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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produce a zirconia-family black ceramics that has enhanced functionality and

reliability. Color zirconia ceramics have been produced by adding pigments. Pigments cause structural defects within zirconia

and result in a drop in physical properties.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rice husk, we produced a black zirconia that is free

of structural defects. In optimal firing conditions for black zirconia the calcining temperatures of the molding product are

changed from 400oC to 1200oC, and the firing temperatures are changed from 1400oC to 1600oC. Color of testing the specimens

was analyzed using Ultraviolet (UV) spect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EDAX (EDX), and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analyse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examine impregnation properties and crystal phases.

Universial Test Machine (UTM) was used to measure the flexual strength as well as the compressive strength. From

experimental results, it was found that in optimal firing conditions the sample was calcined from 1000oC to 1500oC. Commission

internationalde I’Edairage (CIE) values of manufactured black zirconia color were L* = 29.73, a* = 0.23, b* = −2.68. The

bending strength was 918 MPa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was 2676 MPa. These strength values are similar to typical

strength values of zirconia, which confirms that carbon impregnation did not influence physical properties.

Key words zirconia, color ceramics, black, eco-friendly, rice-husk.

1. 서  론

지르코니아(Zirconia)는 금속의 산화물로서 세라믹스 중

에서도 고인성, 고내마모성, 고강도의 우수한 특성을 인

정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르코니아 세라믹스는

지금까지 구조재료로서만 주로 한정되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에는 지르코니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면서 각종 기계재료, 생체재료, 장식재료 등 좀 더 다

양하고 폭넓은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해 지고 있다.1-8,10)

특히 지르코니아가 시계, 넥타이 핀, 액세서리 등의 각

종 장신구와 가위, 칼 등의 생활 용품으로 활용 되면서

개개인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심미적인 부분

도 중요시 되었다. 즉, 지르코니아가 가지는 우수한 특

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design과 색상의 발현이

라는 장식성의 부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성형방식

과 제조공정, 그리고 안정적인 발색의 방법이 확립 되어

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지르코니아 세라믹스는 사출성

형의 방식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성형시 구조적 결함의 문

제나 치수 정밀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다 안정적인 제

조 공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색 지르코니

아의 제조에 있어서 대부분 안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

반적으로 순수한 지르코니아에 있어서 안료는 하나의 불

순물로 작용하고 고용됨에 의해 미세구조에 영향을 미쳐

물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물성의 저하는 장

식재료로서의 적용은 가능하나, 기계 부품용 소재로의 적

용은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고자 진공로에서 침탄제로 graphite를 사용

하여 지르코니아 세라믹스를 침탄하는 연구가 진행 되

었다.9) 하지만 이 방식은 매우 고가인 graphite와 진공

로의 사용으로 그 제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요구 됨

으로 상업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형법을 건식가압 성형법으로 전

환하고, 검정색 발색을 위해 고가인 안료나 graphite를 사

용하는 대신 친환경 재료인 왕겨를 사용하여 침탄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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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함으로써 미세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흑색 지

르코니아의 제조 공정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출발 원료

지르코니아 분말은 가수분해법에 의해 제조된 부분안정

화 지르코니아(KZ-3YF, kyoritsu, Japan)를 사용하였다. 이

후 분말을 spray dryer를 이용하여 과립화 시킨 후 유압

프레스장치를 이용하여 37 × 11.5 mm의 mold로 1.5 ton/

cm2의 압력으로 성형체를 준비하였다.

흑색을 발현시키기 위한 침탄제로서 왕겨를 이용하여

침탄 조건에 따른 발색과 기계적 특성 변화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2.2 하소 온도 설정

준비된 지르코니아 성형체는 유기 바인더 등을 포함하

고 있어 하소 없이 침탄 할 경우 시편의 균열 및 파괴

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전기로를 이용하여

하소 후 사용하였다. 이때 하소의 온도가 침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400~1200oC로 온도를 변경하여

하소하였다.

