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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zirconia gel/polymer hybrid nanofiber was produced in a nonwoven fabric mode by electrospinning a sol derived from hydrolysis
of zirconium butoxide with a polyvinyl butyr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hydroxyl groups on the vinyl alcohol units in the backbone
of the polymer were involved in the hydrolysis as well as grafting the hydrolyzed zirconium butoxide. In addition, use of acetic acid
as a catalyst resulted in further hydrolysis and condensation in the sol, which led to the growth of -Zr-O-Zr- networks among the
polymer chains. These networks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crystalline zirconia structure upon heating. The as-spun fiber was smooth
but partially wrinkled on the surface. The average fiber diameter was 690±110 nm. The fiber exhibited a strong but broad blue
photoluminescence with its maximum intensity at a wavelength of ~410 nm at room temperature. When the fiber was heat-treated at
400

o
C, the fiber diameter shrunk to 250±60 nm. Nanocrystals which belonged to a tetragonal zirconia phase and were ~5 nm in size

appeared. A strong white photoluminescence was observed in this fiber. This suggests that oxygen or carbon defects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the nanocrystals play a role in generating the photoluminescence. Further heating to 800

o
C resulted in a monoclinic

phase beginning to form In the heat-treated fibers, coloring occurred but varied depending on the heating temperature. Crystallization,
coloring, and phase transition to the monoclinic structure influenced the photoluminescence. At 600

o
C, the fiber appeared to be fully

crystallized to a tetragonal zirconia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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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지르코니아 제조에서 전기방사를 적용한 일종의

일차원 유사구조로 볼 수 있는 나노섬유의 제조에 관한 여

러 보고가 나오고 있다.1-5) 전기방사는 일반적으로 고분자

를 포함하는 용액에 전기장을 인가하여 섬유를 제조하는

데,6) 방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므로, 이렇게 제조한 섬유

는 나노와이어, 나노 막대기, 나노 관7,8)
과는 달리, 직경 대

비 길이의 연속성이 아주 좋은 일차원 유사구조를 준다.6)

이러한 점에서 전기 방사하여 얻는 지르코니아의 나노섬

유는 잘 알려진 실제 응용 분야인 구조 세라믹,9) 촉매,10)

산소센서,11) 연료전지12) 등에 추가하여 기계 물성,13) 광전

자 물성,14,15) 다공체16)
와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보

여준다. 

광전자 물성과 연관하여 지르코니아는 밴드갭이 넓은

재료
15)
이나, 나노결정에서 산소 결함17,18)

이나 불순물인 탄

소
18,19)
나 Ti20) 등이 원인이 되어 청색이나 백색 광발광

(Photoluminescence: PL)을 일으킨다. 이러한 광발광 때문

에 나노 지르코니아는 LED에 적용할 수 있는 재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14) 지르코니아에서 결함은 제조공정이

나 공정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지르코니아 나노결

정은 결정상, 열처리 온도에 따라 광발광의 색 변화를 보

여준다고 알려져 있다.18,19,21) 광발광에서 정방정상 나노

결정은 열처리 온도에 따라 청백색에서 백색을 지나 주

황색에 이르는 발광을 나타낸다.19,21) 그리고 정방정상에

서는 강한 청백색이 나오나 단사정상으로 상전이하면서

발광 세기가 크게 낮아지고 주황색으로 변한다.19,21) 기존

연구에 따르면 광발광에서 정방정상 지르코니아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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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결정은 백색을 내며, 발광은 형광등에 쓰이는 발광체

수준이고,21) 나노 와이어는 중심 파장이 390 nm인 강

한 청색을 내며 발광은 광메모리용으로 쓰이는 질화물

에 필적한다.14) 지르코니아의 광발광 관련하여 지금까

지 연구는 영차원으로 볼 수 있는 나노결정에서 주로

나왔고,18,19,21) 1차원 구조와 관련해서는 전기방사로 제

조한 섬유의 광발광에 관한 연구는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전기방사를 사용한 지르코니아 섬유 제조에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용액이 쓰였는데, 고분자에 금속염을 녹인 용

