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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용액 공정은 throughput이 높고 경제적이면서 대면적으로의 

확장성과 물질의 화학적 조성 조절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점으로 

인해 금속 산화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플렉서블 전자 

소자 제조를 위한 유망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용액 

공정을 통해서 특정 수준 이상의 높은 전기적 성능을 갖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높은 공정 온도가 요구되며, 

이는 플렉서블 전자 소자로의 산화물 반도체의 응용을 크게 

제한한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박막 트랜지스터 (TFT)의 채널 층 

및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PSC)의 전자 수송층으로 적합한 

고품질의 삼원 (ternary) 및 이원 (binary) 금속 산화물 필름을 

낮은 공정 온도에서 제조하는 금속 산화물의 양이온 교환 기술을 

처음으로 보고한다. 먼저, 양이온 교환 도핑을 통해 모 ZnO 

필름의 일부 Zn 이온을 모 ZnO 격자의 이온 골격을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실온의 용액 상에서 In 또는 Sn 이온으로 대체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이온 교환된 필름을 250 °C에서 열처리함으로써 모 

ZnO 필름보다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In 및 Sn이 치환 도너로 

작용하는 indium zinc oxide (IZO) 및 zinc tin oxide (ZTO) 필름이 

생성되었다. 채널 층으로 양이온 교환 도핑된 IZO 및 ZTO 필름을 

사용하는 TFTs는 108을 초과하는 전류 on-off 비율과 10.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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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cm2 V-1 s-1의 전계 효과 이동도, −3.9 및 −0.6 V의 turn-on 

전압을 각각 나타내었다. 더 나아가, 우리는 1분 이내에 모 ZnO 

필름의 모든 Zn 이온을 Sn 이온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양이온 

교환 반응을 설계하였다. 이 교환 반응을 통해 100 °C의 공정 

온도에서 하부 FTO 기판 상에 oxygen vacancy 결함이 거의 

없는 컨포멀한 표면 도포성을 갖는 얇은 SnO2 필름이 생성되었다. 

양이온 교환된 SnO2 전자 수송층에 기반한 PSC는 매우 작은 

히스테리시스 (hysteresis)와 22%의 효율적인 광전 변환 효율을 

보였으며, 대기중에서 25시간 동안 초기 효율의 98% 이상을 

유지하는 우수한 구동 안정성을 보였다. 

    

주요어 : 금속 산화물, 양이온 교환, IZO, ZTO, 박막 트랜지스터, SnO2,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학   번 : 2015-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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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1 절 와이드 밴드갭 금속 산화물 반도체 

① 와이드 밴드갭 산화물 반도체의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 

  밴드갭은 전자 상태가 존재할 수 없는 고체의 에너지 범위로 

일반적으로 절연체 및 반도체에서 가전자대의 상단과 전도대의 

하단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원자에 결속된 원자가 

전자 (valence electron)를 자유 전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최저 

에너지를 의미한다. 가전자대가 전자로 완전히 점유되고 전도대가 

비어 있으면 결정 격자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하 

수송체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낮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Eg = 5.5 eV)와 같은 밴드갭이 큰 물질은 

실온에서의 열 에너지보다 에너지 밴드갭이 더 크기 때문에 자유 

전자가 형성될 수 없어 절연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밴드갭이 큰 고체는 1.65-3.1 eV (파장 = 740-380 nm)의 

가시광선 에너지보다 더 큰 Eg 값을 가지므로 가시광 영역에서 

광학적으로 투명하다. 반면 Si 및 GaAs와 같은 기존 반도체 

재료는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지만 가시광선 에너지 범위 내의 Eg 

값 (1-1.5 eV)을 가지므로 투과도가 낮은 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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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드 밴드갭 금속 산화물 반도체 (WMO)는 기존 반도체에 

비해 밴드갭이 상대적으로 큰 반도체 물질로 2-4 eV 범위의 

밴드갭을 가지며 높은 전하 이동도와 우수한 광학적 투명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 또한 WMO는 Si 및 GaAs와 같은 기존 

반도체보다 10배 정도 더 높은 항복 전압을 가지기 때문에 소자가 

훨씬 더 높은 전압 및 주파수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WMO는 기존 반도체와 비교하여 열적 신뢰성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전하의 이동은 열을 발생시키며, 열은 

밴드갭을 좁게 만들어 전하 수송체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WMO는 높은 온도에서도 밴드갭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전하 수송체의 농도가 제어될 수 있으며, 이는 WMO가 

열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전력 손실률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WMO는 메모리,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및 유기발광 다이오드와 같은 전자소자 뿐 

아니라 군용, 자동차 및 무선 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그 응용 

가치가 높다 (그림 1-1).  

   잘 알려진 WMO로는 TiO2 (Eg = 3.2 eV), ZnO (Eg = 3.3 eV), 

SnO2 (Eg = 3.6 eV), NiO (Eg = 3.7 eV) 및 Ga2O3 (Eg = 4.8 eV) 

등이 있다.1 이러한 재료들은 밴드갭이 3.1 eV 이상이기 때문에 

가시광 영역에서 광학적으로 투명하여 광전자소자의 투명 전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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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 주입/수송/차단 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리 

위에 성장한 Sn이 도핑된 In2O3 (ITO) 및 F가 도핑된 SnO2 (FTO) 

박막은 100 S cm-1 이상의 높은 전기 전도도와 80% 이상의 높은 

가시광 투명도를 보이며, 투명 전극이 가져야하는 일반적인 요구 

조건 (캐리어 농도 > 1020 cm-3, 밴드갭 > 3.2 eV)을 만족한다.  

 

②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밴드 형성 

   WMO의 투명도와 전기 전도도가 높은 이유는 이온성 물질 

고유의 밴드 형성과 관련된다. 금속 산화물의 밴드 형성 

메커니즘은 혼성화된 sp3 오비탈의 σ-결합 및 sp3 σ*-반결합 

상태가 각각 가전자대 및 전도대를 결정하는 실리콘 반도체의 

밴드 형성과 매우 다르다. 그림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경우 금속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 사이에 전하 

교환이 일어나며, 이것에 의해 금속 양이온의 최외각 s-오비탈은 

비워지고 산소 음이온의 최외각 p-오비탈은 전하로 완전히 

채워진다. 여기서 금속 양이온의 빈 s-오비탈은 주로 전도대의 

하단을 형성하고 산소 음이온의 채워진 p-오비탈은 주로 

가전자대의 상단을 형성한다.  

   자유 전자의 전도 경로가 되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전도대는 주로 구형 대칭으로 인해 등방성을 나타내는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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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의 ns 오비탈이 중첩되어 형성된다. 이러한 ns 오비탈의 

중첩으로 인해 금속 산화물의 전도대는 산화물을 구성하는 원자 

배열의 구조적 왜곡에 둔감해지며, 이로 인해 금속 산화물 

반도체는 비정질 상태에서도 높은 전자 이동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단결정질에서 비정질로 결정 구조가 바뀜에 따라 전하 

이동도가 1000에서 1 cm2 V-1 s-1로 크게 감소하는 실리콘과 달리 

금속 산화물 반도체는 결정질과 비정질 상 사이의 전하 이동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특정 수준 이상의 전기적 성능을 갖는 WMO를 얻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WMO가 유연하고 롤러블한 전자 장치를 위한 

차세대 전자 및 광전자소자의 제조를 위한 유망한 물질임을 

의미한다.  

 

③ 다원 금속 산화물 반도체 필름의 저온 용액 공정 

    (𝑛−1)d10𝑛s0 (𝑛≥4)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중금속 양이온으로 

구성된 이원 금속 산화물 반도체는 금속 양이온의 큰 구형 𝑛s 

오비탈들의 공간적 중첩으로 인해 전하 이동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2003년에 Hofmann 그룹이 아연 금속 원자로 구성된 ZnO 

산화물 반도체 필름을 박막 트랜지스터 (TFT)의 채널로 적용하여 

2.5 cm2 V-1 s-1의 높은 이동도와 107의 높은 전류 on-off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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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한 이례로 SnO2, In2O3 및 Ga2O3를 포함한 다양한 이원 금속 

산화물 반도체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2 그 결과 이원 금속 

산화물 반도체 필름의 전기적 특성이 산화물의 금속 양이온의 

종류와 화학적 조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In2O3의 경우 높은 전자 농도 (1018 cm-3)로 인해 전자 

이동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누설 전류가 컸으며, SnO2 또한 높은 

전자 이동도를 나타내지만 낮은 전류 on-off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밴드갭 (4.8 eV)이 크고 높은 저항률 (𝜌 > 108 Ω cm-1)을 

가진 Ga2O3는 우수한 안정성을 보였지만 낮은 전자 이동도와 큰 

동작 전압 (VON) 값을 보였다.  

    이러한 이원 금속 산화물 반도체 기반 TFT의 전자 이동도와 

누설 전류 사이의 상충 관계는 In3+, Ga3+, Sn4+ 및 Zn2+와 같은 

서로 다른 이온 반경을 갖는 다양한 전이 금속 원소들로 조합된 

다원 금속 산화물 반도체에 의해 개선되었다. 현재까지 Zn-Sn-O 

(ZTO), In-Zn-O (IZO), In-Ga-O (IGO), In-Ga-Zn-O (IGZO), In-

Ga-Sn-O (IGTO), In-Zn-Sn-O (IZTO) 및 In-Ga-Zn-Sn-O 

(IGZTO) 등의 다원 금속 산화물 반도체가 시연되었다. 그 중 

IGZO는 낮은 누설 전류와 함께 80 cm2 V-1 s-1의 높은 전자 

이동도와 106의 높은 전류 on-off 비율을 나타내어 고성능, 

대규모 생산 및 유연한 전자 소자에 대한 큰 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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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3 IGZO에서 Ga-O 결합은 In-O 및 Zn-O 결합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Ga의 적절한 혼입은 산소 공극 (oxygen 

vacancy)의 형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IZO에 Ga을 도입함으로써 산화막의 전자 농도를 낮추고 누설 

전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IGZO와 같은 다원 금속 산화물 반도체 필름을 제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퍼터링이다. 그러나 

스퍼터링은 다원 금속 산화물의 화학 조성을 변화시키는 데 큰 

한계가 있다. 서로 다른 금속 원소 간에 용융점의 차이가 크거나 

서로 용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경우 다성분계 단일 합금 타겟을 

제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비록 2개 이상의 개별 스퍼터 타겟 

소스를 이용하여 다원 금속 산화물 필름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별개의 스퍼터 타겟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히 

제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스퍼터링은 금속 원자들과 

산소 원자의 조성 비율을 조절하고자 할 경우 서로 다른 조성비를 

갖는 많은 수의 스퍼터 타겟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원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금속 원소들을 혼합하고 원소들의 조성 비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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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 공정은 스퍼터링에 비해 비용, throughput 및 공정 

난이도 측면에서 우수하고 넓은 면적에 대한 균일성과 확장성으로 

인해 다원 금속 산화물 필름 제조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간주된다. 

