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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b-doped SnO2(ATO) thin films were prepared using electrospinning. To investigate the optimum properties of the

electrospun ATO thin films, the deposition numbers of the ATO nanofibers(NFs) were controlled to levels of 1, 2, 4, and 6.

Together with the different levels of deposition number, the structural, chemical, morphological,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nanofibers were investigated. As the deposition number of the ATO NFs increased, the thickness of the ATO thin films

increased and the film surfaces were gradually densified, which affected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ATO thin films. 6 levels

of the ATO thin film exhibited superior electrical properties due to the improved carrier concentration and Hall mobility resulting

from the increased thickness and surface densification. Also, the thickness of the samples had an effect on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ATO thin films. The ATO thin films with 6 deposited levels displayed the lowest transmittance and highest haze.

Therefore, the figure of merit(FOM) considering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showed the best value for ATO thin films

with 4 deposited levels.

Key words Sb-doped SnO2, electrospinning, transparent conductive films, surface densification,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1. 서  론

낮은 저항(ρ ≤ 10−3Ω·cm)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높은 광

학적 투과도(> 80 %)를 만족하는 투명 전도막(transparent

conductive films)은 최근 적외선 반사체(IR reflectors),

평면판 표시 장치(flat panel displays), 태양전지(solar

cells) 등에 전극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2,3) 지금까지

보고된 투명전도막 물질은 대부분 n-type 반도체들(e.g.,

Cd-, In-, Sn-, Zn-, and Ga 기반의 산화물)이며, 이들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 빈자리나 침입 금속 원자, 도펀

트 등과 같은 결함들은 반도체의 전도대에 전자를 제공

하여 전하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4) 이러한 투명전도막

물질 중에서 Sb-doped SnO2(ATO)는 값비싼 Sn-doped

In2O3(ITO)의 유망한 대체 물질 중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ATO는 우수한 전기적 및 광학적 특

성 뿐만 아니라 높은 기계적 강도와 환경 안정성을 보

유하고 있다.5) 현재까지 고진공 조건 하에서 많은 증착

법들이 ATO 박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로는 화학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펄스 레이저 증착법(pulse laser deposition, P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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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터링법(sputtering) 등이 있다.6,7,8) 하지만, 최근에는

간단한 공정 및 낮은 제조 비용 등의 장점으로 인한 용

액 기반의 증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

히 용액 기반의 증착법에는 스핀 코팅(spin coating), 잉

크젯 프린팅(ink-jet printing), 딥 코팅(dip coating)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들은 ATO 박막 제조에 활용되고 있

다. 예를 들어, Woo 등은 스핀 코팅을 이용하여 ATO

박막을 제조하였다. ATO 박막에 특성을 주는 인자로 열

처리 온도와 Sb의 양을 고려하여 ATO 박막을 제조하

였으며 550 oC의 열처리 온도와 5 mol %의 Sb량에서 가

장 우수한 전기적 특성(ρ = ~8.0 × 10−3Ω·cm)과 가시광

선 영역에서 높은 투과도(85 %)을 보였다.9) 또한, Lim

등은 잉크젯 프린팅을 이용하여 ATO 박막을 제조하였

고, 증착된 ATO 박막을 RTA(rapid thermal annealing)

을 이용하여 열처리하였다. ATO 박막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저항 특성이 점차 감소하여 700 oC의

열처리 온도에서 1.7 × 103Ω/square의 면저항과 83 %의

투과도 특성을 보였다.10) 한편, Zhang 등은 ATO 박막

을 제조하기 위하여 딥 코팅을 이용하였고 Sb량과 열처

리 온도를 조절하였다. ATO 박막은 Sb량 및 열처리 온

도가 증가할수록 표면 거칠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따라서 500 oC에서 열처리된 ATO 박막은 Sb량이

10 mol%일 때 면저항 85 Ω/square와 투과도 85 %으로

우수한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을 보였다.11) 이러한 다양

한 용액 기반 증착법 중에서도, 전기방사법(electrospinning)

은 전기장을 이용하여 연속상의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합

성법으로 비교적 장비의 구성이 간단하고 저렴하며 나

노섬유의 형상을 쉽게 제어할 수 있음으로 산업적 응용

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2)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들

