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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ype oxides using holes as carriers exhibit a relatively low hole mobility due to the deep O 2p
level; thus,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are fewer than those of n-type oxides. Recently, a DFT study
has reported that Bi-doped In2 O3 forms a new in-gap state near the valence band, thereby lowering
the formation energy of the acceptor and enabling the formation of a new p-type oxide through
additional doping. In addition, a previous experiment on the Bi-doped In2 O3 ceramics revealed
the in-gap state. In this study, Bi-doped In2 O3 films were grown under various condition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optical bandgap modulation. Consequently, from a structural viewpoint,
the crystalline size grew as the deposition temperature increased; spectroscopically, two optical
absorptions were confirmed. While the larger optical bandgap corresponded to bulk In2 O3 , the
smaller one was associated with a newly formed in-gap state owing to Bi doping. Furthermore, the
bandgap energy decreased as the deposition temperature increased. Therefore, the reduced optical
bandgap with an increased deposition temperature was related to the reduced quantum siz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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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가 첨가된 In2 O3 박막의 광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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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을 운반자로 사용하는 p-형 산화물은 깊은 O 2p 준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공 이동도가 낮아 n-형
산화물보다 잠재적인 응용 가능성이 낮다. 최근 밀도범함수이론 연구에 따르면 Bi가 첨가된 In2 O3 는
가전자대 근처에서 새로운 in-gap 상태를 형성하여 받개의 형성 에너지를 낮출 수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이전 실험에서 Bi가 첨가된 In2 O3 세라믹에서 광학적 특성을 통해 in-gap 상태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성과 in-gap 상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착 온도에서
Bi가 첨가된 In2 O3 박막을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그 결과, 증착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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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광학적 특성 측정을 통해 벌크 In2 O3 의 밴드갭
(∼2.7 eV)과 Bi 첨가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in-gap 준위 (∼1.9 eV) 에너지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박막의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 밴드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결정립 크기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Keywords: Bi-In2 O3 박막, 광학적 특성, In-gap 상태

I. 서 론
대표적인 투명 전도성 산화물인 In2 O3 , SnO2 , Ga2 O3
등에 다양한 물질을 첨가하여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바꾸
려는 시도는 지난 수년간 많이 진행되었다 [1–3]. 그 중에
서 Sn을 첨가한 In2 O3 (ITO), F을 첨가한 SnO2 (FTO)은
높은 n-형 전기 전도도와 가시광 영역에서 투명하다는 광
학적 특성 때문에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4, 5]. 그러나 양공(hole)을
운반자로 하는 p-형 특성의 산화물은 응용에 적합한 물성
구현에 어려움이 있어 소자로의 활용에 제한이 있어 왔다.

