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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l 용액의 온도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특성

Structural and Opical Properties of ZnO Thin Films with Different Temperature of Sol-ge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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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ZnO 박막을 Sol-gel용액을 이용한 스핀코팅 방법으로 석영기판 위에 성장하였고 Sol-gel 용

액의 온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ZnO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해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ray diffraction (XRD), photoluminescence 

(PL), 그리고 ultraviolet-visible (UV) spectroscopy을 사용하였다. PL 분석에서 ZnO 박막은 orange 계

열의 발광을 하였으며, PL spectra는 3.3 eV 부근의 near-band edge emission (NBE) 피크와 2.0 eV 

부근의 deep-level emission (DLE) 피크로 이루어져있다. 모든 sol-gel 용액 온도에서, DLE 피크가 

NBE 피크보다 더 우세하고 이 DLE 피크는 sol-gel 용액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DLE 피크는 산소 공공, 아연 공공, 침입형 산소, 침입형 아연 등과 같

은 결함에 의한 것이며, ZnO 박막은 sol-gel 용액의 온도에 따라 결함의 특성이 변화하였다.

1. 서론

ZnO 박막은 결정학적으로 육방정계 형태의 wurtzite 구조를 가지고 직접 천이형 반도체로써 상온

에서 3.37 eV의 큰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며 60 meV의 높은 엑시톤 결합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런 

ZnO 박막은 molecular beam epitaxy (MBE),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sputter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성장이 가능하지만 sol-gel 용액의 spin coating 방법은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Spin coating 법을 이용한 ZnO 박막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ZnO 박막이 sol-gel 용액의 온도에 대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sol-gel 용액의 온도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2. 본론

ZnO 박막을 sol-gel 용액 온도에 따라 석영 기판 위에 성장하였다. Sol-gel 용액 온도의 범위를 상

온(25 ℃)에서 5 ℃ 간격으로 50 ℃까지 변화를 주었으며, ZnO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X-ray diffraction (XRD), UV-visible 

spectroscopy, photoluminescence (PL)을 이용하였다. SEM과 XRD 측정을 통해, ZnO 박막의 표면과 

입자 크기, 결합 길이, stress 등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UV-vis.와 PL측정을 통해, 투과

도와 광학적 밴드갭, 발광 스펙트럼 등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PL 분석에서, 모든 ZnO 박막은 

orange 계열의 발광을 하였으며, 이것은 아연과 산소의 공공 또는 침입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PL spectra는 3.3 eV 부근의 near-band edge emission (NBE) 피크와 2.0 eV 부근의 

deep-level emission (DLE) 피크로 이루어져있으며, 모든 sol-gel 용액 온도에서 NBE 피크보다 DLE 

피크가 더 우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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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 spectra of ZnO thin films with different temperature of sol-gel solution.

3. 결론 

ZnO 박막을 sol-gel 용액 온도에 따라 석영 기판 위에 성장하였다. PL 분석 결과, 2.0 eV 부근의 

deep-level emission (DLE) 피크가 sol-gel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점점 증가하였으며, sol-gel 용액의 온

도가 50 ℃일 때 다시 줄어들었다. DLE 피크는 산소 공공, 아연 공공, 침입형 산소, 침입형 아연 등

과 같은 결함에 의한 것이며, ZnO 박막은 sol-gel 용액의 온도에 따라 결함의 특성이 변화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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