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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의 공기 분위기에서 열증발법에 의해
성장한 육각형 디스크 형상의 ZnO 나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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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in Air at Atmospheric Pressure

Geun-Hyoung Lee*

Divisio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Republic of Korea

Abstract: Hexagonal-shaped ZnO nanodisks were synthesized at temperatures above 1000oC via thermal

evaporation of a mixture of ZnO, SnO, and graphite powders as the source materials. Notably, the ZnO

nanodisks were easily formed in ambient air at atmospheric pressure. The ZnO nanodisks could not be

obtained without SnO in the source material, which indicated that the SnO powder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growth of the hexagonal disk shaped ZnO nanocrystals. The ZnO powder in the source material was

reduced to Zn vapor due to the graphite and SnO powders. In particular, the SnO is considered to play a role

in promoting the reduction of ZnO. As a result, the concentration of Zn vapor increased quickly, leading to

the fast nucleation of Zn crystals with a hexagonal close packed crystal structure. In the growth habit of the

Zn crystal, the growth rate of <101
_

0> is much faster than that of [0001] because (0001) has the lowest surface

energy, resulting in the hexagonal disk shape. Then the hexagonal-shaped ZnO nanodisks were obtained by

oxidation of the Zn nanodisks under air atmosphere. The XRD and EDS results showed that the ZnO

nanodisks had a hexagonal wurtzite crystal structure and high purity. The ZnO nanodisks formed at 1000oC

exhibited a strong ultraviolet emission centered at 380 nm, which was indicative of high crystallin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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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37 eV의 넓은 에너지 밴드갭과 60 meV의 큰 여기자

결합에너지를 가진 ZnO는 전자소자, 광소자, 센서, 전계

방출 디스플레이, 트랜지스터, 표면 탄성파 소자, 압전소자,

자외선 레이저 소자, 자외 발광 다이오드, 태양전지, 광촉

매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기대되어 큰 주목

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물성과 기능으로 인해

ZnO 나노결정도 다양한 특성의 나노소자를 실현할 수 있

는 중요한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노선, 나노로

드, 나노튜브, 나노벨트, 나노테트라포드 등을 포함하는 여

러 가지 형상의 ZnO 나노결정들이 합성되고 있지만[1,2],

특히 판상이나 디스크 형상과 같은 2차원 형상의 나노결

정은 높은 비표면적 때문에 광촉매, 센서를 비롯하여 정보

저장소자, 발광소자, 변환소자 등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더

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또한, (0001)

면이 넓은 ZnO 나노결정은 뛰어난 압전특성 때문에 전자

소자 및 부품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4,5]. 

육방정 wurtzite 결정구조를 가진 ZnO는 [0001] 방향으

로의 우선 성장 방위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1차원 구

조를 가진 나노결정들의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 [6-10]. 따

라서, 2차원 ZnO 나노결정은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합성

에 성공한 연구결과도 많지 않다. 지금까지 보고된 2차원

ZnO 나노결정도 복잡한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액상법을 사

용하여 주로 합성되었다 [11-15]. 액상법에서는 유기 첨가

물을 ZnO의 (0001) 면에 흡착시켜 [0001] 방향으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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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억제함으로써 2차원 판상 형상의 나노결정을 합성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기상합성법인 열증발법을 이용하

여 공기 중 대기압 분위기의 단순한 합성 조건에서 디스크

형상의 2차원 ZnO 나노결정을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 2차원 나노결정의 발광 특성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육각형 디스크 형상의 ZnO 나노결정은 열증발법을 이용

하여 합성하였다. ZnO, SnO, 흑연 분말을 2:1:2의 질량비

로 섞어 볼밀 장치에 넣고 10시간 동안 균일하게 혼합하

여 원료로 사용하였다. 원료 분말의 ZnO와 SnO 혼합비가

2:1로 하였을 경우에 디스크 형상의 ZnO 나노결정이 성장

하였고 SnO의 혼합 비율이 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SnO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원료 분말은 알루미나 도가니에

