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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합성에 의한 c축 배향 ZnO 나노로드 배열의 성장과 구조,

광학적 특성

Growth,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c-axis Oriented ZnO Nanorods

Array by Hydrotherm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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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ung-Bum Kim1, Chang-Il Kim1, Young Hun Jeong1,a, Young-Jin Lee1, and Jong-Hoo Paik1)

Abstract

ZnO nanorods array have been grown on the seed crystal coated Si(100) substrate by hydrothermal

method. The growth,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ZnO nanorods array were investigated with a

variation of precursor concentration from 0.01 M to 0.04 M. The array density of grown ZnO nanorods

per same area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precursor solution. Vertically aligned

ZnO nanorods with hexagonal wurtzite structure have highly preferred c-axis orientation along (002)

lattice plane. Especially, ZnO nanorods array developed from 0.04 M precursor solution showed a

diameter of about 85 nm and length of 1.2 ㎛ without any crystallographic defects. The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ZnO nanorods from heavier precursor concentration exhibited stronger UV emission around

380 nm corresponding with near-band-edge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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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ZnO는 Ⅱ-Ⅵ 화합물 반도체로서 3.37 eV의 비

교적 큰 밴드갭과 60 meV의 큰 여기자 (exciton)

결합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UV 및 백색 LED와

같은 단파장의 광전소자용 재료로 주로 응용되어

왔다.[1] 최근에는 나노와이어, 나노튜브, 나노벨트

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1차원 ZnO 나노구조를 이

용하여 센서, 트랜지스터, 압전발전소자 등 응용범

위를 다양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6].

나노구조 ZnO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은 크게

기상증착법과 액상증착법으로 구별된다. 열증착법

(thermal evaporation), 금속유기화학기상증착법

(MOCV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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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ion), 펄스레이저증착법 (PLD; pulsed laser

deposition)과 같은 기상증착을 이용한 공정으로 1

차원 ZnO를 성장시키려면 공정온도 (>400℃)가

비교적 높고 수율 (product yield)이 낮은 단점을

가진다[7-10]. 하지만, 수열합성법 (hydrothermal

method)과 같은 액상증착 공정은 간단한 제조공정

과 저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ZnO 나노구조의 성장이 가능할 뿐만 아

니라 대면적 성장이 가능하여 수율을 크게 향상시

킬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진다[11].

한편, 1차원 나노구조의 ZnO 성장은 기판의 종

류나 표면 상태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기판의

결정성이나 ZnO와의 격자일치 정도, 표면 결함상

태 등은 ZnO의 안정적인 성장을 좌우하며, 전기적,

광학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12]. 사파

이어, GaN 기판과 같은 단결정 기판 위에 이종 에

피택셜 (hetero epitaxial) ZnO 나노구조체를 성장

시키기 위해서는 핵생성 (nucleation)을 돕는 ZnO

완충층 (buffer layer)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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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널리 사용되는 Si 기판은 ZnO와의 격자상수 차

이가 커서, 완충층 (buffer layer)을 사용하여 양질

의 1차원 ZnO 나노구조를 성장시키기도 한다[13].

본 연구에서는 Si(100) 기판을 사용하여 완충층

없이 종결정(seed crystal)을 생성시킨 후 100℃ 이

하의 저온에서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균일한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켰다. 전구체 용액의 농도

에 따른 ZnO 나노로드의 성장 거동과 광학적 특

성을 분석하였다.

2. 실 험

Si(100) 기판 위에 종결정 (seed crystal)을 생성

시키기 위하여 zinc acetate dehydrate (Junsei

Chemical, Japan)를 에탄올(99.9%)과 함께 혼합하

여 zinc acetate 용액을 0.01 M에서 0.04 M까지 변

화시킨 후 spin coating을 이용하여 우선 500 rpm

의 속도로 15초 동안 회전한 후 2500 rpm의 속도

로 30 초 동안 회전시켰다. 그리고, hot plate를 이

용하여 100℃에서 1분 동안 건조시킨 후 주사전자

현미경 (FESEM; JEOL JSM-6700F, Japan)을 이

용하여 기판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한편, ZnO 나노

로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zinc nitrate

hexahydrate (Yukuri Pure Chemicals, Japan)와

hexamethylenetetramine (HMTA; Kanto Chemicals,

Japan)를 1:1의 몰비로 섞은 후 DI (deionized)

