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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MgxZn1-xO thin films 

under the varied growth conditions on flexible 

substrate by PLD method

Sanghyun Kim

Divis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Lately lightweight, flexibility, and easy to carry flexible electronic 

devices has been widely studied because of the potential applicability 

such as displays, solar cells, a large sensor array. For the use of a 

flexible devices with low-temperature process, high permeability, 

excellent electrical characteristics, the study is required for the 

TOS(Transparent Oxide Semiconductor). TOS has excellent 

transparency with a wide band gap (~3 eV), it also has high potential 

due to a low-cost, high-mobility. ZnO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ZnO, II-VI oxide semiconductor, has a wurtzite structure at room 

temperature and it can be grown at low temperature. ZnO with a 

wide band gap energy(3.36 eV) showed high optical transmittance in 

the visible region, can be applied to optoelectronic devices such as 

LED, LD because of large exciton binding energy of 60 meV.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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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typical n-type semiconductor, has a narrow conduction b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are easily 

controlled by doping substances. MgxZn1-xO, which ZnO-based wide 

band-gap alloys is tunable the band – gap ranges from ZnO(3.36 eV) 

to MgO(7.8eV) by varying the Mg content of similar ionic radius. 

However, the study on characteristic of MgZnO thin films on plastic 

substrate that can be grown at low temperature has not reported 

much.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posited MgxZn1-xO thin films on 

PES substrate according to various growth conditions by using pulsed 

laser deposition. Structural properties of MgxZn1-xO thin films were 

analyzed by XRD and AFM, opt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hrough UV-Visible Spectrophotometer. Deposited thin films showed 

high transmittance over 80% in the visible region. Each thin film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emperature and oxygen partial 

pressure. After that, a study of single phased MgxZn1-xO thin films 

was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a buffe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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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미래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소자의 유연성과 다양한 모양, roll to roll 공정에 의한 

높은 생산성, 기존 소자에 비해 초경량에 의한 경제성 등의 장점으로 플렉서블 디스플

레이가 이끌 것으로 보인다[1].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소자는 기존에 사용되던 글라

스, 사파이어 등의 기판이 아닌 플라스틱 기판위에 제작되어야 한다. 글라스, 사파이어 

기판에 제작된 소자는 고온공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우수한 구조 및 전기적 특성을 

얻을 수 있지만 플라스틱 기판에 제작된 소자는 저온공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우수한 

구조적, 전기적 특성을 얻기 어렵다. 기존 디스플레이 소자의 TCO 재료인 ITO는 우수

한 전기, 광학적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300℃ 이상에서의 열처리가 필요하며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와 AMLCD(active matrix 

liquid crystal display)의 구동회로로 사용되는 a-si TFT, p-si TFT는 낮은 전자 이

동도와 고온공정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소자 적용을 위해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2-4]. 최근 200℃ 이하의 저온공정이 가능하고 빠른 전자 이동도를 갖는 ZnO가 플

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자에 적용되는 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ZnO는 대표적인 Ⅱ-Ⅵ족 산화물 반도체로 열적․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로 저온 성장

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60 meV의 높은 자유 엑시톤 결합 에너지와 3.36 eV의 비교

적 넓은 밴드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접 천이형 화합물 반도체로서 80 % 이상의 광 

투과도와 높은 전기 전도성으로 인해 TCO, TTFT, 태양전지 등의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5-8]. 또한 UV 영역의 광소자에 응용하기 위하여 밴드갭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밴드갭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9,10]. 특히 Zn2+

와 Mg2+간의 이온반경이 0.60 Å과 0.57 Å으로 비슷하여 밴드갭 확장이 가능한 

ZnO(3.36 eV)  MgO(7.8 eV)를 적절하게 고용하여 높은 밴드갭 에너지를 확보하는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ZnO(hexagonal structure)와 MgO(cubic structure)는 

서로 다른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Mg에 의한 부정합 형성으로 상변이가 일어나며 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고용한계치가 33 mol.%로 알려져 있다[11-14]. 따라서 

Mg 함유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gxZn1-xO의 성장조건 및 방법 등이 중요하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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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MgxZn1-xO 박막 성장에 대한 연구로 MOCVD, MBE, sputtering, PLD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되고 있으며, Mg의 조성비, 증착압력 등의 증착조건에서 성장 

시 사용된 기판, 버퍼층 (Buffer layer)등의 종류에 따른 MgXZn1-XO 박막의 특성 분석

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5-20]. 대부분의 연구는 글라스 기판 및 사파이어 기

판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으며 고온에서 성장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면 평

탄도가 좋지 않은 플라스틱 기판에서의 MgZnO 박막 성장에 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

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플라스틱 기판에서 Mg 조성비가 다른 MgxZn1-xO 타겟을 이용

한 성장조건 및 버퍼층의 종류에 따른 MgxZn1-xO 박막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

다. 현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자 제작에 사용되는 기판으로는 PET, PEN, PC, PES 

등의 고분자 기판이 있으며 이 중 영국 ICI사에서 개발한 비결정성 투명한 호박색인 

PES 기판은 투명한 디스플레이 및 소자를 위한 내열성, 광학적 등방성, 투과성, 치수

안정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따라서 본 논문은 PES 기판에서 MgxZn1-xO를 이용한 플렉서블 소자를 제작하기 위

해 펄스레이저 증착법으로 PES 기판위에 MgXZn1-XO 박막을 성장시켜 조건에 따른 구

조 및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amorphous의 고분자인 PES 기판

인 점을 고려하여 펄스레이저 증착 시, 버퍼층의 종류에 따른 고품위 MgxZn1-xO 박막

의 구조 및 광학적 특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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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ZnO 와 MgO 의 기본적 특성

  

  2.1.1 ZnO 물질 특성

ZnO는 Ⅱ-Ⅵ 화합물 반도체로 산소 공공이나 침입형 Zn 등의 자체 결함으로 n형 

반도체 특성을 가지며 상온에서 육방정 우르짜이트 (hexagonal wurtzite), 입방정 징

크블렌드 (cubic zinc blende), 입방정 암염 (cubic rocksalt) 구조의 세가지 결정구조

를 가진다. 육방정 우르짜이트 (hexagonal wurzite), 입방정 징크 블렌드 (cubic ZnS), 

입방정 암염 (cubic rock salt) 구조를 Fig. 1에 나타내었다. ZnO 는 상온에서 우르짜

이트 구조이며, ZnS 구조는 기판이 입방정일 때 경우 그리고 암염 구조는 고압하에서

만 안정하다 [22,23]. 상온에서의 ZnO 우르짜이트 구조는 Fig. 2에 나타내고 있다. 

