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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과 SnO2 혼합 분말을 사용한 일차원 Al과 Al2O3 
나노/마이크로구조의 저온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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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Temperature Growth of One-Dimensional Al and Al2O3 
Nano/Micro-Structures Using Al and SnO2 Powder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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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dimensional Al and Al2O3 nano/microstructures were fabricated via thermal oxidation of Al

and SnO2 powder mixtures at temperatures below the melting point of Al (660 oC). Furthermore, the synthesis

process was carried out in air at atmospheric pressure, which made the process very simple and easy. Sn metal

particles with spherical shape were observed on the tips of the Al and Al2O3 nano/microstructures, suggesting

that the nano/microstructures were grown via a catalyst-assisted growth mechanism. The Sn acted as a

catalyst for growing the Al and Al2O3 nano/microstructures. The Sn with low melting point (232 oC) was

produced via the reduction of SnO2 by Al, and formed catalyst droplets at the growth temperatures. Al atoms

diffused and dissolved into the Sn liquid droplets, leading to the nucleation and then the growth of the Al

and Al2O3 nano/microstructures. At 400 oC, the diffusion of Al atoms into the Sn liquid droplets was associated

with high stress generated at the Al2O3/Al interface. At 600 oC close to the melting point of Al, Al atoms were

diffused from the thin Al liquid layer, which was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Al powder, to the Sn liquid

droplets. Simultaneously, the Al atoms reacted with oxygen in air and formed solid Al2O3 nuclei. A relatively

strong ultraviolet emission band centered at 330 nm was observed in the sample prepared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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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산화물은 초전도체, 반도체, 도체에서 절연체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전기적 물성을 나타낸다. 다양한 물성 때문

에 촉매, 연료전지, 가스센서, 태양전지, 전계효과트랜지스

터, 자기기록소자, 자외발광소자, 투명전자소자, 압전소자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차원 금속

산화물 나노/마이크로구조가 벌크 재료에서는 존재하지 않

는 독특한 전기적·광학적 물성을 나타내고, 이러한 독특한

물성을 이용한 신기능 소자의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금속산화물의 일차원 나노/마이크로구조를 합성하

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3]. 금속산화물

중에서도 Al2O3는 발광다이오드, 리튬이온전지, 태양전지,

고온용 전기절연체, 반도체 분야에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

기 때문에 일차원 Al2O3 나노/마이크로구조도 다기능 전자

소자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9].

또한, Al2O3의 우수한 기계적 성질과 열적 안정성으로 인

해 일차원 Al2O3 나노/마이크로구조는 고온과 같은 극한 환

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나노소자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일차원 금속산화물 나노/마이크로구조를 제조하는 데는

열증발법, 스퍼터링법, 분자선에피택시법, 화학기상증착법,

레이저증착법 등의 기상합성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

상합성법 중에서 일차원 나노/마이크로구조를 제조할 수 있

는 확실한 방법이 기상-액상-고상(VLS) 성장 기구를 이용

하는 방법이다 [10,11]. VLS 성장 기구는 나노/마이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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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성장 온도에서 액상 방울을 형성할 수 있는 촉매를

필요로 한다. 일차원 Al2O3 나노/마이크로구조도 Fe [12],

Ge [13], Al [14], Co [15], SiO2 [16], TiO2 [17] 등의

촉매를 사용하는 VLS 성장 기구를 이용하여 제조되고 있

다. VLS에 의한 성장을 위해서는 Al의 기체상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1000 oC 이상의 고온에서 제조 공정이 수행

되고 있으나 고온에서의 공정은 복잡하고 상당히 긴 시간

이 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Al의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Al2O3의 일차원 나노/마이크로

구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융점이 Al보다 낮은 Sn을 촉매로

이용하여 Al의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Al2O3의 일차원

나노/마이크로구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자 한다.

2. 실험 방법

0.5 g의 Al 분말과 0.5 g의 SnO2 분말을 혼합하여 원료

로 사용하였다. 분말들을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해 볼밀 장

치를 사용하여 10시간 동안 혼합하였고 혼합한 원료 분말

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장입하여 머플 전기로를 사용하여

열처리하였다. 분당 5 oC의 상승 속도로 공정 온도까지 온

도를 올린 다음, 원료가 들어 있는 알루미나 도가니를 전

기로의 중앙에 놓고 공정 온도에서 1시간 유지하였다. 열

처리 공정은 대기압의 공기 분위기에서 수행되었으며 열처

리 공정이 끝난 후, 전기로의 전원을 끄고 실온까지 냉각

하였다. 공정온도가 나노/마이크로구조의 성장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400 oC, 600 oC, 800 oC의 온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생성물을 분석하였다. 주사

전자현미경(SEM)으로 생성물의 형상을 관찰하였고, 에너

지 분산형 X선 분광분석기(EDS)로 생성물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였다. X-선 회절분석기(XRD)는 생성물의 결정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음극선 분광 분석기(CL)를 이

용하여 생성물의 실온 발광 특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400 oC, 600 oC, 800 oC의 대기압 공기 분위

