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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합성된 Nb-doped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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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O2 (Ti1-xNbxO2, x= 0.04∼0.06)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film was fabrica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process and their electrical, optical, stability properties were studied. When the Nb 4 

at% sputtering target was used with RF power 120 W, pressure 8 mTorr, post-annealing temperature 60

0℃, the resistivity of TNO film was 4×10
-4 Ω-cm. The optical transmittance in the visible wavelength 

was ca. 86%. TNO films require heat treatment during or after the deposition process. When the film 

was deposited at room temperature and post-annealed at 600℃, the lowest resistivity was obtained. When 

the TNO film was exposed to 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the resistivity of the film was rather 

decreased. The stability to temperature and humidity implies that the TNO film could be a appropriate 

candidate for In-free, ZnO-free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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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 지  디스 이 산업의 확 에 따라 투명

극 소재  공정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

고 있다. 투명 극 재료는 기본 으로 가시  역 

(400∼700 nm)에서 80～90% 이상의 높은 투과도를 

가져야 하며 10-3 Ω-cm 이하의 낮은 비 항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명 극 재료로써 재까지 Sn이 

첨가된 Sn:In2O3 (ITO)가 양산공정에서 가장 리 사

용되고 있으나, 세계 으로 희귀 속인 In이 속

하게 고갈되고 있어 소재 가격이 등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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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향후 수 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 In계 투명 극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에서 특히 ZnO계가 유력한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3]. ZnO 기반 투명 극 

소재는 친환경 이고 원료가 렴하며 온 증착성 

 내 수소 환원성이 뛰어난 것 등이 장 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ZnO 기반 투명 극에 한 연구가 

10여 년 이상 이루어져 왔으나 여 히 양산에 용되

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단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ITO 투명 극이 보여주고 있는 공

정안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정변수 변화에 

따라 증착두께  면 항 등의 특성이 불균일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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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산 (acid)에 불안정하여 에칭공정에서 안

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ITO 비 

내열, 내습성이 떨어져서 고온, 고습 환경에서 노출될 

경우 비 항이 속히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4]. 

이와 같은 ZnO 투명 극의 물리화학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하여 Al, Ga, B, F, Si, Ge, In, Sn, H 등

의 원소를 통한 도핑  혼합도핑 기법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나 ITO에 상응하는 안정성을 아직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In  ZnO를 모두 회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투명 극 조성계에 한 연구개

발이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성계

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조건으로써 ITO 비 비슷

한 수 의 도도  투과도 특성을 나타내며, ZnO

계 투명 극이 갖지 못한 물리화학  안정성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된다.  

최근 소수의 몇몇 연구그룹을 심으로 TiO2 산화

물 반도체에 Nb, V 등의 도펀트를 첨가하여 투명

극의 특성을 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제시되고 

있다 [5-7]. Nb 등과 같은 5가 원소가 TiO2에 첨가될 

경우 4가의 Ti 자리를 치환하면서 도 자를 생성하

게 되므로 도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략 으로 

Nb 첨가량이 0∼6 mol% 범 에서는 치환  자생

성효율이 90% 이상이 되어 도도는 Nb 첨가량에 

따라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7]. 이 가운데 Nb이 도핑된 Ti1-xNbxO2 (TNO, 

x=0∼0.08) 조성은 펄스 이  증착법 PLD (pulsed 

laser deposition)  RF 스퍼터링 등의 공정에 의해 

구 된 바 있으며 그 기 , 학  특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사례를 통해 알려진 

TNO 투명 극의 비 항은 1.0×10-3 Ωcm 후의 값

으로서 ITO  ZnO계 투명 극 비 상당히 높은 

편이며 향후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TNO 

박막의 경우 상온에서 증착할 경우 박막의 결정성이 

다소 떨어져 충분한 도도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400∼600℃ 정도의 온도에서의 후열처리 과정이 필요

하다는 이 단 으로 단된다. 이러한 후열처리 과

정은 양산공정에서 면  고속 로세스를 구 하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 의해 

TNO 박막을 합성하는 공정에서 후열처리 조건에 따

른 박막의 기  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특히 후열처리 없이 스퍼터링 공정 에 기 을 가열

하여 충분한 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 

악하고자 하 다. 한편 TNO 박막의 기  학  

특성은 어느 정도 보고된 바 있으나 물리 화학  안

정성에 해서는 국내외 으로  보고된 바가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NO 박막의 내열, 내습 

특성에 해 조사하 으며 이러한 TNO 박막이 기존

의 ITO  ZnO계 투명 극을 체할 수 있는 가능

성에 해 종합 으로 검토하고자 하 다. 

