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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중합 촉매인 zinc acetate (C4H6O4Zn․2H2O․0.2 mol)와 lithuium hydroxide H2O (LiOH․H2O․0.14 mol)를 용매인 ethyl 
alcohol (99.9%)에 용해시킨 후 분산제인 hydroxypropyl cellulose (HPC)를 첨가하여 균일하게 분산된 ZnO (산화아연) 콜로
이드 용액을 졸-겔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ZnO 입자들의 크기와 모양은 분산제인 HPC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나노 
크기의 ZnO 입자들은 zinc-2-ethylhexagonate를 기초로 한 침천법을 이용하여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ZnO 분말을 DLS, 
XRD, FE-SEM, 그리고 UV-Vis를 통하여 특성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산화아연 분말은 자기조립 반응으로 균일하고 육방
정계 모양의 구조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평균 입자 크기는 거의 40 nm이고 균일하게 분산되었다.

To synthesize ZnO colloidal solution by a sol-gel process, zinc acetate (C4H6O4Zn․2H2O․0.2 mol) and lithium hydroxide (LiO
H․H2O․0.14 mol) in the ethanol were added to the solution containing a dispersing agent, hydroxypropyl cellulose (HPC). The 
nanosize and physical shape of the synthesized ZnO particles were determined by HPC acting as the dispersing agent. Nanosized 
ZnO particles were also obtained by a precipitation method based on zinc-2-ethylhexagonate. The precipitates were characterized 
by DLS, XRD, FE-SEM, and UV-vis. As the results, the ZnO colloids tend to self-assemble into a well-ordered hexagonal 
close-packed structure. The ZnO nanoparticles have an average diameter of nearly 40 nm with a narrow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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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ZnO는 빛의 산란성이 우수하고, 전압에 대한 전류변화가 매우 커

서 과전압으로부터 보호 장치(varistor)와 같은 전자재료로서 널리 사

용되고 있고, 안료, 화장품 등의 원료로도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응집

이 잘 일어나는 등 분산성이 떨어져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1]. 이런 

이유에서 ZnO은 가스센서, 광촉매, 배리스터, 써미스터, 피뢰기, 압전

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화장품용이나 바이오용은 대부분 수입제

품을 사용하고 있다. 반도체용 산화물로는 Zn, Sn, In, Cd, Ga 등이 쓰

이는데 그 중에서 Zn는 낮은 온도에서 반응하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

정하며 전기 전도도와 투과율이 우수한 재료이다[2]. 특히 LED 및 레

이저다이오드(LD)소자로 GaN계열이 주로 이용됐으나 공정 일관성․
수율․박막․품질 및 균질성 상의 개선이 요구되면서 세계적으로 

ZnO가 차세대 발광소자 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ZnO 반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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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는 thermister, varistor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응용분야와 

차세대 발광소자로 주목 받는 이유는 Zn로 만든 ZnO는 낮은 온도에

서 반응할 수 있다는 공정의 생산성과 밴드갭 3.37 eV[3,4]와 결합에

너지가 60 meV로서 자외선 차단과 높은 전도성을 가지는 뛰어난 물

성을 가지고 있고[5], ZnO은 nanowall[6], nanoring[7], nanobridge[8], 
nanonail[9], nanorod[10], nanoneedle[11] 등의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

고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히 광촉매로 쓰이는 티타

늄 산화물(TiO2), ZnO는 자외선 차단제인데, TiO2는 밴드겝이 3.2 eV
로서 UV-B 영역을 차단시키고, ZnO는 밴드갭이 더 높은 3.37 eV로서 

UV-A 영역을 차단시키는 데에 쓰일 수 있다. 이런 자외선 차단은 화

장품만 아니라 고급 페인트나 도료 등에도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silica bead를 이용하여 TiO2에 ZnO를 도핑시키거나 코팅시켜 복합재

료를 만들었다. 이 복합재료는 UV-A와 UV-B를 모두 차단시키는 기

능을 가지는 고기능 나노 분말소재로 쓰이고 있다.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법은 침전법, 용매 증발법, 졸-겔법, 수열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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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열 분해법, 환원법, 고상 반응법 등이 있지만, 졸-겔법을 이용할 경

