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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Ⅰ
발광소자 응용을 위한 나노구조체의 도핑 기술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는 를 기반으로 하LED (light emitting diodes) GaN

는 소재들이다 는 특허권이 미국 일본을 비롯한 반도체 선진국들이 소유하고. GaN-based LEDs .
있으며 시장은 매년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어 국내 특허 취득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LED LED
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박막형의 는 열발산 효율이 좋지 않아서 의. GaN-based LED LED
수명에 치명적이며 발광효율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 ZnO
소재를 이용하여 기존 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LED LED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는 자연적으로 형이며 형 도핑이 매우 어렵다 특히 가 나노 구조체가 되었ZnO n- , p- . ZnO
을 때 형 도핑은 더욱 난제이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안정적인 나노구조체를 제작하고, p- . ZnO
양성자 혹은 이온주입법을 통하여 형 나노구조체를 구현하고자하며 단계 차년도에는p- ZnO , 2 2

나노막대를 로 구현하기 위한 나노막대 구조의 제작과 구조적 특성 광ZnO LED ZnO film/ZnO
특성을 연구하며 양성자와 이온주입에 따른 구조적 광학적 특성변화를 체계화한다.
연구개발결과.Ⅳ

안정적이고 다양한 굵기를 가진 나노막대를 다양한 기판위에 성장 시키는 기술을 개발하ZnO
였으며 구조를 제작하여 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나노, ZnO film/ZnO nanorods LED , ZnO
막대의 성장 메카니즘을 체계화하여 다양한 기판위에서 안정적인 나노구조체를 제조할 수ZnO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질소 이온 주입을 통하여 나노막대의 도핑 가능성을 확인. ZnO p-
하였다.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나노막대 를 소자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구조를 산업화를arrays ZnO film/ZnO nanorods LED
위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나노막대의 성장 메카니즘 규명은 다양한 기판 위에 안정적. ZnO
인 나노구조체를 제조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다양한 기판에 원하는 크기의 나노막대 성장. ZnO
기술은 구현에 응용될 것이며 나노구조체를 제작하기 위한 소ZnO/GaN LEDs , p-ZnO/n-ZnO
재로 이용될 것이다 또한 이온 주입을 통하여 토핑하는 기술의 개발은 나노막대를 로. ZnO LED
구현하는데 직접 활용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국제저명 학술지에 논,
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S U M M A R Y
Lighting Emitting Diodes (LED) have been widely studied and developed for practical
applications and the LED market in the world have been dramatically expended. GaN-based
LEDs are mostly used. However, for diverse application, we should first solved several
problems in the GaN-based LEDs, thermal heating effects and low light emitting efficiency.
The thermal heating effects reduce the life time of LEDs and the low light emitting
efficiency are disadvantageous in competition with electric lights. In this project, we studied
the possibility of ZnO nanomaterials as LEDs. We have developed a techniques to fabricated
reproducible ZnO nanorod arrays on various substrates with 40 - 100 nm diameters. We
have successfully fabricated two-dimensional ZnO film growth on one-dimensional nanorods.
We have also systematically studied ZnO nanorod growth on GaN and Al2O3 substrated with
different proton treatments to understand the ZnO nanorod growth mechanism. These
techniques will be used to develop p-ZnO/n-ZnO nanomaterials as 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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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전광판 및 전자 표시의 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적색 녹색 발광다이오드full color , (LED,

의 개발에 이어 년 청색 발광 다이오드의 개발덕분이다 그림 은Light Emitting Diode) 1994 . 1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를LED .
빛으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써 빛으로 변환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로 발생하는 기존의 광

원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장시간 사용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여 차세대 광원으로 주목

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백색광을 실현할 수 있는 청색 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의 결. LED
과로 광 효율이 개선되어 기존 백열조명을 머지않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연구 및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의 도표는 최근 국제 시장 규모의 변. 2 LED
화를 보여 주고 있다.

조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백색광 는 대개 청색 와 형광체를 이용하여 제작하LED LED
는데 형광체가 청색 빛을 일부 흡수하여 차로 형광체 고유의 빛을 발하게 되고 이 빛이 파란2 ,
빛과 합쳐져서 백색광이 실현된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백색광 는 대부분 소형이이어서 그. LED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백색 의 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색. LED

으로부터 고출력 및 안정한 청색 빛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대면적 청색LED chip LED
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은 최근 수년간의 기술 개발에 따른 휘도의 변화를 보여주chip . 3 LED

고 있다.

청색 및 백색 는 고출력을 위하여 열적 안정성 공정의 간단화 고집적 초미세 재료LED , ,
의 개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 주입된 전류는 빛을 발생하는 활성층. LED

에서 열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이러한 열에너지는 재료내의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active layer)
를 변화시켜 빛이 발광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며 전체적으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의 휘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히 열을 대기로 방출 시켜야하는데 수직. LED ,
배향된 반도체 나노막대는 길이 방향에 비해 표면적이 넓어 열에너지 방출이 용이하여 차세대

재료로써 가장 적절한 소재이다LED .

그에 더해 수직 배향된 반도체 나노 구조물은 기존의 패터닝 작업과 에칭공정 등의 복잡

한 공정을 거쳐는 기존의 기술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며 수직배열 된 나노막대는 제조가 간,
단하고 공정이 단순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림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응용 예LED



그림 2 청색 및 녹색 시장의 지역별 시장 규모 변화LED



그림 3 휘도의 발전과 의 법칙LED Haitz



이와 같은 이유로 수직 배향된 나노막대는 대면적 고용량 제품의 고휘도화를LED chip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삼성 등의 산업체에서는 활발, HP, Nichia, LG,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는 에너지 이 이고 상온에서 결합 가 여서ZnO band gap 3.36 eV exciton energy 60 meV
용 로써 각광을 받고 있지만 형 제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UV LED , p- ZnO

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수직 배열 된 나노막대에 이온을 주입하여. ZnO
형 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나노막대를 나노 광전자 소자로 응용p- ZnO , ZnO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한다 단계 차년에는 나노막대를 안정적으로 제조. 2 2 ZnO
하고 구조적 광적 특성을 체계화하며 이온 빔을 에 주입하여 나노막대의 구조적 광, , ZnO ZnO
학적 특성 변화를 연구하고자한다 또한 나노구조를 소자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수적. ZnO LED
인 나노구조체인 구조를 안정적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확보한다ZnO film/ZnO nanorods .



