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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nO nanorod gas sensors were prepared by an ultrasound radiation method and their gas sensing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for NO gas. For this procedure, 0.01, 0.005 and 0.001M of zinc nitrate hydrate

[Zn(NO3)2 · 6H2O] and hexamethyleneteramine [C6H12N4] aqueous solutions were prepared and then the

solution was irradiated with high intensity ultrasound for 1 h. The lengths of ZnO nanorods ranged from

200 nm to 500 nm with diameters ranging from 40 nm to 80 nm. The size of the ZnO nanorods could be

controlled by the concentration of solution. The sensing characteristics of these nanostructures were

investigated for three kinds of sensor. The properties of the sensors were influenced by the morphology of the

nano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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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생활환경에는 대단히 많은 종류의 위험한 가스

가 존재하고 있어 일반가정과 지하 공간 등에서의 폭발

사고 및 차량의 연소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의 문제

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대

기오염의 주범인 환경 가스에 대한 고성능 센서의 개발

은 필수 불가결하다.1) 그리하여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가스센서가 개발되어 가스의 누설감지, 농

도의 측정 기록, 경보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스

센서는 가스를 안정되고 신뢰성 있게 감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가스센서는 감지 방식에 따라 반도체식 센서, 고

체 전해질식 센서, 접촉 연소식 센서, 전기화학식 센서

및 비 분산 적외선 센서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에서 반

도체식 가스센서는 가스에 대한 감도가 높고 빠른 응답

속도 등의 장점을 가지며 주로 반도체의 성질을 가진 산

화물을 사용하여 산화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각종 가스의

흡착 및 탈리에 의한 산화물 표면의 전기 전도도의 변

화를 이용하고 있다. 가스 센서용 산화물 반도체 재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SnO22)를 비롯하여, ZnO,3)

WO3,4,5) TiO2,6,7) In2O38,9)등이 개발 연구되어오고 있다.

특히, ZnO와 SnO2는 다양한 가연성 및 유독가스 감지

가 뛰어나 가스센서로 널리 쓰이고 있다.10-12) 기존에는

산화물 반도체 센서 막을 후막으로 제조해서 감응 특성

을 연구해 왔으나, 최근에는 박막 센서, 나노 구조 센서

등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노 구조물은 고집

적도와 고감도, 고 선택성의 장점을 가져 성장이나 배열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또한 간단한

구조로 소자 구현이 가능하여 많은 응용 분야에서 연구

되고 있다. 나노 구조물을 가스센서에 이용하게 되면 체

적에 대한 큰 표면적 비를 가지므로 작은 감지 면적으

로도 고감도 특성이 기대되어 초소형 저전력 가스 센서의

구현에 유리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가스 센서 응용

부분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13)

초음파 조사법은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화학적

합성법으로, 그것의 특징은 용매 증기방울의 생성, 팽창,



368 박순민·쟝샤오린·허증수

폭발에 의해 나타난다. 이 방법은 상온, 상압에서 이루

어지게 되어 빠르고 쉽게 나노 구조물을 합성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감도 센서 제작을 위해 상온, 상압에서

초음파 조사법을 이용하여 나노로드를 합성하였다. 그리고

다른 3가지 농도에서 제조된 금속 Zn 용액과 초음파 반

응 시간에 의해 합성된 ZnO 나노로드의 결정 구조와 표면

상태를 X-선 회절장치 및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합성된 나노로드를 감지막으로 이용한 센서의 일산화

질소에 대한 감지 특성을 살펴보고, 측정 가스에 대한 장

기안정도를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소자는 감지막의 전극 및 히터를 형성하는 부분과 감

지막인 모물질을 스크린 인쇄법으로 형성하는 부분으로

제작되었다. 기판 재료로는 8 × 10 × 0.65 mm3 크기의 알

루미나 기판을 사용하였다. 히터를 형성하기 위해 알루

미나 기판의 뒷면에 Pt 페이스트를 스크린 프린팅하고,

100oC에서 10분 건조 후 850oC에서 10분간 소성하여 제

작하였다. 그리고 앞면에는 IDT (interdigit)형으로 감지

막의 전극을 히터 제작공정과 같이 Pt 페이스트를 이용

하여 전극을 제작하였다.

Zn박막과 기판사이에 adhesion을 좋게 해주기 위해 알

루미나 기판 (α-Al2O3, 5 × 5 mm2 area, 250 µm thick)

위에 Pt박막을 이온 코팅기를 이용해 80 Å 두께로 올린

후 열 증착기로 금속 Zn 0.1 g을 seed layer로써 약

1,000 Å 두께로 Pt박막 위에 증착시킨다.