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보고된 전기방사법을 이용한 연

구는 단순히 ATO 나노섬유의 제조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3) 특히,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ATO 나노

섬유를 기판에 직접 증착시켜 ATO 박막을 제조하고 그

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보고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기판에

직접 증착된 ATO 박막을 제조하였고, ATO 박막의 특

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ATO 나노섬유의 증착 횟수를

조절하였다. ATO 박막과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ATO 나

노섬유의 구조적, 화학적 및 형태적 분석이 수행되었고,

증착 횟수에 따른 ATO 박막의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

을 규명하였다.

2. 실험 방법

ATO 박막은 20 × 20 mm 유리 기판(Corning Eagle XG)

위에 직접 전기방사하여 제조되었다. 유리 기판은 acetone,

ethanol 및 de-ionized(DI) water를 이용하여 각 15분 동

안 초음파 세척을 통해 준비되었다. 전기방사에 앞서,

ATO 나노섬유의 원활한 증착을 위해서 ATO sol 용액

을 유리기판 위에 스핀코팅하여 전기전도도를 부여하였

다. 이는 전기장을 이용해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전기방

사법에 절연체인 유리기판을 collector로 사용하기 위해

서 필요한 과정이다. 이 때, ATO sol 용액은 2-pro-

panol((CH3)2CHOH, Aldrich) 내에 tin(IV) chloride di-

hydrate(SnCl2·2H2O, Aldrich)와 antimony(III) chloride

(SbCl3, Aldrich)를 10:1의 몰비율로 용해시켜 합성한 후

스핀코팅을 통해 유리기판 위에 코팅되었다. 이렇게 ATO

sol 용액이 코팅된 유리 기판은 전기로를 이용하여 650
oC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되었다. 다음으로, ATO 나노

섬유의 전기방사를 위한 용액을 제조하였다. 용액은 DMF

(N, N-Dimethylformamide, Aldrich) 내에 tin(IV) chloride

dihydrate와 antimony(III) chloride를 먼저 용해시킨 후
polyvinylpyrrolidone(PVP, Mw= 1,300,000 g/mol, Aldrich)

를 첨가시켜 제조되었다. 균일하게 분산된 이 용액을 23-

gauge needle이 장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실린지 내에 옮

긴 후 feeding rate 0.03 mL/h 및 전압 11 kV 조건 하

에서 ATO 나노섬유를 전기방사 하였다. 이 때, needle

tip과 ATO sol 용액이 코팅되어 있는 유리기판과의 거

리는 10 cm로 유지되었다. ATO 나노섬유의 증착 시간

은 1회에 10분으로 고정하였고, 증착 횟수에 따른 ATO

박막의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기

방사의 증착 횟수를 1, 2, 4 및 6번으로 제어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ATO 박막은 sample A, sample B,

sample C 및 sample D로 언급될 것이다. 각 sample들

은 ATO 나노섬유가 전기방사된 후 최종적으로 650 oC

에서 5시간 열처리하여 완성되었다.

전기방사된 ATO 박막의 결정구조 및 화학적 결합상

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XRD, RigakuRint 2500)과 X-선 광전자 분

광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ESCALAB

250 equipped with an Al Kα X-ray source)을 이용하

였다. 또한, ATO 박막과 그들을 구성하는 ATO 나노섬

유의 형태 및 구조 분석은 각각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Hitachi

S-4700)과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

copy, TEM, Tecnai G2, KBSI Gwangju Center)을 이

용하여 수행되었다. ATO 박막의 전기적 특성은 홀 효

과 측정시스템(Ecopia, HMS-3000)을 이용하여 측정되었

으며, 광학적 특성은 자외선-가시선 흡광광도법(Perkinelmer,

Lambda 35)과 haze meter(Murakami Color Research

Laboratory, HM-150)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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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1(a)은 전기방사법으로 제조된 ATO 박막의 XRD

diffraction pattern을 보여주고 있다. 각 sample들의 주된

회절 peaks는 26.61o, 33.90o, 37.98o 및 51.82o에서 관

찰되었으며, 이는 순수한 SnO2의 tetragonalrutile 구조의

(110), (101), (200) 및 (211) planes과 잘 일치한다. (space

group P42/mnm[136], JCPDS card No.77-0447). 특히,

각 sample들의 회절 peaks가 약간 오른쪽으로 shift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Sn4+의 이온반경(0.69