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발광 다이오드는 국내의 기업으로 에피플러스 에피밸리가 있고 칩을 생산하는 업체로, ,

는 삼성전기 엘지이노텍 잇츠웰 나이넥스 등이 있다 최근에 들어 총천연색 전광판 및 휴대, , , .
전화의 백라이트 사용 등 시장에 있어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LED .

계열 특허권에 의해 계열 연구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칩 내에서 생산하는 열로GaN GaN
인해 발광 효율의 감소 내부에서 소멸되는 빛에너지에 비해 발산되는 빛에너지의 양이 작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료를 대체하면서 고집적 고효율 발광 소재의 시대적 요구에 부GaN
흥하는 나노 재료를 접목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직 배열된 반도체 재료.
의 성장은 보고 된 바 있으나 발광 소자에 접목하는 기술 개발은 미비할 뿐 아니라 연구초기, ,
단계로서 세계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시급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외 기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청색 를 최초로 개발한 니치아 화학은 이LED , LED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백색발광소자, power packaging, UV-LED, InGaN

등을 개발 판매 중에 있다 독일의 오스람 광 반도체Laser-Diode . (osram opto semiconductors)
는 칩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개선시켜 발광효율을 증가 시켰다 미국의SiC LED . Hewlett

는 의 을 가지고 효율적인 패키징 기술을 통해 세계 제일의 휘도를 자랑하는packard Cree chip
램프를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면적 을 하여 열 방출을 용LED . LED chip flip chip bonding

이하게 함으로써 큰 휘도 개선에 성공하였고 조만간 실내조명 및 자동차 조명용으로 국내 시,
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이 고휘도화를 위한 전략은 자체의 구조 개선을 통한. chip
광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고전류 인가에 의해 발생한 열 방출을 용이하게 하는 패키징 기술과

패키지 개발에 있다.

본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직 배향된 나노 막대를 이용한 고효율 발광소자ZnO
제작 연구는 화합물 반도체 재료 연구에서부터 시작된다 년대 초에. 2000 Metal Organic

법으로 를 수직방향 나노 막대 어레이로 제작하는데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ZnO
성공한 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를 이용하여, ZnO nanoplates , nanobelts , nanobridges,

등 다양한 형태의 나노재료로 제작하는데 역점을nanoneils, nanowalls, nanorings, nanobows
두고 있다 결정 성장에 있어서 표면 에너지의 차이에 의하여 축 방향 성장이 다른 방. ZnO c-
향 보다 빠르다는 것 외에 나노 막대 성장 메카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ZnO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재현성 있는 나노 재료를 제조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ZnO .
이런 성장 메카니즘의 불확실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나노 막대가 갖는 많은 장점들 때문ZnO



에 나노막대를 나노소자로 개발하고자하는 연구가 최근 년 사이에 광범위하게 진ZnO 1 - 2
행되었다 나노재료들은 아직 실험실용 나노소자로 연구 중인데 하나의 나노벨트를. ZnO , ZnO

장비의 탐침으로 사용하거나 한 개의 나노선을 서로 교차하여 발광 효율을 측정하AFM , ZnO
거나 그림 하나의 나노막대를 트랜지스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나노재료로 소개하는데,( 1)
그치고 있다 하나의 나노 막대를 소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자에 전극을 다는 공정.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나노 막대 각각이 갖는 특성상의 차이와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나노소,
자로 산업화하기에는 요원한 상태이다 또한 나노막대를 를 사용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catalyst
원하지 않는 불순물이 나노재료에 포함되어있어 원하는 특성을 갖는 나노소자를 재현성 있게

제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고효율 제작을 위한 선행 단계로 박막위에 성장된. LED GaN ZnO
나노 막대 어레이를 이용하여 트레지스터로 개발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나노막대 어레이. ,
위에 금으로 된 전극을 달기 위하여 폴리머로 어레이 사이를 채워야했으며 폴리머를 제거했,
을 경우에는 전극용 금이 어레이 사이로 흘러내리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수직방향 성장된

나노 막대를 실용적인 발광소자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요원한 상태이다ZnO .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나노재료를 이용한 나노소자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를 나, ZnO
노미터 크기의 지름을 가진 나노 막대나 나노 와이어형으로 제작하는 기술이 Metal-Organic

방법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
분의 연구들이 다양한 형태의 나노재료 제작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나노재료를 발. ZnO
광소자 및 다양한 전자소자로 개발하기위한 형 도핑에 연구는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p-
있어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



제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3
본 연구에서는 나노막대를 이용한 고효율 광소자 제작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ZnO

였다 수직으로 배열된 나노막대는 나노 응용에서 매우 중요하여 나노 막대의. ZnO LED ZnO
수직 성장 메카니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수직 성장된 나노막대의 원활한 응용을 위. ZnO
하여 나노막대를 박막위에 성장시키고 광소자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ZnO p-GaN , ,

나노막대에 질소 이온ZnO (N+ 와 N2+ 를 주입하고 구조 및 광 그리고 전기적 특성을 연구하)
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나노제작 기술과 분석기술 분야 전문 인력양성도 아울러 진행.
하였다.

는 에너지 밴드가 이며 상온에서 가 로 상온에ZnO 3.36eV , exciton binding energy 60meV
서 영역에서 광전자소자로 개발 될 수 있는 물질로 많은 각광을 받아왔다UV [1 - 5]. ZnO
단결정이 축 방향 성장이 다른 축 방향 성장 보다 빠르다는 것을 이용하여 단결정을c- ZnO
나노막대나 나노선으로 제작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년에. 2001 UC-Berkeley Piedong

교수 연구팀에서 수직으로 정확히 정렬된 나노막대를 방법을 이용하여Yang ZnO MOCVD
가 뿌려진 기판위에서 성장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어서 포항공대 이규철 교수연구catalyst [3], ,

팀에서 를 이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일정하게 배열된 나노막대를 성장 시키는데catalyst ZnO
성공하였다 나노막대를 나노소자료 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대부분[4]. ZnO . ZnO
나노선을 하나 혹은 수개를 이용 하여 용 나 원자구조를 보기위한 검침용gas sense transistor
으로 개발 되어 왔으며 최근에 나노선을 나무뗏목처럼 묶어서 여러 개의 나노선을[2], ZnO 1
개의 소자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대 교수 그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포항Harvard Liber [6].
공대 이규철 교수 팀에서는 나노막대 를 형 기판위에 수직으로 성장시키고ZnO arrays p- GaN ,
막대 사이를 로 채운 후 나노막대 위에 전극을 달아서 접합구조를 만polymer , ZnO/GaN p-n
들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산업화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즉 나노선을 한[7]. .
개씩 나노소자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나노선을 만들어서 수개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비효