액,1,2) 세라믹 분체를 혼합한 슬러리형 용액,3,5) 가수분해

한 금속 알콕시드를 혼합한 졸 용액4)
이 있다. 특히, 여기

에서 졸용액은 유무기 복합물질의 고분자로 볼 수 있는

데, 열처리 유무에 따라 유무기 복합 물질이 되거나 세라

믹 물질이 된다.22) 졸 용액 제조는 금속 알콕시드의 가수

분해와 금속과 산소 사이 결합 망이 생겨나는 응축 반응

을 거친다.23) 가수분해는 금속 알콕시드에 붙은 알콕시기

를 떼어내는 반응으로 졸용액 제조에서 이 가수분해의 속

도를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르코늄 알콕시드를 가

수분해하는 경우는 지르코늄의 전기음성도가 낮아23) 가수

분해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 겔화하거나, 침전이 일어나므

로, 반응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졸겔 반응에서 적당한 양의 수산기를

포함한 고분자를 사용하여 지르코늄 알콕시드가 자기 조

절적으로 가수분해하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흔히 폴리비

닐 부티랄(polyvinyl butyral)로 부르는 고분자는 삼중합체

로 비닐 부티랄, 비닐 알코올, 비닐 아세테이트 단위가

주쇄를 구성한다.24) 시판 제품에서 이 세 단량체의 단위

함량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비닐 알코올 단위

는 가수분해에 필요한 수산기를 제공한다. 한 연구25)
에

따르면, 알콕시기는 산성 (양성자가 촉매 역할하는) 조건

에서 비닐 알코올 단위의 관능기인 수산기와 비닐 아세

테이트 단위의 관능기인 초산기와 반응한다. 이 반응을

지르코늄 알콕시드에 적용하면 알콕시기가 고분자의 주

사슬에 붙은 관능기인 수산기를 가수분해하거나 초산기

와 에스테르화 반응하여 고분자 주쇄에 금속-산소 결합

을 붙일 수 있다. 여기에서 폴리비닐 부티랄의 주쇄를 구

성하는 기본 단위인 비닐 부티랄에 비해 비닐 알코올 단

위의 함량이 적당히 낮으면 물로 가수분해하는 반응에

비해 자기 조절적으로 지르코늄 알콕시드는 가수분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분자로 폴리비닐 부티랄의 공중합체를 사

용한 지르코늄 알콕시드의 졸 용액을 제조하고, 이 용액

에서 전기방사를 사용하여 지르코니아 유무기 혼성 나노

섬유를 제조하고, 이 섬유를 열처리하여 지르코니아 나노

섬유를 제조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방사, 열처리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조직, 상변화, 광발광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졸 용액 제조

전기방사를 위한 졸 용액 제조에서 금속 전구체로서

지르코늄 부톡시드 (Aldrich, 80 wt%)와 고분자로서 삼중

합체인 폴리비닐 부티랄-공중합 비닐 알코올-공중합 비

닐 아세테이트 (Aldrich, 분자량 50,000~80,000; PVB로

약칭함)가 쓰였다. PVB는 단위 함량이 각각 비닐 부티

랄 88 wt%, 비닐 알코올 11.3 wt%, 비닐 아세테이트

0.7 wt% 이내이었다. 가수분해 반응을 위한 촉매로 빙초

산 (Aldrich, ACS 급)과 용매로 1-부탄올 (J.T. Baker,

ACS 급)이 쓰였다. 졸 용액 제조는 글로브 박스 내에서

Fig. 1에 나오는 절차를 따랐다. 예비실험으로 지르코늄

부톡시드, PVB, 초산 농도를 달리하여 용액을 제조하여

전기방사하고 섬유형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마디가 없

고 직선성이 좋은 방사섬유는 졸 용액에서 지르코늄 부

톡시드, PVB, 초산 농도가 각각 8, 12, 5 wt% 일 때 나

왔다. 이 조건에서 제조한 용액에 대해 평판형 회전 점

도계(Brook Field, DV-III Ultra)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유

변 물성을 조사하였다. 측정한 점도는 ~540 cP이었고, 용

액은 점도가 전단속도 20~160 s-1 
범위에서 일정한 뉴튼

거동을 보였다. 
 

2.2. 전기방사

Fig. 2는 전기 방사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방사 장치의 구

성에는 고전압 장치(Convert Tech, SHV 120), 용액 주입장

치(KDS, Model 100), 방사장치(Nano NC, NNC-ESP200)가

쓰였다. 게이지 21번 주사바늘을 장착한 플라스틱 주사기

에 넣어 용액 주입장치가 용액을 일정한 속도로 밀어내

게 하였고, 주사바늘을 +극으로 하고, 접지한 알루미늄 포

일 위에 덧붙인 알루미늄 판이나 철망을 -극인 콜렉터로

하여 방사섬유를 모았다. 방사조건을 찾기 위하여 상기

조건에서 제조한 용액을 사용하여 대기 중에서 주사기 끝

과 콜렉터 사이 인가전압, 거리, 유출속도를 달리하여 전

기방사하고 방사 형태를 조사하였다. 전기방사는 인가전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for the sol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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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7 kV, 거리 10 cm, 유출속도 0.18 ml/h에서 안정하게 나

