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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r2WP2O12 powder, which has a negativ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was synthesized by a solid-state reaction with ZrO2, WO3

and NH4H2PO4 as the starting materials. The synthesis behavior was dependent on the solvent media used in the wet mixing process.
The Zr2WP2O12 powder prepared with a solvent consisting of D. I. water was fully crystallized at 1200

o
C, showing a sub-micron

particle size. According to the results obtained from a thermal analysis, a ZrP2O7 was synthesized at a low temperature of 310
o
C, after

which it was reacted with WO3 at 1200
o
C. A new sintering additive, Al(OH)3, was applied for the densification of the Zr2WP2O12

powders. The cold isostatically pressed samples were densified with 1 wt% Al(OH)3 additive or more at 1200
o
C for 4 h. The main

densification mechanism was liquid-phase sintering due to the liquid which resulted from the reaction with amorphous or unstable
Al2O3 and WO3. The densified Zr2WP2O12 ceramics showed a relative density of 90% and a negativ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3.4 × 10

−6
/
o
C. When using α-Al2O3 as the sintering agent, densification was not observed at 12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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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0)에 가까운 열팽창계수를 갖는 세라믹 재료들은 급

격한 가열이나 냉각에 의한 열충격에 매우 높은 저항성

을 가진다. 이처럼 열팽창계수가 낮은 세라믹 재료들은

열적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세라믹 부품에 필수적으로 사

용된다. 주로 알려진 저열팽창 세라믹 재료로는 MAS

(MgO, Al2O3, SiO2)계와 LAS (Li2O, Al2O3, SiO2)계 조

성을 갖는 재료들이 있으며, 이들은 내열 충격성을 요구

하는 부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2)

세라믹 제조 공정에서 음의 열팽창계수를 갖는 세라믹

재료들은, 재료의 특성상 한가지 조성으로 사용되기 보다

는, 혼합 성분으로 사용되어 재료의 열팽창을 낮추는데

활용된다. β-eucryptite (Li2O·Al2O3·2-SiO2)와 (ZrO)2P2O7

세라믹스는 이방성 변형에서 발생되는 음의 열팽창계수

(NTE : negative thermal expansion)를 가지며, ZrW2O8

와 HfW2O8는 입방체 결정 구조를 가지는 NTE 재료로 알

려져 있고, 최근에는 Zr2WP2O12 세라믹스가 새로운 NTE

재료로써 연구되고 있다.
3)

 ZrW2O8계의 NTE 재료로는 Cu/

ZrW2O8,
4)

 ZrO2/ZrW2O8,
5-7)

 epoxy/ZrW2O8,
8)

 SiO2/ZrW2O8,
9)

Al/ZrW2O8,
10)

 등이 있으나, 이들의 열팽창 거동은 매우 복

잡하여 정확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레이저에 의해 접합이 가능한 OLED용 무기소재

개발에 있어, 열팽창계수의 조절을 위하여 ZrW2O8 계에

산화인 (P2O3)이 포함된 Zr2WP2O12 세라믹 분말의 활용이

연구되고 있다.
11,12)

 Zr2WP2O12 구조는 팔면체인 ZrO6가

WO4, PO4 사면체 모서리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방

성 열팽창에 의하여 NTE를 보인다고 추론하고 있다.
13)

Zr2WP2O12 재료에 대한 연구는 분말의 합성뿐만 아니라

소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Zr2WP2O12 세라

믹 분말은 소결온도 범위가 매우 좁은 MAS계의 cordierite

(2MgO·2Al2O3·5SiO2)와 같이 성형 후 소결이 쉽지 않

은 재료이다. Zr2WP2O12의 치밀화를 위하여 소결조제 첨

가에 의한 액상소결 기구가 제시되고 있으며, MgO를 소

결조제로 사용하여 상대밀도 90% 이상의 소결체 제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3)

 제조된 Zr2WP2O12 성형체의 경

우 60%의 상대밀도를 보였으나, 0.5 wt%의 MgO를 소결조

제로 첨가한 후 95%의 상대밀도를 얻었으며, -3.4×10
-6

/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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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의 열팽창계수를 갖는 Zr2WP2O12 세라믹스를 제조

하였다. 제조된 세라믹스의 영률, 포아슨비, 3점 굽힘강도,

경도, 파괴인성은 각각 74 GPa, 0.25, 113±13 MPa, 4.4

GPa, 2.3 MPa·m
1/2
의 값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

른 연구로, 합성된 ZrW2O8에 P2O5를 첨가하여 NTE를 갖

는 ZrW2O8/Zr2WP2O12 복합재료가 제조되었다.
14)

