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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successfully synthesized CeO2 nanopowders by means of the hydrothermal method, in a low temperature range

of 100-200oC.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and morphology of the nanopowder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X-ray diffraction have been employed. In addition, for exploring the optical properties, Raman spectroscopy,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nd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have been used. In the optimized condition, with

the pH, velocity, and time of 4.5, 600 rpm, and 60 h, the CeO2 nanopowders with a diameter ranging from 50 to 150

nm have been synthesized. The nanopowders exhibited the visible emission mainly in the blue region. With comparing

the reaction time, it is revealed that the extinction of functional groups at 60 h contributed to the growth and

homogenization of the CeO2 powders. Since the overgrowth and agglomeration of nanopowders were found, we suggest

that the cracking/growth process is more favorable mechanism than the dissolution/precipi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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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능성 나노분말의 합성은 내식성의 향상, 표면외관

의 변화, 내마모성의 향상, 윤활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

로 사용하며 그 외의 부품, 소재의 다양한 기능적 특성

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응용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가

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복합재료로서는 금속산화물, 탄화물, 불소화합물, 붕

소화물 등 각종 미소분말입자 등이 분산원료로 사용된

다. Cerium oxide (CeO2)는 고체 이온전도체, 촉매담체

용 재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용융온도가

높고 (2477℃) 고온방사능이 우수한 내열재료이다. 특

히 산과 염기에서 높은 화학 저항성을 나타내므로 산

성 및 중성 또는 염기성 binder/suspension system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표면에 추가산화에 의한 입자 성

장 방지 및 표면적 증대로 인한 산화가능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화학적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최종합성물의

내산화성의 향상, 표면안정화, 내알칼리성의 향상을 비

롯하여 나노분말의 입자 성장 제어하기 위해 산화물을

코팅하는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기 특성을 간단한 공법으로 저비용으로

구현 가능한 수열합성법 등을 이용하여 CeO2 나노분

말을 합성하였다. 수열합성법은 대량합성이 용이한 방

법으로 고체의 용해도를 증가시켜 고체들 사이의 반응

을 빠르게 하기 위해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용매를 이용한다. 이 방법은 1 차원 나노 구조물을 만

들 수 있는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는CeO2등의

나노분말과 같은 결정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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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비율로 용매에 첨가되는 과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접근의 특징은 대부분의 물질을 그 임계점에 가

깝도록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용매에 잘 용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원

료(Source)를 수용액상태의 화학약품류의 것을 사용하

여 CeO2를 정출 및 석출시켜서 나노분말을 합성시키

므로 200 이상의 고온을 적용하였으나[3], 작금의 방법

은 마이크로 분말을 밀폐용기에서 100-200 이하의 저

온에서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분말에 가하여 수용액

속에서 분말의 간격감소, 온도상승에 의한 속도증가 등

으로 충돌빈도를 높이어 파쇄효과를 높이는 매커니즘

을 활용하여 나노분말을 합성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

를 통해 확립한 수열합성법은 모든 고체상태의 물질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Ce(CO3)3 분말을 산성의 수용액에

함침시켜 수열반응에 의해 cerium oxide (CeO2) 나노

분말을 합성하였다. 제조한 나노분말에 대한 광학적,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광학적으로는

투과율이 우수하고 응력저항력이 우수한 형태의 프리

즘 결정구조 모양을 유지하도록 목표를 수립하였다.

제조된 합성체는 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을 사용하여 구조 관찰을 하였고 Raman

분광 및 Photoluminescence (PL) 분석으로 광학특성을

확인하였다. Ce(CO3)3와 CeO2 나노분말은 근자외선영

역의 빛을 흡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조

사하기 위해 FT-IR을 실시하여 상기 2종의 물질을 비

교하였다.

2.1. 원부재료

Ce(CO3)3 분말 및 Ce(CO3)3H2O 원료분말과 HNO3

용액 50%, 아세톤 용액99.5%, 암모니아 용액 25-28%

을 수열합성시 pH조절용 화학첨가물로 사용하였다. 합

성 장치로는 수열반응장치(HR-800) 및 마그네틱 Stirrer

장치를 사용하였고 기타 부수기자재로는 전자저울, 거

름종이, 건조Oven 등을 사용하였다.

