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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투명전극 산화막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 

TCO) 중 ITO(Indium tin oxide)의 In 희소성으로 인한 고가격, 유독성, 접착력 문

제를 대체하기 위해 불순물을 도핑한 ZnO(Zinc oxide)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 불순물을 도핑한 ZnO는 ITO보다 에칭하여 제거하기가 쉬우며 비독성이

고 수소플라즈마에 대한 내성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저온에서 성장이 가능하다. 

ZnO의 전기전도도를 높이기 위해 Al, In, Ga, B과 같은 3족 원소가 n형 dopant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Al을 사용하여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AZO(Al2O3-3wt% ZnO) 투명 전도성 재료가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ZO와 Ag를 다층 박막으로 제작하였다. AZO와 Ag를 이용한 우

수한 특성의 적층 박막을 제작하기 위해 RF/DC 마그네트론 스퍼터를 이용하였으

며, Ag 층의 두께 및 위치 변화를 통해 적층 박막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AZO 타겟

에는 RF 2.5 W/cm2, Ag 타겟에는 DC 2.0 W/cm2 전력을 인가하였다. AZO/Ag 적

층박막과 AZO/Ag/AZO 다층 박막에서 시간을 조절하여 증착율의 변화를 주었으며 

Ag의 두께를 5, 10, 15 nm로 하였다. AZO 박막의 총 두께는 100 nm로 고정하고 

모든 증착 공정은 상온에서 이루어졌다. 

XRD 측정 결과 상온에서 증착된 AZO박막에서 동일하게 ZnO(002) 방향으로의 

Peak가 확인되었고, Ag 두께가 10 nm 이상에서부터 Ag (111) 방향으로 우선 성

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면 거칠기는 AZO/Ag 박막과 AZO/Ag/AZO 박막에서 동

일하게 Ag 층이 15nm일 때 각각 1.99 nm, 1.47 nm 로 가장 낮았으며, 비저항은 두 박

막 모두 Ag 두께에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가시광 영역에서의 AZO/Ag/AZO 박막의 

투과율은 Ag 층의 막이 형성되는 두께 10nm부터 증가함에 따라 Anti-reflectance 

효과로 인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Ag 15 nm 에서가장 높은 투과율 84.7%

로 증가하였다.

AZO/Ag 적층 박막의 경우 Ag 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면저항은 562 Ω/⼝에서 

최대 5.07 Ω/⼝까지 감소하였으며, 가시광 영역의 투과도가 가장 높은 Ag 층의 두

께가 10 nm 일 때 가장 높은 1.25 × 10-2 Ω-1 Figure of merit 수치를 얻었다. 

AZO/Ag/AZO 다층 박막의 경우 또한 Ag 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면저항은 562Ω/

⼝에서 최대 2.64 Ω/⼝까지 감소하였으며, 가시광 영역의 투과도가 가장 높은 Ag 

층의 두께가 15 nm 일 때 가장 높은 7.20 × 10-2 Ω-1 Figure of merit 수치를 얻

었다. Ag층의 두께와 위치에 따른 각각의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물성을 비교한 결

과 박막의 물성변화에 Ag 층이 Inter layer로 위치할 때 더 높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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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투명 전도성 산화막(Transparent Conductive Oxide Film; TCO)은 각종 디스플

레이 장치, 예컨대 액정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LCD), 플라즈마 디스

플레이 패널(Plasma Display Panel; PDP), 유기발광 디스플레이(Organic Electro 

Luminescence Display; OLED) 등과 그 외 태양전지, 전자파 차폐막 등에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투명 전도성 산화막으로서 인듐주석산화물(Indium Tin Oxide; ITO)은 거

의 모든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박막 물질이다. ITO는 In2O3 : SnO2의 비율이 

90:10 ~ 95:5의 비율로 Sn이 도핑된 In2O3로 표시되는 산화물이다. ITO 박막은 

우수한 전기적 비저항 및 높은 투과도로 인해 이를 대체할 물질이 없을 정도로 독

보적인 위치를 점유하여 왔다. [1] 

그러나, 이러한 ITO 투명 전도성 산화막은 원료 물질인 인듐이 매우 고가이기 때

문에 제조 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매장량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 플라즈마에 

노출되는 경우 열화로 인한 특성 변화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2-5]. 또한 ZnO계 박막은 적외선 및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투과성 및 전

기 전도성과 플라즈마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며,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가능하고 

원료 가격이 저렴하여 ITO 투명 전도성 박막을 대체할 물질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투명 전도성 산화막으로서 ZnO계 박막은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ZnO계 

박막의 경우, 대기 중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산소의 영향으로 Zn과 O의 정량비

가 변함에 따라 전기적 성질의 변화가 발생하고, 고온 분위기에서 안정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Al, In, Ga, B 

등의 3족 원소가 n형 도펀트로서 도핑된 ZnO 박막을 투명 전도성 산화막으로 이용

하려는 연구를 수행해왔다.[6-9]

ITO 박막은 높은 전기 전도성과 투과도를 얻기 위해 250℃ 이상의 온도에서 증착

이 되어야 하고, 300℃이상의 후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10], 

높은 온도에서의 후 열처리는 박막의 결정화를 가져와서 표면이 거칠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에 ITO 박막을 비정질 IZO 박막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GZO(Ga2O3-ZnO) , IZO(In2O3-ZnO) 또는 AZO(Al2O3-ZnO) 등 

ITO를 대체할 TCO 물질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유리 기판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최근 유연한 디

스플레이(flexible display)를 위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터치 패널 및 향후 유리

의 무겁고 깨지기 쉬운 특성을 보완해 줄 경량 소형의 디스플레이로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분자 재료 기판에의 적용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분자 재료 기판은 수분과 산소에 민감하고 화학적으

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11]

PC, PET, PES 등의 고분자 기판을 사용한 TCO 증착은 열처리 온도에 제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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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물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TCO/metal[12], 

TCO/Oxide[13], TCO/Metal/TCO[14]등의 적층형태의 증착기술이 연구되고 있으

며, 이러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이 개선된 투명전극으로 저온증착에서도 높은 이동

도와 가시광 투광도를 갖는 In 과 Ga이 첨가된 ZnO 박막 등이 개발되어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ITO를 대체하기 위한 많은 대체재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뚜렷한 전기

적 특성의 향상을 이루지 못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ZO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Ag 금속 박

막의 활용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테크닉으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를 

이용하여 완충층(Buffer layer)과 중간층(Inter layer)로 Ag 층을 AZO 박막과의 적

층형태로 증착하여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Hall효과 측정기 그리고 자외선-가시광 

분광기 이용하였고, X선 회절 분석기(X-ray Diffraction : XRD), 원자간력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 AFM)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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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TCO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투과시켜 사람의 눈에 투명하게 보이는 동시에 전기전도도

가 좋은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재료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보이

는 재료가 Oxide Semiconductor 물질이기 때문에 Oxide가 붙는다. 보통은 줄여서 

TCO(Transparent Conductive Oxide), 우리말로 투명전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도 한다.

