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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사정 구조의 순수 ZrO2 는 5.35wt%의 Y2O3를 첨가한 정방정 구조의 Y2O3(Y-TZP)를 Al2O3에 첨가하여 그 기계  특성 

 열충격 항성을 연구하 다. ZrO2(m)와 Y-TZP의 첨가량이 커짐에 따라 Al2O3의 소결 도가 증가하 다. 한 Y-TZP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커스 경도도 증가하 고 첨가량 20wt%에서 최고값을 나타내었다. 시편의 경도는 소결 도에 의존

함을 알 수 있었다. ZrO2(m)나 Y-TZP 첨가량의 증가는 괴인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Al2O3
의 경도는 ZrO2의 transformation toughening 뿐 아니라 미세균열 강화에서도 얻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단사정 구조의 순수 

ZrO2의 첨가는 Al2O3-ZrO2의 열 충격 항성을 향상시켰다. 결정입도는 ZrO2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커진다.  

Abstract

The effects of the addition of either monoclinic ZrO2(pure) or tetragonal ZrO2 containing 5.35wt% Y2O3(Y-TZP)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rmal shock resistance of Al2O3 ceramics were investigated. The addition of ZrO2(m) and 

Y-TZP increased sintered density of Al2O3. The Vickers hardness also increased as the volume fraction of Y-TZP 

increased going through a maximum at 20wt%. The hardness of the specimens was found to be dependent on the sintered 

density. The higher volume fraction of either ZrO2(m) or Y-TZP resulted in the higher fracture toughness of the 

composite was. This result may be taken as evidence that toughening of Al2O3 can be achieved by not only the 

transformation toughening but microcrack toughening of ZrO2. The thermal shock property for Al2O3-ZrO2 composites was 

improved by increasing the volume fraction of monoclinic ZrO2(pure). The grain size increased as the volume fraction of 

ZrO2 did.

      Keywords : Al2O3-ZrO2, Al2O3-TZP, Alumina, Composite, fracture toughness

Ⅰ. 서  론

세라믹 재료는 격한 온도변화를 받으면 내부의 응

력발생  체 의 변화로 인하여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

고 마침내 괴 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내열 혹은 단

열용 각종 기구나 재료에 있어서는 열충격에 한 항

성 즉 내열특성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고온용 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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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스란 고온에서 장시간 동안 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세라믹스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

키기 해서는 용융 이 높고 열역학  안정성  내식

성, 기계  물성 등이 뛰어나야 한다. 세라믹스의 열  

 기계  특성을 증진시키고 구조재료로서의 사용범

를 확장시키기 한 연구의 일환으로 첨가제 효과  

소성조건 설정이 많은 심을 모우고 있다.

Al2O3는 강한 이온성 결합을 바탕으로 산화물 에서

는 강도가 가장 높으며, 내식, 내화학성의 성질이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지만 Al2O3는 상온에서의 

강도는 매우 높지만 1000℃ 이상에서의 강도는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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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어 취성 괴 상으로 사용상 제한되어왔다. 

Al2O3와 같이 강도가 높은 고 도 취성 재료는 열충격

시 낮은 임계온도를 보여 고온에서 열충격에 약해진다. 

이러한 취성재료의 임계온도를 높이고 임계온도 이상에

서도 열충격 항성을 높이기 해서는 열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기공이나 균열을 내부에 존재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기계  강도가 낮아진다는 문제 이 있

다[1～2].

