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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environment-friendly synthetic strategy to process zinc oxide nanocrystals is reported. The

biosynthe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simple and cost-effective, with reduced solvent waste via the use of fruit peel extract

as a natural ligation agent. The formation of ZnO nanocrystals using a rambutan peel extract was observed in this study.

Rambutan peels has the ability to ligate zinc ions as a natural ligation agent, resulting in ZnO nanochain formation due to the

presence of an extended polyphenolic system over the whole incubation period. Vi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uccessful

formation of zinc oxide nanochains was confirmed. TEM observation revealed that the bioinspired ZnO nanocrystals were

spherical and/or hexagonal particles with sizes between 50 and 100 nm.

Key words green synthesis, zinc oxide, fruit peel waste, nanocrystal.

1. 서  론

최근에 바이오 재료 및 공학 분야에서 생물학적 적합

성이 우수한 나노분말을 합성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친

환경적인 천연합성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천

연재료를 이용하는 합성법은 기존의 물리 화학적 방법

에 비하여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새로운 친환경적인 방

법1-3) 으로 효소,4) 미생물,5) 식물 추출물 또는 식물부산

물6-8)과의 반응으로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친환경 green

process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

다. 폐과일껍질을 이용하는 나노입자 합성방법은 독성 화

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농산물을 이용

한다는 점에서 화학폐기물과 폐농산물을 동시에 감소시

킬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산화아연 나노입자는 일반적으로 기계적 밀링법, 진공

열증착, sol-gel법, 용액침전법, 분무 열분해, 유기금속을

이용한 합성, 초단파 합성, 기계화학적 합성법 등과 같

은 다양한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합성되었으며,9-18)

부피에 비하여 높은 표면적, 탁월한 자외선 흡수 및 항

균성 등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촉매, 가스센서, 자

외선 흡수제, 항바이러스제 등의 재료로 광범위하게 사

용되었다.19-26) 최근에는 산화아연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다

양한 방법 중에서 경제적이며, 화학물질을 이용하지 않

는 새로운 합성방법으로 식물폐기물에 기초한 합성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합성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 친화적이며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나

타낸다. 특히 화학물질을 이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나노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식물의 추출물과 같은 생체

적합성 재료를 용매나 환원제 또는 안정제로 사용하려

는 환경 친화적인 합성법이 시도되었다.27) 또한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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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엄청난 양의 농산품 폐기물들이 발생하고 있으

며, 이는 심각한 환경적 이슈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농산품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농산물 페기물은 과일껍질, 씨앗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람부탄 과일 껍질도 이들 폐기물 중의 하

나이다. 특히 람부탄 과일 껍질은 페놀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성을 나타내며,27-28) 람부탄 과일 껍질속에

들어 있는 엘라그산, corilagin, geranin, ellagitannin 등의

성분들은 식품과 의학산업에서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

이며, 병원성 박테리아에 대한 항균성을 나타낸다.29-30)

본 연구에서는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생체적합성이 좋

은 나노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일 껍질이 두

껍고 껍질에 털모양의 융기된 조직이 발달하여, 내부 과

육 대비 폐과일껍질 비율이 높은 람부탄 과일의 껍질 추

출물을 사용하여 산화아연 나노입자를 최초로 합성하여

분말의 구조 및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폐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과일로는 과육이 크지 않고

껍질이 많이 발생하는 과일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국내

생산 과일보다는 국내에 수입되는 과일 중에 과육이 크

지 않으나 껍질이 발달하고 표면에 털 모양의 조직이 발

단된 람부탄을 소재로 선정하였다. 람부탄 천연과일 껍

질을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

한 후 전기 오븐을 이용하여 50 oC에서 완전히 건조시

켰다. 건조시킨 람부탄 천연과일 껍질 3 g을 에탄올 100

ml와 증류수 200 ml 혼합물에 10분 동안 끓였다. 끓인

혼합물을 필터를 통해 여과하여 람부탄 과일 껍질 추출

물을 얻었다. 산화아연 나노분말을 합성하기 위하여 0.1M

질산아연(Zn(NO3)2.6H2O) 수용액 50 ml와 람부탄 껍질

추출액 10 ml을 혼합하여 80 oC에서 2시간 교반하여 수

산화 아연 침전물을 형성시켰다. 수산화 아연 침전물 혼

합액을 10,000rpm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수산화

아연 침전물을 얻었다. 원심분리한 수산화 아연 침전물

을 증류수에 세척한 후 다시 5,000rpm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40 oC에서 8시간 건조시켰다. 건조된 수산

