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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bulk nano-crystalline Si3N4 ceramics were fabricated by spark plasma sintering (SPS) and their mechanical properties,
in particular wear, were investigated. A wide range of grain sizes, from 80 nm and 250 nm were obtained by varying sintering
conditions (1550

o
C-5 min to 1650

o
C-20 min). The elastic modulus of obtained ceramics was ~250 GPa and hardness was in the range

of 13~14 GPa. The indentation fracture toughness increased from 2.58 MPa•m
1/2

 to 3.24 MPa•m
1/2

 with increasing sintering
temperature possibly due to the elongated grains. Sliding wear tests revealed at least an order magnitude improvement in wear
resistance with grain refinement. Microstructure analysis indicated that nano-Si3N4 specimens worn mainly through delamination and
microcracking, while that of coarser specimens revealed severe wear with grain debonding and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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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0년대부터 연구자들은 나노 입자로 이루어진 세라

믹스 소결체가 어떤 기계적 특성을 보여줄 지에 대해 많

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입자크기가 줄어들

수록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

작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Schuh 등
1)
은 나노 입자

를 가지는 물질을 제조한 후에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

더니 그 특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경도, 인성, 그리고 뛰어난 내마모 특성과 더불어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는 벌크 질화규소 (Si3N4) 세라믹스

는 풍력발전소의 turbine이나 gas turbine 등에 들어가는

볼-베어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절삭공구와 자동차

엔진의 부품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나노 세라믹스 제조를

통한 기계적 성질, 특히 내마모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 예로, Dogan 등
2)
은 약 300 nm

에서 5 µm의 다양한 평균 입도를 가지는 질화규소 세라

믹스를 각각 제조한 뒤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더니 경

도와 내마모 특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평

균입자 크기 100 nm 이하에서의 기계적 특성을 고찰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한계를 가지는

이유는 나노 분말을 가지고 소결을 진행할 때 나노 분말

이 가지는 급격한 입성장 구동력으로 인해 100 nm 이하

의 평균입도를 가지는 나노 세라믹스를 쉽게 제조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two-step sintering, microwave

sintering, 그리고 spark plasma sintering (SPS) 등과 같은

소결방법을 통해 100 nm 이하의 평균입도를 가지는 나노

세라믹스를 제조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3-5)

Hot isostatic pressing (HIP), spark plasma sintering

(SPS), 그리고 hot pressing (HP)와 같은 소결 방법들이 나

노 질화규소 세라믹스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입

자크기는 약 200 nm 크기까지만 접근한 것에 그쳤다.
2,6-8)

Li 등은 비정질의 질화규소 나노 분말을 소결 조제 없이

초고압하에서 소결하였으나 결정화 단계 및 소결 과정에

서 급속한 입성장 구동력으로 인해 160 nm 이상의 평균

입도를 가지는 세라믹스를 제조하는데 그쳤다. 최근 충분

히 치밀화되고 100 nm 이하의 평균입도를 가지는 나노

질화규소 세라믹스를 제조하는 2가지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 고에너지 밀링으로 분쇄된 나노 분말을 SPS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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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방법
5,9)
과 Y2O3를 첨가하여 이차상을 조절하고

two-step sintering하는 방법
3)
이다. 이 두 가지 방법에서 가

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SPS와 two-step

sintering을 이용한 소결인데 이는 빠른 소결진행을 통한

입성장 억제와 나노 크기의 질화규소 분말의 준비를 핵

심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용 분말을 이용하여 충분히 치밀화된

나노 질화규소 세라믹스의 제조와 평균입도에 따른 내마

모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전활성소결(SPS)

이 사용되었으며, 제조된 소결체는 상온의 공기 중에서

무윤활 상태로 질화규소볼을 이용하여 마찰계수 및 내마

모 특성을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분말은 상용분말로써 6 wt% Y2O3와

3 wt% Al2O3 (PCT6Y3A, Plasma and Ceramic Technology,

Salaspils, Latvia)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표면적은 약 70m
2
/g

이며, 평균 입도는 약 30 nm이다. 나노 분말이 공기 중에

서 쉽게 산화되어, 분말 제조 후 생산자가 측정했던 산소

량 4.8% 보다 많은 양의 산소가 존재할 것이라 여겨진다.
3)

