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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측정가이드는 측정·시험 절차가 없는 신제품(기술)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축적된 경험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었고 새로운 과학적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측정가이드에 기술된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
다. 제시된 방법은 최신의 규정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으로 추후 관련 
규정 개정 및 과학의 발전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측정가이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중소기업협력
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2) 86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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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광전자분광법을 이용한 일함수 측정가이드
Measurement guide for work function by ultraviolet 

photoelectron spectroscopy

개 요
  이 가이드는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자외선광전자분광법 (Ultraviolet 
Photoelectron Spectroscopy: UPS)을 이용한 일함수 측정의 올바른 측정절차 및 데이터 
분석 방법을 기술한다.
  일함수는 전하의 주입, 수집, 방출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파라미터로, 광학⋅
전자소자의 설계 및 제작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일함수는 물질자체의 고유성질일 뿐아
니라 표면상태에 따라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뢰도 높은 측정방법을 요구한
다. 일함수 측정에는 열이온방출 (thermionic emission), 광전효과 (photoelectric 
effect), 정전용랑 (capacitance)를 이용한 Kelvin probe 등이 있으나, 이 가이드에서는 
산⋅학⋅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UPS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 측정가이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같이 전자소재를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함수
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국산 전자소재 발굴/개발과 유관 산업발전
에 기여하고자 한다. 추후 Versailles Project on Advanced Materials and Standards 
(VAMAS)를 통해 국제비교 평가를 마무리하고, 세밀한 불확도 평가를 통해 표준안을 개
발할 예정이다.

1. 적용범위  
  이 측정가이드는 전기적으로 도체인 고체 시료의 일함수 측정에 적용한다. 측정환경이 
초고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증기압이 큰 물질은 적용하기 힘들다. UPS 분석기에 따라 다
르지만 통상적으로 수 mm 면적의 평균적인 일함수 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표면이 
불균일하거나 거칠기가 큰 시료 및 표면 오염이 심각한 시료는 적합하지 않고, UV에 반
응하여 변성되는 물질 또한 적용할 수 없다.

2. 참고문서 및 문헌 
 2.1 T-01-051-2008, UPS를 이용한 도체 시료의 일함수 시험 절차서 (KRISS)
 2.2 ISO 18115-1:2013, Surface chemical analysis - Vocabulary - Part 1: General  

terms and terms used in spectroscopy
 2.3 ISO 18116:2005, Surface chemical analysis - Guidelines for preparation and  

mounting of specimens for analysis
 2.4 KRISS/SP--2010-105, 측정불확도 표현 지침
 2.5 J. Hölzl, F.K. Schulte, Work function of metals, in: J. Hölzl, F.K. Schulte, H. 



- 6 -

Wagner (Eds.) Solid Surface Physics, Springer Berlin Heidelberg, Berlin, 
Heidelberg, 1979, pp. 1-150.

 2.6 D.R. Lide, 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CRC Press, Boca Raton, 
FL, 2005.

                                                             
3. 용어의 정의  
 3.1 일함수 (Work function, WF=ϕ)
고체 시료에서 진공상태로 전자가 빠져 나오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페르미준위와 진공준위 사이의 에너지 차이

 3.2 자외선 광전자분광법 (Ultraviolet Photoelectron Spectroscopy, UPS)
자외선에 의해 여기된 광전자의 에너지를 분석함으로써 시료의 valence band 부근의 전
자구조를 분석하는 방법

 3.3 이차전자 (Secondary electron)
자외선에 의해 여기된 광전자들이 시료 내부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잃고 진공중으로 방출되는 전자.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전자에 의해서 다시 
상호작용해서 진공중으로 방출되는 전자까지 포함한다.

 3.4 이차전자 컷오프 (Secondary electron cutoff, SEC)
입사된 에너지의 광자로 더 이상 여기 시킬 수 없는 한계 에너지에서 이차전자의 신호가 
갑자기 “0”이 되는 현상, 또는 그 시점에서의 이차 전자 에너지

 3.5 시료 바이어스 (Sample bias)
UPS 측정시 시료에 공급하는 음의 전압으로 전자에너지분석기 자체의 일함수와 시료의 
일함수를 분리하기 위하여 측정시 필수적으로 걸어주는 전압

 3.6 운동에너지 (Kinetic energy, KE)
광전자가 전자분석기에 들어와 검출되는 전자의 정전기적 운동에너지

 3.7 결합에너지 (Binding energy, BE)
전자가 고체시료 내에서 속박되어 결합되어 있는 정전기적 에너지

 3.8 페르미 준위 (Fermi level, EF)
전자의 결합에너지가 zero가 되는 기준 에너지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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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