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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ydrogen injection via in-situ gas addition (O2, H2, or O2 + H2 gas) and plasma
post-treatment (Ar or Ar + H plasma) on material properties of ZnO that is considered to be as a channel layer in
transparent thin film transistors. The variations in the electrical resistivity, optical transmittance and bandgap energy, and
crystal quality of ZnO thin films were characterized in terms of the methods and conditions used in hydrogen injection.
The resistivit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injection of hydrogen; approximately 106 Ωcm for as-grown, 1.2 × 102 Ωcm
for in-situ with O2/H2 = 2/3 addition, and 0.1 Ωcm after Ar + H plasma treatment of 90 min. The average transmittance
of ZnO films measured at a wavelength of 400-700 nm was gradually increased by increasing the post-treatment time
in Ar + H plasma. The optical bandgap energy of ZnO films was almost monotonically increased by decreasing the O2/
H2 ratio in in-situ gas addition or by increasing the post-treatment time in Ar + H plasma, while the post-treatment using
Ar plasma hardly affected the bandgap energy. The role of hydrogen in ZnO was discussed by considering the creation
and annihilation of oxygen vacancies as well as the formation of shallow donors by hydrogen.

Key Words : Zinc oxide (ZnO), Sputtering, In-situ gas addition, Plasma post-treatment, Resistivity, Transmittance, Thin
film transistor (TFT)

1. 서 론

현재 액정디스플레이(LCD) 구동용 박막 트랜지스터

(TFT)의 채널 활성층 재료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수소

화된 비정질 실리콘(a-Si:H)은 증착 공정이 간단하고

공정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a-Si:H 박막

은 구조적 결함(즉, dangling bond)에 기인하여 자유전

자의 충돌 및 포획 (trapping) 등으로 인해 전자 이동도

(mobility)가 약 1cm2/Vsec 이하로 매우 낮아 구동속도

가 느리며, 가시광영역에서 투과율이 낮아 단위 픽셀

(pixel)당 밝기가 저하되고, 특히 장시간 구동시 가시광

으로 인해 결함 밀도가 증가하여 특성이 열화되는 문

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채널 활성층의 새로

운 박막 재료 및 소자 개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1-2].

이와 관련하여, 높은 전자 이동도와 가시광 영역에

서의 높은 투과율을 가지고 있는 산화물 계열의 박막

재료를 이용한 투명 산화물 TFT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소개되고 있다[3-5]. 이 중에서 산화아연(ZnO)은

넓은 밴드갭 에너지 (bandgap energy, 3.3~3.4eV)와

wurtzite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II-VI족의 직접천이

(direct transition)형 화합물 반도체 물질로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약 80~85% 이상의 높은 투과율을 나타내며,

상온과 같은 낮은 기판온도에서도 증착이 가능하기 때

문에 기존의 a-Si:H을 대체할 이상적인 재료로서 많은†E-mail : jinsp@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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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7]. 또한, 증착 방법 및 불순물

의 첨가에 따라 ZnO 박막의 전기적 물성을 다양한 범

위로 조절이 가능한 바, 약 1020cm-3 정도의 높은 전자

밀도와 200 cm2/Vsec 정도의 높은 전자이동도 등의 물

성 도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일반적으로 ZnO의 전기적 물성은 산소공(oxygen

vacancy), 아연 격자간 결함(Zn interstitial), 및 수소 불

순물에 의한 결함(H dopant) 등과 같이 박막 형성시

생성되는 내부의 다양한 결함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TFT의 활성층으로 사용될 경우에 전기적 비저항이 너

무 높거나 낮으면 TFT 소자의 전기적인 특성을 조절

하기 어려우며 103~104 정도의 비저항 범위에서 우수

한 TFT 특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9].

