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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2 박막의 전기적 성질과 결함과의 관계
강종욱1), 방태환2), 정진3)

The relation of between Electrical properties and Imperfection for
SnO2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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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 스퍼터 방법을 이용하여 산화주석 박막을 증착 하였다. 스퍼터 쳄버의 증착 온도는 300도로 고
정하고 외부에서 산소를 쳄버내로 흘려주어 실리콘(100) 기판위에 산소층을 만들었다. 쳄버내 파워의
세기를 100, 150, 200W 로 변화시켜서 각각의 SnO2박막을 만들었다. 증착된 산화주석 박막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회절장치를 이용하여 산화주석 박막을 분석하였다. X선 회절 결과에서 SnO2박
막은 공급된 파워의 세기가 증가되었을 때 박막의 주성장면인 (110)면, (211)면, (101)면등 모든 성장면
의 세기가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산화주석 박막의 표면 사진에서 공급된 파워의 세기가 증가됨에
따라 산화주석 박막의 형상은 원형 형상을 보였고, 공급된 파워 세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박막 표면의
입자 사이즈 크기도 증가되었다. 공급된 파워의 세기가 증가될 때 SnO2박막의 홀 표면 전하 밀도
는 2.646×1014, 3.071×1014, 1.747×1015 cm-2 으로 증가되어서 공급된 파워의 세기가 박막내의 수송 전
하 밀도에 영향을 주었다. 박막의 증착환경의 변화가 박막내의 표면 형상과 전기적 성질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핵심어 : 산화주석, 박막, 운반자밀도. 입자크기, 결함

Abstract
SnO2 thin film was deposited using Radio Frequency sputtering method. The deposition temperature of
the sputter chamber was fixed at 300 degrees, and oxygen was flowed into the chamber from the outside
to form an oxygen layer on the silicon (100) substrat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the
deposited tin oxide thin film, the SnO2 thin film was analyzed using an X-ray diffractometer. X-ray
diffraction showed (110), (211) and (101) plane increased with increasing supplied power. As the power
supplied was increased, the shape of the thin film showed a circular shape, and the particle size of the
thin film was increased as the power intensity was increased. The hall carrier density increa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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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1014, 3.071×1014, 1.747×1015 cm-2, respectively, as the intensity of supplied power was increased, so
that the intensity of power supplied affected the transport charge density in the thin film. It is confirmed
that the change of the deposition environment of the thin film affected the surface shape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thin film.
Keywords : SnO2, Thin Films, Carrier density, Grain size, Imperfection

1. 서론
SnO2 박막은 충진도가 높고 낮은 전기 비저항을 갖는 투명전극재료로서 전도성이 우수하고 전
기적인 성질이 우수하여 디스플레이용 투명전극, 태양전지, 투명 열 소자, 전기소자 등으로 사용되
고 있다[1-4]. SnO2박막의 제조 방법으로는 열화학 기상 증착법(CVD), 스퍼터 방법, 분사법(Spray)
등으로 제작되고 있다.[5] 그 중 스퍼터를 이용한 제조 방법은 박막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비용
이 비교적 저렴하게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박막 성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박막 제작시 증착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박막의 제조 기판에 공급된 증착 온도, 증착 시간, 외부에서 유입되는 가
스의 양, 스퍼터 챔버 내 의 진공 상태 변화등이 박막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6]. 이러
한 변수들은 박막의 성장과 증착율, 화학적 조성비를 변화 시킬 수 있으며 성장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유입되는 가스양과 쳄버내의 박막을 제조할 때 또 간단하게 실험용으로 박막을 성장할 때
박막제조를 용이하게 조절 할 수 있는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를 이용한다. 박막의 성장시 박막의
초기 생성 조건은 외부에서 제어되는 여러 가지 양, 즉 유입되는 산소 가스양, 쳄버내의 진공상태,
박막증착온도, 증착시간, 공급되는 파워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Jeong등[7]은 CVD를 이
용하여 만든 SnO2박막이 박막의 초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바 있다. 또
한 박막성장시 산소를 먼저 흘려주어 SiO2층을 만들고 그 위에 SnO2박막을 만들었을 때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성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고를 한 바 있다[8]. SnO2박막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
고 스퍼터를 이용하여 Si 금속 기판위에 산소층을 입히고 난 후에 SnO2 박막을 만들어서 SnO2
박막 표면의 전기적인 성질과 SnO2박막과 기판사이의의 결함 사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뤄
지지 않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박막의 표면의 결함과 구조적 성장면 그리고 SnO2박막 표면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성질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RF 스퍼터를 이용하여 Si기판위에 산
소층을 입히고 난 후에 SnO2박막을 성장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Jeong등[9]이 열화학 기상 증착법

