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eramic Society

Vol. 47, No. 2, pp.  157~162,  2010.

−157−

속 보DOI:10.4191/KCERS.2010.47.2.157

Effect of Starting SiC Particle Size on Nitridation and Strength of Silicon

Nitride-Bonded Silicon Carbide Ceramics

Young-Hoon Choi, Young-Wook Kim
†
, Sang-Kuk Woo*, and In-Sub Han*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Energy Materials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Daejeon 305-343, Korea

(Received December 16, 2009; Revised January 22, 2010; Accepted January 25, 2010)

출발 SiC 입자 크기가 Si3N4-Bonded SiC 세라믹스의 질화율과 강도에 미치는 영향

최영훈·김영욱†·우상국*·한인섭*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재료연구센터

(2009년 12월 16일 접수 ; 2010년 1월 22일 수정 ; 2010년 1월 25일 승인)

ABSTRACT

Effect of starting SiC particle size on nitridation rate and flexural strength of Si3N4-bonded-SiC (SNBSC) ceramics was investigated
by using SiC particles of different size (~200 µm, ~100 µm and ~45 µm). The specimen prepared from smaller SiC particles resulted
in higher nitridation rate after nitridation at 1450

o
C, owing to the lower packing density in green body. The flexural strength showed

maxima after 1-h nitridation for all specimens and then decreased with prolonged nitridation because of local densification-induced
pore coarsening. The specimen prepared from smaller SiC particles showed better flexural strength because of smaller pore size and
partly higher nitridation rate in the specimen. A maximal flexural strength of 29 MPa was obtained in the specimen with a density
of 2.04 g·cm

3
, which was prepared from 45 µm-SiC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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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질화규소 결합 탄화규소 (silicon nitride-bonded silicon

carbide, SNBSC) 세라믹스는 SiC 분말과 Si 분말의 혼합

성형체를 질소 분위기에서 열처리함으로써 3Si+2N2→

Si3N4 반응에 의하여 Si이 Si3N4로 변환되면서 SiC 입자

를 서로 잡아 줌으로서 제조된다. 이러한 공정으로 제조

되는 SNBSC는 제조공정 동안에 수축(shrinkage)이 거의

없어서 near-net-shaping이 가능하고, 공정온도가 1250
o
C-

1450
o
C로 비교적 낮고,

1,2)
 Si3N4에 비하여 저가인 Si 분말

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저가공정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공정으로 제조된 SNBSC 세

라믹스는 고온에서 점토결합 SiC 및 실리케이트 결합 SiC

보다 높은 강도를 가지며, 파괴인성, 열충격 저항성, 내산

화성 등의 특성이 우수하여 철강산업(iron and steel industry),

비철금속산업(nonferrous industry), 요 도구(kiln furniture),

화력발전(coal fired power plants) 등의 분야에 내화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고온가스필터로 응

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3-5)

Si의 질화반응에 대해서는 반응결합 질화규소 (reaction

bonded silicon nitride, RBSN)
6)

 및 반응결합 소결 질화규

소 (sintered reaction bonded silicon nitride, SRBSN)
7-9)

등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주요 결과는 Si 출발분말

의 입자크기가 커지면 Si 표면의 SiO2 함량 차이에 기인

하여 질화율이 높아지며,
7)

 일정 질소압에서 질화반응을

시킨 경우 초기 6시간 동안의 질화율은 질소 압력이 높

을수록 증가하였다.
6)

 또한 질화반응의 촉매로 Fe를 첨가

한 경우에는 질화가 촉진되었고,
10)

 SRBSN을 제조하기 위

해 촉매와 산화물 소결첨가제를 동시에 첨가한 경우에는

촉매와 소결첨가제 사이에 액상의 형성은 질화반응을 지

연시켰다.
10)

 

한편, Si 분말에 SiC의 첨가는 질화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며, SNBSC 세라믹스의 제조 시 질화반응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보고되어 있다. Xie 등의 보고에

의하면
11)

