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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e zirconia and x mol% calcia partially stabilized zirconia (x = 1.5, 3, and 8) nanopowders were synthesized by

hydrothermal method with various reaction temperatures for 24 hrs. The precipitated precursor of pure zirconia and x mol%

calcia doped zirconia was prepared by adding NH4OH to starting solutions; resulting sample was then put into an autoclave

reactor. The optimal experimental conditions, such as reaction temperatures and times and amounts of stabilizer CaO, were

carefully studied. The synthesized ZrO2 and x mol% CaO-ZrO2 (x = 1.5, 3, and 8) powders were characterized by XRD, SEM,

TG-DTA, and Raman spectroscopy. When the hydrothermal temperature was as low as 160oC, pure ZrO2 and x mol% CaO-

ZrO2 (x = 1.5 and 3) powders were identified as a mixture of monoclinic and tetragonal phases. However, a stable tetragonal

phase of zirconia was observed in the 8 mol% calcia doped zirconia nanopowder at hydrothermal temperature above 160oC.

To observe the phase transition, the 3 mol% CaO-ZrO2 and 8 mol% CaO-ZrO2 nanopowders were heat treated from 600 to

1000oC for 2h. The 3 mol% CaO-ZrO2 heat treated at above 1000oC was found to undergo a complete phase transition from

mixture phase to monoclinic phase. However, the 8 mol% calcia doped zirconia appeared in the stable tetragonal phase after

heat treat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preparation of 8 mol% CaO-ZrO2 nanopowders

via the hydrotherm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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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르코니아로 구성된 첨단 세라믹스는 그들의 뛰어난

열적 안정성, 화학적 저항성, 기계적 특성, 그리고 이온

전도성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재료이다.1-3) 또한 상안

정화제가 첨가된 ZrO2는 변형된 형석 결정구조로 인하

여 산소공극을 많이 포함하므로 촉매, 가스센서, 고체연

료전지의 전해질 등 전기적 재료로도 널리 응용된다.4-6)

특히, 부분적으로 안정화된 ZrO2는 준안정상과 안정상 사

이의 상변태로 인하여 내식성 및 강도, 인성 부분에서 타

재료에 비해 우수하여 각종 생체재료 및 치과재료에서의

쓰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 nm 이하의 평

균 입자 크기를 가지는 ZrO2 나노분말은 소결성, 기계적

인성 및 초소성 거동과 같은 특이한 특성으로 인해 많

은 주목을 받고 있다.7) 

순수 ZrO2는 P21/c의 단사정(m), P42/nmc의 정방정(t),

그리고 Fm3 m 입방 형석구조(c)의 동질이상체로 다른

온도에 따라 세 가지의 결정구조변태를 가지고 있다.8) 단

사정 ZrO2 결정구조는 약 1,200oC 이상에서 정방정 구

조로 변화하고 실온으로 냉각 시 다시 단사정으로 상변

태가 일어난다. 이런 냉각과정에서 4~5%의 급격한 체적

팽창과 17% 정도의 전단응력이 발생하여 순수한 ZrO2 소

결체에 미세한 균열의 생성으로 치밀한 소결체를 얻을 수

없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파괴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상

변태를 이용하여 강도가 증진되고 세라믹스의 단점인 취

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치밀하

고 고강도/고인성의 지르코니아 소결체를 얻기 위해서

MgO, CaO, Y2O3, CeO2 등의 다양한 산화물을 안정화

제로 ZrO2에 첨가함으로써 상온에서도 정방정 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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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 결정구조가 안정한 상으로 존재하는 분말들을 제

조하고 있다.9-12)

최근에는 ZrO2는 나노분말의 크기 의존성과 기술 응

용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13,14) 높은

굴절률을 가지는 ZrO2 나노분말은 그러한 내부식성, 반

사방지 및 스크래치 방지 코팅막으로서 투명 코팅막에

충진제로 사용되고 있다. 안정화 ZrO2 분말의 제조방법

에는 크게 고상법, 액상법, 기상법으로 나뉘어진다. 기존

의 고상법에 의하여 제조된 분말은 순도가 낮고 조성이

불균일하며 입자형상이 불규칙적이고 입도분포가 넓은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액상법과