ZnO는 O 이온이 hexagonal site에 위치하고 Zn 이온은 tetrahedral interstitial site

에 위치하여 Zn층과 O층이 교대로 구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ZnO의 결정구조가 O 

이온이 육방정 자리에 위치하며 Zn 이온이 사면체자리에 과반수가 점유되어 있는 형태

이기 때문에 Zn와 O의 직경차이로 인하여 비교적 큰 사면체 간격이 형성되고 Zn 원자

가 이들 자리에 침투하여 침투 형 Zn이 존재한다. 다른 이온 간의 거리보다 짧은 c-축 

방향의 간격으로 인하여 유효 이온 전하 비율이 1: 1.2로 항상 사면체 등방성이 아니

다. a = 3.251 Å, c = 5.206 Å의 평균격자 상수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조건에 따라 

비저항이 10-4에서 108 Ωm 까지 변한다.  Table 1 에서는 ZnO의 다양한 특성을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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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ZnO의 결정구조 특성. (회색과 검은색은 각각 Zn와 O)

(a) cubic rock salt , (b) cubic zinc blende , (c) wurzite hexagonal

Fig. 2. Wurzite ZnO의 결정구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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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ZnO 물성

 

Properties Value

Lattice constants at 300 K
a = 3.251 Å

b = 5.206 Å

Stable phase at 300 K Wurtzite

Melting point 1975 ℃

Linear expansion coefficient

(/℃)

a : 6.5×10-6

c : 3.0×10
-6

Static dielectric constant 8.656

Bandgap energy 3.36 eV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

< 10
6
/cm

3

(max: n-type doping > 10
20
/cm

3
electrons,

max: p-type doping <1017 /cm3 holes)

Exciton binding energy 60 meV

Electron effective mass 0.24

Electron mobility at 300 K

for low n-type conductivity
200 cm

2
/V·s

Hole mobility at 300 K for

low p-type conductivity
5 ～ 50 cm

2
/V·s

Hole effective mass 0.59

Work function 4.5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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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MgO 물질 특성

MgO는 상온에서 7.8 eV 의 넓은 밴드갭을 가지며, 안정적인 암염구조 (Nacl)의 결

정 구조를 갖는다. MgO 격자상수는 a=0.4216Å, 분자량은 40.32, 녹는점은 2852 °C, 

끓는점은 3600 °C 이다. 화학적으로도 매우 안정하며 굴절률도 가시광선 영역에서 

1.736으로 상당히 낮은 값을 가지고 있으며 입사 이온에 대한 내 부식성과 높은 이차 

전자 방출계수를 가져 PDP에서 보호막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24].

MgO는 넓은 밴드갭 에너지로 가시광선에서 자외선 영역의 파장에 해당하는 밴드갭 

확보에 용이하여 밴드갭 엔지니어링을 위한 물질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Mg2+(0.57

Å)는 이온 반경이 Zn2+(0.6Å)와 유사하여 ZnO에 합금 시 ZnO의 구조적 특성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MgO 는 (111) 방향으로 우선 방위 성장하며 다른 방향으로

의 우선 성장한 박막에 비하여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플라즈마에 대한 부식성 또한 

우수하며 기판 온도의 증가에 따라 (111) 방향에서 (100) 방향으로 우선 성장 방위가 

변화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12]. Table 2에는 MgO 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었

다.

Table 2. MgO 물성

Properties Value

Lattice parameter a = 0.4216 Å

Crystal structure at 300 K cubic rock salt

Melting point at 300 K 2,852 ℃

Boiling point at 300 K 3,600 ℃

Band gap 7.8 eV

Density 3.576 g/cm3

Thermal conductivity 0.52 W/cm·K (at 300 K)

Static dielectric constant 9.830

Linear expansion coefficient

(/℃)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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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ulsed Laser Deposition

 

  2.2.1 PLD 장비

실험에 사용한 (주) 다다의 Pulsed Laser Deposition(PLD) 시스템은 sputter 등과 

함께 박막을 만드는 물리기상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의 한 방식으로 KrF 고

에너지 엑시머(excimer) 레이저 빔을 세라믹 타겟의 표면에 조사하여 타겟 표면으로부

터 원자, 분자, 이온 등으로 이루어진 플라즈마 플룸(plasma plume) 을 형성시키고, 

이 입자들이 마주보고 있는 기판에 묻어 결정화가 되는 것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복

잡한 다 성분계 재료의 박막공정기법으로서 다양한 소재의 증착에 관심을 받고 있다. 

PLD 시스템은 KrF 엑시머 레이저, 고진공 챔버(ultra high vacuum chamber), 컨트롤

러(controller)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KrF 엑시머 레이저는 KrF 엑시머 레이저와 레이저 발진에 이용되는 가스, 그리고 

레이저 컨트롤러로 이루어져 있다. KrF 엑시머 레이저는 독일 Lambda Physik 사의 

COMPexPro 110 제품으로 펄스(pulse) 당 최대 400 mJ 에너지 방출이 가능하며, 초

당 레이저 반복 횟수는 100 회까지 가능하다. 평균 파워는 30 W, 펄스의 지속시간은 

20 ns이고, 방출되는 레이저의 크기는 24 x 10 mm 이다. 레이저 가스 박스 내부에는 

KrF 엑시머의 원료가 되는 불활성 가스인 Kr, 할로겐 가스인 F2, 그리고 완충 가스인 

He, Ne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 독성이 아주 심한 할로겐 가스가 포함 되어 있어 

그에 대한 예방 조치로 알람 부저와 자동 방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레이저 가스

들은 스테인레스(stainless) 라인(line)으로 엑시머 레이저와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

며, 레이저 발진 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충전을 통해 사용한다.