율성과 나노선의 짧은 수명 등 많은 문제가 있으며 뗏목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
잡한 공정상의 어려움과 나노막대 표면에 뭍은 이물질의 의하여 발생하는 기능저하를 피하기

어렵다 나노막대에 를 채워서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로 나노막대가 갖는 특성을. ZnO polymer
많이 손실하며 가 열에 약하여 실용화와 거리가 있다, polymer .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나노막대 를 로 구현ZnO arrays LED
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하였다 나노막대를 다양한 기판위에서 성장시키면서. ZnO
고품질의 나모막대를 성장 메카니즘을 연구하였다 고품질 나노막대 제조에는 많은ZnO . ZnO



성장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큰 요인은 기판과 나노막대 사이의 격자상수차이 기판 표, ,
면의 거칠기 그리고 기판표면의 전기적 특성이다 기판과 나노막대사이의 격자상수 차가 나노.
막대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나노막대를 나노막대와 격자상수가ZnO ZnO
유사한 기판과 격자상수가 다소 다른 사파이어 기판위에 각각 성장 시키고 구조적인n-GaN ,
특성을 연구하였다.

나노막대의 성장 메카니즘 연구1. ZnO

격자상수차가 나노막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1) ZnO

그림 는 나노막대를 사파이어와 그리고4 ZnO n-GaN buffer layer p-GaN buffer layer
위에 성장시킨 결과이다 나노막대를 위에 성장 시켰을 때 나노막대의. ZnO n-GaN interlayer
굵기가 더욱 일정하고 수직성장이 양호하며 밀도가 높고 더욱 균일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 ,
다 그림 는 사파이어와 중간충 위에서 성장된 나노막대의 결정학적 구조의 특성을. 5 GaN ZnO
보여주고 있다 결과는 나노막대를 사피이어 위에 성장 시켰을. X-ray diffraction (XRD) ZnO
경우와 위에 성장 시킨 의 의n-GaN ZnO (0002) peak -2 scan full-widths at halfθ θ

은 각각 과 도였다 이것은 사파이어 위에서 성장된 나노막maximum (FWHM) 0.1 0.02 . ZnO
대의 축 이 층 위에서 성장된 나노막대 보다 약 배정c- structural residual strain n-GaN ZnO 5

그림 4 나노막대를 사파이어 기판위에 성장 시킨 경우와ZnO (a) (b) n-GaN

중간층 위에 성장 시킨 경우이다.



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는 나노막대가 사파이어 위에. -rocking curve ZnOθ
성장 되었을 때 도였고 기판 위에 성장 되었을 때 도였다 즉 도2.0 , n-GaN 0.97 . mosaicity ZnO
나노막대가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 되었을 때 기판 위에 성장 되었을 때 보다 약n-GaN 3
배 더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노막대가 사파이어 기판위에 성장되었을 때 나노막대와 사파이어 기판 사이ZnO , ZnO
의 축 및 축 방향 구조적 이 나노막대가 성장함에 따라서 변화되어가c- ab- residual stain ZnO
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나노막대를 그리고 길이로 성장 시키고 엑ZnO 0.1, 0.2 1.0 m ,μ
세프 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의 흡수계수를(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 X-ray Zn

근처에서 들어오는 의 에너지를 바꾸면서 측정한 결과가 그림 에 나타나 있다K-edge X-ray 6 .
는 비교용으로 가루에 대한 흡수 계수를 로 측정한 것이고(a) ZnO transmission mode , (b)-(c)

는 나노막대에 대한 흡수계수를 로 측정한 것이다 흡수ZnO X-ray fluorescence mode . X-ray
끝단 근처의 방향에 의존하는 젠스 결과는 나노(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ZnO
막대의 구조적인 특성과 에너지 벤드 구조가 방향에 매우 의존함을 보여 주고 있다 방향에 의.
존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정량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측정된 의 흡수 계수의X-ray

를 제거하면 그림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엑세프를 얻을 수 있다background 7 . background

그림 5 나노막대를 그리고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 시키고 측정한ZnO n-GaN p-GaN

결과XRD .



제거를 위하여 를 사용하였다 엑세프는 주위에 존재하는 원자들에 의하여UWXAFS code [12].
결정되므로 엑세프를 분석하면 주위 구조의 정량적인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그림 의. 8 7

중 번 를 한 결과이다 그림 에서 첫 번째 는data 1, 4, 7 data Fourier Transformation . 8 (a) peak
구조에서 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개의 산소이고 두 번째 는 원자로부터 두ZnO Zn 4 , peak Zn

번째로 위치한 개의 원자를 나타내고 있다 의 첫 번째 는 축 방향을 따라서12 Zn . (b) peak c-
원자 바로 및에 존재하는 개의 산소 원자를 나타내며 두 번째 는 에서Zn 1 , peak Zn ab-plane

약 도 방향에 위치한 개의 원자로부터 온 것이다 에서 첫 번째 는56 6 Zn . (c) peak Zn ab-plane

그림 6 가루 및 나노 막대에 대한 흡수 계수를(a) ZnO (b)-(c) X-ray Zn

근처에서 에너지의 함수로 측정하였다 는 나노막대의 흡수계수K-edge . (b) ZnO

를 들어오는 의 전기장의 방향을 나노막대에 평행하게 하여 측정한 것이X-ray

고 는 의 전기장의 방향을 나노막대에 수직하게 하여 측정한 것이다, (c) X-ray .

나노막대의 방향이 축 방향이다c- .



에서 약 도 정도 위에 존재하는 개의 산소원자이며 두 번째 는 에 존재하10 3 , peak Zn ab-plane
는 개의 원자와 도 방향에 존재하는 개의 원자로부터 온 것이다 나노막대가6 Zn 56 6 Zn . ZnO
성장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원자간의 거리와 구조적 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길이가strain
다른 나노막대로부터 측정한 엑세프 를 한 것이 그림 에 나타나ZnO data Fourier transform 9
있다 그림 의 는 축 방향 이고 는 방향 인데 축 방향의 에. 9 (a) c- data (b) ab-plane data , c- data
서는 결합 거리와 이 막대의 길이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결합에Zn-O strain ZnO , Zn-Zn
는 약간의 벼화가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에서 엑세프 는 나. (b) ab-plane data ZnO
노막대의 길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합에 있어서 이. Zn-O strain

막대의 길이가 과 사이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길ZnO 0.1 0.2 m . 0.1 mμ μ

그림 7 그림 의 를 엑세프를 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은 가루 와 는6 data k . 1 ZnO , 2 4 0.1

길이의 나노 막대 과 은 길이의 나노막대 그리고 와 은m ZnO , 3 6 0.2 m ZnO 4 7 1.0μ μ μ
길이의 나노막대로부터 측정된 엑세프이다m ZnO .



