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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고안정성, 그리고 가시  역에서 높은 투과율을 가지는 ZnO는 무반사코 , 태

양 지의 투명 극, 박막 가스센서, 발진소자 등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 ZnO 반도체는 

3.37eV의 넓은 밴드갭을 가지고 있고, 상온에서 6mV의 큰 엑시톤 밴드갭 에 지를 가지고 

있으며 UV를 조사하면 푸른빛을 방출한다. 한 400∼700nm에서 ZnO의 녹색방출, 가시  

발 은 압에서 디스 이 방출의 잠재 인 응용이 있기 때문에 리 연구되어지고 있

다. TiO2는  ZnO와 비슷한 큰 밴드갭 에 지를 가지고 있으며, 기 , 학  특성이 뛰어

나 학코 , 화학  센서, 매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lectron-beam 법에 의해 제작된 ZnO 박막의 특성뿐만 아니라 미세 구조

에서 TiO2 버퍼층의 향에 해 연구하 다. 박막은 ZnO, ZnO/TiO2/ZnO로 제작하 고 박

막 증착시 기 진공도(base pressure)는 TiO2 9.0 × 10-5 Torr, ZnO 2.0 × 10-4 Torr 이고, 

증착산화물의 crucible과 기  사이의 거리는 650㎜이며, 균일한 박막을 제작하기 하여 기

의 회  속도는 12 rpm으로 유지하 다. 그리고 기  온도에 의한 변수를 이기 하여 

챔버내 온도를 ZnO 320℃, TiO2 200℃로 유지 하 고, 산소분압은 TiO2 1.0 × 10-5 Torr, 

ZnO 1.0 × 10
-4

 Torr에서 박막을 제작하 다. 제작된 다층박막의 구조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FE-SEM을 이용하여 표면을 측정하 고 박막의 결정상을 확인하기 하여 x-ray 

diffraction(XRD)를 측정하여 결정상을 확인하 으며  발  특성을 보기 해 PL(photoluminensence)

측정하 다.

  그림 1은 ZnO 박막과 ZnO/TiO2/ZnO박막의 FE-SEM사진이다. ZnO 박막은 균일한 입자

모양으로 이루어져있고, 결정크기는 TiO2 30nm∼100nm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림 2는 ZnO 박막과 ZnO/TiO2/ZnO박막의 XRD패턴을 보여 다. ZnO 단층과  ZnO/TiO2/ZnO 다층 박막의 

결정사이즈는 19.16nm, 23.35nm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3은 ZnO, ZnO/TiO2/ZnO 박막의 상온 PL측정을 

나타낸다. ZnO 박막은 TiO2 buffer layer에 의해 green과 violet luminesence의 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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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ZnO, ZnO/TiO2/ZnO FE-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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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ZnO, ZnO/TiO2/ZnO 박막의 XRD 패턴   그림 3. ZnO, ZnO/TiO2/ZnO 박막의 상온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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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O/TiO2/ZnO multi-layer structure was grown on quartz glass substrate using 

electron beam evaporation. SEM images indicated that the ZnO single-layer and 

ZnO/TiO2/ZnO multi-layer consist of uniform particles, and the particle size of ZnO 

increases from 30 to 100nm in presence of the TiO2 interlayer. The crystallite size of 

ZnO in the ZnO single-layer and ZnO/TiO2/ZnO multi-layer was 19.16nm, 23.35nm, 

respectively. It implied that the TiO2 interlayer helps to improve the crystallinity of ZnO. 

Consequently, the photoluminescence intensity in the UV and the visible range are 

significantly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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