 20 mol%

의 P2O5 함량에서 Zr2WP2O12가 주 결정상을 이루고

ZrW2O8가 일부 존재하는 복합체가 제조되어졌고, 이러한

복합체는 90%의 상대밀도를 보였으며, -4.0 × 10
-6

/
o
C의 음

의 열팽창계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상법을 통한 Zr2WP2O12 분말합성과 새

로운 소결조제인 Al2O3와 Al(OH)3를 적용하여 상압소결

을 통한 소결거동을 고찰하였다. 분말합성에서는 습식에

의한 원료혼합 시 혼합용매를 달리하였을 때 분말의 합

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새로운 소결조제에 적

용에 대한 결과는 MgO를 소결조제로 첨가하여 얻어진

결과와 비교,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Zr2WP2O12 분말 합성

Zr2WP2O12 분말 제조는 출발원료로 ZrO2 (TZ-0; Tosoh

Corp., Japan), WO3 (99.5%,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Japan)와 NH4H2PO4 (high purity,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Japan)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을 2 : 1 : 2의 몰

비율로 혼합하였다. 분말의 습식혼합을 위해 사용된 용매

는 증류수, 에틸 알코올 그리고 에틸 알코올과 증류수의

혼합용액를 각각 사용하여 합성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에틸 알코올과 증류수 혼합용액의 경우는

NH4H2PO4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하여 에틸 알코올

과 ZrO2와 WO3이 혼재된 슬러리에 증류수로 녹인

NH4H2PO4 용액을 첨가하여 혼합하였다. 혼합은 교반기

를 통하여 수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각각의 건조된 혼합

물은 합성을 위하여 공기분위기, 1200
o
C에서 4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승온속도는 분당 5
o
C로 실험하였다. 열처리

된 분말은 X선 회절분석기 (Rigaku 220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합성된 결정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분석기 (TGA/

DSC 1 Star system, Mettler Toldedo, Switzerland)를 이용하

여 합성거동을 고찰하였으며, 분석은 공기분위기에서

1200
o
C까지 분당 10

o
C의 가열속도로 진행하였다. 합성

된 분말의 형상은 주사전자현미경 (SEM, 3500N/Hitachi,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고, 입도분석은 레이저입도

분석기 (Mastersizer S/Malvern Instruments Ltd.)를 이

용하였다. 입도분석을 위하여 용액 내의 분말은 초음파

를 이용하여 5분간 처리하여 응집을 제거한 후 측정하

였다.

2.2. Zr2WP2O12 소결체 제조

합성된 Zr2WP2O12 분말의 소결을 위하여 Al2O3 (99.6%,

KC Corp., Korea)와 Al(OH)3 (99.6%, KC Corp., Korea)

를 각각 소결조제로 사용하여 0.5~5 wt%까지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 첨가하였다. 소결조제 혼합 후 에틸 알코올을

용매로 24시간 동안 습식 볼밀링 공정을 거친 후 건조시

켰다. 건조된 분말은 일축가압 방법으로 4 MPa 압력하에

서 1분 동안 유지하여 디스크 타입의 성형체를 제조하였

다. 일축 가압된 시편의 일부는 150 MPa의 압력으로 3분

간 냉간 등압성형을 실시하여, 일축 가압된 시편과 소결

거동을 비교, 고찰하였다. 소결은 공기분위기, 1200
o
C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하여 소결하였다.
3)

 소결 시 승온속도는

분당 5
o
C의 가열속도로 열처리하였다. 소결된 샘플들은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5번 이상 측정한 지름과 높

이의 평균값과 측정된 질량을 데이터로 하여 수축률과 소

결밀도를 각각 계산하였다. 소결밀도는 Zr2WP2O12의 이

론밀도인 3.99 g/cm
3
에 대하여

11)
 상대밀도로 나타내었다.

소결된 샘플의 미세구조는 시편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

경 (SEM, 3500N/Hitachi,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제조된 샘플의 열팽창계수는 Dilatometer (DIL 402C,

Netzsch)를 이용하여 30~600
o
C의 온도범위에서 분당 10

o
C

의 가열 속도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Zr2WP2O12 합성

ZrO2-WO3-NH4H2PO4 혼합물 제조 시, 혼합용매를 달리하

여 합성한 분말의 XRD 분석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증류수를 혼합용매로 사용한 경우 잘 발달된 Zr2WP2O12 결

Fig. 1. XRD patterns of synthesized Zr2WP2O12 powders

prepared from different mixing processing solvents:

(a) D. I. water, (b) ethyl alcohol, and (c) ethyl

alcohol+D. I. water.



