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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세트산아연으로부터 ITO유리전극위에 열분무법을 이용한 산화아연의 박막을 만들고, 박막 표 

면의 형태는 SEM으로 조사하였다. 산화아연 박막의 두께는 온도를 증가시키면 약 833 nm까지 증가하다가, 

480°C 부터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분광 흡광도는 365 nm에서 관측되었고 형광 특성은 475 
nm, 505 nm에서 최대의 세기를 나타내었다. 산화아연의 생성은 X선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으로 확인하였으 

며, X선 회절 무늬로부터 (002) 면이 기질온도에 따라 우세한 방향으로 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산화아연의 합 

성 최적의 온도는 X선 회절 무늬와 광전류의 측정값으로부터 460°C 부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화아연의 

입자의 크기가 균일할수록 광전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By using the spray pyrolysis method, zinc oxide(ZnO) was produced from zinc acetate,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prepared films was investigated by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thickness 
of ZnO thin film was increased up to 460 °C and it was 833 nm. The maximum wavelength of absorption was 
obtained at 365 nm, and the maximum peak of fluorescence at 475 nm and 505 nm. ZnO film have been 
characterized by XPS, XRD, and SEM. XRD results show that all the films are preferred orientation along the 
(002) plane which is depend on the substrate temperature. The optimal temperature to produce ZnO was 
determined at around 460 °C from measurements of XPS, XRD and photocunent. It was also shown that the 
homogeneous particles had the higher photocunent.

서 론

산화아연 박막은 태양 전지,1 가스 센서2와 광학적 

광도파관 소자3 등에 응용되고 있다. 광증감 메카니 

즘에 대한 연구는 용액과 계면에서 일어나는 은염 

사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산화아연에 대한 합성 

법 에 는 열 점 착법 ,5 스퍼 터법 ,3 화학증착법您과 열 분 

무법 9F등이 있으며 이들 방법을 이용하여 안정하고 

투명한 산화아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 

재까지는 ITO(Indium Tin Oxide) 박막과 산화주석 

(NESA) 박막이 투명 전극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 

만 ITO박막은 투명 전극으로서의 성질이 우수한 반 

면 인듐 재료가 매우 비싼 것이 단점이었다. 산화주 

석 박막의 저항은 혼입제 (dopant)를 넣어줌으로써 

ITO 박막보다 한 차수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며 비용 

면에서도 ITO보다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산화아연 

은 3.2 eV에 가까운 띠 간격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화학량론적인 차이로부터 전기적으로 활성을 띠는 

n형 반도체의 성질을 갖고 있다. 구성하고 있는 원소 

는 자연에 매우 풍부하며 독성이 없으며 가격이 저 

렴한 장점을 갖고 있다. ITO와 산화주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도성 있는 투명한 산화아연 박막을 만들 

수 있다면 산화아연은 유용한 창(window) 재료로 사 

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공성 인 산화아연이 수용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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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전도체를 만들고, 

넓은 면적의 시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분무법을 선택하여 합성 조건을 최적화시킨다. 또한 

광전자 전달 메카니즘을 구명하기 위하여 광전류를 

측정하여 이에 보고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아세트산 아연은 고소(koso) 화학 

제(순도 98%)의 특급 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에탄올은 시약급을 증류하여 사용하였다. 박막의 흡 

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외-가시 분광기( Hewlett 
Packard 8452A» 사용하였으며 입자의 결정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X선 회절기 (Rigaku Geigerflex, D/ 
Max-3C)를 사용하였다. X선의 파장은 0.15418 nm 
(Cu Ka) 였고 35 kV, 20 mA의 조건을 유지하였다. 

