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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irconia is widely used for structural materials in machinery due to its superior properties, such as high strength, high hardness, and
high toughness. Zirconia generally has ivory or white color. Therefore many studies are performed for diversification of zirconia color,
in order to be widely uitilized for decoration and machine parts which need distincfive color. In this study, graphite is used to prevent
structural defect, to maintain superior properties, and to develop black color of zirconia by impregnation method. As specimen was
impregnated at 1600

o
C for 2 h, bending strength is 1221 MPa, density is 6.01 g/cm

3
, hardness is 10.1 GPa, absorption coefficient is

0%, transmittance is Fail, chromaticity is 54. The results indicate that black zirconia has enough properties to be adopted as mechanical
parts. Optimum impregnation time is 2 h for various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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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르코니아(zirconia, ZrO2)는 지르코늄 금속산화물로서

세라믹 중에서 강도와 인성이 가장 뛰어나다. ZrO2 중에

서 가장 널리 알려진 cubic-ZrO2는 다이아몬드와 모양이

비슷해서 보석으로 쓰인다. 지르코니아는 1975년 호주의

가비 등이 네이처지에 게재한 ‘세라믹 스틸’이라는 논문

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연구대상이 됐다. 이후 많은 분

야에서 연구 개발되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연구되어지고

있다.

지르코늄(zirconium)의 산화물인 지르코니아(zirconia,

ZrO2)와 규산염(silicate)인 지르콘(zircon, ZrSiO4)은 고온에

견디며, 우수한 내열성, 단열성 및 내식성이 알려져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글라스 용융용, 제철 제강용 내화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전기적 응용으로 산소센서 및 연

료전지, 광학적 응용으로 인공보석류, 기계적 응용으로 각

종 도검류(섬유 커터 등), 볼밀 등의 내마모 부품, 다이스

(dies) 등의 절삭공구 및 기계부품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바이오 세라믹(인공뼈, 치과용 세라믹, 임플란트)에

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1-10)

일반적으로 지르코니아의 색상은 상아색(ivory), 또는 투

광성을 갖는 흰색(white)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특수한

경우에 쓰이는 부품은 검정색이나 다른 색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예로 흰색의 원사를 사용하는 섬유방사 및 직물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내마모 및 내충격성을 갖는 노즐

(nozzle), 커터(cutter), 밸브시트(valve seat) 등에 적용 시

흰색의 원사와 부품이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도 지르코니아는 정밀구조의 반

도체칩이나 기타 칩부품을 인쇄회로상에 정위치시키는 진

공흡착노즐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SMD(surface

mount device) 장비에서 노즐의 형태에 대한 감지는 화상

인식장치를 통한 빛의 방사에 의하기 때문에 흑색도가 좋

아야 그 인식율과 정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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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의 확대가 기대되는 지르코니

아의 색상발현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물리 ·화학

적 코팅법에 의해 제품에 색상을 입히거나, 직접 고화도

의 무기안료를 지르코니아에 첨가함에 의해 다양한 색상

을 가지는 부품으로서의 제조 연구
11,12)
도 있었으나, 이 경

우 피복된 색상이 벗겨진다든지, 첨가된 무기안료 자체가

결함으로 작용하여 강도, 경도 등의 제특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산업 기계용 부품으로서의 활용에는 문제가 되

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

로서 함침/탄화 방법의 활용이 거론되어지고 있다. 성형

체에 함침제 또는 탄화제를 첨가하여 일정 조건에서 소

성을 행하면 흑색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

지만, 적절한 혼합 및 분산, 산화의 방지, 소결체의 기공

제어 등 많은 조건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특성의 발휘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조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

적으로 산업기계 부품으로서 활용 가능한 흑색의 지르코

니아를 제조하기 위해, 함침 조건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

화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출발원료

주원료인 지르코니아는 가수분해법에 의해 제조된 부

분안정화 지르코니아(KZ-3YF, Kyoritsu, Japan)를 사용하

였다. 이 후 이 분말을 spray dryer를 이용하여 과립화시

킨 후 유압프레스 장치를 이용하여 36.5×11.5 mm의 mold

로서 1.5 ton/cm
2
의 압력으로 성형체를 준비하였다. 

