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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nO nanorod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on Zn foil by chemical bath deposition (CBD) method. The ZnO

precursor concentration and immersion time affected the surface morphologies, structure,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ZnO

nanorods. As the precursor concentration increased, the diameter of the ZnO nanorods increased from ca. 50 nm to ca. 150 nm.

The thicknesses of the ZnO nanorods were from ca. 1.98 µm to ca. 2.08 µm. ZnO crystalline phases of (100), (002), and (101)

planes of hexagonal wurtzite structure were confirmed by XRD measurement. The fabricated ZnO nanorods showed a

photoluminescene property at 380 nm. Especially, the ZnO nanorods deposited for 6 h in solution with a concentration of

0.005 M showed a stronger (101) peak than they did (100) or (002) peaks. In addition, these ZnO nanorods showed a good

electrical property, with the lowest resistance among the four samples, because the nanorods were densely in contact and

relatively without pores. Therefore, a ZnO nanorod substrate is useful as a highly sensitive biochip substrate to detect

biomolecules using an electrochem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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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이오칩은 현재 사회에서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수

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런 바이오칩의 기판으로는 유

리, 실리콘, 나이론 그리고 폴리머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판 재료들은 바이오 분자에 대한 낮은 민

감도, 불안정성, 낮은 재현성 등과 같은 표면 특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ZnO, SnO2, TiO2 그리고 ZrO2과 같은 다공성 반도체 세

라믹 들은 높은 비표면적과 바이오 친화성 때문에 바이

오칩 기판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3.3eV의 밴드갭

을 갖고 있으며 투명 반도체이며 전도성 산화물 막으로

제조가 가능한 ZnO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1,2) 왜냐하면, ZnO는 나노월,3,4) 나노튜브,5) 나노로드,6-8)

나노와이어9,10) 등과 같은 다양한 모양으로 제조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노 구조를 갖는 ZnO 박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sputter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thermal evaporation 그리고 pulsed laser deposition 과

같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11-16) 그러나 이러한 방법

들은 높은 온도, 고진공, 복잡한 공정들이 요구되지만,

chemical bath deposition(CBD)은 기판을 용액에 침적하

여 저온에서 박막 혹은 나노소재를 코팅할 수 있는 단

순하면서 저가의 공정이다.17,18) CBD법에 의한 ZnO 나

노로드의 형성은 ZnO 전구체 용액을 물에 용해시키면

아연이온(Zn2+)과 질산이온(NO3−)이 생성되고 암모니아

(NH3+)와 증류수가 반응하여 수산화이온이 생성된다. 이

때 아연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하여 ZnO 핵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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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반응시간에 따라 결정이 성장된다. 그러므로 CBD

방법은 다른 건식법과 비교하여 대면적의 ZnO 나노 구

조를 제조할 수 있는 적합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BD 방법을 이용하여 Zn 기판 위에

ZnO 씨드층을 코팅한 후ZnO 나노로드를 성장시켰다. 사

용한 ZnO 전구체 용액의 농도 및 침적시간에 따른 성장

특성을 확인하였고 성장된 ZnO 나노로드의 막 두께를 제

어하여 그 표면 구조에 따른 결정배향성,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Zn 기판(직경15 mm, 두께0.25 mm, 순도 99.99%, Good

Fellow Co.)위에 씨앗층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2-methoxy-

ethanol(CH3OCH2CH2OH, Wako Co., 99.0%)에 zinc acet-

ate dehydrate(Zn(CH3COO)2·2H2O, Wako Co., 98%)와

monoethanolamine(H2NCH2CH2OH, Wako Co., 99.0%)을

0.5 : 0.02 : 0.02 의 몰비로 혼합하여 60 oC에서 2시간 교

반하여 씨앗층 용액을 제조하였다. Zn기판의 친수처리를

위해 증류수와 에탄올을 2:3의 부피비로 섞은 후 1.0 wt%

의 KOH 용액에 기판을 담근 후 5~10분 초음파 처리를

하고 증류수로 10분간 3회 세정하였다. 씨드층 용액을 친

수 처리된 Zn기판 위에 떨어뜨린 후 500 rpm으로 5초,

3000 rpm으로 30초 동안 spin coating 한 후 상온 및

90 oC에서 1시간 건조시킨 후 최종적으로 400 oC에서 1

시간 열처리하였다.