 1350
o
C에서 질화반응을 시킨 경우에 더 많은 양

의 SiC 첨가는 질화반응을 촉진하였으나, 1450
o
C에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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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반응을 시킨 경우에는 SiC 첨가의 효과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Li 등의
12)

 보고에 의하면 Si에 막대상(rod-shaped)

SiC를 첨가하게 되면 질화반응 시 밀도증가가 지연되며,

막대상 SiC 함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질화 시 질소압력이

0.1 MPa에서 1 MPa로 증가하면 질화율이 높아지고, 질소

압력이 1 MPa에서 10 MPa로 높아지면 질화율은 변화가

없으나 SiC 표면에 α-Si3N4 함량이 더 많이 형성되어 강

도가 증가하였다.

SNBSC의 기계적 강도에 대해서도 제한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데, SiC 함량이 50~95% 범위에서 SiC 함량이

증가할수록 SNBSC 세라믹스의 강도가 낮아지는 것이 보

고되었다.
3,13)

 또한, SNBSC의 강도는 성형공정에 의존성

이 보고되었는데, 사출성형보다는 일축가압성형 후에 냉

간등방성형(cold isostatic pressing) 공정으로 제조된 경우

에 같은 밀도에서 더 높은 강도가 얻어졌다.
14)

본 연구에서는 서브마이크론(submicron) SiC 분말에 비

하여 가격이 저렴한 조립 SiC 분말과 Si3N4 분말에 비하

여 가격이 저렴한 Si 분말을 출발원료로 사용하여 고온가

스필터용 소재로 응용이 가능한 SNBSC 소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SiC 분말의 함량을 60 wt%로 고정하고 SiC 분

말의 크기를 ~200 µm, ~100 µm 및 ~45 µm로 변화시켜

출발원료에서 SiC 분말의 크기가 SNBSC 세라믹스의 질

화율 및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출발원료로 평균 입자 크기 ~200µm, ~100 µm 및 ~45 µm

의 대립 SiC (Showa Denko K.K, Tokyo, Japan) 분말과

Si (~5 µm, Alfa Aesar, Johnson Matthey Company, USA)

분말을 사용하였고, 성형공정의 결합재로 polyethylene

glycol과 polyvinyl alcohol을 각각 5%와 2%씩 첨가하였다.

원료조합은 Table 1에서 보여주는데, 대립 SiC 분말과

Si분말의 함량을 각각 60 wt%와 40 wt%로 고정하였고, 대

립 SiC 분말의 입자 크기를 변화시켜 3가지 원료조합을

준비하였다. 출발원료 조합은 SiC볼과 폴리프로필렌 병을

사용하여, 증류수를 용매로 24시간 동안 볼밀링 함으로서

혼합하였다. 혼합 후에는 건조 공정을 거친 후, 35 mm×

8 mm×5 mm 크기의 직육면체 형태의 시편으로 상온에서

50 MPa의 압력으로 일축가압성형 하여, 각 배치 당 5개

씩 성형하였다. 그리고 성형한 시편은 무게와 질량의 측

정을 통해 성형 밀도를 계산하였다. 제조된 성형체는 흑

연 도가니에 적재하여 고온흑연로를 사용하여 질소 분위

기에서 400
o
C에서 30분 동안 유지하고, 1390

o
C에서 3시

간 동안 가열한 뒤 목표온도인 1450
o
C까지 가열하여 질

화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질화온도는 1450
o
C로 고정

하였고 시간은 0시간, 30분, 1시간, 3시간, 그리고 6시간

으로 변화시켜 질화반응 후 질화율과 반응 후 밀도를 측

정하였다. 질화율은 반응 전후의 무게측정을 통해 계산하

였으며, 반응 후 밀도는 무게와 치수측정을 통해 계산하

였다.