UHV 챔버는 스테인레스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외부 면이 모두 경면 처리 되

어있다. 레이저의 렌즈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에는 반사 렌즈(reflection 

lens) 그리고 레이저 빔을 집속하는 포커싱 렌즈(focusing lens)가 반사 렌즈 하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를 확인 할 수 있는 2 개의 윈도우가 서로 다른 크기로 구비되어 

있다. 챔버의 진공을 위해 고진공 펌프인 TMP(turbo molecular pump)와 저 진공인 

로터리 펌프(rotarypump)가 설치되어 있다. Fig. 3는 증착 장치의 고진공 챔버와 연결 

장치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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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증착 장치의 고진공 챔버의 외부(좌)와 내부(우)에 연결된 장치들

TMP는 최고 1 X 10-7 Torr의 진공을 형성 할 수 있다. 챔버 내의 진공은 저 진공

일 경우에는 피라니 게이지(pirani gauge)를 사용하며, 고진공일 경우에는 콜드 케소드

(cold cathode) 게이지가 사용된다. 공정 시에 사용되는 산소와 질소는 MFC(mass 

flow controller)를 통하여 들어오며, 0.7 - 100 sccm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기판의 온도 가열 방식은 저항 가열방식으로 본 시스템에서는 900 ℃까지 온도 상승

이 가능하며 기판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는 기판홀더와 맞닿아 있다. 타겟 

carrousel는 회전이 가능하며, 최대 4개의 1 인치 타겟을 장착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타겟을 이용한 다층 박막을 형성이 가능하다.

 PLD 시스템의 컨트롤러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어를 하는 부분으로 로터리 펌프, 

TMP, 각종 밸브의 on/off를 제어 할 수 있으며 타겟 carrousel의 회전속도와 위치, 

MFC의 제어 그리고 전자빔의 에너지 포커싱, 위치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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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박막의 형성 원리

박막의 성장은 이미 생성된 핵이 성장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핵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연속 핵생성 과정으로 성장하며 몇 개의 성장된 핵들은 합쳐져 island 구조를 만들고 

이 island가 continuous film이 된다. 박막의 형성은 island stage, coalescence 

stage, channel stage, continuous film으로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Fig. 4에 

박막 형성의 메커니즘을 나타내었다[25].

1) island stage

넓은 기판에 원자들이 충돌하여 균일한 크기의 핵들이 형성된다. 핵 성장은 3차원으

로 일어나지만 기판에 수직 방향보다 평행한 방향으로 성장이 더 빨리 일어난다. 이는 

원자의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흡착원자들의 표면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2) coalescence stage

둥근 모양의 핵은 다른 핵과 합쳐지며 액체 방울이 합쳐지는 것과 같은 특성을 보

이며 합쳐진 후 막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은 줄어들며 새로 노출된 기판 표면에는 2

차 핵생성으로 다시 형성 된다. 2차 핵생성으로 형성된 핵들 또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큰 Island에 흡수된다.

3) channel stage

island 성장 후 다시 결정성 모양으로 회복되며 큰 모양의 변화로 길쭉한 모양으로 

변한다. 길쭉한 모양의 Island들이 합쳐 질 때 island가 만나기 시작하는 곳 근처에는 

길고 불규칙적인 좁은 channel이 형성된다. 증착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2차 핵생

성이 channel 안에서 일어나며 2차 핵이 성장하여 큰 island와 합쳐지는 동시에 결국 

channel은 소멸 된다. 하지만 막 내에는 불규칙한 hole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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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inuous film

island 방향 전환과 재결정이 많이 일어난다. 연속막의 결정립 크기는 증착 초기에 

비해 더 크다.

Fig. 4. 박막 형성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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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및 특성 측정

3.1 MgxZn1-xO 타겟의 제조 

MgxZn1-xO 박막 성장을 위해 조성비가 10, 30 at.% 함유된 MgZnO 타겟을 제작하

였다. Fig.5에는 MgxZn1-xO 타겟의 제작과정을 나타내었다. ZnO (99.99 %, High 

purity Chemical Company, Japan) 와 MgO 분말 (99.99 %, High purity Chemical 

Company, Japan)을 사용하여  Mg0.1Zn0.9O, Mg0.3Zn0.7O 타겟을 제작하였다. ZnO 몰

량에 대한 MgO 분말의 몰량을 원자단위로 계산하여 청량 후 습식법을 사용하여 24시

간 동안 회전 볼밀링 (ball milling) 한 후 약 22시간 건조하고 다시 건식법으로 1시간 

동안 2차 회전 볼밀 하였다. 볼밀링 후 성형 틀에 PVA (PolyvinylAlcohol) 용액을 분

말에 넣고 잘 혼합한 후 Newtwon-press을 사용하여 직경 24 mm, 두께 6 mm 인 디

스크 형태의 타겟을 성형하였다. 이론 밀도에 가까운 타겟을 제작하기 위해 30 MPa의 

압력으로 1분 동안 가압 성형한 후 전기로에서 600 °C 로 2시간, 1200 °C로 4시간 

동안 소결시켜 Mg0.1Zn0.9O, Mg0.3Zn0.7O 타겟을 준비하였다. 

Fig. 5. MgxZn1-xO 타겟의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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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LD 실험방법

플렉서블 기판에서 MgxZn1-xO 박막의 구조 및 광학적 특성에 관해 연구하기 위

해 고품위 박막 제조에 유리한 PLD를 이용하여 ZnO, Mg0.1Zn0.9O, Mg0.3Zn0.7O의 

조성비가 다른 세 개의 타겟으로 PES 기판위에 증착 온도와 산소 분압을 변화시켜 

박막을 증착 시켰다. 이때 단일 타겟에 대한 증착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또한 PES 기판에서 비교적 높은 조성비를 가진 단일 MgxZn1-xO 박막에 관한 연구

를 위해 최적의 조건을 이용하여 버퍼층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조성비에 따른 실험

을 하였다. 박막을 증착하기 전, PES 기판은 아세톤과 메탄올 용액을 사용하여 초음파 

세척을 하였으며 PLD의 레이저 원으로는 KrF 엑시머 펄스 레이저(Lambda Physik 

COMPexpro 110, λ= 248 nm, τ= 20 ns)를 사용하여 레이저 ablation 방법으로 제작

하였다. 에너지 밀도와 레이저의 반복 주기는 200 mJ/cm2, 3 Hz로 고정하였다. 챔버 

내부의 초기 진공은 TMP (turbo molecular pump)를 이용하여 3 X 10-6 Torr의 초기 

진공상태로 형성하였다. 기판과 타겟의 거리는 45 mm로 조절 하였으며 타겟은 화학양

론적인 박막의 증착을 위해서 3 rpm의 속도로 회전시켰다. 

