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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ITO film depending on a polarity of SiOC, specimens of ITO/SiOC/glass with

metal-insulator-substrates (MIS) were prepared using a sputtering system. SiOC film with 17 sccm of oxygen flow rate became

a non-polarity with low surface energy. The PL spectra of the ITO films deposited with various argon flow rates on SiOC film

as non-polarity were found to lead to similar formations. However, the PL spectra of ITO deposited with various argon flow

rates on SiOC with polarity were seen to have various features owing to the chemical reaction between ITO and the polar sites

of SiOC. Most ITO/SiOC films non-linearly showed the Schottky contacts and current increased. But the ITO/SiOC film with

a low current demonstrated an Ohmic contact.

Key words SiOC, ITO, schottky contact, ohmic contact, PL spectra.

1. 서  론
 

실리콘 반도체 기술의 기반은 투명반도체 기술로 진화

되고 있으며, 투명반도체 기술은 투명전극에서 비롯된다.

투명전극은 얇고 투명해서 투명디스플레이, 태양전지, 투

명전자피부 등 투명전극의 용도는 다양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명전극으로 ITO(Indium Tin Oxide)는 인듐

의 독성, 가격이 높아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ZnO 산

화물 반도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1-5) 전

자소자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로 이루어진 수동소자와

다이오드 혹은 트랜지스터처럼 능동소자로 이루어진 반

도체소자가 있다. 수동소자와 능동소자의 구분은 전류-전

압특성곡선에서 선형적인 특성을 갖는 옴 특성과 비선

형적인 특성의 쇼키특성으로 구분되며, 수동소자는 옴특

성을 가지며, 능동소자는 옴특성도 갖지만 쇼키특성을 갖

는다. 수동소자에서는 양방향성의 옴특성을 가지며, 쇼키

특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단방향성의 쇼키특성은 반

도체소자가 갖는 독특한 특징이다. ITO는 반도체 소자

에 사용되는 전극물질이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가져야 한

다. 투명전극으로 높은 광투과율과(ρ < ~10−4
Ωcm) 정도의

낮은 전기비저항을 가져야 한다. 투명전극은 3-5족 혹은

2-6족의 화합물반도체가 많고 도핑 케리어들에 의하여 전

도성을 나타내며, 격자틈새 Zn 이온(Zni
2+)이나 산소 빈자

리이온(Vo2+) 등과 같은 자연적인 도너 이온에 의한 전

도성을 바탕으로 전류가 형성된다. 케리어들에 의한 고

이동도를 위해서는 기판과 산화물반도체 물질 계면에서

의 저항성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결정의 불일치성을

최소한 줄여야 한다. 계면특성은 전기적인 특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도체 소자의 성능과도 밀

접한 관계가 있다.6-8) 같은 반도체 물질이라도 전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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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경우는 선형적인 특성의 오믹접합이 요구되고 채

널물질로 사용될 경우는 비선형 특성을 갖는 쇼키접합

특성을 요구한다. 오믹접합은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

고 쇼키접합은 on/off 특성이라든지, 트랜지스터 특성처

럼 특정영역에서 전류가 선택적으로 흐르게 하는 특성

이 요구될 경우 유용한 소자제작방법이다. 산화물반도체

물질은 물론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의 경우 전기적인 특

성은 접합계면 특성에 따라서 오믹접합과 쇼키접합을 이

루는데 절연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ITO에 대한

오믹접합과 쇼키접합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9-12) 산화물반도체 투명전극의 특성을 제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ITO 전극물질에 대한 접합특성

에 대한 연구의 선행이 이루어져야하는 필수적인 것이

다. SiOC 박막은 SiO2 보다 유전상수가 낮은 절연막으

로 전기적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13-15)

본 연구에서 ITO 박막이 절연막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

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ITO 유리기판 위에 SiOC 박막

을 산소의 유량을 다르게 하여 증착하고 ITO 박막을 증

착하여 전기적인 특성을 관찰하였다. 산소의 유량에 따

라서 SiOC 박막의 분극특성을 다르게 하여, 분극이 가

장 낮은 무분극의 SiOC 박막위에 형성된 ITO 박막의 특

성을 조사하고 오믹접촉이 나타나는 조건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ITO 유리기판을 Ar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클리닝을 한

다음 절연특성이 좋은 박막을 만들고 누설전류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SiOC를 증착하기 위해서 산소유량을 10

sccm, 15 sccm, 17 sccm 및 19 sccm와 SiOC 타겟을 사

용하여 스퍼터링 방법으로 증착하였다. rf 파워는 13.56

MHz, 250 W 20 분간 증착하였다. ITO 박막의 SiOC 박

막에 대한 의존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절연특성이 우수하

게 나타나는 SiOC 박막 위에 ITO 박막의 증착은 ITO

타겟과 아르곤 가스 5~20 sccm을 이용하고 rf 파워는

13.56 MHz, 70 W 10분간 준비된 SiOC 박막(17 sccm,

10 sccm) 위에 증착하였다. 박막의 광학적인 특성은 PL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전기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Al 전극을 이용하여 Al-ITO/SiOC/ITO/유리기판 구조를

구성하여, I-V 특성과 C-V 특성을 측정하여 오믹접촉이

이루어지는 박막에 대하여 조사하고 SiOC 박막과 ITO

박막의 상관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SiOC 박막의 절연막으로서의 전기적인 특성을 관찰하

기 위해서 전류-전압측정과 커패시턴스를 측정하였다. Fig.

