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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nO nanopowders were synthesized by the sol-gel method using hydrazine reduction, and their gas

responses to 6 gases (200 ppm of C2H5OH, CH3COCH3, H2, C3H8, 100 ppm of CO, and 5 ppm of NO2) were

measured at 300 ~ 400 oC. The prepared ZnO nanopowders showed high gas responses to C2H5OH and

CH3COCH3 at 400 oC. The sensing materials prepared at the compositions of [ZnCl2]:[N2H4]:[NaOH] = 1:1:1 and

1:2:2 showed particularly high gas responses (S = Ra/Rg, Ra : resistance in air, Rg : resistance in gas) to 200 ppm

of C2H5OH(S = 102.8 ~160.7) and 200 ppm of CH3COCH3(S = 72.6 ~ 166.2), while they showed low gas

responses to H2, C3H8, CO, and NO2. The reason for high sensitivity to these 2 gases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reaction mechanism, oxidation state, surface area, and particle morphology of the sensing materials.

key words ZnO, gas sensor, hydrazine reduction, high sensitivity.

1. 서  론

Zinc Oxide는 대표적인 산화물 반도체로 광학소자, 압

전소자 및 가스 센서소자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1) 산화

물 반도체형 가스센서는 감응 입자와 피검 가스의 물리·

화학적 흡착을 이용한 소자로 가스감응 반응에 감응 물

질의 종류, 산화-환원 특성, 산·염기성, 비표면적, 기공

도, 표면상태, 작동온도, 촉매특성 등 다양한 인자가 작

용한다.2) 가스 감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노입자를

이용한 비표면적의 증대, 나노 입자의 모양 조절 등이 제

시되었으며, 현재까지 CVD3), 습식법4), 졸-겔5), 열산화 반

응법6), 전기영동 증착법7), 열증착법8) 등 다양한 합성방

법이 연구되었다.

하이드라진에 의한 용액환원법은 액상에서 균일한 산

화물 입자를 얻는 합성 방법으로 높은 수율, 입자의 크

기 및 분산도의 조절 용이성등이 장점으로 지금까지

Cu2O
9), TiO2

10), Ni11) 와 같은 입자 합성에 적용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라진을 이용한 졸-겔 법에 의해

나노-크기의 Zinc Oxide 미분말을 제조하고, 이들의 결

정상과 미세구조를 조사하였다. 하이드라진과 NaOH 가

입자 크기와 기공도 및 비표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고, 300~400 oC에서 C2H5OH, CH3COCH3, H2, C3H8,

CO, NO2 의 6가지 가스에 대해 가스 감응성을 측정하

였다. 합성된 ZnO 미분말은 다른 가스에 비해 C2H5OH

과 CH3COCH3 에 대하여 매우 높은 감도를 보였는데

본고에서는 N2 흡탈착 분석을 통한 BET 비표면적 및 기

공도 고찰, 잔류 이온의 영향 등을 통해 그 원인을 고

찰했다. 

2. 실험 방법

2.1. ZnO 미분말의 합성

ZnCl2 (Kanto Chemical, 98%, Japan) 6.815 g을 54 oC

항온조에서 증류수 50mL에 녹여 수용액을 만든 뒤

N2H4-H2O (80%, Samchun Chemical, Korea) 를 5.006

g 첨가하여 흰색 슬러리-용액을 만들었다. ZnCl2 수용액

과 N2H4-H2O의 착염형성 반응으로 용액의 온도가 62 oC

까지 상승하였는데, 용액의 온도가 60 oC로 냉각되었을 때

NaOH (50%, Samchun Chemical, Korea) 9.199 g을 첨가

하여 흰색 침전을 얻었다. 모든 실험은 magnetic stirrer

에서 진행되었다. 위 실험은 [ZnCl2] : [N2H4] : [NaOH] =

1:2:2 인 경우이며 N2H4 와 NaOH의 농도변화가 합성된

미분말의 모양 및 가스 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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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서 [ZnCl2] : [N2H4] : [NaOH] 비를 1:1:1, 1:2:2,

1:4:4, 1:6:6 으로 변화시켰다. 침전물을 증류수와 에탄올

로 5번 세척한 뒤 60 oC건조기에서 24 h 건조하여 전구

체를 얻고 이를 600 oC로에서 열처리하여 감응물질을 제

조하였다. (Table. 1, Z1; [ZnCl2] : [N2H4] :  [NaOH] = 1:1:1,

Z2; [ZnCl2] : [N2H4] : [NaOH]=1:2:2, Z4; [ZnCl2] : [N2H4]

