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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나노분말은 크게 전자광전자기, 바이오메디컬의약화장품, 에너지촉

매구조체 등의 산업 분야에 폭넓은 응용이 기대되며, 선진 각국에서

는 미래의 나노분말 소재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

서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화 응용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아래 다

양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1-3]. 나노분말의 대표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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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사용되는 지르코니아로 구성된 세라믹스는 그들의 뛰어난 열적 

안정성, 화학적 안정성, 기계적 특성, 이온 전도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 많은 재료이다[4-6]. 또한, 상안정화제가 첨가

된 지르코니아는 변형된 형석 결정구조로 인하여 산소공극을 많이 포

함하므로 촉매, 가스센서, 고체연료전지의 전해질 등 전기적 재료로도 

널리 응용된다[7-9]. 지르코니아 나노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고

상법, 액상법, 기상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액상법은 고상법과 기상

법에 비해 제조비용이 낮으면서도 고순도 분말의 제조가 용이하고, 

균일한 조성 및 형상과 크기가 제어된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액상법은 융액법과 용액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융액법은 

주로 금속 분말 제조에 활용되며, 세라믹스의 경우, 금속에 비하여 융

점이 높고 고온에서의 열분해로 인한 용액과 생성화합물의 조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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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 나노분말을 수열합성법으로 제조하였으며, 반응온도, 반응시간, 침전제의 종류 및 농도, 전구체의 종류를 
실험 변수로 하였고, 각각의 제조된 분말을 X-선 회절(XRD)과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통해 입자크기 및 결정상
을 측정하였다. 침전제의 농도 증가에 따라 지르코니아 입자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입자의 결정화도도 높아졌고, KOH
보다 NaOH 침전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입자 성장 속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입자의 크기 컨트롤에 있어 NaOH를 사용
하는 경우보다 KOH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4 h의 수열반응시간에서는 4 h의 수열반응시간에서는 비정질
의 지르코니아 입자가 발견되었지만, 8 h 이상 합성 시, 단사정상의 지르코니아 입자가 생성됨을 확인하였고, 반응시
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르코니아 입자의 폭이 소폭으로 줄어들고, 길이는 소폭 늘어남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합성 조건
에서 전구체로서 zirconium (Ⅳ) acetate, zirconium nitrate, zirconium chloride 중에서 zirconium chloride를 사용하여 합성
하였을 경우,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게 형성되었다.

Abstract
Zirconia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by hydrothermal process, and experimental parameters such as reaction temperature, 
reaction time, kind and concentration of precipitator, kind of precursor were varied. Particle sizes and crystalline phases of 
each synthesized nanoparticles were analyzed with X-ray diffraction and FE-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particle 
size and crystallization of zirconia increas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precipitator. The growth rate of particle sizes 
when NaOH as a precipitator was used also increased more than that of KOH. Therefore, the use of KOH rather than NaOH 
was more effective in the control of particle sizes. An amorphous zirconia nanoparticle was found in 4 h of hydrothermal 
reaction, but the monoclinic zirconia nanoparticle was found in 8 h and over of hydrothermal reaction, and the width of nano-
particles was slightly slimmed and the length of nanoparticles was slightly extended with increasing reaction time. The small-
est particle size was produced at the same synthesis condition when zirconium chloride among the precursors such as zirco-
nium (Ⅳ) acetate, zirconium nitrate and zirconium chloride was used. 

Keywords: zirconia, monoclinic nanoparticle, hydrothermal, crystallization, precipi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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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 응용이 제한적이다. 용액법은 용질을 침전물의 형태로 만

