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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내이의 달팽이관은 기저막(basilar membrane)과 유모세포(hair cells)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기저막은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주파수에 따라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저막 위에 있는 유모세포는

생체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기계적 감각 수용기관이다. 인간의 생체청각기구를 모사한 인공와우와 신개념의 인공감

각기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ZnO 압전 나노필라를 사용하여 인공유모세포(artificial hair cell)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인 생체모사 기술을 연구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ZnO 나노필라를 저온성장법으로 유연기

판에, 고온성장법으로 실리콘 웨이퍼에 성장시켰다. 유연기판과 실리콘 웨이퍼 위에 ZnO 나노필라를 성장 전에 미리

패턴을 만들었고, 기판에 선택적으로 ZnO 나노필라를 성장시켰다. 또한 ZnO 나노필라의 동적‐정적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다중 물리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ZnO 나노필라의 electric potential, von Mises stress, 변형량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ZnO 나노필라를 제작 및 패터닝하는 기술과 최적화하는 다중 물리 해석기술을 이용하여 인공 유모세포

를 구현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ABSTRACT：The cochlea of the inner ear has two core components, basilar membrane and hair cells. The basilar membrane
disperses incoming sound waves by their frequencies. The hair cells are on the basilar membrane, and they are the sensory
receptors generating bioelectric signals. In this paper, a biomimetic technology using ZnO piezoelectric nano-pillar was 
studied as the part of developing process for artificial cochlea and novel artificial mechanosensory system mimicking human
auditory senses. In particular, ZnO piezoelectric nano-pillar was fabricated by both low and high temperature growth methods. 
ZnO piezoelectric nano-pillars were grown on solid (high temperature growth) and flexible (low temperature growth) substrates.
The substrates were patterned prior to ZnO nano-pillar growth so that we can selectively grow ZnO nano-pillar on the 
substrates. A multi-physical simulation was also conducted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ZnO nano-pillar. The simulation
results show electric potential, von Mises stress, and deformation in the ZnO nano-pillar. Both the experimental and computa-
tional works help characterize and optimize ZnO nano-pillar.

Keywords：ZnO nano-pillar, biomimetics, mechanosensory system

Ⅰ. 서    론

  자연계에 존재하는 포유류, 조류 및 곤충의 감각기관은 다

양한 주파수대의 음파를 감지하거나 주변의 공기 유동을 고감

도로 탐지하여 포식자의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등의 탁월한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감각기관의 일종인 포유류

의 달팽이관 및 전정기관, 조류, 물고기의 옆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유모세포 (hair cell)라는 나노 크기의 필라 (pillar) 
형태의 기계적 감각수용기 (mechanoreceptor)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1~3 유모세포에는 나노스케일의 부동섬모 (stereocilia)

가 존재하여 소리, 진동 및 유동을 감지하고, 감지된 기계적인 

신호는 청각신경절 (ganglion neuron)에서 생체전기신호로 변

환되어 뇌의 청각중추신경에 전달된다.4 예를 들면, 포유류의 

청각기관 및 전정기관 등에 존재하는 부동섬모는 미세한 음파 

또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물고기의 옆줄에 존재하는 부동섬모

는 유체의 흐름을 감지하고 주변의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한

다. 곤충의 감각기관은 포유류와는 차이가 있지만 기능은 유

사하다. 귀뚜라미, 메뚜기의 감각기관은 팀패널 기관(tympanal 
organ)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외의 거의 모든 곤충

의 감각기관은 존스톤 기관 (Jonston’s organ)이라는 기계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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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수용기 (mechanoreceptor)를 가지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인

간 및 동물의 청각기관 또는 평형기관과 물고기의 옆줄에 존

재하는 나노스케일 부동섬모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

고 인공 나노섬모의 해석 기술 그리고 인공 나노섬모의 제조

공정 기술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나노섬모의 연구배경

1. 나노스케일 부동섬모의 원리

   사람의 내이(inner ear)에는 기계적 감각수용기인 유모세포

(hair cell)가 있고, 유모세포의 끝에는 부동섬모가 존재한다. 
부동섬모는 청신호의 강도에 따라 생체전기신호를 뇌의 청각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부동섬모의 개략도는 

Figure 1에 주어져 있고 길이가 3~7 µm, 직경이 100~900 nm 
범위에 있는 길이가 다른 막대들로 정렬되어 있다. 이들 부동

섬모는 직경이 5 nm인 작은 팁 링크(tip link)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자극이 들어오면 부동섬모들이 변형되면

서 팁 링크가 늘어나게 되고 이온 채널이 열리어 양이온

(cation)이 들어가게 되어 멤브레인 전위가 변화하게 된다. 이
로 인해 전기 신호가 발생하여 신경계를 통해 그 전기신호가 

뇌로 전달되게 된다.6,7 Figure 2는 부동섬모의 이온채널의 작

용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Figure 1. Schematic view of Stereocilia.

