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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ZnO thin films doped with Ga(GZO) and both Ga and Ge(GZO:Ge) were deposited on glass substrate by using

RF sputtering system respectively. Structural, morpholog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films deposited in the same

condition were investigated.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films were investigated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images and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These studies showed shape of films’ surface and

direction of film growth respectively. It’s showed that all films were deposited by vertical orientation strongly. It can be

confirmed that all dopants of targets were included in deposited films by results of EDX analysis. UV-Vis spectrometer

results showed that all samples had highly transparent characteristics in visible region and have similar 3.28~3.31 eV band

gap. It was found that existence of all dopants by EDX analysis. Morphology and roughness of surface of each film were

clearly shown by Atomic Force Microscopy, AFM images. It was found in this research that film doped with Ge more

dense and stable with hardly any difference in gap energy compared to ZnO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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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투명전극 박막(Transparent Conducting Oxide films,

TCO films)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투과시켜 육안으로

는 투명하게 보이는 동시에 전기전도성이 뛰어난 물질

들의 총칭이며, 그 고유한 물리적, 전기적 특성들 때문에

태양전지 유리기판, 디스플레이 패널, 발광다이오드, 레

이저 다이오드등 압전재료 및 광전도체(photoconductor)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2].

이러한 관점의 물질 중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ZnO는 II-IV족 화합물 반도체로 육방정계 우르자이트

(hexagonal wruzite)의 결정구조를 가지며, 상온에서

3.37 eV의 넓은 밴드갭 에너지와 6 meV의 높은 여기자

에너지(exiton binding energy)를 갖기 때문에 자외선

영역에서의 특별한 발광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ZnSe(22 meV), GaN(25 mev)와 같은 반도체보다 더 넓

은 60meV의 결합에너지를 가지므로 실온에서도 고효

율의 발광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이다[3-6].

하지만 순수한 ZnO는 높은 비저항 및 낮은 캐리어

농도를 보이므로 Al, Ga, In과 같은 III족 원소를 불순

물로 첨가하여 더 나은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Ga의 경우 원자반지름이 Zn의 135 pm

와 매우 비슷한 130 pm로서 첨가물로 사용되어 ZnO

박막을 형성 할 때 다른 III족 원소들 보다 격자간 결

함을 최소화 시킬 뿐만 아니라 높은 전기적 특성을 얻

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7-9].

Ge는 간접천이형 반도체로서 직접천이영역과 간접

천이영역간의 에너지 차이가 0.12 eV로 비교적 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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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족 원소로서 Si와 같이 도핑하기에 가장 적합하

다[10-11].

본 실험에서는 첨가물이 다른 두 종류의 타겟을 이

용하여 RF sputtering으로 Ga가 도핑된 ZnO 박막과

Ga, Ge가 함께 도핑된 ZnO박막을 유리 위에 증착시켜

그 구조적, 형태적, 광학적 특성을 비교 검토 하였다.

2. 실 험

본 실험은 Fig. 1 과 같이 구성된 RF스퍼터링 시스

템에서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타겟은 99.99%의

고순도로 구성된 두 종류로서 각 원소비는(97 wt%

ZnO, 3 wt% Ga)과 (97 wt% ZnO, 2.5wt% Ga 그리고

0.5wt% Ge)이다. 모두 4인치의 지름을 갖는 0.125인치

두께의 디스크 형이다. 박막은 적당한 크기로 절단된

두께 0.5 mm 슬라이드 글라스 기판 위에 증착되었고,

실험 전 기판은 불순물 제거를 위해 60oC의 아세톤과

메틸알콜 에 각각 10 min 동안 초음파 세척을 한 후

증류수로 세정하였다.

실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챔버 내 압력을 10-5Torr

이하의 높은 진공상태로 유지시키고, 작동 기체인 Ar

을 MFC를 이용하여 40 sccm으로 일정하게 흘려주었

다. 챔버 내 유리기판과 타겟과의 거리는 70 mm였다.

이 때, 박막형성조건은 RF power가 200 W, 온도는

100oC, 시간은 20분으로 고정하였다.

생성된 박막의 구조적인 특성은 표면방출주사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

SEM, HITACHI S-4300)과 고분해능 X-ray 회절 분석

기(High Resolution X-ray Diffraction, HDXRD, Bruker

D8 DISCOVER)를, EDX를 통해 박막 표면에 분포되어

있는 원소들의 존재 및 비율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면

의 거칠기 및 형태적 특성은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 Seiko Instrument, SPA-400)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광학적 분석은 UV-ViS spectrometer

(Varian, Cary500Scan)를 이용한 투과도 및 흡광도 측

정으로 이루어졌다.