기상법으로 입자의 순도, 형상, 크기가 제어된 ZrO2 나

노분말을 제조하고 있는데 그중 기상법은 액상법에 비해

원가가 높고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널리 응

용되지 못하고 있다. 액상법은 고상법에 비해 고순도이

고 입자크기도 작고 입자의 분포도도 좁으며, 입자의 형

상도 규칙적이여서 결과적으로 소결체의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15) 이러한 ZrO2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액상법의 종류로는 가수분해법,16)

졸-겔법,17) 연소법,18) 수열합성법,19) 알콕사이드법,20) 침전

법21)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열합성법으로 분말을 제조할 때, 광화제

(mineralizer; KOH, NaOH, LiOH 등) 용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광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열합성

법으로 순수한 지르코니아와 칼시아가 첨가된 안정화 지

르코니아 나노분말을 합성하였다. 또한 제조된 칼시아 첨

가된 안정화 지르코니아가 넓은 온도범위에서의 응용성

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고 냉각시킨

후에도 안정한 정방정 또는 입방정 결정구조를 가지는 가

를 관찰하기 위해 라만 분광 분석을 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열합성법

으로 순수한 지르코니아와 x mol% (x = 1.5, 3, 8) 칼시아

가 첨가된 지르코니아 나노분말을 합성하였다. 본 실험에

서 합성에 사용한 출발 시약은 ZrCl4 (90%, F.W-322.25,

JUNSEI, Japan)과 Ca(NO3)2·4H2O (99.9%, F.W-303.36,

Aldrich, USA)를 사용하였다. 먼저 ZrCl4와 Ca(NO3)2·4H2O

(x mol%)를 칭량한 후, 증류수 70 ml에 용해시켜 수용액

을 만든다. 이때 ZrCl4가 물 또는 산소와 반응하여 염소

계 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저온의 조건에서

수용액을 만들었다. 이 수용액을 격렬하게 교반시키면서

NH4OH를 이용하여 pH를 조절하며 침전물을 얻는다. 본

실험에서 공침의 최적 pH 조건은 13으로 하였다. 제조

된 침전물은 NH4
+ 이온, (NO3)

2− 및 Cl−를 제거하기 위

해 수 차례 에탄올로 세척한 후 즉시 증류수 70 ml를 사

용하여 100 ml의 Teflon 용기에 넣고 100 ml의 반응기를

갖는 Parr 사의 autoclave을 사용하여 각각의 반응온도 및

반응시간을 변화시켜 수열합성법에 의해 순수한 ZrO2와

x mol% CaO-ZrO2 나노분말을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

된 분말들을 증류수와 에탄올을 이용하여 각각 10000

rpm, 10분 동안 3회 원심분리하여 분말을 세척시키고 용

매와 분리시켜 분말을 100oC의 건조기 안에서 12시간 건

조 후 나노분말을 얻었다.

제조한 분말의 결정상과 상전이에 대한 분석은 X-ray

diffractometer (D1w, Shimadzu, Japan)로 분석하였다

(CuKα1, 2o/min, 2θ = 20~80o). 입자의 크기와 형상 관찰을

위해서 주사전자현미경 FE-SEM (Sirion, FEI, Netherland)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열중량 변화 및 열분석을 위

해서는 TG-DTA (MAC-TG-DTA 2000, Japan)를 사용

하고, 분석조건은 1000oC까지 승온속도 10oC/min으로 공

기분위기 하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제조된 ZrO2 분말과

CaO가 첨가된 안정화 ZrO2 분말들을 각각 600~1000oC

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실온으로 냉각하여 각각의 분

말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열처

리한 분말의 XRD 결과를 이용, 결정상을 분석하여 단

사정과 정방정이 혼재되어 있는 분율을 계산하였다. 각

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분말들의 결정구조의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해 라만 분광 측정을 100~1000 cm−1의 범위에

