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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i3N4는 규소와 질소로 만들어지며, 물에 녹지 
않으며 화학 약품, 열, 충격 따위에 잘 견디어 촉

매의 담체, 고온 가스 터빈의 고정 날개 등에 사
용된다. 그러나 가공 중에 발생한 미세 균열에 의
하여 사용 도중에 균열이 성장하면 구조물의 안전

성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위험 요
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Si3N4 단

상재,(1~5) Si3N4와 SiC 복합재(6~9) 및 균열 치유에 
기여하는 물질로 알려진 SiO2를 첨가함으로서 균
열 치유에 관한 연구(10~15)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
자 등은 SiO2 나노 콜로이드의 첨가량을 달리한 

Key Words: Si3N4(질화규소), SiO2 Nano-Colloid(SiO2 나노 콜로이드), Heat Treatment(열처리), Wear(마모), 
Friction Coefficient(마찰계수), Wear loss(마모 손실) 

 
초록: 본 연구는 균열 치유 물질로 알려진 SiO2 나노 콜로이드의 첨가량을 달리한 Si3N4를 소결하여, 
경면 연마한 시험편 표면에 SiO2 나노 콜로이드를 코팅하여 1273 K, 공기중에서 1시간 균열치유 
처리하였다. 그 후, 마모시험편은 1073, 1273 및 1573 K에서 10분간 열처리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SiO2 
나노 콜로이드를 코팅하여 열처리한 표면은 무코팅 표면보다 약간 거칠게 나타났으며, 열처리 온도에 
따라 표면의 산화 정도는 조도와 뚜렷한 상관관계는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찰계수, 마모손실 및 
굽힘강도는 표면 거칠기와 관계가 없었다. SKD11 상대재에 대하여 연삭마모의 거동을 보였으며, 
마찰계수와 마모손실은 비례하였다. 또한, 강도가 클수록 마찰계수가 작고, 마모손실도 작았다. SiO2 
나노 콜로이드 량의 증가에 따라서 마찰계수는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되었지만, 마모손실은 증가하였다. 
또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찰계수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is study sintered Si3N4 with different amounts of SiO2 nano-colloid. The surface of a mirror-polished 
specimen was coated with SiO2 nano-colloid, and cracks were healed when the specimen was treated at a temperature 
of 1273 K for 1 h in air . Wear specimen experiments were conducted after heat treatments for 10 min at 1073, 1273, 
and 1573 K. The heat-treated surface that was coated with the SiO2 nano-colloid was slightly rougher than the non-
coated surface. The oxidation state of the surface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showed no correlation 
with the surface roughness. Moreover, the friction coefficient, wear loss, and bending strength were not related to the 
surface roughness. Si3N4 exhibited an abrasive wear behavior when SKD11 was used as an opponent material. The 
friction coefficient was proportional to the wear loss, and the bending strength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friction 
coefficient and wear loss. The friction coefficient and wear loss in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s of the SiO2 nano-
colloid. In addition, the friction coefficient was slightly increased by increasing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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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3N4를 소결하여, 마모 특성을 평가하였다.(16) 세
라믹스는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수많이 존재할 가
능성이 있으므로, 미세균열을 치유하는 것이 베어

링과 같이 마찰·마모 기능이 요구되는 세라믹스

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열 치유 물질로 알려

진 SiO2 나노 콜로이드의 첨가량을 달리한 Si3N4

를 소결하여, 경면 연마한 시험편 표면에 SiO2 나
노 콜로이드를 코팅하여 1273 K, 공기중에서 1시
간 열처리하였다. 더욱이 마모시험편은 이것을 
1073, 1273 및 1573 K에서 10분간 열처리하여 실험

을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시험편 및 상대재료 
실험에 사용한 분말은 평균 직경 0.2 ㎛의 

Si3N4 와 평균 직경 0.27 ㎛의 SiC 분말이다. 소결 
보조제는 33 ㎚의 Y2O3, 아나타제형 TiO2 그리고 
고형분 12 wt.% SiO2 나노 콜로이드가 사용되었다. 
SiO2 나노 콜로이드는 첨가량에 의한 마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첨가량을 다르게 하였다. 각 
시험편의 조성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분말의 혼합은 Si3N4 볼과 알코올을 첨가하여, 24