2. 실험 방법

TNO 박막의 증착을 하여 먼  두 종류의 스퍼

터링 타겟을 비하 다. 타겟은 Nb가 4 at%  6 

at% 첨가된 TiO2 조성 (Ti0.94Nb0.06O2)으로 직경 4“ 

제품 (Feldco International, USA)이다. 증착을 한 

기 은 일반 인 유리 기  (Corning 1737)으로 하

다.

먼  기 을 음  세척기를 이용하여 메탄올, D.I 

water로 각 10분 씩 세척한 후 질소가스로 건조시켰

다. 증착 에 기 진공 3×10-7 torr로 30분 간 유지

한 후 박막의 증착공정을 진행하 다. 공정압력은 4

∼10 mTorr로 하 으며 공정분 기는 Ar  O2 (0.05

∼2%)로 하고 체 유량은 40 sccm으로 고정하 다. 

스퍼터링 RF 력은 100～200 W 사이로 하 으며 

공정시간은 박막의 두께가 200 nm에 도달하는 시간

으로 설정하 다. 타겟과 기  사이의 거리는 50 mm

로 고정하 으며, 기 의 온도는 상온에서부터 600℃

까지 다양한 조건으로 설정하 다. 후열처리의 경우 

속열처리기 (RTP)에 의하 다. 양호한 박막의 결정

성을 얻기 하여 O2가 충분히 공 되는 조건에서 30 

nm 정도의 씨앗층을 증착한 후 O2 유량을 인 상태

에서 TNO 박막이 증착되도록 하는 기공정조건을 

도입하 다. 

증착한 TNO 박막은 Hall 효과 측정 장치 

(HMS-3000)로 비 항, 캐리어 농도  이동도를 측

Fig. 1.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NO thin film on the 

glass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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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고, UV/VIS 분 기 (HP 8453)로 투과도를 

측정하 다. X-선 회  분석기 (RIGAKU, RINT 

2000)  주사 자 미경 (JEOL, JSM-6700)을 이용

하여 증착된 GZO 박막의 결정구조  미세구조를 분

석하 다. 

3. 결과  고찰

비실험 결과 스퍼터링 RF 력이 100 W 미만일 

경우 TNO 박막의 증착 이트는 3 nm/min 이하로써 

다소 낮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한 RF 력이 200 

W 이상일 경우 타겟이 일부 손상되는 상이 발생하

다. 따라서 스퍼터링 RF 력은 120∼150 W 사이

가 가장 합하 으며 박막의 비 항 역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공정압력은 4∼10 mTorr 범 에서 

제어하 으며 8 mTorr 공정조건에서 가장 낮은 비

항 값 (4×10-4 Ωcm)이 확인되었다. ZnO계 투명 극

의 경우 RF 스퍼터링 공정 분 기는 순수 Ar인 경우 

가장 좋은 기  학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1]. 

그러나 TNO 박막의 경우 미량의 산소가 포함될 경

우 우수한 기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증착공정 

분 기로써 미량의 산소가 포함될 때 Nb의 도핑  

활성화가 충분히 일어나는 것과 련된 것으로 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Ar 가스 비 산소가스의 함량

을 0.05∼5% 범 로 제어하 다. 1% 이하의 산소 미

량제어는 가스유량제어기 (MFC)에 의해 제어가 어려

우므로, 산소가 2% 포함된 Ar 가스 (O2-balanced Ar 

gas)와 Ar 가스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반응가스를 형

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0 nm 두께의 TNO 박막을 형성

함에 있어 2% 산소가 포함된 Ar 분 기 하에서 20∼

30nm 두께의 씨앗층을 형성함으로써 체 TNO 박

막의 결정성을 향상시키고 비 항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씨앗층 (30 nm) 증착과정에서는 총유량 

(Ar+O2)은 40 sccm으로 하고, 산소의 함량은 2% 로 

하여 TNO 상부층 (170 nm)에 비해 산소가 과량 포

함되도록 하 다. TNO 상부층의 증착과정에서는 총 

유량은 40 sccm으로 고정하고, 산소 함량은 0.05%가 

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TNO 박막을 한 타겟 조성은 2가지 

(Ti1-xNbxO2, x= 0.04, 0.06)로 설정하 으며 Nb 4 

at% 타겟에 의해 증착된 TNO 박막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TNO 박막은 상온에서 증착할 경우 충분한 

Table 1. The effect of processing parameters on the 

properties of TNO film (Nb 4 at%). 