기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료의 XRD 패턴을 나타낸

다. SnO2와 Al의 회절 피크 이외에 Sn과 Al2O3의 회절

피크가 관찰되었다. XRD 패턴을 분석하여 Al2O3는 육방

정계 결정구조를 가진 α상 임을 알 수 있었다. 400 oC 온

도에서 열처리한 시료에서도 높은 강도를 가진 Sn 회절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400 oC에서도 Al

분말이 SnO2를 Sn으로 환원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00 oC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시료에서는 Al2O3의 회절

피크가 더욱 많이 관찰되었고 피크의 강도도 증가하였기 때

문에 많은 양의 Al2O3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는 400 oC, 600 oC, 800 oC의 대기압 공기 분위기

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료의 SEM 사진이다. 400 oC

에서 열처리한 시료에서는 길이는 7.4 μm이며 폭은

2.5 μm인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막대 형상의 결정이 관찰되

었다. 막대 형상 결정의 끝부분에는 직경이 10 μm인 구형

의 입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막대 형상의 결정은 매

우 드물게 관찰되었다. 열처리 온도를 600 oC로 증가했을

때, 길이는 1.5~3.0 μm이며 폭은 0.2~0.8 μm인 막대 형상

의 결정들이 관찰되었다. 600 oC에서 성장한 막대 형상 결

정의 끝부분에도 구형의 입자들이 관찰되었으며 직경은

0.6~2.2 μm 범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800 oC의 열처

리 조건에서는 막대 형상의 결정이 관찰되지 않았고 구형

입자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은 600 oC에서 열처리한

Fig. 1. XRD patterns of the products prepared using Al and SnO2 powder mixtures with a mass ratio of 1:1 at (a) 400 oC, (b) 600 oC and (c)
800 oC in atmospheric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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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저배율 SEM 사진으로 끝부분에 구형 입자를 가진

막대 형상의 결정이 상당히 많이 생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3에 600 oC에서 성장한 막대 형상을 가진 결정

의 크기 분포를 나타내었다. 100 nm~1.0 μm의 직경 분포

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직경은 200~300 nm였다.

400 oC와 600 oC의 조건에서 성장한 막대 형상을 가진

결정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였다. 그림 4는 400 oC의 조건

에서 성장한 막대 형상의 결정을 길이 방향 (화살표 방향)

에 따라 구성 성분을 분석한 EDS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막대 형상의 끝부분에 존재하는 구형 입자에는 Sn 성분만

관찰되었고 막대 형상의 결정 부분에는 Al 성분만 관찰되

었다. 산소는 구형 입자 부분에도 막대 결정 부분에도 관

찰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로부터 구형 입자의 성분은 Sn이

고 막대 결정은 Al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는 600 oC의 조건에서 성장한 막대 형상의 결정을

길이 방향 (화살표 방향)에 따라 구성 성분을 분석한 EDS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막대 형상 결정의 끝부분에서 형성

된 구형 입자는 Sn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막대 결정 부

분은 Al과 O로 구성되어 있었다. 분석 결과로부터 막대

형상의 결정은 Al2O3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00 oC의

조건에서는 Al의 막대 결정이 산화되지 못하였으나 600 oC

의 조건에서는 Al의 막대 결정이 산화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400 oC와 600 oC에서 Al 막대 결정과 Al2O3

막대 결정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Sn의 구형 입자가 큰 역

Fig. 2. SEM images of the products prepared using Al and SnO2 powder mixtures with a mass ratio of 1:1 at (a) 400 oC, (b) 600 oC and (c)
800 oC in atmospheric air. 

Fig. 3. Low-magnification SEM image, EDS spectrum and size distribution of the product prepared using Al and SnO2 powder mixture
with a mass ratio of 1:1 at 600 oC in atmospheric air. 

Fig. 4. EDS line-scan profile of an one-dimensional microstructure
grown using AI and SnO2 powder mixture with a mass ratio of 1:1
at 400 oC in atmospheric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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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차원 나노/마이크로구

조의 성장 기구 중의 하나인 VLS 성장 기구와 유사하게

Sn이 Al과 Al2O3 나노/마이크로구조의 성장에 필요한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Al의 융점(660.3 oC)보

다 낮은 400 oC와 600 oC에서 일차원 막대 형상의 Al과

Al2O3 결정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VLS 성장 기

구와는 다른 성장 기구에 의해 막대 형상의 결정이 성장하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VLS 성장 기구에서는 성장 물질의