SEM(Hitachi S-4200)은 표면의 입자의 형태 및 결정 

크기, 두께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원자간 

결속 에너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X선 광전자 분광기 

(SSI, 2803-SX 사용하였으며, 측정 시료는 표면 처 

리한 상태에서 실험하였다. 탄소의 Is 봉우리가 

284.6 eV에서 얻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값 

을 보정하였다. 형광은 형광 분광기 (Shimazu RF-540)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산화아연 박막의 제법. 산화아연은 열 분무법으로 

만들었으며 가열판 위에 ITO 유리를 놓은 후 360 °C 
〜500°C 범위로 온도를 올리면서 0.05 M 농도의 아 

세트산 아연을 가열판 위에 분사시켰다. 이때의 시 

료의 운반 기체는 질소를 사용하였으며, 분사 속도 

는 12 mL/min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분사시켰다. 아 

세트산 아연은 열분해되어 산화아연으로 산화시켰 

으며 표면의 성장 과정은 SEM 및 XPS로 확인 하였 

다. 사용된 기질 (ITO)의 저항은 단위 면적 당 20 Q 이 

었다. 실험 장치는 전보'2의 장치와 동일한 것을 사 

용하였다.

광전기 화학적 성질. 광전류는 3전극계의 전지를 

사용하였으며 전기화학 분석기 (BAS 100B＞를 사용 

하였다. 전해질은 1.0 M 농도의 질산나트륨을 사용 

하였다. 작업 전극으로 합성한 산화아연을 사용하였 

다. 보조 전극으로 백금선을 사용하였으며, 기준 전 

극으로 Ag/AgCl을 사용하였다. 광원은 1 kW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였으며 간섭 필터 (400 nm~700 nm) 및 

단색화 장치를 사용하여 일정 파장을 선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산화아연 박막의 합성. 에탄올에 용해된 아세트 

산아연은 분무와 열에 의하여 산화아연으로 산화된 

다. 수용액에서의 합성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Zn(CH3COO)2 + H2OZnO + 2CH3COOH
△ (AH=-0.1 kcal/mol)

이러한 반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열역학적으로 안 

정한 반응이다. 합성의 완료는 UV-Vis. 흡수 스펙트 

럼의 특성, 형광 특성, X선 회절 무늬, X선 광전자 

분광 스펙트라로 확인하였다.

광학적 성질. 합성 온도를 360°C〜500°C 범위 

로 변화시켜 합성하고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 

다.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460 °C까지 온도가 

증가함에따라 흡광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흡광도가 

합성할 때의 온도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은 박막의 

흡광도가 증가됨에 따라 필름의 두께와 구조 효과 

및 빛의 산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 Table 1에 합성한 온도의 변화에 의한 박 

막 두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온도를 높임에 따라 

최 대 흡광도가 증가하는 것은 박막의 두께가 증가하 

는 데 기 인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조적 인 균질성과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Wavelength (nm)

Fig. 1. Absorption Spectrum of ZnO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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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operties of ZnO Table 2. The fluorescence efficiency of ZnO at Ex= 
360 nm

Temp, of 
substrate 

(°C)

Calculated value 
crystallite size 

(nm)

Experiment value 
film thickness 

(nm)
Temp, of Substrate 

(°C)

Em
475 nm 505 nm

360 21.1 667 360 0.01 0.10
380 22.0 683 400 0.023 0.14
400 23.0 700 420 0.20 0.255
440 50.4 700 440 0.11 0.26
460 59.0 833 460 0.84 1.00
480 59.0 733 480 0.13 0.32
500 50.4 517 __________ 500 0.05 0.22

박막의 성장 속도가 증가하는데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자외선 영역의 흡수 끝 파장인 385 nm는 산화아 

연의 고유 띠 간격(Eg=3.2 eV)과 일치하며" 이와 같 

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자외선 영역의 홉수 끝 파장 

이 장파장으로 3 nm 정도 이동된 것은 입자의 크기 

차이에 의해 입사광이 산화아연의 계면에서 산란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입자가 작으면 박막 

에 의한 산란은 계면에서의 산란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고 입자가 커진 산화아연은 산 

화아연 입자 중의 광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산란이 

감소하므로 투명도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 

다. 가시부 영역에서 흡수 영역이 관찰된다는 것은 

가시 영역으로 빛을 산란하게 되므로 입자 크기와 

크기 분포가 온도에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추론 

된다.” 들뜸 파장이 360 nm에서의 형광 스펙트럼의

Wavelength(nm)

Fig. 2. Fluorescence Spectrum of ZnO film. 