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혼합한 분말은 용매가 증발

할 때까지 진공로에서 건조시킨 후, 분말을 만들어 
소결에 사용하였다. 분말의 소결은 N2 가스 분위기의 
35 MPa 압력하에서 2123 K, 1 시간 동안 유지시켜 고
온 가압 소결(hot-press)을 실시하였다. 소결체는 3 x 4 
x 10 ㎜로 자른 후, 경면 연마하였다. 연마한 시험편 
표면에 SiO2 나노 콜로이드를 코팅하여 1273 K, 공기 
중에서 1 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그 후 1073, 1273 
및 1573 K 의 온도에서 10 분 유지·로냉 후 마모시

험에 사용하였다. 시험편은 각 조건에서 5 개를 사용

하였다. 소결 공정을 Fig. 1 에 나타낸다. Si3N4 마모시

험편의 상대재는 QT 진공 열처리한 SKD11 로 φ35, 
두께 7 mm 이다. 

 
Table 1 Batch composition of specimens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평판-원판 마찰마모 방식(Block 

on ring)의 시험기(BRW140, NePlus)를 사용하였다. 
Fig. 2(a), (b)에서 고정된 원판(ring)인 상대재가 회
전하며, 시험편과 면접촉하는 장치이다. 상온, 건
조 상태에서 총 마모거리는 500 m 로 하였다. 마모

시험기는 레버비가 5:1 이므로 1.96 N 의 추를 이용

하여 9.8 N 의 하중을 가하였다. 상대재의 회전수

는 50 rpm 으로 하였으며, 데이터는 초당 10 건을 
받아 총 55,000 여건의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신뢰

성을 높였다. 또한 표면의 상태가 마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면 조도 측정기

(Mitutoyo surftest SJ-301)를 사용하여 조도를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표면 조도 
시험편의 산술평균 조도(Ra)를 측정하여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이것은 최대 및 최소값을 제외한 
3개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소결상태의 표면 조
도(16)와 다르게 SiO2 나노 콜로이드를 코팅하여 고
온에서 열처리함으로서 조도가 약간 크게 나타났

다. 또한 연마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큰 값을 나타

내는 조도는 SiO2 나노 콜로이드를 코팅하여 열처

리하여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Fig. 1 Flow chart of sintering 

 

   
       (a)                   (b) 

Fig. 2 (a) Schematic diagram and (b) actual appearance 
of elastic wave measurement system 

 
Si3N4 

(wt.%) 
SiC 

(wt.%) 
Y2O3 
(phr) 

TiO2 
(phr) 

SiO2 colloid 
(phr) 

SSTS-1 

80 20 5.0 3.0 

0.0 

SSTS-2 1.3 

SSTS-3 2.6 

SSTS-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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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조도에 대하여 (a) 마찰계수, (b) 마모손실 및 
(c) 굽힘강도와의 관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는 각각의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a), 
(b), (c)는 표면 조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표면 조도(Ra)가 작은 SSTS-4(1073 K)와 
SSTS-4(1573 K)의 마찰계수와 마모손실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표면 조도(Ra)가 큰 SSTS-2(1273 K)와 
SSTS-2(1573 K)는 작게 나타났다. 또한 굽힘강도는 
표면 조도(Ra)가 큰 SSTS-2와 비교적 작은 SSTS-3 
및 SSTS-4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3.2 질화규소 세라믹스의 마모거동 

마모 시험 결과 후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Fig. 4에 
대표적으로 나타내었다. (a)는 SSTS-1(1073 K), 

 
Table 2 Surface roughness for each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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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roughness and each 
parameters. (a) Friction coefficient, (b) Wear loss, 
(c) Bending strength 

(b) SSTS-2(1573 K)이다. 상대재는 Si3N4와의 마모

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Si3N4 시험편은 
모재부, 경계부, 마모부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
었다. 
그림에서 마모부는 모재부에 비하여 긁히거나 

줄무늬 모양으로 패인 자국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
아 연삭 마모의 거동이라고 판단된다. 연삭 마모

는 마모로 인한 손실 원인 가운데 5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세전단에 의한 변
형이 주요 기구이다. 

