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1.21.12.660
Kor. J. Mater. Res.
Vol. 21, No. 12 (2011)

660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우선 배향된 ZnO 나노와이어 성장 및 발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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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D ZnO nanowires have been attractive for their peculiar properties and easy growth at relatively low temperature.

The length, diameter, and density of ZnO nanowires were determined by the several synthetic parameters, such as PEI

concentration, growth time, temperature, and zinc salt concentration. The ZnO nanowires were grown on the <001> oriented

seed layer using the hydrothermal process with zinc nitrate and HMTA (hexamethylenetetramine) and their structure and optical

properties were characterized. The morphology, length and diameter of the nanowires were strongly affected by the relative and/

or absolute concentration of Zn2+ and OH−1 and the hydrothermal temperature. When the concentrations of the zinc nitrate

HMTA were the same as 0.015 M, the length and diameter of the nanowires were 1.97 µm and 0.07 µm, respectively, and the

aspect ratio was 28.1 with the preferred orientation along the <001> direction. XRD and TEM results showed a high crystallinity

of the ZnO nanowires. Optical measurement revealed that ZnO nanowires emitted intensive stimulated UV at 376 nm without

showing visible emission related to oxygen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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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I~VI족 화합물 반도체인 ZnO는 Wurzite 구조로 상온

에서 3.37 eV의 큰 밴드 갭과 60 meV의 높은 엑시톤 결

합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단파장영역에서 고효율의 광전

기기 및 레이저등에 응용될 수 있다.1-15) 그러나, 벌크재

료의 UV 여기발광(UV stimulated emission) 및 레이저

특성은 저온에서 관찰되므로, 상온에서 UV 여기발광특

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크기효과(size effect)에 따른 양

자구속효과(quantum confinement effect)를 가질 수 있는

1차원 나노구조가 요구된다.1-15) 그런데, 나노와이어의 광

학특성은 나노와이어의 지름, 길이, 결함 구조 등 물리

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재현성있는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나노와이어 성장방법에 대한 정

확한 제어가 필요하다.1-13) 특히, 나노와이어를 광전자소

자들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대면적의 기판위에 ZnO 나

노와이어를 특정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ZnO 나노와이어를 합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크게 VLS (Vapor-Liquid-Solid) 방법과 CBD (Chemical-

Bath-Deposition)가 있다.1-13) VLS 방법을 통한 제작공정

은 ZnO 나노와이어의 배향성을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진공조건, 높은 온도와 같은 성

장조건이 필요하고, 대량생산의 어려움, 비싼 장비가격, 제

작 시 많은 소요시간 등의 단점이 있다. 반면 CBD 방

법을 통한 제작공정은 간단한 공정, 저온에서의 합성, 대

면적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5-13) CBD 방법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열합성법은

ZnO 나노와이어를 비교적 낮은 온도와 상압에서 성장시

킬 수 있어 많은 연구가 되었으나, 액상에서 나노와이

어를 성장시키므로 특정 방향으로 배향하기 어려우며 또

한 나노와이어의 성장 밀도 및 종횡비를 조절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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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3) 

본 연구에서는 8 inch 크기의 대면적 수열합성장비를 이

용하여 배향성이 우수한 ZnO 나노와이어를 성장하고 UV

여기발광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때, 수열합성반응에서 비

교적 쉽게 조절 할 수 있는 전구체의 농도, 성장온도를

반응변수로 이용하였으며, 반응변수에 따라 성장한 ZnO

나노와이어의 형상 및 결정구조는 SEM, XRD, TEM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ZnO seed layer증착

수열합성반응에서 배향성이 우수한 ZnO 나노와이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ZnO 나노와이어의 핵 생성이 중요

하며, 본 연구에서는 주 성분이 ZnO 이면서 전기 전도

도를 가지는 AZO (Al2O3 2%, Zn 98%)를 40 nm 두께

로 Corning glass (Eagle 2000) 기판 위에 sputtering하고

Seed 층으로 이용하였다. 이때, AZO seed층은 낮은 표

면 에너지를 갖는 <001> 방향, 즉 c-축 방향으로 우선적

으로 성장시켜 ZnO 나노와이어가 1차원 형태의 높은 배

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2 ZnO전구체 제작

ZnO 나노와이어 성장을 위하여 Zinc nitrate Hexahydrate

(ZN: Zn(NO3)2 ·6H2O, Aldrich, 98%) 와Hexamethylene-

tetramine (HMTA: C6H12N4, Aldrich, 98%)을 사용하였

으며, ZnO 나노구조가 성장되는 화학적 반응식은 다음

과 같다.6)