서 행하였다 (Raman, Bruker RFS 100/S, Germany).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rocessing steps for the pre-

paration of x mol% CaO-ZrO2 (x = 0, 1.5, 3, 8) nanopowders via

hydrotherm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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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수열합성을 이용하여 각각의 x mol% CaO (x = 0, 1.5,

3, 8) 첨가량의 조건에서 220oC, 24시간 유지시켜 제조한

CaO가 첨가된 ZrO2 분말의 결정상 분석인X-선 회절 결

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ZrO2와 첨가량이 1.5~

3 mol%까지의 CaO-ZrO2의 결정상을 보면 정방정 구조를

가지는 분말에 단사정이 일부 혼재되어 있는 분말 결정

상의 결과가 얻어졌다. CaO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

사정의 XRD 피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첨가량 8 mol% CaO-ZrO2의 분말 결정상은 고온에서 안

정한 상인 정방정의 구조를 가지는 분말이 주상을 이루

며 직접 얻을 수 있었다.

Fig. 3은 x = 0, 1.5, 3, 8 첨가량의 조건에서 220oC,

24시간 유지시켜 제조한 CaO-ZrO2 분말의 FE-SEM 사

진이다. 각각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모든 조건에서 제조한

분말은 약 30 nm의 일차 미립자들로 이루어져 서로 응

집되어 있고 거의 구형의 분말이 얻어진 것을 볼 수 있

었다. 그리고 Fig. 4는 220oC에서 24시간 수열합성에 의

해 제조한 8 mol% CaO-ZrO2의 분말의 TEM 사진이다.

약 10~30 nm의 크기로 비교적 균일한 결정입자들이 잘

분산되어 있는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고 구형의 분말이 얻

어짐을 알 수 있었다.

수열 합성을 이용하여 x mol% CaO (x = 3, 8)를 첨가

하여 제조한 CaO-ZrO2 분말을 얻기 위해 다양한 수열합

성 반응온도에서 24시간 유지시켜 합성한 분말의 XRD

결정상의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3 mol%의 CaO가

첨가된 ZrO2 분말에 대한 결정상의 분석은 Fig. 5(a)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반응 온도가 160oC 이상의 반응 온도

에서는 결정화에 따른 전형적인 정방정의 안정화 지르코

니아 결정으로 보이는 피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반응온도 180oC 이상에서의 3 mol% CaO-ZrO2 분말

의 회절패턴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정방정에 단사정이

일부 혼재되어 있는 결정상의 결과가 얻어졌다. 이는 전

구체 분말을 얻기 위해 NH4OH를 이용하여 침전시킬 때

Ca2+와 Zr4+가 공침되지 않아 세척 과정 중 유실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5(b)는 각각의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을 시켜

8 mol%의 CaO가 첨가된 ZrO2분말의 XRD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반응온도 160oC 이상에서 결정질의 ZrO2 분

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열합성법에 의

해 제조된 8 mol% CaO-ZrO2는 Fig. 5(a)에서 얻어졌던

결정상과 달리 160oC의 낮은 온도에서도 안정상인 정방

정의 피크가 전부 주상을 이루는 결정질 분말이 얻어졌

Fig. 2. XRD patterns of x mol% CaO-ZrO2 nanopowders synthesized

by hydrothermal condition at 220oC for 24 h. (a) Pure ZrO2, (b)

x = 1.5, (c) x = 3 and (d) x = 8.

Fig. 3. FE-SEM photographs of x mol% CaO-ZrO2 nanopowders

synthesized by hydrothermal condition at 220oC for 24 h (a) Pure

ZrO2, (b) x = 1.5, (c) x = 3 and (d) x = 8.

