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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changes in physical properties of MgZnO:In thin films grown on a sapphire
substrate using the sol-gel method were investigated as per the concentrations of In and Mg precursors. The properties of the grown thin films were analyzed using XRD, UV-Vis, Hall effect, and
XPS. According to the XRD results, all samples showed the c-axis preferential orientation growth.
UV-Vis analysis confirmed that the samples exhibited a transmittance of >80% in the visible region.
Through the Hall effect measurement, the resistance was found to decrease with the increasing In
amount. According to the XPS analysis, when >5 mol% of In was added, the Mg content decreased.
The O 1s binding energy was also investigated using XPS, and the bonding state of the thin
film was observed by comparing the OI /OII ratio. When >5 mol% of In was added, it interfered
with the generation of oxygen vacancy during the synthesis of Mg, thus decreasing the OI /OII ratio.
Keywords: MgZnO, In, Doping, Sol-gel, XPS

졸-겔법으로 성장한 Mgx Zn1−x O:In 박막의 전구체 농도에 따른 물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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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졸-겔법에 의해 사파이어 기판에 성장된 MgZnO:In 박막의 In과 Mg 전구체의 농도에
따른 물성 변화를 연구하였다. 성장된 박막의 특성은 XRD, UV-vis, Hall effect, XP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XRD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료는 모두 c-축 우선 배향성을 보였고, UV-vis 분석 결과 시료의
가시광 영역 투과율이 대체로 80%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Hall 효과 측정을 통해 In이 많이 첨가될수록
비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PS 분석에 따르면 In을 5mol% 이상 첨가하면 Mg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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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1s 결합 에너지 역시 XPS로 조사하였고, OI /OII 비율을 비교하여 박막의
결합 상태를 관찰하였다. In을 5 mol% 이상 첨가했을 때는 In이 Mg의 산소 공공 합성을 방해하여
OI /OII 비율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MgZnO, In, 도핑, 졸-겔법, X-선 광전자 분광법

I. 서 론

II. 실험방법

ZnO는 대표적인 n형 산화물 반도체 재료로 육방정계 우

In이 첨가된 Mgx Zn1−x O 용액을 제작하기 위해 다음과

르자이트(Hexagonal Wurzite)의 결정구조를 가지며 3.37

같이 합성하였다. 용매로는 2-ME (2-Methoxyethanol)

eV의 넓은 밴드 갭 에너지를 가지는 직접 천이형 반도체이

를 사용하였고, Zn, Mg 및 In 전구체는 각각 zinc

다. 또한, ZnO에 MgO를 적절히 첨가하여 밴드 갭 에너지

acetate

를 3.37 – 7.8 eV까지 조절하는 밴드 갭 엔지니어링이 가

[(CH3 COO)2 Mg·4H2 O], 그리고 indium (III) chloride

능하다 [1,2]. 이러한 장점으로 MgZnO는 UV 광전자 장치,

[InCl3 ]이다. 먼저, 전구체를 20 ml의 2-ME에 맞춰서 Zn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자의 전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 몰농도를 0.3 M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Mg/(Mg+Zn)

활용되고 있다 [3]. ZnO는 Zn–O 결합 분리 에너지가 250

이 5, 15, 30 mol%, In/(In+Zn)의 농도를 1, 5, 10 mol%

kJ/mol로 비교적 낮아 ZnO의 합성이나 박막 형성시 산소

로 정량하여 용액을 제조하였다. 곧이어 자력 교반기를

공공이 쉽게 형성이 되고 이로 인한 양의 전하를 중성화하
기 위하여 전자가 형성되기 때문에 n형 반도체가 형성된다.
반면 Mg–O 결합 분리 에너지는 358.2 kJ/mol로 크기 때문
에 산소 공공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1,4]. 따라서 ZnMgO
가 형성되는 경우 산소 공공 감소로 비저항이 크게 증가한
다. 산화물 반도체를 높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n형 반도체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3족 원소(Al, Ga, In)를 도너로 이용하
여 양이온을 치환시켜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중 In3+
은 이온 반경이 0.81으로서 Zn2+ 이온의 0.74 Å과 가장 유
사한 원자 반경을 가졌으며 낮은 저항률,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 가시광선 영역의 높은 투명도로 인해 광학 밴드 갭
이 큰 n형 전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광전지 응용 분야에
매우 유용하다.
MgZnO:In 박막을 증착시키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펄
스 레이저 증착(pulsed laser deposition) [5], 스퍼터(sput-