낮은 에너지 (∼1.3 eV)에서의 추가적인 흡수를 확인하였
으며, 이는 Bi 6s 오비탈에 의한 새로운 가전자대의 형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12].
본 연구에서는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
여 Bi가 첨가된 In2 O3 박막을 다양한 성장 온도에서 제작하
였으며, 이에 따른 박막의 구조적, 화학적, 광학적, 전기적
특성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 보고되었던
결과와 유사하게 Bi 첨가에 의해 새로운 가전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전자대의 에너지 준위는 박막의
증착 온도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는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크기 갇힘
(size confinement) 효과 감소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전이금속 산화물은 일반적으로 가전자대가 비등방적이
고 국소적인 O 2p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양공의
유효질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하 이동도가 매우 낮다. 또
한, 양공을 제공하는 받개 (acceptor)의 형성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전하 운반자인 양공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6].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이금속 산화물에 불
순물을 첨가하여 p-형 산화물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Mg, Li [7,8] 등의 양이온을 첨가하여 양공을 확보하거나,
N, Se [9, 10] 등의 음이온의 첨가를 통해 O 2p 오비탈의
국소화 되어있는 특성을 완화시키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최근 Sabino et al.은 밀도범함수이론 (DFT; density
functional theory) 계산을 통해, 대표적인 투명 전도성 전
이금속 산화물인 In2 O3 에 Bi 가 첨가되면 Bi 6s 오비탈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전자대가 형성될 것이라 제안하였다.
또한, Bi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Bi 6s의 띠 너비
(band width)가 증가하고, In2 O3 의 전도대 최소 (conduction band minimum)와의 에너지 갭이 커진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Bi 첨가로부터 새롭게 형성된 Bi 6s 오비탈에
의해 받개의 형성 에너지가 낮아지며 p-형 전도 특성 발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11]. Kim et al.은 Bi
가 첨가된 In2 O3 세라믹 제작을 통해 밴드갭 (2.7 eV)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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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방법
Bi가 3% 첨가된 In2 O3 타겟(99.99%, ITASCO)을 사용
하여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유리 (XG Corning glass) 기판 위에 박막을 성장시켰다. 박막 성장 시, 아르
곤 (Ar, 99.999%) 기체가 30 SCCM으로 흐르는 상태에서
챔버 내부 압력을 20 mTorr로 유지시켰으며, 40분 동안
50 W의 파워로 다양한 증착 온도 (20 ◦ C, 100 ◦ C, 200 ◦ C,
300 ◦ C)에 따라 제작하였다. 제작된 박막들은 Cu Kα (λ =
1.5406 Å) 선과 X-선 회절 장치 (XRD; X-ray diffraction,
Empyrean, Panalytical)를 이용해 스침각 (θin = 0.5◦ ) 스
캔 및 ω/2θ 스캔 방법으로 구조적 특성을 측정했다. 광학적
특성은 자외선-가시광 분광 광도계 (Dongwoo Optron)를
이용하여 제작된 박막의 투과도로 측정하였다. 박막의 표
면 형상은 원자힘 현미경 (AFM; Atomic force microscopy,
XE7, Park Systems)을 이용하여 관측하고 X-선 광전자 분
광법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K-alpha,
Thermo)으로 화학적 상태를 분석하였다. XPS는 광원으로
단색광 Al Kα (E = 1.487 keV)을 이용하였으며, 50 eV의
전달 에너지 (pass energy)와 0.1 eV/step의 에너지 간격
으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저항이 높은 박막
(>10 MΩ)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위해 Electrometer
(Keithley 617)를 사용하여 4단자 in-line 방법을 이용해 박
막에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를 읽는 방식으로 전기적 저항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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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X-ray diffraction profile for (a) normal scan (ω/2θ) and (b) grazing incidence scan (θin = 0.5◦ )
of Bi-doped In2 O3 films at various deposition temperatures. (c) Lattice constant and crystalline size obtained from
(222) peak position of the film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s. (d) Schematic crystal structure of Bi-doped In2 O3
film. The vertical dotted line in Fig. 1(b) and 1(c) indicates the reference In2 O3 peak positions obtained from the
reference (ICSD #14388).

III. 결과 및 논의
In2 O3 는 bixbyite 구조 (ICSD #14388)를 가지면 Bi를
첨가하면 In의 8b 위치에 Bi가 치환되는 (Fig. 1(a)) 것
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11]. Figure
1(b)는 증착된 박막의 XRD (ω/2θ 스캔) 결과를 보여준
다. 상온에서 (RT) 증착한 시료의 경우 명확한 피크가 나
타나지 않지만, 증착 온도가 100 ◦ C 이상인 시료부터는
bixbyite In2 O3 의 (222) 피크 (ICSD #14388)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고 반치폭 (FWHM; full width at the
half maximum)이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결정성이 향상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c)는 입사각을 0.5◦ 로
고정하고 측정한 스침각 XRD 결과이다. 비정질 유리기판
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2), (044), (226) 피크의

세기가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고, 피크의 위치
가 벌크값에 (ICSD #14388) 가까워진다. 따라서, 박막이
다결정 (polycrystalline)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T 시료의 ω/2θ XRD 측정 결과에서의 매우 낮은
피크 세기는 산란에 기여하는 부피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수직방향으로의 결정립 정렬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Figure 1(d)는 Bi가 첨가된 In2 O3 박막의 ω/2θ
XRD 측정에서 (222) 피크의 반치폭으로부터 Scherrer 방
정식 [13]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정립 크기와 피크 위치로부
터 Bragg 법칙 [13]을 이용하여 계산한 격자 상수를 나타
낸다. 그 결과,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격자상수의 경우 RT 시료를
제외한 모든 시료는 In2 O3 의 격자상수인 1.01 nm (ICSD
#14388)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온
반지름이 In3+ (94 pm, [14])보다 큰 Bi3+ (117 pm, [15])
가 In 8b 위치에 치환되어 구조 팽창에 의한 것이거나,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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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Surface morphology of Bi-doped In2 O3 films deposited at (a) RT, (b) 100 ◦ C, (c) 200 ◦ C, and
(d) 300 ◦ C. The surface root-mean-square roughness (σRMS ) is 2.67 nm for RT, 0.32 nm for 100 ◦ C, 0.93 nm for 200
◦
C, and 0.84 nm for 300 ◦ C, respectively.
가 In 8b 위치에 치환되지 못하여 틈새 (interstitial site)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부피 팽창에 기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Table 1. Relative atomic ratio of Bi and In from X-ray
photoelectron survey spectra of Bi 4f and In 3d regions of
Bi-doped In2 O3 film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s.

