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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DC/RF Magnetron sputter system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투명 폴리이미
드(Colorless Poly-Imide, CPI, KOLON Industries) 기판에 2 inch Ag(Purity 99.95%) 타
겟과 TIO(In2O3 97-Ti 3 wt%) 타겟을 전력밀도 2.0 W/cm2와 2.6 W/cm2로 파워를 인가
하여 Ti-doped In2O3/Ag/Ti-doped In2O3 (TAT) 다층박막을 제작하였다. 

 TAT 다층박막에서 효율적인 Ag 중간층 두께를 고찰하기 위하여 상하부 TIO 박막의 
두께는 30 nm로 고정한 후, Ag의 증착시간을 조절하여 5, 10, 15 nm의 두께를 가지
는 다층박막을 제작하였다.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박막의 전기광학적 완성도
(Figure Of Merit, FOM) 수치로 비교 검토한 결과, Ag 중간층 두께 10 nm에서 면저항 
7.74 Ω/□, 가시광 평균 투과도 81.69 %로 TAT 다층박막의 FOM은 1.71 × 10-2 Ω-1로 
가장 우수하였다. 

  최적화된 TAT(30/10/30 nm) 다층박막의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전기적, 광학적, 

구조적, 기계적 특성변화를 고찰하였다. 

 XRD 측정 결과 기판으로 사용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의 비결정성 회절패턴이 회
절각 20° ~ 30°에서 나타났고, 증착된 TAT 다층박막은 전자빔 가속에너지와 무관하
게 Ag(111), (200), (220), (311) 회절패턴이 나타나 Ag 박막의 높은 결정성과 다결정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In2O3 피크는 조사에너지 500 eV까지 관찰되지 않다가 700 eV 

조사 후, 30.3° 부근에서 In2O3(222) 회절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거칠기(Root mean square, RMS)는 전자빔 조사 전 2.02 nm에서 700 eV 조사 후 
1.55 nm로 감소하였다. 결정성 증대와 표면거칠기 감소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이 향상
되었는데, 700 eV 조건에서 면저항 6.73 Ω/□, 가시광 평균 투과도 83.71%로 전기광
학적 완성도는 2.51 × 10-2 Ω-1로 전자빔 조사 후 약 1.5배 향상되었다. 이는 적절한 
전자빔 조사에너지로 인해 전기광학적 특성을 저해하는 결정립계 및 표면거칠기의 감
소와 광학적 밴드-갭의 증가로 특성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표시소자용 전극으로 TAT 다층박막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굽힘 성능분석을 실시하였다. 굽힘실험 전후 TAT(30/10/30 nm) 다층박막의 표
면에 표면균열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전자빔 300, 500, 700 eV 조사 
후 곡률반경 2 mm에서 10,000번의 기판 굽힘에도 표면균열이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유연 투명전극으로써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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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최근 접거나 휘는 것이 가능한 플렉시블(Flexible) OLED 및 유기태양전지(Organic 

photovoltaic, OPV)와 같은 스마트 전자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기존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유리 기판이 아닌 폴리머 기반의 플렉시블 기판 위에 제작이 가능한 투명
전극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기존 단층 투명전극의 경우 대부분 세라믹 재
료가 가지는 취성으로 인하여 기계적 특성이 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낮은 전기
저항 및 높은 가시광투과율 뿐만 아니라 뛰어난 유연성을 가지는 고품질의 플렉시블 
투명전극 개발이 중요하게 되었다. 플렉시블 투명전극 기술은 크게 전도성 고분자
(Conductive polymer), 카본나노튜브(Carbon Nano Tube, CNT), 그래핀 전극(graphene 

electrode)이 플렉시블 투명전극 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제품 상용화를 위해서 높은 
면저항, 대면적 제작의 어려움, 높은 표면거칠기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
이 남아있어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1-3] 

 투명 전도성 산화물(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의 유연성 개선 및 면저항
(Sheet resistance) 감소를 위해서 Oxide/Metal/Oxide(OMO) 다층구조의 플렉시블 투명
전극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OMO 다층구조는 기존의 투명 산화물 전극과 달리 
70 nm 두께를 증착하여 3~5 Ω/□의 면저항과 85% 이상의 투과도를 가지는 투명 전
극을 상온에서 구현할 수 있어 저온 공정의 장점으로 인해 플라스틱 기판 위에서도 
우수한 특성의 투명전극 형성이 가능하다.[4-5] 기존에 사용되던 유리 기판을 대체해 
폴리머 기판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구현에 필요한 전기광학적 특성과 비
틀거나 접을 수 있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확보해야한다. 이에 대면적 연속 증착 
공정이 가능하고 저온공정으로 알려진 DC/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으로 높은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와 뛰어난 유연성을 가지는 투명 폴리
이미드(Colorless Polyimide, CPI) 기판에 투명전극을 증착하여 유연성을 개선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C/RF 마그네트론 스퍼터를 이용하여 투명 폴리이미드 기판
위에 OMO 구조를 가지는 Ti-doped In2O3/Ag/Ti-doped In2O3 (TAT) 다층박막을 증착 
후, Ag 중간층의 두께변화에 따른 전기광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이상적인 TAT 다층
박막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후,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구조적, 기계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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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투명 전도성 산화물

 투명 전도성 산화물은 가시광 영역(380-780 nm)에서 높은 투과율(≥80%)과 낮은 전
기비저항(<10-3 Ωcm)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 Liquid Crystal Display(LC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OLED), 평판디스플
레이(Flat panel display), 태양전지(Solar cells) 등 다양한 소자의 투명전극 재료로 사
용되고 있다.[6-8]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은 인듐산화물(In2O3)에 주
석이 5-10 wt%가 도핑된 이성분계 화합물인 Sn-doped In2O3(ITO)는 n-type 반도체다. 

ITO 박막은 광학적 밴드-갭이 3.5-4.3 eV 정도이며 우수한 전기전도도, 높은 투과도
와 동시에 전기 신호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상온에서의 화학적 안정성과 우수한 
식각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듐(Indium)은 꾸준하게 투명 전도성 산화물 재료로 연구되
고 있다.[9] 일반적으로 투명 전도성 산화물의 비저항과 가시광 투과도는 반비례 특성
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주로 박막으로 사용되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높은 투과율을 
보이는데, 일반적인 투명 전도성 산화물의 경우 자외선 영역의 파장은 빛이 박막재
료의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를 가짐으로써 재료 내부에서 전자를 여기 시키는데 사
용되어 빛의 흡수가 일어나고, 적외선 영역의 파장은 Plasma frequency보다 높은 파
장이 되어 반사된다. Plasma frequency는 광전자 주파수에 따른 유전체 내에서의 자
유전자 응답속도로부터 규정되는데 전도전자의 Plasma frequency는 투명 전극재료의 
광학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Plasma frequency 보다 높은 주파수(단파장)의 빛
에 대해서 전자는 빛과 상호작용이 없어 투명한 유전체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Plasma frequency 보다 낮은 주파수(장파장)의 빛은 반사하게 된다. 일반적인 투명 전
도성 산화물의 Plasma frequency는 적외선 파장 근처에 위치하고 그것보다 높은 주파
수 영역에서 투명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Plasma frequency는 가시광선 주파수보다 낮
을수록 광 투과도에 유리하며 이것은 재료의 밴드-갭 에너지가 충분히 커야함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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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Oxide/Metal/Oxide 구조

