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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rystalline structure and optical properties of (GaZn)(NO) powders
prepared by solid-state reaction between GaOOH and ZnO mixture under NH3 gas flow. While ammoniation of the GaOOH
and ZnO mixture successfully produces the single phase of (GaZn)(NO) solid solution within a GaOOH rich composition of
under 50 mol% of ZnO content, this process also produces a powder with coexisting (GaZn)(NO) and ZnO in a ZnO rich
composition over 50 mol%. The GaOOH in the starting material was phase-transformed to α-, β-Ga2O3 in the NH3
environment; it was then reacted with ZnO to produce ZnGa2O4. Finally, the exchange reaction between nitrogen and oxygen
atoms at the ZnGa2O4 powder surface forms a (GaZn)(NO) solid solution. Photoluminescence spectra from the (GaZn)(NO)
solid solution consisted of oxygen-related red-emission bands and yellow-, green- and blue-emission bands from the Zn acceptor
energy levels in the energy bandgap of the (GaZn)(NO) solid solutions.
Key words GaN, ZnO, (GaZn)(NO), solid solution, photoluminescence.

1. 서

핑된 GaN 결정을 성장시켰으며, Watanabe와 Uekusa는7)
β-Ga2O3, ZnO 및 MnO 혼합 분말을 NH3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등황색을 발광하는 (ZnO)1-x(GaN)x:Mn2+ 형
광체 분말을 합성하였다. 유사하게 β-Ga2O3와 ZnO 혼
합 분말을 NH3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GaN과 ZnO의 고
용체인 (GaZn)(NO) 분말을 제조하고, 이를 가시광선에
의해 물을 분해시켜 수소 에너지를 얻는데 필요한 새로
운 광촉매제로 적용하였다.8,9)
이와 같이 Ga 산화물로부터 GaN가 형성되는 과정은
중간 안정상인 α-Ga2O3 또는 β-Ga2O3로 상전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3-4) 또한 β-Ga2O3와 ZnO
혼합 분말의 경우에는 중간 생성물인 ZnGa2O4로 전이
된 후 (GaZn)(NO) 고용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특히 (GaZn)(NO) 고용체의 경우 ZnGa2O4에 의해
Zn의 고용률이 결정되고, (GaZn)(NO) 고용체 내에서 Zn
의 최대 고용비율은 이론적으로는 50 mol%이지만 실제
적으로는 30% 이상의 고용체를 얻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Ga 산화물과 ZnO 혼합 분말로부

론

질화물반도체 GaN는 가시 영역부터 자외선 영역까지
의 빛을 방출하는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의 제작에 이용되고 있다.1) 이와 같은 질화
물계 LED의 실현을 토대로 GaN 분말의 제조와 응용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2-6) 특히 최
근에는 GaN와 ZnO의 혼합에 의한 (GaN)x(ZnO)1-x와 같
은 산질화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7-9)
일반적으로 금속 Ga과 NH3 가스를 1000 oC 이상의 온
도에서 직접 반응시키면 수 µm부터 수 mm 크기의 GaN
분말이 합성되며,2) β-Ga2O33) 또는 GaOOH4,5) 를 NH3 분
위기에서 열처리하면 수 µm 크기의 GaN 분말이 합성된
다. 한편, Shimada 등6)은 β-Ga2O3, ZnO 및 C 혼합 분
말을 NH3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2 mm 크기의 Zn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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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GaZn)(NO) 고용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ZnO의 첨가량
은 고용체 분말의 결정화와 Zn 조성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a 산화물인 GaOOH가 GaN
로 전이되는 반응역학에 대한 선행연구5)를 토대로, 출발
물질인 GaOOH와 ZnO 혼합분말이 NH3 분위기에서의 열
처리에 의해 GaN계 산질화물인 (GaZn)(NO) 고용체가 생
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형광체로의 응용 가능성을 타
진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XRD)과
광루미네센스(Photoluminescence; PL)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의 출발물질인 GaOOH는 실험실에서의 방
법으로 직접 제조하였으며,4) 0.5 g의 GaOOH에 대해 ZnO
(99.99%, 고순도화학) 분말을 몰비에 따라 칭량하여 첨
가한 후 유발을 이용하여 혼합·분쇄하였다. 이와 같이
준비된 혼합 분말 0.3 g을 석영용기에 담아 석영반응관
이 장착된 수평 3단 전기로의 온도가 균일한 영역에 위
치시키고, 상온에서부터 초고순도 N2 가스(99.999%)를
1000 sccm으로 주입하면서 전기로의 온도를 10 oC/min으
로 설정온도까지 승온시켰다. 전기로의 온도가 반응 온도
에 도달되면 초고순도 NH3 가스(99.99999%)를 300 sccm
으로 주입하였다. 반응시간은 1 시간으로 일정하게 하여
반응온도를 600~900 oC의 온도범위에서 변화시켰고, 반응
시간이 경과된 후 전기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로의 온
도가 600 oC에 도달할 때까지 NH3 가스를 주입하였으며,
600 oC보다 낮은 온도에서 NH3 가스를 차단하고 N2 가
스를 주입하면서 상온까지 자연 냉각시켰다.
위의 방법으로 반응이 완료된 시료를 채취하여 건조된
유리병에 담아 진공상태에서 보관하였다. 시료의 형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COXEM, CX-100S)으로 관찰하였고,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Cu target이 장착된 X-선 회절분
석기(Rigaku D/MAX 2500U)를 사용하였다. Cu-kα1(λ =
1.5405 Å)의 단색광을 얻기 위하여 graphite 분광기를 설
치하였으며, X선 관의 가속전압과 전류는 각각 40 kV와
100 mA로 일정하게 하고, 분당 4o씩 0.02o의 step으로
10~80o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혼합된 분말의 열
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열분석장치(TA Instruments,
SDT 2960)의 Al2O3 도가니에 일정량 담은 후 순도가
99.999%인 질소가스를 100 sccm/min으로 공급하면서 상
온부터 1150 oC까지의 온도범위에서 가열하였다. 한편, 발
진파장이 325 nm이고 광출력이 25 mW인 He-Cd 레이저
와 초점거리가 50 cm인 분광기 및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시료 정렬장치와 열전냉각식의 CCD 광검출기로 구성된
PL 측정장치(Dongwoo, Ramboss-500i)를 사용하여 상온