Å)보다 작은 이온반경(0.62 Å)을 갖는 Sb5+이 SnO2 격

자 내로 치환되는 doping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으

며, 이러한 결과는 브래그 법칙(nλ = 2d sinθ)으로 설명할

수 있다.14) 또한, ATO 나노섬유의 증착 횟수가 증가할

수록 각각의 방향성을 가진 peaks의 intensity가 증가하

는데 이는 증착횟수가 증가할수록 ATO 박막의 두께 증

가에 의하여 결정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

한 결정성 향상은 ATO 박막의 전기적 특성을 결정짓는

인자 중에 하나이다.15) 한편, XPS을 이용하여 ATO 박

막을 구성하는 원소의 화학적 산화 상태를 분석하였다.

Fig. 1(b)와 (c)는 sample C의 Sn 3d와 Sb 3d의 pho-

toelectron에 대한 core level spectrum을 나타내며, 이

spectrum에서 보이는 모든 peak들은 C 1s의 284.5 eV를

기준으로 보정되었다. Fig. 1(b)에서 볼 수 있듯이 Sn

3d5/2와 Sn3d3/2의 주요 peak은 각각 486.7eV와 495.1eV

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는 ATO 내에 Sn의 화학적 상태

가 Sn4+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16) 또한, Fig. 1(c)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Sb 3d5/2와 Sb 3d3/2의 주요 peak은 각

각 530.7 eV와 540.0 eV에서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ATO 내에 Sb의 화학적 상태가 Sb5+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17) 즉, XPS 결과는 ATO 박막이 SnO2와 Sb2O5

phas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방사된 ATO 박막이 성

공적으로 제조되었음을 나타낸다.

Fig. 2(a-e)는 FESEM을 통해 측정한 ATO 박막의 표

Fig. 1. (a) XRD diffraction patterns obtained from sample A-D and XPS spectra of (b) the Sn 3d and (c) Sb 3d core levels for sample C.

Fig. 2. FESEM images obtained from (a) ATO sol, (b) sample A, (c) sample B, (d) sample C, and (e) sample D.



180 안하림·구본율·안효진·이태근

면 이미지를 보여준다. 먼저, Fig. 2(a)는 ATO 나노섬유

의 증착에 앞서 유리 기판에 스핀코팅된 ATO sol 표면

이미지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코팅된 표면 상태를 보

여준다. 이는 유리기판에 전기전도도를 부여하여 전기방

사법을 이용한 ATO 나노섬유의 증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실제로 Lu 등이 보고한 연구에

서 도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ZnO를 증착하기 위해 유

리 기판위에 AZO를 우선적으로 증착하여 활용하였다.18)

따라서, Fig. 3(b-d)에서 볼 수 있듯이 약 44.8-71.5 nm

의 직경을 갖는 ATO 나노섬유가 성공적으로 증착되었

으며, 전기방사의 증착 횟수가 증가할수록 ATO 나노섬

유의 밀도가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ATO 나노섬유의 밀

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sample C에서 ATO 나노섬유들

이 서로 결합하여 연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

하며, 이 때 ATO 나노섬유 사이에는 넓은 빈 공간(hole)

들이 생성되는데(Fig. 3(d)), 이러한 빈 공간들은 ATO 나

노섬유의 증착 횟수가 더 증가할수록 점차 채워져 결과

적으로 표면이 치밀화되어 ATO 나노섬유가 박막형태로

증착이 이루어지게 된다(Fig. 3(e)). 이렇게 치밀화된 박

막형태는 ATO 박막의 이동도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

로 ATO 박막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킬 것이다.15,19)

