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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dustrial manufacturing of YSZ products can be summarized as a three step process: a) hydrolysis of zirconyl

chloride and mixing of other solutions, b) precipitation, and c) calcination. The addition of ammonia or OH− is essential in

the precipitation process. However, a strong agglomeration was observed in the results of an ammonia or OH− addition. Thus,

it is necessary to disperse the powders smoothly in order to improve the mechanical strength of YSZ. In this study, YSZ was

synthesized using the urea stabilizer and hydrothermal method. YSZ powders were synthesized using a hydrothermal method

with Teflon Vessels at 180oC for 24 h. The mole ratio of urea to Zr was 0, 0.5, 1, and 2. The crystal phase, particle size, and

morphologies were analyzed. Rectangular specimens (33 mm × 8 mm × 1 ± 0.5 mm) for three-point bend tests were used in the

mechanical properties evaluation. The crystalline of YSZ powders observed a tetragonal phase in the sample with a ratio of

Zr:urea = 1:2 addition and a hydrothermal reaction time of 24 h. The average primary particle size of YSZ was measured to

be 9 nm to 11 nm. The agglomerated particle size was measured from 15 nm to 30 nm. The three-point bending strength of

the YSZ samples was 142.47 MPa, which is the highest value obtained for the Zr:urea = 1:2 ratio addition YSZ sample.

Key words YSZ, hydrothermal, urea, bending strength, zirconia.

1. 서  론

지르코니아는 높은 용융온도 (2700oC)와 염기-산성 환경

에서도 내부식성이 뛰어나고 고강도, 고인성, 내마모성, 절

연성 등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1) 이는 이제까지 사용

되었던 금속재료에서 볼 수 없었던 우수한 특성이 세라

믹 재료에 나타난 것으로 현재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려

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된 응용분야로는 고

온구조재료2)에서부터 공구, 촉매,3) 연료산화전지의 전극재

료,4) 산소센서5-6)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특히, 내식성 및

강도, 인성 특성부분에서 타 재료에 비해 우수하여 각종

생체재료 및 치과재료에서의 쓰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세라믹 재료는 성형공정 후 소결과

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결이 행해지는 온도가 보통 1300oC -

1600oC 정도이다. 순수 지르코니아 결정구조변태에 따라

분석하자면 이 온도에서는 정방정 결정구조의 지르코니

아로 변태되어 있는 시점인데, 이 때 소결 후 상온으로

돌아가게 되면 순수 지르코니아는 단사정으로 변태가 일

어나게 된다. 이 변태중 약 3-5% 부피팽창, 17% 정도

의 전단응력이 발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힘이

지르코니아 세라믹 재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취성(깨

짐)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

다.7)
 그러나 1975년 Garvie 등에 의해 상변태에 의하여

강도가 증진되고 세라믹스의 단점인 취성을 개선할 수 있

음이 밝혀졌다.8-9) 그 후 고강도 및 고인성의 지르코니아

분말 제조의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상안정화제인 CeO2, CaO, MgO, Y2O3 등의 산

화물을 첨가하여 상안정화시킨 지르코니아 재료를 사용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료를 일명 부분안정화 지르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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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Z)라고 부른다.10-11) 또한 이중 Y2O3 안정화제가 다른

안정화제에 비해 제조시 용해도가 우수하고 적은 양으로

도 지르코니아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

는데, 이것을 일명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라고

부른다.

이러한 상안정화가 이루어져 상온에서도 고온상인 정방

정 결정상이 유지되는 안정화 지르코니아 분말을 생산하

는 방법은 크게 고상법과 습식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습식법이 고상법에 비해 고순도에 입자

크기도 작고 입자의 분포도도 좁으며, 입자의 형상도 규

칙적이여서 결과적으로 소결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더 뛰어난다.12) 한편 이러한 습식법의 종류로는 가수분해

법,13) 졸-겔법,14) 수열합성법,15) 알콕사이드법, 침전법16-17)

등이 있다. 이중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

초기 출발원료를 용매에 녹여 NaOH, Ammonia등의 침

전제를 이용하여 미세한 입자로 공침-세척과정을 거친 후

열처리 공정 처리하여 결정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침전제

를 투입하여 공침시킬 때 침전제가 유기적으로 균일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전제가 투입되는 지점에

입자응집이 비교적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입자의 크기가

커지며, 입도도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분말의 물리적 화학

적 특성이 많이 저하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세척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공정상의 추가로 인한 생산비용이 비싸

