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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ction-bonded Si3N4 has cost-reduction merit because inexpensive silicon powder was used as a start material. But its density was
not so high enough to be used for structural materials. So the sintered reaction-bonded Si3N4 techniques were developed to solve the
low density problem. In this study the sintered reaction-bonded Si3N4 manufacturing method by using polymer precursor which
recently attained significant interest owing to the good shaping and processing ability was proposed. The formations, properties of
reaction-bonded Si3N4 from silicon and polysilazane mixture were investigated. High density reaction-bonded Si3N4 was manufactured
from silicon and silicon-containing preceramic polymers and post-sintering technique. The mixtures of silicon powder and polysilazane
were prepared and reaction sintered in N2 atmosphere at 1350

o
C and post-sintered at 1600~1950

o
C. Density and phase were analyzed

and correlated to the resulting materi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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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응 소결법은 규소 성형체를 1200~1400
o
C의 온도에서

질소 가스와 반응시켜 Si3N4 소결체를 얻는 방법으로 규

소 분말을 출발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과 제조온도가 낮으며, 성형체와 소결체간

의 치수 변화가 거의 없어 정밀 부품 제조에 적합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1)

 아울러 반응결합 Si3N4를 소결한다

면, 소량의 소결촉진제만을 첨가하여도 수축률이 적은 고

밀도 Si3N4를 얻을 수 있다.
2,3)

 그러나 질화반응은 발열반

응이고
4)

, 형성되는 상들이 온도에 따라 그 반응 양상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공존하며, 질화 반응후에도

기공이 잔존하기 때문에 시편의 발열반응 효과를 줄이고

미세구조를 조절하여, 이에 따른 기계적 물성을 증진시키

는 노력이 대두 되어 왔다. 그러나 반응소결 Si3N4는 소

결체에 잔존하는 15~20 vol%의 기공으로 인해 기계적 물

성이 일반적인 소결법으로 제조된 Si3N4 세라믹스 보다

낮아서 구조재료로서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5,6)

 

그러나 반응소결 Si3N4를 재소결(Post-Sintering)하는 방

법들이
3,7) 
소개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소결된 Si3N4의 물성

의 갖는 반응소결 Si3N4의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반

응소결 후 재소결 과정을 통해 제작된 반응소결 Si3N4의

실용화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반응 소결체를

재소결할 때 수축률을 5~10%로 일반적인 소결 방법으로

소결할 때의 수축률 15~30% 보다 현저히 낮아 소결 후

가공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으며, 일괄 생산의 양태를 따

르는 비산화물의 소결 공정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Si3N4 반응소결체는 70~80%의 치밀도를

가지므로 가스압 소결 공정에 투입되는 일반적인 Si3N4의

치밀도(45~5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러한 반응 소결체의 높은 치밀도는 이후 재소결시의

치밀화 속도를 촉진시키므로 반응 소결체의 밀도를 증가

시키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고성능 Si3N4 소결체 제작을

위한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다. 

한편 Polysilane, polycarbosilane, polysilan-zane, polysiloxane

등의 무기고분자 화합물은 낮은 온도에서 세라믹으로의

변환이 가능하며 세라믹으로의 변환율이 75% 이상으로

높으며, 좋은 성형성과 가공성을 이용한 복잡한 형상의

제품제조가 가능하고, 분자구조의 제어나 화합물의 조성

조절의 용이하여 이들을 이용한 새로운 세라믹 제조기술

†
Corresponding author : Deug Joong Kim

 E-mail : kimdj@skku.edu

 Tel : +82-31-290-7414 Fax : +82-31-290-7410



규소 고분자 복합체를 이용한 반응소결 질화규소 573

제47권 제6호(2010)

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무기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Si3N4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 고분자 재료중 Si-C-N으로 이루어진

