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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hutter control by Reactive Magnetron Sputtering using Inductively-Coupled

Plasma(ICP) for obtaining ZnO thin films with high purity. The surface morphologies and structure of deposited ZnO

thin films were characteriz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tomic Force Microscopy (AFM) and X-ray

Diffractometer (XRD). Also, opt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ZnO thin films were analyzed by Spectroscopic

Ellipsometer (SE)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s a result, it observed that ZnO thin films grown at

reactive sputtering using shutter control and ICP were higher density, lower surface roughness, better crystallinity than

other conventional sputtering deposition methods. For obtaining better quality deposition ZnO thin films, we will

investigate the effects of substrate temperature and RF power on shutter control by a reactive magnetron sputtering using

inductively-coupled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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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ZnO는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탄성파적 성질 때문에

투명전도체, 태양전지, 센서, 광촉매 와 같은 다양한 분

야에의 응용성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2]. 또

단파장 영역의 LED나 LD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GaN와 구조적으로나 광학 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

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ZnO

기반의 LED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상온에서 3.37 eV의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엑

시톤 결합에너지가 60 eV로 단파장 영역에서의 발광소

자로 각광 받고 있다[3]. ZnO박막은 일반적으로

sputtering[4], chemical vapor deposition[5], ion plating[6],

pulsed laser deposition[7]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증착이

연구되었다. 이중 sputtering법은 장치가 단순하며, 운

전이 간단하고 넓은 증착 면적, 우수한 방향성을 갖는

박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8]. c축으로 우선방위

현상을 나타내는 ZnO 박막은 증착조건의 변화에 따라

우선방위 변화에 따라 박막의 특성이 변하게 된다. 

sputtering법으로 박막 증착의 변수에는 sputtering압

력, 가스의 농도, RF power, 기판의 종류, 기판의 온도,

기판과 타겟의 거리 등이 있다[9]. 본 연구에서는 보다

더 순도가 높은 ZnO박막을 증착하기 위해서 유도결합

형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응성 스퍼터링에 의한 ZnO

박막을 증착하고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스퍼터 내의

일반적인 셔터에 제어기를 붙여 셔터(shutter)의 개폐

시간을 조절(수초에서 수분까지)함으로써 ZnO 박막을

증착하여 그 특성을 기존의 증착 방법들과 비교 조사

하였다. 증착된 ZnO박막의 특성은 SEM, AFM, XRD,†E-mail : dskim@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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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scopic Ellipsometer, XPS들을 이용해 관찰 및

분석을 하였다.

 

 2. 실험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응성 마그네트론 스퍼 터링

장치에 대한 schematic diagram은 Fig. 1에 표시하였다.

실험 장치는 크게 가스공급계, 반응계, 배출계의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챔버의 용량은 내경 25.5 ㎝, 깊

이 14.5 ㎝의 부피 7,405 cm3의 챔버를 사용하였다. 펌

프는 기계식 로터리 펌프(mechanical rotary pump)와

유확산펌프 (Oil diffusion pump)를 사용하였으며, 초

기 진공도 (base pressure)를 5 × 10-6 Torr까지 유지하

였다. 챔버 안에 반응가스인 산소를 기판에 균일하게

공급하기 위해 링 타입의 가스 공급 장치를 사용 하였

으며 타겟과 기판 사이에 셔터를 설치하였다. 셔터에는

타이머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될 수 있게 하였

다. 또한 기판 홀더는 균질한 박막의 증착을 위해서 기

판을 회전시켰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기판은 Si 기판

을 사용하였다. 기판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탈 이온

수, 아세톤, 다시 탈 이온수에 각 10분씩 세척한 후 질

소가스를 이용하여 표면을 최종 건조시켰다. 사용된

target 은 99.999% 순도의 3인치 Zn target을 사용하였

다. 아르곤 가스를 유입시켜 20 mTorr, 300W의 RF

power로 5분간 예비 스퍼터링 한 후에 산소가스를 유

입시킨 후 Table 1의 조건으로 기존 스퍼터링방법과

셔터를 제어한 스퍼터링방법으로 증착하여 특성을 비

교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ZnO의 미세구조는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SM- 6335F)를 이용하

