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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r-like ZnO nanostructures were grown on SI(100) substrates with carbon(C) catalyst by employing vapor-solid(VS)

mechanism. The morphologies and structure of ZnO nanostructures were investigated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X-ray diffraction (XRD) and Raman spectrum, Photoluminescence spectrum.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as-synthesized products consisted of star-like ZnO nanostructure with hexagonal wurtzite phase.

Nanostructures grown at 1100 were mainly star-like in structure with diameters of 500 nm. The legs of the star-like

nanostructures were preferentially grown up along the [0001] direction. A vapor–solid (VS) growth mechanism was

proposed to explain the formation of the star-like structures. Photoluminescence spectrum exhibited a narrow emission

band peak around 380 nm and a broad one around 491 nm. Raman spectrum of the ZnO nanostructures showed oxygen

defects in ZnO nanostructures due to the existence of Ar gas during the growth process, leading to the dominant green

band peak in the PL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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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구조 물질은 크기 효과와 양자 구속 효과로 인

하여 독특한 전기적광학적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반도체 소자에 응용하기 위하여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ZnO의 경우, II-IV족화합물 반도

체로 6방정계 부르자이트(hexagonal wurzite)의 결정

구조를 가지며, 비 저항이 결정성장 조건에 따라 10-4

Ωcm∼1025 Ωcm 까지 폭넓게 변하는 전형적인 n-type

형 반도체이다. 특히 Zinc oxide(ZnO) 박막은 상온에

서 3.37 eV의 넓은 밴드갭 에너지와 60 meV의 높은

여기자 에너지(exciton binding energy) 때문에 자외선

영역에서의 특별한 발광특성을 나타낸다[1-2]. 또한

ZnSe(22 meV), GaN(25 meV)같은 다른 반도체보다 넓

은 범위의 결합 에너지 (binding energies)를 가지며 상

온에서 열에너지(thermal energy)가 26 meV로 이들보

다 크다[2,4]. 따라서 상온에서 자외선(ultraviolet)을 얻

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물질이다.

나노와이어의 크기 효과인 축소로 인하여 소자 공정

상의 수월성으로부터 새로운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그리고 광학적 특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반도체 나노소

자 구현성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2,4].

따라서 나노와이는 반도체(semiconducting), 압전재

료(piezoelectric), 광전도체(photoconducting) 물질, 광

화학과 가스 센서 물질, 태양 전지, 광학적 성질을 이

용한 디스플레이 스크린, 광전지 전극, 발광 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s : LED), 레이져 다이오드(laser

diodes: LD) 센서[, 광전기적 장치, 그리고 표면 음향

도파관 등의 응용 범위가 넓어 최근 미래 소재로서의

중요한 물질로 간주되고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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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II-V, II-V족 화합물 반도체 나노로드, 나노와이

어는 성장 메카니즘으로 VLS (Vapor Liquid Solid)법

과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LCG (Laser

Ablation catalytic Growth)를 이용한 수정된 VLS법,

VS (Vapor Solid)법, FLS (Fluid Liquid Solid) 메카니

즘, SLS(Solution Liquid Solid) 메카니즘, OAG(Oxide

Assisted Growth) 등에 의해서 합성할 수 있고 ZnO

나노구조물의 합성법으로는 기상방법(열 증류 그리고

응축), 유기금속증착법(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레이즈법(laser ablation), 그리고 액상법등

의 합성법이 있다[8-12].

특히 ZnO 나노구조는 단결정성으로 인한 저 차원성

과 표면 비 때문에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 전기적 그

리고 광학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어 ZnO 나노 구조 크

기가 여기자(excitor)에 대한 Bohr 반경으로서 표현되

는 물질특성인 양자제한효과는 여기 전위(excitonic

transitions )가 전자-홀 파동함수에 매우 강하게 중첩되

어 더욱 뚜렷하게 된다. 나노와이어는 나노크기에서

(nanoscale) 거의 완전한 단일 결정체이고 크기 독립

특성 과 양자제한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이상적 구조를

갖고 있다[13,14]. 

나노물질의 독특한 특성과 잠재적 응용성은 그들의

모양과 크기에 좌우된다. 이를 위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형태의ZnO 나노구조물을 합성 하려고 노력해왔

다. 가령 나노로드(nanorods), 나노벨트(nanobelts), 나

노용수철(nanosprings), 나노고리(nanorings), 나노빗

(nanocombs), 나노톱(nanosaws) 그리고 다층 나노구조

(hierarchical nanostructures)[15], 나노블록(nanotetrapods)

[16], 나노디스크(nanodisk[17], 나노프로펠라(nano-

propellers)[18], 나노다리(nanobridges) 그리고 나노손

톱(nanonail)[19], 탑형(tower-like), 꽂형(flower-like) 그

리고 관형(tube-like)나노구조[20]와 같은 여러가지 다

른 형태의 나노구조물이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 그러

나 이 분야의 위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ZnO 나노구

조물의 형태제어합성은 여전히 도전해야 하는 분야로

남아 있다.

