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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암모니아수와 zinc acetate로부터 액상 수열합성법에 의한 ZnO의 제조에 있어 반응온도, 반응물의 농도와 혼합방법,

용액의 pH 등 반응조건에 따른 ZnO 입자의 형상과 입자분포 등 제조특성을 고찰하고, UV 조사하에 tartrazine의 광분

해를 측정하여 합성된 ZnO의 광촉매로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반응용액의 pH가 높을수록 ZnO 입자의 평균 크기는

증가하였고, zinc acetate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반응용액의

혼합시 암모니아수 주입 후에 zinc acetate를 첨가하였을 경우 더 작은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최소 크기의 ZnO 입자

의 생성을 위한 최적 조건은 용액의 pH 11.2, zinc acetate의 농도 0.6 M, 반응온도 90 oC였으며, 입자 평균크기는

3.133 µm이었다. 합성온도 80 oC, zinc acetate 농도 1.0 M 및 반응용액의 pH 11.2의 조건에서 합성된 ZnO에 의한

tartrazine의 광촉매 분해는 분해시간 60분에서 약 97%의 분해율을 보였다.

Abstract − The effects of reaction temperature, reactant concentration, pH of solution and mixing order of reactants on

the particle shape and size distribution of zinc oxide were investigated in the preparation of zinc oxide from ammonium

hydroxide and zinc acetate by the method of aqueous hydrothermal precipitation method, and the photocatalytic ability

of zinc oxide synthesized was measured from the degradation of tartrazine under UV irradiation. The average particle

size was increased with pH of solution but decreased with zinc acetate concentration and reaction temperature. The opti-

mum condition for the synthesis of minimum sized zinc oxide was pH 11.2, concentration of zinc acetate 0.6 M and

reaction temperature 90 oC, and its average particle size was 3.133 µm. 97% of tartrazine was degraded by zinc oxide in

sixty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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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화아연은 백색안료나 고무의 가황촉진 조제 등으로 사용되어오

고 있으며, 수렴, 방부, 항균작용이 있어 피부질환의 수렴·소염제나

창상보호제, 화장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산화아연은 천

연으로는 zincite로 산출되나 공업적으로는 아연의 가열기화와 기상

연소로부터 얻거나, 황산아연 또는 질산아연 등으로부터 얻는다[1].

최근 태양전지용 전극이나 투명전극 필름, UV 발광소자, 대기오염

물질 모니터링 센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나노전자 소재로서의 산화

아연의 중요성이 증대됨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나노구조체로

합성되고 있다[2-4].

산화아연과 같은 나노구조의 금속산화물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레이저 삭마법(laser ablation method), 기상증착법(gas-phase deposition),

수열합성법(hydrothermal method), 균일용액침전법(homogeneous

precipitation method)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1,5-10], 합성방법

과 조건에 따라 수 nm에서 수백 nm 크기의 구형입자나 침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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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형 그리고 꽃모양 등 다양한 형상으로 합성된다[11]. 

이들 방법 중 고온의 분위기가 요구되는 기상증착은 양질의 나노

구조를 얻을 수 있으나 에너지 소모가 크고 수율이 낮은 단점이 있

으며, 이에 비해 액상증착 공정으로서의 수열합성은 저온공정이 가

능하고 공정제어가 간단한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12]. 그러나 이들

방법은 주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기판 위에 나노구조의 금속 산화

물의 박막형성용으로 사용되며, 또한 입자형 금속 산화물의 합성에

는 액상에서 나노구조체 입자를 직접 합성하는 균일용액침전법이 많

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아연 용액에 알칼리를 첨가하여 일단 수산

화아연의 침전을 얻은 후, 이를 다시 가열하여 -OH기를 제거함으로

써 산화아연 입자를 얻는 방법이다[13].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중간

체 수산화아연의 생성과 가열의 공정이 필요하여 경제성이 작으며

전화율 또한 높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용액에서 아연용액을 반응시켜 직접 산화

아연을 생성침전시키는 액상 수열합성법으로 산화아연을 제조하였

다. Ammonia 수용액에 zinc acetate 수용액을 반응시켜 산화아연을

제조하고, 두 용액의 농도와 혼합방법, pH 및 온도 등의 제조조건 변

화에 따른 산화아연 입자의 크기와 형상 등을 관찰하고, 제조된 산

화아연을 사용하여 UV 조사하에 tartrazine의 분해에 대한 광촉매능

을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2-1. ZnO의 제조

ZnO 침전 분말은 Fig. 1과 같은 합성장치를 이용하여 알칼리용액

에 아연용액을 반응시켜 직접 산화아연을 얻는 액상 수열합성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1,000 mL 크기의 pyrex 재질로 된 분리형

4구 플라스크 반응기에 온도계, 교반기를 장착하고, 암모니아수의 기

화를 방지하기 위한 냉각기와 반응용액 주입용 테프론 개폐구를 장

착한 다음 1 kW 용량의 mantle heater에 장치하였다. 