3. 결과 및 고찰

3.1. 박막의 구조적 특성

Fig. 2 (a)와 (b)는 각각 GZO박막과 GZO:Ge박막의

SEM 분석 사진이다. 같은 조건에서 생성된 박막이므

로 입자간의 크기는 거의 일정하나 전반적으로는 서로

다른 표면의 구조적 특성이 나타났다. 표면이 상당히

균일한 모양으로 증착된 GZO:Ge 박막에 비해 GZO

박막에서 더 많은 변성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Zn과 입자의 크기가 매우 유사한 Ga이 2.5 wt%

포함된 GZO:Ge 타겟보다 3 wt%로 함유율이 더 높은

GZO 타겟으로 증착했을 때 ZnO 박막의 분자배열 과

정에서 안정성를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Fig. 3은 EDX측정을 통해 각 박막이 포함하고 있는

원소들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Zn 및 Ga만 나타나는

GZO박막의 (a)의 경우와는 달리 GZO:Ge박막을 나타

내는 (b)에서는 Zn, Ga와 더불어 Ge가 분명히 나타나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는 타겟이 갖고 있는 적은 함

유의 첨가물도 RF스퍼터링에 의해 유리기판 표면에

매우 고르게 증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박막의 구조 및 성장방향은 XRD분석을 통해

Fig. 4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ZnO에서

나타나는 우르짜이트 구조 외에 뚜렷한 수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결과 모두 34degree의 매우

강한 (0 0 0 2) 피크와 보다 약한 76degree의 (0 0 0 4)

방향의 피크가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건하의

실험에서 박막 성장이 수직방향 즉 c-축으로 강하게 발

Fig. 1. Diagram of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

Fig. 2. FE-SEM images of deposited samples on glass..

(a)ZnO thin films doped with Ga(GZO), (b)ZnO

thin films doped with Ga and Ge(GZ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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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했음을 확인시켜준다. 

3.2. 박막의 형태적 특성

AFM을 통해 증착된 박막 표면의 형태학적 특징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은 Fig. 5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나타는 배율(scale size)은

모두 3 µm이다. (a)는 GZO 박막, (b)는 GZO:Ge박막

표면의 모습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a)보다 (b)에서 더

균일한 결정립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MS

값도 GZO의 경우 15.96 nm인데 반해 GZO:Ge는

14.29 nm로서 수치상으로도 더 조밀한 입자성을 보였

다. FE-SEM 영상과 함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결과는 Ga만 포함된 ZnO박막보다 4개의 비공유 전자

를 갖는 4족 원소인 Ge이 함께 포함된 박막의 경우 그

이온 특성상 주변 이온들과의 결합 밀집도를 강화시켜

이온간력이 보다 강하고, 또한 이온 반지름이 같은 주

기인 Zn이나 Ga보다 더 작아 박막 형성에서 표면에

더 작은 결정립이 형성되어 보다 조밀하고 안정화된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3. 박막의 광학적 특성

Fig. 6는 각 박막의 투과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

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빛의 근자외선영역(200~

400 nm)에서 나타나지 않은 투과성이 가시광선영역의

450 nm이후부터 급격하게 발현됨을 알 수 있다. 특히

GZO:Ge박막의 경우 GZO박막보다 전반적으로 좀 더

Fig. 3. EDX spectra of the samples. (a)GZO thin film

(b)GZO:Ge thin film.

Fig. 4. XRD patterns of each samples deposited on glass

substrate.

Fig. 5. 3D AFM images of (a) GZO and (b) GZO:Ge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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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7은 증착된 두 박막의 광학적 밴드 갭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광자 에너지 (hí) 와 (αhí)2의 상호 그래프

를 나타낸 것이다. 최소자승에 의한 근사로 얻어낸 두

결과값은 각각 GZO박막의 경우가 3.31 eV, GZO:Ge의

경우 3.28 eV로 상대적으로 GZO가 더 큰 밴드 갭 에

너지를 가지고 있다. Burstein-Moss효과에 의하면, 밴

드 갭 에너지의 증가는 전하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데[12], 박막 형성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같은 조건이

었을지라도, Ga의 함유율이 더 높은 GZO 타겟을 사용

한 경우 GZO:Ge 보다 더 높은 전하농도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 밴드갭 에너지의 확장이 더 크게 일어났다

고 볼 수 있다. 이로써 Ge의 첨가가 Ga의 전기전도도

향상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

서 한편 표면적으로 더 안정화 되고 균일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첨가물이 서로 다른 두 타겟을 이용

하여 같은 조건하에서 RF 스퍼터링을 이용, 박막을 증

착시켜 구조적, 광학적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Ga이 도핑된 ZnO 보다 Ga,Ge가 도핑된

ZnO박막에서 보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며 조밀한 구

조가 확인되었다. 또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두 박막 모

두 c축으로 강하게 성장하였으며, 모든 도핑물의 존재

성이 확인되었다. 광학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평균

80%이상의 높은 투과도가 나타났고, GZO의 경우

3.31 eV, GZO:Ge의 경우 3.28 eV의 밴드갭 에너지가

얻어졌다.

이를 통해 기존 GZO 박막에 Ge를 첨가시키므로 Ga

함유에 의한 밴드갭 에너지 확장은 그대로 유지하며

더욱 안정적이고 균일한 구조의 박막을 얻을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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