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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ion of Double-layered ZnO Nanostructures by an Aqueous Solutio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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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uble-layered ZnO nanostructures have been synthesized by aqueous solution method on (001) plane of ZnO nanorod. A step-
wise changing of aqueous solution concentration gave rise to a new nano-structured layer consisting of either multiple of nanorods
or nanowires with much smaller radii than that of the ZnO nanorod on which the new layer was grown. As the first step the ZnO
nanorods have been grown to have the (001) preferential orientation in the aqueous solution consisting of 0.1 M zinc nitrate and 0.1
M HMT. This preferentially aligned ZnO nanorods have been regrown in either a less diluted solution of 0.01 M zinc nitrate and 0.01
M HMT or a more diluted solution of 0.005 M zinc nitrate and 0.01 M HMT. A new nano-layer consisting of numerous aligned
nanorods or nanowires has been produced on the (001) planes of ZnO nanorods. The growth mechanism for this double layered ZnO
nanostructure is ascribed to the (001) polar surface energy instability and inhibition of (001) plane growth due to the step-wise change
of aqueous solution concentration; ZnO nuclei formed on the (001) plane grow preferentially in (010) plane instead of (001) plane
to reduce the total surface energy. Surface area of ZnO nanostructure can be increased in orders of magnitudes by forming a new layer
consisting of smaller nanorods/nanowires on (001) plane of ZnO nano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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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료의 미세조직과 형상은 재료의 물성 이해와 새로운

재료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최근

에 나노 소재의 독특한 물성으로 인해 나노구조물의 형상

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중 ZnO

나노구조물도 다양한 전기적, 광학적 및 압전 특성을 가지

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ZnO

는 합성방식과 조건에 따라 나노로드(nanorod),
1-5)

 나노와

이어(nanowire),
6)

 나노벽 (nanowall)
7-9)

 그리고 나노튜브

(nanotube)
10-14)

 등 매우 다양한 형상으로 합성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다양한 구조물들을 한 방향으로 배향 성장시

킬 경우 비표면적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어 촉매나 가스

센서 및 태양에너지 분야의 응용에 큰 이점을 가지게 된

다.
9,15)

 한편, 이러한 ZnO 나노구조물의 제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보고되었는데,
16-20)

 이들 중 수용액 합성법(aqueous

solution growth)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성장이 가능하

고 구조제어를 위한 변수들이 매우 간단하며, 쉽게 대면

적으로 합성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5,10-13)

 또한, 수

용액 합성법으로 앞서 언급하였던 다양한 형상의 ZnO 나

노구조물들이 합성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5,6,9,11)

 그러나, 무

엇보다도 재현성 있게 다양한 형태의 나노구조물을 합성

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이들 다

양한 ZnO 나노구조물이 형성되는 원인과 기구에 대한 이

해도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ZnO 나노구조물을 손쉽게 합성할 수 있

는 수용액 합성법(aqueous solution growth)을 이용하여 배

향성이 우수하면서 동시에 비표면적을 대폭 증가시킨 ZnO

나노구조물을 얻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ZnO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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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ZnO 나노결정의 형상이 성장 수용액의

농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점을 이용하여, ZnO 나

노결정 성장과정에서 수용액의 농도를 2단계에 걸쳐 바

꾸어 주어 ZnO 나노로드(nanorod) 위에 새로운 ZnO 나노

로드와 나노와이어(nanowire)가 한방향으로 정열하여 성

장하는 이중 나노구조물을 합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관

찰되는 미세조직의 변화를 통해 이들 ZnO 나노구조물의

성장 기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ZnO 나노구조물은 수용액 합성법을 통해 제조되었다.

우선 전처리로서, ITO가 코팅된 유리기판위에 전기화학

증착법(electrochemical deposition)으로 ZnO 막을 합성하였

다. 이 ZnO 막은 나노구조물 성장을 위한 종자정(seed

grain) 역할을 담당한다. ZnO seed 막은 0.5 M 농도의

zinc nitrate (Zn(NO)3 ·6H2O) 수용액 속에 ITO가 코팅된

유리기판을 음극으로 하고 백금판을 양극으로 하여 2.5 V

의 직류전압을 인가하면서 약 5분간 증착하였다. 이렇게

ZnO 결정 성장을 위한 종자정(seed grain)이 부착된 ITO

코팅 유리기판은 이온교환수로 세척하여 건조시킨 후 500
o
C

의 온도에서 30분간 열처리하여 ZnO 결정으로 결정화하

고 동시에 ITO 코팅 유리기판과의 접착력을 부여하였다. 

