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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mple thermal oxidation of Cu thin films deposited on planar substrates established a growth of vertically aligned

copper oxide (CuO) nanorods. DC sputter-deposited Cu thin films with various thicknesses were oxidized in environments of

various oxygen partial pressures to control the kinetics of oxidation. This is a method to synthesize vertically aligned CuO

nanorods in a relatively shorter time and at a lower cost than those of other methods such as the popular hydrothermal synthesis.

Also, this is a method that does not require a catalyst to synthesize CuO nanorods. The grown CuO nanorods had diameters

of ~100 nm and lengths of 1~25 µm. We examined the morphology of the synthesized CuO nanorods as a function of the

thickness of the Cu films, the gas environment, the oxidation time, the oxidation temperature, the oxygen gas flow rate, etc. The

parameters all influence the kinetics of the oxidation, and consequently, the volume expansion in the films. Patterned growth was

also carried out to confirm the hypothesis of the CuO nanorod protrusion and growth mechanism. It was found that the

compressive stress built up in the Cu film while oxygen molecules incorporated into the film drove CuO nanorods out of the film.

Key words copper oxide, nanorod structure.

1. 서  론

나노크기의 물질은 그 이상의 크기를 갖는 물질들에게

서 나타나지 않는 고유한 물성을 갖기 때문에 많은 주목

을 받고 있고, 그에 따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2)

그 중 나노선 구조는 여러가지 물질을 나노단위 두께의

선형태로 성장시킨 구조로써, 표면적이 크다는 구조적인

특성상 센서,3-9) 태양전지,10-12) 의료13-16) 등 여러가지 분

야에 응용되고 있다. 나노선 성장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vapor-liquid-solid 기구성장17)이 있다. 이 방법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나노선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반드시 촉매물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 외에

vapor-solid 기구성장이 있는데, 이 방법은 앞의 vapor-

liquid-solid 기구와 달리 특정 촉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성장기구이다.18) 즉, 나노선으로 성장시킬 물질을 고온에

서 증발시켜 그 증기가 저온 영역에서 응고하여 나노선

이 성장하게 되는 것으로, 성장 과정이 단순하고 성장에

필요한 장비가 단순하여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수

열합성법(hydrothermal synthesis) 역시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는 나노선 성장방법이다. 수열합성법은 액상합성

법의 하나로, 특정온도에서 특정수용액과의 화학반응을 이

용하여 결정화시키는 방법이다.19) 이 방법 역시 특정 촉

매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노선을 성

장시키기 위하여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산화구리(copper oxide; CuO)는 낮은 밴드갭(~1.2

eV)을 갖는 p-형 반도체물질로써 단사정계(monoclinic

system) 물질로 존재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화구리

는 탄화수소(hydrocarbon)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촉매물질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20) 리튬(lithum)-산화구리

화학전지로의 활용가능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21) 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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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는 열산화법(thermal oxidation)을 이용하여 상대적

으로 단 시간내에 촉매물질 없이 산화구리 수직나노와

이어를 성장시키는 방법 및 그 성장이론에 대하여 실험

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의 전체적인 과정은 Fig. 1에 개략적으로 나타내

었다. 산화구리 수직나노선의 성장을 위한 기판으로 SiO2

절연층이 300 nm 두께로 성장된 p-형 Si 기판을 사용하

였다. 산화구리 나노선의 성장을 위한 구리막은 DC 마

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DC magnetron sputtering)으로

증착하였고 산화구리막과 SiO2 기판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티타늄(titanium)을 먼저 100 nm 수준으로 증착

한 뒤 구리를 증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99.99 % 순도

의 구리 타겟(Taewon scientific Co., Korea)을 이용하였

다. 그리고 구리 및 티타늄의 스퍼터링 공정 전 챔버 내

의 압력을 1.5 × 10−5 torr로 유지시킨 후 스퍼터링 공정

을 수행하였으며, 스퍼터링 공정은 상온의 아르곤(Ar) 분

위기에서 3.0 × 10−5 torr의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

어졌다. 증착된 구리막은 여러가지 변수 하에서 열처리

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 변수로는 구리박막의 두께

(500 nm, 1.5 µm, 2.5 µm), 산화시간(3시간, 5시간, 10시

간), 산화온도(300 oC, 400 oC, 500 oC, 600 oC), 산화시

분위기가스(산소가스, 질소가스) 등을 고려하여 실험하였

다. 형성된 산화구리선의 표면 및 단면 형상은 장방출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FE-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산화온도에 따

른 상변화는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High resolution

X-ray diffractometer, XRD)를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성장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패터닝작업은 집속 이온 빔(Focused

ion beam, FIB)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분위기가스에 따른 나노선의 형상변화

산소가스와 질소가스의 분율을 각각 40 sccm, 60 sccm,

80 sccm으로 나누어 구리를 산화시켰을 때 나노선의 형

상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때 구리의 막두께는 1.5 µm, 산

화시간은 10시간, 산화온도는 400 oC로 고정하였다. Fig.

