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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llium oxide (Ga2O3) powders were synthesized using a precipitation method and a polymerized complex method. TG-DSC, SEM,
and XRD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hase and morphology of the Ga2O3. In situ high-temperature XRD analysis revealed the
crystal structure of Ga2O3 at different temperatures. The Ga2O3 obtained using the precipitation method and polymerized complex
method were generally spherical-shaped particles and their average particle size was approximately 80 nm and 1 μm, respectively.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Ga2O3 prepared by the precipitation method was changed from rhombohedral to monoclinic at 700℃, while
monoclinic Ga2O3 was obtained directly from the precursor by the polymerized complex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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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hin film transistor(TFT)는 사용되는 활성화층의 종류에

따라 크게 비정질 실리콘(amorphous silicon), 결정질 실리

콘(polycrystalline silicon), 유기물, 산화물 TFT로 나뉘게

된다. 기존에는 주로 비정질 실리콘 반도체를 주로 사용

하여 왔으나, 1 cm/V·s 이하의 낮은 전하이동도로 인하여

점점 대면적화 되어가는 디스플레이에 적합하지 못한 단

점을 가지고 있어 결정질 실리콘 반도체를 적용한 TFT가

개발되었다. 이는 비정질 실리콘에 에너지를 가하여 결정

질 실리콘으로 전이시킨 반도체이며, 약 100 cm/V·s의 매

우 빠른 전하이동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조공정이

복잡하며, 대형 기판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휴대폰, 태블

릿 PC 등과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에만 사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 유기물을 이용한 반도체의 경우 5 cm/V·s의 전하

이동도를 가지고 있으나, 복잡한 제조공정과 TFT로 제작

하였을 경우 아직까지는 재현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1,2)

이에 비해 InGaZnO(IGZO) 산화물 반도체의 경우 약

10 cm/V·s의 전하이동도를 가져 비정질 실리콘에 비해 약

10배 이상 빠르며, 타겟으로 제조하면 스퍼터 공정에 적

용이 가능하여 대면적화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3,4)

이러한 IGZO 산화물 반도체용 타겟을 제조하기 위한

출발물질로는 In2O3, ZnO, Ga2O3가 사용되고 있는데,

In2O3와 ZnO의 경우 현재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분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Ga2O3의 경우 나노 분말을 합성하는 공

정이 확립되지 않아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분말을 사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출발물질의 입도 차이로

인하여 타겟으로 제조 시 성분의 불균일성이 나타나게 된

다.
5)

 또한 Ga2O3 분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비표면적

이 증가하고 녹는점이 낮아져 소결성이 개선되고 소결 후

밀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 IGZO 산화물 반도체용 타

겟 제조를 위해 Ga2O3 미세분말 제조공정 확립은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GZO 타겟용 Ga2O3 미세분말 제조공정

확립을 위해 침전법과 착체중합법을 이용하여 Ga2O3 분말

을 제조하고 합성방법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였다. 침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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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정이 간단하여 대량생산에 적합한 장점이 있으며,
6,7)

착체중합법은 비교적 저온 합성이 가능하여 균일한 크기

의 입자를 얻을 수 있고, 고분자 수지 내에서 금속 이온

이 산화되며 합성이 일어나 분말의 크기나 형상의 제어

가 용이하다.
8-12)

 침전법과 착체중합법으로 합성된 Ga2O3

입자의 상전이 온도, 형상 및 크기 등의 특성 차이를 비

교하였고, 전구체에서 Ga2O3 분말이 얻어지기까지 온도

별 결정구조를 In situ high-temperature X-ray diffraction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침전법을 이용한 Ga2O3 분말의 합성

본 실험에서는 Ga 금속을 질산(HNO3, Deajung, 1M)에

녹인 1 mol의 Ga(NO3)3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침전제로

수산화암모늄(NH4OH, Deajung, 28%)을 사용하였다. 질산

525 ml에 Ga 금속 69.7 g을 넣고 80
o
C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Ga 금속을 용해시킨 후 1000 ml가 되도록 증류

수를 투입하여 1 mol의 Ga(NO3)3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후 Ga(NO3)3 용액에 증류수를 추가 투입하여 0.2 mol의

Ga(NO3)3 용액을 제조하였으며, NH4OH를 투입하여 pH

8에서 침전을 진행하였다. 침전을 시킨 후 결정상의 안정

화를 위해 시효를 진행하였으며, 시효 조건은 25
o
C에서 2

시간 진행하였다. 시효가 끝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하였으며, 100
o
C에서 24시간 건조하여 Ga(OH)3

분말을 얻었다. 얻어진 Ga(OH)3 분말을 Thermogravimetry -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TG-DSC, Shimadzu, DTG-

60H)를 이용하여 Ga2O3의 결정화 온도 및 상전이 온도를

분석하였으며, Ga(OH)3 분말을 800
o
C에서 3 시간 유지하여

Ga2O3 분말을 제조하였다. Fig. 1에 본 실험의 침전법 공정

도를 나타내었다. 합성된 Ga2O3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

해 X-ray diffractometer (XRD, Rigaku, D/2500VL/PC)를 이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입자의 크기와 형상을 확인

하기 위해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eol, JSM-6390) 분석을 행하였다.