[Zn(CH3 COO)2 ·2H2 O],

magnesium

acetate

사용해서 75 ◦ C, 1,000 rpm으로 용액을 30분 동안 교반한
뒤 졸 안정제 역할을 하는 MEA (monoethanolamine)을
Zn 양과 같은 0.3 M으로 정량하여 첨가하였다. 그 후 2시간
동안 같은 조건에서 교반을 추가로 진행하고, 실온에서
24시간 이상 숙성시킨 후 사용하였다. 박막은 스핀 코팅
기술을 이용하여 사파이어 기판에 성장하였다. 졸-겔법과
스핀 코팅 공정에 대한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인 실험 조건들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성장한
샘플들은 In의 함량에 따라 1 mol%를 I1, 5 mol% I5, 10
mol%를 I10으로, Mg 함량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M5,
M15, M30으로 기재하였으며 이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MgZnO:In 박막의 결정성, 광학적 및 전기적 특성은 X
선 회절 분석 (X-ray diffraction, SmartLab, RIGAKU),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Cary 5, Agilent Technologies), Hall 효과 측정 장비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HMS-5300 / ATH55,

ter) [6], 졸-겔법(sol-gel method) 등이 있다. 박막 제작 장

Ecopia), 그리고 X선 광전자 분광법 (X-ray photoelectron

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고품질의 박막을 얻을 수

spectroscopy, K-Alpha, Thermo Fisher Scientific)을 이용

있으나 대부분 고온 · 고진공을 요하며, 비싼 소스 가격 때

하여 조사하였다.

문에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용액 기반의 졸-겔법은
전구체 농도 조절이 용이하고, 고온과 고진공이 필요하지

III. 실험결과

않으면서 박막 제조 비용이 저렴하여 대면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졸-겔법
을 이용하여 MgZnO:In 박막을 제조하였으며, In과 Mg 함

1. XRD

량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그에 따른 박막의 물성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Figure 2는 졸-겔법으로 성장시킨 샘플들의 XRD를 이
용한 박막의 20◦ 에서 80◦ 까지의 θ−2θ 스캔 그래프이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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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샘플에서 관찰된 (002), (100)와 (101) 피크는 육방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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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sol-gel
method.
Table 1. The main condition parameters of experiment.

Zn
Mg
In

Parameter
Precursor
Concentration
Precursor
Concentration
Precursor
Concentration
Stir condition
Spin coating
Preheating
Annealing

Value
Zn acetate dehydrate
0.3M
Mg acetate tetrahydrate
5, 15, 30 mol%
In (III) chloride
1, 5, 10 mol%
1000 rpm, 75 ◦ C,
2 h 30 m
2500 rpm, 30 s, 20 times
200 ◦ C, 10 m, air
500 ◦ C, 2 h, air

Table 2. Sample ID.
Sample ID
I1M5
I1M15
I1M30
I5M5
I5M15
I5M30
I10M5
I10M15
I10M30

In [mol%]
1
5
10
1
5
10
1
5
10

Mg [mol%]
5
15
30
5
15
30
5
15
30

우르자이트(Hexagonal Wurzite) 구조를 가지는 ZnMgO
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MgO의 결정 구조인 입방정계
(cubic) 구조는 관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8]. 그리고,
Mg이 증가할수록 I1M5 샘플에서는 34.35◦ 였던 (002) 피
크의 2θ 값이 I1M30 샘플에서는 34.49◦ 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g 첨가에 의한 c-축 길이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는 모든 샘플의 회절 피크의 비율, 반치폭, 결