제조된 SNBSC 세라믹스의 결정상은 CuKα선을 사용하

여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XRD)을 수행하여 분

석하였고, 미세조직은 주사전자현미경(SEM, S-4300, Hitachi

Co.,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시편의 기계적 물성

은 꺾임강도 값을 측정하였는데, 만능시험기(Instron 4461,

Norwood Co., USA)를 사용하였고 30 mm span을 사용하

여 0.5 mm/min의 cross-head 속도로 3점 꺾임강도를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출발원료로 사용한 대립 SiC 분말의 SEM 사진을 Fig. 1

에서 보여준다. 모든 원료가 각진 입자 형상을 갖고 있었

고, 평균입자 크기가 ~200µm, ~100 µm 및 ~45 µm이었다.

Table 1. Sample Designation and Batch Composition of Silicon

Nitride-Bonded SiC Ceramics

Sample 

Designation

Composition (wt%)

RemarkSiC

(particle size)
Si*

 SNBSC-200
60

(~200 µm)
40

SiC #120, Showa Denko 
K.K, Tokyo, Japan

SNBSC-100
60

(~100 µm)
40

SiC #150, Showa Denko 
K.K, Tokyo, Japan

SNBSC-45
60

(~45 µm)
40

SiC #320, Showa Denko 
K.K, Tokyo, Japan

*~5 µm, Alfa Aesar, Johnson Matthey Co. Ltd., USA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starting SiC powders: (a)~200 µm, (b)~100 µm, and (c)~45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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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출발원료 중에서 ~45µm SiC 분말을 사용하여 1450
o
C

에서 질화 시간을 0.5~6시간 범위에서 변화시켜 제조한 시

편들의 XRD 회절분석 결과를 Fig. 2에서 보여준다. XRD

회절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1450
o
C에서 시간을 다양하게 변

화 시켜 제조 된 시편들은 대립 SiC 분말에 첨가된 Si 원

료가 질화반응을 거쳐 α- 및 β-Si3N4 상이 잘 형성 되었음

을 보여준다. 다른 시편들에서도 동일한 상이 얻어졌다. 

Fig. 3는 질화시간에 따른 질화율(%)의 변화를 보여준

다. 전체적으로 질화율은 질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질화율은 45 µm 입자를 사용한 경

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45 µm 입자를 사용한 경우에

1450
o
C에 도달했을 때, 이미 질화율이 92.8%에 도달하였

고, 1450
o
C에서 질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질화율이 점진

적으로 증가하여 1시간 질화 후에는 95.4%의 질화율을

나타냈고, 6시간 질화 후에는 96.5%의 질화율을 나타냈

다. 모든 시편들이 질화시간이 6시간일 때 최대 질화율을

나타냈지만, 1시간까지는 질화율의 증가 폭이 큰 반면 1

시간 이후부터는 질화율의 증가 속도가 둔화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일정 질화시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Si이

질화되어 질화속도가 둔화되고 시간이 질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대립인 ~200 µm

SiC 입자를 사용한 경우에 1450
o
C에 도달했을 때 질화율

이 83.7%에 불과하였고, 1시간 및 6시간 질화 후에 질화

율이 각각 89.7% 및 94.4%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조

대한 SiC 입자를 사용할수록 Si의 질화율이 낮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형밀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써 각 시편의 성형밀도는 200 µm, 100 µm 및 45 µm SiC

입자를 사용한 경우에 각각 1.86 g/cm
3
, 1.85 g/cm

3
 및

1.81 g/cm
3
이었다. 따라서 45 µm SiC를 사용한 경우에 가

장 높은 기공율이 얻어졌고, 이러한 기공을 통한 질소의

공급이 원활하여 가장 높은 질화율이 얻어졌다고 판단된

다.
15)

 한편, 질화율의 변화는 기공율 뿐만 아니라 불순물

의 함량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16,17)

 본 연구에서 Si 분말

의 경우 동일 원료분말이므로 불순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으나 입도가 다른 SiC 분말의 경우 불순물의 함량 차

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것이 질화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Heinrich 등에
17)

 따르면

Si 원료분말 크기 변화는 상대밀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고 기공크기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질화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기공크기 차이는 질화율

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1450
o
C에서 1시간 동안 질화시켰을 때 SiC 출

발원료의 입자크기 변화에 따른 미세구조 사진이다. 전체

Fig. 2. XRD spectra of SNBSC-45 specimens after nitridation

at 1450
o
C for various times.