이 파우더를 이용하여 직경 10 mm의 원기둥 모양으로 성

형한 뒤, 정수압 성형기를 이용하여 150 MPa의 압력으로

다시 성형하였다. 이 시편은 통전활성소결(SPS)을 하기 위

해, 10 mm의 내경을 가지는 graphite die에 넣고, ~1500 A

의 전류와 ~30 MPa의 일축압력을 인가하여 진공 중에서

소결하였다. 승온속도는 대략 100
o
C/min이며, 소결 조건

인 온도와 시간을 각각 1550~1650
o
C, 5분~20분 사이에서

조절하여 원하는 입자크기를 갖도록 유도하였다.

소결된 시편의 밀도는 아르키메데스 방법으로 측정하였

고, 미세구조는 파단시편과 연마후 O2-CF4 gas (80:20 in

vol.)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에칭한 시편에서,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7401F, JEOL, Japan)

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평균입도는 일반적인 linear intercept

method와 Image Pro software (Media Cybernetics, Image-Pro

Plu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탄성계수 (E, elastic

modulus)는 ultrasonic pulse-echo tester (Tektronix TDS

220, Panametrics, Model 5800, Korea)를 사용함으로써 측

정되었다. 경도와 인성은 Vickers indenter (Mituyoto, Japa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경도는 1 kg 하중을 15초간 유

지한 반면, 인성은 10 kg 하중을 15초간 유지하여 Anstis’s

formular를 바탕으로 crack length를 측정하여 계산했다.
10)

일축방향의 ball-on-disc tribometer를 사용하여 마찰계수

및 내마모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대기의 상태는 대략 다

음과 같았다. (20±5
o
C and 45±5% RH). 내마모 특성 평가

시 시편의 counterbody로써 사용된 Si3N4 balls (SBB Tech.

Co., Suwon, Korea)의 직경은 6.35 mm 이었다. Si3N4 ball

과 시편은 내마모 특성 평가 전에 초음파세척기와 아세

톤을 이용하여 세척되었다. Si3N4 balls은 마모 시험기의

ball holder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 지름 6 mm의 wear

track을 만들었으며 내마모 특성 평가는 1500 rpm으로 시

편을 회전시키며 15분간 지속되었다. 이는 약 0.47 m/s 의

속도로 424 m 만큼의 거리만큼을 회전한 것이다. 시험 시

5 N의 하중을 가하였으며 마모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다음의 참고문헌에서 알 수 있다.
11)

 마모 시험 동안,

마찰력은 on-line 마찰계수 (COF)값을 생성하는 전자 센

서를 이용하여 기록되었다. 각각의 실험은 3회씩 행하여

졌으며, 모든 값의 평균 값을 기재하였다. 내마모 특성과

wear track의 폭을 확인하기 위해, 마모가 일어난 표면을

SEM (JSM 5600, JEOL, Japan)과 FE-SEM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Wear track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alpha-

step profilometer (Model No. 500, TENCOR, Germany)

를 사용하였다. Wear track의 폭과 깊이는 아래 식을 이

용하여 마모부피와 마모율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wear volume (mm
3
)=2π×track radius×

track width×wear depth (1)

wear rate (mm
3
/Nm)=wear volume/

(normal load×sliding distance) (2)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다양한 온도에서 제조된 질화규소 시편의 XRD

분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결체는 많은 양의

Si2N2O 이차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 분말에 포

함되어 있던 많은 양의 산소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여겨

진다.
3)

제조된 질화규소 세라믹스의 밀도 Table 1에 기재한 바,

Fig. 1. XRD diffraction patterns of polished surfaces for

developed Si2N2O-contained silicon nitride nano-

ceramics; (a) 1550
o
C, 5 min, (b) 1600

o
C, 5 min, (c)

1650
o
C, 5 min, and (d)1650

o
C,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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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밀도의 ~94%에 이르렀으나 더 이상의 밀도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론 밀도가 3.26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는 시편 내에 Si2N2O 이차상이 없을 때 사용 가능한 값

이다. 그러나 제조된 시편 내에는 많은 양의 Si2N2O 이차

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밀도 값이 실제의 값보

다 떨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좀 더 정확한 밀도 값을 알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Fig. 2(a)는

