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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ZTO, which is made using a target mixed ZnO:SnO2 = 1:1, the ZnO and SnO2 were

analyzed using PL, XRD patterns, and electrical properties. Resulting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with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ZnO, SnO2, and ZTO.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ZTO were found to improve with increasing of the

annealing temperature due to the high degree of crystal structures at high temperature. The crystal structure of SnO2 was also

found to increase with increasing temperatures. So, the structure of ZTO was found to be affected by the annealing temperature

and the molecules of SnO2; the optical property of ZTO was similar to that of ZnO. Among the ZTO films, ZTO annealed

at the highest temperature showed the highest capacitance and Schottky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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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화물반도체는 넓은 에너지 밴드갭(3.37 eV)을 85~95

% 정도의 가시광선 투과성을 지니고 화학적으로 안정하

여 산화와 부식에 강하다.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여 흠

집에 대해 강한 내성이 있다. 산화물반도체는 인듐(In) 또

는 갈륨(Ga)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독성이 없고, 가격

이 저렴하다. 박막 증착 시 비교적 매끄러운 표면을 형

성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높은 열처리 온도에도 비정질

상태를 유지하여 유연성을 요구하는 광전 소자용 투명

전극으로 응용 가능하여 많은 연구자들 주목을 받아온

반도체소자 재료 물질이다. 투명전극은 얇고 투명해서 유

연할 수 있어서 투명디스플레이, 태양전지, 투명전자피부

등 투명전극의 용도는 다양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

명전극으로 ITO(Indium Tin Oxide)는 인듐의 독성, 가

격이 높아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ZnO 산화물 반도체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1-4) 일반적으로 산

화물반도체는 열처리를 하게 되면 물성이 좋아지는 특

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ZnO 물질이 기본인 산

화물반도체은 Al, In, Ga, Cu, Si 등의 불순물을 넣어서

도핑 케리어들에 의하여 전도성을 가지며, 전자의 이동

도를 높이고 격자틈새 Zn 이온(Zni
2+)이나 산소 빈자리

이온(Vo2+) 등과 같은 자연적인 도너 이온에 의한 전도

성을 바탕으로 전류가 형성된다. 케리어들에 의한 고이

동도를 위해서는 기판과 산화물반도체 물질 계면에서의

면저항을 줄이고 결정의 불일치성을 최소한 줄여야 한

다. 일반적인 ZnO 반도체는 n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나

노와이어 ZnO 트랜지스터에서 p형의 전달특성이 만들어

진다는 보고가 있다.5) 또한 SnO2 박막에서도 불순물도

핑에 따라서 p형의 전달특성이 관찰되고 있다.6) ZTO박

막을 증착하기 위한 ZTO 타겟은 ZnO성분과 SnO2 성

분을 1:1 비율로 조합하여 만들어지므로 ZnO와 SnO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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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에 의존하게 된다. ZTO 트랜지스터가 열처리를 하

면 전달특성과 안정성이 향상되며, 두께가 얇을수록 트

래핑효과에 의하여 전기적인 특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7) ZTO 박막은 인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서 낮은 가격으로 제조가능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ZTO

산화물반도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판과 반도체

계면의 특성이 중요하며, 전위장벽의 높이는 계면의 전

기적인 특성이 결정하며, 장벽의 높이가 높을수록 쇼키

접합이 이루어지고 장벽의 높이가 낮으면 오믹접합에 의

한 전류가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8-13) 기존에 산화물

반도체에 대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으나 ZTO 박막의

특성이 SnO2와 ZnO 박막들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연구

한 논문은 없으며, 화합물반도체로서의 ZTO에 대한 이

러한 연구는 새로운 산화물반도체의 증착과 합성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ZTO를 구성하는 ZnO과 SnO2성분의 기

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ZTO 박막의 전기적인 특성

을 이해하기 위하여 ZnO 박막과 SnO2 박막을 광학적 물

리적 전기적인 특성을 열처리 온도에 따라서 분석하고

ZTO 박막의 특성과 비교하여 ZTO 박막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ZnO, SnO2와 ZTO

박막은 스퍼터링 방법으로 증착하였으며, 스퍼터링 방법

은 전기적으로 특성이 우수하고 저온공정이 가능하고 타

겟을 사용하여 공정조건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여러 논문에서 보듯이 산화물 반도체 박막

은 열처리를 하게 되면 결정성이 변하고 따라서 전기적

인 특성도 변하기 때문에3,4,6,13) 적절한 열처리 공정 온

도를 찾기 위하여 미세전류에 대한 전기적인 특성을 조

사하였다. 