ZnO 나노구조물은 VS[기체-고체(Vapor-solid)]법으

로 합성하였다. 이 방법은 실험의 성공 확률이 적은 장

점이 있어나 간단하고 금속산화물을 성장시키는데 저

렴한 비용으로 경제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VS법으로 별 형태의 ZnO 나노구조물

을 합성하여 ZnO 나노구조물의 형태와 그리고 구조를

표면방출주사현미경(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FESEM,), 엑스레이회절(X-ray Diffraction,

XRD), 라만(Raman spectrum) 그리고 광냉광분광(photo-

luminescence spectra,PL)로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실 험

 실험은 그림 1 에서와 같은 재래의 일반적인 고온

가열로(furnace)의 수평관에서 수행하였다. 고순도

ZnO(0.30 g) 와 탄소(0.3 g) 원료 나노분말을 각각 석영

보트 용기에 넣어 원료로 사용하였다.

ZnO 나노와이어를 만들기 위하여 결정 배향구조가

Si(100) 웨이퍼인 SiO2 기판(10 × 10 × 1 mm)을 실험

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고, 실리콘 면에 있는 얇은 코

팅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혹시 있을 수 있

는 오염된 불순물을 청정하기 위해 60oC의 아세톤

(Samchun Chemical, 99.5%), 메틸알콜(Duksan, 99.5%)

에 각각 10 min 동안 초음파 세척을 한 후 증류수로

세정하였다. 촉매로 사용되는 탄소는 고순도 나노분말

로 구성된 막대로 이온 진공 스퍼터 시스템(Ion sputter

HITACHI, E-1045)을 이용하여 6 mA로 3 min간 30

nm두께로 Carbon 플라즈마 이용하여 세정 후 잘 건조

시킨 SiO2 기판에 증착시켰다. 본 실험에 이용된 기화

물질은 ZnO (Duksan, 99%)와 Grapgite(Duksan, 99%)

분말이며 ZnO 분말 입자 입자는 20nm (99.5%)로 준

비하였다. ZnO 분말과 Graphite 분말을 1 : 1로 혼합하

여 반응이 더욱 촉진 되기 위하여 준비된 두 분말을 잘

섞어주고 직경 3 cm,길이 10 cm인 석영관 보트의 오

른쪽에 위치시키고 탄소촉매를 증착시킨 SiO2 기판을

분말 왼쪽으로 3 cm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다. 그림 1

은 본 실험에 사용된 가열로의 모식도이다. 직경 5 cm,

길이 30cm인 석영관에 이동가스(Carrier gas)인 아르곤

(Ar)를 80 sccm의 유속으로 공급하고 가열로의 온도를

Fig. 1. A diagram of horizontal tube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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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oC까지 50 min 동안 가열한다. 1100℃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될 때 혼합분말과 SiO2 기판을 담은 석영

관 보트를 가열로 가운데 넣고, 반응기체(Reaction gas)

인 산소를 주입하여 일정 온도, 일정 시간 동안 가열시

킨다. 이 온도 등의 공정변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림 2는 탄소촉매에 의하여 성장하고 있는 VS 공정

을 나타내고 있다. ZnO가 촉매입자에 의하여 핵을 이

루고 촉매로부터 이탈하여 성장하는 메커니즘을 도시

화 하였다.

설정 시간 동안 반응한 가열로는 설정 조건에 따라 가

열한 후 공급하던 반응기체인 산소를 차단하고 아르곤

가스를 80 SCCM(Standard Cubic Centimeter perMinute)

으로 흘려주면서 약 30 min 간 식혀준다.

생성된 ZnO 구조는 표면방출주사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HITACHI S-4300,) 엑스레이회절(X-ray Diffraction,

XRD, Bruker D8 DISCOVER), EDX(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HORIBA EMAX), 광학 특성은

라만 분광기(Raman Spectrum, HORIABA Jobin Yvon

T64000), 광냉광분광기(photoluminescence spectra,PL,

He-Cd Laser Kimmon electric IK 5652R-G)로 특성을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ZnO의 mechanism

ZnO 나노구조물의 VS 성장 메커니즘이 그림 2에

나타나있다. Zn, CO, CO2 기체가 다음과 같이 생성된

다[21].