특성은 Fig. 2와 같다. 온도에 따른 산화아연의 형광 

스펙트럼의 파장에는 현저한 변화는 없었다. Table 
2에 460 °C에서의 형광 세기를 1로 하여 각 온도에 

대한 형광 세기를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었다. 산 

화아연의 합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형광의 세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505 nm에서의 형 

광 특성은 산화아연의 입자 성장으로 생각된다. 이 

것은 흡수 영역이 가시부에서 관찰된 이유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

구조적인 성질. Fig. 3에 산화아연의 분말과 박막 

에 대한 X선 회절 무늬를 각각 나타내었다. 전체 스 

펙트럼에서 나타났듯이 육방정계의 wurtzite 구조인 

(100), (002), (101)면이 주축으로 얻어졌다. 온도에 

따라 회절면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봉우리 

의 상대적 인 세기가 460 °C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회절각의 위치는 동일하고 상대적인 세기 

만 다르다는 것은 막의 균일성과 c축의 분포가 다름 

을 나타낸다. 기질 표면에 c축 수직인 배향인 (002) 
면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이것은 스퍼터법으로 만들 

어진 산화아연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1649 X선 회절 

데이터로부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 크기는 증 

가하였으며 이것은 성장 속도가 온도에 비 례함을 추 

론할 수 있다.加 Table 1에서 보듯이 결정 크기가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21 nm에서 59 nm로 증가되었 

다는 것은 결정의 성장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결정 크기는 460 °C와 480 °C에서 2.8배로 관찰되었 

으며 이 조건이 결정화할 때의 가장 적당한 온도임 

을 알 수 있었다.

X선 광전자 분광 스펙트라. Fig. 4에 고분별능에 

서의 산소와 아연에 대한 X선 광전자 분광 데이 타를 

나타내었다. 산소의 Is의 결속 에너지는 529.92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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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ay diffraction spectra of ZnO films deposited on ITO glass, (a) powder (b) 360 °C (c) 400 °C (d) 440 °C 
(e) 460 °C (f) 500 °C

Binding energy (eV) Binding energy (eV)
Fig. 4. Narrow scan XPS of ZnO surface, (a) zinc 2p levels (b) oxygen Is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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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531.71 eV 였으며 531.71 eV에서 나타나는 결속 

에너지는 산화아연의 표면에 흡착된 산소로 사료되 

며 uaSakata들은 흡착된 산소의 표면준위를 연구하 

여 표면상태의 존재를 보고하였다.23 아연 2P3/2의 결 

속 에너지는 1021.6 eV였고 아연 2四2의 결속에너지 

는 1044.64 eV 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산화아연의 

결속 에너지와 유사하며 X선 회절 데이타와 일치한 

다. 두 값의 차이는 23.04 eV이므로 아연의 산화 상 

태는 +2가인 산화아연임을 알 수 있었다.

광전류 특성. 산화아연은 n형 반도체로 띠간 에 

너지가 3.2 eV이며 과량의 아연은 전자 주게로 작용 

한다고 알려져 있고저 전도도는 산소 결핍과 과잉의 

아연 이온에 기 인된다고 알려져 있다.25 기질의 온도 

변화에 따른 산화아연의 고유 광전류 특성은 Fig. 
5에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전류는 증 

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빛에 의해 생성된 운반체의 

농도와 이동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필름의 결정성이 증진 

되어 운반체의 이동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 

론할 수 있었다. 광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 

정성도, 입자 크기의 증가, 결정 경 계에서의 산란 현 

상의 감소, 운반체 이동도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기질 온도의 증가로 인한 이동도의 증가는 Minami 
의 결과와 일치하며財 460 °C에서 광전도도가 최대 

인 것으로 보아 막이 형성되기 가장 좋은 적정 온도

500

450

400

350

1 300

£ 250

菖200

150

100

50

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00 520

Temperature (°C)

Fig. 5. Intrinsic photocurrent of ZnO by temperature de
pendence (under illumination with white light). 