투명 전도성 재료로써 Au, Ag, Cu 등의 금속 박막과 인듐 산화물 (In2O3) 및 산화

아연 (ZnO)계의 금속 산화물 반도체 박막 재료를 들 수 있으나, 금속은 전기비저항

과 광투과율이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원하는 투과율과 비저항을 동시에 얻기 어

려우며 외부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주로 박막으로 응용되

는 TCO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명한 특성을 보이는데, 일반적인 TCO의 경우 자

외선 영역의 파장은 빛이 박막재료의 band gap 이상의 에너지를 가짐으로써 재료 

내부에서 전자를 여기 시키는데 사용되어 빛의 흡수가 일어나고, 적외선 영역의 파

장은 plasma frequency보다 높은 파장이 되어 반사된다. plasma frequency는 광

전자 주파수(frequency)에 따른 유전체 내에서의 자유전자 응답속도로부터 규정되

는데 전도전자의 plasma frequency는 투명 전도재료의 광학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plasma frequency 보다 높은 주파수(단파장)의 빛에 대해서 전자는 빛과 

상호작용이 없어 투명한 유전체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plasma frequency 보

다 낮은 주파수(장파장)의 빛은 반사하게 된다. 일반적인 투명 전도막의 plasma 

frequency는 적외선 파장 근처에 위치하고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투명도

를 유지한다. 따라서 plasma frequency는 가시광선 주파수보다 낮을수록 광 투과

도에 유리하며 이것은 재료의 band gap 에너지가 충분히 커야함을 의미한다.  

현재 투명 전도성 산화물은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높은 광전소자 재료로 실리콘 

반도체와 같은 n-type과 p-type의 특성을 보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면저항의 크

기에 따라 전자파 차폐, 정전기 방지막 등의 기능성 박막과 터치패널, LED, 평판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투명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광전 소자

의 투명전극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투명 전극은 면 저항의 크기에 따라 Fig.2-1에 

나타낸 것처럼 정전기 방지막, 터치패널, 광전소자용 투명 전극 등으로 응용 분야가 

다르다. 여러 광전 소자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투명전극은 소자에서의 전류 주입 

및 추출, 전압 인가, 빛의 투과 및 흡수를 결정하는 핵심 구성 요소이다[15-17]. 

광전 소자에 사용되는 투명 전극은 낮은 면저항과 높은 광학적 투과도를 얻기 위해 

1020cm-3 이상의 높은 캐리어 농도와 3 eV 이상의 band gap이 요구된다.



- 4 -

Figure 2-1. TCO 박막의 사용 예

2-2. AZO 박막의 특성

AZO는 Zinc-oxide 화합물에 Aluminium (Al)이 첨가된 형태의 화합물이다. c = 

5.21Å , a = 3.25Å 인 wurtzite 결정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산소 이온이 

hexagonal site에 위치하고 아연 이온이 tetrahedral interstitial site에 위치한다. 

c-축 방향으로의 압전성이 뛰어나며, 넓은 범위의 비저항을 갖는 재료로 SWA 

filter 등의 압전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ZnO 박막은 결정학적 물성과 광학

적 물성 그리고 전기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부품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ZnO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 투과도가 좋은 II-VI 족 n-형 반도체로 그 자체의 특

성으로 전기 광학적 소자로 사용이 검토 되고 있다. 즉, ZnO 박막은 실온에서 광 

밴드갭 에너지가 3.37 eV(368 nm)이고 exciton binding energy 는 60 meV로 

ZnSe와 GaN와 비교하였을 때 더 큰 값을 가지고, 때문에 무기 발광소자로서 응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AZO 투명전도막의 전기전도 메카니즘은 Zn 침입형 원자 및 산소공공

과 같은 격자결함에 의한 도너의 생성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고저항체

로서 높은 비저항을 갖는 벌크 상태의 ZnO는 박막화 과정에서 Zn과 O의 비율이 

1:1을 벗어나 비화학양론적인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Zn 침입형 원자나 산소공공과 

같은 결합들을 결정 내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결정 결함들은 이온화 반응을 거

쳐 전자를 생성하여 전기전도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에 인위적으로 Al2O3를 첨가하

면 반도성 입자 또는 입계에 Al-3이온으로 도핑되어 도너로 기여하게 되므로 ZnO

입자내의 도너 상태 밀도를 증가시켜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투명

전도성 박막은 기판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성이 달라지며, 고이동도를 위해서

는 계면에서의 결정성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AZO박막은 

기판물질에 따른 의존성이 있으며, 기판물질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막을 

증착하기도 한다.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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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uffer layer의 역할

  현재까지 유리기판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나 최근 유연성을 갖는 

표시소자에 적용하기 위함과 향후 유리의 무겁고 깨지기 쉬운 특성을 보완 해줄 경

량 소형의 Display로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분자재료

기판의 적용 연구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21]. 고분자재료 기판은 수분과 산

소에 민감하고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Display용 고분자 기판의 기체 차단 

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유기 EL에 사용되는 유기물들은 수분

과 산소에 노출될 경우 고유의 전기, 화학적 기능을 쉽게 상실할 뿐만 아니라, 계면

에서의 접착력 저하에 의한 금속 전극 박리와 같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

서 고분자재료 표면을 매끈하게 하고 수증기와 산소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Buffer 

layer가 필요하다. 무색, 투명하고 기판과 박막 간의 접합력을 증대시키는 Buffer 

layer는 고분자재료 기판의 변형에 의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궁극적으로 박막의 

박리나 크랙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2-3-1. Metal 박막의 특성

금속기반의 투명전도막의 예를 들면 Au, Ag, Cu, Pt, Re, Al, Fe, Ni 등에 의해서

도 가능하나 전기적 특성에 의해 Au, Ag, Cu가 주로 연구되고 있다.

Au, Ag, Cu의 3가지 물질의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흡수율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래 

제시되어 있다. Ag가 가장 흡수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d 오비탈의 구

조차이에 기인한다. Au의 경우 blue파장의 흡수율이 높음으로 인해 반사는 적색계

열의 파장을 반사하게 되며, 투과는 녹색 계열의 파장을 투과하게 되어 전체적인 

반사색상은 금빛이 된다. Cu의 경우 Au에 비해 적색계열의 파장을 더 흡수하므로 

투과색상은 분홍, 반사색상은 적색이 되며 Ag의 경우 전체적으로 흡수율이 낮아 무

채색 계열의 색상을 나타나게 된다.

최근 더 좋은 전기전도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Single Ag layer 구조를 반복하여 

double Ag layer 구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double Ag layer구조는 layer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single Ag layer 구조에 비해 투과율은 낮아지지만 면저항은 

2배로 좋으며, 근적외선 영역에서의 반사율이 높으므로 인해 선택적 태양광 조절유

리로 사용되며 좋은 전기전도도로 인해 자동차용 서리 제거용 발열유리 및 glass 

안테나, 디스플레이용 투명전극, 전자파 차폐유리(EMI)로도 사용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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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간층 박막의 특성

산화물/중간층/산화물 구조는 산화물 박막과 중간층(금속) 박막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도성과 투과율 향상을 시킨 박막이다. 주로 산화물 박막을 반사방지층

(Anti-reflection layer)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산화물 박막이 광학적으로 광흡수가 

낮고, 표면반사를 억제시키며 고굴절률(n>2)을 가지기 때문이다. 적외선 반사층(IRF 

reflection layer)으로는 금속을 이용한다. 금속은 적외선 영역에서 높은 반사율을 

가지며 낮은 굴절률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금속 종류로는 Ag, Au, Cu, Al이 있는

데, 그 중 Ag는 전기전도도가 우수하고, 가시광 투과율도 높아 주로 사용되고 있지

만,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변색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긁힘 현상 때문에 반

사율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Ag 상부에 치밀하고 투명

하면서 동시에 Ag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산화물 박막을 Sandwich 형으로 적층한다. 