Polysilazane에 안정한 세라믹분말을 첨가하여 초기 성형

체 및 반응 소결체의 밀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고밀도

Si3N4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Si 분말은 Aldrich사의 평균입자

크기가 -60 mesh, 순도 99.95%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고

분자 전구체로는 미국 Ceraset 사의 Polysilazane Kion 20

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소결 첨가제로 일본 스미모토사의

AKP 30인 Al2O3와 일본 SHIN-ETSU 사의 grade A인

Y2O3 분말을 사용하였다. 또한 Polysilazane의 가교 반응

을 위한 촉매로 Dicumylperoxide(C18H22O2)를 Polysilazane

량의 1%를 첨가하였다. 질화 촉매로는 일본 Kanto

chemical의 Fe(No3)3·9H2O를 Si량의 0.5%를 첨가하였다. 

위의 분말을 정량한 후 아세톤 용매에 녹여 Planetary

milling machine을 이용하여 혼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혼합 분말을 rotary vacumm evaporator를 이

용하여 질소 가스를 흘려주며 건조시키고, 건조된 분말을

건조기에 넣고 90
o
C에서 2시간 동안 최종 건조를 시켰다.

그리고 각각의 건조 된 분말을 알루미나 유발에서 분쇄

를 하고 mesh number 100의 체를 통과 시켰다.

이렇게 제조한 고분자/충진재 혼합 분말을 직경 20 mm

인 원통형 몰드로 100 MPa의 압력으로 일방향 압축 성형

하였고 이를 1350
o
C에서 5시간동안 질화시켰다. 소결은

α-Si3N4 분말로 성형체 주위를 완전히 덮어 각각 진공로

와 가압로를 이용하여 소결하였다. 진공로에서는 1600~

1800
o
C로 질소 분위기로 1시간 소결하였고 가압로에서는

1600~2000
o
C로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승압하며 소결하였

다. XRD를 이용하여 상분석을 하였으며, SEM을 통하여

표면을 관찰하였다. 또한 EDS를 이용하여 Si, C, N에 대

한 정성분석을 시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olysilazane 열분해 거동

Polysilazane은 시드(seed) 물질 및 가스 분위기에 따라

SiC 및 Si3N4로 열분해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원료로 사

용한 Polysilazane의 열분해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Polysilazane을 1600
o
C, 질소 분위기로 열처리하였다. Fig. 1

은 Polysilazane 단독으로 1600
o
C로 열처리한 XRD 분석

결과이고, Fig. 2는 SEM 분석결과이다. 질소 분위기에서

열분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i3N4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모두 SiC로 변환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형성된 SiC 입자 의 크기는 100 nm 이하로 매우 작았다. 

Fig. 1. XRD pattern of the polysilazane specimen heat treated

at 1600
o
C in N2 atmosphere.

Fig. 2. Nano SiC micrograph by heat treated at 1600
o
C in N2

atmosphere.

Fig. 3. TGA analysis of the polysilazane specimen heat treated

at 1600
o
C in N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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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후 시편 내부에 잔류한 Polysilazane의 양을 알

아보기 위하여 열중량 분석을 하였다. Fig. 3은 Polysilzane

을 N2 분위기로 1350
o
C 열중량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보

면 Polysilazane은 200
o
C, 500

o
C, 800

o
C 온도 부근에서 급

격한 중량 손실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으며, 200
o
C 부근

에서는 가교 반응과 함께 가스가 발생하고, 일차적인 열

분해는 400
o
C 부근이서 일어나며 추가적으로 800

o
C 부근

에서 CH4 가스가 발생하면서 분해가 완료된다. 또한 질화

온도대인 1350
o
C에서의 중량 손실은 약 22%임을 알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질화온도대인 1350
o
C에서의 Polysilazane

의 잔량은 약 78% 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3.2. 반응소결 실험

Fig. 4는 소결조제(Y2O3, Al2O3)와 질화촉매(Fe(No3)3·9H2O)

가 첨가된 고분자/충진재 혼합분말을 성형한 후 200로 경

화시킨 후에 드릴을 통해 가공한 사진이다. 일반적으로

Si만으로 성형을 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아 기계적인 가

공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Polysilazane을 경화시킨 시편의

경우 고분자의 가교반응으로 성형체의 강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성형체의 기계적 가공이 용이해 짐을 알 수 있

었다.

