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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S 합성법을 이용한 ZnO 나노구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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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 oxide (ZnO)을 금(Au)과 fluorine-doped tin oxide (FTO) 촉매로 산화실리콘(SiO2) 기판에 산화아연입자 20 nm, 20 

µm를 각각 사용하여 기체-액체-고체(VLS) 합성법으로 성장시켰다. 나노로드의 표면특성, 화학조성, 그리고 결정특성

을 엑스레이회절(X-ray diffraction (XRD)),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 표면

방출주사현미경(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으로 분석하였다. ZnO의 입자 크기 뿐만 아니라 

결정형태가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ZnO의 모든 나노구조가 6방정계(六方晶系), 단일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최적온도는 1030 ℃, 입자크기는 20 nm이다. 그러므로 Au 대신 플루오린 첨가 도핑으로 전기음성도가 증가된 FTO 

증착에 의해서 생성된 나노로드는 경제성 있는 대체물질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Zinc oxide (ZnO) nanorods were grown on the pre-oxidized silicon substrate with the assistance of Au and the fluorine-doped 

tin oxide (FTO) based on the catalysts by vapor-liquid-solid (VLS) synthesis. Two types of ZnO powder particle size, 20 

nm, 20 µm, were used as a source material, respectively The properties of the nanorods such as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chemical composition and crystalline properties were examined by X-ray diffraction (XRD),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 and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The particle size of ZnO source strongly 

affected the growth of ZnO nanostructures as well as the crystallographic structure. All the ZnO nanostructures are hexagonal 

and single crystal in nature. It is found that 1030 ℃ is a suitable optimum growth temperature and 20 nm is a optimum 

ZnO powder particle size. Nanorods were fabricated on the FTO deposition with large electronegativity and we found that 

the electric potential of nanorods rises as the ratio of current rises, there is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catalysts, Therefore, 

it was considered that Sn can be the alternative material of Au in the formation of ZnO nan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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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나노구조 물질은 크기효과와 양자 구속 효과로 인하여 독특한 전기

적⋅광학적⋅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반도체 소자에 응용하기 위

하여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ZnO의 경우, Ⅱ-Ⅳ족 

화합물 반도체로 6방정계 부르자이트(hexagonal wurzite)의 결정 구조

를 가지며, 비저항이 결정성장 조건에 따라 10
-4

 Ωcm∼1025 Ωcm까

지 폭넓게 변하는 전형적인 n-type형 반도체이다. 일반적으로 ZnO 박

막은 상온에서 3.37 eV의 넓은 밴드갭 에너지와 60 meV의 높은 여기

자 에너지(exciton binding energy) 때문에 자외선 영역에서의 발광특

성을 나타내며 반도체(semiconducting), 압전재료(piezoelectric), 광전

도체(photoconducting) 물질[1,2], 광화학과 가스 센서 물질, 태양 전지,  

광학적 성질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스크린, 광전지 전극, 발광 다이오

드(light-emitting diodes : LED), 레이져 다이오드(laser diodes : LD)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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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 광전기적 장치, 그리고 표면 음향 도파관 등의 응용 범위가 넓

어 최근 미래 소재로서의 중요한 물질로 간주되고 있다[3,4]

ZnO 나노구조는 VLS (Vapor Liquid Solid)법과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LCG (Laser Ablation catalytic Growth)를 이용한 

수정된 VLS법, VS (Vapor Solid)법, FLS (Fluid Liquid Solid) 메카니

즘, SLS (Solution Liquid Solid) 메카니즘, OAG (Oxide Assisted 

Growth) 등에 의해서 합성할 수 있다.

이들 중 VLS 성장 메커니즘은 반도체 나노로드의 합성에 있어 간

편한 경제성과 편리한 용이성, 다양성 때문에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이 성장 메커니즘은 다양한 반응 물질이 기상화하여 액상 촉매 액상

방울을 과포화 하게 하고 고체 나노로드는 액상방울로부터 침전으로 

생성된다[5].