든 다음, 용매로부터 떼어내는 방법으로 주로 산화물 제조에 활용된

다[11]. 액상법에 의해 제조된 분말은 출발원료 및 합성방법을 변화시

켜 구형, 막대형, 판상형, 침상형과 같은 분말의 형상을 제조할 수 있

으며, 그 크기도 수 nm에서 수 µm까지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다

[12-14]. 액상법을 이용하여 지르코니아를 제조하는 방법은 알콕사이

드를 출발물질로 하는 졸-겔법, 산화물, 수산화물, 또는 염화물을 출발

물질로 하는 침전법과 수열합성법 등이 알려져 있다[15-18]. 수열합성

법은 수열반응을 시키는 방법에 따라 비정질이나 저 결정성의 침전을 

열수 중에서 결정화시키는 수열결정화법, 수열조건 하에서 알코올기

나 염을 가수분해 혹은 중화시키고 결정성이 좋은 침전을 얻는 수열

침전법, 용매와 함께 혹은 고체와 용액성분을 수열조건하에서 반응시

켜 새로운 침전을 얻는 수열반응법, 수열조건하에서 화합물을 분해시

켜 유효한 화합물을 얻는 수열분해법, 금속 등을 고온고압의 물로 직

접산화해서 산화물을 만드는 수열산화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열합성법은 균질한 수용액이나 전구체 현탁액을 승온, 승압하여 

결정을 생성시키는 방법으로써, 결정질 무수 분말을 하소 과정 없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며, 분말의 조성과 제어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비

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압력은 승온 상태에서 용액 상

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며, 그 결과 확산 계수가 고체 상태 

반응에서보다 크고 상변환 속도도 증가하게 된다. 압력과 온도의 결

합된 효과는 대기압 하에서는 불안정한 여러 가지 평형, 안전상의 에

너지와 관계하게 된다[20]. 그러므로 수열합성은 용액상태의 반응 중 

용액이 입자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수열합성법을 

통하여 합성되는 결정은 보통 정벽(crystal habit)을 형성하게 되는데 

때로는 구형의 입자가 형성되기도 한다[19]. 이러한 경우, 상의 형성

은 통합기구(consolidation mechanism)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통합

기구가 우세하면 kinetic roughening이 일어나 합성되는 분말의 형상

은 구가 된다[19]. 즉, 수열반응은 수용액 상태에서 일어나므로 수용

액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 조건(온도, 시간, 농도 등)을 적절하게 조절

하여 생성하고자 하는 입자의 크기, 입도 및 조성의 제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지르코니아는 단사정, 정방정상 간의 마르텐사이트 상전이로 인하

여 가열과 냉각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열적 이력(thermal hysterisis)을 

나타내는데, 상전이 시 약 9%의 체적변화가 수반된다[10]. 이에 따라 

지르코니아 단일 조성으로는 고인성의 소결체를 제조하기가 어려운

데, 이는 소결 후 정방정에서 단사정으로 전이할 때, 각 입자간의 비

등방성 부피팽창으로 인하여 많은 미세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침

전제를 첨가하여 지르코니아를 제조할 경우, 균열 주위에 존재하는 

지르코니아가 균열선단에 집중된 응력을 흡수하여 상변태를 일으키

게 되며, 이때 정방정상에서 단사정상으로의 상변태는 파괴인성, 기지

상(matrix phase)의 탄성계수, 지르코니아 분율, 입자의 형상 및 크기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산화물 ZrO2 나노분말을 수열합성법으로 제조

한 다음, 침전제의 종류 및 농도, 반응온도 및 시간 등의 실험변수에 

따른 입자크기 및 형상을 관찰하였고, 지르코늄 전구체(원료 물질)의 

선택, 처리조건에 따른 결정상의 변화에 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수열합성법을 이용한 지르코니아 분말의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된 원료의 종류 및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

며, Figure 1에는 본 실험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수열합성에 사용된 수열반응기(autoclave)는 내열온도 약 260 ℃∼

270 ℃, 최대용량 2 L, 최대압력 20 kg/cm2이며, 내부에 테프론 liner

가 장착되어 있고 내부 교반이 가능한 장치이다. 금속산화물의 나노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출발물질로써 지르코늄 전구체(zirconium (Ⅳ) 