C6H12N4 + 6H2O → 6HCHO(g) + 4NH3 (1)

NH3 + H2O → NH4
+ + H2O → NH4

+ + OH− (2)

Zn(N03)2
−

·6H2O + H2O →  Zn2+ + 2NO3
− + 7H2O (3)

2OH− + Zn2+
→ Zn(OH)2(s) (4)

Zn(OH)2
−

→ ZnO(s) + H2O(l) (5)

식(1)에서 HMTA를 탈이온수(DI-water)에 용해시키면

포름알데히드 (HCHO)와 암모니아(NH3)가 되고, 암모니

아(NH3)는 다시 암모늄이온(NH4
+)과 수산화이온(OH−)으

로 이온분해가 된다. 여기서Zn는 탈이온수에 용해되어,

Zn2+와 N03
−으로 이온화 된다. 식(2)와 (3)에서 형성된

수산화이온(OH−)과 아연이온(Zn2+)이 일정농도 이상이 되

면 수산화아연(Zn(OH)2)이 된다. 여기서 다시 수열

(Hydrothermal)에 의한 열에너지를 받으면 ZnO가 형성

되고, 형성된 ZnO는 온도, 시간, 순환속도에 따라 포화

(Saturation)되고, 핵 생성된 ZnO는 기판에 수직방향으로

나노와이어 형태로 성장한다. c-축 방향으로 더 높은 배

향성을 갖도록 Capping Agent인 Polyethyleneimine (PEI,

Aldrich, Average Mw ~800) 0.003 M을 첨가하였으며,

ZnO 나노와이어 성장 시 배열이 잘 되도록Ammonium

Chloride (NH4Cl, Aldrich) 0.09 M를 첨가하였다.15,16)

2.3 ZnO 나노와이어성장 및 분석

수열합성온도가 ZnO 나노와이어의 배향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구체가 담긴 bath 온도를 60, 70,

80, 90oC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1시간 동안 합성하였

다. 이때 ZN 0.015 M와 HMTA 0.015 M 의 몰 농도를

1:1 비율로 하였고, PEI 0.003 M, Ammonium Chloride

0.09 M 첨가 하였다. 

ZN와 HMTA 의 농도 변화가 ZnO 나노와이어 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ZN와 HMTA의 농

도를 0.075 부터 0.30 M 까지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이

때, bath 온도는 90oC에서 일정하게 1시간 동안 유지하

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조건을 Table 1에 정리하

였다. 성장이 끝난 기판은 탈이온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였

고,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건조시켰다. ZnO 나노와이어의

형상, 종횡 비, 밀도는 주사전자현미경(FE-SEM/S-4300SE,

Hitachi)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성장된 ZnO의 결정

성은 박막X선 회절 분석기(XRD, X'Pert MPD, Phillip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장된 ZnO 나노와이어의 UV

여기발광특성은 PL mapper (RPM2000, ACCENT)를 이

용하여 325 nm 파장에서 분석하였으며, ZnO 나노와이어

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과전자현미경(Analytic STEM/

JEM-2100F, Cs corrector, JEOL/CEOS)으로 SAED 패

턴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ZN 0.015 M와 HMTA 0.015 M의 농도에

Table 1. Growth conditions for ZnO nanowires by Hydrothermal

method. 

Growth condition

Growth time 1 hour

Growth 

temperature
60oC 70oC 80oC *90oC

Concentration

Zinc Nitrate : HMTA = 1 : 2 (0.0075M/0.015M)

Zinc Nitrate : HMTA = 2 : 1 (0.015M/0.0075M)

Zinc Nitrate : HMTA = 1 : 1 (0.015M/0.015M)

Zinc Nitrate : HMTA = 2 : 1 (0.030M /0.015M)

Zinc Nitrate : HMTA = 1 : 2 (0.015M/0.030M)

Zinc Nitrate : HMTA = 1 : 1 (0.030M /0.030M)

*PEI 0.003M *Ammonium Chloride 0.09M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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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0.003 M, Ammonium Chloride 0.09 M 첨가한 후