그림 2-1. Oxide/Metal/Oxide 구조

 단층전극 및 여러 투명 산화물 전극의 경우 상온에서 높은 저항을 나타낸다.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ITO의 경우 In3+와 Sn4+의 이온이 치환되는 과정에서 잉여전자 발생
으로 전자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전기 비저항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치
환 과정은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증착 시, ITO 박막의 결정화 
온도인 약 200℃정도 열에너지를 주어야 Sn4+가 치환이 된다. 그러나 플렉시블 기판 
적용 시, 유리와 달리 유리전이온도(Tg)가 낮아 고온공정이 어려워 ITO 박막은 비정
질로 상대적으로 높은 면저항을 나타낸다. 이는 10-4 Ωcm 이하의 비저항을 가지기 
어려운 특성으로 10 Ω/□ 이하의 면저항을 가지는 투명전극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200 nm 이상의 막 두께가 요구 된다. 또한 비정질 산화물 박막은 세라믹 재료 
특성상 기판의 유연성이 낮아 쉽게 파손되어 전극의 특성이 열화되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Oxide/Metal/Oxide(OMO) 다층구조를 가지는 유연박막이 제시
되었다. 최근 ZnO/Au/ZnO, ZnO/Ag/SnO2, ITO/Ag/ITO, TiO2/Ag/TiO2 등 금속의 유연
성과 낮은 저항, 산화물의 높은 투과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작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12] 기존의 단층박막과 달리 
60~70 nm 두께의 ITO를 사용하여 5 Ω/□정도의 낮은 면저항과, 85% 이상의 투과도
를 가지는 투명전극을 상온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 투명전극을 제작 할 수 
있다. 또한 표면 플라즈몬 공명현상(Surface Plasmon Resonance, SPR)[12]과 반사방지
효과(anti-reflection)로 인해 우수한 전기광학적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Y.S. Kim은 
산화물 박막 사이에 삽입된 금속 층이 특정 두께에서는 입사광에 대한 반사거울 효
과를 보이며 상부 산화물 박막은 반사방지막 역할을 하여 단층막의 가시광투과율에 
근접한다고 보고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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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Colorless Poly-Imide
   

  최근 플렉시블, 웨어러블 표시소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플렉시블 기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판으로 사용되기 위해
서는 유리전이온도(Tg)가 250℃ 이상이어야 하고, 열팽창계수는 50 ppm/℃ 이하여야 
한다. 또한 90% 이상의 가시광 투과율과 산·알칼리 등에 견딜 수 있는 내화학성을 
필요로 한다. 플렉시블 기판의 요구사항은 아래 표 2-1에 나타내었다.[13] 고분자 플렉
시블 기판 소재로는 Polyethylene naphthalate(PEN),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Polyether sulfone(PES), Polyimide(PI), Colorless Polyimide(CPI)가 있다.[14]

표 2-1 플렉시블 기판의 요구사항
Required characteristics Required level

Optical Quailty Transmission >90%
Retardation <15nm

Thermal Property
Tg >200℃

CTE <50ppm/℃

Chemical Resistance
Acid Good

Alkali Good
IPA Good

Gas Barrier Property H2O 10-6 g/m2 day
O2 10-5 cc/m2 day atm

Physical Property
Hardness >6H

Roughness 2 nm RMS
Thickness Uniformity 10um or 5%

표 2-2 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한 플렉시블 기판 특성
            Material

Properties
Plastic Based

PEN PET PES PI CPI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120 78 223 340 300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ppm/℃)

13 15 54 50 30

Visible Transmittance 
(%)

87 91 88 30 89

Hardness
(Pencil Hardness)

HB 2B H H
2H

(H/C, 9H)
Folding Test

(3R, 200,000 cycle)
Fail Fail Fail Fail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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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가 높은 폴리이미드(Polyimide)는 비결
정성 구조를 갖는 고분자로서, 강직한 사슬구조에 의해 뛰어난 내열성과 내화학성, 

우수한 기계적 물성, 전기적 특성 및 치수안정성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지는 폴리머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진한 색으로 인해 PI는 우주항공 및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했고 사용 분야도 우주복, 비행기 날개 등 특수한 분야로 한정됐다.  

그림 2-2. 투명 폴리이미드와 폴리이미드의 색상비교

 그림 2-2의 폴리이미드 색상을 보면 특유의 짙은 노란색을 띄고 있다. 이는 사슬 간
의 결합(Intermolecular bonding)에 의해 발생되는 전하 전이 복합화(Charge transfer 

complex, CTC) 이론으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15] 이미드(Imide) 주 사슬 내에 존재
하는 벤젠의  전자들이 인접한 사슬로의 전이로 인해 에너지 준위는 낮아지고 그에 
따라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여 특유의 색을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물의 
경우 190 nm 이하의 고에너지 파장을 흡수하게 되어 투명하지만, 일반적인 폴리이미
드의 경우에는 400 nm 이하의 파장에서부터 500 nm 사이의 가시광영역의 빛을 흡
수하여 노란색을 띄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폴리이미드는 고성능 고분자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인 무색투명한 성질을 만
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폴리이미드의 단점인 전하 전이 복합화를 낮추기 위해서 주사슬 내에 트리플
루오로메틸(-CF3), 설폰(-SO2), 에테르(-O-)와 같은 전기음성도가 비교적 강한 원소를 
도입함으로써  전자의 이동을 제한하여 공명효과를 낮추는 방법이 있으며, 벤젠이 
아닌 올레핀계 환형(Cycloolefin)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주사슬 내에 존재하는 π 전자
의 밀도를 감소시켜 고유의 색이 없는 투명 폴리이미드필름을 제조했다.[16] 투명 폴
리이미드는 높은 유리전이온도, 곡률반경 3 mm에서 20만회 굽힘 테스트를 견디는 
우수한  특성 때문에 커브드(Curved), 밴더블(Bendable), 폴더블(Foldable), 롤러블
(Rollable)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단 커버윈도우(Cover Window)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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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ndium Oxide

  2-4-1. Indium Oxide의 특성

 
그림 2-3. Indium Oxide 결정구조

 Indium oxide는 가시광 영역(380-780 nm)에서 높은 투과도와 적외선 영역에서 높은 
반사율과 낮은 전기비저항으로 투명전극으로 주목받는 재료이다. 특히 비화학양론비
(Non-stoichiometric)로 성장된 박막은 N형 반도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광전소자, 액
정표시소자와 태양전지의 투명전극 재료로 시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소재이다.[17] 

 Indium oxide의 결정구조는 그림 2-3과 같은 빅스바이트(Bixbite) 구조로 In+3 이온이 
면심 입방 구조를 하고 있고 O-2이온이 사면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로, 공간군
(space group)은 Th7Ia3에 속하고 격자상수(a)는 1.0117 nm, 밀도는 7.12 g/cm3이다. 또
한 배위수는 In 원자에 대해서는 6이고, O 원자에 대해서는 4이며, 결정학적으로 2개
의 비등가 In 자리가 존재한다. Indium oxide 단위정 안에는 32개의 In과 48개의 O가 
존재하는데, 80개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결정질 Indium oxide 단위정의 c-type rare 

earth oxide 구조 내에 도입된 결함에 의해 전기적, 광학적 특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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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Dopant에 따른 Indium Oxide의 특성

  일반적으로 산화인듐(In2O3)에 주석(Sn)을 치환고용 시킨 ITO가 투명 전도성 산화물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In2O3에 Sn을 첨가하면 Sn4+ 이온은 In3+이온을 치환하게 되
고, 화학양론적 조성을 형성하기 위해 산소는 In2O3의 결정구조에서 비어있는 산소자
리를 채우게 된다는 전형적인 Donor 생성 모델로 Sn의 치환과 산소공공으로 인해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지게 된다.[9] 그러나 ITO 박막에서 결정화온도는 200℃ 이상의 
기판온도 또는 열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온공정에서 증착된 ITO 박막은 매우 
높은 면저항을 나타내게 된다.[18]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 및 시장 확대에 따라 고투과, 저저항 특성
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명 전도성 산화물의 전기특성과 광학적특성은 반
비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19] 따라서 보다 높은 가시광 투과
율과 낮은 전기비저항을 가지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을 개발하기 위해 In2O3를 Matrix