우 낮은 공정온도와 졸의 우수한 화학적 균질성과 유동성 그리고 겔

화 특성 및 겔의 높은 반응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복합 산화물 

미 분말을 합성하는데 응용되고 있다[12,13].
  본 연구에서는 졸-겔법을 이용하여 반회분식 반응기를 사용하였고, 
산화아연(ZnO)을 seed로 사용하여 좀 더 입자의 크기가 균일하고 구

의 형태를 가지며 수용성계에서 분산성이 향상 된 ZnO 구형 미립자

를 제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험과정에서 분산제인 HPC를 첨가하

여 반응 간 입자의 응집을 최소화시키고[13], HPC의 양에 따라 크기

를 조절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ZnO 미립자를 2차 입자 없이 대부분이 

1차입자로서 크기가 작고 균일하게 분산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

험을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원료 및 장치

  출발원료로는 해중합 촉매인 zinc acetate dihydrate (C4H6O4Zn․
2H2O, Daejung)와 lithuim hydroxide (LiOH․H2O, Daejung)를 용매인 

ethyl alcohol (99.9%, 시약급 Daejung)에 용해시켰다. 분산제로는 

hydroxypropyl celluose (HPC)를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는 n-hexane
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반회분식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반응기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항온조를 사용하였다. Ethyl alcohol
로 용해를 시킨 zinc acetate 용액에 먼저 분산제 HPC와 lithuim 
hydroxide를 마이크로 피드 펌프로 천천히 적화시켜 콜로이드 입자를 

석출하였다.

  2.2. 실험 방법 및 분석

  졸-겔 방법으로 반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Figure 1
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semi-batch type 장치도로서 반응은 항온조의 

온도 70 ℃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삼구 플라스크에 0.2 mol의 zinc 
acetate와 200 mL 용매  ethyl alcohol에 넣어 200 rpm의 속도로 교반

시키고 ethyl alcohol에 녹인 분산제 HPC와 lithum hydroxide를 마이

크로 피드 펌프 차례로 천천히 적하시키고 마지막으로 n-hexane을 첨

(1) water bath (2) micro feed pump (3) stirrer

(4) reactor (5) zinc acetate dibydrate + ethanol 

(6) HPC (7) lithium hydroxide.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가하여 콜로이드 입자를 석출하였다. 석출된 입자를 증류수로 2번을 

속도 1000 rpm에서 5 min 원심 분리시키고 마지막 3번째는 ethyl 
alcohol로 원심 분리시켜 불순물의 영향을 최소화 시켰다. 이렇게 제

조된 졸 용액을 80 ℃로 유지된 건조기 내에서 용매를 증발시켜 겔화

시켜 분말을 제조하였다. 응집이 없는 구형의 ZnO를 단분산 미립자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최적 조건을 조사하고자 마이크로 피드 펌프의 적

화속도와 교반속도, 분산제인 HPC의 양을 변화시켰고, 반응온도에 따

라 실험을 하였다.
  반응에 의해 생성된 졸의 입자는 Dynamic Light Scattering (ELS- 
8000, Otsuka Co.)에 의해 입경 및 입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Powder 
X-ray diffraction (XRD, PW 1730, Philips Co.)을 이용 나노 입자의 결

정형을 확인하였고,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EOL, JSM-6330F, Japan.)의한 particle의 형상 관찰, UV- 
Vis Spectrophotometer (Ultrospec 2000, Pharmacia Biotech)를 이용하

여 300～600 nm 범위에서의 흡수율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반회분식 반응기에 의한 ZnO  입경 제어 및 입도 분포 측정

  처음 실험 시 회분식 반응을 통하여 ZnO 미립자를 제조하는 실험

을 하였다. 실험결과 회분식 공정의 합성이 수율이 낮고, 입경이 증가

할수록 응집이 발생, 입도 분포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반응물이 계 내로 조금씩 

