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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2O3 has received wide attention with established use as a catalyst and growing application in structural or

functional ceramic materials. On the other hand, the boehmite (AlO(OH)) obtained by sol-gel process has exhibited a decrease

in surface area during phase transformation due to a decline in surface active site at high temperature. In this work, Al2O3-CuO/

ZnO (ACZ) and Al2O3-CuO/CeO (ACC) composite materials were synthesized with aluminum isopropoxide, copper (II) nitrate

hemi (pentahydrate), and cerium (III) nitrate hexahydrate or zinc (II) nitrate hexahydrate. Moreover, the Span 80 as the template

block copolymer was added to the ACZ/ACC composition to make nano size particles and to keep increasing the surface area.

The ACZ/ACC synthesized powders were characterized by Thermogravimetry-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TG/DTA), X-ray

Diffractometer (XRD), Field-Emmi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Bruner-Emmett-Teller (BET) surface analysis

and thermal electrical conductivity (ZEM-2:M8/L). An enhancement of surface area with the addition to Span 80 surfactant

was observed in the ACZ powders from 105 m2/g to 142 m2/g, and the ACC powders from 103 m2/g to 140 m2/g, respectively.

Key words Al2O3-CuO/ZnO, Al2O3-CuO/CeO, span 80, template block co polymer.

1. 서 론

알루미나는 α, β, γ, δ와θ-상 등의 다양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융점이 높으며 전

기 절연성, 기계적 강도, 그리고 경도 등의 물리적 성질

도 탁월하기 때문에 화학 공정 및 여러 산업분야에서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공성 알루미나는 수소화

반응, 개질반응 및 수소첨가 분해반응, 정류촉매와 배기

가스 정화용, 에틸렌 산화물 제조용 등과 같이 화학촉매

및 흡착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넓은 비표면적, 촉매 활

성, 표면산성, 결정구조내의 결함을 가져 촉매나 촉매지

지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 알루미늄 알콕사이드와 물

과의 가수분해 및 중축합 반응에 의해 생성된 보헤마이트

입자는 열처리 온도에 따라 AlO(OH), γ-Al2O3, δ-Al2O3,

θ-Al2O3, α-Al2O3 로의 상전이를한다.2-4) 알루미나의 전이

특성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γ-Al2O3는 높

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고온에서 열역학

적으로 안정한 α-Al2O3 로의 상전이가 일어나면서 촉매

표면의 활성점이 줄어들어 급격히 비표면적이 저하된다.1) 

현재까지 고온에서 안정한 알루미나 제조를 위한 연구

는 알루미나 담체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 금속, 희

토류원소, 실리콘, 세륨 등의 금속원소를 주요 결과물 소

재로 갖는 포함된 첨가제를 첨가하여 고온에서의 알루

미나 결정성장이나 상전이를 지연시킴으로써 고온 내열

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5-6) 또한 알루

미나의 열적 안정성과 고온으로 갈수록 비표면적이 감소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거대 분자 지지체를 사용

하거나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다공성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7) 알루미나를 합성하는

공정에는 기계적 파쇄 및 합금화, 기상응축반응, 석출, 졸

-겔 법, 수열처리 및 연소합성법 등이 있다. 그러나 기계

적 합금화 공정은 쉽게 불순물이 섞일 수 있고, 기상응

축반응은 기체상의 전구체가 1200oC 이상의 고온에서만 얻



알루미나가 포함된 복합산화물의 제조와 열물성 특성평가 473

을 수 있고 석출은 복잡하고, 긴 열처리 시간과 세정시

간이 요구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또한 직접적으로

α-Al2O3를 바로 형성시킬 수 있는 수열처리법은 고온, 고

압에만 안정한 알루미나를 얻는 문제점이 있으며, 연소합

성법은 나노사이즈의 안정한 α-Al2O3 파우더를 얻을 수

있으나 공정제어가 까다로우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

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졸-겔 법은

Yoldas8-9)에 의하여 발전된 공정으로 다공성 알루미나 합

성에 널리 이용되어 본 연구에서도 이용하였다. 졸-겔 법

은 저온에서 기공의 부피 및 크기와 같은 물리적인 성질

을 비교적 쉽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균일한 다성분계를 손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나를 바탕으로 수소생산을 위한

메탄올 개질 반응뿐만 아니라 부분산화반응에 좋은 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CuO와 ZnO을 첨가한 Al2O3-CuO/ZnO