RF
power

O2 content

pressure
subs
temp

post-
annea
ling
(2 h)

resistivity
(Ωcm)

optical
transmi
ttance

seed
layer

top
layer

120 W 2% 0.05% 8 mTorr R.T. - 1.4×10
0

87%

120 W 2% 0.05% 8 mTorr R.T. 200℃ 3.5×10
0

87%

120 W 2% 0.05% 8 mTorr R.T. 400℃ 7.5×10
-2

88%

120 W 2% 0.05% 8 mTorr R.T. 600℃ 4.0×10
-4

86%

120 W 2% 0.05% 8 mTorr 400℃ - 3.5×10
0

85%

120 W 2% 0.05% 8 mTorr 400℃ 200℃ 9.5×10
-1

82%

120 W 2% 0.05% 8 mTorr 400℃ 400℃ 1.5×10
-1

80%

120 W 2% 0.05% 8 mTorr 400℃ 600℃ 1.1×10
-2

84%

 

도도를 얻지 못하므로 증착 후 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가 일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온증착 후 후열처리를 하는 방법

과 증착 에 기 을 가열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TNO 박막을 합성한 후 그 기  학  특성을 측

정하 다. 후열처리 온도는 200∼600℃ 범 으며 

진공분 기에서 2시간 열처리하 다. 

증착 시 기 을 가열하지 않는 경우 후열처리를 통

해 비 항을 10-4 Ωcm 역까지 낮출 수 있었으며 

이는 투명 극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값이다. 

한편 후열처리 온도는 200∼400℃ 역은 불충분 

하며 600℃가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 상

온에서 TNO 박막을 증착할 경우 1∼10 Ωcm 역의 

높은 비 항이 얻어졌으며 이 경우 400∼600℃ 온도

에서 후열처리를 하더라도 비 항이 충분히 낮게 조

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합성공정 에 기 을 가

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온에서 증착한 후 

후열처리를 통해 기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

과 임을 알 수 있다. RF 력 120 W, 공정압력 8 

mTorr, 기 온도 상온, 후열처리 600℃ (진공, 2 h)의 

조건에서 가장 낮은 비 항인 4×10-4 Ωcm의 값을 얻

었으며 이때 가시 선 평균 투과도는 86%로 나타

났다. 

한편 타겟 조성이 Nb 6 at%인 경우 증착된 TNO 

박막의 특성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체 으로 Nb 4 

at% 조성과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나 비 항 

수 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투과도 측면에서

는 타겟조성과 무 하게 일정한 수 의 값을 나타내

고 있다. 

기 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비 항 변화를 이해하

기 하여 공정조건 변화에 따른 TNO 박막의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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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ffect of processing parameters on the 

properties of TNO film (Nb 6 at%). 

RF
power

O2 content

pressure
subs
temp

post-
annea
ling
(2 h)

resistivity
(Ωcm)

optical
transmi
ttance

seed
layer

top
layer

120 W 2% 0.05% 8 mTorr R.T. - 2.3×10
0

86%

120 W 2% 0.05% 8 mTorr R.T. 200℃ 2.7×100 86%

120 W 2% 0.05% 8 mTorr R.T. 400℃ 1.3×10
-1

87%

120 W 2% 0.05% 8 mTorr R.T. 600℃ 2.0×10
-3

87%

120 W 2% 0.05% 8 mTorr 400℃ - 7.5×100 83%

120 W 2% 0.05% 8 mTorr 400℃ 200℃ 3.5×10
-2

83%

120 W 2% 0.05% 8 mTorr 400℃ 400℃ 7.7×10
-1

84%

120 W 2% 0.05% 8 mTorr 400℃ 600℃ 5.1×10-2 83%

구조  결정구조 변화를 조사하 다. 먼  그림 2

에는 열처리 조건 변화에 따른 TNO 박막의 표면구

조 변화를 나타내었다. 증착 시 기 을 가열하지 않

는 경우 (a)는 결정립이 매우 미세하여 결정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보여 다. 기 온도를 

400℃로 가열한 (b) 경우는 30∼40 nm 정도로 입성

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c)∼(d)의 경우는 기

은 가열하지 않은 채 증착한 후 400∼600℃ (2 h) 

후열 처리를 한 것으로써 40∼50 nm 정도로 입성장

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열처리에 따른 

입성장 거동은 후열처리 온도를 400∼600℃로 하 을 

때 TNO 박막의 비 항이 크게 낮아지는 표 1∼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증착 