박막이 형성된 알루미나 기판을 세 가지 다른 농도의

수용액 zinc nitrate hydrate (50 ml, Zn(NO3)2·6H2O,

98%, Sigma-Aldrich)와 hexamethyleneteramine (50 ml,

HMT, C6H12N4, 99%, Sigma-Aldrich)에 넣고 500 W 세기

의 초음파(frequency of ultrasonic wave 20 KHz)로 각각

의 센서를 제조하였다. 각각의 다른 용액의 농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은 나노 로드 ZnO 센서의 제조 공정을 모식화

한 것이다.

제작된 소자의 구조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초음파 처리를 하게 되면, 마이크로 크기의 공기방울이

생성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동 에너지로 인하여 점

점 공기 방울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성장하게 되고

결국엔 고온 고압상태의 공기 방울이 폭발하게 된다.14)

수용액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폭발이므로 국소

부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저온 상태에

Table 1. Concentration of solution for ZnO nanorod

Sensors

Concentration of solution

Zinc nitrate hydrate 

[Zn(NO3)2·6H2O]

Hexamethyleneteramin

e [C6H12N4]

(A) 0.01 M 0.01 M

(B) 0.005 M 0.005 M

(C) 0.001 M 0.001 M

Fig. 1. Process sequence for a ZnO nanorod sensor.

Fig. 2. Structure of the sensing device : (a) front side and (b) back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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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한 화학반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반응으로 수

용액상의 Zn과 물 분자 속의 산소가 만나 박막의 Zn 위

에 ZnO를 나노로드 형태로 성장시키게 된다. 이러한 화

학반응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나노로드가 성장한다. 초

음파 처리 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아래와 같다.

(CH2)6N4＋6H2O→ 4NH3＋6HCHO (1)

NH3＋H2O→ NH4
+＋OH− (2)

Zn＋4NH4
+→ Zn2+＋4NH3＋2H2 (3)

Zn2+＋4OH−→ Zn(OH)4
2− (4)

Zn(OH)4
2−→ ZnO＋2H2O (5)

ZnO 나노로드 센서의 제조 공정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소자의 가스 감지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후면

에 스크린 된 Pt 히터에 인가되는 전압을 조절하여 온도

변화를 주었으며, 센서 기판의 온도에 대한 안정성 평가

를 위해, 측정 전 400oC에서 24시간 동안 안정화 후에 가

스와의 반응특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장비의 모식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순환이 가능한 원

통형 용기 내에 센서가 위치하게 되고 일정한 공기의 유

량이 흐르고, MFC를 이용하여 농도가 조절된 시험 가

스를 주입하여 센서와의 반응특성을 컴퓨터를 통해서 받

아들였다.

식 (6)와 같이 감도 (Sensitivity)는 건조 공기 중에서

의 저항 값(Ra)과 측정 가스 주입후의 저항(Rg)의 변화

치를 공기 중의 저항 값에 대한 변화율로 계산하였다.

S (%) = [(Ra-Rg)/Ra] × 100 (6)

3. 결과 및 고찰

수용액(0.01 M HMT/0.01 M Zn(NO3)26H2O) 속에서

500 W 초음파 처리하여 알루미나 기판 위에 증착된 ZnO

나노로드 센서의 표면을 FE-SEM으로 관찰하여 Fig. 5

에 나타내었다. 반응 시간에 따라 센서의 표면이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a)는 초음파 처리를 시작

한지 20분 후의 표면 사진으로 나노 로드의 밀도가 낮고

Fig. 4. Schematic of the measurement system.

Fig. 3. Schematic diagram of fabrication process of gas sensing

material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 (a) ZnO nanorods prepared

in 0.01 M HMT / 0.01 M Zn(NO3)26H2O, (b) 0.005 M HMT /

0.005 M Zn(NO3)26H2O, (c) 0.001 M HMT / 0.001 M

Zn(NO3)26H2O.



370 박순민·쟝샤오린·허증수

길이와 직경이 일정하지 않다. Fig. 5(b)는 1 시간 후의

표면 사진으로 나노 로드가 조밀하게 성장하였고 길이와

직경이 충분히 자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c)는 1

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한 센서의 단면 사진으로 알루미

나 기판 표면을 따라 일정한 두께의 나노 로드 박막이

고르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6는 나노 로드 ZnO의 XRD 분석 결과이다.