(CVD) 방법을 통하여 기체 상태로 유입되는 산소이온이 쳄버내로 유입이 되면 Si 기판과 먼저 결
합하여 SiO 층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SnO2박막이 형성됨을 보고한바 있다. 또한 Lee[10]등이 스퍼
터로 증착한 CdO 물질에서도 Si 금속 기판과 먼저 결합한 산소층이 박막의 광학적 성질과 표면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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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및 결과
2.1 실험 방법
R-F 스퍼터를 사용하여 쳄버내의 온도를 올려주면 쳄버내 플라즈마가 형성이 된다. 이때 스퍼터
쳄버내 장착된 Sn 타겟에서 Sn+이온이 Si 기판위로 떨어지게 되고 동시에 외부에서 고순도

(99.99%)의 산소(O)를 주입시키면 쳄버내에 놓아진 실리콘(110) 기판위에 SnO2박막을 증착이 된다.
이 때 쳄버내의 진공은 박막의 증착변수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쳄버내 진공 상태를 고진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막이 생성되지 않을 때 쳄버내의 초기 진공 상태를   Torr
상태를 유지하여 박막이 안정되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 파워가 공급되어서 쳄버내 플라즈마가
형성이 된 후 쳄버 내 Sn 타겟이 Sn+ 상태로 Si기판위에 떨어지는 양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산
소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쳄버내 진공이   Torr상태가 되도록 유지하였다. 외
부에서 유입되는 산소의 양은 MFC를 이용하여 일정하게 50sccm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쳄버내의
온도는 공급된 열선의 온도를 조정하여 300도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또한 박막의 증착시간은 1
시간으로 고정하였다. 박막의 증착변수는 공급되는 파워의 세기를 100, 150, 200W로 달리 하였다.
공급된 파워가 변화되면 쳄버내의 플라즈마 양이 달라지고 변화된 플라즈마양은 Sn타겟에 영향을
주어 떨어지는 Sn+ 양이 달라질 것이다. 이때

동시에 외부에서 일정하게 산소가스를 공급하면

SnO2 박막의 화학양론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기존 실험 등에서 알려진 바처럼 기체 상태
의 산소가 Si 금속 기판위에 먼저 증착되어 SiO층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SnO2층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져 있는게 사실이다. 본 실험에서는 쳄버내 Si기판 온도가 300도일 때 외부에서 쳄버내
로 50sccm의 산소를 1시간 먼저 흘려주어 SiO층을 만든 후에 공급되는 파워의 세기를 100, 150,

200W로 변화시켜 SnO2 박막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SnO2박막은 박막의 결함등이 생겨서 박막의
전기적 성질이 달라질 것이다. 박막내 구조적인 형태와 입자의 형상, 박막의 전기적인 성질을 알아
보기 위하여 박막의 구조적인 성질은 X선 회절장치를 통하여 성장방향과 성장면의 세기를 알아보
았으며 박막의 입자 형상과 입자의 평균 크기는 전자현미경(SEM) 측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박막표면의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nO2박막을 4극 전극을 입히고 Van de Pauw 방법
을 이용하여 Hall 효과 측정을 하여 산소분위기에서 소결된 후 제조된 SnO2박막의 이동도, 수송
전하밀도를 비교하여 SnO2박막의 전기적인 관계를 알아보았다. 제조된 박막의 조건은 아래 표 1과
같다.

SnO2박막의 구조적 특징은 X선 회절 장치(XRD, Rigaku, Rix 2000, Japan)를 통하여 알아보았고,
SnO2박막의 입자형상과 평균 사이즈등은 표면 전자 현미경(SEM, Hitachi, S-4800, Japan)을 통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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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nO2 박막의 성장조건.
[Table 1] Condition of SnO2 Thin Films.
Sample

Power
[W]

O Flow
[sccm]

Deposition
Temp.[℃]

Deposition
Time[min.]

