 후에 표면의 의 양을 조사Si, O, C

하여 강도 변화와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3.

모재의 상온 굽힘 강도3.1

은 첨가제Fig. 3 SiO2 나노 콜로이달의 양에 따

른 모재의 굽힘 강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검.

은 원 은 모재시험편 위에( ) SiO● 2 나노 콜로이달

을 도포하여 의 공기 중에서 시간 동안1,273 K 1

열처리한 시험편이고 흰원 은 모재시험편이다, ( ) .○

SiO2 나노 콜로이달 인 모재 의0.0 wt.% (SSTS-1)

평균 굽힘강도는 이지만595 MPa , SiO2 나노 콜로

이달을 첨가한 모재는 첨가하지 않은 모재보다

157 %(1.3 wt.%, SSTS-2), 150 %(2.6 wt.%,

상승하였다 열SSTS-3), 117 %(10.4 wt.%, SSTS-4) .

처리하지 않은 모재에서는 SiO2 1.3 wt.%(SSTS-2)

를 첨가한 시험편이 최고 강도를 나타내어 최적,



1235

0 2 4 6 8 1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SSTS-1   SSTS-2     SSTS-3                                                                                 SSTS-4

Smooth specimen

SiO
2
 colloidal coating on smooth specimen

          (Healing condition : 1273 K, 1 h in air)

 

σ
smooth ave.

 = 595 MPa (SiO
2
 0.0 wt.%)

 
B
en
d
in
g
 s
tr
en
g
th
 (
M
P
a
)

Additive SiO
2
 colloidal (wt.%)

Fig. 3 Bending strength according to an amount of

additive SiO2 colloidal

조건이라 판단하였다.
(16) 한편, SiO2 나노 콜로이

달을 도포하여 열처리한 모재0.0 wt.% ( ,●

의 평균 굽힘강도는 을 나타내SSTS-1) 1111 MPa

어 모재 의 강도보다 상승하였다 그러, ( ) 187 % .○

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SiO2 콜로이달을

도포한 모재시험편 의 강도는 미도포 모재시험( )●

편 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 )○

다 이와 같이 균열 치유 물질로 알려진. SiO2는

첨가량에 따라서 모재의 강도에 영향을 주었다.

즉 모재시험편은 에서 최고 강, 1.3 wt.%(SSTS-2)

도를 나타낸 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였다 그리고. SiO2 나노 콜로이달 도포 시험편은

에서 최고 강도를 나타내며 첨0.0 wt.%(SSTS-1) ,

가량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여, SiO2 나노 콜로이

달의 도포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균열 치.

유에 기여하는 SiO2 산화물의 양이 과도하면 유

리상의 SiO2가 적정량 이상으로 증가하여 취화한

것이라 판단된다.

에서 의 공기 중에서 시간 동안Fig. 3 1,273 K 1

열처리 시험편은 SiO2 나노 콜로이달 양이 증가

함에 따라서 강도의 저하가 나타났다 이러한 원.

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및SSTS-1, SSTS-3 SSTS-4

의 파단면의 조직 사진을 에 나타내었다 각Fig.4 .

각의 파단조직은 서로 다른 조직 형상을 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강도 값을 가진.

시험편의 결정립은 와 의SSTS-1 SSTS-3 SSTS-4

조직에 비하여 결정립이 미세하고 봉상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와 는 판상의. SSTS-3 SSTS-4

형상을 형성하며 결정립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SiO2 나노 콜로이달을 과도하게 첨가

Fig. 4 Fracture surface structure by SEM of heat

treated specimens at 1273 K, 1 h in air ;

(a) SSTS-1, (b) SSTS-3 and (d) SSTS-4

균열 치유재의 고온 굽힘 강도3.2

은 및Fig. 5 SSTS-1, SSTS-2, SSTS-3 SSTS-4

시험편의 균열재 표면에 SiO2 나노 콜로이달을

도포하여 에서 시간 치유한 균열치유재의1,273 K 1

굽힘 강도에 대한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모재의 굽힘강도는 을 나타595 MPa

내었으나 균열재는 모재의 약 절반인 을, 336 MPa

나타내었다.

시험편의 굽힘강도는 까지 일정한SSTS-1 1,273 K

약 을 나타내고 에서는 감소하였다810 MPa , 1,573 K .

의 내열강도는 모재시험편보다 약 를1,273 K 136 %

나타내었다 이러한 고온강도 특성은 등이 균. Ando

열표면에 SiO2 나노 콜로이달을 코팅하지 않은 결과

균열치유시험편모재시험편의 비 보다 훨씬 높( / 100%)

은 균열치유강도를 나타내었다.
(5) 이것은 균열이 유

리상 SiO2에 의하여 치유되므로,
(13) 균열부에 SiO2 나

노 콜로이달을 도포함으로서 더 많은 유리상 SiO2가

가교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시험편은 상온. SSTS-2

에서 을 나타내어 보다968 MPa SSTS-1(810 MPa) 119

높은 강도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온도 증가와% .

함께 시험편은 까지 내열강도가 약간SSTS-2 1,0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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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고 그 이후는 좀 더 급격한 감소를 보였지,

만 대체로 시험편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SSTS-1 .

