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라믹 재료의 특성 및 응용

무기공업화학



생각해 봅시다...

두 물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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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라믹산업 경쟁력강화방안 연구 (2017)

세라믹의특징

• 세라믹 재료 (Ceramic material)

a) 세라믹의 정의

- 금속(혹은 반금속)과 하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하는 무기화합물

- 고온의 열처리 과정을 거쳐 제조된 비금속 무기질 고체재료의 통칭

- 비금속 무기질 고체재료 : 금속성원소 + 비금속성 원소

- 산화물, 질화물, 규화물, 탄화물: (Al, Zr, Ti, Pb) + (O, N, Si, C)

-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비금속 무기재료

- 전자기적, 광학적, 열적, 기계적, 화학적으로 탁월 또는 유일한 특성 보유

세라믹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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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특징

세라믹산업 경쟁력강화방안 연구 (2017)

i) 실리카(silica) 

- 이산화규소(SiO2), 대부분의 유리 제품의 주성분

ii) 알루미나 (alumina)

- 산화알루미늄(Al2O3), 연마재에서 인공 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

iii) 기타 화합물

- 화합물로 점토 제품의 주성분: 가수알루미늄 규산염 (Al2Si2O5(OH)4) 등

b) 세라믹의 예시

c) 세라믹의 활용

① 활용성: 에너지 생산·절감·저장 및 환경 오염 개선·제어. 고온-고효율 작동
② 에너지: 초단열 재료, 발전효율 향상, 연료전지,이차전지 등
③ 전자소자: 반도체 제조공정, 플라즈마 및 각종 전기정보 통신 소재
④ 환경: 오폐수처리, 멤브레인 등

세라믹 재료

• 세라믹 재료 (Ceram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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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특징

• 세라믹 재료의 특성

a) 세라믹 재료의 특성

- 물리·화학적 처리 및 고온 가공 통해 내열‧내식‧내마모‧절연성 우수
- 전도성, 반도체성, 절연성 등의 특수 기능 구현 가능
- 강한 화학결합으로인한 높은 경도와 취성적 파괴 발생
- 고정밀 기계가공으로 장기간 형상 유지

세라믹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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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특징

• 세라믹 재료의 특성

b) 세라믹의 일반적 특성

- 열, 전기의 부도체: 전기 및 열 절연

- 높은 경도 (보석류) : C(다이아몬드), Al2O3(사파이어), SiO2

- 기계적 특성: 강도 약하며, 충격에 약함

취성 (연성 거의 없음), 세라믹 제품 성능과 제조에 문제 발생 가능

- 화학적 안정성 뛰어남 (내부식성), 타지 않음 (내열성, 높은 용융온도)

- 반투명 또는 투명하며, 투명한 것은 각종 Window로 사용

c) 세라믹 트렌드

세라믹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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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특징

세라믹의 역사

• 세라믹 재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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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특징

세라믹의 분류

• 세라믹 재료의 분류

① 전통 세라믹(traditional ceramics) 
- 도자기, 벽돌, 일반 연마재, 시멘트 같은 점토 제품

② 신세라믹(new ceramics) 
- 전통세라믹보다 기계적, 물리적 특성이 좋으며, 산화물, 탄화물 기반으로
개발된 세라믹

③ 유리(glasses) 
- 주로 SiO2 (Silica) 기반의 비결정구조(noncrystalline structure) 의해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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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 분류

유리류
(Glasses)

진흙제품
(Clay 

Products)

내화재
(Refractories)

연마재
(Abrasives)

시멘트
(Cements)

기계용 세라믹
(Mechanical
Ceramics)

광학 복합체
강화 컨테이너
가정용품

구조용도
도자기

용광로용
고온내화
벽돌

샌드페이퍼
절단 및 연마

구조
복합체

엔진 로터
밸브
베어링
센서

세라믹 재료

Adapted from Fig. 14.14 & Section 14.10-16, Callister & Rethwisch 9e.

세라믹의특징

b) 전통 세라믹의 분류

• 전통 세라믹

- 무기질 규산염, 이산화규소, 및 무기질 산화물 기반 물질

a) 전통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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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 분류

Adapted from Fig. 14.14 & Section 14.10-16, Callister & Rethwisch 9e.

