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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sized Y2O3 powders were prepared via a sol-gel method starting with Y(NO3)3·6H2O (Yttrium(III) nitrate

hexahydrate) and water with ethanol as a cosolvent. Y2O3 is an important rare earth oxide and has been considered for use

in nuclear applications, such as ceramic materials, due to its excellent optical and refractory characteristics. It has been used

as a chemically stable substrate, a crucible material for melting reactive metals, and a nozzle material for jet casting molten

rare earth-iron magnetic alloys. Oxalic acid (C2H2O4) has been adopted as a chelating agent in order to control the rate of

hydrolysis and polycondensation, and ammonia was added in order to adjust the base condition. The synthesized Y2O3 powder

was characterized using TG/DTA, XRD, FE-SEM, BET and Impedance Analyzer analyses. The powder changed its prope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H conditions of the catalyst. As the pH increases according to the FE-SEM, the grain grew and it

showed that the pore size decreased while confirming the effect of the grain size. The nano-material Y2O3 powders demonstrated

that the surface area was improved with the addition of oxalic acid with ammonium hyd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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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희토류계 나노 결정체 중 특히 크기와 형태의 조절이 가

능한 Y2O3는 좋은 소결 능력과 고유의 발광성 및 반투명

세라믹스로의 가능성 때문에 널리 연구되고 있다.1-3) 공업

적 응용능력이 다양한 Y2O3는 초전도체와 세라믹 부분 제

조에서 아주 중요한 재료이며 메탄이나 메탄올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로서도 쓰여지고 있다.4-5) 물리적인 특성, 특

히 비표면적과 다공성의 구조에 강하게 의존하는 촉매작

용 능력 때문에 촉매 활성도와 표면 특성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6) Y2O3는 고체 상태 레

이저의 효과적인 수용물질로 반도체 금속 이온으로서 다

양성 때문에 다른 희토류 금속과 함께 많이 연구되고 있

다.7) Y2O3는 빅스바이트(bixbyite) 또는 큐빅-C 구조의 체

심입방구조를 갖는 물질로서 이트륨 이온은 두 가지 다른

공간을 차지하는데, 하나는 C3i 대칭의 8개의 팔면체 공

간이고 다른 하나는 C2대칭의 24면체 공간으로 6개의 산

소 이온들이 각 이트륨 이온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합성하는 공정에는 기계적 파쇄 및 합금화, 기상응축반

응, 석출, 졸-겔 법 그리고 수열처리 및 연소합성법 등이

있다. 그러나 기계적 합금화 공정은 쉽게 불순물이 섞일

수 있으며, 기상 응축반응은 기체상의 전구체가 1200oC

이상의 고온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석출이 복잡하며 긴

열처리 시간과 세정시간이 요구는 단점이 있다. 연소합성

법은 공정제어가 까다로우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졸-겔 법은 Yoldas에 의하

여 발전된 공정으로 다공성 Y2O3 합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8-10) 이 방법은 저온에서 기공의 부피 및 크기와 같

은 물리적인 성질을 비교적 쉽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균

일한 다성분계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

히 산성 조건에서의 가수분해는 알콕사이드 그룹이 일차

적으로 빠르게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게 되어 이트륨 원

자 주변의 전자밀도를 떨어뜨리므로 전자와의 친화성이 커

져서 반응이 쉽게 일어 난다. 염기성 촉매에 의한 가수

분해는 산성 촉매에 의한 가수분해 과정보다 훨씬 느리

게 진행된다. 알콕사이드의 산소가 친핵체를 밀어내기 때

문인데, 일단 초기 가수분해 과정이 일어나면 다음 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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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사이드 그룹들이 쉽게 단량체에서 떨어져 나와 다음 반

응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된다. 염기성 촉매가 가수분해는

느리지만 역시 완전하고도 비가역적인 가수분해가 일어나

게 된다.11) 다공성의 큐빅 구조를 가지는 Y2O3 분말의 합

성에 대한 여러 방법이 보고되고 있지만 킬레이트 물질

의 첨가에 대한 연구는 결정구조를 제어하고 입자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12) 