2.2. 나노분말 합성 조건

Hydro-thermal법에 의하여 CeO2 나노분말을 합성하

기 위해 사용한 장비는 한울엔지니어링에서 제작한

HR-800시리즈를 이용하였다. 원료로는 Ce(CO3)3 분말

(99% purity)을 150oC 이상 및200oC 이하의 온도에서

혼합 수용액을 압력용기에 넣고 가열하여 나노물질을

합성하였다. 혼합비율은 Ce(CO3)3분말 10 g과 증류수

100 ml을 장입하여 마그네틱 혼합장치로 골고루 혼합

시킨 후 pH미터로 측정하였고, 이때의 pH는 6.0(약산

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용해를 위해 질산, 암모니아

및 아세톤 용액을 첨가하여 pH는 4.5(산성)로 적정하

였다. 이 용액을 불순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파이렉

스 비이커에 장입하여 수열반응 설정온도240oC에서

600 revolutions per min (rpm)의 속도로 30시간, 60시

간, 90시간 및 120시간의 조건으로 합성하였다. 합성이

끝난 용액은 거름종이에 5-6회 정도의 수세처리 후 건

조시켜 분산된 분말상태로 완성하였다.. 

2.3. 분석 방법 및 조건

수열합성한 나노분말의 결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X-ray diffraction (XRD, DMAX 2500)의 CuKα1

λ=1.5405Å, ω=0.5조건으로 분석을 하였고, 나노분말

의 형상, 크기 및 분포를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Hitachi S-4200)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나노분

말의 물리적 특성 및 광특성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Raman Breaker (RFS-100/S)를 활용하여Nd:YAG laser

가 보유한 1064 nm, 150 mW 조건으로 Raman분광분

석을 실시하였고, PL (MAPLE) 측정은 He-Cd (325

nm, 50 mW) laser로 측정을 하였다. 또한 표면물질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KBr법으로 시편을 성형하여

FT-IR (Vertex 80V)로 분석 하였다. 여기서 KBr법이란

1-2 mg의 나노분말을 약 100 mg의 KBr 을 혼합하여

직경 13 mm, 두께 1 mm의 얇은 원형판으로 성형하여

이를 150oC에서 건조시키어 충분히 수분을 제거하여

분석하는 기술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Morphology

본 연구에서는 Cerium carbonate 분말을 주성분으로

한 수용액에 물유리의 주성분인 SiO2를 혼합하여 분말

복합피막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므로 복합 분말의 분산,

응집, 안정성 및 입자의 기능성 제어를 위해 합성기간

의 변화에 따른 Ce(CO3)3 및 CeO2 분말의 입자크기를

SEM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측정결과는 Fig. 1,2와 같

다. 이 결과를 통해 최초 원료분말의 개개의 입자크기

는 1-3 µm로서 형상은 판상 다각형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크기가 150 µm인 Cluster형태로

뭉쳐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탄산기능기의 역할로

추정된다. 수용액 반응을 거쳐서 합성된 CeO2 분말의

입자크기는 100-200 nm로 형성되어 있으며 10,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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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서 관찰한 결과 매우 균일한 형상 및 분포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조 합성시 생성물의 균일성

및 양산가능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XRD 분석 결과

상기의 분말에서 최종 생성물에 대한 CeO2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Fig. 3 와 같이 분말 XRD 분석을 실시

하였고 JCPDS 검토 결과 CeO2 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탄화수소용액을 용매로 하여 합성한 CeO2 를 XRD 분

석한 결과와 대표적인 주피크의 4 순위까지의 격자면

지수와 일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3].

3.3. 합성속도 및 입자크기

150 µm크기의 Cerium carbonate 분말을 이용하여

수용액 합성 조건 중 교반속도와 합성온도가 반응시간

및 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교반속도를

300 rpm, 600 rpm, 1200 rpm으로 변화시키고 교반시

간은 0시간, 30시간, 60시간, 90시간 및 120시간으로

변화를 주어 실험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시편

의 단면을 SEM을 통해 관찰하여 각각 시료의 입자두

께를 관찰한 결과, 교반속도는 입자성장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며 교반시간에 따른 입자크기의 변화는 관

Fig. 1. SEM images of (a) Ce(CO3)3 particles (Average

size=150 µm), (b) Ce(CO3)3 particles in detail A,

and (c) Ce(CO3)3 particles in detail B (Average

size=1.5 µm).

