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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toelectrochemical cells have been used in photolysis of water to generate hydrogen as a clean energy source.

A high efficiency electrode for photoelectrochemical cell systems was realized using a ZnO hierarchical nanostructure. A ZnO

nanofiber mat structure was fabricated by electrospinning of Zn solution on the substrate, followed by oxidation; on this

substrate, hydrothermal synthesis of ZnO nanorods on the ZnO nanofibers was carried out to form a ZnO hierarchical structure.

The thickness of the nanofiber mat and the thermal annealing temperature were determined as the parameters for optimization.

The morphology of the structures was examined by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X-ray diffraction. The performance of the ZnO nanofiber mat and the potential of the ZnO hierarchical

structures as photoelectrochemical cell electrodes were evaluated by measurement of the photoelectron conversion efficiencies

under UV light. The highest photoconversion efficiency observed was 63 % with a ZnO hierarchical structure annealed at

400 oC in air. The morphology and the crystalline quality of the electrode materials greatly influenced the electrode performance.

Therefore, the combination of the two fabrication methods, electrospinning and hydrothermal synthesis, was successfully applied

to fabricate a high performance photoelectrochemical cell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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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의 급격한 진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와 자원 고

갈 문제는 21세기를 맞이한 인류가 해결 해야 할 문제

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신 재생 에너

지에 대한 많은 과학기술이 확보되고 있다. 그 중 태양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물을 광분해 하여 수소를 생산하

는 광전기화학전지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

으며, 영구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과 재생자원인 물로부

터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1-8)

광전기화학전지의 전극으로는 대부분 반도체 물질이 주

로 사용되지만 물을 광분해 하여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반도체물질의 산화환원 전위

가 띠간격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시광 영역의 빛을

이용하고 실제의 분해여건을 고려할 때 1.7-1.8 eV 정도

의 띠간격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 적당하다. 하지만 광

화학적 안정성이 있는 재료는 훨씬 큰 3 eV 정도의 띠

간격을 가지므로 실제로는 가시 광선 영역 파장의 대부

분이 전극으로 흡수 되지 못하여 태양광 에너지의 흡수

율은 10 % 이하에 머물고 있다.7-10)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 재료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띠 간격 에너지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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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5-9) 다른 방법으로는 전극

의 표면 형상을 변화 시켜 태양광 흡수를 극대화 시키

는 방법이다.5) 태양광을 흡수하는 측면에서는 나노구조

와 마이크로 구조의 표면 상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다. 이론 및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박막의 표면보다 나

노막대가 배열된 표면에서 태양광의 흡수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태양광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반사율과 투과율이 낮아야 하는데 나노막대가 점

점 가늘어지는 형태일수록 넓은 입사각을 통해 빛의 흡

수율이 증가하게 된다.11-12) 

1차원 나노구조 형태인 나노막대, 나노선, 나노튜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화학기상증착법, 스퍼터링법, 분무

열분해법, 전기방사법, 수열합성법 등이 있다. 이중 전기

방사법은 수백 nm의 직경을 가지는 나노선을 대면적, 낮

은 온도 및 진공, 저비용으로 제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13-16) 또한, 수열합성법은 균일한 결정상의 미세입자를

제조 및 입경, 형상, 입도분포 등 조성의 순도의 제어가

가능하다.17)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법과 수열합성법을 이

용하여 산화아연 계층형(hierarchical) 구조를 제작하였다.

전기방사법에 의해서 산화아연 나노선을 기판 위에 방사

하여 산화아연 나노선 그물구조의 박막을 제작하였고, 수

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산화아연 나노선 표면에 더 미세한

산화아연 나노선을 성장시킴으로써 3차원의 나노 계층형

구조를 제작하였고, 그 광전기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산화아연 나노선의 전기방사 제조

10 wt%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 Mw;

89,000-98,000) 5 g을 증류수 50 ml에 첨가한 후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PVA 용액을 만들었다. 이 PVA 용액에

아연 아세테이트(zinc acetate)를 0.4 mol/L의 비율로 첨

가한 후 90 oC에서 6시간 동안 혼합시켜 주었다. 제조

된 용액을 전기방사용 실린지에 주입한 후 아연 나노선

을 ITO 기판 (0.5 cm × 2.5 cm) 위에 전기방사하여 산화

아연 나노선 그물을 형성한다. 실린지 팁과 방사판의 거

리는 9 cm로 고정하였으며, 실린지 팁과 방사판 사이에

27 kV를 인가한 후 0.5 ml/hr의 속도로 전기방사를 실시

하였다. 아연 나노선 그물구조 박막의 두께는 실린지에

서 방사되는 용액의 양을 변화시켜 (0.010 ml ~ 0.040 ml)

조절하였다. 기판에 형성된 아연 나노선의 PVA와 증류

수를 제거하고 아연 나노선을 산화시키기 위해 500 oC

의 대기 중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2.2 산화아연 나노막대의 수열합성

수열합성 용액은 0.04 M 질산아연[Zn(NO3)2·6H2O]과

0.04 M 헥사메틸렌테트라민(C6H12N4)을 1:1 비율로 혼합

하여 준비하였다. 수열합성 용액에 산화아연 나노선이 형

성된 기판을 침지시키고 90 oC의 온도에서 2시간, 4시간,

또는 6시간 동안 유지시키면서 나노선 위에 미세한 산

화아연 나노막대를 성장시켰다. 이렇게 성장된 산화아연

나노막대는 400 oC의 대기 중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하

였다. 실험의 전체적인 과정은 Fig. 1에 개략적으로 나

타내었다.