Figure 2. Generation of cations from Stereocilia.

Figure 3. FSI model for Stereocilia and lymph liquid.11

2. 해석기술

  나노섬모와 같은 자연구조물의 해석을 위해서는 다중 스케

일 해석과 다중 물리 해석 기법이 요구된다. 다중 스케일 해석

은 연속체 방정식(continuum equation)이 적용되는 매크로영역

과 분자동력학(molecular dynamics) 해석이 필요한 나노스케일

의 바이오 구조물이 접해 있는 분야에 적용되며, 각각의 해석

과 함께 이들의 커플링 문제가 중요하다. 다중물리 해석에서

는 유체와 나노 물질 그리고 바이오 물질이 접해 있는 대상을 

해석하기 위해 유채, 구조, 화학, 전기의 통합해석이 요구되며, 
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

다. 나노섬모와 주변 유체간 상호 작용 해석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은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주변 유체의 상태 변화에 따른 나노섬모의 미시

적 변화 예측은 아직 연구되고 있지 않다. 워싱턴 대학의 A. 
Salt는 부동섬모 주위의 달팽이관 유체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

으로 수행하였으며, endocochlear potential의 발생모델을 제시

하였다.8,9 1998년에 W. A. Svrcek‐Seiler 연구팀은 부동섬모의 

brownian motion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다.10 최근에는 한국기계

연구원에서 Figure 3과 같이 부동섬모와 주변 유체와의 상호관

계를 고려한 해석 (FSI: fluid structure interface)을 위하여 림프액

인 유체공간을 설정하고, 유체공간 내에 부동섬모 번들이 존재

하는 형상을 구현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11 한국기계연구원에

서 수행한 ZnO 나노필라의 제작과 전기적 특성해석, 그리고 

다중 물리 해석을 본 논문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3. 측정기술

  최근 원자력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및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등의 미소스케일 구조물에 대한 계측 기

술이 눈부시게 발달되었다. 이에 따라 내이의 청각감각기관인 

달팽이관 및 평형감각기관인 전정기관 내에서의 유동과 생체

막의 가진으로 음파 및 운동을 감지하는 부동섬모에 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Georg von Bekesy는 음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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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베설러 맴브레인(basilar membrane)의 진동응답을 최초로 

측정하여 1961년에 생리학 과 의학부문의 노벨상을 수상하였

다. 그 이후 부동섬모의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이온채널에 

의한 기전원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1997년에 

D. N. Furness 등은 부동섬모 번들 내의 접촉점 변형에 의한 

기전 이온채널 개폐 가능성을 TEM(transmission electron mi-
crograph)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12 1998년에 R. B. Silver 등은 

confocal microscopy, SEM 등을 이용한 전정기관내의 섬모 측

정으로 부동섬모의 지지구조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13 
2000년에 M. G. Langer 등은 SEM을 이용한 부동섬모의 탄성 

및 이미지를 측정하였다.14 2002년에 Valk는 guinea pig의 부동

섬모를 SEM 및 TEM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화학적 처리를 수

행하여 관찰한 결과, 부동섬모는 glycocalyx에 의해 둘러 싸여 

있고, 팁 링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15 최근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guinea pig의 등골을 달팽이관의 난원

창에서 분리한 뒤, 달팽이관의 첨단을 개방하고 2.5% gluta-
raldehyde (pH 7.2) 고정액으로 관류하였다. 또한 고정액 내에

서 달팽이관의 기저 회전부에서 첨단부까지 골 와우각, 혈관

조, Reissner막, 개막의 순서로 제거하였다. Figure 4는 부동섬

모의 샘플을 채취하고 탈수와 금 코팅 과정을 거쳐 환경주사

전자현미경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Figure 4(a)는 outer 

(a) Outer and inner hair cells 

  

(b) Top, middle and bottom views of Stereocilia on outer hair cells 
Figure 4. SEM images of Guinea pig's outer and inner hair cells.