다양한 금속 원소가 혼합된 전구체를 사용하는 용액 공정은 다원 

금속 산화물의 화학 조성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속 

산화물 분말 및 질산염에서부터 가수분해 또는 응축 공정을 

촉진할 수 있는 알콕사이드 (alkoxide) 및 카르복실레이트 

(carboxylate)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전구체가 존재하며,4 

이를 이용하면 원하는 여러 금속 원소들을 큰 제약없이 혼합할 수 

있다. 그러나 용액 공정은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금속 

산화물 필름을 제조하는데 일반적으로 400 °C 이상의 높은 열처리 

온도를 필요로 하며, 이는 유연한 전자 소자에 대한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응용을 제한한다. 따라서 낮은 공정 온도에서 고성능 

금속 산화물을 제조하기 위한 새로운 용액 공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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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와이드 밴드갭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적용 분야.1 1장 

참조 문헌 1의 허가를 받아 복사되었음. Copyright 2021 WILEY-

VCH Verlag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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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이온 결합 전 후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밴드갭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모식도. M0 및 O0는 중성 상태의 금속 및 산소 

원자를 의미한다. 하부 패널은 결정질 및 비정질 상에서의 전하 

수송 경로를 보여준다.5 1장 참조 문헌 5의 허가를 받아 

복사되었음. Copyright 2021 WILEY-VCH Verlag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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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나노 결정의 양이온 교환 

① 양이온 교환의 출현 

   고품질 나노결정을 생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이온성 

나노 결정을 구성하는 모 양이온을 다른 양이온으로 교환하는 

화학적 변환에 기반한 양이온 교환이 나노 결정의 제조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하였다.6 벌크 또는 확장된 고체에 대한 이온 

교환은 이미 수십년 동안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의 양이온 교환은 

나노 스케일에서 고유한 특성과 놀라운 반응 속도를 보여준다.6 

실제로 벌크 또는 확장된 고체의 양이온 교환은 고온에서 몇 주에 

걸쳐 수행되는 반면, 나노 결정에서의 교환 반응은 일반적으로 수 

초 이내에 완료된다. 이는 나노 결정으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양이온의 활성화 장벽이 낮고 나노 결정 표면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쉬운 반응 조건 때문에 양이온 

교환은 합성된 나노 결정의 화학적 변형을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양이온 교환은 간단하고 신속한 실온에서의 화학 

반응 만으로도 II–VI, IV–VI 및 III–V이 아닌 일반적인 고온 

주입법에 기반한 콜로이드 합성으로 쉽게 달성될 수 없는 화학적 

조성을 갖는 나노 결정의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양이온 교환은 기존 나노 결정을 새로운 나노 결정으로 

변환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사전에 합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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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결정을 모 결정으로 이용한다. 중요한 점은 적절하게 설계된 

교환 반응 조건에서 모 나노 결정의 크기와 모양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양이온 교환이 보다 복잡한 나노 구조를 

가진 나노 결정의 제조를 가능하게 함을 뜻한다.7-10 예를 들어, 

양이온 교환을 이용하면 모 양이온의 일부가 새로운 양이온으로 

교환된 나노 결정, 모 나노 결정의 모든 양이온이 완전히 다른 

양이온으로 교환된 나노 결정, 이종 구조 (heterostructure)를 

갖는 나노 결정 및 더 고차 원소들로 구성된 다원소 나노 결정 

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양이온 교환은 단순히 나노 결정을 

제조하는 콜로이드 합성의 대체 도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합성법으로는 얻기 어려운 나노 결정의 제조를 위한 고유한 

도구라 할 수 있다. 고온 주입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나노 

결정과 용액 내 반응물 사이에 동적 평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생성되는 나노 결정의 상 및 조성을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제한한다.11 이와 대조적으로 양이온 교환은 나노 결정의 상과 

조성이 동역학적으로 제어되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거나 완전히 새로운 구조 및 조성을 갖는 나노 결정이 형성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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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이온 교환 반응 

   일반적으로 양이온 교환 반응은 모 나노 결정을 새로운 

양이온이 용해된 반응 용액에 노출시킴으로써 진행된다. 새로운 

양이온은 모 양이온이 결정 밖으로 확산되어 나감에 따라 모 나노 

결정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간다 (그림 1-3). 이때 이온의 확산은 

반응 영역,6 격자 구조12 및 결정 내 결함13, 14과 같은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격자 에너지,15 이온의 용해도16, 17 및 

화학적 경도18, 19를 통해 이온 교환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응 영역은 모 나노 결정의 양이온과 새로운 양이온이 

상호 확산하면서 교환 반응을 일으키는 영역을 가리키며, 이 

영역에 의해 양이온 교환 후 생성되는 나노 결정의 형태와 상이 

결정된다. 모 양이온과 새로운 양이온 간의 확산 속도가 균형을 

이룰 경우 반응 영역은 나노 결정의 표면에서 전체로 전파되며, 

모 양이온의 확산 속도보다 새로운 양이온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를 

경우 반응 영역은 나노 결정의 표면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CdSe 나노 막대의 양이온 교환에서 반응 영역이 나노 막대의 

전체가 되면 양이온 교환 반응의 중간 단계에서 음이온 하위 

격자가 변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이온들의 상호 확산과 

음이온과 양이온의 재배열이 비평형 상태에서 발생한다.6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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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생성물의 모양이 나노 막대가 아닌 

열역학적으로 선호되는 구형으로 변형된다. 한편 반응 영역이 Au 

나노 결정의 표면으로 제한된 양이온 교환의 경우 결정의 

표면에서만 국부적 격자 왜곡이 발생하여 모 Au 나노 결정의 

형태가 유지된 채로 Au@CdS 코어 쉘 나노 결정이 생성될 수 

있다.20 또한 모 양이온의 확산 속도가 새로운 양이온의 확산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되면 Kirkendall 효과로 인해 내부가 빈 

나노 결정이 형성된다.21-23 양이온 교환 반응에서 이온 확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결정 격자 내 공극 

(vacancy)과 틈새 결함 (interstitial defect)이다. 이러한 결함들은 

주로 이온들의 확산 경로로 작용하여 양이온 교환 반응 시 이 

경로를 따라 이온의 상호 확산이 촉진될 수 있다. 

  양이온 교환의 열역학은 금속 칼코겐화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립되었으며, 교환 반응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양이온 교환 반응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n+(liquid) + C-A(crystal) → Cn+(liquid) + M-A(crystal) (1) 

이는 다음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C-A → C + A (dissociation)                     (2) 

Mn+ → M (desolva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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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A → M-A (association)                     (4) 

C → Cn+ (solvation)                             (5) 

반응 (2) 및 (4)의 주요 열역학적 구동력은 C-A 및 M-A의 결정 

에너지 (Born-Lande 격자 에너지 및 표면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고, 반응 (3) 및 (5)의 주요 열역학적 구동력은 M과 C의 

용매화 에너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온 결정의 격자 에너지는 

0K에서 결정 구조의 결합을 끊고 개별 이온으로 분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격자 에너지가 클수록 결정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생성되는 나노 결정의 격자 에너지가 모 나노 

결정보다 크면 자발적 교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반응의 

자발성은 양이온과 용매 사이의 용해도를 통해 탈용매화 및 

용매화 단계에서 예측 가능하다.6, 16 이온 교환 반응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용매에 대한 모 양이온의 용해도가 높아야 

한다.24  

   음이온 하위 격자가 구조적으로 안정하면 생성되는 나노 

결정의 결정 구조는 모 나노 결정의 결정 구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실제로, roxbyite Cu2-xS의 경우 음이온 하위 격자는 왜곡된 

육방정계 밀집 구조(HCP)이고 양이온 격자 구조는 삼면체와 

사면체가 혼합된 구조이며, Cu2-xS의 양이온을 Co로 교환한 CoS 

나노 결정의 구조는 wurtzite로 모 나노 결정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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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25 모 나노 결정과 생성되는 나노 결정 사이의 이러한 

결정학적 유사성은 양이온이 교환되는 동안 음이온 하위 격자가 

유지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모 양이온과 새로 도입된 양이온 

사이의 크기가 현저히 다를 경우 생성되는 나노 결정의 상과 

부피가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나노 결정의 형태학적 변화는 

새로운 이온이 도입될 때 격자 구조가 이완될 수 있는 변형 허용 

오차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모 양이온보다 크기가 큰 양이온이 

도입되면 격자에 가해지는 응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응력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격자 내에 공극이 형성되거나 또는 구형에서 

막대로의 상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격자에 가해졌던 응력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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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양이온의 상호 확산 및 교환의 모식도. C는 모 

양이온, A는 모 음이온이며, M 및 S는 각각 새로운 양이온 및 

용매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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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질-연질 산-염기 이론 

   경질-연질 산-염기 (hard-soft acid-base, HSAB)는 

화합물의 안정성, 반응 메커니즘 및 반응 경로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며, 산-염기 화학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기반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크기가 작고 전하 밀도가 높으며 약하게 분극되는 

화학종에 '경질'이라는 용어를 할당하고, '연질'은 전하 밀도가 낮고 

분극성이 큰 화학종에 할당한다. 경질 및 연질의 정도로 정의되는 

화학적 경도 (chemical hardness, h)는 h ≈ I − A로 근사될 수 

있으며, 여기서 I는 이온화 전위이고 A는 전자 친화도이다.19, 26 산 

및 염기 화학종에 대한 화학적 경도의 경향을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HSAB 이론은 반응의 선호도 측면에서 

경질 산은 경질 염기에 대한 결합을 선호하는 반면 연질 산은 

연질 염기에 대한 결합을 선호함을 나타낸다. 또한 경질 산-경질 

염기의 결합은 강한 이온 특성을 갖으며, 연질 산-연질 염기의 

결합은 공유 특성을 가짐을 나타낸다.18 그리고 이러한 결합 

선호도는 산과 염기 화학종 간의 전하 이동 효과에 의존한다.26 

   그림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금까지 HSAB 이론은 

칼코게나이드 나노 결정의 화학적 변환을 위한 양이온 교환 

반응을 설계하는 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HSAB 이론을 

바탕으로 양이온 교환 기술의 적용 범위를 주기율표의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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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까지 확장하여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구성의 더 다양한 

새로운 물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칼코게나이드가 아닌 다른 나노 

결정 또는 나노 필름에 대한 양이온 교환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HSAB에 기반한 교환 반응을 설계하여 금속 산화물 

나노 필름에 대한 양이온 교환을 최초로 시연하였다.  

 

 

 

 

[그림 1-4] 산과 염기 화학종에 대한 화학적 경도의 경향. 

 
 
 

Acid Base

H+, Li+, Na+, Rb+, Be+,
Mg2+, Ca2+, Sr2+, Mn2+, Al3+,
Cr3+, In3+, Fe3+, Co3+, Sc3+,
La3+, As3+, Ga3+, Si4+, Ti4+,
Zr4+, Sn4+, Ce4+

Hard acids

H2O, F-, OH-, O2-, CO32-,
ClO4-, NO3-, PO43-, Cl-,
CH3COO-, ROH, RO-, NH3,
RNH2, N2H4

Hard bases

Borderline acids

Fe2+, Co2+, Ni2+, Zn2+, Pb2+,
Sn2+, Sb3+, Bi3+, Cu2+

Borderline bases

C6H5NH2, C5H5N, N3-, Br-,
N3-, Br-, NO2-, SO32-,
pyridine

Soft acids

Pb2+, Cd2+, Pt2+, Hg+, Cu+,
Ag+, Tl+, Au+, Hg2+

Soft bases
H-, R2S, RSH, RS-, I-, SCN-
R3P, R3As, CN-, RNC, CO,
C2H4,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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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상대적 이온 반경과 함께 나타낸 양이온 및 음이온의 

주기 배열. 연결선의 실선은 대표적인 양이온 교환 대상을 

보여준다. 2장 참조 문헌 30의 허가를 받아 수정되었음. Copyright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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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절 박막 트랜지스터 

① 박막 트랜지스터의 구조 

   박막 트랜지스터 (TFTs)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게이트 (gate), 소스 (source) 및 드레인 (drain)의 세 

단자를 가진 소자로 가장 주된 기능은 스위칭 동작이다. 이러한 

TFT의 단순한 구조와 기능은 센서, 메모리, 광 소자 및 능동 

행렬 (active matrix) 평판 디스플레이의 화소 스위칭 소자 등 

수많은 전자 장치로의 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27-29 TFT의 구조는 

게이트 전극의 위치와 소스 드레인 전극의 배치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30, 31 각각의 소자 

구조는 반도체의 특성과 제조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하부 게이트 구조는 LCD (liquid crystal display)에서 널리 

사용되며, 하부 게이트가 LCD의 백라이트에 민감한 수소화 

비정질 실리콘 (a-Si:H)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TFT를 

구성하는 반도체 재료의 공정 온도가 사전에 증착된 다른 층을 

열화 시킬 만큼 높을 경우 상부 게이트 구조가 사용되는데, 

OLED에 사용되는 비정질 실리콘 TFT가 그것의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TFT의 구조는 전자 소자를 구성하는 각 층과 계면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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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박막 트랜지스터의 구조.30 1장 참조 문헌 30의 

허가를 받아 복사되었음. Copyright 2012 WILEY-VCH Verlag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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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박막 트랜지스터의 구동 및 성능 매개변수 

   TFT는 채널을 통해 동작한다는 점에서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MOSFET)와 유사하지만 작동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TFT와 MOSFET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TFT는 

절연체와 반도체 계면에 형성되는 축적된 전하가 만드는 채널에 

의해 작동하는 반면 MOSFET에서는 절연체와 반도체 계면에 

반전 채널 층이 형성되어야 동작한다.30, 31 n형 반도체 기반 

TFT에서 게이트 전압 (VG)이 threshold voltage (VTH)보다 낮을 

경우 (VG < VTH) 게이트 절연체와 반도체 층의 계면 부근에 

공핍층이 형성되어 전하 캐리어가 거의 없는 off 상태가 된다. 