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첫 번째로 침전제 투입 시 발생되는 부분적인 응집을 방

지하기 위해 NaOH, Ammonia등의 침전제 대신에 약

80oC에서 분해되는 Urea(CO(NH2)2)를 용액 상에서 균일

하게 분포시켜 침전이 일어나게 하는 초기 출발원료에 함

께 첨가하였으며, 두 번째로 반응물의 세척과정 대신에

기존에 행하였던 열처리 공정의 조절로써 잔존 불순물 및

유기물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 때 사용한 방법은 비교

적 저온에서 결정화 분말을 직접 제조할 수 있다는 장

점을 지닌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였으며, 합성온도와 시간

은 각각 180oC, 24h이였다. 결과적으로 합성시간, 첨가

urea의 양에 따른 분말의 특성평가와 병행하여 치과재료

에 실제 응용하는데 있어 비교 수치인 강도 값을 분석

하기 위해 제조한 분말을 직육면체 시편형태로 일축가압

성형 후 소결과정을 거쳐 3점 굴곡강도를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합성방법 및 성형

본 실험에서 합성에 사용한 출발 시약은 ZrOCl2·8H2O

(90%, F.W-322.25, JUNSEI, Japan)과 YCl3·6H2O (99.9%,

F.W-303.36, Aldrich, USA), Urea (99.0%, Junsei, Japan)

을 사용하였다. 먼저 증류수 80 ml에 ZrOCl2·8H2O와

YCl3·6H2O (3 mol%)를 용해시킨 후 Urea를 ZrO2 : Urea의

molar ratio로 각각 무첨가, 1:0.5, 1:1, 그리고 1:2 비율로

첨가, 용해시켰다. 이 용액을 100 ml 불소수지 용기에 담

은 후 100 cc 의 반응기를 갖는 Parr 사의 302AC T304

로서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여 180oC 의 온도조건에서

24 시간 수열합성을 처리하였다. 이전의 연구논문에 자세

한 실험방법을 기술하였다.18) 이후 Dry oven에서 70oC,

12시간 동안 건조하고 700oC 에서 1시간 동안 하소처리

를 수행하여 3 mol% Y2O3-ZrO2 분말을 제조하였다. 이

후 분말의 특성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시편제작은 분말을

각각의 가로 33 mm, 세로 8 mm, 높이 1 mm의 직육면체

시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압기를 이용하여 380MPa로 일축

가압 성형하였다. 그런 다음 직육면체 시편을 전기로를 사

용하여, 승온속도 5oC/min 로 1500oC 에서 1시간 동안 소

결한후 로냉하였다. 이 과정을 Fig. 1에 도식화하여 나타

내었다.

Fig. 1. Experimental flow chart for synthesis of 3mol%Y-ZrO2

powders by hydrotherm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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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성분석

합성된 ZrO2-3mol% Y2O3분말의 결정상 분석을 위해,

XRD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2o/min, CuKα1, 20o~

80o 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입자의 크기, 형태와 미세구

조 관찰을 위해서 주사전자현미경 FE-SEM (Sirion, FEI,

Netherland)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열적거동을 관찰하

기 위해 TG-DTA (MAC-TG-DTA 2000, Japan)를 사용

하고, 분석조건은 1000oC까지 승온속도 5oC/min으로 공

기분위기하에서 조사하였다. 합성된 분말의 응집입자 크

기 및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입도분석기(Master sizer2000,

Malvern, Germany)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기계적

특성인 굽힘강도 측정을 위해서는 직사각형 시편형태로

성형되어 소결된 시편을 만능시험기(HOUNS FIELD,

England)를 이용하여 3점 굽힘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

한 하소한 분말의 XRD 결과를 이용 결정상을 분석하여

단사정과 정방정상이 혼재되어있는 분율을 계산하고 이

에 대한 결과는 결과 및 고찰에 언급하였다.19)

3. 결과 및 고찰

Fig. 2은 180oC 의 반응온도 조건에서 각각의 요소 첨

가량에 따라 24시간동안 수열합성하였을 때, 얻어진 3mol%

Y2O3-ZrO2 분말의 결정상을 분석한 XRD 결과이다. 요소

를 첨가하지 않았던 조건의 결과, 별도의 침전제 투입없

이 수열합성 최대 24시간만으로는 정방정의 안정화 지르

코니아 분말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열

합성 시간에 관계없이 1:1 이상 요소 첨가조건에서 부

분적으로 정방정상이 관찰되었다. 즉 안정화 지르코니아는

180oC, 24 시간 내에 생산하려면 ZrO2 : Urea의 몰비를 1:1

이상 첨가하여야지만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또한 1:1 이상 요소를 첨가하면 안정화제로 투입하였