acetate hydroxide, zirconium nitrate, zirconium chloride)와, NaOH 또

는 KOH를 침전제로 사용하여 각각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강하게 교

반시키면서 혼합하였다. 이때, 용매로는 탈이온화 과정을 거친 2차 증

류수를 사용하였으며, 반응시간 2 h, 반응온도는 상온(25 ℃)으로 동일

하게 유지하였다. 생성된 비정질 용액의 결정화와 지르코니아 결정의 

형상과 크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30 min 동안 초음파 처리하여 테프론

이 내장된 수열반응기에 넣고, 온도 및 시간을 변화시켜 수열처리 하

였다. 수열처리 후, 침전물에 남아있는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로 

세척과 원심분리를 반복한 뒤 100 ℃ 건조기에서 12 h 동안 건조하였

다.  수열합성 반응온도(100, 150, 200 ℃), 반응시간(4, 8, 12, 24 h), 

침전제의 농도(0.1, 1, 2, 5 M)에 실험 변수 차이를 두어 ZrO2 금속산화

물 나노분말을 제조하였다. 각각의 전구체들과 염들의 반응은 다음과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Zr(CH3CO2)x(OH)y + 4NaOH → Zr(OH)4 + x(CH3CO2-) + 4Na+ + 

y(OH-) 

Zr(OH)4 → ZrO2 + 2H2O

ZrO(NO3)2⋅xH2O + 2NaOH  →  ZrO(OH)2 + 2(NO3
-) +2Na+ + 

xH2O

ZrO(OH)2 → ZrO2 + H2O

Reagent Company Purity (%)

Zr(CH3CO2)x(OH)y, x+y~4 Sigma-Aldrich Co., U.S.A 98

ZrO(NO3)2⋅xH2O Sigma-Aldrich Co., U.S.A 99

ZrOCl2⋅8H2O Sigma-Aldrich Co., U.S.A 98

NaOH Kanto Chemical Co., Japan 99.8

KOH Kanto Chemical Co., Japan 99.8

Table 1. Starting Materials

Figure 1. Hydrotherm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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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OCl2⋅xH2O + 2NaOH → ZrO(OH)2 + 2Cl- +2Na+ + xH2O

ZrO(OH)2 → ZrO2 + H2O

2.2. 지르코니아 나노분말의 특성 분석

2.2.1. SEM/EDS 관찰

제조된 금속산화물 나노분말의 형상 및 미세구조, 입자크기를 주사

전자현미경(FE-SEM/EDS, Supra 40, Carl Zeiss Co., Swiss)을 사용하

여 관찰하였다. 시료를 소량 취하여 분산시킨 후, aluminium plate 위

에서 건조시켜, 5 min간 Au를 증착시키고 진공 처리하여 15 V에서 

관찰하였다. 또한 EDS 분석을 통하여 시료분말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2.2.2. X-선 회절 분석

제조된 금속산화물 나노분말의 결정상(phase) 변화를 X-선 회절

(XRD,  D/MAX 2500-V/PC, Rigaku Co.,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이때 사용된 X선은 40 kV, 30 mA에서 발생된 CuKα 선을 Ni 필

터로 단색화하였고 측정 범위는 10∼70°이었다. 결정상은 JCPDS 

(Joint Committee of Powder Diffraction Standard) 카드와 비교하여 확

인하였다.

2.2.3. 비표면적 분석

제조된 금속산화물 나노분말의 비표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100 ℃

에서 12 h 이상 건조된 분말에 대해 비표면적 측정기(BET, Autosorb-1, 

Quantachrome Co., USA)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시료의 전처리는 잔

여 유기물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He gas를 purging 시키면서 200 

℃에서 3 h 동안 진행하였으며, 측정시의 carrier gas는 N2를 사용하였

다. Surface area data를 얻기 위해 relative pressure f (P/Po) 0.0∼1.0 범

위에서 N2 gas의 흡착과 탈착 과정을 총 55 point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반응 온도에 따른 ZrO2 미세구조의 변화

Zirconium (Ⅳ) acetate hydroxide (Sigma-Aldrich)를 전구체로 하여 

hydrothermal process로 지르코니아를 제조하였으며, 반응온도에 따른 

지르코니아 분말의 미세구조 및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100, 150, 

200 ℃로 반응온도를 조절하고, 침전제로 2 M KOH, 8 h의 반응시간

으로 지르코니아 나노분말을 합성하였다. 

