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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ircon has excellent thermal, chem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but it is hard to make a dense sintered product

because of dissociation during the sintering proces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addition of SiO2 and Al2O3 affect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intered zircon, particularly in regards to reducing the thermal dissociation and improv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ZrSiO4. Zircon specimens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SiO2 and Al2O3 were prepared and sintered

to observe how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ZrSiO4 changed according to the differing amount of SiO2 and Al2O3. The ZrSiO4

that was used for the starting material was ground by ball mill to an average particle size of 3 µm. The SiO2 and Al2O3 that

was used for additives were ground to an average particle size of 3 µm and 0.5 µm, respectively. Adding SiO2 resulted in

transformation in the liquid phase at high temperatures, which had little effect on suppressing the thermal dissociation but

enhance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ZrSiO4. When Al2O3 was adde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ZrSiO4 decreased due to

the formation of pores and abnormal grains in the microstructure of the sintered zi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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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미립자로 분쇄분산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분쇄분산 매

체로서 비드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에는 세라믹, 금

속, 고분자, glass 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

서도 세라믹비드는 우수한 압축강도와 경도를 가져 분쇄

능력과 내마모성이 우수하다.1) 이러한 세라믹비드의 재료

로서 사용되는 지르코늄실리케이트(Zircon, ZrSiO4)는 우

수한 열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을 지닌 재료로서 그 소

결체는 내화재료, 전자기 재료 및 각종 이화학기기에 많

이 사용되며, 특히 고순도 ZrSiO4는 내마모성 구조재료

세라믹스로 응용되고 있다.2,3) 또한 ZrSiO4는 고온 특성

이 뛰어나고, 낮은 열팽창 계수(5.3 × 10−6/oC 25~1500oC),

낮은 열전도도 저항성이 다른 세라믹재료에 비하여 매

우 우수하고,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고온에서 발

생하는 열적 해리온도까지는 어떠한 구조적 전이가 발

생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런 온도 변화에 적용할 수 있

는 유용한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4,5)

그러나 ZrSiO4는 분말의 정제 및 미립화가 어렵고,

1550oC 이상에서 ZrO2와 SiO2로 해리가 발생되며, 해리

된 SiO2는 휘발되는 단점이 있다.6,7) 일반적인 ZrSiO4는

1550oC에서 해리가 발생되지만 입자크기가 작고 불순물

이 존재하는 ZrSiO4는 1100oC에서 해리가 발생됨과 동

시에 기계적 성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해

리현상을 억제하고, 치밀한 소결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소

결조제로서 MgO, TiO2, FeO3, ZnO를 첨가하는 연구가

선행되었으나, 첨가한 소결조제들은 열처리 할 때 ZrSiO4

의 해리를 더욱 촉진시키며, 기계적 성질은 증가되지 않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rSiO4의 열적 해리현상의 억제

와 소결 특성 및 경도 증가를 목적으로 SiO2, Al2O3를

첨가하여 시편을 제조하고, SiO2, Al2O3의 첨가량에 따

른 ZrSiO4의 소결 및 기계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원료인 ZrSiO4(Sand, Terio Co.,

Ltd, China)의 평균입도는 약 3 µm이며, 첨가제로 평균입

도가 3 µm인 SiO2(Silica, Saint Gobain Co., Ltd,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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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5, 7.5, 10, 12.5, 15wt%, 평균입도가 0.5 µm인 Al2O3

(AES-11, Sumitomo Co., Ltd, Japan)을 1, 3, 5, 7, 9wt%

를 첨가하였다.

ZrSiO4와 각각의 SiO2, Al2O3의 균일한 혼합 및 분쇄

를 위해 볼밀을 이용하여 72시간 분쇄 및 혼합 하였으

며, 분쇄 매체로 3Y-TZP 비드를 사용하였다. 분쇄 후 입

도분석기(LS230, Coulter, USA)를 이용하여 평균입자 크

기를 측정한 결과 모든 슬러리에서 1 µm 이하의 입도 분

포를 얻을 수 있었다.

