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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nO thin films were prepared on a glass substrate by radio frequency (RF) magnetron sputtering without intentional

substrate heating and then surfaces of the ZnO films were irradiated with intense electrons in vacuum conditio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lectron bombardment on crystallization, surface roughness, morphology and hydrogen gas sensitivity. In XRD

pattern, as deposited ZnO films show a higher ZnO (002) peak intensity. However, the peak intensity for ZnO (002) is decreased

with increase of electron bombarding energy. Atomic force microscope images show that surface morphology is also dependent

on electron bombarding energy. The surface roughness increases due to intense electron bombardment as high as 2.7 nm. The

observed optical transmittance means that the films irradiated with intense electron beams at 900 eV show lower transmittance

than the others due to their rough surfaces. In addition, ZnO films irradiated by the electron beam at 900 eV show higher

hydrogen gas sensitivity than the films that were electron beam irradiated at 450 eV. From XRD pattern and atomic force

microscope observations, it is supposed that intense electron bombardment promotes a rough surface due to the intense

bombardments and increased gas sensitivity of ZnO films for hydrogen gas. These results suggest that ZnO films irradiated

with intense electron beams are promising for practical high performance hydrogen gas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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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의 대기환경 오염과 석유 및 화석에너지 고갈로 인

하여, 최근 수소가스를 자동차 연료전지에 적용하기 위한

최첨단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수소가스와 산소가스의 화학반응에서 얻는 에너

지를 이용하는 수소 연료전지차량 차량은 환경개선, 저소

음, 경제성 측면에서 차세대 차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

나, 가연 및 폭발성 수소를 보관하는 용기를 장착하기 때

문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폭넓은 시장 및 수

요확대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대기 중 수소농

도가 4% 이상이 되면 자연발화 및 폭발할 수 있기 때문

에 가스의 생산, 보관 및 이용 시 가스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가스센서의 기능과 정확성, 재현성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며, 고품위, 고기능성을 갖는 센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개발된 수소검출이 용이한 금속산화물 센서재료

중에 산화아연(ZnO)은 암모니아, 에탄올과 같은 인체에

유해하고 가연성이 높은 가스의 검출용도로 일반적인 박

막형태1)와 나노로드2) 같이 다양한 형태의 ZnO 수소가

스 검출센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금속산화

물 센서의 가스 검출민감도는 표면의 촉매효과와 센서 미

세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마그네트론 스퍼터를 이용하여

ZnO 박막센서를 유리기판에 증착하고 특정 에너지를 갖

는 전자빔을 조사(Irradiation)하여 박막의 결정화와 표면

형상을 변화시키고 전자빔 에너지가 박막센서의 수소가스

검출민감도(Sensitiv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고주파 마그네트론 스퍼터(Radio frequency magnetron

sputter)를 이용하여 유리기판(Corning 1747)에 수소가스

검출센서용 ZnO 박막을 증착하였다. ZnO 박막은 아르곤

가스 15 sccm과 산소가스 3 sccm 를 유입시켜 1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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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의 분위기에서 ZnO 세라믹 타겟을 사용하였고, 타겟

에 고주파 전력 4 W/cm2, 13.56 MHz를 인가하여 분당

10 nm의 증착율을 유지하며 증착하였다. 증착 중에 별도

의 기판가열은 하지 않았으나, 타겟 스퍼터링를 위한 플

라즈마의 영향으로 기판온도가 60oC로 증가하였다. 기판

과 타겟의 거리는 6 cm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증착장비의 구조도이다. 

증착된 ZnO 박막에 전자빔 가속기(INFO-G60, Infovion,

아르곤 플라즈마 방전 파워: 450 W)를 이용하여 450 eV

와 900 eV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빔을 30분간 조사하였다. 

가스 검출민감도 측정 장치5) 내부의 수소농도는 250부

터 1000 ppm까지 변화시켰고, 센서 작동온도는 장치의 하

부히터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250oC까지 조정하였다. ZnO

박막센서의 수소 검출민감도(Sensitivity, S)는 건조 공기

에서 측정된 센서박막과 수소가스에 노출된 센서박막에

서 별도로 측정된 전기전도도(Conductance, G)값의 차이

를 이용한 아래의 관계식으로 나타낸다. 

S = (Ggas−Gair)/Gair
4) (1)

여기서, Ggas는 ZnO 박막이 수소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의 전기전도도이고 Gair는 대기조건에서 측정된 전기전도

도이다. 센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5 V의 직류전

압을 인가하며 시간에 따른 센서의 전류를 측정하였다. 

전자빔 에너지에 따른 결정성은 Cu-Kα선을 이용한 X-

ray diffractometer (XRD, X'pert PRO MRD, Philips, 한

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대구센터)로 분석하였고, 가

시광 투과성은 UV-Vis. Spectrophotometer (Cary 100 Cone,

Varian)를 이용하여 300 nm 부터 900 nm 영역까지 측정

하였다. 전자빔 조사에 따른 박막의 평균거칠기(Surface

average roughness, Ra) 변화는 대기조건에서 2 × 2 µm2

영역을 원자간력현미경(Atomic force micoroscope, AFM,

XE-150, PSIA)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a)와 (b)는 ZnO 박막의 표면형상을 보여주는데,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은 ZnO 박막(a)은 치밀한 표면형상

을 보여주는데, 1.8 nm의 평균거칠기가 측정되었다. 대조

적으로 900 eV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빔이 조사된 ZnO 박

막(b)은 상대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표면구조를 지님을 알

수 있고 전자빔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평균거칠

기도 2.7 nm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AFM 분석 결과들은 전

자빔 조사 에너지가 ZnO 박막 표면의 미세구조에 뚜렷한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reactive radio frequency magnetron

sputtering and electron irradiation system.