Fig. 6. 박막 성장을 위한 PLD 시스템((주)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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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gxZn1-xO 박막의 공통 성장 조건

Parameter Deposition conditions

Target ZnO (99.99%), Mg0.1Zn0.9O (99.99%)

Mg0.3Zn0.7O (99.99%)

Substrate PES

Laser Energy 200 mJ/cm2

Laser Frequency 3 Hz

Deposition time 1 hr

Temperature RT ～ 200℃

Oxygen pressure 30 mTorr

T-S distance 45 mm

Thickness 1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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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성 분석

  3.3.1 XRD(X-ray diffraction)

 

XRD는 특성 X선을 분석하려고 하는 시료에 입사한 후 회절 되어 나온 X-선 빔

의 각도를 검출하여 물질의 결정구조, 화학적 결합구조, 정량 및 정성분석, 입자크

기, 내부응력, 박막의 성장방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분석 장치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θ-2θ 주사법은 시편 표면에 평행한 회절면만 회절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결정

의 면 간격 d 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 격자 상수를 

정밀하게 구할 수 있고 결정성의 좋고 나쁨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회절 피크의 넓이 

또는 반치폭은 그 결정체의 질과 관계되며 같은 종류의 결정체라 할지라도 결정체를 

얼마나 잘 성장시켰느냐 또는 얼마나 완전한가에 따라 회절 peak의 반치폭이 결정되

게 된다. 시료의 결정질이 특정한 한 방향과 더불어 방향성이 조금씩 일치하지 않는 

결정질이 섞여있는 경우 입사 X선에 대해서 반사되는 X선의 피크는 결정질의 상태에 

따라 반치폭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며, 결정질의 상태가 무질서 할수록 반치폭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PANalytical X’pert Pro MPD, XRD를 

사용하였다.

  3.3.2 AFM(Atomic Force Microscopy)

 

AFM은 박막의 표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force sensing tip 과 

sample의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원자 간의 힘에 의한 cantilever의 휘어짐을 이용하여 

원자 수준에서 물질의 표면 특성을 3차원 topography를 영상화하는 장치이다. AFM은 

10-6 N- 10-11 N 수준의 매우 약한 힘을 사용함으로서 tip과 sample 사이에 아주 작

은 접촉면적을 만들기 때문에 원자수준의 분해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AFM 분석

을 통해 선택된 영역에서 박막의 2D, 3D 이미지, RMS, Ra 값을 얻을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SII nanotechnology Nano navy L traceⅡ, AFM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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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UV-Vis spectrophotometer

디스플레이나 태양전지에의 응용에 있어서 400 nm에서 800 nm 사이의 투과율은 

전반적인 소자 특성에 영향을 주므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MgXZn1-XO 

박막의 투과율을 평가하기 위해 UV/Vis spectrophotometer (SCINCO-S3100 

spectrophotometer, UV-Vis lamp, Korea)를 사용하였고, Fig. 7에 나타내었다. 

에너지 밴드갭 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는 빛이 입사되면 가전자대에 존재하던 전자가 

이 빛을 흡수하여 전도대로 천이하여 에너지 밴드갭 이상의 영역에서는 큰 흡수도를 

보이게 된다. 가시광 영역에 입사되는 빛의 진동수는 ZnO 박막 내의 자유전자를 공진

시키기에는 크기 때문에 박막은 마치 전자들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입사되는 빛은 통과되어 일반적인 유전체 물질과 같이 작용하고 이상적으로 흡수 계수

는 0이 된다. 그러나 자유전자가 결정립계에서 산란되거나 이온화된 불순물이 점전하

로서 미소장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다소의 광흡수 및 반사 손실을 보인다.

Fig. 7. UV-Vis spectrophotometer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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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ZnO 박막의 온도 및 산소분압에 따른 특성

 본 실험에서는 ZnO 박막을 이용한 플렉서블 기판에서의 고품위 에피 박막의 성장을 

위해서 펄스레이저 증착법 (pulsed laser deposition, PLD)을 사용하여 기판에서 성장

시켜 온도 및 산소 분압에 따른 ZnO 박막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온도 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구조 및 광학적 특성에 관해 분석하기 위한 박막 성

장 조건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PES 기판의 공정 최대 온도인 230℃를 고려하여 

온도는 최대 200℃에서 실험하였으며 각각의 온도에서 산소 분압은 30, 130, 200 

mTorr로 변화 시켜 주었다. ZnO 박막을 증착하기 위해 ZnO (99.99%) 1인치 타겟을 

사용하였다. 박막을 증착하기 전, PES 기판은 메탄올과 DI Water을 사용하여 초음파 

세척을 하였으며 유기 세척이 끝난 후 N2(99.99%) 가스를 이용하여 건조 하였다. 에

너지 밀도와 레이저의 반복 주기는 200 mJ/cm2, 3 Hz로 고정하였고 챔버 내부의 초

기 진공은 TMP (turbo molecular pump)를 이용하여 3 X 10-6 Torr의 초기 진공상태

로 형성하였다. 기판과 타겟의 거리는 45 mm로 조절 하였으며 ZnO 타겟은 화학양론

적인 박막의 증착을 위해서 3 rpm의 속도로 회전시켰다. 온도에 따른 ZnO 박막의 특

성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기판의 온도를 상온, 100℃, 200℃에서 증착 시간을 1시간

으로 고정하고 30, 130, 200 mTorr까지 산소분압을 변화시켜 주었다. 