가교반응을 통해 경화된 시편은 1350
o
C 질소 분위기에

서 질화반응을 시행하였다. Fig. 5는 1350
o
C로 열처리 한

시편을 XRD를 통하여 상분석한 결과이다. 소결조제의 유

무와는 상관없이 미 반응된 Si 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상은 α-, β- Si3N4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Si은 질

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olysilazane을 단독으로 사용한 열분해에 대한 앞

선 연구 결과에서는 Polysilazane을 1350
o
C 이상의 온도에

서 질소 분위기로 열처리하였을 때에 SiC가 검출되었으

나 본 실험에서는 SiC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질화반응

을 통해 형성된 Si3N4가 Polysilazane의 시드 역할을 하여

Polysilazane이 모두 Si3N4로 변환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결조제 첨가시 질화된 α-Si3N4가 빠르게 β-Si3N4

로 상전이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

이 α→β 상변태
8,9)

 및 α'→β' 상변태
10,11)
는 액상이 존재하

는 경우 액상을 통한 용해-재석출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

므로 소결조제의 첨가가 액상을 형성하고 α→β 상변태를

촉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반응소결 후 재소결 실험

Si, Polysilazane이 혼합된 시편을 1350
o
C에서 질소 분위

기로 질화반응처리 한 후 재소결을 시행하였다. 

질화반응을 거친 시편과 재소결을 한 시편의 밀도와 수

축률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600
o
C 1 atm에서 소결한 시편의 경우 질량 감

소로 인한 밀도 감소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의 시편을 EDS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시편 내부에 탄소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고분자가 열분해하여 시드를 통해

Si3N4로 변하는 과정에서 고분자에 포함된 탄소가 잔류하

Fig. 4. The machining of green body is available after curing. Fig. 5. XRD patterns of the Si and polysilaznae with Fe

specimens (Si : PSZ = 7 : 3) heat treated 1350
o
C in N2

atmosphere : with(down) and without(up) additives.

Table 1. Result of Sintered Specimens(Si : PSZ = 7 : 3) Under

N2 Pressure

Sintering 

Temperature

(
o
C)

N2

Atmosphere

(atm)

Density(g/cm
3
) Weight Loss(%)

with 

additives

without

additives

with 

additives

without

additives

1350 1 2.26 2.26 +27.6 +25.1

1600 1 2.18 2.20 −5.39 −3.83

1800 10 2.70 2.03 +30.9 −9.76

1900 40 3.03 2.44 +32.3 +23.9

1950 80 3.16 2.41 +19.3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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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질화과정을 거친 Si3N4 시편에 탄소가 잔류하면, 시편의

소결 시 1438
o
C에서부터 1876

o
C 사이의 온도 구간에서는

아래의 식과 같이 SiC와 질소 가스로 분해
12)
된다고 J. Bill

이 보고하였다. 

Si3N4 + C→ 3SiC + N2 
12)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Si3N4의 열분해는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지만 고분자가 열분해 후 잔류하는 탄소

의 영향으로 1600
o
C에서 분해반응이 일어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1700
o
C 이상의 온도에서는 가압로를 사용하여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가압하여 소결하였다. 소결조제

(Y2O3, Al2O3)를 첨가한 시편은 1800
o
C 이상으로 소결 시

치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결조제

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은 1800
o
C 이상에서도 치밀화가 이

루어 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결조제가 Si3N4의 치밀화를 촉진하는 원인은 MgO
13)

,

Y2O3
14)

, Y2O3/Al2O3
15) 
와 같은 산화물은 Si3N4 표면에 존

재하는 SiO2와 반응하여 액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즉,

공융액상에 의한 액상 소결과정에 의해 치밀화가 촉진되

는 것이다. 