반대로 VTH보다 높은 양의 VG가 인가되면 (VG > VTH) 전하 

캐리어가 계면에 축적되어 채널이 형성되고 on 상태가 된다. 이때 

양의 드레인 전압 (VD)의 세기에 따라 TFT의 동작 영역은 크게 

선형 영역 (linear region)과 포화 영역 (saturation region)으로 

구분된다. 즉, VD가 작을 때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ohmic 특성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드레인 전류 

(IDS)는 VD에 비례하게 된다 (수식 1, 그림 1-7). 한편 높은 

VD에서는 IDS가 VD의 증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수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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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ar region : VG − VTH > VD 

𝐼!",$%& =
'
(
𝐶𝜇$%& ()𝑉)" − 𝑉*+,𝑉!" −

,!"
#

-
-                  (1) 

 Saturation region : VG − VTH < VD 

    𝐼!",".* =
'
-(
𝐶𝜇".*)𝑉)" − 𝑉*+,

-
                         (2) 

여기서 W/L은 채널의 폭과 길이이고 C는 유전층의 

커패시턴스이며, µlin 및 µsat는 각각 선형 및 포화 영역에서의 전계 

효과 이동도 (field-effect mobility)이다. 소자의 성능을 결정하는 

TFT의 전기적 특성은 전계 효과 이동도 뿐 아니라 on-off 

current ratio (Ion/Ioff), turn-on voltage (VON), subthreshold slope 

(S) 및 VTH와 같은 매개변수 측면에서 평가된다. Ion/Ioff는 IDS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율로 정의되며, VON은 IDS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데 요구되는 VG를 의미한다 (그림 1-8). S는 아래 수식 

(3)과 같이 subthreshold region에서 IDS를 10배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VG로 정의된다.  

𝑆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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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H는 반도체에서 채널 층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 VG를 뜻하며, 

VTH 값은 IDS
1/2VG 플롯의 선형 외삽법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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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n형 산화물 TFT의 output characteristics.30 1장 참조 

문헌 30의 허가를 받아 복사되었음. Copyright 2012 WILEY-VCH 

Verlag GmbH 

 

[그림 1-8] n형 산화물 TFT의 transfer characteristics.30 1장 

참조 문헌 30의 허가를 받아 복사되었음. Copyright 2012 WILEY-

VCH Verlag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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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동향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물질인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로 

구성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PSCs)는 2009년에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초기 PSCs는 3.8%의 광전변환효율을 

기록했다.32 밴드갭과 에너지 준위가 다른 많은 종류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중 CH3NH3PbI3 및 CH3NH3PbBr3 기반 

페로브스카이트는 적절한 밴드갭, 긴 엑시톤 확산 거리 및 높은 

전하 이동도의 이점으로 PSCs의 광 활성층 물질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림 1-9a).33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은 일반적인 

3차원 ABX3 조성을 갖는 정육면체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여기서 

A 사이트의 원소는 무기 또는 유기물 기반 1가 양이온이고, B 

사이트의 원소는 2가 중금속 양이온이며 X 사이트의 원소는 1가 

할로겐 음이온으로 배치된다 (그림 1-9b). PSCs의 급격한 발전의 

전환점은 그림 1-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6년에 광전 변환 

효율을 22.1%까지 끌어올린 고체 상태의 전자 및 전공 수송층이 

페로브스카이트 광 흡수층과 통합된 구조의 전고체 상태 PSCs의 

출현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PSC는 조성적 및 구조적 

엔지니어링,32, 34-36 위상 안정화37-39 및 결합 부동태화40, 4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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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페로브스카이트 광 흡수층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에 의해 

주도되었다. 현재까지 단일 접합 PSC는 25.7%의 인증된 광전 

변환 효율을 달성했으며,42 이는 박막 태양전지에서 얻은 가장 

높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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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 금속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의 개략적인 

에너지 준위 다이어그램. (b) ABX3의 조성으로 구성된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 구조.43 

 

 

 

[그림 1-10]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의 

best research-cell 광전 변환 효율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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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구조 

   고체 상 PSCs는 메조다공성 (mesoporous) PSCs와 평판형 

(planar) PSCs의 두 구조로 분류되며, 이를 그림 1-11에 

나타내었다. 이산화티타늄 (TiO2)은 FTO 전극의 거친 표면을 

평탄하게 하는 정공 차단층 및 전자 이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 광 흡수층 내부에 삽입되는 메조포러스 층의 

재료로 주로 사용된다. TiO2의 형성은 500 °C 이상의 고온 

열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메조다공성 PSCs의 경우 FTO와 

같은 고 내열성 투명 전도성 산화물 필름이 투명전극으로 

사용된다. 페로브스카이트 광 흡수층의 거친 표면을 평탄화하고 

금속 전극으로 정공을 효과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poly(3-

hexylthiophene-2,5-diyl) (P3HT) 및 2,2′,7,7′-tetrakis(N, N-di-

p-methoxyphenylamine)-9,9spirobifluorene (spiro-OMETAD)와 

같은 정공 수송층이 페로브스카이트 층과 금속 전극 사이에 

삽입된다. 광전변환효율이 높은 PSCs는 주로 광전류 및 광전압이 

높은 메조다공성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평판형 PSCs는 

메조다공성 PSCs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 온도가 낮고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평판형 

PSCs의 정공 수송층은 메조다공성 PSCs에서와 달리 NiO 및 

poly(3,4-ethylenedioxythiophene):poly(styrene sulf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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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OT:PSS) 혼합물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금속 전극으로 전자를 효과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C60 및 phenyl-C61-Butyric-Acid-Methyl-Ester 

(PCBM)과 같은 전자 수송층이 금속 전극과 페로브스카이트 층 

사이에 삽입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기 전자 수송층과 금속 전극의 

계면은 접촉 저항이 매우 높기 때문에 LiF, Ca 및 

bathocuproine과 같은 두번째 전자 수송층이 기존 전자 수송층과 

금속 전극 사이에 배치된다.  

 

 

 

 

[그림 1-11] (a) 메조다공성 및 (b) 평편 PSCs의 일반적인 구조. 

 

 

 



 

 45 

③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제조 공정 

   납을 기반으로 하는 PSCs의 페로브스카이트 광 활성층 

재료는 주로 CH3NH3PbI3로 구성된다. CH3NH3PbI3는 CH3NH3I와 

PbI2를 1:1의 몰 비율 또는 CH3NH3I와 PbCl2를 1:3의 몰 비율로 

반응시켜 얻을 수 있으며 반응은 다음의 화학식 (4)로 표현된다. 

CH/NH/I + PbI- → CH/NH/PbI/                  (4-1) 

3CH/NH/I + PbCl- → CH/NH/PbI/ + 2CH/NH/Cl(1) (4-2) 

CH3NH3I 및 PbI2가 dimethylformamide 용매에 용해된 전구체가 

고체 상 PSCs의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제조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2013년에 Snaith 그룹은 PbI2 대신 PbCl2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전변환효율 값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CH3NH3PbI3가 Cl로 도핑된 혼합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CH3NH3I3-xClx)로부터 캐리어 확산 길이가 1 µm 

이상인 CH3NH3PbI3보다 한 차수 이상 더 높은 페로브스카이트가 

얻어졌으며, 이는 더 높은 광전변환효율로 이어졌다.44 그러나 

실제로 X-ray diffraction 분석에서 Cl 이온이 검출되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캐리어 확산 길이 증가의 요인은 Cl이 

페로브스카이트의 격자 내 음이온 위치를 점유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PbCl2의 사용으로 필름의 모폴로지 (morpholog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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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진 것 때문으로 밝혀진 바 있다.45 따라서 고성능 PSCs의 

제조를 위해서는 우수한 모폴로지를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제조하는 몇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주로 ‘1 단계’와 ‘2 단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1-12 (a, b)는 

각각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제조하는 1 단계 및 2 단계 방법을 

나타낸다. 1 단계 방법의 경우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용액을 타겟 

층 상에 1회 스핀 코팅한 후 열처리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형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모폴로지는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CH3NH3I와 PbI2로 구성된 전구체 

용액을 1 단계 방법에 사용하게 되면 빠른 결정화로 인해 필름에 

많은 공극 및 균열과 같은 결함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 (그림 1-

12a). 반면에 PbI2를 PbCl2로 대체한 전구체 용액의 사용은 

결정화 속도가 지연되기때문에 1 단계 방법에서 더 나은 

모폴로지를 갖는 필름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1 단계 

방법에서 PbI2를 사용하면서 결정화를 지연시키는 용매 

엔지니어링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이 경우 용매 분자와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를 반응시켜 페로브스카이트 중간 상을 

먼저 형성한 후 천천히 결정화를 유도한다.46 2 단계 방법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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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과 달리 먼저 PbI2 층을 단독으로 스핀 코팅 및 

열처리를 통해 형성한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로 CH3NH3I 

전구체를 PbI2 층 상에 스핀 코팅하며, 이때 CH3NH3I가 사전에 

형성된 PbI2 층 내부로 확산된다. 그 후 열처리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형성한다.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열증착, 침지 및 스핀 코팅이 있으며 그림 1-

12b에 나타내었다. 2 단계 방법을 사용하면 PbI2를 사용하더라도 

우수한 모폴로지를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1 단계 방법에 기반한 용매 

엔지니어링 방법이 사용하여 PSCs의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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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형성을 위한 (a) 1 단계 및 (b) 

2 단계 공정 방법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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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절 본 논문의 연구 범위 

   본 논문은 양이온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의 와이드 

밴드갭 금속 산화물 필름을 위한 새로운 저온 용액 공정 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칼코게나이드 나노 입자의 화학적 변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양이온 교환을 금속 산화물 필름의 

양이온을 새로운 양이온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교환하는데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먼저, 부분 양이온 교환 반응을 설계하여 모 

이원 금속 산화물 필름을 저온에서 도핑하였고, 형성된 필름을 

박막 트랜지스터 (TFT)의 채널 층으로 적용하여 소자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모 이원 금속 산화물 필름의 모든 양이온을 

완전히 새로운 양이온으로 대체하는 완전한 양이온 교환 반응을 

설계하여 저온에서 이원 금속 산화물 필름을 생성하였고, 이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PSC)의 전자 수송층으로 적용하여 

소자 성능을 평가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모 ZnO 필름의 일부 Zn 이온이 In 또는 Sn 

이온으로 대체되는 부분 양이온 교환 반응을 소개한다. 1-2 

절에서 언급한 경질-연질 산-염기 이론에 기초하여, 모 ZnO 

필름으로부터 외부 방향으로 나가는 Zn2+의 확산 속도와 모 ZnO 

필름 내부 방향으로 들어가는 In3+ 또는 Sn4+의 확산 속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교환 반응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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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결함이 없으면서 In 또는 Sn이 치환 도너로 작용하는 In-

Zn-O (IZO) 및 Zn-Sn-O (ZTO) 필름을 얻었다. 양이온 교환 

도핑된 IZO 또는 ZTO 필름을 채널 층으로 사용하는 TFT의 

성능은 채널 층이 모 ZnO 필름인 TFT의 성능보다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IZO 및 ZTO 필름에 기반한 TFT는 108 

이상의 전류 on-off 비율과 각각 10.5 및 8.0 cm2 V−1 s−1의 높은 

전계 효과 이동도 및 −3.8 및 −0.6 V의 작은 동작 전압 값을 

나타냈다. 

   제 3 장에서는 1분 이내에 모 ZnO 필름의 모든 Zn 이온을 Sn 

이온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완전한 양이온 교환 반응을 소개한다. 

용매의 극성과 반응 용액의 농도 및 온도를 조절하여 100 °C의 

낮은 공정 온도에서 FTO (fluorine doped SnO2) 투명 전극의 표면 

상에 얇고 컨포멀하며 oxygen vacancy가 적은 SnO2 필름을 

형성하였다. 양이온 교환된 SnO2 필름을 전자 수송층으로 사용한 

PSC는 22%의 높은 광전변환효율을 나타내었으며, 19.7%의 

광전변환효율을 보인 기존 SnO2 나노입자 필름을 전자 

수송층으로 사용한 PSC의 성능을 능가하였다. 또한 양이온 

교환된 SnO2 전자 수송층에 기반한 PSC는 대기 중에서 25시간 

동안 초기 효율의 98%를 유지하는 우수한 구동 안정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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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론, 금속 

산화물 필름에 대한 양이온 교환 기술의 적용 범위 및 연구의 

확장성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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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양이온 교환 도핑된 IZO 및 

ZTO 필름 기반 박막 트랜지스터 
 

제 2-1 절 서론 

   밴드갭이 큰 산화물 반도체는 높은 이동도, 광학적 투명도, 

환경적 안정성 및 낮은 압축 응력 등의 특징으로 투명하고 유연한 

디스플레이용 박막 트랜지스터(TFT)의 채널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1, 2 (𝑛−1)d10𝑛s0 (𝑛≥4)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중금속 양이온 

(Zn2+, Ga3+, In3+, Cd2+, Ge4+ 및 Sn4+)으로 구성된 이원 산화물 

반도체는 이웃한 양이온의 큰 구형의 𝑛s 오비탈들이 공간적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전자 이동도가 높다.3 이러한 이원 산화물의 

전기적 특성 및 상 안정성은 다양한 크기의 aliovalent 양이온들로 

구성된 삼원 및 사원 금속 산화물에 의해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지금까지 zinc tin oxide (ZTO),4, 5 indium zinc oxide (IZO),6-

8 indium tin oxide,9 indium gallium oxide,10, 11 indium gallium zinc 

oxide,1, 2, 12-14 indium zinc tin oxide15, 16 및 gallium tin zinc 

oxide17와 같은 다양한 삼원 및 사원 금속 산화물을 기반으로 

하는 TFTs가 시연 되었으며, 특정 소자는 70-110 cm2 V-1 s-1의 

field-effect mobility (µFE),
1, 2, 12-14, 16, 18 66 mV dec-1의 

subthreshold slope (S)9 및 1011의 current on-off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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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Ioff)
15의 놀라운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원 

산화물을 포함하는 고성능 TFTs는 진공에서 수행되는 증착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되어왔다. 그러한 기술에는 원자층 증착 

(atomic layer deposition),10-13, 15 고주파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radio-frequency magnetron sputtering),9, 14 펄스 레이저 증착 

(pulsed laser deposition)16, 19 및 화학 기상 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18, 20이 포함되며, 이는 저비용, 대면적 및 높은 

throughput 제조에 불리하다.  