Fig. 3. Effect of nitridation time on nitridation rate of SNBSC

specimens after nitridation at 1450
o
C in nitrogen.

Fig. 4. Effect of starting SiC particle size on microstructure of SNBSC ceramics after nitridation at 1450
o
C for 1 h in nitrogen: (a)

SNBSC-200, (b) SNBSC-100, and (c) SNBSC-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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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SiC 입자주변에 Si3N4 휘스커가 잘 형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고,
18)

 SiC 원료의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SiC입자 주변의 휘스커의 양이 많아짐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g. 3의 결과를 고려하면 질화율이 높아

질수록 SiC 입자 주변의 휘스커 형성도 촉진됨을 나타낸다.

한편 Fig. 5는 질화 시간에 따른 밀도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시편에서 질화시간이 증가할수록 제조된 시편의 밀

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200 µm, 100 µm 및 45 µm

SiC 입자를 사용한 경우에 1450
o
C에서 6시간 질화 후에

밀도는 각각 2.15 g/cm
3
, 2.14 g/cm

3
, 및 2.09 g/cm

3
이었고,

출발원료인 SiC 원료의 입자크기가 커질수록 질화 반응

후 밀도도 증가하였다. 이는 성형밀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질화 후에 얻어진 밀도는 성형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질화 과정 동안에 얻어진 밀도 증가는

200 µm, 100 µm 및 45 µm 입자의 경우에 각각 15.6%,

15.9% 및 15.3%로 거의 동일하였다. 이러한 밀도 증가는

주로 Si의 질화반응 (3Si+2N2→Si3N4)에 기인하는 것이

고, 부분적으로는 질화반응 동안에 일부 미반응 Si의 용

융에 기인하는 치밀화도 약간의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

다. 후자는 각 시편에서 약 0.1% 정도의 선수축율이 측

정된 것으로부터 뒷받침된다. 

Fig. 6은 ~45 µm SiC 분말을 출발 원료로 사용한 시편에

서 1450
o
C에서 질화시간의 변화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앞의 Fig. 4와 마찬가지로 SiC 입자 주변에 Si3N4

휘스커가 생성되었고 이러한 Si3N4 휘스커가 SiC 입자들에

결합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질화시간이 1시간일 때 SiC 입자 주변에 가장 균일하게

Si3N4 휘스커가 생성되었고 3시간과 6시간일 때에는 1시간

에 비해 상대적으로 휘스커의 길이가 성장하였고, 비교적

큰 SiC 입자들의 constrained network에 기인하여 시편 전체

적인 수축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분적인 치밀화가

진행되어 기공의 크기도 다소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다.

Fig. 7은 질화시간이 1450
o
C에서 제조된 시편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질화율과 마찬가지로 SiC 입

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강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고, ~45 µm SiC 분말을 사용하여 질화시간이 1시간

일 때 29 MPa로 가장 높은 강도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강도 값은 첨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시편에서 얻어

진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원료 혼합시 경제적인 이유

로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하였는데, Si의 경우 물과 반응

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며 산화되는 경향이 있고,
19)

 이

때 형성된 SiO2가 추후 고온 열처리 시 액상을 형성하거

나 Si2N2O상을 형성하여 결합강도 증진에 일부 기여하였

다고 판단된다.
3)

강도 값은 질화시간이 1시간일 때 최대 값을 나타냈고,

그 이후에는 질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 값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Fig. 6의 미세구조

Fig. 5. Effect of nitridation time on density of SNBSC

specimens after nitridation at 1450
o
C in nitrogen.

Fig. 6. Microstructure of SNBSC-45 specimens after nitridation at

1450
o
C for various times: (a) 30 min, (b) 1 h, (c) 3 h,

and (d) 6 h.