(ACZ) 복합 세라믹 분말을 합성하였다. 또한 ZnO보다 촉

매 반응성이 더 좋고 알루미나의 열적 저항성 개선에 효과

가 있다고 알려진 CeO를 첨가하여, Al2O3-CuO/CeO (ACC)

복합 세라믹 분말을 합성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은 알루미나 복합분말을 합성하는 과정을 도식

화한 그림이다. 합성을 위한 전구체로 aluminum isopro-

poxide (AIP)와 1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AIP와 몰비를 1 :

100으로 하여 80oC에서 30분 동안 환류 시킨 후 copper (II)

nitrate hemi (pentahydrate)와 zinc (II) nitrate hexahydrate를

aluminum isopropoxide에 대하여 8 : 1 : 1의 몰 비율로 첨

가하였다. 또한 Cerium (III) nitrate hexahydrate를 같은

몰비율로 첨가하였다. 이 용액을 3시간 동안 자가교반 시

킨 후 고분자 첨가제와 HNO3를 가하여 산성조건 (PH =

3~4)에서 합성하였다. 안정한 졸 용액을 얻기 위하여 48

시간 동안 교반시킨 뒤, 120oC에서 48시간 건조시켜 겔

분말을 얻었고, 얻어진 겔 분말은 700oC에서 1200oC까

지 100oC 간격으로 열처리 하여 비표면적을 관찰하였다. 

졸-겔 공정 및 최적의 열처리 조건을 통하여 획득한 시

료는 각각의 온도에서의 결정구조를 XRD (X-ray Diffrac-

tometer, Bruker D8 Focus, CuKα, 40 kV, 40 mA)로 관찰

하였고, 검출기는 Lynx Eye로서 이 때 주사조건은 10~80o

에서 0.02o 이며 scan time은 0.2.s의 조건으로 수행하였

다. 분석결과는 TOPAS 2.1을 이용하여 파울리피팅을 하

였고 Rwp (R-weighted pattern) 값은 20 이하로 정확도

가 개선되었다. 분말입도 및 표면형상은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EOL-JMS 7500F)

으로 가속전압 0.5~30 kV에서 측정하였다. 표면적 및 기

공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BET (Brunauer-Emmett-Teller

Surface Analyzer, BELSORP-mini II)로 결정의 형태 및

다공성과 표면적을 관찰하였다. 

합성분말의 조성변화에 의한 시편의 중량 및 열량변화와 상

의 전이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TG-DTA (Thermogravimetry-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NETZSCH STA490PC)를

사용하였다. 분석조건으로는 상온에서 1200oC까지 승온

율 10oC/min로 질소 분위기하에 측정하였다. 또한 산업

응용 부품 및 소재화에 필요한 전기적 특성평가를 위하

여 ZEM-2 레이저 플래쉬법 열정수 측정장치(Laser flash,

ULVAC-RIKO, Inc TC-700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알루미나에 구리/아연 산화물을 첨가한 ACZ

분말을 열처리한 결과 (a) 500 에서 1200oC까지 열처리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s in this

experiment. 

Fig. 2. XRD patterns of the ACZ powder obtained at various

temperatures. (a) 500°C, (b) 700°C, (c) 900°C, (d) 1100°C and (e)

12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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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말의 XRD패턴 분석결과이다. 500oC에서 테노라이

트(CuO, ●) 피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700oC에서 뚜렷

한 결정구조가 보이며 17.5 wt%의 비율로 관찰되었다. 스

피넬구조를 나타내는 구리 복합산화물과 아연 복합산화

물(CuAl2O4, ZnAl2O4, ■) 피크도 500oC에서부터 나타난

다. 구리·아연 복합산화물 피크의 스페이스그룹(S.G) 은

Fd-3m 로서, lattice parameter a(A) = 8.04 Å을 가지고,

900oC로 열처리 온도가 높아지면서 100 wt%의 비율로 상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지만 테노라이트(CuO, ●) 피

크는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나는 700~900oC에서 γ

상으로 전이가 이루어지지만 ACZ에서는 이 상의 피크들

이 관찰되지 않았다. γ상은 안정한 스피넬구조로 4면체와

8면체의 빈자리가 존재하는데, 우선 이 빈자리를 구리산

화물이 먼저 차지하게 되면서 복합산화물을 형성하여 피

크가 성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γ-

Al2O3 의 형성이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10-11) 1100oC 에

서는 다시 스피넬구조의 구리·아연 복합산화물의 피크

(■)가 α-Al2O3의 피크와 함께 뚜렷하게 관찰된다. α-Al2O3

는 코랜덤구조로 S.G.는 167이고, 격자상수는 a = 4.8 Å와

c = 13.0 Å을 가진다. 1200oC에서도 마찬가지로 1100oC와

비슷한 비율로 구리복합산화물과 α-Al2O3의 피크가 나타

났다. 또한 온도가 올라갈수록 구리복합산화물과 α-Al2O3

은 결정의 크기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첨

가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구리아연산화물과 Al2O3

사이의 고체상 간의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12) 