Fig. 2. (Color online) X-ray diffraction pattern according
to In and Mg concentration of (a) Indium 1 mol%, (b)
Indium 5 mol%, (c) Indium 10 mol%.
정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반치폭과 결정 크기는 다음의
scherrer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9].
D = 0.94λ/β002 · cos(θ002 )
이때 λ는 X-선 파장, θ002 는 Bragg 각도, β002 는 반치폭을
나타낸다. Table 3에서 모든 샘플이 우세한 (002) 회절 피
크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이는 ZnO의 c-축 우선 배향이
전구체의 농도와 관계없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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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XRD patterns analysis : intensity, FWHM of
(002) peak, and the crystallite size.
Sample I002 /Itot [%] I100 /Itot [%] I101 /Itot [%] β002 [◦ ]
I1M5
58.32
16.74
24.93
0.59
I1M15
72.12
12.06
15.82
0.57
I1M30
46.68
25.24
28.08
0.59
I5M5
85.72
6.25
8.03
0.42
I5M15
48.44
23.76
27.80
0.62
I5M30
56.14
17.94
25.92
0.58
I10M5
64.63
16.23
19.14
1.10
I10M15
74.83
8.83
16.34
1.25
I10M30
100
N/A
N/A
1.16

D [nm]
14.63
15.25
14.72
20.73
14.03
14.94
7.87
6.93
7.49

의 (002) 방향 면이 다른 방향 면보다 표면 자유에너지가
낮으므로 안정된 상태에서 박막이 성장되는 경우 (002) 방
향의 면이 우선 성장된다. 또한, Ohyama et al.에 따르면
졸 안정제로 사용한 MEA가 (002) 면의 배향성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그리고, Table 3에서 In이
10 mol%로 많이 첨가되었을 때 피크의 반치폭이 증가하
며 결정 크기가 약 50%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핑 불순물의 증가로 인하여 결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Mg과 In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002) 회절 피크가
강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Mg과 In의 첨가는 박막의 성장
형태가 (002) 방향 우선 성장에서 무작위 성장으로 바뀌
는 것으로 판단된다. ZnMgO 박막의 이전 연구에서도 Mg
함량이 증가할수록 (002) 회절 강도의 감소가 보이고 성장
형태가 (002) 우선 성장에서 무작위 성장으로 변화함을 보
고하고 있다 [11]. 그리고 ZnO 박막에 대한 In 첨가 역시
(002) 우선 성장에서 무작위 성장으로 변화가 보고되었다
[12].

2. UV-vis
Figure 3은 박막의 광 투과도와 이를 토대로 계산한 박
막의 밴드 갭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I5M15를 제
외한 모든 샘플은 80% 이상의 투과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밴드 갭 에너지는 350nm 근처의 강한 흡수 지역에서
(αhν)2 vs. Tauc plot으로 추정되어 선형적으로 나타냈다.
직접 밴드 갭 재료들의 흡수 계수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3].
α = A/hν

p

hν − Eg

이때 A는 상수, hν는 광자 에너지, 그리고 Eg 는 광학 밴드
갭 에너지이다. Seval et al.에 따르면 Mg 함량이 높을수록
edge의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에 정리된 박막의 밴드 갭 에너지로 Mg 함량이
높을수록 밴드 갭 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Color online) UV-vis spectra of samples (a) I1
(b) I5 (c) I10.

반면 In 도핑 농도가 높아지면 밴드 갭 에너지가 다소 감
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주로 도핑 불순물의 혼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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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ntent of Mg and In of MgZnO:In.

Table 4. Band gap of all samples.
Sample
I1M5
I1M15
I1M30
I5M5
I5M15
I5M30
I10M5
I10M15
I10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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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gap [eV]
3.21
3.25
3.27
3.03
3.10
3.27
3.25
3.24
3.32

