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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가지 온도, 조성 및 농도에서 이성분계 세라믹 복합체 TPSZ(titania partially-stabilized 
zirconia)의 미분말을 초음파분무열분해법에 의하여 합성하였으며, 합성공정인자가 분체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고, 합성된 분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출발용액의 제조는 금속염의 농도가 0.025〜 0.1 M 이 되도 

록 증류수에 용해하고, 그 조성비는 ZrO2 90〜 97.5 wt%에 TiQ 2.5〜 10 wt%가 되도록 하였다. 합성시 열분 

해 영역에서의 온도는 건조부가 400〜 550 °C, 반응•彳는 800〜 1100 °C로 하였으며, 합성된 분체는 습식으로 

포집하여 110°C에서 3시 간 동안 건조하였다. 합성 된 미분체의 특성 을 Raman Spectroscopy, X-ray 
diffraction(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및 Par
ticle Size Analyzer(PSA尽써 조사하였고,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ICP- 
AES 炉써 순도 및 조성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fine particles of binary ceramic composite of titania-partially-stabilized zirconia(TPSZ) 
were synthesiz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at the various temperatures, compositions and concentrations 
and the effects of process factors for synthe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fine particles were discussed. The start
ing salt solutions were prepared to have the ionic concentrations of 0.025〜0.1 M aqueous solutions. The fine 
particles were prepared to have the compositions of 90〜97.5 wt% of ZrO? and 2.5〜10 wt% of TiO2. The tem
peratures for particle synthesis were regulated to be 400~550 oC as a drying zone, 800〜1100 oC as a pyrolysis 
zone. The produced fine particles were collected by a wet process and analyz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 
properties after being dried. The compositions of ceramic fine particles were determined by Inductively Cou
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ICP-AES) technique and phases, morphologies and particle sizes 
of those were investigated by Raman Spectroscopy, X-ray diffraction(XRD), Scanning Electron Micros- 
copy(S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and Particle Size Analyzer(PSA) techniques.

서 론

분체의 성질은 입자의 크기, 상 및 집합상태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분체의 제조기술은 파인 세라믹스 

재료에서 매우 중요하며 , =L 제조 방법은 고체의 분쇄와 

열분해, 기상과 액상으로부터의 석출이 일반적이다.1

고체의 분쇄는 미분체를 제조하는 가장 일반적 인 방 

법이지만, 대기나 기재에 의한 오염, 분쇄입자들끼리의 

응집에 의한 세분화의 한계 등의 문제와 분쇄기의 종 

류 및 분쇄조건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와 상, 분포 및 

미세화의 한계 등이 크게 달라진다. 고체의 열분해는 

금속의 무기 염 이 나 유기염 을 열분해하는 방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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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cron 이중］의 초미립자를 얻을 수 있다.2 액상으 

로부터 침전을 생성시켜 미분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알 

칼리의 농도, 온도, 불순물, 통기량과 통기속도 등 여 

러 가지 반응조건에 의존하며, 이러한 인자를 조절함으 

로써 입자의 크기와 형상의 제어가 가능하다.3
기상에서 미분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오직 증기압이 

높은 금속을 정제하는 경우만纟로 한정이 되어 있었으 

나, 최근 파인 세라믹스용 미분체에 대한 고순도화 및 

초미립자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기상반응을 이용 

하는 초미립자, 섬유, 단결정 및 박막 등의 제조가 주목 

받고 있다. 기상 반응에 의해서 제조되는 분체는 고순도 

화 중］기가 쉬우며, 0.1 pm 이하의 초미립자가 쉽게 얻 

어지고 응집이 작으며 분산성도 좋다. 또한 질화물, 탄 

화물 등의 비산화물 입자의 합성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 기상법에는 증발 응축법, 

기상 합성법, 기상 산화법, 기상 분해법 등이 있으며, 

기상 분해법 중에서 분무열분해법은 분무되어진 액적(液 

滴)의 성분비가 제조된 미분체의 조성과 비교적 일치하 

여 복잡한 다성분 산화물 분말의 제조에 용이하다.4
이 방법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산화물 분체를 제 

