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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gO buffer layer on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sputter-grown ZnO thin film was investigated. Sapphire (0001) and
Si (100) substrate were used for the growth and MgO buffer layer was inserted between ZnO thin film and the substrate. X-ray
diffraction pattern indicated that enhanced crystallinity in the ZnO thin film grown was achieved by inserting very thin MgO buffer
layer, regardless of the substrate type. The strain in the ZnO thin film could also be controlled by the insertion of the MgO buffer layer,
and tendency of the strain was strongly dependent on the substrat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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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색,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 및 레이저 다이오드는 일

반 조명장치, 각종 디지털 기기, 광통신 및 고밀도 기록

장치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광소자의

중요성은 시장에서 점점 더 증대되어가고 있다. 산화아연

및 Mg, Cd, Be 등이 포함된 산화아연계 산화물(ZnxM1-

xO, 여기서 M = Mg, Cd, Be)은 청색에서 자외선 영역의

파장으로 발광할 수 있는 직접천이형 밴드갭(direct band

gap)을 가진 물질로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질화갈륨 대

비 2배 이상의 들뜸 여기에너지(exciton binding energy)에

의해 높은 휘도를 구현할 수 있다.
1,2)

 또한 낮은 결정성장

온도 및 습식공정에 의해 쉽게 식각이 가능해, 저비용으

로 발광소자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뿐만 아

니라, 광투과도가 좋기 때문에 투명전극, 투명 박막 트랜

지스터 등에도 응용된다.
4,5)

이와 같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산화아연을 이용한 다

양한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결정성을 지니는

산화아연 박막의 제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산화아연 박

막의 제작방식으로는 분자선 증착법(molecular beam

epitaxy), 펄스 레이저 증착법(pulsed laser deposition), 화학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스퍼터링 증착법

등이 현재까지 상용되어 왔으나, 이 중에서도 스퍼터링 증

착법은 대면적의 산화아연 박막을 가장 경제적으로 제작

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6-8)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스퍼터링 방법은

높은 에너지를 지닌 이온들이 기판 위에 충돌하는 방식으

로 박막의 증착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기의 여러 증착방

법 중에서 가장 박막의 결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산화아연 박막

증착 시, 사파이어 (0001) 기판 위에 산화마그네슘층을 완

충층(buffer layer)으로 이용하여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성

을 증진시켰다. 기판과 박막 사이에 10 nm 미만의 얇은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을 적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박막의 결정성이 최대 40%까지 향상된 산화아연 박

막을 얻을 수 있었다. 

2. 실험방법 

실리콘 (100) 기판 및 사파이어 (0001) 기판위에 RF 플

라즈마 마그네트론 방식의 스퍼터를 이용하여, 산화마그

네슘을 스퍼터링법으로 성장시킨 후, 그 위에 역시 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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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법에 의해 산화아연 박막을 증착시켰다. 이 때 스퍼

터링 챔버의 기본압력(base pressure)은 1.0×10
−6

Torr 이하

이며, 스퍼터링 시 증착압력(working pressure)은 9 mTorr

로 설정하였다. 스퍼터링 가스로는 아르곤과 산소가 1:3

으로 혼합된 가스를 이용하였다.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은

400
o
C의 실리콘 및 사파이어 기판 위에 60 W의 출력으로

각각 200, 400, 800 및 1600초 동안 형성되었으며, 이러

한 완충층 위에 동일한 가스, 온도 및 압력에서 산화아연

박막을 100 W의 출력으로 7200초간 증착하였다. 이상과

같이 증착된 산화아연 박막의 단면과 평면을 Hitachi S-

4800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으로 15 kV의 가속전압에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산화마

그네슘 완충층이 이루는 계면은 Tecnai사의 G2 F30 S-

Twin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으로 300 kV의 가속전압으로 분석하였다.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성과 변형량 분석은 Bruker사의 D4 Endeavor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XRD)를 이용하여

40 kV와 40 mA의 조건에서 Cu Kα 선을 이용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조성분석은 VG ESCALAB 250 x-선 광

전자 분광분석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에

서 Al Kα 선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의 (a)는 산화마그네슘 완충층 없이 사파이어 기

판 위에 증착된 산화아연 박막의 단면 주사전자현미경 상

을 보여준다. 그리고, Fig. 1의 (b)~(e)는 산화마그네슘 완

충층을 각각 200, 400, 800 및 1600초간 증착한 후, 그 위

에 증착된 산화아연 박막의 단면을 보여주며, 이때 산화

마그네슘 완충층의 두께는 10 nm 이하로 너무 얇기 때문

에 주사전자현미경 상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완충층

의 증착시간이 800초인 경우까지는 100 W의 출력에서

7200초간 증착된 산화아연이 150 nm의 두께를 가지는 평

탄한 박막으로 증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완충

층의 증착시간이 1600초인 경우에는 파단면에서 산화아

연 박막이 주상성장(columnar growth)을 한 형상이 관찰되

었으며 또한 표면에 50 nm 내외의 요철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은 평면 주사현미경 상인 Fig. 1의

(f)~(j)에서도 관찰되는데, 완충층의 증착시간인 800초인

경우까지는 완충층이 증착되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가 관

찰되지 않으나, 1600초간 완충층을 형성한 경우에는 주상

성장에서 기인한 육각형의 요철구조가 관찰된다.