한편 ZrO2는 기계  강도가 큰 반면에 열 도도가 

낮고 탄성률이 크기 때문에 격한 열응력이 작용하면 

갑작스러운 괴가 일어나므로, 내열용 세라믹스를 가

혹한 열충격이 가해지는 조건하에서도 효과 으로 사용

하기 해서는 열응력 괴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순수한 ZrO2는 단사정 구조를 하

고 있는 반면 미량의 Al2O3를 고용시키면 정방정 구조

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지르코니아의 정방정과 단

사정구조 사이의 상 이를 이용하여 열충격 항과 인

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3]. 즉 Y2O3를 

2-3mol% 고용시켜 100% 정방정상을 갖게 되면 소결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외부응력에 의해 단사정상으로 

이되어 이로 인해 미세크랙이 발생되어 열충격을 흡수

하고 인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지르코니아의 

응력유도에 의한 상 이를 이용하여 알루미나에 정방정 

지르코니아를 첨가시킨 Al2O3-(t)ZrO2의 복합체는 알루

미나 자체보다 높은 강도와 인성을 나타내게 된다. 

한 알루미나에 단사정 지르코니아를 첨가시키면 강도는 

크지 않지만 미세균열 효과 때문에 인성  열충격 

항성이 크게 향상된 Al2O3-(m)   ZrO2를 복합체를 제

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2O3에 ZrO2를 첨가함에 있

어서 순수한 단사정 구조의 지르코니아를 첨가한 

Al2O3-(m)ZrO2와 순수한 지르코니아에 Y2O3를 첨가한 

안정화 지르코니아를 첨가한  Al2O3-(t)ZrO2 복합체를 

제조하여 기계  특성과  열충격 항성이 우수한 재료

를 개발하고자 한다.  

Ⅱ. 실험 방법 

1. 원료 

Al2O3-ZrO2 복합체를 조성하기 한 출발물질로 출

발원료로 입균입경이 0.4㎛인 Al2O3 (Sumitomo사의 

  Item  Unit  Result  Item Unit Result

 ZrO2  wt%  97.65    pH   8.45

 HfO2  wt%   1.89  B.E.T. m2/g   6.55

 SiO2  wt%  <0.13
 G r a i n    

 size
 ㎛   0.75

 Al2O3  wt%  <0.02  <0.45㎛   %   10  

 Fe2O3  wt%  <0.01  <1.04㎛   %   50   

Ig.Loss  wt%   0.03  <8.26㎛   %   90  

 * Z-TECH(미국) EF-EXTRA.

표 1. ZrO2
*(pure)의 화학  조성  물성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Property ofZrO2
*
(pure).

 Item Unit Result  Item  Unit Result

 ZrO2  wt%  94.28
Crystal  

 size
Å   251

 Y2O3  wt%   5.35 B.E.T.  m2/g   8.0

 SiO2  wt%  <0.01
G r a i n    

size
㎛   0.39

 Al2O3  wt%   0.23 < 1㎛  %   80.8

 Fe2O3  wt%  <0.01 < 3㎛ %   99.2

 Ig.

Loss
 wt%   0.43 <10㎛ %   99.6

 ** 共立窯業原料(日本)  KZ-3YF

표 2. Y-TZP**의 화학  조성  물성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and Property of Y-TZP**.

AES-11)와 두 종류의 ZrO2, 즉 순수한 ZrO2와 순수한 

지르코니아에 Y2O3를 첨가한 안정화 지르코니아를 각

각 사용하 다. 먼  순수한 ZrO2(미국 Z-TECH사의 

EF-EXTRA)는 단사정 구조를 하고 있으며, 그 화학  

조성  물성은 Table 1과 같다. 

한편 안정화지르코니아 (일본 共立窯業사의 

KZ-3YF)는 정방정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일명 Y-TZP 

(Yttrium Tetragonal Zirconia Polycrystal)라고도 하는

데, 그 화학  조성  물성은 Table 2와 같다. 

