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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n oxide thin films were prepared on borosilicate glass by rf reactive sputtering at different deposition powers,

process pressures and substrate temperatures. The ratio of oxygen/argon gas flow was fixed as 10 sccm / 60 sccm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were examined by the design of experiment to evaluate the optimized processing

conditions. The Taguchi method was used in this study. The film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UV-Vis spectrometer,

Hall effect measurements and atomic force microscope. Tin oxide thin films exhibited three types of crystal structures, namely,

amorphous, SnO and SnO2. In the case of amorphous thin films the optical band gap was widely spread from 2.30 to 3.36 eV

and showed n-type conductivity. While the SnO thin films had an optical band gap of 2.24-2.49 eV and revealed p-type

conductivity, the SnO2 thin films showed an optical band gap of 3.33-3.63 eV and n-type conductivity. Among the three process

parameters, the plasma power had the most impact on changing the structural,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tin oxide

thin films. It was also found that the grain size of the tin oxide thin films was dependent on the substrate temperature. However,

the substrate temperature has very little effect on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Key words tin oxide, SnO, SnO2, sputtering.

1. 서  론

산화주석(Tin oxide)은 산화물 반도체로서 가시광선 영역

에서 투명하고 전기적으로 반도체 특성을 띠고 있어 투명

전자 재료로 각광 받고 있다. 주석(Sn)은 산화수 2+ 와 4+

를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dual valency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산화물로서 SnO2와 SnO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SnO2는 SnO에 비하여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3.6 eV의 넓

은 밴드 갭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n형 반도체 특성을 띠

고 있어, 디스플레이용 투명전극, 태양전지, transparent

heating element 및 가스센서의 연구에 SnO2를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산화주석은 얇은 박막 형태로 제조되며, sputtering,4,5)

CVD,6) spray pyrolysis,7,8) 및 e-beam evaporation9) 방법

등 다양한 증착 방법이 알려져 있으며, 각각의 제조 방

법과 실험 조건에 따라 산화 주석(SnO2)이 갖는 물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중 sputtering 법

은 고품질 박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사용하

는 carrier 가스의 종류와 농도, 공정 압력 및 플라즈마 파

워 등 다양한 공정 변수를 조절하여 광학적 및 전기적 특

성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공정에 사

용되는 산소 첨가량은 산화주석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특

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0,11)

본 연구에서는 rf reactive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산화주석 박막을 제조하였으며, 산소량이 고정된 조건에

서 공정변수로서 기판 온도와 공정 압력 및 플라즈마 파

워를 변화시켜 구조적,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2. 실험 방법

실험은 기판세척, 박막 증착, shadow mask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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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제작, 그리고 측정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기판은 boro-

silicate glass를 사용하였고, Sn(99.9999%) target과 Ar

(99.9999%), O2(99.99%) 가스를 이용하여 산화주석박막

을 증착 하였으며, 전극으로는 Sn을 사용하였다. Fig. 1

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rf sputtering의 개략도 이다. 증

착한 필름 두께는 약 2000 Å 이며 3D profiler로 단차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이때의 증착 속도(deposition rate)의

경우 공정 변수에 따라서 ~0.3 Å/sec 에서 ~9.2 Å/sec까지

나타났다. 증착 속도의 경우 공정 압력, 기판 온도, 플라

즈마 파워 중 플라즈마 파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증착 조건으로 공정 압력은 3mTorr ~

10mTorr, 온도는 상온(25oC)~300oC, 그리고 플라즈마 파

워는 100W~500W로 변화시켰다. 산소와 아르곤의 비율

은 10 sccm/60 sccm으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중 Taguchi

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16개의 시편이 제작되

었다. Table 1은 각 시편의 공정 변수들을 보여준다. 산

화주석박막의 결정구조와 우선 성장 방향을 확인 하기 위

해서 X-ray diffractometer, XRD (ATX-G, Rigaku)를 이

용하였고, 200~900 nm 영역에서의 투과도 확인을 위해서

는 UV-Vis spectrometer (Lambda 35, Perkinelmer)를 사

용하였다. 또한 hall effect measurement system (HMS-

3000, Ecopia)을 이용하여 전기전도도(conductivity), 캐리

어 농도(carrier concentration), 그리고 이동도(mobility)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atomic force microscope, AFM

