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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feasible study of opto-electrical application regarding to oxide semiconductor, we 

implemented the N doped ZnO growth using a atomic layer deposition technique. The p-type ZnO 

deposition, necessary for ZnO-based optoelectronics, has considered to be very difficulty due to 

sufficiently deep acceptor location and self-compensating process on doping. Various sources of N such as 

N2, NH3, NO, and NO2 and deposition techniques have been used to fabricate p-type ZnO. Hall 

measurement showed that p-type ZnO was prepared in condition with low deposition temperature and 

dopant concentration. From the evaluation of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we could observe defect 

formation formed by N dopant. In this paper, we exhibited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N-doped 

ZnO thin films grown by atomic layer deposition with NH3OH doping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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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ZnO 박막은 최근 수년 동안 가장 연구가 많이 되

는 화합물 반도체  하나이다. 그 이유는 ZnO가 3.37 

eV의 직  천이 에 지 밴드갭을 가지고 있고 60 

meV의 높은 엑시톤 결합에 지를 가지고 있어 실온

에서 검출 소자나 자외선발 다이오드, 이져 등 

응용 소자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 

특히 ZnO는 성장 방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

에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 가로 제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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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ZnO 물질은 결정구조학

으로 침입형 Zn 원자와 산소 공공 (vacancy) 는 

외인성 불순물의 원인으로 자연 으로 n형의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한 ZnO를 p형으로 도핑하기 하

여 V족의 불순물을 이용하여 정공 농도를 증가시키

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억셉터의 자기 보상 

(self-compensation) [2] 상으로 도핑된 정공 농도

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여 결국 p형 성질을 잃게 되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p형

을 ZnO의 형성은 소자 제작  응용을 하는데 가

장 큰 문제 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자 응용이 가

능한 고 품질의 p형 ZnO를 얻기 하여 N [3], P 

[4], As [5]와 같은 V족의 원소가 도 트로 사용이 

가능하다. 도 트 에서 N는 P, As에 비하여 얕은 

억셉터 벨 (shallow acceptor level)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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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tomic layer deposition 
system using a DEZ and NH3OH source.

p형 ZnO를 형성하는데 유력한 원소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N 원소는 N2, NH3, NO, NO2 등 다양한 물질

을 용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6]에 따르면 N2을 

N 도 트 물질로 사용한 경우 p형의 특성이 아닌 n

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나타나며 이것은 결국 

도핑과정에서 가스 상태의 N 원소를 조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 이 어려운 가스상의 N 원소를 보다

는 NH4OH와 같은 실온에서 액체형태의 물질을 용

함으로서 p형 ZnO를 형성하기 하여 N 원소 공

원으로 용하여 보고자 한다. p형의 ZnO 박막을 형

성하기 한 다양한 방법 에서 rf 스퍼터링 [7], 

이져 증착법 [8], 속 유기 화학 기상 증착법 

(MOCVD) [9], 분자빔 에피택시 (MBE) [10], 원자층 

증착법 (ALD) [11] 등이 다양하게 용되어 왔다. 이

 ALD는 가스형태의 구체 (precursor)가 자기제

한 인 화학반응을 거쳐 표면에 단층으로 성장되는 

것으로 결함이 은 박막구조와 어떠한 형태의 기  

표면 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새로운 형태의 도 트 공 원을 사용하여 자기 

제한 으로 형성되는 박막의 장 을 가진 ALD를 사

용하여 증착된 p형 ZnO는 다양한 방법으로 박막의 

특성이 분석되어 질 것이다.

2.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p형 ZnO 박막을 증착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은 열 원자층 증착 (thermal ALD) 시스

템을 이용하 다. 기 으로 사용된 25 mm × 25 mm

Fig. 2. Input time chart of precursor(DEZ), reactant (H2O 

with NH3OH) and Ar purging for ALD one cycle.

크기의 Eagle XG (Corning 제조)를 사용하 으며 기

 표면의 오염 제거를 하여 아세톤, 메탄올, 탈 이

온수 (DI water)를 사용하여 넣은 음  세척기에서 

10분 간 세척하 다. 세척 후에 시료 표면에 남아있

는 세척액은 N2 기체로 건조시켰다. 균일한 기  온

도는 할로겐 램 히터를 석  외부에 설치하여 가

열하 다.