상기와 같이 제작된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성을 x-선 회

절기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얻어진 산화

아연 (0002) 피크의 반치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을 Fig. 2(a)에 나타내었다. 완충층의 증착시간이

0초인 것은 완충층을 형성하지 않고 사파이어 기판위에

바로 산화아연 박막을 증착한 것을 의미한다. Fig. 2(a)에

서 완충층의 증착시간이 800초 까지는 박막의 반치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완충층이 없는 경우에 비해 최대

40%의 바치폭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스퍼터링법을 이용

한 산화아연 박막의 증착 시,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이 그

위에 성장되는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충층을 1600초간 형성시킨 경

우에는 다시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성이 나빠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Fig. 1. SEM micrographs of ZnO thin film grown on sapphire

(0001) substrate. (a)~(e) are cross-sectional and (f)~(j)

are plan-view micrographs. (a) and (f): no MgO buffer

layer, (b) and (g): MgO deposited for 200 sec, (c) and

(h): MgO deposited for 400 sec, (d) and (i): MgO

deposited for 800 sec, (e) and (j): MgO deposited for

16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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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b)는 사파이어 기판 위에 성장된 산화아연 박막

의 (0002) 피크의 2θ 값을 나타낸 것으로, 완충층의 성장

시간이 800초인 경우 까지는 산화아연 박막이 점차로 압

축응력을 받게 되고, 이후에는 이러한 압축응력이 해소되

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Bragg equation에서 회절각이 작

아지는 것은 면간거리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수평방향에서 압축응력으로 인하여 산화아연의 c-축방향

격자상수가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

화마그네슘 완충층이 산화아연 박막에 걸리는 변형량을

조절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보여준다.

Fig. 3(a)는 Fig. 2의 x-선 회절기 분석 결과에서 가장 우

수한 결정성을 보였던 시료인, 800초간 성장시킨 산화마

그네슘 완충층 위에 증착한 산화아연 박막의 단면 투과

전자현미경 상을 보여준다. 60 W에서 800초간 증착 시,

산화마그네슘은 약 3 nm 가량의 두께로 자라며, 그 위로

산화아연이 <0002> 방향으로 성장한 것이 잘 나타난다.

계면 근처에서는 산화마그네슘 완충층 및 산화아연 박막

의 결정면에 많은 결함이 관찰되는데, 이는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이 존재하는 계면 주변에서 격자부정합에 의한 응

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같

이 결함이 존재하는 계면영역에서도 여전히 켜쌓기 관계

(epitaxial relation)는 유지되며, 계면에서 멀어질수록 산화

아연이 좋은 결정성을 지니며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TEM 분석 결과로부터, 200초에서 1600

초까지 증착시간을 변화시켜가며 성장된 산화마그네슘 완

충층의 두께는 대략 1 nm 미만에서 6 nm 사이의 값을 가

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800초간 성장시킨 완충층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 광전자 분광분석기를 이용

하여 깊이방향의 성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Fig. 3(b)

에 나타내었다. 산화아연 박막의 표면에서 계면으로 갈수

록 Zn의 함량이 감소하며, 기판에서 계면으로 갈수록 Al

Fig. 2. (a) 2-theta position of (0002) XRD peak of ZnO thin

film grown on sapphire (0001) substrate and (b)

corresponding FWHM as a function of the deposition

time of MgO buffer layer.

Fig. 3. (a) A high-resolution TEM micrograph of the ZnO/

MgO/sapphire interface and (b) corresponding XPS

depth profile (MgO deposition time = 8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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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량이 감소한다. 이때 계면에서 Mg의 함량이 최대가

되며, 이로부터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이 산화아연 박막과

사파이어 기판 사이에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의 효과는 사파이어 기판 뿐만 아

니라 격자의 정합성이 없는 실리콘 (100) 기판을 사용하

였을 때에서도 관찰되었다. Fig. 4(a)와 (f)는 산화마그네

슘 완충층이 없이 실리콘 (100) 기판 위에 성장된 산화아

연 박막의 단면 및 평면 주사전자현미경 상을 보여주며,

(b)~(e)와 (g)~(j)는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을 각각 200, 400,

800 및 1600초간 성장시킨 후 그 위에 증착된 산화아연 박

막의 단면 및 평면을 보여준다. 100 W에서 7200초간 실리

콘 (100) 기판 위에 증착된 산화아연은 완충층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주상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단면 주사 전자

현미경 상에서 관찰되는 세로방향의 결 무늬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의 성장시간이 800초까

지는 완충층이 없는 경우와 같이 그 두께가 220 nm이지만,

완충층의 두께가 1600초에 이르면 그 두께는 약 180 nm이

며 표면에 요철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

면 주사전자현미경 상인 (f)~(j)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성

을 보여준다. 완충층의 증착시간이 200 및 400초인 경우

에는 완충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한 표면 형상

이 관찰되지만, 800초간 완충층을 형성하였을 경우에는

표면에 50 nm 가량의 폭을 가지는 요철구조가 형성된다.

