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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report the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BixZn1-xO thin films grown on c-plane sapphire substrates by plasma-

assisted molecular beam epitaxy. By increasing the Bi flux during the growth process, BixZn1-xO thin films with various Bi

contents (x = 0~13.17 atomic %) were prepared. X-ray diffraction (XRD) measurements revealed the formation of Bi-oxide

phase in (Bi)ZnO after increasing the Bi content. However, it was im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formed Bi-oxide phase

was the monoclinic structure α-Bi2O3 or the tetragonal structure β-Bi2O3 by means of XRD θ-2θ measurements, as the observed

diffraction peaks of the 2θ value at ~28 were very close to reflection of the (012) plane for the monoclinic structure α-Bi2O3

at 28.064 and the reflection of the (201) plane for the tetragonal structure β-Bi2O3 at 27.946. By means of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using a diffraction pattern analysis and a high-resolution lattice image, it was finally determined as the

monoclinic structure α-Bi2O3 phase.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the Bi and Bi-oxide phases in BiZnO films, elemental

mapping using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quipped with TEM was performed. Considering both the XRD and the

elemental mapping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hexagonal-structure wurtzite BixZn1-xO thin films were grown at a low Bi

content (x = ~2.37 atomic %) without the formation of α-Bi2O3. However, the increased Bi content (x = 4.63~13.17 atomic %)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the α-Bi2O3 phase in the wurtzite (Bi)ZnO matrix.

Key words ZnO, BiZnO, molecular beam epitax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1. 서  론

우르짜이트 구조를 가지는 산화아연은 투명하면서도 금

속과 같은 수준의 전도성을 부여할 수 있어 투명 전도성

재료로 활용될 수 있고,1) 직접 천이형 반도체 물질로서

상온에서 3.37 eV의 밴드갭 에너지를 가져 자외 및 청색

발광소자로의 응용이 기대 되고 있다.2-4) 

산화아연의 비스무스를 첨가하는 경우 산화아연의 전

도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5) 또한

산화아연에 비스무스를 첨가한 산화비스무스아연은 열전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그러나 비스무스

의 경우 아연과의 원자 크기차이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

상이 산화아연에 첨가되는 경우 상 분리가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7) 

현재까지 연구된 대부분의 산화비스무스아연은 박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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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아닌 벌크이며 산화비스무스아연박막의 성장과 구

조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8) 본 논문

에서는 플라즈마분자선에피탁시(plasma-assisted molecular

beam epitaxy, PAMBE) 방법으로 비스무스 소스의 플럭

스를 달리하여 성장한 BixZn1 − xO 박막의 비스무스 양에

따른 구조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BixZn1 − xO 박막 성장에 사용된 분자선 에피탁시 장비

는 시료도입, 시료준비, 박막성장 챔버로 이루어져 있다.

성장 챔버의 초기진공도는 액체질소 공급 없이 6.7 × 10−10

torr이고, 액체질소 공급 시 2.7 × 10−10 torr이다. BixZn1 − xO

박막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c-면 사파이어 기판에 성장

하였다. 

사파이어 기판의 세척은 우선 아세톤, 메탄올, 증류수

를 이용하여 초음파에서10분간 세척하고 질소가스를 이용

하여 건조시켰다. 이후 황산 :인산 (3 : 1 부피 비) 용액

을 이용하여 160도에서 15분간 화학적 세척을 하였다. 화

학적 세척을 끝낸 기판은 준비 챔버 장착 후 열 적 세

척을 하였다. 열 적 세척은 700도에서 1시간 동안 실시

하였고 이때 준비챔버의 진공도는 6.0 × 10−8 torr 이하로

유지하였다. 열 적 세척을 끝낸 기판은 박막성장을 위

하여 성장 챔버로 이송 후 성장시작 전에 추가로 800

도에서 30분간 열 적 세척을 하였다. 

산화비스무스아연 성장을 위한 소스로 고체아연 방출

셀(effusion cell), 고체비스무스 방출셀, 산소 플라즈마셀

을 사용하였고, 사용된 모든 소스의 순도는 6N이다. 산

화비스무스아연 박막의 성장 시 산소 플라즈마의 파워는

200W, 산소 가스의 유량은1.5 sccm이였고, 아연의 플럭스

는 2.0 Å/s, 비스무스의 플럭스는 0, 0.3, 0.5, 0.8, 1.0,

1.5 Å/s로 하였다. 산화비스무스아연박막 성장 전 우선 산

화아연층을 10분 성장 후 800도에서 15분간 열처리를 하

였다. 그 위에 산화비스무스아연 박막을750도에서 50분간

성장하였다. 성장된 산화비스무스아연 박막의 두께는 대

략 100 ~ 130 nm이다. 

