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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RF magnetron sputtering was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xygen vacancy and carrier

concentration in a GZO film on an amorphous structure. RF power was fixed at 50W and Ar flow was changed on a

glass plate to create a thin film at room temperature. The transmittance of Al-adopted amorphous GZO was measured

at 85% or higher; therefore, the transmittance was shown to be outstanding in all films. The hall mobility was also shown

to be higher at the film showing the high transmittance at a short-wavelength, whereas the optical energy gap was shown

to be higher at the film with high oxygen vacancy. The oxygen vacancy at the amorphous oxide semi-conductor increased

the optical energy gap while it was not directly involved in increasing the mobility. The oxygen vacancy increases the

carrier concentration while lowering the quality of amorphous structure; such factor, therefore affected the mobility. The

increase of amorphous property is a direct way to increase the mobility of amorphous oxide semi-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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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투명 전도성 산화물 TCO(Transparent Conductive

Oxide)는 LED, Solar Cell, OLED 등 많은 분야에 적

용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대

표적인 투명 전도막은 ITO, ZnO, SnO2 등이 있으며,

그 중 투명 전도성 산화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

질은 ITO이다[2-3]. 그러나, ZnO계의 막은 ITO에 비

해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무독성이기 때문에 환경

에 유익한 점이 있고, 수고 플라즈마 중의 내구성이 뛰

어난 점 등을 고려하여 ITO를 대체할 투명 전도성 산

화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4-5). ZnO는 3-5족 화합물

반도체로 육방정계 우르자이트(hexagonal wruzite)의

결정구조를 가지며, 상온에서 3.37 eV의 넓은 밴드갭

에너지와 6 meV의 높은 여기자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자외선영역에서의 특별한 발광특성을 나타낸다[6-7].

하지만 공기 중에 서의 흡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ZnO

물질에 Al, Ga, Ag, Ge, Sn등의 불순물을 넣어서 만든

다양한 산화물반도체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투명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한 트랜지스터

소자 개발에 적용되면서 전도 메커니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8]. 산화물 반도체에서의 전도

는 열처리에 의한 산소가 빠져나간 빈자리에 음전하를

갖는 산소공공의 형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형성되는 결합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

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한지만 산소공공과 결합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고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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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선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F Magnetron Sputtering법을 이용하

여 상온에서 Ar유량 변화에 따라 GZO 박막의 산소공

공과 전기적 특성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XRD분석에

의한 결합구조와 XPS 분석에 의한 결합에너지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RF magnetron sputtering 장비를 이

용하여 GZO 박막을 증착하였다. 증착 타겟으로는

ZnO:Ga(98 :2 wt%)로 소결된 타겟을 사용하였고 증착

기판으로는 2x2cm 크기의corning 1737 유리기판을 아

세톤, 메탄올, 탈수이온에서 각 5분간 초음파 세정 후

질소가스로 건조하였으며,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150

도에서 1분 동안 베이킹하여 사용하였다. 증착 시 초기

압력은 2.0 × 10−6 Torr 이하로 하였고, RF파워는 50 W

로 고정하였으며, MFC 를 이용하여 Ar gas를 15, 30,

45, 60 sccm으로 변화를 주어 상온에서 실험을 진행하

였다. 이때 공정 압력은 2.0 × 10−3 Torr로 하였고 모든

박막은 약 200 nm로 증착하였다.

제조된 GZO 박막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XRD (SmartLab/RIGAKU) 장비를 통해 박막의 결정

구조와 위상에 대한 배양성을 하였으며, 투과도 측정을

위해 UV/Vis-NIR Spectrophotometer (V-670/JASCO)

을 이용하여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Hall measurement (HMS-3000, ECOPIA)을 통하여 GZO

박막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XPS (MultiLab

2000, THERMO VG SCIENTIFIC)를 통하여 박막의

산소공공에 대한 함량을 조사하여 특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은 GZO 박막의 다양한 Ar 가스의 유량에 따

른 증착 박막의 XRD 패턴을 보여준다. 측정은 2θ =

20o ~ 80o에서 측정을 하였고 Ar 가스 유량에 따른

GZO박막은 2θ = 34.45o부근에서 ZnO의 결정성 피크

를 보이는데 그림 1의 XRD 패턴의 경우 34.45o에서

Ar 가스의 유량이 증가함에 002 피크의 세기가 세지기

는 하나 박막이 결정성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이

로써 XRD 분석에서는 비정질 GZO 박막의 뚜렷한 차

이점을 찾을 수는 없었다. GZO 박막의 광학적, 전기적,

화학적 특성 등을 조사하여 비정질 특성과의 상관성을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Fig. 2는 GZO박막의 다양한 Ar 유량에 따른 홀 이

동도, 전하농도, 그리고 비저항을 보여준다.