Fig. 3는 Al2O3에 세륨/구리 산화물을 첨가하여 합성한

ACC분말의 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ACZ와 같은 조

건으로 500oC에서 1200oC까지 열처리한 분말의 XRD회

절 패턴이다. 500oC에서 세리네이트(CeO2, ▲) 피크와 테

노라이트(CuO, ●) 피크가 각각 70 wt%와 30 wt%의 비율

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리네이트(CeO2, ▲) 피크의 S.G.은

225, 격자상수는 a = 5.4 Å으로 열처리 온도가 올라갈수록

결정크기도 성장하면서 모든 온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900oC에서는 세리네이트(CeO2, ▲) 피크와 ACZ의 700oC

결과(Fig. 2)에서도 보였던 스피넬구조의 구리복합산화물

(■)의 피크가 각각 50 wt%의 비율로 나타났다. CeO2는

반응성이 매우 강하고, 산화조건에서는 Al2O3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환원조건에서는 반응에서 생성

되는 Ce3+가 1000oC이하에서는 환원조건에서 Al2O3의 상

전이를 지연시켜 주는 작용을 하므로 복합산화물 형성에

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13) 한편 1100oC 에서는

세리네이트(CeO2, ▲)피크, 코랜덤 구조의 α-Al2O3피크, 스

피넬 구조의(CuAl2O4, ZnAl2O4, ■) 피크가 각각 40 wt%,

30 wt%, 30 wt%의 비율로 보여준다. 1200oC에서는 스피

넬(CuAl2O4, ZnAl2O4, ■) 피크는 2 wt%로 줄어들었고

66 wt%를 차지하는 다수의 코랜덤구조인 α-Al2O3피크와

Fig. 3. XRD patterns of the ACC powder obtained at various

temperatures. (a) 500°C, (b) 700°C, (c) 900°C, (d) 1100°C and (e)

1200°C.

Fig. 4. TG-DTA curves of (a) ACZ (b) ACC powder derived by sol-ge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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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t%의 세리네이트(CeO2, ▲)피크가 공존함이 보이고,

500oC에서 약하게 보였던 테노라이트(CuO, ●)피크가 약

9 wt%정도로 다시 나타난다. 

합성한 졸 용액을 120oC에서 48 시간동안 건조시켜 얻

은 ACZ / ACC 분말에 대한 상형성 과정과 유기물의 분

해에 따른 시편의 중량 및 시차 열분석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결과(a)에서 보면 200oC 이하에서 나타나는

무게변화를 동반한 흡열 거동은 건조 후에도 남아있는

분말 내부의 수분의 증발과 전구체로부터 발생하는 알코

올기 및 유기 리간드 그리고 생성된 질산염이 제거되기

때문에 생긴다. 그 이후 400oC 까지의 무게감소는 보헤

마이트의 분해 및 금속산화물의 생성으로 인한 질산염의

분해 때문에 나타난다. 400oC이상부터는 별다른 무게 감

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생성된 보헤마이트 및

구리와 아연 질산화물이 산화물 결합을 형성한 것으로 보

인다. DTA는 전체적으로 아치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ACZ(a)에서 1100oC부근에서 상 전이에 따른 강한 흡열 피

크가 나타난다. Fig. 2의 XRD 회절 패턴에서도 1100oC

이상에서 α-Al2O3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α상으로의 전이에 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CC 분

말 (c)의 무게변화 역시 ACZ (a)의 거동과 비슷하게 DTA

결과도 전체적인 아치형으로 나타나면서 1100oC부근에서

약한 흡열 거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α-Al2O3로의 전

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Fig. 2의 XRD

패턴결과에서 1100oC에서 α-Al2O3의 피크가 나타나는 것

과 관련이 있다.

