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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촉매를 코팅한 사파이어 기판 상에서 산화아연과 흑연 분말을 혼합한 분말재료를 이용하여 VLS (vapor-liquid-solid) 법

으로 산화아연 반도체 나노선을 합성하였다. 제조된 산화아연 나노선은 380 nm에서 근 자외선 영역의 NBE (near-band 

edge) 발광과 600 nm 부근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넓게 퍼져 발광하는 상대적으로 강한 DL (deep level) 발광이 확인되었다 

(INBE/IDL＜1). 산화아연 나노선을 효율적인 단일 파장 자외선 발광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NBE 발광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DL 

발광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합성된 산화아연 나노선에 수소 플라즈마 처리를 하였다. 플라즈마 처리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120초 이상) 발광특성의 향상정도는 점차로 감소하였지만, 수소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나노선 내부에 존재하는 불

순물 제어 등으로 다소 짧은 시간의 플라즈마 처리로(90초 이내) DL발광대비 NBE발광의 세기가 약 4배로 향상됨을 확인 하였

다(INBE/ID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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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금속을 기반으로 하는 1차원 구조의 산화물 나노 

구조는 매우 독특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기존의 재료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전기, 광

학, 광전, 자성 및 압전 특성 등을 나타내어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1-8]. 또

한, 나노 재료의 특성상 크기를 매우 미소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여 기존의 장치에 비하여 매우 작은 크기의 나노 디

바이스의 응용에도 매우 우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러

한 특성을 지니는 1차원의 나노 구조물은 나노선, 나노로

드, 나노리본, 나노튜브 등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이러

한 나노 구조를 이용하여 압전 재료, 가스 센서, 바이오센

서 등의 수많은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9-12].

ZnO는 3.37 eV의 직접 천이형 밴드갭을 갖는 물질로, 자

외선 발광체 영역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막

대한 관심을 끌어오고 있다 [13]. 현존하는 여러 발광 물질 

중 이러한 자외선 영역의 발광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매

우 드문 경우이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ZnO는 현재 광

학 분야와 광전 장치, 발광 다이오드(LED), 레이저 다이오

드(LD) 등의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14-16]. 이

렇게 사용되는 ZnO의 광발광 현상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

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전도대에서 도너 준위로 재결합하

는 엑시톤에 의해 나타나는 NBE (near-band edge) 영역

의 근자외선 발광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온화된 산소 정

공과 전자가 재결합하면서 발광하는 녹색을 중심으로 하는 

가시광선 영역대의 DL (deep level) 영역의 발광이다. 이

러한 DL 영역에서의 가시광선 발광 현상은 산화아연 발광

체의 경우 대부분 주요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결

정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결함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고품질의 자외선 발광체를 얻기 위해서는 NBE 

영역대의 발광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DL 영역의 발광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의 발광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

러 가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 방법으로는 Core-Shell 

구조를 만들어 표면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 [18], 표면에 금

속 입자를 코팅하여 SPR (surface plasmon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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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DL 발광을 억제하는 방법 [19], 폴리머를 코팅하는 

방법 [20], 열처리를 하는 방법 [21] 등이 연구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DL 발광을 억제하는 과정에

서는 비용이나 시간, 후처리시의 결정성 파괴로 인한 발광 

특성 약화나 발광 피크의 변화 등 각종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여 그 해결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된 산화아연 나노선 샘플을 수소 분

위기에서 RF 플라즈마 처리를 한 후 발광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결정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시간 처리를 수

행함으로 인해 시간이나 비용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ore-shell 구조나 열처리 시 발생할 수 있

는 피크의 변화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원하는 파장대의 순

수하고 강한 자외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실험방법

산화아연 나노선은 thermal CVD를 이용하여 VLS 

(vapor-liquid-solid) 법으로 합성하였다 [22]. 먼저 산화

아연 나노선을 합성하기 위하여 c-plane의 사파이어 기판

(Hi-solar sapphire)을 준비하였다. 이 사파이어 기판에 

촉매로 사용될 3 nm 두께의 금 박막을 코팅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DC magnetron sputtering 법을 사용하여, 10 mA

로 1분간 코팅하였다. 약 1 g의 산화 아연 분말과 흑연 분말

을 1：1로 섞어 잘 혼합하였다. 준비된 분말을 알루미나 도

가니에 넣고 그 위 약 5 mm 높이에 앞서 금 코팅 된 사파

이어 기판을 코팅 면이 아래로 오도록 하여 얹어 놓았다. 

