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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185 nm thick ITO films deposited by high frequency magnetron sputtering were annealed at 100% humidity.

Annealing was performed at 200°C, 250°C, 300°C, 350°C, 400°C and 450°C for 4 hours, respectively. Variations in

resistivity, electron concentration, and mobility by high-humidity annealing were investigated. The stress change was

estimated from the XRD results, and the surface morphology of films was observed through the FESEM micrographs.

After measuring the light transmittance, the energy-band-gap was obtained and analyzed with the Burnstein-Moss

effect.

요 약

고주파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으로 증착된 ～185 nm 두께의 ITO막을 습도 100%에서 열처리하였다. 온도 200 ℃, 250 ℃,

300 ℃, 350 ℃, 400 ℃ 및 450 ℃에서 각각 4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고습 열처리에 따른 저항률, 전자농도 및 이동도 변화

를 조사하였다. XRD결과로 스트레스 변화를 계산하였으며, FESEM 사진을 통해 ITO막의 표면형상을 관찰하였다. 광투과율

을 측정한 후 에너지 밴드 갭을 구하였으며, Burnstein-Moss 효과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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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태양전지, 광다이오드 및 액정표시기 등의 전극

으로 소량 사용되어 오던 투명도전막이 최근 TV,

광고판, 전자칠판, 스마트 폰 등 액정표시기를 사용

하는 제품들의 대형화 및 대중화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명도전막으로는 인듐주석산화막(indium

tin oxide, ITO)[1, 2]과 ZnO:Al막이 있다. 그 중 ZnO

는 c축 성장이 강해 입계면이 뚜렷하고 표면의 요

철이 심하다. 이런 이유로 ZnO:Al은 ITO에 비해

저항률이 높으며, 평탄한 표면이 요구되는 반도체

공정의 전극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ITO막이 향후에도 투명도전막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ITO막은 TV, 스마트 폰과 같은 실내용 기기뿐만

아니라 전광판, 태양전지 등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

에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옥외에서 사용되는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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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istivity variation of annealed ITO films in

high-humidity.

그림 2. 고습 열처리된 ITO막의 저항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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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on concentration and mobility of ITO films

annealed in high-humidity as a function of annealing

temperature.

그림 3. 고습 열처리된 ITO막의 열처리온도에 따른 캐리어

농도 및 이동도

막은 장시간 열과 습기에 노출되어 그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이 열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열화는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의 성능 저하 및 수명 단축

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습 열처리에 따른 ITO막의 전

기적 및 광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

였다.

Fig. 1. Geometries of out-of-plane and in-plane XRD.

그림 1. Out-of-plane 및 in-plane XRD의 형상

Ⅱ. 실험

～185 nm 두께의 ITO가 증착된 슬라이드 글라

스를 MSE Supplies로부터 구입하였다. ITO막은

RF magnetron sputtering으로 증착되었으며 면저

항은 ～8.5 Ω/⏴였다. ITO막을 50 ℃ 간격으로 200

℃～450 ℃에서 열처리하였다. 이때 습도, 온도 간

격 및 열처리 시간은 각각 100%, 50 ℃ 및 4시간이

었다.

Van der Pauw 법으로 ITO막의 저항률, 전자농도

및 이동도를 측정하였으며, 엑스선 회절법(x-ray

diffraction, XRD)을 사용하여 막의 결정구조 변화

를 조사하였다. XRD를 위해 CuKα 선(λ = 1.542

Å)을 회절각 2θ = 20°～60°에서 각 간격 0.01°로

주사하였다. X-ray를 기판 위에서 조사하는 방법

(out-of-plane XRD)과 기판에 수평으로 조사하는 방

법(in-plane XRD)을 사용하였다(그림 1). XRD결

과로부터 ITO막의 스트레인 및 스트레스를 구하였

다. UV/Vis 영역에서의 광투과율을 측정하고 에너

지 밴드 갭을 구하였다. 에너지 밴드 갭의 변화를

Burnstein-Moss효과[3]로 해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정사각형(1cmx1cm) ITO막의 두 모서리에 전류

()를 흘리면서 나머지 두 모서리에 유도된 전압

()을 측정한 후 그 비로 저항()을 구하였다.

전류 단자를 바꿔 저항()을 구한 후 아래 식을

사용하여 저항률()을 계산하였다[4].

 ln


  (1)

여기서 는 ITO막의 두께이다.

