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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the influence of different types of metal electrodes on the performance of solution-processed zinc tin

oxide (ZTO) thin-film transistors. The ZTO thin-film was obtained by spin-coating the sol-gel solution made from zinc acetate

and tin acetate dissolved in 2-methoxyethanol. Various metals, Al, Au, Ag and Cu, were used to make contacts with the

solution-deposited ZTO layers by selective deposition through a metal shadow mask. Contact resistance between the metal

electrode and the semiconductor was obtained by a transmission line method (TLM). The device based on an Al electrode

exhibited superior performance as compared to those based on other metals. Kelvin probe force microscopy (KPFM) allowed

us to measure the work function of the oxide semiconductor to understand the variation of the device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the types metal electrode. The solution-processed ZTO contained nanopores that resulted from the burnout of the organic

species during the annealing. This different surface structure associated with the solution-processed ZTO gave a rise to a

different work function value as compared to the vacuum-deposited counterpart. More oxygen could be adsorbed on the

nanoporous solution-processed ZTO with large accessible surface areas, which increased its work function. This observation

explained why the solution-processed ZTO makes an ohmic contact with the Al electrode.

Key words zinc tin oxide, metal-semiconductor contact, solution processing, work function, Kelvin probe force microscopy.

1. 서  론

산화아연(ZnO) 기반의 산화물 반도체 박막 트랜지스터

(Thin-Film Transistors, TFTs)는 직접 천이형(Direct Transi-

tion) 밴드구조를 갖고 있는 반도체 물질로써, 통상적인

실리콘 기반의 TFT에 비해서 높은 균일성과 안정성, 우

수한 소자성능으로 인해 Active-Matrix Liquid Crystal

Displays (AMLCD) 나 Active-Matrix Light Emitting Diode

(AMOLED) Display 같은 대면적 디스플레이 제작과 관

련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료이다.1,2) 산화아연 기

반의 반도체 물질은 넓은 밴드갭 (3.37eV) 으로 인한 높

은 투명성으로 인해 차세대 투명소자 산업에 가장 적합

한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용액법으로 제작된 산

화아연 기반의 소자 같은 경우는 기존 증착법으로 제조

된 산화아연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과 더불어 용액법

의 고유 장점인 공정 과정의 간결성, 제작비용이 저렴한

측면으로 현재 많은 연구 그룹들이 액상으로부터 출발

하여 산화물 반도체 층을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3~5) 본 연구 그룹 또한 산화 아연에 이동도 및 소자

안정성을 증대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석, 인듐, 갈륨 등

을 첨가한 다 성분계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 조성 개발

을 수행하였다.6~8)

용액법으로 제작된 산화아연 기반 소자의 경우 성능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품위의 오믹(Ohmic) 또는 쇼

트키(Schottky) 접촉을 구현하는 것이 소자제작에 있어 기

본적인 필수 요소이다. 특히 트랜지스터에서 반도체-금속

계면의 오믹 접촉이 형성되지 않으면, 계면 접촉 저항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입되는 전하량이 적어져 소

자 성능 발현이 저하된다. 기존 증착법을 통하여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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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기반 반도체의 우수한 성능을 실현시키기 위해 금

속과 반도체 간의 낮은 접촉 저항 및 우수한 안정성을 가

지는 오믹 접합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

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9~11) 

본 논문에서는 주석이 첨가된 산화아연 기반 반도체

(ZTO) 용액으로부터박막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다양한 소

스-드레인 금속 전극을 변화시킴으로 소자 성능의 차이

와 계면 접촉 저항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이들 경

향과 기존 진공 증착으로 보고된 경우와 비교 분석하여,

용액법으로 제작된 산화물 반도체에 적합한 전극 물질을

찾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아연-주석 산화물(ZTO) 반도체 막 형성을 위한 출발

용액을 졸-젤 방법으로 제조하기 위한 용질로는 Zinc

Acetate Dihydrate (Zn(CH3COO)2·2H2O) 와 Tin Acetate

(Sn(CH3COO)2)를, 주용매로는 2-Methoxyethanol을 사용했

다. 보다 자세한 합성 방법은 본 그룹의 기 보고된 논문

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6) 제작된 반도체 용액 내의

금속 전구체 몰농도는 0.75 M 이며 몰 분율 (Sn/Sn + Zn)