장입되어 박스형의 머플 전기로(working zone: 200W×

300D×200H mm)의 중앙에 놓였다. 전기로는 분당 5oC의

속도로 공정 온도까지 온도를 올려 대기압의 공기 분위기

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하였고 1시간의 열처리 공정이 끝난

후에 전원을 끄고 실온까지 냉각하였다. 나노결정의 형상

과 발광 특성에 미치는 공정 온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온도를 850oC, 1000oC, 1150oC로 변화시켜 실험을 수

행하였다. 또한 SnO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nO 분말을

혼합하지 않고 ZnO와 흑연 분말만을 1:1의 질량비로 혼합

한 원료 분말을 사용하여 1000oC에서 1시간 열처리한 시

료도 준비하였다. 

알루미나 도가니 내에서 생성된 생성물은 다양한 분석기

기를 사용하여 분석을 행하였다. 생성물의 형상은 융합부

품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 장비인 주사전자현미경(SEM,

JEOL, JSM-IT800)으로 관찰하였고, 생성물의 구성 성분은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분석기(EDS, Oxford, Ultim Max

100)로 분석하였다. 생성물의 결정상은 X-선 회절분석기

(XRD, PANalytical, X'pert PRO MPD, Cu Kα radia-

tion, λ = 1.5406Å)로 분석하였고, 생성물의 실온 발광 특성

은 음극선 발광 분광 분석기(CL, Gatan, MonoCL4)를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ZnO, SnO, 흑연 분말을 2:1:2의 혼합비로 혼합한 원료

분말을 850oC, 1000oC, 1150oC의 대기압 공기 분위기에서

각각 1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료의 XRD 패턴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료에 대해 ZnO와 SnO2의 회절 피크

들이 관찰되었으며 Zn, Sn, SnO 또는 다른 불순물과 관

련된 회절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ZnO의 회절 피크들은

육방정 wurtzite 결정구조를 가진 ZnO 결정의 회절 피크

와 잘 일치하였고, SnO2의 회절 피크는 rutile 결정구조를

가진 SnO2 결정의 회절 피크와 잘 일치하였다. 31.8o,

34.4o, 36.2o, 47.5o, 56.6o에서 나타난 회절 피크는 wurtz-

ite 결정구조를 가진 ZnO 결정의 (100), (002), (101),

(102), (110) 결정면에 해당하며, 26.6o, 33.9o, 37.9o,

51.8o, 54.8o에서 나타난 피크들은 rutile 결정구조를 가진

SnO2 결정의 (110), (011), (020), (121), (220) 결정면으

로부터 회절된 것이다. 

생성물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SEM을 이용하였다.

그림 2는 SnO 분말을 혼합한 원료 분말을 850oC,

1000oC, 1150oC에서 각각 1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료에서

Fig. 1. XRD patterns of the products prepared using the mixture of ZnO, SnO and graphite powders with a mass ratio of 2:1:2 at (a) 850oC,
(b) 1000oC and (c) 1150oC in atmospheric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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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결정들의 SEM 이미지를 보여준다. 850oC에서 열

처리한 시료에서는 구형의 입자들이 관찰되고 있으나 전체

적으로는 불규칙한 형상의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입자들의

직경은 100 nm부터 500 nm까지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1000oC에서 열처리한 시료에서 관찰된 결정들은 육각형의

디스크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육각형의 형상으로부터

wurtzite 결정구조를 가진 ZnO 결정이며 넓은 결정면은

(0001) 면으로 판단된다. 2차원 디스크 형상으로부터 ZnO

결정은 우선 성장 방향인 [0001] 방향으로의 성장 속도보

다 <101
_

0> 방향으로의 성장 속도가 빨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디스크 형상 결정의 직경은 0.4~4.0 μm, 두께는

0.2~0.9 μm 범위를 가지고 있다. 디스크 형상의 결정에서

는 어떠한 촉매 방울도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기상-액상-

고상 (VLS) 방식에 따라 성장한 것이 아니라 기상-고상

(VS) 방식에 따라 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1150oC에서 열처리한 시료에서 관찰된 ZnO 결정에서는