이의 나노막대는 가 나노막대로 성장하기 직전의 박막 형태임을 측정을ZnO ZnO FE-SEM
통하여 확인하였다 구조적인 특성 분석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를 이론과 맞추. data FEFF [13]
어보기 을 하였다 그림 에서 실선은 을 한 결과이고 점선은 이다(fitting) . 8 fitting data . Fitting
한 결과는 에 정리하였다 에서 보여 주듯이 나노막대는 사파어이와의Table 1 . Table 1 ZnO
격자상수 차에 의하여 생긴 을 스스로 감쇠시키기 위하여 약 정도 두께의strain 0.1 m ZnOμ
층을 만들고 그 위에 나노막대가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의 구조film ZnO . ab-plane

적인 은 나노막대가 형성되면서 즉 길이가 약 이상 되면서 없어진다 그러나strain ZnO 0.1 m .μ
축 방향 은 나노막대가 까지 성장하여도 없어지지 않고 막대의 성장과 함c- strain 1.0 m ZnOμ

께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서 보여 주듯이 나노막대를 층 위에. Table 1 ZnO n-GaN

그림 8 그림 의 과 와 번 를 한 결과이다 는7 1 4 7 data Fourier Transformation . (a) ZnO

가루로부터 온 이며 는 길이의 나노막대로부터 온 이다data , (b)-(c) 1.0 m ZnO data .μ



Table 1 Coordination number (N), bond length (d) and Debye-Waller factor (σ2) of ZnO powder

(top), ZnO nanorods/Al2O3 (middle three) and ZnO nanorods/GaN/Al2O3 (bottom). The EXAFS

results of ZnO nanorods/Al2O3 at 300 K were determined by polarized-EXAFS measurements

whereas those of ZnO powder at 300 K and ZnO nanorods/GaN/Al2O3 at 30 K were obtained

from unpolarized EXAFS. S0
2
of 0.95(5) was used in the data fits.

그림 길이가 다른 나노 막대로부터 측정한 엑세프를 한 결과9 ZnO Fourier transform

를 원자로부터 거리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Zn .



성장 시켰을 때는 축 방향 이 지극히 적으며 축 방향을 따라서 전달되지 않음c- strain , c-
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가 격자상수가 다른 기판위에서 성장할 때 의 구조. ZnO ab-plane
적인 이 줄어들어야만 가 막대로 성장할 수 있으며 축 방향 을 나노막대의strain ZnO , c- strain
길이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전달되며 이것이 나노막대의 구조적인 품질을 결정한다는, ZnO
것이다.

기판표면 거칠기가 나노막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2) ZnO

기판 표면의 거칠기가 나노 막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영구하기 위하여 와ZnO ZnO
격자 상수가 적은 를 중간층으로 사용하고 나노막대를 중간층 위에 성장 시키GaN ZnO GaN
면서 나노막대의 성장을 관찰하였다ZnO .

그림 중간층의 표면 를 을 이용하여 측정한 이다 표면 는10 GaN mophology AFM images . mophology

에 정리되어 있다Table 2 .



GaN Interlayer ZnO Nanorods

specimen T(nm) R(nm) c( )Å
FWHM-2

θ(°)
FWHM-

θ(°)
c( )Å

FWHM-2

θ(°)
FWHM-

θ(°)
D(㎛-2

)

(a) 136 0.35 5.1916 0.14 2.20 5.2053 0.04 1.01 490

(b) 1043 0.31 5.1890 0.02 0.11 5.2057 0.04 0.84 575

(c) 3500 0.22 5.1887 0.01 0.09 5.2061 0.03 1.21 414

(d) 2555 0.16 5.1867 0.01 0.08 5.2060 0.02 0.97 348

no GaN 5.2085 0.10 2.70 115

Table 2. T thickness, R roughness, and D density. (a), (b), (c) and (d) correspond to the

samples in Fig. 11.

그림 은 각기 다른 중간층의 표면 를10 GaN mophology atomic force microscopy (AFM)
을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다 에 의하여 결정된 표면 거칠기가 에 정리되어 있다. AFM Table 2 .
그림 는 를 방법을 사용하여 같은 성장 조건에서 증착 시킨 결과이다 그림11 ZnO MOCVD . 1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노막대는 와 중간층 위에서는 전혀 성장되질 못했고ZnO (a) (b) GaN ,
와 에서는 고품질로 성장된 것을 볼 수 있다 를 이용하여 의 구(c) (d) . FE-TEM and XRD GaN

조적인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림 와 는 그림 의 와 의 중간층 표면. 12 (A) (B) 11 (a) (b) GaN
근처의 원자 배열을 보여 주고 있다 분석으로부터 표면 근처의 원자 배열에서. FE-TEM GaN
특이한 변형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는 를 이용하여 와 원자 배열. 12 (C) XRD GaN ZnO
상태를 측정한 결과이다 분석으로부터 결정돤 격자 상수와 그리고. XRD data FWHM

는 에 정리되어 있다 시료 의 값이 다른 시료에 비하여 다소mosaicity Table 2 . (a) FWHM-2θ
큰 것이 관측 되었지만 와 시료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가 관측 되지 않았다 여기서 우, (b) (c) .
리는 표면 거칠기를 주목하였다 시료 에서는 나노막대가 고품질로 성장한 반면GaN . (c) ZnO
에 시료 에서는 가 나노막대로 성장하질 못했다 시료 의 표면 거칠기는(b) ZnO . (b) GaN 0.31
이고 시료 의 표면 거칠기는 이다 는 원자간의 거리 혹은nm (c) 0.22 nm . 0.31 nm Ga-Ga Zn-Zn

원자간의 거리와 유사하다 그림 는 가 매끈한 표면과 거칠은 표면에서 성장할 경우 생. 13 ZnO

그림 11 SEM images of the ZnO grown on various GaN interlayers that are described in Fig.