Fig. 4와 같이 Si3N4는 열처리 온도에 따라서 표
면의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이는 열처리 온도에 따라 표면이 산화된 정도

를 나타내며, Fig. 3에서 산화된 정도는 조도와 뚜
렷한 상관관계는 가지지 않았다. 
마모시험기에서 1초마다 10건의 데이터가 컴퓨

터에 저장되며, 대표적으로 SSTS-4(1273 K)을 Fig. 
5에 나타낸다. 그림의 x축은 마모거리를 나타내고, 
y축은 각각 마찰계수와 마모손실을 나타낸다. 마
찰계수는 약 100 m까지 곡선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일정한 영역의 값을 
마찰계수로 측정하였다. Table 3은 실험에서 측정한 
마찰계수의 평균값이다. 마찰계수는 SSTS-1(1073 
K)이 가장 작은 0.47이며，SSTS-3(1573 K)이 가
장 큰 1.05를 나타내었다. 
세라믹스는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을 가지므로 

마모량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마모손실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마모손실은 
SSTS-4(1273 K)가 가장 큰 0.062 mm이며, SSTS-
1(1073 K)이 0.007 mm로 가장 작았다. 
마찰계수는 마찰력과 수직하중의 비로 다음 식

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Wear part       Boundary part     Base part  

 
(a) 

 
(b) 

Fig. 4 Optical microscope image of base, boundary and wear 
part. (a) SSTS-1(1073 K), (b) SSTS-2(1573 K) 

Specimens Ra(㎛) 
SSTS-1(1073 K) 0.20 0.015 
SSTS-1(1273 K) 0.12 0.058 
SSTS-2(1273 K) 0.70 0.067 
SSTS-2(1573 K) 0.73 0.083 
SSTS-3(1073 K) 0.26 0.026 
SSTS-3(1273 K) 0.29 0.021 
SSTS-3(1573 K) 0.30 0.031 
SSTS-4(1073 K) 0.08 0.009 
SSTS-4(1273 K) 0.13 0.011 
SSTS-4(1573 K) 0.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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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x N 
 

여기서, F는 마찰력, μ는 마찰계수, N은 수직하중

이다. 위 식에서 수직하중(N)이 일정하므로 마찰

계수(μ)가 클수록 마찰력(F)이 크게 되고 마모손실

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마찰계수와 마모손실을 
종합하여 비교하였을 때, SSTS-1(1073 K)의 마찰계

수가 작고 마모손실도 작으므로 가장 내마모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Average of friction coefficient and wear loss 

 Friction coefficient Wear loss (mm) 

SSTS-1  (1073 K) 0.470 0.23 0.0070 0.0030 

SSTS-1  (1273 K) 0.625 0.31 0.0085 0.0020 

SSTS-2  (1273 K) 0.720 0.25 0.0170 0.0060 

SSTS-2  (1573 K) 0.530 0.36 0.0350 0.0040 

SSTS-3  (1073 K) 0.820 0.42 0.0300 0.0025 

SSTS-3  (1273 K) 0.920 0.38 0.0610 0.0080 

SSTS-3  (1573 K) 1.030 0.65 0.0330 0.0050 

SSTS-4  (1073 K) 0.750 0.58 0.0510 0.0024 

SSTS-4  (1273 K) 0.920 0.46 0.0620 0.0058 

SSTS-4  (1573 K) 0.900 0.52 0.0600 0.0062 
 

 
 

 
(a)                    (b) 

Fig. 5 (a) Friction coefficient and (b) wear loss of SSTS-
4(12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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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friction coefficient and wear 

loss 

마찰계수와 마모손실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SiO2콜로이드 첨가량이 많은 시험

편일수록 마찰계수가 증가하고, 마모손실이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왼쪽 아래에 위
치한 SSTS-1(1073 K)이 가장 좋은 내마모성을 가
지며, SSTS-4(1273 K)가 가장 나쁜 내마모성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강도가 클수록 마
찰계수가 작고, 마모손실도 작다.(16) 

 
3.3 상온 굽힘 강도와 내마모성 

내마모성과 굽힘 강도와의 관계는 정확하게 확
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강도와 경도가 비
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Si3N4의 굽힘 강도와 내
마모성을 비교하였을 때 반비례적인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4) 
1073, 1273 및 1573 K에서 10분 열처리한 SiO2 

코팅 시험편의 굽힘 강도와 SiO2 나노 콜로이드의 
양과의 관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SSTS-1, 2 및 3
의 굽힘 강도는 SiO2 나노 콜로이드 첨가 및 코팅

하지 않은 굽힘 강도(595 MPa)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SSTS-4의 강도는 비슷하거나 약간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마모 특성과 밀접한 관
계를 나타낸다. 
굽힘 강도와 마찰계수와의 관계를 Fig. 8에 나타

내었다. 마찰계수는 강도가 가장 큰 SSTS-1이 가
장 작으며, SSTS-2와 SSTS-3는 Fig. 7에서 강도가 
비슷하지만 마찰계수는 SiO2 콜로이드 첨가량이 
많은 SSTS-3가 크게 나타났다. 더구나 SiO2 콜로