기 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여 석  

boat에 열  게이지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여 

할로겐 램 히터를 조 하 다. 석 은 불순물이 

증착 도  박막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박막 증착 에 

러핑펌 를 이용하여 20 mtorr로 유지되었다. p형 

ZnO를 증착시키기 하여 Zn의 원료원으로 그림2에 

삽임된 분자식을 가지는 diethylzinc (DEZ)를 사용하

으며 일정한 증기압을 유지하기 하여 항온조를 

사용하 다. 항온조는 에틸 리콜이 담겨져 있으며 

온도를 15℃로 유지하여 DEZ가 담겨져 있는 bubbler

를 내부에 로딩함으로써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된

다. Ar 기체를 MFC를 이용하여 5 sccm을 일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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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r 내부로 흘려주어 희석된 DEZ가 석 으로 

입력되도록 배 을 연결하 다. 본 연구에서 도핑원

으로 사용된 암모니아수 (NH3OH)는 실온에서 증기

압에 충분하기 때문에 가열이나 감온하지 않았다. 역

시 Ar 가스를 이용하여 bubbler에서 희석하여 석

내부로 입력시켰다. 산화제의 경우 일반 으로 산소

나 물을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수를 물로 

희석함으로써 도핑원과 산화제인 물이 동시에 석  

내부로 입력되도록 하 다.

그림 2와 같이 원자층 증착을 하여 DEZ는 2  

간, 1차 Ar purging을 8  간, NH3OH를 3  간, 2차 

Ar purging을 8  간 1 cycle로 챔버 내부로 입력되

었으며 모든 공정은 250 cycle을 진행하 다. 증착된 

기 의 온도와 암모니아수의 농도에 따른 p형 ZnO의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엘립소메트리를 이용하여 두

께를 측정하 으며 도핑의 형태와 도핑 농도를 평가

하기 하여 Hall 측정 (에코피아 HEM-2000)을 이용

하 다. 도핑된 p형 ZnO의 학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발 , photoluminescence(PL) 분 기 (514.5 

nm Ar-ion laser)를 이용하 다.

3. 결과  고찰

그림 3은 기 온도와 도핑 물질로 사용된 NH3OH의 

농도에 따른 박막의 증착 속도에 한 결과이다. 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박막의 증착 속도는 150℃에

서 1 cycle에 0.24 nm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350℃에서 0.08 nm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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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position rate of N doped ZnO as a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and NH3OH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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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jority carrier type (a), carrier concentration 

(b), and resistivity (c) as a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이것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표면에서 조 한 

박막이 형성되기 한 에 지가 증가함에 따라 cycle

당 증착속도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도핑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므로 증착속도는 

큰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도핑 물질이 박막의 

증착속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는 온도에 따른 N 도핑된 ZnO의 온도에 따른 

다수 캐리어 종류, 다수 캐리어 농도, 비 항을 hall 측정

으로부터 얻은 결과이다. 비교  온인 150℃에서 p형의 

반도체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핑 농도와 비 항도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도가 증가하고 결정성이 증가가 원인인 것으

로 생각된다. 한 200℃ 이상에서 다수 캐리어가 n

형으로 변경되고 결국 다수 캐리어의 농도도 증가하

고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에 지 밴드구조에

서 ZnO의 내부에서 N 이온이 깊은 억셉터 (deep 

acceptor) [12]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정성이 증가함에 따

라서 오히려 n형으로 변경되는데 과잉된 N이 증가함으로

써 자가 다수 캐리어인 n형을 주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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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jority carrier type (a), carrier concentration 

(b), and resistivity (c) as a function of NH3OH dopant 

concentration.

그림 5는 도핑원으로 사용하 던 NH3OH의 농도에 

따른 다수 캐리어 종류, 다수 캐리어 농도, 비 항을 

hall 측정으로부터 얻은 결과이다. 증착온도는 그림 4

에서 p형 ZnO조건을 가졌던 150℃에서 공정을 진행

하 다. 낮은 NH3OH 농도에서 p형의 반도체 타입을 

얻을 수 있었으며 높은 20%에서는 반도체 다수 캐리

어의 종류가 자인 n형 반도체로 바 었다. 특히 

NH3OH의 농도가 0.1에서 1%로 증가함에 따라서 비

항은 4.95 ohm-cm에서 1.86 ohm-cm로 감소하

고 동시에 정공 캐리어 농도도 1.1×1017 cm-3에서 

5.2×1017 cm-3로 다소 증가하 다. 이것은 동일 온도

조건에서 도핑원의 농도에 증가에 따라 N 이온 

억셉터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20% 이상의 높은 도핑원 농도를 가지는 경우 과

잉된 N 이온이 공 됨에 따라 깊은 상태 억셉터

로 변경되어 낮은 농도에서 생성된 얕은 상태 억

셉터가 감소함에 따라 서 n형으로 변경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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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L spectroscopy as a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a) 150℃, (b) 250℃, and (c) 350℃.

그림 6은 성장 온도에 따라서 형성된 N 도핑된 

ZnO 박막에 하여 실온에서 측정된 PL 분  결과

를 표시하 다. p형의 반도체형태를 가지는 낮은 온

도에서 성장된 ZnO (a) 시료와 n형의 반도체 형태를 

가지는 다소 높은 온도에서 성장된 ZnO (b) 시료의 

형태가 확연히 구분됨을 목시 으로 알 수 있었다. 

