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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ynthesized ZnO nanowires patterned on Si substrate and investigated the field emission properties of the nanowires. Firstly, Au
catalyst layers were fabricated on Si substrate by photo-lithography and lift-off process. The diameter of Au pattern was 50 µm and
the pattern was arrayed as 4×4. ZnO nanowires were grown on the Au catalyst pattern by the aid of Au liquid phase. The orientation
of the ZnO nanowires was vertical on the whole. Sufficient brightness was obtained when the electric field was 5.4 V/µm and the
emission current was 5 mA/cm

2
. The threshold electric field was 5.4 V/µm in the 4×4 array of ZnO nanowires, which is quite lower

than that of the nanowires grown on the flat Si substrate. The lower threshold electric field of the patterned ZnO nanowires could be
attributed to their vertical orientation of the ZnO nanowires.

Key words : ZnO, Nanowire, Patterning, Field emission display, FED

 1. 서 론

반도체 나노선 (나노로드)은 나노영역에서의 양자적 특

성과 우수한 결정성 및 광전자기적 특성 등으로 인해 최

근 10여 년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3) 현재까지

단일 나노선의 특성을 이용한 FET, 광센서, 메모리 소자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나 전자빔 리쏘그라피

등 전극 위에 나노 단위블록 (building block)을 정렬시키

기 위한 고비용의 공정이 필요하다는 단점 등으로 인해 산

업화에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단일

나노선의 특성이 아니라 나노선 집합체 (bundle) 구조의 특

성을 활용하는 광전소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

한 나노선 집합체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의 전극에서 나노선의 높은 비표면적과 1차원

적 전도특성을 활용하는 것과 전계방출디스플레이 (Field

Emission Display)에서 나노선 집합체를 캐쏘드 어레이로

활용하는 연구 등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4-6)

FED 디스플레이 소자는 기존의 LCD 또는 PDP 등의

디스플레이 기술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고전압에 의해 전계를 방출시켜서 직접 형광체를 구동하

는 방식이므로 경량, 저가격, 광시야각, 빠른 응답속도, 우

수한 색감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7) 그러나 FED

의 최대 단점인 높은 구동전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문턱

전계 (threshold electric field)가 낮은 캐소드 구조를 개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의 Mo, Si 등의 소재를 대

체하여 카본나노튜브 (CNT)를 캐소드 소재로 적용함으로

서 CNT의 1차원적 나노구조에 의해 문턱전계를 감소시

킨 FED 소자에 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8,9) 그

러나 CNT의 경우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나 장기간 사용

에 따른 표면구조의 변성으로 인한 전기적 특성이 열화

하는 문제가 있다.10) 이러한 CN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ZnO, SiC, AlN 등의 화학적으로 안정한 반도체 세

라믹스 나노구조체를 활용한 FED 구현가능성에 대해서

도 다수의 연구사례가 보고되고 있다.6,11,12) 이 중에서 ZnO

나노선의 경우 전계방출 특성에 있어서 CNT에 필적하는

우수한 특성이 보고된 바 있다.11)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판의 전 면적을 이용하여 나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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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장시키고 그 전계방출 특성을 관찰한 것이 대부분인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ZnO 나노선을 Si 기판 위에 주

기적 패턴으로 패터닝 성장시키고 이를 FED 소자의 캐쏘

드 구조로 적용함으로서 좀 더 FED 구조에 근접한 형태

로 구조를 구현하고 그 전계방출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

다. 아울러 2차원 주기적 패턴구조의 캐쏘드 구조로부터

얻어지는 전계방출 특성을 기존에 보고된 평면구조의 전

극에서 얻어진 ZnO 나노선의 전계방출 특성과 비교하였다. 

2. 실험방법

Si 기판위에 ZnO 나노선의 주기적 패턴구조를 구현하

기 위한 공정 과정을 Fig.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먼

저 Si 기판 (p-type, 0.01ohm-cm) 위에 포토리지스트 (PR)

필름을 증착하고 쉐도우 마스크에 의해 노광하고 현상함

으로서 2차원 주기적 패턴으로 PR 패턴을 형성하였다. 이

후 thermal evaporator를 사용하여 Au 레이어를 200 Å 두

께로 증착하였다. Au 박막 층은 추후 ZnO 나노선 합성

공정에서 촉매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어서 아세톤을 사

용한 표준 리프트오프 공정을 사용하여 Si 기판위에 원형

의 Au 패턴만이 남도록 한 후, 남겨진 Au 패턴이 ZnO

나노선 합성의 촉매층이 되도록 하여 2차원 어레이 패턴

의 ZnO 나노선번들을 수직방향으로 성장하였다. 