던 이트리아가 지르코니아 결정상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

쳐 주결정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3o 부근에서 요소를 첨가한 모든 조건에서 관찰 할 수 있

는 피크는 즉 염화암모늄(JCPDF NO. 73-1491)이다. 이것

은 아래 식과 같이 요소에서 분해된 암모니아 이온과 출

발원료인 금속염에서 분해된 염소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실은 이 후 열 분석결과에서 310oC

부근에서 승화한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또한 요소를 투입

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으로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요소는 80oC이상 열처리

시 아래 화학식 (1)으로 가수분해된다.

CO(NH2)2 + 3H2O → CO2 + 2NH4
+ + 2OH− (1)

이때 pH 값은 첨가된 Urea량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

는데 이는 분해시 발생하는 OH− 이온 때문이다. 결론적

으로 이 OH− 이온은 증류수 안에 미리 용해되어 있던

Zr4+ 와 Y3+ 이온에 침전제로서 영향을 주어 각각 Zr(OH)4,

Y(OH)3 또는 Zr(Y)(OH)X,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반응을 일

으키게 된다. 이 후 이런 수산화물들이 수열 및 하소과

정을 거쳐 아래화학식 (2)의 산화물 분말로 얻어진다.

(1 − x) ZrOCl2 + 2x YCl3 + y OH−

→

        Zr(Y)(OH)y→ Zr(Y)O2 + H2O (2)

수열합성한 분말의 열분해 과정 및 적절한 하소온도를

결정하기 위해 열중량 및 열시차 분석을 TG-DTA를 통

해 에서 1000oC까지 실시하였다. Urea를 첨가하지 않았던

3Y-ZrO2 분말과 1:2비율로 Urea가 첨가된 분말의 TG-

DTA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적

으로 잔존 수분기 증발에 기인하는 흡열피크 및 중량감

소가 100oC 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편 1:2 Urea첨가 분

말의 TG-DTA결과에서 190oC 부근에서 요소가 분해되면

서 발생한 흡열피크가 280-290oC 부근에서는 일부 미반

응의 요소가 Cyanuric산으로 변하고 이런 Cyanuric산이

분해되면서 기인하는 강한 흡열피크가 관찰되었다.20) 또한

Fig. 2의 결과에서 결정질의 분말이 얻어졌지만 일부 비

정질의 수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분말들이 약410oC부근

에서 결정화에 기인한 발열피크가 관찰되었다. 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700oC 부근에서 불순물 및 유기물이 분

해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며, 중량감소가 정지 후 안정화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하소온도는 700oC 1시간으로

정하여 실험하였다.

Fig. 4는 합성된 분말을 700oC 1시간 하소과정을 거친

후 분석한 XRD 결과이다. 수열합성 후 바로 분석하였던

XRD 결과에서 분석되었던 33도 부근의 피크가 사라진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하소 과정을 거치면서 2차 결정상

Fig. 2. XRD patterns of 3mol% Y-ZrO2 powder obtained by

hydrothermal reaction at 180oC for 24 h for various urea contents (a)

without, (b) 1:0.5 (urea), (c) 1:1 and (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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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쳤던 잔존 유기물 및 불순물이 제거가 이

루어지면서 없어진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1:0.5 요소

첨가조건만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에서 정방정의 결정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순수 지르코니아에서는 볼 수 없는 결

정상으로 이트리아가 어느 정도는 위 조건에서 정방정의

결정상 발현에 영향을 준 것 이라 분석할 수 있다. 1:0.5

조건에서 정방정상의 결정상이 관찰되지 못한 이유는 이

전 다른 연구자들이 분석했듯 요소 분해온도를 2배 이

상 초과하는 갑작스러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이트리

아의 용해시간의 부족이 원인이라 해석된다.21)
 요소 첨

가량이 최대인 1:2 요소 첨가조건 분말의 결과를 보면 아

직도 소량이지만 단사정의 결정상 피크가 관찰된다. 이는

ZrO2-Y2O3 상태도
22)와 대조했을 때 상대적으로 첨가한 이

트리아가 100% 용해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또한 요소

첨가하지 않았던 조건을 시작으로 요소첨가량을 증가시키

거나 합성시간이 늘어날수록 정방정 결정상의 분율이 증

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점은 요소첨가량이 증가하고 합

성시간이 증가할수록 이온상태의 Y3+가 요소분해에 의해

발생한 OH− 가 결합되어 수산화물인 Y(OH)3 형태로 침

전되는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각각의 요소 첨가량을 변수로 180oC, 24 시간

수열합성된 분말의 FE-SEM사진이다. 