이후 ZnO 막이 형성된 유리 기판을 다음과 같은 2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ZnO 나노결정으로 성장시켰다. 우선, 1

단계 과정으로 ZnO 막이 증착된 ITO 기판 위에 잘 정열

된 ZnO 나노로드(nanorod)를 성장시켰다. 즉, ZnO 막(종자

정)이 코팅된 유리기판을 0.1 M zinc nitrate와 0.1 M의

hexamethylenetetramine (C6H12N4 :HMT) 혼합수용액에 넣어

90
o
C에서 20시간 성장시켜 (001)면으로 배향(aligned) 성장

한 ZnO 나노로드(nanorod)를 얻었다. 2단계 과정으로는 이

렇게 성장한 ZnO 나노로드 기판을 Zn 이온 농도를 2종류

로 낮게 희석시킨 혼합수용액에 넣어 다시 ZnO 결정을 성

장시켰다. 이때, 두 종류의 수용액 중 하나는 0.01 M의 zinc

nitrate와 0.01 M의 HMT 혼합수용액으로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Zn 이온의 농도를 더욱 묽게 하여 0.005 M의 zinc

nitrate와 0.01 M의 HMT로 하였다. 이후 각각을 90
o
C에서

1~20시간동안 성장시간을 달리하며 ZnO 결정을 성장시켰

다. 이렇게 얻어진 ZnO 나노구조물들은 이온교환수로 세

척하고 건조시킨 후 주사전자현미경(SEM, Quanta 200)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으며, XRD 분석을 통해서

는 ZnO 나노구조물의 결정성과 배향성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ITO가 코팅된 유리기판 위에 전기화학증착법

(electrochemical deposition)으로 ZnO 막을 증착하고 500
o
C

의 온도에서 30분간 열처리하여 얻은 ZnO 종자정(seed

grain)의 미세조직이다. 약 20~50 nm 크기를 가지는 ZnO

나노입자들이 매우 균일하게 ITO 유리 기판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용액 합성법(aqueous solution

growth)에 의한 ZnO 결정성장도 일반적인 결정성장 기구

인 핵생성과 입자성장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생성되는

나노결정의 형상과 결정학적 특성은 종자정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Fig. 1에서 보여주는 균일한 ZnO 입자로 분

포된 종자정은 ZnO 나노구조물의 핵생성 자리 역할을 하

게 되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ZnO 나노구조물은 매우 균

일한 모습으로 합성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Fig. 2는 Fig. 1에서 얻어진 ZnO 종자정(seed grains) 막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Zn 이온농도의 수용액 중에서 성장시

켜 얻은 ZnO 나노로드(nanorod)의 미세조직이다. Fig. 2(a)

는 0.1 M Zn(NO)3 ·6H2O와 0.1 M HMT 혼합수용액 중에

서, Fig. 2(b)는 좀더 묽은 농도인 0.01 M Zn(NO)3 ·6H2O

와 0.01 M HMT 혼합수용액 중에서 90
o
C에서 20시간 동

안 성장시켜 얻은 미세조직이다. 모두 육각기둥의 전형적

인 ZnO 나노로드 (nanorods)가 합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농도의 차이에 의해 ZnO 나노로드의 형상에 있

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Fig. 2(a)의 경우 약

0.5 µm의 직경을 가지며 약 2 µm 크기로 성장한 ZnO 나

노로드가 매우 균일하게 (001) 방향으로 잘 정열하여 합

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Fig. 2(a)의 내부에 있는 작은 미세조직은 파단면

조직인데, 이를 통해 이미 보고된
5,15)

 바와 같이 전기화학

증착법을 통한 ZnO 종자정(seed)은 잘 정열된 ZnO 나노

로드의 성장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0.01 M의 묽은 농도에서 성장시킨 Fig. 2(b)에서의 ZnO

나노로드는 직경이 감소하여 aspect ratio가 커진 가늘고 긴

형상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Fig 2(a)의 0.1 M의

Fig. 1. SEM image of the electrochemical deposited ZnO film

after annealing at 500
o

C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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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NO)3 ·6H2O에서 성장한 ZnO 나노로드는 aspect ratio가