Figure 2에 지르코니아 분말의 XRD pattern을 합성 온도별로 나타

내었다. 100 ℃의 반응온도에서 합성된 경우(Figures 2(a), 3(a)), 정방

정상의 결정상을 나타내며, 약 10 nm의 크기를 갖는 구형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150 ℃의 반응온도에서 합성된 경우(Figures 2(b), 3(b)), 

정방정상의 입자와 단사정상의 입자가 혼합되어 약 20∼50 nm의 크

기의 불규칙적인 형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00 ℃의 반응온도에

서 합성된 경우(Figures 2(c), 3(c)), 단사정상의 결정구조를 갖는 폭 30

∼50 nm, 길이 100∼150 nm의 크기를 가지는 규칙적인 형상을 가지

는 막대상이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수열합성의 온도가 낮을 경우, 

입자크기가 작은 구형의 정방정상이 합성되고, 반면에 합성온도가 높

은 경우에는 입자크기가 비교적 큰 단사정상의 막대형 입자가 합성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열합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형입

자로부터 막대상입자로 형상이 변화하면서 입자크기 또한 증가하였

는데, 이는 수열합성 과정 동안 입자가 성장하면서 안정상인 단사정

상으로 상전이가 일어나고, 단사정상의 결정면에 따른 이방성 표면에

너지의 차이 때문에 가장 적은 전체 표면에너지(total surface energy)

를 갖는 막대상으로 입자모양이 변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정방정상 

입자의 표면에너지가 단사정상 입자의 표면에너지 보다 적기 때문에 

입자가 작을수록 정방정상이 단사정상 보다 안정하게 된다[12,21].

3.2. 침전제의 종류 및 농도에 따른 ZrO2 미세구조 변화

침전제의 종류 및 농도차이에 따른 지르코니아 분말의 미세구조 및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온도 200 ℃, 반응시간을 8 h로 고정

하고, KOH 또는 NaOH 침전제를 사용하여 0.1, 1, 2, 5 M로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지르코니아 나노분말을 제조하였다. KOH와 

NaOH는 수열합성과정에서 증류수에 녹아 OH-이온을 형성하여, 수열

반응 동안 급격히 진행되는 Ostwald ripening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작

은 크기의 입자가 용액에 용해되어 큰 입자 표면에 석출되게 되는데 

이때, 연속적으로 Zr(OH)4 또는 ZrO(OH)2와 같은 액적상태로 전환해 

주는 촉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4에 수열합성 시, 

침전제로 KOH 용액을 각각 0.1, 1, 2, 5 M 첨가하여, 제조된 지르코

니아 분말의 XRD pattern을 나타내었다. KOH의 농도가 0.1 M에서 

합성된 분말(Figure 4(a))은 정방정상과 단사정상이 같이 존재하고 있

으며, 1 M∼5 M에서 합성된 분말(Figure 4(b), (c), (d))은 단사정상만

이 존재하였다. 침전제 KOH의 농도가 0.1 M로 합성한 분말의 경우

Figure 2. XRD pattern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hydrothermal 
process in 2 M KOH solution for 8 h at (a) 100 ℃, (b) 150 ℃, and
(c) 200 ℃.

 

Figure 3. FE-SEM micrograph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hydrothermal process in 2 M KOH solution for 8hr at (a) 100 ℃, (b)
150 ℃, and (c)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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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a))에는 약 5∼10 nm 정도의 크기를 갖는 구형 입자들이 관

찰되었으며, KOH 1 M의 농도에서 합성한 분말(Figure 5(b))과 KOH 

2 M의 농도에서 합성한 분말(Figure 5(c))은 폭이 30∼50 nm이고 길

이가 100∼200 nm의 불규칙적인 형상의 막대상이 존재하였고, KOH

의 농도가 5 M에서 합성한 경우(Figure 5(d))에서도 폭이 50 nm이고, 

길이가 200 nm 정도인 막대상의 입자가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KOH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XRD peak의 intensity가 증가하며, 비

례폭은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제조된 나노입자의 크기는 증가하

였다. 이는 나노입자의 결정화 크기를 알 수 있는 Scherrer 방정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에는 수열합성 시, 침전제로 NaOH 용액을 각각 0.1, 1, 2, 

5 M 첨가하여 제조된 지르코니아 분말의 XRD pattern을 나타내었다. 

NaOH의 농도가 0.1 M에서 합성된 분말(Figure 6(a))은 정방정상과 단

사정상이 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1 M∼5 M에서 합성된 분말(Figure 

