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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nO hexagonal rods grown in aqueous solution can be changed into a tubular shape by two-step aging in the course of the growing
process. In the first step, hexagonal ZnO rods is grown by aging at 90

o

C under a highly supersaturated aqueous solution giving rise
to a fast precipitation rate. Meanwhile, during the second step aging at 60

o

C in the same aqueous solution, the hexagonal polar face
(001) having higher surface energy than (010) side planes dissolves to minimize surface energy. Hence the flat (001) face changes to
a craterlike face and the hexagonal rod length of ZnO decreases at an initial-stage of this step aging. The formation of the (101) wedge-type
faces is ascribed to the resultant of competitive reactions between the dissolution of polar face minimizing the surface energy which
is a dominant reaction at the initial stage and the precipitation reaction dissipating supersaturation. At a later stage of the second-step
the reaction rates of these two processes in the aqueous solution become similar and the overall reaction is terminated.

Key words : ZnO, Tubular structure, Crystal growth, Aqueous solution

1. 서 론

ZnO는 다양한 형상의 나노구조물로 성장이 가능하고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및 압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

특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5)

특히 비표면적이 넓은 결정 형상, 예로 튜브 형상 등은, 촉

매나 가스센서 및 태양에너지 분야의 응용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어,
6-10)

 이에 대한 응용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

만, ZnO 나노 결정들이 다양한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이해나 동일한 조건하에서 재현성 있게 같은 결정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

정이다. 최근에 수용액 합성법(aqueous solution growth)을

이용하여 ZnO 나노로드의 성장 중에 성장온도를 낮추어

주는 2단계 성장법으로 비표면적이 큰 ZnO 튜브결정을

얻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성장 온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pH와 Zn 이온의 농도 감소로 (001)면

의 모서리 (edge)에서만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성장으로

이해되었다.
11) 
그러나, 온도변화에 의해 ZnO 나노결정이

튜브 형상으로 변화하는 초기단계에 대한 관찰이 미흡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2단계 성장온도의 변화를 통해

ZnO 나노 결정이 튜브형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SEM

(Quanta 200), TEM 및 XRD를 이용하여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ZnO 나노결정의 형상 변화에

대한 성장기구를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수용액 합성법으로 2단계 성장과정을 통해 ZnO 나노

결정구조를 합성하였다.
11)

 우선 ITO가 코팅된 유리기판

위에 전기화학증착법(electrochemical deposition)과 열처리를

통해 균일한 ZnO seed 막을 형성하였다. 즉, ZnO seed

막은 ITO가 코팅된 유리기판을 0.5 M 농도의 zinc nitrate

(Zn(NO)36H2O) 수용액 속에서 백금판을 양극으로 유리기

판은 음극으로 하여 2.5 V의 직류전압을 인가하여 5분간

증착하였고, 이렇게 유리기판에 증착된 ZnO 막은 이온교

환수로 세척하고 건조시켜 500
o
C의 온도에서 30분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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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ZnO 결정으로 결정화하였다.

ZnO 막이 형성된 유리 기판은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열

처리를 통해 ZnO 나노결정을 성장시켰다. ZnO seed 막(종

자정)이 코팅된 유리기판을 0.1 M zinc nitrate와 0.1 M의

hexamethylenetetramine (C6H12N4 : HMT) 혼합수용액에 넣

고 우선, 90
o
C에서 3시간 성장시켰다. 그리고, 이후 혼합

수용액의 온도를 90
o
C에서 60

o
C로 그대로 낮추어 연속적

으로 성장시킴으로써 ZnO 나노결정의 모습에 변화를 줄 수

있었다. 1단계의 90
o
C에서 성장시킨 ZnO 결정과 90

o
C에

서 60
o
C로의 연속적인 2단계의 성장온도를 모두 걸친 결

정의 미세조직 들은 이온교환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주사전자현미경(SEM, Quanta 200)을 이용하여 관찰하였