에서의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순수한 GaOOH 분말과 GaOOH에 ZnO를 일정량 첨가
한 혼합분말을 NH3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시료는 모두 노
란색을 띄었으며, ZnO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말의
색이 짙어졌다. Fig. 1은 GaOOH에 첨가하는 ZnO의 첨
가량이 각각 (a) 0 mol%, (b) 10 mol%, (c) 20 mol% 및
(d) 50 mol%인 혼합분말을 NH3 분위기에서 900 oC의 온
도로 1 시간 동안 열처리시킨 시료의 SEM image를 나
타낸 것이다. Fig. 1의 (a)와 (b)에 보인 것과 같이 ZnO
가 첨가되지 않은 시료와 ZnO의 첨가량이 10 mol%인 시
료의 경우 열처리 후 입자들의 크기는 직경과 길이가 각
각 0.4 µm와 2 µm 정도인 장방형 형태를 나타내었다.
ZnO의 첨가량이 20 mol%인 경우에는 Fig. 1(c)에서와 같
이 입자들의 형태와 크기가 불규칙하게 보였으며, ZnO의
첨가량이 50%인 경우에는 Fig. 1(d)에서와 같이 0.5 µm ×
0.5 µm 정도 크기의 입자들이 응집되어 있었다. 이로부터
GaOOH에 첨가되는 ZnO의 량이 증가함에 따라 합성되
는 분말의 입자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는 (a) ZnO를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GaOOH 분
말과 GaOOH에 ZnO를 각각 (b) 20 mol%, (c) 50 mol%,
(d) 80 mol%를 첨가시킨 혼합분말 및 (e) ZnO 분말을
NH3 가스 분위기에서 900 oC의 온도로 1 시간동안 열
처리시킨 각각의 시료에 대한 XRD 패턴을 나타낸 것이
다. 비교를 위해 그림의 아래에는 JCPDS 카드를 참조하
여 육방정 구조의 ZnO(80-0074)와 GaN(50-0792), 스핀넬
구조의 ZnGa2O4(38-1240) 및 monoclinic구조의 β-Ga2O3
(41-1103)에서 관찰되는 회절선의 위치를 나타내었으며,
Fig. 2(e)에는 ZnO에서 가능한 회절 면지수를 나타내었
다. 우선, ZnO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모든 시료에서 GaN
와 같은 육방정구조에서 관찰되는 회절선이 나타났으며,
ZnO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회절강도가 증가함과 동
시에 회절각 2θ가 작은 쪽으로 이동하였다. ZnO를 첨가
하지 않은 순수한 GaOOH는 Fig. 2(a)에서와 같이 GaN
에 의한 회절과 함께 β-Ga2O3로부터의 회절이 관찰되었
고, ZnO의 첨가량이 각각 20 mol%와 50 mol%인 경우
에는 Fig. 2(b)와 Fig. 2(c)에서와 같이 (GaZn)(NO)에 의
한 회절과 함께 ZnGa2O4로부터의 회절이 검출되었다. 한
편, ZnO의 첨가량이 50 mol% 이상인 시료에서는 육방정
결정으로부터의 회절 이외에는 다른 상으로부터의 회절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각 회절선이 2개로 분리되었다. 이
로부터 900 oC의 온도에서 1 시간동안 열처리에 의해
GaOOH는 β-Ga2O3의 중간상을 거쳐 GaN로 상전이를 일
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GaOOH에 첨가되는 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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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s of the samples produced by ammoniated GaOOH and ZnO mixed powder for 1 h at 900 oC under NH3 flow with
ZnO contents of (a) 0 mol%, (b) 10 mol%, (c) 20 mol% and (d) 50 mol%.