(0001) 면의 육각형 형상이 관찰되지 않고 원형 형상으로

변형되었다. 또한 1000oC에서 성장한 ZnO 결정보다 두께

도 증가하였다. 결정의 직경은 0.4~3.6 μm, 두께는 0.6~

2.8 μm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림 3은 SnO 분말을 혼합한 원료 분말을 850oC,

1000oC, 1150oC에서 각각 1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료에서

관찰된 결정들의 EDS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850oC 조건

에서 성장한 결정에서는 Zn과 O 이외에 Sn 성분도 관찰

되었다. 1000oC, 1150oC에서 성장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Zn과 O 성분만 관찰되었다. XRD와 EDS 결과로부터

1000oC, 1150oC에서 성장한 디스크 형상의 결정들은 순도

가 높은 ZnO로 판단된다. 

ZnO 결정의 성장에서 [0001] 방향으로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ZnO 나노결정은 [0001] 방향인 c-축

방향으로 우선 성장이 일어나서 1차원 나노선 형상이 얻

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6-10]. 그러나 본 실험의

1000oC, 1150oC 조건에서 성장한 ZnO 결정들은 2차원

디스크 형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ZnO 결정의 일반적인

결정학적 성장 거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기상합성법

을 이용하여 2차원 판상 형상의 ZnO 결정을 합성한 적은

수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ZnO 결정의 (0001) 면에

도핑 이온이 축적되어 [0001] 방향의 성장이 방해받아 2차

원 형상으로 성장하였거나[16], 기상 이송법을 이용한 합

성에서는 Zn의 기화 온도보다 낮은 온도 구역에 놓여 있

Fig. 2. SEM images of the products prepared using the mixture of ZnO, SnO and graphite powders with a mass ratio of 2:1:2 at (a) 850oC,
(b) 1000oC and (c) 1150oC in atmospheric air. 

Fig. 3. EDS spectra of the products prepared using the mixture of ZnO, SnO and graphite powders with a mass ratio of 2:1:2 at (a) 850oC,
(b) 1000oC and (c) 1150oC in atmospheric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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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판까지 이송된 Zn 증기가 ZnO 결정의 (0001) 면에

서 액체 상태가 되어 [0001] 방향의 성장을 방해함으로써

2차원 형상의 결정으로 성장하였다 [17]. 본 실험에서 합성

된 2차원 디스크 형상의 ZnO 결정에 대한 EDS 분석 결

과를 보면 도핑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합성 온도도 Zn

의 기화 온도(907oC)보다 높았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연

구결과에서 설명한 2차원 ZnO 결정의 성장 거동으로도 본

실험에서 성장한 2차원 ZnO 결정의 성장 거동을 이해하

기가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성장 거동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본 실험에 사용한 원료 분말에는 ZnO 분말 이외

에 SnO와 흑연 분말이 혼합되어 있다. Sn과 흑연 성분으

로 인해 ZnO 분말은 1000oC, 1150oC 조건에서 Zn으로

쉽게 환원되고 기화 온도가 907oC인 Zn은 1000oC,

1150oC에서 기화되어 Zn 증기를 형성한다. 우선, Zn 증기

가 핵생성에 필요한 과포화도에 도달하면 환원성 분위기로

인해 Zn 핵이 형성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면에너지를 고

려하면, 육방조밀충진 결정구조인 Zn 결정에서 가장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진 결정면은 (0002)이기 때문에 [0002] 방

향의 성장 속도보다 <101
_

0> 방향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 결과, (0002) 면이 결정의 위와 아랫면을 구성하며

{101
_

0} 면이 결정의 옆면인 각통면을 구성하는 육각형 디

스크 형상의 Zn 결정이 우선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육방조밀충진 결정구조를 가진 Zn의 경우, 표면에너지의

이방성을 고려한 Zn 결정의 Wulff shape도 가장 낮은 표

면에너지를 가진 (0002) 면이 결정의 위와 아랫면을, {10

1
_

0} 면이 결정의 옆면인 각통면을 구성하며 표면에너지가

낮은 (0002) 면을 가능한 한 많이 노출한 2차원 판상 형

상의 육각기둥이다 [18].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Zn 증기

의 높은 농도 조건에서 2차원 육각형 디스크 형상의 Zn

결정핵이 우선 형성되고 2차원 디스크 형상의 나노결정으

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다음에 공기 중의 산소

와 반응하여 Zn 나노디스크 결정이 ZnO로 산화되어 ZnO

나노디스크 결정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림 4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비교를 위하여 ZnO와 흑연의 질량