로 Molybdenum (Mo)[20], Tungsten (W)[21], Zirconium (Zr)[22], Titanium (Ti)[23] 등 다양
한 Dopant들을 첨가하는 고 이동도 투명 전도성 산화물(High mobility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HMTCO)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 Koida의 연구에 
따르면 Sn4+, Zr4+, Ti4+ 등 주기율표 상 4족 원소가 첨가된 In2O3의 전자 이동도와 근
적외선(Near-infrared, NIR)영역에서 투과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24] 특히 Ti-doped 

In2O3 (TIO)는 높은 전자 이동도, 가시광과 근적외선영역 에서 우수한 투과도, 안정
적인 결정구조와 습기로부터 저항성을 가져 TCO로써 장점이 많은 소재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In2O3에 Ti를 2~3 wt.% 정도 첨가했을 때 우수한 전기적, 광학
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25-26] 아래 표 2-3의 전기적 특성을 보면 Ti를 첨
가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도와 전하밀도로 비저항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Dopant에 따른 In2O3의 전기적 특성

Dopant
Carrier density

(cm-3)
Mobility
(cm2/Vs)

Resistivity
(Ωcm)

Reference

Sn 3.7 × 1020 10.6 1.6 × 10-3 [18]

Mo 1.4 × 1021 14.6 3.6 × 10-4 [20]

W 2.4 × 1020 26.0 1.0 × 10-3 [21]

Zr 1.0 × 1020 110 5.7 × 10-4 [22]

Ti 2.5 × 1020 26.8 8.8 × 1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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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동도 투명 전도성 산화물을 제작할 때, Lewis acid strength가 In3+(1.026)보다 
높은 천이금속(Transition metal)을 In2O3에 첨가하면 전자 이동시 발생되는 차폐효과
를 줄여주어 전자의 산란을 최소화시켜 전자이동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전자이동도
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광학적 특성의 손실 없이 비저항의 감소를 가져와 고투과, 저
저항 투명 전도성 산화물을 만들 수 있다. Lewis acid strength(L)는 아래 식으로 계산 
가능하다.[27] 

 : Lewis acid strength
 : charge number of the atomic core
 : ionic radius


 : electrostatic force between a positive charge and a negative charge

 : electronegativity of the element

표 2-4 In2O3에 첨가되는 Dopant의 Lewis acid strength 비교

Acids Z/rk
2 Xz

Lewis acid 
strength

In3+ 4.152 1.445 1.026

Sn4+ 5.806 1.583 1.617

Mo6+ 11.259 2.025 3.667

W6+ 11.574 2.132 3.158

Zr4+ 5.480 1.476 2.043

Ti4+ 7.207 1.577 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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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Electron beam
 
  2-5-1. Electron beam source

  전자 방출 소스로는 광전자방출(Photoelectron emission), 열전자방출(Hot electron 

emission)과 강한 전기장에 의해 전자가 방출되는 냉음극방출(Cold cathode emission)

등 고체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도록 하는 방법과, 필라멘트를 가열하여 전자를 얻
는 열전자 소스와 플라즈마를 이용한 동공 음극 플라즈마 전자 소스(Hollow 

cathodes) 그리고 플라즈마 내에 있는 전자를 뽑아 쓰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축전결합 플라즈마(Capacitively coupled plasma, 

CCP) 방법 등이 있다. 

  열전자 소스는 금속을 가열할 때 전자가 전위장벽을 넘어 고유 일함수보다 큰 에너
지를 갖는 전자들이 방출되어 나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서 열전자 소스로 가장 적
합한 것은 녹는점이 높고, 일함수가 작으며, 전자 방출상수가 클수록 좋다. 열전자 
소스는 만들기 쉽고, 가스를 따로 흘려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필라멘
트 부분이 화학적으로 공격을 받기 쉬워 수명이 비교적 짧으며, 전력소비가 심하고, 

균일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전자 소스로 사용하는 동공 음극 소스는 플라즈마를 방전시키
고 플라즈마 내 존재하는 전자를 분리하여 가속시켜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형화가 가
능하고 기판에 균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플라즈마 내에 있는 전자를 뽑아 쓰는 방법 중, 유도결합 플라즈마는 코일 형태의 
Antenna를 석영 등의 유전체 반응기 외부에 설치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써 고밀도 플라즈마(1011-1012 개/cm3)를 형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CP는 CCP에 비
해 10배 이상의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응용이 많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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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Electron beam 표면개질

  표면개질(Surface modification) 방법으로 레이저(LASER), 이온빔(Ion beam), 전자빔
(Electron beam) 등의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전자빔 표면개질은 단순한 전기에너지에 
의해서 구동되기 때문에 고효율 열에너지와 청정기술로 널리 연구되고 있다. 1 V로 
가속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Electron voltage, eV)는 약 1 eV는 11,400℃ 의 높은 
열에너지를 가진다. 전기장과 자기장을 사용하여 빔폭과 경로 제어가 용이하여 대면
적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에너지 및 시편의 밀도에 따라서 침투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송기계, 의료, 항공우주 및 전자재료의 표면개질 등 여러 분야에
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빔은 기존의 표면개질 방식인 화염처리
(Flame treatment), 고주파열처리(Induction hardening) 등과 달리 냉매제(Refrigerant)가 
필요 없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모재 내부로 열 확산에 의해 자기냉각
(Self-quenching)되어 화학적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모재의 표면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다.[28] 

  연구에 따르면 전자빔을 표면에 조사할 때, 모재 표면의 돌출부가 우선적으로 전자
빔 충돌에 의하여 열에너지로 변환되고, 이에 시료 표면에서 국부적인 용융상태가 
발생된다. 이후 전자빔 에너지를 제거하면 자기냉각효과에 의한 응고과정으로 표면
경도 향상 및 표면평탄도가 개선된다. 또한 전자빔의 표면충돌 후, 열에너지 전달에 
따른 온도구배로 형성된 열-응력장(Thermal stress field)이 박막의 잔류응력을 제어하
여 박막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29-30] 

  최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폴리머 소재위에 증착된 
투명 전도성 산화물 박막의 물성개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투명 전
도성 박막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열처리가 필수불가결한데, 폴리머 기판위에 
증착된 투명전극의 경우 기판의 유리전이온도가 낮아 열처리 공정은 폴리머 기판의 
변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전자빔은 침투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극 표면처리를 위해 전자빔을 이용한 표면개질이 가능하다. Y.S. Kim의 연구에 따르
면 전자빔 조사에너지의 적절한 조절을 한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물성개선 효과를 
보고했다.[11]

   이처럼 전자빔 표면개질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기광학적, 구조적, 기
계적 물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면개질 기술이다.



- 11 -

3. 실험 방법

 3-1. Sputtering system을 이용한 박막증착

그림 3-1. 박막증착에 사용된 Sputtering system

  박막증착에 사용된 Sputtering system은 챔버(Chamber) 내에 60° 기울기로 DC/RF 

magnetron sputtering gun이 장착되어 있으며, RF gun은 Matching box를 이용해 13.56 

MHz로 설정했다. 부가적인 장치로 Pre-sputtering이 가능하도록 Shutter를 장착하였고, 

증착의 균일도를 높이기 위하여 Substrate아래 Rotator를 장착했다. 