:[NaOH]=1:4:4, Z6; [ZnCl2] : [N2H4] : [NaOH] = 1:6:6) 합

성된 ZnO 미분말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Horiba EX-200) 과 X-ray

diffraction (XRD, Rigaku D/MAX-2500V/PC, Cu Kα

line = 1.5418Å) 으로 미세구조와 결정구조를 각각 분석

하였다. 또한 N2 흡탈착 비표면적 분석 장비

(Micromeritics, Tristar-3000)를 통해 BET 비표면적과 기

공도를 분석하였다.

2.2 가스 감응성 측정

감응물질의 전구체를 증류수를 이용하여 슬러리로 만

들고 Au 전극이 형성된 (전극간격: 0.3 mm) 알루미나 기

판 (1.5× 1.5 mm2) 위에 후막형태로 코팅하였다. 이후

24 h 건조하고 600oC에서 2 h 열처리하여 센서 감응막

을 제조하였다. 센서소자를 온도조절계가 장착된 quartz

로내에 설치하고 MFC로 500 ml/min 의 유속이 흐르도

록 고정한 뒤 300~400 oC에서 C2H5OH 200 ppm,

CH3COCH3 200 ppm, H2 200 ppm, C3H8 200 ppm,

CO 100 ppm, NO2 5 ppm (모두 air balance, 건조가스)

총 6 가지 가스에 대한 가스감응성을 측정하였다. 저항

측정장비는 컴퓨터에 연결된 멀티미터 (Keithley k2000)

로 측정했다.

고순도 공기중의 저항을 Ra, 반응가스중의 저항을 Rg 라

고 할 때, 감도는 환원성 가스인 C2H5OH, CH3COCH3,

H2, C3H8, CO 5가지에 대해서는 Ra/Rg, 산화성 가스인

NO2 에 대해서는 각각 Rg/Ra 로 정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Z1-Z6 전구체의 FE-SEM 이미지이다. 합성

된 Z1의 전구체(Fig. 1(a))는 폭 200 nm ~ 수µm, 두께

100 nm의 판상이 응집된 형태를 보인 반면 Z2 전구체

(Fig. 1(b))는 길이 150 nm, 두께 30 ~ 50 nm의 whisker

형태의 입자와 100 nm 이하 크기의 구형 입자들이 분

산되어 있었다. Z4 전구체(Fig. 1(c))는 길이 300 nm, 두

께 150 nm 정도의 rod 형태 입자들이 응집된 모양을 보

였으며 Z6 전구체(Fig. 1(d))는 50 nm 두께, 500 nm ~

수 µm의 sheet 모양이 응집된 형태를 보였다. 

600oC에서 2 시간 하소한 Z1-Z6 분말은 열처리 후 입

자가 모두 구형으로 변형되었으며 열 에너지에 의해 입

성장이 일어나 100 ~ 500 nm 의 크기를 보였다.(Fig. 2)

Z2에 비해 Z1, Z4은 입자가 많이 응집되었으며 Z6은 입

자 크기도 크고 응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X-ray diffraction 패턴 분석 결과 Z1~Z6는 Fig. 3와

Table 1. Sample specification (after calcination)

Specification [ZnCl2] [N2H4] [NaOH]

Z1 1 1 1

Z2 1 2 2

Z4 1 4 4

Z6 1 6 6

Fig. 1. FE-SEM images of as-prepared precursors of (a)Z1, (b)Z2, (c)Z4, and (d)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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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peak 을 보였으며 이는 hexagonal 구조의 ZnO

(JCPDS Card # 05-0664)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노

크기의 미립자(1차입자, primary particle)는 van der

waals 힘에 의해 응집되어 2차 입자(secondary particle)

를 형성하며, 이러한 2차 입자는 가스확산에 관여하는 기

공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반면 1차 입자는 가스와 직

접 반응하는 물질로 비표면적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의 크

기가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2) Scherrer eq.을 이용하여 응

집되기 전의 결정립 크기(crystallite size)인 평균 1차 입

자 크기(average primary particle size)를 계산하였다. 계

산된 Z1-Z6 분말의 평균 1차 입자 크기는 각각 62.6,

50.2, 44.5, 63.1 nm 였다.

