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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structures of ZnO, such as nanowires, nanorods, nanorings, and nanobelts have been actively studied and

applied in electronic or optical devices owing to the increased surface to volume ratio and quantum confinement that they

provide. ZnO seed layer (about 40 nm thick) was deposited on Si(100) substrate by RF magnetron sputtering with power of

60 W for 5 min. ZnO nanorods were grown on ZnO seed layer/Si(100) substrate at 95oC for 5 hr by hydrothermal method

with concentrations of Zn(NO3)2·6H2O [ZNH] and (CH2)6N4 [HMT] precursors ranging from 0.02M to 0.1M. We observed the

microstructure, crystal structure, and photoluminescence of the nanorods. The ZnO nanorods grew with hexahedron shape to

the c-axis at (002), and increased their diameter and length with the increase of precursor concentration. In 0.06 M and 0.08

M precursors, the mean aspect ratio values of ZnO nanorods were 6.8 and 6.5; also, ZnO nanorods had good crystal quality.

Near band edge emission (NBE) and a deep level emission (DLE) were observed in all ZnO nanorod samples. The highest

peak of NBE and the lower DLE appeared in 0.06 M precursor; however, the highest peak of DLE and the lower peak of

NBE appeared in the 0.02 M precursor. It is possible to explain these phenomena as results of the better crystal quality and

homogeneous shape of the nanorods in the precursor solution of 0.06 M, and as resulting from the bed crystal quality and the

formation of Zn vacancies in the nanorods due to the lack of Zn++ in the 0.02 M precursor. 

Key words ZnO nanorod, aspect ratio, hydrothermal method, precursor concentration.

1. 서  론

ZnO는 wurzite구조의 직접 밴드갭을 갖는 물질로서, 상

온에서 3.37 eV의 큰 밴드갭 에너지와 60 meV의 exciton

binding 에너지를 갖고 있다.1,2) ZnO는 우수한 압전성, 투

명전도성, 광 방출특성, 화학적 안전성 등 전자소자 또는

광소자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3,4) ZnO의 exciton binding 에너지는

기존의 GaN의 3배 정도 크며, 단파장 영역에서 효과적

으로 발광하는 light emitting diode (LED) 또는 laser

diode (LD)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5)

근래에는 ZnO 박막뿐만 아니라 나노와이어, 나노로드,

나노링, 나노벨트와 같은 나노구조의 연구도 활발하다.6,7,8)

ZnO 나노구조는 surface acoustic wave filters, photonic

crystals, photo-detectors, light emitting diodes, photo-

diodes, gas sensors, optical modulator waveguides, solar

cells 같은 광소자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1)

또한 ZnO는 적절한 결정 및 조직제어와 불순물 도핑 등

을 통하여 전자 및 광방출 특성과 전도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12,13) 

일반적으로 표면이 평탄한 투명전도성산화물(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 박막은 입사되는 빛이 반사되

어 광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증착한 박막의 texturing공정

이 필요하다. 그동안 박막태양전지와 plasma display panel

(PDP) 등 flat panel display (FPD)의 TCO 전극으로 tin-

doped indium oxide (ITO) 또는 florine-doped tin oxide

(FTO) 박막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투명전극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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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플라즈마 후속공정 중에 표면이 In과 Sn 금속으로

환원되어 전기 및 광학 특성이 저하된다. 또한 최근에

는 In 및 Sn 자원의 고갈현상과 수요증가로 이들 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ITO나

FTO를 투명전도성 ZnO 나노구조로 대체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16) 결정성이 좋고 로드의 길이와 단면

의 비(aspect ratio)가 큰 ZnO 나노로드박막을 수광 또

는 발광 소자에 적용하면, 내부로 흡수되는 확산광이 증

가하여 photo generated carrier의 수가 증가하거나, 저차

원 양자효과에 따른 광 방출효율이 증가되어, 다양한 분

야의 광소자에 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spect ratio가 크고 균일한 형태의 ZnO

나노로드를 얻기 위하여, ZnO seed layer가 증착된 실리

콘 기판위에 수열법(hydrothermal method)17) 으로 ZnO

박막을 합성하였다. 

일정온도에서 전구체(precursor) 농도변화에 따라 합성

된 ZnO 나노로드 박막의 미세조직, 결정특성 및 Photo-

luminescence (PL) 특성을 조사하여, 양호한 조직특성과

광특성을 갖는 ZnO 나노로드구조의 박막을 얻기 위한

합성조건을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실리콘(100)기판을 일정크기(2.5 × 2.5 × 0.1 cm)로 절단

하여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과 증류수로 각각 10분간 초

음파세척하고 공기 중에서 건조하였다. 

aspect ratio가 크고 균일한 육각형 ZnO 나노로드를 합

성할 목적으로 미리 실리콘기판 위에 ZnO seed layer를

RF- magnetron sputtering으로 증착하였다.