화 아연 침전물은 열처리로에서 450 oC에서 하소하여 산

화아연 나노분말을 얻었으며, Fig. 1에 산화아연 나노분말

합성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합성된 산화아연 나노분말의

XRD 분석은 PANalytical’s X-ray diffractometer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Cu Kα를 사용하여 40 kV에서 30 mA로

10-80o범위에서 측정하였다. SEM 분석에는 JEONL JSM

6390 장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질산아연

과 람부탄 껍질 추출물과의 반응에 의한 중간과정을 검

토하기 위해 질산아연과 추출물을 1, 4, 7일간 반응시킨

후 반응물을 건조시켜 SEM과 TEM으로 분석하였다. 이

러한 incubation시간이 중간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해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지 않은 반응물을 관찰하

였다. TEM 분석에는 CM 200 (Philips, USA) 장비를 사

용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합성한 산화아연 나노분말의 형태, 크기 및 구조

열대과일 폐부산물인 람부탄 천연과일 껍질을 이용하

여 환경 친화적으로 합성한 산화아연 나노분말의 XRD

스펙트럼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여주는 바

와 같이 좁고 강한 피크를 나타내며, 2θ = 31.71o, 34.38o,

36.21o, 47.52o, 56.54o, 62.84o, 67.95o, 69.05o위치는

(100), (002), (101), (102), (110), (103), (112), (201) 면

으로 JCPDS (79-2205) 데이터에서 나타내는 육각구조

산화아연 결정면과 일치한다. 또한 육각구조 산화아연 피

크 이외 다른 피크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합성

된 산화아연은 대부분 불순물의 함량이 적은 결정질 산

화아연임을 알 수 있다. 합성한 산화아연 나노결정 크

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Debye Scherrer’s 식을 적용하였

으며 아래에 나타내었다.

(1)

식에서 D: 평균 결정 크기, λ: 파장, β: 파고의 반가

폭(the full width at half maximum)이다. (101)면에서

평균 결정 크기는 50.95 nm로 계산되었다. Fig. 2(b)는 산

D
0.94λ

β θcos
---------------=

Fig. 1. Diagramatic representation of ZnO nanocrystals synthesis and antibacteri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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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아연 나노결정의 Raman 스펙트라를 보여준다. 그림에

서 산화아연 피크강도는 99.2, 380.3, 410.1, 438.0, 583.2

이다.31) Fig. 2(c)에서 산화아연 나노결정의 FTIR 스펙

트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나타내는 3429, 1629, 441

cm−1의 흡열 피크는 O-H stretching, 습기 흡수에 의한

H-O-H 굽힘진동, Zn-O 인장진동에 기인한다.32) Fig. 2

(d-f)는 산화아연 나노결정의 XPS 스펙트라를 나타낸다.

Fig. 2(d)에서 보여주듯이 아연과 산소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합성된 생성물이 순수한 산화아연임을 나

타낸다. Fig. 2(e)에서 나타내는 1023.13과 1046.23eV의

결합에너지는 각각 Zn 2p3/2와 2p1/2 전자에 기인한다. Zn

2p3/2 전자에 의한 1023eV에서 나타내는 강한 피크는 완

전히 산화된 상태에서 아연과 연관된다.33) O1s 스펙트라

에서(Fig. 2(f)) 보여주는 531.7eV에서 나타내는 강한 피

크는 ZnO 산화물과 연관된다.

합성된 산화아연 나노분말 집합체의 형상과 크기를 분

석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였으며, 관

찰한 결과를 Fig. 3(a, b)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나타

내는 바와 같이 합성된 산화아연 나노분말 집합체는 불

균일한 크기를 갖고 덩어리 형태의 침상모양을 나타낸

다. 관찰되는 덩어리 형태의 침상 모양 크기(agglomerate)

는 평균적으로 직경 450 nm, 길이 5 μm로 측정되었다.

또한 합성된 산화아연 분말은 상분석(image analyser)을

이용하여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Fig. 3(c)에서 크기별 분

Fig. 2. (a) XRD (b) Raman (c) FTIR and (d) XPS survey spectrum (e-f) high-resolution XPS spectra of ZnO nano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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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내듯이 합성된 산화아연 분

말의 평균 크기는 0.447 μm로 측정되었다.(d10% = 401, d50%

= 447, d90% = 482 nm) 즉 SEM과 상 분석(image analysis)

을 통한 분석결과 합성된 산화아연 분말은 덩어리 형태

로 500 nm 이하의 크기로 구성되며, 평균 440 nm의 크

기를 갖으며, Debye Scherrer’s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50 nm 크기의 산화아연 결정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졌다

는 것을 의미한다. 

