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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계 인가를 통한 고품질 ZnO 나노로드 성장

Growth of ZnO Nanorod with High-quality Assisted by an External Electr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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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yu Son․Hyunwoong Seo․Soo-Kyoung Kim․Na-Yeong Hong․

Byung-Man Kim․Songyi Park․Hee-Je Kim)

Abstract  -  In this study, the ZnO nanorod is grown on the seed layered glass substrate by applying an external electric 

field to fabricate the ZnO nanorod with the high quality and to increase the yield of the ZnO nanorod. It is possible to 

grow the definite and clear hexagonal ZnO nanorod as the cathode of the high voltage is connected to the side of the 

seed layered glass substrate and the anode is connected to the opposite side because more Zn
2+
 ions are located around 

the ZnO seed layer and are accumulated easily due to the external electric field. As a result, it is succeeded to fabricate 

the definite hexagonal ZnO nanorod having better structural characteristics by applying the external electric field during 

the growth process. Therefore, it is demonstrated that the external electric field is effective to fabricate the high quality 

ZnO nanorod without changing any composition of the ZnO nano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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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화 아연(Zinc Oxide, ZnO)은 근 외선 방출, 자기  

압  효과, 높은 도성으로 인해 검출 [1], 센서 [2,3], 그

리고 태양 지 [4-8] 등에 용될수 있는 산화물 반도체로

써 큰 각 을 받고 있다. 특히 ZnO는 밴드갭 에 지가 

3.4eV으로써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의 밴드

갭 에 지인 3.2eV와 거의 비슷하여 차세  태양 지로써 

각 을 받고 있는 염료감응형 태양 지(Dye-sensitized 

Solar Cell, DSC)의 극 산화물인 TiO2를 체할 수 있

는 물질로 주목을 받고 있다 [9]. 최근 이러한 응용을 하

여 나노 입자, 나노 로드, 나노 와이어, 나노 튜 , 나노 벨

트 등과 같은 많은 ZnO 나노 구조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 ZnO 나노 로드는 6각형의 형태와 넓은 표면 , 우수한 

자 이동도 등의 구조  장 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가 진

행 되고 있다. 

재까지 ZnO 나노로드는 유기 속 화학 증착법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10], 

화학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11], 기체-

액체-고체 에피택시(Vapor-Liquid-Solid Epitaxy, VLSE) 

[12], 펄스 이 증착법(Pulsed Laser Deposition, PLD) [13]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성장시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비싸고 복잡한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온의 

성장 조건이 필요하다는 단 이 부각되어 왔으며 낮은 수율

로 인해 면 의 ZnO 나노로드를 성장하는데 합하지 않

다. 이에 반해 최근 ZnO 나노로드 성장법으로 각 을 받고 

있는 수용액 기반 성장법(Aqueous Solution Based Growth 

Method) [14,15]은 이 의 방법보다 간단하고 경제 이며 낮

은 온도에서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ZnO 나노로드 성장

법으로 리 이용되고 있다.

ZnO 나노로드를 센서나 태양 지 등에 사용하기 해서

는 고품질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요한데 

이는 고품질 ZnO 나노로드의 구조  이 이 ZnO 나노로드 

기반 센서나 태양 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연구진들이 수용액 기반 성장

법을 이용하여 고품질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키는 것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Seed Layer

의 제작 조건  ZnO 나노로드 성장 조건 등을 변화하여 

고품질 ZnO 나노로드 성장시키는데 성공한 연구 결과가 등

장하기 시작하 다 [16,17]. 하지만 ZnO 나노로드의 특성에 

향을 주는 조건들이 아직 명확하게 밝 지지 않았기 때문

에 ZnO 나노로드 기반 센서나 태양 지 분야에 있어 고품

질 ZnO 나노로드 성장에 한 연구는 여 히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동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 

기반 성장법을 이용한 ZnO 나노로드 성장시 외부 계를 

인가하여 고품질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키고자 하 다. 

ZnO 나노로드 성장을 한 수용액은 극성을 띄고 있는 이

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계 인가는 이들에게 향을 

주어 고품질 ZnO 나노로드 성장에 도움을  것으로 상

된다. 외부 계 인가를 통하여 성장된 ZnO 나노로드는 외

부 계 인가 없이 일반 으로 성장된 ZnO 나노로드와 비

교하여 ZnO 나노로드 성장에 있어 외부 계 인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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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 다. 그 결과, 외부 계 인가는 고품질 ZnO 나

노로드 성장에 큰 도움을 다는 것을 확인하 다.

2. 본  론

2.1 실험 방법 

ZnO 나노로드 성장을 한 기 은 Fluorine-doped Tin 

Oxide(FTO, 13Ω/sq, Hartford Glass Co. Inc)이 사용되었으

며 성장 에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 순으로 10분씩 음  

처리를 하여 세척함으로써 기 의 각종 불순물을 제거한

다. ZnO 나노로드 성장 에 세척된 FTO 기 에 Seed 

Layer를 도포해야 하는데 Seed Layer를 한 용액은 에탄

올에 0.01M Zinc Acetate Dehydrate(C4H6O4Zn․2H2O, 

Fluka)를 녹여 제작한다. 이 게 제작된 Seed Layer 용액을 

세척된 FTO 기  에 떨어뜨리고 5,000rpm의 속도로 90

간 스핀 코 하여 도포하고 130℃에서 120분간, 180℃에서 

60분간, 260℃에서 120분간 순차 으로 소성하여 Seed 

Layer가 도포된 FTO 기 을 비한다.