분쇄 및 혼합이 완료된 슬러리는 건조기에서 70oC로 48

시간 건조한 뒤 각각의 시료를 건식 분쇄하고, 성형을 위

해 75 µm 이하로 체가름 하였다. 체가름 한 후 금속 원

형 몰드에서 30MPa의 압력으로 가압 성형 하였다. 성형

한 시편은 전기로에서 조성별로 각각 1,300oC~1500oC에서

3시간 소결하고 로냉하였다.

온도 및 첨가에 따른 ZrSiO4의 합성과 분해 및 새로

운 생성물에 대한 결정상 분석은 소결 시편의 표면을 X-

선 회절분석 장치(MRD System, Philips, Netherlan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편의 겉보기 밀도는 아르키메

데스 원리를 이용하여 비중측정기(MC1, Sartorius, Japan)

로 측정하였으며,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 Micro Vickers

hardness tester(MX7164 alpha, Matusuzawa Co., Japan)

로 측정하였다.

소결시편의 온도에 따른 해리전도, 입자의 형상 및 소

결체 내부의 치밀함을 관찰하기 위해 소결체를 소결온

도보다 약 50oC낮은 온도에서 열 에칭 후 주사전자현미

경(S4200, Hitach Co., Japan)으로 소결체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전체적인 공정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ZrSiO4에 SiO2를 각각 0, 5, 7.5, 10, 12.5, 15wt% 첨

가한 시편의 소결 온도별 성분분석을 Fig. 2에 나타내었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

Fig. 2. XRD patterns of ZrSiO4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SiO2 sintered at temperatures of (a) 1300oC (b) 1350oC (c) 1400oC (d)

1450oC and (e) 15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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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D patterns of ZrSiO4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Al2O3 sintered at temperatures of (a) 1300oC (b) 1350oC (c) 1400oC (d)

1450oC and (e) 1500oC.

Fig. 4. SEM images of ZrSiO4 containing different amount of SiO2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s(× 3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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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iO2 첨가된 시편은 1300oC에서 cristobalite, 1400oC부

터 cristobalite, tetragonal ZrO2(이하 t-ZrO2), monoclinic

ZrO2(이하 m-ZrO2)상으로 상전이가 발생하였으며, 1450oC

에서 액상으로의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cristobalite 결

정성을 유지하여 ZrSiO4의 해리 억제에 큰 영향을 나타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ZrSiO4에 SiO2 7.5wt% 와 Al2O3를 각각 1, 3, 5, 7,

9wt% 첨가한 시편의 소결 온도별 성분 분석을 Fig. 3에

나타내었다. Al2O3를 첨가한 시편은 1300oC부터 결정질

SiO2인 cristobalite상이 관찰되었으며, 1450oC에서 첨가된

Al2O3와 해리된 SiO2가 반응하여 생성된 mullite상이 관

찰되었다. 그리고 1400oC부터 t-ZrO2, m-ZrO2 상이 관찰

되어 Al2O3의 첨가는 ZrO2의 해리 억제에는 큰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Al2O3의 첨가량이 적어

해리된 SiO2와 반응을 하여 알루미나 상이 관찰되지 않

았으며, 첨가된 Al2O3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mullite 상

의 피크 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ZrSiO4에 SiO2를 각각 0, 5, 7.5, 10, 12.5, 15wt% 첨

가한 시편의 미세구조 측정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SiO2를 첨가한 시편은 소결 온도가 증가할수록 치밀한 미

세구조를 나타내었으며, SiO2의 첨가량이 15wt%일 때 비

결정질 SiO2에 의해 ZrSiO4 고상소결의 진행과 기공의 발

생, 비정상 입자의 성장으로 인해 치밀한 미세구조를 나

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ZrSiO4의 해리를 억제하고, 결정

립계에 액상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ZrSiO4에 SiO2 7.5wt%와 Al2O3를 각각 1, 3, 5, 7,

9wt% 첨가한 시편의 미세구조를 Fig. 5에 나타내었다.