   금속 아세테이트 (metal acetate),21-23 질산염 (nitrate)21, 24, 

25 또는 할로겐화물 (halide)26, 27 전구체를 기반으로 하는 용액 

공정은 저비용, high-throughput 및 물질의 손쉬운 조성 조절과 

같은 다성분 산화물 TFT의 제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은 일반적으로 전구체의 해리 및 불순물 

제거를 위해 400 °C 이상의 열처리 온도를 필요로 하며, 이는 

유연한 전자 소자에 대한 산화물 TFT의 응용을 제한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속 알콕사이드 (metal alkoxide) 전구체를 

기반으로 하는 “sol-gel on chip” 가수분해,8 유기 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한 연소 합성법28 및 심자외선 조사를 이용한 광 

어닐링29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비록 이러한 방법들은 

공정 온도를 150-250 °C로 낮출 수 있지만, 얻어진 TF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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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은 진공 증착된 TFT의 성능보다 현저히 낮다. 산화물 TFT가 

유연한 전자 소자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기판과 

호환되는 공정 온도에서 고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양이온 교환을 통해 이원 금속 산화물 필름에서 

삼원 금속 산화물 필름이 형성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다. 

이 화학 반응은 칼코게나이드 나노 입자의 합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지만,30, 31 금속 산화물 박막 형성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ZnO 필름의 Zn 이온을 실온 양이온 

교환을 통해 In 또는 Sn 이온으로 대체한 후 250도에서 

열처리함으로써 In 또는 Sn이 치환 도너 (substitutional donor)로 

작용하는 IZO 또는 ZTO 필름을 얻었다. 양이온 교환 도핑된 IZO 

또는 ZTO 필름을 채널 층으로 사용하는 TFT의 성능 매개변수는 

채널 층이 모 ZnO 필름인 TFT의 성능 매개변수보다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얻어진 IZO 및 ZTO TFT의 µFE 값은 각각 10.3 

및 7.1 cm2 V-1 s-1이며, 이는 250 °C 이하의 온도에서 열처리된 

용액 공정 기반 IZO 및 ZTO TFT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양이온 

교환 도핑된 IZO 및 ZTO 필름의 우수한 품질은 음이온 골격 

(framework)의 부분적 보존과 양이온 교환 반응 동안 불순물 

침투가 최소화된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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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절 양이온 교환 도핑 공정 

   IZO 및 ZTO 필름을 얻기 위한 양이온 교환 도핑 공정은 

ZnO 필름의 증착으로 시작된다. ZnO 필름은 ammine-hydroxo 

zinc complex [Zn(NH3)𝑥(OH)𝑦] 수용액을 스핀 코팅한 다음 250 

°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림 2-1). 이 

방법은 zinc-ammine의 해리 및 zinc hydroxide의 응축에 

요구되는 낮은 열 에너지로 인해 다른 용액 기반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150 °C)에서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진 

ZnO 필름을 형성할 수 있으며,32-36 TFT37-41 및 유기 태양 

전지42-44를 제작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음으로, 

ZnO 필름을 chlorobenzene에 용해된 indium (III) iodide (InI3) 

용액 또는 2-methoxyethanol에 용해된 tin (IV) chloride 용액에 

각각 10분 및 30초 동안 침지한다. 이들 용액에서 양이온 교환 

반응은 ZnO 격자의 일부 Zn 이온을 In 또는 Sn 이온으로 

대체한다. 가능한 음이온성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해 양이온 

교환된 필름을 용매로 두 번 헹군다. 이어서, 필름을 250 °C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하여 IZO 또는 ZTO 필름을 수득한다. 양이온 

교환 반응의 시간을 포함하여 ZnO, IZO 및 ZTO 필름의 제조 

조건은 본 연구에 제시된 모든 특성에 대해 고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 3 장의 3 절에 나와 있다. 양이온 교환 공정 동안 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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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의 이온 골격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음이온성 오염 물질이 

벌크에 유입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용액에 혼합된 각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전구체를 사용하는 삼원21, 22, 26, 27 및 

사원21, 23, 45 산화물 반도체의 기존 공정과 대조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구체의 해리 및 벌크에서 생성된 불순물의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 고품질 필름으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400 °C 

이상의 열처리 온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양이온 교환 도핑은 

저온에서 고품질의 도핑된 금속 산화물 반도체 필름을 얻는 데 

유리하다. 

 

 

 

[그림 2-1] M이 도핑된 ZnO를 얻기 위한 모 ZnO 필름의 형성 

및 양이온 교환 도핑의 개략도 (M: In 또는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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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절 양이온 교환 도핑된 IZO 및 ZTO 

필름의 특성 분석 

 

① ZnO, IZO 및 ZTO 필름의 구조적 특성 

   3 nm 두께의 SiO2 층으로 사전 코팅된 Si 기판 (Si/3 nm 

SiO2)에 증착된 모 ZnO 필름과 양이온 교환된 IZO 및 ZTO 

필름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림 2-2에 표시된 투과 전자 

현미경 (TEM) 단면 뷰 이미지는 세 필름이 모두 다결정질이고 

Kirkendall 공극과 같은 눈에 띄는 구조적 결함이 없음을 

보여준다.46 원자력 현미경 (AFM) 측정은 ZnO, IZO 및 ZTO 

필름에 대해 각각 1.1, 1.1 및 1.3 nm의 제곱 평균 제곱근 거칠기 

(root-mean-square roughness) 값을 산출했다 (그림 2-3). 

단면에 대한 에너지 분산 X선 분광법 (EDS) 맵을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IZO 및 ZTO 필름 외부 영역의 In 및 Sn 픽셀은 각각 

In 및 Sn 맵에 잘못된 데이터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지만 도핑된 필름의 In 및 Sn 원자의 분포는 적당히 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에 나타낸 TEM 이미지는 또한 IZO (13 nm) 및 

ZTO (12 nm) 필름의 두께가 모 ZnO (16 nm) 필름의 두께보다 

얇음을 보이는데, 이는 양이온 교환 반응 동안 물질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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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칼코겐 (S, Se 및 Te) 음이온 

격자의 구조적 견고성으로 인해 모양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양이온 

교환에 의해 나노 결정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화학적 변형을 

허용하는 칼코게나이드의 경우와 대조된다.30, 31, 47 O2− 골격의 

구조적 안정성은 양이온 교환 동안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는 

아마도 칼코겐 음이온에 비해 더 작은 이온 반경을 갖는 O2−의 더 

높은 확산성 때문일 수 있다. 양이온 교환에 상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고유 특성에도 불구하고 용매, 반응물 및 

반응 시간과 같은 반응 매개변수를 신중하게 조절하면 그림 2-

2와 같이 두께 감소를 제한하면서 고품질의 도핑된 필름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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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3 nm 두께의 SiO2 층이 사전 코팅된 Si 기판 상의 모 

ZnO 필름과 양이온 교환된 IZO 및 ZTO 필름의 단면 고해상도 

TEM 이미지 (좌) 및 EDS 맵 (우) (EDS 맵의 눈금 막대: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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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3 nm 두께의 SiO2 층이 사전 코팅된 Si 기판 상의 a) 

모 ZnO, b) 양이온 교환된 IZO 및 c) ZTO 필름의 AFM 이미지 

(좌)와 높이 프로파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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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에 표시된 결과는 이 연구에서 부과된 반응 

조건에서 모 ZnO 필름으로부터 외부 방향으로 나가는 Zn2+의 

확산 속도가 모 ZnO 필름 내부 방향으로 들어가는 In3+ 또는 

Sn4+의 확산 속도와 비슷했음을 나타낸다. 양이온 교환 반응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인 두 확산 속도 사이의 이러한 균형30, 31, 48, 

49은 경질-연질 산-염기 이론으로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50-

52 ZnO의 경우 경질 산인 O2-는 Zn2+보다 더 경질 산인 Sn4+와의 

결합을 강하게 선호한다.50 이 경질-경질 상호작용과 Zn2+의 

용매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질 용매이면서 

Zn2+와의 화학적 경도의 차이가 작은 2-methoxyethanol을 반응 

용매로 사용하였다. 같은 이유로 할로겐화 이온 (Cl-, Br- 및 I-) 

중에서 가장 경질 염기인 Cl-를 상대 음이온 (counter anion)으로 

선택하였고,53 이러한 조건에서 양이온 교환 도핑된 ZTO 필름은 

30초 내에 얻어졌다. 이에 반해, 2-methoxyethanol보다 경질 

염기이고 Zn2+보다 화학적 경도 (chemical hardness)가 현저히 

작은 toluene을 반응 용매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응 3분 후에도 

필름의 전기적 특성에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IZO 

필름의 경우 In3+의 화학적 경도가 Zn2+의 화학적 경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In3+와 O2-의 상호 작용이 Sn4+와 O2-의 상호 

작용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54 그 결과, 경질 용매의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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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2+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용매화하여 O2- 골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chlorobenzene과 I-를 각각 반응 용매와 상대 

음이온으로 선택하여 반응 시간을 10분으로 연장하였다. 

Chlorobenzene보다 경질 염기인 ethanol을 사용할 경우,54 Zn2+의 

용매화가 매우 빨라서 ZnO 필름이 단 1분 만에 완전히 

용해되었다. 교환 반응에 대한 상대 음이온의 영향은 용매의 

영향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매 (chlorobenzene)와 

반응 시간 (10분)을 변경하지 않고 I-를 Br- 또는 Cl-로 대체하여 

Zn2+와 상대 음이온 간의 화학적 경도 차이를 줄인 경우, 

유의미한 필름 손실이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필름의 전기적 특성이 

저하되었다. 

 

② ZnO, IZO 및 ZTO 필름의 결정학적 특성 

    Si/3 nm SiO2 기판 상 ZnO, IZO 및 ZTO 필름의 결정성은 

grazing incidence X-ray diffractometry (XRD)을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그림 2-4). ZnO 필름의 회절 피크는 31.5, 34.5, 36.4, 

56.7 및 63.1°에 있으며, 이는 각각 hexagonal wurtzite ZnO 구조 

(JCPDS no. 36-1451)의 (100), (002), (101), (110) 및 (103) 

평면에 해당한다. 이들 피크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용액 

제조된 이미 입증된 바 있는 ZnO 필름의 피크와 일치한다.38, 3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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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IZO 필름의 XRD 패턴은 ZnO 필름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며, 이는 양이온 교환 공정 직후의 IZO 필름의 상태가 

결정화에 비교적 낮은 열처리 온도 (250 °C)가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금속 아세테이트,21-23 질산염21, 24, 25 또는 할로겐화물26, 

27의 전구체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용액 공정과 양이온 교환 

도핑을 구별하는 이 매력적인 기능은 음이온 골격의 부분적 

보존과 양이온 교환 중 불순물 침투의 최소화에서 비롯된다. ZTO 

필름의 결정성은 ZnO 및 IZO 필름보다 낮으며 (그림 2-4 아래), 

이는 Sn의 높은 도핑 농도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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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ZnO, IZO 및 ZTO 필름의 인덱스 XRD 패턴. 각각의 

2𝜃를 중심으로 총 9개 연속 데이터 포인트의 크기 평균 (2𝜃 

해상도: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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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ZnO, IZO 및 ZTO 필름의 화학적 특성 

     산화물 필름의 화학적 조성을 조사하기 위해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를 수행하였다. Si 기판 상에 

증착된 세 종류의 산화물 필름의 전체 스펙트럼을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이들 필름은 ZnO 필름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Zn 

및 O 피크를 갖지만 각각 620 및 199 eV의 결합 에너지를 갖는 

I 3d5/2 및 Cl 2p3/2와 같은 I 또는 Cl에서 유래하는 피크는 없다. 