여 관찰하였으며, SEM의 측정 시 beam의 가속전압은

12 kV이다. 전체적인 박막의 두께(nm/min), 표면거칠

도(nm), 층 공극함량(%) 및 광학적 특성 (광학 밴드갭,

Refractive Index, Extinction Coefficient)는 Spectro

-scopic Ellipsometer (UVISEL-NIR)로 측정하였으며,

AFM(Atomic Force Microscopy)를 이용하여 표면의

미세구조를 관찰 하였다. XPS 분석은 VG Scientific

ESCA Lab. 2000을 이용하였으며, X-ray 광원은 Mg을

사용하였고 X-ray 전원은 10mA/12kV에서 측정하였다.

XRD 분석은 DMAX 2000을 이용하였으며, X-ray 전

원은 50mA/40kV에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EM에 의한 ZnO 박막의 표면 구조

Zn Target을 이용하여 증착된 ZnO의 셔터 개폐 여

부와 ICP변화에 따른 ZnO박막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전형적인 반응성 스퍼터 및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를

사용한 반응성 스퍼터와 증착된 ZnO 박막들의 주사

전자현미경에 의해 미세 구조를 분석한 SEM의 표면

구조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표면 미세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유도 결합형 플

라즈마를 사용하고 반응성 스퍼터에 의한 셔터 개폐

시간을 제어한 박막의 표면 구조가 기존 스퍼터링 방

법에 의해 증착된 표면 구조에 비해 입자 크기도 적고

치밀하며 표면이 smooth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셔

터 개폐 시간(5초 동안 개(open)시간 및 5초 동안 폐

(close) 시간)의 조절로 입사된 입자의 제어로 응집에

의한 입자간에 성장 없이 연속박막이 형성되어 진 것

으로 여겨진다[10].

Fig. 1. Schematic diagram of Reactive sputtering system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 used in this

study.

Table 1. Conditions of the ZnO thin films deposition.

Parameter Ranges

Type of substrate Silicon wafer

Type of target Zn

Substrate temperature 300oC

Target Power (13.56 MHz RF) 300 (W) 

ICP Power(150 kHz LF) 100 (W) 

Time 30 (min)

Shutter open: 5s , close: 5s

Chamber pressure 20 m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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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E에 의한 ZnO 박막의 특성

증착된 ZnO의 셔터 개폐 여부와 ICP변화에 따른

ZnO박막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전형적인 반응성 스퍼

터 및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를 사용한 반응성 스퍼터

와 증착된 ZnO 박막들의 물리적인 특성(증착속도, 표

면 거칠도, 및 층공극비) 및 광학적 특성(Refractive

Index(n), Extinction Co -efficient (k), 및 Optical Band-

gap(Eg))을 측정하기 위해서 Spectroscopic Ellipsometer

(SE)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은 Fig. 3-4에 나타 내었

다. Fig.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Fig. 2. Surface microstructures of ZnO thin films

deposited by (a) Reactive Sputtering using shutter

control and ICP, (b) Reactive sputtering using

ICP, and (c) Conventional reactive sputtering.

Fig. 3. (a) Deposition rate (nm/min), (b) Roughness

Thickness (nm), and (c) Layer Void(%) of ZnO

thin films deposited by reactive sp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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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고 반응성 스퍼터에 의한 셔터 개폐 시간을

제어한 박막의 물리적인 특성 (증착속도, 표면 거칠도,

및 층 공극비)이 다른 방법에 의한 증착된 박막에 비해

월등하게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6] 이는 SEM에

서 관찰한 미세구조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4

에서 나타낸 바와 광학적 특성(Refractive Index(n),

Extinction Co -efficient(k), 및 Optical Bandgap(Eg))은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를 사용하고 반응성 스퍼터에 의

한 셔터 개폐 시간을 제어한 박막이 Refractive Index

는 가장 높게 그리고 Extinction Coefficient는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Optical Bandgap도 거의 벌크 ZnO 값

( ~3.37 eV)에 근사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11-12].