왔고, 컬렉터에 섬유가 부직조(nonwoven fabric) 모드로 잘

모였다. 상기한 방사조건에서 방사는 수집시간인 15분 동

안 안정하게 지속하였고, 이때 모인 섬유는 직경이 ~8 cm

인 원형의 매트를 만들었다. 수집한 섬유는 콜렉터에서

떼어내어 알루미나 판 위에 놓고, 200~800oC 범위에서 온

도를 달리하여 2시간 동안 열처리를 거쳐 산화물인 지르

코니아로 결정화하였다. 

2.3. 특성분석

방사하여 얻은 섬유(방사섬유로 약칭함)와 열처리한 섬

유의 상분석을 위해 분말 X선 회절기(Rigaku, DMAX-2500)

을 사용하여 전압 60 kV, 전류 150 mA에서 나온 Cu Kα X

선으로 2θ=20~90o 범위에서 X선 회절 패턴을 얻었다. 그

리고 방사섬유에 대해서 시차 열분석기(Netzsch, STA409

PC Luxx; TG/DTA)를 사용하여 승온속도 10oC/min로 상온

~1000oC에서 열거동을 조사하였다. 추가하여 원소분석기

(Flash 1112, Thermoelectron)을 사용하여 500oC에서 열처

리한 섬유에 대해서 탄소함량을 분석하였다. 섬유에서 유

기 관능기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

광기 (Bruker, VERTEX)를 사용하여 주파수 400~4000 cm-1

범위에서 적외선 흡수 진동대를 관찰하였다. 측정에서는

KBr 디스크 위에 원형으로 자른 섬유 매트를 놓고 투과

방식으로 적외선 흡수(IR) 분광곡선을 얻었다. 방사섬유

와 4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 대해서 주사전자현미경

(Jeol, JSM 5500; SEM)을 사용하여 영상을 얻어서 형태

분석을 시도하였고, 영상 분석 프로그램 (IMT, I-Solution)

을 사용하여 방사섬유와 4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서 각

각 ~200개 섬유에 대해 직경을 측정하고, 통계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리고 투과전자현미경 (Jeol, JEM-2100F; TEM)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electrospinning system.

Fig. 3. SEM images and histograms showing the diameter distributions of zirconia nanofibers: (a) as-spun and (b) heat-treated at

4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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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가속전압 200 kV에서, 방사섬유와 열처리 온

도 400, 500, 600, 700oC에서 나온 섬유에 대해 영상과 회

절자료를 얻었다. 섬유에서 나오는 광발광은 광발광 분석

기 (Dongwoo Optron, Micro Photoluminescence Measure-

ment System)로 He-Cd 레이저에서 나오는 파장이 325 nm인

광원을 사용하여 파장 200~900 nm 범위에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방사섬유와 4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 대해

배율 x 1500에서 얻은 SEM 사진과 섬유 직경의 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방사섬유나 열처리한 섬유는 직

선성이 좋게 나왔다. 방사섬유는 직경이 평균 690±110 nm

정도이었고, 드물게 작게는 ~270 nm인 것도 있었고, 크게

는 ~990 nm도 나왔다. 대체로 섬유 직경은 500~700 nm

사이에 분포하였다. 이에 비해 4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

는 직경이 평균 250±60 nm 정도이었고, 가는 섬유는 직

경이 130 nm도 있었고, 굵은 섬유는 직경이 420 nm도 있

었다. 전반적으로 방사섬유에 비해 열처리한 섬유는 직경

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분포도 좁아졌다. 방사섬유는 표

면에 주름이 조금씩 보였고, 실을 따라 길게 나있었다. 추

가로 지르코늄 부톡시드가 없이 PVB 만을 용해하여 만

든 용액으로 제조한 섬유는 표면에 주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주름이 생겨난 원인은 불분명하나, 지르코

늄 부톡시드의 가수분해물인 지르코니아 겔의 일부가 고

분자인 PVB에 그래프트 중합이나 잘 혼합하지 못하고 상

분리하는 데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방사용액을 PVB와 지

르코늄 부톡시드 사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2~3일

교반하여도 이런 현상은 방사섬유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재료 응용에

따라서 섬유에 주름을 만든다면 표면 대 부피의 비를 더

높일 수도 있는 나노구조도 나올 가능성도 보인다. 열처

리한 섬유에서는 주름은 거의 사라졌고, 표면이 매끄럽게

되었다.