Fig. 4(a, b)는 AFM으로 관찰한 산화아연 나노결정의

2D와 3D 이미지를 보여준다. Fig. 4(a)에서 보여 주듯

이 2D 이미지에서는 산화아연 나노결정의 침상형태가 명

확히 관찰되지 않는다. Fig. 4(b)의 3D 이미지에서는 산

화아연 나노결정이 부드러운 면과 조밀한 구조를 갖는

침상 모양으로 관찰된다. 즉 람부탄 과일 껍질을 이용

하여 합성한 산화아연 나노분말은 작은 산화아연 나노

결정들의 덩어리 모양을 갖는다. 덩어리 형태를 이루는

산화아연 나노분말은 불균일한 크기를 갖고 침상 모양

으로 형성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3.2 람부탄 껍질을 이용하여 합성한 산화아연 나노

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질산아연과 람부탄 껍질 추출물과

의 반응에 의한 중간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질산아연과

추출물을 1, 4, 7일간 반응시킨 후 반응물을 건조시켜

SEM과 TEM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반응 시에 incu-

bation시간이 중간과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해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지 않은(응집되지 않은) 반응물

을 관찰하였다. Fig. 5는 합성한 반응생성물의 크기, 모

양, 형태를 나타내는 TEM 이미지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합성된 산화아연은 50-100 nm 크기의 구형과 육

각형태를 나타내며 일부는 덩어리 형태를 보인다. 반응

시간이 증가할수록 크기는 증가하며, 구형이나 육각형태

이외의 다른 형태들도 관찰된다. 4일 반응 후부터 구형

의 나노분말들이 서로 뒤엉킨 상태의 다양한 사슬주조를

나타낸다. Fig. 5(e-h)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람부탄 과일

껍질 추출물은 반응된 산화아연 나노분말의 표면에 부

착되며, 이는 산화아연 나노분말 합성에서도 관찰된다.34)

이는 표면에너지가 낮은 과일추출물이 분말을 감싸는 경

Fig. 3. (a-b) SEM images of ZnO nanocrystals at 10 µm and 4 µm (c)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ZnO nanocrystals (X10 = 401, X50 = 447,

X90 = 482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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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체적인 시스템의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5(a, c, e)는 배양된 산화아연 나노분말의

FESEM 이미지를 나타내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형 또는 육각형태로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합성된 산화

아연 나노분말이 다양한 크기를 갖고 불균일한 분포를

갖는다. 육각형태의 나노결정 형성은 hexagonal 구조를

갖는 Wurtzite ZnO 형성과 연관이 있으며, XRD분석 결

과와 일치한다. Wurtzite 구조는 상온에서 안정하므로 가

장 흔히 발견되는 산화아연의 구조이다.

Fig. 6의 SEM 이미지에서 반응 ZnO입자가 Fig. 3에

서보다 작은 이유는 반응생성물을 신속하게 추출하기 위

한 원심분리공정을 거치지 않아 응집되지 않은 반응입

자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Fig. 7의 결과를 보여

주는 공정은 incubation시간에 따른 입자의 크기를 보여

주지만, ZnO입자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으

로는 적합하지 않다. Fig. 6에서 incubation시간이 증가

할수록 입자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6(b, d, f)

에서 보여주는 EDX 결과는 합성된 산화아연의 화학성

분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하게 나타

나는 피크는 아연과 산소피크이며, 또 다른 피크가 low

angle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탄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

며 이러한 결과는 Jayaseelan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34) 이 탄소 피크는 ZnO의 표면에 부착된 람부탄 추

출물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 4. AFM images of ZnO nanocrystals (a) 2D image and its line profile (b) 3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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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탄소피크는 ZnO 나노분말 표면에 부착된 엘라그산