또한 18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로를 통해 20 atm 이

상의 질소 압력을 주어 소결할 때 급격한 밀도 증가를 보

여 1950
o
C 80 atm에서 밀도 3.16 g/cm

3
(상대밀도 97%)의

Si3N4를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위에서 제조한 재소결된 반응소결 Si3N4의 미세조

직을 알아보기 위해 SEM 분석을 하였다. Fig. 7는 1350
o
C

에서 반응소결한 Si3N4의 열분해를 막기 위해 α-Si3N4 분

말로 Bedding 처리 한 후 1800
o
C와 1900

o
C로 각각 질소

20 및 40 atm으로 가압 소결한 후의 시편 파단면 사진이

다. SEM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결 온도가 증가 할수

록 평균적으로 입자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800
o
C로 소결 한 시편에서는 주상형의 입자가 발견 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β-Si3N4의 입성장이 충분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으며, 1900
o
C로 소결한 시편은 주상형의 길쭉

한 β-Si3N4의 입성장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질화 된 시편을 1950
o
C로 소결한 후 미세조직 및 균열

Fig. 6. EDS analysis of the Si and polysilazane specimen heat

treated at 1600
o
C in N2 atmosphere. 

Fig. 7. Fracture surface of the specimens by sintered at 1800
o
C

and 1900
o
C in 40 atm N2 pressed : (a) Si : PSZ = 7 : 3

(with additives) heat treated at 1800
o
C and (b) Si : PSZ

= 7 : 3 (with additives) heat treated at 19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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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관찰하기 위하여 정밀 연마 한 후 Vickers 경도계

로 균열을 생성하여 균열 경로를 SEM으로 관찰하였다.

Fig. 8은 Si, Polysilazane, 소결조제를 첨가한 시편을 1950
o
C

질소 80 atm으로 가압 소결한 후의 미세조직 사진으로 전

형적인 β-Si3N4의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9은 동일

한 시편을 Vickers 경도계로 균열을 생성하여 균열 경로

를 관찰한 사진이다. 이를 보면 균열경로가 ß-Si3N4의 입

자를 통과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산화물을 첨

가한 Si3N4의 소결체의 경우 입계의 유리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입계 파괴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조한 질화과정을 거친 시편의 경우에는 입

내파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반응소결 과정에서 Si가

직접 질화되므로 형성된 Si3N4 입자의 표면에 산화물이

적게 형성되고 Si3N4 입계에 존재하는 유리상의 SiO2 함

량이 낮아 입계의 유리상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균열이 입

자를 통과하는 입내 파괴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규소 고분자 전구체와 Si을 시작 물질로 사용하여 Si3N4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Polysilazane이 첨가 된 시편은 첨

가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폴리머 경화 후 상대적으로 기

계적 가공이 쉬움을 알 수 있었다. 

고분자/충진재 혼합분말에 질화촉매를 Fe(No3)3·9H2O 형

태로 첨가하여 1350
o
C, 질소 분위기에서 Si의 질화시켰으

며 질화반응 후에는 잔류 Si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소

결 조제를 혼합할 경우 액상이 형성되어 α→β 변태가 촉

진되었다.

이후 반응소결된 Si3N4를 후 소결하였다. 이때 소결조

제(Y2O3, Al2O3)의 첨가로 소결 밀도를 상승 시킬 수 있

었다. 1800
o
C 20 atm 이상에서 급격한 밀도 증가를 나타

내어, 소결조제를 첨가한 시편은 1950
o
C, 80 atm으로 소

결시 상대밀도 97%로 소결조제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의

상대밀도 7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의 소결체를 얻

을 수 있었다.

균열의 경로를 살펴 본 결과 균열이 입자를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입계내의 SiO2 함량이 낮아 입

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여 균열이 입자를 통과한 것

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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