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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reduce the indium contents in transparent conducting oxide(TCO) thin films of In1.6~1.8Zn0.2Sn0.2~0.4O3 (IZTO),
In1.6Zn0.2Sn0.2O3-δ(IZTO) was prepared by replacing indium with Zn and Sn. The TCO films were deposited via RF-magnetron
sputtering of the IZTO target at various deposition temperatures and its film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When deposited in an
Ar atmosphere at 400

o
C, the electrical resistivity of the film decreased to 6.34 × 10

−4
 Ω·cm  and the optical transmittance was 80%.

As the deposition temperature increased, the crystallinity of the IZTO film was enhanced. As a result,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ransmittance properties were improved. This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ITO TCO film with IZ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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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FPD, OLED, LCD, Touch panel 등 투명소자에 사용되

는 TCO용 ITO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3)

그러나 ITO의 주 원료인 Indium은 고갈 되고 있어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Indium을 사용하지 않거나

저감하려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4) 전자는 Indium을

사용하지 않은 조성, 즉 AZO나 GZO, FTO 등 ZnO나

SnO2을 기반으로 한 조성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들 조성

은 특성 제어가 쉽지 않고 응용분야가 제한적이다. 후자

는 Indium 사용량을 저감 하려는 연구로 OLED, Oxide

TFT에 사용하고자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Indium 저감 조성은 multi cation 투명전도산화물(이하

TCO)라 불려지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원소의 cation charge

를 바탕으로 하여 분류할 수 있다. 3성분계 phase space는

2+(Zn과 Cd), 3+(In과 Ga), 4+(Sn)의 cation charge를 기본

으로 (2-3-3), (3-3-4), (2-3-4)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5)

Multi cation TCO를 대표하는 IZTO는 다성분계 조성 중 가

장 비저항이 낮고 높은 광 투과성을 가져 TCO 응용에 가

장 유망한 조성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IZTO phase space의 조성이 투명 산화물 반도체로

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비정질 IZTO 박막 트랜지스

터의 액티브 층(active layer)에도 사용되는 등 그 연구 분

야가 넓어지고 있다.6) 비록 그것은 3상의 IZTO 단일상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조성 비율에 따라 spinel과 bixbyite의

solid solution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의

solid solution은 단일 원소를 도핑한 TCO보다 넓은 범위를

가지는데 이것은 첨가된 이온들의 크기 매칭으로 인한 격

자유지 현상 때문이며, 이 때문에 multi cation TCO는 단일

도핑 조성보다 많은 양의 Indium을 저감할 수 있다.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dium을 저감한 multi cation

TCO인 In1.6Zn0.2Sn0.2O3-δ 조성을 선정하여 target을 제조

한 후 RF-magnetron 스퍼터링으로 박막화 하여, 기판온도

에 따른 특성 변화에 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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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In2O3(99.99%pure), ZnO(99.99%pure)와

SnO2(99.99%pure) power를 이용하여 In1.6Zn0.2Sn0.2O3-δ

조성으로 고정하여 고순도 2 inch sputtering target을 통상

의 ceramic 소결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9) IZTO 박

막은 유리기판(corning 1737)위에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으로 순수 Ar 분위기에서 제조하였다. 이때 기판과

target 사이의 거리는 5 cm로 유지하였다. 증착 전 target

표면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chamber를 10−6 Torr로 2시간

유지하고 나서 10분동안 pre-sputtering 후 10sccm의 Ar

을 흘려주면서 작동 압력은 6 mTorr로 10분간 증착을 행

하였다.기판의 크기는 25 × 25 mm, sputtering power는

60 W(2.96 W/cm2)로 조절하였으며 이때 기판 온도는 상온

~ 500o
C였다. 

박막의 구조는 Cu-Kα (λ = 1.5418Å)을 사용하여 X-ray

diffraction(Rigako D/MAX2200)으로 측정 및 Debye

Sherrer method으로 grain 크기를 계산하였다. 결정구조와

형상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6700F)와 Atomic Force Microscopy (JEOL)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박막의 전기저항은 Van der Pauw

geometry을 적용하여 four-point probe 측정장치(Keithley

2420, 2182A)와 hall measurement system(Ecopia)으로 측

정하였다. 투과율은 UV-VIS spectrometer(Simazu 2401)를

이용하여 200 ~ 2500 nm 구간을 측정하여 absorption coeffi-

cient를 얻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결과

Fig. 1. 은 Indium 저감 조성인 In1.6Zn0.2Sn0.2O3-δ를 순

수한 Ar 분위기에서 증착온도에 따른 비저항, hall mobility,

캐리어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박막의 비저항은 상온에서

400o
C까지 기판온도가 증가하였을 때 감소하다가 기판온

도가 500o
C에 도달하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Hall mobility의 경우 기판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