조한 보고5-8가 있으나, 이와 같이 제조된 입자는 크기 

와 형태가 불규칙하고 입자내부에 큰 기공이 존재하므 

로, 근래에는 이러한 결점이 없는 크기가 균일하고 미 

세한 구형의 분말을 얻기 위하여 초음파 진동자로 액 

체의 표면을 진동시켜 구형의 미세한 산화물 분말을 

제조하는 연구9-14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초음 

파 진동자의 진동수에 의하여 쉽게 액적의 크기를 조 

절하고, 나아가서는 미분체의 입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르코니아는 내열성, 내충격성 및 내식성이 큰 세라 

믹 재료로서 구조용재료, 전기 • 전자 재료, 촉매재료에 

서부터 가스센서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 
이고 있는 재료이다.15 지르코니아의 한 가지 단점은 

부서지기가 쉽기때문에 기계재료로 쓰이는데 한계가 있 

는 것인데, 여기에 소량의 다른 종류의 산화물을 첨가 

하면 균열강도 및 내열성이 현저하게 좋아지며 이를 

안정화 지르코니아(partially stabilized zirconia, PSZ) 
라 한다.16-17
고인성, 고강도의 치밀한 세라믹 소결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원료분말에 요구되는 성질은 일반적E로 미립 

자이고 구형이며, 입도 분포가 좁고 고순도이며, 응집 

하지 않고 안정 화제로 사용되는 미분체가 균일하게 분 

포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만족시키는 분말을 합성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상반응법, 공침법, 단분산 

미립자합성법, 분무열분해법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 이중 고상반응법은 균질혼합이 어려워서 소결체 미 

세구조의 불균일에 의한 물성저하를 초래하며, 공침법 

에서는 고상반응보다는 비교적 균일한 조성의 분말 합 

성 이 가능하나 비정질이고 응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또한 금속알콕사이드를 이용한 단분산 미립자 

합성법은 이상적인 분말을 얻을 수 있으나, 역시 비정 

질 생성물이어서 건조 및 하소공정에서 변형 및 응집 

이 발생하여 원래의 입자 형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 

점이 있다. 그러나 초음파분무열분해법 (ultrasonic spray 
pyrolysis, USP哓 값싼 금속염을 사용하여 수용액2로 

만들고, 이들 수용액을 초음파 분무기로 미세하게 분무 

하여, 전기로에서 짧은 시간에 열분해시키므로 화학조 

성이 균일하고 결정질이며, 입도분포가 좁고 구형의 미 

립자이면서 응집하지 않는 고순도의 이상적인 원료분 

말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18-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속 알콕사이드 용액을 초음 

파분무열분해시 켜 티타니 아 안정 화 지르코니 아(TPSZ) 
미분체를 제조하였으며, 용액의 농도, 열분해시의 온도 

및 반응시간 등에 따른 생성물의 특성을 여러 가지 분 

석방법2로 조사하고, 초미분체 제조시의 최적조건을 

연구하였다.

실 험

미분체의 제조 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된 초음파분 

무열분해장치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장

A : Furnace I 
(Pyrolysis Zone)

B : Furnace II
(Drying Zone)

C : Alumina Tube 
(ID=5cm, L=150cm)

D : Ultrasonicator
E : Thermocouple 
F : Collector I 
G : Collector n 
H : Aspirator

Fig. 1. Schematic diagram of ultrasonic spray pyrolysis sys
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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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초음파 액적 발생장치, 건조부, 반응부, 분체 포 

집장치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초음파 액적 발생장치는 일반 가정용으로 쓰이고 있 

는 가습기 (Daewoo, RH-3550)를 개조하여 반응관과 직 

접 연결이 되도록 설치하였으며, 초음파 액적 발생장치 

에서 분무된 미세한 액적은 반응로를 통과할 때 가열 

되면서 순차적으로 용매가 증발되고, 열분해 되면서 공 

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미분체의 세라믹 산화물이 합 

성 된다.

열분해 반응로는 건조부(400〜 550 °C)와 반응부(800 
〜 1100°C：胃 두 부분으로 하였으며, 액적이 급격히 

가열되어 용매가 너무 빨리 증발되지 않도록 하면서 

구형의 미분체가 제조되도록 하였다. 반응관의 재질은 

뮬라이트(Mullite, ID: 5 cm, L: 150 cm)를 사용하였 

으며, 각 부분의 온도측정을 건조부는 외부에서 Digital 
Thermometer로 직접 측정하였고, 반응부는 열전쌍을 

반응관 내부에 설치하여 분체가 합성될 때의 온도를 

정확히 읽어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조부 영역의 

온도는 반응이 진행되는 온도 즉, 분체 합성온도의 약 

50%의 값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분체의 포집장치는 습식포집법으로써 증류수가 들어 

있는 용기내에서 합성된 분체를 수집하였으며, 1차 수 

집 플라스크를 통과하는 분체는 少卜 수집 플라스크에서 

수집되도록 하였다. 또한 분무된 액적은 Aspirator를 

이용하여 감압시켜 부분진공상태를 형성해 줌으로써 반 

응관을 거쳐 열분해된 후 포집되도록 하였다.