Fig. 2. AFM images of as deposited ZnO films(a)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ZnO films at 900 e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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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스검출을 위

한 박막센서의 표면거칠기 증가에 따른 가스 검출 유효표

면적의 변화와 박막의 결정립 크기는 가스 검출민감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구조제어를 통한 고효율 가

스센서 개발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5) 

Fig. 3에 전자빔 조사 에너지에 따른 ZnO 박막의 결

정화(Crystallization) 변화를 보이는 XRD 패턴을 나타내

었다. 전자빔 조사 이전의 ZnO 박막도 상대적으로 높은

ZnO (002)와 (103) 회절피크를 갖는 결정질 조직의 XRD

패턴을 보였고 전자빔 조사 에너지가 900 eV까지 증가함

에 따라 ZnO (002) 회절피크의 세기(Intensity)가 점차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ZnO (002) 회절피크의 반가폭(Full Width Half Maxi

mum, FWHM)과 Debye-Scherrer 공식을 이용하여 결정립

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전자빔 조사 이전의 박막은 평균

16 nm의 크기의 결정립으로 이뤄졌으나, 900 eV의 전자빔

이 조사된 ZnO 박막은 약 10 nm 크기로 감소된 결정립

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전자빔 조사 에너지에 따른 ZnO 박막의 가시

광 투과 스펙트럼이다.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은 ZnO 박

막은 가시광 영역(400-800 nm)에서 평균 82%의 투 광특

성을 보였고, 450 eV의 전자빔이 조사된 박막은 상대적으

로 낮은 81%, 900 eV의 전자빔이 조사된 박막은 상대

적으로 낮은 79%의 투광성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전자

빔 조사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시광 영역에서의 투

과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Fig. 3과 같이 전

자빔 조사에 의한 ZnO 박막의 결정립 미세화와 표면거

칠기의 증가에 의한 가시광 투과율 감소로 사료된다.6) 

본 연구에서 건조한 대기조건에서 ZnO 박막은 높은 전

기저항을 보였으나, 수소가스에 약 5분 정도 노출 후에

는 전기저항이 감소함을 보였다. Fig. 5와 Fig. 6에 ZnO

박막센서의 작동온도를 200oC로 유지하며, 수소농도 증가

에 따른 검출민감도 측정 결과와 수소농도를 250 ppm으

로 유지하며 작동온도를 변화시킨 조건에서 측정한 검출

민감도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 XRD pattern of as deposited ZnO films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films at 450 and 900 eV, respectively. Fig. 4. Optical transmittance of ZnO films as a function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energy.

Fig. 5. Hydrogen gas sensitivity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for

the ZnO film and the gas sensor operated at 2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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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농도 증가에 따른 ZnO 박막센서의 수소 검출민감

도 변화는 ITO 박막센서를 이용한 메탄올 검출에 대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5) 일반적으로 N형 반도체

성 금속산화물의 가스검출은 센서표면에서의 수소가스 흡

착과 탈착으로 인한 전기전도도의 변화에 의해 측정이 가

능하다. ZnO 박막이 건조한 대기에 노출되었을 때, ZnO

박막표면에 흡착된 일부 산소가 ZnO 전도대로부터 전도

전자(Conduction electron)를 포획하여 O− 또는 O2
− 이온

을 형성한다. 이러한 화학반응으로 인해 다수캐리어인 전

자의 수가 감소하게 되어 ZnO 박막은 높은 전기저항을

갖게 된다. 그러나 ZnO 박막이 수소가스에 노출될 경우

에는 센서표면에 흡착된 산소이온들과 수소가스가 반응

하여 H2O 분자를 생성하면서 이전에 포획하였던 전자를

돌려주어 전기저항이 감소하게 된다.7) 

Fig. 5에 나타난 것처럼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은 ZnO

박막센서는 250 nm 수소 농도조건에서 1.5의 검출민감도

를 보였으나. 900 eV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빔이 조사된 박

막센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1.7의 검출민감도를 보인 것은

박막의 거칠어진 표면, 즉 유효 표면적과 전도전자의 증

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정한 작동온도 200oC 조건

에서 수소민감도는 수소농도에 비례하며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Fig. 6에서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는 전자빔이 조

사된 박막센서의 가스 검출민감도가 작동온도에 의존하며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ZnO 박막의 가스검

출은 표면에 흡착된 산소와 검출대상인 수소 사이의 반

응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표면반응은 열적으로 활성화되

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응속도는 센서의 작동온도에도 의

존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를 이용하여 100 nm 두께의 ZnO

박막을 유리기판에 증착하고, 진공조건에서 전자빔을 표

면에 조사하여 박막의 결정화, 표면거칠기, 그리고 수소

가스 검출민감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ZnO 박막의 결정화와 표면거칠기는 전자빔 조사 에너

지에 의존하였으며, 수소가스 검출민감도는 전자빔 조사에

너지에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900 eV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빔이 조사된 ZnO 박막센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소

검출민감도는 거칠어진 박막의 미세구조 변화에 의하여 증

가하였으며, 가스 검출민감도는 센서의 작동온도에도 의

존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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