다. ZnO 결정구조의 변화는 XRD 분석을 통해 관찰하였

다. XRD를 통한 결정구조 분석에는 측정의 정확성을 위

해 KCl 수용액을 1~2 방울 떨어뜨린 후 건조시켜 시료

표면에 소량의 KCl를 코팅함으로써 KCl의 (220) 피크를

기준피크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TEM 관찰을 통해 2단계

열처리를 통한 ZnO 나노결정의 초기 변화 과정을 관찰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전기화학증착법으로 ITO 유리기판 위에 ZnO seed

막을 형성하고, 이후 500
o
C에서 열처리를 통해 결정화시

킨 후, 수용액합성법으로 0.1 M zinc nitrate와 0.1 M의

hexamethylenetetramine (C6H12N4 : HMT) 혼합수용액에 넣어

90
o
C에서 3시간 성장시켜 얻은 ZnO 나노로드의 파단면

미세조직이다. 전형적인 ZnO 나노로드가 합성된 것을 볼

수 있다. ZnO 로드(rods)는 3시간 동안의 합성에 의해 약

1 µm 크기로 성장하였다. Fig. 1의 내부에 있는 파단면 미

세조직은 성장시간을 증가시켜 90
o
C에서 20시간 동안 성

장시킨 것인데, ZnO 나노로드가 약 3µm로 매우 균일하게

한방향으로 정열하여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ZnO 나노

로드의 직경도 성장시간의 증가에 따라 약 0.3 µm의 크

기에서 20시간 성장 후에는 약 0.5 µm의 크기로 성장하

였다. 그러나 길이방향, 즉 (001) 방향으로의 성장에 비하면

성장 정도가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Fig 1의 결과로

부터 이미 보고된
11-13)

 바와 같이 전기화학증착법을 통한

ZnO 종자정(seed)의 형성은 잘 정열된 ZnO 나노로드의

성장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ZnO 나

노로드의 성장이 초기에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다가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ZnO 나

노로드의 합성이 제한된 수용액내에서 일어나 Zn 이온이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Fig. 2는 2단계의 열처리 성장과정을 걸쳐 얻은 ZnO 미세

조직으로, (a)는 성장한 결정 윗면을, (b)는 그 파단면을 보

여준다. 우선 Fig. 1에서와 동일한 조건인 90
o
C에서 3시

간동안 성장시킨 후 성장온도를 60
o
C로 낮추어 연속적으

로 20시간을 더 성장시켜 얻은 미세조직인데, 2단계의 성

Fig. 1. Cross-sectional SEM image of ZnO nanorods grown at

90
o

C for 3 h. The size of ZnO nanorods grown at 90
o

C

for 20 h showed in the inset.

Fig. 2. Top-view (a) and cross-sectional (b) SEM images of the

grown ZnO nanotubes with a decrease in temperature

from 90
o

C for 3 h to 60
o

C for 2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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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정을 통해 ZnO 나노로드가 튜브의 초기 형상으로 변

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성장온도를 90
o
C에서

60
o
C로 2단계에 걸쳐 연속적으로 변화

11)
시키는 것에 의해

재현성 있게 ZnO 나노튜브 형상의 초기 결정이 합성됨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Fig. 2에서 관찰되는 튜브형상으로 변화하는 ZnO

결정들은 60
o
C로 성장온도가 낮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20시간의 성장시간에 비해 파단면으로부터 관찰되는 ZnO

결정의 길이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Fig. 1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3시간 동안 성장시킨 이후에, 성장 온도를 60
o
C

로 낮추어 20시간을 더 성장시킨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결

정의 길이가 감소한 것이다. 즉, 특정면의 용해(dissolution)와

병행해서 ZnO 튜브 형상의 초기 결정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ZnO의 용해과정에 의한 ZnO 나노튜브의 생성은

보고된 바 있다.
9,14)