ZnO(s) +C(s)→ Zn(g) +CO(g) (1)

CO(g) +ZnO(s)→ CO2(g) +Zn(g) (2)

작은 두 보트에 있든 ZnO 분말이 고온에서 탄소분

말 C와 결합하여 CO를 생성하고 이는 ZnO와 결합하

여 활성 Zn 원자를 만든다. 동시에 생성된 CO는 ZnO

와 반응하여 CO2를 발생하여 CO/CO2 혼합물이 배출

된다. 이때 Zn은 CO/CO2 혼합물이 존재 함으로서 Zn

은 고립 전자쌍화 하고 ZnO의 핵으로 산화된다. 이는

Au 촉매에서 Au 액체방울에 흡착하여 액체-고체 공유

영역으로 표면 반응하는 것 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22].

Zn → Zn 2+ + 2e- 

Zn 원자의 전달 공정이 탄소 표면에서 일어나고 C-

Zn 메커니즘이 그림 2와 같이 ZnO 나노구조물이 탄생

하게 된다. 두 가능한 전달반응은 표면탄소의 활성화로

촉진되고 위 반쪽반응이 생성된다.

흡착공정에서

CO2 는 해리하여 다음과 같이 CO와 O를 합성한다.

CO2(g)→ CO2(ad)→ CO(ad) +O(ad) (3)

CO(ad) 와 O(ad) 는 확산한다

CO(ad) + O(ad) + e- → O-(chem.) + C(ad) (4)

O- (chem.) + e- → O-2 (lattice) (5)

결국 ZnO 나노핵이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었다.

Zn2+ (lattice) + O2 (lattice)→ ZnO(nuclei) (6)

이때 첨가된 O2 는 산소의 이온화 양을 증가 시켜

ZnO의 핵 생성을 촉진시키고 O2-가 표면에 증착된 C

와 반응 함으로서 Zn 구조물이 탄소층에서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 생각된다.

탈착반응에서

CO(ad)→ CO(g) (7)

Fig. 2. Schematic of VS growth mechanism for ZnO

nanowires using an carbon catalyst seed particle.

Table 1. Fabrication Condition of Nanorods

ZnO Powder (20 nm size) Mass 0.3 g

Graphite Powder Mass 0.3 g

Argon Flow Rate 80 sccm

Oxygen Flow Rate 4~5 sccm

Heating Temperature 1100oC

Heating Time 4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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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 +O(ad)→ CO2(g) (8)

C(ad) +CO2(ad)→ 2CO(ad)→ 2CO(g) (9)

따라서 Zn 나노구조물이 탄소 표면 위에 증착되어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4.2. ZnO의 SEM 분석

그림 3는 성장된 ZnO 구조물의 전형적인 SEM영상

을 보여주고 있다. 나타낸 봐와 같이 많은 별-모양의

구조물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별-모양 구조물의 다

리는 [0001] 방향을 따라 성장하고 매끈매끈한 옆면으

로 육방정계 피라미트 형태를 취하고 있다[23]. 다리의

길이는 약800~1000 nm이고 다리의 직경은 꼭지점인

정점에서 더욱 날카로운 끝이가는 모양인, 점차적으로

성장 방향으로 갈수록 점차 가늘어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직경은 바닥의 500 nm 에서 꼭대기 약 60 nm으

로 변화한다. 더구나 핵은 다리들의 교차점에서 명확하

게 보일 수 있다. 별-모양 구조물들의 크기와 모양은

전착 온도에 크게 좌우된다. 그림 5(b)는 낮은 전착 온

도에서 얻어진 성장 생성물로서의 SEM 영상을 나타내

고 있다. 육방정계 원추형-모양 다리들의 별-모양 구조

물이 관찰 되었다. 다리의 길이는 더욱 길고 직경은 더

욱 짧다.

위 분석에 근거하여 VS(vapor-solide) 모델에서 ZnO

구조물의 성장 메커니즘은 촉매가 없어 간결하고 대부

분이 사용하는 금(Gold)를 사용하지 않아 경제성이 있

으며 촉매 입자가 별-모양 나노 구조물의 다리에서 발

견되지 않아 복합성이 없다. ZnO 나노 구조물의 형성

은 두 단계 즉 핵 형성 과정과 ZnO성장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고 생각된다. 높은 온도 영역에서 생성된 Zn 혹

은 ZnOx(x<1)[20] 낮은 온도 영역으로 전달된다. Zn은

산화 과정을 거처 더 큰 ZnO 핵으로 핵 형성 과정을

이룬다. 가령 ZnO 분말에 Cu 혹은 Ni 금속혼합물을

첨가는 다면체의 ZnO 핵을 형성하기 위하여 금속원소

가 부가된다고 제안해왔다[21,23]. 그것은 다족-모양

ZnO구조 성장을 위한 이상적 핵이다. 이 실험에서

ZnO에 C의 첨가는 Al 이나 Ni, Cu첨가와 같은 맥락이

다. 다면체 ZnO핵이 별-모양 ZnO 나노구조물 모양을

이끌어낸다. 

