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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n film has been an increasing important subject of intensive research, owing to the fact that these films possess
desirable optical, electr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for uses in many semi-conducting nano-crystal applications,
such as light-emitting diodes, lasers and solar cell applications. Here, ZnSe thin films were deposited by electrochemical
method for the applications of light emitting diode. Electrochemical deposition of ZnSe thin film is not easy, because of
the high difference of reduction potential between zinc ion and selenium acid. In order to handle the band gap of ZnSe
crystal thin films easily, electrochemical methods are promising to manufacture these films economically. Therefore we
have investigated the present study to characterize zinc selenide thin films deposited on ITO glass plates electrochemically.
The luminescent properties of ZnSe films have been evaluated by UV-Vis spectrometer and luminescence spectrometer.
And the morphology of the film surface has been discussed qualitatively from SEM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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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LED(light-emitting diode)는 밝기, 효율, 수명

시간 그리고 저전력 등의 중요한 요소들로 인해 디스

플레이 요소로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최근에는

II-VI 및 III-V 족 반도체를 사용하여 발광 특성을 가지

는 ZnO, ZnSe, CdSe, CdS, ZnSe 등과 같은 소자들을

사용한 LED의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ZnSe (zinc selenide)는 II-VI 족 반도체로서 밴드갭이

2.7eV인 직접천이형 반도체의 청색발광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ED, 빛의 파장크기가

짧아 고밀도로 읽기 쓰기가 가능한 광저장기술 분야에

서 레이져 소자, 박막형 솔라셀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1-3].

ZnSe를 박막으로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화학증착(chem-

ical vapor deposition), 유기금속화학증착(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원자피복(sputtering) 또는 결

정성장(epitaxy)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4-6].

이러한 방법들은 400oC의 고온과 진공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해한 유기금속물에서 인체를 보하기 위해 많은

조작비용이 들게 된다. 전기화학적 방법은 저온에서 전

착이 가능하며, 대면적화가 쉬우며, 평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

순물에 오염되기 쉬우며 주위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

으며, 또한ZnSe는 전착전위가 달라 전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Kröger 는 두 물질의 평형전위를 초과하

지 않더라도 동시에 전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ZnSe의 형성이 Gibbs 자유에너지에 영향을 주

어 아연(zinc)이 형성되는 것보다 더 낮은 전위에서도

전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Manzoli등[7]은

ZnSe를 전기화학적으로 전착하기 위해 순환전위법

(cyclic voltammetry)을 이용하여 전착조건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Murali 등[8]은 펄스 전착법을 이용하여

ZnSe 박막을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화학적인†E-mail : yoondy@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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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중에서 순환전위법을 사용하여, ITO 표면에 전착

된 ZnSe 박막의 표면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제조

된 ZnSe 박막의 발광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실 험

Fig.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전기화학 실험장치의 개

략도이다. 전기화학계는 삼전극계로서 산화전극은 백금,

환원전극은 ITO substrate, 기준전극으로는 Ag/AgCl sat를

각각 사용하였으며, ZnSe를 전착하기 위해서 ZnSO4와

SeO2를 액상으로 준비하였다. ZnSe가 전착되는 ITO는 사

전에 NaOH 수용액, HCl 용액 그리고 증류수로 각각15분

씩 세척하였으며, 이때 저항은 18Ω로 측정되었다. 전착

면적은 단면으로 2cm2만 액상에 담지되도록 하였다.

전해질은 0.1M~0.3M의 ZnSO4와 0.01M~0.05M의

SeO2의 수용액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전도성 향상을

위하여 첨가제로 Na2SO4를 사용하였다. 전기화학실험에

서 사용한 단위 셀은 아크릴로 4x4cm2의 면적에, 높이

3cm의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항온조 안에서 일정한 온도

를 유지하였다. 전기화학적 전착을 위하여 Potentiostat/

Galvanostat(EG&G Parc. 263A)를 사용하여 정전위법

으로 30분간 전착하였다. 제조된 박막은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하여 결정성에 대하여 조사하

였으며, 광학적 특성과 발광특성은 UV/Vis Spectrometer

(Agilent 8453)와 Luminescence Spectrometer(Perkin Elmer

LS 55)를 각각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3.1. 전위특성

Fig. 2는 제작된 셀내에서 ZnSO4와 SeO2의 혼합용

액에 대하여0V에서부터 -1.2V사이의 전위 구간에서

20mV/sec의 주사속도로 순환전위법을 실시한 환원전

극에서 전류밀도 변화에 대한 결과이다. 여기서 Zn와

Se는 -0.3V에서부터 전착되기 시작하여 -0.64V에서 환

원피크가 나타났으며, -0.55V에서 산화피크가 새로이

생성되었다. 농도조건의 변화에 따른 환원피크는 SeO2

의 농도가 커질수록 크기가 커졌으며, 또한 산화피크는

ZnSO4의 농도가 커질수록 크기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ITO substrate 표면에서 발생되는 ZnSe의 전기화학

적 반응 메카니즘은 아래와 같다. 