 즉, 장시간의 aging 과정을 통해 불안

정한 polar (001)면이 선택적으로 용해되고 안정한 non-polar

(010)면만이 남아 ZnO 나노튜브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와는 다르게 aging에 의한 용해가

아니라 성장온도의 변화에 의해 불안정한 polar (001) 면이

용해되면서 전체 결정의 크기가 감소하고, 이후 non-polar

(010)면이 유지되면서 나노튜브 형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Fig. 2(b)의 ZnO 결정들에서는 점선의 원형

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ZnO 튜브 결정으로 형성되기 시

작하는 초기단계의 것(wedge 형상의 튜브)과 완전한 튜

브형태의 모습(화살표 표시)으로 변화하는 ZnO 결정들이

함께 관찰되고 있다.

Fig. 3은 2단계 성장온도인 60
o
C에서 40시간으로 성장

시간을 증가시켜 얻은 ZnO 결정의 미세조직이다. Fig 3(a)는

성장면인 (001)면에서 얻은 미세조직으로 40시간의 성장에

의해 더 많은 입자에서 튜브의 형상으로 변화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일부의 ZnO 입자에서는 여전히 튜브형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부분적인 튜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입자(흰 화살표로 표시)에서는 내부가 완전히 용

해되어 완전한 ZnO 튜브의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의

입자들에서는 결정의 옆면까지 용해된 형상을 보이고 있

다. Fig 3(b)는 파단면 미세조직이다. 시편을 파단시키는

경우 튜브 형상의 입자에서는 입자의 옆면 일부분이 파단

되어 결정 내부(검은 화살표로 표시)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들 입자들을 통해 ZnO 결정이 결정의 내부가 용해되면

서 튜브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시간

으로 성장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도 더 이상의 튜

브 형상으로 ZnO 결정의 (001)면으로의 성장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수용액 합성법에 의한 성장에서 ZnO 결정은 고온(~90
o
C)

에서 non-polar (010)면의 표면에너지가 polar (001)면 보

다 더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15)

 이때, pH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90
o
C의 고온에서는 저온에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pH 값(~5.4)을 가진다.
9,11)

 즉, 성장 수용

액의 온도가 저온(60
o
C)일 때는 pH 값이 커지며 (~5.8),

그에 따라 polar (001)면의 표면에너지가 안정화되어, 실

제적으로도 짧고 넓은 ZnO 나노로드 결정이 만들어진다.

앞선 연구에서는 성장온도의 변화를 통한 나노튜브의 생

성기구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11)

 ZnO의 성장온

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저온에서도 고온에서와

같이 낮은 pH 값(~5.5)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서 표면에너지

에는 변화가 없고 polar (001)면이 여전히 불안정하여 성장

이 제한을 받는다. 저온에서는 확산속도가 저하되고, 동

시에 증가된 과포화도에 의해 (001)면에는 모서리 영역

(edge)에서만 제한적인 성장(석출현상)이 일어나 나노로드

가 나노튜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장된 ZnO 결정의 크기 관찰로부터 성장온도

의 연속적인 변화를 통해 초기 나노로드에서는 용해가 일

어나며, 동시에 쐐기(wedge shaped) 형상의 결정이 생성되

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이후 쐐기형상이 점진적으로

튜브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Fig. 3. Top-view (a) and cross-sectional (b) SEM images of the

grown ZnO nanotubes with a decrease in temperature

from 90
o

C for 3 h to 60
o

C for 40 h.