적색, 연녹색발광다이오드소자는 이미 개발되어 디스플레이 및 광

원용 장치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으나[6], 청색(Blue), 순녹색(Pure 

green)의 빛을 내는 것은 개발이 어려웠고 순도가 저급하여 오랫동안 

완전한 총천연색을 구현하는데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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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diagram of horizontal tube furnace.

화학합성법의 발달로 이는 극복되고 특히 산화아연(ZnO) 나노소자는 

순 녹색을 구현하는 물질로 밝혀져[7,8] 이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의 개발에는 항상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처리 과정에서 순금(Au)이라는 촉매가 필요불가결하다. 최

근 이 물질을 대체하고자 많은 연구[9-11]가 되고 있으나 특별한 소재

가 발견되지 않고 특히 촉매로서의 Sn 물질은 나노 성장 시 전기적 

전도성이 불완전하여 발광소자로서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순 녹색발광 다이오드반도체소자 나노구조의 특성

을 규명하기 위하여 FTO와 Au 촉매를 이용하여 VLS 공정성장 메커

니즘으로 산화아연 나노로드를 성장시켜 FTO 증착의 플루오린 도핑

으로 금 촉매와 비슷한 모양의 산화아연 육방형 나노로드를 만들어  

전기음성도를 크게 한 경제성 있는 새로운 ZnO 나노 구조체를 합성

하여 Au 촉매를 사용하여 산화아연 나노로드를 성장시킨 것과 비교

하였다.

2. 실    험
 

결정 배향구조가 Si(100) 웨이퍼인 SiO2 기판(10 × 10 × 1 mm)을 실

리콘 면에 있는 얇은 코팅막을 제거해주기 위해 60 ℃의 아세톤

(Samchun Chemical, 99.5%), 메틸알콜(Duksan, 99.5%)에 각각 10 min 

동안 초음파 세척을 한 후 증류수로 세정한다. 촉매로 사용되는 금속

인 금(Au, 99.%)은 이온 진공 스퍼터 시스템(Ionsputtering JFC-1100E, 

JEOL)을 이용하여 6 mA로 3 min간, 플루오린 도핑된 산화주석(FTO)

은 플라즈마 MOCVD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를 

이용하여 각각(100) 세정 후 잘 건조시킨 SiO2 기판에 침착시켰다.

본 실험에 이용된 기화 물질은 ZnO (Duksan, 99%)와 Grapgite 

(Duksan, 99%) 분말이며 ZnO 분말 입자 크기는 20 µm (99.5%)와 20 

nm (99.5%)로 준비하였다. ZnO 분말과 Graphite 분말을 0.3 g씩 1 : 1

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준비된 두 분말을 잘 섞어주고 직경 3 cm, 

길이 10 cm인 석영관 보트에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금속촉매를 침착

시킨 SiO2 기판을 분말 왼쪽으로 1, 3, 5 cm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다.

Figure 1은 본 실험에 사용된 가열로의 모식도이다. 직경 5 cm, 길

이 30 cm인 석영관에 이동가스(Carrier gas)인 아르곤(Ar)를 100 sccm

의 유속으로 보내주고 50 min 동안 가열온도로 상승시킨 후 일정온도

를 유지시킨다. 일정 반응 온도가 된 후 혼합분말과 SiO2 기판을 담은 

석영관 보트를 가열로 가운데 넣고, 반응기체(Reaction gas)인 산소를 

주입하여 일정 온도, 일정 시간 동안 가열시킨다. 이 온도 등의 공정 

변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12].

각각 설정 조건에 따라 가열한 후 공급하던 반응기체인 산소를 차

단하고 아르곤가스를 100 SCCM (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으로 흘려주면서 30 min 간 식혀준다.