이후 이 도가니를 석영 수평 진공로에 장입하였다. 수평로

에 장착된 석영관은 내경 45 mm, 길이 800 mm를 사용하

였고, 도가니는 이 석영관의 중앙에 오도록 하였다. 석영관

은 자켓식 발열체로 가열하였는데 발열체 온도 대비 석영

관 내부의 실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 내부를 관통하

는 K-type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VLS를 이용한 합성을 위

하여 석영관을 폐하고 진공을 잡은 후 온도가 900oC에 

도달 할 때 까지 분당 10oC 씩 온도를 상승시킨 후 900oC에

서 한 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온도의 유지시간 동안에는 1 

sccm의 O2와, 99 sccm의 N2를 공급하여 1% 산소 분위기를 

유지시켜 주었다. 반응 중의 석영관 내부의 압력은 1 Torr

로 유지하였다. 반응이 끝난 후에는 가스의 공급을 중단하

고 진공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로냉하였다. 상온까지 냉각

하여 꺼낸 시편에서 사파이어 기판 위에 옅은 회색의 박막

이 형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합성된 나노선 시편을 플라즈마 처리하기 위해서 RF 

PECVD를 사용하였다. 합성된 산화 아연 나노선 시편을 

PECVD에 장입하고 진공을 만들었다. 이 때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를 제거하고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10-6 

Torr가 되도록 진공을 만들었다. 원하는 수준의 진공이 되

면 50 sccm의 H2를 흘려주고, throttle valve를 사용하여 

2.0×10-2 Torr의 압력을 유지하였다. 약 30초 간 가스를 

흘려주어 내부에 남아있는 공기를 모두 희석해 제거한 후, 

100 W의 RF-Plasma를 걸어주었다. 이 때 플라즈마 처리

를 수행하는 시간에 따른 발광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합성된 나노선에 수소 플라즈마를 0초, 30초, 60초, 

120초 단위로 노출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해진 시간

동안의 플라즈마 처리를 완료한 후 진공을 제거하고 시편

을 꺼내어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시편에 비해 플

라즈마 처리를 한 나노선의 발광 특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

었는지를 노출 시간대 별로 측정하였다.

준비된 시편의 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분석

을 수행하였다. 나노선의 결정 구조를 판단하기 위하여 

glancing angle (0.5o) X선 회절 분석법(XRD, X’pert 

MPD-Philips with Cu-Kα radiation)을 수행하였다. 합

성된 결과물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

(SEM, Hitachi S-4200SE) 및 투과 전자 현미경(TEM, 

JEOL-2100F)을 사용하였다. 합성된 나노선의 성분을 분

석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산 X선 분광기(EDS)를 사용하였다. 

나노선의 광발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L (Dongwoo 

optics)장치를 사용하였으며, 325 nm 파장의 He-Cd la-

ser를 여기광으로 사용하였다.

III.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a)는 c-plane 사파이어 위에 VLS 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나노선의 형상을 나타내는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

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노선의 직경은 약 50∼

100 nm 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Fig. 1(b)는 합성된 나노선 

샘플의 단면을 본 것으로 나노선의 길이가 5∼10 μm 정

도의 분포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노선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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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Low magnification
TEM image of typical 
ZnO nanowire. (b) High
resolution image of 
ZnO nanowire near 
the edge. (c) Corre-
sponding SAED pat-
terns of ZnO nanowire.

Figure 2. XRD pattern of the ZnO nanowires.

Figure 1. (a) Flat SEM image of ZnO nanowires. Inset,
enlarged SEM image of a tip of ZnO nanowire.
(b) Cross sectional SEM image of ZnO nano-
wires.

