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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lacement of Zn by Mg increases the bandgap of ZnO from 3.37 eV to 7.8 eV. The quantumwell structure of MgZnO/ZnO can be utilized as an active layer for ultra violet light-emitting diode
(UV-LED) and high-mobility field effect transistor (HEMT). However, forming a high-quality
MgZnO/ZnO heterostructure is difficult because of the lattice mismatch and surface roughness of
the ZnO layer on a sapphire substrat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troduce an InZnO buffer layer
for the formation of a good-quality ZnMgO/ZnO quantum-well structure. Pulsed laser deposition
(PLD) was used for this purpose, and X-ray diffraction (XRD)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were used to evaluate the structural properties. Atomic force microscopy (AFM) was also
performed to observe surface changes. The addition of only a small amount of In improved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buffer layers. This revealed that a buffer layer of InZnO is favorable for
growing ZnMgO/ZnO thin films of high quality.
PACS numbers: 81.05.Dz, 81.15.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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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ZnO/ZnO 이중 구조의 성장을 위한 사파이어 기판에서의 InZnO 버퍼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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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에 의한 Zn의 치환은 ZnO의 밴드 갭을 3.37 eV에서 7.8 eV로 증가시킨다. 이를 이용하여 ZnMgO/ZnO의 양자우물 구조 형성 시 UV-LED (ultra violet light-emitting diode) 및 ZnO 기반 고이동
도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양질의 ZnMgO/ZnO 구조를 사파이어
기판위에 형성 시 격자 불일치 및 ZnO 층의 표면 거칠기 등으로 양질의 이중 구조 박막의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양질의 ZnMgO/ZnO 양자우물 구조 형성을 위하여 InZnO 버퍼층을 도입하여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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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펄스 레이저 증착법을 이용하였고 형성된 InZnO의
구조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X-선 회절법 및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을 행하였다. 또한 표면 변화 관찰을
위하여 원자력 현미경 분석도 실시하였다. 소량의 In 첨가로 InZnO 버퍼층은 ZnO 층에 비해 표면 거칠기가
급격히 감소하여 양질의 ZnMgO/ZnO 박막을 성장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PACS numbers: 81.05.Dz, 81.15.Fg
Keywords: ZnO, InZnO, ZnO/ZnMgO, 버퍼층, 펄스레이저 증착

I. 서 론
II-VI 족 화합물 반도체 중 대표적인 재료인 산화아연
(zinc oxide, ZnO) 은 우수한 광학적, 전기적 그리고 압전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 레이저 다이오드 (laser diode, LD) 등의 광전소자,
가스 센서, 압전 소자 그리고 태양전지나 평판 디스플레
이의 투명 전도막 등 매우 폭넓은 응용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1–3]. 최근에는 ZnMgO/ZnO의 이종
구조 및 양자우물 구조를 형성하여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
(ultra violet light emitting diode, UV-LED) 및 ZnO 기반
고이동도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high-mobility field effect
transistor, HEMT) 의 활성층으로서 활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전력 반도체로서의 가능성도 대두
되고 있다 [4,5].
ZnO 는 육방정계 우르짜이트 (hexagonal wurtzite) 의
결정구조를 띄며 3.37 eV 의 비교적 넓은 에너지 밴드갭
(energy band gap) 과 60 meV의 엑시톤 결합에너지를 가
진다. 이는 기존 발광 소자로 널리 쓰이고 있는 GaN (3.4
eV, 22 meV) 와 유사한 결정구조와 밴드갭 에너지 그리고 3
배나 높은 엑시톤 결합에너지를 지녀 LED에서 활용 가능한
재료로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ZnO 내에 MgO (7.8 eV)
를 적절히 고용하여 ZnO의 밴드갭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어 밴드갭 엔지니어링 기술 적용도 가능하다 [6,7]. 그러
나 ZnO는 우르짜이트 구조이고 MgO는 암염 (rock salt)
구조로 두 물질의 결정구조가 다르고 Mg의 고용한계는 약
4 at.%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펄스 레이저 증착법 (pulsed
laser deposition, PLD) 을 이용한 경우 50% 이상의 Mg이
첨가된 ZnMgO 박막 형성이 가능하며 [8], ZnMgO/ZnO
양자우물구조는 UV-LED의 활성층 뿐만 아니라 HEMT의
활성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5].
그러나 고휘도 및 고출력의 LED 및 LED를 위한 활성
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정학적 결함이 적은 고품질의
박막성장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종구조
또는 양자우물구조를 형성하여 양자효율, 광출력 및 전계
이동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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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l2 O3 기판위에 ZnMgO/ZnO 박막의 안정
적 성장을 위한 버퍼층 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ZnMgO/ZnO 구조를 Al2 O3 기판위에 형성 시 주로 ZnO
박막을 버퍼층으로 이용하고 있다. ZnO 는 (0001) 면이
최소 표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ZnO 박막 성장
연구를 보면 ZnO 박막은 c-축 우선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11–13]. 이러한 성장은 주상 (columnar) 성장
구조를 보이고 있고 c-축으로 빠른 성장은 표면 형상이 거칠
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큰 표면 거칠기는 양질의
ZnMgO/ZnO 구조 박막의 형성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표면 거칠기의 감소를 위하여 III족 원소인 In (0.81 Å) 을
첨가 하였다. In은 Zn (0.72 Å) 와 비슷한 이온반경을 갖고
있으며 [14] 특히 성장 초기에 c-축 성장을 방해하고 다양한
방위의 핵생성이 일어나게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5].
본 실험에서는 소량의 In이 ZnO에 첨가된 InZnO 층이
Al2 O3 기판에서 양질의 ZnMgO/ZnO 양자우물구조를 형
성하기 위한 버퍼층으로 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박막 성장은 타겟 물질을 조성변화 없이 증착할
수 있는 PLD를 이용하였고 분말형태의 ZnO와 In2 O3 를
사용해 몰분율이 다른 InZnO 타겟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InZnO 층의 구조적 특성 및 표면 형상을 관찰하였으며 이
를 통하여 In 첨가에 따른 InZnO 층의 성장 모드를 고찰하
였다.

