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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nO thin films were fabricated by rf reactive sputtering on borosilicate substrates with an Sn target and Ar/O2 gas mixture. The effect
of rf power on the structural,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SnO thin films was investigated with XRD, AFM, SEM, Hall effect
measurements, and UV-Vis spectrometer. As a plasma power increased the crystallinity with a preferred orientation of SnO thin films
was improved and the grain size slightly increased. However the grains were coalesced and excessively irregular in shape.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SnO thin films demonstrated a relatively low p-type conductivity of 0.024 (Wcm)−1 at a higher power
condition. Lastly, SnO thin films had poor optical transmittance in the visible range as a plasma power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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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화주석(tin oxide)의 경우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3.6 eV

의 넓은 밴드 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SnO2가 일반적이

며, SnO2는 n형 반도체 특성을 띠고 있고 디스플레이용

투명전극, 태양전지, 가스센서 등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1-6) 반면 SnO는 2.7~3.4 eV 의 밴드 갭 에너

지를 가지며 p형 반도체 특성을 띠고 있지만 화학적으로

준안정(metastable)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 연구가 부진했

으나, 최근 TFT(thin film transistor)와 같은 투명 소자 응

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7) P형 산화물반도체의 경

우 도핑된 Cu oxide 나 Zn oxide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며,8-10) Sn oxide의 경우에는 n형 SnO2에 Sb, In, Mn,

Al, Zn 등을 도핑하는 연구는 있었으나,11-15) p형 SnO 연

구는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16-19) P형 SnO는 도핑을 하여

야 p형 특성을 가지는 SnO2와 달리 도핑없이 박막 자체

가 p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이 용이하고, n형 SnO2

박막과 함께 단종접합 pn 다이오드 (homojunction pn

diode)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SnO 박막은 최

고가전자대(VBM: valence band maxima)에 존재하는 Sn

5s orbital 구조 때문에 도핑한 SnO2, ZnO, NiO 등의 박

막보다 전기전도도가 높은 p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7,19)

산화주석박막을 증착방법 중 스퍼터링(sputtering)방법은

비교적 높은 증착속도, 대량생산 호환성, 두께 균일도, 확

장성(scalability)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

다.20) 일반적으로 스퍼터링 방법은 화학증기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으로 증착된 박막에 비하여 박막의 균질

성, 재현성 및 표면의 구조(morphology) 등에서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되고, 화학조성(chemical composition)과 박막 성

질의 조절이 쉬운 금속 타겟과 화학량(stoichiometry) 조절

이 용이한 산화물 타겟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특성이 다

른 박막 공정으로 보고되어 있다.20,21) 더욱이 스퍼터링 방

법은 가스분압, 압력, 파워, 온도, 등 공정 변수들을 변화

하여 박막의 특성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Lu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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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 스퍼터링을 이용해 증착한 ZnO의 경우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플라즈마내 Ar 이온 생성이 증가하여

ZnO 증착속도는 높아졌고, 증가된 이온에 의해 Zn 원자

가 많아지고, 기판(substrate)에 더 많은 핵(nuclei)이 생성

되어 표면의 구조는 조밀해졌고 결정립(grain) 사이즈는

줄었다고 하였다. 또한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우선

성장 방향(preferred orientation)을 강하게 가지는 결정구조

(crystalline)가 형성된다고 하였다.22) 반면 Hamzaoui에 의하

면 SnO2 산화물 타겟을 이용한 스퍼터링으로 증착된 SnO2

의 경우 플라즈마 파워가 높아질수록 결정립 사이즈가 증

가함을 보고하였다.23) 또한 RF 파워가 증가할수록 높은

에너지를 가진 원자들에 의한 결함(defect)이 많이 발생하

여 박막의 투과도가 떨어짐을 설명하였다. 스퍼터링 조건

에 따른 박막의 물성 변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p형

SnO 박막을 증착하였으며, 가스 유량, 온도, 압력을 고정

한 조건에서 플라즈마 파워를 변화시켜 파워에 대한 SnO

박막의 구조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 변화를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시편(20 × 20 mm2)은 불규산(borosilicate) 유리와 실리콘

