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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ffect of thermal annealing on activating phosphorus (P) atoms in ZnO nanorods (NR) grown using a

hydrothermal process was investigated. NH4H2PO4 used as a dopant source reacted with Zn2+ ions and Zn3(PO4)2 sediment was

produced in the solution. The fact that most of the input P elements are concentrated in the Zn3(PO4)2 sediment was confirmed

using an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After the hydrothermal process, ZnO NRs were synthesized and their PL peaks

were exhibited at 405 and 500 nm because P atoms diffused to the ZnO crystal from the Zn3(PO4)2 particles. The solubility

of the Zn3(PO4)2 initially formed sediment varied with the concentration of NH4OH. Before annealing, both the structural and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P-doped ZnO NR were changed by the variation of P doping concentration, which affected the

ZnO lattice parameters. At low doping concentration of phosphorus in ZnO crystal, it was determined that a phosphorus atom

substituted for a Zn site and interacted with two VZn, resulting in a PZn-2VZn complex, which is responsible for p-type

conduction. After annealing, a shift of the PL peak was found to have occurred due to the unstable P doping state at high

concentration of P, whereas at low concentration there was little shift of PL peak due to the stable P doping state.

Key words P-doped ZnO, annealing effect, hydrothermal method.

1. 서  론

ZnO는 넓은 밴드갭 에너지(3.3 eV)와 높은 엑시톤 결

합에너지(60 meV)를 가지며 저온 수열합성법으로 저비용

대면적 합성이 가능하여 ultra violet light 센서 및 light

emitting diode(LED)를 위한 소재로서 연구가 계속 진행

되고 있다.1-2) 최근 수열 합성 기반 ZnO 나노로드를 적

용하여 소자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LED의 효율

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5) ZnO 나노로

드 기반의 LED는 ZnO와 격자상수가 비슷한 p-type 반

도체물질을 이용한 이종 접합이 고려되고 있지만, 격자

상수 차이로 인해서 접합부분 계면 저항이 높아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6) 이와는 다르게 도핑에 의

한 p-type ZnO와의 동종접합을 사용할 경우 계면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ZnO 동종접합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p-type ZnO 확보가 필수적이나 ZnO 격자

내 dopant의 낮은 용해도와 deep impurity level, native

defects에 의한 상쇄 효과로 p-type 특성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7) 특히 ZnO의 native defects(O vacancy,

Zn interstitial, Zn anti-site)는 자연적으로 ZnO가 n-type

특성 가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hole을 상쇄시켜 p-type

특성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8) 

P-type ZnO을 확보하기 위해서 5족 원소 도핑이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9-10) 5족 원소 중 nitrogen(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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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ZnO 내에서 shallow level을 이룰 수 있지만, ZnO

결정 내에서는 N2 분자에 의해 도핑효과가 상쇄되고 외

부로 확산하여 도핑특성이 지속적이지 못한 단점을 지

니고 있다. 반면 phosphorus(P)를 사용할 경우 그 원소

크기가 oxygen(O) 보다 크기 때문에 쉽게 확산이 일어

나지 않아 좀 더 안정적인 p-type 도핑 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온 수열 합성법으로 P 원소를 도핑

할 경우, P 원소가 ZnO 결정내에 침입형 원소로 존재할

확률이 높아, 도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열처리가 필수적이

다.12) 그러므로 P-type ZnO을 확보하기 위한 열처리 전

후의 P 원소의 도핑 활성화에 따른 ZnO 결정성의 변화

를 관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 수열합성법을 사용하여 P-doped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켰고, 안정적인 P 도핑 활성화를

위한 열처리 효과를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solution 내

NH4OH 농도조절을 통하여 P-doped ZnO 나노 로드의

광학적, 구조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P-doped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키기 전에 동종접합을