6(b), (c), (d))은 단사정상만이 존재하였다. 침전제 NaOH의 농도가 

0.1 M로 합성한 분말의 경우(Figure 7(a))에는 약 5∼10 nm 정도의 크

기를 갖는 구형 입자들이 관찰되었으며, NaOH 1 M의 농도에서 합성

한 분말(Figure 7(b))은 폭이 20∼30 nm 정도이고, 길이가 100∼150 

nm 정도의 막대상의 입자가 존재하였다. NaOH 2 M의 농도에서 합성

한 분말(Figure 7(c))은 폭이 30∼50 nm이고 길이가 200∼300 nm의 

불규칙적인 형상의 막대상이 존재하였으며, NaOH의 농도가 5 M에서 

합성한 경우(Figure 7(d))에서도 폭이 200∼300 nm이고, 길이가 400

∼500 nm 정도인 막대상의 입자가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KOH 용

액을 침전제로 사용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NaOH의 농도 증가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KOH 보다 NaOH 침전

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침전제의 농도 증가에 따른 입자의 성장 변화

가 더 커지며, 이는 입자 크기의 조절이 KOH 보다 NaOH를 사용할 

경우, 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3.3. 반응 시간에 따른 ZrO2 미세구조의 변화

Figure 8에는 zirconium (Ⅳ) acetate hydroxide (Sigma-Aldrich)을 전

구체로 사용하고, 침전제로 1 M KOH 용액을 첨가하여, 200℃에서 4

∼24 h 동안 수열합성 한 지르코니아 분말의 XRD pattern을 나타내었

다. 4 h 수열합성 한 경우(Figure 9(a)), 수열합성 전과 거의 동일한 비

정질상의 peak를 보이는 지르코니아가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수 nm 이하의 아주 작은 나노크기의 지르코니아의 생성에 따라 

peak의 intensity가 낮고 폭이 broad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8 h 이상의 수열합성시간에서 제조된 지르코니아 분말의 경우(Figures 

Figure 4. XRD pattern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hydrothermal 
process at 200 ℃ for 8 h in KOH solution, (a) 0.1 M, (b) 1 M, (c)
2 M, and (d) 5 M.  

 

 

Figure 5. FE-SEM micrograph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hydrothermal process at 200 ℃ for 8 h in KOH solution, (a) 0.1 M, 
(b) 1 M, (c) 2 M, and (d) 5 M.

Figure 6. XRD pattern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hydrothermal 
process at  200 ℃ for 8 h in NaOH solution, (a) 0.1 M, (b) 1 M, (c)
2 M, and (d) 5 M.

 

 

Figure 7. FE-SEM micrograph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hydrothermal process at 200 ℃ for 8 h in NaOH solution, (a) 0.1 M,
(b) 1 M, (c) 2 M, and (d) 5 M.



조치욱⋅태원필⋅이학성

공업화학, 제 25 권 제 6 호, 2014

4(b), 9(b), 9(c))에는 단사정상의 지르코니아가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Figure 9의 FE-SEM 이미지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4 h 수열

합성 한 경우(Figure 9(a))에는 입자크기를 판단하기 힘든 비정질상의 

XRD peak를 가지는 지르코니아 분말이 존재하고 있으며, 합성시간이 

8 h (Figure 5(b)), 12 h (Figure 9(b)), 24 h (Figure 9(c))에서 합성된 

경우, 폭이 30∼50 nm, 길이가 100∼200 nm의 크기를 가지는 지르코

니아 분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입자의 폭이 소폭 줄어들며, 길이는 소폭 늘어난 입자들이 많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열합성 초기에는 우선 미립의 구형입자가 합성되

고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가 성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가 용액에 용해되어 큰 입자 표면에 석출하여 성장하는 Ostwald 

ripening[22]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4. 전구체 종류에 따른 ZrO2 미세구조 변화

Zirconia 나노분말을 제조하는데 있어 출발물질인 zirconium 전구체

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zirconium acetate, zirconium nitrate, 및 

zirconium chloride를 사용하고, 침전제로서 KOH 용액 3 M을 첨가하

여, 200 ℃에서 8 h 수열합성 하였다.  Figure 10에 각각의 지르코니아 

분말의 XRD pattern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전구체로 합성된 지르코니