1300oC에서는 소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미세구

조를 통해 알 수 있으며, Al2O3의 첨가는 해리된 SiO2와

첨가된 Al2O3가 반응하여 mullite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도와 Al2O3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mullite와 기

공 및 비정상 결정립 생성이 증가하였다.

Fig. 6(a)는 ZrSiO4에 SiO2를 각각 0, 5, 7.5, 10, 12.5,

15wt% 첨가한 시편의 겉보기 밀도(이하 밀도)를 나타내

었다. SiO2를 첨가하지 않은 ZrSiO4의 밀도가 가장 높았

으며, 1450oC부근에서 ZrSiO4의 소결과 해리가 동시에 일

어나 이론밀도가 높은 zirconia가 생성되어 높은 밀도를 나

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1500oC부터 밀도의 감소는 낮은 밀

도를 나타내는 결정질 SiO2의 생성이 증가하여 ZrSiO4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b)는 ZrSiO4에 SiO2

7.5wt%와 Al2O3를 각각 1, 3, 5, 7, 9wt% 첨가한 시편

의 소결 온도별 겉보기 밀도(이하 밀도)를 나타내었다.

Al2O3 첨가는 밀도의 감소 및 고온까지 밀도 변화를 계

속 가져왔다. Al2O3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ZrSiO4의 해

Fig. 5. SEM images of ZrSiO4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Al2O3 and 7.5wt% of SiO2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s(× 3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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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촉진시켜 mullite 생성을 촉진시켜 밀도가 감소하였다.

Fig. 7(a)는 ZrSiO4에 SiO2를 각각 0, 5, 7.5, 10, 12.5,

15wt% 첨가한 시편의 미세경도를 나타냈다. SiO2 7.5wt%

첨가시 다른 첨가량 보다 높은 미세경도를 나타내었다. 이

는 첨가된 SiO2가 액상으로 상전이 되어 zircon의 해리를

억제하고, 결정립계에 액상의 형성으로 치밀한 소결체가

제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b)는 ZrSiO4에 Al2O3를 각각 1,

3, 5, 7, 9wt% 첨가한 시편의 미세경도를 나타냈다. Al2O3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미세 경도를 나타내었다. 이

는 Al2O3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고온에서 소결이 이루어

져 1500oC에서는 1wt% 첨가된 시편의 미세경도가 가장

크고, 9wt% 첨가한 시편이 511 Hv의 가장 낮은 미세경

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Al2O3의 첨가량이 증가하여 소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공과 비정상 결정립이 생성 되

어 낮은 미세경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ZrSiO4에 SiO2, Al2O3 첨가량을 변화시

켜 시편을 제조한 후 ZrSiO4의 소결 특성 및 기계적 특

성을 비교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SiO2의

첨가는 저온 해리현상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7.5wt% 첨가한 시편의 경우 소결온도가 1450oC일때 가장

높은 기계적 강도를 보였으며, 15wt% 첨가한 시편의 경

우 ZrSiO4의 열해리 억제와 결정립 성장억제 효과가 상

대적으로 떨어져 ZrSiO4의 기계적 특성이 감소하는 경향

을보였다. Al2O3는 ZrSiO4의 해리와 mullite 생성을 촉진

시켰으며, 고온에서의 소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또한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기공과 비정상 결정립의 생성이 증가

하여 기계적 특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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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pparent density of ZrSiO4 containing (a) SiO2 and (b) 7.5wt% of SiO2 + Al2O3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s.

Fig. 7. Micro vickers hardness of ZrSiO4 containing (a) SiO2 and (b) 7.5wt% of SiO2 + Al2O3 sintered at various temperat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