약 4인 반면, 0.01 M의 Zn(NO)3·6H2O에서 성장한 Fig. 2(b)

는 aspect ratio가 약 10으로 대폭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가늘고 긴 형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Fig. 2(a)

에서와는 다르게 ZnO 나노로드가 잘 정열하지 못하고 무

질서하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2(b)의 경우 가늘고 긴 나노로드(nanorod) 형상에

의해 ZnO 결정의 비표면적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나, 한 방향으로 정열하여 성장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Fig. 2(a)와 (b)에서 관찰되는 성장한

ZnO 결정형상의 차이로부터 0.01 M의 묽은 농도에서는

ZnO 나노결정이 성장할 때 polar (001)면의 표면에너지가

non-polar (010)면의 표면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지며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정의 성

장모습은 일반적으로 전체 표면에너지의 최소화에 있는

데, 0.01 M의 묽은 농도에서의 aspect ratio가 커진 ZnO

나노결정의 성장모습은 polar (001)면의 표면에너지가 상

대적으로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Fig. 3은 Fig 2(a)에서 보여준 0.1 M의 농도에서 성장시

켜 얻은 ZnO 나노로드를 기판으로 하여, 성장 수용액의

농도를 0.01 M Zn(NO)3 ·6H2O와 0.01 M HMT로 묽게 하

여 90
o
C의 온도에서 성장시간에 따라 얻은 ZnO 나노결

정의 미세조직이다. Fig. 3(a)는 1시간 동안 성장시킨 것

으로 성장하는 각각의 ZnO 나노로드(nanorod)의 (001)

polar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수의 작은 크기의 새로

운 여러 결정이 하나의 polar (001)면에 생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3(b)는 3시간 성장 후 얻은 것으로 하나

의 ZnO 나노로드 (001)면에 다수의 작은 나노로드 결정

들이 새로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기판이었던

ZnO 나노로드의 방향과 일치하며 잘 정열하여 성장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노로드 위의 또다른 나노로드의

이중적 구조물은 새로운 작은 나노로드의 성장에 의해

ZnO 결정 전체의 비표면적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한편, Fig. 4는 Fig. 1에서 보여준 ZnO 종자정이 증착된

ITO 기판에 직접적으로 Fig. 3(b)와 동일한 성장조건에서

얻은 ZnO 나노결정의 모습이다. 종자정의 입자크기였던

Fig. 2. SEM images of ZnO nanorod grown at 90
o

C for 20 h

under two different solution conditions: (a) 0.1 M zinc

nitrate and 0.1 HMT (b) 0.01 M zinc nitrate and 0.01 HMT.

Fig. 3. SEM images of double layered ZnO nanorods grown on

the ZnO nanorod [Fig 2(b)] in the solution of 0.01 M

zinc nitrate and 0.01 HMT for 1 h (a) and 3 h (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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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 nm의 직경을 가지며 육각기둥의 전형적인 ZnO 나

노로드가 성장하고 있으나 정열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0.01 M Zn(NO)3 ·6H2O

의 묽은 농도에서는 나노로드의 초기부터 Fig. 3(b)와는

다르게 정열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성장하며, 20시간 후

에 관찰된 Fig. 2(b)에서와 같은 무질서한 나노로드가 얻

어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배향이 우수하고 비

표면적이 대폭 증가한 ZnO 이중 나노구조물을 얻기 위

해서는 우선 잘 정열된 ZnO 나노로드 구조를 만든 후,

이를 다음 단계에서 성장 수용액의 농도를 변화시켜 또

다시 성장시켜야 함을 보여준다. 

Fig. 5에서는 이중나노구조물을 얻기 위해 사용한 Fig. 2(a)

의 나노로드와 2단계 성장을 통해 얻어진 Fig. 3(b)에서

얻은 나노구조물에 대한 배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XRD를

통해 얻은 회절데이타이다. 각각의 나노구조물의 상대적

배향성 정도(a : relative texture coefficient)는 다음의 수식

을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21)

위 식에서 I002와 I101는 측정된 회절데이타에서 얻은 (002)

면과 (101)면의 회절강도이며, I
o

002와 I
o

101는 JCPDS(Wurzite

ZnO)에서 나타내는 표준 회절강도값들이다. Fig. 5(a)는 이

중나노구조물을 얻기 위해 1단계로 성장시켜 얻은 Fig. 2(b)