Fig. 4는 방사섬유(그림에서 RT로 표시함)와 열처리한

섬유의 X선 회절패턴을 나타낸다. 방사섬유는 300oC까지

는 비정질 회절패턴을 보였고, 400oC에서 2θ=~30o 부근

에서 정방정 지르코니아 (011) 면에 해당하는 회절각에서

배경선이 넓게 올라왔다. 방사섬유는 400oC의 열처리에서

결정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열처리 온

도가 500oC에 이르면서 정방정상의 (011) 면에 추가하여,

(002)이나 (110)과 (112)이나 (020) 면에 해당하는 회절각

부근인 2θ=~35o
와 ~50o 각각 회절선이 나오기 시작하였

다. 6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는 정방정상의 회절선을 뚜

렷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열처리 온도 800oC에서 2θ=~28o

부근에서 단사정상의  회절선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700~800oC 사이에서 지르코니아는 정방정상에서 단사정

상으로 상전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5는 방사섬유의 TG와 DTA 곡선을 보여준다. 열중

량 감소는 180~500oC 범위에서 대부분 일어났고, DTA 곡

선에서 발열피크가 크게 나왔다. 여기에서 일어난 중량

감소는 ~79%이었다. 상온에서 180oC 온도 구간에서 나오

는 중량감소는 원료에서 나온 휘발성 불순물이나 졸겔 반

응에서 생겨난 물이나 잔류한 용매나 촉매 등이 휘발하

면서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TA 곡선에서 배경

선이 이 구간에서 아래로 내려가므로, 물질 휘발에 따른

흡열반응이 존재하는 걸로 보인다. 500oC 이후에 보이는

중량 감소는 작았지만 800oC 부근까지 지속하였다. 추가

하여 5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 대하여 원소분석을 하

였는데, 탄소함량이 2.69%, 수소함량이 0.21%나 되었다.

PVB의 열분해에 관한 연구24,26)
에 따르면 PVB의 분해는

불포화 탄소결합인 C=C의 생성을 수반하는데, 이 결합으

로 탄화물질(char)이 생겨난다고 한다.26) 탄화물질은 쉽게

열분해하지 않아 PVB에서 중량감소가 고온에서 적어도

800oC까지 지속하여 일어나게 한다.26) 이에 비해 순수한

111

Fig. 4. XRD patterns of zirconia nanofibers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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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 겔의 열분해는 400oC에서 거의 끝난다고 한

다.21) PVB에 지르코늄 알콕시드가 그래프트한 겔의 열분

해 거동은 PVB가 들어가지 않는 지르코니아 겔이나 순

수한 PVB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합성에서 유사한 금

속 전구체를 사용한 예로 순수한 뮬라이트 겔27)
과 PVB

에 중합한 뮬라이트 겔의 연구25)
를 비교하여 보면, 열분

해에 따르는 중량감소나 발열반응이 전자가 450oC에서,

후자는 650oC에서 거의 끝난다. 이를 고려하면, 방사섬유

에서 PVB와 지르코늄 알콕시드 사이 중합으로 전반적으

로 유기물의 열분해에 수반하는 발열반응이 지르코늄 겔

만의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온도인 500oC에서 끝나고, 한

편으로 PVB의 분해에서 생겨난 탄화물질 때문에 중량감

소도 800oC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X선 회절 결과에 따르면 방사섬유는 결정화가

400oC 부근에서 시작하여 정방상 지르코니아가 600oC에

서 뚜렷하게 출현하였다. 지르코니아 겔에서 결정화는

450oC에서 발열 피크를 수반한다고 알려져 있다.21) 하지

만, 이에 해당하는 발열피크는 DTA 곡선에서 나오지 않

았는데, 유기물 분해로 나오는 발열피크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TA 곡선은 700~800oC 온도 구간에서 바

탕선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 구간에서 미약한 발열 반응

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 구간에서 탄화물질이

분해하거나 정방정상에서 단사정상으로 지르코니아 상전

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6은 방사섬유와 열처리 섬유의 IR 분광곡선을 보

여준다. 추가하여 PVB의 방사섬유에서 얻은 IR 분광곡선

을 함께 실었다. 방사섬유와 PVB 섬유는 수산기의 신축

진동
28-30) (3480 cm-1), 지방족 탄화수소를 구성하는 CH2와

CH3의 신축(stretching) 진동28-30) (2840~2960 cm-1), CH3의

변각(deformation) 진동28-30) (1460~1380 cm-1), 초산기에서

C=O의 신축진동28-30) (1730 cm-1), 수산기의 변각진동28-30)