Pre-oxygen
cond.[hr]

grain
size[nm]

S1

100

50

300

60

1

17.9

S2

150

50

300

60

1

19.9

S3

200

50

300

60

1

22.2

SnO2박막 표면의 전기적 특성은 Hall 효과 측정 장치(HL5500PC, England)를 이용하였다. Hall
효과 측정은 상온에서 4극 탐침을 이용하여 5 kG 자기장 세기에서 Van de Pauw 를 통하여 측정
하였다.

2.2 실험 결과
그림 1은 Si 기판위에 산소를 1시간 흘려주고 난 후 SnO2박막의 증착 온도는 300도, 증착시간은

60분, 유입된 산소의 양은 50 sccm으로 일정하게 한 후 쳄버 내 공급되는 파워세기를 100, 150,
200W로 변화시켜 만든 박막의 XRD 결과이다. 그림 1의 X선 회절패턴에서는 공급된 파워의 세기
가 증가되었을 때 박막의 주성장면인 (110)면, (211)면, (101)면 모두가 성장면의 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일정한 현상을 보였다.

SnO2박막은 초기 성장 조건에 따라서 SnO2박막의 성장 방향이

달라지고 결정면의 세기도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 되었다. 박막의 성장은 쳄
버내의 진공 상태, 유입되는 산소의 양, 쳄버내에 공급되는 파워의 세기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서 박막이 성장 방향과 면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박막 성장에서 쳄버내의 초기
환경은 박막의 구조와 전기적 성질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박막을 생성할 때 이러한
초기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박막 성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애서는 SnO2박막 입자 성장을
안정하게 하기 위하여 Si기판이 장착된 쳄버내의 진공 상태를   Torr 이하가 되도록 하였고 쳄
버내의 증착 온도도 300도로 고정하여 쳄버내 안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비시간

(incubation time)을 주어서 쳄버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외부에서 공급되는 산
소의 양은 MFC를 통하여 조절하여 산소가스가 일정한 양이 공급되도록 하였다. Jeong등[7-10]

SnO2 박막내의 초기형상이나 크기, 전기적인 성질등은 박막이 성장되는 초기조건에서 쳄버내의 온
도, 시간, 쳄버의 진공상태, 유입되는 가스의 양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한바 있다. 따라서 박막이 안정되게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스퍼터내 쳄버의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잇도록 노력해야 안정된 SnO2박막이 형성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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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INTENSITY ( Arb.Units )

400

S1

(200)

SnO2/Si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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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00

S2

600
400
200
0
800

S3

600
400
200
0

20

30

40

50

60

2θ (degree)

[그림 1] S-1, S-2, 그리고 S-3 SnO2 박막의 X-ray 회절 패턴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nO2 thin films of S-1, S-2, and S-3

(a)

(b)

(c)

[그림 2] S-1, S-2, 그리고 S-3 SnO2 박막의 SEM사진
[Figure 2.]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the SnO2 thin films of S-1, S-2, and S-3

그림 2는 S1, S2, S3 박막의 표면사진이다. 박막의 입자 모형이 원형(round)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박막의 형상은 박막초기의 생성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입되는 산소의 양이나 증착되
기 시작 할 때 챔버내의 진공 상태, 플라즈마를 통하여 Sn이온화 상태등이 박막의 초기상태를 결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박막 입자의 성장형태와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Jeong등은 화학기상증착방법(CVD)에 의해서 박막의 입자 성장은 박막 초기의 환경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한 적이 있다[8]. 박막의 형상은 박막의 구조적인 성장 방향뿐만
아니라 박막내의 결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박막의 형상이 거친 형태를 갖거나 입자사이즈가 크
면은 박막내의 표면대 부피의 비가 작아져서 박막의 전기적 성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알
려져 있는 내용이다[11]. 따라서 SnO2 박막 성장시 표면입자의 형상이 각진 상태보다도 원형 상태
를 만들고 입자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박막의 전기적 성질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여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박막의 입자 형상은 변수가 많아서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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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박막을 만드는 장치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 질수가 있다. 따라서 균일한 박막의 형상을 만들려
고 할 때 동일한 기계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실험에 사용되는 기계의 비교적 안정되는 조건을 찾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험하는 제조장치의 특성을 파악하여 안정된 박막을 얻어
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은 S1에서 S3까지 박막의 평균 입자 사이즈 그래프이다. S1, S2그리고 S3박막의 평균 입
자 사이즈가 17.9, 19.9, 22.2 nm으로 증가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급된 파워 세기가 증가됨에
따라 기판에 공급된 에너지가 증가됨에 따라 타겟에서 떨어지는 Sn+이온이 증가되고 유입되는 산
소와 결합하여서 평균 입자 사이즈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공급된 파워의 세기가 쳄버
내의 플라즈마 세기를 증가 할 것이고 플라즈마 세기가 증가되면 쳄버내의 장착된 Sn 타겟에 많
은 충격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공급된 파워의 증가가 쳄버내에서 Sn+ 이온을 증가시켜 SiO층 위
로 SnO2박막의 입자성장이 빠르게 일어 날 것이다. 따라서 공급된 파워의 세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SnO2박막의 입자 크기도 커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박막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서는 공급
된 파워에 변수에 따르는 스퍼터 장치의 플라즈마 양을 조절해야 하지만 플라즈마 양을 조절하는
하나가 공급되는 파워의 세기가 될 것이다.
그림 4는 S1에서 S3까지 박막의 Hall측정을 통한 박막의 이동도와 표면 전하 밀도이다. S1, S2,