(Dimension 3100, Vecco)을 이용하여 결정립의 크기(grain

size)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투과도 측정 및 전기적 특성 측정을 위하여 균일한 두

께로 박막을 증착하였다. 산화주석 박막의 증착 속도를 측

정한 결과, 기판 온도(RT~300oC) 및 공정 압력은 증착 속

도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플라즈마 파워

가 높아 질수록 증착 속도가 증가하였다. 금속 타겟을 이

용하여 reactive sputtering을 하는 경우 캐리어 가스에 포

함된 산소 가스에 의해 타겟이 오염되며, 이를 이용하여

기판 위에 산화물 형태의 박막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reactive sputtering시에는 타겟의 오염으로 인한 증

착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며, 얻어지는 물질의 stoichiometry

는 캐리어 가스에 포함되는 산소의 함량, 타겟과 기판 사

이의 거리 및 플라즈마 파워 등에 의하여 바뀌게 된다.10,11)

본 실험에서는 증착 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은 관

찰되지 않았으며, 플라즈마 파워 증가에 따라 증착 속도

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조된 산화주석 박막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

여 XRD 측정을 하였으며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박

막의 두께가 약 2000 Å으로 얇아 XRD 측정은 박막 모

드로 진행하였으며, 고정된 낮은 입사각으로 인해 우선 성

장 방향은 비교하기 어려웠다. 각각의 실험조건에 따라

얻어진 시편의 격자 구조는 비정질, SnO 그리고 SnO2의

3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판 온도가 상온인 경

우 모두 비정질 상태로 나타났으며, 100~300oC 조건에서

증착된 박막은, 특정 조건(100oC, 10mTorr, 300W)을 제

외하고, 모두 다결정 구조로 증착 되었다. 다결정 구조로

나타난 시편을 실험 조건과 함께 고려해 볼 때, 플라즈

Fig. 1. Schematic diagram of sputtering system.

Table 1. Deposition condition of tin oxide thin films.

Sample # Temp (oC) Pressure (Pa) Power (W)

1 RT 0.40 (3mtorr) 100

2 RT 0.67 (5mtorr) 200

3 RT 0.93 (7mtorr) 300

4 RT 1.33 (10mtorr) 500

5 100 0.40 (3mtorr) 200

6 100 0.67 (5mtorr) 100

7 100 0.93 (7mtorr) 500

8 100 1.33 (10mtorr) 300

9 200 0.40 (3mtorr) 300

10 200 0.67 (5mtorr) 500

11 200 0.93 (7mtorr) 100

12 200 1.33 (10mtorr) 200

13 300 0.40 (3mtorr) 500

14 300 0.67 (5mtorr) 300

15 300 0.93 (7mtorr) 200

16 300 1.33 (10mtorr) 100

Fixed Gas Flow : O2= 10sccm / Ar = 60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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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파워에 따라 산화주석 박막이 SnO2와 SnO로 구분되

며, 낮은 파워인 100~200W 에서는 SnO2로 300~500W

에서는 SnO로 증착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산소와 아르곤 유량은 각각 10sccm

과 60sccm 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산소의 함량은 전체 유

량에 비하여 볼 때 약 14.2% 정도로 산소 함량이 낮다.

문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reactive sputtering 시 산소 함

량이 낮으면 타겟의 상태는 완전한 reactive 모드가 아닌

transition 모드에 있게 되며, 플라즈마 파워에 따라 박막

의 stoichiometry가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11,12) 산

소 함량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착된 산화주석의

종류가 바뀌는 것은, 타겟 모드의 상태에 따라 플라즈마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in oxide thin films: (a) Amorphous, (b) Romarchite-SnO and (c) Cassiterite-SnO2.

Fig. 3. Transmittance of tin oxide thin films: (a) Amorphous, (b) Romarchite-SnO and (c) Cassiterite-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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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의 영향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산화주석 박막의

stoichiometry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학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200~900 nm 파장의 영역

에서 투과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Fig. 3에 나타내었다.