옥살산은 저온에서 쉽게 반응이 일어나 미세한 분말을 합

성하기가 용이하여 분말 합성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

리고 옥살산의 농도에 따라 입자의 형태 및 크기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졸-겔 법을 이

용해 킬레이트 갈고리 모양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는 옥

살산을 합성에 첨가해 전구체 졸에서부터 반응조건에 따

르는 Y2O3의 결정 형태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

았다. 그리고 옥살산만 첨가하여 pH = 2에서 반응을 진행

시켰을 때와 암모니아수와 옥살산을 동시에 첨가한 암모

늄 옥살레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인 pH = 9 에서 반응을 진

행시켜 비교하여 보았다.

2. 실험 방법

Fig. 1은 Y2O3 분말을 합성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

이다. 용매로서 증류수와 에탄올을 1:5로 섞은 용액을 사

용하여 합성을 위한 전구체로 0.01 mol의 yttrium nitrate

hexahydrate를 60oC 에서 30분 동안 환류 시킨 후 유기

킬레이트 첨가제인 0.02 mol의 옥살산을 yttrium nitrate

hexahydrate에 첨가하여 산성조건(pH = 2)에서 합성하였고,

암모니아수를 첨가시켜 염기성조건(pH = 9)에서 합성하였

다. 안정한 졸 용액을 얻기 위하여 48시간 동안 교반시

킨 뒤, 120oC 에서 48시간 건조시켜 겔 분말을 얻었고,

얻어진 겔 분말은 500oC 에서 900oC 까지 200oC 간격

으로 열처리 한 뒤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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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찰하였고, 검출기는 Lynx Eye로서 이 때 주사조건은 10o ~

80o 에서 0.02o 이며 scan time은 0.2.s 의 조건으로 수행

하였다. 분말입도 및 표면형상은 FE-SEM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EOL-JMS 7500F)으로

가속전압 0.5~30 kV 에서 측정하였다. 표면적 및 기공 크

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BET (Brunauer-Emmett-Teller Sur-

face Analyzer, BELSORP-miniII)로 결정의 형태 및 다

공성과 표면적을 관찰하였다. 합성분말의 조성변화에 의

한 시편의 중량 및 열량변화와 상의 전이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TG-DTA (Thermogravimetry-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NETZSCH STA490PC)를 사용하였다. 분석조건

으로는 상온에서 1400oC 까지 승온율 3oC/min 로 질소

분위기하에서 측정하였다.

교류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해 옥살산을 첨가한 Y2O3

분말을 1200oC 에서 808MPa 의 압력으로 2시간 동안

열간압축성형을 하여 디스크 타입으로 제작하였다. 임피

던스는 Frequency Response Analyzer (Solatron, 1260)와

Electrochemical Interface (Solatron, 1287)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고 측정주파수는 0.1 Hz ~ 1000 kHz 범위였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한 졸 용액을 120oC 에서 48 시간동안 건조시켜

얻은 Y2O3분말에 대한 상형성 과정과 유기물의 분해에 따

른 시편의 중량 및 시차 열분석결과를 Fig. 2에 나타내

었다. 결과 (a)의 TGA를 보면 200oC 이하에서 나타나는

무게변화를 동반한 흡열 거동은 건조 후에도 남아있는 분

말 내부의 수분의 증발과 전구체로부터 발생하는 알코올

기 및 유기리간드가 제거되기 때문에 생긴다. 370 ~ 460oC

까지의 무게감소는 YOOH에서 Y2O3로 상 변화와 유기

물의 분해 때문에 나타나며, 700oC 이상부터는 별다른 무

게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안정한 Y2O3가 형

성된 것으로 보인다. DTA는 전체적으로 아치형 모양으

로 700 ~ 800oC 에서의 강한 피크들은 수산화 이트리움

과 탄산 이트리움의 분해에 따르는 곡선이다. 

