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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tical properties of ZnO thin film have been studied using photoluminescence(PL)
spectroscopy with the change of sample temperatures from 10 K to 290 K. The spectrum at 10 K showed
the characteristic emission lines of ZnO which were as follows: free exciton(FX) at 3.369 eV, neutral
0
0
donor-bound exciton(D X) at 3.360 eV, two electron satellite(TES) at 3.332 eV, D X-1LO at 3.289 eV, and
donor-acceptor pair(DAP) transiton at 3.217 eV. From the spectral evolution with temperatures, two
features could be identified as temperature went higher: (1) the bound excitons changed gradually into free
0
excitons, (2) DAP turned into free electron-acceptor transition(e,A ). The PL intensity of free exciton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emperatures, which was accompanied by the decrease of the intensity of
0
bound excitions and bound excition-related transitons such as TES and D X-1LO. At 80 K DAP transition
0
disappeared, while (e,A ) transition started to appear at 3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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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3]. 양 방향으로의 도핑이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넓은 bandgap 에너지는 투명한 전자 소자를 위한 물

ZnO는 상온에서 3.37eV의 direct bandgap 에너지

질뿐만 아니라 파란색에서 자외선 영역에 이르는 발

를 가진 투명한 반도체로서 현재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는 GaN와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광 소자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4-7]. ZnO는
또한 높은 엑시톤 결속 에너지 (∼60 meV로서 GaN

유전자 밀도가    을 초과할 정도의 높은
n-type 도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 p-type 도핑

의 경우 ∼26 meV)를 가지고 있기에 상온에서도 엑

도 가능하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시톤 관련 발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5,6,8,9]. 이러한 ZnO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나 레이저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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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 (laser diode, LD) 소자로의 개발은 현재 한창
발전하고 있는 IT 산업이나 광산업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의 많은 연
구 결과로 인해 ZnO를 소자로 이용하려는 기술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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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ZnO의 광학적 특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쟁점은 아직 논쟁 중에 있다. 그러나 ZnO를
기반으로 하는 광소자나 전자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ZnO의 물리적 성질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 화학적 처리와 관련
한 기술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PL (photoluminescence) 연구는 결정의 질이나 물
질 내 존재하는 불순물 등의 확인에 좋은 방법이다.
특히 낮은 온도에서의 PL 스펙트럼 분석은 열효과를
극소화시킴으로써 시료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된 ZnO 박막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온
도 (10 K-290 K)를 변화시키면서 PL 분석을 하였으
며 이를 통해 ZnO 박막의 광학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 Spectral evolution with sample temperatures of
0
ZnO. FX is short for free exciton, D X for neutral

이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c-평면 사파이어 위에 성
장된 ～350 nm 두께의 ZnO 박막이다. 이 시료는 650℃

donor-bound exciton, TES for two electron satelllite,
0
0
D X-1LO for one LO phonon replica of D X, DAP for
0
neutral donor-neutral acceptor pair, and (e, A ) for free

에서 rf-magnetron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Ar +

electron-neutral acceptor transition.

O2 환경 속에서 성장되어졌다. 보다 좋은 결정 구조를
위해 박막 성장 후 800℃에서 열적 처리를 하였는데 이
같은 열적 처리는 원자 이동도를 증가시키므로 결과적
으로 보다 좋은 결정의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ZnO
박막에 대한 PL 측정은 시료를 closed cycled cryostat
에 놓아둔 채 10 K에서 300 K까지 온도를 변화시키면
서 이루어졌으며 excitation source로는 CW He-Cd 레
이저 (λ= 325 nm)를 사용하였다.