1(a)는 누설전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SiOC 박막을 측

정하기 위해서 산소 17 sccm을 사용한 경우 누설전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Fig. 1(b)는 전압에 따른 커패시턴

스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커패시턴스 값 역시 산

소 유량인 17 sccm인 경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누설전류가 낮고 커패시턴스가 낮은 이유

는 SiOC 박막의 분극성이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며, 분

극이 낮은 곳에서 비정질도가 가장 높고 유전상수가 낮

아지며, 절연막의 전기적인 특성은 가장 우수하게 나타

나는 특성은 이전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13,15)

Fig. 1.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SiOC with various oxygen flow rates, (a) current-voltage curves, (b) capacitance.

Table 1. Processes condition for SiOC and ITO thin films.

기판 유리 

타켓 SiOC, ITO

장비 스퍼터

초기진공 3*10−3 Torr

고진공 5*10
−5

Torr

증착공정 중 진공도 1.2*10−2 Torr

시간 5분, 20분

두께 50 nm, 80 nm 

온도 상온에서 증착한다.

RF 파워 250 W, 7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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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의 특성이 SiOC 박막의 의존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 SiOC (17 sccm) 박막 위에 아르곤의 유량을 달리하

여 ITO 박막을 증착하였다. SiOC (17 sccm)을 선택한

이유는 누설전류가 낮고 커패시턴스가 가장 낮으므로 절

연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ITO를 증착하기 위해서 사

용된 아르곤 가스는 5 sccm, 10 sccm, 20 sccm, 30 sccm,

40 sccm이며, 아르곤의 유량에 따라서 대부분의 ITO는 단

방향성의 반도체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40 sccm으로 증

착한 ITO 박막은 낮은 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박막에서 음의 방향으로 전류가 통하는 반도

체 특성이 나타났으며, 아르곤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 음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르곤 유량비가 40 sccm에서 전류가 가장 낮

았다. Fig. 2(b)는 아르곤의 유량이 가장 낮은 5 sccm으

로 증착된 ITO 박막의 전기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15 V

이상에서 전류가 급격히 흐르면서 양의 방향으로 전류

가 통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투명전극으로서의 ITO 박

막의 특성을 전압에 따른 전류의 특성이 선형적인 옴특

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3은 ITO/SiOC 박막의 미세전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10−10A 이하의 전류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아

르곤 40 sccm을 제외한 대부분의 ITO 박막에서 아르곤

Fig. 2.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ITO deposited on SiOC with oxygen flow rate of 17 sccm, (a) I-V curve of ITO with argon flow

rate of 10 sccm ~ 40 sccm, (b) I-V curve of ITO with argon flow rate of 5 sccm.

Fig. 3. Conduction properties of ITO with various argon flow rates, (a) Ar = 40 sccm, (b) Ar = 30 sccm, (c) Ar = 20 sccm, (d) Ar = 10 sccm,

(e) Ar = 5 sccm.

Fig. 4. PL spectra of (a) SiOC films on glass with oxygen flow rates of 17 sccm., (b) ITO/SiOC films on glass with oxygen flow rates

of 17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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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량이 낮을수록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반도

체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곤 40 sccm

을 사용하여 증착한 박막에서는 양방향성의 오믹 특성

을 보여준다. 즉 Fig. 3(a)는 옴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나

머지 Fig. 3(b~e)들은 쇼키접합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앞

서 Fig. 2에서 관찰하였듯이 아르곤 40 sccm으로 증착한

박막은 전류가 가장 낮게 흐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

압이 zero 인 값 근처에서 계단파가 관찰되었으나 음과

양의 방향으로 전류의 연속성은 지속되었으며, 양방향성

의 전기적인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옴

특성을 나타내며, 전류값은 낮지만 옴특성이 잘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옴특성을 요구하는 소자 제작시에 전극

물질로서 아주 유용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Fig. 4는 산소 17 sccm을 사용한 SiOC 박막 위에 아

르곤의 유량을 달리하여 증착한 ITO 박막의 PL 분석한

결과이다. 450~800 nm 영역에서 강도의 크기는 조금 다

르게 나타나지만 아르곤의 유량이 변하여도 PL의 분포

는 비숫한 모양을 나타낸다. 안정된 비정질 SiOC 박막

위에 증착한 ITO의 분광특성은 아르곤의 유량이 변하여

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Fig. 5에서의 PL은 아르곤의 유량에 따라서

ITO/SiOC (10 sccm) 샘플에서 PL의 분광특성이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PL 스펙트라는 440 nm와 515 nm의

픽으로 구성된 넓은 파형을 이루고 있다. 산소의 유량

이 10 sccm인 샘플은 특성상 분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SiOC의 분극성이 아르곤의 유량에 따른 ITO 박막