2. 실험 방법

ZnO와 SnO2 산화물반도체가 ZTO 반도체의 전기적인

특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XRD, PL,

커패시턴스 값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열처리 효과에 따

른 변화 역시 조사하였다. ZnO, SnO2와 ZTO의 산화물

반도체를 증착하기 위하여 저항이 8 Ω(옴)인 ITO 유리

기판 위에 ZnO, SnO2와 ZTO의 타겟을 이용하여 산소

20 sccm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상태를 조성하고 스퍼터

방법에 의해서 증착하였다. 증착된 박막은 진공 챔버에

서 100 oC와 200 oC에서 열처리 하였으며, 전기적인 특

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Al 전극을 이용하여 Al/산화물반

도체/ITO 글래스 구조를 구성하여, I-V 특성과 C-V 특

성을 측정하여 반도체 계면특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ZnO

와 SnO2이 ZTO 박막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결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산화물반

도체 ZnO, SnO2와 ZTO에 대하여 증착 후 열처리를 하

고 XRD 패턴분석을 하였다. 산화물반도체는 공통적으로

33.5도 영역에서 픽이 나타나고 있다. Fig. 1(a)는 ZnO

박막은 증착한 경우 결정성이 나타났으며, 열처리를 하

면 산소공공이 발생하면서 비정질특성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b)의 SnO2박막은 모든 샘플에서 결

정성이 나타났으며, 100 oC 열처리한 샘플에서 결정성이

가장 높았으며, 200 oC 열처리를 하게 되면 산소공공이

발생하면서 결정성이 떨어졌다. Fig. 1(c)의 ZTO의 박막

은 증착하였을 때는 픽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열처리를

하면서 결정화되었으며,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결정성

이 높았다. 따라서 ZTO의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Table 1. Condition for ZnO, SnO2 and ZTO processes.

Substate ITO glass

Target ZnO, SnO2, ZTO

Equipment Sputtering

Initial vaccum 3*10
−3

Torr

High vaccum 5*10
−5

Torr

Vaccum during the deposition 1.2*10−2 Torr

Gas for plasma Oxygen 20 sccm

Time 10 minute

Thickness ~80 nm

Annealing temperature, time, 100
o
C, 200

o
C, 10 Min.

RF power  70 W

Fig. 1. XRD patterns of oxide semiconductor in accordance with annealing temperatures, (a) ZnO, (b) SnO2, (c) Z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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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nO2 성분임을 알 수 있다. Fig. 1(c)에서 200 oC 열

처리 한 박막의 픽은 위로 증가하였으므로 결정성이 더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ZnO는 열처리를 하면 화

학 양론적으로 산소공공이 많이 생겨서 비정질특성으로

변하며, SnO2의 경우는 열처리를 하면 산소공공이 덜 생

기면서 결합구조가 치밀해지면서 결정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ZTO 박막의 결정성은 열처리를 하면 결정성

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열처리에 의한 결정성은 SnO2

의 효과에 의해 열처리 후 산소 공공이 적어지기 때문

이다. 

Fig. 2는 ZnO, SnO2와 ZTO 산화물반도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PL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2(a)에서

ZnO 박막의 100 oC 열처리 한 박막에서 600 nm 근처의

픽의 강도가 상당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광학적인

PL특성은 증착한 박막과 200 oC 열처리한 박막에서 픽

의 위치가 거의 유사하게 500 nm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

다. 하지만 100 oC 열처리 한 박막에서는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SnO2의 박막에서 100 oC 열처리한

PL 스펙트라 픽의 강도는 낮고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Fig. 2(b)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ZTO 박막에서

100 oC 열처리한 박막은 광학적으로 보면 ZnO 성분의 효

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c)의 ZTO 열처리

효과에 따른 PL 스펙트라를 보여주고 있다. ZnO 박막

처럼 200 oC 열처리한 박막에서 픽의 위치가 거의 유사

하게 500 nm 근처에서 나타났다. 또한 100 oC 열처리 하

면 장파장쪽으로 이동하였다.