Wuritze-type ZnO 나노로드를 제조하기 위하여 95 mL

의 증류수와 5 mL의 NaOH(25%)를 혼합한 용액에zinc

nitrate hexahydrate(Zn(NO3)2·6H2O, Wako Co., 99.0%)

와 ammonium chloride(NH4Cl, Wako Co., 99.9%), urea

(Co(NH2)2, Wako Co., 99.0%)를 0.1 : 0.2 : 0.1의 몰비로

혼합하여 용액을 제조하였다. 전구체의 농도에 따른 성

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ZnO 전구체 용액 농도를 조

절하여 0.005 M, 0.0075 M, 0.01 M, 0.015 M 농도의 용

액을 제조하였다.

Zn foil기판을 실리콘 홀더에 끼운 후 100 oC 로 유지

된 오븐에서 20분에서 6시간까지 제조한 전구체 용액에

침적시켜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켰다. 일정시간 동안 침

전되어 ZnO 나노로드가 성장된 기판을 증류수로 세척

한 후 질소가스로 건조하였다. ZnO 나노로드를 제조하

기 위한 모식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전구체 용액 농도에 따른 ZnO 나노구조의 표면 미세

구조와 박막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JSM 6700, JEOL)

을 사용하였고 ZnO 나노로드의 결정 구조 분석을 위해

X-ray diffraction(XRD, KFX-987228-SE, Mac Science)

를 사용하였다. 광학적 특성평가를 위하여 380 nm 여기

원을 사용하여photoluminescene(PL, PRO5000, Darsa)를

측정하였고,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IV-curve

(high voltage source measure unit 237, KEITHLEY)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ZnO nanorods 미세구조 및 두께

제조된 ZnO 나노로드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여 구조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도가 각각 다른 전구체

용액과 침전 시간을 변화시켜 제조된 ZnO 나노로드의

미세구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는 0.005 M에

서 6시간, Fig. 2(b)는 0.075 M에서 3.5시간, Fig. 2(c)는

0.01 M에서 40분, Fig. 2(d)는 0.015 M에서 20분을 각각

침적하여 제조된 ZnO 나노로드 이다. 0.005 M의 전구체

용액을 사용하여 6시간 침적시켜 제조된 ZnO 나노로드

는 약 50 nm의 직경을 가지고 Zn foil 기판 표면에 치밀Fig. 1. Schmatic diagram for fabricating ZnO nanorods on Zn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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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층되어 있다. 전구체 용액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

라 형성된 ZnO 나노로드는 서로 분리되어 성장되었으

며 그 표면 구조가 매우 거칠어 졌다. 0.015 M의 전구

체 용액에 20분 동안 침적되어 형성된 ZnO 나노로드는

직경이 약 150 nm로 증가하였다. 각각의 다른 농도의 전

구체 용액과 침적시간에 의해서 제조된 ZnO 나노로드의

박막 두께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0.005

M (6 h), 0.075 M (3.5 h), 0.01 M (40 mimutes), 0.015 M

(20 mimutes)의 각각 다른 농도와 시간에 따라 제조된

ZnO의 두께는 약 1.98 µm, 2.05 µm, 2.16 µm, 2.08 µm

Fig. 2. FE-SEM images of ZnO nanorods as functions of different precursor concentration and immersion time: (a) 0.005 M for 6 h, (b)

0.0075 M for 3.5 h, (c) 0.010 M for 40 minutes and (d) 0.015 M for 20 minutes.

Fig. 3. Cross-sectional images of ZnO nanorods as functions of different precursor concentration and immersion time: (a) 0.005 M for

6 h, (b) 0.0075 M for 3.5 h, (c) 0.010 M for 40 minutes and (d) 0.015 M for 2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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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 되었다. 이런 결과로부터, CBD 방법을 이용하

면 전구체 용액의 농도와 침적시간을 변화 시킴으로써

박막의 두께를 쉽게 제어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

었다.

3.2 제조된 ZnO 나노로드의 결정배향성, 광발광, 전

기적 특성

Fig. 4는 Zn foil 기판 위에 각각의 조건에 의해서 제

조된 ZnO로드의 XRD 패턴을 보여준다. 각각 다른 농도

의 전구체 용액과 침적시간에 의해 제조된 ZnO 나노로

드는 육방정계 wurtzite의 구조에 해당하는 (100), (002),

(101)면의 피크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판 Zn foil

에서 나타나는 (100), (101), (102)면의 피크들도 보인다.