전술한 것은 I- 또는 Cl- 이온이 도핑된 필름에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IZO와 ZTO 박막은 각각 In과 Sn에서 

기원하는 피크를 가지며, 이들의 원자비는 각각 [In]/([In]+[Zn]) 

= 8% 및 [Sn]/([Sn]+[Zn]) = 16% 이다. IZO 필름은 spin-orbit 

split In 3d5/2 및 In 3d3/2 피크가 각각 444.8 및 452.3 eV의 결합 

에너지로 7.5 eV만큼 분리되어 있으며,56, 57 이는 In의 산화 상태 

(oxidation state)가 +3임을 시사한다 (그림 2-6).56-59 ZTO 

필름의 스펙트럼은 각각 486.7 및 495.0 eV의 결합 에너지로 8.6 

eV만큼 분리된 spin-orbit split Sn 3d5/2 및 Sn 3d3/2 피크를 

나타낸다 (그림 2-7).60, 61 커브 피팅에 의해 Sn 3d5/2 피크는 

486.7 eV의 결합 에너지를 가진 단일 성분으로 구성되어 ZTO 

필름에서 Sn의 산화 상태가 +4임을 시사한다 (그림 2-8): 

반치전폭 (full width at half-maximum)이 동일한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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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시안-로렌츠 곱 함수를 사용하여 수행된 0.7 eV만큼 분리된 

Sn2+ 및 Sn4+에 해당하는 피크60, 61를 특정하기 위한 커브 피팅은 

결합 에너지가 낮은 함수의 높이가 0일 때 가장 잘 맞는 피팅값이 

얻어졌다. 

 

 

 

[그림 2-5] ZnO, IZO 및 ZTO 필름의 XPS 전체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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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양이온 교환 도핑된 IZO 필름의 In 3d XPS 스펙트럼 

(원형 심볼). In 3d 스펙트럼은 3d5/2와 3d3/2의 결합에너지가 7.5 

eV만큼 차이나고 동일한 반치전폭과 3:2의 면적비를 갖는 두 

개의 가우시안-로렌츠 합 함수로 피팅되었으며 (빨간색 및 파란색 

실선), 검은색 실선은 Shirley backgroun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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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ZTO 필름의 Sn 3d XPS 스펙트럼. 

 

[그림 2-8] ZTO 필름의 Sn 3d5/2 XPS 데이터 값에서 Shirley 

background를 뺀 스펙트럼 (원형 심볼)과 커브 피팅 (빨간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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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ZnO, IZO 및 ZTO 필름의 전기적 특성 

     Si/3 nm SiO2 기판 상에 증착된 ZnO, IZO 및 ZTO 필름의 

전기적 특성은 van der Pauw 구성에서 홀 측정 (Hall 

measurement)으로 특성화되었다. 실온에서 IZO 및 ZTO 필름의 

전자 농도 (electron concentration, 𝑛), 비저항 (resistivity) 및 홀 

이동도 (Hall mobility)는 각각 1.3 × 1017 및 6.9 × 1016 cm−3, 9.6 

및 27.4 Ω cm 및 5.2 and 3.3 cm2 V−1 s−1 으로 특정되었다 (그림 

2-9). 반면에, ZnO 필름은 실온에서 신뢰할 수 있는 홀 측정을 

수행하기에는 저항이 너무 컸다. 227 °C에서 ZnO 필름의 𝑛, 

비저항 및 홀 이동도 값은 각각 5.2×1016 cm−3, 135.6 Ω cm 및 

0.9 cm2 V−1 s−1로 측정되었다. ZnO 필름과 비교하여 IZO 및 ZTO 

필름에서 𝑛의 증가에 대한 가능한 메커니즘은 산소 결손 (oxygen 

vacancy, VO) 농도의 증가이다.21, 62-64 이 메커니즘은 용액 상에서 

수행되는 양이온 교환 공정이 금속 산화물 골격을 후속 열처리로 

치유될 수 없는 정도로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럴 듯 

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10에 표시된 O 1s XPS 

스펙트럼은 531.3-531.5 eV65, 66의 결합 에너지로 VO에 기인한 

신호의 기여가 세 필름 모두에서 매우 유사함을 나타낸다 (ZnO = 

26.9%, IZO = 26.9% 및 ZTO = 25.6%). 이 결과는 VO 농도의 

변화가 𝑛의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작음을 시사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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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세 필름의 Zn 2p 스펙트럼에서 

의해 추가로 뒷받침된다 (그림 2-11). 따라서 양이온 교환에 의해 

ZnO 매트릭스에 도입된 In 및 Sn 원자 중 일부가 Zn 격자 

사이트를 점유하여 치환 공여체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67, 68 이는 XPS 분석에 의해 결정지어진 In 및 Sn의 산화 

상태인 +3 및 +4와 일관된다. 도펀트 수에 대한 자유 전자 수의 

비율로 정의되는 도핑 효율은 In 및 Sn에 대해 각각 4 × 10−5 및 

1 × 10−5로 추정된다. 도핑 효율은 치환 도핑 효율과 치환 수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치환 도핑 효율은 InZn (SnZn) 수 

대비 자유 전자 수의 비율이고, 치환 수율은 In (Sn) 수 대비 InZn 

(SnZn) 수의 비율이다. In2O3 (SnO2)와 InZn (SnZn) 모두 +3 (+4)의 

산화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XPS 스펙트럼으로는 In과 Sn의 

도핑 효율이 치환 도핑 효율에 의해 제한되는지 또는 치환 수율에 

의해 제한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4 × 10−5 및 1 × 10−5의 

추정된 도핑 효율은 치환 도핑 효율의 하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도핑 효율 값은 표 2-1에 요약된 바와 같이 이전에 시연된 

용액 공정 기반 IZO 및 ZTO 필름의 도핑 효율보다 높거나 

유사하다. 이러한 낮은 도핑 효율 (≪ 1)은 용액 공정으로 제조된 

금속 산화물 필름에 존재하는 높은 트랩 밀도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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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Hall 측정에 의해 얻어진 ZnO, IZO 및 ZTO 필름의 

(a) 전자 농도, (b) 비저항 및 (c) 홀 (hall) 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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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a) ZnO, (b) IZO 및 (c) ZTO 필름의 O 1s XPS 

스펙트럼. 530.1-530.2, 531.3-531.5 및 532.4 eV의 

결합에너지를 갖는 피크는 각각 금속-산소-금속 네트워크 내 

산소 원자 (OL), 산소 결손에 인접한 산소 원자 (OV) 및 산화물 

표면에 화학 흡착된 -OH 종의 산소 원자 (OH)에 기인한다.65, 66 

피크 모양은 가우시안-로렌츠 합 (GLS) 함수로 가정되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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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ZnO, IZO 및 ZTO 필름의 Zn 2p XPS 스펙트럼. 

 

[표 2-1] 용액 공정으로 제조된 IZO 및 ZTO 필름의 In 및 Sn 

도핑 효율  

Dopant 

Doping  

Concentrationa 

Doping  

Efficiency 

Method Reference 

In 8% 4 × 10−5 Cation exchange Our work 

In 12% 4 × 10−7 Thermal condensation [70] 

Sn 16% 1 × 10−5 Cation exchange Our work 

Sn 9% 1 × 10−5 Thermal condensation [71] 

Sn 28% 1 × 10−7 Thermal condensation [62] 

aDoping concentration은 [D]/([D] + [Zn])으로 정의되며, D는 In 또는 S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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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절 양이온 교환 도핑된 IZO 및 ZTO 채널 

기반 박막 트랜지스터 

     ZnO 필름과 양이온 교환된 IZO 및 ZTO 필름을 TFT의 

채널층으로 사용하여 이들 TFT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모든 TFT는 붕소로 도핑된 Si 기판과 200 nm 두께의 열적으로 

성장시킨 SiO2 층이 각각 게이트 전극과 게이트 유전체 역할을 

하고 열 증착된 Al 전극이 상부 소스 및 드레인 접점을 이루는 

하부-게이트 구조로 구성된다 (그림 2-12). 모든 장치는 게이트 

전압 (VG)에 의해 잘 변조된 드레인 전류 (IDS)와 함께 n-채널 

TFT에 대해 예상되는 정상적인 transfer (그림 2-13) 및 output 

(그림 2-14) 특성을 나타낸다. ZnO TFT의 경우, VG에 대한 

포화된 IDS의 제곱근의 미분으로부터 얻은 µFE는 4.7 cm2 V-1 s-1, 

turn-on 전압 (VON)은 4.3 V, Ion/Ioff는 8.6 ×  107이고, S는 1.7 

V/decade이다. 이 값들은 동일한 방법 (ammine-hydroxo zinc 

complex 수용액의 스핀 코팅)을 사용하여 제작된 이전에 보고된 

ZnO TFT의 값들과 비슷하다.37-41 

   ZnO TFT와 비교하여 IZO 및 ZTO TFT의 전달 특성은 

그림 2-13과 같이 음의 VG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는 더 작은 

|VON| 값을 이끌었다 (그림 2-15 왼쪽 위). 이 결과는 IZO 및 

ZTO 소자의 경우 𝑛이 증가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홀 측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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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𝑛의 경향과 일관된다. 그림 2-13은 또한 𝑛이 증가함에 따라 

(즉, ZnO에서 IZO 및 ZTO로) µFE 및 VG에 대한 µFE의 증가율이 

증가함을 보여주며, 이는 트랩 제한 전도 (trap-limited 

conduction) 메커니즘과 일관된다.72 IZO 및 ZTO TFT의 VG에 

대한 최대 µFE 값은 각각 10.3 및 7.1 cm2 V-1 s-1이며 (그림 2-15 

오른쪽 위), 이는 250 °C 이하에서 제작된 용액 처리된 IZO 및 

ZTO TFT 중 가장 높다. 

   IZO 및 ZTO TFT는 S 및 ∆VT 측면에서 ZnO TFT보다 

성능이 우수하며, 후자는 순방향 및 역방향 VG 스윕에서 추출된 

임계 전압 (threshold voltage, ∆VT)의 hysteresis이다: S = 1.7 

(ZnO), 1.4 (IZO) 및 1.5 V/decade (ZTO), ∆VT = 4.0 (ZnO), 0.7 

(IZO) 및 0.9 V (ZTO) (그림 2-15 왼쪽 아래 및 그림 2-16). S 및 

∆ VT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유전체-반도체 계면 및/또는 계면 

근처의 채널 층에서 캐리어 트랩 밀도가 감소했음을 나타낸다.73-

75 관찰된 S 및 ∆VT 향상의 정확한 기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Ion/Ioff 또한 8.6×107 (ZTO 

TFT)에서 2.7×108 및 1.6×108 (IZO 및 ZTO TFT)으로 

향상되었다 (그림 2-15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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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ZnO, IZO 또는 ZTO 필름을 채널 층으로 하는 

TFT의 개략도. 

 

[그림 2-13] 게이트 전압 (VG)에 대한 함수로서의 ZnO 채널 

(검은 실선), IZO 채널 (빨간 실선) 및 ZTO 채널 (파란 실선) 

TFT의 VD = 50 V에서의 대표적인 드레인 전류 (IDS) 및 전계 효과 

이동도 (µFE, 구형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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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a) ZnO 채널, (b) IZO 채널 및 (c) ZTO 채널 TFT의 

드레인 전류 (IDS) 대 드레인 전압 (VD) 특성. 게이트 전압 (VG)은 

0 V에서 20 V씩 80 V까지 증가되었다. 

b)

c)

a)

0 10 20 30 40 50
0.0

5.0x102

1.0x103

1.5x103

  

 

VD (V)

ZnO
VG = 0 to 80 V
20 V step

0 10 20 30 40 50
0

1x103

2x103

3x103

4x103

5x103

  

 

VD (V)

IZO
VG = 0 to 80 V
20 V step

0 10 20 30 40 50
0

1x103

2x103

3x103

  

 

VD (V)

ZTO
VG = 0 to 80 V
20 V step

I D
S
(µ
A)

I D
S
(µ
A)

I D
S
(µ
A)

VG = 80 V

60 V

40 V

VG = 80 V

60 V

40 V

VG = 80 V

60 V

40 V



 

 88 

 

 

 

 

[그림 2-15] Box-whisker로 나타낸 세가지 종류 각 9개의 

TFT에 대한 turn-on voltage (VON), µFE, subthreshold slope (S) 

및 Ion/Ioff 통계. 박스의 윗선과 아랫선은 상한 및 하한 

사분위수이고 박스의 중간 선은 중앙값, whisker는 최소 및 

최대값이며, 원형 심볼은 평균값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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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순방향 및 역방향 VG 스캔에서 측정된 (a) ZnO-

채널, (b) IZO-채널 및 (c) ZTO-채널 TFT의 IDS 대 VG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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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절 요 약 

     우리는 고성능 TFT의 채널 층으로 적합한 In 및 Sn이 

도핑된 ZnO 필름을 위한 양이온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도핑 방법을 개발했다. ZnO 격자의 이온 구조를 유지하면서 모 