은 0.3이다. 합성 된 용액은 안정화를 위해 상온에서 12

시간 동안 교반하였고, 스핀코팅 전에 0.2 µm membrane

(PTFE, Advantec MFS) 필터링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완

성 된 ZTO 반도체 용액으로부터 Heavily Doped Silicon

(공통 게이트 전극) 위에 200 nm 두께의 SiO2 (유전체)를

갖고 있는 기판을 사용하여 스핀코팅을 통해 35 nm 정도

의 두께를 갖는 박막을 형성 시키고, 대기 중에서 500도

4시간 열처리를 하였다. 박막의 미세 구조 분석을 위해서

고분해능 투과전자 현미경(HRTEM, JEM-4010, JEOL)을

통해 분석하였다. 전극 종류에 따른 소자 성능 변화를

확보하기 위해 알루미늄, 금, 은, 구리를 각각 Thermal

Evaporator를 통해 50 nm의 두께로 셰도우 마스크를 통

해 스핀코팅 된 ZTO 층 위에 소스/드레인 전극을 증착

하였다. 전극 폭(Width)과 길이(Length)는 각각 3 mm,

100 µm이었다. 금속-반도체 계면 접촉 저항 분석을 위해

Transmission Line Method (TLM) 분석법을 각각의 금

속 종류에 대해 시행하였다. 전극 증착 이후, 다시 200

도 환원분위기(H2/N2 = 5/95 in vol%) 하에서 1 분간 열

처리를 진행하였고, 그 후 대기 중에서 12시간의 안정화

과정이 진행된 이후 소자특성을 측정하였다. 성능 관찰 및

접촉 저항 측정을 위한 TLM 분석은 Semiconductor Par-

ameter Analyzer (Agilent 4155C)를 통해 분석하였고, 반

도체 막의 일함수 (Work Function) 측정은 탄성 계수

~1.4 Nm−1 의 공명 주파수 25 kHz 레벨에서 Kelvin probe

force microscopy (Seiko, SPA-400) 장비를 이용해 분위기

에 따라 일함수 값의 변화가 없는 물질인 Highly Ordered

Pyrolytic Graphite (HOPG)를 기준으로 하여 반도체 박막

의 일함수를 습도 20%, 섭씨 25도의 대기 분위기에서 측

정하였다.12)

3. 결과 및 고찰

용액법으로 제작된 아연-주석 산화물 (ZTO) 반도체 소

자는 전극과 반도체 계면 사이의 접촉 저항에 의해 소

자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Fig. 1은 Evaporator로 증

착된 전극의 종류에 따른 Transfer 그래프이며, 소자 성능

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

장 우수한 성능이 관찰되어, 이동도 (Saturation Mobility)

1.2 cm2V−1s−1, on/off current ratio 107, 문턱전압 (Threshold

Voltage) 4 V의 소자 특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금을 소스

-드레인 전극으로 사용한 소자의 성능이 가장 저조한 성

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은의 경우 0.51

cm2V−1s−1, 구리 0.44 cm2V−1s−1, 금의 경우는 0.3 cm2V−1s−1

로 이동도가 점차 감소되었으며, 전극과 반도체 계면 사

이의 저항값이 증가함에 따른 on current 감소와 문턱전

압 값이 증가하여 은의 경우 각각 1 × 10−5 A와 6 V, 구리

7 × 10−6 A와 8.2 V, 금 1 × 10−6 A와 10.1 V로 알루미늄의

경우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소자 성능이 관찰되었다. 