2-4. 스퍼터링 (Sputtering)

  스퍼터링(Sputtering) 현상은 1852년 Grove에 의하여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재

는 여러 가지 박막의 형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스퍼터링은 높은 에너

지(>30eV)를 가진 압자들이 타겟에 충돌하여 타겟 원자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줌

으로써 타겟 원자들이 방출되는 현상이다. 만일 충돌하는 입자들이 양의 이온

(Positive-ion)이라면 Cathodic sputtering 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스퍼터링은 

Cathodic sputtering 이다. 보통 스퍼터링에는 양의 이온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

유는 양의 이온은 전장(Electric field)을 인가해 줌으로써 가속하기가 쉽고, 또한 

타겟에 충돌하기 직전 타겟에서 방출되는 Auger 전자에 의하여 중성화되어 중성원

자로 타겟에 충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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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스퍼터링의 원리

Figure 2-2. Synopsis of the interaction events occuring at and near the 

target surface during the sputtering process

스퍼터링(Sputtering) 현상은 1852년 Grove에 의하여 처음 발견되었으며[22],  

높은 에너지(> 30 eV)를 가진 입자들이 박막형성에 기여하는 target에 충돌하여 

target 원자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줌으로써 target 원자들이 방출되어 박막을 형

성하는 현상이다. 스퍼터링은 이온의 가속, 이온의 타겟으로의 충돌, 그리고 타겟 

원자 방출의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입사하는 이온은 상당히 큰 에너지

(20~30eV)를 가지고 있어야만 타겟 원자를 방출 시 킬 수 있는데, 이는 곧 스퍼터

링이 일어나기 위한 문턱 에너지(Threshold energy)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보통 금속 원자 한 개가 승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3~5eV인데, 이에 비

하면 20~30eV는 상당히 큰 값이다. 이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고 극히 

일부의 에너지만이 스퍼터링에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턱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입사하는 이온들은 타겟 원자들을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시키거나

(변위 유발) 타겟 원자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확산시킬 수 있다. 스퍼터되어 나간 원

자의 주변에 있던 원자들도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되거나 확산되기도 한다. 낮은 에

너지를 가진 입사 이온들은 Binary 또는 Ternary collision을 통하여 타겟 표면으

로부터 산란된다. 산란된 이온의 비율은 이온의 에너지, 이온 질량 mi에 대한 타겟 

원자의 질량 mt의 비에 좌우된다. mt/mi의 비가 1에서 10으로 증가함에 따라 

Fraction은 0.01에서 0.25로 증가한다[23]. 예를 들어 500 eV의 에너지를 갖는 

Ar 이온이 Ti 및 Au 원자들에 충돌할 경우 Scattering coefficient는 각각 0.01과 

0.18이다. 고체 표면에서의 이온의 탄성 충돌 현상은 low energy ion scattering 

spectroscopy를 이용한 표면 분석에 이용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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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Interaction of ions with target 

surface

  모든 입사된 이온들은 타겟 표면에서 중성 원자로 되며, 중성 입자로써 산란되면

서  타겟 표면의 원자층에 변형을 일으키면서 점차 그들의 에너지를 잃는다. 동시

에 타겟 원자들에 의하여 산란된다. 입사된 입자들 중 몇몇은 타겟으로부터 방사

(Emit)되기도 한다. 입사된 입자에 의하여 제자리에 이탈되었던 타겟 원자들의 일

부는 타겟 표면으로 확산하거나 그들의 에너지가 결합에너지를 극복할 정도로 매우 

큰 경우에는 스퍼터링된다. 이때 타겟 원자들끼리도 운동량을 교환하기도 한다. 한

편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진 이온들은 타겟 표면에서 중화되어 타겟 내부로 주입

(Implant) 되기도 한다. 타겟에서 스퍼터되어 떠나가는 원자들은 활성화된 또는 이

온화된 상태로 타겟을 떠나기 때문에 반응성(Reactive) 스퍼터링이 가능하다. 처음

에는 타겟 내부로 주입되었던 이온(중성 원자)은 타겟이 스퍼터되면서 닳게 되기 때

문에 결국 타겟으로부터 스퍼터되어 방출된다. 이와 같은 원리는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및 AES(Auger Electron Spectroscopy)의 depth profile 에 

이용된다.

2-4-2. DC sputtering

DC 스퍼터링은 diode 스퍼터링 또는 cathode 스퍼터링이라고도 하며, 증착 속도

는 기체의 압력과 전류 밀도에 의존한다. 

DC sputtering은 장비 설치와 조작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낮은 증착 속

도, 높은 기판 온도(target으로부터의 다량의 열이 방출되어 기판을 가열), 전자의 

입사에 의한 기판의 손상, 에너지의 비효율성, 높은 작업 압력(working pressure)

으로 인하여 박막의 순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Target은 주로 고체이나 특별한 경우 분말이나 액체(liquid)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원 또는 다원계의 target을 사용할 수 있으나 target은 반드시 전도체

(conductor)여야 한다. 또한 target에 공급된 에너지의 75 ~ 95%가 냉각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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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므로 target의 열전도성도 중요하다.

스퍼터 가스로는 보통 Ar이 사용된다. 전장의 인가에 의하여 가속된 전자가 Ar 가

스와 충돌하여 Ar 이온을 생성하며, 이를 통하여 더 많은 전자가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전자가 다시 전장에 의하여 가속되어 Ar 이온을 만들면서 glow discharge

가 계속 유지된다. 전자는 anode (기판)으로 이동하며, 이온은 cathode로 이동하며 

이를 통하여 current flow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온이 target에 충돌할 때, target 원자가 튀어나옴과 동시에 2차 전자가 target

으로부터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성된 2차 전자는 glow discharge에 이용되며 glow 

discharge를 유지하게 해준다.

Target으로부터 튀어나온 원자는 무질서하게 날다가 기판에 응축되기도 하는데, 

이때 박막이 형성되는 것이다. 전압(V)은 전류(I)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며, 전압과 전

류와의 관계는 기체의 압력이 결정한다. 스퍼터되는 속도는 target에 충돌하는 이온

(중성 원자)의 개수 및 에너지와 sputter yield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온 에너지는 

전압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 스퍼터 속도는 sheath voltage에 의존하게 된다. 

Glow discharge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0.1 ~ 2.0 mA/cm2의 전류 밀도가 필요한데

(1 mA/cm2의 이온 current는 6 x 1015 singly charged ion/cm2을 의미), 이를 위

해서는 대략 300 ~ 5000 V의 전압이 필요하다.

기체의 압력은 glow discharge의 유지와 박막의 증착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기

체의 압력이 너무 낮으면 cathode sheath가 넓어져서 이온들은 target으로부터 멀

리 떨어진 곳에서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이온들이 챔버벽(chamber wall)에 충돌

해서 중성 원자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자의 평균 자유 행로(mean free 

path)가 커서 중성 원자들과 충돌해 새로운 이온과 전자를 만들기가 어렵고, anode

에서 소비되는 전자도 이온 충돌에 의하여 발생하는 2차 전자로 보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온화되는 효율이 낮아 스스로 glow discharge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진

다. 이는 glow discharge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로 요구되는 압력(lower 

pressure limit)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전압에서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면 

전자의 평균 자유 행로는 감소하여 더 많은 이온과 전자들이 생성되어 더 많은 전

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glow discharge의 유지가 가능해지고 스퍼터되는 원자

의 양이 증가하여 결국 막의 증착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기체의 압력이 너무 높

아지면 입자의 평균 자유 행로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이온의 경우 충분히 가속되기 전에 자꾸 다른 입자와 충돌하여 큰 에너지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낮은 에너지로 target에 입사하기 때문에 sputter yield가 떨어지게 

된다. 한편 스퍼터되어 target을 떠난 원자 또한 평균 자유 행로가 짧아 많은 기체 

입자와 충돌할 것이다.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체의 평균 자유 행로

가 더욱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에 의한 target 원자의 산란(collisional 

scattering)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충돌의 결과 스퍼터 원자의 진행 경로는 

바뀌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target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결국 증착 속도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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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이러한 collisional scattering은 100 mTorr 이상의 압력에서 더욱 심각해

지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최적의 증착 조건을 보이는 스퍼터 압력의 범위

는 대략 30 ~ 120 mTorr가 된다. 일반적으로 증착 속도는 소비되는 파워(power)

에 비례하거나 또는 전류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전극간의 거리에 역비례한다.