4.1.3 AFM에 의한 ZnO 박막 표면 

SE와 SEM을 통해서 증착된 ZnO의 표면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SE로서 시각적인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 SEM로는 표면의 입자들의 증

착 정도만 볼 수 있었지 거칠기와 같은 부분을 표현하

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FM을 위하여 증착된 ZnO박막의 표면을 측

정하였다. AF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보여 나타낸 바와 같이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를 사용하고 반응성 스퍼터에 의한 셔

터 개폐 시간을 제어한 박막이 표면이 부드럽고 거칠

기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4 XPS에 의한 ZnO 박막의 결합구조 측정

증착된 ZnO의 셔터 개폐 여부와 ICP변화에 따른

ZnO박막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전형적인 반응성 스퍼

터 및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를 사용한 반응성 스퍼터

에서 증착된 ZnO 박막 들의 화학적인 구조들은 XPS

을 이용하여 Fig. 6에 표현하였다. Fig. 6에 의하면 본

연구 에서 얻어진 박막들은 Zn, O이외의 peak 는 발견

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불순물 이 거의 없는 박막이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13]. 또한 O1s밴드와 Zn 2p

밴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그 밴드들을 보다 더 자

세히 분석한 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밴드의

Fig. 4. (a) Refractive Index (n), (b) Extinction Coefficient

(k), and (c) Optical Band Gap (eV) of ZnO thin

films deposited by reactive sputtering. 

Fig. 5. Surface microstructure of ZnO thin films deposited

by (a) Reactive sputtering using shutter control

and ICP, (b) Reactive sputtering using ICP, nd (c)

Conventional reactive sp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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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및 shape edge는 증착된 ZnO박막의 불순물 함

량 및 화학적 결합 구조와 깊은 관련을 나타낸다. Fig. 7

의 경우 Zn 2p의 spin-orbit spilt peak (2p1/2 ,2p3/2)와

O1s core-level XPS peak를 나타내고 있다. 각 core-

level의 결합에너지는 C1s peak의 결합에너지 위치인

284.6 eV에 대하여 보정한 값이다. Zn 2p3/2 의 경우

BE(Binding energy) = 1,023 eV로 측정되었으며 이러

한 값은 ZnO Bulk으로부터 알려진 1,022.44 eV의 값

과 유사하게 측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1s의 경우는 531 eV, 533 eV에 각각 위치한 두 개의

피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31 eV에

위치한 것은 Zn-O 결합에 의한 밴드갭 에너지이고, 높

은 에너지에 위치한 것(533 eV)은 Zn hydroxide(-OH)

결합에 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ZnO 박막에서 보

통 -OH 결합에 의한 peak의 위치는 약 1.5 eV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에서는 1.8 eV정도로서

완벽 하지는 않지만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Fig. 7를 보면 각각의 변수에 따라 XPS 강도가 변

화하는 것이 보이는데, 강도가 높다고 하여 정질의

ZnO박막이 증착된 것이 아니라 O1s와 Zn 2p3/2의 강

도를 계산하여 비율로서 ZnO의 비율을 알아봄으로써

ZnO의 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값은

Table 2에 표현 하였다[14]. 

ZnO의 비 화학양론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표준

시료 없이 detection sensitivity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위의 식에서 I는 peak의 강도로 core-level spectra에

서의 전체 peak 면적을 나타내며, S는 sensitivity를 나

타낸다. 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보면 기존의 스퍼터링에

RO Zn,
IO

Is
IZn

2P
⁄( ) SO

Is
SZn

2P
⁄( )⁄=

Fig. 6. Typical XPS Spectrum of ZnO thin films

deposited by reactive sputtering using shutter

control and ICP at 20 mTorr, 300 and for 60

min.

