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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2O3)x(ZnO)100-x  (GZO) films were prepared at room temperature by using a facing target 

sputtering (FTS) system and their electrical resistivites was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the Ga2O3 

content. The GZO film with an atomic ratio of Ga2O3 of x= 7 wt.%, shows the lowest resistivity of 

× ∙. The GZO films were also prepared at various substrate temperatures from room 

temperature to 300℃, and their electrical resistivity was found to be improved as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increased, A very low resistivity of × ∙  that is almost comparable with that 

of ITO film was obtained in the GZO films prepared at the substrate temperature of 300℃ by using the 

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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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1)

투명 도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박

막은 터치 패 , 평 디스 이, 그리고 태양 지와 

같은 소자의 극으로 리 사용된다. 최근 불순

물이 첨가된 In2O3, SnO2, 그리고 ZnO와 같은 산화물

들이 TCO 물질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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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물질들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화학  는 열  

불안정성 때문에 그들의 응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1-5]. 

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TCO 박막은 스퍼터

링 방법으로 성막된 인듐 주석 산화물 (indium tin 

oxide, ITO) 박막이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인듐의 고

갈이 상되고 있어 ITO의 가격은 계속 폭등할 것으

로 여겨진다. 특히, a-Si 박막태양 지의 극으로는 

주로 SnO2:F 는 ITO 박막이 사용되고 있으나 수소 

라즈마에 의한 불안 성이나 높은 증착 온도 등이 

문제 으로 부각되고 있다 [6]. 최근 이를 체하기 

한 다양한 투명 도박막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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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불순물이 도핑된 투명

도박막들이 많은 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ZnO가 

값이 싸고 매장량이 풍부하며, 면  코 , 자외선 

역의  흡수, 수소 라즈마에 한 안정성이 매

우 높으며, 온성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다양

한 소량의 속 (In, Al, Ga, Si, Ti....) 첨가에 의해 

ZnO 박막의 기  특성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 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7-12]. 

본 연구에서는 ZnO를 기반으로 하여 Ga이 도핑된  

(Ga2O3)x(ZnO)100-x (GZO) 투명 도 박막들을  향 

타겟식 스퍼터 공정에 의해서 제작하 으며, 이들 박

막들의 기  특성과 학  특성 그리고 구조  특

성들이 조사하 다. 특히, 기 온도가 GZO 박막들의 

기  특성에 미치는 향을 GZO 박막의 구조  변

화와 연계하여 조사함으로써 투명 도성 GZO 박막의 

최  공정 조건을 제시하고, GZO 박막이 기존의 ITO 

박막을 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그림 1은 본 연구를 해 직  제작한 향 타겟식 

스퍼터링 시스템 (facing target sputtering system, 

FTS)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b)와 1(c)에서와 같이 

3인치 원형 타겟 두 개를 수평방향으로 향시키고, 

타겟의 뒷면에는 3,000 gauss의 구자석을 장착하

다. 기  홀더는 그림 1(d)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 

타겟 사이의 수직 방향에 설치하 다. 다양한 공정 

특성을 조사하기 해 타겟과 타겟 (T-T) 그리고 타

겟과 기  (T-S) 사이의 거리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T-T와 T-S에 한 정의를 

그림 1(d)에 나타내었다.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본 장

치의 최  증착 조건은 T-T와 T-S가 각각 120 mm

와 90 mm인 경우로 확인되었으며, 모든 GZO 박막들

은 이 최  조건에서 제작되었다. 

박막을 증착하는 동안 진공 쳄버 내부는 dry 펌 와 

turbo molecular 펌 를 사용하여 10-7 Torr의 진공까

지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라즈마용 활성화 

가스는 Ar을 그리고 반응용 가스로는 산소 는 질소

를 미세유량 자동조  밸  (mass flow-controller, 

MFC)를 사용하여 gas의 양을 0∼200 sccm까지 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리고 기 의 온도를 조 할 

수 있도록 카본 히터를 기  뒤에 부착하 다. 원공

Fig. 1. A diagram of (a) FTS apparatus, (b) the faced 

two cathodes with a circular type, (c) the plasma formed 

between the faced two targets and (d) a diagram of the 

definition for T-T and T-S.