여기서 Al2O3에 순수한 단사정 지르코니아(ZrO2)와 

정방정의 안정화 지르코니아(Y-TZP)의 첨가량에 따른 

기계   열  특성을 알아보기 해서 두 종류의 지

르코니아를 0, 5, 10, 15, 20  25wt% 씩 각각 첨가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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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 및 조립

조합한 분말은 증류수와 지르코니아 볼과 함께 분말

의 분산성을 높이기 해 분산제(Cerasperse 5468CF)를 

0.5wt% 첨가하여 라스틱 용기에서 20시간 동안 1차 

습식 혼합하 다. 혼합된 분말의 윤활성과 결합성을 높

이기 해 윤활제(HS-LUB 1445) 1wt%와 10wt%의 

PVA 수용액인 바인더를 15wt% 첨가하여 4시간동안 2

차 습식 혼합하 다. 혼합된 slurry를 80℃로 건조하여 

마노유발을 이용하여 분쇄하고 80 mesh체를 통과시킴

으로써 과립화하 다.   

3. 성형 및 소결

과립 분말을 형몰드에 주입하고 1 ton/cm2의 압력

으로 성형하 으며, 이때 시편의 크기는 15mmøx4 mmt 

이었다. 성형체를 기로를 사용하여 소결하 으며, 이

때 소결온도는 2℃/min의 승온속도로 1450, 1500, 1550 

 1600℃에서 각각 2시간씩 소결한 후 로냉하 다. 

4. 소결특성 측정

소결이 끝난 시편을 소결체의 상변화, 도 그리고 

미세구조를 조사하 다. 소결체의 결정상의 변화 거동

을 알아보기 하여 각 시편의 표면을 X-선 회 분석

기(Philips Co., PW 3020)를 이용하여 상변화를 찰하

다. 소결체의 도는 아르키메데스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 다. 소결체의 입자크기와 결정립 형상을 찰하

기 하여 소결한 시편의 단면을 주사 자 미경

(JSM-5400, Jeol사제, SEM)을 이용하여 찰하 다. 

5. 기계적 성질 측정

Vickers경도와 괴인성은 소결된 시편을 SiC 연마

지 #800, #1200  1㎛ 다이아몬드 paste로 충분히 연마

한 후 경도 시험기(Matsuzawa사제, DVK-1)을 사용하

여 50Kg의 하 으로 10 간 유지하여 압자압인법으로 

측정하 다. 괴인성(KIC)은 경도측정 동일 시편을 압

흔한 후 균열의 길이를 측정하여 (Evans와 Charles의 

Indentation method or Cook 와 Lawn[4]의 Dummy 

indentation method)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계산

하 다. 여기서 KIC는 괴인성(MN/m3/2), P는 하

(kgf), C는 크랙의 길이(mm)이다.

 



(1)

6. 열충격 및 열팽창 거동 

소결된 시편을 열충격에 의한 크랙발생을 알아보기 

하여 공기분 기에서 400℃, 800℃  1200℃ 까지 

각각 가열하여 20분간 유지시킨 후 20℃의 물속으로 떨

어뜨려 열충격을 가하 다. 이 열충격을 받은 시편을 

건조한 다음 열충격에 의한 외부 크랙 발생 여부를 

학 미경으로 찰하 다.  

Ⅲ. 결과 및 고찰

1. 소결밀도

Fig. 1과 Fig. 2는 각각 단사정 구조의 순수 ZrO2와 

정방정구조의 안정화 지르코니아 Y-TZP의 첨가량에 

따른 소결온도별 소결 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1의 ZrO2(pure)을 첨가한 경우 반 으로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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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ZrO2(pure)의 량에 따른 Al2O3-ZrO2(pure) 복합체

의 의 소결 도

Fig. 1. Sintering density of Al2O3-ZrO2(pure) composites 

as a function of ZrO2 (pur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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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Y-TZP의 량에 따른 Al2O3-ZrO2(pure) 복합체의  

의 소결 도

Fig. 2. Sintering density of Al2O3-ZrO2 (pure)  

composites as a function of Y-TZP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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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c)
         

(c)

(d)

그림 3. 1,550℃에서 2시간 소결한 Al2O3-ZrO2(pure) 

시편의 X-선 회 도 

(a) pure Al2O3 (b) Al2O3 + 5wt% 

ZrO2(pure) (c) Al2O3 + 15wt% ZrO2(pure) 

(d) Al2O3 + 25wt% ZrO2(pure)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l2O3-ZrO2 
(pure) specimens sintered at 1550℃ for 

2hrs.