Fig. 7. Effect of nitridation time on flexural strength of SNBSC

specimens after nitridation at 14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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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보듯이 1시간 일 때 생성되는 Si3N4 휘스커의

크기와 분포가 가장 균일하였고 1시간 이후부터는 시편

내에서 부분치밀화가 진행되어 전체적인 치수 변화는 거

의 없지만 기공크기가 성장하여 강도가 낮아진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해석은 Fig. 8의 저배율 사진으로 뒷받침되

는데, 질화시간이 1시간에서 6시간으로 길어짐에 따라 시

편 내에서 기공의 크기가 증가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강도 값은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보고된

SNBSC 세라믹스의 강도에 비하여 낮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시편은 고온가스필터용으로 연

구된 것으로써 높은 기공율을 얻기 위해 낮은 밀도 영역

에서 제조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강도 값을 비교하

면 본 연구에서 얻어진 SNBSC 시편의 강도는 밀도가

2.04 g/cm
3
일 때 29 MPa인데 비하여 Yi 등이

5)
 보고한

SNBSC는 밀도가 2.61 g/cm
3
일 때 55 MPa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조된 SNBSC 시편의 강도는 최근에 보고된

self-bonded SiC 세라믹스의 강도(44 MPa)에 비하여
20)

 낮

지만, 공정온도가 대형 기물의 대량생산에 어려운 흑연로

를 사용해야만 하는 1750
o
C에서 SiC 또는 MoSi2 발열체

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1450
o
C로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흥미로운 결과는 200 µm SiC 분말을 사용한 경우에 가

장 높은 밀도가 얻어졌고, 45 µm SiC 분말을 사용한 경

우에 가장 낮은 밀도가 얻어졌지만, 꺾임강도는 그 반대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공질세라믹스에서는 기공율

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

고된 현상이다.
21-26)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미세한 SiC

입자를 사용하면 보다 조대한 SiC 입자를 사용할 때에 비

하여 그 기공율과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새로운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는 조대한 SiC 입자를 사용하게 되면

충진율이 높아져서 밀도는 높아지나 SiC 입자 사이의 기

공크기도 커지게 되며, 같은 기공율에서는 기공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강도가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27)

 본 연

구의 결과는 200 µm SiC 분말을 사용한 경우에 기공크기

가 45 µm SiC 분말을 사용한 경우보다 크므로 기공율 보

다는 기공크기에 의해 강도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

다. 물론 45 µm SiC 분말을 사용한 경우에 더 높은 질화

율이 얻어졌으므로 이에 기인하는 강도 증가도 조금은 있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SNBSC 세라믹스에서

SiC 입자 크기를 제어함으로써 기공율과 강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4. 결 론

규소 분말의 크기를 ~5 µm로 고정하고, SiC 분말의 크

기를 ~200 µm, ~100 µm 및 ~45 µm로 변화시켜 1450
o
C

에서 0~6시간 동안 질화 반응에 의해 질화규소 결합 탄

화규소 세라믹스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질화규소 결합 탄

화규소 세라믹스는 94.4~96.5% 범위의 질화율을 나타냈

고, 출발 SiC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더 높은 질화율을 나

타냈다. 이는 출발 SiC 입자가 작은 경우에 더 낮은 성형

밀도가 얻어져 시편 내부로 기공을 통한 질소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또한, 출발 SiC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낮은 밀도와

높은 강도가 얻어졌다. 이는 출발 SiC 입자의 크기가 작

을수록 기공크기가 더 작아져서 기공율 보다는 기공크기

가 강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모든 시편에서 질화

시간이 1시간일 때 가장 높은 강도값이 얻어졌고, 45 µm

SiC를 사용한 경우에 29 MPa의 최대 강도가 얻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질화규소 결합 탄화규소 세라믹스를

제조 시 SiC 입자의 크기를 제어함으로써 기공크기의 제

어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더 높은 질화율과 더 높은 강

도를 얻는 것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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