 장치로는 pulsed DC를 사용하여 bipolar, unipolar, 

DC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GZO 박막을 제작하기 한 스퍼터용 타겟은 일본

고순도사의 4N(99.99%)분말을 사용하여 (Ga2O3)x(ZnO)100-x, 

(x= 3, 5, 7, 9 wt.%)의 다양한 성분을 갖도록 혼합하 으

며, 이 혼합된 분말들 상에서 습기를 제거하기 하여 진

공 오 을 사용하여 150℃에서 30분 동안 열처리한 후 볼

 (ball mill)에 의해 2시간 동안 혼합한 후 600℃에서 60

분 동안 다시 열처리하 다. 열처리된 혼합분말은 다시 

핸드 과 볼  방법으로 24시간 동안 교반  분쇄 

작업을 반복하고, 1,200 kg∙weight/cm2의 압력으로 

두께 5 mm 지름 3인치의 원형 디스크 형태로 압착

한 후에 250℃와 500℃에서 각각 1시간 씩 소결 과정

을 거쳐 고형화하 다. 기 으로는 유리 (soda lime 

glass)를 사용하 으며, 박리, 핀홀 등의 상과 막의 

부착성 하의 요인이 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하

여 알코올 증류수에 의한 열 세척과 음  세척을 

반복하 다. 세척한 기 은 마주하고 있는 두 타겟과 

수직한 방향에 있는 기  홀더에 장착하 다. 이 때 

T-S와 T-T는 각각 90 mm와 120 mm를 유지하 으

며, 타겟 표면의 불순물과 산화층을 제거하기 하여 

매 증착 시 40 sccm의 Ar 가스를 유입하여 10분 동

안 pre 스퍼터링을 실시하 다. 쳄버 내의 기 진공

도는 10
-5
 Torr이었으며, 활성화 가스로는 Ar 가스를 

유입시켜 진공도를 2×10-3 Torr로 일정하게 유지하면



기 자재료학회논문지, 제26권 제5호 pp. 385-390, 2013년 5월: 최명규 등 387

서 증착을 시작하 다. 모든 박막들은 순수한 Ar 분

기에서 100 nm∼500 nm 범 의 두께를 갖도록 제

작하 다. 이 때 기  온도는 상온에서 300℃까지 변

화를 주었으며, 인가된 고주  력은 pulsed DC 

bipolar 100 W이다. 

증착된 박막들에 한 기  특성으로는 Lonesta-EP 

장치 (Mitubishi Chemical Co.)를 사용해 4-point probe 

법에 의한 면 항 (sheet resistance)을 박막 두께와 기

온도 도핑량의 함수로 측정하 으며, Van der paw 방법

을 이용한 Hall effect 측정으로부터 GZO 박막의 이

동도와 캐리어 농도를 분석하 다. 

학  특성으로는 UV-VIS. Spectrophotometer (Shimadzu, 

Japan)를 사용해 250∼1,000 nm 장 범 에서 투과

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학  밴드갭 (optical band 

gap)을 계산하 다. 그리고 박막들의 결정성과 표면 

미세구조 분석으로는 각각 XRD (X-ray diffraction, 

Rikagu, Japan)에 의한 회  패턴과 AFM (atomic 

forced microscope, Digital Instrument Co.) 이미지와 

SEM (scanning electromocroscopy, Hitachi, Japan) 

이미지를 측하 다. 성막된 GZO 박막들의 두께 측

정은 α-step (VEECO Co.)을 사용하 다.   

3. 결과  고찰

그림 2는 상온에서 제작된 다양한 성분비를 갖는 

(Ga2O3)x(ZnO)100-x 박막들의 면 항을 박막의 두께 함

수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 으로 두 사이에 놓인 

박막의 항은 식 (1)과 같이 주어진다. 