2.3 침탄 방법

각각의 온도에서 하소 된 지르코니아 시편을 흑색화

를 위해 침탄 하였다. 우선 왕겨가 들어있는 알루미나

crucible에 지르코니아 시편을 넣고 완전히 보이지 않게

덮이도록 침탄제를 충분히 넣어주었다. 이 crucible을 조

금 더 큰 crucible에 뒤집어 넣고 외부의 공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일한 침탄제로서 큰 crucible을 가득 채

워 주었다. 이렇게 준비 된 시편은 전기로에서 1400~

1600oC 범위에서 침탄하여 침탄 온도에 따른 변화를 분

석하였다.

2.4 특성 분석

침탄 된 시편의 흑색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UV (2401-

PC,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색도를 측정하였다. 밀

도는 아르키메데스법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강도 측정은

KS L1591의 규격에 따라 UTM (Universial Test Ma-

chine, Ez Test, Shimadzu, Japan)으로 3점 굽힘강도 및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시편의 파단면을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S-550, Shimadzu, Japan)

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원자들의 결합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FT-IR (Fourier transform infra-

red spectroscopy, IRPrestige-21, Shimadzu, Japan)로 분

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하소 온도에 따른 특성 분석

지르코니아 성형체를 하소하지 않고 바로 침탄 소성 하

였더니 모든 시편에 균열 및 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

르코니아 성형체 내부의 유기 바인더 의 연소에 의한 것

으로 우선 유기바인더를 연소 시켜야 하였다. 유기 바인

더 등의 burn out 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형 된 시

편을 다시 분쇄하여 TGA (Thermogravimetry Analysis,

DTG-60H, Shimadzu, Japan) 분석하였으며, 600oC에서 모

든 유기 바인더 등이 제거 됨을 알 수 있었다.

유기 바인더를 연소 시키고 하소 온도가 침탄 후 시

편의 흑색화 및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소 온도를 400~1200oC로 변화하여 하소 온도가 시편

의 침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실험 결과 600oC

미만으로 하소한 시편의 경우 미 연소된 바인더의 영향

으로 실제 소성 공정 중 시편의 파괴 및 균열이 발생되

었다. 

400~1200oC로 하소한 시편들을 1500oC에서 침탄 소성

한 후 흑색도 및 강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온도로 하소한 시편들의 흑색도 측정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위의 그림에서 L*은 명도를, a*와 b*는 채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L* 값이 낮을수록, a*, b* 값이 0에 가까울수

록 짙은 검정색을 나타낸다. 지르코니아 시험편 측정 결

과 1000oC로 하소 한 후 침탄한 시편이 L* = 29.73, a* =

0.23, b* = −2.68 의 수치를 갖는 가장 짙은 검정의 발색

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하소 온도가 너무 높아

지면 하소 중에 시편 내부에서 소결이 진행되어 이후 침

탄시에 내부로의 침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이다. 또한 침탄 시험편의 투광성을 분석한 결과 모

든 조건에서 빛의 투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시편 내부의 원자들간의 결합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1. UV analysis of samples which are calcined at 400~1200oC,

and fired at 15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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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와 3에 나타내

었다.

Fig. 2는 침탄 된 시편의 표면을 분석한 것이고, Fig.

3은 시편을 절단한 후 절단면의 중심부분을 분석한 것이

다. 그 결과 침탄한 모든 시편의 표면과 중심부에서 1396

cm−1부근의 Zr-C의 밴드가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보아 시편의 내부로까지 침탄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Zr-C 밴드는 시편의 강도에 큰 영향을 주는 특

성 밴드로 1000oC에서 하소한 시편까지는 이 특성밴드가

증가 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로 보아 지르코니아 시편을 1000oC에서 하소하는 것이

Zr과 C의 결합에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시편의 곡강도 측정 결과를 Fig. 4에, 압축강도

측정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위의 Fig. 4와 5에서 알 수 있듯이 1000oC까지는 그

강도가 증가하다가 1200oC에서는 다시 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르

코니아 성형체 내부의 유기 바인더 등이 더 높은 온도로

하소 할수록 더 많이 burn out 되며 내부의 조직이 보다

더 치밀하게 소성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200oC의 경

우는 Fig. 2와 3에서도 확인 하였듯이 Zr-C의 결합력이 약

해지며 그 강도 또한 저하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강도 측정 결과는 FT-IR 분석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2 침탄 온도 변화에 따른 특성 분석

소성 온도에 따른 흑색도 및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000oC로 하소 된 성형체를 왕겨에 침탄시켜 1400~1600oC

에서 소성하였다.

