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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urtzite nanomaterials, such as ZnO, GaN, and InN, have become a subject of grea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terest as they
simultaneously have piezoelectric and semiconductor properties. In particular, the piezoelectric potential (piezopotential) created by
dynamic straining in the nanowires drives a transient flow of current in the external load, converting mechanical energy into electricity.
Further, the piezopotential can be used to control the carrier generation, transport, separation, and/or recombination at the metal-
semiconductor junction or p-n junction, which is called the piezophototronic effect. This paper reviews the recent advances on the
piezophototronic effect to better use the piezophototronic effect to control the carrier generation, transport, separation and/or
recombination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optoelectronic devices, such as photon detectors, solar cells and LEDs. This paper
also discusses several research and design studies that have improved the output performance of optoelectron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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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PZT (PbZrO3), 석영 (Quartz) 등의 압전 특성을

갖는 재료는 센서, 엑츄에이터, 에너지발전소자 등 다양

한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이 연구되고 있

는 압전 재료의 경우, 대부분 절연 또는 비반도체성 특성

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자소자 또는 광전자소자 등에 융

합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ZnO, GaN, InN,

CdS 등과 같이 압전 특성을 갖는 wurtzite 구조의 반도체

재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압전 특성과 반도체 특성을 동시에 나타냄으로써, 압전

특성을 이용한 에너지발생장치, FET, 다이오드, 센서 등

과 같은 획기적인 전자소자의 제작의 포석을 마련하고 있

다.
1,2)

 특히, 압전 특성을 융합한 유연전자소자 제작, 압전

전계에 의한 에너지 밴드 변형 및 자유캐리어들의 이동

도 제어 등의 획기적인 새로운 압전소자 분야를 창출하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물질이

ZnO 나노구조물이다. c-축으로 성장된 ZnO 나노와이어에

응력을 가해주면 와이어 내부에 압전 전계가 형성하게 된

다. 이 압전 전계는 ZnO와 이종물질 간의 국부적인 쇼트

키 장벽 높이에 영향을 주어 두 물질 인터페이스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에 따라 내부 대전된 캐리어 이동도

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압전 재료와 이종재료 간의 접

합에서, 국부적인 압전 전계는 대전된 캐리어의 거동과 그

와 관련된 광전자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압전

특성, 광전특성, 반도체 특성이 결합되어 캐리어의 발생, 이

동, 재결합 등의 상호거동을 통칭하여 “Piezophototronic 효

과”라 한다.
1,2)

 본 연구에서는, 현재 “Piezophototronic 효과”

에 의한 광전소자의 구동 및 거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2. Piezo-Phototronic 효과의 메커니즘

“Piezophototronic 효과”는 2010년 미국 조지아공대의 Z.

L. Wang 교수 연구그룹에서 처음으로 실험결과 및 메커니

즘을 처음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p 타입 반도체와 n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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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반도체가 접합을 형성하게 되면, p 타입 물질 내부의

정공과 n 타입 물질 내부의 전자는 국소전기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확산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내부 접합

부근에 공핍층이 형성하게 된다. 광전자 특성을 갖는 소

자는, 접합부분에서의 전자와 정공의 거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이는 국소전기장의 분포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때 접합부분에서의 압전 전계이 인가되면, “에너지 밴

드 구조의 변화”, “압전 반도체물질 내부에 존재하는 분

극화에 의한 접합을 벗어난 에너지 밴드 구조 변형”, “국부

적으로 형성된 압전 전계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캐리어의

재분포에 따른 공핍층의 변화”와 같은 큰 영향을 준다.

접합 부근 n 타입 반도체 내에 양극(+)의 압전 전계가 작

용하면 에너지 밴드는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음극(−)의

압전 전계가 작용하게 되면 에너지 밴드가 올라가게 된

다.
2,3)

 Fig. 1과 같이 이러한 압전 전계에 의한 에너지 밴

드 구조의 제어는 전자-정공의 재결합 혹은 분리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LED 혹은 태양전지와 같은 광

전자 소자 효율 향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3. Piezo-Phototronic 효과를 위한 나노재료 및 구조