X-선 회절 분석기, 원자 현미경,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박막

의 구조 및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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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PES 기판위에 성장된 ZnO 박막 실험조건

Parameter Deposition conditions

Target ZnO (99.99%)

Substrate PES

Laser Energy 200 mJ/cm2

Laser Frequency 3 Hz

Deposition time 1 hr

Temperature RT, 100, 200℃

Oxygen pressure 30, 130, 200 mTorr

T-S distance 45 mm

Thickness 1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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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온도 및 산소분압에 따른 ZnO 박막의 XRD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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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는 RT, 100℃, 200℃의 각각의 온도에서 산소 분압이 30, 130, 200 mTorr

로 변화되었을 때의 ZnO 박막의 XRD 결과이다. 각각의 온도에서 30 mTorr의 산소 

분압에서 34° 부근의 높은 (002) 피크를 통해 Wortzite 구조의 ZnO 박막의 결정화가 

일어났으며 200℃의 온도에서만 130, 200 mTorr의 높은 산소 분압에서도 박막의 결

정화가 이루어 진 것을 확인 하였다. XRD 결과를 통해 비교적 PES 기판에서 ZnO 박

막의 경우 30 mTorr 정도의 낮은 산소 분압에서 ZnO 박막의 결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었다. Fig. 10과 Fig. 11은 증착된 ZnO 박막의 투과율과 밴드갭을 

나타내 준다. 각각의 성장 조건에서 증착된 ZnO 박막은 80% 이상의 높은 투과율을 

나타내었으며 결정화가 일어난 ZnO 박막만이 광학적 흡수가 일어났으며 200℃ 130, 

200 mTorr에서 증착된 ZnO 박막은 기존의 3.36 eV 보다 낮은 3.25 eV의 밴드갭을 

나타내었다. Fig. 9은 200℃에서 증착된 ZnO 박막의 산소분압에 따른 Grain size와 

rms roughness를 나타내었다. 산소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Grain size와 rms 

roughness는 130 mTorr에서 감소하였으며 200 mTorr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관

찰 되었으나 큰 값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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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200℃에서의 산소분압에 따른 ZnO 박막의 Grain size 및 rms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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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온도 및 산소분압에 따른 ZnO 박막의 투과율

Fig. 11. 온도 및 산소 분압에 따른 ZnO 박막의 밴드갭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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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ZnO의 PES 기판에서의 박막 성장 연구를 위하여 온도 및 산소분압

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결정학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펄스레이저 증착법을 

사용하였다. 온도는 상온, 100℃, 200℃에서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온도에서 산소분압

은 각각 30, 130, 200 mTorr에서 박막을 성장시킨 다음 박막의 구조적, 결정학적 특

성 및 표면 형상을 분석하였다. XRD 회절패턴 분석을 통해 낮은 공정온도에서는 산소

분압이 증가할수록 ZnO 박막의 결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의 온도에서는 높

은 산소분압에서도 결정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결정화가 일어난 박막

의 경우 34° 부근의 (002) 피크를 통해 hexagonal structure로 성장한 ZnO 박막임을 

확인 하였다. 30 mTorr의 낮은 산소분압에서 결정화가 일어난 박막의 Grain size 및 

rms roughness를 알아보기 위해 AFM을 이용하였다. AFM 측정 결과 30 mTorr의 

산소분압에서 증착된 ZnO 박막의 Grain size는 33 ∼ 36 nm 이며 rms roughness는 

0.56 ∼ 0.58 nm로 관찰되었다.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계를 통해 측정된 박막의 투과

율은 80% 이상을 보였으며 측정된 투과율로 구해진 밴드갭 에너지는 3.3 eV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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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g0.1Zn0.9O 박막의 온도 및 산소분압에 따른 특성

본 실험에서는 비교적 낮은 Mg 조성비의 Mg0.1Zn0.9O 타겟을 이용하여 PES 기판 위

에 온도 및 산소 분압에 따른 Mg0.1Zn0.9O 박막을 증착 시켰다.

박막의 증착 시간은 1시간 동안 성장 시켰으며 두께는 100 nm 정도였다. 레이저의 

에너지와 반복주기는 200 mJ, 3 Hz 로 고정하였다. 챔버는 터보 펌프를 사용하여 3 

X 10-6 Torr의 초기 진공 상태로 만들었으며 기판과 홀더의 거리는 4.5 cm 간격을 유

지하고 증착 시켰다. 온도 변화에 따른 Mg0.1Zn0.9O 박막의 구조 및 광학적 특성에 관

해 분석하기 위한 박막 성장 조건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온도에서 산소 분

압은 30, 130, 200 mTorr로 변화 시켜 주었다. 박막을 증착하기 전, PES 기판은 메

탄올과 DI Water을 사용하여 초음파 세척을 하였으며 유기 세척이 끝난 후 

N2(99.99%) 가스를 이용하여 건조 하였다. 에너지 밀도와 레이저의 반복 주기는 200 

mJ/cm2, 3 Hz로 고정하였고 챔버 내부의 초기 진공은 TMP (turbo molecular pump)

를 이용하여 3 X 10-6 Torr의 초기 진공상태로 형성하였다. 기판과 타겟의 거리는 45 

mm로 조절 하였으며 Mg0.1Zn0.9O 타겟은 화학양론적인 박막의 증착을 위해서 3 rpm

의 속도로 회전시켰다. 온도에 따른 Mg0.1Zn0.9O 박막의 특성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기

판의 온도를 상온, 100℃, 200℃에서 증착 시간을 1시간으로 고정하고 30, 130, 200 

mTorr까지 산소분압을 변화시켜 주었다. X-선 회절 분석기, 원자 현미경,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박막의 구조 및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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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S 기판위에 성장된 Mg0.1Zn0.9O 박막 실험조건

Parameter Deposition conditions

Target Mg0.1Zn0.9O (99.99%)

Substrate PES

Laser Energy 200 mJ/cm2

Laser Frequency 3 Hz

Deposition time 1 hr

Temperature RT, 100, 200℃

Oxygen pressure 30, 130, 200 mTorr

T-S distance 45 mm

Thickness 100 nm

Fig. 12. 온도 및 산소분압의 변화에 따른 Mg0.1Zn0.9O 박막의 XRD 회절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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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은 각 온도에서 산소 분압에 따른 Mg0.1Zn0.9O 박막의 XRD 결과를 나타내었

다. 분석 결과 성장된 박막은 200℃의 높은 온도에서 결정화가 일어났으며 ZnO에 비

해 상온, 100℃의 30 mTorr 산소분압에서의 피크는 작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0℃에서의 산소분압에 따른 특성은 Fig. 13에 나타내었다.