Fig. 2. SEM images of  (a) CeO2 particles (x1000), and

(b) CeO2 particles in detail C Average size=150

nm).

Fig. 3. XRD pattern of CeO2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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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다. 단, 9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입자과대화 및

응집현상으로 산성용액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변수에 따른 성분의 변화에 따른 기능

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조건에 따른 FT-Raman, FT-

IR, PL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반시간의 영향

이 입자형성기구 및 성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3.4. RAMAN 분석 결과

상기의 분말의 최초 원료분말에서 나노분말까지의

과정에서의 공정 변화에 따른 특성 평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Raman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결과는 아래

Fig. 4와 같다. 여기서 CeO2의 주피크는 456-464 cm-1

임이 간명하게 확인되었다 [3-6]. 논란의 여지가 있는

Fig. 4의 처음 부분인 250 cm-1 에 보이는 피크는

Wang 등의 보고에 의하면[7] CeO2를 기상증착시켜

2.5 nm 및 5 nm의 아주 얇은 박막으로 합성한 경우에

보이는 1차피크인 463cm-1 임은 입증되나, 315 cm-1

및 270 cm-1 과 UV 밴드쪽으로 천이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CeO2 의 2차 및 3차 부피크로 추론되기

는 곤란하다. 또한 미세하지만 1350 cm-1및 1500 cm-1

의 부수적인 피크는 Long 등이 고안한 Microprobe

Raman 장치로 상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329 cm-1,

1428 cm-1, 1468 cm-1 와 근사한 것으로 보아 O2 와 관

련된 피크로 추론된다[8]. 수용액을 활용한 공정으로

기인하는 잔존 기능기의 관찰은 1350 cm-1 및 1500

cm-1 에서 H2O 및 D2O 피크가 2500 cm-1 부근에서

D2O 피크가 관찰되고 있다 [9]. 또한 Besnard 등의 보

고와 같이 CO2 기능기의 관찰은 아세톤-혼합체의 밴드

인 655 cm-1 및 785 cm-1 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10].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최

초 원료분말인 Ce(CO3)3 에서는 주피크 1080 cm-1,

1090 cm-1가 가장 강하게 확인되므로 성분 확인이 가

능할 뿐 만 아니라 CO, CO2 및 CO3기능기가 존재하

므로 입자를 뭉치게 하는 흡착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며 이는 SEM 관찰 결과와 일치한다.

H2O 의 존재는 Ce(CO3)3가 수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CeO2 중간 합성상태인 30시간 공정

에서는 Ce(CO3)3의 주피크 1080 cm-1, 1090 cm-1가 급

격히 감소하고 460 cm-1 밴드의 존재는 CeO2 합성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CO, CO2 및 CO3

기능기는 아주 미세한 밴드만 잔존하며 H2O 및 D2O

밴드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아 수화물은 거의 제

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합성물인 60 시간공정에서는 Ce(CO3)3

의 주피크가 완전히 사라졌고, CeO2 의 강한 460 cm-1

밴드와 미량의 CO3 와 D2O 밴드만이 남아 있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잔존한 기능기의 역할이 나노분말의 합

성과정과 완성된 상태에서의 형상 및 성장기구에 미치

는 영향 및 메카니즘을 검토하기 위해 FT-IR분석을 실

시하였다.

3.5. FT-IR 분석 결과

상기의 분말의 최초 원료분말에서 나노분말까지의

과정에서의 공정 변화에 따른 특성 평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FT-IR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결과는 아래 Fig.

5 과 같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최초 원

료분말에서는 Ce(CO3)3의 CO기능기의 흡수밴드가 첫

번째인 854~1348 cm-1 밴드에서 발견되었고 CO2기능

기의 흡수밴드가 두번째인 1396 cm-1 밴드에서 발견되

었다. 이는 Ce(CO3)3에 존재하는 해당 결합구조의 C

및 O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FT-IR 스펙트럼

에서는 흔히 발견되지 않는 넓은 폭을 가지는 세번째

그룹인 2836 cm-1 밴드이상의 영역은 Yee등이 발견한

CH2 및 CH3 의 28802982 cm-1 밴드와 일치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11]. 이는 Holow 형태의 CeO2 nano

분말을 증류수에서 합성시킨 후 측정한 결과인 CH2의

2918 cm-1 밴드와 강한 O-H 결합인 3412 cm-1 및

3436 cm-1 밴드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12].