(a) Arrangement of OHC bundle 

(b) Stiffness curve of the stereocilium

Figure 5. Mechanism of stiffness measurement of OHC bundle 
and their stiffness.16

(a) Before stiffness measurement 
        

(b) In the middle of stiffness measurement 

Figure 6. Schematic view of stiffness measurement.

hair cell(OHC)과 inner hair cell(IHC)의 전체를 관찰한 그림이

고, Figure 4(b)는 outer hair cell의 상부, 중부, 하부를 관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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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각각의 형상과 제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Langer는 Figure 5와 같이 Postnatal rats으로부터 

외곽 부동섬모를 연구하기 위해서 AFM tip을 사용하여 각각

의 부동섬모를 스캐닝 하고, 스프링 상수 2.5 ± 0.6 × 10‐ 3N/m 
를 측정하였으며, 부동섬모 사이의 전달되는 힘을 측정하였

다.16

  Figure 6는 달팽이관의 부동섬모에 대한 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모식도를 보여준다. Figure 6(a)는 AFM 캔틸레버와 부동

섬모의 시험 전 상태를 보이고, Figure 6(b)는 AFM 캔틸레버가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대상 부동섬모를 변형시키는 과정을 보

이고 있다. 

4. 제작공정기술

  부동섬모를 모사하여 제작되는 ZnO 압전 나노필라는 인공 

청각기능에 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민감도, 방향 

감지, 기계적 평형 유지, 노이즈 이하의 소리감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때문에 기존의 막의 변형을 이용하는 음향 센서

에 비해 크기는 줄이고 감도와 지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 다양한 응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공 부동섬모를 

만들기 위해서 F. Noca 등이 외부 압력 변화에 따라서 탄소나

노튜브(CNT)의 변형과 휘어짐이 전기적 전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으로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시도들이 행해져 왔다.17 또한 Li 등이 알루미늄 양극산화막 

(AAO: anodized aluminum oxide)등을 이용해서 CNT를 자라게 

하는 연구를 보고했고 이어서,18 2002년에 J. Liang 등이 알루

미늄 양극산화막을 이용하여 나노구멍 내부에 금속을 선택적

으로 배열하고 에칭기술을 이용하여 나노 필라를 만드는 기술

을 보고하였다.19 
  나노헤어 제작은 CNT 뿐만 아니라 폴리머를 녹여 사출성형 

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독일 Fraunhofer 연구소에서는 

UV 경화성 수지와 엠보싱 공정을 이용하여 종횡비는 대략 

1인 무반사용 moth‐eye 구조를 제작하였다.20 
  본 연구팀은 고온에서 실리콘 웨이퍼에, 저온에서 유연기판

에 ZnO 압전 나노필라를 성장시켰다. ZnO 나노필라는 압전특

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힘이 가해지면 전하를 만들고, 외부 

전기장이 가해지면 필라가 형태의 변형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그 실험공정과 ZnO 압전 나노필라의 특성은 Ⅳ. 실험방

법과 Ⅴ. 결과 및 고찰에서 자세하게 설명된다. 

Ⅲ. ZnO 나노필라 해석

  압전물질은 외부의 변형에 의해서 전하를 발생시키고, 외부

에서 electric potential을 가하면 모양의 변형이 일어난다. 이러

한 특성으로 압전재료는 초음파 트랜스듀스, 압력센스, 마이

크로폰, strain 센서, 정밀 엑츄에이터 등의 분야에 응용되어왔

다.21,22 ZnO 압전 나노필라도 이러한 압전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모양이 변형되면서 전하를 발생

한다. 이는 내이의 유모세포와 유사하여, 음파의 진동으로 

ZnO 압전 나노필라가 변형을 하게 된다면, 그 변형량에 따라 

일정양의 전하가 발생한다. 우리는 ZnO 압전 나노필라를 이

용하여 내이의 유모세포를 자연모사하여 신개념의 완전 내부 

삽이형 인공와우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중이다. 그러한 

연구 단계의 일부로 본 논문에서는 ZnO 압전 나노필라의 제

작과 기전특성 해석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ZnO 압전 나노필라의 제작과 성능의 최적화는 시간적으로

나 금전적으로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 연구이다. 본 실험과정

을 단순화 시키고, 최적화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

해서는 ZnO 압전 나노필라의 정적 ․ 동적 거동을 정확하게 이

해하는 것이 필수이다. 따라서 ZnO 압전 나노필라를 정확하

게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ZnO 압전 나노필

라의 전기적 ․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ZnO 압전 나노필라의 거동을 최적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험만으로는 예