Fig. 13. 200℃에서 산소분압에 따른 Mg0.1Zn0.9O 박막의 XRD 회절 패턴

Fig. 13는 200℃에서 산소분압의 변화에 따른 Mg0.1Zn0.9O 박막의 X-선 회절 패턴 

결과이다. XRD 데이터 분석 결과, 200℃에서 성장된 Mg0.1Zn0.9O 박막은 각각의 산소

분압에서 34° 부근의 높은 Intensity의 (002) 피크가 관찰 되었으며 산소분압이 30, 

130, 200 mTorr로 높아짐에 따라 (002) 피크의 Intensity는 9202에서 9637로 커졌

으며 반치폭은 0.4933에서 0.3774로 작아지는 것을 통해 박막의 결정성이 우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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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은 200℃에서 성장된 Mg0.1Zn0.9O 박막의 AFM 결과를 나타내었다. 산소분압

이 30 mTorr에서 200 mTorr로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Grain size는 63.26 nm에서 

46.73 nm로 rms roughness는 1.87 nm에서 1.088감소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Fig. 14. 200℃ 에서 결정화된 Mg0.1Zn0.9O 박막의 Grain size 및 rms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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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성장온도 및 산소분압의 변화에 따른 Mg0.1Zn0.9O 박막의 투과율

Fig. 16. 성장온도 및 산소분압의 변화에 따른 Mg0.1Zn0.9O 박막의 밴드갭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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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는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계를 이용한 각각의 온도에서 증착된 Mg0.1Zn0.9O 

박막의 산소 분압에 따른 투과율을 나타내었다. 성장된 박막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80%이상의 높은 투과율을 나타냈으며 200℃에서 결정화가 일어난 박막에 대해서 확

연한 광학적 흡수를 보였다. Fig. 16은 각각의 온도에서 산소 분압에 따른 MgZnO 박

막의 밴드갭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식 (1)과 (2)를 이용하여 투과도가 측정된 그래프를 

(⍺h)2-h로 변환하여 광투과율로 부터 계산된 광 밴드갭 에너지 변화 정도를 나타

내었다. 

                              (1) 

 


                       (2)

여기서 T는 투과율, A는 상수, d는 박막의 두께, 는 흡수계수, h는 플랑크상수, 

는 진동수, Eg는 밴드갭 에너지이다. 밴드갭 에너지는 3.46 eV로 기존의 3.36 eV의 

ZnO 박막보다 밴드갭이 0.1 eV 가량 증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Mg0.1Zn0.9O 타겟을 사용하여 펄스레이저 증착법을 이용하여 온도 및 

산소분압에 따른 박막의 구조적, 결정학적, 광학적 특성에 관해 알 수 있었다. 본 실험 

결과 Mg0.1Zn0.9O 박막은 저온에서 ZnO에 비해 낮은 결정화를 보였으며 고온에서 산소

분압에 크게 영향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 온도에서 박막의 결정화가 일어

난 Mg0.1Zn0.9O 박막은 산소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Intensity는 커졌으며 FWHM

의 감소를 통해 박막의 질이 우수해짐을 알 수 있었다.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를 통한 박막의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결정화된 박막은 

80% 이상의 투과율을 나타내었으며 계산된 Mg0.1Zn0.9O 박막의 광 밴드갭 에너지는 

3.46 eV로 기존의 ZnO에 비해서 늘어난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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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g0.3Zn0.7O 박막의 온도 및 산소분압에 따른 특성

본 실험에서는 Mg0.3Zn0.7O 타겟을 이용하여 PES 기판 위에 온도 및 산소 분압에 

따라 박막을 증착 시켰다. 레이저의 에너지와 반복주기는 200 mJ, 3 Hz 로 고정하였

다. 챔버는 터보 펌프를 사용하여 3 X 10-6 Torr의 초기 진공 상태로 만들었으며 기

판과 홀더의 거리는 4.5 cm 간격을 유지하고 증착 시켰다. 온도 변화에 따른 

Mg0.3Zn0.7O 박막의 구조 및 광학적 특성에 관해 분석하기 위한 박막 성장 조건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박막을 증착하기 전, PES 기판은 메탄올과 DI Water을 사용

하여 초음파 세척을 하였으며 유기 세척이 끝난 후 N2(99.99%) 가스를 이용하여 건조 

하였다. 에너지 밀도와 레이저의 반복 주기는 200 mJ/cm2, 3 Hz로 고정하였고 챔버 

내부의 초기 진공은 TMP (turbo molecular pump)를 이용하여 3 X 10-6 Torr의 초기 

진공상태로 형성하였다. 기판과 타겟의 거리는 45 mm로 조절 하였으며 타겟은 화학양

론적인 박막의 증착을 위해서 3 rpm의 속도로 회전시켰다. 온도에 따른 Mg0.3Zn0.7O 

박막의 특성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기판의 온도를 RT, 100℃, 200℃에서 증착 시간을 

1시간으로 고정하고 30, 130, 200 mTorr까지 산소분압을 변화시켜 주었다. 