따라서, ZnO 박막이 적절한 범위의 비저항을 확보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

여 최근에는 ZnO 박막 내에서 shallow donor의 형성

이 필요하고 수소가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음을 보이

는 이론적 접근이 소개된 바 있다[10]. 그러나, 아직까

지 ZnO 박막의 전기적 물성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수

소 주입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실험 방법의 개발 및 수

소 주입에 따른 ZnO의 물성 변화, 특히 TFT의 활성층

재료로서 전기적, 광학적, 구조적 물성 변화에 대한 체

계적인 비교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또한, ZnO 박막은

제작 이후 대기 중에 노출될 경우 산소의 흡착으로 인

해 비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TFT의 활성층으로 이용하는 경우 안정된 재료

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ZnO 박막을 TFT의 채널 활성층 반

도체 재료로서 이용하는 경우 전기적 물성을 효과적으

로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스퍼터링(sputtering)에

의한 ZnO 박막 증착시(즉, in-situ 상태에서) 산소 및

수소 첨가가스를 첨가하는 방법과 박막 증착 후 Ar 혹

은 Ar+H 플라즈마 후처리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러한 수소 주입에 의해 ZnO 박막에 나타나는 전기적

비저항은 물론 광학적, 구조적 물성의 변화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ZnO 박막은 99.99%의 순도를 가지는

ZnO 타겟을 이용하여 RF(13.56MHz)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 유리기판(Corning 1737) 위에 증착하였다. ZnO 박

막의 증착 이전 스퍼터링 반응기 내의 압력은 약 10-6Torr

정도를 유지하였고, 균일한 박막 증착을 위하여 4 rpm

의 속도로 회전시켰다. 또한, 타겟 표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20분 동안

스퍼터링 반응기 내에서 건식 식각 공정을 수행하였다.

ZnO 박막 증착시 사용한 주요 조건으로서, 기판 온도

는 상온을 유지하였고, RF 전력은 300W, Ar 유입량은

30 sccm, 증착시 반응기 내 압력은 10 mTorr 등으로 각

각 고정하였다. 증착된 ZnO 박막에 대한 플라즈마 후

처리는 PECVD 반응기 내에서 RF 전력 100 W, 압력

500 mTorr, 상온에서 진행되었으며, Ar(20 sccm) 혹은

Ar+H(10 sccm+10 sccm) 플라즈마 분위기에서 플라즈

마 후처리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처리하였다. 또한,

ZnO 박막 내 수소 함유량에 따른 물성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하여 박막 증착시 in-situ 상태로 O2/H2 가스의

혼합비를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박막을 증착하였다.

증착된 모든 ZnO 박막의 전기적 비저항은 Van der

Pauw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여기서 박막의 두께

는 박막두께 측정기(K-mac, ST2000-DLXn)를 이용하

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UV/Visible Spectroscope(Sinco,

S-3100)를 이용하여 200 nm-1000 nm 파장 범위에서

ZnO 박막의 광학적 투과율을 측정하였으며, 이 결과로부

터 가시광 영역에서의 평균 투과율 및 광학적 밴드갭을

산출하였다. 또한, XRD(x-ray diffractometer, RigakuD,

MAX-2500)와 AFM (atomic force microscopy, PSIA,

XE-100)을 이용하여 ZnO 박막의 결정성과 표면 거칠

기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스퍼터링 반응기 내에서 동일한 시간(30분) 동안

ZnO 박막을 증착하고, 첨가가스의 혼합비 및 플라즈마

처리 이전과 이후에 박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비교해

보면, 첨가가스 없이 증착한 ZnO 박막의 경우 평균 증

착률이 약 97 Å/min이었으나, 증착시 첨가가스를 주입

하면 평균 증착률이 약 27~45 Å/min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첨가가스를 주입함에 따라 박막

증착시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링된 아연 및 산소 입자들

이 기판에 도달할 때 산소 및 수소 원자들과의 많은 충

돌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박막 증착

후 Ar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후처리한 경우에는 박막

두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r+H 플

라즈마로 후처리한 경우에는 후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두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r 플라즈마의 경우와는 달리 ZnO 박막이 수소

가 포함된 플라즈마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소 주입에

따른 박막 표면으로부터 식각 효과가 존재하였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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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박막 증착시 첨가가스의 다양한 혼합비

(O2/H2) 및 박막 증착 후 Ar 혹은 Ar+H 플라즈마 후처

리에 따라 ZnO 박막의 전기적 비저항 변화를 측정하

여 각각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 그림 1에 표시한

‘as-grown’은 첨가가스의 주입이 없는 상태에서 증착되

고, 증착된 이후 플라즈마에 노출되기 이전 상태의

ZnO 박막을 의미하며, 비저항값이 약 106Ωcm 정도로

거의 절연체에 가까운 높은 비저항값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 1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in-situ로 첨가가스를

