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4.24.10.543
Kor. J. Mater. Res.
Vol. 24, No. 10 (2014)

543

유기금속화학증착법으로 유리기판 위에 성장된

산화아연 하이브리드 구조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

김대식·강병훈·이창민·변동진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ZnO Hybrid Structure Grown on 

Glass Substrate by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Dae-Sik Kim, Byung Hoon Kang, Chang-min Lee and Dongjin Byun†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136-713, Korea

(2014년 8월 13일 접수: 2014년 9월 13일 최종수정: 2014년 9월 15일 채택)

Abstract A zinc oxide (ZnO) hybrid structure was successfully fabricated on a glass substrate by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In-situ growth of a multi-dimensional ZnO hybrid structure was achieved by adjusting the growth

temperature to determine the morphologies of either film or nanorods without any catalysts such as Au, Cu, Co, or Sn. The

ZnO hybrid structure was composed of one-dimensional (1D) nanorods grown continuously on the two-dimensional (2D) ZnO

film. The ZnO film of 2D mode was grown at a relatively low temperature, whereas the ZnO nanorods of 1D mode were grown

at a higher temperature. The change of the morphologies of these materials led to improvements of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The ZnO hybrid structure was characterized using various analytical tool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was

used to determine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nanorods, which had grown well on the thin film.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olycrystalline ZnO hybrid grown on amorphous glass substrate were investigated by X-ray diffraction (XRD). Hall-effect

measurement and a four-point probe were used to characterize the electrical properties. The hybrid structure was shown to be

very effective at improving the electrical and the optical properties, decreasing the sheet resistance and the reflectance, and

increasing the transmittance via refractive index (RI) engineering. The ZnO hybrid structure grown by MOCVD is very

promising for opto-electronic devices as Photoconductive UV Detectors, anti-reflection coatings (ARC), and transparent

conductive oxides (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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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화아연(ZnO) 은 상온에서 약 3.3 eV 정도의 넓은 밴

드갭(band gap) 에너지와 60 meV 의 큰 엑시톤 결합

에너지(exciton binding energy) 를 갖는 직접 전이형 반

도체로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

성을 나타내며 가시광 영역에서 약 80 % 이상의 광 투

과도를 가지고 있다.1) ZnO 는 II-VI 족 화합물 반도체

로서 구조적으로 Zn 층과 O 층이 교대로 위치하는 육

방정계 우르짜이트(hexagonal wurzite) 의 결정구조를 지

닌 금속 산화물 반도체이다.2) ZnO가 성장 시, 결함이 없

는 단결정으로 성장 할 경우에는 절연체의 특성을 나타

나게 되지만 결정성장 조건에 따라 비저항이 108~10-4
Ω·

cm 까지 폭 넓게 변하는 전기적 특성을 갖는다.3) 실제

로 ZnO가 박막성장 할 경우 Zn 원자와 O원자 간의 비

화학양론적(nonstoichiometric) 결합으로 인한 Zn의 과잉

이나 O 의 부족과 같은 내부 격자 결함에 의하여 전자

를 캐리어로 갖는 전형적인n형 반도체특성을 갖는다.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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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ZnO 의 우수한 광학적, 전기적 특성은 압전재료

(piezoelectric), 광전도체(photoconducting) 물질,1,5) 다이오

드(light emitting diode, LED),6) 포토다이오드(photo

diode),7) 태양전지(solar cell),8) 투명박막 트랜지스터

(transparent thin film transistor, TTFT)9) 및 디스플레이

소자 전극10)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미

래 소재로서의 중요한 물질로 간주되어 다양한 성장방

법 및 소자제작에 따른 특성평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12) 더 나아가 ZnO 를 나노크기의 다양

한 형태학(morphology) 적 나노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크

기효과 및 양자 구속효과에 따른 독특한 물리적, 화학

적 특성을 개선하여 반도체 소자에 응용하기 위한 폭 넓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ZnO 는 성장온도, 성장압력

및 II-VI 비율 등 주어진 성장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

향으로 결정성장을 하는데 각 면에 대한 성장속도를 제

어 함으로써 박막과 같은 2차원(2D) 성장 모드로 성장

하거나 나노와이어(nano-wires), 나노로드(nano-rods) 및

나노튜브(nano-tubes) 와 같은 1차원(1D) 성장모드로 성

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다차원(multi-dimensional)