세라믹의특징

- 유리: 규산염 세라믹, 전통 세라믹에 속하기도 함

- 알루미나 (Al2O3): 내열로재, 절연기판, 애자

- 지르코니아 (ZrO2): 내화물, 광학유리, 장식품, 연마재

- 질화알루미나 (Al2N3): 반도체 기판, 방열절연재

- 질화규소 (Si2N3): 내화물, 공구용, 내식용

- 탄화규소 (SiC): 내화물, 연마재, 발열체, 가스터빈

c) 전통 세라믹 재료

• 전통 세라믹

i) 주요제품
- 구운 점토(도자기, 식기, 벽돌, 타일 등), 시멘트 및 알루미나
- 도자기와 식기: SiO2와 장석 등 타 무기화합물과 함께 결합된 점토에 기반
- 벽돌과 타일: 저가의 점토와 SiO2에 기반
- 내화물: 내화 세라믹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나
- 연마재: 연삭숫돌은 알루미나와탄화규소에 기반

d) 전통 세라믹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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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 분류

Adapted from Fig. 14.14 & Section 14.10-16, Callister & Rethwisch 9e.

세라믹의특징

- 지난 몇 십년에 걸쳐 합성적으로 개발된 세라믹 재료

- 세라믹 재료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제어 통해 공정기술 개선

- 알루미늄 규산염이 아닌 다른 화합물에 기반

- 전통 세라믹보다 화학적으로 단순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 붕소화물

a) 신세라믹 재료

• 신세라믹

b) 산화물 세라믹

i) 알루미나(alumina, Al2O3)

- 전통세라믹 중 하나이지만, 보크사이트(bauxite)부터 합성 생산

- 입자크기와 불순물 제어, 공정과정 중 정제, 다른 세라믹 재료 혼합 통해

알루미나의 강도와 인성은 자연상태에 비해 크게 개선

- 알루미나: 우수한 고온경도, 낮은 열전도율, 우수한 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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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 분류

Adapted from Fig. 14.14 & Section 14.10-16, Callister & Rethwisch 9e.

세라믹의특징

i) 초경 세라믹

- 실리콘카바이드(SiC), 텅그스텐카바이드(WC), 티타늄카바이드(TiC),        

탄탈륨카바이드(TaC), 크롬카바이드(Cr3C2)

ii) SiC

- 100년전부터 생산되는 전통 세라믹 중 하나

- 최근 다양한 첨단제품에 적용중

iii) WC, TiC, TaC

- 가볍고 마모저항을 가지며, 절삭공구 등에 사용

- 유용한 고형제품 제작 위해, 코발트나 니켈 같은 금속결합제와함께 결합

c) 초경 세라믹 (Carbide Ceramics)

• 신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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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 분류

Adapted from Fig. 14.14 & Section 14.10-16, Callister & Rethwisch 9e.

세라믹의특징

i) 초경 세라믹

- 질화규소(Si3N4), 질화붕소(BN), 질화티탄(TiN)

ii) 특성

- 가볍고, 취성이 있으며, 용융온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전기절연체로 사용

- TiN 제외

iii) 적용

- 질화규소(silicon nitride) 

가스터빈, 로켓엔진 부품, 용해용 도가니 사용

- 질화붕소와 질화티탄(boron nitride and titanium nitride) 

절삭공구 재료와 코팅재

d) 질화물 (Carbide Ceramics)

• 신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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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 분류

Adapted from Fig. 14.14 & Section 14.10-16, Callister & Rethwisch 9e.

세라믹의특징

i) 유리의 상태

- 세라믹과 동일한 상태 물질

- 물질의 상태: 고형재료의 비결정질 구조

- 유리질 상태

결정질 구조 형성 위해 용융상태에서 급속냉각시 발생

결정화 없이 강제로 냉각된 무기물, 즉 비금속화합물(화합물의혼합)

ii) 실리카(silica, SiO2)

- 가장 좋은 유리 형성체

- 유리제품의 주요성분, 전체 화학물질의 50%~75%

- 세라믹과 차이점

대부분 세라믹은 응고 후, 결정체 형성

유리는 액체 냉각시 유리질 상태(glassy state)로 변환

a) 유리 (glass)

• 유리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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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 분류

Adapted from Fig. 14.14 & Section 14.10-16, Callister & Rethwisch 9e.