그리고 1600초간 완충층을 형성한 경우에는, 표면에 육각

형의 요철구조가 관찰되며 이는 단면 주사전자현미경 결

과와 일치한다.

Fig. 4. SEM micrographs of ZnO thin film grown on silicon

(100) substrate. (a)~(e) are cross-sectional and (f)~(j)

are plan-view micrographs. (a) and (f): no MgO buffer

layer, (b) and (g): MgO deposited for 200 sec, (c) and

(h): MgO deposited for 400 sec, (d) and (i): MgO

deposited for 800 sec, (e) and (j): MgO deposited for

1600 sec.

Fig. 5. (a) 2-theta position of (0002) XRD peak of ZnO thin

film grown on silicon (100) substrate and (b)

corresponding FWHM as a function of the deposition

time of MgO buffer layer.



스퍼터링법으로 증착된 산화아연 박막의 구조적 성질에 대한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의 효과 연구 677

제46권 제6호(2009)

이렇게 실리콘 (100) 기판 위에 증착된 산화아연 박막

의 결정성을 x-선 회절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이때 산화아연 (0002) 피크의 반치폭을 Fig. 5(a)

에 나타내었다. Fig. 5(a)에서 완충층을 400초 이내로 형

성하였을 때에는 결정성의 증진이 관찰되지 않으나, 완충

층의 성장시간이 800초, 즉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의 두께

가 3 nm에 이르면 결정성이 약 11% 이상 증진됨을 보여

준다. 또한 실리콘 (100) 기판 위에 완충층을 1600초 증

착 후, 그 위에 산화아연 박막을 증착할 경우에는 사차이

어 기판과는 달리 여전히 증진된 결정성을 보여준다.

Fig. 5(b)는 실리콘 (100) 기판 위에 성장된 산화아연 박

막의 (0002) peak의 2θ 값을 나타낸 것으로, 완충층의 성

장시간이 800초까지는 산화아연 박막이 점점 인장응력을

받으며, 1600초간 완충층을 형성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인장응력이 해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파이어 기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실리콘 기판 위에서도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이 그 위에 성장하는 산화아연 박막

의 결정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산화아연 박막에 걸

리는 변형량을 조절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보여준다.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을 이용한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

성 증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사파이어 기판 위에 분자

선 증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어 왔다.9-12) 산화마그네슘은

rocksalt 구조를 가지며, 사파이어 기판 위에 완충층으로

증착될 경우 Stranski-Kristanov(S-K) 기구를 따라 성장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러한 S-K 기구에 의해 산화

마그네슘은 사파이어 기판위에 섬 성장(island growth)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섬 구조를 가지는 산화마그네슘 완

충층은 산화아연 박막 증착 시 lateral growth에 있어서 적

절한 자리를 제공하여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성 증진을 돕

게 된다.11,12) 또한 산화마그네슘의 유효격자상수는 2.981 Å

로서 산화아연과 사파이어 기판 사이의 격자부정합의 일

부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게 되므로, Fig. 2에서 관찰된 것

과 같이 결정성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파이어 기판 뿐만 아니라 격자정합성이 없

는 실리콘 (100) 기판에서도 이러한 결정성의 증진이 관

찰된다. Fig. 5(a)에서 보이듯, 200초에서 400초간 산화마

그네슘 완충층을 성장시켰을 때에는 오히려 반치폭이 증

가하지만 800초 이후에는 11% 가량 증진된 결정성을 보

여준다. 이는 정합성을 가지는 사파이어 기판에서는 초기

부터 섬성장 방식으로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이 증착되어

그 위에 증착되는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실리콘 기판에서는 이러한 정합성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성장된 산화마그네슘 결정이 오히려

산화아연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이 충분히 성장을 한 이후에는 결정

성이 증진되며, 이는 Fig. 4의 주사전자현미경 상에서 보

이듯 산화아연 박막의 주상성장 경향이 강해지는 것과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산화마

그네슘 완충층에 의한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성 증진 효

과는 기판과 산화아연의 켜쌓기관계에 무관하게 유효하

며, 이러한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은 스퍼터링 방식을 이용

하여 제작되는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성 증진 및 변형량

조절에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이 스퍼터링법으로 증착된 산화아

연 박막의 구조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

다. 사파이어 (0001) 및 실리콘 (100) 기판 위에 산화마그

네슘 완충층을 먼저 증착하고 그 위에 다시 산화아연 박

막을 증착할 경우, 기판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성이 최대 40%까지 증진되는 것을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또한 사파이어 (0001) 기판 위

에 증착할 경우에는 산화마그네슘 완충층을 800초간 증

착시킬 때 까지는 산화아연 박막에 압축응력이 걸리다가

1600초에서 이러한 압축응력이 해소되는데, 실리콘 (100)

기판에서는 이와 반대로 800초까지는 인장응력이 걸리다

가 1600초에서 해소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스퍼터링법을 이용한 산화아연 박막 증착 시, 산화마그네

슘 완충층은 산화아연 박막의 결정성을 증진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박막의 변형량을 조절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

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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