의 ZnO 하이브리드 구조를 통한 박막의 표면의 거칠기

(roughness) 와 굴절률(refractive index) 엔지니어링을 이

용하여 반사율을 줄여 광 투과도 향상과 같은 광학적 특

성 개선 및 면저항을 낮추는 전기적 특성 개선에 효과

를 보였다.13-15) ZnO 나노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졸

겔법(sol-gel method), 펄스 레이저 증착법(pulsed laser

deposition), 유기금속화학증착법(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스퍼터링(sputtering) 등 다양한 방법으

로 나노구조를 성장할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self-catalyzed VLS(vapor liquid solid)

성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MOCVD 방법을 통하여 Au,

Cu, Co, Sn 등과 같은 촉매 없이 단순한 성장온도의 조

절만으로 박막위에 나노로드를 효과적으로 in-situ 성장

하여 ZnO 하이브리드 구조를 완성하였다. 또한 하이브

리드 구조를 통해 굴절률을 변화 함으로써 광학적 특성

을 개선 할 뿐만 아니라 전기적 저항을 낮춤으로써 전

기적 특성 또한 개선하여 기존 물성의 특성을 더욱 극

대화 할 수 있는 기술로, 효율개선에 효과적이며 더욱 다

양한 응용 분야에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러한 ZnO 하이브리드 구조의 최적화된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1단계 공정에서는 ZnO 박막의

두께를 다르게 진행하고 2단계 공정에서는 ZnO 나노로

드의 성장온도를 다르게 진행하였다. 각각의 성장 조건

이 다른 ZnO 하이브리드 구조에 대한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최적화된 성장 조건을 찾을 수 있

었다.

2. 실험 방법

ZnO 하이브리드 구조는 MOCVD장비를 이용하여 기

판의 온도를 조절하며 비정질(amorphous) 유리 기판

(Corning 0215, 20 × 20 × 1 mm3) 위에 ZnO 박막을 성

장한 후, ZnO 나노로드를 ZnO 박막 위에 in-situ 성장

함으로써 완성하였다. 유리기판은 아세톤(99.5 %), 메틸알

콜(99.5 %), 초청정수(de-ionized water) 의 순서로 각각

10분씩 초음파 세척기로 세정한 후에 질소 가스를 사용하

여 건조시켰다. MOCVD를 위하여 Zn 소스로써 Diethyl-

zinc(DEZn, Zn(C2H5)2) 를 사용하였으며 반응물질로써 산

소 가스(O2, 99.995 %) 가 사용되었다. DEZn 소스는 아

르곤(Ar, 99.999 %) carrier 가스로 전송되는 버블러(bub-

bler) 를 이용하여 반응기 내부로 유입되었으며, 과도한

증기압을 낮추기 위해 10 oC로 유지하였다. 반응기로 유

입되는 II-VI 의 비율을 고정하기 위해 DEZn의 유입량

은 MFC를 이용하여 아르곤 가스의 유속을 30 sccm으

로 고정하였으며 산소의 유속은 300 sccm 으로 고정하

였다. ZnO 가 성장하는 동안 반응기 내부의 압력은 2~3

Torr 로 유지하였다. ZnO 하이브리드의 성장 조건은 Fig.

1의 (a) 와 같이 두 단계로 진행 되었다. 첫 번째 단계

는 ZnO의 2D성장조건으로 400 oC 에서 공정을 진행하

여 ZnO 박막을 성장한 후 기판의 온도를 올려 ZnO의

1D 성장조건인 두 번째 단계를 연속적으로 진행 함으로

써, 어떠한 촉매없이 단순한 성장온도의 조절만으로 박

막위에 나노로드가 올라간 ZnO 하이브리드 구조를 완

성하였다. 하이브리드 구조로 성장된 ZnO의 광학적, 전

Fig. 1. (a) Process chart of growth condition for a multi-dimen-

sional ZnO hybrid structure, (b) sample number of ZnO hybrid

structures grown by various growt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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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특성개선을 위한 최적의 성장조건을 알아보기 위

해 첫 번째 단계의 성장조건은 시간을 다르게 진행하여

ZnO 박막의 두께를 다르게 하였고, 두 번째 단계의 성

장조건은 온도를 다르게 진행하여 성장온도에 따라 특

성이 다른 ZnO 나노로드를 성장하여 Fig. 1 의 (b) 와

같이 성장조건이 다른 6 종류의 ZnO 하이브리드 구조

를 성장하였다. 