하나 500o
C가 되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캐

리어 농도도 역시 hall mobility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순수한 Ar 분위기에서 기판온도 변화에 따른 IZTO 박

막의 투과도와 optical band gap의 변화 비교 그래프는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광 투과도 측정시 reference

는 같은 종류인 glass plate를 사용하였다. 광 투과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시광 영역, 단파장 영역, 장파장 영역

으로 구분할 수 있다. IZTO 박막의 가시광 영역의 평균

투과도는 모든 열처리 조건에서 80% 이상이었으며, 89% 이

상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상용 ITO의 광 투과도와 비교

하였을 때 투명전극으로의 응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10) 

또한 모든 증착 온도에서 가시광 영역의 투과도는 크

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IZTO의 증착 온도는 가시광 영

역의 투과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 UV 영역 근처의 투과도는 증착 온도가 상온에서

Fig. 1. Variation of resistivity, hall mobility and carrier con-

centration as a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Fig. 2. (a) Transparent spectra of IZTO thin films deposited at RT to 400o
C and (b) plot of Eg versus (αhν)2 for IZTO films

deposited at various substrate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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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o
C 까지 증가될수록 투과도 곡선이 단파장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높은 증착 온도에서는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

게 되고 이로 인해 optical band gap은 확장하게 되며, 이

때문에 투과도가 상승하게 된다.11,12) 하지만 500o
C 이상

의 증착 온도에서 증착 된 박막의 경우 박막의 색이 검

게 변하며 투과도가 급감하였다. IR 영역 근처의 광 투과

도는 기판온도가 상온에서 400도까지 증가되면 감소하였

다. 이것은 높은 증착온도에서의 산소결함으로 인한 캐리

어 농도 증가 때문이다.13) 

Optical band gap은 Fig 2(a)의 투과도를 바탕으로 계산한

IZTO 박막의 Egversus(αhν)2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14)

I = I0exp(−αt) (1)

식에서 I는 박막을 통과한 후의 빛의 세기, I0는 투과

전 빛의 세기, α는 흡수계수, t는 박막의 두께이다. 각 파

장 대에서의 흡수율을 구한 뒤 식(3)에 대입하면 Eg를 구

할 수 있다.
 

αhν = A(hν − Eg)
1/2 (2)

 

여기서 α는 흡수계수, hν는 플랑크 상수이며, Fig 2(b)

에 박막의 증착 온도에 따른 Eg과 기울기를 나타내었다. Eg

값은 그래프에서 = 0이 되는 지점과 만나는 접선을 예측

하여 나타내었다. 

각 증착 온도에서의 optical band gap을 비교해 보면, 증

착 온도가 상온에서 400o
C로 증가되면 optical band gap의

크기는 3.87에서 4.22 eV로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박막의

캐리어 밀도 증가 때문이며 이는 Burstein Mouss shift 모

델로 설명할 수 있다.15)

 

∆E = (3)

여기서 h는 Plank constant, m*은 effective mass of

electron이다.16) 본 수식에서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면 band

gap이 증가하며, 증가된 band gap은 단파장 영역에서의 투

과율 증가에 기인하게 된다.11,12)

3.2. 고찰

기판온도가 상온에서 400o
C로 증가될 때 박막의 비저

항은 감소되고, carrier density, hall mobility, 투과율과

optical band gap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500o
C에서는 상온

에서 400o
C까지의 결과와는 반대로 모든 특성이 열화되

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찰해 보면 Fig. 3의 기판온도에 따

른 IZTO 박막의 XRD 패턴에서와 같이 박막의 결정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증착 온도에서 IZTO 박막은 cubic bixbyite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상온에서 증착한 IZTO 박막은 30o 
부

h
2

8m
*

--------- 3
 π 
------⎝ ⎠
⎛ ⎞

2/3

n2

2/3

Fig. 3. (a) XRD plot of IZTO thin films grown on a glass substrate as a function of substrate temperature and (b) figure of crystallin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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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서 약한 (222)방향의 peak이 관찰되나 전체적으로

peak intensity가 매우 낮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기판온도

가 200 ~ 400o
C로 증가하면 박막의 결정성이 향상되어

(211), (440), (622)면이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

해 Indium bixbiyte phase가 강하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222) 회절 peak은 모든 증착 조건에서 강하게 나

타났으나, 기판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반면 (400) peak의 intensity는 기판온도가 올라갈수록 증

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기판온도가 증가할수록 [111]

방향에서 [100]방향으로 결정성장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17) 이는 스퍼터링 된 IZTO 이온이 기

판 위에서 crystalline되는데 받는 에너지의 차이 때문이며

기판온도가 증가할수록 IZTO 박막의 결정성은 [100]방향

으로 증가한다.11,18)

500o
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증착된 박막은 스퍼터링

된 이온들이 정상적인 결정성장방향을 가지지 못하며,

(220)peak이나 (400)peak이 아닌 (123)peak이 성장하였다. 