10 and Table 2.



길 수 있는 을 보여 주고 있다model . Zn2+ 와 O2-원자가 전가자 풍부한 표면 위에 떨어지면

Zn2+ 원자는 표면에 쉽게 결합하겠지만(-) O2-원자는 쉽게 결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Zn2+ 원자가 표면에 먼저 결합하고 그 위에(-) O2-원자 결합하고 다시 Zn2+, O2- 원자가 반복
해서 결합하는 형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는 고품질의 나노막대로 성장할 수. ZnO
있는 것이다 반면에 표면이 거칠어서 와 가 무질서하게 표면에 분표하고 있으며. (+) (-) Zn2+ 와
O2- 원자는 무질서하게 표면과 결합하게 되고 따라서, Zn2+ 와 O2- 원자가 층층으로 쌓일 수

없어서 고품질의 단결정이 되기 어렵고 나노막대의 모양을 형성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다 이것은 와 격자상수의 차가 작아서 표면 거칠기의 영향이 큰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 ZnO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 고품질의 나노막대로 성장하기 위하여 원자가 먼저 기판에 균, ZnO Zn
일하게 결합하여 한층을 형성할 때 나노막대의 성장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ZnO
다.

그림 12 (A) and (B) are FE-TEM images near the surfaces of the GaN inerlayers in Fig.

11 (a) and (b), respectively. (C) XRD from the specimens shown in Fig. 11. (a) from ZnO

nanorods/Al2O3. (b), (c), (d) and (e) are corresponding to (d), (c), (b), and (a) in Fig. 11,

respectively.



기판의 전기적 특성이 나노막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3) ZnO

나노막대의 성장에 미치는 기판 표면의 전기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중ZnO n-GaN
간층에 을 주입하였다proton . Proton (H+ 이 주입된 기판위에 를 방법으로 증착) ZnO MOCVD
시키면서 성장 메카니즘을 연구하였다 에 을 주입한 이유는 위에서 보여 주었. N-GaN proton
듯이 기판에서는 고품질의 나노막대가 성장되었었다 그러나 그림 에서 보여 주n-GaN ZnO . 14
는 것과 같이 막 증착된 기판에서는 가 나노막대 형으로 성장되질 않았다 그림p-GaN ZnO . 14
의 는 열처리한 기판 위에 나노막대를 성장시킨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열처(b) p-GaN ZnO .
리를 하면 나노막대 성장이 가능한데 열처리하미 않은 기판위에서는 가 나노ZnO , p-GaN ZnO
막대로 성장하지 않는 다는 것은 기판의 구조상 차이나 표면 거칠기 차이 그리고 기판p-GaN
표면의 전기적 상태의 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와 을 이용하여 열처리전과 열. XRD TEM
처리후의 기판의 구조적특성을 조사해 봤지만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질 않았다 이것은p-GaN , .

기판의 표면 근처의 전기적 특성이 나노막대 성장에 큰 여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p-GaN ZnO
미하는 것이다 나노막대의 성장이 용이한 기판에 양성자를 주입하여 기판 표면. ZnO n-GaN
근처의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키면서 나노막대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먼저ZnO . 1x1 cm2 면적
의 기판 표면의 반을 로 덮고 을 표면에 수직한 방향n-GaN stainless steel mask proton beam
으로 주입하였다 입사 양성자의 에너지는 였다 의 양성자는 기판에 약. 50 keV . 50 keV GaN

깊이에 주입되며 중심 깊이 주위에 분표로 퍼지며 이 약 정570 nm Gaussian FWHM 250 nm

그림 13 (left) Zn and O deposited with layer-by-layer. A small mount of lattice

mismatch effectively becomes the seeds of the nanorod growth. (right) Zn and

oxygen atoms may be not deposited in the layer-by-layer mode in the beginning

of the ZnO growth due to the surface roughness.



도 된다 그림 의 는 로 씌운 위에 나노막대를 성장 시킨 것이다. 15 (c) mask n-GaN ZnO .
나노막대는 고품질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성자가 주입된 기판위에서ZnO . n-GaN

는 나노막대가 잘 성장 할 수 없음을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 양성자 주입에 따른 표ZnO (d) .
면의 를 조사하기 위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는 양성자가 주입된damage FE-TEM . (e)

기판의 표면 근처의 이다 측정은 양성자 주입으로 인한 표면의 이n-GaN TEM image . TEM
온 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음을 보여준다 깊이에서 측정을 실시하였damage . 500 nm TEM
고 그림 는 그 결과이다 검은 반점들이 양성자 주입에 따른 이온 를 보여준다, (f) . damage .

결과는 양성자 주입이 표면 근처에는 거의 를 주지 않는 반면에TEM n-GaN damage 500 nm
깊이에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은 그림 와 시료로부터 측정한 결과이다 짙은 점선으로 표시된15 14 (c) (d) XRD .
는 양성자를 주입하지 않은 기판위에 증착된 나노막대에 대한 결과이며data GaN ZnO XRD ,

원 선으로 표시된 는 양성자가 주입된 기판위에 나노막대를 성장시키고 로data GaN ZnO XRD
측정한 결과이다 양성자를 주입한 기판은 구조적으로 변형되어. GaN 2 = 34.5θ o 근처에서 이
차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 = 34.41θ o 근처의 이 매우 약해 졌음을 알 수 있ZnO (0002) peak

그림 14 FE-SEM images of ZnO grown on (a) as-grown, p-type GaN interlayer, (b) annealed,

p-type GaN interlayer, and (c) n-type GaN interlayer. ZnO deposited on (d) n-type GaN

interlayer with H
+
s implanted at 570 nm depth and total H

+
flux of 10

17
cm

-2
. FE-TEM

images from (e) near GaN surace and at about 500 nm depth.



그림 15 X-ray diffraction of ZnO and GaN(0002) peaks from ZnO grown on

Al2O3 substrates with various GaN interlayers. (c) and (d) indicate sample

configurations corresponding to the FE-SEM images in Fig. 14. In the inset,

closed-symbols indicate -rocking on the ZnO and GaN (0002) diffractionθ

peak from the sample (c). Open-circle is -rocking at 2 = 34.5 degree fromθ θ

the specimen (d).