이루기 위해서 n-type ZnO 나노로드를 aluminum-doped

ZnO(AZO) 박막 위에 성장시켰다. AZO 박막은 radio

frequency(RF) magnetron sputtering를 사용하여 glass 기

판 위에 증착하였다. n-type ZnO 나노로드의 수열합성

을 위해 zinc acetate [Zn(AC)2·2H2O, 0.03 M], hexa-

methylenetetramine [HMTA, 0.03 M], ammonium hydroxide

28% NH3 수용액 [NH4OH, 4 vol%]을 사용하였다. 각각

의 시료는 3차 증류수에 완벽히 녹인 후 반응 용기에

섞어 주었다. 기판은 반응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반응 용

액에 넣고, 95 oC 오븐에서 3시간 동안 수열 합성을 진

행하였다. P-doped ZnO 나노로드는 n-type ZnO 나노로

드 위에 직접 성장하였다. P-doped ZnO 나노로드를 형

성하기 위해서 zinc acetate [Zn(AC)2·2H2O, 0.03 M],

hexamethylenetetramine [HMTA, 0.03 M], ammonium phos-

phate [NH4H2PO4, 0.001M]를 사용하였고, NH4OH 농도

를 0~3 vol%로 조절하면서 95 oC 오븐에서 3시간 동안

성장시켰다. P 도핑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rapid thermal annealing system을 사용하여 산소 분위기

에서 500 oC, 1시간 동안 열처리를 하였다.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FESEM, JEOL-7001F)를

사용하여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EDS) 분석과 샘

플의 표면 구조를 분석하였고, photoluminescence(PL) 특

성은 He-Cd laser(λ = 325 nm)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는 수직 성장시킨 n-type ZnO 나노로드를 나

타낸다. n-type ZnO 나노로드의 직경은 약 100 nm, 길이

는 1.5 µM 정도이고 육각형 단면을 가지고 있다. P-doped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켜 p-n 동종접합을 이루기 위해

서 앞서 보고된 방법으로 P 소스인 NH4H2PO4를 사용

하여 수열합성 공정을 진행하였다. Fig. 1(b)는 새롭게 성

장한 ZnO 나노로드가 n-type ZnO 나노로드와 수직 접

합을 이루며 성장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판 전체에

걸쳐 성장한 영역이 불규칙한 것을 Fig. 1(c)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NH4H2PO4를 사용한 수열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침전물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

며 그 관련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11)

3Zn2+ + 2[H2PO4]
−+ 4H2O→ Zn3(PO4)2·H2 O(c) + 4H+

P-doped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P 원소

가 ZnO 나노로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

수적이며 용액 내부에서 P 원소 확산은 대부분 Zn3(PO4)2

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P 원소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먼저 수열합성법

Fig. 1. (a) FESEM images of undoped ZnO NWs grown on an aluminum doped ZnO coated glass substrate, (b) P-doped ZnO grown

on undoped ZnO NWs without NH4OH, and (c) top view image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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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따른 침전물 특성을 분석하였고, 침전물의 SEM,

EDS, PL 분석결과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SEM 분석

을 위해서 침전물을 에탄올에 분산시킨 후 drop casting

방법으로 glass 기판 위에 뿌려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침

전물의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겔(gel) 상태로 존재하는

침전물의 SEM 사진은 Fig. 2(a)에 나타내었고 수열 합

성 이후, 이 침전물은 용액상에서 생성된 micro 크기의

ZnO 입자와 뭉쳐져 있음을 Fig. 2(b)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c)는 침전물 내부의 원소비율을 EDS로 측

정한 결과로 Zn 67.47 at%, O 20.38 at%, P 11.03 at%로

P 원소가 침전물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Fig. 2(d)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온에서 생성된

침전물의 경우 ZnO 결정의 일반적인 PL peak이 나타나

지 않았고, 수열 합성 이후에는 405 nm와 약 550 nm에

서 전형적인 ZnO 결정의 PL peak이 관찰되었다. 약 550

nm 영역의 PL peak은 ZnO의 deep level emission과 연

관이 있고, 405 nm peak은 ZnO의 near band edge(NBE)

emission으로 판단되며, 이상적인 ZnO의 NBE peak (380

nm)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심한 red shift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수열합성 용액에서 생성된 ZnO

