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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no-sized zirconia powders were synthesized in an impregnation method using pulp and ZrOCl2·8H2O as an initial material.
The synthesized powders were characterized by XRD and FE-SEM. The particle size of the powder was controlled by preparation
conditions, such as drying temperature and time. As a result of the various drying and calcination conditions, 30~50 nm sized
homogeneous zirconia particles were obtained at 800

o
C for 1 h. Crystallization and the rapid growth of particles were accelerated with

increasing calcination temperature and time. Tetragonal phase generated below 800
o
C were transferred to monoclinic phase with

increasing calcination temperature and time. Moreover, above 800
o
C, heat treatment time had very large influence on the particle

growth, and the change of drying condition also had large influence on the growth of a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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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르코니아는 낮은 열전도도, 높은 강도 및 인성, 높은

전기저항성, 높은 녹는점 등의 우수한 열적 기계적 성질

로 산업용 구조 세라믹스뿐만 아니라 촉매, 촉매담체, 고

체 연료전지의 전해질 및 PZT, PLZT 등의 전기전자재로

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6)

 매우 높은 융점

(2700
o
C)을 갖는 지르코니아는 온도변화에 따라 상변이를

하는데, 상온에서는 단사정계로 존재하다가 1170
o
C에서

치밀한 정방정계로, 2370
o
C 이상에서는 입방정계로 상이

변한다. 냉각 시 고온상인 정방정계에서 저온상인 단사정

계로 상이 변할 때 약 3-5%의 부피팽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상온에서 불안정한 고온상의 지르코니아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Y2O3, MgO, CaO 등의 산화물

을 첨가하거나 입자크기를 나노단위로 줄이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순도의 지르코니아 나노입자를 얻기 위한 제조방법

으로는 알콕사이드 가수분해법(hydrolysis),
8-10)

 졸-겔법 (sol-

gel),
11) 
수열합성법 (hydrothermal),

12-18)
 침전법(coprecipitation),

19-28)

마이크로 에멀전법 (microemulsion)
29-34)

 등과 같은 다양한

액상 합성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금속 알콕사

이드를 이용한 가수분해법이나 졸-겔법은 고순도의 구형

분말을 비교적 고농도에서 얻을 수 있으나 반응조건이 까

다롭고 원료염이 고가여서 실제 응용에 많은 제약이 있

는 반면, 제조공정 및 반응조건이 단순해 경제적인 침전

법은 생성된 분말들의 응집이 심해 균일한 조성의 분말

제조가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

근 금속염 수용액과 가수분해용 암모니아 용액을 각각 계

면활성제를 사용하여 oil속에 나노미터 크기의 에멀젼을 만

들어 혼합함으로써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역 마이크로 에

멀젼법과 같은 합성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31,32)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이크로 에멀젼법으로 제조하면 고순도의

균일한 ZrO2 나노입자를 얻을 수 있으나, 입자표면에 존

재하는 계면활성제와 미반응물을 세정하는 과정이 필수

적이라 반응과정이 다소 복잡한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수열합성법은 결정화 온도가 열처리 공정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고압 조건에서 결정화가 진행되므로 입자 간의 응

집이 억제되어 균일한 입도를 갖는 고순도의 나노입자를

얻을 수 있으나, 반응속도가 느리고, 반응용기의 부피가

제한적이라 대량생산에 부적합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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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합성법 외에도 최근 펄프를 이용한 함침법으로 산화물

형광체를 합성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35-39)

함침법은 금속염 또는 금속염 수화물을 펄프와 같은 고

분자 전구체에 함침시켜 하소한 후 소성하여 산화물 초

미세입자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비교적 단순한 공정으

로 균일한 입도분포를 갖는 구상의 나노입자 합성에 적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침법에 사용된 펄프는 고분

자 전구체로 1 µm 이하 크기의 마이크로피브릴이나 미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입자의 형태가 이 구조에 의존하므

로 출발 원료용액이 이 미세구조 내에 균일하게 함침되

고, 건조와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 균일한 입도분포를 갖

는 나노크기의 분말제조가 가능하다. 또한 셀룰로오즈가

주성분인 펼프는 열처리과정에서 비교적 낮은 온도(약

480
o
C)에서 완전히 열분해 되므로 저온에서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전구체의 종류 및 열처리조건을 달리