Figure 2는 AFM 측정을 통해 얻은 박막의 표면 형상을
나타낸다. 상온에서 증착한 박막의 경우 다른 박막에 비해
높은 표면 거칠기 (σRMS = 2.67 nm)를 가진다. 100 ◦ C에

Bi (%)
In (%)

RT
2.5
97.5

Deposition temperature
100 ◦ C
200 ◦ C
2.6
2.6
97.4
97.4

300 ◦ C
2.7
97.3

서 증착한 박막의 경우가 표면 거칠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σRMS = 0.32 nm) 이후에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

Figure 3는 박막의 화학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

라 표면 거칠기가 다시 커진다. 구조-영역 모형 (structure-

정한 X-선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모든 스펙트

zone model)에 따르면, 저온에서 박막이 성장할 때는 기판

럼은 C 1s 스펙트럼의 C-C 결합 에너지인 284.5 eV [17]

위의 원자들의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박막은 낮

로 보정하였다. XPS 측정을 통해 In 3d 와 Bi 4f 스펙트럼

은 결정성과 큰 표면 거칠기를 가진다. 그러나, 박막 성장

(Fig. 3, Table 1)으로부터 시료에 함유된 전체적인 Bi의 상

시 기판의 온도가 상승하면, 원자들의 확산이 증가하며 빈

대적인 양은 증착 온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2.6%). 또

공간을 채우며 표면을 평평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16].

한, In 3d 스펙트럼의 피크 분해 결과 (Fig. 3(a), Table 1),

따라서, AFM 측정을 통해 얻은 박막의 거칠기의 차이는

증착 온도에 관계없이 In 3d 피크의 위치는 일정하다. 따라

박막 성장 시 기판 온도에 따른 기판 표면에서 원자들의

서, In의 화학적 상태는 Bi 첨가 및 증착 온도에 관계없이

확산 정도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상온에서 증착한 박막의

In3+ (In2 O3 , 444.8 eV [18])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해

경우 표면의 입자의 크기가 다른 박막에 비해 큰 것처럼 보

당 스펙트럼 영역에서 422 eV 영역에서 보이는 피크는 Bi

이지만 (Fig. 2(a)), XRD 결과 (Fig. 1(c))에서 보인 것처럼

3d5/2 (Bi3+ , 442.4 eV [19])이고, 이 피크는 모든 샘플에서

박막의 결정성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따라서 AFM 상으

상대적 면적비 2% 이하로 일정하다. 첨가된 Bi의 화학적

로 보이는 Grain들은 특정 방향을 가진 결정립 (crystalline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Bi 4f 스펙트럼을 분석

size)이 아니라, 낮은 증착 온도에서 기인한 원자들의 낮은

하였다 (Fig. 3(b)). 모든 스펙트럼은 증착 온도에 무관하게

표면 이동도 때문에 뭉친 비결정성 입자라고 볼 수 있다.

Bi3+ ((In(1−x) Bix )O3 , 158.9 eV [12])와 Bi2+ (Bi-O,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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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In 3d, (b) Bi 4f , and (c) O 1s core-level X-ray photoelectron spectra (dotted) and deconvoluted
results (solid curves) of Bi-doped In2 O3 film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s. The vertical dotted lines indicate the
reference peak positions. The bandgap of the pristine In2 O3 film deposited on Al2 O3 (0001) is shown in the inset.
Table 2. Binding energy,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and peak areal ratio of the deconvoluted peaks of Bi
4f and In 3d5/2 core-level X-ray photoelectron spectra of Bi-doped In2 O3 film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s.
Binding energy (eV)
Bi 4f
In 3d5/2
Bi3+
Bi2+
In3+
Bi3+
159.0
157.3
444.7
442.4
158.9
157.1
444.6
442.4
158.9
157.1
444.6
442.4
158.9
157.1
444.6
442.4