첨가되어지는 반회분식 공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회분식 공정보

다 입경 제어와 단 분산 입자를 제조하게 되었다. 본 실험의 반회분식 

공정의 입자 분포가 회분식 공정일 때보다 단 분산인 이유는 피드 펌

프를 사용하여 서서히 반응시킴으로서 입경제어를 시킬 수 있고 핵 

생성 단계가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여 핵 생성과 동시에 성장이 일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Figure 2는 반회분식과 회분

식 공정에서 입자 크기에 대한 그래프로서 반회식과 회분식 공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회분식 공정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로서 나온 ZnO의 입자의 크기는 

약 1～4 µm의 분포를 보이고, 1차 입자의 크기는 0.8～4 µm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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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rticle size of the ZnO with different process for    
batch and semi-batch.

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온도와 pH조건 하

에서 회분식이 아닌 반회분식 공정으로 실험한 결과 입자의 크기가 

0.3～0.8 µm의 크기이고 1차 입자의 크기는 0.08～0.3 µm 사이의 분

포로 회분식 공정대비 10배 가량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같은 온도

와 pH조건의 출발물질에 대해서는 반회분식 공정일 때가 입자 크기

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ure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입도 분포의 분산도가 회분식보다 반회분식이 입자가 단 분산으로 분

산이 잘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3.2. 반응 온도에 따른 ZnO의 입자 크기의 변화

  본 실험에서 분말의 상태에서의 시료 lithium과 HPC를 ethyl alcohol 
용매에 녹여 분산시킬 때 각각 다른 온도에서 녹아 분산이 되었다. 
Lithium은 상온에서 회분식으로 분산시켜 완전히 녹일 수 있었고, 온
도가 증가할수록 침전물이 생겨 녹지 않았다. 그리고 분산제 HPC는 

낮은 온도에서 분산이 안 되지만 60 ℃에서 완전히 녹아 분산이 되었

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항온조의 온도 변화

에 따른 실험을 해보았다.
  Figure 4는 항온조의 반응온도가 40 ℃와 70 ℃에서의 FE-SEM 사
진이다. (a)는 항온조의 온도를 40 ℃로 할 때의 결과로서 불균형 사

각모양 등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입자 형성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삼구 플라스크 밑에 하얀 침전물이 덩어리져 있었고, 분석 결

과 입자크기도 수 µm 범위로 크게 나왔다. 이것은 40 ℃의 낮은 온도

에서 용액간의 반응이 핵 생성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대비 (b)실험에서는 항온조의 온도 70 ℃로 일정한 온도 

하에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하얀 침전물이 없이 완전히 녹아 반응하였다. 이때 육안

으로 용액의 색깔에 따라 크기와 결정의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마이크

로 피드 펌프로 처음 HPC를 넣었을 때 1 h 반응 후 서서히 혼탁한 

하얀색 빛깔을 띄우기 시작했다. Lithuim을 마이크로 피드 펌프로 똑

같은 속도로 떨어뜨려 반응시킨 결과 반응시간이 지날수록 진한 우유 

빛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었다. 분석 결과 반응 액의 우유 빛 색깔이 

진해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3.3. HPC에 첨가 효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응집이 없고 입자 크기가 작은 미립자 형태의

(a)

(b)
Figure 3. Distribution images of the ZnO particles (a) batch type 
(b) semi-batch type.

단 분산 ZnO의 구형 입자를 제조하기 위해 핵생성 단계가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고 핵 생성과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회분식 공정을 

하였다. 결과 1～4 µm 입자 크기를 0.7～0.8 µm 정도 줄이고 단 분산 

쪽으로 입자 형성이 되었다. 나노미터 크기의 균일한 ZnO를 제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5는 HPC의 첨가량을 증가시켜 입도 분석

을 한 결과이다. 이때 분산제의 첨가량이 0.2 g일 때가 가장 작은 입도 

크기가 나왔다. 그리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크기가 증가하였

다. 이는 HPC가 입자의 성장 속도를 감소시켜 천천히 더욱더 균일하

게 입자가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입체적 장애를 이용

하여 입자간의 응집을 막아 작은 크기의 분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크기가 증가한 이유는 HPC의 높은 농도가 핵 

생성 후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표면을 덮을 수 

없으므로 제한된 범위 만큼의 응집에 의한 성장이 일어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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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FE-SEM images of the (a) ZnO particle at 40 ℃ and (b) 
ZnO particle at 70 ℃.