2.3 특성평가

산화아연 나노선 및 나노막대의 미세구조는 장방출 주

사전자현미경(FE-SEM, JEOL, JSM-7000F)과 투과전자현

미경(FE-TEM, Tecnai G2 F30 S-Twin)으로 관찰하였으

며, X선 회절 분석기(XRD, Rigaku, D/MAX-RC)를 사용

하여(Cu Kα 방사) 화학조성과 결정구조를 평가하였다. 광

전변환 효율은 세 전극으로 구성된 광전기화학 분석기

(Potentiostat/Galvanostat Model 263A)를 사용하여 자외

선 하에서 측정하였다. 광원으로는 365 nm의 파장을 갖

는 자외선 램프(Z169609 - E-Series UV lamp)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산화아연, 백금과 Hg2Cl2/Hg

을 각각 작업전극(working electrode), 상대전극(counter

electrode) 및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 사용하였

다. 작업전극은 에폭시수지로 불필요한 면적을 코팅하여

활성화전극 영역을 0.25 cm2로 고정시켰다. 전해질 용액

은 0.01 M의 Na2SO4 용액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공정순서에 따른 표면 형상 변화

전기방사법과 수열합성법 공정을 통해 형성되는 산화

Fig. 1. Schematic of the synthesis process for ZnO hierarch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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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의 표면 형상을 살펴보았다. Fig. 2는 공정 순서에

따른 (a) 아연 나노선, (b) 산화아연 나노선, (c) 산화아

연 계층 구조를 볼 수 있다. Fig. 2(a)는 전기방사 직후

증류수 및 PVA와 아연 아세테이트가 혼합되어 있는 상

태에서 관찰한 것이며, Fig. 2(b)는 산화열처리 공정을 통

해 증류수와 PVA가 사라지고 산화아연 나노선이 형성된

후의 사진이다. 형성된 산화아연 나노선은 50-150 nm의 두

께로 방향성 없이 형성되었다. Fig. 2(c)는 산화아연 나

노선 표면에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미세한 산화아연 나

노막대를 성장시킨 계층형 구조로 산화아연 나노선의 전

체 표면에 걸쳐 나노막대가 방사상으로 성장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2(d)는 나노선과 나노막대가 형성된

계층형 구조의 X-선 회절 분석을 비교해 놓은 것으로 계

층형 구조의 산화아연의 회절 피크 강도가 더 높고 선

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나노선 상에 성장한 나노막

대의 결정질이 나노선 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3.2 공정순서에 따른 광전기화학 특성

광전기화학 특성은 365 nm 의 파장을 가지는 자외선

을 조사하여 산화아연 나노선, 산화아연 계층형 구조, 열

처리 되어진 산화아연 계층형 구조에 대하여 비교 평가

하였다. Fig. 3(a)는 구조 변화에 따른 광전류 밀도 (Jp)

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한 1차원 구조가

그물상으로 쌓인 나노선은 광전류밀도가 낮으며, 광전변

환효율(PCE)도 높지 않게 나타난다(Fig. 3(b)). 광전변환

효율은 식

으로 계산되는데, Jp는 광전류밀도(mAcm−2), I0는 입사

광선의 세기밀도(100 mWcm−2), Erev는 표준상태의 가역전

압이다. Eapp = Emeas− Eaoc으로 Emeas는 작업전극의 전압,

Eaoc는 개방회로 때의 작업전극의 전압이다. 한편 수열합

성법으로 많은 나노막대를 덧붙인 계층형 구조에서는 광

전류밀도가 약 2배 정도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는 계층

형 구조가 단순한 나노선 그물구조 보다 체적과 표면적

이 증가한 것과 빛을 모으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

어난 결과이다. Fig. 3(d)는 나노선 그물구조와 계층형 구

조의 광흡수율을 비교한 것인데 후자에서 자외선 및 가

시광선 전 영역에서 광흡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계층형 구조를 열처리 하였을 때 광전류밀도와

광전변환 효율이 크게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a) 와 3(b)). 이 결과는 열처리에 따른 어닐링 효

과로 산화아연 나노선 및 나노막대의 결정성이 향상되어

캐리어의 이동성이 향상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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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a) electro-spun Zn nanofibers, (b) ZnO nanofibers obtained after oxidation of (a), and (c) ZnO hierarchical structure

obtained after hydrothermal growth of ZnO nanorods 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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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와 4(b)는 산화아연 나노선, Fig. 4(c)와 4(d)는 산화