Fig. 4는 기판온도에 따른 XRD 패턴의 (222)peak과

(400)peak의 intensity 비를 나타낸 것이다. 기판온도가 증

가될수록 비율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

판온도가 증가될수록 Fig. 2의 (a)처럼 상대적으로 수직

(vertical)방향으로의 결정성장이 증가되고 I(222)/I(400)비

가 감소할수록, Fig. 3의 (b)처럼 IZTO 박막의 결정의 방

향성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기판온도에 따른 IZTO 박막 단면의 결정성을

비교한 그림이다. 분석결과 박막두께는 약 150 ~ 250 nm이

며, 증착온도가 증가될수록 박막의 결정성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grain size도 증가하였다. 상온의 기판온도에서

증착 된 박막은 grain size는 18.77 nm였고, 단면에 뚜렷한

grain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판온도가 200o
C

에서 400oC로 증가하면 박막의 gain 크기가 21.44에서

22.47 nm로 증가하며, 특히 400oC에서 증착한 IZTO 박막의

경우 grain이 수직(vertical) 방향으로 강하게 성장되었다.

즉 박막의 결정성이 증가는 grain boundary의 유효면적의

감소를 야기하고, carrier 이동거리 증가로 이어져 hall

mobility가 증가하게 된다.19) Carrier density의 증가는 다

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IZTO 박막의 결정성 증가는

doping된 Zinc 이온이나 Tin 이온의 격자 치환 확률의 증

가를 이끈다. 격자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doping되어 생성

Fig. 4. The ratio of (222) to (400) peak intensities on the various

substrate temperature. 

Fig. 5. Film cross section images on the various substrate temperatures: (a) RT, (b) 200o
C, (c)300o

C, (d)400o
C, and (e)500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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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캐리어의 양은 증가하며 이는 optical band gap의 증가

를 나타내게 된다.11) 이것은 수식 (3)으로 표현할 수 있으

며 증가된 band gap은 단파장 영역에서의 투과율 증가에

기인하게 된다.

200 ~ 400o
C와 500o

C로 증착한 박막과는 차이가 있는데

미세구조와 결정상의 경우는 500o
C로 증착한 경우 SEM

이미지와 XRD 결정상을 보면 결정성장이 (400), (211)면

으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113) 등으로 여러방향으로

성장하면서 박막표면이 요철이 생성되고 내부는 방향성

을 갖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여러축 방향으로 결정이 성장

하면서 porous하게 되어 난반사와 흡수 효과에 의해 박막

이 검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하여 200o
C에서

400o
C 까지의 미세구조 결과는 점점 수직 방향으로 성장

을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기판온도가 500o
C에 도달하면 grain의 형상은 관찰할 수

없으며 IZTO 박막의 밀도 또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기

판에 전달된 복사열에 의해 스퍼터링 이온이 기판에 도

달하기 전 결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막 밀도 저하는

carrier density 및 이동도를 감소시켜 전기적 특성을 감소

시키고 빛의 산란을 증가시켜 투과도 감소를 나타낸다.

이 결과를 토대로 IZTO 박막의 결정화 온도는 400o
C 부

근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Ts/Tm > 0.3)20)

4. 결  론

TCO 박막으로 사용되는 ITO에서 Indium의 양을 감소시

키기 위해 Indium과 Tin 대신에 Zinc를 첨가하여 In1.6Zn0.2

Sn0.2O3-δ (IZTO) 조성을 설계하고 target을 제조한 후 증착

온도에 따라 박막을 형성하여 그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IZTO 박막은 증착 온도가 증가할수록 막의 결정성이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기적 특성이 개선되었다. Optical

band gap은 증착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3.8 ~ 4.2 eV로 증

가하였으며, 박막 결정성 증가에 따른 캐리어 농도 증가

로 장파장 영역에서의 투과도 감소와 단파장 영역에서의

blue shift 효과가 일어났다. 증착온도의 증가는 [111]방향

에서 [100]방향으로의 결정성장 방향 변화를 야기했다. 

본 연구범위에서 최적 공정 조건은 Ar 분위기에서 기판

온도를 400oC일 때 였고, 그때 특성은 비저항이 6.34 ×

10−4 Ω·cm이고 투과도는 8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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