이드 첨가량이 제일 많은 SSTS-4의 강도는 모재

와 비슷하지만, 마찰계수는 SSTS-3와 비슷하게 분
포하였다. 이것은 SiO2 콜로이드 첨가량이 강도에 
영향을 주지만, 일정량 이상의 첨가량은 마찰계수

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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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ending strength depending upon the amount of 

SiO2 col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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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between bending strength and 

fric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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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Relationship of (a) the amount of SiO2 colloid and 
(b) friction coefficient for Vickers hardness 

 
1573 K의 강도는 약간 증가하였지만, 마찰계수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첨가제 SiO2 
나노 콜로이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결시에 
계면에 형성된 유리상이 원인이라 판단된다. 
 

3.4 비커스 경도와 내마모성 
내마모성은 경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도가 높을수록 내마모성이 좋다는 것은 널리 알
려진 사실이다. 경도는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기에

서 10회 측정하여 8개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Fig. 9(a)는 SiO2 나노 콜로이드의 양과 비커스 

경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SiO2 나노 콜로이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커스 경도는 저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각 시험편은 1073 K에서 가장 높
은 경도를 나타내었으며, 1573 K에서 가장 낮은 경
도를 나타내었다. 1573 K의 굽힘 강도는 증가하였

지만, 경도는 감소하였다. 
Fig. 9(b)는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와 마찰계수와

의 관계를 나타낸다. SSTS-1의 비커스 경도가 가
장 높고, 마찰계수가 낮다. 그리고 그림에서 SiO2 
나노 콜로이드 첨가량에 따른 비커스 경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마찰계수는 콜로

이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소 크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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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riction coefficient depending upon the amount 

of SiO2 col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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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Wear loss depending upon the amount of SiO2 

colloid 
 
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것은 표면에 형성된 SiO2 
입자의 마찰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3.5 SiO2 나노 콜로이드 첨가량과 내마모성 
SiO2 나노 콜로이드의 양에 따른 마찰계수와의 

관계를 Fig. 10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마찰계수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도가 일정한 것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소결 입자

의 경도가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 
SiO2 나노 콜로이드의 양에 따른 마모손실과의 

관계를 Fig. 11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마모손실은 
첨가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모손실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입자의 경도는 비슷하지

만, 입계에 형성된 유리상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

라 판단된다. 
10분간 열처리한 온도와 마찰계수와의 관계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는 각 조건의 시험편 
3개에서 얻어진 표준편차를 나타내었으며, 표준편

차는 비슷하였다. 마찰계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
용한 Si3N4의 조성은 1273 K에서 1시간 균열을 치
유하는 것이 상온에서 최적의 굽힘강도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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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고온에서 노출이 되므

로 인하여 표면이 열화(산화)되어(17) 마찰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조성에 균열 치유 물질인 

SiO2 나노 콜로이드를 첨가함으로써 강도는 감소

하였고, 마찰계수 및 마모량을 약간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SiO2 나노 콜로

이드를 첨가함으로써 유리상이 증가하여 분산이 
증가한 것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균열 치유 물질로 알려진 SiO2 나노 콜

로이드의 첨가량을 달리한 Si3N4를 소결하여, 경면 연
마한 시험편 표면에 SiO2 나노 콜로이드를 코팅하여 
1273 K, 공기중에서 1시간 열처리하였다. 특히 마모시

험편은 1073, 1273 및 1573 K에서 10분간 열처리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iO2 나노 콜로이드를 코팅하여 열처리한 
표면은 무코팅 표면보다 약간 거칠게 나타났으며, 
열처리 온도에 따라 표면의 산화 정도는 조도와 
뚜렷한 상관관계는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찰계수, 
마모손실 및 굽힘강도는 표면 거칠기와 관계가 
없었다. 

(2) SKD11 상대재에 대하여 연삭마모의 거동을 
보였으며, 마찰계수가 클수록 마모손실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강도가 클수록 마찰계수가 
작고, 마모손실도 작았다. 

(3) 마찰계수는 SiO2 나노 콜로이드 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되었지만, 마모손실은 
증가하였다. 

후 기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4
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References) 

(1) Mitomo, M., Nishimura, T. and Tsutsumi, M., 1996, 
“Crack Healing in Silicon Nitride and Alumina 
Ceramics,” J. Mater. Sci. Lett., Vol. 15, pp. 1976~1978. 

(2) Zhang, Y. Z., Edwards, L. and Plumbridge, W. J., 
1998, “Crack Healing in a Silicon Nitride Ceramic,” J. 
Am. Ceram. Soc., Vol. 81, pp. 1861~1868. 