R = ρ · 

                                  (1)

여기서 S는 기하학  인자로 막의 단면 , l은 길

이, ρ는 항률 (비 항)이다. 

R = 

 · 

                                 (2)

만약  l = b이면 식 (3)으로 주어진다. 

R = 

 = Rs                                (3)

여기서, Rs를 면 항이라 부르고, 단 는 Ω/□로 나

Fig. 2. Sheet resistance as a function of film's thickness  

for GZO films with difference Ga2O3 content prepared at 

room temperature.

타낸다. 이 면 항은 유사한 조건에서 증착된 같은 물

질의 막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막의 두께

와 면 항을 알면, 항률은 식 (4)와 같이 주어진다.

ρ = dRs                                     (4)

 

한, 박막의 면 항 는 박막의 두께에 반비례하

며, 비 항과의 계식은 식 (5)와 같이 주어진다. 

       (5)

여기서, 과는 각각 박막의 면 항과 두께이고, 

는 박막의 비 항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보다시피 GZO 박막의 면 항은 두께가 증가할수록 

하게 감소한다. 모든 두께에 해서 Ga2O3의 도

핑량이 증가할수록 면 항이 감소하여, x= 7 wt.%일 

때 가장 은 면 항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ZnO에 

Ga2O3를 첨가하면 입계에 Ga
+3이온으로 도핑되어 도

로 기여하므로 ZnO 입자 내의 도 의 상태 도를 

증가시켜 기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Ga2O3의 도핑농도가 7 wt.% 이상일 경우에

는 면 항이 다시 증가한다. 이는 과도핑된 Ga 원자

들이 ZnO 격자 내에서 불완 한 원자 결합에 의해 

트랩 를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GZO 박막의 이동

도에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Ga2O3 함량이 7 

wt.% 이상일 때 이동도 감소는 트랩 의 생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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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a) Optical transmission spectra and for 

300-nm-thick GZO films with various Ga2O3 content 

prepare at room temperature by using FTS system and 

(b) a plot of   vs. . calculated from the optical 

transmittance spectra. 

성 불순물의 산란 심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 여

겨진다 [13].  

한편, 그림 2에 나타낸 실선 (solid line)들은 앞에

서 제시한 비 항 련 식 s을 사용하여 임의

의 비 항을 변화시키면서 면 항에 한 실험 결과

들과 fitting하여 나타낸 면 항의 두께 의존도를 나

타낸 이론값들이다. 이 때 결정된 비 항 (resistivity) 

값들을 그림에 나타내었다. x= 7 wt.%에서 최  비

항은 × ∙로 계산되었다.

그림 3(a)는 상온에서 제작된 두께 300 nm를 가지

는 GZO 박막들의 Ga2O3 성분에 따른  투과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 박막들은 두께가 같기 때

문에 가시  역에서 Bragg 반사에 의한 투과율

의 최 와 최소에 의한 진동피크들이 거의 비슷한 것

을 보여주며, 가시  역에서 평균 투과율이 약 83% 

이상의 매우 우수한  투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투과도 스펙트럼의 흡수단 (absorption edge) 역

에서의  투과율 (T)는 식 (6)과 같이 주어진다.

  exp                        (6)

여기서,   그리고 는 각각 상수, 흡수계수, 그리

고, 박막의 두께를 나타낸다. 는 흡수단에서는 거의 

1이기 때문에 박막의 두께를 알면, 식 (6)을 이용하여 

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직 천이에 한 와 입

사 의 에 지   사이의 계식 (7)로부터 각 박막

들의 학  밴드갭 (optical band gap), 를 구할 

수 있다

   ′                     (7)

그림 3(b)에서 보여주는    의 그래  

(Tauc plot)에 나타나는 직선 부분을 연장하여 축

과 교차하는 으로부터 학  밴드갭을 구할 수 있

다 [14]. GZO 박막의 학  밴드갭은 그림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Ga2O3 도핑량이 증가함에 따라 3.67 

eV에서 3.71 eV로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

명될 수 있으며, Burnstine Moss 효과로 알려져 있

다. 학  밴드갭의 증가치 ∆는 식 (8)과 같이 
주어진다.