ZnO 나노선의 합성은 탄소열분해 (carbothermal reduc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1,2) ZnO 분말 (99.9%)과 그라파이트

분말 (99.9%)을 무게비 1:1로 혼합하고 1  튜브 퍼니스의

중앙부위에 위치시키고 900oC 온도에서 10분간 열처리

하였다. 분위기 제어는 상압의 Ar 20 sccm 흐름 속에서

나노선의 합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O2 0.1~0.5 sscm

을 추가로 혼합하였다. 이와 같은 합성 조건에서 원료분

말의 인접위치에 Au 촉매패턴이 형성된 Si 기판을 위치

시키게 되면 Au 촉매 패턴으로부터 V-L-S 성장기구에 의

해 ZnO 나노선이 합성되게 된다.1) 이 때 ZnO 나노선의

패턴 형상은 이후 실험결과에서 보듯이 Au 촉매 패턴형

상과 일치하게 형성되게 된다. 

합성된 ZnO 나노선의 전계방출효과 특성을 Fig. 2에 제

시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ZnO 나노선이 합성된 Si

기판을 캐쏘드로 사용하고 애노드로는 형광체가 코팅된 투

명전극 (FTO)을 사용하였다. 이 때 300 µm 높이의 스페이

서를 사용하여 캐쏘드와 애노드 사이에 적정한 전계가 형

성되도록 하였다. 측정챔버는 10-7 torr 대역의 고진공이 유

지되도록 하였으며, 전계방출에 의한 전류는 외부로 전송

하여 측정하고 CCD 현미경을 통해 형광패턴을 촬영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에는 2차원 패턴으로 합성된 ZnO 나노선의 구조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원형 패턴은 Fig. 1에서 나타낸 것

과 같은 포토리쏘그라피 공정에 의해 구현된 것으로서 가

로, 세로 피치가 일정한 4×4 어레이 패턴의 Au 촉매층

위에서 ZnO 나노선이 성장된 것을 볼 수 있다. 2차원 패

턴의 피치는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0.1 mm로 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LCD 및 PDP 디스플레이 패널의 픽셀

해상도가 0.1~0.2 mm 대역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와 유

사한 범위로 설정한 것이다. 나노선 번들이 성장하는 단

위 원형 패턴의 직경은 50 µm로 하였다. 

″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the patterned ZnO nanowires on

Si substrate.

Fig. 2. (a) An experimental setup for the measurement of field emission properties of the nanowires and (b) Details of florescent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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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나노선은 Au 패턴이 증착된 부위에 한정되어 성

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Au 촉매를 매개로 한 V-L-S 합성

메커니즘이 잘 구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ZnO 나노

선의 성장방향은 원형의 단위 패턴 안에서 가운데 부위

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직 상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가장자

리로 갈수록 옆 방향으로 약간 눕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

다. ZnO 나노선의 길이는 합성온도 및 합성시간에 비례

하여 길어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900oC 온도에서 약 10

분간 합성할 때 대략 20~30 µm 정도의 길이로 합성되며

이 정도의 조건에서 충분한 전계방출 전류가 확보되어

FED 소자 응용에 가장 적합하였다. 

Fig. 4에서는 ZnO 나노선의 상세한 미세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나노선의 직경은 대체로 30~60 nm 범위로 나타

났다. XRD 회절분석을 통해서 a=3.26 Å 및 c=5.23 Å의

wurzite 결정구조로 확인되었다. c/a=1.604 로 계산되었으

며 이는 벌크구조의 ZnO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c/

a=1.602에 비해 약간 높은 값이다. ZnO 나노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c-축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1

차원적 형상으로 인하여 c/a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13)

Fig. 5에서는 ZnO 나노선의 전계방출 특성을 나타내었

다. Fig. 5 (a)에서는 구동전류가 5 mA/cm2
인 조건 (구동

전압 6.3 V/µm, Fig. 5(b)에서 원형으로 표시한 전압-전류

조건)에서 촬영된 전계방출에 의한 형광체 발광 모습이다.