일반 으로 ZnO는 직  밴드갭 물질이므로 조사 

후 발  (luminescence)가 발생한다. 그림 6에서 색

방출 (RE) [13]이라 알려져 있는 발 은 1.92 eV에서 

나타나며 산소 공공(oxygen vacancy, Vo)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온도가 150℃에서 미세한 

shoulder 피크가 나타났으며 350℃에서 주도 임을 

찰할 수 있었다. 고온에서 높은 산소 공공이 N도핑

된 n형 ZnO을 주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박막의 결정성이 증가한 결과 

[14]라고 생각된다. Vanheusden et. al. [15]이 보고한 

오 지 방출 (OE)로 알려진 발 은 2.06 eV에서 나

타나며 singly ionized oxygen, Oi
-으로 350℃에서 형

성된 N 도핑된 ZnO의 시료에서 미세하게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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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L spectroscopy as a function of NH3OH 

concentration (a) 0.1%, (b) 1%, and (c) 20%.

황색방출(YE) [16]로 알려져 있는 발 은 2.20 eV

에서 나타나며 Zhang et. al. [17]에 따르면 

interstitial 산소(Vi)와 Zn 공공 (VZn)으로부터 기인한 

유사 억셉터 결함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에서부터 YE가 150℃의 온에서 성장된 시료에

서 복합 으로 찰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p형  

ZnO:N의 근원은 YE로부터 유사 억셉터 결함으로 기

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녹색방출 (GE) [18]로 알려

져 있는 발 은 2.36 eV와 2.42 eV에서 overlap되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singly ionized 산소 공공으

로 알려져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찰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아 이온화된 산소공공은 없는 것으로 이해된

다. 도 -억셉터  (DAP) [19]과 자유 엑시톤 재결

합(FX) [20]으로 알려져 있는  발 은 3.23 eV와 

3.29 eV으로 각각 알려져 있다. 그림 6에서 고온으로 

성장된 ZnO:N에서 주로 DAP와 FX와 련된 피크가 

주로 찰되었으며 이것은 N 도핑된 n형 ZnO의 원

인으로 생각된다.

그림 7에서 NH3OH 농도에 따라 실온에서 측정된 

PL 분  특성을 보여 다. 낮은 농도 (0.1%, 1%)의 

도핑소스 농도를 가지고 형성된 N 도핑된 ZnO의 경

우 낮은 자 에 지를 가지는 역에서 피크가 주로 

찰되었으며 20%의 도핑소스를 가지는 N 도핑된 

ZnO의 경우 높은 자 에 지 역에서 방출강도가 

증가되는 상이 찰되었다. 특히 GE에서 주도 인 

것으로 보아 singly ionized 산소 공공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그림 6에서 n형으로 반도체형이 결정된 고온

의 PL 분 을 보이는 (b)와 (c)의 경우 주요 피크가 

높은  에 지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이해된다. 스퍼터링법으로 p형의 N 도핑된 ZnO를 성

장시킨 J. P. Zhang et. al. [21]의 보고에 따르면 p형

을 결정짓는 NBE (near band edge emission)가 높은 

자 에 지인 3.22 eV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소

자에서 사용 가능한 묶인 억셉터 엑시톤으로서 사용

되는 3.24 eV와 유사한 에 지로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높은 에 지 역에서 n형을 나타

내고 있으므로 이는 자를 포획하여 정공을 생산하

는 N 원자가 억셉터의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박막 

내에서 결함 상태의 억셉터인 것으로 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학 , 기 으로 응용이 가능

한 p형 ZnO를 N 도핑을 원자층 증착기술을 이용하

여 진행하 다. 증착온도와 공 되는 도 트의 농도

에 따라서 성장된 N 도핑된 ZnO는 기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서 증착 속도가 감소하 으나 도 트 농

도와 증착 속도 간에는 유의 차가 없음을 알 수 있었

다. Hall 측정을 통한 기  특성 분석으로부터 증착

온도가 300℃ 이하의 온일 때 그리고 공 되는 도

핑원의 농도가 낮을 때 p형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PL 분  분

석으로부터 RE에서 YE상의 N 이온이 결함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형성된 유

사 억셉터가 정공을 생성해 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와 반 로 n형 반도체형을 갖는 경우 PL 분석에서 

높은 자 에 지를 가지는 역에서 분 특성을 보

이며 깊은 상태 억셉터로 p형이 되기보다는 정공을 

생성하기 보다는 밴드갭 내부의 내부 이온 결함이 

된다. 결론 으로 증착 온도가 높고 도핑 물질 농도

가 높은 경우 결함에 의한 n형 ZnO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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