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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sputtering condition on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MgxZn1-xO thin films 

grown by RF magnetron co-sputtering system was investigated for manufacturing ZnO/MgZnO structure 

LED. MgxZn1-xO thin films were grown with ZnO and MgO target varying RF power. Structur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X-ray diffraction (XRD) and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The ZnO thin films have sufficient crystallinity on the high RF power. As RF power of ZnO target 

increased, the contents of MgO in the MgxZn1-xO film decreased. LED was manufactured using 

ZnO/MgZnO multi-layer on p-GaN/Al2O3 substrate. Threshold voltage of multi-layer LED was appeared 

at 8 V, and it was luminesced at wave length of 5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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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GaN계 질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자소자는 높은 항복 

압 (breakdown voltage), 최 류, 안정된 고온동작   

높은 열 도도 등의 다양한 장 을 가지고 있어 LED  

(light emitting diode) 연구에 한 기 를 마련하 을 뿐

만 아니라 이를 통해 디스 이, 조명, BLU (back light 

unit)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 

[1-3].

a. Corresponding author; nwjang@hhu.ac.kr

GaN계 반도체는 주로 사 이어 (Al2O3) 기 에 성장시

키는데, 이때 사 이어 기 과 GaN계 반도체의 격자상수 

 열팽창 계수의 차이로 인해 결정성장이 어려워 많은 결

함이 발생한다. 한 GaN를 성장시키기 해서는 MBE나 

MOCVD와 같은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GaN의 

원료인 Ga은 그 매장량이 한계 이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가격 인 측면에서 량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체할 새로운 물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GaN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GaN를 체하기 한 물질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ZnO는 표 인 Ⅱ-Ⅵ족 산화물 반도체로 GaN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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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종 기 의 제작이 용이하고 

GaN에 비해 고품질의 단결정 성장과 기 도도의 제어가 

용이한 물질이다. 한 ZnO 박막은 가시 선 역에서 우수

한 학  투과성을 가져 GaN를 체하여 LED 소자에 응

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5-7]. 그러나 아

직까지 ZnO를 활용한 LED의 경우 낮은 발 재결합 효율로 

인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ZnO를 활용한 LED 제

작에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낮은 발 재결합 효율을 갖는 ZnO

계 LED의 특성을 보완하기 해 ZnO와 ZnO에 Mg를 첨가

한 MgZnO를 활용한 LED 제작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ZnO 박막은 상 으로 가격이 렴하고 면   온성장

이 가능한 sputtering 법을 통해 증착하 으며, MgxZn1-xO 

박막은 ZnO와 MgO 타겟을 이용한 co-sputtering 법을 통

해 상온에서 성장시켰다. 증착 워를 변화시키며 박막을 제

작하 으며 이에 따른 박막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 다. 

한 MgxZn1-xO 박막의 특성을 활용하여 ZnO 박막과 

multi-layer 구조를 이루도록 설계하여 LED를 제작한 후, 

제작된 LED의 학 · 기  특성에 한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2.1 ZnO와 MgZnO 박막 증착 

본 연구에서는 multi-layer LED 제작에 앞서 단일막을 

증착한 후 분석하여 최 의 조건을 확인한 후 LED 제작에 

활용하 다. 박막을 증착하기 해 RF 마그네트론 sputter를 

사용하 다. 먼  ZnO 박막의 특성을 조사하기 해  ZnO 

타겟의 스퍼터링 워를 50, 100, 150 W로 변화시키며 박

막을 증착하 다. 한 co-sputtering 워 변화에 따른 

MgxZn1-xO 박막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는 MgO 타겟의 

워를 100 W로 고정하고 ZnO 타겟의 워를 50, 100, 

150 W로 변화시키며 박막을 증착하 다. 이때 chamber의 

증착 압력은 5 mTorr로 설정하 다.

증착된 ZnO와 MgxZn1-xO 박막은 XRD (X-ray 

diffraction),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법

을 이용하여 증착 실험 조건에 따른 구조  특성을 분석하

다. XRD법은 X'pert PROMPD (Cukα λ= 0.1542 nm)

를 사용하 다.

2.2 Multi-layer 구조의 LED 제작

n-ZnO/MgZnO/p-GaN multi-layer 구조의 LED를 그

Fig. 1. The schematic of multi-layer structure LED.