측할 수 없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압전 나노필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유

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에 기초한 COMSOL Multi-
physic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Figure 7에서는 지름 50 nm, 
길이 600 nm의 ZnO 나노필라의 상단면에 80 nN의 정적인 

힘을 가하였을 때의 electric potential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때 

최대 발생 전압은 0.306 V, 최저 전압은 ‐0.312 V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ZnO 나노필라에서 electric potential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인장된 부분은 positive electric 
potential이 형성되어 양의 전하가 모이고, 압축된 부분은 neg-
ative electric potential이 형성되어 음의 전하가 모인다.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기저부의 electric potential이 전체적인 electric 
potential 분포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기저

부의 특이한 electric potential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Figure 7. Electric potential in ZnO nano‐pillar (diameter: 50 nm, 
length: 6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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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von Mises stress in ZnO nano pillar with 80 nN static 
force on the top surface.

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Figure 8은 위와 동일한 외부 힘이 가해질 때 스트레스를 

해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으로 알 수 있듯이 최대 von 
Mises 스트레스는 기저부에서 3.86 GPa이고 최저 von Mises 
스트레스는 상단부에서 24.63 MPa로 나타났다. 또한 본 해석

을 통하여 ZnO 나노필라의 상단 최대 변위는 13 µm, 최대 

first principal strain은 0.0302임을 알 수 있었다. 
  ZnO 압전 나노필라의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사용된 con-
stitutive equations과 계수들은 식(1)~(4)에 주어진다. 식(1)에서 

사용된 기호들은 'IEEE standard on piezoelectricity'의 규정을 

따랐으며 S, T, E, D는 각각 변형률(strain), 응력(stress), electric 
field, electric displacement를 나타낸다. cpq, ekp, εik는 각각 line-
ar elastic constant, linear piezoelectric constant, dielectric constant
이다. 예시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사용된 cpq, ekp, εik의 값은 

식(2)~(4)에 나타나 있다. 각 계수의 위첨자 ‘E’와 ‘S’는 그 계

수의 측정 당시 electric field와 변형률(Strain)이 각각 상수라는 

의미이다. 한 가지 기억할 사항은 아직 ZnO 나노필라에 대한 

정확한 물성치가 보고되지 않은 관계로 본 해석을 위해서는 

bulk ZnO 또는 박막 (thin film) ZnO의 물성치가 사용되었다.
  Figure 9(a)는 ZnO 나노필라의 기저부로부터 수직방향으로 

500 nm에서 단면의 electric potential을 분포를 보여주며 Figure 
9(b)는 (0, ‐25 nm, 500 nm)에서 (0, 25 nm, 500 nm)까지의 elec-
tric potential을 나타내준다. Figure 10은 ZnO 나노필라 끝에 

sin(80 nN*time)의 힘을 주기적으로 주었을 때 필라 끝 외곽의 

한 점(0, 25 nm, 600 nm)에서의 전압 변화를 시간 함수로 보여

준다. 이와 같이, ZnO 나노필라의 끝에 수평방향으로 주기적

인 힘을 가하면 전기적 특성 또한 주기적으로 나타남을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4장과 5장에서 설명

될 AFM 팁을 이용한 ZnO 나노필라에서의 전류측정은 궁극적

으로 이러한 해석과 서로 보완하며 최적의 공정과 디자인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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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lectric potential at z=5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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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lectric potential at the end of the ZnO nano‐pillar 
with periodic loading.

Figure 11. Schematic view of solution method setup.

Ⅳ.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ZnO 압전 나노필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판에 ZnO seed 레이어를 증착하였다. 이를 위해서 RF mag-
netron sputtering을 이용하였으며 target은 ZnO(4N)를 사용하

였다. RF power는 240 W를 사용하였고 증착 시 압력은 

20mtorr로 조절하였다. Ar의 주입량은 16sccm, O2의 주입량은 

64sccm으로 고정하였다. 기판온도는 실온이며 ZnO 박막 두께

는 50~60 nm이다. ZnO 나노필라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는 

고온성장법과 저온성장 법이 있다. 유연기판(flexible substrate)
에 ZnO 나노필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Figure 11에 보이는 