함으로써 입자 크기를 쉽게 제어할 수 있고, 공침 조작

등에서 사용하는 강알칼리성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37)

본 연구에서는 결정성이 뛰어나며 균일한 입도분포를

갖는 지르코니아 나노입자를 얻기 위해 ZrOCl2·8H2O를

출발원료로 선택하여 펄프를 이용한 함침법으로 제조하

였다. 먼저 하소온도 및 시간을 조절하여 ZrO2 나노입자

합성의 최적조건을 찾았고, 합성과정에서 함침된 펄프의

건조조건을 변화시켜 최종 입자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균일한 입도분포를 갖는 구상

의 나노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2. 실험방법

지르코니아 나노분말을 함침법으로 합성하기 위해 출

발물질로 ZrOCl2·8H2O(C.P. Junsei Chemical Co.)를 사용

하였다. 함침법에 의해 제조되는 ZrO2 나노입자의 개략적

인 공정도와 과정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먼저 예

비 실험을 통해 얻은 용해도를 바탕으로 ZrOCl2·8H2O

60 g을 증류수 90 ml에 용해시킨 후, 이 용액을 1시간 동

안 magnetic stirrer로 교반시켰다. 전구체 매트릭스로 사

용될 펄프 60 g을 작은 조각으로 자른 후, 용액에 함침시

켰다. 함침된 펄프를 건조온도 및 시간을 달리하여 건조

시킨 후, 600~1100
o
C에서 1~3시간 하소하였다. 합성 과정

에서 입자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건조 온

도와 시간을 상온(20
o
C)에서 24시간 이상, 60

o
C에서 12시

간 및 80
o
C에서 6시간으로 변화시켰고, 하소온도와 시간

을 달리하여 합성하였다. 전기로 가동 시작온도는 실온에

서 출발하여 6시간에 원하는 하소온도에 도달하도록 설

정하였다.

하소 처리된 시료를 분쇄하여 최종적인 분말 형태의 지

르코니아 입자를 얻을 수 있었고, 다음의 분석방법을 통

해 합성된 시료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열처리한 시료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Rigaku diffraction사의 DMAX-

2200V/PC High power X-ray Diffractometer로 X-선 회절

패턴을 조사하였다. 이때 Ni 필터를 장착한 Cu-Kα를 사

용하여 10~80
o
의 회절각(2θ) 범위에서 스캔속도 5

o
/min,

가속전압 40 kV, 가속전류 30 mA로 측정하였다. 분말의

입자크기, 형태 및 분포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사전자

현미경(FE-SEM, model JSM-6700F, JEOL Co.)을 사용하

여 관찰하였다. 이때 보다 정확한 입자크기 및 입도분포

의 비교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의 배율을 각각 10,000배,

30,000배, 50,000배 및 100,000배로 변화시켜 측정하였고,

제시된 FE-SEM 사진은 모두 배율 100,000배(스케일 바 -

100 nm)로 통일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함침법에 의해 제조된 ZrO2 입자의 열처리 온도에 따

른 X-선 회절분석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이때 열

처리 온도범위는 600~1100
o
C로 하고 하소시간은 모두 1

시간으로 고정하였다. 600
o
C에서 이미 ZrO2 입자의 결정

상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하소온도의 증가에 띠라 결정화

Fig. 1. Preparation procedures of ZrO2 nano powders by the

impregn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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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800
o
C 이하의 낮은 온도

에서는 결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저온상인 단사정상

외에도 정방정상이 동시에 생성되는 현상을 보인다. 낮은

하소온도에서 형성된 정방정상은 온도증가에 따라 점차

단사정상으로 변하다가 900
o
C 이상에서는 모두 단사정상

으로 변해 단일 상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성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방정상 지르코니아가 얻어진 반

면 합성온도가 높아질수록 단사정상이 생성되는 것처럼

합성온도에 따라 상이 변화하는 것은 입자크기에 따른 표

면에너지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정방정상 입자의 표

면에너지가 단사정상 입자의 표면에너지보다 적기 때문

에 낮은 온도에서 합성해 입자가 작을수록 정방정상이 단

사정상보다 안정하게 된다.
12,14)