림 1과 같은 구조로 제작하 다. Multi-layer 구조 LED 제

작을 한 공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먼  사 이어(Al2O3) 기  에 성장된 p-GaN를 사용

하여 p층을 구 하 다. 다음으로 50 nm 두께의 ZnO 버퍼

층을 형성하 다. 버퍼층의 형성은 상온에서 100 W의 워

를 인가하여 5 mTorr의 증착 압력에서 수행하 다. 그 후 

16 nm 두께의 MgxZn1-xO 와 7 nm 두께의 ZnO 박막을 각각 

10회 씩 번갈아가며 증착하여 총 230 nm의 multi-layer를 

형성하 다. ZnO 박막은 100 W의 워로 증착하 으

며, MgxZn1-xO 박막의 경우 co-sputtering 법을 통해 

MgO는 100 W의 워를 고정하고 ZnO의 워를 50, 

100, 150 W로 변화를 주어 증착한 3가지의 소자를 제작

하 다. 마지막으로 사진식각 작업과 E-beam을 이용하

여 Au(50 nm)/Ni(15 nm) 구조로 이루어진 p- 극과 n-

극을 형성하 다. 극 형성이 완료된 LED는 반도체 물

질과 메탈 극 사이의 ohmic 을 형성하기 해 

thermal oxidation furnace를 이용하여 350℃, N2 분 기로 

5분 동안 공정을 진행하 다. 제작된 LED의 학  특성과 

기  특성을 평가하기 해서 EL (electroluminescence) 

측정과 I-V 측정을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3.1 ZnO 박막의 구조  특성

n-ZnO/MgZnO/p-GaN multi-layer 구조 LED의 버퍼

층과 n-ZnO 층으로 사용되는 ZnO 박막의 특성을 알아보

기 해 sputtering 워 변화에 따른 ZnO 박막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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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D patterns of ZnO thin films with different 

power.

특성을 알아보았다. ZnO 타겟에 인가가 되는 워는 50, 

100, 150 W로 변화시키며 박막을 증착하 으며 증착한 ZnO 

박막의 XRD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XRD 측정은 2θ

-omega scan 방식으로 하 으며, 2θ의 범 는 ZnO(002)

면의 피크 34.422° (ICDD card # : 00-036-1451)를 포함하

는 20°∼60°로 하 다. 각 워에서 ZnO 박막은 intensity

의 차이는 있지만 34.4° 근처의 피크를 통해 (002) 면으로 성

장한 Wurzite 구조의 ZnO 박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50 W에서는 ZnO(002)면의 피크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결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FWHM 

(full width half maximum)은 워가 100 W에서 150 W

로 변화함에 따라 0.3899에서 0.3361로 어들어 결정성은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3의 AFM을 통해 

측정된 ZnO의 그 인 크기가 100 W에서는 110 nm이었으

나 150 W에서는 160 nm로 커지며 결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AFM을 통해 증착 워에 따른 박막의 표면 거칠기를 분

석하 다. 그림 3은 AFM을 통해 측정한 각 워에서 ZnO 

박막의 표면 사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에는 각 박막의 

표면 거칠기의 RMS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ZnO 워가 증

가함에 따라 RMS가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내어  

ZnO 워가 50 W에서 150 W로 변화함에 따라 RMS가 

약 4배 증가하 으며 거친 표면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50 W의 경우는 결정성은 좋으나 표면이 거칠어 다층으로 

층하는 LED에 합하지 않아 buffer층과 n-ZnO층으로

는 100 W의 ZnO 박막을 사용하 다. 

(a) (b)

 

(c)

Fig. 3. AFM surface image with different ZnO power. 

(a) ZnO 50 W, (b) ZnO 100 W, (c) ZnO 150 W.

Fig. 4. Variations of the RMS roughness of ZnO films 

different power.

3.2 MgXZn1-XO 박막의 구조  특성

ZnO와 같이 multi-layer 구조 LED의 n-type 반도체로 

사용될 MgxZn1-xO 박막의 구조  특성을 알아보기 해 

co-sputtering 방법으로 박막을 증착하 다. ZnO와 MgO 

두 개의 타겟을 이용하여 co-sputtering 방법으로 제작된 

MgxZn1-xO 박막은 MgO 타겟에 인가되는 워는 100 W



814 J. KIEEME, Vol. 25, No. 10, pp. 811-816, October 2012: J. Son et al.

Fig. 5. XRD patterns of MgXZn1-XO thin films with 

different power.