Deposition
temperature
RT
100 ◦ C
200 ◦ C
300 ◦ C

FWHM
Bi 4f
Bi3+
Bi2+
1.59
1.10
1.61
1.02
1.58
1.05
1.59
1.03

(eV)
In 3d5/2
In3+
Bi3+
1.51
0.96
1.49
0.93
1.47
0.97
1.48
0.89

Peak arial ratio (%)
Bi 4f
In 3d5/2
Bi3+
Bi2+
In3+
Bi3+
91.0
9.0
98.6
1.4
95.2
4.8
98.8
1.2
93.6
6.4
98.6
1.4
94.7
5.3
98.9
1.1

Table 3. Binding energy,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and peak areal ratio of the deconvoluted peaks of O
1s core-level X-ray photoelectron spectra of Bi-doped In2 O3 film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s.
Deposition
temperature
RT
100 ◦ C
200 ◦ C
300 ◦ C

C-O
532.2
532.1
532.0
532.1

Binding energy (eV)
VO
In-O
531.2
530.0
531.2
530.0
531.1
530.0
531.0
530.0

C-O
1.91
1.94
1.90
1.89

eV [20])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3(c)에 보인 O 1s 스펙

FWHM (eV)
VO
1.61
1.65
1.53
1.58

In-O
1.22
1.20
1.17
1.21

C-O
14.73
15.97
11.95
13.57

Peak arial ratio (%)
VO
In-O
23.39
61.87
19.48
64.55
11.44
76.61
12.80
73.63

In2 O3 에 형성된 산소 공공은 얕은 주개 (donor) 레벨을

트럼은 금속과 결합한 산소에 의한 피크 (M-O, 530.0 eV

가지고 있고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

[21]), 산소 공공에 의한 피크 (VO , 531.0 eV, [22]) 그리

을 한다 [24]. 모든 박막은 10% 이상의 산소 공공을 가지고

고 대기중의 CO2 나 H2 O에 의한 표면 오염으로 인한 피크

있으나, 박막의 전기적 저항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최근 Bi

(C-O, 532.3 eV [23])로 구성되어 있다. 상온에서 증착한

산화물 내에 Bi의 화학적 상태가 산소 공공에 의존한다는

2+

와 VO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증착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25,26]. 따라서, Bi2+ 상태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Bi3+ 의 비율이 증가 (i.e., Bi2+ 비율이

존재와 증착 온도에 따른 변화는 박막내 산소 공공과 연관

감소)하고 (Table 2), VO 의 비율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Hao et al.은 시료의 결정성이

수 있다 (Table 3).

낮을 때 결정립 크기가 작고 격자 결함이 많기 때문에 결정

박막에서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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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박막들은 ∼500 nm 와 ∼350 nm에서 두가지 개별
적인 광학적 흡수를 보였다. 증착 온도에 따른 Bi가 첨가된
In2 O3 박막의 광학적 밴드갭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의
Tauc 방정식을 이용하여 밴드갭을 계산하였다 [28].
(αhν)1/n = A(hν − Eg )

Fig. 4. (Color online) (a) Transmittance, (b) optical bandgap, and (c) correlation between the optical
bandgap and crystalline size of Bi-doped In2 O3 film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s. The transmittance
of the pristine In2 O3 film deposited on Al2 O3 (0001) is
shown in the inset of (a).
성과 산소 공공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27].
본 실험에서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결정성과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따라서
증착 온도의 증가에 따른 결정성 향상이 산소 공공의 감소
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Table 2와 3은 In 3d5/2 , Bi 4f , 그
리고 O 1s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Fig. 3)의 deconvolution
으로부터 얻은 결합 에너지, 반치폭, 면적 비율을 나타냈다.
Figure 4(a)는 증착 온도에 따른 박막들의 광 투과도이

(1)