Fig. 3은 커패시턴스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3(a)

에서 ZnO 박막은 열처리를 하면 100 oC 열처리에서는

감소하였다가 200 oC 열처리에서는 커패시턴스 값이 증

가하였다. Fig. 3(b)에서 SnO2 박막은 200 oC 열처리를

하면 커패시턴스 값이 감소하였다. 공통적으로 200 oC에

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 3(c)에서 ZTO 박막

의 경우 커패시턴스의 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모

양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ZTO 박막이

다른 산화물반도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박막임

을 보여준다. ZnO 박막과 SnO2 박막은 증착하고 열처

리하는 과정에서 산소의 공공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

나서 커패시턴스의 값이 여러 가지로 변하지만 ZTO 박

막의 경우는 증착후 열처리온도가 증가할수록 꾸준하고

일정하게 커패시턴스가 증가하는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

하고 있다. 

Fig. 4에서 온도에 따른 산화물반도체의 커패시턴스를

나타낸다. Fig. 4(a)는 증착한 ZnO 박막과 SnO2 박막은

산소공공에 의한 효과가 열처리에 의해서 확연하게 나

타나는 반면 ZTO 박막은 증착하는 과정에서 박막의 치

밀도가 높아서 유동전하의 감소로 인하여 커패시턴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Fig. 4(b)와 4(c)에서도 ZTO 박막

의 커패시턴스는 같은 온도에서 열처리한 다른 산화물

반도체에 비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Fig. 3(c)

에서 보듯이 열처리온도가 증가할수록 일정하게 커패시

턴스는 증가하며, zero 전압에서 on/off 특성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각각의 산화물반도체에 대한 전류-전압특성 곡

선이다. ZnO와 SnO2 박막에서 200 oC 열처리를 한 경

Fig. 2. PL spectras of oxide semiconductor in accordance with annealing temperatures, (a) ZnO, (b) SnO2, (c) ZTO.

Fig. 3. Capacitance of oxide semiconductor in accordance with annealing temperatures, (a) ZnO, (b) SnO2, (c) Z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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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비하여 ZTO 박막에서는

열처리를 하여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전기

적으로도 ZTO 박막이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ZnO

와 SnO2 박막에서 200 oC 열처리를 한 경우 변화는 반

도체 계면에 의한 변화이며, 열처리온도에 따라서 계면

에서 전류가 증가하는 것은 200 oC에서 케리어 전하들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ZnO 박막의 XRD패턴이 결

정질에서 비정질로 변하는 특성과 SnO2 박막의 경우

100 oC 열처리 샘플이 결정성이 높았다. 200 oC 열처리

를 하면 비정질특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ZnO와

SnO2 산화물 반도체는 비정질특성으로 바뀌게 되면 계면

에서의 변화에 의한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이 공

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16) 하지만

Fig. 5(c)로부터 ZTO 박막 경우는 열처리온도가 높을수

록 결정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류는 점점 더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ZnO와 SnO2성분비가 1:1 조합에 의

해서 만들어지는 ZTO 박막의 경우는 다른 산화물반도

체에서 나타나는 특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열처리온도에 따른 산화물반도체의 전기적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같은 온도에서 측정한 산화물반도체

의 전기적인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도에 따른 의

존도가 ZTO 박막의 특성이 ZnO와 SnO2박막들의 경우

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상온 증착한 박막과 100 oC

열처리한 박막들에서 ZTO 박막은 양의 전압 방향에서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는 옴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200 oC 열처리한 ZTO 박막은 쇼키특성이 잘 나타

나고 있다.17) 결과적으로 ZTO 박막은 광학적으로는 ZnO

특성을 가지면서 SnO2 성분에 의한 결정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ZTO 박막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ZnO와 SnO2박

막을 증착하여 물리적 광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ZnO와

Fig. 4. Temperature dependence of capacitances of oxide semiconductor, (a) RT, (b) 100 oC, (c) 200 oC. 

Fig. 5. Electrical properties of oxide semiconductor in accordance with annealing temperatures, (a) ZnO, (b) SnO2, (c) ZTO.

Fig. 6. Temperature dependence of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oxide semiconductor, (a) RT, (b) 100
o
C, (c) 2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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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2박막의 물리적 광학적 특성이 ZTO 박막의 전기적

인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ZTO 박막은 ZnO

와 SnO2 성분비의 1:1 조합에 의해서 타겟이 만들어지

므로 ZnO와 SnO2 성분들이 ZTO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

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열처리도 실시하였다. 열처리한

결과 ZTO의 결정성은 SnO2 박막의 결정성과 유사하게

따라갔으며, 광학적인 특성은 ZnO 박막의 열처리 특성

변화에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ZTO의 전기적인 특성은 열처리를 함에 따라서 안정적

으로 변하였으며, 200 oC 열처리를 할 경우에 결정성이

가장 높았으며, 쇼키접합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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