“Piezophototronic 효과”를 응용하기 위한 재료로써, 큰

기계적 응력에도 버틸 수 있는 박막, 나노아이어, 나노벨

트와 같은 1D (dimension), 2D의 구조가 이상적이다. 이

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로써는 ZnO, GaN, InN, CdS와 같

은 압전 특성을 갖는 동시에 모폴로지 제어가 용이한 물

질이 있다. 특히, ZnO는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

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이다. ZnO는 CVD법을 이용하여

높은 특성을 갖는 나노구조의 합성이 가능하고, 용액합성

법을 이용하여 유연기판 위 저온성장에 용이하며, 어느

기판 위에서도 쉽게 성장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법을

이용한 ZnO 성장의 경우, 튜브형 퍼니스 (furnace) 안에

서 ZnO 파우더와 카본 (Carbon) 파우더를 혼합한 소스를

가지고 900도 이상의 온도에서 합성을 한다. 이 방법의

경우 촉매, 성장 온도, 성장 시간의 제어를 통하여 다양

한 모폴로지의 ZnO 성장이 가능하다.
4,5)

 용액합성법을 이

용한 ZnO 나노구조의 성장은 유연기판 위 직접적인 나

노구조에 성장이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써 현재 가장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 ZnO 합성은 기판 위에 씨드층을 얇

게 증착시킨 후 zinc nitrate hexahydrate (Zn Nitrate)와

Hexamethylenetetramine (HMT)가 용해된 용액 내에 담궈

90도 이하의 온도에서 성장이 이루진다. Zn Nitrate는 ZnO

성장을 위한 Zn
2+
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며, HMT은 현

재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OH
-
의 공급을 통한 pH

의 조절기능 및 ZnO c-축 성장이 용이하도록 하는 활성

제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7)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ZnO 나노구조 중 낮은 결함을 갖

는 CVD법 ZnO의 경우 “Piezophototronic 효과”에 용이하

고, 상대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는 용액합성법 ZnO의 경

우 압전 나노소자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Fig. 1. (a) General p-n junction nanowire piezoelectric solar cell

schematics and band diagram. (b) Compressive strain. (c)

Tensile strain. Where the polarity and magnitude of the

piezopotential can tune the carrier generation, separation

and transport characteristics. The color code represents

the distribution of the piezopotential at the n-type

semiconductor nano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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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ezo-Phototronics에 의한 태양전지의 영향

“Piezophototronic 효과”를 이용하여 고효율의 태양전지

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는 금속-반도체-금속의 back-to-back 형태의 쇼트키 접합

된 ZnO 마이크로와이어 소자이다.
8)

 금속과 ZnO 계면에

서 적절한 금속을 선택하여 쇼트키 접합을 형성할 수 있

는데, 이때 생기는 쇼트키 장벽은 금속과 ZnO 계면에 밴

드갭보다 큰 에너지의 레이저를 가하면 생기는 전자-정공

쌍이 서로 분리되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외부에 응력

이 가해지면 마이크로와이어에 압전 전계가 생기게 되고,

이는 마이크로와이어의 쇼트키 장벽을 조절하여, 소자의

전기적 변수들을 변화시킨다. 소자에 가해진 응력의 정도

가 적절하다면, 태양전지의 출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능

하다. 두 번째 예로, P3HT/ZnO 마이크로/나노와이어 p-n

접합형태를 유연기판 위에 사용한 시스템으로써, 유연 태

양전지의 출력을 압전 전계로 증가시킬 수 있다.
9)

 압전

특성을 갖는 ZnO 나노구조에 응력이 가해지면 압전효과

로 인해 전하들이 결정구조 내부에 형성되는데 이를 압

전 전계라 하고, 이를 이용해 p-n 접합 또는 금속-반도체

간의 접합 부분에서 캐리어들의 분리와 운송과정을 효과

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10)

 이렇게 p-n 접합과 금속-반도

체 쇼트키 접합에서 캐리어 이동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태

양전지에서 압전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압전 효과

로 인해 외부에서 가해진 응력은 압전 전계를 만들어내

고, 이는 p-n 접합 계면에서 에너지 밴드를 변형시켜 광

전자소자의 성능을 조절한다. 응력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밴드의 변형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태양전지의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Fig. 2와 같이, 실

제로 태양전지와 ZnO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압전소자의

하이브리드 구조를 구현하였는데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유연 하이브리드 에너지 소자의 구동을 보여주었다.
11)