Fig. 7. XPS Spectrums on O1s and Zn 2p bands of ZnO

thin films deposited by Reactive sputtering using

shutter control and ICP, Reactive sputtering using

ICP, and conventional reactive sputtering at 20

mTorr, 300 and for 60 min.

Table 2. Calibrated XPS binging Energy of ZnO thin films.

ZnO films

No control ICP control
Shutter, ICP 

control

Zn 2p3/2 O1s Zn 2p3/2 O1s Zn 2p3/2 O1s

Binding 

energy 

(eV)

1023 531.4 1023 531.3 1023
531.5

5

FWHM 

(eV)
1.55 1.23 1.55 1.1 1.55 1.28

Rate 0.77 0.81 0.88



88 김동선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0권 제2호, 2011

의한 방법보다 ICP와 shutter을 조절하여 증착한 ZnO

의 박막의 비가 0.88정도의 값으로 화학양론적한 ZnO

박막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1.5 XRD에 의한 ZnO 박막의 결정 구조

증착된 ZnO의 셔터 개폐 여부와 ICP변화에 따라

ZnO박막의 결정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응성

스퍼터에서 증착된 ZnO 박막들의 화학적인 구조들은

XRD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Fig. 8에 보여 준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얻어진 박막들은 기존에 존재

하였던 박막들과 비슷한 스펙트럼 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ZnO는 Zincite (100), Zincite (002), Zincite (101),

Zincite (102), Zincite(110)이외에 여러 가지 결정구조

를 가지고 있다. 분석결과 다른 결정구조보다 Bulk 상

태의 결정구조인 Zincite (002)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를 사용하고 반

응성 스퍼터에 의한 셔터 개폐 시간을 제어한 박막이

기존의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 증착된 구조에 비해

Zincite (002)에서 스펙트럼이 sharp하고 높은 것으로

보아 불순물이 적고 높은 결정성을 지는 박막이 형성

되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 스퍼터에 의한 셔터 개폐 시

간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전형적인 반응성 스퍼터 및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를 사용한 반응성 스퍼터에서 증

착된 ZnO 박막들의 증착하고 그 특성들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Spectroscopic Ellipsometer

(SE), 그리고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그

리고 X-ray Diffractometer (XRD)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에 나타내었다.

SEM분석 결과로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를 사용하고

반응성 스퍼터에 의한 셔터 개폐 시간을 제어한 박막

의 표면 구조가 다른 기존의 방법에 의한 증착된 표면

구조에 비해 입자 크기도 적고 치밀하며 표면이

smooth한 것을 알 수 있다.

Spectroscopic Ellipsometer (SE)분석 결과로 유도 결

합형 플라즈마를 사용하고 반응성 스퍼터에 의한 셔터

개폐 시간을 제어한 박막의 물리적인 특성(증착속도,

표면 거칠 도, 및 층공극비)이 다른 방법에 의한 증착

된 박막에 비해 월등하게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광학적 특성(Refractive Index, Extinction Co-

efficient, 및 Optical Band-gap)은 유도 결합형 플라즈

마를 사용하고 반응성 스퍼터 에 의한 셔터 개폐 시간

을 제어한 박막이 Refractive Index는 가장 높게 그리

고 Extinction Co-efficient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Optical Bandgap도 거의 벌크 ZnO값( ~3.37 eV)에 근

사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증착된 ZnO박막의 화학적인 결합의 정도의 분석을

위해 XPS 사용하였는데 셔터 개폐를 실시하고 ICP를

작동시키면서 증착한 ZnO박막이 다른 실험의 조건보

다 Zn와 O의 비율이 0.88로써 가장 화학 양론적한

ZnO 박막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XRD분석 결과로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를 사용하고

반응성 스퍼터에 의한 셔터 개폐 시간을 제어한 박막

이 기존의 스퍼터링 방법애 의해 증착된 구조에 비해

Zincite (002)에서 스펙트럼이 sharp하고 높은 것으로

보아 불순물이 적고 높은 결정성을 지는 박막이 형성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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