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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산화를 이용한 TiO2 나노선의 성장에 미치는 O2/N2 가스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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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O2 nanowires were grown by thermal oxidation of TiO powder in an oxygen and nitrogen gas environment at

1000 oC. The ratio of O2 to N2 in an ambient gas was chang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gas ratio on the growth of TiO2

nanowires. The oxid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at different O2/N2 ratios of 0/100, 25/75, 50/50 and 100/0. No nanowires were

formed at O2/N2 ratios of less than 25/75. When the O2/N2 ratio was 50/50, nanowires started to form. As the gas ratio increased

to 100/0, the diameter and length of the nanowires increased. The X-ray diffraction pattern showed that the nanowires were

TiO2 with a rutile crystallographic structure. In the XRD pattern, no peaks from the anatase and brookite structures of TiO2

were observed. The diameter of the nanowires decreased along the growth direction, and no catalytic particles were detected

at the tips of the nanowires which suggests that the nanowires were grown with a vapor-solid growth mechanism.

Key words titanium dioxide, nanowires, rutile structure, thermal oxidation, oxygen/nitrogen ratio.

1. 서  론

TiO2는 3.0~3.2 eV의 넓은 밴드갭을 가진 n형 반도체

물질로 가스 센서, 광촉매, 태양전지, 연료전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나노재료는 벌크재료와 다른 화학적,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자소자, 광학소자, 센서 분야에서 폭넓

은 응용이 기대된다. 특히, 나노선, 나노막대, 나노벨트

와 같은 일차원 나노재료들은 높은 비표면적과 크기 효

과로 인하여 널리 연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ZnO, SnO2,

In2O3를 포함하는 다양한 산화물들의 일차원 나노구조들

도 합성되고 있다. TiO2의 일차원 나노구조도 높은 비

표면적으로 인해 표면 반응이 중요한 염료감응형 태양

전지, 센서, 리튬 이온 전지, 광촉매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다양한 합성방법을 이용하여 합

성되고 있다. TiO2의 나노구조는 Ti의 높은 융점 때문

에 증발-응축 과정을 이용한 건식법으로는 합성이 어려

웠다. 따라서 수열합성법,1) 졸-겔법,2) solvothermal3) 법과

같은 액상법을 이용하여 합성되고 있다. 그러나 액상법

은 건식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합성온도로 인하여 나

노구조가 다결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성이 낮

다고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건식법의 일종인 열산화법을 이용하여

TiO2 나노선의 합성을 살펴보고, 합성된 나노선의 결정

구조 및 TiO2 나노선의 성장에 미치는 O2/N2 분위기 가

스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은 순도 99.9 %의 TiO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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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합성 공정은 수평형 튜브로에서 행하였다. 튜

브로의 한쪽은 로터리 진공펌프에 연결하였고, 다른 한

쪽은 가스공급계에 연결하였다. TiO 분말 0.5 g을 알루미

나 도가니에 넣고, 알루미나 도가니를 튜브로의 중앙에

놓는다. 다음, 튜브 내를 로터리 펌프를 이용하여 진공도

100 mTorr까지 진공상태로 한 후, 튜브 내가 합성 압력

인 100 Torr에 도달할 때까지 산소와 질소를 주입한다. 산

소와 질소의 혼합비는 0/100, 25/75, 50/50, 100/0으로

하였다. 100 Torr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튜브로의 온도를

10 oC/min의 속도로 1000 oC까지 올렸고 3시간 동안 산

화 공정을 진행하였다. 산화 공정이 끝난 후 튜브로의

전원을 끄고 상온까지 냉각시켰다. 

산화 생성물의 형상은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

하였고, 생성물의 결정구조는 X선 회절분석기로 분석하

였다. 생성물의 성분은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너지

분산 X-선 분광분석기(EDX)로 평가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a~d)는 산화 온도 1000 oC, 압력 100 Torr에서

O2/N2 가스비가 각각 0/100, 25/75, 50/50, 100/0의 조건

에서 생성된 산화물의 표면 형상을 나타낸 SEM 사진

이다. 질소 분위기, O2/N2 가스비가 25/75인 조건에서 생

성된 산화물에서는 나노구조가 성장하지 않았다. O2/N2

가스비가 50/50인 조건에서 생성된 산화물의 표면에서는

나노선의 성장이 관찰되고 있다. 나노선의 평균 직경과

길이는 각각 100 nm와 250 nm이다. TiO2 나노선의 성

장을 위해서는 분위기 가스 내에 임계 산소농도가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O2/N2 가스비가 100/0인 조건, 즉 산

소 분위기의 조건에서는 산화물의 표면에서 많은 양의

나노선들이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노선의 직경과

길이는 각각 250 nm와 1.5 µm로 증가하였다. SEM 관

찰로부터 TiO2의 성장을 위해서는 임계 산소농도가 필

요하며 O2/N2 가스비에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노선의 크기 및 생성 밀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2는 O2/N2 가스비가 100/0인 조건에서, 나노선이