다양한 성장 조건에 따라 성장된 ZnO 하이브리드 구

조는 FE-SEM(Hitachi, S4800) 으로 표면의 형태를 확인

하였다. 비정질의 유리기판 위에 성장한 ZnO 하이브리

드 구조의 결정 구조 및 결정 성장 방향과 같은 특성

은 XRD(RigakuD)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UV/Visible

spectrophotometer(Jasco, UV-670) 를 사용하여 300~1200

nm 사이의 파장 범위에서 ZnO 하이브리드 구조의 투

과도와 반사도를 측정하였고, 비저항, 운반자 농도, 이동

도 및 면저항과 같은 전기적 특성은 실온에서 Hall mea-

surement system 과 four-point probe 를 통해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 는 공정시간을 다르게 진행하여 성장된 ZnO 표

면상태를 FE-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400 oC 에서 10

분동안 성장한 ZnO 박막(Fig. 2(a)) 의 두께는 150 nm

이고 20분 동안 성장한 ZnO 박막(Fig. 2(b)) 의 두께는

230 nm 로 공정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박막의 두께가 두

꺼워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샘플 모두 표면에 작은

ZnO 알갱이들이 서로 밀집한 상태를 보이며, 2D로 성

장한 ZnO 가 유리기판 위에 박막의 형태로 잘 성장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은 다양한 성장 조건에서 합성된 ZnO 하이브

리드 구조의 모습을 FE-SEM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 이

다. Fig. 3(a)-(c) 는 400 oC 에서 10분동안 2D 성장모드

로 공정을 진행한 후 (a) 는 800 oC, (b) 는 700 oC, (c)

는 600 oC 의 각 온도에서 20분 동안 1D 성장모드로

공정을 진행하였고, Fig. 3(d)-(f) 는 400 oC 에서 20분동

안 2D 성장모드로 공정을 진행한 후 (d) 는 800 oC, (e)

는 700 oC, (f) 는 600 oC 의 각 온도에서 20분 동안 1D

성장모드로 공정을 진행하여 성장한 ZnO 하이브리드 구

조이다. 다양한 조건으로 성장한 ZnO 하이브리드 구조

모두 박막과 나노로드의 계면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

려웠으나 ZnO의 작은 알갱이들이 서로 밀집되어 성장

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게 로드로 성장한 부분

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각각의 성장조건에 따

라 하이브리드구조의 두께, d, 는 No. 1(d = 510 nm), No.

2(d = 670 nm), No. 3(d = 630 nm), No. 4(d = 510 nm), No.

5(d = 800 nm) 그리고 No. 6(d = 670 nm) 로 나타났다. 이

것은 ZnO 하이브리드 구조가 어떠한 촉매 없이 고온으

로 인해 형성된 Zn의 작은 물방울(droplets) 들이 촉매

로 작용하여 self-catalyzed VLS 성장 메커니즘으로 합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17-19) 즉, 419.5 oC의 녹는 점을

갖는 Zn 가 기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노크기의

Zn 물방울들이 ZnO 박막 표면에 형성되고 산소와 반응

을 하여 나노크기의 ZnO 생성핵을 형성하게 된다.20,21)

이러한 박막 표면에 형성된 ZnO 생성핵은 1D방향의 성

장을 유도하여 결국 ZnO 하이브리드 구조를 만들게 된

다. 성공적으로 유리기판 위에 성장된 ZnO 하이브리드 구

조의 표면은 ZnO 박막의 표면에 비해 거칠기(roughness)

가 매우 큰 것을 확인 하였고 각각의 성장조건에 따라

1D로 성장한 나노로드의 형태가 다르게 성장한 것을 보

이고 있다. 

Fig. 4 는 조건 별 성장된 ZnO 박막과 하이브리드 구

조에 대한 XRD 측정 결과이다. Fig. 4(a), (b) 는 ZnO

하이브리드 구조의 XRD 측정 결과로, ZnO 하이브리드

구조가 비정질의 유리기판 위에 다결정(poly-crystalline)

으로 성장 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4(c) 와 (d) 는

ZnO 박막의 XRD 측정 결과로 ZnO 박막이 하이브리

드 구조에 비해 [002] 방향으로 우선배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 하였다. 20o< 2θ < 80o구간에서 ZnO 육

방정계 [002] 방향의 우선배향 정도, F, 는 Lotgerings

method22) 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10분 동안 성장

한 150 nm 두께의 박막과 20분 동안 성장한 230 nm 두

께의 박막은 각각 F = 0.25와 F = 0.22 로 ZnO 하이브리

드 구조의 우선배향보다 모두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

양한 조건으로 성장된 ZnO 하이브리드 구조의 육방정계

[002] 방향으로 우선배향 정도는 No. 1(F = 0.39), No. 2(F

= 0.63), No. 3(F = 0.64), No. 4(F = 0.30), No. 5(F = 0.33)

Fig. 2. FE-SEM images with top view (top) and cross-sectional view

(bottom) of ZnO film on glass substrate at 400 oC for different

growth time (a) for 10 min., (b) for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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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No. 6(F = 0.61) 로 나타났다. 