(a) pure Al2O3 (b) Al2O3 + 5wt% ZrO2 
(pure) (c) Al2O3 + 15wt% ZrO2(pure) 

(d) Al2O3 + 25wt% ZrO2(pure)

         

(d)

그림 4. 1,550℃에서 2시간 소결한 Al2O3-Y-TZP 

시편의 X-선 회 도 

(a) pure Al2O3 (b) Al2O3 + 5wt%-TZP 

(c) Al2O3 + 15wt%-TZP 

(d) Al2O3 + 25wt%- TZP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l2O3-Y- 

TZP specimens sintered at 1550℃ for 2 

hrs.

(a) pure Al2O3 (b) Al2O3 + 5wt%-TZP 

(c) Al2O3 + 15wt%-TZP 

(d) Al2O3 + 25wt%- TZP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결 도가 커지다가 소결온도가 

1550℃ 이상에서는 도가 포화치 임을 보여주고 있으

며 이 때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도 커짐을 볼 수 

있다. 결국 소결 도 측면에서 보면 첨가량에 따른 최

온도는 1550 - 1600℃ 사이인 것으로 추측 할 수 있

다. Fig. 2의 Y-TZP를 첨가한 경우도 Fig. 1의 순수한 

ZrO2를 첨가한 경우와 비슷한 경향으로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도가 커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Claussen과 

Evan의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5～6]
. 결국 

Al2O3에 단사정 는 정방정 구조의 ZrO2를 첨가시킴으

로써 소결성을 증진시키고 소결 도를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한편 Fig. 1과 Fig. 2에서 단사정 ZrO2와 정방정  

Y-TZP를 각각 첨가한 경우 그 도를 비교해 보면 정

방정의 Y-TZP를 첨가한 경우가 단사정 ZrO2를 첨가한 

경우보다 반 으로 높은 도값을 얻을 수 있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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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로서 Al2O3-ZrO2 복합체내에 존재하는 ZrO2의 

정방정/단사정 비에 의해 소결성이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는데, 즉 각 성분의 이론 도는 Al2O3이 

3.98g/cm3, ZrO2(pure)이 5.56g/cm3이며, Y-TZP는 

6.1g/cm3이므로[7] 상 으로 이론 도가 Y-TZP가 

ZrO2(pure)보다 이론 도가 높기 때문에 Y-TZP가 

Al2O3의 도 향상  소결성 증진에 더 큰 향을 미

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2. XRD에 의한 상변화 

Al2O3에 순수한 ZrO2와 Y-TZP를 각각 첨가하여 소

결성이 우수한 1550℃ 에서 소결한 시편의 X선 회  

패턴을 Fig. 3과 Fig. 4에 나타냈었다. 

일반 으로 Al2O3 와 ZrO2의 혼합시 분리된 피이크

로 나타나는데 본 실험의 분석결과 첨가에 따라 단사정

상의 ZrO2(pure)와 정방정상의 Y-TZP의 피이크가 분

리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었고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피이크의 강도가 리하게 증가함을 찰 할 수 

있었다. 

3. 기계적 특성

Fig. 5는 1550℃에서 소결한 시편을 로 들어 Al2O3

에 ZrO2(pure)와 Y-TZP를 각각 첨가한 경우 첨가량에 

따른 경도 Hv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ZrO2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반 으로 

Y-TZP의 첨가가 ZrO2(pure) 첨가보다 경도를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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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550℃에서 2시간 소결한 시편의 ZrO2량에 따

른 비커스 경도 

Fig. 5. Vickers hardness vs. zirconia content for 

specimens sintered at 1550℃ for 2hr.