2-4-2. RF magnetron sputtering

DC 스퍼터링 법은 사용하기에는 간편하지만 몇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 방전할 

때 가스의 압력이 높아서 타겟에서의 스퍼터링 원자의 가스에 의한 확산이 크기 때

문에 기판을 타겟에 근접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양극과 기판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타겟에서의 열방사 및 2차 전자 방사가 일어난다. 또 방전이 불안정하고 언

제나 감시가 필요하며 양이온에 의한 대전 때문에 절연체의 스퍼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큰 결점이 있다. 이에 비해 RF 스퍼터링 법은 방전 가스의 압력을 작게 

하여 안정적인 방전을 일으키고, 또한 절연체의 방막을 증착시키기 위하여 개발되

었다. 즉 방전상태에서는 전자의 이동도는 크며 비교적 용이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타겟에도 기판이나 다른 접지 부분에도 도달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온은 전자에 비

해서 질량이 크므로 전자처럼 많이 움직이기 어렵다. 절연체 타겟에서는 전자가 모

여 자동적으로 Negative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는데 이것을 Self-bias라고 한다. 기

판이나 그 주변에 절연체의 박막이 형성되어도 접지 부분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온은 접지 쪽에서는 넓게 분산되어 이온의 전류 밀도가 작고 역스퍼터링은 감소하

게 된다. 5~30 ㎒는 전형적인 RF 진동수 범위인데 특히 13.56 ㎒이 많이 사용된

다. 그 이유는 이 진동수가 국제적으로 플라즈마 공정에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플라즈마의 발생 및 Oscillating power source를 사용하므로 부도체 재료를 스퍼

터링할 수 있고 낮은 압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절연체 타겟은 열

전도성이 좋지 않아 열충격에 의하여 깨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금속 타겟을 가지고 반응성 증착으로 절연막을 형성시키기도 한다. RF 스퍼터링

을 이용하면 금속, 합금,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물질을 스퍼

터 증착할 수 있지만, 생성된 막이 타겟의 조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절

연막의 증착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 11 -

Figure 2-4. Simplified RF sputtering system 

그러나 이와 같은 스퍼터링의 결정의 하나는 박막의 형성속도가 늦은 이유로 공업

적 이용의 면에서는 장애가 되고 있다. 방전을 이용한 스퍼터링 법에서 박막의 형

성 속도를 빨리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온의 생성 효율을 높이는 것이 곤란한 점과 

타겟에서 스퍼터링 된 원자가 방전가스의 원자에 산란되어 기판에 도달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법이다. 이 방법으로 방전가스의 압력을 내릴 수 있고 박막 원자의 산란

을 줄일 수 있으며 이온화를 일으키는 고에너지의 전자에 타겟 근방에서의 회전 운

동을 일으키게 함과 동시에 전자를 기판 표면의 근처에서 구속하여 이온의 생성 효

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챔버 벽과 기판으로부터 스퍼터링이 감소하고 증착 

도중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판 가열이 감소한다.

Figure 2-5. Applied fields and electron 

motion in the planar magne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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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Schematic of a planar 

magnetron target

이 장치는 스퍼터링 장치와 비슷하지만 Cathode에는 영구 자석이 장착되어 타겟

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자장을 인가해 준다. 이러한 영구 자석이 장착되어 있는 

타겟을 Magnetron 타겟이라고 한다. DC 스퍼터링 장치에서 타겟에 이온이 충돌해

서 발생하는 2차 전자에 의해 Glow discharge가 유지된다. 이러한 2차 전자들은 

Cathode에 수직한 방향의 경로를 통해서 Anode로 다가간다. Magnetron 스퍼터링

에서는 자장이 타겟 표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전장에 대해서는 수직하다. 따라서 전

자는 Lorentz의 힘을 받아 선회 운동(Gyration)을 하며 가속되기 때문에 나선 운동

을 한다. 이는 타겟 근처에서 전자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 주변을 선회하

도록 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밀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이온화율이 증가한다. 이온이 

많이 생겨 Discharge 전류가 증가하고 스퍼터 속도가 향상된다. 따라서 기판에 대

한 전자의 충돌이 줄어들고, 결국 증착 속도가 향상되며 스퍼터 가능 압력도 낮출 

수 있다. 박막의 증착속도는 약 50배 정도까지 향상될 수 있으며, 증착 압력도 1 

mTorr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형적인 자장의 세기는 200~500G 이다.

Figure 2-6. Principle of the magnetron effect

Magnetron 타겟의 결점은 타겟이 균일하게 소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기

력선이 직선에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스퍼터링이 일어난다. 따라서 타겟에서 균일

한 증착속도가 얻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을 Fig. 2-13 에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agnetron 타겟은 전형적으로 ‘Racetrack'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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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tter erosion이 일어난다. 따라서 고체 원판형 타겟에서 많은 양의 낭비가 심하

고, 타겟을 가로질러 스퍼터된 원자의 밀도가 고리 모양의 분포가 된다. 이러한 증

착의 불균일성과 타겟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많은 Magnetron 

타겟들이 개발되고 있다.

스퍼터링 법에서 화합물 타겟을 이용하여 화합물 박막을 형성하는 경우 타겟에서 

날아오는 입자 중의 O 또는 O2는 기판에 충돌하여도 재증발 하기 때문에 형성된 

박막의 성분이 타겟의 화합물 성분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타겟에서 오는 

재료 물질의 원자의 부족한 부분을 방전 가스에서의 분자로 보충하는 법을 발전시

킨 것이 반응성 스퍼터링 법이다. 즉 방전가스에 적극적으로 활성가스를 혼합하면 

이온, 여기분자, 라디칼 등을 발생시켜 타겟에서 입자와 함께 기판에 충돌한다. 그

래서 주로 기판 상에서 반응을 일으켜 화합물이 형성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화

합물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화합물 타겟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금속화합물

이면 금속 타겟과 방전가스 및 활성가스를 사용해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방

법의 장점은 타겟 가공하기 쉬운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급속히 수요가 높

아진 세라믹스의 박막 등을 만들 때 세라믹스의 타겟을 사용하면 타겟의 가공의 비

용이 매우 높아진다. 또 가공성도 나쁘다. 그 점에서 금속은 비교적 싸고 가공하기

도 쉬우며 조성이나 물성의 제어가 큰 폭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유로 일반 공업 분야에서도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전자소스로는 광전자 방출, 열전자 방출, 전기장 방출 등 고체 표면에서 전자가 튀

어나오도록 하는 방법과 플라즈마 내에 있는 전자를 뽑아 쓰는 방법(hollow 

cathodes)등이 있다. 이중에서 필라멘트를 가열하여 전자를 얻는 열전자 소스와 플

라즈마를 이용한 동공 음극 플라즈마 전자 소스(hollow cathodes)가 가장 많이 쓰

이고 있다. 

