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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gel-casting, the silicon-polymer green bodies were prepared for silicon nitride ceramics, sintered by microwave gas phase
reaction. Considering the viscosity and the idle time of slurries, we decided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related processes, and the
optimum concentrations of raw materials powders, organic monomers, cross-linker, dispersant, initiator, and catalyst. So we could get
the machinable green bodies, having about 50 MPa of bending strength without cracks by selecting drying conditions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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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라믹 재료는 전자, 자동차, 방위산업 등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새로운 성형방법인 gel-

casting은 기존 성형공정, 즉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이나

압출성형(extrusion molding) 등으로는 어려웠던 복잡한 모

양, 낮은 성형체 강도, 후가공의 어려움, 그리고 성형밀도의

불균일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1)

 Gel-casting

은 O.O. Omatete에 의해 처음 제안된 성형방법으로, 용매에

용해된 단량체용액에 세라믹 분말을 분산시켜 흐름성이

좋은 슬러리를 몰드에 부어 성형한 후, 고분자중합에 의

하여 겔화시켜 성형체를 건조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복잡한

또는 정밀한 형상의 성형이 가능하고, 건조된 성형체는

기계적 가공이 가능할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지만, 가

압성형법에 비해 성형밀도가 낮은 것이 단점이다.
2)

또한 질화규소(Si3N4)는 다른 세라믹 재료에 비하여 고

온강도, 내산화성, 내부식성, 크립 저항성, 열충격성이 우수

하기 때문에 기계부품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질화규소를 제조하는 여러 가지 방법중 기상

반응결합법은 금속 실리콘(Si) 성형체를 질소와 반응시켜

질화규소를 만드는 방법으로, 원료분말의 가격이 저렴하여

제품의 저코스트화가 기대되며, 질화반응시 부피팽창이

성형체의 소결시 발생되는 수축 현상과 상쇄되므로 near-

net-shape 소결체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소결체에 잔존하는

기공으로 인해 기계적 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3)

 그

러나 열원으로서 기존의 흑연저항가열로(Graphite Resistance

Furnace)를 대신하여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면 반응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시작되어 제조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가열되는 시편의 내부온도가 외부온도

보다 높으므로 내부가 먼저 질화반응이 일어나고, 이 반응

이 외부 표면으로 이동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부로부터 외부로 질화반응의 진행이 기공의 소멸을

촉진하여 전체 기공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el-casting법에 의해 금속 실리

콘분말의 성형체로 만들고, 이를 마이크로파 기상반응소

결법에 의해 질화규소 소결체를 제조하여, gel-casting의 낮은

성형밀도를 기상반응소결의 부피팽창으로 상쇄시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으며, 본편에서는 gel-casting에 의한 성형체

제조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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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본 연구의 전체 공정에 관한 흐름도를 Fig. 1에 수록하

였으며, 본편에서는 성형체의 제조까지 다루고자 한다.

2.1. 원료분말

본 연구에서는 질화반응을 이용하여 질화규소 소결체를

제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원료로 실리콘 분말을 사용

하였으며 순도, 입경, 비표면적 등의 분말특성 및 향후 상

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비교적 저가의 제품인

스웨덴 Permascand사의 Silicomill 2F-P를 선택하였다. 또

한 질화규소 소결시 소결조제로 사용한 알루미나(Al2O3)

와 이트리아(Y2O3) 분말은 주원료보다 입경이 작은 일본

Sumitomo사의 AKP-50, 독일 H.C. Starck사의 Grade C을

각각 선택하였다. Table 1에는 이들 제조사에서 제공한 원

료분말 특성과 본실험에서 사용된 조성비를 나타내었다.