 압

전효과와 광전 특성이 결합된 소자에 ZnO를 사용함으로

써, 유연한 압전 전력 발전 소자와 유기 태양전지를 융합

하여 각각의 소자가 동시에 또는 분리되어 기계적 에너

지와 태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전력 소

자로서 창조되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소자의 장점은 소

자간의 혼선이 없고, 부피 증가도 없으며, 추가적인 조립

과정도 없으며 각 소자의 효율에 대한 공동 상승효과가

있었다. 게다가, 프로그램화된 기계적 변형을 주는 과정

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소자의 출력 거동은 유용하게

제어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n-CdS/p-Cu2S 나노와이어 형태의 무기태양

전지의 성능이 외부에서 응력이 가해졌을 때 “Piezo-

phototronic 효과”로 인하여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보인 방

법이다.
12)

 p-n 접합이 나노와이어의 c축과 평행하게 있을

때, 태양전지의 성능은 압축응력으로 인해 향상되고 인장

응력으로 인해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나노와이어의 방

향과 응력을 태양전지의 패키징에 적절히 응용하여 태양

전지의 광전변환효율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콘셉트를 제

공한다.
13)

 비슷한 방법으로 ZnO 나노와이어를 케이블 형

태의 염료감응 태양전지(DSSC)와 융합한 소자도 연구가

되었다.
14)

 은폐된 공간에서의 자체 전력 나노시스템을 잉

용하여 동시에 또는 독립적으로 태양과 기계적 에너지를

채취하기 위한 나노 압전소자와 DSSC로 구성된 광섬유

를 기반으로 한 3D 소형의 하이브리드 소자를 구현하였

다. 이 하이브리드 소자는 DSSC에 의해 기여된 높은 전

류와 나노 압전소자에 의해 발생한 높은 출력 전압을 갖

는 장점을 가진다. 직경 500 µm와 길이 2 cm인 하이브리

드 소자의 출력은 거의 7.65 µA의 전류와 3.3 V의 전압을

보였다. 이 값은 작은 나노소자를 작동시키는데 충분히

강한 값이며 심지어 개인 전자제품도 작동시키는데 충분

할 것이다. 광섬유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소자는 생물

과학, 환경 감시, 국방 기술 그리고 심지어 개인 전자제

Fig. 2. The mechanism of hybrid operation by solar and

mechanical energies in the hybrid cells. (a) Solar energy

alone. (b) Applying mechanical straining to the device

together with solar energy. (c) In the static holding

position with bending under solar energy. (d) Device

fully released under fast releasing (FR) and a time-

voltage graph by controlled mechanical straining

processes of fast bending (FB), holding (HD), slow

releasing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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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까지 나노시스템에 대한 전력공급원으로써 큰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나노와이어를 사용한 태양전

지의 경우 유연한 전자기기 및 제품에 응용이 가능하여

자가발전 기술, 친환경 시스템, 방위산업, 생물과학, 환경

감시 그리고 심지어 개인 전자제품에서까지 나노시스템

에 대한 전력공급원으로써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5. Piezo-Phototronic 효과에 의한 LED의 영향

“Piezophototronic 효과”를 이용하면 반도체 특성을 띄는

두 물질의 접합부에서 압전 전계를 이용해 UV (ultra

violet)를 방출시키는 Light Emitting Diode (LED)의 발광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 UV LED의 경우 내부적 양자

효율(internal quantum efficiency)은 80%정도로 높지만, 통

상적으로 이용되는 p-n 접합 박막기반의 LED는 total

internal reflection에 의해 약 3%정도 의 낮은 방출 효율

(low extraction efficiency)을 가진다.
15,16) 

Piezophototronic

LED (piezo-LED)의 경우 n-타입 압전반도체와 p-타입 비

압전반도체로 구성되어져 있다.
17)

 응력이 가해지면 계면

에서 압전 물질에 양극(+)의 압전 전계를 띌 때, LED 내부

의 p-n 접합에서 에너지 밴드가 압전 전계에 의해 변형되

고,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될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된다. 따

라서 압전 전계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더 많은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 될 수 있으며, 복잡한 나노구조물 또는 높

은 비용을 요구하는 나노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Piezo-

phototronic 효과”를 이용하여 매우 효과적이며 효율적으

로 LED의 발광효율을 높일 수 있다.