Ar 가스의 유량이 15 sccm에서 홀 이동도는 5cm2/

V-s 으로 가장 높았고 비저항은 3.46 × 10−3 Ωcm 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Ar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도

는 감소하고 비저항은 증가하고 있음을 측정결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저항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요인으

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나, 비정질 특성이 우수할

수록 저항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실험에서 사용된

GZO 박막들 중에서 비정질 특성이 가장 우수한 박막

은 Ar 15 sccm에서 공정하여 증착한 GZO 박막임을

간접적으로 예측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전하 농도의 경

우 박막의 이동도와 비저항 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Fig. 3는 GZO박막의 XPS의 O 1 s 스펙트라를 이용

Table 1. Processing conditions of GZO films

Target 2 wt%, Ga-Doped ZnO

Substrate Glass(Corning #1737)

Target-substrate Distance [mm] 50

RF Power [W] 13.56 MHz, 50W

Gas name and flow [sccm] Ar 15, 30, 45, 60

Base pressure 2.0 × 10−6
 Torr

Working pressure 2.0 × 10−3
 Torr

Deposition Temperature Room temp

RTP Temperature N/A

RTP Time N/A

Film Thickness ± 200 nm
Fig. 1. XRD patterns of GZO thin films with various Ar

gas flow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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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deconvolution 하여 산소공공의 함량을 조사하였

다. 각각의 픽 들은 Om (metal oxygen), Vo (oxygen

vacancy), OH 관련 픽을 의미한다. 반응가스가 증가하

면서 Ar = 30 sccm인 경우에 산소공공의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4는 Vo /( Om + Vo + OH) 식을 이용하여 얻은 산

소공공의 상대적인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Fig. 2에 Ar

유량이 30 sccm의 전하농도가 6.85 × 1020 cm−3로 가장

높았으며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였다. 산소

공공의 함량 또한 30 sccm에서 0.46으로 가장 많이 분

포하였고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비정질 GZO 박막의 전하농도의 경우 산소공공의 함량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인다. Ar 유량에 따라 박막

의 이동도가 하락하는 것은 박막의 저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사료 되며, 박막의 저항 증가는 전하농도가

감소해서 이며 전하농도는 박막의 산소공공의 수치와

비례함을 보인다. 산소공공의 감소는 Ar 유량 변화에

따라 이온 재결합이 많아지면서 경국 증착과정에서 생

긴 이온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XRD 패턴에서의 (002)방향의 강도가 점점 세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박막의 이동도가 감소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Ar유량에 따른 GZO박막의 투과도를 나타

낸다. 전체적으로 85%이상으로 높은 투과율을 나타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홀 이동도가 가장 높은 15 sccm

에서 투과도가 95%로 가장 높았다. 전하 농도가 가장

높은 30 sccm 공정에서도 90%이상의 높은 투과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비정질 구조의 GZO박막에서의 투과

도는 비정질도가 우수한 박막에서의 투과가 높게 나옴

Fig. 2. Carrier concentration, Resisivities and Hall mobi-

lity as a function of reaction gas ratio.

Fig. 3. XPS spectra of O 1s of GZO films deposited with

different Ar gas flow rates.

Fig. 4. Oxygen vacancy (V
o
) of GZO with various Ar gas

flow rates.



28 김도형 · 김홍배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4권 제4호, 2015

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천이형 반도체인 GZO는 식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흡수 계수 α를 이용하여 에너지 밴드 갭을 구할

수 있다(9).

(1)

여기서, A는 상수이며 는 광자에너지 (Ev)이다.

흡수 계수 α는 투과율(T)과 박막이 두께(d)를 이용한

식 (2)을 통해 구할 수 있다.

T = exp(−αd) (2)

Fig. 6은 그래프는 Ar유량에 따른 흡수 계수 (αhυ)2

대 광자 에너지(hυ)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 (αhυ)2 = 0 이 되는

지점의 수치가 에너지 밴드 갭(Eg) 값이 된다. 30sccm

에서 3.57 eV가장높았고 45 sccm에서 3.48 Ev로 낮은

수치의 에너지 밴드갭을 보였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3.5 eV이상의 폭넓은 에너지밴드갭을 나타냈다. 그림에

서 보듯GZO 박막은 투과성이 우수하고 비정질 특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정질의 특성이 우수하면 이

동도가 높고 투과도가 더 좋았으며, 산소공공은 전하농

도와 비례하고 산소공공의 함량이 증가하면 광학적 에

너지 갭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F Magnetron sputtering 법을 이용

하여 GZO 박막의 Ar 가스유량에 따른 전하농도와 산

소공공과의 연관성에대하여 실험하였다. Ar 가스 유량

에 따른 GZO 박막의 경우 모든 박막에서 비정질 특성

이 나타났으며 15 sccm에서 이동도가 5 cm2/V−1S−1 로

가장 높았고, 비저항 또한 3.46 × 10−3 Ωcm 로 가장 낮

은 모습을 보였다. 15 sccm 에서 GZO 박막의 비정질

특성이 가장 우수함을 간접적으로 예측 할 수 있었다.

XPS 산소공공의 함량을 구해본결과 박막의 전하농도

와 산소공공의 함량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이에 Ar 유량 변화에 따라 박막의 이동도가 하락하는

것은 박막의 저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박막의 저항

증가는 전하농도가 감소해서 이며 전하농도는 박막의

산소공공의 수치와 비례함을 보였다. 산소공공의 감소

는 Ar유량 변화에 따라 이온 재결합이 많아지면서 결

국 증착과정에서 생긴 이온들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XRD 패턴에서의 (002)방향의 강도

가 점점 세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박막의 이

동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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