위와 같은 소스-드레인 전극 종류에 따른 소자성능 변

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속과 반도체의 일함수

차이로부터 오믹 접촉 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전자에너지 상태를 갖는 이종의 물질이 접촉할 때

두 물질의 일함수에 따라 접촉 계면에 에너지 장벽이 형

성되게 되고 이 장벽의 크기에 따라서 접촉 특성이 변

하게 된다. 접촉하는 두 물질의 일함수 차가 클수록 장

벽의 높이는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전하 주입이 쉽지

않게 되어 소자 구동에 필요한 전하량이 줄어들어 소자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 일함수 차이가 작아질수록

장벽은 낮아져 전하 주입이 용이해지고, 반도체 내의 전

하량이 증가하여 소자 성능이 향상되게 된다.

앞선 연구 보고들에 의하면 전극의 종류에 따른 성능

하락의 주원인으로 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13)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한 일함수 차이에 의

한 에너지 장벽 때문에 생기는 전극과 반도체 막 사이

의 비 오믹 접촉이며, 두 번째로는 금속 물질을 반도체

막 위에 증착하였을 때 금속 성분이 반도체 막 내부로

확산되어 이동하는 전자를 트랩시켜 박막의 전자 농도를

줄이는 acceptor-type의 불순물로 작용하여 반도체 막의 성

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이다. 두 번째 원인은 전극 증착

후 고온에서 열처리를 하거나 확산이 쉬운 액체 상태의

전극 물질 (즉, 전도성 잉크)을 이용하여 소스/드레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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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형성시킨 소자에 경우 주로 발생한다. 본 실험은

증발법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증착이 이루어졌고 후열처

리도 200도의 저온에서 수행되어 금속 원소의 확산 속

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이로 인한 반도체 막의 변화는 없

는 것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소자 성능 변화와 일함수

변화 경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본 실

험을 통해 만들어진 ZTO 소자는 일함수 변화에 의한 접

촉저항 영향만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Table 2는 ZTO와 소자 제작에 사용된 전극들의 일함

수를 정리한 것이다. KPFM에 의해 측정된 열처리 된

ZTO 반도체 막의 일함수는 4.58 eV 이며, 알루미늄의 경

우 4.21~4.49 eV, 은 4.69~4.84 eV, 구리 4.7~4.9 eV 그리

Fig. 1.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stors fabricated using ZTO layers with different source-drain metal electrodes : (a) aluminum,

(b) silver, (c) copper and (d) gold. All ZTO layers were annealed at 500°C and post-annealed in H2/N2 at 200°C.

Table 1. Electrical performance parameters of the spin-coated ZTO transistors based on various source-drain electrodes.

S/D Electrode
Mobility

(cm2/Vs)

On/Off

ratio

On current

Level (A)

Off current

Level (A)

VTH

(V)

Aluminum 1.2 107 1 × 10−3 1 × 10−10 4

Gold 0.3 104 1 × 10−6 1 × 10−10 10.1

Silver 0.51 104 1 × 10−5 1 × 10−9 6

Copper 0.44 7 × 104 7 × 10−6 1 × 10−10 8.2

Table 2. Work function values for zinc tin oxide and other metals.

Materials Work function (eV)

ZTO 4.58

Al 4.21~4.49

Au 5.1~5.47

Ag 4.69~4.84

Cu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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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 5.1~5.47 eV의 일함수를 갖는다고 보고되어 있다.14)

위 값에 근거하면 소스-드레인 전극으로 사용된 금속 중

알루미늄이 ZTO 반도체 막의 일함수와 가장 차이가 적

게 나는 금속임을 확인할 수 있다. ZTO-금속의 일함수

차는 알루미늄의 경우 −0.37 ~ −0.09 eV, 은 0.11~0.26 eV,

구리 0.12~0.32 eV, 금 0.52~0.89 eV 순으로 나열된다. 이

는 Fig. 1과 Table 1에서 관찰된 소자 성능 저하 순서와

일함수 차 증가 경향과 일치한다. 가장 우수한 소자 성

능의 알루미늄 전극을 사용한 ZTO의 소자의 경우 1.2

cm2V−1s−1의 높은 이동도와 107의 큰 on/off ratio를 갖지

만 전극의 일함수가 커져 ZTO 반도체의 일함수가 차이

가 많이 날수록 소자성능이 떨어진다. 결국, 가장 높은 일

함수를 갖는 금을 소스-드레인 전극으로 사용한 ZTO 반도

체 소자의 경우는 가장 낮은 전자 이동도 (0.3 cm2V−1s−1)