Table 6. PES 기판위에 성장된 Mg0.3Zn0.7O 박막 실험조건

Parameter Deposition conditions

Target Mg0.3Zn0.7O (99.99%)

Substrate PES

Laser Energy 200 mJ/cm2

Laser Frequency 3 Hz

Deposition time 1 hr

Temperature RT, 100℃, 200℃

Oxygen pressure 30, 130, 200 mTorr

T-S distance 45 mm

Thickness 1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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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온도 및 산소분압에 따른 Mg0.3Zn0.7O 박막 XRD 회절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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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200℃에서 산소분압에 따른 Mg0.3Zn0.7O 박막의 XRD 회절 패턴

Fig. 17은 각 온도에서 산소분압에 따른 XRD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Mg0.3Zn0.7O 박

막의 결정화는 200℃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 하였으며 Fig. 18에 200℃의 온도에

서 Mg0.3Zn0.7O 타겟을 이용하여 산소분압을 30, 130, 200 mTorr로 변화 시켰을 때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알려진 고용 한계치보

다 낮은 33mol.%의 Mg 조성비임에도 불구하고 Mg0.3Zn0.7O 박막은 PES 기판에서 

42° 부근의 피크를 통해 (200) 방면의 단일 Cubic structure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산소분압이 증가 할수록 Intensity는 선형적으로 커졌으며 FWHM(Full 

Width Half Maximum)은 0.3696에서 0.2892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산소분압이 증가 할수록 Cubic structure로 성장한 Mg0.3Zn0.7O 박막의 질이 우수해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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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에서 관찰된 42° 부근의 (200) 피크는 200℃보다 낮은 상온 및 100℃에서는 

관찰 되지 않았다. 30mol.%보다 낮은 조성비인 pure ZnO 및 Mg0.1Zn0.9O 박막에서 볼 

수 있었던 낮은 온도에서의 박막의 결정화는 볼 수 없었다. 따라서 30mol.%의 

Mg0.3Zn0.7O 박막은 200℃에서 Cubic structure로 성장 하였으며 산소 분압이 증가함

에 따라 박막의 질이 우수해짐을 알 수 있었다. Fig. 19는 200℃에서 증착된 

Mg0.3Zn0.7O 박막의 산소분압에 따른 Grain size 및 rms roughness를 나타내었다. 산

소분압이 증가 할수록 Grain size는 82.92 nm에서 56.31 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rms roughness는 3.699 nm에서 1.427 nm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0은 산소분압에 따른 AFM 3D 이미지를 보여준다. 3D 이미지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성장된 박막의 Grain size는 비교적 크게 성장 하였으며 산소분압이 높아짐에 따

라 Grain size는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Fig. 19. 200℃에서 산소분압에 따른 Mg0.3Zn0.7O 박막의 Grain size 및 rms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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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Torr 130 mTorr

200 mTorr

Fig. 20. 200℃에서 산소분압에 따른 Mg0.3Zn0.7O 박막의 AFM 3D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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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는 각각의 온도에서 증착된 Mg0.3Zn0.7O 박막의 투과율을 나타낸다. 증착된 

각각의 Mg0.3Zn0.7O 박막은 400 ~ 800 nm에서 80%이상의 우수한 투과율을 나타내었

다. 200℃에서 성장된 박막만이 380 nm에서 광학적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Fig. 22에서는 광학적 흡수가 일어난 200℃ Mg0.3Zn0.7O 박막의 밴드갭 에너지

를 나타내었다. 밴드갭 에너지는 30 mTorr 산소분압에서는 3.59 eV이며 200 mTorr

의 산소분압에서는 3.50 eV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결정화가 일어난 200℃ 

Mg0.3Zn0.7O 박막의 밴드갭 에너지는 산소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ZnO(3.36 eV), Mg0.1Zn0.9O(3.46 eV) 박막과 비교 하였을 때 최

대 3.59 eV로 증가한 밴드갭 에너지를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21. 온도 및 산소 분압의 변화에 따른 Mg0.3Zn0.7O 박막의 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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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산소분압의 변화에 따른 Mg0.3Zn0.7O 박막의 밴드갭 에너지

본 연구는 온도 및 산소분압에 따른 Mg0.3Zn0.7O 박막의 구조 및 광학적 특성을 조

사하였다. X-선 회절 분석 결과 200℃에서 단일 Cubic structure로 형성 된 것을 관

찰 하였으며 AFM 또한 산소분압에 30 mTorr에서 200 mTorr로 증가함에 따라 

Intensity가 증가하고 FWHM의 감소를 통해 결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선

행연구의 경우 실리콘과 사파이어 기판에서의 성장에 관해 많이 보고되었으며 고용 한

계치는 33 mol.%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33 mol.%보다 낮은 

30mol.%의 Mg 조성비임에도 불구하고 cubic structure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PES 기판의 경우 표면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판과의 miss match로 인해 

cubic structure로 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200℃에서 결정화된 Mg0.3Zn0.7O 박막은 

UV 광 발광 특성분석으로부터 가시광선 영역에서 80% 이상의 높은 투과율을 보였으

며 380 nm 부근에서 광학적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투과율을 통해 구해

진 밴드갭 에너지는 산소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밴드갭 

에너지는 최대 3.59 eV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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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버퍼층 종류에 따른 MgxZn1-xO 박막 특성 

본 연구에서는 펄스 레이저 증착법을 사용하여 PES 기판 위에 Mg0.1Zn0.9O / ZnO 

버퍼층을 사용하여 박막내의 높은 Mg이 함유된 단일 h-MgZnO 박막 성장을 위한 연

구를 실시하였다. 

버퍼층의 종류에 따른 MgxZn1-xO 박막 특성을 보기 위하여 PES 기판 위에 200 ℃ 

의 성장 온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조성비에 맞는 멀티 타겟을 사용하여 Mg0.1Zn0.9O / 

ZnO stacked 버퍼층을 증착 시켰다. 각각의 버퍼층은 200℃의 온도에서 30 mTorr의 

산소분압으로 총 20분간 30 nm의 두께로 증착 하였으며 ZnO와 Mg0.1Zn0.9O 두개의 

타겟을 이용하여 형성한 buffer layer는 각각 10분간 총 30 nm의 두께를 형성 하였

다. 형성된 버퍼층 위로 Mg0.3Zn0.7O 타겟을 이용하여 200℃의 온도에서 200 mTorr의 

산소분압에서 1시간 동안 Mg0.3Zn0.7O 박막을 형성 하였다. 각 층에 대한 성장 조건은 

Table 7, 8에 나타내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Fig. 23에 샘플 모식도를 나타내었