(3) Houjou, K., Ando, K., Liu, S. P. and Sato, S., 2004, 
Crack-Healing and Oxidation Behavior of Silicon 
Nitride Ceramics. J. Eur. Ceram. Soc., Vol. 24, pp. 
2329~2338. 

(4) Nam, K. W., Park, S. W., Do, J. Y. and Ahn, S. H., 
2008, “Cracked-Healing and Bending Strength of 
Si3N4 Ceramics,”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32, No. 11, pp. 957~962. 

(5) Nam, K. W., Park, S. H., Eun, K. K. and Kim, J. S., 
2010, “Characterization of Crack Healing of Si3N4 
Ceramics According to Crack Length and Coating 
Methods”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34, 
No. 11, pp. 1715~1720. 

(6) Ando, K., Ikeda, T., Sato, S., Yao, F. and Kobayashi, 
Y., 1998, "A Preliminary Study on Crack Healing 
Behaviour of Si3N4/SiC Composite Ceramics," 
Fatigue Fract. Eng. Mater. Struct., Vol. 21, pp. 
119~122. 

(7) Ando, K., Takahashi, K., Nakayama, S. and Saito, S., 
2002 "Crack-Healing Behavior of Si3N4/SiC Ceramics 
Under Cyclic Stress and Resultant Fatigue Strength at 
the Healing Temperature," J. Am. Ceram. Soc., Vol. 
85, pp. 2268~2272. 

(8) Nam, K. W., Kim, M. K., Kim, H. S., Kim, J. W. and 
Ahn, S. H., 2006, "Bending Strength of Si3N4 
Monolithic and Si3N4/SiC Composite Ceramics and 
Elastic Wave Characteristics by Wavele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B, Vol. 20, 
No. 25-27, pp. 4279~4284.  

(9) Nam, K. W., Kim, M. K., Park, S. W., Ahn, S. H. and 
Kim, J. S.. 2007, “Crack Healing Behavior and 
Bending Strength of Si3N4/SiC Composite Ceramics 
by SiO2 Colloida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Vol. 471, pp. 102~105. 

(10) Nam, K. W., Kim, M. K., Park. S. W., Ahn, S. H. 
and Kim, J. S., 2007, “Crack Healing Behavior and 
Bending Strength of Si3N4/SiC Composite Ceramics 
by SiO2 Colloida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Vol. 471, Nos. 1-2, pp. 102~105.  

(11) Nam, K. W., Kim, J. S. and Lee, H. B., 2009, 
“Room Temperature Strength and Crack Healing 
Morphology of Si3N4 Composite Ceramics with SiO2 
Colloidal,”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33, 
No. 7, pp. 652~657. 



SiO2 나노 콜로이드 량이 다른 Si3N4의 열처리에 따른 마모 특성 

   
 

1123 

(12) Nam. K.W., Park. S. H. and Kim. J. S., 2009, 
“Cracked-Healing and the Bending Strength of Si3N4 
Composite Ceramics with SiO2 Additions,” Journal of 
Ceramic Processing Research. Vol. 10, No. 4, pp. 
497~501. 

(13) Nam, K.W. and Lee, K. C., 2009, “Characterization 
of High Temperature Strength of Si3N4 Composite 
Ceramics according to the Amount of SiO2 Nano 
Colloidal Added”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33, pp. 1233~1238. 

(14) Nam. K. W. and Kim. J. S., 2010, “Effect of a 
Colloidal SiO2 Coating to Crack Healing and the 
Bending Strength of Si3N4 Ceramics,” Journal of 
Ceramic Processing Research. Vol. 11, No. 1, pp. 
20~24. 

(15) Nam, K. W., Kim, J. S. and Park, S. W., 2010 “The 
High Temperature Strength of SiC Ceramics Based on 
SiO2 Nano-Colloidal Employe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Vol. 527, Issues 21-22, pp. 
5400~5404. 

(16) Nam. K. W., Chung. Y. K., Hwang. S. H., Kim. J. S. 
and Moon. C. K., 2011, “Tribology of Si3N4 Ceramics 
Depending on Amount of Added SiO2 Nanocolloid”.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35 No. 3, pp. 
267~272. 

(17) Nakatani, M., Ando, K. and Houjou, K., 2008, 
“Oxidation Behaviour of Si3N4/Y2O3 System Ceramics 
and Effect of Crack-Healing Treatment on Oxidation,” 
Journal of the European Ceramic Society, Vol. 28, pp. 
1251~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