∆ 













                       (8)

여기서, 는 Planck 상수이고, 는 자의 유효 

질량 (effective mass)이다. 식 (4)로부터, 캐리어 농

도, 이 증가함에 따라 학  밴드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Ga의 도핑량 증가에 따른 캐리어 농도 증가

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상온에서 제작된 300 nm 두께의 GZO 박

막들에 해서 Ga2O3 도핑량의 함수로 나타낸 캐리어

농도와 홀 이동도의 변화이다. Ga2O3 농도가 7 wt.%

일 때 도핑량이 증가함에 따라 캐리어농도와 이동도

가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에

서 설명한 도핑량 증가에 따른 학  밴드갭의 증가

가 캐리어농도 증가로서 설명된 Burnstine Moss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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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rrier concentration and Hall mobility as a 

function of Ga2O3 content for 300-nm-thick GZO films at 

prepared at rom temperature.   

  

Fig. 5.  Sheet resistance as a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for GZO film with x= 7 wt.% prepared at 

various substrate temperature. 

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9 wt.%의 

Ga2O3 농도에서는 캐리어 농도가 거의 변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학  밴드갭이 증가한 것은 Burnstine 

Moss 효과로 설명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단순히 

Ga2O3의 wide band gap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

다. 다만 홀 이동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GZO 

박막의 구조  변화, 즉 박막의 결정화 정도에서의 

한 차이가 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GZO 박막의 기  특성을 향상시

키기 하여 기 도성이 가장 우수한 (Ga2O3)x(ZnO)100-x  

(x= 7) 타겟을 선택하여 기 온도를 달리하여 박막을 제작

(a)

(b)

Fig. 6.  (a) SEM imagies and (b) carrier concentration 

and Hall mobility as a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for GZO films prepared at various substrate temperature.

하 다. 이들 박막들의 면 항을 두께의 함수로 조사

하여 그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1

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값과의 fitting으로부터 계산된 

기 온도 별 비 항 값들 한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기  온도가 증가할수록 비 항이 하게 감소

한다. 이러한 결과는 SEM을 측정한 결과 온도가 높

아짐에 따라 GZO박막의 결정립 (grain)의 크기가 가

장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00℃의 기

에서 성막된 GZO 박막의 비 항은 ×∙

로서, 이는 기존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ITO 는 

IZO와 거의 비슷한 수 이다. 한 Hall 효과 측정 결

과, 기 의 온도에 따른 박막들의 캐리어 농도와 이동도

의 결과 (그림 5(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 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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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300℃인 박막에서 가장 높은 캐리어 농도 

(1.79×1020 cm-3)와 이동도 (81.5 cm2/Vsec)를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a)는 기 온도를 달리하여 제작된 300 nm

의 두께를 갖는 GZO 박막들의 SEM 이미지를 나타

낸 것이다. 기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정립이 뚜렷하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크기 한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6(b)는 기 온도를 달리하여 제작된 300 

nm의 두께를 갖는 GZO 박막들에 하여 캐리어 농

도와 Hall 이동도의 변화를 기  온도의 함수로 나타

낸 것이다. 이와 같이 최 의 기  온도 (300℃)에서 

제작된 GZO 박막은 결정성이 향상되면서 이동도를 

상승시켜 면 항이 감소하는데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4,15].

4. 결 론

본 연구는 향 타겟식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Ga2O3가 도핑된 ZnO(GZO) 박막의 기 , 구조   

학  특성을 분석하 다. Ga2O3 농도가 7 wt%일 

때 가장 우수한 기 도성을 나타내었으며, 투과

도 한 가시  역에서 평균 83% 이상의 우수한 

학  특성을 가지는 걸로 확인되었다. 특히, 박막 

증착 시 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 항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300℃의 기  온도에서 

제작된 박막에서 ×∙의 가장 우수한 비

항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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