적 곧게 자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자

라난 나노선의 경우 개별적 사용이 용이한 장점을 지니게 

된다. 잘 알려진 바처럼, 본 연구에서 사파이어 기판에 코

팅된 Au 박막은 VLS 방법을 통하여 나노선 증착을 위한 

촉매로 사용되었다. 기판이 가열됨에 따라 금 박막이 나노 

사이즈의 직경으로 뭉치게 되고 이러한 금 클러스터를 촉

매로 하여 산화 아연 나노선이 성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촉매로 사용되는 Au는 나노선의 성장과 더불어 그 끝에 위

치하게 된다. Fig. 1(a)에 삽입된 나노선 하나의 확대 사진

으로부터 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나노선이 VLS 법으로 성장되었음이 설명 가능하

다.

Fig. 2는 나노선의 XRD 회절 패턴을 분석한 사진이다. 

Fig. 1에서와 같이 합성된 나노선의 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θ–2θ 기법을 통하여 회절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이 나노선이 Wurtzite (JCPDS 89-1397)구조를 갖는

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합성된 나노선은 (100), 

(002), (101) 면의 주요 회절 피크를 갖고 있으며, 그 외에

도 (102), (110), (103), (112), (201) 면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선 세 개의 피크가 나타내는 상대적으로 높

은 강도를 통하여 나노선이 (001), (002), (101)면으로 주

요하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합성된 나노선의 구

조와 결정성을 파악하였다. Fig. 3(a)는 TEM의 저배율 확

대 사진을 나타낸 것으로, 나노선 하나의 형상과 표면의 형

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Fig. 3(a)에서 볼 수 있듯이 합성

된 나노선은 매끈한 표면을 갖는 나노선으로 나노선의 첨

단 부분에는 Au 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사 전자 현미경에서와 같은 Fig. 3(b)의 사진은 나노선의 

고배율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을 나타낸 것인데, 배율이 증

가함에 따라 나노선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적층 구조

에 따라서 격자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격

자 패턴을 관찰한 결과, 그 면간 거리가 0.281 nm와 0.247 

nm로 되어 있어, 그 면지수가 (100), (101)임을 확인하였

다. 이 결과는 Fig. 2에서의 XRD 회절 패턴에 나온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ig. 3(c)는 Fig. 3(a)의 나노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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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EDS of body of the ZnO nanowire. (b) EDS
of tip of the ZnO nanowire.

Figure 5. (a) Room temperature PL spectra of the ZnO
nanowires for different plasma treatment 
time. (b) Plots of the intensity ratio of the NBE
emission to the DL emission (INBE/IDL) of the 
ZnO nanowires as a function of the hydrogen
plasma treatment time.

분에 해당하는 SAED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

tion) 패턴을 분석한 사진이다. 회절패턴의 결과를 본 결

과, 합성된 나노선이 전체적으로 단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패턴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1), (100) 면에 해당하는 점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리

고 그것을 바탕으로 [010]의 방향으로 정대축이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a)는 Fig. 3(a)의 나노선 부분을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분석한 결과이다. 나노

선의 중심 부분을 분석한 결과로, Zn, O를 비롯하여, C, 

Cu, Cr 등의 물질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C, 

Cu는 TEM grid에 존재하는 물질이며, Cr은 TEM holder

에서 검출이 되는 물질로 나노선과는 무관한 성분이다. 따

라서, 본 나노선은 Zn과 O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Fig. 4(b)는 Fig. 3(a)의 Tip 부분을 EDS 분

석한 결과로, Fig. 4(a)와는 그 성분의 내용이 상이함을 관

찰할 수 있었다. Tip 부분을 분석한 결과, TEM grid와 

holder에 존재하는 원소인 C, Cu, Cr 등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 Au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Fig. 

1(a)에서 언급된 것처럼 본 나노선이 Au를 촉매로 하는 

VLS 메커니즘에 의해 합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증거로 나타

낼 수 있다. 

Fig. 5는 나노선 시편을 수소 플라즈마 처리를 한 후, 발

광 특성의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Fig. 5(a)는 합성된 

나노선을 특정 시간동안 수소 플라즈마 처리를 한 후, 노출 

시간대 별로 파장에 따른 발광 강도를 각각 측정한 그래프

이다. 그래프에서 나타나있는 것처럼 단순 합성된 산화 아

연 나노선의 경우 NBE에 비해 DL 영역의 발광 강도가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외선 발광 용

도의 나노선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나노선을 수소 플라즈

마 처리를 함에 따라 발광하는 파장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380 nm영역의 자외선 발광인 NBE 발광이 극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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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NBE와는 달리, 600 nm 

전후의 가시광선으로 발광하는 DL 발광은 큰 변화가 없거

나, 다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b)는 (a)의 발

광 그래프를 바탕으로, DL 발광에 비해 NBE 발광이 얼마

나 효율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기준선(baseline)으로부터 DL 발광에 비해 NBE의 발광이 

나타내는 강도의 비로 나타냈으며, INBE/IDL로 표기 하였다. 

