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Vol. 21, No. 12, p. 1096, December 2008.

1096

21-12-8논 문

변화된 산소분압으로 증착된 SnO2 박막의 표면과

계면에 관한 연구

A Study of Boundary and Surface on SnO2 Thin Films Grown by

Different Oxygen Flow Gas

오석균1, 신철화2, 정 진3,a

(Seok-Kyun Oh1, Chul-Wha Shin2, and Jin Jeong3,a)

Abstract

This report examines the variations on structural properties of SnO2 thin films deposited by using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techniques with different oxygen flow gas. TEM showed some of

the interface to be atomically rough. The aspects of the boundary shape and growth behavior agree

well with the theory of interface growth. The electron diffraction showed that the roughness was

changed as the different oxygen flow gas increased. These measurement results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interface facet and abnormal grain growth were related oxygen flow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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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SnO2는 전형적인 n형 산화물 반도체로써 전도

성이 우수하고 투명전극, 태양전지, transparent

heating element, 가스센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1-4]. 특히 센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감지 특성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 입자의 크기를 가

져야 하고 박막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면서도 충

진 도가 낮아 체적에 대한 표면적 비가 커야 한다

[5,6]. SnO2 박막 제작은 RF스퍼터링, 전자빔 증착,

CVD방법, 스프레이법, 졸겔법 등을 사용한다[7,8].

SnO2 박막은 증착 조건에 의해서 결정성, 입자사

이즈, 입자의 모양, 표면상태, 전기적 저항, 광 특

성 등이 다양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증착 조건에

따라서 SnO2 박막 내부의 구조적, 전기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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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까지 많은 SnO2

박막성장에 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박막 성장 시

산소분압에 따른 박막의 표면과 계면의 특성에 관

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다. SnO2 박막이 가스센

서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박막의 표면구조

와 계면구조에 대한 결함 구조가 명확하게 규명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증착특성에 미치는 많은 변수들 중

온도, 시간 등을 고정시키고, 쳄버내로 유입되는

산소 유량을 조절하여 만든 SnO2 박막의 계면과

표면에서 결함 특성을 조사 하였다.

2. 실험 방법

그림 1은 본 실험실에서 사용된 LP-Thermal

MOCVD 로서 canister 내에 Dibutyl tin diacetate

(Aldrich, purity>99.99 %) 용액을 사용하여 고순

도(purity >99.99 %) 아르곤(Ar)가스를 통에 통과

시켜 기체화된 Sn을 이동시키고 고순도(purity

>99.99 %) 산소(O)가스를 chamber내 Si[110] 기판

내에 증착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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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열 CVD 시스템.

Fig. 1. The Schematics of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system.

박막은 가스 조절 밸브를 통하여 가스양을 제어

하였고, 성장온도는 기판의 온도를 자동으로 변화

시켜줌으로써 조절 하였다. Si기판은 초음파 세척

과 에탄올로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 하였고, 유기

물 제거를 위하여 고진공 상태에서 약 20분간 열

을 가하여 시편을 만들었다. Si 기판의 크기는 3×3

㎝ 의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였다. 구조적 특성을

보기위하여 사용된 시편의 1×1 ㎝크기를 잘라서

고분해능 전계 방사형 투과 전자 현미경(Ultra

high Resolution 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FE-TEM, Philps, Tecnai

F20)을 이용하여, 고전압 200 kV에서 방출되는 전

자빔을 이용하여 박막을 투과된 전자 밀도에 따라

미세구조를 관찰 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시편은 표 1과 같이 SnO2 박막의

증착온도를 600 ℃, 증착시간을 30분 고정하고, 가

스 유입량을 조절하여 Sn 과 O의 비율을 1:1, 1:2,

표 1. 기판온도, 증착시간, 가스유량, 증착률 조

건에 의한 SnO2 박막.

Table 1. Specimens of SnO2 thin films depending

on the substrate temperature, deposition

time, gas mass flow, and deposition rate.

Condition

Name

Gas Mass Flow

Ar: O (sccm)

Substrate

Tempe r a t u r e

(℃)

Deposition

Time(min.)