의 나노로드의 회절데이타로 상대적으로 (002)면의 피크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002)면으로의 강한 배향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된 a=0.93으로, 거의 모든 ZnO

나노로드가 한방향으로 정열하였음을 보여준다. Fig. 5(b)

는 합성된 이중나노구조물(Fig. 3(b))의 회절데이타로 분석

한 배향성 a=0.89로 다소 배향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미세조직의 관찰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더욱

작은 나노로드들이 생성 및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001)

면과의 정합성을 일부 상실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 Fig. 5의 XRD 회절데이타로부터 2단계

성장 과정을 통해 합성된 이중나노구조물은 (001) 방향으

로 효과적으로 잘 정열하여 합성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는 ZnO 나노로드의 성장시간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이미 성장한 ZnO 나노로드의 (001)

면이 불안정해져서 (001)면 위에 나노튜브나 나노와이어

가 연속적으로 생성됨이 관찰된 바 있다.
12,13)

 즉, 기존에

보고된 ZnO 나노구조의 특징은 하나의 ZnO 나노로드 위

에 단지 하나의 나노튜브 또는 하나의 나노 와이어가 생

성된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는 근본적으로 ZnO 결정의

비표면적을 대폭 증가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기

존의 연구에서는 ZnO 나노와이어/나노로드 구조가 ZnO

나노로드의 성장 중에 부수적으로 얻어진 것들로서 이 구

조를 재현성 있게 구현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합성조건이

나 변수들의 제어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러

한 구조 변화에 따른 ZnO 결정의 비표면적의 증가로 인

해 발광(PL)특성이 향상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12)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하여 제어 가능한 변

수인 성장 수용액 농도의 변화를 통해 하나의 ZnO 나노

로드 위에 다수의 나노로드를 성장시키는 2단계 성장 방

법으로 ZnO 이중 나노구조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비표

면적의 증가와 함께 잘 정열된 구조를 얻었다. 

Fig. 6은 Fig. 2(a)의 ZnO 나노로드를 Zn 이온의 농도를

더욱 묽게 한 0.005 M Zn(NO)3·6H2O와 0.01 M HMT의

혼합수용액에서 재성장시켜 얻은 미세조직들이다. Fig. 6(a)

는 1시간 성장시킨 것으로, ZnO 나노로드의 polar (001)

면에 다수의 새로운 입자가 생성되고 있다. 생성된 입자

들은 Fig. 3(a)와 비교하여 더욱 작아졌으며, 3시간 성장

시킨 경우에는 Fig. 6(b)에서와 같이 바늘형성의 나노와이

어(nanowire)로 성장하였다. ZnO 나노로드 위에 미세한

나노로드가 이중구조로 형성된 Fig. 3(b)와는 달리 Fig. 6(b)

a I002 I002
o

⁄( ) I002 I002
o

⁄( ) I101 I101
o

⁄( )+[ ]⁄=

Fig. 4. SEM image of ZnO nanorod grown on the substrate

(Fig. 1) at 90
o

C for 3 h under 0.01 M zinc nitrate and

0.01 HMT solution.

Fig. 5. XRD patterns for the samples (a) shown in Fig. 2(a) (the

ZnO rod) and (b) shown in Fig. 3(b) (the double layered

ZnO nano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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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polar (001)면에 미세한 ZnO 나노와이어(nanowire)

가 형성되었다. 즉, 성장 수용액의 농도감소에 의해 ZnO

결정 형상이 나노로드(nanorod)에서 나노와이어(nanowire)

로 변화하였다. Fig. 6(c)는 20시간 성장시킨 것으로, 하나

의 ZnO 나노로드의 polar (001)면에 다수의 ZnO 나노와

이어가 2 µm 이상의 크기로 길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본 연구에서 얻은 ZnO 이중나노구조물의 생성

조건과 생성과정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는 이중

나노구조물을 얻기 위해 0.1 M의 높은 농도에서 잘 정열된

ZnO 나노결정을 얻은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Fig. 7(b)는

이렇게 얻은 나노로드를 0.01 M의 묽은 수용액 농도에서 2

단계로 성장시킴으로써 나노로드의 (001)면에 더욱 작은 다

수의 나노로드가 균일하고 잘 정열하여 성장하는 보습을

보여 준다. Fig. 7(c)는 수용액의 농도를 0.005 M로 더욱 묽

게하여 2단계로 ZnO 결정을 성장시킨 것으로 ZnO 나노로

드 위에 나노와이어가 생성되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Fig. 7에서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과정으로 관