ATO 박막을 구성하고 있는 ATO 나노섬유의 형태 및

구조를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TEM 분석을 수행하

였다. Fig. 3(a)와 (b)는 sample C를 구성하고 있는 ATO

나노섬유의 저배율 및 고배율 TEM 이미지를 보여준

다. Fig. 3(a)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배율 TEM 데이터

의 경우 전기방사법으로 제조된 ATO 나노섬유가 연속

적인 1차원 나노섬유구조를 적절히 형성하고 있으며 직

경은 약 68.1 nm로 SEM 결과와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

준다. 또한, Fig. 3(b)의 고배율 TEM 데이터의 경우

ATO 나노섬유는 약 11.4-22.6 nm의 다결정 나노입자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SEM과 TEM 결

과를 통해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증착된 나노섬유가 성

공적으로 ATO 박막으로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a)와 Table 1은 전기방사법으로 제조된 ATO 박

막들(샘플 A-D)의 캐리어 농도(carrier concentration), 홀

이동도(hall mobility), 비저항(resistivity) 및 면저항(sheet

resistance)을 포함한 전기적 특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박막의 전기적 특성은 그들의 crystallinity, morphology,

roughness, stress, composition 및 interface 등의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15) 홀 효과 측정시스템으로 전기적 특성

을 측정한 결과, 캐리어 농도의 경우 sample A가 2.36 ×

1020cm−3, sample B가 2.75 × 1020cm−3, sample C가 2.87

× 1020 cm−3 및 sample D가 2.92 × 1020 cm−3로 증착 횟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동도의 경우

또한 sample A가 0.82 cm2V−1s−1, sample B가 1.30 cm2

Fig. 4. (a) Electrical properties, (b) optical transmission spectra,

and (c) Figure of Merit of the samples depending on the deposition

number of ATO NFs using electrospinning.

Fig. 3. (a) Low-resolution TEM and (b) high-resolution TEM

images obtained from sampl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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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s−1, sample C가 2.32 cm2V−1s−1, sample D가 2.65

cm2V−1s−1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듯, ATO

나노섬유의 증착 횟수 증가에 따른 두 가지 인자의 향

상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ATO 나노섬유

의 증착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증착된 ATO 나노섬유의

밀도가 적어 제조된 ATO 박막의 두께가 얇고 표면이 불

균일하다. 이에 따라 ATO 박막의 결정성이 낮고 표면

에 다량의 scattering site가 존재하게 되어 낮은 캐리어

농도와 이동도를 나타낸다. 반면, 증착 횟수가 증가하면

서 점차 ATO 나노섬유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어 ATO

박막 두께의 증가와 표면의 치밀화에 의해 캐리어 농도

와 이동도가 각각 향상된다.15,19) 또한, 이동도의 절대치

가 낮은데, 이는 ATO 나노섬유의 직경과 이를 구성하

는 ATO 나노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20) 이러한 캐리어 농도 및 이동도를 이용하여 ATO

박막의 비저항을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ρ = 1/(Neμ)

여기에서 ρ는 비저항, N은 캐리어의 농도, μ은 이동

도, e는 전자의 전하량(e = 1.602 × 10−19)을 나타낸다.4)

즉, 비저항은 캐리어의 농도와 이동도의 곱에 반비례한

다. 따라서, 계산된 ATO 박막의 비저항은 sample A의

경우 3.20 × 10−2Ω·cm, sample B의 경우 1.73 × 10−2

Ω·cm, sample C의 경우 9.31 × 10−3Ω·cm, sample D

의 경우 8.07 × 10−3Ω·cm 이며, 이를 이용한 면저항은

sample A의 경우 2,135 Ω/square, sample B의 경우 866

Ω/square, sample C의 경우 310 Ω/square, sample D의

경우 201 Ω/square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sample D가

다른 sample들에 비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보이며, 이

는 sample D의 증가된 두께 및 치밀화 특성에 따른 캐

리어 농도와 이동도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 4(b)와 Table 2는 투과도 및 haze를 포함한 ATO

박막의 광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가시광선 영역인 파장

이 550 nm일 때 sample들의 투과도는 sample A가 89.5

%, sample B가 88.7 %, sample C가 84.7 %, sample D

가 77.1 %로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TCO막의 투과도는

박막의 두께가 높을수록 투과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ATO 박막은 ATO 나노