기체상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원료 물질의 용융점보다 높은

공정 온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Yuan의 보고에 의하면 Zn

의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Zn 기판에서 ZnO 나노선

의 성장이 관찰되었다. Zn 기판의 표면에서 ZnO층이 생성

되고, ZnO층과 Zn 기판의 계면에서는 ZnO와 Zn의 부피

차에 의해 높은 응력이 발생한다. ZnO/Zn 계면에서 발생

한 높은 응력 때문에 Zn 이온들이 응력이 낮은 최외각 표

면층으로 확산하여 ZnO 나노선이 성장한다는 응력 유기

성장 기구로 나노선 성장을 설명하였다 [18]. 본 연구에서

도 Al의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Al 분말 입자의 표면

에 Al2O3층이 생성되어 Al2O3/Al의 계면에서 발생한 높은

압축응력 영역으로부터 응력이 거의 없는 Al2O3층 최표면

으로 Al 이온들이 확산하였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Al에

의해 SnO2가 환원되어 생성된 Sn은 용융점(231.9 oC)이

낮아 400 oC와 600 oC에서 액체상이 되어 구형의 액상 방

울을 형성한다. Al2O3/Al의 계면에서 발생한 압축응력으로

인해 표면으로 이동한 Al 이온들은 우선적으로 Sn 액상

방울 내로 확산하여 액상 방울 내에서 과포화 상태를 형성

하게 되면 Al의 핵이 생성되고 성장하면서 막대 형상의

결정이 되었다고 추론된다. 400 oC에서는 Al 분말 입자의

표면이 우선 산화하여 Al2O3층이 생성된 후에 막대 형상

의 Al 결정이 성장하기 때문에 Al 결정의 성장이 시작되

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낮은 온도로 인한 느린

산화 속도 때문에 막대 형상의 Al 결정이 Al2O3로 충분히

산화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600 oC의 조건은 Al의

용융점에 가까워 Al 분말 입자의 표면에도 얇은 Al 액상

층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l 액상층에서 Sn 액상

방울 내로 Al 원자들이 쉽게 확산하며, 또한 공기 중의

산소와도 쉽게 반응하여 Al2O3 핵을 생성하고 성장하여 막

대 형상의 Al2O3 결정이 성장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림 6에

400 oC와 600 oC에서 막대 형상의 Al 결정과 Al2O3 결정

이 성장하는 성장 기구를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800 oC

에서는 촉매 역할을 하는 Sn 구형 입자가 관찰되지 않았

다. 따라서 막대 형상의 Al2O3 결정이 성장하지 못하였다

고 판단된다. Sn의 용융점보다 상당히 높은 온도인 800 oC

에서는 많은 양의 Sn이 증발하여 액상 방울을 거의 형성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7은 600 oC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CL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600 oC에서 열처리한 시료는 많은 Al2O3의 일차

Fig. 5. EDS line-scan profile of an one-dimensional microstructure
grown using Al and SnO2 powder mixture with a mass ratio of 1:1
at 600 oC in atmospheric air. 

Fig. 6. Schematic of the growth mechanisms for one-dimensional
Al and Al2O3 rods grown using Al and SnO2 powder mixture with a
mass ratio of 1:1 at (a) 400 oC and (b) 600 oC in atmospheric air. 

Fig. 7. Room temperature CL spectrum of the product prepared
using Al and SnO2 powder mixture with a mass ratio of 1:1 at
600 oC in atmospheric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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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나노/마이크로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330 nm에서 중

심 파장을 가진 강한 강도의 발광 피크와 415 nm가 중심

파장인 약한 강도의 발광 피크가 관찰되었다. 일차원

Al2O3 나노/마이크로구조에서도 실온에서 330 nm의 자외선

발광이 강한 강도를 가지고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330 nm 파장의 발광과 415 nm 파장의 발광은 각각

산소 공공과 연관이 있는 F+ center와 F center에 기인한

다고 알려져 있다 [19,20]. 

4. 결 론

Al과 SnO2를 혼합한 분말을 대기압의 공기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Al의 용융점보다 낮은 600 oC 이하의 온도에서

도 육방정계 결정 구조를 가진 Al2O3의 일차원 나노/마이

크로구조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일차원 막대 형상 Al2O3

결정의 끝부분에 Sn의 구형 입자가 관찰되었고, Sn 입자

가 Al2O3의 일차원 나노/마이크로구조의 성장에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 온도에서 Al이 SnO2를 환

원시켜 생성된 Sn이 액상 방울을 형성하고 Sn 액상 방울

속으로 Al이 확산하면서 과포화 상태를 형성한다. 과포화

상태가 되면 핵이 생성되고 액상 방울이 존재하는 방향으

로만 일방향 성장을 하게 되어 일차원 막대 형상이 된다.

Al의 용융점보다 낮은 400 oC에서는 산화에 의해 Al 분말

의 표면에 생성된 Al2O3층과 Al의 계면층에서 발생한 압

축 응력에 의해 Al 이온이 Sn 액상 방울로 확산한다고 생

각되며, Al의 용융점과 가까운 온도인 600 oC에서는 Al 분

말의 표면에 액상층도 형성되어 Al 액상층으로부터 Sn 액

상 방울 속으로 Al 원자들이 확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600 oC에서는 Sn 액상 방울 속으로 확산한 Al과 공기 중

의 산소가 반응하여 Al2O3 핵이 생성되어 일차원 Al2O3 막

대 결정으로 성장하였다. 일차원 Al2O3 막대 결정으로 구

성된 600 oC의 시료에서는 330 nm의 중심 파장을 갖는 강

한 강도의 자외 발광 피크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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