그림 2에 고습 열처리한 ITO막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저항률 변화를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 300

℃에서 미소하게 시작하여 400 ℃에서 급격하게 증

가하였다. 정전류원(1 mA)과 영구자석(0.37 T)을

사용하여 홀 전압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홀 전압으

로부터 ITO막의 전자농도 및 이동도를 구하였다.

그림 3에 열처리 온도에 따른 ITO막의 전자농도

및 이동도를 나타내었다. 열처리 전 ITO막의 전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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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ut-of-plane XRD patterns of ITO films annealed

at: (a) room temperature, (b) 200 ℃, (c) 250 ℃,

(d) 300 ℃, (e) 350 ℃, (f) 400 ℃, and (g) 450 ℃.

그림 4. 열처리한 ITO막의 정면 XRD 패턴: (a) 상온,

(b) 200 ℃, (c) 250 ℃, (d) 300 ℃, (e) 350 ℃,

(f) 400 ℃, and (g) 450 ℃

10 20 30 40 50 60 70

Degrees (2q)

(a)

(b)

(c)

In
te

n
si

ty
 (

A
rb

it.
 U

n
it)

(d)

(e)

(f)

(g)
(400) (unknown)

Fig. 5. In-plane XRD patterns of ITO films annealed at:

(a) room temperature, (b) 200 ℃, (c) 250 ℃,

(d) 300 ℃, (e) 350 ℃, (f) 400 ℃, and (g) 450 ℃.

그림 5. 열처리한 ITO막의 측면 XRD 패턴: (a) 상온,

(b) 200 ℃, (c) 250 ℃, (d) 300 ℃, (e) 350 ℃,

(f) 400 ℃, and (g) 450 ℃

0 100 200 300 400 500

-2.0

-1.5

-1.0

-0.5

Annealing temperature (
o
C)

e x
(G

P
a

)

1.2

1.3

1.4

e z
(G

P
a

)

Fig. 6. Stresses of the ITO films as a function of

high-humidity annealing temperature.

그림 6. 고습 열처리 온도에 따른 ITO막의 스트레스

농도는 ～1.1 x 1021 cm-3이었으며, 열처리에 의해

감소하였다. 이동도의 경우, 열처리 온도 300 ℃까

지 증가하다가 350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

ITO막에는 산소 빈자리(oxygen vacancy) 또는 도

너인 Sn의 이온화에 의한 전자 반송자가 존재한다.

열처리에 의해 ITO막의 산소 빈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전자농도 감소의 원인으로 사료된다. 이런 산

소빈자리의 감소는 이동하는 전자의 산란(scattering)

을 줄여 그 이동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350 ℃이

상에서는 ITO막과 유리 기판의 열팽창계수 차이가

ITO막의 냉각 과정에서 결함을 유발하며, 이 결함

들이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림 4는 ITO막의 out-of-plane XRD결과이다. 주

피크 (400)를 포함하여 (222), (200), (440) 및 (622)

피크가 관찰되었다. 그림 5는 ITO 막의 in-plane

XRD패턴이다. Out-of-plane XRD와 달리 (400)피

크만 관측되었다. 2θ = 43° 부근의 회절피크는

ITO막으로부터 생성된 피크가 아닌 것이 분명하

나, 그 원인은 찾지 못하였다. 그림 4 및 그림 5의

피크 차이는 엑스선의 주사 방향에 기인한다. 막의

측면에서 엑스선을 주사하는 in-plane XRD의 경

우 엑스선의 주사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in-plane XRD의 (400) 피크크기는 out-of-plane

XRD의 약 20% 정도였다. Out-of-plane XRD에서는

막 표면의 회절 특성이 나타나지만, in-plane XRD

에서는 기판에 수직으로 성장된 전체 결정에 의한

회절이 감지된다. 열처리에 의해 결정면들이 (400)

방향으로 정렬된다는 것을, out-of-plane XRD결과

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in-plane XRD결과로부

터 유추할 수 있다. 열처리에 따른 결정면들의 재

배열이 이동도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ITO의 (400)피크로부터 격자상수()를 구한 후 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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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ransmittance of ITO films annealed at: (a) room

temperature, (b) 200 ℃, (c) 250 ℃, (d) 300 ℃,

(e) 350 ℃, (f) 400 ℃, and (g) 450 ℃.