(1340 cm-1), 아세테이트기에서 C-O의 신축진동28-30)

(1240 cm-1), 아세탈 고리에서 -O-C-O-의 CO 비대칭과 대

칭 신축진동28,30) (1140 cm-1; 1000 cm-1), 부톡시기의 C-O-

H에서 CO 신축진동30) (1050 cm-1), -COH-에서 OH의 변

각진동
28) (910 cm-1), 아세탈 고리에서 CH의 평면이탈(out-

of-plane) 변각진동28) (810 cm-1)과 관련한 주파수는 모두

겹쳤다. 실제로 분자구조에서 전구체로 쓰인 지르코늄 부

톡시기의 지방족 부틸기나 PVB의 지방족 탄화수소는 진

동대가 비슷하다. 

지르코늄을 함유한 방사섬유는 순수한 PVB 섬유와 비

교하여 새로운 진동대가 1560 cm-1 부근과 700~400 cm-1

구간에서 나왔다. 이 진동대는 모두 지르코늄과 결합한

관능기와 관계가 있다.29) 1560 cm-1
에서 보인 진동대는

1440 cm-1
에서 나오는 진동대를 함께 수반하였는데, 이 두

진동대는 초산 관능기의 -COO-와 지르코늄 사이 결합방

식에 따라 주파수 차이가 다르다.29,31,32) 전자는 -COO-의

비대칭 신축 진동에서 나오며 후자는 대칭 신축진동에서

나온다.29,31,32) 방사섬유에서 -COO-의 대칭 신축 진동대

는 CH3와 CH2의 비대칭 변각 진동대와 겹쳤다. 이 진동

대를 분리하면 -COO- 대칭 신축 진동대는 1440 cm-1
에 위

치하였다. 방사섬유에서 -COO-의 두 진동대의 차이를 구

하면 대략 120 cm-1 정도인데, 이 값은 -COO-가 지르코늄

에 이중가지(bidentate)로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것을 알려

준다.29,31,32) 

700~400 cm-1 구간에서 나오는 진동대는 지르코늄 부톡

시기의 가수분해에서 나오는 옥소(oxo) 결합과 관계가 있

다.29) 지르코늄 알콕시드를 초산을 촉매로 물로 가수분해

하여 얻은 지르코니아 겔에서 Zr-O-Zr 결합과 연관한 진

동대는 460 cm-1
에서 나오며 Zr-O 결합과 연관한 진동대는

620 cm-1
과 670 cm-1

에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다.29) 방사섬

유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진동대가 모두 각각 460 cm-1,

620 cm-1, 650 cm-1
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왔다. 그러므로

방사섬유에서 지르코늄 부톡시드는 PVB의 수산기와 가

Fig. 5. DTA and TG curves of the as-spun zirconia nanofiber.
Fig. 6. IR spectra of PVB and zirconia nanofibers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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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해하여 PVB의 주쇄에 C-O-Zr-O-그래프트 중합을 하

거나, PVB의 아세테이트 기나 촉매로 쓴 초산과 에스텔

화하거나, 에스텔화 반응에서 나오는 물과 가수분해하여

Zr-O-Zr 결합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열처리 온도

300oC에서 방사섬유에서는 지르코늄과 관련한 진동대를

제외한 모든 진동대는 강도가 크게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반면, 지르코늄과 -COO- 사이 킬레이트와 관련한 진동대

는 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750 cm-1 부근에서 새로운

진동대가 나왔다. 이 진동대는 유기물 분해로 생겨난 탄

소 사이 이중결합의 -CH=CH-에서 CH의 평면이탈 굽힘

진동
30)
과 관계가 있다. 이 진동대는 600oC에서 크게 줄어

든다. 그리고 4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는 1595 cm-1
와

1405 cm-1
에서 새로운 진동대를 보여주었다. 이 두 진동

대는 지르코늄과 결합한 -COO- 신축진동과 관계한다. 두

진동대의 주파수 차이는 190 cm-1
이었다. 이 값은 -COO-

가 이중가지(bidentate)로 이웃하는 두 지르코늄을 다리 연

결(bridging)하는 것을 나타낸다.31,32) 

온도 3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서 비닐 아세테이트 단

위나 초산에서 카르보닐 C=O의 신축 진동에서 나오는

1730 cm-1
에 위치한 진동대, 비닐 부틸랄 단위의 아세탈

고리의 -C-O-C-의 굽힘진동에서 나오는 1140 cm-1
에 위치

한 진동대는 사라졌다. 이와는 달리 3460 cm-1
에서 나오

는 수산기의 진동대는 열처리 온도 600oC에서 사라졌다.