1550
o
C에서 소결한 시편의 파단면과 연마면을 나타낸 미

세조직이며 Table 1에 기재한 것처럼 평균입도는 ~80 nm

정도인 나노 크기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이전 SPS를 사용하여 나노 세라믹스를

제조하는데 성공한 보고들
5,9)
에서 볼 수 있듯이 SPS가 소

결 시간, 소결 온도를 줄여 입자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

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b)는 소

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노 입자로 구성된 모체 사이

에 길게 늘어난 β-Si3N4 입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동

시에 평균입도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2(d)는

1650
o
C에서 20분 동안 소결된 시편의 미세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파단면과 연마면에서 볼 수 있듯이 질화규소의

전형적인 미세구조인 이중미세구조(duplex microstructure)

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길게 늘어난 입자의

경우 ~1.8 µm까지 늘어난 입자도 보인다. 이렇게 늘어난

입자의 aspect ratio는 최대 ~7 정도의 값을 보여주기도 하

였다. 그러나 여전히 늘어나지 않은 나노 크기의 equiaxed

입자들이 모체로써 상당 수 존재하여 평균입도는 ~250 nm

로 측정되었다 (Table 1).

제조된 질화규소 세라믹스의 탄성계수는 ~250 GPa 값

을 나타내었다 (Table 1). 경도는 입자크기 감소에 따라

13에서 14 GPa로 소폭 상승한 반면, 인성의 경우 3.2에서

2.5 MPam
1/2
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 값들은 마이크론/서브

마이크론의 질화규소 세라믹스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가지는 기계적 특성 값과 거의 일치하는 값이며, 대략적

인 값으로 탄성계수는 250~300 GPa, 경도는 14~16 GPa 그

리고 파괴인성은 3~6 MPam
1/2

 정도이다.
12)

질화규소 세라믹스의 마찰 거동은 마모 시험 중에 생긴

마찰력을 계속적으로 측정한 값에 의존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시편은 시간에 따라 거의 동일한 마찰계수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평균 마찰계수는 0.47~0.54 사이의 값을 가

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입자크기의 영향력은 미미하

지만 그 크기가 줄어들수록 마찰계수 값이 ~10% 정도 소

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Fig. 3(a)).
13)

 제조된 질화규소

세라믹스의 마모율 변화를 Fig. 3(b)에 나타내었다. 마모율

은 10
−5

~10
−4

mm
3
/Nm의 값을 가졌으며, 입자크기가 작아질

수록 마모율이 10배 가량 감소하였다. 입자크기가 큰 1650
o
C,

5분과 20분 시편(~190 nm, ~250 nm)에서는 ~10
−4

mm
3
/Nm

정도의 값을 나타내었고 입자크기가 작은 1550
o
C, 5분 시

편(~80 nm)에서는 1.62×10
−5

mm
3
/Nm 정도의 값을 보여주

며 최소값으로 측정되었다. 입자크기와 마모율의 관계(Hall

Table 1. Characterization of the Tested Ceramic Materials

Conditions

(
o
C-min)

Relative density (%)

[Density]

(g/cm
3
)

Grain size (nm)

Aspect ratio
Elastic modulus

(GPa)

HV1

(GPa)

KIC

(MPa m
1/2

)Linear

Intercept

Diameter

(mean)

1550-5 94 [3.05] 91 76 1.84 251 14 2.58

1600-5 94 [3.06] 121 111 2.04 249 13 2.72

1650-5 94 [3.06] 181 191 2.03 252 13 2.90

1650-20 94 [3.07] 206 247 2.16 250 13 3.24

Fig. 2. FESEM micrographs of fractured and etched surface (a)

sintered at 1550
o
C, 5 min, (b) 1600

o
C, 5 min, (c) 1650

o
C,

5 min, and (d) 1650
o
C,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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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h-type relation)는 길게 늘어난 입자들 때문에 이 실험