열전자 소스는 가열된 고체 표면에서 고체의 고유 일함수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이 방출되어 나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열전자 소스로 가장 적합한 것은 

녹는점이 높고, 일함수가 작으며, 전자 방출 상수가 클수록 좋다. 열전자 소스는 만

들기 쉽고, 가스를 따로 흘려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필라멘트 부분

이 화학적으로 공격을 받기 쉬워 수명이 비교적 짧으며, 전력소비가 심하다는 단점

이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전자 소스로 사용하는 동공 음극 소스(hollow 

cathodes)는 다른 전자 소스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응용이 많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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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는 AZO와 Ag 적층박막의 제조에 사용한 장비는 2개의 스퍼터링 건

(Sputtering gun)이 120° 간격으로 위치한 장착된 DC/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

치이다. DC 마그네트론 스퍼터 gun에 파워를 인가하여 진공상태를 유지하면서 Ag 

완충층 및 중간층을 증착시켰다. 이렇게 증착된 완충층 및 중간층에 RF 마그네트론 

스퍼터 장치로 AZO 박막을 증착시켜 AZO/Ag, AZO/Ag/AZO 박막을 완성시켰다. 

실험에서 사용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치의 개략도는 Fig. 3-1 과 같다.

AZO 박막의 증착과정 중에 아르곤 (Ar) 가스는 연장 튜브를 이용하여 산소 가스

는 기판 바로 위에서 주입하였고 아르곤 가스는 타겟 바로 옆에서 주입하였다. 이

러한 아르곤튜브의 사용으로 챔버 내부의 압력이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곤 유량을 sccm 단위로 조절하였다. 

챔버(Chamber)는 로터리 펌프(Rotary pump)와 터보 펌프(Turbo molecular 

pump)를 사용하여 초기진공이 2.0 × 10-6 torr 이하까지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증

착되는 박막의 균일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판 하부에 회전 장치(Rotator)를 작동시

켰다.  기판과 타겟의 거리는 Manual로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Sputtering 

gas로는 고순도의 Ar(99.99%)를 사용하였다. 기체 유량 조절 장치(Mass flow 

controller, MFC)와 게이트 벨브(Gate valve) 및 스로틀 벨브(Throttle valve)를 

통해 각각의 가스유량과 진공 배기 속도 사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

며 초기 진공도와 증착공정 진공도는 컴벡트론 게이지 (Convectron gauge)와 이온 

게이지(Ion gauge)를 각각 사용하여 진공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3-1.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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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타겟 및 기판 준비

AZO 박막은 직경 2-inch의 AZO 타겟 (ZnO 97 wt%, Al2O3= 3 wt.%)을 사용하

여 증착하였고, Ag 박막은 직경 2-inch의 Ag(99.99 %) 타겟을 이용하였다. 기판

은 유리기판(Corning glass 1797)을 2 × 2 cm2의 크기로 자른 후 사용하였다. 기

판의 세척은 Acetone과 IPA(Isopropyl Alcohol), DI Water에서 각각 10분씩 초음

파 세척을 실시하였고, 이후 질소 gas로 불어 잔류 부유물을 제거 및 건조시킨 후 

장입하였다.

3-3. 박막의 증착

3-3-1. AZO와 Ag를 이용한 적층 박막의 증착

먼저, AZO와 Ag를 이용한 적층 박막 증착을 위해 스퍼터링 장치에 AZO 타겟과 

Ag 타겟, 유리 기판을 장착 한 후, 챔버의 초기진공도는 2.0×10-6 torr 로 배기하

고 Mass Flow Controller (MFC)로 아르곤 기체의 주입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대기의 노출에 의한 타겟 표면의 산화층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Ar 가스를 이

용해 2.0 W/㎠ 의 전력밀도로 5분간 Pre-sputtering을 실시하였다. 이후, Ag 증착 

공정시 2.0 W/㎠ 으로 고정시키고 트로틀 밸브를 조절하여 증착중의 진공도는 

1×10-3torr 로 유지하며 42.8 ㎚/min 의 증착 속도로 완충층을 유리 기판에 증착

하였다. 이후 AZO 박막은 초기진공도는 2.0×10-6 torr 로 배기하고 Ar 가스를 이

용해 2.5 W/㎠ 의 전력밀도로 5분간 Pre-sputtering을 실시하였다. 증착 공정 시 

전력밀도는 2.5 W/㎠ 로 고정시키고 트로틀 밸브를 조절하여 증착중의 진공도는 

1×10-2torr 로 유지하며 2.9 ㎚/min 의 증착 속도로 완충층을 유리 기판에 증착하

였다. Ag 박막은 증착률로 증착시간을 조절하여 5, 10, 15 nm의 일정한 두께를 갖

는 박막을 증착하였으며, AZO 박막은 증착률로 증착시간을 조절하여 100 ㎚ 의 일

정한 두께를 갖는 박막을 증착하였다. 타겟과 기판사이의 거리는 6 cm 로 고정하

였고, 증착온도는 상온을 유지하였으며, 박막의 균일도를 위하여 각각 10, 5 rpm 

으로 기판을 회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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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AZO Condition Ag Condition

Base pressure (Torr) 2.0 × 10-6

Deposition pressure (Torr) 1.0 × 10-2 1.0 × 10-3

AZO RF Power (W/cm²) 2.5 -

Ag DC Power (W/cm²) - 2

Ar gas flow rate (sccm) 25 10

Film thickness (nm) 100 None,5,10,15

Rotation speed (rpm) 5 10

Deposition rate (nm/min) 2.9 42.8

Table 3-1. AZO와 Ag를 이용한 적층 및 다층박막의 증착 조건

3-2. 박막의 특성 분석

3-2-1. Hall effect Measurement를 이용한 전기적 특성 분석

Hall effect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AZO와 Ag를 이용한 적층 박막의 전하밀도, 이

동도,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AZO와 Ag를 이용한 적층 박막의 전기전도도는 박막내

부에 존재하는 전하농도와 이동도의 곱으로 계산된다. 전도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

려면 캐리어 즉 전자의 농도와 이동도를 고려해야 한다. 비저항 측정에는 4-point 

probe 방법 등이 쓰이고 Hall 효과 측정에는 Van der Pauw 방법이 이용 된다

[25-26]. 두께가 일정하고 4개의 전극이 시료의 마주보는 경계 위에 있기만 하면, 

Van der Pauw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시료의 모양에 제한을 받지 않고 

두 가지 물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물질의 전도성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면저항(Sheet Resistance, Rs)은 단위

면적의 저항을 의미한다. 면저항은 일반적으로 4-point probe를 이용하여 거리가 

일정한 4개의 전극에서 중앙의 두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고 외부의 두 전극에 전류

를 측정한다. 면저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에서 은 시편의 길이, 는 시편의 폭, 는 시편의 두께를 의미한다. 위 식을 

통해 박막의 두께 d가 증가할수록 면저항 Rs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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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시편일 때에는 = 이므로  

  이다. 여기서 Rs는 표면저항(Ω/

�)이고 사각형의 크기는 무관하다. 4-point probe에는 4개의 탐침이 시편 표면 위

에 배치되는데 바깥쪽 탐침에 전류를 인가하고, 가운데 탐침에 전압을 측정하여 저

항값을 얻은 후, 보정하여 면저항 Rs값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Ecopia 사의 HMS-3000 모델을 사용하여 Hall-effect 분석을 통