ZnO 나노로드 성장을 한 수용액은 증류수에 0.02M의 

Zinc Nitrate Hexahydrate(Zn(NO3)2․6H2O, Sigma Aldrich)

와 0.02M의 Hexamethylenetetramine(HMT, Sigma Aldrich)

를 녹여 비한다. 일반 인 ZnO 나노로드는 앞서 비된 

Seed Layer가 도포된 FTO를 비한 수용액에 95℃의 온도

에서 4시간 담구어 으로써 성장시키며 외부 계 인가를 

이용한 ZnO 나노로드 성장은 외부 계를 인가한 상태에서 

95℃의 온도에서 4시간 동안 Seed Layer가 도포된 FTO를 

수용액에 담구어 으로써 완성된다. 그림 1은 외부 계 

인가 ZnO 나노로드 성장 실험 개념도이다. 그림 1과 같이 

양극은 상 에, 음극은 하 에 1.5cm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고 압 직류 원기를 이용하여 2.0kV의 고 압을 가함으로

써 ZnO 나노로드가 성장하는 동안 외부 계를 인가하여 

주었다. 이후 샘 을 꺼내서 증류수에 세척하여 불순물을 

없애 으로써 ZnO 나노로드의 성장을 완료한다.

그림 1 외부 계 인가 ZnO 나노로드 성장 실험 개념도

Fig. 1 The brief experimental schematic for growing ZnO 

nanorod assisted by the external electric field

와 같이 완성된 ZnO 나노로드는 주사 자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4200, Hitachi)을 

이용하여 그 형상을 찰하 으며 계 인가를 통해 고품질 

ZnO 나노로드가 성장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하 으며 SEM에 

부착된 X-선 분  분석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를 이용하여 ZnO 나노로드의 구성 성분

을 분석하여 계 인가 후에도 ZnO 나노로드의 구성 성분

이 바 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하 다.

2.2 실험 결과 분석

그림 2는 형성된 ZnO 나노로드의 형상을 나타내는 SEM 

이미지이다. (a)와 (b)는 외부 계를 인가하지 않은 일반

인 ZnO 나노로드의 형상(Sample A)이며 (c)와 (d)는 외부 

계를 인가하여 성장시킨 ZnO 나노로드의 형상(Sample B) 

이다. 그림 2에서와 보는 것과 같이, 외부 계를 인가하지 

않은 ZnO 나노로드의 경우 성장된 도가 낮으며 그 길이

가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외부 계를 인가하여 성

장 시킨 ZnO 나노로드의 경우 일반 인 ZnO 나노로드 보

다 그 도가 높으며 그 길이도 상당히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 외부 계를 인가하지 않은 ZnO 나노로드의 경

우 나노로드의 표면이 상당히 거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 반면에 외부 계를 인가하여 성장 시킨 ZnO 나노로드

의 경우 표면이 매우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성장된 ZnO 나노로드 형상 (a) 계 미인가 ( 배

율), (b) 계 미인가 (고배율) (c) 계 인가 ( 배율) 

(d) 계 인가 (고배율)

Fig. 2 The morphologies of the fabricated ZnO nanorods 

(a) without the electric field at low scale (b) at high 

scale (c) with the electric field at low scale (d) at 

high scale

특히 외부 계를 인가하여 성장 시킨 ZnO 나노로드의 

경우 일반 인 ZnO 나노로드보다 형태가 더욱더 육각 기둥

(hexagonal rod) 모양에 가까우며 그 반경이 300～400nm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완 한 형태의 육

각 기둥의 ZnO 나노로드는 센서에서의 압  효과는 물론 

태양 지에서의 자 이동도를 향상 시킬수 있는 구조  

이 을 가져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표면 을 제공해 주

기 때문에 ZnO 나노로드의 응용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외부 계 인가시 같은 성장 시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길고 품질이 우수한 ZnO 나노로드가 성장된다는 

을 볼 때 외부 계가 고품질 ZnO 나노로드 성장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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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성분
외부 계 미인가

ZnO 나노로드

외부 계 인가

ZnO 나노로드

Zn 36.90 38.61

O 49.69 48.90

Sn 5.83 4.91

C 7.58 7.59

Total 100.00(%) 100.00(%)

표   1  성장된 ZnO 나노로드 구성 성분 비율 비교

Table 1 The comparison of the element ratio of fabricated 

ZnO nanorod from EDX data

인 역할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ZnO 나노로드는 ZnO 수용액 속에서 미리 생

성된 ZnO Seed Layer 에 생성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과

정을 거쳐 성장하게 된다 [18]. 

