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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apatite 분위기 소결을 통한 지르코니아 표면 경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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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crease the mechanical property of zirconia, we have investigated the phase change and the resulting hardness

of zirconia ceramics by hydroxyapatite (HA) powder bed sintering. It was observed using X-ray diffraction that the cubic

zirconia phase, which has a higher hardness value than that of the tetragonal phase, was obtained at the surface of 3 mol%

Y2O3 doped tetragonal zirconia polycrystal (3Y-TZP) ceramics during the sintering process; in our experimental conditions, the

phase change at the surface increased as the sintering time increased. We believe that the observed crystalline phase change

originated from the decomposition of HA and the diffusion of CaO, as follows. CaO, which was derived from the

decomposition of HA at high temperature (1400 oC), diffused into the surface of 3Y-TZP and acted as a stabilizer. As a result,

the Vickers hardness value of the treated specimen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non-treated specimen due to the formation of

the cubic phase on the surface of 3Y-T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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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 재료는 내열성, 내식성, 내마모성이 뛰어나며,

기계적 강도 및 경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적

용되어왔다. 그러나 세라믹스의 고유한 특성인 취성파괴

는 기계-구조재료의 적용에 큰 걸림돌로, 이런 취성파괴

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세라믹스의 취성파괴를 보완한 대표적인 물질로는 안

정화제가 첨가된 부분 안정화 지르코니아가 있다. 순수

한 지르코니아는 고온에서 입방정을 가지며, 냉각 중 입

방정에서 정방정으로, 그리고 약 1100 oC에서 정방정에

서 단사정으로 3~5 %의 부피 팽창을 수반한 마르텐사이

트 상전이가 일어나, 응력에 의한 구조적 파괴가 일어

난다.1) 이러한 부피팽창을 피하기 위하여 열처리 온도제

어와 안정화제의 양을 조절하여 정방정상이 일부 존재하

는 부분 안정화 지르코니아(Partially Stabilized Zirconia,

PSZ)가 개발되었다. 단사정 모체에 정방정상이 소량 존

재하는 부분안정화 지르코니아에 외부응력이 가해지면, 상

온에서 준안정상인 정방정상이 균열선단의 응력을 흡수하

여 단사정상으로 전이하는 응력유기상전이(stress induced

phase transformation)가 발생하며, 이러한 상전이는 부피

팽창을 수반함으로 균열전파 에너지를 흡수하여 균열의

진행을 막아 결과적으로 파괴인성을 증가시킨다.1-6) 일반

적으로 Y2O3가 3 mol% 첨가된 지르코니아(Yittria D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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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gonal Zirconia Polycrystal, Y-TZP)가 역학 특성이

우수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7-8) 

안정화제를 과량 첨가할 경우, 부분 안정화 지르코니아

를 형성하지 않고 완전 안정화 지르코니아(Fully Stabilized

Zirconia)를 형성하며, 완전 안정화 지르코니아는 상온에

서도 고온상인 입방정상을 유지한다.1-6) 이렇게 형성된 완

전 안정화 지르코니아는 뛰어난 내마모성을 보이기 때

문에 직물, 종이 또는 필름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천공

기 또는 슬리터(slitter)나이프와 같은 절삭 공구로 사용

되고 있다.9,10) 그러나, 부분 안정화 지르코니아와 같은

인성증가 기구가 없기 때문에 취성파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강도와 인성이 우수한 3Y-TZP 성형체

표면에 안정화제의 한 종류인 CaO를 소결 중 확산 침

투시켜, 인성이 우수하면서도 표면 내마모성이 우수한 지

르코니아를 제조하였다. CaO를 지르코니아 성형체에 확

산 침투시키기 위하여 Hydroxy-Apatite(HA, Ca10(PO4)6
(OH)2)의 고온 분해 거동을 활용하였다. HA는 1400 oC

이상의 고온에서 CaO와 TCP(Tri-Calcium Phosphate,

Ca3(PO4)2)로 분해되므로,11) HA 분말 분위기속에 3Y-

TZP 성형체를 넣고 1400 oC에서 소결하고, 소결 시간에

따른 표면층의 두께 변화 및 그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3 mol% Y2O3가 첨가된 ZrO2 분말(TZ-

3Y, Tosoh, Japan)과, HA 분말(Alfa Aesar Co., USA)

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TZ-3Y는 상온에서 정방정상을 가

지고 있다. TZ-3Y 분말을 일축 프레스를 이용하여 성형

체로 제조하고, 냉간 등방압 가압법(Cold Isostatic Press,

CIP)을 이용하여 성형체의 밀도를 높였다. CIP 완료된 지

르코니아 성형체를 HA 분말 속에 넣고 지르코니아 소

결온도인 1400 oC까지 5 oC/min으로 승온한 후, 1시간, 2

시간, 8시간 동안 소결하여 3가지 시편 H1, H2, H8를 각

각 준비하였다(Fig. 1). 또한, 분위기 분말 없이 1400 oC

에서 2시간 소결한 비교 시편(N2)도 준비하였다. 