이 후 성형된 지르코니아를 침탄하기 전 1차 소성 공

정으로서 고온전기로를 이용하여 1450
o
C, 2시간 동안 소

성한 후 함침실험을 위한 시편을 준비하였다. Table. 1에

실험에 사용된 지르코니아 소결체의 특성을, Fig. 1에 미

세구조를 나타내었다. 소성된 지르코니아는 약 1.26%의

소성수축율을 나타내었고, 특성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밀도 약 99.3%, 꺾임강도 약 1290 MPa의 우수한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1의 미세구조에서도 치밀한 조

직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흑색을 발현시키기 위한 함침제로서 graphite를 이용하

여 함침 조건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Fig. 2와 Fig. 3의 결정상 분석과 SEM에

의한 관찰에서와 같이 다각형의 얇은 판형의 결정으로

1~10 µm 정도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hexagonal 구조

를 나타내었다.

Table 1. Analysis of Properties of Pre-sintered ZrO2 Specimens

Property

Vickers

hardness

(GPa)

Flexural

Strength

(MPa)

Fracture 

Toughness

(K1c)

Density

(g/cm
3
)

Average about 10 1290 7.4 6.01

Fig. 1. SEM photograph of pre-sintered zirconia. (× 2000)

Fig. 2. X-ray pattern of graphite powder.

Fig. 3. SEM photograph of graphite powder.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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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함침방법

1차 소성하여 준비된 지르코니아로서 흑색화를 위한 함

침을 하였다. 먼저 graphite가 채워진 graphite crucible에

외부로 시편이 보이지 않도록 함침제를 충분히 넣어주었

다. 이렇게 준비된 시험편은 고온진공로(KHP-200, Korea

vacuum. co., Korea)를 이용하여 진공분위기(5.0×10
-2

torr)

에서 1500~1750
o
C, 2시간의 함침조건 범위로 각각 함침

하여 온도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

다. 이후 가장 높은 물성치를 나타낸 함침조건에 대해 유

지시간 변화에 따른 물성변화를 관찰하여 최적의 함침조

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3. 특성분석

각 함침조건에 따른 특성 분석으로서 밀도, 미세구조

측정, 기계적(꺾임강도, 경도, 파괴인성) 특성과 색도 등

을 측정하였다.

2.3.1. 미세구조 측정

1차 소결시편과 함침 후 시편의 파단면을 SEM(SM300,

Topcon, USA)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2.3.2. 밀도와 기계적 특성

밀도는 아르키메데스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강도 측정

은 KS L1591의 규격에 따라 UTM(4204, Instron, USA)

로서 3점 꺾임강도를 측정하였고, 경도는 1차 소결체와

함침 후의 시험편에 대해 먼저 표면을 Lapping 후 다이

아몬드 연마재를 이용하여 polishing하여 비커스경도계

(VMT-7, Matsuzawa, Japan)로 측정하였다. 또한 이때 파

괴인성도 함께 측정하였다.

2.3.3. 색도측정

시험편의 흑색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색도계(Coloreye3100,

GRETAGMLCBETH, USA)와 UV(UV-VIS 2401, Shima-

dzu, Japan)를 이용하여 각 조건에서의 색도를 측정하였다.

흑색도 시험은 헌터 랩(Hunter Lab)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함침 온도 변화에 따른 특성 분석

1450
o
C로 1차 소결한 지르코니아 시편으로서 graphite를

함침제로 각 함침온도를 변화시킴에 의해 함침 실험을 하

였다. 모든 함침 조건에 따른 물성 분석은 1차 소결체와

함침 소결체를 비교하여 행하였다.

