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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ast neutron irradiation on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Li (3 at%) doped ZnSnO (ZTO)

thin films fabricated using a sol-gel process are investigated. From the results of Li-ZTO TF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hange of neutron irradiation time, the saturation mobility is found to increase and threshold voltage values shift to a negative

direction from 1,000 s neutron irradiation time.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alysis of the O 1s core level shows that

the relative area of oxygen vacancies is almost unchanged with different irradiation times. From the results of band

alignment, it is confirmed that, due to the increase of electron carrier concentration, the Fermi level (EF) of the sample

irradiated for 1,000 s is located at the position closest to the conduction band minimum. The increase in electron

concentration is considered by looking at the shallow band edge state under the conduction band edge formed by fast neutron

irradiation of more than 1,0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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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ZnO 산화물 반도체는 용액공정이 가능하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명하며 자체적으로 발생한 캐리어에 의한 n

형 반도체 특성 등 기존 비정질 실리콘과 비교하여 큰

장점이 있다. ZnO는 Ⅱ-Ⅳ족 반도체로 2 K에서 약 3.5

eV의 넓은 밴드 갭을 가지고 있으며, 열역학적으로 안

정한 wurtzite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1) ZnO는 상온에서

산소공공(oxygen vacancy) 또는 침입형 Zn(interstitial

zinc)에 의해 자체적으로 캐리어가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n형 반도체 성질을 띠며, donor 준위는 수소, 인듐, 알

루미늄, 갈륨과 같은 다른 원소의 첨가에 의해서도 생

성된다.2,3)

산화물 반도체 중 ITO(인듐-주석 산화물) 박막이 광전

자 소자의 투명전극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인듐의 적은 매

장량으로 인하여 인듐을 대체하기 위한 물질로 주석이

각광받고 있다. 주석의 전자 배치(electronic configuration)

는 5p 오비탈을 제외하면 인듐과 같아 전기적 특성이 유

사하기 때문이다. ZTO(아연-주석 산화물)는 인듐을 사용

하지 않는 대신에 주석의 비율을 늘리고 아연을 첨가한

물질로서 ITO를 대체할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다.4)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ZnSnO에 Li을 첨가하여 향상된 전

기적 특성을 보고한 바 있다.5)

조사에 사용되는 중성자는 에너지 범위에 따라 열

(thermal) 그리고 고속(fast) 중성자로 분류할 수 있다. 열

중성자를 이용한 Si 반도체의 중성자 핵변환 도핑(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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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utation doping, NTD) 이라는 효과가 가장 대표적

인 예인데 이는 열 중성자의 핵반응으로 30Si이 31P으로

변화하여 기존의 이온주입 방법과 비교 시 매우 균일한

n형 도핑이 이루어지는 기술이다.6) 열 중성자 뿐만 아

니라 중성자 조사 결함 기술의 저변확대, 원자력 기술

의 산업화로의 응용 가능성 타진 등을 목적으로 고속 중

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의 특성 변화 연구 또한 진

행되었다. 양성자와 전자 조사의 경우 표면의 점결함을

유도하는 반면에, 중성자 조사는 높은 투과력으로 인하

여 큰 범위의 균일한 결함을 발생시킨다.7)

Reisman 등은 고속 중성자 조사는 대부분 소자를 투

과하여 고정 양극 전하(fixed positive charge)와 중성 전

자 트랩(neutral electron trap)을 형성함을 확인하였다.8)

Polyakov 등은 1015 n/cm2 이상의 고속 중성자 조사량

에서 이동도와 면저항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9) 중성자

이외에도 전자,10-13) 양성자,14,15) 이온16) 등 다양한 형태

의 조사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입자선의 종류와 에너

지에 따라 소자의 특성이 향상 또는 저하 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ZTO 기반 산화물 반도체에 대한 고속

중성자 조사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Li 도핑된 ZTO 박막의 고속중성자 조사로 인한 전기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산화물 반도체 공정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Li-ZTO 용액 제조에 사용된 금속 전구체는 Zn acetate

dihydrate [Zn(C2H3O2)2·2H2O], Sn chloride dihydrate

[SnCl2·2H2O] 그리고 Li acetate dihydrate [CH3COOLi·

2H2O]을 사용하였다. Zn:Sn 비율은 1:2로 고정하였으며

Li의 전체 용액의 3 at%를 첨가하여 0.5 M 농도의 전구

체 용액을 제작하였다. 용액은 핫플레이트에서 60 °C, 2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Spin-coating 법을 이용하여 제조

