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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post Ar plasma treatment at different RF powers for various durations

on electrical,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relatively thin Al-doped zinc oxide films. The sheet resistance was

observed to decrease rapidly for the first 5min, beyond which the resistance apparently saturated. As the RF power

increased, the grain size and the interplanar distance of (002) planes also increased. The observed decrease in sheet

resistance was stated to be a consequence of Al and/or Zn interstitials as well as grain growth. It was also found that

Ar plasma treatment increased the transmittance of Al-doped zinc oxide films in most of the visible light range below

the blu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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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디스플레이나 solar cell등 여러 분야에서 투명

한 소자를 개발하고 있어 투명전극 형성에 사용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투명 전도성

물질(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로는 ITO가

작은 비 저항, 높은 일 함수, 가시 광 영역에서 높은 투

과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ITO에 포함된 인듐의 희소성이 높아 가격

이 높고 독성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저렴하고 독성이 없

어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새로운 TCO의 개발이

필요하다. ITO를 대체할 새로운 TCO로는 ZnO에 Al

이나 Ga, In등을 도핑한 AZO[1], GZO[2], IZO[3],

IGZO[4]등이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특히 AZO는 매장

량이 대단히 풍부하고 10−4Ω·cm정도의 작은 비 저항과

가시 광 영역에서의 높은 광 투과도를 가지고 있어 ITO

를 대체할 가장 좋은 물질 중 하나로 각광 받고 있다.

AZO 박막 제작에는 대면적 증착이 가능하고 경제적

이면서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인 sputtering방법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 저항 이작

은 AZO박막을 얻기 위해서는 RF 파워와 증착 시 압

력이 최적화 되어야 한다. 또한 증착 시 기판의 온도를

300oC 이상으로 하거나 고온의 열처리를 하여야 비 저

항이 작은 AZO 박막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6]. 그러나 최근 디스플레이나 유기 태양 전지

등의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투명’하고 ‘flexible’

한 제품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등의 기판이 요구된다.

따라서 AZO 박막을 플라스틱 기판에 응용하기 위해서

는 저온에서 작은 비 저항을 가지는 AZO 박막 증착기

술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저온 공정으로 AZO

박막을 증착할 경우 비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AZO

박막을 두껍게 증착하여야 한다. 두꺼운 AZO 박막은

투과율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박막을

사용하는 태양전지나 디스플레이는 효율이나 밝기 면

에서 손실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 공정에서 작은 비 저항을 갖는

AZO 박막 증착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상온(Room Tem-

perature: RT)에서 AZO 박막을 증착한 후  플라즈마†E-mail : loverjh@sunm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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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박막표면에 remote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는 post Ar 플라즈마 처리

가 AZO 박막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결과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이러한 저온 처리방

식으로 AZO 박막의 저항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2. 실험방법

기판으로는 Corning Eagle 2000 glass를 사용 하였

으며 기판은 약 70oC에서 Alconox 용액에 10분 이상

세척 후 Deionized (DI) water로 헹구고 ultrasonic

cleaner를 이용하여 acetone과 methanol 로 각각 3분씩

세척하였다. 기판 표면에 있는 methanol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DI water로 두 차례 헹군 뒤 순도 99.5%의

N2가스로 건조시켰다. 세척한 glass는 1 torr 정도의 진

공desiccator에 보관 되었다. 

AZO 박막은 Al2O3가 2 wt% 도핑된 ZnO 즉, AZO

타겟을 사용하여 RF magnetron sputtering방법으로 증착

하였다. 초기진공도는 10-6torr정도로 유지하였으며 균일

한 AZO 박막을 얻기 위해 증착 시 기판을 5rpm으로 회

전시켰다. 반응가스는 99.999%의 Ar을 사용하였으며

40 sccm으로 일정하게 주입하였다. 모든 AZO 박막 증착

에는 120 W의 RF 파워가 사용되었다. AZO target표면

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pre-sputtering을 20분간 수행

하였고 증착 시 진공도는 2 mtorr로 고정하였다.

박막 증착 후 수행된 플라즈마 처리는 플라즈마

ashing 시스템을 이용 하였으며 초기진공은 1 mtorr 로

유지하였다. 반응가스로는 99.999%의 Ar을 사용하였

으며 주입 양을 조절하여 플라즈마 처리 시의 압력을

조절하였다. 플라즈마 처리는 처리조건이 AZO 박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RF 파워는

50~200 W까지 처리시간은 5 min에서 55 min까지 변화

시켜가며 수행하였다.

전기적 특성 조사를 위해서는 4-point probe를 이용

하여 7 0mm × 70 mm정사각형 샘플을 5행 5열로 구분

하여 25개 포인트에서 면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평균하

였다. 투과도 및 optical bandgap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UV-vis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 또한 플

라즈마 처리에 의한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X-Ray diffraction (XRD) 측정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에 플라즈마 처리 시간과 RF 파워변화에 따른

AZO 박막의 면저항 값을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처리

를 수행한 결과 처음 5분간은 면 저항이 급격하게 감

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

화율이 작아지면서 면 저항이 최소치로 포화 되어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파워에서 동일하게 관

찰 되었으며 포화가 되는 시점은 RF 파워가 높을수록

더 빨리 일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처음 5분간의

측정 결과에서 RF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면 저항의 변

화가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그 후 10분간의 추가적인 플라즈마 처리후에는

150W 또는200W의 RF 파워로 수행한 샘플의 변화율

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00W로 수행한 샘플의 면 저항

과 유사한 값으로 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로 보아 플라즈마 처리는 AZO 박막의 면 저항을 낮추