Fig. 4에 각 함침 소결체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그 결과에서 모든 조건에서 1차 소결체와 같은

이론밀도의 99.3%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함침 온

도에 관계없이 함침에 의한 밀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다. 이에 함침된 graphite는 소결체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함침 온도 변화에 따른 함침 지르코니아 소결체의 꺾임

강도 측정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함침 전 지르코니아

시편의 경우 1290 MPa의 강도 값을 나타내었으나, 1600
o
C

함침 온도에서 1221 MPa 값으로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후 온도상승에 따라 강도는 감소하고 1750
o
C에서는

매우 취약한 꺾임강도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Fig. 6의 미

세구조 결과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함침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미세구조의 변화

가 꺾임강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계

적 특성의 저하는 공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함침 온도 증

가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7의 경도 측정결과에서도 함침온도의 상승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강도 측정 결과와는 달

리 모든 조건에서 1차 소결체보다 우수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함침 온도에 따른 미세구조의

Fig. 4. The effect of impregnation temperature on the relative

density of ZrO2 specimens.

Fig. 5. The effects of impregnation temperature on flexural

strength of ZrO2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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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7의 파괴인성 측정

결과에서도 경도 측정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는

데 가장 높은 함침온도인 1750
o
C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

서 1차 소결체에 비하여 높은 파괴인성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1600
o
C에서의 K1C 값도 10.5로 우수한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함침 조건에 따른 흑색에 대한 평가는 백색 표준물질

의 색상을 기본값으로 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표준물질의 값이 96의 수치를 나타내었고, 함

침제로서 사용한 graphite의 값은 33으로 확인되었다. 일

반적으로 light의 값이 낮을수록 흑색에 가까운 값은 나타

내게 되는데 대부분의 시험편에서 50~56 정도로서 전반

적으로 약간 밝은 흑색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중 1500
o
C

시험편에서 가장 좋은 흑색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함

침온도의 증가에 따라 조금씩 light의 값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앞서 미세구조 관찰 결과에서와 같이

결정상의 성장뿐만 아니라 높은 함침온도의 영향에 따른

유리상의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 원인으로 미

세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물성의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되

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함침시험편의 투광성 분석 결과, 모든 조건에서

빛의 투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3.2. 함침 유지 시간 변화에 따른 특성 분석

함침 유지시간에 따른 흑색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Fig. 6. SEM photograph of fracture surface of impregnated ZrO2 specimens.

Fig. 7. The effects of impregnation temperature on vicker's

hardness and fracture toughness of ZrO2 specimens.
Fig. 8. The effects of impregnation temperature on chromaticity

of ZrO2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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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임강도 등의 특성평가에서 분석 결과가 가장 우수했던

1600
o
C로 함침한 조건의 시험편으로서 1시간, 2시간, 3시

간로 각각 유지시간의 변화를 주어 그 때의 각 특성 변

화를 확인하고 최적의 함침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함침 유지시간의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를 관찰한 결

과, 유지시간에 관계없이 약 99.3~99.5% 정도로 큰 변화

가 없었으며, 흡수율도 0%로 변화가 없었다. Fig. 9의 보

인 미세구조 관찰에서도 유지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치

밀한 상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입자의 성장과 유리상으로

보여지는 영역의 증가가 관찰되어졌다.

경도 측정에서는 Fig. 10에 보인바와 같이 함침 유지 시

간의 변화에 따라 2시간 유지한 시편이 10.1 GPa로 증가

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세구조상의

결과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치밀화와 결정립의 크기 증가

와 유리상의 존재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미

세구조의 영향에 의해 Fig. 10의 강도와 파괴인성 측정 결

과에서도 경도 측정 결과와 같이 2시간까지 강도 1221 MPa,

파괴인성치 10으로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후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지시간의 변화에 따른 색도변화를 Lab 지수법으로 관

찰한 결과에서도 유지시간에 관계없이 light는 53~55 범

위의 흑색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모든 시험편에서 투광성

은 보이지 않았다. 