더구나 의 내열강도도 모재시험편1,573 K (595 MPa)

보다 약 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과123 % . SSTS-3

시험편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열강도SSTS-4

가 감소하여 에서 최저 강도를 나타내었지만1,273 K ,

에서 고온굽힘 강도가 상승하였다1,573 K .

그러나 본 연구에서 SiO2 나노 콜로이달을 소

결보조제로 첨가한 균열재에 SiO2 나노 콜로이달

을 도포하여 얻은 의 고온 강도1073 K 15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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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test temperature on the bending

strength of crack-healed specimens

Fig. 6 The elemental mapping by EPMA after high

temperature test (SSTS-1); (a) 1,273K, (b)

1,573K

는 미열처리 모재보다 평균 를 나93 % 147 %∼

타내었다 한편 균열재보다는 평균. 165 % 260∼

높게 나타났다% .

에서 의 고온강도가 저하하고Fig. 5 1,573 K

증가하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SSTS-1), (SSTS-3)

하여 와 의 표면을 분석하1,273 K 1,573 K EPMA

여 과 에 나타내었다Fig. 6 7 .

에서 는 의 결과이고 는Fig. 6 (a) 1,273 K , (b)

의 결과이다 의 표면이 보다 약간1,573 K . (b) (a)

거칠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에서 와. 1,573 K Si C

는 감소하였고 는 증가하였다 결국 에, O . 1,573 K

서 강도 저하의 원인은 높은 온도에 의하여 유리

상 SiO2의 기화가 원인이라 판단된다.
(17)

Si3N4 복합 세라믹스의 균열치유 반응은 아래와

같다.
(16)

Si3N4 + 3O2 + SiO2 4SiO→ 2 + 2N2

SiC + SiO2 + 2O2 2SiO→ 2 + CO2 (CO)

2SiC + 2Y2O3 + 2TiO2 + SiO2 + 4O2 →

Y2Si2O7 + Y2Ti2O7 + SiO2 + 2CO2

여기서 Y2Si2O7과 Y2Ti2O7은 결정상이고 아나,

타제형 TiO2는 이상에서 루틸형인 결정상773 ℃

이 된다. SiO2는 유리상과 결정상의 가지 상태가2

있으며 결정상, SiO2 양은 균열치유 온도에 의존

Fig. 7 The elemental mapping by EPMA after high

temperature test (SSTS-3); (a) 1,273K, (b)

1,57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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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

Temp.

Speci.

Si Y Ti C O

SSTS-1
1273 K 75.874 8.856 2.162 13.107 0.000

1573 K 74.843 7.937 3.484 10.496 3.241

SSTS-3
1273 K 77.044 7.574 2.302 11.344 1.736

1573 K 77.474 7.667 2.482 3.566 8.812

Table 2 Composition of surface by EPMA (wt.%)

한다 따라서 를 함유하는 세라믹스는 유리상. Si

SiO2가 강도회복에 기여한다.

에서 는 의 결과이고 는Fig. 7 (a) 1,273 K , (b)

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1,573 K . SiO2 나노 콜로이

달을 많이 첨가한 경우는 의 고온 굽힘1,573 K

강도가 상승하였다 표면은 가 보다 더 거칠. (a) (b)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와 의 양은. Si O 1,573

에서 증가하였고 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시험K , C .

편의 소결 시 첨가된 많은 양의 SiO2 나노 콜로

이달이 에서 분간 유지할 때 강도 회복1,573 K 10

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는 과. Table 2 SSTS-1

시험편의 표면성분을 번 측정하여 평균SSTS-3 3

한 값 이다(wt.%) .

따라서 강도 회복은 SiO2 나노 콜로이달의 첨

가량 및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판단

된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연구는 향후 과제라.

판단된다.

결 론4.

SiO2 나노 콜로이달의 첨가량에 따른 고온 강

도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균.

열 치유 물질로 알려진 SiO2 나노 콜로이달의 첨

가량 및 표면 도포에 따른 Si3N4 복합 세라믹스

의 모재 및 열처리모재의 상온 굽힘 균열 치유,

재의 고온 굽힘 강도를 조사하였다.

상온 강도는(1) 1.3 wt.% SiO2 나노 콜로이달

을 첨가한 것이 가장 높았다. SiO2 나노 콜로이달

을 도포하여 열처리한 모재의 강도는 SiO2 나노

콜로이달을 첨가하지 않은 것이 가장 높았다.

(2) SiO2 나노 콜로이달을 도포하여 열처리한

균열치유재 고온 한계 온도는 이었다1,273 K .

과 를 분석한 결과(3) SSTS-1 SSTS-3 EPMA ,

에서는 에서 와 가 감소하고SSTS-1 1,573 K Si C , O

가 증가하였다 에서는 에서 와. SSTS-3 1,573 K Si

가 증가하고 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시험편의O , C .

소결 시 첨가된 많은 양의 SiO2 나노 콜로이달이

에서 분간 유지할 때 강도 회복으로 작1,573 K 10

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4) SiO2 나노 콜로이달을 첨가한 세라

믹스는 첨가량 및 온도에 따라서 강도 회복이 다

르게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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