Fig. 3은 하소시간을 1시간으로 고정하고 열처리 온도

를 600~1100
o
C로 변화시켰을 때 합성된 ZrO2 입자의 형

태를 FE-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Fig. 2의 XRD 패턴

에 나타난 것처럼 600
o
C의 낮은 온도에서 이미 미세한 입

자가 형성되기 시작하지만 입자의 크기(10~20 nm)가 작

고 불규칙해 균일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생성된 입자는 대부분 구형을 띠고 있다. 하소온

도가 700
o
C로 올라가면 미세한 입자 사이로 입자의 성장

(30~50 nm)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역시 구형에 가까운 형

태를 보이고 있다. 800
o
C에서 하소한 경우 입자의 형태와

크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결정화

가 진행되어 균일한 입도분포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900
o
C

이상에서는 급격한 입자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광범위

하게 입자의 응집현상(≥ 100 nm)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애 따라 균일한 입도분포를 갖는 단일상의 지르코

니아 나노입자를 얻기 위해 입자의 응집현상이 시작되기

전인 800
o
C 이하에서 열처리 시간이나 건조온도 등의 합

성조건을 변화시켜보았다.

동일한 소성온도에서 열처리 시간의 변화가 지르코니

아 입자의 형태나 결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X-선 회절패턴을 조사하여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

다. 하소온도를 650
o
C(Fig. 4)와 800

o
C(Fig. 5)로 고정하고

열처리 시간을 각각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시킨 결과,

650
o
C에서 하소한 경우 열처리시간이 길어져도 결정성에

는 큰 변화가 없고 모두 저온상인 단사정상 외에 정방정

상이 공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낮은 하소온도에

서는 결정화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열처리시간이 길어

져도 정방정상의 상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예상과는 달리, 650
o
C에서 2시간 하소

했을 때 정방정상의 주 피크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

을 볼 수 있는데(Fig. 4(b)), 그 영향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구형의 입자(20~30 nm)가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된 것을

Fig. 6(b)의 FE-SEM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650
o
C에서 하소했을 때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인 800
o
C에서 하소한 경우에는 열처리시간의 증가에 따

라 결정화도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입자의 성장이 촉진되

어 정방정상이 거의 단사정상으로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5). 하소온도 뿐만 아니라 하소시간의 증가가 입

자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

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방정상보다 상대적으로 표면

Fig. 2. XRD pattern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the

impregnation method at various calcination tempe-

ratures(dried at 80
o
C for 6 h, respectively). 

Fig. 3. FE-SEM image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the

impregnation method at various calcination tem-

peratures(dried at 80
o
C for 6 h, respectively), (a)

600
o
C, (b) 700

o
C, (c) 800

o
C, (d) 900

o
C, (e) 1000

o
C,

and (f) 11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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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큰 단사정상이 입자크기의 증가에 따라 안정하

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14)

 이런 현상은 Fig. 7

의 FE-SEM 결과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1시

간 열처리했을 때 20~30 nm 크기로 생성되기 시작한 입

자가 하소시간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성장해 ~100 nm 정

도를 나타냈다. 이런 급격한 입자성장과 응집현상은 900
o
C

이상에서 1시간 열처리한 입자들(Fig. 3(d)~(f))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일정 하소온도 이상에서는 열처리시간이 입

자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ZrO2 나노입자 합성의 최적조건을 찾기 위

해 하소온도 및 시간 외에 합성과정에서 함침된 펄프의

건조조건을 변화시켜 최종 입자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였다. 일반적으로 함침된 펄프를 하소하기 전에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건조시간을 줄이고 함침효과를 높이기

위해 먼저 지르코니움염 포화용액을 만들어 펄프에 함침

시킨다. 이때 건조시키는 방법으로는 상온에서 장시간 자

연 건조하거나 100
o
C 내외의 고온에서 단시간에 건조시

킨다. 졸-겔법과 같은 습식 합성에서는 습윤겔의 건조온

도가 입자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낮

은 온도(80
o
C)에서 장시간 건조하면 가역반응에 의해 충

Fig. 4. XRD pattern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the

impregnation method calcined at 650
o
C for (a) 1 h, (b) 2 h,

and (c) 3 h (dried at 20
o
C for 24 h, respectively).