그림 7. 열처리한 ITO막의 투과율: (a) 상온, (b) 200 ℃,

(c) 250 ℃, (d) 300 ℃, (e) 350 ℃, (f) 400 ℃, and

(g)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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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nergy-band-gap of ITO films as a function of

high-humidity annealing temperature.

그림 8. 고습 열처리 온도에 따른 ITO막의 에너지 밴드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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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nergy-band-gap shift of ITO films as a function

of electron concentration.

그림 9. ITO막의 전자농도에 따른 에너지 밴드 갭 변위

트레스를 계산하였다. 스트레스는 기판의 수직방향

() 및 수평방향() 성분으로 나뉘며, 스트레인

()과 아래의 관계를 갖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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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Young 계수(× ), 는 Poisson

비() 그리고 는 단결정 ITO의 격자상수이다.

 및 는 각각 in-plane XRD 및 out-of-plane

XRD의 (400)피크로부터 구하였다. 그림 6에 고습

열처리에 따른 ITO막의 스트레스 변화를 나타내었

다. 기판의 수직방향으로는 인장응력이 그리고 수

평방향으로는 압축응력이 존재하였다. 열처리에 의

해 압축응력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열처리에 의

한 압축응력의 감소는 결정면의 (400) 방향으로의

재배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장응력의

경우, 200 ℃의 열처리에서는 증가한 후 300 ℃부

터 감소하였다. ITO막의 XRD 결과로부터, 열처리

온도 200～450 ℃에서도 전자 이동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7에 ITO막의 UV/Vis 광투과율을 나타내

었다. 가시광에서 ITO막의 광투과율은 열처리에

관계없이 85%이상이었다. 다만, 자외선에서는 열

처리에 의한 투과율의 감소가 관측되었다. 투과율

로부터 에너지 밴드 갭()을 구하였다. 축퇴 반도

체(degenerated semiconductor)의 경우, 광흡수율

()과 광주파수()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6].

 ∝ 


 (6)

∝ 


 (7)

여기서 는 Plank 상수, 는 광자(photon)의 확

산 시간과 관련된 상수이다. 위 식에서, 광에너지

대 의 절편() 및 광에너지 대  그래프의 절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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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각각  


및  


이다. 따라서 축퇴

반도체인 ITO막의 는 아래와 같다.

  


  (8)

그림 8은 열처리 온도에 따른 에너지 밴드 갭의

변화이다. 열처리하지 않은 ITO막의 는 ～4.12

eV였다. 열처리에 의해 가 ～3.98 eV까지 감소하

였다. 에너지 밴드 갭이 감소하는 것은 전자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축퇴 반도체의 전자농도는 도

체 수준으로 매우 높아 페르미 레벨이 전도대에 위

치한다. 따라서 축퇴 반도체에는 자유전자에 의해

점유된 전도대 공간만큼 에너지 밴드 갭이 증가하 는

blue-shift 현상이 일어난다. 이 현상을 Burnstein-

Moss 효과(BM effect)라고 한다. BM 효과에 의한

 확장(∆)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7].

∆ 




  (9)

여기서 는 전자의 유효질량, 는 전자농도이

다. 그림 9에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식(9)를비교

하였다. 실제의 에너지 밴드 갭 변위는 BM효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자농도가 높을 때,

전자의 산란 증가에 의해 일어나는 에너지 밴드 갭

수축현상 때문이다[8]. 그림 9는, 에너지 밴드 갭

수축에 의한 오차[9, 10]에도 불구하고, 열처리에

의해 ITO막의 전자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확인시

켜준다.

Ⅳ. 결론

면저항 ～8.5 Ω/⏴인 ITO막을 습도 100%에서 50

℃ 간격으로 200 ℃～450 ℃까지 각각 4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열처리에 의해 전자농도가 감소하였

으며, 이동도의 경우, 열처리 온도 300 ℃까지 증가

하다가 350 ℃ 이상에서 다시 감소하였다. 열처리

에 의한 산소빈자리의 감소가 전자농도 및 이동도

변화의 주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XRD 결과를 통해 열처리 온도 200～450 ℃에서

도 전자의 이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구조의 변

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처리하지 않은 ITO막의 는 ～4.12 eV였으

며, 열처리에 의해 ～3.98 eV까지 감소하였다. 에너

지 밴드 갭 변화를 통해 열처리에 따른 전자농도

감소 현상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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