적으로 입자는 구형에 벗어나고 거친 표면을 가지면서 크기도 커진다

[15]. Figure 6은 HPC의 첨가량을 변화시켜 ZnO 분말의 XRD pattern 
분석 결과이다. 분산제 HPC를 첨가하지 않는 것부터 0.4 g까지 첨가

한 ZnO가 모두 고유 θ범위의 peak가 나와 HPC의 양을 변화시켜도 

입자 제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원심분리기

로 분산제 HPC와 미 반응물을 제거한 순수 ZnO 분말를 만들 수 있

다. Figure 7은 HPC의 첨가량에 따른 particle의 형상 관찰을 보여주는 

FE-SEM 사진이다. (a)는 입자 크기가 µm로 크게 나왔고, 무정형의 입

자를 형성하였다. (b)는 particle 입자들이 군데군데 응집된 형태를 보

여주고 있고, 입자 형상은 hexagonal 모양의 입자 형태를 띄우고 있었

다. (c)는 분산이 잘되고 균일하며 입자가 20～40 µm의 작은 입자들

이 형성되었다. (d)는 모양이 뚜렷하고 균일하게 나왔지만 크기가 증

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분산제인  HPC가 0.2 g
일 때 가장 작은 입도 분포를 보였고,  HPC가 증가할수록 균일하지만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8은 UV-A 영역을 차단시

킬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300～600 nm 범위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 (Ultrospec 2000, Pharmacia Biotech)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그 결과 360～380 nm 부근에서 강한 흡수 피크가 관찰되는 

것을 보였는데, ZnO가 약 3.37 eV의 밴드갭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Figure 5. Change of the particle size with addition HPC for 0 g, 
0.1 g, 0.2 g, 0.3 g, 0.4 g.

Figure 6. X-ray curves of ZnO powder for various addition HPC 
with semi-bath process.

다. 이러한 특성으로 UV-A 자외선 영역을 차단시켜 피부 홍반이나 

여드름, 기미 주근깨의 피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페인트와 안료의 성

능 저하 방지 및 고기능 광촉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최근에는 silica bead를 이용하여 UV-A와 UV-B 모두 차단시킬 수 

있는 TiO2-ZnO의 복합재료도 어느 한 화학회사에서 silica bead를 이

용해 제조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핵중합체인 zinc acetate dihydrate와 분산제 HPC를 

사용하여 졸-겔법에 의한 반회분식 반응기로 ZnO 미립자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ZnO 미립자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같은 온도, 시료 첨가량, 반응

시간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반회분식 공정은 회분식 공정에 대비 입도 

분포가 작고 분산도가 양호하며 구형의 결정형태와 hexagonal의 형상

을 보였다. 이는 반회분식과 회분식 공정에서 실험한 입자를 가지고 

입도 분석기 DLS을 통해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었다.
  (2) 반회분식 공정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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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d)

Figure 7. FE-SEM image of the different samples (a) no adding HPC, (b) 0.1 g, (c) 0.2 g, (d) 0.3 g.

Figure 8. UV-Vis images of the different samples (a) No HPC, (b) 
0.1 g, (c) 0.2 g, (d) 03 g, (e) 0.4 g.

온도 70 ℃로 유지시켰을 때 하얀 침전물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는 70 
℃의 고온에서 해중합 촉매인 zinc acetate가 완전히 녹아 반응하고 입

자의 형성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입자의 크기를 제어하기 위해 첨가된 HPC는 ZnO 입자를 생성

할 때 균일하고 나노 크기의 미립자를 제조할 수 있게 해주었다. 0.2 
g의 적당한 첨가량은 작고 균일한 입자 형성에 도움을 주지만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와 형상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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