혼합한 경우에는 특히, 수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비

저항값이 거의 단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산소와 수소가스를 혼합하여 첨가한 경우에는

비저항값의 범위가 102~103 Ωcm 정도로 반도체에 가

까운 물성을 보였으며, 수소 가스만을 첨가하여 증착한

경우에는 비저항이 수 Ωcm 정도로 낮아져 거의 금속

성의 물성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소

가 아연과 결합하여 Zn-H 결합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남은 여분의 전자가 shallow donor로 작용하며 박막의

n형 전도(conduction)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0],

이는 결국 첨가된 수소가스의 증가에 따라 ZnO 박막

의 비저항 감소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또한, 박막 증

착 후 플라즈마 후처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림 1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Ar 혹은 Ar+H 플라즈마 분위

기에서 모두 플라즈마 후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비저

항이 단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Ar 플라즈마 후처리의 경우에는 초기의

짧은 시간 동안에 비저항의 급속한 감소가 나타나다가

약 20분 이후에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

데 비하여, Ar+H 플라즈마 후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비

저항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노출시간에 따라

더 지속적으로 비저항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Ar 플라즈마 처리시에는 Ar 이온의 충돌에 의

해 ZnO 표면에 산소공이 새로이 형성되고 플라즈마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산소공의 밀도가 증

가하여 비저항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Ar+H 플라즈마 처리시에는 Ar 이온에 의해 산소공이

생성되는 것과 동시에 수소 이온이 이러한 산소공에 침

투하여 shallow donor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저항의 감

소가 더 현저히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높은 투과율은 ZnO 박막을 투

명 박막 트랜지스터와 같은 투명소자의 반도체 재료로

응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림 2의

(a)와 (b), 그리고 (c)는 ZnO 증착시 in-situ 첨가가스

주입 및 증착 후 플라즈마 후처리에 따른 200~1000

nm 파장영역에서 ZnO 박막의 투과율을 측정하여 각

각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2의 (a)에 보인 바와 같이, 박막 증착시 수소만

이 첨가된 경우에는 투과율이 50% 이하로 현저히 감

소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그림 1의 (a)에서 검토

한 바와 같이, 과도한 수소 첨가에 의해 ZnO 박막이

반도체적 물성으로부터 금속성 물성으로 변화하여 자

유전자의 밀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산

소가 함께 혼합되어 증착된 박막들의 경우에는 as-

grown ZnO 박막의 경우와 비교하여 수소가스의 혼합

비가 증가할수록 빛의 투과가 시작 되는 파장이 더 짧

은 파장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그림

2의 (b)에 나타낸 결과를 살펴보면, Ar 플라즈마에 의

해 후처리된 박막의 경우에는 플라즈마의 노출시간에

관계없이 투과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그림 2의

(c)에 나타낸 결과를 살펴보면 Ar+H 플라즈마로 후처

리된 경우에는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in-situ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수소의 주입이 증가하면서 빛의 투과

가 시작되는 파장이 단파장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

타났다. 이와 같은 투과율 특성의 변화는 ZnO 박막에

Fig. 1. Variation in the resistivity as a function of (a) in-
situ gas addition and (b) after plasma pos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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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시광선(400-700 nm) 영역에서의 평균 투과율의

증가로 나타난다. 여기서, ZnO 박막 내 수소의 주입량

이 증가하면서 빛의 투과가 시작되는 파장이 단파장쪽

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직접천이형 밴드갭 구조를 가지

고 있는 ZnO 박막의 에너지 밴드갭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ZnO 박막의 투과율 측정시 사용된 유리 기판은 가

시광선 영역에서의 광흡수는 없으며, 박막 표면으로부

터의 가시광선 반사율이 5% 이내로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 가정할 때, 그림 2의 (a)와 (c)에 나타낸 투과율

(T) 결과를 식 a = lnT/d 에 적용하여 ZnO 박막의 광흡

수계수 (optical absorption coefficient, a)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d는 ZnO 박막의 두께이다. 또한, 비정질 구조의

박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Tauc 그래프, 즉, (α ·hν)2

대 hν(광자에너지)의 관계로부터 ZnO 박막의 광학적

밴드갭(optical bandgap, Eopt)을 산출하였다[11].

