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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investigated the structur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Si-Zn-Sn-O (SZTO) thin films 

deposi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at various deposition temperatures from RT to 350℃. All the 

SZTO thin fims are amorphous structure. The mobility of SZTO thin film has been changed depending 

on the deposition temperature. SZTO thin film transistor shows mobility of 8.715 ㎠/Vs at room 

temperature. We performed the electrical stress test by applying gate and drain voltage. SZTO thin film 

transistor shows good stability deposited at room temperature while showing poor stability deposited at 

350℃. As a result, the electrical performance and stability have been changed depending on deposition 

temperature mainly because high deposition temperature loosened the amorphous structure generating 

more oxygen vac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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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산화물 반도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 필요성은 기존의 Si 기

반의 기술로는 차세  디스 이 분야에 여러 한계

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산화물 반도체는 높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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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넓은 밴드 갭,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가능하다

는 장 을 가지고 있으며 차세  디스 이 구 에 

사용 가능하다. 그  아연 산화물 반도체 박막 트랜지

스터 (thin film transistor, TFT)는 높은 이동도와 투

명도, 소자의 안정성까지 우수해 차세  소자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IGZO (indium 

gallium zinc oxide), IZO (indium zinc oxide), SIZO 

(silicon zinc oxide), HIZO (hafnium indium zinc 

oxide)와 같은 투명산화물 반도체가 TFT의 채 로서 

주목받고 있다 [1-5]. 하지만 인듐 (indium)의 희귀성으

로 인한 비싼 가격 때문에 체물질 발굴이 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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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두되고 있다. 산화물 반도체에서 서로 인 한 

자 궤도 간 겹침으로 자의 conduction path가 형성

되기 해서는, 인듐과 마찬가지로 해당 원자의 주양자

수가 4이상이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는 투명 

도성 산화물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로 

인듐이 포함되지 않은 주석 산화물이 주목받고 있다. 

주석 산화물의 경우 산소 공공에 의한 높은 도성을 

조 하고 기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해 다른 속 

원소와의 화합물 형태로 박막트랜지스터에 이용되고 있

다. 특히 ZTO (zinc tin oxide) 계열의 TFT의 활성층

은 높은 이동도와 뛰어난 기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이

용하여 SZTO 박막을 증착하고, 증착 온도에 따른 박막

의 구조  기  특성을 분석하고, 한 기  안정

성을 고찰하 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RF magnetron sput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SZTO 박막을 p타입 실리콘 기 (200 

nm-SiO2 / p-Si)에 증착하 다. 스퍼터링 타겟으로는 

2 wt%의 실리콘이 도핑된 직경 2인치의 디스크 타입 

SZTO 타겟을 사용하 다. 공정압력은 5 mTorr, 가

스 분 기는 아르곤과 산소의 비율이 49:1로 혼합된 

가스를 사용하 고, 증착 온도는 상온(RT), 200℃, 

350℃에서 이루어졌다. RF 워에 50 W를 사용하

다. 증착 후에 박막을 500℃에서 후열 처리해주었으

며 트랜지스터 구조는 bottom-gate structure를 용

하 다. 채  형성을 하기 해 포토리소그래피 방법

과 에칭공정이 이루어졌다. 소스와 드 인 극 형성

은 자빔 증착법 (electron beam evaporation)과 열 

증착법 (thermal evaporation)을 사용하여 티타늄 

(titanium)을 10 nm 증착하고, 골드 (gold)를 50 nm 

증착하 으며 lift-off 방식으로 극 패턴을 형성하

다. 한 채 의 외부에서 미치는 기 인 향을 억

제하기 해 passivation 용액을 사용하는 추가 공정

을 진행하 다. 이에 한 트랜지스터의 기  특성

은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를 이용하여 상

온에서 측정하 고 증착 시 증착 온도에 따라 찰하

고 분석하기 해 다른 공정조건들은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한 증착 온도에 따른 기  안정성과 

박막의 상태를 확인하기 해 NBTS (negative bise 

temperature stress)와 XRD를 측정하여 분석하 다.

Fig. 1. A schematic view of an a-SZTO thin film 

transistor.

그림 1에는 a-SZTO 채 을 이용하여 제작한 W/L

비율이 250 ㎛/50 ㎛인 극 구조를 갖는 박막트랜지

스터를 보여주고 있다.

3. 결과  고찰

표 1은 증착 온도 변화에 따른 a-SZTO 트랜지스

터의 기 인 특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과 

같은 기  특성은 포화 역에서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하여 계산되었다.