와 가장 적은 on/off current ratio (104), 가장 높은 문턱전

압 (10.1 V)를 갖게 된다. 이는 전극 물질의 일함수가 증

가할수록 (은 <구리 <금), 금속과 반도체 계면에서 형성

되는 장막의 크기는 증가하여 접촉 저항이 증가하게 되

고 이에 따라 전하의 이동과 유입이 어려워져 막의 저

항이 증가하여 on current의 감소로 인한 전자 이동도 및

on/off ratio가 저하되며, 막 저항 증가로 인한 전류가 흐

르게 되는 문턱전압 값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

어 전체적인 소자 성능이 하락하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일함수 값이 ZTO 박막과 가까운 알루미늄

과 가장 차이가 큰 금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금속 종류

에 따른 접촉 I-V 커브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알루미늄의 경우 오믹접촉을 나타내

는 직선 형태가 나타나는 반면, 금의 경우 비오믹 접촉

특성의 I-V 커브를 보여주었다.

Fig. 3은 ZTO 막 위에 증착되는 금속 종류에 따른 접

촉 저항 값을 TLM 분석을 이용해 측정/계산 한 값이다.

다 단자로 구성된 시편의 접촉 저항은 다음 과 같이 구

할 수 있다:15-16)

Fig. 2. Contact I-V curve for two different metal electrodes with

ZTO.

Fig. 3. Variations of contact resistivity as a function of gate voltage and electrode type: (a) aluminum, (b) silver, (c) copper and (d)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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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두 식을 이용하면 접촉저항 Rc을 다음과 같은 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위의 (1)/(2) 식에서 R1은 첫 번째 전극단자와의 저항

값이며, R2는 두 번째 전극 단자와의 저항값, l1은 전극

간 거리, w는 전극단자의 폭을 나타낸다. 위의 식을 이

용해 각 금속의 종류에 따른 접촉 저항값을 측정한 결과

일함수 값을 근거로 예상한 대로 게이트 전압이 10 V일

때 알루미늄이 3.4 × 106
Ω·cm의 가장 낮은 접촉 저항 값

을 나타냈으며 은 (5.1 × 106
Ω·cm), 구리 (5.8 × 106

Ω·cm),

금 (7.1 × 106
Ω·cm) 순서대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공 증착법을 통해 얻어진 ZTO 박막의 경우에는 본

실험 결과와 달리 알루미늄을 사용했을 때 12 MΩ·cm 이

상의 높은 접촉 저항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on-current

의 저하와 소자 성능 저하 현상이 관찰되고, 알루미늄보

다 더 높은 일함수를 갖는 ITO (Indium Tin Oxide)을

전극으로 사용하였을 때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7~19) 진공 증착법을 이용해 얻어진 ZTO

의 경우 일함수는 4.82 eV 이며, 일함수 5.13 eV의 ITO

를 전극으로 사용하였을 때 오믹 접촉이 형성되어 높은

on-current, 우수한 성능을 관찰할 수 있었다.20) 이와는 다

르게 본 실험에서 측정한 ZTO의 일함수는 4.58 eV 이

며, 이는 ZTO 막 증착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표면 구

조를 갖게 되어 막 표면에 흡착되는 산소량이 다르기 때

문에 일함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ZnO 기반 박막의 경우 표면에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가 흡착되면 박막 표면 근처에 있는 전자를 끌어드려 전

자 궁핍층 (Depletion layer)이 형성되고 박막 내의 유동

전하량이 줄어들어 페르미 에너지 준위가 낮아져 일함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21) 반면 용액법으로 만들