ZnO 필름의 Zn 이온을 In 또는 Sn 이온으로 대체하는 이 공정의 

고유한 기능은 250 °C의 공정 온도에서 ZnO 필름에 비해 전자 

농도가 크게 증가한 IZO 및 ZTO 필름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양이온 교환 도핑된 IZO 및 ZTO 채널 층을 가진 TFT는 각각 

10.3 및 7.1 cm2 V-1 s-1의 높은 µFE 값을 나타낸다. 비록 우리가 

양이온 교환에서 이온들의 확산 속도를 증가시키는 공극 및 틈새 

사이트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50 °C의 온도에서 모 ZnO 

필름을 형성하였지만, 스퍼터링 같은 저온에서 결함이 적은 

고품질의 모 ZnO 필름을 형성한다면 공정 온도를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모 필름의 선택을 포함한 양이온 

교환 반응의 적절한 설계는 In3+ 및 Sn4+ 뿐만 아니라 Ge4+, 

Ga3+, Cd2+, Cu2+ 및 Ag+와 같은 다양한 aliovalent 양이온으로 

구성된 다원 금속 산화물 필름의 저온 제조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이온 교환은 다양한 전자 및 광전자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다원 금속 산화물 필름을 형성하는 다재 다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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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절 실험 방법 

① ZnO 전구체 용액 제조 

     Ammine-hydroxo zinc complex 수용액인 Zn(NH3)x(OH)y는 

이전에 보고된 방법에 따라 합성되었다.38 요약하면, zinc nitrate 

hexahydrate (Zn(NO3)2∙6H2O, 99%, Alfa Aesar)를 15 mL의 

증류수에 0.5M의 몰 농도로 용해시켰다. 그런 다음 용액을 

2.5M의 sodium hydroxide (NaOH, ≥ 98%, Duksan Chemical, 

Korea) 수용액 10 mL에 천천히 넣고 공기 중에서 10분간 

격렬하게 교반하였다. Na+ 및 NO3
-를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로 

3회 원심분리를 반복한 후 침전된 zinc hydroxide (Zn(OH)2)를 

수득하였다. Zn(NH3)x(OH)y의 저장용 용액 (stock solution)은 0.7 

g의 Zn(OH)2를 50 mL의 6.6M ammonium hydroxide (NH4OH, 

Sigma-Aldrich)에 4 °C에서 2일 동안 용해하여 제조하였다.  

 

② 양이온 교환 반응 

     In3+ 및 Sn4+의 용액은 N2 분위기의 글로브 박스 내에서 

각각 10 mg의 indium(III) iodide (InI3, 99.998%, Sigma-Aldrich)를 

20 mL의 chlorobenzene (anhydrous, 99.8%, Sigma-Aldrich)과 5 

µL의 tin(IV) chloride (SnCl4, 99.995%, Sigma-Aldrich)를 80 

mL의 2-methoxyethanol (anhydrous, 99.8%, Sigma-Aldric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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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여 준비하였다. In 및 Sn이 도핑된 ZnO 필름을 얻기 위한 

양이온 교환 반응은 ZnO 필름을 In3+ 및 Sn4+ 용액에 각각 10분 

및 30초 동안 실온의 공기중에서 침지하여 수행하였다. 그런 다음 

양이온 교환된 IZO 및 ZTO 필름을 chlorobenzene과 2-

methoxyethanol로 각각 세척하고 대기중에서 250 °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③ 박막 트랜지스터 제작 

     200 두께의 SiO2 층으로 코팅된 실리콘 기판을 각각 10분 

동안 증류수, acetone 및 isopropyl alcohol로 순차적으로 

세척하였다. 그런 다음 150 °C로 예열된 진공 오븐에서 30분 간 

가열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O2 plasma 처리를 하였다. ZnO 채널 

층은 0.45-µm의 poly(tetrafluoroethylene) 시린지 필터를 통해 

여과된 Zn(NH3)x(OH)y 용액을 2000 rpm에서 50초 동안 스핀 

코팅한 다음 대기중에서 250 °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형성하였다. IZO 및 ZTO 채널 층은 대기중에서 (250 °C, 1시간) 

수행되는 열처리 단계를 포함하여 위에서 설명한 양이온 교환 

반응에 의해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50 µm 길이와 1 mm 너비의 

채널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진공 (~10-7 Torr)에서 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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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통해 100 nm 두께의 Al 상부 소스 및 드레인 전극을 

열증착하였다. 

 

④ 필름 및 소자 특성 분석 

     단면 뷰 이미지 및 EDS 맵은 TEM (JEM-2100F, 

HEOL)으로 얻었고, 샘플은 focused ion beam milling (Nova 600 

Nanolab, FEI)으로 준비하였다. 산화물 필름의 표면 형태는 접촉 

모드 AFM (XE 150, PSIA)을 사용하여 특성화하였다. 1°의 grazing 

입사각에서 Cu K𝛼 방사선을 사용하는 X-ray diffractometer (D8 

Advance, Bruker)를 이용하여 산화물 필름을 구조적으로 

특성화하였다. XPS는 빔 크기가 400 µm인 단색 Al K𝛼 소스로 

동작하는 K-Alpha+ XPS spectrometer (Thermofisher 

Scientific)가 사용되었다. 전자 농도, 저항률 및 홀 이동도는 

자기장이 0.53 T이고 전류가 1 mA인 홀 측정 시스템 (HMS-

7000, Ecopia)을 사용하여 얻었다. 전류-전압 특성은 상온의 

암실에서 반도체 파라미터 분석기 (4155B, Agilent 

Technologi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채널 외부 영역을 통해 

흐르는 fringe 전류로 인한 µFE의 과대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프루브 팁을 사용하여 채널 층을 긁는 것으로써 산화물 층을 

“패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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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양이온 교환된 SnO2 필름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 3-1 절 서론 

     조절 가능한 밴드갭,1 높은 흡광 계수,2 긴 캐리어 확산 

길이3 및 전하 캐리어의 높은 이동도4와 같은 우수한 광학 및 

전기적 특성을 가진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가 고체 상 n형 

및 p형 전하 수송층과 접목된 이례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PSC)는 차세대 태양전지의 가장 유망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PSC의 놀라운 발전은 조성적 및 구조적 엔지니어링,5-8 상 

안정화9-11 및 결함 부동태화12, 13를 포함한 페로브스카이트 광 

흡수층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에 의해 주도되었다. 현재까지 단일 

접합 PSC는 25.7%의 인증된 광전 변환 효율을 달성했으며,14 

이는 박막 태양전지에서 얻은 가장 높은 값이다.  

     그러나 페로브스카이트의 광전기적 특성과 상 안정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전하 추출 효율 

및 소자의 안정성에 깊이 관여하는 금속 산화물 전자 수송층 

(ETL)의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25.6%의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최첨단 PSC 조차도 여전히 초기 PSC 

연구에서 사용된 콤팩트한 TiO2 및 메조다공성 TiO2를 ET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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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다.13 TiO2는 일반적으로 400 °C 이상의 고온 공정을 

필요로 하며, 이는 대면적 PSC의 높은 throughput 제작을 

제한한다. 또한 TiO2는 자외선에 대한 광촉매 활성이 높아 광 

조사 시 소자에 큰 히스테리시스와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장기 

안정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15-18 

     TiO2보다 결정성 및 전하 이동도가 높으며 정공 차단 능력이 

더 우수한 SnO2는 저온 가공성과 자외선에 대한 높은 저항성으로 

인해 PSC의 가장 유망한 ETL의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19-24 SnO2 

필름을 제조하는 방법에는 전구체의 열적 응축,23, 25 chemical bath 

deposition (CBD),22, 26, 27 atomic layer deposition28, 29 및 

hydrothermal synthesis24 등이 있으며 그 중 수용성 콜로이드 

SnO2 나노입자 (np-SnO2)
21의 스핀 코팅은 낮은 열처리 온도 

(150 °C)와 수월한 공정으로 인해 SnO2 필름을 얻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np-SnO2는 열처리를 

통해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나노입자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유기 계면활성제가 필름에 높은 전기적 저항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한계가 있다.30 최근 

화학적 특성이 조율된 CBD 기반 SnO2를 ETL로 사용하여 25% 

이상의 높은 인증 효율이 달성되었다.26, 27 하지만 CBD의 경우 

반응 용액의 power of hydrogen (pH ≤ 1.5)이 대부분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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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 산화물 필름과 플라스틱 필름을 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낮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기판 및 전극의 선택이 심각하게 

제한된다.  

     이 연구에서는 낮은 공정 온도에서 고품질 SnO2 필름을 

제조하는 양이온 교환에 기반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한다. 모 

ZnO 필름의 모든 Zn 이온을 양이온 교환을 통해 1분 안에 Sn 

이온으로 완전히 대체한 후 100 °C에서 열처리함으로써 하부 

FTO 표면 상에 컨포멀 표면 도포율을 갖는 13 nm 두께의 양이온 

교환된 SnO2 (ce-SnO2) 필름을 생성하였다. ce-SnO2 필름을 

ETL로 사용하는 PSC의 성능은 ETL이 SnO2 나노입자인 PSC의 

성능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ce-SnO2 ETL에 기반한 

PSC는 작은 히스테리시스 및 우수한 구동 안정성과 함께 22%의 

PCE를 보였으며, 이 값은 우리가 아는 한 100 °C 이하에서 

제조된 SnO2 ETL 기반 PSC 중 가장 높은 수치다. ce-SnO2 

필름의 우수한 품질은 사이트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oxygen 

vacancies의 비율이 매우 낮고 양이온 교환 반응 동안 불순물 

침투가 최소화된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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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절 양이온 교환 공정 

     SnO2 필름을 얻기 위한 양이온 교환 공정의 모식도를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먼저, fluorine-doped tin oxide (FTO)가 

코팅된 유리 기판 상에 ZnO 전구체 용액인 ammine-hydroxo 

zinc complex [Zn(NH3)𝑥(OH)𝑦]를 스핀 코팅한 다음 250 °C에서 

1시간 동안 대기중에서 열처리하여 모 ZnO 필름을 형성한다. 

Zn(NH3)𝑥(OH)𝑦는 zinc-ammine의 해리 및 zinc hydroxide의 

응축에 필요한 열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다른 용액 공정과 

비교하여 더 낮은 온도 (150 °C ≤ T ≤ 250 °C)에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ZnO 필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에탄올과 

물이 94 : 6의 부피 비율로 혼합된 용매에 용해된 Tin(IV) chloride 

(SnCl4) 용액 (60 °C)에 모 ZnO 필름을 1분 동안 침지한다. 이 

과정에서 모 ZnO 격자의 모든 Zn 이온이 Sn 이온으로 대체되는 

양이온 교환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 종료 후 양이온 교환된 

필름을 용매로 여러 차례 헹굼으로써 가능한 이온성 잔류물을 

제거한다. 끝으로 필름을 100 °C에서 30분 동안 열처리하여 

양이온 교환된 SnO2 (ce-SnO2) 필름을 수득한다. 양이온 교환 

직후의 필름은 tin hydroxide를 포함해서 이온성 불순물이 

최소화된 상태이다. 이는 양이온 교환이 불순물의 제거 및 열적 

응축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80 °C 이상의 열처리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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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SnCl2·2H2O 및 SnCl4·5H2O와 같은 전구체 용액31, 

32에 기반한 기존 열적 응축 방법보다 비교적 저온에서 고품질 

SnO2 필름이 형성될 수 있게 한다.  