그 결과 Fig. 5(b)에서 보는 것처럼 수소 플라즈마 처리가 

수행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INBE/IDL역시 증가하여 120

초의 수소 플라즈마 처리 시 INBE/IDL의 비율이 4배로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소 플라즈마처리 시간이 

증가하면서 그 효율의 향상되는 정도는 조금씩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처리 시간이 60초 보다 많은 경우에는 

발광 특성의 향상이 처리시간에 따라 서서히 낮아짐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60초 이상의 수소 플라즈마 

처리는 발광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ZnO의 발광에 있어, DL 발광은 산화 아연의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 정공에 의해 야기되는 현상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산화 아연의 경우 VLS 법으로 나노선을 합

성할 때, 필연적으로 결정 내부에 산소의 결핍으로 인한 정

공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DL의 발광이 발생

하게 된다. 그러나, 수소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하게 되면, 

산소 정공이 수소 플라즈마에 의해 수소 원자로 채워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산소 정공으로 인해 발생하던 DL 영역의 

발광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산화 아연 나노선에 있어 수소 플라즈마처리에 따

라 NBE 발광이 더욱 강해지는 이유로는 3.37 eV의 밴드갭

에서 밴드간 전이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불순물 레벨로 

부터의 밴드 전이와 같은 다양한 전이 채널이 영향을 끼친

다고 할 수 있다. 수소 플라즈마처리가 진행됨에 따라 산화 

아연 나노선 내부로 침투되어 도핑된 수소 원자에 의해 자

유 캐리어의 농도가 증가되어 새로운 레벨의 채널이 생성

되게 되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채널의 발생으로 NBE 발광

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3].

IV. 결  론

산화 아연 나노선은 산화 아연 분말과 흑연 분말을 혼합

하여 사파이어 기판 위에 VLS 법으로 성장시키게 된다. 이

렇게 형성된 나노선은 3.37 eV의 직접 천이형 밴드갭을 갖

는 단결정 구조로, 매우 우수한 자외선 발광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특성을 갖는 나노선이라도, 

그 결정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게 되

고, 이러한 이유로 자외선 뿐 아니라 가시광선의 넓은 DL 

영역의 발광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발광 특성은 자외선 발광

체로서의 산화 아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본 연구

에서 수소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DL 영역의 발광을 낮춤과 

함께 NBE 발광을 향상시켜 산화아연의 자외선 발광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결정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의 정공을 

수소 플라즈마 공정으로 수소원자로 채움과 동시에 도핑된 

수소원자에 의한 밴드 전이 채널 변화로 DL 영역의 발광 

억제 및 NBE 발광의 증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소 플라즈마 처리의 효과는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한계

성을 나타내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향후 플라즈마 에너지 

및 열처리 등의 추가조건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보다 고효율의 산화 아연 자외선 발광체를 합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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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nanowires were synthesized by vapor-liquid-solid (VLS) process using ZnO and 
graphite powders on the sapphire substrate coated with an Au film as a catalyst. ZnO 
nanowires had two prominent emission bands; i) near-band edge (NBE) emission band at 
380 nm, and ii) a relatively stronger deep level (DL) emission band (INBE/IDL ＜1). In order 
for the ZnO nanowires to be utilized as an effective material for UV emitting devices, the 
photoluminescence intensity of NBE needs to be improved with the decreased intensity of 
DL. In the current study, hydrogen plasma treatment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photoluminescence characteristics of ZnO nanowires. With the hydrogen plasma treatment 
time of more than 120 sec, the extent of performance improvement was gradually decreased. 
However, the intensity ratio of NBE to DL (INBE/IDL) was significantly improved to about 
4 with a relatively short plasma treatment time of 90 sec, suggesting hydrogen plasma 
treatment is a promising approach to improve the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ZnO 
nano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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