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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nO nanorods for gas sensors were prepared by a hydrothermal method. The ZnO gas sensors were fabricated on

alumina substrates by a screen printing method. The gas-sensing properties of the ZnO nanorods were investigated for CH4

gas. The effects of growth time on the structural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of the ZnO nanorods were investigated by X-

ray diffraction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he XRD patterns of the nanocrystallized ZnO nanorods showed a wurtzite

structure with the (002) predominant orientation. The diameter and length of the ZnO nanorod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growth time. The sensitivity of the ZnO sensors to 5 ppm CH4 gas was investigated for various growth times. The ZnO sensors

exhibited good sensitivity and rapid response-recovery characteristics to CH4 gas, and both traits were dependent on the growth

time. The highest sensitivity of the ZnO sensors to CH4 gas was observed with the growth time of 7 h. The response and

recovery times were 13 s and 6 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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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ZnO는 직접 천이 형 II-IV족 화합물 반도체로 투명전

극, 가스센서, 바리스터, 압전소자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

되고 있다.1) ZnO는 합성 방법과 조건에 따라 수 nm~수백

nm 크기의 나노로드(nanorod), 리본, 나노와이어(nanowire)

등 다양한 형상을 갖는 나노 구조체로 합성된다. 특히 이

들 다양한 나노 구조물들은 한 방향으로 배향시킬 경우 비

표면적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어 촉매, 가스센서, 그리고 태

양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2) 나노막대를 만

드는 방법에는 열증착법(thermal evaporation), 펄스레이저

증착법(PLD: pulsed laser deposition), 분자유기물 화학 증

착법(MOCV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스퍼터링 방법(sputtering method)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물리 화학적 성장 방법은 제조공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

라 높은 성장온도(> 400oC)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노 물

질 성장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수열합성

법(hydrothermal method)은 기존의 나노구조물 성장방법

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성장이 가능하며 공정제어가

매우 간단하고 대면적으로 합성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3) 

수열합성법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노막대의 규

칙성, 방향성, 크기 그리고 밀도에 대한 제어가 쉽지 않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성장시간에 따른 ZnO 나노막대

센서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ZnO 나노로드를

합성하여 성장시간에 따른 ZnO 나노로드의 구조적인 특

성 및 탄화수소 가스에 대한 감도 특성을 연구 하였다. 

2. 실험 방법

ZnO 나노 구조체는 Zinc nitrate hexahydrate (Shinyo

Pure Chemicals, 98%),와 Hexamethylenetetramine (HMT,

Wako Pure Chemical, 99%) 의 각 각 0.1M의 수용액을

5분간 교반 후, 95oC의 일정한 온도에서 1~9h 시간별로

성장시켰다. 성장이 끝난 시료속에 남아 있는 미 반응물

을 제거하기 위하여 DI-Water로 3회 세척한 후, 95o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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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시간 건조하여 분말을 합성하였다. 

Fig. 1은 ZnO 나노로드의 제조 공정 및 센서제조의 개

략적인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2는 알루미나 기판위에 도포된 전극모양과 센서구

조이다. ZnO 가스센서 감도 측정을 위해 전극은 Pt와 Ag

가 혼합된 물질을 알루미나 기판(15 mm × 15 mm × 0.1 mm)

윗면에 전극 paste를 스크린 프린팅하여 80oC에서 3 시

간동안 건조 한 후, 전극 간격이 0.2 mm로 패턴된 전극

마스크로 3분 30초 동안 노광하고 Na2CO3 수용액으로 세

척 한 후 550oC에서 8시간 열처리하여 제작하였다. 센서

는 제작된 기판에 시간별로 성장시킨 ZnO 나노분말과 유

기 바인더를 6:4 비율로 혼합하여 paste를 만들고 스프린

프린트하여 센서를 제작하였다. 성장된 ZnO 나노로드의

결정구조 및 형태는 X선 회절기(X-ray diffraction, XRD

RIGAKU 社) 와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eild Emission

Gu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ystem, FE-SEM)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센서특성은 식(1)로 계산하였다. 가

변저항(R1)을 센서와 직렬로 연결하여 센서의 저항을 구

하였다. 여기서 V는 기전력이며, R1은 가변저항이다.

(1)

센서의 감도 특성은 5 volt 의 전압을 인가하였으며, 가

변저항은 100MΩ을 사용하였다. Mass Flow Controller

(MFC)를 이용하여 CH4 가스의 농도를 5 ppm으로 고정하

여 측정 하였다. 측정은 상온에서 캐리어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였으며, 감도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얻었다.