Fig. 5의 (a), (b), (c) 그리고 (d)는 각각의 ACZ / ACC

분말을 700oC 열처리한 파우더를 FE-SEM을 통해 80,000

배율로 관찰한 표면 사진들이다. 첨가제를 넣지 않은 ACZ

(a)와 ACC (b)의 경우 수 나노미터의 작은 입자들이 분

명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각각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기첨가제를 첨가한 결과(b)

와 (d)에서는 입자들의 경계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Fig. 5. FE-SEM micrographs of ACZ / ACC powder heat-treated at 700oC. (a) ACZ, (b) ACZ + 10 mol% span80, (c) ACC and (d)

ACC + 10 mol% span80.

Fig. 6. BET results of powders heat treated at 7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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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이는 Span 80이 졸 용액 내에서 미세한

에멀젼을 형성하여 입자간 경계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사료된다. 

Fig. 6는 ACZ와 ACC분말을 700oC에서 열처리하여

비표면적을 측정한 결과이다. 순수한 알루미나는 216 m2/

g 으로 비교적 큰 비표면적을 갖는다.13) 구리산화물, 아

연산화물, 세륨산화물은 메탄올 개질 반응, 일산화탄소 산

화 반응, 수성 가스 이동 반응 및 NOx, SOx와 같은 유

해가스 분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반응에서 유용하게 사

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루미나와 합성하여 복합산화물을 형성시키면 촉매활성

과 비표면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알루미나에 대

해 첨가한 금속산화물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비표면적이 감

소한다고 보고한 Xiaoyuon 등14)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

에서도 ACZ와 ACC도 BET값도 각각 105 m2/g, 103 m2/

g으로 순수한 알루미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한편 고

분자 계면활성제 CTAB를 10 mol%첨가한 ACZ와 ACC의

비표면적은 각각 118 m2/g, 93 m2/g으로 나타났으나 Span

80을 첨가한 분말은 각각 142 m2/g 와 140 m2/g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Fig. 7의 700oC에서 소성한 ACZ(a)와

ACC(b)분말의 질소 흡·탈착 등온곡선에서도 알 수 있

다. ACZ와 ACC 두 복합물의 흡·탈착이 매우 비슷한

거동을 보이나, P/P0 < 0.7에서부터는 고분자첨가제를 첨가

한 두 복합물의 흡착 정도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Span 80과 같은 계면활성제의 첨가는 용매의 증

발속도를 늦추어 가수분해 및 축합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여 유기, 무기성분 사이의 상 분리를 제어하고 전구체

분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복합 망상 구조 간 반응을 증

진시켜 다공성 알루미나 복합체를 형성하도록 하여 비

표면적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15) 

Fig. 8은 ACZ와 ACC분말을 냉간압축성형법을 사용하

여 제작한 디스크타입의 시료를 1000oC에서 열처리한 후

Fig. 8. Temperature dependence of electrical conductivity of (a) ACZ and (b) ACC.

Fig. 7. N2 absorption/desorption isotherms for (a) ACZ and (b) ACC powder by sol-ge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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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Zhan 등16)의

연구에 따르면 순수한 알루미나의 전기전도도는 10−10~

10−12 S/m의 낮은 범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ACZ(a)와 ACC(b)의 전기전도도도 결과는 10−6~10−7

S/m의 수준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알루미

나에 첨가한 금속산화물 내부의 금속의 높은 전기전도도

를 가지는 특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개선된

경향성을 바탕으로 높은 전기전도도를 필요로 하는 분리

막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의 응용이 기대된다.

4. 결  론

Al2O3-CuO에 ZnO와 CeO를 각각 첨가시킨 분말을 졸

-겔 법으로 합성하여 열처리한 복합산화물 분말과 계면활

성제 Span 80을 첨가시킨 ACC와 ACZ분말에 대해 온도

에 따른 구조적, 열적,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1. ACZ와ACC 분말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XRD분석

결과, 분말의 소결 온도에 따른 상전이를 확인하였으며,

순수한 알루미나에서 보이는 뚜렷한 상전이는 확인할 수

없으나, 1100oC의 소결온도에서부터 안정한 α-Al2O3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며 CuO, ZnO 그리고 CeO의 첨가에 따

른 복합상의 피크도 나타났다.

2. 합성 분말에 대한 BET 와 질소 흡·탈착 분석결과,

고분자를 첨가했을 때 비표면적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ACZ의 경우 105 m2/g 에서 142 m2/g으로, ACC의

경우는 103 m2/g 에서 140 m2/g로 비표면적의 증가가 관

찰되었다.

3. 전기전도도 측정결과 두 가지 모두 10−6~10−7 S/m의

수준으로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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