588 김용현·김남옥·이상진

한국세라믹학회지

정상이 관찰되는 반면에, 에틸 알콜 혹은 에틸 알코올과 증

류수 혼합용액을 사용한 경우는 동일한 결정상을 보이지

만 상대적으로 결정성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합

성된 분말의 미세구조 관찰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증류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분말은, 응집된 분말형태를 보

이며 sub-micron 크기의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크기를 보

였다. 반면에 에틸 알코올이 적용된 분말의 경우는 1µm 이

상의 입자크기를 보였다. 모든 분말에서 부분적으로 pre-

sintering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높은 합성온

도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비실험에 의하면 1200
o
C 미만에

서는 Zr2WP2O12 외에 미반응 상들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 우수한

합성거동과 미세한 분말크기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NH4H2PO4가 물에 용해되는 성질에 의하여 보다 균질한

혼합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반면에 에틸 알코

올에는 NH4H2PO4가 용해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균질

한 혼합과 고상반응에 의하여 낮은 결정성과 큰 입자 크

기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Fig. 3은 증류수를 사용하여 제

조된 Zr2WP2O12 분말의 입도분포를 보여준다. 입자 평균

크기는 약 0.7 µm를 보이며, 1 µm 이상의 입자도 관찰되

는데, 이것은 일부 응집된 입자로 인한 결과라 여겨진다.

Fig. 4는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한 Zr2WP2O12 전구체 혼

합물의 열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먼저 200
o
C에서 무

게감소와 함께 흡열반응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NH4H2PO4

의 분해에 의한 결과라 생각된다. 310
o
C 부근에서 나타나

는 작은 발열반응은 ZrO2와 P2O5가 반응하여 ZrP2O7를

생성하는 반응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반응은

Isobe 등
3)
에 의한 연구결과와 잘 일치한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합성된 ZrP2O7는 1100
o
C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

이지 않으며, 11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ZrO2 및 WO3와 반

응하여 Zr2WP2O12가 합성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열분

석 결과에서도 1100
o
C 이후에 보여지는 큰 발열피크는

Zr2WP2O12의 생성에 의한 발열반응이라 판단된다. 열분

Fig. 2. SEM micrographs of synthesized Zr2WP2O12 powders

prepared from different mixing processing solvents: (a)

D. I. water, (b) ethyl alcohol, and (c) ethyl alcohol + D. I.

water.

Fig.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ynthesized Zr2WP2O12

powder prepared from D. I. water solvent.

Fig. 4. DTA-TG curves of Zr2WP2O12 precursor prepared

from D. I. water solvent.



 Zr2WP2O12 세라믹스의 합성과 소결거동 연구 589

제49권 제6호(2012)

석 결과 총 13%의 중량감소 보이며, Zr2WP2O12 합성의

주요반응이 1100
o
C ~ 1200

o
C 사이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합성 시 충분한 반응을 위하여 1200
o
C에서 장

시간 유지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

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1200
o
C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3.2. Zr2WP2O12 소결특성

Al2O3와 Al(OH)3를 소결조제로 첨가한 Zr2WP2O12의 소

결거동은 소결조제 첨가량과 성형방법을 달리하여 고찰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증류수를 사용하여 1200
o
C에서 합

성한 Zr2WP2O12 분말을 사용하였다. Al2O3를 첨가한 경우,

첨가량과 성형방법에 관계없이 1200
o
C 열처리 후 전혀 밀

도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소결조제를 첨가하

지 않은 Zr2WP2O12의 소결거동과 거의 비슷한 결과이며,

일부 시편에서는 약간의 부피팽창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Al(OH)3를 첨가한 경우는 밀도의 증가를 보였으며, 첨가

량 및 성형 방법에 따른 치밀화 거동을 Fig. 5에 나타내

었다. 낮은 압력에서 실시된 일축가압 성형체와 이보다

높은 압력에서의 냉간등압 성형체의 경우, 각각의 성형밀

도는 56.1%와 61.2%의 상대밀도를 보였다. 모든 샘플은

Al(OH)3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소결밀도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첨가량 4 wt%부터는 더 이상의 밀도증가

가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냉간등압 성형체의 경우 일축

가압 성형체에 비하여, 1 wt%의 첨가량에도 80% 이상의

상대밀도를 보이며, MgO를 첨가제로 사용한 Isobe 등
3)
에

의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소결거동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Al(OH)3 첨가 시, MgO와 같은 액상소결이 진