저온성장 법 중 하나인 용액법을 사용하였다. ZnO 나노필라

의 저온 성장을 위해서 용액에 zinc nitrate hexahydrate 
(Zn(NO3)26H2O) 와 hexamethylenetetramine ((CH2)6N4)를 DI 

water에 합성하여 80도에서 6시간 동안 성장시켰다. 몰농도에 

따른 변화량을 알기 위해 세 종류의 다른 몰농도(0.01 M, 0.05 
M, 0.1 M)로 용액을 각각 합성하였다. ZnO 나노필라의 전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ZnO 박막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서 패터닝 한 후 ZnO 나노필라를 선택적으로 성장시켰으

며 성장된 나노필라의 물성 및 전기적 특성 분석을 하였다. 
특성분석은 SEM, X‐ray diffraction(XRD) 및 AFM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V. 결과 및 고찰

  Figure 12는 ZnO 나노필라의 다양한 농도에 따른 SEM 사진

이다. 각 사진마다 왼쪽은 위에서 본 사진이고 우측의 사진은 

30도 경사각을 유지하며 찍은 사진이다. ZnO 나노필라의 지

(a) 0.01M 

(b) 0.05M 

(c) 0.1M 

Figure 12. SEM images of ZnO nano‐pillars grown at various 
mo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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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XRD spectra of ZnO nanowires grown at different 
molarity. 

름은 0.01 M 일 때 63 nm, 0.05 M 일 때 80 nm, 0.1 M 일 

때 300 nm인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 결과로 ZnO 나노와이어

가 성장 될 때는 몰농도가 높을수록 지름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3은 ZnO 나노와이어의 XRD 특성 분석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0.01 M 일 때 34.44,〬 0.05 M 일 때 34.42,〬 0.1 
M 일 때 34.48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벌크 ZnO의 피크 34.4 〬
(002) 방향과 비슷한 값이다. 따라서 몰농도의 변화에 따라 

피크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ZnO 나노와이어의 방향성에는 변

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14는 선택적으로 패터닝된 ZnO 나노필라의 SEM 사
진이다. 주어진 ‘KIMM' 패턴은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으로 만

들어졌다. Figure 15는 ‘K'자로 패터닝된 ZnO 나노필라를 

AFM으로 측정한 morphology를 나타낸다. 확대된 그림에서 

여러 ZnO 나노필라가 성장 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4. SEM images of patterned ZnO nanowire.

Figure 15. Patterned “K” morphology using AFM.

Figure 16. Measured current on the patterned “K” using I‐AFM.

  Figure 16은 I‐AFM으로 측정한 ZnO 나노필라의 전류 값이

다. 패터닝된 “K” 모양대로 각 나노필라마다 전류가 측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ZnO 나노필라의 압전효과가 전기에너

지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I‐AFM tip과 ZnO 나노필라

가 쇼트키장벽이 형성되어 전류가 발생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ZnO 나노필라가 압전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은 많은 분야의 응용소자에 

적용 될 수 있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섬모인 부동섬모를 모사하는 기술을 조

사하였다. 나노섬모의 연구배경과 목적이 설명되었고, 자연계

에 존재하는 부동섬모를 소개하고 작동원리도 설명되었다. 
ZnO 압전 나노필라를 이용하여 부동섬모를 모사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고, ZnO 압전 나노필라의 전기적, 구조

적 정적 ․ 동적인 해석을 하였다. 해석 결과 지름 50 nm,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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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nm의 ZnO 나노필라의 상단면에 80 nN의 정적인 힘을 

가하였을 때 electric potential은 최대 0.306 V, 최저 ‐0.312 V로 

나타났다. 그때의 최대 von Mises 스트레스는 기저부에서 3.86 
GPa이고 최저 von Mises 스트레스는 상단부에서 24.63 MPa로 

나타났으며, 상단 최대 변위는 13 µm, 최대 first principal strain
은 0.0302임을 알 수 있었다. Si 웨이퍼와 유연기판에서의 ZnO 
압전 나노필라 성장법이 소개되었고, 각각 다른 몰농도에 따

른 ZnO 나노필라의 성장특성이 비교되었고 각각의 몰농도에

서 성장된 ZnO 나노필라의 XRD 특성 분석이 이루어졌다. 포
토리소그라피를 이용한 선택적ZnO 나노필라 성장법이 소개

되었고, 그에 따라 특정한 형태로 자란 ZnO 나노필라 영역에

서의 morphology와 current가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ZnO 압전 

나노필라를 이용한 인공와우, 고감도 음향소자, 고감도 센서 

등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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