웨이퍼의 두 가지 기판을 사용하였고, Sn 타겟(99.99%)과

Ar과 O2 가스를 혼합하여 반응성 스퍼터링으로 제작하였

다. 공정 압력, 가스 유량, 그리고 온도는 고정하고, 플라

즈마 파워를 200~500 W로 변화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증착 속도(deposition rate)는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4,4 Å/sec 에서 13.9 Å/sec로 증가하였다. Table 1에 각 시

편의 공정 변수들을 설명하였다. 공정 조건별 시편의 밀

도 변화량의 동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질량과 부피를 다

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질량은 박막 증착 전후로 전자저

울(소수점 4자리)로 측정하여 계산하였고, 부피는 삼차원

측정기(3D profiler: Dektak 150, Vecco)로 측정한 박막의

두께와 사각형 섀도 마스크(shadow mask)를 사용해 증착

한 박막의 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제작된 시편들의

구조적 분석을 위해서 X선 회절계(XRD: ATX-G Rigaku)와

atomic force microscopy(AFM: Dimension 3100, Vecco)를

이용하여 박막의 결정구조, 우선 성장 방향, 표면거칠기를

확인하였고, 미세구조는 전계방출주사현미경(FE-SEM:

JSM-7600F, JEOL)으로 관찰하였다. 광학적 분석을 위해

선 UV-Vis 분광계(Lamda 35, PerkinElmer)를 이용하여 각

시편의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박막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약 2000 Å 두께의 박막을 유리기판에 증착하였고, 밀도

계산을 위해서는 1 µm 두께의 박막을 실리콘 기판에 증

착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기적 분석으로 홀 효과 측정 시

스템(HEMS: HMS-3000 Ecopia, 5500G magnetic field)을

이용하여 각 시편의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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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하였다. 홀 측정을 위해선 주석(Sn)을 전극으로 사용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의 XRD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플라즈

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SnO 박막의 우선 성장 방향

(preferred orientation)이 강해졌고, 우선 성장 방향에 대한

결정면간 거리(d-spacing)은 감소하였으며, 결정립 크기는

증가하였다. XRD 데이터에 의거하여 결정면간 거리은

Bragg’s law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결정립 크기는 해당 픽

(peak)의 반가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을 이용한 Scherrer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4)

200 W의 경우 (101) 픽이 넓고 강도(intensity)가 낮은 구

조를 보여서 XRD 데이터에 의한 결정립 크기는 계산하

지 않았으나, Fig. 2 SEM 미세구조 사진에 의해서 200 W

인 경우 결정립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립

Table 1. DepositioN Condition of Tin Oxide Thin Films

Sample #
O2 flow 
(sccm)

Ar flow 
(sccm)

Pressure
(Pa)

Sub. Temp. 
(oC)

Power
(W)

Deposition Rate
(Å/sec)

Density estimated
(g/mm3)

1 9 61 0.67 300 200 4.394 1.4801

2 9 61 0.67 300 300 7.03 1.8512

3 9 61 0.67 300 500 13.945 3.7312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nO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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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다.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결정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300 W에서는 (101) 픽이 우

선 성장 방향이었으나, 500 W에서는 (101) 픽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110) 픽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라

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우선 성장 방향을 강하게 가지

는 결정구조가 형성된다고 보고된 바 있고,22) 이는 플라

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산소와 아르곤이 Sn 타겟과 충

돌(bombardment)이 커져서 Sn 타겟 표면에 스퍼터된 Sn

분자(molecule)이 많아지고, 기판 표면에 도착하는 Sn의

kinetic energy도 증가하기 때문이다.25) 그래서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표면은 거칠어지고 삼차원적으로 자

라는 경향을 보이며, 결정성도 좋아진다. 또한,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방향이 바뀌었으며 결정면간

거리의 감소는 박막의 미세구조 변화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Fig. 3은 표면 거칠기를 AFM으로 관찰한 사진

이다. 박막의 표면거칠기(roughness, Ra)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매우 불규칙한 미세구조를 볼 수 있다. 이

는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핵 성장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산화주석박막 내 원자들의 확산 또한 활발해짐

에 따라서 결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AFM

분석 결과를 보면 표면의 수직 상승과 같은 아주 불규칙

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특정방향의 결정립에 응집

(coalesce)된 것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시

편 내에 전체적인 표면 높낮이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사

료된다. 결정들의 불규칙하고 응집되어있는 형태로 인해

AFM 결과로 결정립 크기는 계산 하지 않았으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결정립 변화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주