아연 계층형 구조의 열처리 전과 후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다. Fig. 4(b)는 4(a)의 고배율 사진이며, 나노선의

경우에는 결정립으로 판단되는 구형의 입자들이 엉겨붙어

나노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층형구조의 열

처리 전후의 회절패턴을 비교 할 때 열처리에 따라 결

정화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3(c)에

비교한 전류-전압 곡선에서 관측된 전기전도도의 향상은

나노선 및 막대의 결정화도 향상에 따른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3.3 산화아연 박막 두께에 따른 광전기 화학 특성

전기방사법에 의해 방사되는 양을 0.010 ml, 0.015 ml,

0.025 ml, 0.040 ml로 변화시키며 산화아연 나노선 그물

구조 박막을 제작한 후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나노막대

를 성장시킨 계층형구조의 광전기화학 특성의 두께의존

도를 측정하였다. Fig. 5는 다양한 두께에서 관찰한 박

막의 SEM 영상으로 뚜렷한 두께 차이를 관찰할 수 있

다. Fig. 6(a)와 6(d)는 산화아연 나노선의 박막, Fig.

6(b)와 6(e)는 계층형구조 형성 후, Fig. 6(c)와 6(f)는 계

층형 구조의 열처리 후 나노선 그물구조 두께에 따른 광

전류밀도와 광전변환효율을 정리한 것이다. 적당한 박막

의 두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는 박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흡수되는 빛의 총량이 증

가하여 형성된 캐리어의 양은 비례적으로 많아질 수 있

Fig. 3.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ZnO electrodes. (a) Photocurrent density and (b) photoconversion efficiencies of ZnO nanofibers,

hierarchical, and annealed hierarchical structures. (c) I-V characteristics of the ZnO hierarchical structure and (d) light absorbance of ZnO

nanofibers and hierarchical structures.

Fig. 4. TEM images of (a), (b) ZnO nanofibers, (c) ZnO hierar-

chical structure, and (d) annealed hierarch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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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캐리어가 전극에 포집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 또

한 증가하여 재결합율이 증가함에 따라 최종 측정되는

광전류가 감소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0.015 ml를 방사

한 나노선 두께에서 최고의 전류 밀도를 나타냈으며, 광

전변환효율 역시 최고치로 25 %였다. 한편 열처리 후 모

든 구조에서 광전류밀도와 광전변환효율이 향상되었는데

0.025 ml의 경우 400 % 이상 향상 되었다(11 % 에서 46

%로 증대). 그러나 최고 효율은 역시 0.015 ml를 방사

한 나노선 두께에서 최고효율 63%를 나타내었다.

3.4 열처리 온도에 따른 광전기화학 특성

광전기화학 특성에 있어서 산화아연 계층형구조의 열

처리 효과에 따른 광전기화학 특성을 살펴보았다. 수열

합성법을 통하여 나노선 표면에 나노막대를 성장 시킨

후 dry air 분위기의 전기로에서 300 oC, 400 oC, 500 oC,

600 oC로 온도를 변화시키며 2시간 동안 열처리 하였

다. Fig. 7은 열처리 온도에 따른 광전변환효율의 변화

를 보여주며, 300 oC와 400 oC에서 높은 효율 증가를 관

찰할 수 있다. 열처리 온도가 400 oC 이상에서 효율이

감소하는 것은 결정성 향상에 따라서 산화아연의 화학

적 원자비(stoichiometry)가 향상되어 산소공공(vacancy)이

감소함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감소가 광전변환효율 감쇄

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Fig. 5. SEM images of ZnO nanofibers formed by electrospinning of (a) 0.010 ml, (b) 0.025 ml, and (c) 0.040 ml solutions. Corresponding

ZnO hierarchical structure are shown in (d)-(f) after hydrothermal synthesis of ZnO on (a)-(c), respectively.

Fig. 6. Photocurrent density (a-c) and photoconversion efficiency (d-f) measured with ZnO nanofibers (a and d), ZnO hierarchical structures

(b and e), and annealed ZnO hierarchical structures (c and f) fabricated with varying amount of electrospinn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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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법과 수열합성법을 조합하여 성

장된 산화아연 나노선 및 나노막대의 3차원 계층형 구

조의 전기방사 박막두께와 열처리온도를 변수로 하여 제

작한 광전기화학 전극의 특성을 비교 연구 하였다. 산

화아연 계층형구조는 단순한 1차원 구조 일 때 보다 넓

은 표면적과 계층형구조로 인해 광흡수 효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으며, 열처리 공정을 통한 결정화를 통하여 더

욱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최적의 산화열처리 온

도는 대기 중에서 400 oC 였다. 단순하고 경제적인 합

성 공정인 전기방사법과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산화아

연 계층형 나노구조를 만들어 기존에 만들어진 전극과

유사한 효율성을 갖는 우수한 광전기화학셀 전극으로 사

용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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