또한 Fig. 2에는 주원료로 쓰인 실리콘 분말에 대하여

Laser Scattering Method(Fritsch사, Analysette 22)에 의한

입도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평균 입자의 지름이 4.2 µm

이고 표준편차가 1.58로 비교적 좁은 입도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2.2. 슬러리 및 성형체의 제조 및 특성 측정

Fig. 1에서 보듯이 유기단량체(monomer)로는 acrylamide

(AM, Aldrich; 97%)와 성형체에 강도를 주기 위한 가교

제(cross-linker)로는 N,N’-methylenebisacrylamide(MBAM,

Aldrich; 99+%)를 용매(solvent)인 탈이온수(deionized water)에

용해시켜 예비혼합 용액(premixed solution)을 만들었다. 이

용액에 원료분말과 분산제(dispersant)로 쓰인 polymethacrylic

acid, ammonium salt(PMAA, Davan C, Vanderbilt Co.)를

첨가, 교반하여 혼합한 후, 12시간 ball-milling하여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이 슬러리에 고분자 중합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개시제(initiator)로 ammonium persulfate((NH4)2S2O8, Aldrich;

98%)와 촉매제(catalyst)인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

(TEMED, Aldrich; 98%)을 첨가하여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

합한 후, 제조된 슬러리내의 기포를 진공펌프로 제거하였으

며, 이때 용매의 과잉증발을 막기 위하여 이들 모든 작업을

냉온조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슬러리를 60 × 60 mm 크기의

알루미늄 금속몰드에 부어 겔화시켰으며, 이를 건조시킬

때에는 표면의 급속건조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Fig. 1. Processing flowchart for silicon nitride ceramics.

Table 1. Characteristics of Raw Material Powders and Composition of Specimens

Raw materials Purity (%) Mean diameter(µm) Specific sur- face area(m
2
/g) Composition (wt%) Remarks

Si > 98.0 4.0 6.0 92 main powder

α-Al2O3 99.99 0.2 9.1 2 sintering agent

Y2O3 99.9 0.4 13 6 sintering agent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ilicon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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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의 습도를 유지하여 일정시간 유지시켰으며, 이어서 70%

의 습도로 변경하여 완전 건조시켜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한편 슬러리의 점도는 상온에서 B형 점도계(Brookfield,

DV-II+, USA)를 이용하여 전단속도(shear rate) 2.5 S
−1
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건조과정이 완료된 성형체의 기계적 강

도를 알기위해 상온에서 만능시험기(Instron No. 4206)를

사용하여 4점 꺾임강도(4-point bending strength)를 측정하

였으며, 이때 상부 span이 20 mm, 하부 span이 40 mm, cross

head 속도를 0.5 mm/min로 하였다. 꺾임강도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

여기서 P = load(N), L = outer span(m), l = inner span(m),

w = specimen width(m), t = specimen thickness(m), S =

flexural strength(Pa)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3.1. 고분자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배합비율 결정

본 연구에서는 성형성, 경제성, 환경친화성을 고려하여

수계(aqueous) 용매를 사용하는 acrylamide계의 유기단량

체(acrylamide) 및 가교제(N,N’-methylenebisacrylamide) 총

량을 예비실험을 통하여 15 vol%로 결정하였으며, 이들

재료의 혼합비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행하였다. Fig. 3은

탈이온수를 85 vol%로 고정시키고, 유기단량체와 가교제의

혼합비율을 12 : 1에서 48 : 1까지 변화시킨 용액의 상온에서

의 점도변화를 나타냈으며, 가교제의 함량이 높을수록 기계

적 강도가 증가하므로,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직전인 24 : 1

을 최적치로 결정하였다.