Fig. 4. TEM image of 8 mol% CaO-ZrO2 nanopowders synthesized

by hydrothermal method at 220
o
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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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반응온도가 증가하면서 정방정 안정화 ZrO2의

피크가 잘 발달하는 것으로 보아 결정화도가 좋아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220oC，24시간 동안 수열합성시켜 제조한 3 mol%와 8

mol% CaO-ZrO2 분말의 열분석 및 열중량 분석에 대한

TG-DTA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3 mol% CaO-ZrO2

분말에 대한 결과인 Fig. 6(a)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1000oC까지 승온 한 결과, 약 6.5%의 중량감소를 나

타내었다. 150oC 이하에서는 부착수 및 알코올기의 증발

에 의한 질량감소가 나타나고, 250~400oC 부근에서는 수

산화물의 분해로 인한 질량 감소가 일어났다.22) DTA의

결과 100oC와 400oC 부근에서 각각의 흡열피크와 발열

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흡열피크는 부착수의 증

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발열피크는 일부 비정질 수

산화 지르코니아가 분해되어 결정상으로 변화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6(b)는 8 mol% CaO-

ZrO2 분말에 대한 TG-DTA 결과이다. 실온에서 1000oC

까지의 열처리에 의한 중량 감소는 약 5.9% 정도였다.

8 mol%가 첨가된 지르코니아 분말도 3 mol% 첨가된 지

르코니아 분말과 비슷한 열중량 변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DTA의 결과, 부착수의 증발로 보이는 흡열피크

가 100oC에 관찰되고 있고 발열피크는 관찰되지 않았으

며, 이는 수열합성을 통하여 정방정의 결정질 분말을 저

온에서 합성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Fig. 7(a)는 반응온도 220oC, 24시간에서 합성된 3 mol%

CaO-ZrO2 분말을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냉각 후

결정상을 분석한 것이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면서 정

방정 결정상은 점차 줄어들고 단사정의 지르코니아가 결

정의 주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00oC에서

열처리 후 실온으로 냉각한 분말은 단사정 지르코니아로

급격한 상전이가 일어나며, 정방정과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정방정 지르코니아를 합성하기

위해 220oC, 24시간에서 얻어진 8 mol% CaO-ZrO2 분말

을 각각의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한 XRD 결과를

Fig. 7(b)에 나타내었다. 수열합성에 의해 얻어졌던 정방

Fig. 5. XRD patterns of (a) 3 mol% CaO-ZrO2 and (b) 8 mol%

CaO-ZrO2 nanopowders synthesized by various hydrothermal

reaction temperatures for 24 h.

Fig. 6. TG-DTA analysis of x mol% CaO-ZrO2 nanopowders

synthesized by hydrothermal condition at 220
o
C for 24 h (a) x = 3

and (b) x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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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르코니아가 주상을 이루며, 모든 열처리 온도 조

건에서도 정방정의 안정화 지르코니아 상이 유지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합성된 x mol% CaO-ZrO2 (x = 3, 8) 분말의 정확한 결

정상을 확인하기 위한 Raman Spectroscopy는 Fig. 8에

나타내었다. 반응온도 220oC, 24 시간에서 수열합성된

3 mol% CaO-ZrO2 분말은 정방정 지르코니아에 해당하

는 Raman 모드가 관찰되지만 1000oC에서 2 시간 열처

리 후 냉각한 분말의 경우는 Fig. 7(a)의 XRD와 마찬가

지로 단사정과 정방정의 혼재된 Raman 모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23-25) Fig. 8(b)는 8 mol% CaO-ZrO2 분말에

대한 Raman Spectroscopy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

온도 220oC, 24 시간에서 합성된 8 mol% CaO-ZrO2 분

말과 1000oC의 고온에서 2시간 열처리 후 냉각한 분말

의 Raman 측정 결과 모두 149 cm−1에서 (OI-Zr-OI)와

(Zr-OI-Zr)의 bending을 보이고 있으며, 266 cm−1는 (Zr-

OII) bending, 322 와 464 cm−1에서는 각각 Zr-OI/OII 의

stretching과 OI(or OII)-Zr-OI(or OII) 결합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606과 642 cm−1는 (Zr-OI) stretching을 관