  Sputtering system을 이용한 박막증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플라스틱 
기반의 투명 폴리이미드(Colorless Poly-imide, CPI, KOLON Industries)를 2 × 2 cm2 

크기로 Substrate holder에 준비했다. DC/RF magnetron sputtering gun에 2인치 디스크 
형태의 Ag(Purity 99.95%, 1/4”Th) 타겟과 TIO(In2O3/TiO2 97:3 wt%, 1/8”Th) 타겟을 
각각 장착하였고, 로터리 펌프(Rotary pump)와 터보 분자 펌프(Turbo molecular 

pump)를 사용하여 초기진공도를 3.0 × 10-6 Torr 이하까지 배기하였다. 초기 진공도 
확보 후, 질량유량제어기(Mass flow controller, MFC)를 사용하여 고순도 Ar 

gas(Purity 99.999%)를 주입하였다. 공정진공도(1 × 10-3 torr)를 맞추기 위해서 스로틀 
밸브(Throttle valve)를 사용하여 가스유량과 펌프 배기속도에 알맞게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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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버의 진공도 측정을 위해서 저진공영역(<10-4 torr)은 컨벡트론 게이지(Convectron 

gauge), 고진공영역(>10-4 torr)은 이온 게이지(Ionization gaug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공정진공도 설정 후, DC/RF magnetron sputter로 각각 2.0 W/cm2과 2.6 W/cm2의 전
력밀도로 Pre-sputtering을 10분간 실시 후, TAT 다층박막을 제작하였다. 타겟과 기판
의 거리는 6 cm로 고정하였고, 증착 균일도를 위해 TIO는 5 RPM, Ag는 10 RPM의 
속도로 Substrate holder를 회전시켰다. 상하부 TIO 박막은 30 nm로 고정하였고, 중간 
Ag 박막은 5, 10, 15 nm로 TAT 다층박막을 제작했다. 자세한 실험 조건은 아래 표 
3-1에 나타내었다.

 표 3-1 TAT 다층박막 증착 조건

Parameters Condition

Base pressure (Torr) 3.0 × 10-6

Deposition pressure (Torr) 1.0 × 10-3

TIO  RF Power (W/cm²) 2.6

Ag DC Power (W/cm²) 2.0

Ar gas flow rate (sccm) 10

Deposition rate (nm/min) TIO : 11, Ag : 45

Substrate target distance (cm) 6

Pre-sputtering time (min) TIO : 10, Ag : 1

TIO single layer
TIO/Ag/TIO tri-layer
Film thickness (nm)

60
30/5/30, 30/10/30, 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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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Electron beam system을 이용한 표면개질

  본 연구에 사용된 Electron beam system은 Sputtering system 챔버에 함께 장착되어 
있다. 전자빔 장치는 (주)인포비온 社의 INFO-RF-E60G 모델로, 전자빔 소스 내에는 
플라즈마를 형성할 수 있는 Quartz가 있고, 내부로 가스튜브가 연결되어 있다. 플라
즈마 생성 Quartz의 외주면에 배치되어 RF전원을 제공하는 유도결합플라즈마 
Antenna가 있다. 유도결합플라즈마에는 RF(13.56 MHz) power가 Matching box를 통
해 인가된다. 또한 전자빔 출구에 장착되어있는 1차 Screen grid와 일정 거리 이격되
어 있는 2차 Accelerator grid로 구성되어있다. Accelerator grid는 전자를 가속시킬 수 
있는 전위차를 갖도록 전원이 인가되며, 이에 가속된 전자들이 표면에 충돌하여 시
편의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변화시킨다. 아래 그림 3-2는 그림 3-1의 전자빔 부분만 
확대하여 나타낸 그림으로써, ICP-RF type 전자빔 조사 장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2. ICP-RF type 전자빔 조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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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uttering system으로 제작된 TAT 다층박막의 전자빔 표면개질을 위해서 전자빔 소
스 Quartz에 고순도 Ar gas(Purity 99.999%)를 MFC를 사용하여 일정량을 주입하고, 

유도결합플라즈마 Antenna에 RF power 300 W를 인가하여 고밀도 플라즈마를 생성
한다. Quartz에 흡착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생성 후, 20분간 전자빔 
소스를 안정화 시켰다. 생성된 플라즈마로부터 전자를 추출 및 집속하기 위해서 
Screen grid에서 집속하고, Accelerator grid을 이용하여 전자를 가속하였다. 

Accelerator grid에 전자를 가속시킬 수 있는 전위차를 갖도록 DC power가 인가되며 
300, 500, 700 eV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빔을 TAT 다층박막 표면에 3분간 조사하
였다. 자세한 전자빔 표면개질 조건은 표 3-2에 나타내었다.

 

표 3-2 TAT 다층박막의 전자빔 표면개질 조건

Parameters Condition

Base pressure (Torr) 3.0 × 10-6

Deposition pressure (Torr) 1.0 × 10-4

Ar gas flow rate (sccm) 3

Substrate-gun distance (cm) 20

ICP-RF power (W) 300

Irradiation energy (eV) 300, 500, 700

Irradiation time (m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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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다층박막의 구조적 특성
 

  4-1-1. 결정구조 분석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다층박막의 결정성 분석은 X선 회절장치(X-ray 

diffraction, XRD, Cu-Kα radiation,  = 1.541 Å, XPert-APD, Philips, 기초과학지원연
구원(KBSI) 대구센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4-1는 DC/RF magnetron sputtering을 이용하여 증착한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X-선 회절패턴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I.H. Choi의 연구에 따
르면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의 비결정성 피크가 20° ~ 30°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했다[31].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기판으로 사용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의 비결정성 피크가 확인되었다. 그림 4-1(a)에서 TIO 단층박막이 broad 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 Matrix인 In2O3가 비정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증착공정 중 기판가열 없이 상온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박막의 결정화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사료된다. 

  Ag 중간층 5 nm 증착 후 38˚ 부근에서 Ag(111) 회절패턴이 Broad하게 확인되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Ag 박막의 경우 10 nm 이상이 되어야 섬상(Island) 

구조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연결되어 연속적인 박막을 이룬다고 보고하였다.[11,32]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Ag 10 nm에서 연속적인 박막이 형성되었다 판단된
다. 이는 4-4(b)를 보면 Ag(111), Ag(200) 회절패턴의 확인으로 연속적인 박막이 형성
되어 결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Ag 중간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Ag(111) 방향
으로 우선배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Ag(200), Ag(220), Ag(311) 피크
가 나타나 Ag 박막의 높은 결정성과 다결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 4-1에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결정립 크기를 나타내었다. 결정립 크기는 Scherrer’s 

equation을 사용하여 계산했다.[33] 

 : Grain size (nm)
 : X-ray wavelength (nm)
 : Full width at half maximum
 : Brag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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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결정성 분석
(a) TIO (60 nm) (b) TAT (30/5/30 nm)
(c) TAT (30/10/30 nm) (d) TAT (30/15/30 nm)

표 4-1 TAT 다층박막에서 Ag(111)의 결정립 크기 비교

Structure
(nm)

2θ
(deg.)

FWHM
(deg.)

Grain size
(nm)

TIO (60) - - -

TAT (30/5/30) - - -

TAT (30/10/30) 38.29 1.69 5.20

TAT (30/15/30) 38.25 1.35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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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표면형상 및 표면거칠기 분석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다층박막의 표면형상 및 표면거칠기(Root mean 

square, RMS) 분석은 원자간력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 XE-100, Park 

systems)을 이용하여 비접촉모드(Non-contact mode)로 3 × 3 um2 영역을 측정하였다.

  아래 그림 4-2에 TIO 단층박막과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표
면형상 및 표면거칠기를 나타내었다. TIO 단층박막의 RMS는 1.40 nm로 확인되었고, 

Ag 중간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표면거칠기는 1.93, 2.02, 2.52 nm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간에 삽입된 Ag 박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성이 증가되었고, 하부층의 결
정성에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표면거칠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35]  

RMS : 1.40 nm RMS : 1.93 nm

(a) (b)
RMS : 2.02 nm RMS : 2.52 nm

(c) (d)

 그림 4-2.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표면거칠기
(a) TIO (60 nm) (b) TAT (30/5/30 nm)
(c) TAT (30/10/30 nm) (d) TAT (30/15/3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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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다층박막의 구조적 위치 분석

  TAT 다층박막에서 Ag 박막이 어떠한 구조로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X

선 광전자 분광분석기로 깊이방향에 대한 성분분석(Depth profile)을 진행하였다. 분
석은 X선 광전자 분광 분석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Thermo Fisher 

Scientific, K-Alpha, 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부산센터)를 이용하여 400 × 400 um2

영역을 측정하였다.