생성된 산화물의 XRD 패턴을 나타낸다. XRD 패턴의 모

든 회절 피크들은 rutile 결정구조를 가진 TiO2의 회절

피크와 잘 일치하였다. 27.4o, 36.1o, 39.1o, 41.2o, 44.1o,

54.2o, 56.8o에서 관찰된 회절 피크들은 각각 rutile 결정구

조를 가진 TiO2 결정의 (110), (101), (200), (111), (210),

(211), (220) 결정면을 나타낸다. anatase와 brookite 결정

Fig. 1. SEM images of the products prepared through thermal oxidation of TiO powder at 1000
o
C for 3 h in an oxygen and nitrogen

atmosphere with different O2/N2 ratios of (a) 0/100, (b) 25/75, (c) 50/50 and (d)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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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해당하는 회절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Ti

와 TiO와 관련된 어떠한 회절 피크도 관찰되지 않았

다. 이로부터 나노선은 rutile 결정구조를 가지며 결정질

이 매우 우수한 TiO2 결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10)

면의 회절 피크 강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로부터 나노선

은 [110]의 우선 방위를 가지고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O2/N2 가스비가 25/75 조건에서 생성된 산

화물의 XRD 패턴도 O2/N2 가스비가 100/0인 조건에서

생성된 산화물의 XRD 패턴과 유사하게 rutile 결정구조

를 가진 TiO2의 회절 피크들이 관찰되었다. 이로부터 임

계 산소농도 이상에서 TiO2의 나노선이 성장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은 O2/N2 가스비가 100/0인 조건에서 생성된 나

노선의 EDX 패턴을 나타낸다. 나노선이 Ti와 O 원소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i와 O 원소 이외에는

다른 원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나노선의 성장양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노선의 형상

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Fig. 4는 나노선의 고배율 SEM

사진이다. 나노선의 직경이 성장방향을 따라서 점차 줄

Fig. 4. High magnification SEM image of the product prepared

through thermal oxidation of TiO powder at 1000
o
C for 3 h in an

oxygen atmosphere.

Fig. 5. SEM image of the product prepared through thermal

oxidation of TiO powder at 1000 oC for 1 h in an oxygen

atmosphere.

Fig. 2. XRD pattern of the product prepared through thermal

oxidation of TiO powder at 1000 oC for 3 h in an oxygen

atmosphere.

Fig. 3. EDX pattern of the product prepared through thermal

oxidation of TiO powder at 1000 oC for 3 h in an oxyge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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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어 나노선의 형상이 원뿔 형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vapor-solid(VS) 성장양식에서 나타나는 특

징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성장한 나노선은 vapor-

solid(VS) 성장양식에 따라 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노선의 또 다른 성장양식인 vapor-liquid-solid(VLS) 양

식에서는 나노선의 직경이 촉매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

고 성장 과정 중에 촉매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초기의 직경과 성장이 완료될 때의 나노선의 직경

에 차이가 거의 없다.4) 또한, VLS 성장양식에서는 나노

선의 성장에 촉매가 관여하기 때문에 나노선의 끝 부분

에 촉매입자가 관찰된다.4,5)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어떠

한 촉매도 사용하지 않았고 성장한 나노선의 끝 부분에

서는 촉매입자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성장한 나노선은 VS 양식에 따라 성장하였을 것으로 생

각된다. 

Fig. 5는 O2/N2 가스비가 100/0인 조건에서 1시간 산

화시켜 생성된 산화물의 형상을 나타낸 SEM 사진이

다. 1시간 산화 조건에서는 산화물의 표면에 나노선의 성

장이 관찰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많은 작은 나노결정들

이 표면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노결정

들로부터 나노선이 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노선

의 결정핵인 나노결정들의 생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다결정체는 일반적으로 전위와 결정입계 등의

결정결함의 밀도가 높다. 이러한 결정결함들은 높은 에

너지 자리로 핵생성이 유리하다. 따라서 TiO 분말의 열

산화 초기에 표면에 형성된 다결정 TiO2 층의 결정결함

들에서 TiO2 나노선의 성장을 위한 핵생성이 일어나고 생

성된 핵으로부터 나노선들이 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

다. Wu 등의 연구에 의하면 사파이어 기판에 Ti을 산

화시킨 다결정 TiO2 층을 형성한 후 Ti 분말을 열증발

시켜 TiO2 층에 TiO2 나노선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6)

4. 결  론

TiO 분말을 산소와 질소 분위기에서 열 산화시켜 TiO2

나노선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질소 분위기와 O2/N2 가

스비가 25/75인 조건에서는 나노선이 성장하지 못하였으

나 O2/N2 가스비가 50/50인 조건에서는 나노선이 성장

하기 시작하였고, O2/N2 가스비에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나노선의 직경과 길이는 더욱 증가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TiO 분말에서 TiO2 나노선이 성장하기 위해

서는 임계 산소농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XRD 결과로부터는 나노선이 rutile 결정구조를 가진 TiO2

임을 알 수 있었다. 나노선의 합성공정에 촉매를 사용하

지 않았고 나노선의 형상 관찰로부터도 나노선이 VS 성

장양식을 따라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나노선이 성

장하는 데는 3시간의 긴 산화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는

TiO의 융점이 높고 증기압이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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