2.2. 착체중합법을 이용한 Ga2O3 분말의 합성

본 실험에서는 착체중합법의 Ga 원료로 질산에 Ga 금

속을 1 mol 용액으로 용해시킨 Ga(NO3)3를 사용하였으며,

chelating agent로 citric acid(CA, C6H8O7, Daejung, 99.5%)

를 사용하였고, 용매로 ethylene glycol(EG, C2H6O2,

Samchun chemicals, 99.5%)을 사용하였다. 용매인 ethylene

glycol에 citric acid를 각각 5 : 1의 mol 비율로 섞어서

heating mantle을 이용하여 120
o
C에서 10분간 교반시켜 주

었다. Citric acid의 용해가 끝난 후 1 mol 용액의 Ga(NO3)3

를 첨가하여 용해시켰고, 이 때 Ga(NO3)3의 양은 0.006 mol

만큼 첨가하였다. 그 후 heating mantle의 온도를 300
o
C로

유지하여 전구체를 제조하였다. 얻어진 전구체를 TG-DSC

를 이용하여 Ga2O3의 결정화 온도 및 전구체의 유기물

분해온도를 분석하였으며, 전구체를 700
o
C의 온도에서 열

처리하여 Ga2O3 분말을 제조하였다. Fig. 2에 본 실험의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of Ga2O3 powder synthesis

by precipitation method.

Fig. 2. Experimental procedure of Ga2O3 powder synthesis by

polymerized complex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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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체중합법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합성된 Ga2O3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XRD를 이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입자의 크기와 형상을 확인

하기 위해 FE-SEM 분석을 행하였다.

2.3. 침전법과 착체중합법으로 합성한 Ga2O3 분말의 온도

에 따른 결정구조 분석

침전법의 경우 0.2 mol의 Ga(NO3)3 용액을 이용하여 침

전시킨 다음 25
o
C의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시효하여 얻은

Ga(OH)3 분말을 In situ high-temperature X-ray diffracto-

meter (HT-XRD)를 이용한 결정구조 분석을 위한 시료로

준비를 하였으며, 착체중합법의 경우 0.006 mol의 Ga(NO3)3

용액을 첨가하여 고분자화 반응을 시킨 후 400
o
C의 온도

에서 24 시간 유지하여 유기물을 휘발 시킨 후 얻어진 전

구체를 HT-XRD 측정을 위한 시료로 준비하였다. 각 시

료를 5
o
C/min의 속도로 승온 하였으며, 측정 온도에 도달

하면 온도 안정화를 위한 3분의 유지시간을 주었으며 측

정 온도는 100
o
C 마다 측정하여 1000

o
C 까지 측정을 하

였다. 스캔 속도는 5
o
/min였으며 10 ~ 70

o
의 범위를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침전법을 이용하여 합성한 Ga2O3 분말의 특성

침전법을 이용하여 Ga2O3 분말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얻

어진 Ga(OH)3 분말을 TG-DSC를 통하여 Ga2O3의 결정화

및 상전이 온도를 분석한 결과를 Fig. 3(a)에 나타내었다.

TGA 결과에서 보이듯이 약 14%의 중량감소가 일어났으

며 이는 대부분 400
o
C 이하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DSC 결과에서 300 ~ 400
o
C의 온도구간

에서 흡열반응이 관찰되었으며, 742
o
C에서 발열반응이 관

찰되었다. 이 결과에서 Ga(OH)3가 Ga2O3로 산화되는 온

도는 300 ~ 400
o
C의 온도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rhombohedral상의 Ga2O3에서 monoclinic상의 Ga2O3로 상

전이가 일어나는 온도는 742
o
C 부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13,14)

합성된 Ga2O3 분말의 결정구조를 XRD로 분석한 결과

를 Fig. 3(b)에 나타내었다. 결정상을 분석한 결과 mono-

clinic상의 Ga2O3가 합성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다른 결

정상은 관찰할 수 없었다. Fig. 3(c)는 합성된 Ga2O3 분말

의 미세구조를 SEM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SEM 분

Fig. 3. (a) TG-DSCresult of Ga(OH)3 powder and (b) XRD pattern, (c) SEM image, (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Ga2O3 powder

synthesized by precipit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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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 타원형의 Ga2O3 입자가 관찰되었으며 Fig. 3(d)

는 SEM 사진을 통하여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 분포

를 나타낸 것으로 합성된 Ga2O3 분말의 입자 분포는 0.8 ~

1.4 µm의 분포를 보였으며, 입자의 평균 크기는 0.94 µm

로 측정되었다.

