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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researched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semiconductor devices such as ITO, SiO2, V2O5 thin films. The 

films of ITO, SiO2, V2O5 were deposited by the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 with mixed gases of oxygen and argon to 

generate the plasma. All samples were cleaned before deposition and prepared the metal electrodes to research the 

current-voltage properties.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semiconductors depends on the interface’s properties at the 

junction. There are two kinds of junctions such as ohmic and schottky contacts in the semiconductors. In this study, 

the ITO thin film was shown the ohmic contact properties as the linear current-voltage curves, and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SiO2 and V2O5 films were shown the non-linear current-voltage curves as the schottky contacts. It 

was confirmed that the electronic system with schottky contacts enhanced the electronic flow owing to the increment 

of efficiency and increased the conductivity. The schottky contact was only defined special characteristics at the 

semiconductor and the interface depletion layer at the junction made the schottky contact which has the effect of 

leakage current cutoff. Consequently the semiconductor device with shottky contact increased the electronic current 

flow, in spite of depletion of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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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반도체는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기술로 발전하였으며, 

um사이즈의 nm 사이즈로 작아지면서 기존의 반도체 소

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호간접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유전체의 특성상 반도체는 벌크형에서 

박막형태로 크기가 감소하면서 고주파수대에서 동작할 

수 있는 작은 사이크의 회로설계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고감도의 회로설계에 유리한 장점들을 가질 수 있게 되

                                                                                                          
†E-mail: teresa@cju.ac.kr 

었다[1-5]. 그러나 작은 사이즈는 누설전류가 발생하고 전

송선로 사이의 신호간섭으로 노이즈가 발생하여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들은 반도체 물질 중에서도 절연체의 절연 특징에 따라

서 예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박막의 절연물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절연물질의 특성이 반도체 

박막의 계면특성을 이용하여 전기적인 특성을 개선시키

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9]. 반도체 계면특성에는 

전기적인 특성이 선형적인 오믹특성과 비선형적인 쇼키

특성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이 물질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플라즈마 형성에 따라서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박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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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연구결과들이 많

이 보고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박막의 계면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서 ITO, SiO2, SiO2/ITO, V2O5/SiO2,박막들을 증착하고 전기적

인 특성을 비교하여 반도체소자에서 오믹접합과 쇼키접합

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전기적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실험 방법 
 

반도체 박막은 일반적인 클리닝 과정을 마치고 2 inch의 

ITO, SiO2 타겟을 사용하여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

을 이용하여 증착하였으며, 기판은 유리를 사용하고 반응

가스로는 Ar 가스와 산소가스를 이용하였다. 증착한 박막

은 반도체계 계면에서 전자와 홀쌍의 재결합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반도체계면특성 분석

으로 ITO, SiO2, SiO2/ITO 박막의 전기적인 측정을 위하여 

Al 전극을 진공 증착하였으며, 반도체 파라미터분석기를 

이용하여 I-V를 측정하였다.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각각

의 박막들의 계면특성을 분석하여 쇼키접합에 의한 절연

특성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반도체 박막용 전극물질로 ITO 박막을 증착하여 열처

리를 하였다. Fig. 1(a)과 Fig. 1(b)는 ITO 박막을 200도, 250도, 

300도, 350도와 400도에서 열처리를 하여 측정한 커패시턴

스와 전류-전압특성을 보여준다. ITO박막은 열처리 온도

가 달라지더라도 커패시턴스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으

며, 전류의 값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

을 보여준다. 전류의 특성은 선형적인 특성으로 전형적인 

오믹접합 특성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도체특성은 

ITO가 반도체 물질이 아니라 투명 전도체 물질이라는 것

을 알 수 있게 한다. 

Fig. 2는 SiO2 박막의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Fig. 2(a)

의 커패시턴스결과는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SiO2 박막

의 커패시턴스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SiO2 박막

이 n형 반도체 케리어를 갖는 특성인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2(b)의 SiO2 박막의 전기적인 특성이 비선형적인 것으

로부터 쇼키접합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선형적인 쇼키접합은 반도체계면에서 공핍층이 형성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비선형적인 특성이 

커패시턴스의 용량성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TO

박막은 투명전극으로써 전형적인 금속성 특징으로 오믹접

합을 가지며, SiO2 박막은 반도체소자의 전형적인 절연물질

로써 쇼키접합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a). Capacitance of ITO with various annealing 

temperatures. 