여기서, α는 흡광 계수이며, hν는 조사한 빛의 에너지, A
는 비례 상수이며, Eg 는 광학적 밴드갭이다. In2 O3 는 간접
천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Tauc 방정식에서 n = 2
을 사용하였고 [29] 계산된 박막의 밴드갭을 Fig. 4(b)에
나타냈다. Bi가 첨가되지 않은 In2 O3 박막의 경우에는 약
350 nm의 파장에서 단일 광학적 천이를 보이지만 (inset
in Fig. 4(a)), Bi가 첨가된 In2 O3 박막의 경우 낮은 에너
지 영역 (∼1.85 eV)에서 추가적인 광학적 천이가 존재하며
이는 밀도범함수이론 [11] 및 세라믹 실험 [12]에서 제시했
던 것과 같이 Bi가 In2 O3 에 첨가됨에 따라 생긴 Bi 6s 와
In2 O3 의 전도대 간의 천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
나, 밀도범함수이론에서 알려진 밴드갭 (1.63 eV for 3.13%
Bi-doped In2 O3 )과 세라믹 시료에서 보고된 밴드갭 (∼1.3
eV)보다 더 큰 값의 in-gap 상태를 가진다. 반면, 두 밴드
갭은 박막의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물질 내의 전자는 벌크 상태에서는 마치 자유
입자처럼 구속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연속적
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지만, 나노 수준의 작은 물질에서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30]. 최근
Ramana et al.은 산화물에서 물질의 결정립의 크기가 작은
경우 (≤ 6 nm), 크기 갇힘 (size confinement) 효과 감소에
따라 물질의 밴드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31].
또한, 전하 운반자의 유효질량 이론으로부터 최소 천이 에
너지와 엑시톤의 결합에너지를 계산하면 물질의 반지름과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박막의 밴드갭과
결정립 크기가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보고들이 있
다 [32, 33]. 본 실험에서는 XRD 결과 (Fig. 1(b))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222) 피크로부터 구해진
결정립 크기가 ∼6 nm에서 ∼9 nm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100 ◦ C 미만의 온도에서 증착된 박막의 경우에는 결정립
크기가 작기 때문에 100 ◦ C 이상에서 성장된 박막들에 비
해 흡수 문턱의 청색 편이가 나타나지만, 200 ◦ C 이상에서
증착된 박막들에서는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면서 크기 갇힘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밴드갭 에너지가 벌크 In2 O3 의 간접
밴드갭의 크기인 2.58 eV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4].
Figure 4(c)에 결정립 크기와 광학적 밴드갭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증착된 모든 박막의 전기적 특성은 증착 온도에 따른 저
항 감소이다 (Table 4). 이는 증착 온도에 따라 결정립 크기
가 증가하여 결정립의 경계면의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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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ectrical resistance of Bi-doped In2 O3 films
deposited at various temperatures.
RT
Resistance
(× 1010 Ω)

8.42

Deposition temperature
100 ◦ C
200 ◦ C
7.18

6.22

◦

300 C
0.004

결정립의 경계면은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의 산란을 야기
해 물질의 저항을 증가시킨다 [35]. 나아가 모든 박막들은
매우 높은 전기 저항 (> 10 MΩ)을 보이는데, 이는 양이온
공공 형성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Kim et al.은 Bi-doped
In2 O3 세라믹에서 산소 공공의 비율 (30% 이상)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전기적 저항이 높은 이유로 양이온 공공에
의해 전도 전하의 캐리어 농도가 상쇄된 것이라고 XRD 패
턴의 분석을 바탕으로 언급하였다 [12]. 박막의 산소 공공
비율 또한 10% 이상으로 세라믹 시료 [12]에서의 산소 공공
비율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충분히 많은 산소 공공이
박막에 존재한다. 따라서 박막에서 확인된 높은 전기적 저
항을 가지는 원인도 세라믹 시료의 경우와 유사하게 양이온
공공에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IV.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리 기판 위에 제작된 Bi가 첨가된 In2 O3
박막의 화학적, 구조적,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Bi가 첨가된 In2 O3 박막은 모든 온도에서 결정화가 되었
지만,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정화 정도가 증가하고, 격자상
수는 벌크 값에 수렴하였다. XPS 분석을 통해 Bi가 첨가된
In2 O3 박막은 In3+ , Bi3+ 상태와, 전자 주개로 작용할 수
있는 산소 공공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막의 광투과도 측
정으로부터 벌크 In2 O3 의 밴드갭 (∼2.7 eV) 과 Bi 첨가에
의한 새로운 밴드갭 (∼1.9 eV)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
당 밴드갭들의 값은 증착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모든 박막의 저항은 10 MΩ 이상이었다. 이는 양이온 공공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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