(1)

(2)

Se가 ITO substrate표면에 전착된 후 그 위에 Zn이

연속적으로 전착된다. 이는 Se 이 Zn에 비하여 전착

전위가 낮기 때문이다. 위의 반응식에 의한 2개의 환원

피크가 생성되어야 하지만, 본 순환전위법의 실험 결과

에서는 환원피크가 단 한 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해질에 SeO2만 있었을 경우

비가역적으로 환원피크는 생성되었지만 산화피크가 생

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해질에 ZnSO4만 있었을 경

우에는 0V에서 -1.2V까지 Zn이 환원되지 않아서 환원

피크가 생성되지 않은 것을 고려된다. 이와 유사하게,

Se 만이 수용액상에 있었을 경우에는 산화피크가 생성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물질이 유사한 크기의

전위차에서 전착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ITO substrate 표면에 Se이 전착된 후 Zn 이온이 이

미 생성된 Se 양자점(quantum dot)와 쉽게 결합하여

환원피크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

Se2+ 2e-+ Se→

Se Zn2+ 2e-+ + ZnSe→

Fig. 1. Structure of electrochemical cell.

Fig. 2. Cyclic voltammetry for ZnSe in 0.2M ZnSO4 and
0.03M SeO2 with 0.3M Na2SO4 and 20 mV/sec
between 0 and -1.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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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전위법에 의한 결과는 -0.6V 부근에서 ZnSe 형성

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본 연구

에서는 -0.5V와 -0.7V에서 각각 정전위법을 이용하여

ZnSe를 전착하였다.

3.2. 표면 특성

Fig. 3에 SEM 에 의해 관찰된 표면을 나타내었다. -0.5V

와 -0.7V에 의한 정전위법으로 전착된 결정(grain)의

사진으로, 2가지 모두 조밀하게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위차가 -0.5V에서 전착한 경우 구형

(spheroid)으로 형성되었으며, -0.7V에서 전착한 경우에

는 나무모양(dendroid)으로 형성되었다. Se의 결정구조

가 육각형(hexagonal)인 점을 감안하여 전위차가 큰 경

우 Se이 과도하게 전착됨으로 나무모양 형태로 형성되

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0.5V에서 전착한 경우 결정

의 크기가 약 0.5~1 µm정도이나 -0.7V에서는 1.5~2 µm

정도의 크기로 관측되었다. 

3.3. 광학적 특성

Fig. 4는 UV-Vis spectrometer 를 이용한 스펙트럼

대비 밴드갭(band gap)을 측정한 결과이다. 밴드갭은

가전자 대 전자에너지에서 전도대 전자에너지의 차이

로서 흡광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식은 다음

과 같다[9].

(3)

(4)

여기서 α, Eg, τ와 t는 흡광계수, 밴드갭, 투과도 그

리고 박막두께를 각각 나타낸다. 주어진 식을 이용하

여 hv vs. αhv 에 대하여 도시한 후 고려되는 영역에

대하여 외삽법을 이용하여 ZnSe의 밴드갭을 측정하

였으며, 밴드갭이 2.55~2.6eV 사이로 결정되었다. 이

것을 파장범위로 변환하게 되면 약 480 nm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청색계열의 파장을 생성하는 것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ZnSe의 밴드갭은

2.6eV이지만, 전기화학적으로 박막을 형성하는 경우

결정의 예상치 못한 불순물 도핑이나 다결정성 등의

영향으로 인해 박막 내에 자체적인 트랩을 형성하게

하게 되어 전착된 박막의 밴드갭이 약간 다르게 측정

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상온에서 측정한 발광

특성(luminescence)의 결과를 스펙트럼으로 나타낸 그

림이다. 전착 분위기의 온도가 70일 경우가 가장 높

은 발광강도를 보여주었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ZnSe

박막은 밴드 갭 측정 결과와 동일하게 약 480 nm에

ahv A hv Eg–( )0.5=

α τ( )ln– t⁄=

Fig. 3. SEM images of ZnSe grains.

Fig. 5. Luminescence spectra of ZnSe film.

Fig. 4. Variation of hv for ZnS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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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높은 발광피크를 보여주었으며, 400~700 nm

에 이르는 넓은 파장에서 발광 특성을 보여주었다.

50oC에서도 480 nm에서 가장 높은 피크를 보여주기

는 하지만 박막의 두께가 얇게 형성되어 발광의 세기

가 전체적으로 강도가 약하다. 또한 500 nm를 기준으

로 -0.5V에서 형성한 경우 500 nm 이하의 파장에서 강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Se 가 -0.7V에

서 전착된 경우에는 500 nm 이상의 파장대에서 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잉 Se에 의한 영향

인 것으로 고려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TO substrate에 정전위법을 이용하여

ZnSe를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전착하였다. 전착된 ZnSe

박막의 밴드갭은 약 2.55eV인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는 약 480 nm로서 청색 발광특성을 나타낸다. SEM을

이용하여 결정의 구조를 본 결과 -0.7V일때는 나무모

양의 형태를, 또한 -0.5V일 때는 구형의 결정형태를 갖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광특성을 측정한 결과 -0.5V

에서 전착하였을 경우 480 nm에서의 발광강도가 -0.7V

에 비하여 더욱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70이하

에서 ZnSe를 형성할 경우 전착 속도가 낮아 발광강도

가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LED청색발광소자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약 450~500 nm에서 발광강도가 높아야

하는데 실험분석 결과 고온에서 그리고 보다 낮은 전

위로 전착할 경우가 보다 좋은 발광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LED의 실제 공

정에 응용하기 위하여는 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전기화학적 조건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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