먼저 pH가 조절된 암모니아수 300 mL를 용액 주입용 개폐구를

통해 반응기에 주입하여 교반하에 일정 온도로 가열하고, 일정 농도

의 zinc acetate 수용액 100 mL를 1회용 피펫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사하듯이 분무 주입하여 일정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합성된 침

전물은 진공펌프에 연결된 분리형 진공여과장치를 이용하여

0.45 µm 크기의 막여과지로 여과한 후 진공건조기로 80 oC에서 24

시간 건조하여 ZnO 침전물을 얻었다. 

Zinc acetate 농도가 1 M로 고정된 조건에서 암모니아수의 pH를

11.0, 11.2, 11.4, 11.6, 11.8 및 12의 범위에서 실험하여 pH의 영향을

측정하였고, 암모니아수의 pH가 11.2로 고정된 조건에서 zinc acetate

농도를 0.4, 0.6, 0.8 및 1.0 M로 변화시켜가며 침전형성에 대한 zinc

acetate 농도의 영향을 측정하였으며, 또한 용액 주입의 순서에 따른

ZnO 합성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반응온도는 70, 80 및 90 oC의 범위

로 실험하였다.

합성결과 얻어진 침전물의 결정성은 XRD(Rigaku D/Max 2500)

로 확인하였으며, 입도분포측정기(SALD-2001)를 이용하여 침전물

입자의 입도분포를 측정하였고, 침전물의 표면형상은 SEM(Hitachi

S-2700)으로 확인하였다.

2-2. Tartrazine의 광분해

합성된 ZnO의 광촉매로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2와 같

은 광분해 실험장치를 조립하여 술폰산계 음이온 구조를 가지는 황

색 색소인 tartrazine에 대한 ZnO의 광분해능을 측정하였다[14,15].

용량 1,000 ml 크기의 원통형 유리 반응기와 주파장 254 nm, 출력

4 W인 침지형 램프(Philips, UV-C형) 및 자석식 교반기 등 세 부분

으로 구성된 장치를 자외선의 외부 유출과 외부광의 유입을 방지하

기 위해 밀폐된 스티로폼 챔버 내에 설치하여 분해실험하였다. 

20 ppm으로 조제된 tartrazine 용액 1 l를 반응기 내에 주입하고, 격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for ZnO precipitation synthesis. 

Fig. 2. Photocatalytic degradation apparatus.

1. Power 7. Water Jacket

2. Power Supply 8. Water Inlet

3. UV-Lamp 9. Water Outlet

4. Thermometer 10. Magnetic Stirrer

5. Sampling Pot 11. Spin Bar

6.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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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하게 교반하며 앞서에서 합성된 ZnO 분말 1 g을 투입하여 현탁상

태를 유지한 채 UV광원으로부터 자외선을 조사하여 tartrazine의 분

해를 실험하였다. 반응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램프 전원을 끄고 반

응기 중앙에서 현탁액 시료를 신속히 채취하여 원심분리기(한일,

MF-80)로 2500 rpm에서 1시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

여 UV분광기(Jasco, V-570)로부터 파장 426 nm에서 tartrazine의 잔

류농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후에는 즉시 램프의 전원을 켜

반응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Tartrazine용액의 pH는 11.1,

11.2 및 11.4로 조정하여 실험하였고, 반응기 외벽에 jacket을 설치하

여 냉각수를 흘리며 반응온도를 30 oC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3-1. ZnO의 확인

반응온도 80 oC에서 pH 11.2의 암모니아수와 1 M의 zinc acetate

로부터 합성된 ZnO 분말의 대표적인 X선 회절 분석결과는 Fig. 3과

같았다. 액상 균일침전법에 의한 산화아연 생성은 반응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hydroxyl ion의 영향으로 먼저 Zn(OH)
2
가 생성

되고 고온의 건조로부터 ZnO로 바뀌지만 본 연구에서의 수열합성에

서는 Fig. 3과 같이 Zn(OH)
2
나 수화물의 생성없이 바로 ZnO의 산화

물 형태로 얻어짐을 알 수 있었다. 