된 용액을 SiO2(100 nm)/P++-Si 기판 위에 3,000 rpm,

30초 동안 약 40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

하여 약 100 °C에서 용매의 증발과 가수분해반응, 260 °C

부근에서 Zn(OH)2, LiOH, 그리고 Sn(OH)2의 분해반응,

그리고 400 °C 이상의 온도 구간에서 박막의 치밀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5) 따라서 박막은 핫플레이트를 이

용하여 150 °C로 10분간 건조시켜 용매를 증발시킨 후,

튜브로를 이용하여 500 °C에서 1시간 동안 대기중에서 열

처리하여 박막을 합성하였다.

중성자 조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

론의 수평형 조사 시설을 이용하였다. 사이클로트론으로

부터 가속된 30 MeV의 양성자빔을 베릴륨(Be) 판에 조

사 후 발생되는 고속 중성자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발생

된 고속 중성자의 플럭스(flux)는 약 108 neutrons/cm2·sec

이며 조사 시간을 10, 100, 1,000 그리고 2,000초로 달리

하여 중성자 조사량을 조절하였다. 이때 각 조사 시간에

해당하는 도즈(dose)는 약 109, 1010, 1011 그리고 2×1011

n/cm2 이었다. 중성자 조사 후 thermal evaporator로 약

100 nm 두께의 Al 소스와 드레인을 증착하여 트랜지스

터를 제작하였다.

전기적 특성은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로 화학결합을, spectroscopic ellipsometer(SE)로

광학 밴드갭과 전도대 아래 엣지 영역을 분석하였다.

XPS 측정은 O 1s peak 분석을 통해 화학결합을 관찰

하였고, 광학 밴드갭은 SE 측정에서 흡광 계수가 급격

히 증가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외삽법을 통해 도출하였

다. SE의 광학적 밴드갭 측정 결과와 XPS 가전자대 준

위 측정 결과를 결합하여 밴드 정렬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는 고속 중성자 조사 시간에 따른 transfer

curves, Fig. 1(b)는 transfer curve 로부터 계산된 parameter

의 변화를 나타낸다.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 VTH)은

VDS > VG-VTH인 영역에서 선형 외삽법을 이용하여 구

하였고 게이트 문턱전압 이하에서의 기울기(subthreshold

swing, S.S.)와 포화이동도(saturation mobility, μsat) 값은

각각 식 (1), (2)를 통하여 도출하였다.17)

(1)

(2)

여기서 W(120 μm)와 L(40 μm)은 각각 채널의 폭과 길

이이며, Ci는 단위면적당 게이트 절연체의 전기용량을 의

미한다. 측정 조건은 게이트 전압 20 V, 드레인 전압을

-20부터 40 V까지 증가하며 드레인 전류 변화를 측정하

였다.

이동도와 문턱전압은 100초까지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

았지만, 1,000초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2,000초에서 이

동도는 11.3 cm2/Vs로 증가하였으며 문턱전압은 0.86 V로

(-)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1,000과 2,000초 조사된 TFT

에서 이동도와 문턱전압의 변화는 캐리어 농도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전

기적 특성 변화가 박막의 화학적 결합 또는 캐리어 농

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XPS와 SE 분석을 진

행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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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중성자 조사 시간에 따른 Li-ZTO 박막의 O

1s, Sn 3d 그리고 Zn 2p 측정 결과이며 조사 시간 변

화에 따라 XPS 결과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중성

자 2,000초에 해당하는 조사량은 대략적으로 2 × 1011 n/

cm2이며, 이에 해당하는 조사량은 박막의 결합상태를 변

화시키기에는 다소 낮은 조사량으로 판단된다. XPS 결

과 중 캐리어 농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O 1s의

산소공공 (OⅡ)18) 비율은 약 25 %로 중성자 조사 시간

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성자 조사

후 Li-ZTO TFT의 이동도 및 문턱전압 변화는 향상은

산소공공 증가가 아닌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것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SE와 XPS 측정을 통해 광학 밴드갭과 가전자대 영역