구동전류가 5 mA/cm2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과전류에 의해

나노선의 번아웃 (burn-out) 현상이 시작되게 된다. Fig. 5 (b)

에서는 인가 전계에 따른 전계방출 전류의 변화거동을 나

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문헌에 의하면 전계방출에 의해 전

류측정이 가능해지는 0.01~0.1 mA/cm2
가 되는 전계를 문

턱전계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형광체의 발광

이 미약하게 시작되는 전류조건인 1 mA/cm2 레벨을 형성

하는 전계를 문턱전계 (threshhold electric field, Eth)로 정

의하였다. 직경 50 µm인 4×4 어레이 ZnO 나노선 패턴에

서의 문턱전계 Eth는 약 5.4 V/µm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에서 측정된 문턱전계 5.4 V/µm (방출전류 1 mA/cm2 
기준)

는 기존 문헌에서 ZnO 나노선의 문턱전압으로 보고되고

있는 6.5~12 V/µm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값이다.12,14)

Fig. 5 (b)에서 전계 5.4 V/µm를 형성하기 위하여 실제

인가한 전압 값은 1620 V가 되는데 이는 Fig. 2에서 나타

내었듯이 캐쏘드와 애노드 사이에 설치된 스페이서의 높

이가 300 µm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직경 50 µm인 4×4

어레이 ZnO 나노선 패턴의 총 면적은 3.1×10-4 cm2
이 되

므로, 1 mA/cm2
의 전류밀도를 형성시키는 실제 전류는

Fig. 3. 4×4 array of patterned ZnO nanowires.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ZnO nanowires. 

Fig. 5. (a) A field emission image of 4×4 array of ZnO nanowires, (b) I-V characteristics of 4×4 array of ZnO nanowires, and (c) I-V

characteristics of ZnO nanowires on flat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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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µA 정도의 레벨이다. 즉 Fig. 5 (b)에서 실제로 인가

되고 측정된 전압 및 전류 레벨은 전압 0~2000 V, 전류

0~4 µA 범위에 있다. 

Fig. 5 (c)에서는 ZnO 나노선을 어레이 패턴에 따라 성

장시키지 않고 Si 기판 전면에서 균일하게 성장시킨 경우

의 전계방출 전류 특성을 나타내었다. 전계방출에 의해

전류 1 mA/cm2
를 유도하는 Eth 값이 5.9 V/µm로 측정되

었으며 이는 Fig. 5 (b)의 Eth 값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ZnO 나노선의 배향성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Fig. 3에서 나타내었듯이 ZnO 나노선의

성장방향은 원형의 단위 패턴 안에서 가운데 부위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직 상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나

노선이 수직상방향으로 배향할 경우 전계방출에 의한 전

류방향과 일치하게 되어 전계방출 유효반경을 줄이게 되

어 Eth 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i 기판 전면에서 나노선을 균일하게 성장시킨 경우에는

나노선의 배향성이 수직방향에서 랜덤한 방향으로 흩어

지는 경향성이 강해지게 된다. 

그러나 인가전계가 6.5 V/µm 이상으로 어느 정도 증가

하게 되면 전계방출에 의한 전류는 Fig. 5 (c)의 경우가 (b)

의 경우에 비해 더 증가하게 된다. 이는 패터닝 되지 않

고 기판의 전면에 ZnO 나노선을 균일하게 합성한 경우

가 나노선의 단위면적당 밀도가 더 높은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ZnO 나노선을 Si 기판 위에서 어레이

패턴으로 성장시키고 이러한 구조의 전계방출 특성을 조

사하였다. ZnO 나노선은 Au 촉매의 액상유도에 의하여

Au 패턴이 증착된 부위에 한정되어 패턴 성장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수직방향의 배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Au

촉매에 의한 부분적인 나노선의 패턴성장 기법을 적용하

면 FED 소자 구현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게 나노선을 선

택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전계

5.6 V/µm에서 전계방출에 의한 전류값은 5 mA/cm2
로 측

정되었으며 이 때 충분히 밝은 크기의 발광이 확인되었

다. 4×4 어레이 패턴구조에서 ZnO 나노선의 문턱전계 값

은 약 5.4 V/µm로 측정되었다. ZnO 나노선 기반의 FED

소자의 경우 CNT에 비해 화학적으로 더 안정할 것으로

기대되며, ZnO 이외에도 SiC 또는 AlN 나노선의 경우도

Au 촉매에 의한 패터닝 공정을 적용하여 FED 소자에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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