 


 



여기서 W와 L은 채 의 폭과 길이를 의미하며, 

는 드 인 류를 의미한다. 는 게이트 압을 나타

내고 Ci와 Vth는 캐패시턴스와 문턱 압을 나타낸다. 

Table 1.  Electrical performance parameters of transistors 

fabricated from SZTO.

Ts

(℃)

Vth

(v)

Ion

(A)

Ioff

(A)
on/off

Mobility
(cm2/Vs)

RT 3.0


× 


× 


×
8.715

200 1.9


× 


× 


×
1.988

350 6.8


× 


× 


×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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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nsfer curve of SZTO TFTs as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그림 2는 제작된 소자의 증착 온도에 따른 기  

특성을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를 이용하

여 측정하 다. 증착 온도에 따른 transfer curve의 

특성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 증착 온도가 RT일 때 

매우 낮은 off 류가 찰되었다. 이것은 In이 포함

된 인듐계 산화물 반도체의 경우보다 비인듐계인 

SZTO는 상 으로 은 산소 공공이 존재함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증착 온도가 증가할수

록 비정질 구조를 느슨하게 만들어 더 많은 산소 공

공을 생성하므로 off 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ZnO계 산화물의 경우 oxygen vacancy와 Zn 

interstitial에 의해 자유 자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oxygen vacancy나 Zn interstitial은 캐리어의 defect

으로 작용하여 기 인 특성과 안정성을 악화시킨

다. 그러므로 suppressor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산소와 

결합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oxygen vacancy의 양을 

여 기  특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6]. 이러한 ZnO계 산화물은 캐리어 생

성을 억제하는 suppressor 물질이 첨가되어도 n형 반

도체의 특성을 나타낸다 [7]. 그러므로 실험에서는 Si

이 2 wt% 도핑된 타겟을 사용하여 증착을 하 다. 

Si은 산소와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i의 

첨가는 산소공공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8].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2 wt% Si이 함유된 타

겟으로 증착한 박막은 많은 양의 Si에 의해 

suppressor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채 의 구조를 

괴시키는 destructor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으로 trap state가 더 많이 생기게 되므로 기  

안정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a)

(b)

(c)

Fig. 3. NBTS of SZTO TFTs as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a) RT, (b) 200℃, and (c) 350℃.

그림 3은 증착 온도에 따른 SZTO의 NBTS 테스

트 결과이다. 그림 3에서 증착 온도가 200℃와 350℃

일 때 NBTS를 가해주면 Vth가 negative 방향으로 

shift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증착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채  내의 trap state인 oxygen vacancy가 증가

하게 되므로 NBTS를 장시간 가해주면 공들이 trap 

state를 채우게 되고 상 으로 생성된 캐리어들에 

의해 Von이 negative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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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ΔVth and ΔVon of SZTO at various deposition 

temperatures.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btained from SZTO 

layer for deposition temperature.

 

그림 4는 그림 3의 Vth와 Von가 얼마나 negative로 

shift했는지를 보기 쉽게 나타낸 그래 이다. 증착 온도

가 상온일 때에서의 ΔVon과 ΔVth가 가장 게 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증착 온도가 증가할수록 ΔVon과 

ΔVth가 격히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상온일 때 가장 좋은 안정성을 

보이고 증착 온도가 증가하면 trap state의 양의 많아

지면서 기  안정성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XRD를 이용하여 SZTO 박막의 비정질 

구조를 확인하 다. 모든 박막이 증착 온도에 계없이 

비정질 상을 보이고 있다. ZnO 기반의 산화물 반도체

는 속의 최외각 자  s-오비탈 동함수가 

overlap이 되면서 conduction path가 형성되므로 비정질 

박막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이동도를 가질 수 있다 [9]. 

4. 결 론

본 연구는 스퍼터 공정을 이용한 증착 온도에 따른 

SZTO 박막의 특성에 해 연구하 다. 증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  특성과 안정성에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착 온도는 박막 증착 

시 비정질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질 구조의 좁은 

범 에서의 결합 길이와 결합각을 변화시킨다. 결합

길이와 결합각은 원자 간의 결합에 지에 향을 미

치기 때문에 기  온도에 의한 열에 지가 비정질 구

조를 느슨하게 만들어 oxygen vacancy인 trap state

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  특성과 

안정성 등에 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10]. 하지만 

증착 온도를 RT에서 350℃까지 변화시켜도 비정질 

구조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비정질 구조

임에도 5s-orbital의 overlap에 의해 conduction path

가 형성되어 높은 이동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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