  그림 4-3에 TAT (30/15/30 nm) 다층박막의 XPS depth profile을 나타내었다. 증착된 
다층박막을 표면부터 기판까지 Ar+로 Sputtering 하면서 다층박막의 증착된 순서와 
구조를 관찰 하였다. TIO 박막사이에 Ag 금속 박막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
고, 고분자 기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Etch time이 길어질수록 기판의 성분이 검출되
어 탄소 함량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3. TAT 다층박막의 깊이방향 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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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특성
 

  4-2-1. 전기적 특성 분석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는 투명전극의 중요한 특성이며, 전도도()는 간단
하게 비저항(Resistivity, )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전기전도도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은 단위부피당 자유전자수 또는 전도되는 전자수, 는 전자 한 개의 절
대전하량(1.6 × 10-19C)이다. 위 식으로부터 전기전도도는 자유전자의 수와 전자이동
도에 비례하는 것과 비저항의 역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분석은 Van der Pauw 

원리를 적용한 홀 효과 측정기 (Hall effect measurements, HMS-3000, Ecopia)를 사용
하여 전하밀도(Carrier density), 이동도(Mobility),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TIO 단층박막
과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적 특성을 그림 4-4와 표 4-2

에 나타내었다. 전기적 특성 측면에서 Ag를 선택한 이유는 전기비저항이 가장 낮은 
Ag(1.587 μΩ·cm)를 중간 금속층으로 삽입하여 자유전자 농도를 증가시키고, 전자이
동 통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전기전도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삽입
하였다. Ag 중간층의 두께와 비례하여 전하밀도는 9.66 × 1021 cm-3에서 최대 1.88 × 

1022 cm-3로 약 2배 증가하였다. TIO 단층박막에서 이동도가 8.81에서 Ag 중간층 두
께 15 nm에서 10.68 cm2/Vs로 증가하였다. 초기에 Ag 박막이 형성될 때, 섬상구조로 
성장하여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역할로 작용하여 이동도가 낮지만, Ag 중간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기판 상에 더욱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연속적인 박막을 형
성하여 이동도 감소현상이 줄어들게 된다.[34] 전하밀도와 이동도에 의해 결정되는 비
저항은 Ag 중간층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3.12 × 10-5 Ωcm까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면저항의 경우, TIO 60 nm 단층막에서 487 Ω/□의 높은 면저항을 측정할 
수 있었으나, Ag 5 nm 증착 후 11Ω/□로 약 40배 가량 감소하였다. Ag 중간층 두께
에 비례하여 20 nm에서 최대 4.2 Ω/□로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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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a) TIO (60 nm) (b) TAT (30/5/30 nm)
(c) TAT (30/10/30 nm) (d) TAT (30/15/30 nm)

표 4-2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비교

Thickness
(nm)

Carrier density

(cm-3)

Mobility 

(cm2/Vs)

Resistivity

(Ωcm)

TIO (60) 2.22 × 1020 9.65 2.92 × 10-3

TAT (30/5/30) 9.66 × 1021 8.81 7.34 × 10-5

TAT (30/10/30) 1.19 × 1022 9.69 5.42 × 10-5

TAT (30/15/30) 1.88 × 1022 10.68 3.12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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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광학적 특성 분석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광학적 특성 분석은 자외선-가시광 
분광광도계(UV-VIS spectrometer, AvaSpec-2018L, AVANTES)를 사용하여 상온, 상압
에서 측정하였다. 검출파장영역(Wavelength)은 200-1100 nm의 범위를 측정하였으며, 

가시광 평균 투과도는 400-750 nm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기판으로 사용된 투명 폴
리이미드의 가시광 평균 투과도는 88.23%이며, 아래 그림 4-5에 나타낸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가시광 투과도는 기판을 제외한 박막의 투과도이다. 

  TIO 단층박막에서는 92.78%의 높은 투과율을 나타냈고, TAT 다층박막의 Ag 중간
층 두께가 5, 10, 15 nm 일 때 가시광 평균 투과율은 80.41, 81.69, 74.05%를 나타내
어 증착 후 투과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Ag 5 nm 증착 후 가시광 투과
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층간 경계로 인하여 계면에서 
빛의 반사 및 산란에 의해 발생되고, 섬상구조로 성장된 Ag 박막에 형성된 결정립계
에 의해 투과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36] 그러나 Ag 10 nm에서는 81.69 %로 
투과도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g 중간층의 두께가 10 nm 부근에서 
성막되어 연속적인 박막형태로 이루어져 빛의 반사 및 산란이 감소된다고 사료된다. 

Y.S. Ki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Ag 박막의 두께가 10 nm에서 가장 높은 가시광 평
균 투과율을 보이는 이유는 OMO 다층박막에서 층간 Ag 금속막이 입사광에 대해 
반사거울효과를 보이고, 상부 Oxide 박막이 반사방지 역할을 하여 투과도가 증가된
다고 보고했다.[11] 또한 J.A Jeong은 Ag 박막두께 10 nm에서 투과도 증가 현상을 금
속 플라즈몬 공명현상(Surface plasmon resonance, SPR)으로 설명했다.[12,37] 이후 Ag 

중간층 두께가 20 nm로 증가함에 따라 TAT 다층박막의 가시광 투과도는 74.05%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금속의 고유한 특성인 빛의 반사와 흡수로 
투과율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금속층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표면 거칠기가 상승하
여 박막 표면에서 빛의 산란과 반사가 증가되어 광학적 특성이 떨어졌다고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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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가시광 투과도
(a) TIO (60 nm) (b) TAT (30/5/30 nm)
(c) TAT (30/10/30 nm) (d) TAT (30/15/30 nm)

표 4-3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평균 가시광 투과도 비교

Structure
(nm)

Average visible transmittance 

at 400-750 nm (%)

TIO (60) 92.78

TAT (30/5/30) 80.41

TAT (30/10/30) 81.69

TAT (30/15/30) 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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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전기광학적 완성도
 
  본 실험에서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해 전기광학적 완성도(Figure Of Merit, FOM)를 적용하여 최적의 두께를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투명 전도성 산화물은 낮은 비저항과 가시광 영역에서 높은 
투과율을 요구한다. 그러나 투명 전도성 산화물의 비저항과 가시광 투과도는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전기특성
과 가시광 영역에서 적절한 투과도를 가지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 제작을 위해 전기
광학적 완성도 개념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 G. Haacke에 의해 정의된 FOM 관계
식을 사용했다.[38]

 G. Haacke의 관계식은 아래에 나타내었으며, 박막의 면저항()과 가시광 영역
(400-750 nm) 평균투과도()에 의해 계산했다. FOM 값은 높을수록 전기광학적 특성
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그림 4-6과 표 4-4에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완
성도를 도시하였다. TIO 단층박막의 면저항과 FOM은 486.6 Ω/□와 9.71 × 10-4 Ω-1

를 나타내었고, Ag 중간층의 5 nm 삽입으로 면저항이 11.29 Ω/□로 약 43배 감소하
였음을 알 수 있다. Ag 중간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이동도와 전하밀도의 증가로 비저
항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전기적특성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투과도는 Ag 10 

nm에서 81.69 %로 최댓값을 보였다. 전기광학적 완성도 비교 결과, 중간층 Ag 중간
층 두께가 10 nm 일 때 가장 높은 1.71 × 10-2 Ω-1을 나타냈다. Ag 중간층 두께 변
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완성도 평가결과 TAT (30/10/30 nm) 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기광학적 완성도의 변화는 가시광 평균 투과율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면저항보다 투과율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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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완성도