비를 1:1로 하여 혼합한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대기압

공기 분위기의 1000oC에서 1시간 열처리한 시료에서는 2

차원 디스크 형상의 ZnO 결정은 관찰되지 않고 1차원

ZnO 나노선이 관찰되었다. ZnO와 흑연 분말에 SnO 분말

을 혼합한 원료 분말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2차원 디스

크 형상의 ZnO 나노결정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2차원 디

스크 형상의 ZnO 나노결정의 성장에 SnO 분말이 큰 영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Sn의 이온화 에너지(7.34eV)가

Zn의 이온화 에너지(9.39eV)보다 작기 때문에 SnO 분말이

ZnO를 Zn으로 환원시키는 반응을 촉진해 Zn 증기의 농도

를 빠르게 증가시켰으며 Zn 핵의 발생과 2차원 결정 성장

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적으로 ZnO의 환원

제로 Sn 분말을 사용한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19]. 상기

의 설명을 바탕으로 육각형 디스크 형상의 ZnO 나노결정이

성장하는 성장메커니즘을 그림 5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6은 850oC, 1000oC, 1150oC에서 각각 1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료에서 관찰된 ZnO 결정들의 CL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두 종류의 발광 피크가 관찰되었다. 380 nm의

중심 파장을 가지는 자외 발광 피크와 520 nm 부근에서

중심 파장을 가진 가시광 영역의 발광 피크가 관찰되었다.

중심 파장이 380 nm인 자외 발광은 여기자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ZnO의 결정성이 우수할 때 나

타난다 [20,21]. 반면에 520 nm 부근의 녹색 발광은 결정

내의 산소 공공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산소 공공의

농도가 높으면 녹색 발광의 강도도 증가하게 된다 [22-24].

그래서 녹색 발광의 강도에 비해 자외 발광의 강도가 높을

수록 ZnO의 결정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

에서 1000oC에서 성장한 육각형 디스크 형상의 ZnO 결정

에서 높은 강도의 자외 발광과 약한 강도의 녹색 발광이

관찰되었다. 녹색 발광의 강도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기 때

Fig. 4. SEM image and XRD pattern of the product prepared using
the mixture of ZnO and graphite powders with a mass ratio of 1:1 at
1000oC in atmospheric air. 

Fig. 5. Schematic of the growth mechanism of hexagonal-shaped
ZnO nanodisks synthesized through thermal evaporation of the
mixture of ZnO, SnO and graphite powders with a mass ratio of
2:1:2 in atmospheric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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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완벽한 육각형 형상의 ZnO 나노디스크 결정은 내부

결함이 거의 없는 우수한 결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대기압의 공기 분위기에서 ZnO와 SnO, 흑연을 혼합한

분말을 열증발시켜 육각형 형상을 한 2차원 ZnO 나노디

스크 결정을 합성하였다. ZnO와 흑연을 혼합한 분말을 사

용했을 경우에는 ZnO 나노디스크 결정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료 분말에 혼합된 SnO가 ZnO 나노디스크 결정

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흑

연과 SnO 분말이 ZnO 분말을 Zn 증기로 환원시켰고

SnO가 이 환원 반응을 촉진해 Zn 증기압이 빠르게 증가

하게 되어 육방조밀충진 결정구조를 가진 Zn의 핵생성과

성장이 촉진되었을 것이다. Zn 결정에서는 (0002) 면이 가

장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101
_

0> 방향으로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어 2차원 디스크 형상으로 성장한 후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ZnO 나노디스크 결정이 되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1000oC에서 성장한 ZnO 나노디스크 결정에서 여기자 결

합에 의해 발생하는 자외 발광이 매우 강한 강도로 관찰되

었고 격자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가시광 영역의 발광이 거

의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노디스크의 결정성도 우수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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