행되어 치밀화가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Al2O3 첨가

시는 액상의 생성이 부족하여 원활한 액상소결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고찰은 MgO와 WO3

그리고 Al2O3와 WO3간의 상평형도에서 추측이 가능한데,

MgO의 경우는 WO3와 반응하여 1120
o
C에서 액상이 생성

된다.
15)

 반면에 Al2O3는 1190
o
C부터 WO3와의 반응에 의

하여 액상 형성이 시작된다.
16)

 이 같은 상평형도 결과를

참조해 볼 때, MgO의 경우는 Zr2WP2O12 합성 시 미 반

응된 소량의 WO3와 반응하여 액상형성이 발현되어 1200
o
C

에서 장시간 열처리함으로써 입자의 재배열 등 액상소결

이 진전되어 치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Al2O3는 WO3와의 액상 형성 온도가 거의 1200
o
C에 접근

되어 있어, 원활한 액상소결이 발현되지 못한 것으로 생

각된다. Al(OH)3의 경우는 WO3와의 상평형도가 존재하

지 않으나, 열분해에 의해 남게 되는 Al이 안정된 구조를

보이는 α-Al2O3로 결정화되기 전에 미 반응된 WO3와 반

응을 일으켜 1190
o
C 보다 낮은 온도에서 액상을 형성하

여 액상소결이 진행되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액상소결

은 Fig. 5에서 보듯이 냉간등압에 의하여 성형밀도가 증

가된 시편에서는 액상에 의한 입자의 재배열이 원활히 일

어나 적은 양의 액상에서도 치밀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

된다. 

첨가된 소결조제에 따라 최종 결정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200
o
C에서 소결 된 샘플의 XRD 패턴을

Fig. 6에 나타내었다. Al2O3와 Al(OH)3를 각각 3 wt%를

넣어 열처리 한 결과 모두 잘 발달된 Zr2WP2O12 결정상

이 관찰되었다. 즉, 새로이 적용된 소결조제도 MgO와 같

이 소결분말인 Zr2WP2O12의 결정성에 특별한 영향을 주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7에는 1200
o
C에서 소결된 샘

플의 표면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모두 3 wt%의 첨가제

를 적용했을 경우의 Zr2WP2O12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Al2O3를 첨가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거대 입자가 관찰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입성장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많은 기공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Al(OH)3를 첨가하여

일축가압 성형한 경우는 확연한 입성장과 함께 치밀화된

Fig. 5. Relative densities of sintered Zr2WP2O12 ceramics at

1200
o
C according to Al(OH)3 content and forming

method.

Fig. 6. XRD patterns of sintered samples added (a) 3 wt%

Al2O3 and (b) 3 wt% Al(O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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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구조를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거대 기공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l(OH)3를 첨가하여 냉간등압 성형한

경우도 역시 입성장의 발현을 볼 수 있으며, 액상의 존재

를 확인할 수 있는 미세구조를 보이고 있다.

Fig. 8은 3 wt%의 Al(OH)3를 첨가하여 냉간등압 성형

후 소결하여 얻은 시편의 열팽창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약 200
o
C까지는 확연한 음의 열팽창 거동을 보이고 있으

며, 이후로는 거의 영(0)에 가까운 열팽창 거동을 보였다.

분석온도인 600
o
C까지 계산된 열팽창계수는 −3.4 × 10

-6
/
o
C

로서 MgO를 소결조제로 사용한 Zr2WP2O12의 열팽창계

수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증류수를 습식혼합 용매로 사용하여 합성한 Zr2WP2O12

분말은 결정성이 뛰어나며, sub-micron의 미세한 입자크기

를 보였다. 약 1200
o
C에서 합성이 이루어지는 Zr2WP2O12

분말은 액상소결에 의하여 치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적용된 소결조제인 Al(OH)3에 의하여 상대밀도 약

90%에 이르는 Zr2WP2O12를 1200
o
C에서 4시간 열처리하

여 제조할 수 있었다. 고압의 냉간등압 성형을 거친 시편

은 약 1 wt%의 Al(OH)3 첨가에 의하여 약 85% 달하는

상대밀도 값을 보였으며, 4 wt% 첨가부터는 더 이상의 밀

도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축가압 성형에 의해 상대적으

로 성형밀도가 낮은 시편의 경우는 3 wt% Al(OH)3 첨가

부터 밀도의 증가를 보였다. Al2O3를 소결조제로 사용하

였을 경우는 액상의 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치밀

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새로운 소결조제인 Al(OH)3를 사

용하여 제조된 Zr2WP2O12 소결체는 −3.4 × 10
−6

/
o
C의 음의

열팽창계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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