Fig. 3은 합성한 분말을 열처리하여 얻은 XRD 분석 결

과이다. 500oC 이상에서 열처리한 이후는 안정한 BCC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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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a = 10.601, b = 10.601, c = 10.601, JCPDS file No.

03-065-3178)의 큐빅 구조로 스페이스그룹(S.G)은 la-3을 나

타낸다. 열처리 온도의 증가함에 따라 피크 위치의 변화

는 없었고 모든 회절 피크의 세기가 증가하여 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회절 피크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결정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12) 옥살산으로 합

성한 (a)의 경우 120oC 에서는 yttrium oxalate (JCPDS

file No. 40-1461)가 관찰되며 암모니아와 옥살산을 첨가

시킨 (b) 경우는 같은 온도에서 ammonium yttrium oxalate

(JCPDS file No. 22-1047)가 주로 나타난다. 이트리움 주

변을 킬레이팅 리간드로 둘러 싼 구조가 전구체 졸에서 먼

저 형성된 뒤 겔 망상구조를 형성되고 열처리가 진행됨에

따라 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00oC 에서 열

처리한 분말의 XRD 결과를 비교해 보면 옥살산을 넣은

경우가 완만한 피크들로서 결정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옥살산의 에톡사이드가 둘러 싼

망상 구조의 겔은 열처리 과정 동안 결정화 속도가 느

려지고 억제 되므로 무정형 상태의 완만한 피크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암모니아수를 같이 첨가한 (b)의

XRD패턴은 결정화 속도가 (a)보다 빨랐는데 그 이유는

암모니아수의 첨가에 따라 가수분해와 축합반응이 촉진

되어 전체 반응속도가 증가되기 때문이다.14) 700oC 이후

온도에서의 XRD 패턴 분석 결과에서는 다른 특이한 구

조적 변화는 없었고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

형성 정도가 뚜렷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4 의 (a)는 옥살산을 촉매로 합성한 Y2O3를, (b)는

옥살산에 암모니아수를 첨가해 합성한 분말을 120oC 와

700oC 에서 열처리한 뒤 FE-SEM을 이용해 50,000 배율

로 관찰한 표면 사진들이다. 옥살산을 첨가하여 700oC 에

서 열처리한 Fig. 4(b)에서 보면 입자들의 크기는 평균

130 nm로서 옆으로 긴 원반 형태의 특정한 모양을 지니

며 경계가 뚜렷이 관찰된다. 암모니아수로 적정한 Fig.

4(c)에서는 입자크기가 미세하여 평균 29 nm로서 둥근 모

양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 Fig. 4(b)와 (c)를 보면 옥

살산을 첨가한 입자 크기보다 암모니아수로 적정한 입자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암모니아수를 적정한 분

Fig. 2. TG-DTA curves of powder with (a) oxalic acid and (b) ammonium oxalate.

Fig. 3. XRD patterns of the Y2O3 powder with (a) oxalic acid and (b) ammonium oxalate obtained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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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BET results of powders heat-treated at 500oC and 700oC; (b) N2 absorption/desorption isotherms heat-treated at 500oC and (c)

Pore size distribution curves by BJH method heat-treated at 500oC.

Fig. 4. FE-SEM micrographs of Y2O3 powder with (a, b) oxalic acid heat-treated (a) at 120oC and (b) at 700oC ; (c, d) ammonium oxalate

heat-treated (c) at 120oC and (d) at 7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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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결정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결정 입자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5의 (a)는 Y2O3 분말을 500oC 와 700oC 에서 열