ZnO seed layer는 기판온도 200oC에서 5분간 약 40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ZnO seed layer 증착의 sputtering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이 때 알곤과 산소의 유속비는

1:1 이었고 seed layer가 증착된 기판을 스퍼터 챔버 안

에서 400oC로 10분 동안 열처리 하였다.

ZnO seed layer가 증착된 실리콘기판 위에 일정 온도

와 일정 농도의 Zn(NO3)2·6H2O[ZNH]와 (CH2)6N4[HMT]

precursor 혼합 수용액에서 수열법으로 ZnO 나노로드를 합

성하였다. ZNH와 HMT를 각각 ! : 1의 동일한 몰 비율로

취하여 0.02M, 0.04M, 0.06M, 0.08M과 0.10M 농도의

precursor 혼합 수용액을 만들고, 이 수용액 50 ml가 들

어있는 테프론 비이커(용량: 250 ml) 속에 테프론 재질의

지그를 설치하여 ZnO seed layer가 증착된 실리콘 기판

을 넣었다. 테프론 비이커를 전기오븐에 넣어 ZNH와

HMT precursor 혼합용액농도를 0.02M~0.10M로 변화하여

95oC에서 5시간 동안 ZnO 나노로드를 수열법으로 합성

한 후, 시료를 증류수와 에탄올로 각각 5분간 세척하여

공기 중에서 건조하였다. precursor 농도변화에 따라 합성

된 ZnO 나노로드의 구조, 조직 및 광특성을 조사하였다.

박막의 표면조직과 단면 구조는 FE-SEM (S-4800,

HITACHI/HORIBA/GATAN) 을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결

정 특성은 HR-XRD (X' PERT-MRD, Philips)를 이용하였

다. ZnO 나노로드 기판의 광학적 특성은 상온의 He-Cd

laser (325 nm)가 부착된 PL spectra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과 Fig. 2는 각각 ZnO seed layer가 증착된 실

리콘(100) 기판위에 precursor 농도를 0.02M~0.10M로

변화하여 수열법으로 합성한 ZnO 나노로드의 FE-SEM

표면 사진과 단면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Fig. 1에서 합

Table 1. Sputtering conditions to deposite ZnO seed layers.

Parameters  Conditions

Substrates  n-type Si(100)

Target ZnO(99.99%)

B. pressure  < 10^6 Torr

W. pressure  1 mTorr

RF power  60 W

Deposition time  5min

Fig. 1. FE-SEM surface images of ZnO nanorods grown with

different precursor concentrations. (a) 0.02M, (b) 0.04M, (c) 0.06M,

(d) 0.08M and (e) 0.10M ZNH and HMT mol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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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ZnO 나노로드는 육각형 기둥모양이 잘 발달되고 C

축 방향으로 우선 성장된다. precursor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육각형 ZnO 나노로드 지름이 커지고, 단면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precursor 농도가 증가하면, 용액과

기판(로드)사이의 농도 차이가 커지며 Zn와 O의 확산양

이 증가하여 기판(로드)표면에서의 반응이 활발하기 때

문이라 사려 된다. Fig. 2에서 precursor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로드길이가 증가하고 있다. 저 농도인 0.02M과

0.04M일 때는 ZnO 나노로드의 길이와 지름이 균일하지

않고 크게 두개의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 농도인

0.08M과 0.1M에서는 로드의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의 두

께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사다리꼴 모양을 가진다. 이

것은 oriented attachment mechanism18,19)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나노로드의 하단 부위에서 작은 크기의 나노로

드들이 주변의 다른 나노로드들과 결합하여 두께가 증

가하는 현상이다. Table 2에 precursor 몰 농도에 따른

Table 2. Diameter, length and aspect ratio of ZnO nanorods grown with different precursor molarities.

Molarity Group Diameter (nm) Length (µm) Aspect Ratio (mean value)

0.02M large 200~250 1.30  5.2

small 60~70 0.40  6.1

0.04M large 150~180 1.00  6.1

small 80~100 0.56  6.2

0.06M 160~190 1.15  6.8

0.08M 200~300 1.70  6.5

0.10M 250~350 1.60  5.3

Fig. 2. FE-SEM cross sectional images of ZnO nanorods grown with different precursor concentrations. (a) 0.02M, (b) 0.04M, (c) 0.06M,

(d) 0.08M and (e) 0.10M ZNH and HMT mol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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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나노로드의 길이, 지름과 aspect ratio의 변화를 표

시하였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로드 길이가 증가 하였

다. 농도가 0.06M까지 증가함에 따라 평균 aspect ratio

가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 농도가 증가하면 로드길이는 증

가하나 지름이 급격히 두꺼워져 평균 aspect ratio는 감소

하였다. 0.06M와 0.08M 일 때 평균 aspect ratio가 각각

6.8과 6.5인 결과를 얻었다. 로드형 박막성장에서 oriented

attachment가 발생되어 두께성장에 비하여 길이성장이 둔

화되어 aspect ratio가 감소한 할 것으로 생각한다.