PVB 열분해에서 수산기는 초산기나 부티랄기 보다 낮은

온도에서 끊어지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33) 그러므로

열처리 온도 600oC까지 잔류하는 수산기는 지르코니아 수

화 겔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열처리 온도 600oC에서

유기물에서 나오는 진동대는 거의 사라졌고, 440 cm-1
와

650 cm-1 
부근 (IR 분광곡선에선 620과 660 cm-1 

으로 나

뉘어서 나왔는데, 적외선 진동 모드 분석34)
에 따른다면

이 두 주파수는 한 합성 모드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에서

산화물인 지르코니아와 관련한 진동대가 뚜렷하게 나왔

다. 이 두 진동대는 각각 정방정상에서 Zr-O-Zr의 비대칭

신축진동인 Eu 모드
33)
와 대칭 신축진동인 A2u+Eu의 합성

모드
34)
에 관계한다. 

그리고 2340 cm-1
에서 날카로운 진동대가 온도 600oC와

7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서 나왔다. 이 진동대는 CO2

분자의 비대칭 신축 진동과 관계가 있는 데 자유 분자 상

태(2349 cm-1)에서 고체상태(2344 cm-1), 산화물 표면에 흡

착상태(2362, 2380 cm-1)에 따라 진동수가 다르다.32,35) 진

동대 주파수를 고려한다면 섬유에서 CO2 분자는 결정 내

에 포획한 상태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CO2 진동대는

5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강도

는 아주 낮았고, 섬유가 결정질 산화물로 되면서 CO2를

더 잘 붙잡는 것처럼 나왔다. 결정질 지르코니아는 양기

성 산화물로 CO2를 흡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

방정상에 비해 단사정상이 CO2와 강하게 결합하고, CO2

를 더 잘 흡착한다고 한다.36) 그리고 유사하게 합성에서

PVB가 들어간 뮬라이트(mullite) 섬유25)
는 고온인 800,

1000oC에서 열처리하여 결정화할 때 CO2 진동대가 나온

다. 지르코니아 섬유에서 관찰한 CO2는 열처리 과정에서

잔류 탄화물질이 산화하면서 생겨나서 결정화 과정에서,

일부는 대기에서 섬유가 포획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섬유와 400, 500, 600, 7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

대한 TEM 영상을 Figs. 7, 8에 실었다. TEM 결과는 섬

유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 SEM 사진에서 나오는

섬유에 비해 가는 섬유에서 얻은 것이다. 방사섬유에서

어두운 부위가 실을 따라 달린다. 명암에서 어두운 것은

투과 깊이 때문으로 보이나, SEM 사진에서 관찰한 섬유

표면의 주름 부위를 반영한다. 열처리하면서 섬유는 이런

부위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방사섬유는 회절 환도형을

보면 비정질이었다. 

Fig. 7. TEM bright field images and diffraction ring patterns

(inset) of the as-spun and heat-treated zirconia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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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온도가 400oC에 이르면, 섬유에서 나온 회절 환

도형은 두 개의 폭이 넓은 원을 보여준다. 이 두 원은 각

각 정방정상 지르코니아의 011과 020 회절에서 나오는 것

으로, 011 회절점에 대한 암시야상(Fig. 8)은 섬유에서 나

노 결정이 생성되었음을 말한다. 이 섬유의 고분해능 영

상(Fig. 8)에서 격자 줄무늬를 띄면서 직경이 ~5 nm 정도

인 입자를 볼 수 있는 데, 많은 부분에서 격자 줄무늬를

보이는 입자가 붙어 있어, XRD 결과에 비해 결정화가 더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고분해 영상을 얻는 과정에서 투

과빔으로 결정화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섬

유의 두께를 고려한다면 투과빔 선상의 입자가 겹쳐서 영

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XRD 결과를 보

면 이 온도에서 섬유 내 결정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줄무늬 간격은 ~2.9 Å인 데, 이 간격은 정방

정상 지르코니아의 (011) 면의 면간거리에 해당한다. 상

기한 TEM의 결과로 보면 400oC에서 섬유는 결정화 초기

에 있다. 400oC 열처리에서 적외선 분광곡선을 보면 고분

자나 겔을 구성하는 유기물이 거의 사라지고 Zr-O의 삼

차원 연결망이 생겨나는 데, TEM 회절은 섬유 내에서 이

런 구조변화가 일어났음을 반영한다.