JCPDS 테이타로부터 대조결과 모든 피크가 ZnO와 일

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XRD 결과에서 보듯이, 아주

우수한 결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잔류 금속 Zn 없이

ZnO 로 존재한다. 특히 (101)방향으로의 나노 로드 성

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나노 로드의 성장은 수용액의 농도에 따라 성장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Fig. 7은 수용액 농도에 따른 센서 표

면과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7(a)는 0.01 M HMT/0.01 M

Zn(NO3)26H2O 수용액에서 성장한 (A) 센서의 나노 로드

표면 (As) 과 단면 (As) 사진이다. 평균 길이가 약

500 nm, 직경이 약 80 nm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7(b)는 0.005 M HMT/0.005 M Zn(NO3)26H2O 수용액에

서 성장한 (B) 센서의 나노 로드 표면 (Bs) 과 단면 (BC)

사진이다. 나노 로드의 길이와 직경이 각각 400 m와 60 nm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7(C)는 0.001 M HMT/0.001 M

Zn(NO3)26H2O 수용액에서 성장한 (C) 센서의 나노 로

드 표면 (Cs)과 단면 (Cc) 사진이다. 나노 로드의 길이

와 직경은 각각 200 nm와 40 nm로 관찰 된다. 전반적

으로 나노 로드 성장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아 밀도가 낮

고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도

의 증가에 따른 나노 로드의 길이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용액의 농도에 의해 나노로드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에서 다른 농도의 일산화질소에 대한 각각의 나노

로드 센서들의 감도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일산화질소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센서들의 감도 또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B) 센서의 감도는 (A) 센서의 감도 값

에 대해서는 약 2배, (C) 센서의 감도 값에 대해서는 약

5배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나

노 로드 센서가 저 농도에 대한 고감도 센서를 실현하

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노 로드에 측정 가스들이

흡착했다가 탈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전기 저항의 변

화가 생기게 되고, 감도 값으로 측정된다. 나노 로드의

접촉면은 일반적인 박막 센서의 접촉면보다 훨씬 넓기 때

문에 저항의 변화 값, 즉 센서의 감도 값이 더 크게 나

타난다.

(B) 센서가 가장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고, 이것으로

0.005M의 수용액에서 성장한 나노 로드의 비표면적이 가

장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 로드의 성장이 완전히 이

루어지지 않은 (C) 센서는 낮은 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5. FE-SEM images of ZnO nanorods prepared in 0.01 M

HMT/0.01 M Zn(NO3)26H2O with 500 W ultrasonic power for

the different time: (a) 20 minutes (surface), (b) 1 hour

(surface), and (c) 1 hour (cross-section).

Fig. 6. XRD patterns of ZnO nano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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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rface and Cross-section FE-SEM images of ZnO nanaorods prepared in (a) 0.01 M solution (Sensor A), (b) 0.005 M

(Sensor B), and (c) 0.001 M (sensor C), where subscribe s and c represent for surface and cross-section, respectively.

Fig. 8. Sensitivities of sensor (A), (B) and (C) for different

concentration (50~1000 ppb) of NO at 350oC. Fig. 9. Long term stability of the ZnO nanorod (B)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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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ZnO 나노 로드 센서(B)의 시간에 따른 장기

안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30일 동안 350oC에서 센서의

초기 저항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약 540 kΩ으로 일정

한 값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에서 제조한 나노 로드 센서의 온도 안정성이 우수함

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이온코팅과 열증착법으로 Pt 와 금속 Zn을 올린 알루

미나 기판 위에 초음파 처리법으로 수용액(HMT/Zn(NO3)2·

6H2O)의 농도가 0.01 M 과 0.005 M, 0.001 M로 각기 다른

용액을 이용하여 세 가지 ZnO 나노 로드 센서를 제작하

였다. 이들 센서들은 일산화질소 가스에 대해 가스 감응

특성이 조사되었다.

1. 초음파 처리에 사용된 수용액의 농도에 따라 나노 로

드의 밀도와 길이, 직경의 차이가 생긴다.

2. (A) 센서의 나노 로드 길이와 직경은 500 nm와

80 nm, (B) 센서의 나노 로드 길이와 직경은 400 nm와

60 nm, (C) 센서의 나노 로드 길이와 직경은 200 nm와

50 nm로 나타난다.

3. 모든 나노 로드 ZnO 센서는 일산화질소 가스에 대

해 50~1000 ppb의 저 농도에서도 높은 감응 특성을 나타

낸다.

4. 나노 로드 ZnO 센서는 반복성 및 장기 안정성의 특

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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