미분체의 합성. TPSZ 미분체의 합성은 티타니아의 

최종함량이 2.5 wt%, 5.0 wt%, 7.5 wt%, 10.0 wt%인 

일련의 TPSZ를 합성하기 위하여 금속염용액을 출발용 

액으로 제조하였다. 거*의 공급원이 되는 시약은 ZrCLO - 
아LO(Junsei, Japan, CP彊 사용하였으며, Ti4*의 공급 
원으로는 Ti[OCH(CH3)2〕4 (Aldrich, USA, 99.999%)를 

사용하였다.

2.5〜10 wt%의 TiO2가 포함된 TPSZ의 출발용액을 

각각 600 oC, 700 oC, 800 oC, 900 oC, 1000 oC, 1100 oC 
에서 초음파분무열분해시켜 TPSZ 분체를 합성하였다 . 
그리고, 각 합성조건에서 합성된 분체는 자연침전시켜 

상층의 물을 제거한 후, 110oC 에서 3시간동안 건조시 

켜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미분체의 특성 분석. 합성된 분체의 분자구조 또는 

분자간의 상호작용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FT-Raman 
분광기 (IFS120HR/FRA106A, Bruker, Germany尽 상 

온에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합성된 분체의 상을 확인 

하기 위해 XRD(MAC, MO3XHF, Japan彊 이용하여 

20o<26<80^] 범위에서 Scanning Speed: 5.00 deg/min 
의 조건으로 회절스펙트럼을 얻었고, 분체의 크기, 형 

태를 조사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SEM, Jeol, JSM- 

5400, Japan：과 투과전자현미경 (TEM, Hitachi, H-7100, 
Japan) 사진을 얻었다. 합성한 TPSZ 미분체의 성분과 

조성은 ICP-AES(JY 50R Jobin Yvon, France)로써 

분석하였으며, 합성분체의 평균크기 및 입도 분포는 
Particle Size Analyzer(Shimadzu, SA-CP3, Japan序 측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분무열분해법으로 TPSZ 복합 

세라믹스 미분체를 합성하였다. 이는 고유의 특징적인 

기능을 가지는 여러 가지 세라믹 재료들에 대하여 각 

각의 장점을 취한 복합세라믹스를 제조하는 새로운 제 

법의 시도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두 가지 재료를 

단순히 혼합하여 제조하였던 복합세라믹스의 제조방식 

보다는 매우 치밀하고 분포가 균일한 미분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지르코니아에 소량의 티타니 

아를 첨가하여 이성분계 세라믹 복합체를 제조하였으 

며 이는 지르코니아의 기계적인 성질을 향상시키는 안 

정화 지르코니아를 제조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되었다.

지르코니아-티타니아 복합체에서 기계적 인성의 변화 

는 미분체 입자내에 티타니아 입자의 공간적 분포상태, 

티타니아 입자의 크기, 크기분포 상태 및 농도 등에 

의존하며, 이러한 변수들은 시료의 제조 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습식혼합에 의해 제조된 시료는 

티타니아 입자의 분포가 불균일하며, 졸®법에 의해 

제조되는 시료는 티타니 아 입자가 비교적 균일한 분포 

상태를 가지나 미세구조의 균일성을 조절하기가 어렵 

고,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초음파분무열분해법으로 제조한 

TPSZ는 화학조성이 균일하고 결정질이며, 좁은 입도분 

포를 갖고 구형의 미립자이면서 응집하지 않는 고순도 

의 세라믹스 복합미분체를 얻었다.