Zn Foil 위에 ZnO가 Fig. 4(a)와 같이 치밀하게 제조되

었을 때는 Zn 의 피크가 작게 나타났지만, 다른 조건에

서 제조된 ZnO 나노로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함에 따라 치밀하지 않은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Zn foil의 피크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농도

가 낮은 0.005 M 전구에 용액에서 6시간 침적하여 제

조한 ZnO 나노로드는 (101)면의 강한 피크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구체 용액의 농도가 높아 짐에 따라서 0.015 M

의 전구체 용액에서 20분 동안 성장된 ZnO 나노로드는

(100)면의 피크 강도가 높아졌다. 이런 ZnO 나노로드의

형상 및 결정성장의 특성은 전구체 용액 중에 아연이온

(Zn2+)과 암모니아(NH3+)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 용액의 농도에 따라 결정성이 다르게 나타난다.19)

Fig. 5는 각각의 조건에서 제조된 ZnO 나노로드의 광

발광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ZnO PL 스펙트럼은 UV영

역과 가시광 영역에서 PL 피크가 나타나는데 상온에서 약

370~390 nm의 범위에서 강한 UV 발광을 보여준다. ZnO

나노로드의 PL 스펙트럼에서는 ZnO의 여기재 결합인 자

유 엑시톤 방출로 인해 380 nm 부근 자외선 영역의 강

한 피크가 측정되었다. 제조된 샘플 중에서 0.01 M 전

구체 용액을 사용하여 40분 침적하여 제조한 ZnO 나노

로드의 PL 강도가 제일 높았다. 그 이유는 이 조건에

서 제조된 ZnO 나노로드의 두께가 약 2.16 µm로 제일

높고, 결정성장이 (100)면으로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 원

인 일 것이다. 반면, 0.005 M의 전구체 용액을 사용하여

6시간 동안 침적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박막 두께를 갖는

ZnO 나노로드의 PL 강도가 제일 낮았다. 그러므로 제

조된 ZnO의 광발광 특성은 그 박막의 두께에 따라 영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 XRD patterns of ZnO nanorods deposited on Zn foil as func-

tions of different precursor concentration and immersion time: (a)

0.005 M for 6 h, (b) 0.0075 M for 3.5 h, (c) 0.010 M for 40 minutes

and (d) 0.015 M for 20 minutes.

Fig. 5. Photoluminescence of ZnO nanorods as a functions of dif-

ferent precursor concentration and immersion time: (a) 0.005 M for

6 h, (b) 0.0075 M for 3.5 h, (c) 0.010 M for 40 minutes and (d) 0.015

M for 20 minutes.

Fig. 6. I-V curves of ZnO nanorods deposited on Zn foil as a func-

tion of different precursor concentration and immersion time: (a)

0.005 M for 6 h, (b) 0.0075 M for 3.5 h, (c) 0.010 M for 40 minutes

and (d) 0.015 M for 2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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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제조된 ZnO 나노로드의 I-V 특성을 나타낸

다. 전구체 용액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전류

를 인가 하였을 때 나타나는 전압의 값은 높아졌다. 전

압의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30 µA에서의 측정된 전압

의 값은 Zn foil의 값이 약 1.0 V에 비해 전구체 용액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각 약 4.06, 10.23, 6.21, 21.0 V

로 높아졌다. 이 결과는 가장 낮은 농도 0.005 M의 전

구체 용액을 가지고 제조한 ZnO가 Zn foil 기판 위에

가장 치밀하게 제조 되었으며 (101)의 강한 결정 배향

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0.01 M의 농도에서 제조

된 ZnO 나노로드가 0.075 M의 전구체 용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ZnO 나노로드보다 전압값이 낮은 것도 Fig. 2

에서 보듯이 제조된 나노로드가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ZnO 나노로드를 바이오 센서를

위한 기판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ZnO 나노로드가

치밀하고 서로 접촉이 되어 있어 낮은 저항 값을 갖는

기판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CBD법에 의하여 다공성 ZnO 나노로드를 Zn foil 기

판 위에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ZnO 전구체의 농도와 침

적시간은 제조된 ZnO 나노로드의 미세구조, 광발광, 전

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었다. 전구체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

라서 성장된 ZnO 나노로드의 직경도 약 50 nm에서 150

nm까지 증가되었다, XRD 분석을 통하여 제조된 ZnO 나

노로드는 (100), (002), (101) 면의 육방정계 wurtzite 구

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0.005 M의 전구체

용액을 사용하여 6시간 동안 침적하여 제조한 ZnO 나

노로드는 (100)면과 (002)면보다 (101)면의 강한 피크를

보여주었고, 약 50 nm의 직경을 갖는 나노로드들이 Zn

foil 기판 위에 치밀하게 형성되었다. 그 결과 다른 샘플

에 비해 I-V 커브를 측정한 결과 일정 전류를 인가하였

을 때, 가장 낮은 전압값을 갖는 저항이 낮은 기판 특

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전기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

하여 바이오 분자를 검출하기 위한 고감도의 바이오 센

서의 기판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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