한 전하농도, 이동도와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3-2-2. 박막의 결정 구조 분석

박막의 결정구조와 우선 배향성을 확인하고자 X-ray Diffraction (XRD, RIGAKU 

사의 RAD-3C 장비) 분석을 하였다. 물질에 입사된 X-선은 전자와 원자에 의한 X

선 산란(X-ray Scattering)과 결정에 의한 회절현상(Diffraction)의 영향을 받게 된

다. 결정이 규칙적인 배열을 한 원자이며 또한 X-선이 결정내의 원자 사이의 거리

와 거의 비슷한 파장을 가진 전자파 라면, 입사된 X-선은 결정 중의 각각의 원자에 

의하여 산란된 X-선이 서로 더해지며, X-선이 단색일 경우 각각의 원자에 의해 산

란된 X-선(Scattered X-ray)이 서로 간섭하여 상호 보강되는 경우 특정 방향에 강

한 회절 X-선(Diffracted X-ray)을 발생시킨다. XRD 분석법은 orientation, 

crystal phase 및 격자상수 등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써 기본 식은 

Bragg's 식으로 아래의 식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는 inter-planar spacing, 는 

diffraction angle, n은 inter 그리고 X-ray의 incident wavelength이다. XRD의 결

과는 각 피크의 intensity 대 2로 표현되며, 는 crystallographic plane 사이의 

d-spacing 값에 좌우된다.

  

이 장비에서 사용한 X-ray 소스는 Cu - K, 튜브전압은 35 kV, 튜브전류는 

20mA, 스캔 속도는 1°/Min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3-2-3. 광학적 특성 분석

  박막의 가시광 투과율을 측정하기 위해 Spectro Photoneter (Cary 5000, 

Agilent) 모델의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분광광도계(UV-VIS-NIR spectrometer) 

장비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서 측정하였다. 사용한 빛의 파장은 200~900 ㎚ 의 범

위였으며 1 ㎚ 간격(Step)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투광전극의 투과도(T)는 일반적

으로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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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 

은 반사율, 는 흡수계수, 는 박막의 두께이다. 이러한 가시광 영역에서의 높은 

투과율은 박막의 두께, 박막 층의 캐리어 농도, 증착된 박막의 표면 균일성, 박막의 

결정화, 표면 거칠기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4. 표면 거칠기 분석

투명전극용 박막의 거친 표면은 전기비저항의 증가와 가시광 흡수의 원인이 되므

로 TCO박막의 표면 거칠기는 투명전극 소재 활용에 중요한 요소이다. 원자간력현

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AFM)을 이용하여 박막의 표면 거칠기는 

Rp-v(Peak-valley roughness), Rms(Root mean square), Ra(Average roughness)

의 3가지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인다. Rp-v 값은 일정영역을 취하여 그 영역 중 가장 높

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의 차이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이 값은 기판의 거칠

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지만, 기판의 휨, 그리고 막 

두께에 의한 차이 등  관심외적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측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 Rms 

값은 기판의 단면에서 높이의 제곱치에 대한 측정수를 나누어 제곱근을 한 값이다. 

Rp-v 값이 크게 나오더라도 그 포인트의 숫자가 적으면 크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 Ra

는 거칠기 곡선에서 그 중심선의 방향에 특정길이를 설정하여 높이 차이를 측정 포인

트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Rms는 각 높이차이의 제곱의 평균을 제곱근한 값이다.

AFM이란 Force sensing tip과 Sample의 표면사이에 작용하는 원자 간의 힘에 

의한 캔틸리버(Cantilever)의 굽힘을 이용하여 원자 수준에서 물질의 표면 특성을 

힘의 3차원 Topography를 영상화하는 기구이다. AFM은 시료의 전기적인 특성과 

무관하여 도체, 반도체 및, 부도체 등 모든 시료의 분석에 적용되고 있다. AFM에는 

마이크로 머시닝으로 제조된 캔틸레버라고 불리는 작은 막대를 쓴다. 캔틸레버 끝 

부분에는 뾰족한 바늘이 달려 있으며, 이 바늘의 끝은 원자 몇 개 정도의 크기로 

매우 첨예하다.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근시키면 탐침 끝의 원자와 시료 표면의 원

자 사이에 서로의 간격에 따라 인력이나 척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장비는 Park System 사의 XE-100 모델의 원자간력 현미

경을 이용하였다. AFM 측정은 2×2 ㎛2 영역을 스캔(Scan)하였으며, 박막 표면 조

도를 제곱 평균 거칠기(Root mean square, RMS)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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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Figure of merit

Figure of merit은 투명전도막 소재의 전기적 광학적 물성을 비교 할 수 있는 척

도이다. Figure of merit의 개념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by Fraser and Cook [27]

 �



여기서 는 투과도, �는 박막의 면저항을 의미한다. 이때  ≈ exp 와 

�=


값을 대입하고 반사율(R)을 무시하면 아래와 같은 관계가 얻어진다.

  exp 

여기서 높은 값의 F가 우수한 특성의 막을 의미한다.

(2) by Haacke [28]

Haacke은 Figure of merit 의 계산 시 투과도에 보다 비중을 두어 상대적으로 두

꺼운 막에서 높은 값을 얻었다. 식은 아래와 같다.

 �


   

(3) by Iles ans Soclof [29]

앞의 두 가지 경우 모두 막의 두께에 의존한 반면 이들은 막의 두께에 무관한 식을 

유도하였다.

 �

여기에 앞에서 언급한 � 와  의 근사식을 대입하고  가 1보다 무한히 작다고 

가정하면 위의 식은 두께에 무관한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


≈ 



이 경우 낮은 값이 우수한 특성의 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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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Ag 두께변화에 따른 AZO/Ag 적층 박막의 특성

4-1-1. AZO/Ag 박막의 XRD 회절 분석

Fig. 4-1 에 AZO 박막과 AZO/Ag 적층박막의 X선 회절패턴을 나타내었다. 기판

가열 없이 상온에서 증착된 AZO 단층박막과 AZO/Ag 박막에서 ZnO(002)회절피크

가 검출되었으며, AZO/Ag 15nm 박막에서는 Ag(111) 회절피크도 검출되어 15nm 

두께의 Ag 박막이 결정질로 성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Ag 15nm 완충박막

의 단층 성막화는 S. Kim[30]의 선행보고 된 TiO2/Ag/TiO2 박막의 물성연구 결

과와 유사함을 보였다. Ag 완충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AZO박막에서 검출된 

ZnO(002) 회절피크의 반가폭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결정립이 성장하여 Ag 완충층

이 상부 AZO 박막의 결정화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1. Ag 두께에 따른 AZO/Ag 적층박막의 XRD 분석

(a) AZO 100 nm, (b) AZO 100 nm/Ag 5 nm, (c) AZO 100 nm/Ag 10 nm, 

(d) AZO 100 nm/Ag 1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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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Thickness [nm] RMS [nm]

0 2.66

5 4.01

10 2.78

15 1.99

4-1-2. AZO/Ag 적층박막의 표면 거칠기 분석

박막의 표면 형상은 전기적 성질과 광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본 

실험에서는 원자간력 현미경을 이용하여 비접촉모드(Non-Contact Mode)로 2 × 2 

㎛2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Fig. 4-2는 Ag 두께에 따른 AZO 적층 박막과 AZO/Ag 