water를 혼합하여 농도를 0.01 M에서 0.04 M까지

0.01 M씩 증가시킨 전구체 용액을 제조하였다.

ZnO 종결정을 미리 생성시킨 Si(100) 기판을 ZnO

종결정이 분포된 면을 전구체 용액의 표면과 맞닿

게 부유 (floating) 시킨 후, 90℃의 온도에서 수열

합성법으로 성장시켰다. 성장된 ZnO 나노로드의

결정구조는 X선 회절분석기 (XRD; Rigaku

D/MAX-2200V, Japan),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HRTEM; JEOL 2011, Japan)을 통해 각각 분석하

였으며,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 (FESEM;

JEOL JSM-6700F, Japan), 조성은 에너지분산분광

기 (EDS; Oxford INCA Energy 350, Japan), 광학

적 특성은 photoluminescence (PL; HORIBA JOBIN

YVON, Japan)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zinc acetate 용액의 몰농도 변화에 따라

종결정이 생성된 기판의 표면이미지를 보여주고

(a) (b)

(c) (d)

그림 1. Zinc acetate 용액의 몰농도 변화에 따라

종결정이 새성된 기판의 표면이미지; (a)

0.01 M, (b) 0.02 M, (c) 0.03 M, (d) 0.04

M.

Fig. 1. Surface SEM images of Si substrate on

which seed crystal has generated as a

function of zinc acetate molar

concentration; (a) 0.01 M, (b) 0.02 M,

(c) 0.03 M, (d) 0.04 M.

있다. 그림 1(a)-(c)에서 알 수 있듯이 zinc acetate

용액의 몰농도가 0.01 M에서 0.03 M까지 증가함

에 따라 생성된 종결정의 단위면적당 밀도는 급격

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몰농도가 0.04 M이 되면

서 종결정이 서로 응집 (agglomerization)되어 석

출됨에 따라 기판 표면에 잔류한 종결정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림 1(d) 참조) 이로부터

ZnO 종결정을 합성하기 위한 최적의 zinc acetate

용액 몰농도를 0.03 M로 고정한 후 ZnO 나노로드

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전구체 용액의 농도를 변화

시켰다.

그림 2는 0.04 M 농도의 전구체 용액에서 성장

시킨 ZnO 나노로드 배열의 X선 회전 패턴과

SEM 이미지를 보여준다. 모든 피크 (peak)는 기존

의 보고에 의한 순수 육방정계 (hexagonal)

wurtzite ZnO 상의 격자를 가지는 결정면에 따라

표시하였다. 그림 2(a)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강

한 (002)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100)와 (201)의 약

한 peak 또한 관찰되었다. 이로부터 c축 [002] 배

향의 우선 배향성을 가지는 ZnO 나노로드가 안정

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40～90 nm의

지름과 약 1.2 ㎛ 크기의 길이를 가지는 ZnO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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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0.04 M 농도의 전구체 용액에서 성장시

킨 ZnO 나노로드 배열의 (a) X선 회전

패턴과 (b) 측면 SEM 이미지.

Fig. 2. (a) An X-ray diffraction pattern and (b)

a FESEM side view image of ZnO

nanorod array obtained from the

precursor with 0.04 M concentration.

로드 배열이 Si(100) 기판 위에서 비교적 균일하게

얻어졌음을 그림 2(b)의 SEM 이미지로부터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a)-(d)는 0.01 M, 0.02 M, 0.03 M 및

0.04 M 농도의 전구체 용액에서 성장시킨 ZnO 나

노로드 배열의 FESEM 표면 이미지를 나타낸다.

전구체 용액의 농도가 0.01 M에서 0.04 M로 증가

함에 따라 Si 기판 면적에서 ZnO 나노로드 배열이

차지하는 배열밀도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그림

3(a)에서 보듯이 전구체 용액의 농도가 0.01 M로

비교적 낮은 경우 ZnO 나노로드의 배열은 방향성

을 갖지 않는 반면에 전구체 용액의 농도가 0.04

M까지 증가함에 따라 나노로드의 배열 밀도는 꾸

준히 증가하였으며 성장방향도 기판에 수직인 c축

그림 3. 다양한 농도의 전구체 용액에서 성장시킨

ZnO 나노로드 배열의 상부 FESEM 이미

지; (a) 0.01 M, (b) 0.02 M, (c) 0.03 M,

(d) 0.04 M.