에서 운반체의 이동도가 증가된다고 사료된다. 온도 

변화에 따른 산화아연 입자의 형태는 Fig. 6에 보이 

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의 크기가 변화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집합체 형 

성이 관찰되었으며 결정은 460 °C에서 가장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건이 결정화할 때 가장 좋은 

온도라고 사료되며 XRD 데이타로부터 계산한 결정 

크기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500 °C에서의 입자 

는 응집에의한 결정성장이 이루어져 육면체인 판상 

모양의 입자가 뚜렷이 관찰되었으며 두께의 감소로 

보아 조밀한 박막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 

아연의 광전류 특성은 에너지 전환 효율에도 큰 영 

향을 미친다. Fig. 7에 산화아연의 광전류-전압 특성 

을 나타내었다.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해질 용 

액 속에 용존 산소가 존재할 경우 질소가 있는 경우 

보다 2배 정도 광전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산소 존재 시의 개방 광전압은 -500 mV였으며 

단락 광전류는 400 "I였다. 이것은 광전 변환 효율 

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되며 광전압이 음의 값으로 

나타남으로써 산화티탄이 n형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화아연의 파장에 따른 광전 

류 활성 (action) 스펙트럼을 Fig. 8에 나타낸다. 자외 

선 영 역에서의 광전류는 산화아연의 고유 흡수 영 역 

에 의한 운반체의 이동도로 생각되며 385 nm에서의 

광전 변환 효율(%)은 식 ⑴로부터 구할 수 있다.

효유%) =
(방출돤) 전자수 

(입사된) 광자수
X 100 ⑴

산화 아연의 고유 파장 영역에서의 광전류는 950 nA 
를 나타냈으며 이때의 광자수는 1.2x10" photon/ 
cm2sec 이므로 양자효율은 52%로 나타났다. 이것은 

Kamat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콜로이드 전극보다 효율 

이 3.5배나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산화아연의 

고유 광전류는 빛에 의해 전자'정공대가 생성되고 광 

전류는 산화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 

은 빛에 의해 전해질과 전극 간의 계면 장벽이 감소함 

으로써 산화아연에 흡착된。2 이 정공에 의해 중화되 

고 산소가。2 형으로 전자-정공대의 재결합 중심이 

되고 입자 표면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가전자대의 정공은。2 을 중화하고,

o2~ + ® —> o2 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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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photography of ZnO film, (a) 360 °C (b) 380 °C (c) 400 °C (d) 420 °C (e) 440 °C (f) 460 °C (g) 480 °C 
(h) 5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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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potential (mV)

Fig. 7. Photocurrent-potential characteristic of ZnO film.

Wavelength(nm)

Fig. 8. Photocurrent action spectrum of ZnO by wave
length dependence (in 1.0 M NaNOs).

전도대의 전자는。2 + ㊀ 一＞ Of (3)

과 같이 되어 표면에 흡착된 산소는 광전류에 영향 

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결 론

분무법으로 전도성 유리 위에 산화아연의 투명 박 

막 전극을 만들 수 있었다. 막을 생성하기 적절한 온 

도는 460 °C 부근이었으며 두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480 °C 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산화아연 막 형성이 가장 좋은 온도에서의 

광 운반체 발생이 최대를 나타냈으며 XRD에서의 세 

기가 큰 온도와 일치되었다. 형광의 세기는 460°C에 

서 가장 큰 효율을 보였으며 이것은 광전류에 기여하 

는 운반체의 발생 농도가 증가 되어 광전류에 대한 

이동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소의 영향은 

산화아연의 광전류를 2 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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