Fig. 6 의 결과는 각각의 기능기에 의한 밴드의 폭이

합성을 이루는 진행과정에 의해 CeO2 완성도가 높아

질수록 밴드가 집중화하는 것으로 보아 기능기의 감소

에 따른 CeO2 합성이 완료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예증으로 나노분말에서의 강한 수화물에 의한 1차

스트레칭 밴드인 3500 cm-1 밴드와 탄산기능기의 비대

Fig. 4. Raman spectra of (a) CeO2 nano particle during

30h, (b) CeO2 nano particle during 60h, and (c)

Cerium carbonate powder during 0h in hydro-

thermal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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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밴드인 1560 cm-1 와 대칭밴드인 1402 cm-1 가 합

성 진척도에 따라 점차 강한 피크로 변화하고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13]. 이는 기능기를 감소시키므로 그 결

합구조의 결합력을 상쇄시키고 잔존 기능기가 CeO2

합성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술한SEM 관찰결과와 후술하는 PL특성을 통해 입증

되었다.

3.6. PL 분석 결과

선행한 연구에 의하면260 nm의 파장의 빛을 입사하

여 발광시킨 CeO2 의 주피크는 Blue 밴드인 411 nm,

부피크는 Blue-Green 밴드인 524 nm로 나타나는 것으

로 관찰된 바 있고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4,15]. 

Fig. 7에서의 주피크는 410 nm 영역에서, 2차피크는

520 nm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노분말 입자를 본

실험과 동일한 방법인 수용액법으로 합성한 CeO2 를

400oC와 800oC에서 열처리한 후에 얻어진 주피크는

410 nm, 부피크는 520 nm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판형태로 CeO2 합성한 Maensiri 등에 의해 보고한

419nm에서 약한 Blue 밴드를, 443nm 에서 Blue 밴드

를 483nm 약한 Blue-Green 밴드를 529nm에서 Green

밴드를 보이고 있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16]. 특히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가장 일치하

는 PL특성도는 Morshed 등이 Si(111)면위에 기상합성한

CeO2 를 측정한 400-550nm에서의 Blue 밴드이며, 실제

325 nm의 파장을 가지는 He-Cd 레이저로 입사하여 발

광되는 색상도 Blue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7].

4. 결 론

Ce(CO3)3 원료분말을 200oC 이하의 수열반응에 의

해 산성(pH=4.5)의 수용액에서 600 rpm, 60시간처리

하는 것이 최적조건임을 확인하였고, 이 조건에서 평균

입도 150 nm 의 CeO2 나노분말을 합성하였다. 제조한

나노분말에 대한 광학적,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피크는 Blue 밴드인 411 nm, 부피크는 Blue-

Green 밴드인 524 nm가 PL특성으로 관찰되었고 전체

색상은 Blue로 확인되었다. 이는 영상신호에서 주로

사용되는 R.G.B색상중의 1영역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Raman 및 FTIR분석을 통해 수용

액반응과정에서 작용 가능한 기능기인 C-O, C-H, O-H

결합분포를 조사한 결과, 원료분말에서부터 용해 및 흡

착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러한 기능기의 생성, 소멸이

CeO2 나노분말 의 크기 및 형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

론되며, 이를 반응시간에 따른 비교 결과 60시간에서

기능기의 소멸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CeO2 나노분말

성장 및 균일화에 가장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성용액에서는 90시간이상 반응하는 경우에는

입자 과대 성장 및 응집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과다할 경우에는 용해보다는 성장기구가 우세

Fig. 5. FT-IR analysis of Cerium carbonate powder.

Fig. 6. FT-IR spectrum of (a) CeO2 nano particle during

30hr, (b) CeO2 nano particle during 60hr, and (c)

Cerium carbonate powder during 0hr in hydro-

thermal reaction.

Fig. 7. Room temperature PL spectra of 150 nm CeO2 nano

particle with an excitation wavelength of 32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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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수열

합성의 최적 공정시간은 60 시간 이하에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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