3.2. 착체중합법을 이용하여 합성한 Ga2O3 분말의 특성

착체중합법으로 Ga2O3 분말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생성

된 전구체를 TG-DSC를 이용하여 결정화 온도를 분석한

결과를 Fig. 4(a)에 나타내었다. TGA 결과에서 보이듯이

약 81%의 중량감소가 일어났으며 이는 대부분 500
o
C 이

전의 온도에서 관찰되었다. DSC 결과에서 보이듯이 약

400 ~ 500
o
C의 온도구간에서 발열반응이 관찰되는데 이는

전구체의 발열반응에 의해 유기물이 연소되는 온도구간

으로 사료된다.
12)

 또한 Fig. 3(a)의 침전법을 이용하여

Ga2O3 분말을 합성하는 과정과는 다르게 결정화에 따른

흡·발열이 추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착체중

합법을 이용한 Ga2O3 분말 합성 과정에서는 전구체에서

유기물이 연소되는 동시에 결정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합성된 Ga2O3 분말을 XRD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Fig. 4(b)

에 나타내었다. 결정상 분석 결과 monoclinic상의 Ga2O3

가 합성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전체적인 피크가 broad

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합성한 Ga2O3 분말의 미세구

조를 SEM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Fig. 4(c)에 나타

내었다. 전체적으로 구형의 입자를 가지고 있었다. SEM

사진을 통하여 측정된 Ga2O3 분말의 입자 크기 및 그 분

포를 Fig. 4(d)에 나타내었다. 입자 크기는 40 ~ 120 nm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크기는 78.3 nm로 측정되었다.

3.3. 침전법과 착체중합법으로 합성한 Ga2O3 분말의 결정

구조 분석

침전법을 이용하여 Ga2O3 분말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얻

어진 Ga(OH)3 분말을 HT-XRD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는 Fig. 5(a)와 같다. 상온에서 300
o
C의 구간에서는 Ga

(OH)3의 결정상을 보이고 있으며, 400
o
C의 온도에서는

Ga(OH)3 결정상과 rhombohedral상의 Ga2O3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Pseudo-Voigt function을 이용하여 그

비율을 계산한 결과 24%의 Ga(OH)3와 76%의 rhombo-

hedral상의 Ga2O3로 확인되었다. 500와 600
o
C의 온도에서

Fig. 4. (a) TG-DSC result of Ga2O3precursor and (b) XRD pattern, (c) SEM image, and (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Ga2O3

powder synthesized by polymerized complex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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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hombohedral상의 Ga2O3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700
o
C의 온도에서는 rhombohedral상의 Ga2O3와 mono-

clinic상의 Ga2O3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비율

은 40.3%의 rhombohedral상의 Ga2O3와 59.7%의 mono-

clinic상의 Ga2O3로 확인되었다. 이후 800~1000
o
C의 온도

에서는 monoclinic상의 Ga2O3 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Fig. 5(b)에 착체중합법을 이용하여 Ga2O3 분말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전구체를 HT-XRD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600
o
C의 온도 구간

에서는 비결정질의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700
o
C의 온도에

서 monoclinic상의 Ga2O3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후 온도가 증가할수록 monoclinic상의 Ga2O3에 해당하는

피크가 점점 강해지고 sharp해져 Ga2O3의 결정성이 좋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검출된 Al2O3에 해

당하는 피크는 XRD holder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되

었다. 

두 합성법간의 결정성장을 비교하여 보면 침전법의 경

우 Ga(OH)3 분말이 rhombohedral상의 Ga2O3 분말로 산화

되고, rhombohedral상의 Ga2O3 분말이 monoclinic상의

Ga2O3 분말로 상전이가 일어나 안정된 monoclinic상의

Ga2O3 분말이 합성되는 반면, 착체중합법의 경우 전구체

가 산화되는 과정에서 rhombohedral상을 거치지 않고

monoclinic상의 Ga2O3 분말로 바로 결정화가 일어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침전법으로 합성된 Ga2O3 분말의

경우 약 1 µm의 크기를 가지는 반면 착체중합법으로 합

성된 Ga2O3 분말의 경우 약 80 nm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게 되어 적은 열에

너지만으로도 monoclinic상의 Ga2O3 분말이 합성될 수 있

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침전법과 착체중합법을 이용하여 Ga 금

속으로부터 Ga2O3 분말을 합성하였으며, TG-DSC, XRD,

SEM을 통하여 침전법과 착체중합법으로 합성한 Ga2O3

분말의 결정화온도, 유기물이 연소하는 온도구간, 결정상,

미세구조 및 입자 크기의 분포를 확인하였다.또한 HT-

XRD를 이용하여 전구체의 온도 별 상변화를 관찰하였다.

침전법으로 합성한 Ga(OH)3 분말의 경우 400
o
C의 온도에

서 Ga(OH)3가 rhombohedral상의 Ga2O3로 산화되었으며,

700
o
C의 온도에서 rhombohedral상의 Ga2O3가 monoclinic

상의 Ga2O3로 상전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착체중합법

으로 합성한 전구체의 경우 700
o
C에서 monoclinic상의

Ga2O3가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피크

가 커지고 sharp해져 결정성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 HT-XRD results of Ga2O3 powder synthesized by (a) precipitation method and (b) polymerized complex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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