60, 70, 80, 90oC에서 1시간 동안 합성한 ZnO 나노와이

어의 미세구조이다. 60oC의 성장온도에서는 ZnO가 나노

와이어 형태로 성장하지 못하고 판상형태(plate like)로 성

장 하였으며, 성장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ZnO 나노와이

어의 종횡비가 커지고 조밀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

반적으로 ZnO는 육각형 형태를 지니며, 에너지적으로

면이 가장 안전하며, 에너지적으로 불완전한 (0001)

면이 빠르게 성장하여 나노와이어를 형성한다.14) 그런데,

60oC 인 경우 낮은 열에너지로 인해 Zn2+가 과포화가 되

는 시점이 늦어져 판상형태를 이루게 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70oC 이상의 온도에서는 높은 열에너지의 증

가로 인해 Zn2+의 석출이 빠르게 일어나며, 이때 AZO

seed layer의 <001> 방향인nucleation site에서 계속 성장

이 일어나 나노와이어가 성장하게 된다. Fig. 2에는 성

장한 ZnO 나노와이어의 길이와 계산한 종횡비(aspect

ratio)를 나타내었다. 70, 80, 90oC의 성장온도에서 나노

와이어의 평균 길이는 0.41, 2.08, 1.97 µm 정도를 나타

났으며, 평균 지름은 대략 0.04, 0.10, 0.07 µm이다. ZnO

나노와이어의 길이는 온도가 70에서 80oC로 증가할 때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90oC에서는 성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횡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거

의 직선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성장온도가 90oC

에서는 ZnO의 나노와이어의 길이가 약 1.97 µm이며 종

횡비가 28.1인 방향성이 우수한 ZnO 나노와이어 성장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ZN와 HMTA의 농도가 모두 0.015 M일 때

성장한 나노와이어의 XRD결과이다. (002)면이 매우 강

한 강도를 나타내어 ZnO가 seed layer와 같은 <001>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장한 ZnO 나노와이어의 (002)면이 34.38o에서 0.323의

반치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값을 나타내어 성

장한 ZnO의 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높은 결정성은 Fig. 4의 TEM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

1010( )

Fig. 1. FE-SEM images of ZnO nanowire arrays grown for 1h at

(a,e) 60, (b,f) 70, (c,g) 80 and (d,h) 90
o
C. Planar view (a-d) and

cross - sectional view (e-h). 

Fig. 2. Length and aspect ratio of ZnO nanowire grown at the

different temperatures.

Fig. 3. XRD patterns of ZnO nanowire arrays grown on <001>

oriented AZO seed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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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EM image에서 ZnO는 매우 우수한 1차원 나노와

이어로 성장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장이 끝난 상태

에서 ZnO 나노와이어의 끝이 육방정계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4(b)의 SAED pattern을 통해 성

장한 ZnO 나노와이어는 [100]면 결정방향으로 높은 결

정성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5에는 HMTA의 농도를 0.015 M로 고정한 상태에

서 ZN의 농도를 0.0075, 0.015, 0.030 M로 증가시키면

서 90oC 1시간 성장시킨 나노와이어의 미세구조를 나타

내었다. ZN의 농도가 0.0075 M일 때는 ZnO가 나노와

어어 형태로 성장하지 못하고 섬(island) 모양으로 성장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OH−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은 Zn2+ 이온 양 때문에 과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ZN의 농도가 각각 0.015 M 이

상일 때는 Zn2+의 양이 충분하여 과포화가 더욱 빨리 일

어나며, 따라서 나노와이어 형태로 성장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ZN의 농도가 0.015에서 0.030 M 로 증

가함에 따라 ZnO 나노와이어의 지름과 길이가 모두 늘

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증가한 Zn2+ 이온을 석

출시킬 수 있는 OH−양이 증가함에 따라 ZnO가 모든 방

향으로 성장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은 ZN농

도를 0.015 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HMTA의 농도를

0.0075, 0.015, 0.030 M로 증가시키면서 성장한 ZnO 나

노와이어의 미세구조이다. HMTA의 농도가 0.0075, 0.015,

Fig. 4. TEM images of ZnO nanowire arrays. (a) One-dimensional

structure and (b) Selected-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pattern.

Fig. 5. FE-SEM images of ZnO nanowire arrays grown for 1h with

0.015M HMTA; (a,d) 0.0075, (b,e) 0.015 and (c,f) 0.030 M Zn(NO3)2
concentration and. Planar view (a-c) and cross - sectional view (d-f).