로 고정하고 ZnO 타겟에 인가되는 워를  50, 100, 150 W 

로 변화시키면서 박막을 증착하 다.

그림 5는 증착된 MgxZn1-xO 박막의 XRD 측정 결과이

다. ZnO(002)면의 XRD 피크는 34.422° (ICDD card # : 

00-036-1451)에 치하고, MgO(111)면의 XRD 피크는 면

의 36.947° (ICDD card # 00-004-0829)에 치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워 변화에 계없이 모든 박막

에서 ZnO(002)면과 피크와 련된 34.4° 근처의 피크가 

찰 되었다. 이는 증착된 MgxZn1-xO 박막 모두 Wurtzite 구

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ZnO 타겟에 인가되는 워

가 50 W에서 150 W로 증가함에 따라 ZnO (002)면의 피크

의 크게 증가하여 결정성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낸

다. ZnO 타겟에 인가되는 워가 50 W일 때  37° 근처에서 

약한 피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37°에서 찰되는 

MgO(111)면의 피크와 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50 W에서 

제작된 박막의 경우 Mg의 함량이 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0 W와 150 W에서 제작된 박막의 경우 37° 

근처의 피크가 찰되지 않는 것을 보아 Mg의 함량이 크지 

않다는 것을 상할 수 있다. ZnO와 MgO 타겟에 인가되는 

워의 변화에 따라 Mg의 함량이 감소하 으며, 박막 내에 

첨가된 Mg에 의해서 박막의 구조  특성이 변화되고 있음

을 상할 수 있다.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분석을 통해 

ZnO 타겟과 MgO 타겟을 이용한 co-sputtering 방법으로 

제작된 MgxZn1-xO 박막 내의 Mg 함량을 분석하 다. 그림 

6은 MgO 타겟의 워를 100 W 인가하고 ZnO 타겟 워 

변화에 따른 MgxZn1-xO 박막의 EDS (energy dispersive

(a)

  

(b)

  

(c)

   

Fig. 6. EDS spectra of MgXZn1-XO thin films with ZnO 

power. (a) ZnO 50 W, (b) ZnO 100 W, (c) ZnO 150 W.

spectroscopy)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한, 그림 7은 

MgxZn1-xO 박막 내 Mg 함량을 나타내었다. 제작된 박막의 

반도체  특성에 큰 향을 미치는 Mg과 Zn의 함량만을 

고려하여 나타내었다. ZnO 50 W의 경우 박막 내의 Mg 함

량이 24.27%이나, 150 W일 때는 3.99%로 ZnO에 인가되

는 워가 증가할수록 Mg 함량이 크게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ZnO 타겟에 인가되는 워가 증가할수록 기 에 

증착되는 Zn의 함량이 증가하여 상 으로 Mg의 함량이 

어드는 것으로 XRD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XRD와 EDS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MgxZn1-xO 박막 

내 Mg 함량은 Zn 보다 크게 작다. 이는 ZnO가 MgO 보다 

상 으로 sputtering이 쉽게 되기 때문에 같은 워를 인

가하는 경우에도 ZnO 함량이 훨씬 크게 나타낸다. ZnO와 

MgO 타겟에 인가되는 워가 100 W로 같은 경우 박막의 

조성비는 Mg0.1Zn0.9O이다. 



기 자재료학회논문지, 제25권 제10호 pp. 811-816, 2012년 10월: 손지훈 등 815

Fig. 7. The content of Mg in MgxZn1-xO films with 

different power.

한 MgxZn1-xO 박막의 결정성이 ZnO 워가 증가할수

록  FWHM과 intensity 면에서는 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3.1 의 ZnO 박막의 XRD 

분석 결과도 일치한다. MgxZn1-xO 박막의 결정성은 박막 

내 Mg 함량과는 계없이 박막의 주성분인 Zn의 향을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3.1 의 50 W로 증착된 

ZnO 박막보다  ZnO 50 W, MgO 100 W 인가로 증착된 

MgxZn1-xO 박막의 결정성이 조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co-sputtering 시 MgO의 향으로 결정성이 향상된 것으

로 생각된다. 

 

3.3 n-ZnO/MgZnO/p-GaN multi-layer LED 특성

분석된 ZnO 박막과 MgxZn1-xO 박막의 특성을 기 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구조의 n-ZnO/MgZnO/p-GaN 

multi-layer 구조의 LED를 제작하 다. 먼  LED 제작에 

있어 재의 기술로는 충분한 특성을 갖는 p-ZnO 박막의 성

장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 이어 (Al2O3) 기  에 

성장된 p-GaN를 사용하 으며 상온에서 100 W의 워를 

인가하여 50 nm 두께의 ZnO buffer layer를 형성하 다. 