S3 박막의 이동도는 10.2, 8.24, 3.39 cm2/V-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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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1, S-2, 그리고 S-3 SnO2 박막의 평균 입자 크기
[Fig. 3] Mean grain size of the SnO2 thin films of S-1, S-2, and S-3 groups

박막의 이동도가 공급된 파워가 증가됨에 따라서 일정하게 감소됨을 보여서 박막에 공급되는
파워의 세기가 박막내의 이동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공급된 파워의 세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박막내의 결함이 변화가 되어서 박막내의 이온들의 이동상태가 변화 되는 걸로 사료된다.

SnO2 박막의 인가된 전압 대 박막 표면 이동도 변화는 SnO2 박막내의 결함으로 인한 결과이다.
박막의 결함은 증착 초기환경과 증착 시간, 유입되는 산소등이 원인이다. 제조된 SnO2 박막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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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성질은 Si 금속기판과 SnO2층 사이의 계면의 결함이 가장 큰 원인 이다. SnO2 박막을 전자
주사현미경이나 투과전자 현미경을 통하여 보고 XPS를 통하여 SnO2박막을 식각하여 원소분석을
해보면 박막내의 화학 양론을 만족하지 않은 많은 부분이 기판과 SnO2 박막과 Si금속기판사이의
계면(interface)에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박막의 표면이 차지하는 면적은 박막의 계면과 비교하여
보면 표면 면적이 계면 면적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전체적인 SnO2박막의 결함은 표면의 결함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SnO2박막의 이동도는 박막 단면의 두께와 SnO2박막의 단면 결함 정도, 그리
고 표면의 결함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공급된 파워의 세기가 증가되면 박막의 성장면의 세기가 줄어 들었다 다시 증가되는 형상
이었다. 박막의 구조적인 성질과 비교해보면 SnO2박막의 이동도가 박막의 성장면의 세기하고는 직
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오히려 박막의 결함과의 관계일 것이다. 그림 4의 두 번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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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는 S1, S2, S3 박막의 표면 전하 밀도가 2.646×10 , 3.071×10 , 1.747×10

-2

cm 으로 일정

히게 증가 되었다. 박막의 증착 파워증가가 박막 수송 전하밀도하고는 선형적으로 비례 하지는 않
았지만 증가되어서 공급된 파워의 세기와 박막의 전기적인 성질이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되는 파워의 세기 변화는 SnO2 성장방향과 성장면의 세기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박막의 입자
의 형상과 입자의 크기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이고 박막내의 전기적인 성질인 박막표면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이동도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박막내의 이동도는 박막 내 초기 생성조건에
라서 박막의 입자의 크기, 형상, 성장면의 변화 등의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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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1, S-2, 그리고 S-3 SnO2 박막의 홀 계수
[Fig. 4] Hall coefficient of the SnO2 thin films of S-1, S-2, and S-3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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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SnO2 박막의 성장면은 (110)면, (211)면, (101)면으로 성장이 되었고

SnO2 박막의 공급된 파워의

세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평균입자 사이즈는 증가하였다. SnO2 박막의 Hall효과 측정에서 공급된
파워의 세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박막의 표면 전하밀도가 선형적으로 증가되었고 박막의 이동도가
일정하게 감소되어서 공급된 파워의 세기가 표면 전하밀도와 이동도에 영향을 미쳐서 박막의 결
함과 전기적 성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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