266 김정석·채기웅

한국세라믹학회지

Fig. 4는 Fig. 2의 미세조직으로 부터 얻은 ZnO 나노결

정의 TEM 미세조직이다. 성장온도의 변화로 시작되는 초기

ZnO 나노결정의 변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정의 모습은 Fig. 2와 Fig. 3의 미세조직에서도 관찰되

는 것인데, 불안정한 polar (001) 면에서 쐐기형상(wedge

shaped)의 결정이 생성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Fig. 4의

내부에 있는 작은 미세조직은 ZnO 나노튜브 형상으로 좀

더 진행된 결정의 모습인데, 내부로 진행될수록 쐐기형상

에서 튜브형상으로 변화(흰색 화살표 표시)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XRD를 이용하여 Fig. 1의 나노로드와 Fig. 2의 나노튜

브의 결정구조를 분석하였는데, Fig. 5는 그 회절 데이터

이다. Fig. 5의 (a)는 90oC에서 성장한 ZnO 나노로드(Fig. 1)

를, (b)는 2단계 열처리에 의해 합성된 Fig. 2의 나노튜브

형상을, 그리고 (c)는 2단계의 성장온도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 60oC의 저온에서만 성장시켜 얻은 ZnO 나노로드 결정

의 회절데이타이다. 모두 (002)면에서 강한 회절 강도값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모든 시편에서는 ZnO 결정이 한방향

으로 잘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의 내부에 있는

XRD 회절데이터는 피크의 위치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좁은

각도(33o~38o)에서 관찰한 것인데, (a)와 비교하여 (b)와

(c)의 회절 피크들이 고각도 영역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결정들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결정의 분석에는 측

정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피크로 KCl의 (220)

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Fig. 1의 90oC에서 성장한 ZnO

나노로드(a)는 단위격자크기(cell volume)가 47.728 Å3 (a =

b = 3.2532 Å, c = 5.2074 Å)이었으며, 2단계 열처리에 의해

합성된 Fig. 2의 ZnO 나노튜브형상(b)의 결정은 47.585 Å3

(a = b = 3.2496 Å, c = 5.2036 Å)이였다. 즉, 나노로드의 격

자상수와 단위정의 부피가 나노튜브와 비교하여 큰 값(a &

b = 0.04 Å, v = 0.14 Å3)을 보였다. 처음부터 60oC의 낮은

온도에서 계속 성장한 나노로드(c)의 단위정 부피는 47.604 Å3

(a = b = 3.2496 Å, c = 5.2054 Å)으로 Fig. 2의 나노튜브 형

상의 결정과 거의 동일한 결정크기(v = 0.02 Å3)를 보였다.

90oC의 고온에서 합성된 ZnO 나노로드가 큰 결정 크기를

가지는 것은 빠른 입자성장속도로 인하여 수소, 질소 또는

빈격자 등의 격자결함들을 결정구조 내에 쉽게 만들기 때

문으로 이해된다. 이와는 반대로 60oC 저온에서의 결정은

느린 성장속도로 결함 등에서 자유로우며, 한층 안정화된

결정구조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90oC에서 성장

된 결정구조는 저온결정구조(60oC)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이해된다.

수용액 합성법으로 2단계의 성장온도의 변화를 통해 합

성된 ZnO 나노튜브 형상으로 보이는 결정은 TEM으로 관

찰되는 미세조직과 XRD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정

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ZnO 결정은 90oC의 온

도에서 non-polar (010)면이 polar (001)면 보다 안정하다.

ZnO 나노로드는 90oC의 고온에서 빠른 확산속도와 충분히

풍부한 Zn 이온에 의해 성장 속도가 매우 커서 빠르게 성

장하며, 그에 따라 결함 등을 포함하는 aspect ratio가 큰 불

안정한 형태로 성장한다. 이후 ZnO 나노로드의 성장온도를

60oC로 변화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 결정면의 표면

에너지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2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성장온도의 감소는 60oC의 저온에서도 안정해야 할 polar

(001)면을 90oC에서와 같은 조건(동일 pH 유지)에 놓이게

하여, 여전히 큰 표면에너지를 갖는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

하게 된다. 아울러, 그 결정내부에 결함과 수소 또는 질소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 표면에너지의 불안정상태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의 온도감소에 따른 과

냉각도로 과포화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온도에

서의 느린 성장속도로 인하여 전체 표면에너지의 최소화를

위해 불안정한 polar (001)면에서는 용해(dissolution)가 일

어나게 된다. 따라서 표면에너지가 높은 polar (001)면은

Fig. 4. TEM image of ZnO nanotube shown in Fig. 2.