Fig. 5 는 두께가 다른 ZnO 박막의 300 nm~1200 nm

사이 파장에 대한 투과도와 반사도를 비교하여 나타내

었다. 두께가 다른 두 박막의 광학적 특성은 투과도와

반사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반사도가 낮아지면 상

대적으로 투과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두께가 150

nm 인 박막의 반사도의 평균은 약 16.5 % 이고 두께가

230 nm 인 박막의 반사도 평균은 약 15.2 % 로 다소 차

이를 보였으나 투과도의 평균은 약 77 % 로 동일한 결

과를 얻어 유리기판의 반사도(약 7.7 %) 와 투과도(약

89.7 %) 보다 낮은 광학적 특성을 보였다. 또한 ZnO 밴

드갭에 기인한 흡수영역에 해당하는 약 380 nm 이하의

Fig. 4. XRD patterns of (a, b) ZnO hybrid structures as function of various growth conditions, (c) ZnO film for 10 min. (Thickness:

150 nm) and (d) ZnO film for 20 min. (Thickness: 230 nm).

Fig. 3. FE-SEM images with top view (left) and cross-sectional view (right) of ZnO hybrid structures as function of 1st step growth

conditions (a-c) for 10 min. and (d-f) for 20 min. as function of 2
nd

 step growth conditions (a, d) at 800
o
C, (b, e) at 700

o
C and (c, f)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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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투과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을 확인 하였

다. 반면에 약 380 nm 이하의 영역에서 반사도를 보면

ZnO 의 흡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일

부가 반사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ZnO 박막의 표

면 거칠기가 낮아 표면에서 전반사를 일으켜 ZnO 박막

내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Fig. 6 은 조건 별 성장된 ZnO 하이브리드 구조의

300 nm~1200 nm 사이 파장에 대한 투과도와 반사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ZnO 하이브리드 구조는 다양한 성

장 조건에 따라 각각의 다른 광학적 특성을 보였지만 투

과도와 반사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ZnO 박막

과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일부 샘플에서 반사도가 개선되어 유리기판보다 낮은 반

사도를 보였고 이는 투과도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ZnO 흡수영역을 제외한 약 380 nm 이상의 파장 영역에

서는 유리기판과 거의 동등한 투과도를 갖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또한 약 380 nm 이하의 영역에서는 투과

도와 반사도 모두 급격히 감소하며 광 흡수도, A, 는

No. 1(A = 96.3 %), No. 2(A = 97.3 %), No. 3(A = 97.5

%), No. 4(A = 95.4 %), No. 5(A = 97.9 %) 그리고 No.

6(A = 97.7 %) 로 나타났고 ZnO 박막에서의 흡수도(150

nm두께의 박막 A = 60.1 %, 230 nm 두께의 박막 A =

73.1 %)에 비해 광 흡수도가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ZnO 하이브리드 구조가 표면의 거칠기를 유

발할 뿐만 아니라 굴절률(reflective index) 변화를 야기

하여23,24) 반사도를 낮추는 효과를 얻어 ZnO 내부로 들

어오는 광자(photon) 의 양을 증가 시키는데 도움이 된

다는 결론 얻을 수 있었다. 결국 ZnO 하이브리드 구조

를 통한 반사도개선이 ZnO의 밴드갭 이상의 파장영역

에서 투과도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밴드갭 이하

의 파장영역에서 흡수도 향상에 영향을 미쳐 반사방지

막 또는 UV-detector와 같은 광소자재료로써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7은 조건 별 성장된 ZnO 박막과 하이브리드 구

조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Fig. 7(a) 는 박

Fig. 6. (a, b) Optical transmittance spectra of ZnO hybrid structures as function of various growth conditions, (c, d) optical reflectance

spectra of ZnO hybrid structures as function of various growth conditions.

Fig. 5. (a) Optical transmittance spectra of ZnO films and bare

glass, (b) optical reflectance spectra of ZnO films and bare glass.