세라믹의특징

i) 유리-세라믹의 정의

- 유리질 상태 유리를 열처리해 다결정구조(polycrystalline structure)로

변경한 세라믹 재료

ii) 유리-세라믹의 결정

- 결정상 비율: 약 90~98% (2~10%: 유리질 물질)

iii) 유리-세라믹의 특징

- 일반 세라믹보다 입자크기가 매우 작아서,일반 유리(안경)보다더 강함

- 결정구조로 인해, 유리-세라믹은 불투명(회색이나흰색)

b) 유리-세라믹 (glass-ceramic)

• 유리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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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 세라믹
- 휴대폰,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IT, 스마트 센서 등 전자 소재

② 에너지‧환경 세라믹
- 에너지 생산‧절감‧저장 및 환경정화‧촉매용 소재

③ 바이오 세라믹
- 인공장기, 인공관절,생체인식‧진단, 뷰티케어 소재

④ 엔지니어링 세라믹
- 자동차, 기계 우주항공용 부품소재, 엔진 블록 및 피스톤 코팅

⑤ 전통 세라믹:도자기, 시멘트, 유리 등 일상생활 전반 활용 소재

2016 세라믹 기술백서

세라믹의특징

a) 현대 세라믹의 분류 및 응용

• 현대 세라믹

세라믹의 분류



1. 세라믹의 특징

2. 세라믹의 제조

3. 세라믹의 응용



a) 압착 (Pressing) 

Gob

Parison 
mold

Pressing 
operation

b) 블로잉 (Blowing)

c) 섬유 드로잉 (Fiber Drawing)

wind up

용융예비물
(Parison)

몰딩완성

공기압축

세라믹의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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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 제조방법

• 유리 성형 (Glass Forming)



- 밀링 (Milling)과 분체 (screening):원하는 입자크기 제조
- 물과 혼합:슬립 (slip)생성 및 대상 조성물 형성

b) 하이드로 포밍 (Hydroplastic forming): 슬립을 관으로 압출

c) 슬립 캐스팅 (Slip casting)

② 공동 구성 (Hollow component)① 고체 구성 (solid component)

슬립 몰딩 몰딩 제거 그린 세라믹슬립 몰딩 물흡수 그린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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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제조

세라믹의 제조방법

• 입자 형성 (Particulate Forming)

a) 입자형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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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제조

세라믹의 제조방법

a) 시멘테이션 공정
- 세라믹대량 생산시 사용

b) 제조공정
① 포틀랜드 시멘트 (Portland cement) 준비

- 진흙과석회를 섞어 제작한물질
- 고온 소성 (1400 oC)

② 가수 및 포밍 과정 (Adding water and forming)
- 페이스트제작 및 수화에 의한 경화 발생 (물에 의한 경화반응).
- 수화시작후수분이내굳어서 형상형성

• 시멘테이션 (Cementation)



① 고온 공정
- 고온 가열에 의한 소성 (900-1400 oC)

② 유리화 (vitrification) 
- 클레이로 부터 유리 형성 후
실리카 (SiO2) 입자사이 흐름

a) 건조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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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제조

세라믹의 제조방법

• 건조 및 소성 공정 (Drying and Firing)

b) 소성 (Firing)

- 건조공정후, 층의 크기와
간격 감소

c) 소결 (Sintering)

① 소결 공정
- 세라믹 또는 유리 입자 몰딩 및 기공도 감소
- 액상 및 고상 소결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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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제조

2016 세라믹 기술백서

세라믹의 제조공정

• 세라믹 공정의 메가트렌드 (메이커스, 3D 프린팅, 소량생산)



1. 세라믹의 특징

2. 세라믹의 제조

3. 세라믹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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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응용

세라믹의 응용분야

• 세라믹 분류 및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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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응용

2016 세라믹 기술백서

세라믹의 응용분야



세라믹 가위

알루미나
기판

기계적 부품 여러 가지
전자 부품

세라믹의응용

세라믹의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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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세라믹의 응용
세라믹의응용

① 특징: 낮은 마찰 손실, 냉각계 없이 작동
② 단점: 내부 기공 제거 어려움 인한 구조 약화, 취성 강함

세라믹 부품이 형성 또는 기계적 조작 어려움
③ 주 사용 재료: Si3N4, SiC, & ZrO2

① 용도
- 전면 (Facing plates)과 후면 (Backing sheets) 갑옷으로 사용

② 특징
- 전면 갑옷: 딱딱하고 단단함 (취성)
- 후면 갑옷: 부드럽고 유연함 (에너지를 흡수해 변형가능)

③ 주 사용 재료
- Al, 합성섬유 라미네이트
- Al2O3, B4C, SiC, TiB2

a) 센서용 세라믹

• 세라믹 분류 및 활용 분야

b) 세라믹 갑옷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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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세라믹의 응용
세라믹의응용

c) 다이 블랭크 (Die Blanks)

• 세라믹 분류 및 활용 분야

① 용도: 공구 연마용
② 특징: 
- 마모 방지 물성 지닌 시멘트화된 텅스텐 카바이드 (WC)        
기판 이용 공구 연마 → 다결정 다이아몬드의 마모 최소화

③ 주 사용 재료: Si3N4, SiC, & ZrO2

d) 절삭 공구

인장
연신

die

die

Adapted from Fig. 17.2, Callister & Rethwisch 9e.