요소 무 첨가 분말의 경우 1차 입자크기는 약 9-10 nm

였다. 1:0.5 조건으로 요소를 첨가하자 1차입자의 크기는

약 8 nm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단사정상의 분

율이 약 50% 비율로 계산된 1:1 요소첨가 분말의 경우 1

차 입자크기는 균일해지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별다른 차

이는 없었다. 하지만1:2 조건에서 1차입자의 크기는 약 11-

15 nm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모 결정에

안정화제로 첨가 된 Y3+ 이온이 증가함에 따라 Zr4+ 이온

의 위치에 치환이 되어 산소 vacancy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며, Y3+ 이온이 Zr4+ 이온보다 크기 때문에 격자 상수

가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1차 입자 크기가 증가한 것이

라 생각된다. 2차입자의 크기는 요소 무 첨가조건에 경우

잔존한 Cl− 기에 기인한 응집에 발현되어 약 100-200 nm

이상의 응집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된다.13) 요소첨가 1:0.5

조건의 분말에서는 2차입자의 크기가 약 50-150 nm 정도

로 넓은 범위로 불규칙하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요소를 첨

가한 1:1과 1:2조건에서는 2차입자의 크기가 균일한 크기

인 약 15-30 nm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출발원료에 요소를 균일하게 첨가하는 방법에 의해

어느 정도 분말의 분산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결

과이다. 

Fig. 6은 700oC 1시간 하소공정 후 측정한 분말의 입자

크기 D(0.1) 측정결과이다. 24시간 수열합성에 경우 무첨

가 조건과 1:0.5 조건까지 입자 D(0.1) 크기는 각각 0.76

µm, 0.81 µm 를 유지하다가 1:1 조건에서 약1.09 µm 크

기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결정입자크기가 단사정과 비

교시 상대적으로 작은 정방정상 결정입자들이 이 조건분

말에서 생성됨으로 발현된 분말들의 응집이라고 생각된

다. 또한 1:2 요소첨가 조건에서는 1.00 µm 로 응집이 약

Fig. 4. XRD patterns of 3mol% Y-ZrO2 powder calcined at 700oC

for 1 h for various urea contents; (a) without, (b) 1:0.5 (urea), (c) 1:1

and (d) 1:2.

Fig. 3. TG-DTA results of 3Y-ZrO2 powder obtained by hydrothermal

reaction at 180oC for 24 h for various urea contents; (a) without and

(b) 1:2 (u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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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7는 소결 과정을 거쳐 기계적 강도 실험 후 파절

된 시편의 XRD 분석결과이다. 수열합성 시간에 관계없이

상용분말인 TOSOH-3Y 분말로 제조한 시편, 1:2 조건 시

편들만이 상온에서도 고온 안정상인 정방정상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기계적 강도 값과 비교하였

을 때도 이 두 조건이 상대적으로 다른 조건들 보다 높

은 기계적 강도 값을 얻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수열합성을 최소 12시간하고 요소를 ZrO2 : Urea의 molar

ratio 1:2 이상 첨가하고 1500oC에서 1시간 소결처리 해

야지 만이 고온 결정상의 정방정이 상온에서도 유지되는

안정화 지르코니아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소결공정 후 시편의 부피 수축률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수열합성시간에 관계없이 1:1 조건시편만 제외

하고 50%에 가까운 부피 수축률 값을 보였으며, 1:1 조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의 분말은 단사정결정상 혼재

율이 약 75% 이상 이거나 정방정상의 분율이 85% 이상

Fig. 5. FE-SEM images of 3mol%Y-ZrO2 powder obtained by hydrothermal at 180oC for 24 h for various urea contents; (a) without, b)

1:0.5 (urea), c) 1:1 and d) 1:2.