Fig. 2. XRD patterns for ammoniated GaOOH mixture with different ZnO contents of (a) 0 mol%, (b) 20 mol%, (c) 50 mol%, (d)
80 mol% and (e) 100 mol% at 900 oC for 1 h in NH3. The (hkl)
values of the hexagonal ZnO crystal faces were labeled on the figure
(e) and the XRD pseak positions refer to JCPDS cards for the hexagonal ZnO (80-0074) and GaN (50-0792), a spinel ZnGa2O4 (381240) and a monoclinic β-Ga2O3 (41-1103) were marked on the figure,
respectively.

의 량이 증가함에 따라 β-Ga2O3로부터의 회절선 강도가
감소하고 (GaZn)(NO)로 부터의 회절선 강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반치폭이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ZnO의 첨가에 의
해 육방정 구조를 갖는 GaN-ZnO 화합물의 생성과 결정
화가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GaOOH에 첨가하는 ZnO의 량을 달리하여 열
처리시킨 시료에 대한 XRD 패턴으로부터 육방정 구조에
대한 Bragg 법칙과 면간 거리의 식10)을 (102)면과 (110)
면에 적용하여 구한 격자상수 a0와 c0를 ZnO의 첨가량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서, 실선과 점선은 각각 JCPDS 카드
에 주어진 육방정 구조의 GaN와 ZnO의 a-축과 c-축의
격자상수(aGaN = 3.189 Å, cGaN = 5.185 Å와 aZnO = 3.2535
Å, cZnO = 5.2151 Å)를 연결한 것이다. 실험에서의 방법으
로 NH3 분위기에서 열처리된 GaN와 ZnO에 대해 측정
된 격자상수는 각각 a0 = 3.19 Å, c0 = 5.18 Å와 a0 = 3.26 Å,
c0 = 5.22 Å이었고, 두 축의 격자상수의 비(c0/a0)는 각각
1.62과 1.60으로서 JCPDS 카드에 주어진 값과 거의 일
치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ZnO의 첨가량에 따라 격자
상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Ga의 산화물인 GaOOH
로부터 형성된 GaN와 ZnO가 혼합되어 (GaZn)(NO) 고
용체를 이루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Ga와 Zn의 이
온반경의 크기를 고려하면 매우 타당하다.9) 즉, ZnO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GaN와 ZnO의 고용체 형성에 관여하
는 Zn 이온의 양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이온반경이 큰
Zn 원자에 의해 격자상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Fig. 2에서 ZnO가 50 mol% 이상 첨가된 경우에
X-선의 회절 피크가 분리되고 있는 사실로부터, 본 연
구의 조건에서는 ZnO의 첨가량이 50 mol%보다 작은 경
우에는 첨가된 ZnO가 (GaZn)(NO) 고용체를 형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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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the a- and c-axis lattice parameters
and ZnO contents in the ammoniated GaOOH and ZnO mixture.
The solid and dashed line connect the a- and c-axis lattice
parameter from GaN to ZnO given in the literature, respectively.

Fig. 4. XRD patterns for ammoniated GaOOH mixture with 20
mol% ZnO at different temperature of (a) 600 oC, (b) 700 oC, (c)
800 oC and (d) 900 oC for 1h. The hexagonal GaN crystal faces were
labeled on the figure, and the XRD peak positions refer to JCPDS
card for ZnO, GaN, ZnGa2O4 and a rhombohedral α-Ga2O3(06-0503)
were marked on the figure.