과 연관된 부산물로 판단되며, 이전 연구에서도 엘라그

산과 연관된 부산물의 존재가 확인되었다.35) 다양한 크

기와 형태를 갖는 ZnO 나노분말과 폴리페놀계를 함유

하는 람부탄 추출물과 상호작용은 생물의학에서 매우 유

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화학합성 ZnO의 대

체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람부탄 추출물로 부터의

부산물은 아연이온과 결합될 뿐만 아니라 ZnO 나노분

말의 표면에 부착되기 때문에 생물의학에 적용 가능성

이 높다. 친환경방법으로 제조된 ZnO는 다른 유해화합

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적고, 반응조절에 의하여 유익한

물질의 잔류를 유도할 수 있어 폐농산물 활용에 의한 경

제성 향상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합물 잔류반응 등으로

바이오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람부탄 껍질을 이용하여 합성한 산화아연 나노

분말 합성기구

람부탄 껍질을 이용하여 합성한 산화아연 나노분말 형

성 기구를 폐과일껍질 구성성분과 질산아연과의 반응을

Fig. 2의 구조해석 결과와 연계하여 Fig. 7에 나타내었

다. 벤젠 수산기(dihydroxy benzene), 하이드로실기(hydroxyl

group), 폴리페놀 혼합물처럼 엘라그산, 갈릭산, 타닉산,

폴리페놀, 페놀 추출물들은 구리, 아연 등과 같은 금속

이온들과 결합하여 안정한 합성물을 형성시키는데 활용

되어진다.36-39) 람부탄 천연 과일 껍질로부터 얻어진 람

부탄 추출물에는 폴리페놀, 알카로이드, 플라보노이드, 비

타민 등의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폴리페놀과 아

연이온이 결합하여 Zn-ellagate complex가 얻어진다. 람

부탄 추출물부터 얻어진 Zn-ellagate complex와 질산아

연을 혼합하면 혼합물에서 수산기가 Zn-ellagate complex

의 아연과 반응하여 폴리페놀의 페놀수산기와 산소 에

스테르가 p-track 결합을 한다. 이 결합을 통하여 수산

기가 결합된 수산화 아연 복합체가 형성된다. 수산화 아

연 복합체를 450 oC에서 하소하여 집합체를 분리하여 산

화아연 나노결정을 얻는다. 

람부탄 껍질에는 금속염이 가수분해하는데 필수적인 요

소인 폴리페놀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산화아연 나노분말

을 질산아연으로 환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천연 환원제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또한 방향족 수산기는 pH 5-7에서

Zn-ellagate complex와 아연 이온이 결합하며 pH 값은

Fig. 5. TEM image: (a-c) 1, (d-f) 4, (g-i) 7 days of reaction product from the mixture of 0.1 M Zn(NO3)2·6H2O and 10 m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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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온과 물분자가 결합된 aqua ion값에 연관되어 변

화한다.40) 수산기와 결합한 Zn-ellagate complex 는 450
oC에서 가수분해하여 산화아연 나노결정을 얻는다. 이러

한 과정은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처음에 Zn(NO3)26H2O와

rambutan 껍질 추출액의 ellagate와 반응하여 Zn-ellagate

complex가 형성되고 Zn-ellegate complex의 하소공정으

로 NO2등은 분해되고 ZnO 나노입자가 형성된다. 이러

한 과정에서 ellagate가 Zn과 반응하여 ZnO 나노입자 형

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람부탄 과일 껍질에는 폴리페놀, 알카로이드, 플라보노

이드, 비타민 등의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유효성

분들은 항산화, 항바이러스 등의 효과에 탁월하다.41) 람

부탄 과일 껍질내에 존재하는 엘라그산, 코릴라진 등의

성분은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 돌연변이, 항암 기능을 가

지고 있으며, 유방 및 식도, 피부, 결장, 전립선, 췌장암

에서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1) 람

부탄 과일 껍질 추출물로부터 제조되는 산화아연 나노분

말에도 부산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C. Jayaseelan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34) 이러한 친환경적 부산물의 특

성 및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Rambutan 폐과일껍질 추출물을 이용하여 산화아연 나

노분말을 최초로 합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폐과일껍질을 질산아연(Zn(No3)2 6H20)과의 반응시

켜 친환경적인 나노아연분말 제조방법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2)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생체적합성이 좋은 나노 분말

을 제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경 친화적인 합성방법으

로 람부탄 과일 껍질 추출물을 사용하여 산화아연 나노

입자를 합성하였다.

3) 합성한 산화아연 나노분말 집합체는 작은 산화아연

나노결정들이 덩어리 모양을 갖고 불균일하며 침상 모

양으로 형성된다.

4) 폐과일껍질인 람부탄껍질 추출물과 질산아연을 혼

합하면 혼합물에서 수산기가 Zn-ellagate complex의 아

Fig. 6. SEM-EDX pattern: (a and b) 1, (c and d) 4, (e and f) 7 days of reaction product from the mixture of 0.1 M Zn(NO3)26H2O and

10 m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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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반응하여 폴리페놀의 페놀수산기와 산소 에스테르

와 p-track 결합을 하며, 이 결합을 통하여 수산기가 결

합된 수산화 아연 복합체가 형성된다. 수산화 아연 복

합체를 450 oC에서 하소한 후 분쇄하여 산화아연 나노

결정을 얻는다.

4) 합성된 나노분말집합체를 이루는 나노산화아연결정

은 50-100 nm 크기의 구형과 육각형태를 나타내며 일부

는 덩어리 형태를 보인다. 또한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구형의 나노분말들이 서로 뒤엉킨 상태의 다양한 체인

구조를 나타내어 거시적으로는 침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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