 

 
Fig. 1(b). Electrical properties of ITO with various annealing 

temperatures. 

 

 
Fig. 2(a). Capacitance of SiO2 prepared on glass. 

 

 
Fig. 2(b). Electrical properties of SiO2 prepared on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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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SiO2/ITO 박막을 증착학고 계면접합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서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하였다. Fig. 3(a)는 박막

증착 후 150도에서 열처리를 실시한 SiO2/ITO 박막의 커패

시턴스는 n형 반도체 케리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커패시턴스 값이 ~10-13 F으로 상당히 낮은 값을 갖는 특징

이 있다. Fig.3(b)는 SiO2/ITO 박막의 전류-전압특성곡선으로

써 비선형적으로 쇼키접합특성을 나타낸다. Fig. 2(b)에서 

SiO2 박막의 전류값이 상당히 낮고 절연체로서 적합한 특

성으로 전도성이 낮은 쇼키접합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

림 Fig. 3(b)에서 전류는 비선형적인 쇼키접합특성을 가지

면서도 높은 값을 보여준다. SiO2/ITO 박막의 증착으로 계

면에서 공핍층 효과가 더욱 우수한 쇼키접합을 형성하도

록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a). Capacitance of SiO2 prepared on ITO/glass. 

 

 
Fig. 3(b). Electrical properties SiO2 prepared on ITO/glass. 

 

단일 방향을 갖는 비선형 다이오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Fig. 4는 V2O5/SiO2 박막을 증착하고 열처리 후전기적인 

특성을 조사하면서 Fig. 2와 비교하였다. Fig. 4(a)는 V2O5/SiO2 

박막의 n 타입 반도체 케리어를 갖는 커패시턴스의 특성

을 보여주고 있다. 

 
Fig. 4(a). Capacitance of V2O5/SiO2 thin film. 

 

 
Fig. 4(b). Electrical properties Capacitance of V2O5/SiO2 

thin film. 

 

Fig. 4(a)의 커패시턴스는 Fig. 2(b)보다 더 안정적인 특징

을 보여준다. Fig. 4(b)에서 전류-전압특성은 Fig. 2(b)와 비교

하면 절연특성이 우수한 SiO2 박막 위에서 V2O5 박막의 전

류가 더 잘 통하는 높은 전도성을 가지며, 전압이 증가할

수록 Fig. 4(b)에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도체박막은 접합계면에서 쇼키접합과 오믹접합을 

형성하며, 절연박막은 쇼키접합이 유리하고 전도성박막

은 오믹접합이 유리하다. 쇼키접합은 전위장벽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보류하면서 전도성박막의 전도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도성 

ITO 박막은 열처리를 하더라도 오믹접합 특성만을 나타

내었으며 투명전극으로 적합한 전도성을 나타내 것을 확

인하였다. 오믹접합과 쇼키접합은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의 전도성을 우수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며, 물질에 따라서도 공정방법에 따라서 계면

에서의 접합특성을 달라지며, 또한 반도체의 전기적인 특

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에서 누설전류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면에서 쇼키접합과 

오믹접합의 형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해결방법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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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쇼키접합과 오믹접합은 반도체물

질 소재에 따라서 달랴졌으나 nm 급 반도체 소자에서 쇼

키접합은 반도체 계면구조적으로 계면에서 전하 혹은 케

리어들은 공핍하게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4. 결  론 
 

반도체소자의 접합특성을 알아보았다. ITO, SiO2, SiO2/ ITO, 

V2O5 박막들을 증착하여 준비하여 전기적인 특성으로부터 

계면특성을 살펴보았다. 전도성을 갖는 ITO 박막은 오믹특

성을 나타냈으며, SiO2와 V2O5 박막들은 접합계면에[서 반

도체특성을 나타내는 쇼키특성을 확인하였다. ITO는 투명

전극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오믹접합에 의해서 모

든 전압에 대하여 선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SiO2와 V2O5 박막들은 반도체소자에 많이 쓰여지는 

반도체 물질로서 기본적으로 쇼키접합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쇼키접합에 의해서 누설전류가 

차단되는 효과에 의해서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도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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