   →                    (1)

 ⇔
                            (2)

 →                             (3)

 →                               (4)

식 (3)과 (4)와 같이 ZnO 나노로드 성장시에는 Zn
2+
 이온

과 OH
-
 이온이 필요하며 이들은 ZnO 수용액 속에서 공

된다. Zn
2+
 이온은 ZnO 수용액의 Zinc Nitrate Hexahydrate

에서 공 이 되며 OH
-
 이온은 ZnO 수용액 내의 암모니아

와 포르말린으로 분해되는 HMT로부터 공 이 된다. 이때 

ZnO 나노로드를 형성하는 ZnO 결정은 ZnO Seed Layer가 

도포된 기 과 ZnO 수용액 경계면에서 Zn
2+
 이온과 OH

-
 이

온이 결합하여 생성된다. 이 게 생성된 ZnO 결정이 축 되

어 나노로드 구조로 변화됨으로써 ZnO 나노로드가 완성된

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계가 인가될 경우 ZnO 나노로

드의 성장은 극성을 띄는 Zn
2+
 이온과 OH

-
 이온이 외부 

계에 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노로드 성장에 향을 미

치게 된다.

그림 3 (a) 외부 계 미인가시 (b) 외부 계 인가시 ZnO 

나노로드 성장에 한 개략도

Fig. 3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ZnO nanorod growth 

(b) without the external electric field (b) assisted by 

an external electric field

그림 3은 외부 계가 미인가 되었을 때와 인가되었을 때 

ZnO 나노로드 성장에 한 개략도를 비교한 것이다. Zn2+ 

이온은 외부 계가 인가되지 않은 일반 인 상태에서는 그

림 3(a)처럼 ZnO 수용액 속에 균일하게 퍼져있게 된다. 하

지만 외부 계가 인가될 경우 그림 3(b)처럼 Zn2+ 이온이 

기 이 치하고 있는 하 의 음극에 의해서 발생한 인력에 

의해서 ZnO 수용액과 하부 기  사이의 경계면 사이로 쉽

게 끌리게 된다. 이로 인해 ZnO Seed Layer가 도포된 기

의 경계면의 Zn2+ 이온의 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Zn2+ 

이온이 경계면에 집 되기 때문에 ZnO 나노로드가 성장되

는 경계면에서 ZnO 결정의 합성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빨라

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ZnO 나노로드 성장시 외부에서 

계가 인가될 경우 고품질의 ZnO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

                         (b)

그림 4 성장된 ZnO 나노로드 구성 성분 스펙트럽 (a) 외부 

계 미인가 (b) 외부 계 인가

Fig. 4 The compositional spectra of fabricated ZnO nanorod 

(a) without the external electric field (b) assisted by 

the external electric field

그림 4는 EDX로 분석한 외부 계 미인가시 성장된 

ZnO 나노로드와 외부 계 인가시 성장된 ZnO 나노로드의 

구성 성분을 나타낸 그래  이며 표 1은 EDX로 분석한 

ZnO 나노로드의 구성 성분을 수치로 표 한 것이다. 그림 4 

처럼, 두 경우 모두 부분 Zn과 O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ZnO 나노로드가 올바르게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

서 보이는 Sn 성분은 FTO 기 에서 나타나는 성분이며 C 

성분은 EDX 샘  홀더 에 샘 을 붙이기 하여 이용한 

탄소 테이 에서 나타나는 성분이므로 ZnO 이외의 다른 불

순물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 나타나 있듯

이, 외부 계 미인가시 성장된 ZnO 나노로드의 경우 

36.90%의 Zn과 49.69%의 O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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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외부 계 인가시 성장된 ZnO 나노로드의 경우 

38.61%의 Zn과 48.90%의 O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 계 미

인가시 성장된 ZnO 나노로드와 거의 비슷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외부 계 인

가가 ZnO 고유의 성질을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부 계 인가가 ZnO 성질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품질의 ZnO 나노로드의 빠른 성장

에 도움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품질의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키기 

하여 수용액 기반 성장법을 이용한 ZnO 나노로드 성장시 

외부 계를 인가하 다. 아울러 외부 계 인가가 ZnO 나

노로드 성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외부 계를 

인가하지 않고 일반 인 방법으로 성장시킨 ZnO 나노로드

와 외부 계를 인가하여 성장시킨 ZnO 나노로드의 형상과 

구성 요소를 SEM과 EDX를 이용하여 비교하 다. 그 결과, 

ZnO 나노로드 성장시 외부 계를 인가한 경우가 긴 길이

와 깨끗한 표면을 가진 완 한 육각 기둥 모양의 ZnO 나노

로드가 성장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외부 계가 인가되더

라도 ZnO 나노로드 자체의 구성 성분은 크게 변하지 않음

을 확인 하 다. 이를 통해 외부 계 인가가 ZnO 나노로드

의 고유 성질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ZnO 나노로드의 품질 

 성장 속도를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외부 인가 압 크기, 상   하 의 거리, 성

장 온도 등 다양한 라미터에 한 ZnO 나노로드 특성의 

변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들을 최 화하

기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가 완성된다면 외부 계 인가 고품질 ZnO 나노로드 성장 

기술은 ZnO 나노로드를 이용한 센서나 태양 지 분야에 큰 

도움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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