성장 된 시료의 구조 및 결정성은 X-선회절(X-ray dif-

fraction, XRD, RIGAKU-D/Max-RC)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고, 미세구조 특성은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

tron microscope, TEM, JEM-2100F)을 이용하여 평가하였

다. 시료 내 원소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투과전자현미경

에 장착된 에너지분산분광기(energy dispersive spectroscope,

EDS)를 사용하여 주사투과전자현미경(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cscope, STEM)모드에서 원소 맵핑을 하였

다. 성장된 산화비스무스아연 박막의 비스무스 조성은 전

자탐침현미분석(electron probe micro analysis, EPMA)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은 성장된 시료의 전자탐침현미분석 결과로써

박막내 아연과 비스무스의 평균 원소조성비를 보여준다.

Table 1 에서 보듯이 비스무스 소스의 플럭스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 내 평균 비스무스원소의 조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1은 비스무스 소스의 플럭스를 변화시켜 성장시킨

시료의 Θ-2Θ X-선 회절 결과를 보여준다. 비교를 위하

여 비스무스가 첨가되지 않은 산화아연 박막 의 결과도

포함하여 나타내었다. Fig. 1에서 보듯이 모든 시료에서

34.4도와 72.5도 근처에서 산화아연(0002)면과 (0004)면에

해당되는 피크가 관찰되었다. 또한 비스무스 소스의 플러

스가 큰 시료(비스무스소스 플럭스: 0.8, 1.0, 1.5 Å/s) 에

서는 28도 근처에서 추가로 회절피크가 관찰되었다. 이

회절피크는 2Θ 값이 28.064도인 단사정계산화비스무스(α-

Table 1. Average atomic % of Zn and Bi in the samples
grown with different bismuth flux of 0, 0.3, 0.5, 0.8, 1.0,
1.5 Å/s.

Bismuth Flux (Å/s) Zn : Bi (at %)

0 100 : 0
0.3 99.94 : 0.06
0.5 97.63 : 2.37
0.8 95.37 : 4.63
1.0 92.03 : 7.97
1.5  86.83 : 13.17

Fig. 1. Θ-2Θ XRD patterns from the samples grown with different
bismuth flux of 0, 0.3, 0.5, 0.8, 1.0, 1.5 Å/s. (Peak positions marked

by each symbol correspond to; □: monoclinic α-Bi2O3 (012) plane or
tetragonal β-Bi2O3 (201) plane, ■: monoclinic α-Bi2O3 (024) plane or
tetragonal β-Bi2O3 (402) plane, ▽: wurtzite ZnO (0002) plane, ▼:
wurtzite ZnO (0004) plane, ○: Al2O3 (0006)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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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012)면9) 또는 2Θ 값이 27.946도인 정방정계 산화

비스무스(β-상) (201)면10) 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

스무스 소스의 플럭스가 1.0, 1.5 Å/s인 시료에서는 56도

근처에서 추가로 회절피크가 관찰되며 이 회절피크는 2Θ

값이 58.014도인 단사정계 산화비스무스(α-상)의 (024)면

(JCPDS #65-2366) 또는 2Θ 값이 57.754도인 정방정계

산화비스무스(β-상) (402)면 (JCPDS #27-0050)에 해당되

는 것으로 생각되나 X-선 회절의 분해능의 한계로 정확

한 확인은 어렵다. 또한 Fig. 1에서 보듯이 비스무스 소

스의 플럭스가 증가함에 따라 28도 근처에서 관찰되는 산

화비스무스상의 회절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able 1에서 보듯이 비스무스 소스의 플럭스가 0.3, 0.5

Å/s인 시료에서 비스무스의 원소조성비가 0.06, 2.37%로

존재하나 Fig. 1에서 보듯이 산화비스무스상과 관련된 회

절피크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34.4도와 72.5도 근처에서

관찰된 피크는 산화아연에 비스무스가 고용된 우르짜이트

구조 산화비스무스아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스무스 소

스의 플럭스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비스무스 상의 회절피

크가 관찰되므로 비스무스 소스의 플럭스가 작은 경우 비

스무스가 우르짜이트 산화아연의 아연자리에 치환되어 고

용되다가 비스무스 소스 플럭스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비

스무스상으로 석출됨을알 수 있다.

Fig. 2는 비스무스 소스의 플럭스가 0.3 Å/s인 시료의 단

면 투과전자현미경 관찰결과이다. Fig. 2(a)는 명시야상 이

미지이고 Fig. 2(b)는 여기에서 얻은 전자회절패턴이다.

Fig. 2(b)의 회절패턴은 산화아연에 <11-20>정대축에서 얻

어지는 단결정 회절패턴을 보여주며 따라서 비스무스 소

스의 플럭스가 0.3 Å/s인 시료는 단결정 박막으로 성장되

었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비스무스 소스의 플럭스가 0.3 Å/s인 시료의 주

사투과전자현미경 사진과 아연과 비스무스에 대한 에너지

분산분광기 원소맵핑 결과를 보여준다. Fig. 3(a)는 주사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이고 Fig. 3(b)는 여기에서 얻은 아

연의 원소맵핑, Fig. 3(c)는 비스무스의 원소맵핑, Fig.