3-2. ZnO 입도분포

3-2-1. pH의 영향

암모니아수와 zinc acetate로부터 ZnO의 합성시 침전의 생성과 입

자의 크기 및 형상 등에 미치는 공정변수로는 암모니아 수용액의 pH,

출발물질인 zinc acetate의 농도, 두 용액의 혼합방식, 합성온도 및 교

반형태 등을 들 수 있다[16]. 먼저 zinc acetate의 농도를 1 M로 일정

하게 유지하고 암모니아수 용액의 pH를 변화시키며 합성한 ZnO입

자의 형상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의 SEM 결과 생성 ZnO 입자는 모두 침상막대형 구조를 보

였으며, 수용액의 pH가 11.2인 a)의 경우 평균입자 크기가 가장 작

고, 그 분포도 균일하였다. 그러나 pH가 높아질수록 결정의 평균크

기는 증가하였다.

Fig. 4의 ZnO 입자의 평균크기 분포를 입도분석기로 분석한 결과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pH 11.2에서 평균 크기가 10.78 µm로서 가

장 작았으며, 11.4, 11.6, 11.8 및 12.0으로 pH가 증가할수록 입자 평

균크기는 16.13, 34.95, 68.88 및 71.60 µm로 증가하였다. 입자 크기

가 작을수록 표면활성이 클 것이므로 이후의 실험에서는 암모니아

수용액의 pH는 11.2로 하였다. 그러나 pH 11.0에서는 34.07 µm의

값으로서 pH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크기는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현상은 수용액 중의 잔류 금속 이온의 최저농도가 pH

에 따라 변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2. Zinc acetate 농도의 영향

반응온도 80 oC에서 암모니아수의 pH를 11.2로 고정한 조건에서

zinc acetate 농도를 0.4, 0.6, 0.8 및 1.0 M로 변화시켜 침전형성에 대

한 zinc acetate 농도의 영향을 측정한 결과 ZnO의 SEM 형상은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a)에서 보여 지듯이 zinc acetate 농도 0.6 M

에서는 ZnO 분말들이 작은 입자로서 골고루 분산되었으나 0.8 M에

서는 ZnO 분말들이 서로 응집되어 입자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

Fig. 3. XRD pattern of ZnO powder synthesized at 80 oC, pH=11.2.

Fig. 4. SEM photos of ZnO synthesized at different pH (Conc. of zinc acetate=1.0 M, Temp. 80 oC. (a) pH=11.2, (b) pH=11.4, (c) pH=11.6).

Fig. 5. pH effect on the mean particle size of ZnO (Conc. of zinc

acetate=1.0 M, Temp. 8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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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Kim 등[17]이 저전압용 형광체로서의 ZnO 분체 합성시

pH 11.8에서 zinc acetate 농도 0.6~0.8 M 범위에서 응집에 의해 이

차입자상으로 관찰된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 

Zinc acetate의 농도에 따른 ZnO 입자의 입도분석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농도 0.4, 0.6, 0.8 및 1.0 M에서 얻어진 입자의 평균크

기는 93.94, 4.928, 26.26 및 10.78 µm로 얻어졌다. 농도 0.4 M에서

는 반응물의 함유량이 너무 작아 합성이 원만하지 못하여 평균입도

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0.6 0.8 1.0 M의 농도 범위에서 평균입도는

30 µm 미만으로 나타났다. 0.6 M에서는 최소 크기 1.75 µm로부터

최대 크기 5.91 µm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농도 1.0 M에서는

10.78 µm로 얻어졌으나, zinc acetate 농도 0.8 M에서는 26.26 µm로

얻어졌다. 이는 앞서 Fig. 6의 결과에서와 같이 반응 도중 입자간 응

집으로 인하여 큰 분포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3-2-3. 반응온도의 영향

암모니아수 용액의 pH를 11.2로 고정하고, 1 M의 zinc acetate농

도하에 반응온도 70, 80, 및 90 oC의 범위에서 합성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입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Fig. 8과 같이 도시되었다. 

반응온도 70 oC에서는 ZnO 입자의 평균크기가 176.4 µm로 상당

히 크게 나타났으며, 80, 90 oC에서의 평균 크기는 각각 10.78 및

3.133 µm였다. 이들 합성물의 SEM 측정 결과를 Fig. 9에 70 oC와

90 oC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응온도 90 oC인 b)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70 oC의 결과인 그림의 a)에서

는 입자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4. 혼합순서의 영향

암모니아 수용액과 zinc acetate의 혼합 방법에 따른 입자 크기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pH가 11.2로 조절된 암모니아 수용액을 반

응 모액으로 하고 여기에 1.0 M의 zinc acetate를 분무 주입하여

80 oC에서 반응한 결과는 앞서와 같이 평균 크기가 10.78 µm였으나,

이에 비해 zinc acetate를 반응 모액으로 하고 여기에 암모니아 수용

액을 투입한 경우에는 평균 입자 크기가 Table 1과 같이 32.97 µm로

서 앞서의 10.78 µm에 비해 약 3배의 크기로 얻어졌다. 이것은 zinc

acetate를 반응 모액으로 하고, 소량의 암모니아수가 주입되면 반응

Fig. 6. SEM photos of ZnO synthesized at various zinc acetate concentration (pH=11.2 Temp=80 oC, (a) 0.6 M, (b) 0.8 M, (c) 1.0 M).