는데 효과적이었으나 150W이상의 높은 RF 파워를 사

용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Fig. 2에는 AZO 박막 증착 직후 (as-dep 상태) 의 샘

플과 50, 100, 200W의 RF 파워를 사용하여 5분간 플

라즈마 처리를 한 샘플들에 대한 XRD 측정 결과를 제

시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as-dep박막의 경우

34.1o에서 피크가 관측된 것으로 보아 (002)방향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

과 잘 일치한다. 한편 플라즈마 처리를 한 샘플의 경우

에는 플라즈마 처리의 RF 파워가 증가할수록 2θ(002)의

intensity가 줄어들고 주변의 노이즈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에는 XRD 분석 결과에서 획득한 2θ(002)및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을 플라즈마 처리 시

Fig. 1. Sheet resistance of Ar plasma treated 150nm thick

AZO films prepared at different RF powers.



Ar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Al-doped ZnO 박막특성변화 45

Journal of KSDT Vol. 10, No. 4, 2011

사용한 RF power의 함수로 나타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θ(002)의 피크 위치는 RF 파워가 증가함에 따

라 34.1o에서 33.6o까지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

한 관측은 (002)면 간의 거리인 d(002)값이 as-dep 상태

의 경우 2.6256 Å에서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함에 따라

2.665 Å까지 RF power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

임으로써 플라즈마 처리에 따라 격자가 이완됨을 암시

하고 있다. 한편 FWHM은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한 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으로 플라즈마 처리를 수

행함으로 인해 AZO 박막의 crystal 그레인 크기가 수

행 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예측 할 수 있다.

Dong 등[7]에 의하면 Zn나 Al interstitial이 감소하면

2θ(002)는 증가하고 따라서 d(002)는 감소하게 된다. 이것

으로 미루어 보아 RF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2θ(002)가

감소하고 d(002)가 증가하는 현상은 플라즈마 처리에 의

해 Al이 Zn site로 Zn를 대신하여 치환하기 보다는

AZO 박막 내에 Zn interstitial(Zni) 이나 Al interstitial

(Ali) 의 밀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

겨진다. 잘 알려진 것처럼 ZnO의 Zni은 native defect

로써 얕은 준위에 도너 level을 형성한다[8]. 또한 Al은

TCO의 대표적인 도너형 도펀트[8] 이기 때문에 Zni이

나 Ali 의 증가는 앞에서 언급한 전기적 특성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Fig. 4에는 as-dep상태의 AZO박막과 150W에서 20

분간 Ar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한 AZO 박막의

FESEM 단면도를 제시하였다. Ar 플라즈마 처리에 의

해서 그레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XRD 분석에서의 FWHM의 결과

와도 일맥 상통하는 결과로 post thermal annealing에

의해 그레인 크기가 증가하고 저항이 작아지는 결과와

도 흡사하다[5,9].

Fig. 5는 서로 다른 RF 파워를 사용하여 55분 동안

Ar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한 AZO 박막의 투과도를 보

이고 있다. 크게 Ar 플라즈마 처리 수행 전과 후로 구

분이 되며 플라즈마 처리 조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다. As-dep 상태의 박막은 파란색 영

역에서 보다 높은 투명도를 보였으나 이 영역을 제외

한 기타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플라즈마 처리된 박막이

Fig. 2. XRD spectra from Ar plasma treated AZO films.

Fig. 3. 2theta and FWHM estimated by using XRD spectra

from plasma treated AZO films at different RF

powers.

Fig. 4. FESEM images of (a) as-dep and (b) Ar plasma

treated AZO films.

Fig. 5. Transparency of Ar plasma treated AZO films

prepared at different R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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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투명도를 보였다. 일례로 수행 전보다 수행

후 550 nm 기준으로 82.8%에서 약 93%로 투과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AZO 박막에 열 에너지 없이 Ar 플

라즈마 처리만을 수행함으로써 면저항이 플라즈마 처

리 전 샘플의 면저항 대비 1/3 수준까지 감소한 다음

포화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XRD 분석에 의하면 이

러한 감소현상은 Zni 또는 Ali의 증가 및 뭉침에 따른

그레인 성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FESEM

분석 결과를 볼 때 그레인 응집이 상당한 void를 형성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투과도 분석 결과

에서 나타난 투과도 증가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면저항의 포화현상은 Zni 또는 Ali의 증가 및 그레인

성장에 의한 저항 감소와 void 증가에 따른 저항 증가

사이에 이루어진 절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Ar 플라즈마 처리가 AZO 박막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150 nm두께의 AZO 박막에 RF 파워를

달리하여 Ar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하였다. Ar 플라즈

마 처리에 따라 면 저항은 감소하였으며 RF 파워 및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도 증가하였다. 하지

만150W이상의 파워에서는 전력 증가에 비해 그 효과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처리 시간에 있어서

도 20분 이상 처리할 경우 면 저항은 더 이상 감소하

지 않고 포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플라즈마 처

리에 따른 면 저항 감소는 AZO 박막의 그레인 크기

증가와 Al 및 Zn interstitial 밀도 증가에 의한 것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열 처리 과정 없이 Ar 플라즈마 처

리 만을 수행하여 투과도의 손실 없이 박막의 면 저항

을 as-dep 상태의 박막이 갖는 값의 약 1/3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향후 최적화 단계를 거치면 응

용 가능한 TCO를 저온 공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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