결정에 Zn3(PO4)2 침전물이 응집하고 ZnO 결정 내부로

P 원소 확산이 일어나 acceptor level을 형성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ZnO 내로의 P 도핑을 위해 침전물이 중

요한 도핑 소스로서 역할을 하지만, Fig. 1(c)에서 볼 수

있듯이 침전물이 Zn 이온의 접근을 막아 기판 전체에

ZnO 나노로드 성장영역을 불균일하게 함을 알 수 있었

다. 더 나아가 용액에서 생성된 ZnO 입자의 경우, 수용

액 내부를 부유하는 침전 입자와 결합하여 P 도핑이 일

어나지만 기판에서 성장하는 ZnO 경우 침전물 Zn3(PO4)2

에서 P 원소 확산 확률이 낮아 도핑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핑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 본 연구에서는 NH4OH 농도를 조절하여 P-doped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켰다. Fig. 3(a-c)는 NH4OH 농

도에 따른 P-doped ZnO의 나노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NH4OH 농도가 3 vol% 조건에서 성장한 P-doped ZnO는

서로 뭉쳐져 박막의 형태로 성장하였고, NH4OH 농도가

Fig. 2. (a, b) FESEM images of sediments Zn3(PO4)2: (a) before hydrothermal process, (b) after hydrothermal, (c) EDS data of sediments,

and (d) PL spectra of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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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ol% 조건에서는 접합계면에서 박막으로 성장한 뒤 원

뿔형 나노구조를 가진 nanoneedle의 형태로 성장하였다.

NH4OH 농도가 1 vol% 일 때는 약 70 nm의 직경과 약

400 nm길이의 길이를 가진 P-doped ZnO 나노로드가 촘

촘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P 도핑과 용액 내의 pH 변화의 효과로 판단된다. 

수용액의 pH가 높아지면 침전물 Zn3(PO4)2의 용해도가

높아져 용액 내의 P 원소의 농도가 상승하게 된다.11) 그

결과 ZnO로 P 원소가 확산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어 P

도핑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반대로 pH가 낮을 때는 침

전물의 용해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용액 중 P 원

소의 농도가 낮아 도핑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반면 NH4OH가 3 vol% 일 때는 높은 P 이온 농도로 인

해서 polar 방향 성장이 억제되고 nonpolar 방향 성장이

촉진되면서 나노로드 형태가 아닌 박막의 형태로 성장

하게 된다. 

열처리 전후로 NH4OH 농도에 따른 P-doped ZnO 나

노로드의 광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온 PL 분석

결과를 Fig. 4(a) 에 나타내었다. NH4OH 1, 2, 3 vol%

농도에서 성장한 P 도핑된 ZnO NBE peak은 열처리 전

각각 386, 380, 372 nm 에 위치에 있고, 열처리 후 385,

385, 382 nm에 위치에 있다. 도핑하지 않은 ZnO NBE

peak (380 nm)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열처리 전 P-doped

ZnO 나노로드는 NH4OH 3 vol% 조건에서 NBE peak이

blue shift 되었고 NH4OH 1 vol% 조건에서 red shift가

일어났다. 열처리 이후 NH4OH 3 vol% 조건에서 NBE

peak의 폭이 넓어지며 red shift가 되었고 deep level emis-

sion 영역의 peak이 상승하였다. NH4OH 2 vol% 조건에

서는 열처리 이후 NBE peak의 red shift만 관찰 되었고,

NH4OH 1 vol%에서는 peak의 shift가 거의 발생하지 않

았다.