어진 ZTO 박막의 경우에는 열처리 중에 금속 전구체에

결합되어 있는 유기물 성분이 열분해 되어 휘발됨에 따

라 대략적으로 3~5 nm 크기의 나노 기공이 형성될 수

있다.22) 용액법으로 만들어진 ZTO 박막의 경우에는 열

처리 중에 금속 전구체에 결합되어 있는 유기물 성분이

열분해 되어 휘발됨에 따라 대략적으로 3~5 nm 크기의

나노 기공이 형성될 수 있다. Fig. 4는 TEM을 이용하여

용액법으로 제조된 ZTO의 단면을 관찰한 것으로 박막 안

에 나노크기의 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박막 표면만이 아니라 막 내부에 존

재하는 나노기공 때문에 유효 표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따

라서 흡착되는 산소의 양은 증착법을 통해 얻어진 치밀

한 ZTO 박막의 경우보다 많아지게 되어, 일함수가 증가

하게 된다.23)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ZTO 반도체막을 후

열처리 이후 대기 중 방치시간에 따라 일함수 변화를 측

정하여 Fig. 5(a)에 표현하였다. 서로 다른 분위기에서 후

열처리 한 후 두 박막의 일함수는 방치 시간에 따라 산

소흡착량 증가로 일함수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서서히

증가하다가 약 12 시간 이후에는 안정화 되는 경향을 보

였다. 후열처리 직후의 일함수는 수소분위기 처리된 박막

이 4.38 eV, 진공 분위기에서 처리된 ZTO 박막은 4.43 eV

로 후열처리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수소

분위기에서 진공분위기보다 산소 환원이 보다 원활하여 산

소공공과 전자가 더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열처리 직후

의 일함수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2시간 이상의

안정화 후에 수소분위기 처리의 경우 4.58 eV, 진공 분위

기 처리된 막은 4.72 eV의 일함수를 갖게 되었다. 후열

처리 직후부터 안정화된 이후 일함수 변화량은 후열처리

분위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0.25 eV) 이는 표

면에 흡착된 산소량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후열처리 분위기에 따른 미세한 일함수 차이 또한 전

극과 계면을 형성할 때 접촉특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

다. Fig. 5(b)는 서로 다른 후열처리를 거친 ZTO 박막에

동일한 알루미늄 전극을 증착한 후 접촉상태 I-V 커브를

나타낸다. 후열처리 조건에 관계없이 오믹 접촉적 특성을

보이지만 진공 후열처리 ZTO 박막의 경우에서 저항이 더

높게 측정된다. 이는 Fig. 5a에서 관찰된 것처럼 진공 후

열처리 박막이 일함수가 더 높아 전극과 반도체 물질 사

이의 에너지 장벽이 조금 더 높게 되어 접촉저항이 증

가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소자 성능 또한 수소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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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 of the solution processed

ZTO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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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후열처리한 ZTO 소자의 이동도 ~1.2 cm2/Vs, on/

off ratio ~107 인 반면, 진공 분위기에서 후열처리한 ZTO

박막소자의 경우 이동도 ~0.5 cm2/Vs 이하, on/off ratio

~105 이하의 성능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용액법으로 제

작한 ZTO 박막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금속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오믹 접촉에 근접하게 계면이 형성되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는 용액법을 통해 제작한

ZTO 반도체 경우는 ITO보다 알루미늄이 더 효율적인 전

극 물질임을 말해준다. 

 

4. 결  론

용액법으로 제작된 산화아연-주석 반도체 물질에 대해

여러가지 금속을 전극물질로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전

극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네 가지 금속을 사용하

여 소자를 제작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알루미늄을 소

스-드레인 전극으로 사용한 ZTO 소자가 가장 우수한 성

능을 나타내었으며, 금을 사용한 ZTO 소자가 가장 낮

은 소자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금속과 반도체간의 일

함수 차이에 따른 접촉 계면의 에너지 장벽 크기에 따

른 오믹접촉 여부 및 접촉 저항 차이로 이해할 수 있

었으며, TLM법을 이용한 접촉저항 측정과 접촉 I-V 커

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용액법으로 증착된 ZTO

반도체막의 경우 진공 증착을 통해 제조된 막에 비하여

나노기공특성으로 인하여 대기 중에서 산소 흡착량 증

가로 인하여 일함수가 감소하게 되어, ITO 보다 알루미

늄이 보다 적합한 전극물질임을 KPFM 측정을 통해 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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