소모되는 것으로 여겨지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ZnO가
완전 고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는
Chen 등9)의 지적과 같이 Ga 산화물과 ZnO 사이의 반
응에 의해 생성되는 (GaZn)(NO) 고용체의 Zn의 조성이
제한된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것이다.
Fig. 4는 GaOOH에 ZnO를 20 mol% 첨가하여 각각 (a)
600 oC, (b) 700 oC, (c) 800 oC 및 (d) 900 oC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NH3 분위기에서 열처리시킨 각각의 시료에 대
한 XRD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서, 비교를 위해 그림의
아래에 JCPDS 카드를 참조하여 ZnO, GaN, ZnGa2O4
및 rhombohedral 구조의 α-Ga2O3(06-0503)에 대한 회절
선의 위치를 나타내었으며, Fig. 4(d)에는 육방정 GaN의
회절면 지수를 해당 위치에 나타내었다. 우선, Fig. 4(a)

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600 oC의 온도에서는 출발물질
인 GaOOH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ZnO가 검출되었으며,
GaOOH가 Ga산화물로 전환되는 과정중의 저온 안정상
인 α-Ga2O3와 Ga 산화물과 ZnO 사이의 반응에 의해 합
성된 ZnGa2O4가 함께 검출되었다. 즉, 600 oC의 온도에
서는 Ga의 산화물인 α-Ga2O3와 ZnGa2O4 및 출발물질인
ZnO가 함께 존재하였으며, GaN는 합성되지 않았다. 한
편, 700 oC의 온도에서는 Fig. 4(b)에서와 같이 ZnO에 의
한 회절이 소멸되고 α-Ga2O3와 ZnGa2O4 만이 검출되었
으며, 800 oC의 온도에서는 Fig. 4(c)에서와 같이 ZnGa2O4
와 함께 (GaZn)(NO) 고용체로부터의 회절이 나타났고,
900 oC의 온도에서는 (GaZn)(NO) 고용체로 부터의 회절
이 주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GaOOH는 NH3
분위기에서의 열처리에 의해 300 oC에서는 α-Ga2O3가 형
성되며, 600 oC의 온도에서 α-Ga2O3와 β-Ga2O3가 함께
존재하고, 800 oC의 온도에서 순수한 GaN가 형성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GaOOH와 ZnO 혼합분말은 산
소 분위기에서 열처리에 의해 600 oC 이상에서 ZnGa2O4
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700 oC 이상의 온도에서 단일상의
ZnGa2O4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이와 같은 사
실로부터 출발물질인 GaOOH와 ZnO 혼합분말은 NH3
가스 분위기에서의 열처리에 의해 GaOOH가 우선적으로
α-Ga2O3와 β-Ga2O3로 상전이를 일으킨 후 온도가 높아
짐에 따라 ZnO와의 반응에 의해 ZnGa2O4로 전이를 일
으키고, 80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NH3의 분해에 의해
형성된 N 원자와의 결합에 의해 (GaZn)(NO) 고용체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Fig. 5는 GaOOH에 ZnO가 20% 첨가된 혼합분말에
대한 열분석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시료의 가열과 함
께 출발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들의 증발로 인해 약
1% 정도의 무게 감량이 일어난 후 약 150 oC 부근 (1)
에서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약
400 oC의 온도까지 10%의 무게가 감량되었고, 330 oC와
380 oC 온도 부근 (2)에서의 흡열반응은 Ga 산화물의 저
온상인 α-Ga2O3 가 형성되는 동안의 열손실에 의한 것
으로 여겨진다. 또한 400~1200 oC의 온도범위에서는 특
별한 무게의 감량이 없고 급준한 발열반응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로부터 시료의 결정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580 oC 부근 (3)에서의 발열반응은
ZnO와 Ga2O3 혼합체로부터 ZnGa2O4가 합성되기 때문
에 생긴 것으로 여겨지며, 723 oC에서의 흡열반응 (4)는
ZnGa2O4와 질소의 반응에 의해 단일상의 (GaZn)(NO)가
형성되는 동안의 열손실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11) 한편
100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GaZn)(NO) 분해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분석의 결과는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출발물질인 GaOOH와 ZnO 혼합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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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rmogravimetric and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for
ammoniated powder of GaOOH mixture with 20 mol% of ZnO at
900 oC for 1 h in NH3.

Fig. 6. PL spectra for the samples ammoniated GaOOH mixture with
different ZnO mol% of (a) 0, (b) 10, (c) 20, (d) 50, (e) 80 and (f)
100 at 900 oC for 1 h under flow of NH3.