또한 개시제로는 potassium persulfate(K2S2O8)와 amnonium

persulfate((NH4)2S2O8)를 사용하여 예비실험을 행한 결과, 효

과가 큰 ammonium persulfate를 선택하였다. 이는 free radical

을 형성한 유기단량체 acrylamide가 개시제인 amnonium

persulfate에 의하여 free radical 반응을 시작하여 연속적으

로 liner-linking을 형성하며 중합체를 만든다는 결과를 따

른 것이다.
5)

그리고 상온에서 겔화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매제

와의 비율을 변경하여 용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겔(gel)상

태로 되는데 필요한 겔화시간(idle time)을 측정한 결과를

Fig. 4에 수록하였다. 겔화시간은 개시제와 촉매제를 첨가

한 후 고분자중합이 완료되어 겔을 형성하기까지의 시간

을 측정한 값으로, 겔형성은 육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

었다. Fig. 4에서 개시제 및 촉매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겔화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시제의 양이

0.3 g/l에서 0.5 g/l로 증가하면, 촉매 1 ml/l에서는 겔화시간

이 약 8분 정도 빨라지나 촉매의 양을 5 ml/l로 증가시키면

겔화시간은 약 4분 정도 빨라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중합시

촉매와 개시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중합을 할 수 있는 free

radical의 생성속도가 빨라져 C = C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유기단량체와 쉽게 결합하는 것이며, 촉매제의 양이 증가

할수록 활성화에너지가 낮아져 겔화시간이 짧아지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6)

3.2. 슬러리 제조 및 특성

Fig. 5은 분산제로 사용된 PAMM의 함량에 따른 슬러

리의 점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분산제의 함량이 증가할

S
3P L l–( )

4ωt
2

--------------------=

Fig. 3. Viscosity variation of premixed solutions with monomer

(AM)/cross-linker(MBAM) ratio.

Fig. 4. Idle time variation of premixed solutions with catalyst

concentrations, given three initiato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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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점도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세라믹분말

표면에 분산제인 고분자물질이 포화되어 분말입자간의 브

리징(bridging) 현상에 의한 응집효과가 커져 점도가 증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7)

 또한 분산제의 양이 0.6에서 1 wt%

영역에서는 비슷한 점도를 나타내는데, 이 영역에서는 분

산제가 분말표면에서 충분히 흡착이 이루어져, 분산제 함

량에 크게 의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6에는 45 vol%의 세라믹 분말에 0.6 wt%의 분산제를

혼합하여 얻은 슬러리의 개시제 및 촉매제의 양에 따른

겔화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라믹분말 표면에

분포되어 있는 분산제와 유기단량체의 화학적 상호작용

으로 인하여 Fig. 4에서 보다 빠른 겔화시간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Fig. 7에서는 유기단량체용액의 겔화시 발열반응인 라

디칼중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급격한 점도증

가와 온도증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기단량체가

일차적으로는 분자량이 낮은 중합체를 형성하지만, 겔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속현상

(autoacceleration)으로 인하여 갑자기 분자량이 커지면서

점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5)

 또한 이는 같은 종류의

유기단량체를 사용하여 겔화시 일어나는 열량변화를 분

석한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반응

의 진행 및 종결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아 슬러리내의

변화가 거의 일어날 수 없어, 알루미나 분말을 이상적으로

분산시키면 균일한 미세구조를 갖는 성형체를 얻을 수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
8)

또한 Fig. 8은 두가지의 분산제 함량에 대하여 세라믹

분말의 함량에 따른 슬러리의 점도 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세라믹 분말함량이 40 vol%에서는 978 mPaS의 점도를 나

타내었으며, 50 vol%에서는 3,924 mPaS의 점도를 나타낸

것과 같이, 세라믹 분말함량 증가에 따라 점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함량이 높을수록 점도 증가폭이 커지고 있음을

Fig. 5. Viscosity variation of mixed slurries with dispersant

concentrations at solid loading of 45 vol%.

Fig. 6. Idle time variation of mixed slurries with initiator concen-

trations, given three catalyst levels.

Fig. 7. Temperature/Viscosity variation of premixed solutions with

processing time after adding initiator(0.4 g/l) and catalyst

(5 ml/l).

Fig. 8. Viscosity variation of mixed slurries with solid loading

at two different dispersant levels of 0.4 and 0.6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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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데, 이는 질화규소를 원료분말로 사용한 연구결과

와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9)

 또한 분산제의 함량이 낮은 경

우에는 Fig. 5에서와 같이 브리징 효과가 적어 점도가 낮

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슬러리의 점도

변화와 성형체의 밀도를 고려하여 45 vol%의 분말함량과

0.6 wt%의 분산제 함량을 선택하였다.