Fig. 3. FESEM top view images of ZnO nanorods

array grown from the precursor solution

with various mole concentration; (a) 0.01

M, (b) 0.02 M, (c) 0.03 M, (d) 0.04 M.

방향으로 균일하게 정렬되어 성장함을 알 수 있었

다(그림 2(b), 3(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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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0.04 M 농도의 전구체 용액으로부터 성

장된 ZnO 나노로드 배열의 EDS 스펙트럼.

Fig. 4. EDS spectrum of ZnO nanorods array

obtained from the precursor with 0.04

M concentration.

0.04 M의 전구체 용액으로부터 성장된 ZnO 나

노로드 배열의 성분분석을 위하여 EDS를 수행한

결과 이미지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기판의 Si 성

분을 제외하면 어떠한 불순물도 포함되지 않은 Zn

와 O만의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다른 몰 농도

를 가진 전구체로부터 성장한 시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시편의 ZnO 나노로드 배열에서 나노로드 하

나를 추출하여 TEM 분석을 실행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a)는 0.04 M 전구체 용액에서

성장한 ZnO 나노로드의 TEM 이미지로서 지름의

크기는 약 85 nm 정도였으며 삽화의 SAED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패턴으로부터

wurtzite 구조의 단결정 ZnO의 성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5(b)의 HRTEM 이미지는

결정 결함 (defect)이 거의 없는 선명한 lattice

fringe를 보여주었으며 c축 배향성을 가지는 (002)

면의 격자간 거리가 wurtzite 벌크 ZnO가 가지는

격자구조와 거의 일치하는 약 0.526 nm로 측정되

었다.

그림 6은 다양한 농도의 전구체 용액에서 성장

시킨 ZnO 나노로드가 배열된 기판의 PL 스펙트럼

을 상온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시편에서 380 nm 파장 근처에서 좁은 영역의 UV

발광 (emission)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때의 발광

피크는 ZnO 자유 여기자 (free exciton)의 재결합

(recombination)에 따른 near-band-edge (NBE)

발광에 따른 것이다[14,15]. 또한 전구체 용액의 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강도 (intensity)가

(a)

(b)

그림 5. (a) 0.04 M 농도의 전구체 용액으로부터

제조된 ZnO 나노로드 TEM 이미지 (삽

화, SAED 패턴) (b) HRTEM 이미지.

Fig. 5. (a) TEM image showing the general

morphology of ZnO nanorod generated

from 0.04 M precursor solution, (b) its

corresponding SAED pattern and (c)

HRTEM image

그림 6. 다양한 전구체 농도에서 제조된 ZnO 나

노로드 배열의 Photoluminescence 스펙트럼.

Fig. 6.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the ZnO

nanorods array developed from precursor

solutions with a variety of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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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그림

3에서 확인하였듯이 전구체 용액의 몰농도가 0.04

M까지 증가함에 따라 나노로드의 배열밀도가 급

격히 증가하였고, 그림 5(b)의 HRTEM 이미지에

서처럼 제조된 ZnO 나노로드의 결정 결함이 거의

없는 우수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발광 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완충층 없이 종결정 (seed

crystal)을 생성시킨 후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전

구체 용액의 농도 (0.01 M～0.04 M) 변화에 따라

성장시킨 ZnO 나노로드 배열의 성장과 구조, 광학

적 특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종결정의 생성을 통해 Si(100) 기판 위에서 안

정적으로 성장한 ZnO 나노로드 배열의 결정구

조는 c축 뱡향의 (002) 우선 배향성을 가지는

wurtzite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전구체 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ZnO 나노로드 배열 밀도

증가하였다.

2. 특히 0.04 M의 전구체 용액으로부터 제조된 ZnO

나노로드는 결정 결함이 거의 없이 약 85 nm의

지름과 약 1.2 ㎛ 길이를 가졌으며 0.526 nm의

(002) 격자 간격을 가지는 안정된 구조를 나타

내었다.

3. 전구체 용액의 농도 증가에 따른 ZnO 나노로드

배열 밀도의 증가와 0.04 M에서 제조된 결함이

없는 ZnO 나노로드의 우수한 구조적 특성은

380 nm 파장 근처에서 UV 발광 특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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