우선적으로 GaOOH가 α-Ga2O3와 β-Ga2O3로 상전이를
일으킨 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ZnO와의 반응에 의해
ZnGa2O4로 전이를 일으키고, NH3 분위기에서의 열처리
에 의해 (GaZn)(NO) 고용체를 형성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ZnO의 첨가량이 서로 다른 혼합분말을 NH3
분위기에서 900 oC의 온도로 1시간 동안 열처리시킨 시
료에 대하여 상온에서 측정한 PL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
이다. 우선 모든 시료에서 640~670 nm의 파장영역에서 반
치폭이 매우 큰 적색발광(RL)이 관찰되었으며, ZnO의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500 nm 부근에서의 녹색발광(GL)
과 400 nm 부근에서의 청색발광(BL)이 현저하게 나타났
다. 즉, 순수한 GaOOH로부터 합성된 GaN 분말의 경
우에는 Fig. 6(a)에서와 같이 주된 발광 파장이 670 nm
이고 반치폭이 200 nm인 약한 강도의 발광이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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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ZnO의 량이 증가함에 따라 RL 발광강도가 증가함
과 동시에 발광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스펙
트럼의 형태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ZnO의 첨가량이
50 mol%인 경우에는 Fig. 6(b)에서와 같이 적색 발광과
함께 410 nm에서 BL이 검출되었다. 한편, ZnO의 첨가량
이 80 mol%인 경우에는 Fig. 6(c)에서와 같이 BL 발광
강도가 RL 발광강도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500 nm 부근
에서의 GL 발광이 함께 나타났다. 한편, 순수한 ZnO를
열처리한 시료에서는 Fig. 6(d)에서 보듯이 적색과 녹색
발광과 함께 384 nm에서 반치폭이 18 nm이고 강도가 큰
발광이 나타났는데, 이는 ZnO의 에너지 갭 사이의 재
결합 발광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Zn가 도핑된 GaN
의 경우 에너지 밴드갭 부근에서의 발광과 함께 Zn와 관
련된 억셉터 준위와 자유전자 사이의 재결합에 의해 청
색(430 nm), 녹색(480 nm), 황색(560 nm) 및 적색(690 nm)
의 서로 다른 4개의 발광이 관찰된다고 보고되었다.12) 그
러나, 최근에는 GaN 결정에서 관찰되는 적색 영역에서
의 발광의 원인으로는 결정 성장과정 중에 혼입된 산소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3) 따라서 Fig.
6(a)의 ZnO가 첨가되지 않은 시료에서의 적색 발광은 출
발물질인 GaOOH로부터 합성된 GaN 결정 내에 잔류하
는 산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ZnO의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황색, 녹색 및 청색
영역에서의 발광은 GaN에서와 같이 (GaZn)(NO) 고용체
의 에너지 밴드갭 내에 서로 다른 위치에 형성된 Zn 억
셉터를 통한 재결합 발광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ZnO의
첨가량이 80 mol%인 시료에서는 Fig. 6(c)에서와 같이 넓
은 반치폭을 갖는 에너지 갭 부근 발광이 나타났는데, 이
는 (GaZn)(NO) 고용체의 에너지 밴드갭 사이의 재결합
발광과 함께 잔류되어 있는 ZnO의 에너지갭 부근 발광
및 Zn 억셉터를 통한 청색 발광이 함께 기여하였기 때
문이라 여겨진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aOOH과 ZnO 혼합 분말이 NH3가스
분위기에 의해 (GaZn)(NO) 고용체가 형성되는 과정과 상
온에서의 PL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GaOOH에 첨가되는 ZnO의 량에 따라 합성되는 분
말은 육방정 결정구조로부터의 회절특성을 보였으며, 격
자상수는 GaN로부터 ZnO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ZnO의 첨가량이 50 mol%보다 작은 경우에는 (GaZn)(NO)
완전고용체를 형성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ZnO가 완
전 고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2) 출발물질인 GaOOH와 ZnO 혼합 분말은 NH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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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분위기에서의 열처리에 의해 GaOOH가 우선적으로
α-Ga2O3와 β-Ga2O3로 상전이를 일으킨 후 ZnO와의 반
응에 의해 ZnGa2O4로 전이를 일으키고, ZnGa2O4의 표
면에서 NH3의 분해에 의해 형성된 질소 원자와 산소 원
자의 교환에 의해 (GaZn)(NO) 고용체를 형성한다.
3) 상온에서 (GaZn)(NO) 고용체의 PL 스펙트럼은 적
색, 황색, 녹색 및 청색의 발광으로 구성되었으며, 적색 발
광은 결정 내에 잔류하는 산소와 관련이 있으며, 황색, 녹
색 및 청색 발광은 (GaZn)(NO) 고용체의 에너지 밴드
갭 내에 서로 다른 위치에 형성된 Zn 억셉터를 통한 재
결합 발광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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