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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나노막대의 표면이 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ZnO Nanorod Surface on the Optic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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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studied the effect of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ZnO nanorod surface on the optical

characteristics. The surface was treated with H- and O-plasma at different surface temperature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urface of the ZnO nanorod, being investigated by Auger Electron

Spectroscopy(AES), was related to the Photoluminescence(PL) data reported in our previous results.

The AES showed the opposite results for the H2 and O2 plasma treatments. The ratio of Zn to O on

the surface of the ZnO nanorod increased in the case of H2 plasma, while the composition rate of O

increased after O2 plasma treatment. The AES results seems to be correlated to the shift in PL peaks.

The increase in the composition rate of Zn on the surface of ZnO nanorod is considered to cause the

blue shift of the UV peak. On the contrary, the relative increase of O is considered to cause the red

shift in PL p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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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에 이르러 자외선에 가까운 영역에서의 광

소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ZnO를 포함한

wide band gap 반도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ZnO는 이미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는 GaN에 비해

덩어리나 단결정 형태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엑시톤 결합 에너지(～60 meV)를

가지는 등 광소자로의 응용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ZnO가 가지는 광소자로의 폭넓은 가능성은

1차원 나노구조를 통해 더욱더 커질 수 있는데, 1

차원 나노소자 반도체는 잠재적으로 이상적인 광

학적, 전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 ZnO 나노소자는 넓은 직접 천이 band

gap(3.37 eV)과 단파장(368 nm) 광학 특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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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Acoustic Wave Filter,

Photonic Crystals, LEDs, Photo Detectors, Optical

Modulators, Waveguides, Varistors, Gas Sensors,

Solar cells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기판 위에 성장된 ZnO

나노막대를 사용하였으며, 표면 처리를 위해 산소

와 수소 플라즈마를 이용하였다. 표면의 화학적 구

성은 Auger Electron Spectroscopy(AES)를 이용

하여 조사하였으며, AES 분석 결과는 Photo-

luminescence(PL) data와 결부되어져 ZnO 나노막

대의 광학적 특성이 표면의 화학적 구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 하였다.

2. 실 험

시료는 Sonochemical 방법을 이용한 ZnO 나노

막대를 사용 하였다[3]. 이 실험에 사용 되어진

ZnO 나노막대 시료의 성장 방법과 성장 속도 등

의 정보는 이미 보고되어진 저자의 논문에 밝혀져

있으며, 그 논문에서 시료 표면의 SEM 이미지 또

한 확인 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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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플라즈마 처리조건.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plasma

treatment.

Base Pressure <5.0×10-6 torr

Process Pressure <2.0×10-2 torr

Reactive Gases

Hydrogen

(99.999%)

Oxygen

(99.995%)

Substrate Temperature 150℃, 250℃

Process Time 30 min

Sample ZnO nanorod on Silicon

ZnO 나노막대 시료를 RF 플라즈마 발생장치로

시료 표면에 플라즈마 처리를 하였다. 플라즈마를

위한 사용 기체로는 수소와 산소를 사용하였으며,

플라즈마 처리는 표면 온도 100℃, 250℃에서 이루

어 졌다. 제반 플라즈마 처리 조건은 표 1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제작된 시료의 광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PL

spectroscopy를 이용 하였고, 이때 사용한 레이저는

CW He-Cd 레이저(λ=325 nm)이다. 제작된 ZnO 나

노막대 시료의 표면 구성비를 살펴보기 위해 AES

를 이용하였다. AES 분석을 위해 3 KeV의 argon

ion을 이용하였는데, 시료를 제거가공(sputtering) 하

면서 매 6초 마다 AES 측정을 통해 시료의 표면뿐

만 아니라 depth profile 또한 조사 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그림 1, 2는 각각 수소와 산소 플라즈마 처리

전후에 대한 AES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표면 성

분비(Zinc/Oxygen)가 플라즈마 처리를 전후하여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소 플라즈마 처리 후의 경우에는 표면에서의