Fig. 3에서는 LED 기판에서 기계적인 변형이 일어났을

때, n-ZnO 나노와이어와 p-GaN 박막사이의 밴드갭이 ZnO

의 압전 특성에 의해 압전 전계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채널이 생성되어, 추가적인 정공과 전자의 재결합을 유도

Fig. 3. (a) Energy band structure modified by internal piezo

potential. (b) piezo potential distribution and internal

energy band structure under reverse stress.

Fig. 4. Output current and variation of light intensity by mechanical stress and optical image of LED emitting light. (a) I-V

characteristics of piezo-LED with the variation of the applied strain (at forward bias) and (b) the corresponding optical

spectra of the emitted light at 9 V forward bias. (c) Integrated light emitting intensities from the data shown in (b). (d)

Change in relative injection current ln[I(ε)/I(0)] and relative emission light intensity ln[Φ out(ε )/Φout(0)] under different

strai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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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발광세기를 증가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18,19)

 그

림의 파란색 선은 n-ZnO 나노와이어가 p-GaN쪽을 향해

c축으로 정렬되고 소자에 기계적 변형이 이루어져 p-GaN

과 접합부에서 양극을 띄는 piezo-charge가 발생할 때 나

타나는 압전 전계에 의해 생성되는 공핍층을 나타낸다.

이 추가적인 공핍층은 conduction band의 전자가 접합부

근에서 p-GaN의 정공과 부가적인 재결합을 유도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Fig. 4에서는 실제로 n-ZnO 나노와이어와

p-GaN으로 제작되어진 LED에 인가되는 기계적 변형이

증가할수록 압전 전계에 의한 LED의 발광세기가 증가한다

는 것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Piezophototronic 효과”

를 이용한 LED는 p-n 접합의 에너지 밴드의 변화에 의

해 나타나는 주입전류의 증가현상 뿐만 아니라, 이종접합

부근에서 재결합 채널을 생성시켜 ZnO-GaN 사이의 계면

에서 ZnO의 전하수송을 제어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다

면 복잡한 공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LED의 성능향상을 기

대할 수 있다.
20)

 “Piezophototronic 효과”에서 상대적 외부

양자효율은 핵심적인 물리적 현상이며,

위의 관계식을 통해 Piezo-Phototronic factor로 나타낼

수 있다.
3)

 (ηex0은 압전 전계에 의한 압전전하가 p-n 접합

내부에서 형성되지 않았을 때의 외부양자효율을 나타내

며, ηex는 압전전계가 인가되었을 때 p-n 접합 내부에서

형성되는 외부양자효율을 나타낸다.) Piezophototronic LED

소자가 압축되었을 때, 공핍층 내부에 추가적인 (+)압전

전계가 인가되어 Piezophototronic factor(α)는 양수를 가지

게 되고 그로 의해 LED의 발광세기는 변형이 없을 때에

비해 더 밝아진다. 반대로 외부에서 인장력이 인가된다면,

α는 음수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Piezophototronic LED의

밝기는 기존에 비해 약해짐을 이론적으로 보여준다.
17)

“Piezophototronic 효과”는 p-n 접합부에 존재하는 압전 전

계에 의해 발생하는 광자의 발광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Piezophototronic LED는 대표적인 “Piezophototronic 효과”

를 응용하여 구현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6. Piezo-phototronic 효과에 의한 광검출기 

(Photodetector)의 영향

광검출기란, 빛 자체 또는 빛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빛을 감지하는 소자이다. 광센서에서 전

극과 빛을 흡수하는 물질의 접합은 광센서의 민감도를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쇼트키 접합을 이용한

민감한 광센서에 압전 특성을 가지는 나노와이어를 이용

하여, 빛을 입사시키는 동시에 외부에서 힘을 가해 줄 경

우 광센서의 민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많

이 보고되고 있다. ZnO는 UV 영역 대 파장을 흡수할 뿐

만 아니라 압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압전-광

검출기 응용한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1,21)

 

ZnO 나노구조를 이용한 UV 광검출기에 관한 연구 보

고에 따르면, 외부 기계적 응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22 µW/cm
2
의 빛을 인가했을 때 260 nA가 측정되었고,

33 mW/cm
2
일 때 1.9 µA의 광전류가 측정되었다. 이때 외

부의 응력에 의해, ZnO가 −0.36%의 압축되면 22 µW/cm
2

의 빛에서는 190% 증가, 33 mW/cm
2
의 빛에서는 15%의

광전류 증가가 나타났다.
22)