박막 증착 후 Ar 플라즈마 후처리된 ZnO의 경우에

는 Eopt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in-situ 가스 첨가시

수소가스의 혼합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수소가 포함된

Ar+H 플라즈마로 후처리시 노출시간을 증가시켜 각각

수소의 주입을 증가시킴에 따라 Eopt가 단조적으로 증

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소의 주입에 따

라 Eopt가 증가하는 ‘blue-shift’현상은 Burstein-Moss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바[12], 수소의 주입이 증가하

게 되면 그림 1의 비저항 변화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도대 내의 자유전자 밀도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ZnO 내 페르미 준위(Fermi level)를 전도대 위로 더 이

동하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림 4는 XRD를 이용하여 in-situ에 의한 수소 주입

및 플라즈마 후처리를 통한 수소주입에 따른 ZnO 박

막의 구조적 물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스퍼터링에 의해 증가된 ZnO는 (002)면을 따르는 C축

성장을 하는 주상 구조로 성장하며 다결정질의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3], 본 연구의

경우에도 as-grown 박막의 경우에서는 (002)-XRD 피

크가 명확히 관찰되었다. 또한, 박막 증착 후 Ar 혹은

Ar+H 플라즈마로 후처리된 박막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

소가 포함된 첨가가스를 주입하여 증착한 ZnO 박막의

경우에는 이러한 다결정질의 특성이 사라지고 비정질

Fig. 2. Optical transmittances of ZnO films: (a) in-situ (O2/
H2), (b) Ar plasma post-treated, and (c) Ar+H plasma
post-treated.

Fig. 3. Tauc plots ((αhν)2 vs. hν) for various (as-grown,
Ar+H plasma-treated, and in situ gas-added) ZnO
films. The inset shows the estimated optical bandgap
energies for each ZnO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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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형태로 박막의 구조가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박막의 증착 후 플라즈마 처리를 한 경우에는 주로 박

막의 표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막 자체의 구조적

물성에는 변화가 없게 되지만, 박막 증착시 첨가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타겟에 대한 스퍼터링 확률이 저하되고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링된 ZnO 입자들이 기판에 도달

할 때 산소나 수소 원자들과의 많은 충돌을 경험하여

기판 위에서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

므로 결정의 크기가 감소하고 전체적인 박막의 결정성

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그림 4에 삽입된 AFM 사진

으로 부터 산출된 ZnO 박막의 표면 거칠기 변화를 보

면, as-grown 박막의 경우 매우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

고 있는 것에 비하여, 플라즈마 후처리 특히 Ar+H 플

라즈마에 노출될 경우 표면으로부터의 원자가 탈착 되

어 표면 거칠기가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ZnO 박막 증착시 in-situ 첨가가스의

혼입 방법 및 박막 증착 후 플라즈마 후처리 방법 등을

통한 수소 주입에 의해 ZnO 박막을 TFT의 채널 활성층

반도체 재료로 응용시 요구되는 적절한 범위의 전기적

비저항 및 가시광 영역에서의 높은 투과율 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였다.

상기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as-grown ZnO가 절

연체적 비저항값(약 106Ωcm 이상)을 갖는 것에 비하

여 ZnO 박막 내 수소의 주입이 증가하면서 채널층 반

도체에서 요구되는 102-103Ωcm 정도의 비저항이 얻어

졌으며, 수소가 과도하게 주입되는 경우 수 Ωcm 정도

의 비저항을 갖는 도전체에 가까운 물성까지 저하되는

바,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가시광 영역에서 산출한 투과율이 in-situ 첨

가가스 혼입의 경우, O2와 H2 가스가 혼합되어 증착된

박막의 경우에는 as-grown 박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85% 이상의 높은 투과율을 보였지만, H2 가스만이 혼

입되어 증착된 경우에는 박막의 전기적 성질이 금속성

으로 변화하게 되어 투과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Ar+H 플라즈마에 노출된 경우에는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율이 점차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ZnO 박막에 주입된 수소가 ZnO

의 자유전자 밀도를 증가시키는 donor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수소 주입에 의해 빛의 투과 및 광학적

밴드갭이 소위‘blue-shift’되는 효과와 부합하여 변화한

다는 결과와 연관하여 설명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ZnO와 같은 산화물 박막이 대기에

노출되었을 때 산소의 흡착에 의해 흔히 나타나는 비

저항의 급격한 증가 현상이 as-grown 박막에 비하여

첨가가스가 혼입된 경우나 플라즈마 후처리된 경우에

상대적으로 현저히 억제됨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이 장시간 대기 노출에 의한 ZnO 박막의 물성 변화

및 ZnO-TFT의 소자 특성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을 통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09-0085338).