(a) TIO (60 nm) (b) TAT (30/5/30 nm)
(c) TAT (30/10/30 nm) (d) TAT (30/15/30 nm)

표 4-4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완성도 비교
Structure

(nm)

Sheet resistance

(Ω/□)

Transmittance

(%)

Figure of merit

(Ω-1)

TIO (60) 486.67 92.78 9.71 × 10-4

TAT (30/5/30) 11.29 80.41 1.00 × 10-2

TAT (30/10/30) 7.74 81.69 1.71 × 10-2

TAT (30/15/30) 4.16 74.05 1.19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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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Ag 중간층 삽입에 따른 다층박막의 기계적 특성

  4-3-1. Ag 중간층 삽입에 따른 굽힘 성능 분석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굽힘 성능 분석(Bending test)은 플렉서
블 내구시험기(Flexible endurance tester, DLDMLH-FS, YUASA)를 사용하였다. 20 × 

90 mm2의 크기로 제작된 시편을 직선왕복 본체 지그와 연결하여 Bending test를 진
행하였다. Ag 삽입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곡률반경(Radius of 

Curvature, R)을 5 mm에서 1.7 mm까지 줄여가며 TIO 단층박막과 TAT 다층박막의 
저항변화를 확인했다. 초기 저항(R0)과 실험 후 저항(R1)은 ∆ 로 계산하
여 Bending cycle에 대한 저항 변화율(△R)로 아래 그림 4-7에 도시하였다. TIO 단층
박막과 TAT (30/10/30 nm) 다층박막의 굽힘 성능 분석결과, TIO 단층박막의 경우 
곡률반경이 1.7 mm 까지 줄어들 때 초기저항보다 최대 13배 증가하였고, TAT 다층
박막의 경우 저항변화가 1.1배로 훨씬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7. TIO 단층박막과 TAT 다층박막의 굽힘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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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굽힘 실험 후 표면이미지 분석

 그림 4-8에 곡률반경 1.7 mm로 굽힘 실험 전후 저항 증가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
여 TIO 단층박막과 TAT (30/10/30 nm) 다층박막의 표면을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
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SM-6500F, JEOL)을 이용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TIO 단층박막의 표면이미지(a)에서 굽힘 실험 후 표면균열이 
관찰되어 저항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반면 TAT(30/10/30 nm) 다층박막은 실
험 전후 표면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 Ag층의 삽입으로 산화물 전극의 Bridge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유연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8. TIO 단층박막과 TAT 다층박막의 굽힘 실험 전후 표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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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다층박막의 구조적 특성

  4-4-1. 결정구조 분석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전기광학적 완성도 평가에서 

1.71 × 10-2 Ω-1 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 TAT (30/10/30 nm) 다층박막에 전자
빔 조사를 실시했다. 기판으로 사용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의 열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유리전이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TAT 다층박막의 전자빔 표면개질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에 전자빔 가속에너지에 따른 기판온도를 Thermal label(5E-210, 

Nichiyu-giken)으로 측정하였고, 조사에너지 700 eV에서 약 250℃로 확인되어 최대 
가속에너지를 700 eV로 설정하였다. 

  전자빔 조사에 따른 TAT (30/10/30 nm) 다층박막의 구조적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자 소스인 ICP Antenna에 300 W 인가 후, 가속에너지 300, 500, 700 eV로 
3분간 조사하였다. 전자빔 조사 후, TAT 다층박막의 결정성 분석을 위해 X선 회절
장치(X-ray diffraction, XRD, Cu-Kα radiation,  = 1.541 Å, XPert-APD, philips, 기초
과학지원연구원(KBSI) 대구센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그림 4-9에 전자빔 조사에
너지에 따른 TAT (30/10/30 nm) 다층박막의 X-선 회절패턴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20° ~ 30°에서 기판으로 사용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의 비결정성 피크가 
나타났고, 전자빔 가속에너지와 무관하게 Ag(111), (200), (220), (311) 피크가 나타나 
Ag 박막의 높은 결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In2O3 피크는 조사에너지 500 eV까지 관
찰되지 않다가 700 eV 조사 후, 30.3° 부근에서 Broad한 In2O3(222)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Indium Oxide의 결정화가 진행되어 피크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39]

  아래 표 4-5에 Scherrer’s equation[33]을 사용하여 In2O3와 Ag 박막의 결정립 크기를 
계산하였다. 전자빔 조사에너지가 증가할수록 Ag의 결정립 크기는 5.20 nm에서 6.04 

nm로 증가하였고, In2O3의 결정립 크기는 7.68 nm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정성의 증가와 결정립 크기 증가는 박막 내 전자이동을 방해하는 결정립
계 밀도를 감소시켜 전하이동도 증대로 비저항을 감소시키고, 입사광의 산란과 흡수
를 줄여 가시광 투과도가 향상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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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결정성 분석
(a) Before irradiation (b) E-beam at 300 eV
(c) E-beam at 500 eV (d) E-beam at 700 eV

표 4-5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결정립 크기 변화

Condition
Ag(111) In2O3(222)

2θ
(deg.)

FWHM
(deg.)

Grain size
(nm)

2θ
(deg.)

FWHM
(deg.)

Grain size
(nm)

Before irradiation 38.29 1.69 5.20 - - -

E-beam at 300 eV 38.28 1.59 5.53 - - -

E-beam at 500 eV 38.29 1.55 5.67 - - -

E-beam at 700 eV 38.30 1.45 6.04 30.30 1.12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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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표면형상 및 표면거칠기 분석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30/10/30 nm) 다층박막의 표면형상 및 표면거칠기
(RMS) 분석은 원자간력현미경(XE-100, Park systems)을 이용하여 비 접촉 모드
(Non-contact mode)로 3 × 3 um2 영역을 측정하였다. 조사 전 TAT (30/10/30 nm)의 
거칠기는 RMS 2.02 nm로 확인되었고, 전자빔 조사에너지가 700 eV로 증가할수록 
표면거칠기가 RMS 1.55 nm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자가 표면과 
충돌 시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박막 내 원자이동의 에너지원으로 작용
하여 원자의 재배열 또는 극 표면층에서 거친 표면에 전자충돌에 의해 평탄화가 진
행되어 거칠기가 낮아졌다고 사료된다.

 

RMS : 2.02 nm RMS : 1.82nm

(a) (b)
RMS : 1.61 nm RMS : 1.55 nm

(c) (d)

그림 4-10.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표면거칠기
(a) Before irradiation (b) E-beam at 300 eV
(c) E-beam at 500 eV (d) E-beam at 700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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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특성

  4-5-1. 전기적 특성 분석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분석은 홀 효과 측정기 
(HMS-3000, Ecopia)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4-11과 표 4-6에 나타내었다. 전자빔 조사
에너지가 300, 500, 700 eV로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기적 특성이 향상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전자빔 조사 전, 전하밀도는 1.19 × 1022 cm-3을 나타내었고, 700 eV 조사 후 1.30 × 

1022 cm-3로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결정립 성장과 결정
구조 변화에 따른 결정립계와 내부결함의 감소로, 결함 내 존재하던 도너 전자들이 
방출되어 전하밀도가 상승되었다 사료된다.[40] 

  또한 전자빔 조사에너지 증가는 이동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S.H. Choe의 연구에 따
르면 열처리 후 결정립 크기(Grain size)의 증가는 이동도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했으며[41], 전자빔 조사 후 다층박막의 결정립 크기 증가로 전자이동의 장벽으로 작
용하던 결정립계의 밀도감소로 9.69에서 10.21 cm2/Vs로 이동도가 증가되었다고 판단
된다.