Table 3 Conditions of H
+
implantation and XRD results. 2θB the peak position of ZnO (0002)

Bragg diffraction, FWHM-2 the FWHM of -2 scans, FWHM- the FWHM of -rockingθ θ θ θ θ

at the ZnO (0002) diffraction peak. The superscripts in parentheses correspond to the GaN

interlayers and sapphires in Figs. 14 and 16, respectively.



다 그림. 에 첨가된 그림은15 34.75o 와 34.5o 근처에서 의 와GaN (0002) peak 34.41o 근처의
에서 한 것이다 측정 결과는 상세히 분석 되어서 에ZnO (0002) peak -rocking . XRD Table 2θ

나타나 있다 결과는 그림 에서 보여준 과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이다. XRD 14 SEM TEM .

그림 은 를 양성자 주입 정도가 각기 다른16 ZnO Al2O3 기판위에 증착시킨 것이다 그림.
는 양성자를 전혀 주입하지 않은 사파이어 기판 위에 를 증착시킨 것인데 가16 (a) ZnO , ZnO

수직 방향으로 잘 배열되어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는 양성자를 약 깊이에. (b) 300 nm 1016
cm-2 개 주입한 사파이어 기판에 를 증착한 것이고 는 양성자 주입시 를 씌웠던ZnO , (c) mask
부분에 를 증착시킨 것이다 는 양성자를ZnO . (d) 1017 cm-2 개 주입한 사파이어 기판에 를ZnO
성장 시킨 것이다 결과는 는 양성자가 주입된 경우에 나노막대로 성장할 수 없음을. SEM ZnO
보여주는 것이다 사피이어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양성자를 주입한 경우 양성자가 일정한 부. ,
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퍼져갔으며 표면 근처로 이동한 양성자가 나노막, ZnO
대의 성장에 영양을 미쳤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16 FE-SEM images of ZnO deposited on Al2O3(0001) substrates with conditions

of (a) no H+ treatment, (b) H
+
implanted at 300 nm depth with a total flux of 10

16

cm-2, (c) no H+ implantation (covered by a mask) and (d) H+ implantation with a flux

of 10
17
cm

-2
.



나노 구조 제작 및 특성 연구2. Hybrid ZnO
나노막대를 실재로 로 응용하기 위하여 나노막대 위를 박막으로 덮ZnO LED , ZnO ZnO

어서 구조로 제작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림 의 는 나노막대를 사파이어 기파hybrid . 17 (a) ZnO
위에 증착 시킨 것이다 굵기가 약 이고 길이가 약 인 나노막대가 매우. 70 nm 1 m ZnOμ

하게 수직방향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나노막대는 기판uniform . ZnO
의 온도 350 o 증착 챔버 압력 에서 증착된 것이다 시료 증착의 모든 조건을C 0.2 - 0.5 mTorr .
같게 하고 단지 챔버 압력을 로 증가시키면서 증착했을 때 나노막대의 끝부분, 2 - 4 Torr ZnO
이 꽃 봉우리 모양으로 바뀌면서 약간 퍼지는 모습을 그림 의 에서 보여 주고 있다 높은17 (b) .
압력에서 계속해서 증착시키자 나노막대의 윗부분이 완전히 박막으로 덮히는 것을ZnO ZnO
에서 보여준다 나노막대위에 덮힌 박막의 두께는 약 이다 는 나(c) . ZnO ZnO 0.25 m . (d) ZnOμ

노막대를 형 기판 위에 중착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박막의 두께는 약 이p- GaN . ZnO 0.2 mμ
다. 나노막대 위를 덮은 박막의 표면을 측정법을ZnO ZnO atomic force microscopy (AFM)
통하여 연구하였다 그림 는 으로 측정한 나노막대의 윗 부분과 나노막대를. 18 AFM ZnO ZnO

그림 17 FE-SEM images of (a) as-grown ZnO nanorods on Al2O3, (b) in the

initial growth at a high working pressure, (c) a homoepitaxially grown ZnO

film on ZnO nanorods. The nanorod length was about 1 m and the filmμ

thickness was about 0.25 m. (d) A ZnO film/ZnO nanorods epitaxially grownμ

on a p-type GaN interlayer.



덮고 있는 박막의 표면이다 는 나노막대를 보여 주고 있다 막대와 막대 사이에ZnO . (a) ZnO .
깊은 골이 있으며 막대간의 분리가 분명하다 는 나노막대를 성장 시킨 후 챔버 압력, . (b) ZnO
을 높여서 증착했을 때의 결과이다 나노막대의 끝부분이 굵어지면서 막대와의 간격이 줄어들.
고 서로서로 붙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막대의 상단 모습을 유지하고 있.
음을 보여 준다 그림 는 높은 증착 압력에서 오래 동안 증착시킨 결과이다 더 이상 나노막. 18 .
대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윗면이 완전히 박막의 형태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막대위에, .
증착된 박막의 표면 거칠기는 약 정도이다30 nm .

나노막대 위에 증착된 박막의 결정학적인 구조를 연구하기 위하여 측정ZnO ZnO XRD
을 수행하였다 그림 은 에 대한 결과이다. 20 ZnO film/ZnO nanorods hybrid structures XRD .

에서 여분의 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차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2 scan peakθ θ
며 나노막대위에 박막이 성장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ZnO ZnO epitaxy . ZnO (0002) peak
근처에서 qx-qz 을 하여 나노막대와 박막사이에 격자적으로 뒤틀렸거나 구조적scan ZnO ZnO
인 존재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의 삽입 그림이mismatch . 20 qx(Å-1) - qz(Å-1 을) scan
보여 준다 중앙을 중심으로 정확한 한 모양은 박막이 먼저 성장된 박막위. symmetry ZnO ZnO

그림 18 (a) AFM surface images (2 x 2 mμ
2
) of (a) ZnO nanorods, (b) ZnO

nanorods with the buds at the tops and (c) the ZnO film fully covering the

ZnO nanorods.



에서 격자적으로 정확하게 맞게 성장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 은 나노막대에 박막을 성장시킬 때 막 성장된 박막의 지역 구조20 ZnO ZnO , ZnO
를 으로 측정한 것이다 그림 의 에서 막대와 윗 부분이 같은 짙은 색으로FE-TEM . 20 (a) ZnO
나타난 것은 나노막대가와 윗 부분이 같은 단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ZnO .
의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사각형 안을 확대한 그림이 삽입 그림에 나타나 있고 삽입(a) ,

그림의 점선 동그라미 안을 확대한 것이 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어둡고 밝은 부분이(c) . (c)
정확하게 층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박막이 나노막대 위에서 성장을ZnO ZnO epitaxy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층간의 간격이 약 로 의 축 격자상수의 의 절. 0.26 nm , ZnO c- 0.52 nm
반임을 보여주고 있다 선택적인 지역의 전자 회절 측정은 에 보여 주고 있는데 회절 경향. (c) ,
이 축c- 뿐만 아니라 방향에도 정확하게 나타나고있다 박막이 먼저 성장된 나ab- . ZnO ZnO
노막대 위에서 축 뿐만 아니라 방향에서도 정확한 격자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c- , ab- .