 이는 ZnO의 압전 전계에 의

한 광검출 효율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CdS 나

노와이어를 이용한 금속-반도체-금속 형태의 가시광선 영

역 광검출기 경우, 응력에 따른 CdS의 변형에 의해 광센

서의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압전 전계에 의

한 광검출 효율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23)

 즉, 압전 재

료에서 발생되는 압전 전계는 전극과 광흡수층의 쇼트키

접합의 장벽의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그에 따라 발생된

광전류의 거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검출기의 효율이

달라진다. 현재 광검출기의 경우 좁은 파장대를 검출보다

다양한 파장대를 검출하기 위한 소자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ZnO-CdS core shell을 이용한 UV-Vis 광검

출기에 관한 연구를 보면, 두 파장에서의 광응답현상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ZnO-CdS에 외력을 가하

여 변형시켰을 때, 발생되는 광전류의 수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5(a)와 같이, 외

부 광원에 의해 CdS에서 전자-정공쌍이 여기되고, 여기

η
ex

αη
ex0=

Fig. 5. (a) Schematic diagram of ZnO-CdS photodetector

describing transportation of electron-hole pare and

energy band structure under green visible and UV light.

(b) The sandwich model of the ZnO-CdS photodetector

connected to two back-to-back Schottky diodes. (c)

Energy band structure describing modified Schottky

barriers at the source and drain by extern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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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자는 ZnO의 전도대역으로 이동되어 전자는 ZnO를

통해서, 정공은 CdS를 통해서 흐르게 된다. 이때 형성된

압전 전계(Φ pz)에 의해 Fig. 5(c)와 같이 source와 drain에

서 쇼트키 장벽이 변하게 된다. Drain에서는 압전 포텐셜

에 의해 쇼트키 장벽이 증가(Φd + Φpz)하고 source에서는

감소(Φd-Φpz)하게 된다. 그 결과 감소된 쇼트키 장벽에 의

해 광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광자 반응도가 증가하게 된

다.
21)

 Fig. 6과 같이 카본 파이버 위에 ZnO 와이어구조를

성장시키고, ZnO 와이어 위에 CdS를 다시 와이어구조로

성장시켜 광센서를 제작하였다. 두 개의 와이어층으로 제

작한 광센서는 압전 전계가 가해지지 않았을 경우도 가

시광선과 UV 영역 대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앞서 설명한 ZnO-CdS core shell구조 보다 103배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38%의 압축 변형이 일어나서

압전 전계가 가해질 경우 ZnO-CdS core shell 구조 보다

60% 향상된 성능을 볼 수 있었다.
24)

결과적으로, 압전 전계에 의해 쇼트키 장벽은 감소하였

고, 이로 인해 광전류의 세기는 증가 및 광검출기의 민감

도가 증가하였다. 반도체 나노와이어가 가지는 반도체 특

성, 광자의 특성, 압전 특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압전

특성에 의해 형성된 potential이 쇼트키 장벽에 변화를 주

게 되므로 전기적-광학적 특성 제어, 즉 “Piezophototronic

effect”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Piezophototronic

effect”는 Piezotronics, Microelectronics, Optotronics 시스

템의 통합을 실현해 줄 것이다.

7. 결  론

Si, 질화물, 산화물과 같은 다양한 반도체 재료를 기반

으로 한 전자소자 및 광전자소자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기존에 많이 연구가 진행된 PZT와 같은 압전

물질의 경우, 광전자 소자와의 커플링 효과에 관한 연구

가 한계가 있으며,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압전 특성과 광전자 소자의 커플

링을 이용한 신개념 소자의 개발 및 메커니즘 규명에 관

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다면 전자소자 연구 분야에 유

용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초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ZnO, GaN, InN와 같은 압전 특성과 반도체 특성을

동시에 갖는 재료이다. 광전자소자와 압전 재료와의 커플

링을 통해, 외부적인 응력에 의해 발생된 압전 전계를 통

하여 광전자소자 내의 캐리어 발생, 이동, 재결합 및 에

너지 밴드 제어 등을 제어함으로써 광소자 외부효율을 극

대화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재 압전-반도체 재료의 개발 및 광전자소자와의 커플링을

이용한 “Piezophototronic 효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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