Deposition

rate(Å/sec)

S600-30A 100: 100 600 30 1.23

S600-30B 100: 200 600 30 2.76

S600-30C 100: 400 600 30 4.77

S600-30D 100: 800 600 30 5.54

1:4, 1:8의 비율로 만든 박막 S600-30A, S600-30B,

S600-30C 그리고 S600-30D 시료를 만들었다.

박막의 증착률은 S600-30A, S600-30B, S600-

30C 그리고 S600-30D 시료에서 1.23, 2.76, 4.77,

5.54 Å/sec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산소분압이 증

가됨에 따라서 증착률이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다.

3. 결과 및 논의

그림 2는 기판온도 600 ℃에서 30분 고정한 상

태에서 첨가 산소분압을 1배, 2배. 4배. 8배 차이로

증착한 S600-30A, S600-30B, S600-30C 그리고

S600-30D SnO2 박막의 5만 배 확대한 SEM 표면

사진이다. 첨가 산소 분압을 증가한 박막의 표면의

평균 입자의 크기는 0.2 ㎛ 크기에서 부터 1 ㎛의

크기로 점점 증가하였고, S600-30A박막에서는 입

자의 모양이 좁쌀과 같은 일정한 크기를 갖는 형

태에서 출발하여 S600-30B는 주변 성장과는 다른

흰색 직사각형 모양의 입자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

으며, S600-30C 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확연하게

다른 흰색의 덩어리들이 출현을 하였고, S600-30D

에서는 S600-30C의 흰색의 덩어리들이 형태가 꽃

그림 2. 기판온도 600 ℃ 증착시간이 30분 산소

분압을 변화시킨 SnO2 박막의 SEM 표면

사진.

Fig. 2. SEM micrographs showing the of SnO2

thin films grown at 600 ℃ for 30 min

and different O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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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형태를 지닌 불규칙한 크기의 덩어리들로

뭉쳐져 나타났다. 이는 김등[9]이 MgO 박막에서

증착 율이 커짐에 따라서 표면이 뾰족하고 조밀한

상태에서 뭉툭하고 거칠기가 증가한 모습을 취한

다고 보고한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S600-30B에서부터 출현한 하얀색 입자들

은 Sn-O성분이지만, 박막 성장 시 산소 유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쳄버 내 환경이 달라져서 박막 형성

이 SnYO2-X에서 SnY'O2-X+X' 상태로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표 2 SnO2 박막의 SEM-EDS 정성분

석 결과와 같다.

표 2의 결과에 의하면 유입되는 산소의 양에 비

례하여 박막의 산소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아 쳄버

내로 유입되는 산소의 일부가 박막의 비정상 입자

의 출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표 2. SEM-EDS 에 의한 정성분석.

Table 2. A qalitative analysis of SEM-EDS.

Condition

Name

Gas Mass Flow

Ar: O (sccm)
Sn:O Atomic％

S600-30A 100: 100 69.97 : 30.03

S600-30B 100: 200 32.74 : 67.26

S600-30C 100: 400 29.74 : 70.26

S600-30D 100: 800 22.02 : 77.98

SnO2 박막의 표면과 계면의 결함 특성을 구체

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S600-30A 박막과 S600-30D

박막을 고 분해능 투과 전자 현미경을 통하여 관

찰 하였다. 그림 3은 고 분해능 투과 전자 현미경

을 통하여 본 S600-30A박막과 S600-30D박막의 2

nm단위의 고배율로 본 단면 TEM 사진이다.

그림 3. 기판온도 600 ℃ 증착시간이 30분, 산소

분압을 달리한 SnO2 박막의 고분해능 단

면 사진.

Fig. 3. TEM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

section of SnO2 thin films grown at

600 ℃ for 30 min and different O gas.

