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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광검출기 (Photodetector)는 입사광을 기반으로, 전
기신호를 전달하는 소자이다. 대부분 투명 UV (Ultraviolet) 광검
출기는 넓은 에너지 밴드갭을 가지는 TCO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물질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넓은 에너
지 밴드갭을 가지는 TCO (n-type ZnO/p-type NiO) 이종접합
구조 (Heterojunction structure)를 이용하여, UV 영역을 특정
한 고성능 투명 광검출기를 제작하였다. 특히, ZnO와 NiO는 풍
부한 매장량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인체에 유해성이 낮고, 화
학적으로도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서, 태양전지, 광검출기 등을 포
함한 다양한 광전소자 (Photoelectric devices)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투명 NiO /ZnO 광검출기는 p/n접합 구조의 Photovoltaic
특성을 가지므로, 외부 바이어스가 없이도 광검출기로써 작동이
가능하다.본 연구에서는 더 높은 광특성을 위해서 역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하여, 광응답속도의 개선과 광전류의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역바이어스에 의한 Heterojunction
에서의 전기적인 변화 (공핍층 증가, 캐리어 수집 향상, 이
동 속도 개선, 전계증가 등)에 대한 소자의 특성과 그 영향
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고성능 투명 광전소자
의 개선 방안과 최적 성능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1. 서

론

광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 주는 광 검출기는 현재 화
재 감지기, 자외선 검출기, 환경 센서 등 많은 분야에서 핵심 소
자로 사용되고 있다. 그로인해 고성능 광검출기의 수요가 꾸준하
게 늘어나고 있다[1],
광학적인 투과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성능의 UV 광 검출기를
제작하기 위해 밴드갭이 넓은 TCO 물질인 NiO/ZnO 이종접합을
구성하고 소자 최상부에 은 나노와이어 (Silver Nanowire :
AgNWs)를 사용하여 광전기적으로 생성된 캐리어를 보다 효과적
으로 수집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투명 UV
광검출기는 외부 전압 없이도 광검출기로써 우수한 성능을 보이
나 외부 전압을 인가하면 보다 뛰어난 소자특성을 얻을 수 있다.
PN 접합의 공핍층에 충분한 에너지의 빛이 입사했을 때 전자-정
공 쌍 (Electron-Hole Pair : EHP)이 형성되고 각 캐리어들은
확산 (Diffusion)과 소자 내부에 형성된 전계에 의해서 Hole은
P-type반도체 쪽으로 Electron은 N-type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외부 전압을 조절하여 내부 전계의 세기를 향상시킨다
면 캐리어의 이동속도를 증가시켜 빠른 응답 속도를 얻을 수 있
고, 공핍층의 넓이도 전압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빛
을 흡수하여 광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2].
본 실험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이론을 바탕으로 소자에 인가되는
바이어스를 조절하여 최적의 외부 전압을 찾아 소자 특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실험방법.
증착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판으로 사용될 FTO-coated glass를
세정하기 위해 Ultrasonic cleaner를 이용하여 아세톤, 메탄올,

증류수 순서로 각 과정 당 10 분간 세정작업을 진행하여
substrate를 준비하였다.
증착 공정은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방식의
Magnetron Sputtering System (SNTEK-12SN048)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디바이스 제작 과정은 먼저 세정된 FTO-coated
glass 위에 ZnO를 RF power 300W, 공정압력 5 mTorr, Ar
50sccm 분위기 조건으로 20 분간 증착하였다. 다음으로 Ni을 동
일한 sputtering system을 이용하여 DC power 55W, 공정압력
3 mTorr, Ar 20 sccm 으로 증착하며 추가적으로 O2 gas 5
sccm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NiO 층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상
부 접촉에 사용될 AgNWs를 Spin coating 장비로 소자위에 코팅
하였다.
위의 과정으로 제작된 소자를 기반으로 외부 바이어스에 따른
소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0.5 V부터 0.4 V 까지 외부전압
을 인가하며 50 Hz 주파수의 UV light (360 nm wavelength,
1.2 mW/cm2)를 소자에 주사시키며 광전류를 측정했다.
2.2 실험결과
<그림 1>은 앞서 기술한 제작과정을 거쳐 완성된 의 구조도를
나타낸 사진이다. Glass를 시작으로 FTO, ZnO, NiO, AgNWs 순
으로 층이 구성되어 있으며 AgNWs층에 Probe (+), FTO층에
Probe (-)를 접촉시켜 효과적으로 광전류를 검출하였다.

<그림 1> UV 광검출기 구조도
<그림 2>의 투과율 데이터에서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서 제작한
UV 광검출기 소자는 가시광선 영역(550nm)에서 65.47%의 투과
율을 나타내어 시인성이 뛰어나고 UV 영역에서는 빛이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NiO/ZnO 투명 광전 소자의 투과도와 실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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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외부 전압에 따른 반응도 (Responsivity).
3. 결

론

본 연구에서 스퍼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P-type NiO와
N-type
ZnO
이종접합
구조의
UV
광검출기
(UV
Photodetector)를 구성하고 인가전압을 조절하면서 소자의 특성
을 파악하였다.
다이오드 특성이 사라지게 되는 항복전압 (Breakdown voltage)
보다 낮은 전압에서 역방향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압의 세기를
증가시켜 감에 따라 응답속도, 하강속도, 광전류의 세기 모든 측
면에서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위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이용하여 작은 전압으로 더 높은 효
율을 낼 수 있는 고성능 광검출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광 검출기를 필요로 하는 제품에 적용되어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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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0.5 V 역방향 전압 인가 후 측정된 소자 특성.
b) -0.5 V부터 0.4 V까지 측정된 소자 특성.
<표 1> 외부 전압 변화에 따른 소자 특성.
bias(V)
-0.5
-0.4
-0.3
0
0.3
0.4

Rise time (µs)
36.1
41.7
87.0
692,2
54.4
181.4

Photocurrent
(µA)
77,2
409.3
60,2
316.4
79.5
286.4
49.3
316.2
113.4
173.3
1,824.0
98.7

decay time (µs)

<그림 3> (a)는 측정범위 중 광전류가 가장 높고 응답속도인
Rise time이 가장 빠른 –0.5 V에서의 소자 측정 내용이다. <그림
4>b 와 <표 1>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0 V에서 0.4 V 까지
정방향 전압을 인가했을 때, rise time, decay time은 증가하고
광전류는 감소하여 소자특성이 0 V 상황일 때와 비교하여 감소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0 V에서 –0.5 V까지 역방향 전
압을 소자에 인가했을 때는 rise time, decay time이 선형적으로
감소했으며 광전류도 증가하여 전반적인 소자특성이 모두 향상됨
을 알 수 있다.
또한, 빛의 특정 파장에서 검출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반응도 (Responsivity)를 통하여 소
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3].
Responsivity = Iph / Pin (A/W)
본 실험에서는 빛의 세기를 고정하여 외부전압을 조절했기 때문
에 반응도는 광전류 (Photocurrent)에 비례하여 <그림 4>와 같
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0.5V의 역방향 전압에서 가장 뛰어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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