3(d)는 아연과 비스무스의 원소맵핑 결과를 보여준다. 여

기에서 보듯이 아연원소가 막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비

스무스원소는 존재하는 양이 작아 강도가 매우 약하지만

Fig. 2. (a) Bright field cross-sectional TEM image from the sample
grown with the Bi flux 0.3 Å/s, (b) selected-area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obtained from the film. 

Fig. 3. (a) Bright field STEM image from the sample grown with the Bi flux 0.3 Å/s, (b) EDS elemental mapping for Zn, (c) EDS elemental
mapping for Bi and (d) EDS elemental mapping for both Zn and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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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막 전체에 골고루 분포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스무스가

산화아연에 고용된 우르짜이트 구조 산화비스무스아연 박

막이 성장되었음을 의미한다. 

Fig. 4는 비스무스 소스의 플럭스가 1.5 Å/s인 시료의 단

면 투과전자현미경 관찰결과이다. Fig. 4(a)는 명시야상 이

미지이고 Fig. 4(b)는 여기에서 얻은 전자회절패턴이다.

Fig. 4(b)의 회절패턴은 산화아연에 <11-20>정대축에서 얻

어지는 회절패턴에 추가적인 회절점이 나타났음을 보여준

다. Fig. 4(c)는 Fig. 4(b)의 회절패턴에서 나타나는 추가

회절점 중 점선으로 표시한 원안에 있는 회절점을 선택

하여 얻은 암시야상 이미지를 보여준다. Fig. 4(a)의 명시

야상과 Fig. 4(c)의 암시야상을 비교하여 보면 박막내에 또

다른 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상은 Fig. 1의 X-

선 회절 결과를 고려하면 산화비스무스상 임을 의미한다. 

Fig. 5(a)는 Fig. 4의 시료에서 얻은 고분해능 투과전

자현미경 이미지를 보여준다. Fig. 5(a)에서 보듯이 산화

아연 (0001)면의 면간거리에 해당되는 5.2 Å의 격자이미

지와 다른 면간거리 5.38 Å을 가지는 격자이미지가 관찰

되었다. 이는 단사정계 산화비스무스(α-상)의 (100)면인

5.3785 Å에 해당된다. Fig. 5(b)와 (c)는 Fig. 5(a)에 사각

형으로 표시한 지역(1)과 (2)에서 역푸리에 변환을 통하

여 얻은 회절패턴으로써 각각 산화아연 <11-20>정대축과

단사정계 산화비스무스(α-상) <001>정대축에서 얻어지는

회절패턴이다. 따라서 Fig. 1의 X-선 회절결과에서 나타

나는 28도 부근의 피크는 단사정계 산화비스무스(α-상) 임

을 알 수 있다. 

Fig. 6은 비스무스 소스의 플럭스가 1.5 Å/s인 Fig. 4의

시료에서 얻은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사진과 아연과 비스무

Fig. 4. (a) Bright field TEM image from the sample grown with the
Bi flux 1.5 Å/s, (b) selected-area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from the
film and (c) dark filed TEM image obtained using the diffraction spot
marked by circle in (b).

Fig. 5. (a) High-resolution lattice image from the sample shown in
Fig. 4, (b) diffraction pattern obtained by fast Fourier transform from
the region (1) marked in (a) and (c) diffraction pattern obtained by fast
Fourier transform from the region (2) marked in (a).

Fig. 6. (a) EDS elemental mapping for Zn from the sample shown in
Fig. 4 (grown with the Bi flux 1.5 Å/s), (b) EDS elemental mapping
for Bi, (c) EDS elemental mapping for both Zn and Bi and (d) dark
filed TEM image for the same region to the mapping data, which is
shown in Fig.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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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에너지분산분광기 원소맵핑 결과를 보여준다.

Fig. 6(a)는 Fig. 4(a)에서 얻은 아연의 원소맵핑, Fig. 6(b)

는 비스무스의 원소맵핑, Fig. 6(c)는 아연과 비스무스의

원소맵핑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보듯이 비스무스 원

소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Fig.

6(d)는 Fig. 4(c)의 암시야상 이미지이며 Fig. 6(b)의 비스

무스 원소맵핑 결과의 비스무스가 나타나는 위치와 Fig.

6(d)의 암시야상 이미지가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자선 에피탁시 장비를 이용하여 비스

무스양을 변화시켜 성장한 산화비스무스아연 박막의 비스

무스 양에 따른 구조특성 변화를 연구하였다. 비스무스 양

이 적은 (0~2.37 atomic %) 경우 산화아연과 같은 우르

짜이트 구조를 가지는 산화비스무스아연 박막이 성장되

었으며 비스무스 양이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산화비스무

스 상이 생성됨이 관찰되었다. 생성된 산화비스무스는 단

사정계 산화비스무스(α-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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