S600-30A박막은 매끄러운 표면과 둥그런 끝부

분이 관찰 되었으나, S600-30D 박막은 단면의 표

면 부분이 고르기가 일정치 않고, 두께 부분도 일

정하지 않았으며, 박막의 끝 부분 S600-30A박막과

다르게 거칠기도 증가 되었다. 이는 산소분압이 변

화됨에 따라서 박막 내부에 불완전해진 화합물이

형성되어 나타난 형상이라 사료된다. 이를 더 관찰

하기 위하여 S600-30A박막과 S600-30D박막의 기판

과 박막의 경계면을 TEM 사진으로 관찰하였다.

그림 4. 기판온도 600 ℃ 증착시간이 30분, 산소

분압을 달리한 SnO2 박막의 고분해능 표

면 사진.

Fig. 4. TEM micrographs showing the surface

morphology of SnO2 thin films grown

at 600 ℃ for 30 min and different O gas.

그림 4는 S600-30A박막과 S600-30D박막의 고

분해능 TEM 경계면 사진이다. 두 박막 모두 경계

면에서는 하얀색 부분이 관찰이 되었고, S600-30A

박막에서는 S600-30D박막과는 다르게 계면에서

왜곡된 형태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기판과 박막 사

이의 열작용 현상 원인으로 보인다. S600-30D박막

에서는 S600-30A박막과는 다르게 평면부분에서도

하얀색 부분이 관찰 되었다. 이는 그림 2의 S600-

30D박막의 SEM 사진에서 하얀색 덩어리 형상으

로 보이며 원인은 박막 내 산소 분압이 증가될 때

원자들 사이의 열평형 상태와 쳄버 내 환경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서 비정상 입자가 출현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림 5는 SnO2 박막의 투과 전자 현미경 전자

회절 사진이다. S600-30A박막과 S600-30D박막의

사진 모두 박막의 형태가 결정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600-30A박막과 다르게

S600-30D박막의 전자회절 사진에서는 큰 점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작은 점들은 링으로

배열되어 결정들이 무질서하게 분포 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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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판온도 600 ℃ 증착시간이 30분, 산소

분압을 달리한 SnO2 박막의 투과전자현

미경전자 회절 사진.

Fig. 5. Electron diffraction showing of SnO2

thin films grown at 600 ℃ for 30 min

and different O gas.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림 2의 S600-30D박막의

SEM 사진과 그림 4의 S600-30D박막의 TEM사진

에서 보였던 하얀색 덩어리들의 출현으로 박막의

결정들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 하고 있다.

SnO2 박막이 증착 시간, 증착온도, 가스유입량

의 변화 에 따라서 성장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결

정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산소분압이 변하게 됨

에 따라서 SnO2박막은 비화학양론을 갖는 SnO2-x

조성 상태이고 산소빈자리에 의한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자를 갖는 n형 반도성 산화물일

것이다[10,11]. 첨가하는 산소 양에 따라 산소빈자

리는 변화가 되고 전도 이동자인 전자의 농도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12-15]. SnO2 박막의 전기적

성질은 박막의 거칠기인 두께와 표면뿐만 아니라

첨가되는 산소의 양 에 따라서 달라 질것으로 사

료되므로 SnO2 박막을 센서 재료나 투명전극으로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박막 제조시 기판의 온도, 증

착시간, 진공상태뿐만 아니라 첨가된 산소분압에

대한 조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산소분압을 증가시키면서 성장된 SnO2 박막은

평균입자의 크기가 증가되었고, 박막의 평면과 계

면에서 거칠기가 증가되는 형상이 관찰 되었으며,

유입되는 산소의 양에 비례해서 박막의 산소비율

은 증가하지 않았다. 유입되는 산소가스 일부는 이

상 입자 형상 출현에 영향을 주어서 산소분압이

박막의 물적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관

찰 되었다. 투과전자 현미경 회절 사진에서 산소분

압이 증가됨에 따라 박막의 입자들은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거칠기가 증가됨이 관찰 되었다. 박막을

투명전극 또는 박막의 센싱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

는 박막의 체적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야 하므

로 비정상입자 출현형상이 나타나는 아래의 산소

분압을 조절한 SnO2 박막을 제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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