  전자빔 700 eV 조사 후, 결정립계 밀도감소와 내부결함의 감소, 전하밀도와 이동도 
상승의 결과로 전기비저항은 최대 4.71 × 10-5 Ωcm 로 감소하였다. 

  결정립 크기와 비저항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Fuchs-Sondheimer의 표면산란
(Surface scattering)모델과 Mayadas-Shatzkes의 입계산란(Grain boundary scattering)이 
보고되었다.[42-44] 이들은 결정립 크기가 증가할수록 결정립계(Grain boundary)가 감소
되어 전자의 산란시키는 요소가 줄어들어 이동도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저
항은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상기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전자빔 조사 
후 결정립 크기의 증가로 결정립계가 줄어들어 비저항이 감소되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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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a) Before irradiation (b) E-beam at 300 eV
(c) E-beam at 500 eV (d) E-beam at 700 eV

표 4-6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비교

Condition
Carrier density

(cm-3)

Mobility 

(cm2/Vs)

Resistivity

(Ωcm)

Before irradiation 1.19 × 1022 9.69 5.42 × 10-5

E-beam at 300 eV 1.22 × 1022 9.83 5.21 × 10-5

E-beam at 500 eV 1.27 × 1022 9.93 4.97 × 10-5

E-beam at 700 eV 1.30 × 1022 10.21 4.71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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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광학적 특성 분석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광학적 특성 분석은 자외선-가시광 분
광광도계(UV-VIS spectrometer, AvaSpec-2018L, AVANTES)를 사용하여 상온, 상압에
서 측정하였다. 검출파장영역(Wavelength)은 200-1100 nm의 범위를 측정하였으며, 가
시광 평균 투과도는 400-750 nm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아래 그림 4-12과 표 4-7에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30/10/30 nm) 다층박막의 가시광 투과도를 나타내었
다. 전자빔 조사에너지 증가와 비례하여 가시광 투과도도 향상되어, 조사에너지 700 

eV에서 83.71% 최댓값을 보였다. 가시광 투과도 상승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앞서 분석한 박막의 결정성 분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광학적인 측면에서 결
정 내 결정립계의 존재는 계면에 의한 빛의 반사와 산란이 일어나 광투과율을 감소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후처리를 통하여 결정립을 성장시켜 상대적으로 결
정립계를 감소시키는 것이 투과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45] 본 연구에서는 전자빔 조
사 후, 결정립 성장이 제고되고 박막 내 결정립계의 밀도가 감소되어 투과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사료된다. 

  또한, 표면형상 및 표면거칠기의 변화도 가시광 투과도에 영향을 미친다. 표면이 거
친 경우 빛이 표면으로 입사될 때 거친표면으로 인해 난반사와 산란이 발생하여 빛
의 입사량이 감소하여 투과율이 저하되게 된다.[46] TAT(30/10/30 nm)의 표면거칠기는 
RMS 2.02 nm로 확인되었고, 전자빔 조사에너지 700 eV에서 표면거칠기가 RMS 

1.55 nm로 감소되어 광투과도 상승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OMO 다층박막에서 층간 Ag 금속막이 입사광에 대해 반사거울효과를 
보이고, 상부 Oxide 박막이 반사방지 역할을 하여 투과도가 증가된다고 보고했다.[11]  

 J.A. Jeong의 연구에 따르면 ITO/Ag/ITO 다층박막을 600℃ 이상 고온에서 Rapid 

thermal annealing(RTA)로 열처리 후 중간 금속층 Ag가 상하부 ITO 박막으로 확산되
어 가시광 투과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했다.[47] Ag 확산으로 반사거울효과의 감소와 
ITO 박막 내 확산된 Ag가 투과도를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전자빔 조사에너지를 통하여 박막의 결정성 증가, 표면거칠
기 감소, 중간 금속층 Ag의 확산방지로 광학적 특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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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가시광 투과도

(a) Before irradiation (b) E-beam at 300 eV
(c) E-beam at 500 eV (d) E-beam at 700 eV

표 4-7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평균 가시광 투과도 비교

Condition
Average visible transmittance

at 400-750 nm (%)

Before irradiation 81.69

E-beam at 300 eV 82.67

E-beam at 500 eV 83.50

E-beam at 700 eV 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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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광학적 밴드-갭

  TAT(30/10/30 nm) 다층박막과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박막의 광학적 밴드-갭
(Optical band gap, )을 J. Tauc에 의해 정의된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했다.[48] 광학

적 밴드-갭 값은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  이 되는 지점과 만나는 
접선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는 광학적 흡수계수(Optical absorption coefficient), 는 입사광 에너지
(Energy of the incident photon), 는 흡수단(Absorption edge width parameter) 이다.

  위의 광학적 흡수계수(Optical absorption coefficient, )는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는 박막의 두께, 는 가시광영역 투과도이다.[49] 

  ln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광학적 밴드-갭을 그림 4-13과 표 4-8에 
도시하였다. 전자빔 조사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광학적 밴드-갭도 증가하여, 조사에너지 
700 eV에서 4.175 eV를 나타내었다. 광학적 밴드-갭의 증가와 전하밀도와 관련이 있
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전하밀도의 증가는 전도대의 페르미 레벨 준위를 
상승시켜 밴드갭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했고[50], Y. Wang은 밴드-갭
의 변화는 박막의 전하밀도에 의존한다고 보고했다.[51] 전자빔 조사에너지의 증가와 
비례하여 전하밀도는 1.19 × 1022 cm-3에서 최대 1.30 × 1022 cm-3로 증가했고, 광학적 
밴드-갭 역시 4.159 eV에서 4.175 eV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학적 밴
드-갭 증가는 전하밀도 증가 때문이며 Burstein-Moss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Burstein-Moss effect로 인해 광학적 흡수단(Absorption edge)이 단파장 영역으로 이동하
여 가시광 투과도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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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광학적 밴드-갭

(a) Before irradiation (b) E-beam at 300 eV
(c) E-beam at 500 eV (d) E-beam at 700 eV

표 4-8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광학적 밴드-갭 비교

Condition
Carrier density

(× 1022 cm-3)

Optical band gap

(eV)

Before irradiation 1.19 4.159

E-beam at 300 eV 1.22 4.164

E-beam at 500 eV 1.27 4.170

E-beam at 700 eV 1.30 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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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Figure of merit

  전자빔 조사에 의한 TAT(30/10/30 nm)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해 G. Haacke에 의해 정의된 전기광학적 완성도 관계식을 사용하였다.[38] G. Haacke

의 관계식은 아래에 나타내었으며, 박막의 면저항()과 가시광 영역(400-750 nm) 평
균투과도()에 의해 계산했다.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완성도를 그림 4-14와 표 
4-9에 나타내었다. 전자빔 조사 전 TAT(30/10/30 nm)의 평균 가시광 투과율 81.69%, 

면저항은 7.74 Ω/□로 FOM은 1.71 × 10-2 Ω-1 이었다. 전자빔 조사에너지가 300, 

500, 700 eV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시광 투과율 증가, 면저항은 감소하였다. 조사
에너지 700 eV에서 평균 가시광 투과율 83.71%, 면저항 6.73 Ω/□로 FOM은 2.51 × 

10-2 Ω-1로 상승하였다. FOM 값이 가장 높은 700 eV 조건에서 표면개질된 
TAT(30/10/30 nm)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특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표면개질 후 전기광학적 완성도가 약 2.5배 상승하였다. 