XRD 결정 구조에서 얻은 분류에 따라 비정질, SnO 및

SnO2의 밴드 갭 edge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투과도가 0%에 가까이 떨어지는 밴드 갭

edge를 살펴보면, 비정질 구조(Fig. 3(a))는 약 300 nm 부

근에 밴드 갭 edge가 존재하나 그 폭이 넓으며 최고 투

과도는 SnO2 구조를 갖는 시편보다 떨어졌다. SnO 구조

를 갖는 시편(Fig. 3(b))은 약 420 nm 부근에 밴드 갭 edge

가 존재하며, SnO2에 비하여 최고 투과도는 상당히 떨어

짐을 보였다. 반면 SnO2 구조를 갖는 시편(Fig. 3(c))은 약

250 nm 부근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예리한 밴드 갭 edge

를 갖고 있으며 최고 투과도 역시 상당히 우수함을 보였

다. 산화주석박막은 비정질 및 다정질 산화물 반도체로서

Tauc gap 방법을 통해 광학적 밴드 갭 에너지를 비교적 정

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13) 이를 통해 계산된 밴드 갭 에너

지는 Fig. 3(a)에 나타난 비정질 시편의 경우 2.30~3.36 eV

로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ig.

3(b)의 SnO 시편의 경우 2.24~2.49 eV를 갖고 있으며, Fig.

3(c)에 나타난 SnO2 시편의 경우 3.33~3.63 eV로 나타났

다. 보고된 문헌에 따르면,14) SnO2의 경우 3.6 eV의 광학

적 밴드 갭을 갖고 있으며 SnO의 경우는 2.7~3.4 eV로 다

소 넓은 범위의 광학적 밴드 갭을 갖는다. XRD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한 시편들은 광학적 특성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하고 있으며, 각 구조별 광학적 밴드 갭 에너지는 문

헌에서 알려진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전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사각형 모양의 시편

네 끝부분에 Sn 전극을 증착하였다. 증착된 Sn 전극은 두

께가 약 500 nm 로 준비되었으며, 측정 시 팁 접촉에 의

한 전극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Sn 전극은 시편

과 ohmic 접촉을 하고 있어 전기적 특성 파악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홀 측정을 통해 얻은 각 시편의 캐

리어 농도, 이동도 및 전기 전도도는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측정된 시편 중 5개 조건은 전기 저항이 너무 높

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홀 측정 장비로는 캐리어 농도와

이동도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Fig. 4(a)에서 보듯이 각 공

정 변수의 주 영향(main effect) 결과를 보면 플라즈마 파

워가 낮을수록, 그리고 공정 압력이 높을수록 캐리어 농

도와 이동도가 증가한다. 또한 기판온도 100oC 부근에서

캐리어 농도와 이동도 값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의 3가지 결정 구조로 나타난 시편들은 전기적 특

성 또한 뚜렷하게 구분된다. 본 연구의 실험 조건에서 증

착된 비정질 시편은 전기적 특성이 좋지 않으며 반도체

특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높은 저항을 나타냈고, 비교적

반도체 특성을 갖는 시편들은 n형 반도체 특성을 나타냈

다. 다결정 구조를 갖는 SnO와 SnO2는 앞서 보고에서와

같이 이들이 갖는 고유의 p형 및 n형 반도체 특성을 각

각 띠고 있다.15-17) DOE 분석을 통해 높은 전기 전도도

와 3.6 eV에 가까운 밴드 갭 edge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

정 조건을 살펴보면(Fig. 4(b)), 공정 압력이 높을수록, 플

라즈마 파워가 낮을수록, 그리고 온도는 상온이 아닌 저

온에서 얻어진 산화주석 박막이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성

질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XRD와 투과도 및 홀 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Table 2. Electrical properties of tin oxide thin films.

Sample # Concentration (cm−
3
) Mobility (cm

2
/Vs) Conductivity (Ω−

1
cm−

1
) Remarks

1 −3.367 × 10
18

2.710 × 10
0

1.462 × 10
0 

Amorphous

n type

2 - -    ~1 × 10−
9

3 - -    ~1 × 10−
9

4 - -    ~1 × 10−
9

8 −8.785 × 10
14

2.502 × 10
1

3.521 × 10−
3

5 8.646 × 10
17

2.261 × 10
0

3.131 × 10−
1

SnO

p type

7 - -    ~1 × 10−
9

9 7.419 × 10
18

1.170 × 10−
1

1.391 × 10−
1

10 5.216 × 10
17

9.677 × 10−
1

8.086 × 10−
2

13 - -    ~1 × 10−
9

14 7.145 × 10
17

5.257 × 10−
1

6.018 × 10−
2

6 −1.693 × 10
19

1.626 × 10
1

4.409 ×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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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 of process parameters on conductivity and optical band gap (DOE Analysis); (a) Main Effect Analysis and (b) Response

Optimization.