XRD 결고h Fig. 2에는 上의 함량이 각각 2.5 wt%, 
5.0 wt%, 7.5 wt%, 10wt%이 되도록 조절하여 만든 

0.025 M ZrCbO • 8Hq/Ti[OCH(CH3)2]4의 혼합수용액 

을 분무열분해하여 합성한 TPSZ 세라믹스 복합미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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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s-prepared TPSZ pow
ders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at 500 oC of drying zone 
and 1000 oC of pyr이ysis zone prepared with 0.025 M Ti 
[OHClCHa^L/ZrCLO , 8H2O aqueous solutions. (a: 2.5 wt%, 
b: 5.0 wt%, c: 7.5 wt%, d: 10 wt% in TiO? content)

Fig. 3. Raman spectra of as-prepared TPSZ powders by ult
rasonic spray pyrolysis at 400 oC of drying zone and 800 oC 
of pyrolysis zone prepared with 0.075 M Ti[OHC(CH3)2]4/ 

ZrClQ，8HQ aqueous solutions. (a: 2.5 wt%, b: 5.0 wt%, c: 
7.5 wt%, d: 10 wt% in TiOz content)

에 대한 XRD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합성한 일련의 TPSZ 분말에 대한 X선 회절 

특성을 살펴보면, 2总이 30, 35.3, 50.5, 59, 60, 74.5에 

서 나타난 봉우리들이 지르코니아의 특성을 나타내는 

봉우리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TPSZ의 모든 조성에 

서 뚜렷히 나타난 반면에, 티타니아의 경우에는 회절 

봉우리들이 선명하지 않은데, 그것은 티타니아의 함량 

이 지르코니아의 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이며, 봉우리들의 세기는 티타니아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또한 다른 온도에서 합성한 TPSZ의 

회절 pattern과 비교해 본 결과, 뚜렷한 결정의 특징을 

나타내는 좋은 회절 봉우리들은 800 oC 이상에서 합성 

된 경우에서 잘 나타났으므로 초음파분무열분해법에 의 

한 TPSZ 미분체의 합성온도는 800 oC이상의 온도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Raman 결고h Fig. 3에는 0.075 M ZrClQ • 8H2O/ 
Ti[OCH(CH3)』4의 혼합용액을 800oC 에서 분무열분해 

하여 제조한 분말시료를 叫간 건조한 후에 얻은 TPSZ 
분말에 대한 Raman spectr最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7.1cm-1, 275.6 cm-1, 312.8 cm-1, 
456.9 cm-1, 647.6 cm-1 에서 나타난 흡수 영역은 지르 

코니아의 Tetragonal 상에 대한 특징적인 봉우리이며, 

。스펙트럼의 174 cm-1, 190 cm-1, 384 cm-1 위치에서 

나타난 비교적 약한 세기의 흡수 봉우리들은 지르코니 

아의 Monoclinic 상에 해당하는 특성 봉우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르코니아가 800 oC에서는 tetragonal 상 

으로 주로 존재하며, 티타니아의 함량이 2.5〜7.5%로 

상대적으로 소량일 때 일부 monoclinic 상이 존재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이 monoclinic 상을 나타내는 

특성 봉우리들의 세기는 티타니아의 함량이 높아질수 

록 감소하였다.

Fig. 4는 0.05 M ZrCbO • 8H2O/Ti[OCH(CH3)』4의 

혼합용액을 1100oC에서 분무열분해하여 얻은 4가지 

조성의 TPSZ 분말을 대한 Raman spectr最 나타낸 

것으로써, a序트럼을 기준으로 할 때 146.1 cm-1, 270.5 
cm-1, 315.2 cm-1, 458.2 cm-1, 649.4cm-1 에서 나타나 

는 흡수 봉우리들은 지르코니아의 Tetragonal 상에 해 

당하는 특징적인 봉우리이며, 177.5 cm-1, 189.3 1cm-1, 
382.0 cm-1, 458.2 cm-1 에서 나타난 흡수 봉우리들은 

지르코니아의 Monoclinic 상의 특징적인 봉우리를 나 

타낸다. Fig. 3과 Fig. 4를 비교해보면 800 oC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던 Monoclinic 상이 1100oC에서는 뚜 

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티타 

니아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비교적 잘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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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aman spectra of as-prepared TPSZ powder by ultra
sonic spray pyrolysis at the 500 oC of drying zone and 1100 oC 
of pyrolysis zone prepared with 0.05 M Ti[OHC(CH3》]4/ 
ZrCL。，8H?O aqueous solution. (a: 2.5 wt%, b: 5.0 wt%, c: 
7.5 wt%, d: 10 wt% in TiO? content at 1100 oC)

났으나, 티타니아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Monoclinic 
상이 사라짐을 볼 수 있었다. 한편 tetragonal 상을 나 