그림 19 High-resolution x-ray diffraction of the ZnO film/nanorods shown in Fig.

17 (c) (dashed-line) and (d) (solid-line) as a function of 2 . The inset showsθ

the diffraction profile as a function of Qx(Å
-1
) and Qz(Å

-1
), around the (0002)

diffraction peak of the ZnO film/nanorods.



그림 20 (a) FE-TEM images from ZnO nanorod arrays with a bud shape at

the top of the nanorods. The total length of the rods is about 1.2 m and theμ

bud part is about 0.2 m. The inset is an enlarged image of the nanorods inμ

the dotted square. High-resolution FE-TEM image (b) and SAED (c) were

made from the top part of the nanorod indicated by the dotted circle.



그림 21 I-V characteristic curves of an n-ZnO nanorods/p-GaN heterostructure at RT.

The dashed curves were taken under a 300 W UV halogen lamp. The inset is a

schematic illustration of I-V measurements on the n-ZnO nanorods/p-GaN

heterostructure.



를 로 구현하기 위하여ZnO film/ZnO nanorods hybrid structures LED ZnO film/ZnO
를 중간층 위에 증착하였다 그림 은 이런 구조체를 로nanorods p-GaN . 21 Pt/Ti Ohmic contact

을 만들고 전기적 특성을 측정한 것이다 에 대한 개. ZnO film/ZnO nanorods hybrid structure
략도는 삽입그림에 소개되어 있다 전압을 변화 시키면서 측정한 전압 전류 특수 곡선에. - (I-V)
서 분명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압에서 적은 전압에서부터 선형적인pn-junction , forward
전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작은 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며Shottky barrier , Ohmic contact
가 잘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Backward bias breakdown

는 에서 약간의 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를 쪼이면서 측정한voltage junction leakage . UV I-V
특성이 점선으로 나타나있다 나노막대가 들어있는 이 에 대하여 매우 민. ZnO pn-junction UV
감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한 추가 작업이나 공정 없이도, ZnO film/ZnO nanorods/p-GaN

이 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junction UV sensors .

그림 은 을 측정한 것이다 그림 의 에서22 photoluminescence (PL) . 22 (a) ZnO film/ZnO
에서 강한 빛이 발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좌측 상단의 삽nanorods/p-GaN junction blue ,

입 그림은 빛이 발산되는 부분만을 확대한 것이며 왼쪽 아래에 삽입된 그림에서 우측의, lead
는 위에 접촉되어 있는 것이고 좌측 는 위에 접촉ZnO film/ZnO nanorods/p-GaN , lead p-GaN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는 푸른 빛이 아래쪽. 22 ZnO film/ZnO nanorods/p-GaN
에서 발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것은 와 에서 빛, ZnO nanorods p-GaN junction
이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푸른색의 빛은 빛의 발생 근원이 가. ZnO nanords
아니라 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에 연구된 결과들은 에 전가가 주입, p-GaN . Mg-doped p-GaN
되면 푸른빛 발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나노막대의 전자 밀도가 충분하지 않. ZnO
아서 나노막대에서 빛이 나오지 않음을 의미한 것으로 나노막대를 보다 밀도가 높은ZnO ZnO
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알 수 있다 그림 의 는 발생되는 빛을 파장의 함수로 측정한n- . 22 (b)

것이다 정도에서 강한 가 있으며 이 가 푸른색과 일치한다 푸른색보다 낮은. 430 nm peak , peak .
파장 즉 푸른색보다 에너지가 큰 빛은 전혀 관측 되지 않았으며 푸른색보다 큰 파장은 측정한,
연구실에서 온 빛이다background .



그림 22 (a) Blue light emitting from the n-ZnO nanorods/p-GaN heterojunction

measured at the forward bias under applied voltage of 10 V. The upper inset is

an enlarged image of the blue light radiation region. The specimen size was 1 x

1 cm
2
and only half of the p-GaN surface was covered with ZnO film/nanorods,

as shown in the lower inset. The left (p-GaN) and right (n-ZnO film/nanorods)

sides were ohmically contacted with positive and negative terminals, respectively.

(b) EL spectra from the heterostructure.



그림 나노막대에 질소이온을 주입한 후 측정한 질소이온23 ZnO SEM images. (a)-(b) 1x1017

cm
-2
, (c)-(d) 1x10

17
cm

-2
개를 주입한 경우이다 는 측면도이고 는 조감도이다. (a)-(c) , (b)-(d) .



이온 주입에 따른 나노막대의 구조적 변화 연구3. ZnO
나노막대를 사피이어 기판에 수직 성장 시킨 후 질소 이온ZnO , (N+ and N2+ 를) 1016 cm-2 and

1017 cm-2 주입하고 구조적인 특성 변화를 측정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그림 은 이다SEM . 23 SEM images .
그림 이 조여 주듯이 질소이온을23 1017 cm-2 이상 주입했을 때 나노막대가 녹아내리며 원래의 모ZnO ,
양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사용된 질소이온의 에너지는 였으며. 120 keV 1017 cm-2 이
주입할 이온의 한계치라는 것을 보여 주고있다 전기적 특성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다양한 에너지를. ,
갖는 질소이온을 이용하여 이온 주입이 나노막대의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ZnO .