Table 1. Fabrication Condition of Nanorods

ZnO Particle Size 20 µm, 20 nm Catalyst Au, FTO

ZnO Mass 0.3 g Graphite Mass 0.3 g

Argon Flow Meter 80∼120 (sccm) Oxygen Flow Meter 3∼15 (sccm)

Heating Temperature 850∼1200 (℃) Heating Time 20∼60 (min)

FTO : Fluorin-doped Tin Oxide

이 실험을 통하여 ZnO 분말 입자 크기에 따른 온도별 성장 정도, 

일정 아르곤가스 유량에서 산소 유량의 변화, 금속촉매에 따른 성장 

모습을 FE-SEM (JSM-6700F)을 통하여 비교하여 보고 EDX (JSM- 

6700F)를 통하여 형성된 ZnO 나노로드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또한 

XRD (Bruker D8 DISCOVER, Germany)를 이용하여 나노로드의 결정

성 방향을 알아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Figure 2는 각각 설정 온도에 따라 합성된 나노로드의 모습을 

FE-SEM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로드의 모습은 고온으로 갈수록 테라

(Tetra) 구조의 분말들과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굵고 긴 나노로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저온으로 갈수록 일정한 두께의 나노로드가 만들

어진다. 또한 20 µm 입자와 20 nm 입자를 사용한 실험을 비교하면 

작은 입자일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나노로드가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ZnO 분말의 입자 크기가 나노로드의 두께뿐만 아

니라 성장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ZnO 분말 입자

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더 얇고 낮은 온도에서 나노로드의 합성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최적의 온도는 20 µm 입자일 때 

1050 ℃, 20 nm일 때 1030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자크기가 작아

질수록 일정 질량당 반응표면적비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Figure 3는 (a)와 (b)는 Au와 FTO를 증착시킨 측면을 90°로 굴절하

여(Tilting) 관찰한 것이고, (c), (d), (e), (f)는 일정온도에서 촉매에 따

른 나노로드의 합성 모습을 50° 굴절(Tilting)시켜 FE-SEM으로 성장

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 중 (c), (d)는 Au를 SiO2에 증착시켜 촉매로 

사용한 나노로드의 성장 형성이고 (e), (f)는 SiO2에 FTO 증착시킨 촉

매를 이용하여 생성된 나노로드이다. Au와 FTO 촉매를 이용한 나노

로드는 비슷한 성장 모습을 하고 있으며 또한 성장 방향이 대부분 일

정한 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Au 대신  플루오린 첨가 도핑으로 전기음성도가 증가된 

SnO2 금속촉매를 사용한 FTO 증착에 의해서 생성된 나노로드는 경제

성 있는 대체물질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4에서는 아르곤과 산소의 유량에 따른 나노로드의 성장 모

습을 관찰하였다. 아르곤의 유량을 일정하게 하고 산소의 유량을 변

화시켜 각각의 나노로드의 성장을 얻었다. 반응가스인 산소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육각기둥의 길이보다 뾰족하게 생성되는 부분이 길어

지면서 더 가늘고 뾰족한 로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Figure 4의 (a), (b), (c)에서 이동 가스(Carrier Gas)에 포함된 반응 가

스인 산소의 유량이 5, 10, 15 sccm으로 높아질수록 더 가는 나노로드

를 생성할 수 있고 비례하여 이동가스의 양이 많으면 로드의 생성 양

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 가스를 100 sccm에서 80 sccm으

로 줄이고 산소의 유량을 높인다면 얇은 나노로드를 조밀하게 만들 

수 있음을 Figure 4의 (d), (e), (f)에서 보여주고 있다.



619VLS 합성법을 이용한 ZnO 나노구조의 특성

J. Korean Ind. Eng. Chem., Vol. 20, No. 6, 2009

Figure 2. FE-SEM images of the ZnO nanorods at different tem-

perature. (a) heating temperature 1070 ℃, ZnO particle size 20 µm, (b) 

1070 ℃, 20 nm, (c) 1050 ℃, 20 µm, (d) 1050 ℃, 20 nm, (e) 1030 

℃, 20 µm, (f) 1030 ℃, 20 nm.

Figure 3. FE-SEM images of ZnO obtained on tilting 90
o

 and 50
o

 with 

different catalyst. (a) 90
o

, Au catalyst; (b) 90
o

, FTO catalyst; (c) 20 

µm, 50
o

, Au catalyst; (d) 20 nm, 50
o

, Au catalyst; (e) 20 µm, 50
o

, FTO 

catalyst; (f) 20 nm, 50
o

, FTO catalyst. 

