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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고강도 반응소결 질화규소 제조 기술
(Fabrication of Low Cost Sintered Reaction Bonded Silicon Nitride with High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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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요

● 질화규소 : 고강도/고인성/내마모 특성이 타 소재와 비교하여 탁월하고 고온/고부하 등의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세라믹 소재

● 저가의 금속 실리콘 분말 및 다양한 소결조제들을 출발원료로 사용하여 반응소결 및 후소결 공정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질화규소 세라믹을 

    제조하는 기술

● 기술구성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기술개발 완료 시제품 이전 가능 기술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 금속이온 및 산소함유 최소화와 소결조제에 의한 고강도 고열

    전도 특성을 갖는 반응소결 질화규소 제조 기술 

● 고가의 질화규소 분말을 사용하는 기존의 소재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열적·기계적 특성 보유

● 아연도금 용 bush bearing

● CVD용 절연 bushing

● LCD/OLED 공정 Sputter 용 roller 

● 국방용 레이돔

● 질화규소 Compressor Seal 소재

● 강화 sintered RBSN 소재 소결조제 시스템 설계

● 고밀도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가스압 소결기술

● 대형기물 실리콘 성형체 제조 및 질화 기술

● 고강도/고열전도/고인성 질화규소 제조 기술

● 미세구조 제어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개비 우수성

구   분 현재 기술 기술의 우수성

원료분말소재
고가의 질화규소 분말

사용 (~$300/kg)
저가의 실리콘 분말 사용

($1~2/kg)

소결기술
고온 고압 소결

(소결후 수축 심함)
: ~ 15%

반응소결 및 후소결
(소결 수축 거의 없음)

:  1~2%

성형기술(bulk)
CIP/Slip Casting 
(수축률 고려)

소형기물에 적합

Near-net shaping 가능
복잡, 대형 기물에 적합

물성
곡강도:~1.0 GPa 

파괴인성: :~10 MPa·m1/2   
곡강도:1.2 GPa, 

파괴인성: :>10 MPa·m1/2

3 시장성 및 사업성

● 기술응용분야

   - 정밀기계, 철강, 비철금속, 광산업, 국방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고강도, 

     고인성, 내마모 파트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출력 전장 파트 기판 소재

   - 환경산업용 내마모 파트, 내식특성이 우수한 핫가스 튜브류

   - 화학정유산업용 대부분의 미케니칼 씰 특성 향상

● 기대효과

   - 저가 원료의 사용 및 near-net shape 제조관련 핵심 기술 확보 

     (2018년까지 절삭공구, 용탕처리부재, mechanical seal, 내마모 부품등 

      약 400억원의 시장 규모로 전망) 

   - 세라믹기판 소재 : 2018년까지 약 4,000억원 시장 규모 전망

● 기술이 적용되는 아이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