타내는 흡수 봉우리들 중에 270.5 cm」와 315.2 cm-1 
두 개의 봉우리를 비교해보면, 티타니아의 함량이 상대 

적으로 적을 때는 270.5 cm-1 봉우리의 세기가 더 컸 
으나, 티타니아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파장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세기가 감소되는 반면, 315.2 cm-1 에서 

의 흡수 봉우리는 장파장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세기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티타니 아와 지르코 

니아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5는 티타니아의 조성은 2.5 wt%로 일정하게 두 

고, 농도와 분해 온도를 변화시켜서 합성한 TPSZ 시 

료의 Raman spectra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열분해 온도가 증가할수록 회절 봉우리의 

세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정질 

성분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온도 

의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살펴보면, 800〜 
1000 oC 사이에서는 178 cm-1, 189 cm-1, 382 cm-1 및 

458 cm-1 부근의 흡수 봉우리들은 잘 나타나지 않다가 

1100 oC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 이는 TPSZ 복합 

세라믹스에서 지르코니아의 Monoclinic 상은 1100 oC 
이상의 온도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있다.

SEM 및 TEM 결고，. Fig. 6에는 5 wt%의 티타니 

아가 함유되도록 합성한 TPSZ 분말의 SEM 사진을

0 200 400 600 800 1000
Raman shift

Fig. 5. Raman spectra of as-prepared TPSZ powder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at the various temperatures prepared with 
Ti[OHC(CH3)2]4亿rCl2O 8H2O aqueous solution. (a: 800-0.075 
M, b: 900-0.1M, c: 1000-0.025M, d: 1100-0.05M in 2.5 wt%)

Fig. 6. SEM photographs of as-prepared TPSZ powder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at 500 oC of drying zone and 
1000 oC, 1100 oC of pyrolysis zone prepared with Ti[OHC 
(CRZL/ZrClQ - 8H2O aqueou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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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긴-枇啓制-皿此 Ti&i Lt00ic-0,(KM-S0wt^ TiCh
Fig. 7. TEM photographs of as-prepared TPSZ powder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at 500 oC of drying zone and 1000 oC, 
1100 oC of pyrolysis zone prepared with Ti[OHC (CH3)2]4 /ZrCl2O - 8H2O aqueous solution.

나타내었다. 합성된 미립자들의 입자 크기는 약 0.4〜 
0.8 pim 정도로서 작고 미세하며 대부분 구형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일부 응집되어 있는 것과 입자가 터진 것 

그리고 입자 표면의 껍질이 벗겨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구형의 액적에 포함된 용매의 증발 또는 유기물 

의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기포가 구형 분말내부에서 미 

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 있다가 온도가 증가 

하면서 분말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구형의 분말이 터 

진 것으로 생각되며, 껍질이 벗겨진 것은 합성 후 입자 

가 냉각될 때 입자의 내부과 외부의 조성차이에 따른 열 

팽창률의 차이로 인해 껍질이 벗겨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5wt%] 티타니아가 함유되도록 합성한 TPSZ 

분말의 TEM 사진과 회절환도형 (ring pattern曜 찍어 

이를 Fig. 7에 나타내었다. TEM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이, 합성된 대부분의 분말은 구형 분체이며, 일부의 분 

말은 부서져서 조각으로 되었으나, 알루미나 복합 세라 

믹스의 경우21와는 달리 공동이 형성되지 않고 내부가 

충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절환도형을 보 

면 본 초음파분무열분해법으로 합성된 미분체는 다결 

정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CP 분석결고，. Table 1에는 ZrCbO • 8H2O/Ti[OCH 

(CH,》].의 혼합용액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성과 온도에 

서 초음파분무열분해법으로 합성한 TPSZ 미분체를 유 

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법 (ICP-AES)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시료 

별로 각 함량의 이론치를 계산함으로써 출발용액을 제 

조하고 초음파분무열분해시켜 얻은 TPSZ 미분체는 실 

험에서 원하는 조성대로 합성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 

도 일치하였다.

입도 분석결고h Table 2에는 초음파분무열분해법으로 

각각 1000 oC 및 1100 oC에서 제조한 TPSZ 미분체들 

의 평균입자크기를 티타니아의 함량 변화에 따라 나타 

내었다. 제조된 미분체들은 제조온도가 높을수록 입도 

분포가 좁고 완전한 구형의 미분체가 합성되었으며, 티 

타니아의 함량과 TPSZ 입자들의 크기는 상관관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된 TPSZ 미분체의 평균 

입자 크기는 약 0.65 pim였다.