아연 함량이 산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산소 플라즈마의 경우는 반대의 현상을 보여 플라

즈마 처리 후 표면에서의 산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AES 결과로부터 수소, 산소 플라

즈마 처리는 ZnO 나노막대 표면의 구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소 플라즈

마는 ZnO 표면과 내부에 다양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 존재하는 산소를 제거한다고 여겨지며, 반대로

산소 플라즈마의 경우 플라즈마 내의 산소가 ZnO

나노막대 표면이나 내부로 결합해 들어간다고 생

그림 1. 수소 플라즈마 처리 전후의 제거가공

(sputtering) 시간에 대한 Zinc/Oxygen

함량 비율.

Fig. 1. The composition rate of Zinc/Oxygen

according to the sputtering time before

and after H-plasma treatment.

그림 2. 산소 플라즈마 처리 전후의 제거가공

(sputtering) 시간에 대한 Zinc/Oxygen

함량 비율.

Fig. 2. The composition rate of Zinc/Oxygen

according to the sputtering time before

and after O-plasma treatment.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거가공 시간(sputtering

time)이 증가함에 따라, 즉 ZnO 나노막대 표면에

서 내부로 들어갈수록 아연과 산소의 구성비가 플

라즈마 처리와 관계없이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플라즈마 처리와 관련한 AES 결과는 앞서 발표한

저자의 논문 PL 결과[4]와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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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소와 산소 플라즈마 처리 후 UV peak

의 위치 변화.

Table 2. The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UV

peak after H- and O-plasma treatments.

플라즈마 처리 전

3.2846 eV

플라즈마 처리 후

기체 종류 수소 산소

온도

150℃
3.2933 eV

(+0.0087 eV)

3.2846 eV

(+0.0000 eV)

250℃
3.3020 eV

(+0.0174 eV)

3.2802 eV

(-0.0044 eV)

ZnO와 관련한 emission 특성은 2가지로 분류되어

지는데 그것은 자외선(ultraviolet, UV) emission과

녹색(green) emission 이다. 여기서 자외선 emission

(3.28 eV, 378 nm)은 엑시톤을 통한 재결합 이라

고 알려져 있다[5,6]. 반면 녹색 emission(2.25 eV,

552 nm)을 야기 시키는 물리적 메커니즘은 oxygen

vacancy(VO), zinc vacancy(VZn), interstitial zinc(Zni),

interstitial oxygen(Oi), antisite oxygen(OZn)과 같

이 여러 가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7], 어떤

것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용된 시

료의 성장 방법 그리고 시료의 처리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선 저자의 논문[4]에서 보였듯이 플라즈마 처

리 전후를 비롯하여 PL peak의 변화를 살펴보면

peak intensity 뿐만 아니라 peak의 편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소 플라즈마 처리는 UV peak의 청색

편이를 야기하는 반면 산소 플라즈마는 green

peak의 적색 편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peak shift 결과는 표 2, 3에 요약해 놓았다.

이러한 상반되는 편이 현상은 앞서 설명한 AES

data와 결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

다. 수소 플라즈마 처리는 AES 결과에서 보이듯이

ZnO 나노막대 표면의 아연 함량 비를 높이고 산소

플라즈마 처리는 표면의 산소 함량 비를 높인다. 이

러한 표면에서의 성분비의 변화는 시료의 유전 상

수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엑시톤 결합 에너지에 영

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엑시톤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여기서 

은 유전 상수, μ는 reduced mass, n은 principal

quantum number이다[8].)

표 3. 산소 플라즈마 처리 후 green peak의 위

치 변화.

Table 3. The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green peak after O-plasma treatment.