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최종 목표

- 양성자빔이 조사된 기   간층에서 ZnO 나노막  성장 연구

- N  Ni 이온 주입을 이용한 p-형 박막  나노 ZnO 막  제작 기술 확보

- Ni 이온주입을 이용한 자성반도체 제작기술 연구

- 이온 주입에 따른 내부구조 변형과 기 ·  특성 변화 상 계 체계화 

- 이온주입법과 양성자빔으로 표면처리하여 안정 인 p-형 ZnO 나노막  제조기술 연구

- 열 ·화학 으로 안정한 n, p-형 ZnO 나노막  제작을 한 기  지식 체계화

- High-flux, High-current implantation 기술을 이용한 도핑 문인력  미세구조 분석 

문인력 양성

- Light emitting diodes (LED) 응용을 한 ZnO 나노막  제작  성장 메카니즘 연구

 

단계별 목표

02 단계 (2005 ~ 2007)

- 양성자빔을 조사한 각종 기   간층 에서 ZnO 나노막  성장 연구 

- 안 인 p-형 ZnO 나노막  제작을 한 양성자 빔으로 표면처리 기술 개발 

- 하이 리드 ZnO 나노막 에 N  Ni 이온을 주입하여 도핑하는 기술개발

- 이온주입에 의한 구조 , 기 ,  특성변화 체계화

- ZnO 나노막 의 성장 메카니즘 규명

- 하이 리드 ZnO 나노막  제작 기술 확보  구조  특성 규명

- P-형 ZnO 나노 막   박막을 제작을 한 이온주입 최  조건 결정 

03 단계 (2008 ~ 2010)

- Mg 이온주입을 이용한 LED 활성층 제작기술 연구

- 양성자빔 주입을 통한 LED 활성층 특성연구 

- 양성자빔을 조사한 하이 리드 ZnO 나노구조체 특성 연구 

- 하이 리드 ZnO 나노막 를 LED 재료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나노구조와 LED 효율  휘도의 상 계 연구

- N, p-형 ZnO 나노막 를 이용한 고효율 고휘도 LED 개발 기술 확보 

2단계 2차년 (2006년 4월 2007년 3월까지 12개월) 목표는 안정 인 ZnO 나노막 의 제작

과 ZnO 나노막 의 특성연구 그리고 이온주입에 따른 구조  학  특성을 연구하여, 국내외 

학술 회에서 2회 이상 발표하고, SCI  학술지에 1편이상의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본 연

구진에서는 안정 인 ZnO 나노막 를 성공 으로 제작하 으며, ZnO 나노막 의 성장에 미치

는 주된 세가지 요인, 즉 기 과 ZnO 나노막 간의 격자상수 차, 기 의 표면 거칠기, 기 표면

의 기  특성이 ZnO 나노막 의 성장에 미치는 향 메카니즘을 체계 으로 연구하여 국내

외 학술 회에서 20회 발표하 고, SCI  국제학술지에 9편의 논문을 그리고 비 SCI 학술지에 

2편의 논문을 게재하 다. 한 질소 이온을 주입하여 ZnO 나노막 의 구조   특성의 변화

를 연구 이며, 2단계 2차년도의 연구목표를 100%이상 달성하 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2단계 2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안정 이 ZnO 나노막 를 다양한 기 에 성장 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으며, ZnO 나노막 가 (-) 하가 풍부한 기  에서 고품질로 성장한다

는 정보는 고품질의 ZnO 나노막 를 보다 다양한 종류의 기 에서 장장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겠다. 자가 풍부한 속 표면과 polymer 표면에서도 수직 성향을 가진 ZnO 나노막

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으며, ZnO 나노막 를 LEDs나 sensors 로 개발하기 

하여 ZnO 박막을 수직 배양된 ZnO nanorods 에 epitaxy로 성공 으로 성장 시켰다. ZnO 

film/ZnO nanorods 구조가 LEDs로써 혹은 UV sensors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UV 

sensors로서는 추가 인 공정 없이도 바로 산업화가 가능한 것이다. LEDs 응용을 해서는 추

가 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우선 ZnO 나노막 를 보다 도가 높은 n-형으로 만들어야하며, 

안정 인 p-형 ZnO film을 ZnO 나노막  에 증착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한 보다 

강한 빛의 발산을 하여 활성층 (activation layers) 개발이 필요하다. Activation layer를 하

여 Zn(1-x)Mg(x)O 박막을 개발할 정이며, 이 활성층을 ZnO nanorods와 ZnO 박막 사이에 

성장하여 보다 강한 UV 빛이 나오도록 할 정이다.

재 개발된 기술이 실용화가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하여 LED 기업과 연계하여 산업화

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며, 고효율의 nano LED 개발을 하여 보다 구체 인 문제 들을 찾



아서 해결하고, 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궁극 인 목표인 nano LED를 개발할 것이다.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LED 특허 국제 동맹 결성: 반도체 분야에서 선진국인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LED 

특허권에 한 기득권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하여 특허권동맹을 결성하고 있음.

2) ZnO 나노재료를 소자로 활용하기 한 많은 연구가 있으며, ZnMgO를 활성층으로 하여 LED를 만들고

자하는 노력과 함께 특허권 신청이 이어지고 있음. 



제 장 참고문헌7
[1] X. Duan, Y. Hunag, Y. Cui, J. Wang, and C. M. Lieber, Nature 409, 66 (2001).
[2] Lionel Vayssieres, Adv. Mater. 15, 464 (2003).
[4] M. H. Huang, S. Mao, H. Feick, H. Yang, Y. Wu, H. Kind, E. Weber, R. Russo, and P.

Yang, Science 292, 1897 (2001).
[4] W. I. Park, D. H. Kim, S.-W. Jung, and Gyu-Chul Yi, Appl. Phys. Lett. 80, 4232,

(2002).
[5] Plave V. Radovanovic and Daniel R. Gamelin, Physical Review Letters, 91, 157202

(2003).
[6] D. Whang, S. Jin, Y. Wu, C. M. Lieber, Nano lett. 3, 1255 (2003).
[7] Won Il Park and Gyu Chul Yi, Adv. Mater. 16, 87 (2004).
[8] S.-W. Han, H.-J. Yoo, Sung Jin An, Jinjyoung Yoo, Gyu-Chul Yi, Appl. Phys. Lett. 88,
111910 (2006).

[9] C. J. Sun, G. M. Chow, S.-W. Han, J. P. Wang, Y. K. Hwu, and J. H. Je, Appl. Phys.
Lett. 88, 122508 (2006).

[10] Sang-Wook Han, Int. J. of Nanotechnology 3, 396 (2006).
[11] S.-W. Han, S.-H. Kang, Solid State Phenomena 111 - 112, 25 (2006).
[12] E. A. Stern, M. Newville, B. Ravel, Y. Yacoby and D. Haskel, Physica B 208 & 209,
117 (1995).

[13] A. L. Ankudinov, B. Ravel, J. J. Rehr, S. D. Conradson, Phys. Rev. B. 58, 7565
(1998).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