결 론

초음파분무열분해법으로 티타니 아의 함량을 2.5 wt% 
〜 10wt%로 변화시킨 TPSZ 미분체들을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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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CP-AES data of TPSZ fine particles prepar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Ti contents(wt%) (800 oC-0.075M) Elements Con. (ppm) %

2.5 wt% Ti /Zr 16.1/728 2.2/97.8

5.0 wt% Ti/Zr 35.4/817 4.2/95.8
7.5 wt% Ti/Zr 48.8/764 6.0/94.0

10.0 wt% Ti/Zr 57.5/593 8.8/91.2

(900-0.1 M) Elements Con. (ppm) %
2.5 wt% Ti/Zr 11.6/524 2.2/97.8
5.0 wt% Ti/Zr 27.6/662 4.0/96.0
7.5 wt% Ti/Zr 32.9/532 5.8/94.2

10.0 wt% Ti/Zr 62.4/684 8.4/91.6

(1000 oC-0.025 M) Elements Con. (ppm) %
2.5 wt% Ti/Zr 19.4/1200 5.1/94.9
5.0 wt% Ti/Zr 47.0/982 4.6/95.4
7.5 wt% Ti/Zr 69.9/1070 6.1/93.9

10.0 wt% Ti/Zr 101/891 10.2/89.8

(1100 oC-0.05 M) Elements Con. (ppm) %
2.5 wt% Ti/Zr 8.44/359.0 2.3/97.7
5.0 wt% Ti/Zr 45.6/1020 4.3/95.7
7.5 wt% Ti/Zr 82.9/1040 7.4/92.6

10.0 wt% Ti/Zr 61.7/698.0 8.1/91.9

(unit: wt%)

Table 2.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TPSZ fine particles prepared by ultrasonic spray pyrolysis

Ti contents Temp. 2.5 wt% 5.0 wt% 7.5 wt% 10 wt% Average

1000 oC 0.3885 0.8923 0.4333 0.7442 0.6145
1100 oC 0.7362 0.7153 0.6082 0.7803 0.7100

(unit: pm)

농도 및 온도 조건에서 합성하였으며 그 특성을 조사 

하였다. 초음파분무열분해장치는 실험실에서 직접 제작 

하였으며, 초음파 분무장치는 일반 가정용 초음파 가습 

기를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반응관의 온도는 건조대 영 

역은 400〜 550 °C, 열분해반응 영역은 850〜 1400 °C로 

하였으며, 초음파분무에 의해 미세한 액적으로 만들어진 

시료용액을 mullite 반응관에서 건조, 열분해하여 습식 

포집법으로 수집하였다.

1) 합성된 미분체의 특성은 출발금속염들의 초기농도, 

열분해 온도, 초음파 분무의 세기, 분말의 수집 방법 

및 감압 조건 등의 공정조건 들로써 조절할 수 있었 

으며, TPSZ 미분체는 출발용액의 농도가 묽을수록, 반 

응온도를 높게할수록 입도분포가 좁고 완전한 구형의 

미분체가 합성되었다.

2) TPSZ 미분체는 600 oC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결정성 물질의 합성 이 어려웠으며, 800 oC 이상의 고 

온에서 결정질의 복합 세라믹스 초미분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3) TPSZ 복합세라믹스 분말에서 티타니아의 함량이 

2.5 ~ 5.0 wt% 인 범위에서는 지 르코니 아의 tetragonal 
상이 주로 관찰되었으며, 티타니아의 함량이 상대적으 

로 높은 7.5~10wt%에서는 지르코니아의 monoclinic 
상이 일부 나타났고, 이러한 monoclinic 상의 특성봉 

우리들은 합성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1100oC 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4) 합성한 미분체는 SEM 및 TEM 사진으로 보아 

대부분이 구형으로서 내부가 충진된 초미분체로 나타 

났으며, 회절환도형을 보아 다결정성을 갖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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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5) 초음파분무열분해법으로 합성한 TPSZ 분말들은 

고온일수록 입도 분포가 좁고 완전한 구형의 미분체가 

합성되었으며, 합성된 TPSZ 미분체의 평균 입자크기는 

약 0.65 卩点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재단 지정 계명대학 

교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 (CAPT) 및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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