Fig. 5. AFM images of tin oxide surface (1 µm × 1 µm scan area):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d) Sample #4, (e) Sample

#5, (f) Sample #6, (g) Sample #7, (h) Sample #8, (i) Sample #9, (j) Sample #10, (k) Sample #11, (l) Sample #12, (m) Sample #13, (n)

Sample #14, (n) Sample #15 and (p) Samp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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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산화주석 박막의 격자구조, 투과도 및 전기 전도

성 변화는 3가지 실험 변수 중 플라즈마 파워에 따른 변

화가 가장 뚜렷하였다. 반면 Fig. 5에 나타낸 시편의 표

면 형상의 AFM 측정 결과를 보면 기판 증착 온도에 따

라 결정립의 크기가 변함을 알 수 있다. 플라즈마 파워와

공정 압력 조건에 따라서도 결정립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판 온도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크게 나

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립 크기의 온도 의

존성과는 달리 다른 전기적 특성들은 기판온도 의존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Reactive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산화주석박막을 증

착하였고, XRD, UV-Vis spectrometer, Hall measurement

및 AFM을 통하여 구조적, 광학적 및 전기적 특성을 분

석하였고 시편의 표면 형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험계

획법을 이용하여 전기적, 광학적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공

정 변수의 최적화된 점을 얻을 수 있었다. 공정 압력이

높을수록, 플라즈마 파워가 낮을수록, 그리고 온도는 비

교적 저온에서 전기적, 광학적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

을 보였다. 고정된 산소 유량에서도 공정변수에 따라 비

정질, SnO 및 SnO2 박막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target

의 표면 상태가 transition mode에 있음으로 인해 산소량

조절이 아닌 플라즈마 파워에 따라 박막의 stoichiometry

가 나뉘어졌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증착된 시편은

SnO와 SnO2의 성질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 p

형 및 n형 반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0-0004005).

참 고 문 헌

1. M. Batzill and U. Diebold, Progr. Surf. Sci., 79, 47

(2005).

2. B. G. Lewis and D.C. Paine, MRS Bulletin, 25, 22 (2000).

3. J. Kim, B. Kim, S. Choi, J. Park and J. Park, Kor. J.

Mater. Res., 20(4), 223 (2010).

4. V. Demarne and A. Grisel, Sensor. Actuator. Phys., 13,

301 (1988).

5. E. Leja, J. Korecki, K. Krop and K.Toll, Thin Solid Films,

59, 147 (1979).

6. J. C. Lou, M. S. Lin, J. I. Chyi and J. H. Shieh, Thin Solid

Films, 106, 163 (1983).

7. A. F. Carroll and L. H. Slack, J. Electrochem. Soc., 123,

1889 (1976).

8. W. M. Sears and M. A. Gee, Thin Solid Films, 165, 265

(1988).

9. D. Das and R. Banerjee, Thin Solid Films, 137, 321

(1987).

10. J. Lee, Thin Solid Films, 516, 1386 (2008).

11. A. Czapla, E. Kusior and M. Bucko, Thin Solid Films,

182, 15 (1989).

12. S. Schiller, G. Beister and W. Sieber, Thin Solid Films,

111, 259 (1984).

13. O. Stenzel, The Physics of Thin Film Optical Spectra: An

Introduction, 1st ed., p.214, Springer, USA (2005).

14. R. Sivaramasubramaniam, M. R. Muhamad and S.

Radhakrishna, Phys. Status Solidi, 136, 215 (1993).

15. A. K. Singh, A. Janotti, M. Scheffler and C. G. Van de

Walle, Phys. Rev. Lett., 101, 055502 (2008).

16. W. Guo, L. Fu, Y. Zhang, K. Zhang, L. Y. Liang, Z. M.

Liu, H. T. Cao and X. Q. Pan, Appl. Phys. Lett., 96,

042113 (2010).

17. E. Fortunato, R. Barros, P. Barquinha, V. Figueiredo, S.

K. Park, C. Hwang and R. Martins, Appl. Phys. Lett., 97,

052105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