이러한 NBE peak의 shift는 ZnO 결정 내부의 P 도핑

농도와 연관이 있다. ZnO 결정 내부의 P 원소 농도가

낮을 때(NH4OH 1 vol%) P 원소가 Zn site를 치환하여

PZn-2VZn complex defects를 형성하게 된다. PZn-2VZn

complex는 p-type 특성을 나타내는 defect로서 VZn(3.06

eV)를 형성한 효과로 NBE emission은 red shift가 일어

나게 된다.13) P 농도가 높을 때는 P 원소가 O site를 치

환하고 ZnO 결정내부로 침입한 interstitial P 와 상호작

용하여 n-type 특성을 나타내는 (P2)O defect를 형성하게

된다. P-Zn (2.23 Å) 결합 길이가 Zn-O (2.00 Å) 결합길

이 보다 크기 때문에 P 원소에 의해 lattice distortion이

Fig. 3. FESEM images of P-doped ZnO grown on undoped ZnO NWs depending on NH4OH concentration vol%: (a) 3 vol%, (b) 2 vol%,

and (c) 1 vol%. 

Fig. 4. (a) Room-temperature PL spectra of P-doped ZnO depending on NH4OH concentration, (b) de-convoluted PL spectrum of P-doped

ZnO NR grown by NH4OH 3 vo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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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그 결과 NBE peak이 blue shift 하게 된다.

또한 P 도핑 농도의 차이는 열처리 이후 ZnO 나노로

드의 물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NH4OH 1 vol% 조

건에서는 P 원소가 이미 활성화가 되어 PZn-2VZn com-

plex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열처리 이후에도 NBE peak

shift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NH4OH 2 vol%

조건에서는 높은 P 농도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inter-

stitial P 원소들이 열처리 이후 활성화가 일어나 PZn-2VZn

complex를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NBE peak이 red

shift 하게 된다. 한편 NH4OH 3 vol% 조건에서는 ZnO

결정 내부의 P 농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하여 ZnO 결정

의 내부에 많은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PL

peak들은 Fig. 4(b)에 나타내었다. P 도핑이 활성화 되

면서 405 nm VZn peak이 관찰되지만, 과도한 P 원소의

주입으로 인한 ZnO 결정의 내부 결함으로부터 가시광 영

역에서 에서 넓은 폭을 가진 427 nm, 500 nm peak이 관

찰 되었다. 427 nm peak은 Zni(2.9 eV)와 관련이 있고,

500 nm peak은 Oi(2.28 eV), OZn(2.38 eV) defect와 관련

이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p-type ZnO 합성을 위해서

ZnAC, HMTA, NH4H2PO4를 사용하여 P-doped ZnO 나

노로드을 수열합성법으로 성장시킨 후 열처리 효과를 관

찰 하였다. NH4H2PO4를 사용할 경우 용액 내 Zn 이온

과 침전 반응을 하여 Zn3(PO4)2 침전물을 생성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 상온에서 Zn3(PO4)2 침전물이 생성 되었을

때는 PL peak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열 합성 이후 침

전물 내부에 성장한 ZnO 나노로드의 경우 침전물 내부

의 P 원소가 ZnO로 확산하여 p-type level의 PL peak

(405 nm)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열합성 용액에

서 P 원소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하여 NH4OH 농도를 조

절하였다. 열처리 전 PL 분석에서 P 도핑농도가 낮을 때

는 PL NBE peak은 red shift 되었고, P 도핑 농도가 증

가할 경우 blue shift가 되었다. 열처리 후 고농도 NH4OH

조건에서 PL peak은 NBE emission이 red shift 되고,

peak의 폭이 넓어지며, defect peak이 상승하였다. 저농

도 NH4OH 조건에서는 peak의 증가는 보이나 shift 효

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고농도 NH4OH 조건에서는

ZnO 내부의 높은 P 원소 농도로 인하여 불안정하게 도

핑이 되고, 저농도 NH4OH 조건에서 ZnO가 안정하게 P

원소로 도핑된 효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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