Fig. 6. FE-SEM image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the impregnation method calcined at 650
o
C for (a) 1 h, (b) 2 h, and (c) 3 h(dried at

20
o
C for 24 h, respectively).

Fig. 7. FE-SEM image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the impregnation method calcined at 800
o
C for (a) 1 h, (b) 2 h, and (c) 3 h

(dried at 20
o
C for 24 h, respectively).

Fig. 5. XRD pattern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the

impregnation method calcined at 800
o
C for (a) 1 h,

(b) 2 h, and (c) 3 h(dried at 20
o
C for 24 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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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입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반면, 100
o
C 이상의 고온

에서 건조하면 급격한 반응으로 입자가 작고 균일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20~30 nm 크기의 균일한 입

자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800
o
C, 1시간으로 하소조건을 고

정하고, 건조조건을 상온(20
o
C)에서 24시간 이상, 60

o
C에

서 12시간 및 80
o
C에서 6시간으로 변화시켜 지르코니아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 Fig. 8의 X-선 회절분석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하소조건에서도 건조과정에 따라 결정화

도에도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동시에 낮은 온도에

서 장시간 건조했을 때 보이던 정방정상의 주 피크가 건

조온도를 높일수록 감소하다가 80
o
C에서 6시간 건조했을

때(Fig. 8) 완전히 사라져 단사정상의 단일 상을 나타냈다.

900
o
C 이상에서 열처리한 XRD 패턴(Fig. 2(d)~(f))과 비교

해보면 결정화도는 다소 떨어지나 완벽한 단일 상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소온도 및 시간외에도 건조

조건의 변화가 입자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표면에너지

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14)

 이런 현상은

Fig. 9의 FE-SEM 사진에서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상온에서 장시간 건조한 경우에는 20~30 nm 크기로 생성

되기 시작한 입자가 건조온도의 증가에 따라 성장하기 시

작해 80
o
C에서 6시간 건조했을 때(Fig. 9(c)) 구형의 균일

한 입자분포(30~50 nm)를 나타낸다. 함침된 펄프의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구조 변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가 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00
o
C 이

하의 온도범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건조시키면 전구체 폴리머 매트릭스에 흡착된 수분이 완

전히 제거되면서 중량감소와 함께 지르코니움 염이 섬유

질에 강하게 흡착되면서 하소과정에서 반응이 촉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7)

 따라서 지르코니아 나노입자 제조 시,

건조조건의 변화가 결정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건조과정에서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함침법에 의한 지르코니아 나

노입자 합성 시 하소온도 및 시간뿐만 아니라 건조방법

의 변화나 합성 방법 등의 다양한 조건이 입자크기 및 형

태, 결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결  론

액상에서 분체를 제조하는 방법인 침전법 중 펄프를 이

용한 함침법으로 지르코니아 나노입자를 여러 조건에서

합성하였다. 출발물질로 ZrOCl2·8H2O를 사용하였고, 열처

리온도 및 시간을 조절하여 ZrO2 나노입자 합성의 최적

조건을 찾았다. 또한 합성과정에서 함침된 펄프의 건조조

건을 변화시켜 최종 입자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건조방법을 달리하여 600~1100
o
C에서 1~3시간 열처리

한 결과, 하소온도 및 시간의 증가에 따라 결정화가 촉진

되고 입자의 급격한 성장이 보였으며, 800
o
C 이하에서 일

부 생성된 정방정상이 모두 단사정상으로 전이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일정 하소온도 이상에서는 열처리시간

이 입자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XRD pattern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the

impregnation method calcined at 800
o
C for 1h in

various drying conditions, (a) 20
o
C/24h, (b) 60

o
C/12h

and (c) 80
o
C/6h.

Fig. 9. FE-SEM image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the impregnation method calcined at 800
o
C for 1h in various drying conditions.

Drying (a) at 20
o
C for 24 h, (b) at 60

o
C for 12 h, and (c) at 80

o
C for 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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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르코니아 나노입자 제조 시, 건조조건의

변화가 결정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80
o
C에서 6시간 건조하고 800

o
C에서 1시간 하소

한 경우 균일한 입도분포를 갖는 30~50 nm 크기의 지르

코니아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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