에는 가열을 하더라도 라즈마  입자 충돌 등의 

방해가 일어나지만 후열처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방해

요인 없이 온도요인에 의해서 입성장에 더 유리한 조

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3에는 기 온도  후열처리 조건에 따른 

TNO 박막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 온

도를 상온으로 하여 증착한 TNO 박막의 TiO2 

(rutile) 회 패턴은 나타나지 않으나, 600℃로 후열 

처리하 을 경우 rutile 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b)에서 기 온도를 400℃로 하여 증착한 

TNO 박막의 회 피크는 나타나지 않으나 600℃로 

후열 처리하 을 경우 rutile 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 (b)

(c) (d)

(a) (b)

(c) (d)

Fig. 2. The effect of heat-treatment on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TNO films. (a) subs= RT without 

post-annealing, (b) subs= 400℃ without post-annealing, 

(c) subs= RT and post-annealing= 400℃, (d) subs=RT 

and post-annealing= 600℃.

(a) (b)

Fig. 3. XRD diffraction patterns fo TNO films. (a) subs= 

RT. (b) subs= 400℃.

이상의 결과를 통해 기 온도 보다는 후열처리 조

건이 결정성 증가에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표 1∼2의 결과에서 증착 시 기 온도의 가열보다 후

열처리를 하 을 경우 비 항이 더욱 크게 낮아지는 

경향성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합성된 TNO 박막의 가시  역 

(380∼720 nm) 투과도는 RF 스퍼터링 조건에 따라 

82∼87% 정도로 확인되었다. 투과도의 측정은 기  

 기조건을 제로로 보정한 상태에서 박막의 투

과도 만을 평가하 다. 그림 4에는 기 온도를 400℃

로 하고 후열처리를 none, 400℃, 600℃로 한 경우 

투과도를 나타내었다. 후열처리 조건과 시편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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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cal transmittance of the TNO films.

Table 3.  The effect of processing parameters on the 

properties of TNO film (Nb 4 at%). 

temp
relative

humidity

resistivity change (%)

after 12 h after 48 h

80℃ 90% -10% -15%

250℃ - -3% -10%

과도는 커다란 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기 온도

를 상온으로 하여 증착한 후 후열처리를 하지 않거

나, 후열처리 온도가 낮은 경우 더 높은 투과도를 

나타내고 있다. 

TNO 박막의 내습특성을 평가하기 해 증착된 

TNO 박막을 항온항습조에 넣어 일정 시간 경과된 

이후 비 항 변화를 조사하 다. RH 90% (80℃) 조

건에서 48시간 경과 후 TNO 박막의 비 항은 15%

가 감소하여 오히려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ZnO계 투명 극의 경우 습도 노출에 취약하여 비

항이 속하게 증가하는 것과 비되는 결과이다 [4]. 

이러한 우수한 내습특성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ZnO계 

투명 극에 비해 큰 장 으로 단된다. 한편 TNO 

박막의 내열특성을 평가하기 해 250℃ 조건에서 12

∼48시간 경과 후 비 항 변화를 조사하 다. TNO 

박막의 경우 내열특성이 우수하여 비 항이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TNO 박막의 경우 

후열처리 과정을 통해 결정성을 향상시키고 비 항을 

낮추게 되므로 후열처리 이후 200∼300℃ 정도의 온

도에 노출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4. 결 론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공정에 의해 Nb이 도핑

된 TiO2 (Ti1-xNbxO2, x= 0.04∼0.06) 투명 극을 합

성하고 기 , 학  특성과 함께 내열내습 특성을 

조사하 다. Nb 4 at% 타겟에 의해 증착된 TNO 박막

의 경우 RF 력 120 W, 공정압력 8 mTorr, 기 온도 

상온, 후열처리 600℃ (진공, 2 h)의 조건에서 가장 낮은 

비 항인 4×10-4 Ωcm의 값을 얻었으며 이때 가시 선 

평균 투과도는 86%로 나타났다. TNO 박막은 증착 

 는 증착 이후 열처리가 필요하 으며 상온증착 후 

600℃로 후열 처리할 경우 가장 낮은 비 항이 얻어졌

다. TNO 박막을 고온, 고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킬 

경우 그 비 항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어 

기존의 ZnO계 투명 극에 비해 내열내습 특성이 우수하

다. TNO 박막은 기존에 비 In계 투명 극으로 연구되

어 왔던 ZnO계 투명 극을 체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비 항을 좀 더 낮추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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