2(d), (e), (f)에서 볼 수 있듯이, 산화 시 질소가스만 주

입하면 분율에 따라 표면의 형상이 다소 변하기는 했지

만 나노선이 자라지는 않았고, Fig. 2(a), (b), (c)에서 볼

수 있듯이, 산소가스만 주입했을 때에는 분율이 늘어날

수록 나노선의 길이가 짧아짐을 확인하였다. 즉, 온도상

승에 따른 기판과 구리막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한 구

리선의 튀어나옴은 없었으며, 산소유입에 따른 산화구리

막 형성과 이에 따른 부피팽창에 의해 구리가 산화하여

나노선 형태로 튀어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산소 분

율에 따라 튀어나오는 나노선의 양과 형태가 달라지는

점은 산화속도론이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Fig. 1. Schematic diagram for the growth of vertical CuO nanowire

structures.

Fig. 2. Morphology change of Cu thin films when heat treated in the gas environment of (a) O2 40 sccm, (b) O2 60 sccm, (c) O2 80 sccm,

(d) N2 40 sccm, (e) N2 60 sccm and (f) N2 8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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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3.2 구리막의 막두께에 따른 나노선의 형상변화

산화구리 수직나노선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

수들 중 일차적으로 증착되는 구리의 막두께에 따른 나

노선의 형상변화를 살펴보았다. 구리의 막두께는 스퍼터

링 시간을 변화시켜 조절하였는데, 각각 500 nm, 1.5 µm,

2.5 µm로 구리의 막두께를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구리의 막두께 외에 산화온도는 400 oC, 산화시간은

10시간, 산화분위기는 dry air로 유지하였고, 동일한 산

소분압을 사용하여 관련된 속도론의 영향을 일정하게 유

지하였다. Fig. 3에서 보듯이 구리의 막두께가 증가할수

록 그 위에 성장하는 산화구리 나노선의 길이가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a)와 3(b)는 구리의 막두께가

500 nm일 때의 형상이다. 이 두께에서는 성장된 나노선

은 길이가 약 300 nm ~ 1 µm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짧았고, 밀도도 낮았다. 하지만 Fig. 3(c), 3(d)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리의 막두께가 1.5 µm일 때에는 막두께가

500 nm일 때에 비해 나노선의 길이와 밀도가 증가하였

다. 또한 Fig. 3(e)와 3(f)는 구리의 막두께가 2.5 µm일

때의 SEM 이미지인데,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밀도와 길

이를 갖는 나노선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산화물 형성에 의한 부피팽창이 정해진 공간 내

에서 일어남에 따른 구리의 돌출이 나노선을 형성하게

되는 메커니즘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주 얇은 막에서

는 막 위쪽으로의 부피팽창이 가능하여 나노선의 돌출

에 의한 응력해소가 요구되지 않지만, 두꺼운 막의 경

우는 표면에 산화막이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 아랫부분

의 구리가 산화되면서 일어나는 부피팽창을 해소하기 위

하여 산화막 위로 나노선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막이 더 두꺼울 경우, 표면의 산화막이 두

꺼워질수록 나노선의 돌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이

는 나노선 길이와 밀도가 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3.3 구리막의 산화시간에 따른 나노선의 형상변화

산화구리 수직나노선 성장에 있어서 구리막의 산화시

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때 구리의 막두께는

1.5 µm, 산화온도는 400 oC, 산화분위기는 dry air로 고정

시켰고, 산화시간은 각각 3시간, 5시간, 10시간으로 변

화시켰다. Fig. 4는 산화시간 변화에 따른 산화구리 수

직나노선의 형상변화이다. Fig. 4(a), 4(b)는 3시간 동안

산화시켰을 때의 SEM이미지인데, 나노선의 길이도 상대

적으로 가장 짧고 밀도도 가장 낮았다. 그에 비해 Fig.

4(c), 4(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화시간이 5시간으로

늘어나면 나노선의 길이와 밀도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

나 산화시간이 10시간일 때에는 5시간일 때와 비교하여

나노선의 밀도만 증가하고 길이는 길어지지 않았음을 확

인하였다. 5시간 이후 나노선의 길이증가가 중단 된다는

것은 성장하는 나노선의 뿌리부분에 더 이상의 구리(또

는 산화구리)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산

화구리 나노선의 성장기구를 나노선 주변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구리의 산화에 따른 부피팽창이 그 주

변의 구리를 나노선의 뿌리 쪽으로 밀어냄으로써 발생

한다고 볼 때, 구리가 소진되어 더 이상 밀어낼 구리가

없으면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다. Fig. 4는 대부분의 성

장이 5시간 후에 멈추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후

에 아직 소진되지 않은 미량의 구리가 국부적으로 존재

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나노선 성장이 일어난다면 그 길

이는 매우 짧을 것이다. 이에 따라 평면적인 밀도는 10

시간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측면도에서 보듯이 그

증가는 대부분 짧은 나노선에 국한될 것이다.