- 37 -

 
그림 4-14.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완성도

(a) Before irradiation (b) E-beam at 300 eV
(c) E-beam at 500 eV (d) E-beam at 700 eV

표 4-9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완성도 비교

Condition
Sheet resistance

(Ω/□)

Transmittance

(%)

Figure of merit

(Ω-1)

Before irradiation 7.74 81.69 1.71 × 10-2

E-beam at 300 eV 7.44 82.67 2.00 × 10-2

E-beam at 500 eV 7.10 83.50 2.32 × 10-2

E-beam at 700 eV 6.73 83.71 2.51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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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다층박막의 기계적 특성

  4-6-1. 굽힘 성능 분석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굽힘 성능 분석(Bending test)은 플렉
서블 내구시험기(Flexible endurance tester, DLDMLH-FS, YUASA)를 사용하였다. 20 

× 90 mm2의 크기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초기 저항(R0)과 실험 후 저항(R1)은 
∆  로 계산하여 Bending cycle에 대한 저항 변화율(△R)로 아래 그림 
4-15에 도시하였다. 곡률반경(Radius of Curvature, R)을 2 mm로 설정하였고, 실험횟
수는 총 10,000회로 2,000회 간격으로 저항을 측정하였다.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30/10/30 nm) 다층박막의 굽힘 성능 분석 결과, 저항값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분자 기판이 플라즈마에 노출되어도 경화현상이 
발생되지 않았고, Ag의 삽입으로 우수한 유연성을 가지게 되어 저항의 큰 변화가 없
었다고 사료된다. 

 그림 4-15.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의 저항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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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곡률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투명전극의 저항변화 비교

  그림 4-16은 본 연구에서 얻어진 TAT 다층박막과 선행 연구된 투명전극들의 굽힘 
저항 변화를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기존에 플렉시블 기재로 가장 널리 사용된 PET 

기판에 증착된 ITO(Sn-doped In2O3)는 산화물 전극이 가지는 취성으로 인하여 곡률반
경 6 mm에서 급격한 저항변화를 나타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OMO구조로 증착한 
ZnO/Cu/ZnO 다층박막의 경우에도 곡률반경 5 mm 이하에서는 저항변화를 나타냈다
[53]. ITO/Cu/ITO[54], ITO/Ag/ITO[55] 역시 곡률반경이 점점 줄어들수록 저항변화가 커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CPI에 증착된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olystyrene 

sulfonate(PEDOT) 또한 곡률반경 10 mm에서 1.1배 저항이 관찰되었으며 2 mm 까지 
약 1.2배의 굽힘저항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6]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작한 TAT 다층박막은 곡률반경 2 mm까지 저항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다. 이는 굽힘 분석 후에도 표면의 균열이나 표면결함이 생기지 않아 저항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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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굽힘 실험 후 표면이미지 분석

  박막의 굽힘에 따라 예상치 못한 Crack이 발생된다면 소자 적용 시 전기적 또는 광
학적으로 문제가 생겨 소자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된다. 굽힘 실험 후 균열이나 표면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500F, JEOL)을 이용하여 표면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4-17은 FE-SEM을 이용하여 TAT 다층박막과 700 eV 전자빔 조사된 TAT 다
층박막의 굽힘 실험 전후 5,000배 확대한 표면이미지다. 굽힘 실험 후, 모두 Crack이 
발견되지 않아 저항값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54-55]

그림 4-17.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TAT 다층박막 굽힘 실험 전후 표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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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DC/RF Magnetron Sputter system를 이용하여 투명 폴리이미드 기판에
TIO/Ag/TIO 다층박막을 증착하고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전기적, 광학적 특성
을 분석하여 이상적인 TAT 적층 두께를 고찰하였다. TAT 다층박막에서 Ag 중간층 
두께 변화에 따른 전기광학적 완성도를 비교한 결과 TAT (30/10/30 nm) 다층박막이 
면저항 7.74 Ω/□, 가시광 평균 투과도 81.69 %로 가장 높은 1.71 × 10-2 Ω-1의 전기광
학적 완성도를 보였다. 

  최적 조건으로 선정된 TAT (30/10/30 nm) 다층박막에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따른 
전기적, 광학적, 구조적, 기계적 특성변화를 분석하여 플렉시블 투명전극 특성 향상에 
전자빔 표면개질이 적합한지 고찰하였다.

  X선 회절 분석결과 20° ~ 30°에서 기판으로 사용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의 비결
정성 피크가 관찰되었다. 전자빔 가속에너지와 무관하게 Ag(111), (200), (220), (311) 

회절패턴이 나타났지만, In2O3의 피크는 찾을 수 없었다. 전자빔 가속에너지 700 eV 

조사 후, 30.3° 부근에서 Broad한 패턴을 가지는 In2O3(222) 피크가 검출되어 결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면거칠기(RMS)는 전자빔 조사 전 2.02 nm에서 700 eV 조
사 후 1.55 nm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빔 조사에너지에 증가에 따라 결정립 
성장과 표면거칠기 감소로 인하여 면저항이 6.73 Ω/□로 감소했고, 가시광 평균 투과
도는 83.71 %로 향상되었다. 전자빔 조사된 TAT 다층박막의 전기광학적 완성도는 
2.51 × 10-2 Ω-1로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전자빔 조사 된 TAT (30/10/30 nm) 다층박막의 굽힘 성능 분석결과 10,000번의 기판 
휨에도 면저항의 변화가 없었고, 표면에 크랙이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
빔을 이용한 표면개질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투명전극 물성향상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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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In this study, Transparent conductive Ti-doped In2O3/Ag/Ti-doped In2O3 (TAT) 
multilayer thin films on Colorless Poly-Imide(CPI) were deposited by DC/RF magnetron 
sputtering without initial heating the substrate holder. The thickness of the top and 
bottom layer thin films was fixed at 30 nm and the opto-electrical properties of 
multilayer thin films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the Ag 5, 10 and 15 nm were 
compared. The figure of merit (FOM) values were calculated to compare the 
opto-electrical properties of the TAT multilayer thin films. TAT films with a 10 nm 
thick Ag interlayer exhibited a higher than the other films, FOM at 1.71 × 10-2 Ω-1 
with a transmittance of 81.7% and sheet resistance of 7.74 Ω/□.
 TAT (30/10/30 nm) selected as the optimal thickness condition, and then the films 
were bombarded with an intense electron beam under incident energies of 300, 500 and 
700 eV for 3 min. Changes in electrical, optical, 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ultilayer thin films according to electron beam irradiation energy were considered.
 The XRD patterns showed diffraction patterns of Ag (111), (200), (220), and (311) 
planes to confirm the high crystallinity and polycrystalline of the Ag thin film 

regardless of the electron irradiation energies. And the diffraction patterns of In2O3 

did not appear. After irradiation of 700 eV, In2O3 (222) planes was detected about 

30.3° that was first observed. In atomic force microscope analysis,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as deposited TAT (30/10/30 nm) films was found to be 2.02 
nm. As the electron irradiation energy was increased up to 700 eV, the root 
mean square (RMS) roughness decreased down to 1.55 nm.
 The multilayer thin films that were electron beam irradiated at 700 eV showed a 
higher optical transmittance (83.71%) in the visible wavelength region and a lower 
resistivity (4.71 × 10-5 Ωcm) compared with the other films. In addition, carrier density 
and mobility increased as irradiated energies increased proportionally. The figure of 
merit revealed that the TAT (30/10/30 nm) films that were electron irradiated at 700 eV 
had a higher optical and electrical performance than the other films prepared.
 The TIO film and TAT multilayer deposited in the CPI substrate had no change in 
resistance to radius of curvature at 2 mm. The TIO single layer increased up to 13 
times more than the initial resistance when the radius of curvature was reduced to 1.7 
mm, whereas the resistance of TAT(30/10/30 nm) multilayer film showed an 
insignificant change. Also, TAT(30/10/30 nm) multilayer after 10,000 cycles showed 
very clean surfaces without surface cracks or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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