II. 실험 방법
InZnO 박막 성장을 위하여 각각의 조성비에 맞는 타겟
을 제작하였다. ZnO (99.99%) 와 In2 O3 (99.99%) 분말을
사용하여 순수한 ZnO 타겟과 InZnO 타겟을 제작하였다.
ZnO 몰량에 대한 각각의 분말의 몰량을 원자단위로 계산하
여 측정한 후 습식법을 사용하여 24시간 동안 회전 볼밀링
(ball milling) 을 하였다. 분말 속에 포함된 알코올을 휘발
시키기 위해 석고 위에서 6시간 건조 한 뒤, 전기로에서 16
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위의 과정을 거친 뒤 건식법으로
다시 1시간 동안 2차 회전 볼밀링을 한 후 분말을 성형하기
위해 성형틀에 PVA (polyvinyl alcohol) 용액을 결합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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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PLD system.
사용하여 혼합한 후 newton-press을 사용하여 직경이 2.54
cm 그리고 두께가 0.6 cm인 디스크 형태의 타겟을 성형하
였다. 이론 밀도에 가까운 타겟을 제작하기 위해 30 MPa
의 압력으로 1분 동안 가압 성형한 후 전기로를 사용하여
600◦ 에서 2시간 그리고 1200◦ 에서 4시간 동안 소결시켜
ZnO 타겟과 InZnO 타겟을 준비하였다. 제작된 타겟은
순수 ZnO 타겟과 0.1∼5 at.%의 InZnO 타겟으로 각각의

Fig. 2. XRD patterns of ZnO and InZnO films on Al2 O3
for different In contents: (a) ZnO, (b) InZnO (0.1 at.%),
(c) InZnO (0.6 at.%), (d) InZnO (1 at.%), and (e) InZnO
(5 at.%).

조성비에 따라 다양화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PLD를 이용하여 Al2 O3 기판 위에 InZnO

구조, 기판과 계면간의 미세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

박막을 증착하였다. 사용된 PLD는 파장이 248 nm인 KrF

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엑시머 레이저, 진공장치, 가스 공급 장치 그리고 반응 챔버

JEM-200FX, JEOL) 을 이용하였다.

로 이루어져 있다.
진공펌프는 저진공에서 로터리 펌프 (rotary rump) 를,
그 이상의 고진공 유지에는 터보분자펌프 (turbo molecular

III. 실험 결과

pump) 를 사용하였다. 가스는 O2 를 사용하였으며, 가스의
공급량과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가스 유량제어 장치 (mass

Fig. 2는 Al2 O3 기판 위에 ZnO와 첨가된 In 양에 따른

flow controller) 를 사용하였다. Fig. 1과 같이 기판은 위쪽

InZnO 박막의 XRD의 θ-2θ 결과이다. 모든 박막에서 In과

에 1개를 장착 할 수 있으며, 타겟은 기판의 아래쪽에 4개를

관련된 다른 피크들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ZnO (002) 면의

장착하여 동시에 멀티 타겟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피크가 우세하게 관찰되어 ZnO와 InZnO가 Al2 O3 기판

있으며 타겟과 기판 사이의 거리는 4.5 cm이다. InZnO

위에서도 c-축 우선 성장 배향성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박막은 In2 O3 가 0.1∼5 at.%로 함유된 InZnO 타겟을 사

Si (111) 기판 위에서 진행된 F. Zhang [16]의 실험 결과와

◦

용하여 600 에서 30분간 증착하여 시행하여 약 250 nm

비교하면, 0.3 at%의 소량의 In이 첨가되어도 InZnO 박막

두께의 박막을 얻었다.