Fig. 6. Particle size D(0.1) of 3mol%Y-ZrO2 obtained with various

urea contents. Fig. 7. XRD patterns of 3mol% Y2O3-ZrO2 samples sintered at

1500oC for 1 h after hydrothermal reaction at 180oC for 24 h for

various urea contents (a) without, (b) 1:0.5 (urea), (c) 1:1, (d) 1:2 and

(e) To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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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재된 분말이다. 즉 단사정이나 고온 안정상인 정방

정상이 둘 중에 어느 한가지상이 75% 이상이 혼재되어있

는 조건들에서 50% 가까운 부피 수축률 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1 조건에서는 26.20%로 다른 조

건시편 수축률이 약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는 것

에 비에 상대적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수치 값이다. 이는

1:1요소첨가 조건분말은 단사정과 고온안정상이 정방정이

반반씩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을 Fig. 5에서 알 수 있다.

이는 결정상이 각각 정방정과 단사정의 다름으로 발현되

는 결정 입자간 계면 및 표면의 힘이 작용하여 상대적으

로 소결시 입자간의 치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상기의 분석결과인 Fig. 7 결과와 비교하

였을 때 1:1 인 분말은 소결 후 전부 단사정으로 변태하

였고 이에 따른 수축보다는 서론에 언급한 단사정상으로

변태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급격한 부피팽창이 주도적으

로 일어난다고 볼 수있다. 한편 상용분말인 TOSOH-3Y 분

말시편의 부피수축율도 46.44%로 1:1조건을 제외한 나머

지 조건과 비교했을 때 약6-7%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요소 함량에 따른 3mol%Y2O3-ZrO2 소결시편의 굴곡강

도 측정결과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시편을 380

MPa의 압력으로 일축가압으로 성형하고, 1500oC에서 1시

간 소결처리한 후, 각각 조건의 분말들의 샘플 5개씩을

3점 곡강도 측정기로 굴곡강도를 측정하여 얻어진 평균

값이다.

(3)

σb3: 3점 곡강도(MPa)

P: 시험편 파괴시 최대하중(N)

L: 하부지점간의 거리

w: 시험편의 너비

t: 시험편의 두께

요소 무첨가 시편부터 1:1 요소첨가조건까지 각각 26.15,

28.17, 4.18MPa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2 요

소첨가 시편에서 요소 무첨가 시편 기계적 강도 값과 비

교시 약 5.4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수치는 상용분말인 TOSOH-3Y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편에 기계적 강도 값에 대비 약 73.3%를 만족하는 수

치다. 이 조건시편에 경우 고온안정상인 정방정이 상온에

서도 유지되었으며, 그 분율이 약 83.06%로 상용분말로 제

조한 시편의 정방정 혼재 분율보다 약 10.46% 정도 적

게 고온 안정상인 정방정상인 상온에서도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계적 강도 수치가 낮게 얻어진 이유

는 이전 입자크기 D(0.1) 분석결과에서도 관찰되었듯이 응

집입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입도가 불균일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치과용 심미보철재료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르코니아 분말을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요소첨가

량 변화에 따라 3mol% 이트리아를 균일침전시켜 상온에

서도 고온 안정상인 정방정을 유지하는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1차입자크기는 요소 무 첨가 조건부터 1:1 조건까지 약

9-11 nm였으며, 고온안정상인 정방정이 상온에서도 유지 된

조건인 1:2 조건에서 11-15 nm로 증가하였다. 기계적 강도

측정결과 1:2 요소 첨가조건 시편의 142.47MPa 값이 최

고 수치였으며, 상용 분말인 TOSOH-3Y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편 대비 약 73.3% 만족하는 수치를 얻을 수 있

었다. 소결체의 결정상 분석결과 상온에서도 고온 안정상

인 정방정이 유지되는 조건은 수열합성시간에 관계없이 1:2

요소 첨가조건 소결체였다.

σ
b3

3PL

2wt2
-----------=

Fig. 8. Volume contraction rate of 3mol% Y2O3-ZrO2 samples

sintered at 1500oC for 1 h.

Fig. 9. Bending strength of 3mol% Y2O3-ZrO2 samples sintered at

1500oC for 1 h after hydrothermal reaction at 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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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험조건 중 상온에서 정방정이 유지되며, 가장

높은 강도와 작은 결정입자크기를 보인 최적에 조건은 요

소 1:2첨가, 수열온도 180oC에서 반응시간 24시간, 하소

700oC에서 1시간 처리한 분말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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