 

 

 

[그림 3-1] 양이온 교환된 SnO2 필름을 얻기 위한 모 ZnO 

필름의 형성 및 양이온 교환 공정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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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절 양이온 교환으로 형성된 SnO2 필름의 

특성 분석 

 

① SnO2 필름의 구조적 특성 

     그림 3-2 및 그림 3-3은 각각 FTO (그림 3-2a)가 코팅된 

유리 기판 상에 증착된 모 ZnO와 양이온 교환된 필름의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이미지를 보여준다. 모 ZnO 필름은 

피라미드 형태의 FTO 도메인을 완전히 덮어 비교적 완만한 

표면을 가짐이 확인된다 (그림 3-2b 및 3-3a). 이와 대조적으로, 

양이온 교환된 필름은 FTO 도메인의 거칠기와 표면 형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형태를 가졌다 (그림 3-2c 및 3-3b). 그림 3-

2c 이미지에서 FTO 도메인의 깊은 골에 약간의 보이드가 

관찰되지만 이것이 소자 성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필름의 이러한 변화는 Zn와 Sn의 교환 반응 동안 필름 

두께가 균일하게 감소하여 양이온 교환된 필름이 FTO 표면 

굴곡을 따라 남겨졌기 때문일 수 있다. 양이온 교환 동안 일어난 

필름의 구조적 및 조성적 변화를 보다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 

필름의 단면에 대한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및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맵의 측정이 

수행되었다. 그림 3-4a에 나타낸 TEM 이미지는 모 ZnO 필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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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약 20 nm이고 가시적인 구조적 결함이 없음을 보여주며, 

grazing incidence X-ray diffractometry (XRD)로부터 모 ZnO 

필름은 다결정질 구조를 가짐이 확인된다 (그림 3-5a). 이 모 

ZnO 필름은 양이온 교환 후 FTO 도메인의 날카로운 

피크에서부터 깊은 골까지 연결된 비정질의 컨포멀한 ce-SnO2 

필름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3-4b 및 3-5b). 단면에 대한 EDS 

맵은 ce-SnO2 필름에 Zn 원자의 신호 대신 O 원자와 함께 Sn 

원자의 신호가 추가로 나타나며, 이는 모 ZnO 필름의 Zn 원자가 

Sn 원자로 모두 전환되었음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림 3-4b 

(우)). ce-SnO2 필름의 두께는 13 nm로 모 ZnO 필름의 두께 (20 

nm)보다 얇아 양이온 교환 동안 물질 손실이 발생했음을 

나타내지만, Kirkendall void33 또는 구조적 결함이 없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얻어진 결과는 설정된 반응 조건에서 ZnO 매트릭스로 

들어오는 양이온 (Sn4+)과 매트릭스로부터 나가는 모 양이온 

(Zn2+)의 확산 속도가 서로 유사하면서 음이온 (O2-)의 확산 

속도보다 높아야 하는 양이온 교환 반응의 일반적인 요구 조건이 

만족되었음을 시사한다.34-37 일반적으로 칼코게나이드의 칼코겐 

음이온 (S2−, Se2−, Te2−)의 경우 이온 반경이 커서 확산성이 

낮으며, 이로 인해 양이온 교환 동안 음이온성 골격이 견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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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될 수 있다. 반면, 금속 산화물의 산소 음이온은 이온 반경이 

작아서 높은 확산성을 갖는다. 이러한 산소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금속 산화물의 경우 양이온 교환 시 산소의 용매화로 인해 상당한 

물질 손실이 유발된다. 따라서 산소 음이온이 용매화되기 전에 

모든 Zn를 Sn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Zn2+의 용매화를 높혀서 

Sn4+와 Zn2+의 확산 속도가 유사해지도록 해야 하며, 이는 반응 

용액의 극성을 높이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용매인 

에탄올에 물을 6 vol% 첨가하여 반응 용액의 극성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큰 물질 손실없이 1 분 내에 Zn가 Sn으로 완전히 교환된 

SnO2 필름이 얻어졌다. 한편, 물의 첨가 비율을 10 vol%로 높였을 

때는 반응 용액의 극성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Zn2+의 용매화가 

촉진되어 FTO 표면을 완전히 덮지 못하고 연결성이 떨어지는 

SnO2 필름이 얻어졌으며 (그림 3-6e), 물의 비율이 15 vol%로 

더욱 증가한 경우 모 ZnO 필름이 완전히 용매화 되었다 (그림 3-

6f). 반대로, 순수한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한 경우에는 모 ZnO 

필름 (그림 3-6b)과 유사한 모폴로지를 갖는 필름이 형성되었다 

(그림 3-6c). 상대적으로 낮은 극성의 반응 용액으로 인해 Zn2+의 

용매화가 현저히 느려져서 다결정질의 ZnO 필름이 비정질의 

SnO2 필름으로 완전히 변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필름 상에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용액을 스핀 코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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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C에서 열처리했을 때 필름에 남아있는 ZnO의 탈양성자화 

작용 (deprotonation process)38에 의해 페로브스카이트가 빠른 

속도로 분해되었다 (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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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FTO가 코팅된 유리 기판 (a) 상에 증착된 모 ZnO (b) 

및 ce-SnO2 필름 (c)의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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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FTO가 사전 코팅된 유리 기판 상에 증착된 모 ZnO 

(a) 및 ce-SnO2 필름 (b)의 단면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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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모 ZnO (a) 및 ce-SnO2 (b) 필름의 단면에 대한 

고해상도 TEM 이미지 (좌) (삽입된 이미지는 고배율 이미지) 및 

TEM 이미지에서 노란 네모로 표시된 영역에 대한 EDS 맵 (우) 

(EDS 맵의 스케일 바: 2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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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모 ZnO 및 ce-SnO2 필름의 색인된 XRD 패턴. 

각각의 2𝜃를 중심으로 총 9개 연속 데이터 포인트의 크기 평균 

(2𝜃 해상도: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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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FTO 기판 (a) 상에 형성된 모 ZnO 필름 (b)을 

에탄올 (c)과 에탄올에 6 vol% (d), 10 vol% (e) 및 15 vol% (f)의 

물을 첨가한 SnCl4 반응 용액에 1 분 간 침지하여 얻은 ce-SnO2 

필름들의 SEM 이미지. 

 

100 nm

(b)

(d)

100 nm100 nm

(a)

(c)

100 nm 100 nm

100 nm

(e) (f)



 

 123 

 

[그림 3-7] 순수한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양이온 교환을 

통해 얻은 필름 위에 스핀 코팅된 Cs0.05(FA0.83MA0.17)0.95 

Pb(I0.95Br0.05)3 필름이 100 °C 의 열처리 동안 분해되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 

 

② SnO2 필름의 화학적 특성 

     Si 기판 상에 증착된 ce-SnO2 필름의 화학적 구조를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를 통해 조사하였고, 이를 

PSC의 대표적인 ETL인 SnO2 나노입자 (np-SnO2) 필름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ce-SnO2 필름에서 모 ZnO 필름의 Zn 2p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림 3-8), 그 대신 486.4 및 494.8 

eV의 8.4 eV만큼 차이나는 결합 에너지를 갖는 spin-orbit split 

Sn 3d5/2 및 Sn 3d3/2 피크가 새로 관찰되었다 (그림 3-9).39, 40 

이는 ZnO의 완전한 양이온 교환을 입증하며, EDS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3-4b). 또한 199 eV의 결합 에너지를 갖는 Cl 

2p3/2에 해당하는 신호가 없으며 (그림 3-10), 이는 SnCl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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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했을 수 있는 Cl이 ce-SnO2 필름에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커브 피팅에 의해 Sn 3d5/2 피크는 486.4 eV의 결합 

에너지를 가진 단일 성분으로 구성됨이 확인되며 (그림 3-11), 

이는 ce-SnO2 필름에서 Sn의 산화 상태가 +4임을 시사한다.39, 40 

그림 3-12a는 3개의 피크로 분해된 ce-SnO2 필름의 O 1s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ce-SnO2 필름의 O 1s XPS 신호에 대한 

OV에 의한 신호의 기여 [OV/(OL+OV+OH)]는 9%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가 아는 한 100 °C 이하에서 제조된 SnO2 필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VO의 비율이 높은 SnO2 필름이 ETL로 사용될 경우 

ETL/광 활성층 계면에서의 전하 재결합 비율이 증가될 뿐 아니라 

많은 전하 트랩으로 인해 전자 수송이 제한되며, 이는 소자의 

곡선 인자 (fill factor)와 개방 전압의 감소를 야기한다.26 한편, 

np-SnO2 필름의 O 1s XPS 신호에 대한 OH 신호의 기여 (33%)는 

ce-SnO2 (22%)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12b). 

이는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성장과 결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SnO2 나노입자의 표면에 코팅된 유기 계면활성제가 고온 

열처리 (150 °C에서 한시간) 후에도 필름에 잔류함을 시사하며,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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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모 ZnO 및 ce-SnO2 필름의 Zn 2p XPS 스펙트럼. 

 

 

[그림 3-9] ce-SnO2 필름의 Sn 3d XPS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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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Cl 2p3/2에 상응하는 결합 에너지 값 (199 eV)을 

중심으로 한 XPS 측정 결과. 

 

[그림 3-11] ce-SnO2 필름의 Sn 3d5/2 스펙트럼. 검은 심볼과 

파란 실선은 각각 측정값과 이것의 커브 피팅 결과이며, 검은 

실선은 Shirley 배경이다. 커브 피팅은 Gaussian-Lorentzian 곱 

함수으로 수행되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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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ce-SnO2 (a) 및 np-SnO2 (b) 필름의 O 1s XPS 

스펙트럼. 530.3, 531.0 및 531.7 eV의 결합에너지를 갖는 피크는 

각각 금속-산소-금속 네트워크 내 산소 원자 (OL), oxygen 

vacancy (VO)에 인접한 산소 원자 (OV) 및 산화물 표면에 흡착된 

-OH 종의 oxygen 원자 (OH)에 기인한다.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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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이온 교환된 SnO2 및 상용 SnO2 나노입자 필름 

위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의 결정학적 특성 

     ce-SnO2와 np-SnO2 필름 상에 형성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의 결정성 및 모폴로지를 비교하기 위해 이들 필름이 코팅된 

FTO 유리 기판 위에 Cs0.05(FA0.83MA0.17)0.95Pb(I0.95Br0.05)3 

조성의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을 anti-solvent dripping 방법44으로 

증착하였다. 그림 3-13은 형성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의 색인된 

XRD 패턴을 보여준다. ce-SnO2 필름 상에 형성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은 피크 이동 또는 새로운 피크없이 정방형 페로브스카이트 

상에 해당하는 회절 피크를 가지며,45 이는 ce-SnO2가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 성장을 방해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ce-SnO2 필름 상에 증착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의 SEM 

이미지는 핀홀이 없는 큰 크기의 그레인을 가진 콤팩트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이 ce-SnO2 필름 위에 성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4). 이와 대조적으로 np-SnO2 필름 상에 

증착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은 육방정계 lead(II) iodide (PbI2)의 

(001) 격자 평면에 할당되는 12.6°에서의 회절 피크가 존재하며 

(그림 3-13), 이는 필름에 잔류하는 유기 계면활성제 및 OH- 

그룹에 의해 페로브스카이트 층이 성장을 방해받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30, 3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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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ce-SnO2 및 np-SnO2 필름 상에 증착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의 색인된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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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ce-SnO2 (a) 및 np-SnO2 (b) 필름 위에서 성장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의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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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절 SnO2 전자수송층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np-SnO2 및 ce-SnO2를 ETL로 사용하는 FTO/ETL/600 nm 

Cs0.05(FA0.83MA0.17)0.95Pb(I0.95Br0.05)3/1 nm PEAI/150 nm spiro-

OMeTAD/100 nm Au로 구성된 PSCs (그림 3-15)의 성능이 

평가되었다. 그림 3-16은 순방향 및 역방향 스캔에서 측정된 np-

SnO2 및 ce-SnO2 ETL로 구성된 PSCs의 전류 밀도–전압 (J–V) 

특성을 나타낸다. np-SnO2 ETL 기반 소자는 24.23 mA cm-2의 

단락 전류 밀도 (JSC), 1.10 V의 개방 전압 (VOC) 및 0.74의 fill 

factor (FF)와 함께 19.69%의 PCE를 가졌으며, 2.56의 전류–전압 

히스테리시스 지수 (hysteresis index = (PCEreverse − PCEforward) / 

(PCEreverse + PCEforward)를 보였다. 얻어진 성능 파라미터는 

cesium (Cs), formamidinium (FA) 및 methylammonium (MA) 

양이온과 iodide (I)와 bromide (Br) 음이온이 혼합된 

Cs0.05(FA𝑥MA0.1−𝑥)0.95Pb(I𝑦Br3−𝑦)3 광 흡수층으로 구성된 np-SnO2 

ETL 기반 PSC의 다른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19, 30, 47 이와 

대조적으로 ce-SnO2 ETL 기반 소자는 1.56의 작은 히스테리시스 

지수와 25.08 mA cm-2의 JSC, 1.12 V의 VOC 및 0.78의 FF를 

보였고, 이는 22%의 높은 PCE로 이어졌다. 얻어진 PCE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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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한 100 °C 이하의 공정 온도에서 제조된 SnO2 ETL 

기반 PSC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47 이러한 향상된 성능은 ce-

SnO2 필름의 적은 VO 및 그 위에 형성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의 

우수한 결정성에 의한 효율적인 전자 추출에 기인할 수 있다.26 

한편 np-SnO2 소자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능은 주로 낮은 FF에 

기인하며, 이는 SnO2 나노 입자의 높은 입자간 저항 때문일 수 

있다.30 또한 그림 3-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SnO2 나노 입자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리간드와 잔류 유기 계면활성제가 np-SnO2 

층과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계면에서 전하 추출을 막는 전하 

트랩으로 작용하여 전하 재결합 손실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np-SnO2 필름의 O 1s XPS 신호에 크게 기여한 OH의 경향과 

일치한다 (그림 3-12b). np-SnO2 및 ce-SnO2 ETL로 구성된 각 

12개의 소자에 대한 성능 파라미터의 통계적 분포는 그림 3-18에 

나타내었다. 그림 3-19는 단락 하에서 측정된 두 종류의 ETL 

기반 소자들의 외부 양자 효율 (EQE)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np-

SnO2 소자의 EQE와 비교하여 ce-SnO2 소자의 EQE는 350~800 

nm의 전체 파장 범위에서 더 높다. AM1.5G 표준 스펙트럼에 

걸쳐 EQE를 적분함으로써 얻어진 np-SnO2 및 ce-SnO2 기반 

PSC의 JSC는 각각 24.42 및 23.47 mA cm-2이며, 이는 솔라 

시뮬레이터 하에서 측정된 JSC 값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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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전력점 전압 (VMPP)에서 ce-SnO2 소자는 21.7%의 안정화된 

PCE를 보였으며 (그림 3-20), 이 수치는 역방향 J-V 스캔에서 

측정된 PCE 값에 가깝다. 추가적으로, 20 °C 및 15% 상대 습도의 

분위기에서 VMPP를 추적하면서 PSCs의 구동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np-SnO2 ETL 기반 PSC는 25 시간 동안 초기 PCE의 

93%를 유지한 반면, ce-SnO2 ETL 기반 PSC는 같은 시간 동안 

초기 성능의 98%를 유지하는 우수한 구동 안정성을 보였다 (그림 

3-21).  