에서는 (101), (102) 및 (103) 면에 해당되는 회절 피크들이

성장된 ZnO와 InZnO 박막의 구조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

관찰된 반면에 본 실험에서 Al2 O3 기판 위에 이종 구조로

하여 X-선 회절 분석기 (X-ray diffraction, XRD, D/MAX

형성된 InZnO 박막은 첨가된 In의 양이 증가하여도 대부분

2100H, Rigaku) 를 이용하였다. X-선 파장은 Cukα (λ =

(002) 면의 피크만이 관찰되었다. 또한 Si (111) 기판 위에

◦

1.5418 Å) 이다. θ-2θ 법으로 측정하였으며, 2θ 는 20 에

서는 5 at.% 이상의 In이 도핑되었을 경우 (002) 면의 회절

서 80◦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박막의 표면형상을

피크가 거의 사라지고 (100) 면의 회절 피크가 발생했으나,

관찰하기 위하여 원자력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Al2 O3 기판 위에서는 이 경우에 (101) 면의 회절 피크가

AFM, SPA-400, NITECH) 분석도 실시하였으며, 박막의

관찰되었다. 이것은 Si 기판과 ZnO는 큰 격자 부정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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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verage island size and surface roughness of ZnO
and InZnO films, as measured by AFM.

Fig. 3. (Color online) AFM surface images of ZnO and
InZnO films: (a) ZnO, (b) IZO (0.1 at.%), and (c) InZnO
(0.6 at.%).
가지기 때문에 In의 첨가양이 미량임에도 불구하고 첨가된
In으로 인해 (001) 우선 성장 배향의 결정립들에서 쌍정이
형성된 영역이 발생하고, 이러한 쌍정 영역은 표면가 평행한
(001) 면이 기울어진 영역으로 형성되며 이로 인해 (101)
면의 회절 피크들이 관찰 된다. 반면, Al2 O3 기판 위에

있다. 그로 인하여 1 at.% 이하의 In 첨가는 ZnO의 우선

Fig. 5. (Color online) Cross-sectional bright-field TEM
images and corresponding selected-area electron diffraction (SAD) patterns obtained near the ZnO/Al2O3 interface of ZnO and InZnO films: (a) ZnO, (b) InZnO
(0.6 at.%).

배향성의 변화나 구조적인 변화 없이 (002) 면 방향의 c-축
우선 성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표면

결정 성장 초기에 c-축 성장 속도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장된 InZnO 박막은 Si과 ZnO에 비해 격자상수 차이가
적기 때문에 고품질의 박막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형상의 결과는 InZnO 박막의 구조적 변화가 전혀 없는 1
at.% 미만의 저 농도 도핑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Fig. 3은 첨가된 In 양의 변화에 따른 InZnO 박막의 AFM
표면 형상 이미지이며 Fig. 4는 AFM 결과로부터 얻은 각
조건에 따른 평균 아일랜드 크기와 표면 거칠기 정도를 나타
낸다. 순수한 ZnO 박막의 경우 136 nm의 큰 아일랜드들이
증착되어 있는 반면 In이 첨가되었을 때 InZnO 박막의 아
일랜드 크기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0.6 at.%의 In이 도핑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 소량 도핑된 In의 양이 증가
할수록 ZnO의 아일랜드의 크기와 표면 거칠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5는 In 첨가에 따른 InZnO 박막의 미세구조 변화와
결정성을 관찰하기 위한 단면 TEM 이미지와 회절상이다.
Fig. 5(a) 를 보면 In이 첨가되지 않은 ZnO 박막은 ZnO의
전형적인 성장인 주상 (columnar) 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InZnO 의 아일랜드의 크기는 15 nm 이며 도핑하지 않은

Fig. 5(b) 에서 In을 첨가하였을 때 주상 성장 형태가 사라

ZnO 박막의 아일랜드보다는 균일하고 조밀하게 증착되어

지고 성장 초기부터 일정하게 성장한 단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첨가된 In의 양이 증가할수록 박막의 표면 거칠

있다. 이는 0.6 at.%의 소량의 In이 도핑되었음에도 성장

기가 RMS 기준으로 ZnO는 12.6 nm이며 In 첨가에 따라

초기부터 ZnO와 다른 성장 형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1.7 nm, 그리고 0.6 at%에서는 0.43 nm로 급격히 감소하는

있다. 즉 ZnO는 3차원 형태의 아일랜드 성장을 하여 표면형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실험에서는 첨가된 In의
양은 1 at.%의 미량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표면형상의

상이 거친 주상 성장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In 첨가로 박막
성장 모드가 아일랜드 성장보다 2차원 성장 메커니즘으로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첨가된 소량의 In이 ZnO

변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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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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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ZnO 단일 박막의 경우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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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 K. Hwang, M. C. Jeong, J. M. Myoung, Appl.
Surf. Sci. 225, 2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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