Sample
I1M5
I5M5
I10M5
I1M15
I5M15
I10M15
I1M30
I5M30
I10M30

In [mol%]
2.59
3.23
8.51
2.47
4.86
11.52
2.41
3.69
8.36

Mg [mol%]
10.19
7.37
2.95
12.65
11.94
10.56
32.87
21.65
21.56

OI /OII (Intensity)
2.43
3.26
3.32
2.81
2.2
2.06
2.29
1.49
1.51

4. XPS

Fig. 4. Resistivity of samples measured by HMS.
인한 결정 구조의 왜곡 때문이며, 앞서 XRD 그래프에서
도 볼 수 있었던 변화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HMS
Figure 4는 Hall effect measurement를 통한 모든 박막
의 비저항 측정 결과이다. 비저항은 In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In이 5 mol% 첨가되었을
경우에는 Mg 함량의 증가에 따라 비저항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다. 또한 XRD 결과와 연계하여 보면 (002) 우선
배향성이 높은 시료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비저항을 갖고
있었다. 이는 (002) 우선 배향성을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큰
결정립을 갖고 있어 비저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n chloride가 MgZnO 박막에 첨가되었을 때 In과 Cl로 잘
분해되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도핑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특히 가장 낮은 값을 가진 I10M15 샘플은
본인의 이전 연구에서 얻은 0.24 Ω·cm보다 40% 정도 낮은
0.14 Ω·cm를 얻었다 [14].

Table 5는 XPS를 통해 ZnMgO:In 박막의 조성비를 나
타낸 것이다. Mg 5 mol% 샘플에 In이 1 mol%, 10 mol%
첨가됐을 때 Mg의 함량은 각각 10.19 mol%, 2.95 mol%
이고, Mg 30 mol% 샘플에 In이 1 mol%, 10 mol% 첨가
됐을 때 Mg의 함량은 각각 32.87 mol%, 21.56 mol% 로
측정되었다. 이때 In의 함량이 높을 수록 같은 양의 Mg을
넣어줬음에도 Mg의 함량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g에 비해 In이 산소 결합이 더 용이하고, Mg
이 상대적으로 산소 결합 반응이 느려 In이 많을 경우 상
대적으로 적은 Mg 조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In과
Mg의 산소 결합 깁스 자유에너지는 각각 −925.9 kJ/mol
과 −569.6 kJ/mol로 In이 Mg보다 산소와 보다 쉽게 결합
된다고 할 수 있다 [15].
Figure 5는 XPS를 이용하여 성장한 박막의 산소 결합
상태를 알기 위해 O (1s) 결합 에너지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래프에서 OI 은 결정 구조 내 O2− 이온과 금속 이온과의
결합에 의한 피크로서, Zn, Mg, In과 결합한 경우 나타나
는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다. OII 는 산소 공공에 의한 결합
에너지이며, OIII 는 –OH와 같은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다
[16,17]. 따라서 OII 대비 OI 비율을 통해서 산소 이온과 산소
공공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값이 크면 산소 공공의
수가 적고 산소 결합 이온이 많다는 의미이며 값이 작은
경우는 산소 공공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이다 [18,19].
Figure 5에서 얻은 각 조건에 대한 시료의 OI /OII 비는
(a) 2.43, (b) 2.29, (c) 3.32 그리고 (d) 1.51이다. In의 함
량이 1 mol%일 때, Mg의 함량이 5 mol% 에서 30 mol%
첨가 시 OI /OII 은 2.43에서 2.29로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
는 아니었다. 반면 In의 함량이 10 mol%로 증가하면 Mg의
함량이 5 mol%일 때 3.32에서 30 mol% 첨가하면 1.55로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In의 함량이 적을 때
에 비해 In의 함량이 클 때 Mg의 함량의 변화에 따라 산소
공공의 비율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In의 함량이 10 mol%일 경우에 Mg 조성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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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O 1s core level XPS spectra of MgZnO:In thin films (a) I1M5,(b) I1M30, (c) I10M5, and (d)
I10M30.
적게 검출되는 것과 연관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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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n의 양이 증가할수록 Mg의 산소 결합 반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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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ZnO:In 박막을 성장시키고, Mg과 In의 농도를 변화시
켜가며 그에 따른 특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XRD 그래
프에서 모든 샘플은 전구체의 농도에 관계없이 c-축 우선
배향성을 가지는 결과를 보였다. UV-visible 분광 광도계
측정 결과, 전체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80% 이상의 투
과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Mg의 농도가 높을수록 밴드
갭 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HMS 분석시에
In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비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PS 측정 결과, In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Mg
의 함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Mg의
산소 공공 억제가 감소하여 산소 공공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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