Fig. 3는 수열법으로 합성한 ZnO 나노로드의 XRD 패

턴을 보여주고 있다. 

전 농도 범위에서 합성된 ZnO는 미리 sputtering 증

착한 seed layer와 같이 2θ = 34.4도인 ZnO(002)면에서

우선 성장한다. precursor 농도 0.04M~0.1M에서 성장한

ZnO 나노로드 박막의 XRD 피크강도가 0.02M의 것에 비

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Fig. 3으로부터 ZnO(002) 피

크 강도와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산

출하여 Fig. 4에 표시하였다. precursor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ZnO(002) 피크 강도는 크게 증가하였고 FWHM값

은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수열법에 의한 ZnO 나노로드

성장에서 ZNH와 HMT precursor농도가 일정 이상일 때

결정성이 비교적 양호한 나노로드를 얻을 수 있으며, 이

농도가 결정성과 성장속도에 영향을 주어 나노로드의

aspect ratio를 조절하고, 성장방위는 seed layer의 배향

에 의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5는 합성한 ZnO 나노로드의 PL spectra를 나타내

고 있다. ZnO의 PL방출은 크게 near-band-edge emission

(NBE)과 deep-level emission (DLE)로 나눌 수 있다. NBE

는 자유 엑시톤 방출(free exciton emission)에 의해 자외

선 영역인 band gap 근처에서 발생되고, DLE는 격자결

함에 의한 가시광 영역에서의 발광으로 공공(산소공공-Vo,

아연공공-VZn) 및 침입형 원자(산소원자-Oi, 아연원자-Zni)

에 의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9,20)

Fig. 5로부터 모든 precursor 농도에 대하여 공히 380

nm 근처에서 고유한 ZnO의 NBE peaks가 나타나있고,

DLE는 넓은 가시광 영역(450~625 nm)에서 방출되고 있

다. NBE는 0.02M에서 0.06M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증가 하였지만 0.08M 과 0.10M에서 감소하였

다. 0.06M 농도에서 성장한 ZnO 나노로드에서 NBE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DLE는 낮게 나타나 있다. 이것은

0.06M 농도에서 성장한 ZnO의 조직과 결정구조에서 본

바와 같이 나노로드의 결정성이 양호하고 길이와 지름

이 균일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0.02M 농도에서 성장한

ZnO의 경우는 NBE가 매우 낮게 나타나 있으나, DLE

는 가장 높게 나타나 있으며, 특히 550~580 nm (yellow

emission)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0.02M 농

도에서 성장한 경우 나노로드의 결정성과 균일성이 좋

지 못하고, 용액중 Zn++의 부족으로 충분한 반응이 일

Fig. 4. The variation of ZnO(002) peak intensity and FWHM of

ZnO nanorods grown with different precursor molarities.

Fig. 5. PL spectra of ZnO nanorods grown with precursor molarities.

Fig. 3. XRD patterns of ZnO nanorods grown with different precursor

mol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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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못하여 다수의 아연공공(VZn)이 생성된 것으로 생

각되며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yellow emission peak

의 발생에 관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OH그룹의 존재로 주

장하고,21,22) 다른 연구에서는 산소 침입형(Oi) 또는 산소

vacancy(Ov) 와 같은 산소 결함으로 주장하는23) 등 여

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4. 결  론

RF-magnetron sputtering으로 실리콘(100) 기판위에 ZnO

seed layer를 증착한 후, ZNH와 HMT precursor 농도를

0.02M ~ 0.10M로 변화하여 95oC에서 5시간 동안 수열법

으로 성장한 ZnO 나노로드박막의 미세조직, 결정특성과

광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성장된 ZnO 나노로드는 육각형 모양이 잘 발달되고

(002)면에서 C축 방향으로 우선 성장하였다. precursor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된 ZnO 나노로드의 지름과 길

이가 증가하였고, 나노노드가 균일하게 성장 하였다. 농

도가 0.06M와 0.08M일 때 나노로드의 평균 aspect ratio

가 각각 6.8과 6.5인 결과를 얻었고, 농도가 0.04M~0.1M

에서 성장한 ZnO 나노로드 박막의 결정성이 대체로 양

호하였다. 