5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의 TEM 영상을 보면 섬유에

결정립 성장을 나타내는 반점이 나왔다. 회절 환도형의

회절원에서 반점이 나오고, 회절원도 그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여, 결정화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열처리 온도

600oC에서 회절 환도형은 뚜렷하였고, 회절원에 놓이는

반점도 많아졌다. TEM 암시야상(Fig. 8)은 섬유에 미소결

정이 많이 생겨났음을 보여주는데, 직경이 ~10 nm 정도

이었다. 이 값은 XRD 패턴에서 111 회절선에 대하여 기

기 프로그램(MDI Jade)로 Scherrer 공식을 사용하여 분석

한 입자크기의 값인 13.8 nm와 비슷하였다. X선 회절에

서도 같은 온도에서 회절선이 뚜렷하게 되어, 결정화가

크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TEM 영상에서 섬유는 중심

에서 표면으로 가로질러 치밀하고 균일하였다. 7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는 섬유 조직이 더 까칠하고, 회절 환도형

에 회절원이나 반점이 더 뚜렷하게 나왔다. 600oC에 비해

좀 더 입성장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열처리한 섬유는

400oC 이상의 온도에서 직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TEM

에서 관찰한 결정화한 지르코니아 섬유는 120~140 nm 정

도이었다.

전반적으로 열처리는 방사섬유에 색 변화와 산화에 따

른 결정화를 가져왔는데, 이에 따라 광발광이 크게 달라졌

다. Fig. 9는 열처리 온도 400oC를 기준으로 비정질 방사

섬유와 결정화한 열처리 섬유로 나누어 섬유 색과 광발광

의 변화를 보여준다. 방사 섬유는 흰색이었으나, 열처리하

면 300oC에서 주황색을 띄었고, 색의 강도는 이를 정점으

로 감소하였다. 열처리 온도가 400oC에 이르면 섬유는 다

시 흰색이 되었다가 500oC에서 베이지 색을 띄웠고, 온도

가 더 올라가면 색은 옅어지면서 700oC에서 흰색이 되었다. 

열분석 결과에 따르면 500oC 온도 이내에서 중량 감소

가 거의 끝나므로 400oC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한 시

편에서 나온 착색은 PVB나 지르코니아 겔의 열분해에서

생겨난 탄소 간 켤레결합, 즉 유기물 흑연화가 원인으로

보인다. PVB는 열분해로 주쇄나 관능기가 끓어지면 지방

족 탄화수소에서 이중 결합인 -C=C-가 생겨나면서 탄소

Fig. 8. TEM high resolution and dark field images of zirconia

nanofibers heat-treated at (a) 400
o
C and (b) 600

o
C. The

inset in (a) represents a dark fiel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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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켤레 결합이 이루어진다.33) 이 결합으로 π-π* 전자

의 전이가 일어나면 짧은 파장을 정점으로 가시광선 영

역에 걸쳐 광흡수가 증가한다.33) 그리고 순수 지르코니아

겔
21)
도 열분해하면 흑연화가 일어나 온도에 따라 갈색이

나 검정색을 나타낸다고 한다. 온도 3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서 관찰한 색 변화는 이러한 흑연화가 원인으로 생

겨났음을 보인다. 그리고 이 섬유의 IR 분광곡선에서 -

CH=CH- 생성과 관련한 진동대가 나온다.

방사섬유는 최대 발광이 ~410 nm에서 나오고, 파장 폭

이 넓은 청색 광발광을 내었다. 비정질인 섬유에서 관찰한

광발광은 발광강도가 방사섬유에서 가장 높았고, 열처리

온도가 올라가면서 감소하였다. 발광강도는 섬유의 색이

주황색으로 진해지면 감소하였다. 방사섬유는 유무기 혼

성체로 볼 수 있는데, 유무기 혼성체에서 광발광은 무기물

이 유기물에 그래프트 중합으로 연결하면 단순히 혼합한

것보다 발광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이로 미루어 보면, 방사 섬유에서 PL 증가는 PVB에 무기

물인 지르코니아 겔이 그래프트 중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열처리한 섬유는 온도 400oC에서 강한 백색 광발광을

내었다. 유사하게 지르코니아 겔21)
에서 나오는 광발광은

정방정상 지르코니아의 나노결정이 생겨날 때 나오고 이

때 발광강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 광발광은 결

정화에 수반하여 생겨난 산소 빈자리 (V
o
)17,18)
나 C-O 결

합이 깨지면서 생겨난 탄소 결함18,19)
에서 생긴다. 정방정

상 지르코니아에서 나오는 광발광은 산소결함의 경우 이

결함에 붙잡힌 전자가 UV 조사에서 발생한 정공과 다음

과 같이 재결합하면서 나온다고 한다:17,18)

