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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energy gaps of copper from 2.1 to 2.7 eV, its high light absorption, its nontoxicity
and its abundance on the earth, Cu2 O is an attractive material for use in various areas such
as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hotocatalytic reactions, water photolysis, nonlinear optics,
and gas sensing. Many researches efforts are being conducted to obtain high-quality Cu2 O thin
films. In this study, high-quality, epitaxial Cu2 O (111) thin films were obtained via a relatively
simple method, rapid thermal processes at high temperature of RF sputtered Cu (111) thin film
on a sapphire substrate. XRD, SEM and UV-Vis spectroscopy measurements confirmed the high
crystallinity of the Cu2 O (111) thin film oxidized for 30 minutes at a temperature of 800 ◦ C under
an atmosphere of argon with 3 ppm of oxygen. Also, because of the high crystal-quality of the
Cu2 O (111) thin films, blue and indigo energy gaps at room temperature were obtained from the
absorption coefficient α. The obtained energy band gaps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values
obtained from Cu2 O bulk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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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2.1 eV에서 2.7 eV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에너지 간격을 가지고 있어 빛의 흡수도가 높고
지구상에 풍부한 구리를 기반으로 하며 독성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아 태양광 발전, 광촉매 반응, 물의 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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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광학, 가스 검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 제일 산화구리 Cu2 O 박막을 얻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 Cu(111) 박막의 고온 열처리를 통하여
높은 결정성을 가지는 Cu2 O (111) 박막을 성장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장된Cu2 O (111) 박막의 XRD
와 SEM, UV-Vis spectroscopy 측정을 통하여 아르곤 분위기 하에 800 ◦ C의 온도에서 30 분 열처리한
경우 높은 결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흡광계수 α 를 통하여 상온에서 Cu2 O (111) 박막의
청색 (blue) 과 남색 (indigo) 에너지 간격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것 또한 Cu2 O (111) 박막이 높은 결정
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얻은 값들은 bulk Cu2 O구조로부터 얻어진 이론적인 값과 잘 일치하였다.
Keywords: 제일 산화구리 박막, 에피택셜, 구리 박막, 급속 열처리, 산화 박막, 광학적 특성, 에너
지 간격

I. 서 론
제일 산화구리인 Cu2 O는 4.2 K에서 2.17 eV의 금지된
쌍극자 밴드갭 (dipole-forbidden band gap) 과 2.62 eV의
허용된 쌍극자 밴드갭 (dipole-allowed” band) 을 가지는 p
형 반도체로 최고의 원자가 전자대 (valence band) 보다 0.4
eV 높은 받개 준위 (acceptor level) 를 가지고 있다. [1,2]
이런 이중 밴드갭 구조는 엑시톤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Cu2 O는 기본적인 엑시톤 물리를 연구하기에
이상적인 물질이다. [3,4] 또한, Cu2 O는 허용된 쌍극자 밴
드갭 이상의 에너지에서 105 /cm 정도의 높은 흡수계수를
가지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며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알려져
있어 박막 형태의 Cu2 O는 박막 트랜지스터, 태양광, 광촉
매, 비선형 광학, 가스 센서 등의 여러 종류의 소자에 응용
가능하다. [5–10] 이들 소자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 성질
들인 전하밀도, 유동도, 광학적 특성 등은 결정의 품질에 의
해 결정되므로 이런 소자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Cu2 O 박막의 품질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Cu2 O 박막의 품질은
만드는 방법과 사용된 기판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고품질의
Cu2 O 박막을 만들기 위해 구리 호일의 열산화, [11] 스퍼터
링, [8] 전기증착, [12] 화학증기증착, [13] 펄스레이즈 증착
[14]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Cu2 O 박막들은 CuO 상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결정의 Cu2 O 박막이었고 가끔은 같은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도 그때 그때 다른 결과를 얻기도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파이어 기판 위에 단결정으로 성장한
100 nm 두께의 Cu (111) 박막을 고속열처리방법 (rapid
thermal processing, RTP)으로 고온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에피텍셜한 Cu2 O (111)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특성을 조
사하였다. 구조적, 광학적 특성은 X선 회절 (XRD) 측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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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 (UV-Visible spectroscopy) 으로
조사하였고 전자 주사 현미경 (SEM) 을 통하여 박막의 표
면을 살펴보았다.