Fig. 6. FE-SEM images of ZnO nanowire arrays grown for 1h with

0.015 M Zn(NO3)2; (a,d) 0.0075, (b,e) 0.015, and (c,f) 0.030 M

HMTA. Planar view (a-c) and cross - sectional view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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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M에서 ZnO 나노와이어는 1.29, 1.97, 1.14 µm 평

균 길이를 나타났으며, 평균 지름은 대략 0.07, 0.07,

0.06 µm 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나노와이어의 길이와 지

름으로부터 계산한 종횡비는 ZN과 HMTA의 농도가 모

두 0.015 M 일 때 최대값을 나타내다. HMTA의 농도가

0.0075 M에서는 Zn2+에 비해 상대적으로 OH−이온이 적

기 때문에 과포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어져 길이 방

향으로 성장이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HMTA의 농

도를 0.030 M로 증가시킬 경우, 과량의 HMTA가 pH의

버퍼(buffer) 역할을 하고 OH−방출 속도를 조절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11,12) Fig. 7에는 ZN과 HMTA의 농도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절대적인 농도를 0.015에서 0.030

M로 증가하면서 성장한 ZnO 나노와이어의 형상이다. 농

도가 0.030 M로 증가함에 따라 특정 부분에서 판상형태

의 ZnO가 성장하고 나노와이어의 균일한 성장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높은 농도로 인해 ZnO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안정한 형태의 판상이 되었으며,

일정 정도의 판상이 형성된 후, 즉 농도가 일정정도 감

소함에 따라 나노와이어 형태로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때 성장한 나노와이어의 길이는 약 627 nm로 0.015

M보다 3배 정도 줄어들었으며, 지름 또한 0.043 µm으로

0.07 µm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다. 

ZnO 나노와이어에서의 발광은 일반적으로 UV영역에

서 자유엑시톤에 의한 발광과 산소결함에 의해 발생한

가시광선 영역의(~500 ~ 600 nm) 발광이 알려져 있다.1,2)

UV영역에서의 발광은 ZnO의 밴드갭에 의한 것으로 모든

ZnO 나노와이어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가시광선에서의 발

광은 ZnO의 물리적인 형상과 산소 결함구조에 매우 민

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Fig. 8은 ZN과 HMTA의 농

도가 0.015, 0.015 M에서 성장한 ZnO 나노와이어의 UV

여기 발광특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UV영역인 376.2 nm

와 가시광선 750 nm파장에서 두 개의 피크가 관찰되었

으며, 산소결함에 의한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UV 영

역인 376.2 nm에서 측정된 피크는 ZnO의 NBE (near-

band-edge emission) 피크로 ZnO의 여기 재결합인 자유

엑시톤 방출(free exciton emission)에서 기인하며, 750 nm

부근 영역에서 관찰된 피크는 376.2 nm에서 발생한 피

크의 주파수의 2배(2nd harmonic)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장시킨 ZnO 나노와이어는 매우 결정성이 우

수하여 가시광선 영역(~500 ~ 600 nm)의 발광이 관찰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열합성법에서 성장온도와 반응물의 농

도에 따른 ZnO 나노와이어의 구조 및 광학적 특성을 관

찰하였다. 성장온도가 60oC일 때는 Plate 모양으로 나노

와이어가 성장하지 못하였으나, 성장온도가 70oC부터 90oC

까지는 나노와이어로 성장하였다. ZN과 HMTA의 몰농

도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모양 및 서로 다른 종횡비

를 가지는 나노와이어가 성장하였다. ZN과 HMTA의 농

도가 모두 0.015 M일 때, 나노와이어의 길이와 지름은 각

각 1.97 µm과 0.07 µm로 종횡비가 28.1인 우선 배향된

나노와이어가 성장하였다. XRD, TEM결과로부터 성장된

나노와이어는 <001> 방향으로 우선 배향되었으며, 결정

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한 ZnO나노와이어는

결정성이 우수하여 산소결함에 의한 가시광선 영역에서

발광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ZnO의 밴드갭에 의한 376.2

nm 에서 뚜렷한 UV여기발광피크를 나타내었다.

Fig. 7. FE-SEM images of ZnO nanowire arrays grown for 1h with

(a,c) 0.015 and (b,d) 0.030 M of both Zn(NO3)2 and HMTA con-

centration. Planar view (a-b) and cross - sectional view (c-d).
Fig. 8. Optical spectra of ZnO nanowire arrays grown on AZO

seed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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