Fig. 5. XRD patterns for the samples (a) shown in Fig. 1 (the

ZnO rod), (b) shown in Fig. 2 (the ZnO tube), and (c)

grown at 60
o

C for 20 h (the ZnO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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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용해가 일어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한

non-polar (010)면은 용해가 억제된다. 이에 따라 polar 면과

non-polar 면의 중간적 결정면인 (101)면이 생성되는 쐐기

형상(wedge shaped)의 나노결정이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는 ZnO 나노로드의 길이가 감소하게 된다. 나노튜브의

생성 중간단계로 쐐기형상의 결정 모습이 관찰되는 것은

나노튜브가 용해과정 중에 생성됨을 의미하며. 또한, Fig. 2

에서와 같이 60
o

C의 온도에서 20시간의 장시간 성장반응

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쐐기형상과 튜브형상의 결정이

동시에 관찰되는 것은 이러한 나노결정의 형상 변화가 저

온으로 인하여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계속적인 용해반응으로 polar (001) 면에서는 튜브형

상의 ZnO 결정이 형성된다. 이후 더욱 진행되는 polar (001)

면에서의 용해는 과포화도를 증가시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일정 시간 이후 부터는 다시 (001)면의 용해반응이

감소한다. 한편, non-polar 면의 표면에너지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과포화도가 증가하면 불안정한 (001)면의 모

서리(edge)에서는 안정적인 (010)면의 제한적인 석출이 일부

진행되나, 후기 단계에서는 용해-석출 반응이 평형을 이

루어 튜브형상의 ZnO 결정이 형성되는 것이 멈추게 된다.

ZnO 나노로드로부터 성장온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ZnO 결정은 튜브형상으로 결정모양의 변화가 일어났다.

성장온도의 변화에 따른 용해현상, 각 면에서의 표면에너지

변화, 그리고 전체 표면에너지와 과포화도의 경쟁에 따른

석출현상을 통해 나노로드는 쐐기형으로, 그리고 최종적으

로 나노튜브의 형상으로 결정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ZnO

결정의 변화는 비표면적을 대폭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며, 추후 이들 제어된 ZnO 결정을 지속적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제어방법과 이러한 미세조직을 응용한 물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추후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믿

어진다.

4. 결 론

ZnO 나노결정성장 중에 성장온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ZnO 나노로드 결정이 튜브 형상의 결정으로 변화하

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수용액 합성법을 통해 90
o

C의 고

온에서 성장한 전형적인 ZnO 나노로드는 60
o

C의 저온으로

성장온도를 변화시키는 경우, 표면에너지의 최소화를 위해

불안정한 polar (001)면이 용해(dissolution) 되었고, 표면에

너지의 최소화를 위한 용해 반응으로 쐐기형의 결정형상이

만들어졌다. 특히, 고온에서 성장한 ZnO 나노로드는 빠른

성장속도로 인하여 결정 내부에 결함 및 불순물 들을 포함

하는 불안정한 결정의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는 결정의 용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불안정한

polar (001)면이 계속적으로 용해하는 반면, polar (001)면의

모서리(edge) 부분은 용해되지 않고 남아 non-polar (010)

튜브 면의 형성이 가능해 지면서, ZnO 나노로드의 결정은

튜브 형상에 가까운 결정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즉, 2단계

성장온도변화를 통해 ZnO 나노로드 결정은 쐐기형의 결정

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튜브형상에 가까운 결정으로 변

화하는 과정을 보였다. 2단계의 성장온도인 저온에서 일

어나는 ZnO 나노로드의 용해현상은 수용액의 과포화도를

증가시켰으며, 성장 후기에는 과포화도가 더욱 증가하여,

용해 반응과 석출반응이 평형을 이루게 되고 이후 튜브

형태로 변화하는 결정의 형상 변화가 멈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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