참고문헌

1. R. Navamathavan, C. K. Choi, E. J. Yang, J. H. Lim,
D. K. Hwang, and S. J. Park, “Electrical properties
of ZnO-based bottom-gate thin film transistors fabri-
cated,” J. of Alloys and Compounds, Vol. 475, pp.
889-892, 2009.

2. R. B. M. Cross, M. M. D. Souza, S. C. Deane, and
N. D. Young. “A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ZnO-TFTs With Silicon Dioxide and
Nitride as Gate Insulators,” IEEE Trans. on Electron
Dev., Vol.55, pp.1109-1115, 2008.

3. P. Barquinha, A. Pimentel, A. Marques, L. Pereira, R.
Martins, and E. Fortunato, “Influence of the semicon-
ductor thickness on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rans-
parent TFTs based on indium zinc oxide,” J. Non-
Cryst. Solids, Vol.352, pp.1749-1752, 2006.

4. S. P. Chang, Y. W. Song, S. G. Lee, S. Y. Lee, and

Fig. 4. XRD spectra for various ZnO films. Their AFM
images are also inserted, along with the rms surface
roughness value estimated from each film.



40 방정환·김원·엄현석·박진석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9권 제1호, 2010

B. K. Ju, “Efficient suppression of charge trapping in
ZnO-based transparent thin film transistors with novel
Al2O3/HfO2/Al2O3 structure,” Appl. Phys. Lett., Vol.
92, pp. 192104, 2008.

5. W. J. Park, H. S. Shin, B. D. Ahn, G. H. Kim, S. M.
Lee, K. H. Kim, and H. J. Kim, “Investigation on
doping dependency of solution-processed Ga-doped
ZnO thin film transistor,” Appl. Phys. Lett., Vol. 93,
pp. 083508, 2008.

6. R. L. Hoffman, B. J. Norris, and J. F. Wager, “ZnO-
based transparent thin-film transistors,” Appl. Phys.
Lett., Vol. 83, pp.733, 2003.

7. P. F. Carcia, R. S. McLean, M. H. Reilly, and G.
Nunes Jr., “Transparent ZnO thin-film transistor fab-
rica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Appl. Phys. Lett.,
Vol. 82, pp. 1117, 2008.

8. S. J. Pearton, D. P. Norton, K. Ip, Y. W. Heo, and T.
Steiner, “Recent progress in processing and properties
of ZnO,” Progress in Materials Science, Vol.50,
pp.293-340, 2005.

9. J. H. Na, M. Kitamura, and Y. Arakawa, “High field-
effect mobility amorphous InGaZnO transistors with

aluminum electrodes,” Appl. Phys. Lett., Vol. 93, pp.
063501, 2008.

10. C. G. Vand der Walle, “Hydrogen as a Cause of Dop-
ing in Zinc Oxide,” Phys. Rev. Lett., Vol. 85, pp.
1012-1015, 2000.

11. G. Gonçalves, E. Elangovan, P. Barquinha, L. Pereira,
R. Martins, and E. Fortunato, “Influence of post-
annealing temperature on the properties exhibited by
ITO, IZO and GZO thin films”, Thin Solid Films,
515 (2007) 8562.

12. M. K. Hudait, P. Modak, and S. B. Krupanidhi, “Si
incorporation and Burstein-Moss shift in n-type GaAs,”
Mater. Sci. Eng., Vol. 56, pp. 1, 1999.

13. J. Kennedy, A. Markwitz, Z. Li, W. Gao, C. Kendrick,
S. M. Durbin, and R. Reeves, “Modification of elec-
trical conductivity in RF magnetron sputtered ZnO
films by low-energy hydrogen ion implantation,” Cur-
rent Appl. Phys., Vol.6, pp.495-498, 2006.

접수일: 2010년 2월 23일, 심사일: 2010년 3월 9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