II. 실 험
구리 박막은 먼저 사파이어 기판 (0001) 위에 RF 스퍼
터링 방법으로 증착 하였다. 스퍼터링에 사용된 타겟은
Czochralski 방식으로 성장한 단결정 구리를 사용하였으며
초기 압력과 증착 압력은 각각 1.70 ×10−5 torr, 5.30×10−3
torr으로 아르곤가스 (99.999%) 를 주입해 조절했다. 증착
하는 동안 기판의 온도는 190 ◦ C로 유지하였고 필름의 두
께는 증착 시간에 의해 제어되었으며 증착 된 필름의 최종
두께는 원자력 현미경 (AFM)으로 확인하였다.
산화구리 Cu2 O 박막은 RTP를 통하여 800 ◦ C – 1000
◦
C의 고온에서 1 분 – 30 분 동안 열처리 하여 얻었으며
온도의 상승률은 800 ◦ C/min이었으며 열처리 후 냉각은
별도의 조작 없이 자연냉각을 하였다. CuO가 아닌 Cu2 O
박막을 얻기 위하여 열처리 동안 아르곤 가스를 흘려 산소
부분압력을 감소시켰으며 사용한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999%로 산소의 농도가 3 ppm 이하였으며 이는 산소
부분압력 2 ×10−3 torr에 해당한다. 이 조건에서는 Cu2 O
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13] 구리 필름은 CuO 또는 CuOx
와 같은 다른 산화물 상 (phase) 없이 순수한 Cu2 O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구조 분석을 위한 XRD 측정에는 구리 타겟을 가진 PANalytical X’Pert Pro 장비를 사용하였고 측정 시 사용된 전
압과 전류는 각각 40 keV와 30 mA 였으며 20◦ 에서 80◦
범위에서 0.017◦ 의 간격으로 θ – 2θ 측정 하였다. 표면의
형태는 필드 방출 SEM(field-emission SEM, FE-SEM; S4700, Hitachi)을 사용하여 관찰되었다. 광학적 특성연구를
위하여서는 300 nm – 800 nm의 파장 범위에서 자외선-가
시광선 분광계 (UV-Visible spectroscopy, JASCO V-770)
를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은 상온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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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논의
단결정 구리 (111) 박막을 공기 중과 아르곤 분위기에서
800 ◦ C의 온도에서 30 분간 열처리한 후 생성되는 산화구
리의 결정성을 조사하였다. Figure 1은 열처리하기 전의
구리 박막과 공기와 아르곤 분위기에서 800 ◦ C에서 30 분
간 열처리한 박막의 XRD 결과들이다. Figure 1(a) 에서
보여주듯이 열처리 전 구리 박막은 사파이어 기판의 (0006)
회절 봉우리 (41.8◦ ) 와 구리 (111) 회절 봉우리 (43.5◦ ) 만
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로그 스케일로도
다른 봉우리들은 관찰되지 않았다. 구리 박막을 공기 분위
기에서 800 ◦ C의 비교적 고온에서 열처리한 경우 구리의
봉우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사파이어 기판의 (0006) 회절
봉우리 외에 산화제이구리 CuO (002) 회절 봉우리 (35.7◦ )
가 관찰되었으며 열처리 전의 구리 (111) 봉우리의 크기에
비교하면 그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구리 박막을 아르곤 분위기 하에 800 ◦ C에서 열처리한 경우
마찬가지로 구리의 봉우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사파이어 기
판의 (0006) 회절 봉우리와 산화제일구리 Cu2 O (111) 회절
봉우리 (36.3◦ )와 Cu2 O (222) 회절 봉우리 (77.0◦ )가 관찰
되었다. 우선 Cu2 O (111) 회절 봉우리의 경우 봉우리 크
기가 기판인 사파이어의 봉우리의 크기보다 크다는 사실로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경우 결정성이 우수한 Cu2 O
(111) 박막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u2 O (111)
회절 봉우리의 반치폭이 0.18◦ 로 단결정 구리 박막 (111)
회절 봉우리의 반치폭 0.17◦ 값과 거의 같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Cu2 O (111) 의 우수한 결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실험결과로부터 (111)면의 구리
박막을 800 ◦ C의 고온에서 열처리할 경우 열처리 분위기가
공기인지 아르곤 인지에 따라 CuO (001) 나 Cu2 O (111)
상으로 다르게 산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800 ◦ C 의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경우 열처리 시간에 따른 구리박막의 산화 의존성을 조사
하였다. Figure 2와 Fig. 3은 아르곤 가스 분위기 하에 800
◦
C의 온도에서 1 분 – 5 분 동안 열처리한 구리 박막과 Fig.
1 (c)의 30 분 동안 열처리한 박막의 저배율 (× 10k), 고배
율 (× 50k) SEM 결과들이다. 열처리를 1 분 한 경우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알갱이 (grain) 들이 표면을 덮고 수십 나
노미터 크기의 구멍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 분 동안
열처리 한 경우에는 알갱이의 크기가 마이크론 크기로 증가
하며 작은 알갱이들이 미처 큰 알갱이로 합쳐지지 못하여
불규칙적인 영역이 생기고 구멍의 크기도 조금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열처리 시간을 3 분, 4 분, 5 분으로 증가시키면
알갱이의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고 알갱이 사이 구멍들의
크기는 점점 커지지만 구멍의 수는 열처리 시간이 4 분 일