있다. 낮은 온도에서의 PL 스펙트럼은 속박된 엑시톤에
의해 압도되는데, 그들은 대체로 3.348- 3.374 eV 에너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2]. 이 범주에
서 높은 에너지 영역은 주로 중성 donor에 속박된 엑시톤
(D0X)의 재결합에 의한 붕괴에 기인하고 반대로 낮은
에너지 영역은 중성 acceptor에 속박된 엑시톤 (A0X)
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먼저 10 K 온도에서 광자 에너지 3.360 eV의 위치에서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ZnO 박막에 대한 PL 스펙트럼이 온도에 따
라 변화하는 모습을 몇몇 대표적인 온도를 이용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특징적인 5개
의 피크와 그들 피크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
다. 도핑이 되지 않은 ZnO 내에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
고 donor처럼 행동하는 불순물이나 결정 결함 등이 존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로 O-vacancy나
interstitial Zn 원자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반대로 Na
나 Li 등과 같은 acceptor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0]. 그러나 대부분의 donor나 acceptor들의 화학적
기원이나 속박 에너지 등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나타나는 피크에 대해 살펴보자. 그 위치 (3.360 eV)나
크기로 볼 때 D0X 천이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은 타 그룹의 연구 결과와 좋은 일치를 보여
주고 있다 [14].
D0X가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는 하나의
광자로 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1차적 과정 외에
또 다른 2차 과정도 나타날 수 있다. D0X의 붕괴 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는 중성 donor 원자의 에너지
상태를 기저 상태 (1s)에서 흥분 상태 (2s/2p)로 천이
시키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TES (two
electron satellite) 천이이다. TES 천이로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D0X 천이 광자 에너지보다 1s와
2s/2p 에너지 차이만큼 작아지게 된다. ZnO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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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실험적 결과는 여러 논문에서 확인되어지는데
ZnO의 경우 3.22 eV 근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14,17]. 그림 1의 3.217 eV 위치의 나타나는
피크가 이러한 DAP 천이에 대한 증거로 보인다.
속박된 엑시톤은 온도의 상승과 함께 점차 자유 엑
시톤 (FX)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것은 그림 1에서 보
다시피 FX 피크의 온도에 따른 변화로 잘 확인되어
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 엑시톤의 전자-정공 재결
합으로 인한 광자 에너지는 속박된 엑시톤의 속박에
너지 만큼 높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8].
본 실험의 경우 자유 엑시톤 천이로 인한 광자 에너
지는 D0X보다 약 14 meV 높은 에너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료 온도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
화를 통해 ZnO의 PL 특성을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Fig. 2. PL spectra are shown with the change of the
sample temperature, emphasizing the appearance of the
0

peak (e, A ) which is due to free electron–acceptor
transition.

바와 같이 FX 천이로 인한 피크는 온도상승과 함께
그 존재가 뚜렷해짐이 그림 1에서 확인되어지고 있
다. 그러나 FX 피크와는 달리 중성 donor 원자에 속
박된 엑시톤과 관련된 천이 즉, D0X, TES 그리고
D0X-1LO 피크는 시료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피크
의 강도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속박된

0

30 meV 정도의 에너지가 TES 천이와 D X 천이 사
이의 에너지 차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값은 엑시톤을
속박시키는 donor 원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1,12].
그림 1에서 3.33 2eV 위치에 나타나는 피크가 바로
TES 천이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시료의 경우 D0X와
의 에너지 차가 28 meV로서 다른 연구 결과와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온도 10 K에서의 스펙트럼 상의 3.289 eV
위치에 나타나는 피크에 대해 살펴보자. 이 피크와
D0X 피크 (3.360 eV)와의 에너지 차는 71 meV로서
이것은 익히 알려진 LO phonon의 에너지와 일치한
다. LO phonon의 에너지는 71∼73 meV인 것으로 알
려져 있기 때문이다 [13,15]. 그러므로 3.289 eV 위치
의 피크는 D0X 붕괴가 하나의 LO phonon 생성과 함

엑시톤이 점차 자유 엑시톤으로 변화해 가는 것의 결
과로서 FX 피크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
나 DAP 천이의 경우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그림 2에
서 10 K, 30 K, 50 K 스펙트럼을 비교해보면 3.217
eV 위치의 DAP 피크는 감소하다가 50 K에 이르러
사라지는 반면 30 K에서는 3.235 eV 위치에 새로운
피크가 나타남을 잘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피크는
자유전자와 중성 acceptor와의 재결합을 통한 천이
즉 자유전자-acceptor(e,A0) 천이이다 [14]. DAP의 중
성 donor 원자는 시료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적으로
이온화되어진다. 이 때 중성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온
전자는 전도띠로 천이하여 자유전자가 되며 이 자유
전자가 acceptor와 재결합함으로써 야기되어지는 천
이가 바로 (e,A0) 천이이다.

0

께 일어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즉 D X-1LO replica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는 중성의 donor와 중성의
acceptor 사이에 DAP (donor-acceptor pair) 천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DAP 천이는
donor의 전자와 acceptor의 정공 사이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 tunneling의 결과인데 이로 인한 광자 에



너지는             이다 [16]. DAP와


4. 결 론
ZnO 박막에 대한 PL 스펙트럼을 시료의 온도 변화와
함께 조사하였다. 광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스펙트럼 상의
피크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그 각각의 물리적 기원과 온도
변화에 따른 특징 또한 살펴보았다. 낮은 온도에서는 중
성 donor에 속박된 엑시톤이 지배적으로 ZnO 내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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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 D0X와 관련된 TES 천이 그
리고 D0X-1LO phonon replica 등이 함께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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