키는데 더 큰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소결 도와 비슷한 것으로 볼 때, 경도와 도는 

한 계가 있다는 기존의 보고서와 잘 일치한다[8].

한편 그림에서 첨가량을 증가시켰을 때 10wt%까지

는 경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그 이상 첨가한 

경우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다가,  

Y-TZP를 첨가한 경우 20wt%이상에서는 오히려 경도

값을 하시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20wt%까지는 도의 증가 즉 재료의 치 화에 의해 경

도값을 증가 시킬 수는 있으나 그 이상 과잉의 Y-TZP

를 첨가하게 되면 Al2O3(HV = 2200 Kgf/mm
2)에 비해 

상 으로 경도값이 낮은 Y-TZP(HV=1500Kgf/mm
2)

의 조성비가 무 많아져 이에 의한 향을 더 받기 때

문이라 생각 할 수 있다.  최[9]의 보고에 의하면 

Al2O3에 Y-TZP의 첨가에 의해 과  입성장에 의한 재

료내에 미세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경도가 떨어

진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미세구조에 해서는 Fig. 

8에서 좀 더 구체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높은 

경도값을 얻기 해서는 단사정 ZrO2(pure)보다는 정방

정 Y-TZP가 더 효과 이며, Y-TZP을 15～20wt% 정

도 첨가하여 1550℃-1600℃에서 소결 하 을 때 가장 

우수한 경도값을 얻을 수 있었다. 

Fig. 6은 경도값이 크게 나타난 1550℃에서 2시간 소

결한 경우를 로 들어 ZrO2(pure)와 Y-TZP의 첨가량

에 따른 괴인성값을 나타낸 것이다. 

ZrO2(pure)를 첨가한 경우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괴인성은 증가하다가 15-20wt%에서 최고값을 나타

내었으며, 그 이상 첨가한 조성에서는 감소함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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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550℃에서 2시간 소결한 시편의 ZrO2량에 따

른 괴인성 

Fig. 6. Fracture toughness vs. zirconia content for 

specimens sintered at 1550℃ for 2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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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이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인성이 증가하

는 것은 정량의 ZrO2를 첨가하면 첫째 microcrack 

toughening기구[10]에 의한 인성의 증가를 생각할 수 있

고, 둘째로 단사정 ZrO2(pure)와 Al2O3간에 열팽창계수 

불일치로 인한 미세균열이 생겨 이것이 외부 충격에

지를 흡수하여 인성이 증진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

러나 20wt% 이상의 ZrO2(pure) 첨가의 경우처럼 무 

과잉의 ZrO2를 첨가하면 미세균열이 무 심하여 오히

려 인성을 하시킨다고 해석된다. 한편 Y-TZP의 경우

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성이 계속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외부응력에 의해 정방정의 Y-TZP가 

단사정으로 상 이함으로써 생기는 이른바 응력유기 상

이 즉 transformation toughening 기구
[10]
에 의한 인

성의 증가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결국 Al2O3에 

ZrO2(pure)나 Y-TZP의 첨가는 괴인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내열특성 

소결된 시편에 해 열충격에 의한 크랙발생을 알아

보기 하여 400℃, 800℃  1200℃ 까지 각각 가열한 

상태의 시편을 20℃의 물속으로 순식간에 떨어뜨려 열

충격을 가했다. Fig. 7의 a)와 b)는 각각 ZrO2(pure)와 

Y-TZP를 첨가하고 1550℃에서 소결한 시편에 해 

가열한 온도에 따른 크랙 발생빈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7-(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200℃까지 가

열했을 때 순수한 Al2O3(즉, 0wt% ZrO2)는 크랙이 

100% 발생하는 반면에 ZrO2(pure)를 첨가한 시편에서

는 첨가량에 계없이 크랙이 발생되지 않았다. 결국 

단사정 ZrO2의 첨가에 의해 열충격 항성이 향상되었

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Al2O3 속에 포함된 ZrO2가 냉

각과정에서 단사정으로 변태하게 되면 부피팽창에 의한 

미세균열이 유발되는데 이때 유발된 균열이 열충격을 

분산  흡수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 김[10]