에서는 정량적으로는 다루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질화규

소 세라믹스의 내마모성이 입자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크

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히 말할 수 있겠다. 제조

된 질화규소 세라믹스를 가지고 마모 시험 중 재료에서

일어난 마모 기구를 파악하기 위해 SEM 분석을 실시하

여 Fig. 4에 나타내었다. Equiaxed 모양의 나노 입자로 이

루어진 1550
o
C 시편의 마모된 표면을 살펴보면 주로 여

러 층으로 덮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층들은 시편

표면이 변형되어 생성된 것이며 microcracks이 자주 발견

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4(a)). 남겨져 있는 debris 입자

들은 대부분 0.1~1 µm 지름을 가지는 둥글며 길쭉한 형

태이다. 그러나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 크기가

증가한 1600
o
C 이상의 시편에서는 그 마모된 표면의 모

양이 눈에 띄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wear

track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심한 균열이 일

어나는 비율이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Fig. 4(b)). Cracking과 grain debonding의 정도는 소

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여 마모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s. 4(c)와 (d)). 게다가

Fig. 4(b)의 부분확대사진(오른쪽 상단)에서 볼 수 있듯이

, 표면 밑부분까지도 마모가 일어나 표면 아래 부분이 드

러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600
o
C 시편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에 그쳤지만, 1650
o
C, 5분과 20분의

시편에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마모가 지배적으로 일어났

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모 시험이 같은 조

건에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균열의 전파가 훨씬 빠르

고 많이 일어날 때 생기는 lateral cracking 현상에 의해 설

명될 수 있다. Lateral cracking이 일어남에 따라 grain

debonding과 mechanical fracture 등의 현상이 더 넓은 지

역에서 급격하게 가속화되어 마모가 심하게 나타난 것으

로 여겨진다 (Fig. 4(c) 오른쪽 상단). Fig. 4(e)와 (f)는 마

모가 계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생겨난 많은 양의 debris

가 서로 뭉쳐 하나의 층(compacted layers)을 형성하고 있

으며 이 층이 wear track 곳곳을 광범위하게 덮고 있어 마

모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입자크기

변화에 대한 마모기구를 정리하면, equiaxed 형태의 나노

미세구조를 가지는 시편에서는 delamination 현상이 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마모가 심하지 않았으며, 입자가 더

커지고 이중미세구조를 가지는 시편에서는 fracture가 지

배적으로 나타나 마모가 더욱 심하게 일어나는 양상을 나

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14-18)

 이러한 마모 기구의 변화는

Fig. 3. (a) Average COF and (b) wear rate with sintering

conditions in the developed Si2N2O phase-contained

silicon nitride nano-ceramics.

Fig. 4. SEM micrographs of worn surface for Si2N2O phase-

contained silicon nitride nano-ceramics; (a) sintered at

1550
o
C, 5 min, (b) 1600

o
C, 5 min, (c) 1650

o
C, 5 min,

(d), (e), and (f) 1650
o
C,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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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b)의 마모율 변화 양상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β-Si3N4-6 wt%, Y2O3-3 wt%, Al2O3의 혼합분말을 SPS에

서 1550
o
C-5 min에서 1650

o
C-20 min까지 다양한 온도와

시간으로 소결하였다. 충분히 치밀화된 질화규소 세라믹

스는 많은 양의 Si2N2O 이차상이 존재하며 각각의 소결

체는 80 nm에서 250 nm까지 다양한 크기의 평균 입도를

가졌다. 제조된 β-Si3N4 세라믹스에 대해 무윤활 내마모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마찰 계수는 입자크기가 감소할

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최대 ~10%의 감소율을 나타내었

고, 마모율은 입자크기에 따라 10
−4
에서 10

−5
mm

3
/Nm까

지 큰 의존도를 보였다. 즉, 입자크기가 나노 크기로 작

아질수록 마모율이 10배 정도 감소하여 내마모 특성이 크

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한 마모 기구를 정리하

자면 마이크론 크기로 늘어난 입자를 가지는 이중미세구

조(duplex microstructure) 질화규소에서 grain debonding과

transgranular fracture에 의한 마모가 지배적으로 일어나 많

은 양의 debris가 형성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마모가

심하게 일어난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equiaxed 형태

의 나노결정립으로 이루어진 세라믹스에서는 앞선 마모

기구보다 약한 마모기구인 delamination과 microcracks이

지배적으로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통

해 나노 결정립으로 이루어진 세라믹스가 더욱 뛰어난 내

마모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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