Fig. 1. (Color online) XRD spectra of the pristine Cu
thin film (a) and Cu2 O thin films oxidized in the atmosphere of air (b) and argon gas (c) at 800 ◦ C for 30
minutes. The inset of (b) presents the XRD results near
CuO (002) and Cu2 O (111) peaks of Cu2 O thin films
oxidized in air (red) and argon gas (green). Open circles
(○), closed circle (●), open triangle (△) and closed triangle (▼) indicate the peaks of Al2 O3 (0006), Cu(111),
CuO(002) and Cu2 O(111), respectively.
때 가장 많고 5 분이 되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에서 관측된 결과를 고배율 SEM으로 자세히 살펴
보면 (Fig. 3) 2 분 – 5 분 동안 열처리한 경우 알갱이의
옆면에 계단 구조 (terrace) 가 관찰되며 열처리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계단구조가 특정한 방향으로 더욱 발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박막의 결정성이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좋아지고 있는 증거이며 30 분 동안 열처리
한 박막의 경우 알갱이의 크기는 수 마이크로 미터이며 알
갱이의 옆면은 계단 구조 대신 매끄러운 표면이 관찰된다.
또한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구멍의 경계선이 특정
방향으로 점점 더 정렬되는 것도 알 수 있다.
SEM 결과로부터 열처리 시간이 늘어날수록 결정성이
좋아질 것이라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더 정확하게 확
인하기 위하여 열처리 시간에 따른 박막의 결정성을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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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Low magnification SEM results of
Cu2 O films oxidized at 800 ◦ C for a different duration
time from 1 min to 30 min.

Fig. 4. (Color online) XRD spectra of the Cu2 O thin
films oxidized at 800 ◦ C for 1 – 5 minutes in the atmosphere of argon gas within a range of 2θ from 20◦ to 80◦
(a) and 36.0◦ to 36.8◦ (b). Each spectrum is offset vertically for clarity. Open circles (○) and closed triangle
(▼) indicate the peaks of Al2 O3 (0006) and Cu2 O(111),
respectively.
Table 1. Energy band gaps from Tauc’s plot and the first
derivative of the absorption coefficient with a different
RTP duration time.
열처리 시간

Fig. 3. (Color online) High magnification SEM results
of Cu2 O films oxidized at 800 ◦ C for a different duration
time from 1 min to 30 min.
실험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
다. Figure 4 (a)의 경우 1 분 – 5 분 동안 열처리한 박막의
XRD 결과이며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료 별 바
탕 값을 y축을 따라 이동하여 제시하였다. 1 분 열처리 한
경우 사파이어 기판의 봉우리만 관찰되며 열처리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산화구리 Cu2 O (111) 봉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발달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분 열처리한 시료의 Cu2 O
(111) 봉우리가 열처리 시간 30 분 박막의 Cu2 O (111) 회절
봉우리의 크기에 비하여서는 훨씬 작은 것으로 보아 구리
박막을 열처리하는 경우 초기에는 Cu가 Cu2 O로 바뀌기는
하나 결정성이 좋지 않다가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앞의 SEM 결
과로부터 얻은 결론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열처리 시간에
따른 박막 결정성의 변화가 광학적 특성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광투과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5(a) 는 상온에서 측정한 Cu2 O 박막의 광투과도
이다. 광투과도 결과들도 각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수
직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광투과도의 크기 비교를 위하여
이동하지 않은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광투과도를 측정한
300 nm에서 800 nm의 파장의 전체영역 대에서 60% 이하
의 광투과도를, 파장 460 nm 이하 (2.7 eV 이상의 에너지)
에 영역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광투과도를 보인다. 이것
은 상온에서의 Cu2 O 남색 (indigo) 에너지 간격 2.67 eV 이
상의 빛에너지는 거의 흡수하며 그 이하의 빛에너지는 일부