다층 박막의 표면 RMS 거칠기의 변화를 3차원이미지로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4-1은 AZO 단층 박막과 AZO/Ag 적층 박막의 표면 RMS 거칠기 값을 나

타내었다. AZO 단층 박막의 거칠기는 2.66 nm 이었으며, 버퍼층에 Ag가 들어가면

서 AZO 단층 박막보다 더 거친 RMS 값을 나타내다가 감소하였다. 이는 버퍼층인 

Ag가 island형으로 형성되어 상부 AZO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30]. Ag 두께가 10 nm 까지 AZO 단층 박막보다 거칠기가 증가한 값을 나타내었

으며, Ag 두께가 15 nm 에서는 가장 낮은 거칠기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하부 Ag 

완충층의 결정화에 의한 AZO 박막의 평탄화 향상으로 표면거칠기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1. Ag 두께에 따른 AZO/Ag 적층박막의 거칠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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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2. Ag 두께에 따른 AZO/Ag 박막의 표면 RMS 거칠기 변화

(a) AZO 100 nm, (b) AZO 100 nm/Ag 5 nm, (c) AZO 100 nm/Ag 10 nm, 

(d) AZO 100 nm/Ag 15 nm

4-1-3. AZO/Ag 적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분석

Table 4-2 그리고 Fig. 4-3에 Ag 두께변화에 따른 AZO 및 AZO/Ag 적층 박막

의 전기적 특성변화를 나타내었다. AZO/Ag 적층 박막에서 Ag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하농도는 증가하였다. Ag가 가지고 있는 자유 전자에 의한 전하 농도의 증

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저항은 계속 감소하여 Ag 15 nm 일 때, 가장 낮은 

5.83 × 10-5 Ωcm 값을 보였다. 이동도는 거칠기와 같은 경향성으로 Ag 15 nm 

일 때 가장 좋은 6.44 cm2/Vs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AZO/Ag 적층박막의 전기전

도도는 Ag층 두께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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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thickness 

[nm]

Carrier 

Concentration 

[/cm3]

Mobility 

[cm2/Vs]

Resistivity

[Ωcm]

0 2.75 × 1020 4.04 5.62 × 10-3

5 5.79 × 1021 2.01 5.38 × 10-4

10 1.22 × 1022 4.04 1.31 × 10-4

15 1.66 × 1022 6.44 5.83 × 10-5

Table 4-2. Ag 두께에 따른 AZO/Ag 적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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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Ag 두께에 따른 AZO/Ag 적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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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AZO/Ag 적층박막의 광학적 특성 분석

Fig. 4-4에 Ag 두께에 따른 AZO 단층 박막 및 AZO/Ag 적층 박막의 가시광 

(380~780 nm) 평균투과율을 나타내었다. AZO 단층박막의 가시광 투과도는 81.5 

% 이고, Ag 층이 15 nm 일 때 가장 낮은 74.7 % 광 투과도를 보였다. 반면 10 

nm 일 때 가장 높은 82.2 % 광 투과도를 보였다. 이는 Ag 층이 5 nm 일 때는 

island인 상태로 빛이 scattering 되어서 오히려 광 투과도가 더욱 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10 nm 가 되었을 때 Ag 한 층의 박막이 형성되어 광 투과도가 

가장 높았고, 그 이상의 두께에서는 금속 박막 자체에서의 광 흡수의 증가로 투과

도가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 4-4. Ag 두께에 따른 AZO/Ag 박막의 가시광 영역에서의 평균 투과율

(a) AZO 100 nm, 81.5 % (b) AZO 100 nm/Ag 5 nm, 78.7 % 

(c) AZO 100 nm/Ag 10 nm, 82.2 % (d) AZO 100 nm/Ag 15 nm, 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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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thickness 

[nm]

Sheet Resistance 

[Ω/⼝]

380-780 nm 

Transmittance 

[%]

Figure of Merit 

[Ω-1]

0 562 81.5 2.30 × 10-4

5 53.8 78.7 1.69 × 10-3

10 11.7 82.2 1.25 × 10-2

15 5.07 74.7 9.28 × 10-3

4-1-5. AZO/Ag 적층박막의 Figure of merit

투광성전기전도막은 낮은 비저항과 가시광영역대에서의 높은 투과율을 요구한다. 

그러나 박막의 광학적 성질은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넓은 에너지 갭을 요구하나 

이는 전기적 성질에서 전기전도에 기여하는 전하 밀도가 감소하므로 서로 배타적인 

성격이다.

이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전기 전도도와 투과율을 가지는 투과성 전기전도막을 

제작하기 위해 Figure of merit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 중, Haacke[28]에 의해 

정의된 Figure of merit은 투광성전기전도막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T는 가시광영역의 평균투과도이며 Rsh는 면저항 값이다. 계산된 값이 높을수록 그 

성능이 우수함을 말해준다. Table 4-3에 박막의 두께 및 구조 변화에 따른 AZO 

및 AZO/Ag 적층박막의 FOM 수치를 나타내었다. FOM 비교 결과 AZO 100 

nm/Ag 10 nm 박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완성도(1.25×10-2 Ω-1)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4-3. Ag 두께에 따른 AZO/Ag 적층박막의 Figure of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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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g 두께변화에 따른 AZO/Ag/AZO 다층 박막의 특성

4-2-1. AZO/Ag/AZO 다층박막의 XRD 회절 분석

Fig. 4-1 에 AZO 박막과 AZO/Ag/AZO 다층박막의 X선 회절패턴을 나타내었다. 

기판가열 없이 상온에서 증착된 AZO 단층박막과 AZO/Ag/AZO 다층박막에서 또한 

동일하게 ZnO(002)회절피크가 검출되었으며, AZO/Ag/AZO 다층박막 15nm 박막에

서는 강한 Ag(111) 회절피크도 검출되어 15nm 두께의 Ag 박막이 결정질로 성장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Ag 15nm 완충박막의 단층 성막화는 AZO/Ag 적층

박막의 물성과 동일하게 S. Kim[30]의 선행보고된 TiO2/Ag/TiO2 박막의 물성연

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였다. Ag 중간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AZO박막에서 검출된 

ZnO(002) 회절피크의 반가폭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결정립이 성장하여 Ag 중간층

이 상부 AZO 박막의 결정화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6. Ag 두께에 따른 AZO/Ag/AZO 다층박막의 XRD 분석

(a) AZO 100nm, (b) AZO 50nm/Ag 5 nm/AZO 50nm, 

(c) AZO 50nm/Ag 10/AZO 50nm, (d) AZO 50nm/Ag 15 nm/AZO 5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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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Thickness [nm] RMS [nm]

0 2.66

5 5.18

10 2.21

15 1.47

4-2-2. AZO/Ag/AZO 다층박막의 표면 거칠기 분석

Fig. 4-2는 Ag 두께에 따른 AZO 적층 박막과 AZO/Ag/AZO 다층 박막의 표면 

RMS 거칠기의 변화를 3차원이미지로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4-1은 AZO 단층 박막과 AZO/Ag/AZO 다층 박막의 표면 RMS 거칠기 값

을 나타내었다. AZO 단층 박막의 거칠기는 2.66 nm 이었으며, 중간층에 Ag가 들

어가면서 AZO 단층 박막보다 더 거친 RMS 값을 나타내다가 감소하였다. 이는 중

간층인 Ag가 island형으로 형성되어 상부 AZO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료