Fig. 3. Morphology of CuO nanowires growth for Cu film thickness of (a), (b) 500 nm; (c), (d) 1.5 µm and (e), (f) 2.5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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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리막의 산화온도에 따른 나노선의 형상변화

구리의 막두께는 1.5 µm, 산화시간은 10시간, 산화분

위기는 dry air로 고정시키고 산화온도가 나노선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때 산화온도는 각각 300 oC,

400 oC, 500 oC, 600 oC로 나누어서 실험하였다. Fig. 5는

산화온도에 따른 나노선의 형상변화이다. 산화온도 300 oC

에서는 나노선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밀도도 가장 낮았다.

산화온도 400 oC에서는 길이와 밀도 모두 최대가 되었

으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수록

나노선의 길이와 밀도가 점차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나

노선의 성장 메커니즘이 산화의 진행에 따른 팽창에 따

른 국부적인 응력 분포 변화에 따라 취약한 부분으로부

터 나노선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 결정립계

등을 통한 빠른 산소 확산에 의해 산화가 결정립 내부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수반되는 부피 팽창이 결정립 중심

부의 액체 구리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서 응력을 해소시

킬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인 위쪽으로 산화막을 뚫고 나

오면서 산화되어 나노선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600
oC에서 결정립 형상이 저온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보면

산화온도에 따라 산화과정 중의 물질 이동(또, 이에 따

른 응력 분포)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산화온도의

영향 역시 구리막 산화의 속도론의 영향을 조사한 것으

로, 400 oC 정도의 온도와 주어진 조건이 산화막의 형

성속도와 그 진행에 따른 구리의 팽창이 나노선의 형성

과 속도를 결정하며 가장 높은 밀도와 길이를 갖는 나

노선 형성 조건을 구성함을 알 수 있다. Fig. 6은 온도

에 따른 산화구리의 상변화를 나타내는 X-선 회절 패턴

이다. Fig. 6(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00 oC의 온도에

서는 아직 완전한 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화제1구리

와 산화제2구리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40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산화제2구리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이는 온도가 산화구리 형성의 속도론을 결정하

Fig. 5. Morphology of CuO nanowires growth for oxidation temperature of (a), (b) 300
o
C; (c), (d) 400

o
C; (e), (f) 500

o
C and (g), (h)

600 oC.

Fig. 4. Morphology of CuO nanowires growth for oxidation time of (a), (b) 3 h; (c), (d) 5 h and (e), (f) 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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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적인 변수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결합하는 산

소의 양에 따른 산화제1구리와 산화제2구리의 화학반응

식은 다음과 같다.

(1)

(2)

3.5 산화구리 수직나노선의 성장 메커니즘

본 산화구리 수직나노선의 성장이 부피팽창에 의한 결

과임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구리필름이 증

착된 두 샘플을 집속 이온 빔을 이용하여 Fig. 7과 같

이 패터닝하였다. 패터닝된 두 샘플 중 한 샘플만 산화

시켜 산화구리가 형성되도록 한 뒤, 산화 전의 샘플과

산화 후의 샘플의 형상을 확인하였다. 산화하기 전인 Fig.

7(a), (b), (c)와 산화 후인 Fig. 7(d), (e), (f)를 비교해

보면, 구리가 있던 영역이 산화 후 전체적으로 팽창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7(d)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패터닝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많은 수의 산화구리 나

노선이 성장하였지만 패터닝된 부분에서는 나노선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즉, 산화 시 열팽창할 수 있는 주위공

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면방향으로의 팽창이 용이하여, 굳

이 수직방향으로의 팽창, 즉, 나노선이 성장할 필요가 없

지만, 일반적으로 패턴이 없는 막형태에서는 응력을 해

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직방향만이 존재하므로 나

노선 형태로 팽창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

증착된 구리막을 열산화법을 이용하여 산화구리 나노선

을 수직성장시키는 방법 및 성장원리에 대하여 연구하

였고, 여러가지 변수에 의한 산화구리 수직나노선의 형

상변화를 확인하였다. 구리막을 산소분위기에서 산화시킬

때 형성되는 산화구리 나노선의 성장은 막구조에서의 산

화속도론에 따른 결과이다. 막두께, 온도, 산소분압 등의

조건을 맞춰줄 경우 표면에 형성된 딱딱한 산화막은 그

하부에 응력을 가하게 되고, 그 하부의 구리는 산화하

면서 부피팽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응력을 해

소시키기 위해 물질이동이 수직방향으로 일어난 결과가

산화구리 나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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