4. 결 론

기계적 특성 저하가 적은 흑색 지르코니아를 제조하기

위하여 graphite 원료를 함침제로 하여 함침공정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함침공정에 의하여 1600
o
C, 2시간의 함침조건에서 함

침하였을 때, 꺾임강도 1221 MPa, 경도 10.1 GPa, 파괴인

성 10 k1c, 흡수율 0%, 투광도 Fail, 색도 54 등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기계적 특성 저하가 적은 흑색 지르

코니아 시편을 제조할 수 있었다.

2.함침온도 변화에 따른 밀도의 변화와 흑색도의 차이

는 그다지 관찰되지 않았으나, 기계적 특성의 경우 1600
o
C

이상 함침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는 카본 함침공정에 의한 것보다는 높은 함침온도 및

유지시간의 증가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Acknowledgment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ROA-2006-

000-10442-0)

REFERENCES

1. B. I. Kim, K. S. Min, and S. H. Choi, “Preparation of Spher-

ical Monodispersed ZrO2 Fine Powders by Metal Alkoxide

Method,” J. Kor. Ceram. Soc., 27 [8] 1064-70 (1990).

2. D. J. Kim, H. L. Lee, and H. J. Jung, “Effect of Surface

Grinding on Low Temperature Degradation of 3Y-TZP,” J.

Kor. Ceram. Soc., 30 [2] 164-68 (1993).

3. Y. K. Paek and J. H. Ahn, “Sintering Aatmosphere Effect on

the Grain Size and Phase Distribution of a Zirconia,” J. Kor.

Ceram. Soc., 36 [11] 1198-204 (1999).

Fig. 9. Microstructure photograph of black zirconia by impregnation method according to change of holding time.

Fig. 10. The effects of impregnate time on vicker's hardness,

fracture toughness and flexural strength of ZrO2

specimens.



384 이광호·안종필·박주석·이용석·이병하

한국세라믹학회지

4. M. J. Andrews, M. K. Ferber, and E. Laracurzio, “Mechan-

ical-Properties of Zirconia-Based Ceramics as Functions of

Temperature,” J. Euro. Ceram. Soc., 22 [14] 2633-39 (2002).

5. H. O. Yoon, M. Y. Shin, and J. J. Ahn, “Properties of Yttria

partially Zirconia Nano-powders Prepared by Coprecipita-

tion Method,” J. Miner. Soc. Kor., 19 [2] 81-8 (2006).

6. C. H. Lee and G. M. Choi,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Zro2)1-X(CeO2)X]0.92(Y2O3)0.08 Solid Solution,” J. Kor.

Ceram. Soc., 35 [12] 1323-28 (1998).

7. H. C. Jeong, “Fracture Strength of Zirconia Monolithic

Crowns,” J. Kor. Acad Prosthodont, 44 [2] 157-64 (2006).

8. E. J. Kwom, G. S. Lee, and C. H. Lee, “A Study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Based of Frit Addition in 3Y-TZP Zir-

conia Composition,” J. Kor. Aca. Den. Tech., 29 [1] 49-57

(2007).

9. E. S. Lee, C. W. Park, and S. Y. Hwang, “A Study on the

Formation of Spinel Pigment,” J. Kor. Ceram. Soc., 12 [1]

25-32 (1975).

10. N. Claussen, “Strengthening Strategies for ZrO2-toughened

Ceramics at High Temperatures,” Mat. Sci. Eng., 71 23-38

(1985).

11. K. H. Lee, M. S. Myung, and B. H. Lee, “Development of

Black Color Spinel Pigment for High Temperature,” J. Kor.

Ceram. Soc., 44 [5] 160-65 (2007)

12. K. H. Lee, Y. S. Lee, J. S. Park and B. H. Lee,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Black Zirconia Ceramics by Black

Color Spinel Pigment,” J. Kor. Ceram. Soc., 45 [4] 214-19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