다. 제작된 박막의 구조적 특성 분석은 X-선 회절 분석기 (PANalytical X’pert Pro 

MPD, XRD)를 사용하여 박막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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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버퍼층(ZnO, Mg0.1Zn0.9O)의 박막 실험조건

Parameter Deposition conditions(buffer layer)

Target ZnO (99.99%), Mg0.1Zn0.9O (99.99%)

Substrate PES

Laser Energy 200 mJ/cm2

Laser Frequency 3 Hz

Deposition time 20min

Temperature 200℃

Oxygen pressure 30 mTorr

T-S distance 45 mm

Thickness 30 nm

Table 8. Mg0.3Zn0.7O 박막 성장 조건

Parameter Deposition conditions

Target Mg0.3Zn0.7O (99.99%)

Substrate PES

Laser Energy 200 mJ/cm2

Laser Frequency 3 Hz

Deposition time 1 hr

Temperature 200℃

Oxygen pressure 200 mTorr

T-S distance 45 mm

Thickness 3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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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buffer layer Mg0.1Zn0.9O buffer layer

ZnO / Mg0.1Zn0.9O double

buffer layer

Fig. 23. 제작된 버퍼층 종류에 따른 샘플 모식도



- 38 -

Fig. 24. 제작된 stacked 버퍼층 MgxZn1-xO 박막의 XRD 회절 분석 결과

Fig. 24는 버퍼층의 종류에 따른 MgxZn1-xO 박막의 XRD 회절 분석 결과를 나타내

었다. Fig. 24의 (a)에서 ZnO 버퍼층을 활용한 Mg0.3Zn0.7O 박막의 경우 기존에 

Mg0.3Zn0.7O 박막이 200 mTorr의 산소분압에서 Cubic structure로 단일 및 우선 성장

한 것과 다르게 Hexagonal로 우선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5의 (b)의 

Mg0.1Zn0.9O 버퍼층을 이용한 Mg0.3Zn0.7O 박막의 경우 (002) 피크와 (101)피크를 확인 

할 수 있었지만 (200) 피크의 높은 Intensity를 통해 cubic structure로 우선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Mg0.1Zn0.9O의 단일 버퍼층이 Mg0.3Zn0.7O 박막의 결정구조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4의 (c)는 ZnO와 Mg0.1Zn0.9O의 두 

개의 버퍼층을 활용한 Mg0.3Zn0.7O 박막의 XRD 회절 분석 결과이다. Mg0.1Zn0.9O의 단

일 버퍼층을 활용한 XRD 결과와 비교했을 때 (002) 피크의 높아진 Intensity로 결정

구조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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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ZnO / Mg0.1Zn0.9O 버퍼층의 종류에 따른 Mg0.3Zn0.7O 박막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cubic structure로 성장 하였던 Mg0.3Zn0.7O 단일 박막과 비교하였

을 때 두께가 30 nm인 (a) ZnO 단일 버퍼층을 활용한 Mg0.3Zn0.7O 박막은 (200) 피크

보다 우세한 (002) 피크를 통해 hexagonal structure로 우선 성장하였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두께가 약 30 nm 인 ZnO / Mg0.1Zn0.9O stacked 버퍼층 위

에 성장한 Mg0.3Zn0.7O은 cubic structure로 우선 성장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10 

mol.%의 조성비로 인해 비교적 cubic 성장한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PES 기판에서 

cubic structure로 성장하는 30 mol.%의 조성비의 Mg0.3Zn0.7O 박막의 단일 상의 

hexagonal structure로 우선 성장 유도를 통해 플렉서블 기판에서 비교적 높은 조성비

를 가진 단일 상의 h-MgZnO 박막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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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플렉서블 소자 제작을 위해 PES 기판에 저온공정이 가능한 펄스 레

이저 증착법을 이용하여 MgxZn1-xO 박막 제작하였다. 박막 제작조건은 산소분압과 온

도를 변화시켜 주었으며 각각의 조성비에 따른 MgxZn1-xO 박막의 구조 및 광학적 특

성을 관찰하였다. 이후 단일 박막의 특성들에 관해 분석하고 최적의 제작조건으로 버

퍼층을 활용한 단일 우르짜이트 에피 박막을 성장하고자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ZnO는 비교적 낮은 30 mTorr의 산소분압에서 박막의 결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

인 하였다. 200℃의 온도에서는 모든 산소분압에서 박막의 결정성이 확인되었고 결정화된 

박막은 hexagonal structure이며 가시광선 영역에서 80%이상의 투과율로 3.3 eV의 밴

드갭 에너지를 보였다.

2. Mg0.1Zn0.9O는 상온, 100℃에서 미세한 피크만 관찰 되었고 200℃의 모든 산소분

압에서 결정화가 일어난 것을 관찰하였다. 이때 Mg0.1Zn0.9O 박막은 hexagonal 

structure이었으며 산소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Grain size와 rms roughness가 감소하

였고 FWHM 또한 감소하였다. 투과율 측정을 통한 밴드갭 에너지는 3.46 eV로 증가

한 것을 확인하였다.

3. Mg0.3Zn0.7O은 200℃에서 33mol.% 이하의 조성비임에도 cubic structure로 성장

한 것을 볼 수 있다. 투과율 측정을 통해 가시광선 영역에서 80 %이상의 투과율과 계

산된 밴드갭 에너지는 3.59 eV로 기존의 ZnO보다 0.23 eV 가량 밴드갭 이동이 일어

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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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nO와 Mg0.1Zn0.9O의 각각의 단일 버퍼층을 이용한 Mg0.3Zn0.7O 박막 성장 시 

cubic strucuture로 우선 성장 하였다. 하지만 더블 버퍼층(ZnO/Mg0.1Zn0.9O)을 사용하

였을 때 hexagonal strucuture를 나타내는 (002) 피크가 커진 것을 관찰 할 수 있었

다. 이는 플라스틱 기판에서 높은 조성비의 MgxZn1-xO 박막 성장 시 버퍼층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비슷한 조성비의 MgxZn1-xO 버퍼층을 순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상변화 없

는 단일 MgxZn1-xO 박막 성장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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