Fig. 9는 건조공정중 예비혼합용액으로 제조한 겔체의

수축율과 무게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겔체는 400시간

건조 후에 71.2%의 무게감소율과 39.7%의 수축율을 보였

는데, 이는 유기단량체 용액 제조시 함유된 수분함유량이

85%와 비교하면 아직도 완전한 건조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10(a)는 원료분말을 함유한 겔체의 건조공정을 Fig. 9

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였을 때의 수축율과 무게변

화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98%의 습도를 유지하여 300시간

건조 후 6.5%의 수축율과 16.7%의 무게감소율을 보였다.

이후 습도를 70%로 낮추고 400시간까지 건조시에는 6.7%의

수축율과 24.3%의 무게감소율을 보임으로써 슬러리 제조시

함유된 수분함유량인 26.3%와 근사한 값을 나타내어 충분

한 건조는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Fig. 10(b)는

Fig. 10(a)와 다른 조건으로 건조를 시켰을 때 결과를 보인

것으로, 초기에 98%의 습도를 유지하여 96시간 건조시켰을

때 2%의 수축율과 4%의 무게감소율을 보였으며, 이후 습

도를 70%로 낮추고 300시간까지 건조시에는 9.1%의 수

축율과 26.1%의 무게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Fig. 10(a)와

(b)의 비교시 200시간에서는 약 1%의 수축율 증가와 약

7%의 무게감소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성형체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건조시간을 최대로

단축시킨 Fig. 10(b)의 건조조건을 선택하였다.

Fig. 11은 건조된 성형체의 4점 꺾임강도를 측정한 것

으로, 세라믹분말의 함량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유기단

량체의 함량이 낮아져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유기단량체의 함량이 증가하면 보다 단단한 성형체를

이루지만, 유기단량체의 함량이 높으면 다음공정인 소결

공정에서 보다 큰 수축율을 가지며, 질화규소의 함량이 낮

아지게 된다. 그러나 gel-casting에 의한 성형체에서 세라믹

분말 함량이 높으면 소결 후에 밀도가 높아지고 수축률과

수분 흡수율이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10)

또한 성형체중 유기단량체는 소성과정에서 분해되므로

Fig. 9. Residual weight/Shrinkage variation of premixed solutions

during drying process under given humidity condition

schedule.

Fig. 10. Residual weight/Shrinkage variation of mixed slurries during drying process under given two different humidity control conditions

(a) same condition of Fig. 9, and (b) faster condition than (a).

Fig. 11. Bending strength variation of dried gels with solid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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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분말의 함량을 성형밀도, 유기단량체의 함량을 기

공율이라 볼 수 있으며, 높은 소성밀도의 질화규소를 얻기

위해서는 질화반응 및 소성 조건에 맞는 분말함량을 선

택하여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acrylamide계 유기단량체의 중합반응을 이용한

실리콘 금속분말의 gel-casting 공정제어에 관한 연구로,

기상반응에 의한 질화규소 소결에 필요한 성형체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유기물 조성이 슬러리의 점도와 겔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유기단량체(acrylamide)

와 가교제(N,N'-methylenebisacrylamide)의 비는 24 : 1, 유기물

함량 15 vol%, 원료분말 함량 45 vol%, 분산제(Davan C)

0.6 wt%를 첨가하여 유동성이 좋으며, 안정된 슬러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개시제(amnonium persulfate) 0.3 g/l와 촉매제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 1 ml/l를 첨가하여 8분

정도의 겔화시간을 얻었다. 또한 여러 가지 건조조건을

변경하여 균열이 없는 50 MPa 전후의 4점 꺾음 강도를 갖

는 성형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기계적 후가공이 충

분히 가능하며 기상반응에 의한 질화규소 소결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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