찰할 수 있었다.23) 8 mol% CaO-ZrO2의 분말은 고온에

서의 열처리 후에도 6개의 147, 266, 322, 464, 606 and

642 cm−1의 전형적인 정방정 지르코니아 Raman 모드를

관찰할 수 있었다. 상평형도에 있어서, 8 mol% CaO-ZrO2

은 1000oC 이하에서는 입방정 지르코니아가 형성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본 실험에서 제조한 8 mol% CaO-

ZrO2 분말은 입방정 지르코니아에 해당하는 4개의 142,

256, 466, and 628 cm−1
 의 Raman 모드를 가지지 않고

정방정 지르코니아의 Raman 모드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입방정이 아닌 정방정 결정구조를 가진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26)

Fig. 7의 각각의 열처리 온도에서 얻어진 분말들에 있

어서 상전이되는 결정상간의 정량분석을 위해 단사정(Xm)

과 정방정(Xt)의 분율을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하

였다.

(1)

X
m

I 111( )m I 111( )
m

+

I 111( )m I 111( )
m

I 111( )
t

+ +
---------------------------------------------------------------------=

X
t

1 X
m

–=

Fig. 7. XRD patterns of (a) 3 mol% CaO-ZrO2 and (b) 8 mol% CaO-ZrO2 nanopowders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 for 2 h.

Fig. 8. Typical Raman spectra of (a) 3 mol% CaO-ZrO2 and (b) 8 mol% CaO-ZrO2 nanopowders heat-treated at 1000oC for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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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11 )m은 단사정 (11 ) (2θ = 28o), I(111)m은 단사

정 (111) (2θ = 31.5o), 그리고 I(111)t는 정방정 (111) (2θ =

30.2o)의 XRD 피크 강도 값을 나타낸다. 3 mol%와 8

mol%의 칼시아가 첨가된 지르코니아 분말을 각각의 열

처리 온도에 대해 정량적인 정방정의 분율에 대한 것을

Fig. 9에 나타내었다. 수열합성법에 의해 제조된 3 mol%

CaO-ZrO2는 상온에서 약 79%의 정방정과 21%의 단사

정으로 혼재되어 있고 1000oC에서 열처리한 후에는 20%

의 정방정과 80%의 단사정으로 단사정 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8 mol% CaO-ZrO2 분말은

열처리 온도 조건에 무관하게 전부 정방정의 안정화 지

르코니아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치과용 심미보철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르코니아 분말을 환경 친화적인 미분말 제조 방

법인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고 구조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반응온도를 조절하고 안정화제인 CaO를 첨

가함에 따른 영향을 알 수 있었다.

1) 반응온도 220oC, 24시간 조건에서 수열합성법으로

약 30 nm 크기의 3 mol% CaO-ZrO2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 때 제조된 지르코니아 분말은 주상은 정방정

이고, 일부 단사정이 공존하였다. 이 분말을 고온에서 열

처리와 냉각 후 상당 부분의 결정구조가 단사정으로 상

변태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CaO가 3 mol%

보다 적게 첨가되어 고온에서 안정한 정방정 지르코니아

를 얻을 수 없었다고 사료된다．

2) 반응온도 220oC, 24시간 조건에서 수열합성법을 이

용하여 약 10~30 nm 크기의 미립이고 균일한 분포를 가

지는 결정질 8 mol% CaO-ZrO2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

다. 이때 제조된 8 mol% CaO-ZrO2 분말은 완전한 정방

정인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합성된 분말을 1000oC 의 고

온으로 열처리하여도 정방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안정화

지르코니아가 합성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조된 분말을 이용하여 지르코니아 블록제작이

가능하고, 치밀한 강도를 가지는 지르코니아 소결체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제작된 보철물의 물

성 평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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