(2) 

여기서 Ra는 가스 주입 전의 센서의 저항이며, Rs는 가

스 주입 후의 센서 저항이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수열합성법으로 성장시킨 ZnO 나노로드의 성

장시간 변화에 따른 X선 회절 패턴 결과이다. 그림에서

와 같이 ZnO 나노로드는 기존에 보고된 연구 결과에서

와 비슷하게 육방정계 wurtzite 구조의 hexagonal면이 나

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1~5시간 성장시킨 ZnO

나노로드의 (101)면의 피크 세기는 성장시간에 따라 증가

하였고, 7시간 이상에서는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95oC의 일정한 온도에서 수열합성법으로 성

장시킨 ZnO 나노로드의 형상을 성장시간에 따라 관찰한

SEM 이미지이다. 1~3시간 동안 성장시킨 ZnO 나노로드

에서는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5~9시간 동안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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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brication process for ZnO nanorods.

Fig. 2. Sensor structure and electrode pattern on alumina substrate.

Fig. 3. XRD patterns of ZnO nanorods for various growth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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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ZnO 나노로드는 전형적인 육방정 (hexagonal) 모양

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ZnO 나노로드는 성

장시간이 1~7h 증가함에 따라 직경이 200~500 nm, 길이

는 1400~3400 nm 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성장시간이 7시간이상인 경우, ZnO 나노로드의 직

경과 길이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이는 성장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용액 속에 반응할

수 있는 Zn2+이온이 소멸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

였다. 즉 Zn2+이온의 소멸로 인하여 ZnO 나노로드는 직

경과 길이의 성장보다는 미 성장된 작은 ZnO 나노로드

들이 이미 성장된 나노로드의 측면에 서로 뭉쳐져 큰 구

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Liu

그룹이 보고한 작은 직경을 가진 ZnO 나노로드는 서로

측면 결정면에 함께 붙어 성장함으로서 큰 구조로 서로

조합하는 “oriented attachment” 메커니즘과 일치한다.4) 

Fig. 5는 ZnO 성장시간 변화에 따라 제작된 가스센서의

5 ppm CH4 가스에 대한 감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소

자의 감도는 앞의 식 (1) 과 같이 구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ZnO 나노로드의 가스센서 감도는 성장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보고에 의하

면 가스 감도는 입자크기에 의존한다고 보고되어 있다.5)

위의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시간이 1~7시간 증

가함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Zn2+이온은 ZnO 나노로드

의 직경과 길이의 성장에 기여하여 비표면적이 증가하였

다. 이 같은 비표면적의 증가는 센서의 감도를 향상시킨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7 시간 이상 성장시킨 ZnO 가

스센서는 오히려 감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같은 감도의 감소는 SEM 의 결과에서 확인 한 것

과 같이 성장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 용액속의 반

응 할 수 있는 Zn2+이온이 소멸하여 ZnO 나노로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미 성장된 작은 나노막대들이 서

로 응집되어 반응 가스에 대한 비표면적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 판단하였다. 이 같은 결과로 가스 감도는 ZnO

나노로드의 입자크기뿐만 아니라 비표면적에도 영향을 받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6은 ZnO 나노로드를 7시간 성장시킨 가스센서의

CH4 가스 5ppm 에 대한 반응시간 및 회복시간을 나타

낸 것이다. 반응 및 회복시간은 60초 주기로 가스를 주

입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반응시간은 전압 변화

Fig. 4. SEM images of ZnO nanorods with respect to growth times;

(a) 95oC 1h, (b) 95oC 3h, (c) 95oC 5h, (d) 95oC 7h and (e) 95oC 9h.

Fig. 5. Sensitivity of ZnO sensors to 5 ppm CH4 gas for various

growth times.

Fig. 6. Response and recovery times of the ZnO sensor with the

growth time of 7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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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90% 도달까지 걸린 시간으로 정의 된다. CH4 가스

주입 후 반응시간은 13초 였으며, 회복시간은 6초로 나타

났다. 비교적 높은 성장온도로 성장시킨 ZnO 가스센서의

반응 및 회복시간은 약 10초와 30초로 각각 보고되어 있

다.6,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보다 낮은 온

도에서 성장시켜 약 5배 이상 회복시간이 개선되었다. 

 

4. 결  론
 

크기가 다른 ZnO 나노로드를 수열합성법으로 성장시켜

구조적 특성 및 CH4 가스에 대한 감도특성을 연구하였

다. ZnO 나노로드는 성장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육방정계

wurtzite 구조의 ZnO 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성장시간과 함께 나노로드의 직경과 길이는

200~500 nm, 1400~3400 nm 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5 ppm CH4 가스에 대한 ZnO 나노로드의 감도를 측

정 할 결과, 7시간 성장시킨 ZnO 나노로드의 센서에서

감도가 가장 우수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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