Fig. 7. Effect of zinc acetate concentration on the mean particle size

of ZnO. Fig. 8.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ZnO average particle size. pH=

11.2 Temp=80 oC.

Fig. 9. SEM photos of ZnO synthesized with reaction temparature

(pH=11.2, zinc acetate conc.=1 M, Reaction Temp.=a) 70 oC,

b) 9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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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한 zinc acetate 외에 잉여의 acetate는 용매로서 작용하며 적

은 양의 암모니아수에 반응한 zinc acetate에 추가로 응집되어 입자

의 크기가 증가하고 용매로서의 작용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3. ZnO에 의한 tartrazine의 광분해

합성된 ZnO의 광촉매로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UV 조사하

에 tartrazine의 광분해를 측정하였다. Tartrazine은 식품용으로는 황

색 4호로 명명되고 있지만 염화물 측정용 생화학적 흡착지시약이나

외용 의약품 및 화장품용 등으로도 사용되는 물질이며, 염색산업에

서는 모직물이나 면직물용 염료, 종이나 피혁 등의 염색에 사용되는

내광성이 뛰어나고 내화학성이 강하여 분해처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알칼리에 의해 적색도가 증가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다. 폐수

중에 포함되어 방류될 경우 착색에 의한 차광 등의 영향으로 수중생

물의 생장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효

과적인 분해가 요구되는 물질이다[15,18].

Tartrazine 농도 20 ppm의 부하에서 합성한 ZnO를 1 g 주입하고,

3시간 동안 UV를 조사하며 tartrazine의 농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Fig.

10 및 11과 같이 나타났다. Fig. 10은 온도 80 oC, zinc acetate 농도

1 M 하에 암모니아 수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합성 ZnO를, 그리고

Fig. 11은 온도 80 oC, 암모니아 수용액의 pH 11.2의 조건에서 zinc

acetate 농도변화에 따른 합성 ZnO를 각각 사용한 결과이다. 

Fig. 10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한 ZnO는 광분해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Fig. 10에서 pH 11.2에서 합성한 ZnO를 사용한

경우 tartrazine의 농도 감소가 급격하여 분해시간 30분과 60분에 각

각 89%와 97%의 분해능을 보여 ZnO의 광촉매능이 우수하였다. 이

것은 합성시 입자의 분산이 고르고 평균 입자 크기가 작아 광촉매능

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ZnO의 광촉매능 이외에 ZnO 입자

표면의 흡착에 의해 농도감소가 동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UV를 조사하지 않고 ZnO 입자만에 의한 흡착실험

을 한 결과 tartrazine의 농도가 약 17 ppm까지는 감소하고,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합성한 ZnO는 흡착의

효과보다는 광분해의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생각된다. 

Fig. 11에서 zinc acetate의 농도가 1 M인 경우의 ZnO에 의한 농

도감소가 가장 급격하여 광촉매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

서 평균 입자크기 비교에서 zinc acetate의 농도 0.6과 1.0M에서의

입도평균은 각각 4.928과 10.78 µm로서 0.6 M의 ZnO분말이 더 작

은 입자크기를 나타내었으나, 광분해능에서는 1.0 M의 농도에서 합

성한 ZnO가 더 활성화된 것이라 생각된다. 

4. 결 론

암모니아수와 zinc acetate로부터 수열합성법으로 ZnO를 합성하

고, 반응온도, 암모니아수의 pH와 zinc acetate의 농도 및 반응물 혼

합방법에 따른 ZnO 입자 크기분포를 측정하였으며, tartrazine의 광

분해 촉매로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합성된 ZnO입자는 침상 막대형 구조로서 용액의 pH가 높을수록

ZnO입자의 평균 크기는 증가하였으며, zinc acetate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그리고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는 감소하였고, 암

모니아수 주입 후에 zinc acetate를 첨가하였을 경우 더 작은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ZnO 입자의 생

성을 위한 최적조건은 암모니아수의 pH 11.2, zinc acetate의 농도 0.6 M,

반응온도 90 oC 였으며, 이 때의 ZnO 입자 평균크기는 3.133 µm이

었다. 합성온도 80 oC, zinc acetate 농도 1 M 및 암모니아 수용액의

pH 11.2의 조건에서 합성된 ZnO에 의한 tartrazine의 광촉매 분해는

분해시간 60분에서 약 97%의 분해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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