을 측정하였으며 두 측정값을 종합하여 Fig. 3과 같이

밴드정렬을 하였다. 밴드갭은 10초에서 약간 증가 후 100

초에서 감소하였으며, 가전자대 영역은 100초에서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로 2,000초 샘플

의 경우 전극 에칭 과정에서 박막이 손상되어 부득이하

게 SE 측정을 하지 못하였다. 밴드정렬 결과를 보면 중

성자 조사 시간이 100초인 경우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

와 가장 멀게 위치하였고 1,000초인 경우에 다시 그 크

기가 감소하여 가장 가깝게 위치함을 확인하였다. 페르

미 준위가 전도대와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 전자가 쉽게

전도대로 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농도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높은 포화이동도를 나타내게 된다.19) 산화물

반도체의 주된 캐리어 발생 기구인 산소공공의 변화가

XPS 결과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중성자 조사에 의한

전자농도 증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도대 이하 영

Fig. 2. XPS O 1s, Sn 3d and Zn 2p core level spectra of Li-ZTO

thin films as a function of fast neutron irradiation time.

Fig. 1. (a) Transfer curves (inset; linear scale) of Li-ZTO TFTs, (b)

Electrical properties as a function of fast neutron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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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결함을 분석하였다.

Fig. 4는 SE로 전도대 아래 엣지 영역 측정하여 가우

시안 함수로 분리한 결과이다. 이때 전도대 근처에 있

는 흡수 영역을 D1(shallow band edge state), 전도대에

서 멀리 떨어진 흡수 영역을 D2(deep band edge state)

로 구분할 수 있다. D1의 경우 전도대 근처에 위치하

여 캐리어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캐리어 농도 및 이

동도 증가에 영향을 주며, 반대로 D2는 캐리어의 이동

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20,21) D1 영역은 100초에서 가

장 작게, 1,000초에서 가장 크게 관찰되었으며 D2 영역

은 100초에서 가장 작게, 큰 차이는 없지만 As-dep.에

서 가장 크게 관찰되었다. D1과 D2의 변화를 TFT의 전

기적 특성 및 전자 농도와 이동도 측면에서 고려하게 되

면, D1 영역이 전도대와 가깝게 위치하여 캐리어 농도

및 이동도를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transfer curve의 포

화이동도가 100초에서 가장 낮게, 1,000초에서 높게 측

정된 결과와 상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D2의 경우

TFT 특성에서 S.S. 변화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17,18) 본 결과에서는 D2의 변화와 전기적 특성 및

밴드 구조 변화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은 발견할 수 없

었다. 따라서 중성자 조사 시간이 1,000초인 Li-ZTO

TFT의 전자 농도와 이동도 증가는 중성자 조사로 인

하여 생성된 D1 준위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솔젤 공정을 통해 제작된 Li (3 at%)-

ZTO TFT에 대한 고속 중성자 조사량 변화에 따른 전

기, 화학 결합, 광학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조사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Li-ZTO TFT의 on/off 비율과 S.S.

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1,000초와 2,000초에서 이

동도 상승과 함께 문턱전압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였

다. 낮은 중성자 flux (~108 n/cm2·sec)로 인하여 산소공

공을 포함한 화학결합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보여진다. 전도대 이하 엣지 영역을 가우시안 함

수로 분리한 결과 1,000초에서 D1 영역이 증가하였고 이

Fig. 3. (a) Extinction coefficient measured by SE, (b) XPS spectra near valence band and (c) schematic band diagram of Li-ZTO thin

films as a function of fast neutron irradiation time by combining the optical band gap and the valence band offse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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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전자 농도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밴

드정렬 결과에서 중성자 조사 1,000초의 포화이동도의 증

가는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와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이

며, 전자가 전도대로 쉽게 여기되기 때문에 높은 전자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조사량 이상에서 (1011 n/cm2) 소자의 포화 이동

도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기존 고속 중성자 조사를 통한

소자의 특성 저하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포화이동도

특성 향상은 전도대 이하 D1, D2 영역이 변화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로부터 특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화물 트랜지스터 공정에 대한 고속 중성자 조사

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Shallow (D1) and deep (D2) band edge state under the conduction band edge as a function of fast neutron irradiation time; (a)

As-dep., (b) 10 s, (c) 100 s, (d) 1,000 s and (e) relative area of D1 and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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