16 nm 두께의 MgxZn1-xO와 7 nm 두께의 ZnO 박막을 각

각 10회 씩 번갈아가며 증착하여 총 230 nm의 multi-layer

를 형성하 다. MgxZn1-xO 박막의 경우  co-sputtering 법

을 통해 MgO는 100 W의 워를 고정하고 ZnO의 워를 

50, 100, 150 W로 변화를 주어 증착한 3가지의 소자를 제

작하 다. 표 1에 제작된 소자 sample의 제작 조건을 나타

내었다.

Table 1. Sputtering power of multi-layer LED samples.

Sample ID

ZnO
Layer

MgZnO Layer

ZnO Power
ZnO 
Power

MgO 
Power

A 100 50 100

B 100 100 100

C 100 150 100

Fig. 8.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multi-layer 

LED.

그림 8은 n-ZnO/MgZnO/p-GaN multi-layer LED의 

I-V 특성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제작된 LED는 유사한 

기  특성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 A-C 모든 샘 에서 순

방향 압 인가 시 류가 비선형 으로 증가하는 형 인 

p-n 합 다이오드의 I-V 특성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 

한 문턱 압의 경우 샘  모두 약 8 V 정도임을 확인하

다. 문턱 압이 8 V인 것은 기존 LED 소자 보다 매우 높은 

값으로 ZnO와 MgxZn1-xO 박막의 결정성과 표면 상태, 

multi-layer 구조로 층하면서 인 한 층과의 계면 상태에 

큰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p-GnN 층과 ZnO 

buffer 층과의 계면에도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는 n-ZnO/MgZnO/p-GaN multi-layer LED의 

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장의 측정 범 는 280∼860 

nm로 하 으며 4 mA의 류를 인가하 을 때 나타나는 

LED의 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샘 에서 380 nm 

근처의 UV 피크와 450 nm의 청색 발  피크, 결함과 련

된 550 nm 근처의 녹색 발  피크와 650 nm 근처의 색 

발  피크나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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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lectroluminescence characteristics of multi-layer 

LED.

380 nm 근처의 UV 피크는 ZnO buffer에서 일어나는 

발 으로 추측되며, 450 nm 근처의 청색 발 은 p-GaN의 

발  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

부 자-정공 의 발  재결합이 multi-layer층뿐만 아니라 

ZnO 버퍼층과 p-GaN에서 일어남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

고 multi-layer층에서 일어나는 발 으로 추측되는 550 nm

와 650 nm의 피크는 유사한 크기를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그림 8과 9의 ZnO와 MgZnO의 multi-layer LED의 

기   특성을 볼 때 sputter를 사용한 ZnO와 

MgZnO의 multi-layer LED 제작이 가능하리라고 단

된다. 기존의 GaN 계열의 LED를 제작하기 해서는 

GaN을 성장시키기 해서는 MBE나 MOCVD와 같은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 으

로 렴하고 면 으로 ZnO를 활용한 LED 제작이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aN계 LED를 체하기 한 연구의 일

환으로 ZnO를 활용한 LED 제작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면 , 온 성장이 가능한 RF 스퍼터 시스템을 사용

하여 ZnO  MgxZn1-xO 박막의 증착하여 특성 분석을 하

으며 n-[ZnO/MgZnO]/p-GaN multi-layer 구조의 

LED를 제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ZnO 박막의 경우, 100 W의 스퍼터링 워를 인가하

을 때 ZnO (002)면 피크의 FWHM는 0.3912°, 박막 표면

의 RMS roughness는 2.10 nm으로 multi-layer 형성에 

가장 합한 표면특성을 나타내었다. 

2. Co-sputtering 법을 통한 MgxZn1-xO 박막 증착 시 

인가한 ZnO 타겟에 인가되는 워가 증가할수록 Mg 함량

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ZnO 100 W, MgO 100 W의 

RF power를 인가하여 증착된 박막은 Mg0.1Zn0.9O의 조성

을 나타내었다. 

3. 제작된 n-ZnO/MgZnO/p-GaN multi-layer LED의 

문턱 압은 8 V이며  380 nm 근처의 UV, 450 nm의 청색,  

550 nm 근처의 녹색 발  피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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