플라즈마 처리 전

2.2092 eV

플라즈마 처리 후

온도

( 30 m )

150℃
2.1592 eV

(-0.0500 eV)

250℃
2.1499 eV

(-0.0593 eV)

먼저 UV peak shift를 살펴보자. ZnO의 UV

peak이 엑시톤을 통한 recombination 임을 생각하

면 UV peak의 shift는 앞서 설명한 유전율 변화와

이에 따른 엑시톤 결합 에너지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green peak에 대해 살펴보자.

저자의 이미 발표된 논문[4]의 결과를 보면 green

peak의 shift는 산소 플라즈마에서 확연히 나타나

는데 이것을 앞서 보인 AES 결과와 연결하여 생

각하면, 즉 산소 플라즈마는 ZnO 표면의 산소 함

량을 높이므로, green peak이 산소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발표된 논문[4]에서 확인 했듯이 그

림 3, 4를 다시 살펴보면, 수소 플라즈마 처리 후

ZnO 나노막대는 급격한 green peak의 intensity 감

소를 보여주었는데 이 사실 또한 AES data와 연결

하여 생각할 수 있다. 수소 플라즈마 처리로 인해

ZnO 표면의 산소 함량이 감소하고 이것은 결과적으

로 green peak의 intensity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ZnO green emission은

산소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ZnO 나노막대에 대한 플라즈마

표면 처리가 ZnO 표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해 AE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AES 결과를 PL data와 연결하여 ZnO 나노막대의

광학적 특성을 조사할 수 있었다.

표면 처리에 사용한 플라즈마는 수소와 산소 기

체를 이용하였으며 argon 제거가공(sputter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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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소 플라즈마 처리 후 PL intensity 변화.

Fig. 3. The change in PL intensities before and

after H-plasma treatment.

이용하여 ZnO 시료의 depth profile을 AES로 분석

할 수 있었다. 플라즈마 처리는 ZnO 나노막대 표

면의 아연과 산소 성분비를 변화 시켰는데, 수소

플라즈마는 시료 표면의 아연의 함량을 상대적으

로 증가시킨 반면, 산소 플라즈마는 시료 표면의

산소의 함량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표

면의 화학적 성분 분석 결과는 이미 발표 되어진

저자의 PL data와 연결하여 분석 되어졌다. ZnO의

PL Peak 중 UV peak은 수소 플라즈마의 경우 청

색 편이, 그리고 산소 플라즈마의 경우 적색 편이

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4]. 수소 플라즈

마 처리의 경우 PL peak의 청색 편이는 수소 플라

즈마 처리 결과로 나타나는 아연의 상대적 함량

증가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반대

로 산소 플라즈마 처리는 PL peak의 적색 편이를

보였는데 이것 또한 시료 표면의 산소 함량의 상

대적 증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시료 표면의 산소의 증가는 산소 플라즈마 처리의
결과임을 AES로 확인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플라

즈마 처리로 인한 표면의 화학적 성분비의 변화는,

AES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ZnO의 유전율에 영향

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엑시톤

결합 에너지를 변화시킬 것이다. 엑시톤을 통한

radiative recombination인 UV peak이 플라즈마

처리에 따라 편이를 하는 것은 ZnO 표면의 화학

적 성분 변화가 그 직접적인 원인중 하나임을 암

시하고 있다. 그리고 PL peak 중 green peak의 변

화 또한 AES data와 결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

미 발표된 논문에서 수소 플라즈마 처리 후 green

peak의 intensity가 급격히 감소함을 PL data로부

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수소 플라즈마 처

그림 4. 산소 플라즈마 처리 후 PL intensity 변화.

Fig. 4. The change in PL intensities before and

after O-plasma treatment.

리로 인해 산소 함량의 상대적 감소와 깊은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소 플라즈마 처리

후 AES data 상의 산소 함량의 상대적 감소는

green peak의 intensity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ZnO 내의 산소가 green peak과 깊은 관련이 있음

을 암시하고 있다. 산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ZnO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데(oxygen vacancy, interstitial

oxygen, antisite oxygen), 그중 어느 것이 주도적

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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