의 보고에 의하면 열충격 항성 R'은 

R'=σ
f
/α․E (2)

로 표시되는데, 여기서σf는 괴강도, α는 열팽창계수 

그리고 E는 탄성계수이다. 따라서 σf가 증가되거나 α와 

E가 감소하면 열충격 항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미세균열이 재료내부에 존재하게 되면 E가 감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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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550℃에서 2시간 소결한 시편에 한 ZrO2량

에 따른 열 충격에 한 크랙 빈도 

(a) ZrO2(m) (b) ZrO2(t)

Fig. 7. Crack probability to thermal shock vs. zirconia 

content for specimens sintered at 1550℃ for 

2hr.  (a) ZrO2(pure) (b) Y-TZP.

되는바 이에 따라 열충격 항성 R'가 증가하게 된다. 

Fig. 7-(b)의 Y-TZP를 첨가한 경우는 1200℃까지 가

열했을 때 반 으로 크랙이 일어났으며,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크랙발생 빈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경도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Y-TZP를 첨가하는 것

이 효과 이나 열충격에 한 항을 높히기 해서는 

단사정상인 ZrO2(pure)가 정방정상인 Y-TZP보다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5. 미세구조

Fig. 8은 ZrO2(pure)와 Y-TZP를 각각 5wt%, 25wt% 

첨가하고, 소결온도 1550℃에서 2시간 소결한 시편의 

단면을 나타낸 주사 자 미경(SEM)사진이다.  

ZrO2(pure)나 Y-TZP 모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성장이 커짐을 알 수 있고 ZrO2(pure)를 첨가한 경우

가 Y-TZP를 첨가한 경우에 비하여 평균입경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성장 억제 효과는 ZrO2(pure)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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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8. 1,550℃에서 2시간 소결한 시편의 Al2O3-ZrO2 복합체의 주사 자 미경(SEM)사진

(a) 5wt% ZrO(pure)  (b) 25wt% ZrO(pure)

(c) 5wt% Y-TZP    (d) 25wt% Y-TZP4. 

Fig. 8.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Al2O3-ZrO2 composites sintered at 1550℃ for 2hr.

(a) 5wt% ZrO(pure)  (b) 25wt% ZrO(pure)

(c) 5wt% Y-TZP    (d) 25wt% Y-TZP4. 

효과 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Y-TZP가 25wt% 첨가

된 조성에서는 과  입자성장이 다소 찰 할 수 있으

며, 결국 Fig. 5에서의 경도값 하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Ⅳ. 결  론

Al2O3에 단사정 구조의 순수한 ZrO2와 Y2O3를 첨가

한 정방정 구조의 안정화 지르코니아 Y-TZP를 각각 

첨가하여 기계  특성  열충격 항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Al2O3에 단사정 구조의 ZrO2(pure)와 정방정 구조의 

안정화 지르코니아 Y-TZP를 첨가한 경우 소결온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결 도는 증가하 으

며, 소결 도 측면에서 첨가량에 따른 최  소결온도

는 1550-160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결 도와 비커스 경도  

괴인성이 증가하 고, 특히 ZrO2(pure)를 첨가한 

경우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괴인성은 증가하다

가 15-20wt%에서 최고값을 나타내다가 그 이상 첨

가한 조성에서는 감소함을 볼 수 있었으며, 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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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ZP가 ZrO2(pure)보다 경도값 향상에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3)  Al2O3에 ZrO2(pure)를 첨가한 경우 1200℃까지의 열

충격에는 크랙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Y-TZP를 첨가

한 경우 10-15wt% 이상 첨가한 시편에서 크랙이 발

생하여 열충격 항성 향상에는 Y-TZP보다는 

ZrO2(pure)가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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