1분
2분
3분
4분
5분
30 분

청색 에너지 간격
(Tauc’s plot)
2.53 eV
2.53 eV
2.53 eV
2.52 eV
2.52 eV
2.54 eV

청색 에너지 간격
(dα/dE)
2.54 eV
2.55 eV
2.54 eV
2.55 eV
2.56 eV
2.57 eV

남색 에너지 간격
(dα/dE)
2.63 eV
2.57 eV
2.67 eV
2.57 eV
2.65 eV
2.68 eV

분만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빛이 흡수되는 정도를 알기
위하여 흡광계수 (α)를 Beer-Lambert 관계 α = 2.303A/t
로 구하였으며 여기서 A 는 흡수도, t 는 박막의 두께이다.
흡수도 A는 2 − log10 (%T )로부터 계산하였으며 %T 는 퍼
센트로 나타내어진 광투과도이다. Figure 5(b)에서 보듯이
2.5 eV 이상의 에너지에서 1 × 105 cm−1 이상의 높은 흡
광계수를 가지며 2.5 eV – 2.7 eV 사이의 에너지에서 청색
(blue) 에너지 간격에서와 남색 에너지 간격에서의 전이에
의한 흡수도 증가에 의한 봉우리가 나타난다. 보다 정확하
게 에너지 간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허용 간격 (direct
allowed gap) 에 해당하는 n = 1/2 로 Tauc’s plot을 이용
하였고 대표적으로 열처리시간 1 분과 30 분에 대한 결과를
Fig. 5(b) 의 오른쪽 아래 삽입그림에 나타내었다. 또한 흡
광계수 α 의 일차미분에서의 봉우리의 위치로부터 에너지
간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흡광계수의 일차 미분으로
구한 청색, 남색 에너지 간격과 Tauc’s plot으로 구한 각
시료의 청색 에너지 간격에 대해 하래 Table 1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Tauc’s plot으로 구한 청색 에
너지 간격이 흡광계수의 일차미분으로 구한 것보다 값이 조
금 작게 얻어지는데 이것은 배경신호 (background signal)
의 처리에서 생긴 오차로 여겨진다. 문헌에 보고된 Cu2 O
박막의 상온 에너지 간격 값은 1.8 eV에서 2.6 eV [15–18]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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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Optical transmittance (a) and absorption coefficient (b) of the Cu2 O thin film at room
temperature in the range from 300 nm to 800 nm. Each
spectrum of is vertically offset from 0% to 50% (a) and
from 0 to 2.5 × 105 cm−1 (b) for clarity. The upper
left insets are the original data without offset. The lower
right inset of (b) is Tauc’s plot of the Cu2 O thin film oxidized for 1 min and 30 min to obtain the dipole-allowed
optical band gap of Cu2 O thin film.
도이며 Cu2 O 박막의 결정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큰 에너지
간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21] 본 연구에서
얻은 Cu2 O 박막의 청색 에너지 간격은 2.51 eV – 2.54 eV
로 이론적인 값인 2.5 eV와도 잘 일치한다. [22] 여기서 더
나아가 청색 에너지 간격뿐만 아니라 남색 에너지 간격도
얻을 수 있을 만큼 본 연구의 Cu2 O 박막의 결정성이 좋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고온의 열처리 효과가 Cu2 O 박막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르곤 분위기에서
900 ◦ C와 1000 ◦ C에서 30 분간 열처리한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Figure 6(a) 의 XRD 결과에서 보듯이 사
파이어 기판의 회절 봉우리와 Cu2 O (111) 와 Cu2 O (222)
회절 봉우리만 관찰되었으며 800 ◦ C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Cu2 O 박막의 경우와는 다르게 Cu2 O (111) 회절 봉우리의
크기가 사파이어 기판의 회절 봉우리보다는 크지 않았다.
Cu2 O 박막의 표면 상태를 SEM을 통하여 알아 보았으며
Fig. 6(b)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900 ◦ C와 1000 ◦ C에서
열처리한 경우에는 금속의 dewetting 현상에 의해 아주 큰
구멍들이 생기며[23] 온도가 높아질수록 dewetting 현상에
더 심하게 나타나 구멍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사파이어 기판 위에 RF 스퍼터링 방식으로 증착
한 Cu(111) 박막을 열처리하여 고품질의 에피택셜한
Cu2 O(111) 박막을 얻었다. 800 ◦ C의 고온과 공기 분위
기에서 열처리하는 경우 CuO 상을 가지는 박막을 얻게
된다. 같은 온도에서 Cu2 O 박막을 얻기 위해서는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야 하며 1 분 – 30 분의 열처리 시

Fig. 6. (Color online) XRD (a) and SEM (b) results
of Cu2 O films oxidized at 900 ◦ C and 1000 ◦ C for 30
minutes in the atmosphere of argon gas within a range
of 2θ between 20◦ and 80◦ . Open circles (○) and closed
triangle (▼) indicate the Al2 O3 (0006) and Cu2 O peaks,
respectively.
간 범위에서 열처리 시간이 길수록 Cu2 O 박막의 결정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XRD 결과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또한
Cu2 O 박막의 높은 결정성 덕분에 상온에서 청색과 남색
에너지 간격을 흡광계수를 통해 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품질 Cu2 O(111) 박막을 얻기 위한 최적의 열처리 조건과
그에 따른 구조적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더 자세한 광학적
특성을 연구하거나 센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응용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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