는 XRD 결과로 분석하고 SEM 사진과 비교하였다.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

록 SnO 박막의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플

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조밀면과 응집된 결정립을 가

진 박막형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박

막의 밀도를 정량적 방법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후막

의 밀도 측정 계산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플라즈마 파워

에 의한 밀도의 증감 동향만을 확인하는데 이용하였다. 일

반적으로 밀도가 증가할 때 전자흡수(electronic absorption)

특성변화 때문에 분극성(polarizability)이 감소하고,28) 이는

박막의 굴절률(refractive index),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

tivity), 광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Lorentz-Lorenz 공식이

나 Drude 공식과 같은 굴절률과 밀도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공식에서 보듯이 밀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굴절률이

비선형으로 비례 증가한다.28,29) 
그리고 굴절률이 증가할

수록 광흡수단(optical abruption edge)은 파장(wavelength)

이 긴 방향으로, 즉 광학적 밴드 갭(optical band gap)이

낮은 방향으로 이동한다.30) 본 실험에서 제조된 SnO 박

막의 경우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광흡수단이 긴 파장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는 박막 내에 존재하는 Sn 빈자리(vacancy)가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많아져서 구조적 결함을 생성했기 때문

이라 사료된다.7) 또한 SnO2 박막은 가시광 영역에서 85-

90%의 투과도를 가지고 있으나,26,27) 
제작된 SnO 박막은 가

시광영역에서의 투과도가 매우 낮았으며, 플라즈마 파워

가 증가할수록 투과도는 60-70%에서 40-50%로 낮아짐을

Fig. 2. SEM images of SnO thin films, (a) 200 W, (b) 300 W, and (c) 500 W.

Fig. 3. AFM images of SnO thin films, (a) 200 W, (b) 300 W, and (c) 50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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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일반적으로 SnO는 SnO2 보다 산소 비율이 적고

굴절률이 낮아 투과도가 낮게 나타나고, 화학조성, 결정

립 크기, 구조적 결함 등 또한 투과도 특성에 영향을 미

친다.18,19)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높은 에너지를 가

진 원자들이 많아지고 Sn 빈자리가 많아지면서 구조적 결

함을 생성하였고, 결정립 크기는 커졌으며, 표면거칠기도

높아지면서 투과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약 500 nm 두께의 Sn 전극을 증착하여 전

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측정 시 팁 접촉에 의한 전극 손

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Sn 전극은 시편과 오믹(ohmic)

접촉을 하고 있어 전기적 특성 파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홀 측정을 통해 각 시편들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홀 측

정 결과 모든 시편은 p형 전도 형태(conduction type)를 나

타내었고, 전기전도도는 0.017(Ωcm)−1
에서 0.024(Ωcm)−1

로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값을 보였다.11,12,17-19,31) 하지만 SnO2

박막에 도핑하여 만든 p형 SnO2 박막보다는 다소 낮은

값을 띄고 있다.11)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Sn 빈자

리가 생성되었고,7) 이는 소폭 증가한 케리어 농도에 영향

을 주었다. SEM과 AFM 측정 결과에서 보듯이 SnO 박

막은 기둥(column)형식으로 불규칙한 결정립 구조를 나타

내고 있으며, 이는 이동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

각된다.

4. 결  론

RF 반응성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SnO 산화주석박

막을 증착하였고, XRD, AFM, UV-Vis 분광계 및 홀 측정

을 통하여 박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플라즈

마 파워에 의한 SnO 박막의 구조적, 광학적, 전기적 특성

변화를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플라즈마 파워가 증가

할수록 SnO 박막은 우선 성장 방향이 강해졌고, 우선 성

장 방향에 대한 d-spacing은 감소하였으며, 결정립 크기는

증가하였다. 또한 매우 불규칙한 미세구조를 보였다. 플

라즈마 파워가 증가할수록 박막 내에 존재하는 결함이 많

아져서 SnO 박막의 광흡수단은 긴 파장 방향으로 이동하

였고 투과도는 낮아짐을 보였다. 그리고 캐리어 농도의

증가에 의해서 전기전도도가 소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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