Figure 4. FE-SEM by depending on the flow gas ratio. (a) Argon 100 

sccm, Oxygen 5 sccm, (b) Argon 100 sccm, Oxygen 10 sccm, (c) 

Argon 100 sccm, Oxygen 15 sccm, (d) Argon 80 sccm, Oxygen 5 

sccm, (e) Argon 80 sccm, Oxygen 10 sccm, (f) Argon 80 sccm, 

Oxygen 15 sccm. 

Figure 5(a)는 Au촉매를 이용한 나노로드를 EDX 분석으로 Au 촉매 

코팅에 의하여 SiO2 기판 위에 ZnO 나노 와이어가 생성을 나타내고, 

(b)는 FTO 촉매를 이용해 합성시킨 나노로드를 EDX를 이용해 성분

을 분석하였다. FTO, Au 촉매로 생성한 나노로드 모두 육각기둥과 로

드 끝부분이 촉매의 플루오린이나 주석 성분 또한 Au는 로드의 구성

성분이 아닌 일정 방향 성장을 위한 촉매로만 이용되었다. ZnO/SiO2 

나노 복합물은 ZnO 나노 와이어에 비하여 대단히 적다. 원소분석에서 

나노복합물 중 Si 나노화합물은 Si 원소로 존재하고, 입자 중 대부분

은 ZnO이고 Si는 일부만 존재한다. 

Figure 6은 Au와 FTO를 이용하여 생성된 나노로드의 XRD 분석 결

과 (100), (002), (101), (110) ZnO 피크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VLS 실험 특성상 금속촉매를 사용하여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

수한 ZnO 나노로드라 보기 어렵고 4개의 피크가 나노로드 피크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 그러나 EDX 분석시에 대부분이 ZnO로 구성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피크인 (101) 방향이 ZnO의 성장 방향이

라 볼 수 있으며 (100), (002), (110)는 Au, Pt, FTO의 불순물 또는 일

정한 방향으로 자라지 못한 일부 ZnO 나노로드의 피크라 예상할 수 

있다.

Figure 7은 1030 ℃, 20 nm일 때 Au와 Sn 촉매를 사용할 때

(FTO41)와  20 µm Sn (FTO 43)를 사용했을 때의 전류 흐름과 전위차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나노로드의 전위차는 전류에 비례하고 

1030 ℃, 20 nm일 때 Sn 촉매를 사용할 때는 전류의 흐름이 A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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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ing the Au catalyst

(b) using the FTO catalyst

Figure 5. EDX analysis of ZnO nanorods. 

Figure 6. XRD patterns of ZnO film.

차이가 있으나 나노로드 사용 용도에는 큰 무리가 없이 사용될 수 있

다고 사료된다.

Figure 7. Voltage-current curves obtained at 1030 ℃.

4. 결    론

VLS 합성법으로 합성된 나노로드를 FE-SEM, EDX, XRD를 통해 

분석하였다. 생성된 나노로드는 ZnO 분말의 입자 크기가 작아짐에 따

라 얇게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ZnO 입자 크기는 로드의 

생성온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산소의 유량이 많을수록 합성 반응

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더 얇고 긴 나노로드의 수직성장 생성에 유리

하고, 산소유량이 적을수록 많은 나노와이어 생성이 가능하다. ZnO 

나노입자 20 nm, 온도 1030 ℃일 때 가장 적당한 최적의 조건을 갖는

다. 금속 침착 물질로 쓰인 Au, FTO는 로드의 수직성장을 도와주는 

촉매역할로 쓰이고 로드의 구성성분은 아연과 산소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XRD 분석을 통해 ZnO 피크가 생기는 것을 보고 다

결정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성장 모습이 모두 일정하게 수직성장을 

이룰수록 XRD 피크가 단결정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된다. FTO 증착

은 플루오린 첨가 도핑으로 전기음성도가 큰 나노로드를 생성하고 전

류 흐름과 전위차의 관계가 비례하므로, Au 대신 Sn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성 있는 대체물질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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