처리하여 비표면적을 측정한 결과이다. 옥살산을 첨가한

분말의 경우 500oC 에서는 BET값은 27 m2/g 이었고, 암

모니아로 적정하여 합성한 경우는 BET값이 54 m2/g으로

측정되었고 700oC 에서는 그 값이 둘 다 감소하였다. FE-

SEM에서 암모니아로 적정하여 합성한 (b)는 옥살산을 넣

고 합성한 (a)보다 입자크기가 더 작으므로 비표면적도 더

큰 것으로 보인다. (b)의 500oC 에서 열처리한 Y2O3 분

말의 질소 흡탈착 등온곡선과 비교해 보면, 산성 조건과

염기성 조건에서 합성한 분말의 흡탈착 곡선은 매우 비

슷한 거동을 보이며 2 nm ~ 50 nm 의 메조 기공사이즈를

갖는 구조로 P/P0 < 0.4에서부터는 옥살산을 첨가한 Y2O3

의 흡착 정도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살산

과 같은 유기 킬레이트 첨가제의 사용은 용매의 증발속

도를 늦추어 가수분해 및 축합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

여 유기 및 무기성분 사이의 상 분리를 제어하고 전구

체 분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복합 망상 구조 간 반응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흡탈착 곡선의 히스테레시스의 형태

를 비교해 보면 옥살산을 첨가한 분말은 슬릿형의 기공

형태를 보이고 암모니아로 적정한 분말은 쐐기형의 기

공 형태를 보였다.15) 

Fig. 5의 (c)에서는 분말들의 기공 크기를 비교하여 보

았는데 유기 킬레이트팅 리간드인 옥살산을 첨가한 Y2O3

분말은 기공크기가 3 nm ~ 5 nm로 제일 작고 균일한 분포

도를 가졌으며 염기성에서 합성한 Y2O3 분말은 28 nm ~

30 nm로서 넓은 분포도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입도 사이

즈가 작으면 밀도가 떨어지므로 기공도가 더 치밀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성형조건에 따르는 것으

로 암모니아로 적정한 분말은 BET를 극대화 시키기 위

해 기공을 높이는 쪽으로 끌고 간 것으로 해석된다.

Fig. 6은 옥살산을 첨가한 Y2O3 분말의 교류임피던스

분석결과를 Nyquist plot 한 것이다. Ohmic 저항성분인

R1 값은 반원이 고주파수 영역에서 실수축과 만나는 지

점의 실수부 저항값(Z')으로 고정하고 분석하였다. R2 값

은 저주파수에서 실수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R1 값을 뺀

값이고 전극의 분극저항에 해당한다. R1값 (−0.63 ~ −0.66

Ω·cm2)은 거의 같은 값에 비해 R2값은 온도가 높아질

수록 작아진다. 하지만 다른 온도에 비해 800oC 에서 현

저히 R2 값 (1.8 × 106
Ω·cm2)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편

의 표면 이상으로 저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도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결온도에서 최적의 온도를 결정하

여야 한다. 이 실험에서는 600oC 에서 Y2O3와 유기첨가

물의 입자간의 분산작용으로 접촉면적이 증가하여 전자의

이동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된다. pH에 따른 변화는 저항

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4. 결  론

옥살산과 암모니아수를 사용하여 졸-겔 법으로 합성하

여 열처리한 Y2O3 분말에 대해 온도에 따른 입자의 구조

와 형태 그리고 크기를 비교하였다. 

1) XRD 분석결과, 분말의 소결 온도에 따른 구조의 변

화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pH에 따라 결정화 속도에는 영

향을 주었다. 옥살산을 넣은 분말은 옥살산의 에톡사이드

가 Y3− 주위에 둘러싸이게 되면서 결정화 속도가 느려지

게 되고 무정형 상태의 완만한 피크를 갖게 된다. 반면

에 암모니아수의 첨가에 따라 가수분해와 축합반응이 촉

진되어 전체 반응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2) 유기 킬레이트 첨가제인 옥살산은 Y2O3 분말 입자

의 모양 형성에 영향을 주어 균일하고 특정적인 형태를

지녔지만 암모니아로 적정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비표면

적이 작았다. 암모니아를 첨가하여 염기성 조건에 합성한

분말은 결정화 속도가 빠르며, 입자크기는 치밀하고 작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컸다. 

3) 임피던스 실험에서는 600oC 에서 작은 R2값 (3.7 ×

105
Ω·cm2)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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