준비된 소결체 시편의 결정상은 고분해능 엑스선 회절

분석기(High Resolution X-ray diffraction, HR-XRD,

X’pert MRD diffractometer, Philips, Netherlands)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르코니아 소결체 시편의 표면부와

내부의 결정상 확인을 위하여, 일축 가압 성형 방향으로

소결체를 절단, 경면 가공을 하고 1450 oC에서 10분 동

안 열 식각(Thermal Etching)을 진행하였다. 열 식각된 시

편의 단면에 스퍼터를 이용하여 백금 코팅을 하고 전계

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
tron Microscopy, FE-SEM, S-4300SE, Hitachi, Japan)

을 이용하여 표면에 형성된 입방정(Cubic)상의 두께를 확

인하였다. 

제작된 시편들의 경도는 비커스 경도계(Hardness Testing

Machine, HM-124, Akashi, Japan)를 이용하여, 각 소결

조건 별 시료 2개씩, 각 시료 별 서로 다른 5 부분을 측

정하고 그 평균을 나타내었다.

Fig. 1. The schematics of th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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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2에 소결 시간과 소결 분위기를 각기 달리한 지

르코니아 시편들의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내었다. HA 분

위기 분말 내에서 소결된 시편의 회절 패턴은 HA 없

이 소결한 시편과 매우 다른 결정상을 나타내고 있다.

HA 없이 소결한 N2 시편의 경우에는 Fig. 2(b)에서 알

수 있듯이 약 34.5o와 35.2o부근에서 정방정상의 (200)면

과 (100)면의 회절이 관찰되었지만, HA 분말 안에서 소

결된 H1과 H2 시편의 X선 회절 패턴에서는 입방정의

(200)면의 회절만 관찰되었다. 1시간 소결한 시편은 순

수한 입방정 회절을 나타내었지만, 2, 8시간 소결한 시

편은 입방정과 CaZrO3상을 나타내었다. 입방정 지르코니

아 외에 Ca확산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상은 JCPDS 카

드와 비교한 결과 CaZrO3상으로 확인되었다(JCPDS 76-

2410). 8시간 소결한 시편은 2시간 소결한 시편에 비해,

높아진 CaZrO3상의 회절 피크 intensity로부터 CaZrO3양

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XRD는

시편의 표면(5~10 µm)에 존재하는 결정상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으로 HA에 의한 지르코니아 표면의 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12)

HA는 1400 oC 이상에서 식 1과 같이 분해된다고 알

려져 있다.11) 

Ca10(PO4)6(OH)2→ 3Ca3(PO4)2 + CaO(s) + H2O(g)  (1)

식 1)에서 생성된 CaO가 소결 온도인 1400 oC에서 정

방정 지르코니아 성형체로 확산되어 입방정 지르코니아

가 표면에 형성되었으며, 소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양의 HA가 분해되어 생긴 CaO가 더욱 확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CaZrO3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

히, 지르코니아 소결체의 내부의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

하여, 소결체 시편의 표면을 사포로 연마하여 1 mm 정

Fig. 2. (a), (b) XRD patterns of H1, H2, H8 and N2. (c), (d) XRD
patterns of H2 at core & shell.

Fig. 3. Cross sectional SEM images of (a) N2, (b) H1, (c) H2, and (d) H8 after thermal etching. Inset in (b) is the magnified SEM image.



680 최민근·임지호·공규환·정대용·이원주·이용호·공영민

도 제거 한 뒤 XRD 측정하였다. Fig. 2(c), (d) 에는

1400 oC에서 2시간 동안 HA 분위기 분말내에서 소결한

시편(H2)의 Core와 Shell의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내었

다. H2 시편의 Core부에서는 CaO의 확산 없이 정방정

결정상이 확인되었고, 이는 분위기 분말 없이 소결한 N2

시편의 XRD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H2시편의 표면부

Shell에서는 입방정상이 나타났다. 