① 용도: Si 웨이퍼, 유리 절단, 오일 드릴
② 재료
- 금속/레진 매트릭스 내 단결정 및
다결정 다이아몬드 제작

③가공
- 결정면을 따라 마이크로 절단해
다결정 다이아몬드을 날카롭게 함

단결정
다이아
몬드

블레이드

레진 내
다결정
다이아몬드

오일 드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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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응용

2016 세라믹 기술백서

첨단 세라믹의 응용사례

• 세라믹의 생체소재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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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응용

2016 세라믹 기술백서

첨단 세라믹의 응용사례

• 세라믹의 생체소재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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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응용

2016 세라믹 기술백서

첨단 세라믹의 응용사례

• 세라믹의 생체소재 응용

a) 의료분야 생체 신소재

i) 생체소재로서 세라믹

- 금속 기반 소재를 세라믹 계통 재료로 대체 움직임

- 인공 뼈 재료로 많이 활용

ii) 최근 세라믹 생체소재의 경향

- 이전 생체 재료 : 구조재의 물리적 향상

- 심미성이나 작업성 및 생물학적 기능성이 중요

- 생체재료에 대한 위해성 및 친화성에 관심 증가

iii) 세라믹 생체소재의 용도

- 치과 재료 및 안과 영역에서 콘택트렌즈(contact lens) 재료

- 골수복재,인공치근 및 치아, 인공관절, 인공신장 등 골대체용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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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응용

2016 세라믹 기술백서

첨단 세라믹의 응용사례

• 세라믹의 생체소재 응용

b) 바이오세라믹스(bioceramics)

i) 대표적 바이오세라믹스 소재

알루미나,수산화아파타이트,지르코니아, 수산화아파타이트, TCP,

글라스 세라믹스, 카본

ii) 알루미나 (Alumina: Al2O3)

- 치관수복재료로서내마모성, 저마찰, 윤활특성 및 생체 안정성

- 인공관절 및 인공치근으로 발전·실용화

- 높은 친수성으로 표면에 수막 형성.

iii) 지르코니아 (Ziconia: ZrO2)

- 생체안정성, 친화성, 높은 용융점 및 화학적 안정성

- CaO, Y2O3 등을 첨가해 기존 세라믹재료가 갖지 못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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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응용

2016 세라믹 기술백서

첨단 세라믹의 응용사례

• 세라믹의 생체소재 응용

b) 바이오세라믹스(bioceramics)

iv) 수산화아파타이트(수산화인회석: Ca10(PO4)6(OH)2)

- 척추동물의 경조직에 다량으로 함유

- 인공 제조시 새로운 뼈와 견고하게 결합하는 특성

- 골유착성 세라믹재료로 인공뼈 재료로 활용

- 생체 내 활성형, 높은 취성과 우수한 생체친화성

v) TCP(Tricalcium Phosphate)

- 생체흡수성 세라믹스로 인체 내에서 용해돼 흡수 속도 조절

- 분해 속도가 매우 빨라서 용해도가 매우 낮은 수산화아파타이트와

혼합사용해 흡수 속도 조절 가능

- 흡수성 세라믹은 복합재료의 충진재로 사용돼 오랜 기간에 걸쳐

뼈가 안정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공간으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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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특징

세라믹의 미래

• 현대 사회와 세라믹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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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라믹의 특징
① 세라믹의 분류

- 고전적 분류
유리, 점토물 (clay products), 내화물 (refractories), 시멘트 (cements), 
신기능 세라믹 (advanced ceramics)

- 현대 분류
전통 세라믹, 전자 세라믹, 바이오 세라믹, 엔지니어링 세라믹, 에너지환경 세라믹

② 세라믹의특성
-물리·화학적 처리 및 고온 가공 통해 내열‧내식‧내마모‧절연성우수

2) 세라믹의 제조
- 유리 성형 (Glass Forming), 입자 형성 (Particulate Forming),
시멘테이션 (Cementation), 건조 및 소성 공정 (Drying and Firing)

3) 세라믹의 응용
-전자정보통신, 바이오(의용생체), 엔지니어링, 에너지환경, 전통적 용도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