아 분말들이 모두 단사정상으로 합성되었으며, zirconium chloride를 

전구체로 사용한 경우(Figure 10(a)), zirconium nitrate 또는 zirconium 

acetate를 전구체로 사용한 경우(Figure 10(b), 10(c))보다 XRD 피크의 

intensity가 낮고 broad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zirconium 

chloride를 사용하였을 경우, zirconium nitrate 또는 zirconium acetate 

보다 결정 크기가 작은 분말이 합성되었다. 

Figure 11에는 각각의 전구체로 합성된 지르코니아 분말의 FE-SEM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zirconium chloride로 합성된 경우(Figure 11(a)) 

폭이 20∼30 nm, 길이가 80∼100 nm 정도의 막대형의 입자가 형성

되었고, zirconium nitrate 또는 zircoium acetate로 합성된 분말의 경우

(Figure 11(b), 11(c)), 폭이 약 20∼30 nm, 길이가 50∼100 nm 정도의 

입자가 합성되었다.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 지르코늄 전구체를 다르게 

합성하였을 경우, 다른 반응조건(온도, 시간, 농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지만, zirconium chloride를 사용하여 합성하였을 경우, 입자의 크

기가 가장 작게 형성되었다.

Zircionium (Ⅳ) acetate를 전구체로 사용하고, 침전제로 KOH를 3 

M 첨가하여, 200 ℃에서 8 h 동안 수열합성된 지르코니아 분말에 대

해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AX)를 사용해 성

분분석을 한 결과(Figure 12), Zr과 O 원소 이외의 다른 성분은 검출

Figure 8. XRD pattern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hydrothermal 
process in 1  M KOH solution at 200 ℃ for (a) 4 h, (b) 12 h, and
(c) 24 h.

 

Figure 9. FE-SEM micrograph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hydrothermal process in 1 M KOH solution at 200 ℃ for (a) 4 h, (b)
12 h, and (c) 24 h.

Figure 10. XRD pattern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hydrothermal 
process in 3 M KOH solution at 200 ℃ for 8 h with zirconium (a)
chloride, (b) nitrate, and (c) acetate.

 

Figure 11. FE-SEM micrographs of ZrO2 powders prepared by 
hydrothermal process in 3 M KOH solution at 200 ℃ for 8 h with (a)
zirconium chloride, (b) zirconium nitrate, and (c) zirconium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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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고, 비표면적을 측정한 값은 35.6 m2/g으로 확인되었다. 수

열합성으로 제조된 지르코니아의 비표면적의 경우, 수열합성 후 정방

정상의 10 nm 이하의 작은 입자가 합성이 되었을 경우에 200∼300 

m2/g의 비표면적을 가지지만 단사정상으로 상전이가 일어나면서 입

자가 구형에서 막대형으로 변하며, 비표면적이 50 m2/g 이하로 떨어

지게 된다[23,24].

4. 결    론

침전제의 농도 증가에 따라 지르코니아 입자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입자의 결정화도도 높아졌고, KOH보다 NaOH 침전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입자 성장의 변화가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입자의 크기 

컨트롤에 있어 NaOH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 KOH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지르코니아 합성 시, 같은 조건에서 zirconium ace-

tate, zirconium nitrate 및 zirconium chloride로 변화를 주었을 때, 다른 

반응조건(온도, 시간, 농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지만, zirconium 

chloride를 사용하여 합성하였을 경우,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게 형성

되었다. 침전제로 3 M KOH 용액을 첨가하여 200 ℃에서 8 h 동안 

수열합성하여 지르코니아 나노분말을 얻었을 때, 폭이 30∼50 nm, 길

이가 50∼100 nm 정도 크기의 단사정상의 지르코니아 나노분말이 합

성되었다. 8 h의 반응시간, 100 ℃∼200 ℃의 반응온도 범위에서 온

도가 증가할수록 입자 크기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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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DS image of ZrO2 powders prepared by hydrothermal 
process in 3 M KOH for 8 h at 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