을 형성하는 이온들과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 Fig. 5

에서와 같은 계면효과에 의한 PL 스펙트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아르곤이 30 sccm인 경우 ITO 박막의 PL

스펙트라는 짧은 파장으로 이동하였으며, 높은 바인딩 에

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인딩 에너지가

높은 경우 양자효율이 증가하면서 전자소자의 전기적인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40 nm에서 높은

픽을 갖는 아르곤 유량이 30 sccm인 샘플의 경우를 제외

하면 대부분의 샘플에서 PL의 강도가 증가하였지만, 동

시에 515 nm 픽으로 화학적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장파장으로의 이동은 전자소자의 전

기적인 특성이 축퇴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Fig. 6은 유리기판 위에 증착된 ITO/SiOC (O2= 10

sccm) 박막의 커패시턴스를 비교하고 있다. 아르곤이 30

sccm인 경우 커패시턴스의 값이 가장 높다. 아르곤이

20 sccm인 경우 커패시턴스의 값이 낮으며, 아르곤이 5

sccm인 경우 커패시턴스가 아르곤 30 sccm의 경우와 반

대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커패시턴스 모양이 다른 것

은 캐리어인 전하의 극성이 다르다는 의미로 전도 메카

니즘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르곤

이 5 sccm인 경우 커패시턴스가 음의 경향성을 갖는 것

은 Fig. 2(b)와 Fig. 3(e)에서 전류가 양의 방향으로 흐

르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Fig. 7은 ITO/SiOC (O2= 10 sccm) 박막의 전류-전압특

성이며, 아르곤의 양이 증가할수록 누설전류의 양이 감

소하고 있다. Fig. 7(b)에서는 아르곤이 40 sccm인 경우

Fig. 5. PL spectra of ITO/SiOC films on glass with oxygen flow

rates of 10 sccm.

Fig. 6. Capacitance of ITO/SiOC (O2 = 10 sccm) films on glass, (a) Ar = 5 sccm ~ 40 sccm, (b) comparison with 10 sccm, 30 sccm and

4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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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방향으로 전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양의 방

향으로는 서서히 증가하는 반도체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아르곤 20 sccm의 경우 0 V 근처에서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다 감소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나타나지만 아르곤

30 sccm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며, 양방향과 음

방향 모두에서 선형적인 특성이 관측되고 있으며, 누설

전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8은 아르곤의 유량에 따른 ITO 박막의 전류-전

압특성에 대한 미세전류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르곤 30

sccm을 제외한 대부분의 ITO 박막에서 단방향성의 반도

체 특성이 나타나며, 아르곤 30 sccm인 경우에서 양방향

으로 전류가 선형으로 흐르는 오믹특성이 나타나고 있

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ITO 박막은 누설전류가 낮게 나타나는 박

막에서 오믹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투명전극으로 사용되는 ITO 박막의 특성에 전기

적으로 오믹접합을 이루게 함으로써 전기적인 특성이 개

선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되는 특성이다. SiOC

(O2= 10 sccm) 박막에서 아르곤 30 sccm을 사용한 ITO

전극을 사용한 SiOC 박막의 누설전류가 낮았으며, PL

스펙트라의 화학적이동으로 짧은 파장으로 이동하는 현

상은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인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면에서 화학적인 특성과 전기적인 특성이 일치하는 것

을 보여준다. 아르곤이 30 sccm인 경우 ITO 박막의 PL

스펙트라는 짧은 파장으로 이동한 것은 에너지 밴드갭

이 커지게 되므로 높은 바인딩 에너지를 갖게 된다. 따

라서 양자효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며 Fig. 6(b)에서와 같

이 용량성 커패시턴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ITO/SiOC 박막의 접합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투명전

극 ITO 박막을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서 SiOC 박막위에

증착하였으며 전류-전압특성을 살펴보았다. ITO 박막의 특

성은 SiOC 절연막의 특성에 의존하여 달라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SiOC 박막의 경우 무분극성일 경우 안정적인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며 ITO를 증착할 경우 아르곤의 유

량을 변화하면서 증착하여도 화학적인 분광특성은 변하

지 않았으며 전기적인 특성 변화도 일관되게 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분극성을 갖는 SiOC 박막의

경우 ITO를 증착할 경우 아르곤의 유량에 따라서 화학

적인 분광특성이 매우 심하게 변하였으며, 전기적인 특

성 역시 심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누

설전류의 크기가 작은 샘플에서 선형적인 오믹접합 특

성이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일치하였다. 누설전류가

증가하면 단방향성의 반도체 특성이 나타나는 것도 SiOC

Fig. 7.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ITO/SiOC (O2 = 10 sccm)

on glass, (a) Ar = 5 sccm ~ 40 sccm, (b) comparison with 20 sccm,

30 sccm and 40 sccm.

Fig. 8. Conduction properties of ITO with various argon flow rates, (a) Ar = 5sccm, (b) Ar = 10 sccm, (c) Ar = 20 sccm, (d) Ar = 30 sccm,

(e) Ar = 40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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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이 분극이 있거나 없거나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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