 

 

[그림 3-15] np-SnO2 및 ce-SnO2 전자수송층으로 구성된 

PSC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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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np-SnO2 및 ce-SnO2 ETL로 구성된 PSCs의 순방향 

및 역방향 스캔으로 측정된 전류 밀도 대 전압 (J–V) 특성. 

 

[그림 3-17] np-SnO2와 페로브스카이트 계면에 존재하는 트랩에 

의한 전하 재결합 손실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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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nO2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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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Box-whisker로 나타낸 np-SnO2 및 ce-SnO2 

ETL로 구성된 각 12개 소자에 대한 JSC, VOC, FF 및 PCE 통계. 

박스의 윗선과 아랫선은 상한 및 하한 사분위수, 박스의 중간 

선은 중앙값, whisker는 최대 및 최소값이며 사각형 심볼은 

평균값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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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단락 조건 하에서 측정된 PSC의 EQE 스펙트럼 및 

적분된 JSC. 

 

[그림 3-20] 고정된 VMPP에서 측정된 PSC의 전류 밀도 및 

광전변환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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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LED solar simulator 하에서 VMPP 추적을 통해 

측정된 PSCs의 장기 구동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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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절 요 약 

     우리는 태양전지의 ETL로 적합한 고품질의 SnO2 필름을 

저온에서 얻기 위한 새로운 양이온 교환 방법을 제안했다. 용액 

상에서 모 ZnO의 모든 Zn 이온을 Sn 이온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이 공정의 고유한 기능은 100 °C의 낮은 공정 온도에서 FTO의 

표면 상에 얇고 컨포멀하면서 결함이 적은 SnO2 필름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ce-SnO2 필름을 ETL로 사용하는 PSC의 성능은 

ETL이 np-SnO2인 PSC의 그것보다 더 우수하였다. ce-SnO2 

ETL이 적용된 PSC는 작은 히스테리시스와 함께 22%의 PCE 

값과 21.7%의 안정화된 효율값을 나타냈다. 또한 ce-SnO2 ETL이 

사용된 PSC는 대기중에서 25시간 동안 초기 효율의 98%를 

유지하는 우수한 구동 안정성을 보였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SnO2 필름 뿐 아니라 전자 및 광전자 장치에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금속 산화물 필름을 저온에서 형성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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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절 실험 방법 

① ZnO 전구체 용액 제조 

    Zn(NH3)x(OH)y는 제 2 장 박막 트랜지스터 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Zn(NH3)x(OH)y의 저장용 

용액 (stock solution)의 경우 0.7 g의 Zn(OH)2를 25 mL의 6.6M 

ammonium hydroxide (NH4OH, Sigma-Aldrich)에 용해시켜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 층 제조에 사용된 모 ZnO의 전구체 용액에 

비해 농도를 약 2배 증가시켰다.  

 

②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제조 

     모든 시약은 상업적으로 구입했으며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N,N-dimethylformamide anhydrous (DMF, 99.5%) dimethyl 

sulfoxide (DMSO, anhydrous, 99%), chlorobenzene (anhydrous, 

99.8%), lead iodide (PbI2, 99.99%), methyl ammonium bromide 

(MABr, 98%), cesium iodide (CsI, 99%), lead bromide (PbBr2, 

98%), phenethylammonium iodide (PEAI, 98%), 4-tert-

butylpyridine (TBP, 98%), bis(trifluoromethane)sulfonimide 

lithium salt (LiTFSI, 99.95%), acetonitrile (CH3CN, 99.9%) 및 

spiro-OMeTAD (99%)은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구입했다. 

Formamidine hydroiodide (FAI, 98%) 및 phenethylamm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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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ide (PEAI, 98%)를 TCI에서 구입했다. SnO2 nanoparticle (15% 

in H2O colloidal dispersion)을 Alfa Aesar에서 구입했다. 

Cs0.05(FA0.83MA0.17)0.95Pb(I0.95Br0.05)3 조성의 페로브스카이트를 

위해 PbI2 (580 mg), FAI (172 mg), MABr (22.4 mg), CsI (40 µL)를 

600 µL의 DMF와 160 µL의 DMSO 혼합 용매에 녹여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를 제조하였다. 36.15 mg의 spiro-

OMeTAD를 500 µL의 chlorobenzene에 녹인 후 1 mL의 

acetonitrile에 340 mg의 LiTFS가 용해된 용액을 13.3 µL 

첨가하고 14.4 µL의 TBP를 첨가하여 spiro-OMeTAD 용액을 

제조하였다. 

 

③ 양이온 교환 반응 

     Sn4+의 용액은 N2 분위기의 글로브 박스 내에서 30 µL의 

tin(IV) chloride (SnCl4, 99.995%, Sigma-Aldrich)를 40 mL의 6 

vol%의 물이 첨가된 ethanol (99.8%, Sigma-Aldrich)에 녹여 

준비하였다. SnO2 필름을 얻기 위한 양이온 교환 반응은 ZnO 

필름을 준비된 60 ° C의 Sn4+ 용액에 공기중에서 1분 동안 

침지하여 수행하였다. 그런 다음 양이온 교환된 SnO2 필름을 

에탄올로 수차례 세척하고 대기중에서 100 °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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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FTO 기판을 각각 10분 동안 증류수, acetone 및 isopropyl 

alcohol로 순차적으로 세척하였다. 그런 다음 150 °C로 예열된 

진공 오븐에서 30분 간 가열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O2 플라즈마 

처리를 하였다. ZnO 채널 층은 0.45-µm의 

poly(tetrafluoroethylene) 시린지 필터를 통해 여과된 

Zn(NH3)x(OH)y 용액을 1500 rpm에서 50초 동안 스핀 코팅한 

다음 대기중에서 250 °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형성하였다. 

ce-SnO2 전자수송층은 대기중에서 (100 °C, 1시간) 수행되는 

열처리 단계를 포함하여 위에서 설명한 양이온 교환 반응에 의해 

형성되었다. np-SnO2 전자수송층은 물에 (SnO2 : H2O = 1 vol% : 2 

vol%)희석된 SnO2 나노입자를 FTO 상에 4000 rpm에서 40초 

동안 스핀하고 150 °C에서 열처리하여 형성하였다. 시린지 필터 

(PTFE, 0.45 µm)를 사용하여 여과된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용액을 전자수송층 상에 적하한 후 3000 rpm에서 10초, 5000 

rpm에서 20초 동안 연속으로 스핀 코팅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을 증착하였다. 스핀 코팅이 끝나기 10초 전에 anti-

solvent인 chlorobenzene을 적하하였고 생성된 필름을 100 °

C에서 30분 동안 열처리하였다. Spiro-OMeTAD 전구체를 3000 

rpm에서 30초 동안 스핀 코팅 한 후 이어서 PEAI를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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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에서 40초 동안 스핀 코팅하여 증착하였다. 마지막으로, 진공 

(~10-7 Torr)에서 섀도우 마스크를 통해 100 nm 두께의 Au 상부 

전극을 열증착하였다. 

 

⑤ 필름 및 소자 특성 분석 

     금속 산화물 및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의 이미지는 FE-SEM 

(S-4800, Hitachi)를 사용하여 얻었다. 금속 산화물 필름의 

고해상도 단면 이미지 및 EDS 맵은 TEM (JEM-2100F, 

HEOL)으로 얻었고, 샘플은 focused ion beam milling (Nova 600 

Nanolab, FEI)으로 준비하였다. 1°의 grazing 입사각에서 Cu K𝛼 

방사선을 사용하는 X-ray diffractometer (D8 Advance, Bruker)를 

이용하여 산화물 필름의 결정학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XPS는 빔 

크기가 400 µm인 단색 Al K𝛼 소스로 동작하는 K-Alpha+ XPS 

spectrometer (Thermofisher Scientific)가 사용되었다. 전류-전압 

특성은 소스 미터 (2400, Keithley)와 표준 실리콘 태양 전지 

(BS-520BK, Bunkoukeiki)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EQE 

스펙트럼의 측정을 위해 broadband laser-driven light source 

(EQ-99, Energetiq), lock-in amplifier (SR830, Stanford Research 

Systems) 및 current preamplifier (SR570, Stanford Research 

Systems)가 사용되었다. X-ray diffractometer (D8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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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ker)를 이용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의 XRD 패턴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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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용액에서 이온성 결정의 양이온을 다른 양이온으로 대체하는 

양이온 교환 기술은 다양한 나노 구조를 갖는 반도체 물질을 

합성하는 데 적합한 기술임이 입증된 바 있다. 완전하고 가역적인 

화학적 변형 및 화학적 도핑이 나노결정에 대해 입증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시연은 칼코게나이드로 구성된 나노 

결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연되어 왔다. 

     우리의 연구는 양이온 교환이 이원 및 삼원 금속 산화물의 

박막 형성에 적용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IZO, ZTO 및 SnO2 필름의 구조적, 조성적 및 전기적 특성 분석과 

이들 필름을 TFT 및 PSC에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 

기술의 적용 범위와 결과의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확장에는 (1) 다른 이원 또는 삼원 산화물 및 (2) 사원 

금속 산화물의 형성과 (3) 국부적 도핑이 포함된다. 얻어진 금속 

산화물 필름은 메모리,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센서 및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차세대 전자 및 광전자소자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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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vel low-temperature solution process for metal 

oxide films by cation exchange and its application 

to electronic and optoelectronic devices 

 

Sunghoon Han 

Department of Nano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olution processes are considered a promising approach for the 

fabrication of next-generation flexible electronic devices based on 

metal oxide semiconductors due to its potential advantages such as 

high-throughput, large-area scalability, low-cost processing, and 

easy chemical composition control. However, in order to manufacture 

metal oxide semiconductors having a high electrical performance 

above a certain level by solution processes, a high process 

temperature is required, which greatly limits the applic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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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semiconductors to flexible electronic devices. In this thesis, I 

report for the first time a cation exchange technology for metal oxides 

to produce high-quality ternary and binary metal oxide films suitable 

for a channel layer for thin-film transistor (TFT) and an electron 

transport layer for perovskite solar cell (PSC) at low temperatures. 

For the oxide channel layer of TFTs with excellent electrical 

properties, some Zn ions in the parent ZnO film were replaced with In 

or Sn ions in a solution at room temperature, while preserving the ionic 

framework of the parent ZnO lattice to some degree through cation 

exchange doping. Consequently, indium zinc oxide (IZO) and zinc tin 

oxide (ZTO) films, in which In and Sn act as substitutional donor, with 

superior electrical properties than the parent ZnO film, were produced 

by annealing the resulting cation-exchanged film at 250 °C. TFTs 

employing the cation-exchange-doped IZO and ZTO films as channel 

layers exhibited field-effect mobilities of 10.3 and 7.1 cm2 V−1 s−1 and 

turn-on voltages of −3.9 and −1.2 V, respectively, with current on–

off ratios exceeding 108. Furthermore, I designed a cation exchange 

reaction to completely replace all Zn ions in the parent ZnO film with 

Sn ions within 1 min. Through this exchange reaction, a thin SnO2 

nanofilm with conformal surface coverage properties with low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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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ncies was produced on the FTO at a process temperature of 100 

°C. The PSC based on SnO2 electron transport layer showed a high 

power conversion efficiency of 22% with negligible hysteresis, and 

excellent operational stability maintaining more than 98% of the initial 

efficiency for 25 h without encapsulation in air. 

 

Keywords : metal oxide film, cation exchange, indium zinc oxide, zinc 

tin oxide, thin-film transistor, SnO2, perovskite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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