소성된 모든 시험편의 밀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모

든 시편에서 침탄하는 소성온도와 관계없이 모두 이론밀

Fig. 2. FT-IR Analysis of the surface of zirconia samples, which

are calcined at 400~1200oC, and fired at 1500oC.

Fig. 3. FT-IR Analysis of the center of zirconia samples, which are

calcined at 400~1200oC, and fired at 1500oC.

Fig. 4. Bending strength of zirconia, which are calcined at 400~

1200
o

C, and fired at 1500
o

C.

Fig. 5. Compressive strength of zirconia, which are calcined at

400~1200
o

C, and fired at 15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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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97%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에 왕겨에 의한 침

탄은 소결된 지르코니아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소성된 시편들을 표면 polishing 후 UV로 분석하여 그

색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6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1500℃에서 소성한 시편이 L* = 29.73, a* = 0.23, b* =

−2.68 값을 갖는 가장 짙은 검정색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시편의 강도 측정 결과를 Fig. 7과 8에 나타내

었다.

강도측정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500oC까지 강도가 증

가하다가 그 이후 급격히 강도가 저하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ig. 9의 SEM 미세구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소성 온도 증가에 따라 결정립의 크기 증가와 과

소에 의한 유리상의 증가가 강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합침된 시편의 미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SEM 분

석하였다. 아래의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의 증가

와 함께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미세구조

의 변화가 강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550oC에서는 입자의 성장과 함께 결정과 결정 사이의 경

계가 녹아 붙은듯한 유리상으로 보이는 영역의 증가가 관

찰되었다.9) 이와 같은 유리상의 증가는 지르코니아 시편

의 강도를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강도 측정 결과와도 잘 일치하였다.

Fig. 8. Compressive strength of samples, which care calcined at

1000oC, and fired, at 1400~1600oC.

Fig. 6. UV analysis of samples, which care calcined at 1000oC, and

fired, at 1400~1600
o

C.

Fig. 7. Bending strength of samples, which care calcined at 1000
o

C,

and fired, at 1400~1600
o

C.

Fig. 9. SEM analysis of samples, which care calcined at 1000oC, and fired at (a) 1450, (b) 1500 and (c) 15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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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흑

색 지르코니아 세라믹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왕겨를 침탄

제로 하여 소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1) 지르코니아 성형체를 1000oC에서 하소한 후 왕겨에

침탄시켜 1500oC에서 1h 소성하였을 때 가장 짙은 흑색

의 지르코니아 세라믹스를 제조 할 수 있었다.

2) 기존에 사용되던 안료의 경우, 전량 수입되어 사용

될 뿐만 아니라 구조내에서 불순물로 작용하여 강도 저

하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 왕겨 침탄하는 경우 구조내에서 Zr-C 밴드를 형성하

여 그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이 경우 굽힘강도 918 MPa,

압축강도 2676 MPa의 강도값을 나타내었다.

4) 침탄된 시험편은 색도 CIE L* = 29.73, a* = 0.23,

b* = −2.68의 값을 갖는 짙은 흑색으로 발색하였으며, 이

는 수입한 가와무라제 흑색 안료를 사용한 경우(CIE L* =

30.45, a* = 0.18, b* = −2.33)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5) SEM 분석 결과 온도가 높아질수록 결정립 크기와

과소에 의한 유리상이 증가 하였고, 이러한 미세 구조

의 변화가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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