4.3. ZnO의 XRD 그리고 EDX 분석

그림 4은 전형적인 성장한 ZnO 나노구조물의 XRD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회절 정점이 측정된 격자

상수 a=3.26 c=5.22 인 육방정계 ZnO 형상을 잘 나타

내고 있다. 최고 정점은 생성물이 완벽한 결정성을 가

지고 있음을 보이고 Zn 외 어떤 다른 생성물이나 불순

물은 스팩트럼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합성생성물로

서 ZnO는 우루짜이트구조다. 표본의 조성은 EDX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5을 통해 대표적인 EDX 스

팩트럼이 순수 ZnO 결합의 산소 원소 O, 아연 Zn 원

Fig. 3. (a) Typical FESEM image of the as grown star-like

ZnO nanostructures. (b) high-magnification FESEM

image of the as grown star-like ZnO nanostructures. Fig. 4. XRD pattern of the as-grown ZnO nan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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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라만분석

ZnO 나노와이어는 대략 200에서 800 nm까지 비교

적 넓는 방출 띠를 나타내고 있다. 족(Group)이론에 의

하면 정육면체 우루짜이트 ZnO는 Be 영역에 가까운

C 족에 속한다. 그곳에 광자가 8개 즉 A1, 2B2 , E1 그리

고 2E2 다[24]. A1, E1 그리고 2E2 모형 사이에는 라만

(Raman) 활성 분자가 있다[24]. ZnO 나노구조물의 라

만 분광은 그림 6에 있다. 크고 높이 솟은 강력한 강도

의 꼭지정점이 436 cm-1 에서 관찰되었다. 이것은 비극

성 광자의 높은 E2 모형이고 ZnO 나노구조물이 우루

짜이트인 우수한 단일 결정체임을 나타내고 있다[25].

436 cm-1 비교하여 비교적 작고 활동이 억제된, E1 모형

으로 알려진 꼭지정점이 약 520 cm-1그리고 580 cm-1

에서 관찰 되었다. 일반적으로 E1 모형은 ZnO에서 산

소부족이나 Zn 의 갈라진 틈과 같은 구조적 결함과 관

련이 있는 경우다[26,27]. 더구나 383 cm-1에서 꼭지정

점은 A1 모형과 일치되고 그리고 340 cm-1꼭지정점은

다중광자산란 과정에 기인한다[28,29].

4.5. PL분석

별-모양 ZnO에 대한 상온에서의 PL 측정이 그림 7

에 표시되었다 PL 분광은 380 nm 에서 좁은 UV(자외

선) 빛 방출 최고점이 나타났고 그리고 491 nm 에서

넓은 녹색 빛 방출 띠가 보였다. 이 자외선 방출은

ZnO의 NBEE[near-band –edge emission)(근접티끝 빛

방출)] 때문이다[23]. 491 nm에서 넓은 초록색 빛 방출

이 일반적으로 산소 점유에 의한 전자결핍으로 광 재

생 공동의(hole) 복사 재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별 표면 은 ZnO 나노구조물의 가능한 가시광선 방출

에 대한 원인을 확인 시켜 주었다[28]. 이것은 표면에

서 별-모양 ZnO 나노구조물에서 어떤 결함이 존재하

고 그리고 아래 표면의 빠른 반응과정과 넓은 비표면

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요약하면, 별-모양 ZnO 나노구조물이 가열로의 열

증발 기술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합성되었고, XRD 분

석과 라만 측정으로 성장 생성물이 정육방면체 우루짜

이트 상으로 훌륭한 결정체가 만들어 졌음을 확인하였

다. 일부 확인 되지 않은 기체-고체(VS) 성장 메커니즘

이 별-모양 ZnO 나노구조물 합성으로 이를 확인 하였

다.. 실온에서 PL 측정은 380 nm 에서 좁은 근접 띠

끝 최고점이, 그리고 491 nm 주위에서 방출 띠와 관련

Fig. 5. EDX spectrum of the star-like ZnO nanostructures.

Fig. 6. Raman scattering spectrum of the as grown ZnO

nanostructures.

Fig. 7. PL spectrum of as grown ZnO nanostructures grown

with carbon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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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넓은 결함이 나타났다. 이 명확한 별-모양 ZnO 나

노구조물이 광학적, 전기적 나노장치의 잠재적 응용성

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며 앞에서 언급된 이 간단한 제

조방법이 다른 반도체 구조물의 제조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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