4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서 얻은 TEM 영상은 미소

결정이 생겨나는 걸 보여주는 데, 이 섬유에서 관찰한 광

발광은 지르코니아 겔21)
처럼 정방정상 지르코니아 나노

결정의 생성에 수반하여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하여

반가폭이 넓은 발광 곡선은 광발광 인자가 열진동의 영

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열처리한 섬유에서 광발광은 400oC를 지나면서 전반적

으로 발광강도가 줄어들고 파장이 적색 이동하였다. 정방

정상 지르코니아 겔에서 광발광의 원인이 되는 산소나 탄

소 결함은 열처리 온도가 올라가면서 사라지고, 입자 성

장과 정방정상에서 단사정상으로 상전이가 함께 일어난

다고 알려져 있다.38) 결정화가 일어난 섬유에서 광발광의

변화가 지르코니아 상전이와 겹쳐서 나타나는 데, 여기에

서 지르코니아 상전이가 결함의 감소나 입자성장 때문인

지 아니면 두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아직도 논란거리이다.39) 다른 한편으로 광발

광은 정방정상 지르코니아로 결정화가 잘 일어난 600oC

에서 열처리한 섬유 보다 결정화가 낮아 결함농도가 높

을 것으로 보이는 4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서 더 강하

게 나온다. 그러므로 광발광에서 발광강도는 정방정상 지

르코니아에서 결함종과 결함농도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

로 보인다. 

특이하게 5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는 발광 강도가 600oC

에 비해 크게 낮았는데, 이 온도에서 섬유는 베이지색으

로 변하였다. 이러한 섬유 색의 변화는 광발광의 인자인

결함 농도의 변화에 추가하여 광발광을 크게 감소하게 하

는 것으로 보인다. 열분석 결과를 보면 500oC에서 유기물

분해가 거의 끝나는 데, 500oC에서 열처리한 섬유에 대한

원소분석에서 얻은 탄소함량은 2.69%에 이른다. PVB 열

분해에 관한 연구26)
에 따르면 온도가 올라가면 500oC 부

근에서 C=C 결합이 원인이 되어 미량의 탄화물질이 생

겨난다고 한다. 500oC의 시편에서 나오는 섬유 색에서 변

화는 탄화물질의 결합이나 결함 구조에서 변화를 반영하

는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은 불분명하다. 열처리한 섬유

에 나오는 광발광은 700oC에서 거의 사라졌다. X선 결과

를 보면 800oC에서 단사정상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전

반적으로 결함이 감소하면서 광발광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전기방사법으로 지르코니아 나노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로 삼중합체인 PVB를 사용한 지르

코늄 알콕시드의 졸 용액 제조를 시도하였다. 이 졸겔반

응에서 고분자 주쇄를 구성하는 한 단위인 비닐 알코올

의 관능기인 수산기는 자기 조절적으로 지르코늄 알콕시

드를 가수분해하고, 가수분해한 지르코늄 알콕시드를 그

래프트 중합하였다. 그 결과 이 용액을 방사하여 얻은 섬

유는 고분자와 지르코니아 겔 사이 중합형성을 시사하는

V
o

h' V
o

( )∗ V
o

hv+→ →+

Fig. 9. PL spectra of zirconia nanofibers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The insets show color changes occurring

in the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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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광발광을 내었고, IR 분광곡선에서 지르코늄 알콕시

드의 졸겔화에 따른 Zr-O 결합 형성과 관련한 진동대가

뚜렷하게 나왔다. 비정질인 방사 섬유에서 나온 광발광은

파장 폭이 넓은 청색이었다. 이 섬유는 열처리하면 결정

화가 일어나고 한편으로 유기물 분해나 탄화물질의 생성,

탄화물질의 결합이나 결함구조에서 변화에 따른 색 변화

가 일어나면서 광발광이 변하였다. 400oC에서 섬유는 나

노결정의 생성을 보여주었는데, 이 결정은 정방정상 지르

코니아에 속하였다. 이 섬유는 흰색이었고, 강한 백색 광

발광을 나타냈었다. 전반적으로 섬유에서 색이 생기면 발

광강도는 감소하였다. 열처리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결정

상은 비정질에서 정방정으로 전이하였으나, 700~800oC에

이르서 정방정에서 단사정으로 상전이가 일어났고, 광발

광은 거의 사라졌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나노 섬유는 강

한 광발광을 구현하였는데, 이 물성을 요구하는 여러 가

지 응용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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