N2 흡탈착 장비로 4가지 감응물질의 surface area (m2/g)

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 과 같이 나타내었다. 비표면

적은 Z2가 18.44 m2/g 으로 가장 컸으며, 이는 Z1, Z4,

Z6 가 7.92 – 9.62 m2/g 의 값을 가지는 것에 비해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Scherrer eq. 에서 계산된 1차

입자 크기는 Z6 > Z1 > Z2 > Z4 인 것에 비해 비표

면적은 Z2 >> Z6 > Z1 > Z4 인 이유는 1차 입자간

응집에 의해 비표면적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농도 변화에 따라 ZnO 입자의 비표면적이 바뀌는 원

인은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Muramatsu 와 Sugimoto 등

에 의하면9,10), 하이드라진에 의한 용액환원법은 gel

matrix 에서 sol 을 생성하는 방법이므로 입도가 균일한

입자를 얻을 수 있으며, 전구체들의 고상 네트워크들이

(precursory solid network) 반응 전단계의 금속 이온뿐만

아니라 반응 생성물인 금속 및 산화물 간의 응집을 막

아 잘 분산된 반응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하이드라진이 금속이온과 반응하여 금속 또

는 금속 산화물이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11, 14-17) (Eq.1)

Mn+＋ nN2H4 →[M(N2H4)n]
n+＋ nOH- 

                  →M(OH)n→M (or MxOy)  (1)

하이드라진은 Zinc chloride 와 결합하여 bis-hydrazino

zinc chloride ([Zn(N2H4)2]Cl2) 란 결정질의 구조(matrix)

Fig. 2. FE-SEM images of ZnO sensing materials heat-treated at 600oC for 2h.; (a)Z1, (b)Z2, (c)Z4, and (d)Z6

Fig. 3. XRD patterns of ZnO powders heat-treated at 600oC for
2h.

Table 2. BET specific surface area of samples.

BET (m2/g)

Z1 8.93

Z2 18.44 

Z4 7.92 

Z6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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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그

후 순차적으로 NaOH에 의해 M(OH)n 을 거쳐 금속이

나 산화물이 합성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ZnCl2] :

[N2H4] : [NaOH] 의 몰 비는 각각 1:2:2 이다. 하이드

라진은 일반적으로 비대칭 형태의 비틀린 (staggered) 구

조를 가지는데(Fig. 4) 이는 위의 matrix를 무너뜨리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Z4, Z6 미분말이 Z2

미분말보다 응집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Z1의 경우

충분한 matrix를 형성하지 못해 응집이 심해진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Fig. 5(a)~(d)는 300oC에서 Z1-Z6 시편의 C2H5OH

200 ppm, CH3COCH3 200 ppm, H2 200 ppm, C3H8

200 ppm, CO 100 ppm, NO2 5 ppm 6가지 가스에 대한

감도(CH3COCH3, H2, C3H8, CO 에 대해서는 Ra/Rg,

NO2 에 대해서는 Rg/Ra)를 나타낸 도표이다. 300oC에서

는 Z1~Z4 감응물질 모두가 H2, C3H8, CO, NO2 의 4

가지 가스에 대해서 1~1.4 의 감도를 보인 반면,

C2H5OH 과 CH3COCH3 에 대해서는 3.4~5.0 의 감도를

보였다. Fig. 6은 400oC에서 위 6가지 가스에 대한

Z1~Z6의 감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400oC에서는 300oC보

다 전체적으로 높아진 감도를 보였는데 특히 Z1 과 Z2

감응물질은 C2H5OH 과 CH3COCH3 에 대해서

72.6~166.2 의 높은 감도를 보였다. 400 oC에서 Z1과 Z2

의 C2H5OH 200 ppm, CH3COCH3 200 ppm에 대한 gas

response transient (Fig. 7(a) – (d)) 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가스에 대한 90% 반응 속도는 Z2가 6초로 Z1의 13,

20초에 비해 2배 이상 빨랐다.