548 김대식·강병훈·이창민·변동진

막 또는 하이브리드 구조의 형태로 증착된 ZnO 의 면저

항을 측정한 결과로 102~105
Ω/□ 의 결과를 나타났다. 다

양한 조건에 따라 성장된 ZnO 하이브리드 구조의 면저

항은 각자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박막의 면저항 보다 낮

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도핑(doping) 없이 하

이브리드 구조를 통한 ZnO 박막의 면저항 특성이 개선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박막의 성장조건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두 번째 단계의 추가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열

처리를 통한 결정성의 향상으로 인해 박막내부의 전자

의 산란중심(scattering center) 의 원인이 되는 결정립계

(grain boundary) 의 면적이 줄어들어 전기적 특성이 향

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7(b)-(d) 의 전기적 특성의

결과는 비저항이 약 10−1~100
Ω·cm, 전송자의 이동도

가 약 8~40 cm2V−1S−1그리고 전송자의 농도가 약 1017~

1018 cm−3 로 박막 또는 하이브리드 구조의 형태로 증착

된 ZnO 는 모두 n 형 반도체 특성을 보였다. 이는 ZnO

결정성장시 원자의 비율이 1:1인 구조에서 벗어나 비화

학양론(nonstoichiometric) 구조를 가지고 성장하며 이 때

문에 Zn1+xO 형태의 Zn interstitial(Zni
x)과 ZnO1-x 형태의

oxygen vacancy(Vo
x) 와 같은 결정결함을 내부에 포함하

고 있어 온도효과에 의해 이온화 되었을 경우 전기전도

에 기여하게 되어 전기적 전도특성을 보이게 된다.25) 

Fig. 8 은 조건 별 성장된 ZnO 박막과 하이브리드 구

조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는 그

래프이다. 단순히 박막으로 성장된 ZnO 의 광학적 특

성은 300~1200 nm 영역에서 약 77 % 의 평균 투과도

를 보이는 반면 하이브리드 구조로 성장된 ZnO 의 광

학적 특성이 향상되어 동일 파장 영역에서의 평균 투과

도, T, 는 No. 1(T = 81.4 %), No. 2(T = 83.4 %), No. 3

(T = 82.5 %), No. 4(T = 78.2 %), No. 5(T = 80. 4 %) 그

리고 No. 6(T = 79.4 %) 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히 박막

으로 성장된 ZnO 의 전기적 저항 특성은 104~105
Ω/□

정도의 높은 면저항 값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하이브리드

구조로 성장된 ZnO 의 전기적 저항 특성이 개선 되어

102~103
Ω/□ 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박막형태

로 성장된 ZnO에 비해 하이브리드 구조로 성장된 ZnO

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No. 2 의 경우는 광학적 특성에 있어 높은 개선을 보

였으며, No. 6 의 경우는 전기적 특성에 있어 높은 개

선을 보였다. 

4. 결  론

다양한 조건에서 성장한 다차원(multi-dimensional) 의

ZnO 하이브리드 구조가 유리기판 위에 MOCVD 방법

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성장하였다. ZnO 하이브리드 구

조는 Au, Cu, Co, Sn 등과 같은 촉매 없이 Zn 의 작

은 물방울(droplets) 을 통한 self-catalyzed VLS 성장

메커니즘으로 합성되었다. X선 회절 분석 결과, 비정질

Fig. 7. Electrical properties (a) sheet resistance, (b) resistivity, (c) mobility and (d) carrier concentration of ZnO film and hybrid structures

on glass fabricated by using MOCVD without d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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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기판 위에 성장한 모든 ZnO 하이브리드 구조는 다

결정(poly-crystalline) 성장한 것을 확인 하였으며, 박막

으로 성장된 ZnO에 비해 [002] 방향으로 우선배향 성

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구조를 통해 표면의

거칠기(roughness) 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굴절률(re-

fractive index) 변화를 야기하여 평균 반사도를 낮추고

평균 투과도를 향상 하는 광학적 특성을 확인 하였다.

더 나아가 도핑(doping) 없이 ZnO 박막의 저항 특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MOCVD를 통해 온

도조절만으로 합성된 ZnO 하이브리드 구조는 광학적, 전

기적 특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

다. 더 나아가 단순한 나노구조의 형태학적 변화만으로

기존 물성의 특성을 더욱 극대화 하여, 효율개선에 효

과적이며 더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반사방지막, 투명전극 및 UV-detector와 같

은 광전소자재료로써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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