찰되는 ZnO 이중 나노구조물은 다음과 같은 성장과정을

통해 합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ZnO 나노로드를 2단계인

묽은 수용액(0.01 M)에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polar (001)

면과 non-polar (010)면의 상대적 표면에너지 차이가 급격

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Fig. 2(a)와 (b)의

미세조직의 변화로부터 예측가능하다. 수용액 내의 Zn 이

온의 저포화도로 인해 비교적 큰 표면에너지를 갖는 불

안정한 polar (001)면의 성장은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polar면의 성장은 느리게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안정한

non-polar (010)면의 생성 및 성장이 유리하게 진행된다.

결국에는 (001)면 위에 부분적으로 생성되었던 작은 입자

들은 안정한 non-polar면 성장의 핵자리(site)를 제공하게

되어, 가늘고 긴 다수의 새로운 ZnO 나노로드로 성장하

게 된다. 더욱더 낮아진 0.005M의 농도에서는 Fig. 6에서

와 같이 불안정한 polar (001)면의 성장이 더욱더 제한을

받아 안정한 non-polar면만이 성장하게 되어 ZnO 나노와

이어로 합성되는 것이다. 이미 보고된 문헌에서도 ZnO

나노와이어는 Zn 이온 양이 극히 낮은 1 mM의 Zn(NO)3

·6H2O 농도에서 관찰되었으며,
6)

 비교적 높은 농도인 0.1 M

Zn(NO)3·6H2O 혼합 수용액 중에서는 장시간 성장시킬 경

우에만 나노와이어가 합성되었다.
13)

 즉, 장시간 ZnO 성장

으로 인해 Zn 이온 농도가 감소한 이후에야 ZnO 나노와

이어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Fig. 6. SEM images of double layered ZnO nanowires grown

on the ZnO nanorod shown in Fig. 2(b) under the

solution of 0.005 M zinc nitrate and 0.01 HMT for (a)

1 h, (b) 3 h, and (c) 20 h.

Fig. 7. Schematic drawing representing the growth conditions

and the type of double layered ZnO nanostructures:

crystal shape, growth process, and solution concentration

are re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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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3과 6의 결과로 부터 ZnO 나노결정 성장 과정에서

수용액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2단계 성장법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ZnO 이중나노구조물의 합성이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ZnO 나노 이중구조물로 인해 비표면적이 대폭 증가하

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같은 ZnO 이중나노구조물은

비표면적 증대 효과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믿어진다. 추후 이들 제어된 ZnO 이중나노구조

물의 물성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믿어진다.

4. 결 론

ZnO 결정성장 과정에서 수용액의 Zn 이온 농도를 2단

계에 걸쳐 변화시킴으로서 ZnO 나노로드 (nanorod) 결정

위에 다수의 나노로드 또는 다수의 나노 와이어가 성장

한 ZnO 이중 나노구조물을 얻을 수 있었다. 1단계로 ZnO

나노로드를 균일하게 정열된 구조로 성장시켰으며, 이를

기판으로 사용하여 Zn 이온농도가 낮은 0.01 M 또는

0.005 M의 Zn(NO)3 ·6H2O와 0.01 M의 HMT 혼합수용액에

서 성장시킴으로써 ZnO 나노로드 위에 aspect ratio가 큰

가늘고 긴 ZnO 나노로드 또는 ZnO 나노와이어가 한 방

향으로 정열된 나노구조를 합성하였다.

Zn 이온의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Zn 이온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반응초기에 polar (001) 면에 부분적으로만

핵생성 및 성장이 일어났다. 한편, 묽은 농도에서 polar

(001)면의 상대적인 표면에너지 증가효과는 polar면의 성

장을 더욱 제한하여, 전체 표면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안

정한 non-polar (010)면을 선택적으로 빠르게 성장시킴으

로써 하나의 나노로드 (001)면에 다수의 나노로드와 나노

와이어가 생성되는 이중 구조의 ZnO 나노구조물이 얻어

졌다. ZnO 나노로드 위에 다수의 나노로드 또는 나노와

이어를 합성함으로써 비표면적을 대폭 증가시킨 다양한

형상의 ZnO 나노구조물의 합성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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