ZnO 나노로드의 PL spectra 로부터 모든 precursor 농

도에서 공히 380 nm 근처의 고유한 ZnO의 NBE peaks

와 넓은 가시광 영역(450~625 nm)의 DLE peaks가 나타

났다. 0.06M 농도에서 성장한 ZnO 나노로드에서 NBE

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DLE는 낮게 나타났으나, 0.02M

농도의 경우 NBE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DLE는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것은 0.06M 농도의 경우 나노로드의 결

정성이 양호하고 길이와 지름이 균일한 원인으로 판단되

며, 0.02M 농도의 경우 결정성이 좋지 못하고 용액중

Zn++의 부족으로 충분한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여 아연공

공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R. E. Marotti, P. Georgi, G. Machado and E.A. Dalchiele,

Sol. Energ. Mater. Sol. Cell., 90, 2356 (2006).

2. H. Cao, J. Y. Xu, D. Z. Zhang, S. H. Chang, S. T. Ho, E.

W. Seelig, X. Liu and R. P. H. Chang, Phys. Rev. Lett., 84,

5584 (2000).

3. S. T. Tan, B. J. Chen, X. W. Sun, W. J. Fan, H. S. Kwok,

X. H. Zhang and S. J. Chua, J. Appl. Phys., 98, 013505

(2005).

4. H. J. Ko, Y. F. Chen, Z. Zhu, T. Yao, I. Kobayashi and H.

Uchiki, Appl. Phys. Lett., 76, 1905 (2000).

5. M. Kumar, T. -H. Kim, S. -S. Kim and B. -T. Lee, Appl.

Phys. Lett., 89, 112103 (2006).

6. S. Baruah, C. Thanachayanont and J. Dutta, Sci. Tech.

Adv. Mater., 9, 025009 (2008).

7. W. L. Hughes and Z. L. Wang, Appl. Phys. Lett., 86,

043106 (2005). 

8. T. Sun, J. Qiu and C. Liang, J. Phys. Chem. C, 112, 715

(2008).

9. Y. Zhang, G. Du, B. Liu, H. Zhu, T. Yang, W. Li, D. Liu

and S. Yang, J. Cryst. Growth, 262, 456 (2004).

10. S. Kim, J. -M. Myoung, Kor. J. Mater. Res. 19(1), 24

(2009) (in Korean).

11. N. L. Hung, H. Kim and D. Kim, Kor. J. Mater. Res.,

20(5), 235 (2010) (in Korean).

12. C. -S. Son, Kor. J. Mater. Res., 21(4), 202 (2011) (in

Korean).

13. C. X. Xu, X. W. Sun and B. J. Chen, Appl. Phys. Lett., 84,

1540 (2004). 

14. H. J. Ko, Y. F. Chen, S. K. Hong, H. Wenisch, T. Yao and

D. C. Look, Appl. Phys. Lett., 77, 3761 (2000).

15. K. C. Lai, C. C. Liu, C. H. Lu, C. H. Yeh and M. P.

Houng, Sol. Energ. Mater. Sol. Cell., 94, 397 (2010).

16. V. Bhosle, J. T. Prater, F. Yang, D. Burk, S. R. Forrest and

J. Narayan, J. Appl. Phys., 102, 023501 (2007).

17. K. H. Tam, C. K. Cheung, Y. H. Leung, A. B. Djuriši ,

C. C. Ling, C. D. Beling, S. Fung, W. M. Kwok, W. K.

Chan, D. L. Phillips, L. Ding and W. K. Ge, J. Phys.

Chem. B, 110, 20865 (2006).

18. E. J. H. Lee, C. Ribeiro, E. Longo and E. R. Leite, J. Phys.

Chem. B, 109(44), 20842 (2005).

19. C. Pacholski, A. Kornowski and H. Weller, Angew. Chem.

Int. Ed., 41(7), 1188 (2002) .

20. A. Teke, U. Ozgur, S. Dogan, X. Gu, H. Morkoc, B.

Nemeth, J. Nause and H. O. Everitt, Phys. Rev. B, 70,

195207 (2004).

21. Z. Wang, L. Hu, Vacuum, 83, 906 (2009).

22 A. B. Djurisic, Y. H. Leung, K. H. Tam, Y. F. Hsu, L.

Ding, W. K. Ge, Y. C. Zhong, K. S. Wong, W. K. Chan,

H. L. Tam, K. W. Cheah, W. M. Kwok and D. L. Phillips,

Nanotechnology 18, 095702 (2007). 

23. X. L. Wu, G. G. Siu, C. L. Fu and H. C. Ong, Appl. Phys.

Lett., 78(16), 2285(2001).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