섬유의 증착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박막의 두께가 증가

하며, 이에 따라 투과도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또한,

ATO 박막의 흐림 정도를 보여주는 haze 특성은 전체 투

과도(total transmittance, Ttotal)와 확산 투과도(diffused

transmittance, Tdiff)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

어 진다.22)

Haze(%) = (Tdiff/Ttotal) × 100

각 sample들의 평균 haze 값은 sample A가 3.6 %,

sample B가 3.7 %, sample C가 10.2 %, sample D가

18.8 %로 박막의 투과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ATO 박막의 광학적 특성은 박막 두

께에 영향을 받으며, 박막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

도가 감소하고 haze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c)는 전기적 특성과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ATO 박

막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인 FOM(Figure of

Merit)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23)

FOM = T10/Rs

여기에서 T는 광학적 투과도, Rs는 ATO 박막의 면저

항을 나타낸다. FOM 값은 sample A가 1.54 × 10−4Ω−1,

sample B가 3.49 × 10−4Ω−1, sample C가 6.18 × 10−4Ω−1,

sample D가 3.71 × 10−4Ω−1로 계산되었으며, 이로써 sam-

ple C가 가장 우수한 FOM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sample C가 우수한 전기적 특성과 광학적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양한 opto-

electronic devices에 응용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전기방사법은 간단한 공정 뿐 아니라 저가의 ATO 박

Table 1. List of electrical properties containing carrier concentration, Hall mobility, resistivity, and sheet resistance.

Samples Carrier concentration (cm
−3

) Hall mobility (cm
2
V

−1
s
−1

) Resistivity (Ω·cm) Sheet resistance (Ω/square)

sample A 2.36 × 10
20

0.82 3.20 × 10
−2

2,135

sample B 2.75 × 1020 1.30 1.73 × 10−2 866

sample C 2.87 × 10
20

2.32 9.31 × 10
−3

310

sample D 2.92 × 10
20

2.65 8.07 × 10
−3

201

Table 2. List of optical properties containing optical transmittance

and haze.

Samples Transmittance (% at 550 nm) Haze (%)

sample A 89.5 3.6

sample B 88.7 3.7

sample C 84.7 10.2

sample D 77.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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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제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리 기판에 ATO 나노섬유를 직접 전

기방사하여 ATO 박막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ATO 나

노섬유의 증착에 앞서 유리 기판에 전기방사를 위하여

먼저 전기전도도를 부여하기 위해 ATO sol 용액을 코

팅하였다. ATO 나노섬유의 증착 시간은 10분으로 고

정되었고, 증착 횟수에 따른 ATO 박막의 구조적, 화

학적, 형태적,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이 각각 비교 분

석되었다. ATO 박막은 ATO 나노섬유의 증착 횟수가 증

가할수록 ATO 나노섬유의 밀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

라 박막의 두께가 증가하고 표면이 점차 치밀화되어 캐

리어의 농도 및 이동도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가장 많

은 ATO 나노섬유가 증착된 sample D에서 가장 우수한

전기적 특성(ρ = 8.07 × 10−3Ω·cm)을 보였다. 반면, ATO

나노섬유의 증착 횟수가 적은 경우 ATO 나노섬유의 밀

도가 낮아 두께가 얇고 표면이 고르지 못하며, 이에 따

라 표면에 다량의 scattering site 존재하여 캐리어의 농

도 및 이동도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ATO 박막의 광

학적 특성은 증착 횟수가 많은 sample D의 경우 가시

광선 영역인 파장이 550 nm에서 각각 투과도 77.1 % 및

haze 18.8 %를 나타냈다. ATO 나노섬유의 증착 횟수가

증가할수록 박막의 두께가 증가하기 때문에 sample D가

모든 sample 중에서 가장 낮은 투과도를 나타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기적 특성과 광학적 특성을 기

반으로 한 FOM 값은 sample C가 가장 높았는데, 이를

통해 sample C가 우수한 전기적 특성(ρ = 9.31 × 10−3Ω·

cm)과 광학적 특성(T = 84.7 %)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기방사법을 이용한 ATO 박

막의 제조는 optoelectronic devices 응용에 유용한 방법

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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