HA 분해에 의해 형성된 CaO의 확산으로, 지르코니아

소결체의 표면부에 생성된 입방정 층을 관찰하기 위하

여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였다. 앞서의 실험 방법에

서 언급한대로 정방정상으로 이루어진 Core부와 입방정

상으로 이루어진 Shell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

형 시편의 일축가압 방향으로 소결체를 절단하고 그 단

면을 경면 연마한 뒤 1450 oC에서 10분 동안 열 식각

후 SEM으로 단면을 관찰하였다(Fig. 3). X선 회절 패

턴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SEM 사진에서 상대적으로 어

두운 부분 즉 표면이 입방정상이고, 밝은 부분이 정방

정상임을 알 수 있다. HA 없이 소결한 N2의 경우에는

X선 회절 패턴과 마찬가지로 표면에 입방정상을 형성하

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HA 분말 안에서 1

시간 동안 소결한 H1의 경우,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평

균적으로 70 µm 두께의 입방정 상(Core)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때, CaO의 확산이 표면에서 전체적으로 균일하

게 진행되지 않아, 확산 층의 모양이 나무뿌리 모양과

같은 모양을 띄고 있다. 이러한 나무뿌리 모양의 미세

구조는 CaO의 확산이 입계(Grain Boundary)를 통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13) 2시간

과 8시간 소결한 시편의 표면에 형성된 입방정 층의 두

께는 대략 130 µm로 나타냈는데, 8시간 동안 HA안에서

소결된 시편의 확산 층의 두께가 더 두껍지 않았다. Fig.

3(b)에서, CaO의 확산에 의해 형성된 입방정 grain이 정

방정 grain보다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CaO의 확산에 의해 표면 처리된 지르코니아의 경도를

비커스 경도계로 측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표면

이 정방정 지르코니아로 이루어진 N2 시편은 6.87 GPa

이라는 경도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략 13 GPa이라는 기

존 정방정 지르코니아의 경도 값보다 낮은 값이다.14) 13

GPa는 열간 등방압 가압법(Hot Isostatic Press, HIP)을

통하여 제조된 지르코니아 시편의 물성치로, 본 실험에

서 제작된 시편보다 높은 경도 값을 보인 것으로 판단

된다. HA없이 소결한 N2는 표면에 입방정상이 형성되

지 않았기 때문에 H1이나 H2의 시편보다는 낮은 경도

값을 보였고, 표면에 입방정상을 형성한 H1과 H2는 8.21

와 8.50 GPa이라는 비슷한 값의 경도를 보였다. 이 수

치는 정방정상과 마찬가지로 약 14 GPa이라는 기존 문

헌 값보다 낮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낮은 소결밀도 때

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된다.14) Fig. 3에서 H1 시편

이 H2 시편보다 얇은 두께(약 70 µm)의 입방정상을 형

성하였지만, 측정된 경도 값은 표면특성을 측정한 것이

므로 같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X선 회

절 패턴의 분석 결과에서 H2 시편에서 9.20 GPa(HIP 시

편 기준)의 낮은 경도를 갖는 CaZrO3 상이 검출 되어

(Fig. 2(a)) 시료의 경도도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나,15) 경

도 값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생성된 양

이 매우 미미하여 경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8의 경도 값은 비커스 경도계를 이용해 측

정 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형성된 CaZrO3 층에 큰 인

장응력이 형성되어 작은 충격에도 막이 부셔졌기 때문

이라고 추측된다. Table 2에 정방정, 입방정 지르코니아

와 CaZrO3의 격자 상수 값을 나타내었다.16-18) 기본적으

로 입방정상 지르코니아보다 정방정 지르코니아가 a축은

짧고 c축이 길지만, Table 2에서 그 값이 크게 약 0.05

Å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정방정과 입방정 사이에

형성된 응력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방정의 지르코니아와 CaZrO3상의 격자상수는 약 1 Å

이상 즉,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정방정의

지르코니아 모재에 형성된 CaZrO3 막에 의해 큰 인장

응력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인장응력은 비

커스 경도 측정 시 형성된 다이아몬드 모양의 압흔에 집

중이 되어, 압흔을 중심으로 표면의 균열을 유발했을 것

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Y-TZP 분말 성형체를 HA분말 분위

기에서 소결하여, 지르코니아 소결체 내부(core)의 정방

정 결정상과는 다른 입방정 결정상을 표면부(shell)에 형

성시켰다. 이는 지르코니아 소결 온도에서 분위기 분말

인 HA가 분해되어 CaO가 형성되고, 이때 생긴 분해부

산물인 CaO가 3Y-TZP 성형체의 표면으로 확산 침투하

여 지르코니아 표면에 얇은 층의 입방정상을 형성시킨

Table 1. Vicker's Hardness of N 2, H 1, H 2, and H 8.

N 2 H 1 H 2 H 8

Hv 1301 1553 1609 -

GPa 6.87 8.21 8.50 -

Table 2. Lattice parameters of cubic, tetragonal zirconia and
CaZrO3.

16-18)

Tetragonal Zirconia Cubic Zirconia CaZrO3

a(Å) 5.102 5.125 4.003

b(Å) " " 3.997

c(Å) 5.174 "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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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렇게 표면에 입방정상을 형성시킨

지르코니아 소결체는, 정방정 지르코니아 소결체의 경도

보다 높은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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