Z4, Z6은 반응시 OH-가 많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Z1,

Z2보다 낮은 산화상태 를 가진다. (Eq. 1) 따라서 Z4,

Z6 시편은 화학양론적으로 Z1, Z2보다 산소가 결핍된 상

태이며 이는 Z4, Z6 시편의 공기중 저항이 Z1, Z2 시

편의 공기중 저항보다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Fig. 8) 환원성 가스가 감응물질 표면의 흡착산소

와 반응하는 반도체형 산화물 가스센서의 감응기구에 비

추어 볼 때, 산소공공이 적고 따라서 carrier 의 농도가

낮은 Z4, Z6 시편이 Z1, Z2 시편보다 위의 6가지 가스

에 대해서 낮은 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가스에 비해 C2H5OH과 CH3COCH3에 대

해 높은 감도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

다. C2H5OH은 고온에서 촉매화학적으로 산화-탈수소 반

응에 의한 아세트-알데히드화(oxidative dehydrogenation

to acetaldehyde, Eq. 2 및 탈수에 의한 에틸렌화

(dehydration to ethylene, Eq. 3의 두가지 반응과정을 거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20)

C2H5OH＋ O2→CH3CHO ＋ H2O     (2)

C2H5OH→C2H4 ＋  H2O (3)

식 (2)의 반응은 염기성 산화물에서, 식 (3)의 반응은

산성 산화물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19-20) 두 반응은 최종적으로 각각 CO2와 H2O로 분

해된다. ZnO는 Pauling 전기음성도가 1.65로 다른 금속

산화물에 비해 (c.f W 2.36, Fe 1.83, In 1.78) 염기성

이 우세한 산화물이며 Eq. 2의 반응이 다른 산화물에 비

해 우세하게 일어난다.

1

2
---

Fig. 6. Responses to various gases at 400oC; (a)Z1, (b)Z2,
(c)Z4, and (d)Z6.

Fig. 4. The possible 3 conformations of hydrazine (a)-(c) and
its chelate structure with Zn; (a) Boat from, (b) Chair Form,
(c) Unsymmetrical Form, and (d) Crystal structure of bis-
hydrazino zinc chloride ([Zn(N2H4)2]Cl2).

12)

Fig. 5. Responses to various gases at 300oC; (a)Z1, (b)Z2,
(c)Z4, and (d)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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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suboi21)에 따르면 CH3COCH3는 다음과 같은 산

화과정을 거친다.

CH3COCH3→CH2COCH2→CH3CHO, CH3 

          →H2C2O→H2CO→ CO→CO2 (4)

고온에서는 흡착산소에 의한 산화물 표면의 전자 공핍

층이 더 넓어지므로 더 많은 가스가 반응에 관여할 확

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가스에 비해 많은

중간 부산물 가스를 발생시키는 C2H5OH과 CH3COCH3

에 대해 더 높은 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비표면적에 따른 반응 사이트 수의 증감을 들

수 있다. 가스감응은 산화물입자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

기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응 사이트 수가

많을수록 감도가 증가하게 된다. 입자 크기에 가스 감도

가 의존한다는 연구결과는22-24) 많이 보고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입자크기 뿐만 아니라 비표면적도 중요한 인

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XRD pattern 을 통해 Scherrer eq. 으로 계산된 평균

1차 입자 크기가 Z6 > Z1 > Z2 > Z4 임에도 불구하

고 가스감도는 Z1, Z2 > Z4, Z6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스 감도가 입자크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표면적에도 크게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BET

측정결과 각각의 비표면적은 Z2 > Z6≈ Z1≈Z4 로 나타

났으며, 평균 1차 입자 크기와 비표면적의 경향이 다른

것은 입자간 응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하이드라진을 이용한 졸-겔 법으로 나노크기의 Zinc

Oxide를 합성하였다. 하이드라진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입자 분산도와 기공도를 조절할 수 있었으며, 입자크기

뿐만 아니라 비표면적 및 기공도가 가스 감응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된 ZnO 는

C2H5OH 과 CH3COCH3 에 대해 매우 큰 감도를 보였

으며 특히 [ZnCl2] : [N2H4] : [NaOH] = 1:1:1, 1:2:2

인 감응물질은 400oC에서 200 ppm H2, 200 ppm C3H8,

100 ppm CO, 5 ppm NO2 의 4 가지 가스에 대해서는

Fig. 7. Response transient of Z1 sensor to CH3COCH3, C2H5OH; (a), (b) at 400oC, and Z2 sensor to CH3COCH3, C2H5OH; 
(c), (d) at 400oC.

Fig. 8. Resistances in air and BET specific surface area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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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의 감도를 보인데 비해, 200 ppm C2H5OH 과

200 ppm CH3COCH3 에 대해서는 72.6~166.2 로 매우

높은 감도를 보였다. N2H4 및 NaOH의 농도변화에 따

른 가스감도 변화는 시편의 산화상태 및 비표면적의 변

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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