되며, Ag 두께가 10 nm 가 형성되고 난 이후, AZO 단층 박막보다 거칠기가 감소

하였으며, Ag 두께가 15 nm 에서는 가장 낮은 거칠기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Ag 

10 nm 일 때 보다 Ag 15 nm 일 때 결정립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Table 4-4. Ag 두께에 따른 AZO/Ag/AZO 다층박막의 거칠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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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7. Ag 두께에 따른 AZO/Ag/AZO 다층박막의 표면 RMS 거칠기 변화

(a) AZO 100nm, (b) AZO 50nm/Ag 5nm/AZO 50nm, 

(c) AZO 50nm/Ag 10nm/AZO 50nm, (d) AZO 50nm/Ag 15nm/AZO 5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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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thickness 

[nm]

Carrier 

Concentration 

[/cm3]

Mobility 

[cm2/Vs]

Resistivity

[Ωcm]

0 2.75 × 1020 4.04 5.62 × 10-3

5 1.54 × 1022 1.94 2.09 × 10-4

10 2.08 × 1022 4.21 7.13 × 10-5

15 4.01 × 1022 5.12 3.04 × 10-5

4-2-3. AZO/Ag/AZO 다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분석

Table 4-2 그리고 Fig. 4-3에 Ag 두께변화에 따른 AZO 및 AZO/Ag/AZO 다층

박막의 전기적 특성변화를 나타내었다. AZO/Ag/AZO 다층 박막에서 Ag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하농도는 증가하였다. Ag가 가지고 있는 자유 전자에 의한 전하 

농도의 증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저항은 계속 감소하여 Ag 15 nm 일 때, 가

장 낮은 3.04 × 10-5 Ωcm 값을 보였다. 이동도는 거칠기와 같은 경향성으로 Ag 

15 nm 일 때 가장 좋은 5.12 cm2/Vs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AZO/Ag/AZO 다층박

막의 전기전도도는 Ag층 두께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5. Ag 두께에 따른 AZO/Ag/AZO 다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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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Ag 두께에 따른 AZO/Ag/AZO 다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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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AZO/Ag/AZO 다층박막의 광학적 특성 분석

Fig. 4-4에 Ag 두께에 따른 AZO 단층 박막 및 AZO/Ag/AZO 다층 박막의 가시

광 (380~780 nm) 평균투과율을 나타내었다. AZO 단층박막의 가시광 투과도는 

81.5 % 이고, Ag 층이 5 nm 일 때 가장 낮은 70.0 % 광 투과도를 보였다. 반면 

15 nm 일 때 가장 높은 84.7 % 광 투과도를 보였다. 이는 Ag 층이 5 nm 일 때는 

island인 상태로 빛이 scattering 되어서 오히려 광 투과도가 더욱 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15 nm 가 되었을 때 Ag 한 층의 박막이 형성되면서 가시광 투

과율이 높은 상부 AZO 박막의 층을 투과한 빛이 가시광 투과율이 낮은 금속층을 거

쳐 다시 하부 AZO 박막 층을 투과함으로서 전체 투과율을 증가시켜 Anti-reflection 

코팅의 효과로 광 투과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4-9. Ag 두께에 따른 AZO/Ag/AZO 다층박막의 가시광 영역에서의 평균 

투과율

(a) AZO 100 nm, 81.5 % (b) AZO 50 nm/Ag 5 nm/AZO 50nm, 70.0 % 

(c) AZO 50 nm/Ag 10 nm/AZO 50nm, 78.3 % (d) AZO 50 nm/Ag 15 nm, 

/AZO 50nm,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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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thickness 

[nm]

Sheet Resistance 

[Ω/⼝]

380-780 nm 

Transmittance 

[%]

Figure of Merit 

[Ω-1]

0 562 81.5 2.30 × 10-4

5 19.9 70.0 1.42 × 10-3

10 6.48 78.3 1.34 × 10-2

15 2.64 84.7 7.20 × 10-2

4-2-5. AZO/Ag/AZO 다층박막의 Figure of merit

Table 4-3에 박막의 두께 및 구조 변화에 따른 AZO 및 AZO/Ag/AZO 다층박막

의 FOM 수치를 나타내었다. FOM 비교 결과 AZO 50 nm/Ag 15 nm/ AZO 50 

nm 박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완성도(7.20×10-2 Ω-1)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4-6. Ag 두께에 따른 AZO/Ag/AZO 다층박막의 Figure of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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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RF/DC Magnetron Sputter를 이용하여 유리기판에 AZO와 Ag를 

이용한 다층 박막을 증착하고, Ag 박막의 두께 및 위치에 따른 AZO/Ag 박막과 

AZO/Ag/AZO  박막의 각각 구조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 변화를 비교 고찰하였다. 

1) 상온에서 증착된 AZO/Ag 적층 박막은 Ag 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하게 

전하농도가 증가하고 비저항이 감소하였다. Ag 두께가 15 nm 일 때 표면거칠기는 

가장 낮았고, Ag 의 두께가 10nm 일 때, 투과도는 가장 높았다. Ag 완충층의 두께

가 15 nm 되면서 완충층의 결정화에 의한 AZO 박막의 평탄화 향상으로 표면거칠

기가 감소하였다. 이를 토대로 Figure of merit 수치를 비교한 결과 100 nm 두께

를 갖는 단일 AZO 박막은 2.30 × 10-4 Ω-1 을 나타내었으며, AZO 100 nm/Ag 

10 nm 적층구조를 갖는 박막이 1.25 × 10-2 Ω-1 수치를 나타내어 보다 높은 전기

적, 광학적 물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2) 상온에서 증착된 AZO/Ag/AZO 다층 박막의 경우, Ag 층의 두께에 따라 전하 

농도 및 비저항이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구조적으로 Ag 중간층의 두께가 증가됨에 

따른 상대적 결정립이 성장하여 상부 AZO 박막의 결정화에 기여하였다. 표면거칠

기는 Ag 중간층의 두께가 15nm 되면서 중간층의 결정화에 의한 AZO 박막의 평탄

화 향상으로 표면거칠기가 감소하였으며, 가시광 영역의 투과도의 경우 Ag 중간층

의 Anti-reflection 코팅의 효과로 광 투과도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 결

과로 단일 AZO 박막과 AZO/Ag/AZO 다층박막과의 전기적, 광학적 물성 비교를 위

해 Figure of merit 수치를 비교한 결과, Ag 중간층이 15 nm 일 때 가장 높은 

7.20 × 10-2 Ω-1 값을 나타내었다.

AZO 박막에 적절한 Ag 두께와 위치변화는 따른 박막의 표면 특성 및 전기적, 광

학적 물성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Ag 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기적 

특성이 동일하게 증가하였으나, Ag 층이 중간층으로 역할을 할 때 더 좋은 광학적 

특성을 보임에 따라 Ag 층이 중간층일 때 더 좋은 물성 향상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물성향상을 위한 TCO 재료들의 열처리 제어 문제 해결을 위해 금속 

박막 층의 적층공정으로 ITO 대체 재료 및 좋은 물성을 갖는 전극에 대한 공정 개

발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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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Different Position and Thickness 

of Ag layer on the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AZO films

Tae-Young Eom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Al doped ZnO (AZO) single layer, AZO/Ag bi-layered films and Ag 

intermediated AZO/Ag/AZO films were deposited on the glass substrates by 

radio frequency and direct current magnetron sputtering and then the effect 

of Ag buffer layer and inter layer on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films was investigated. The thicknesses of AZO whole layer was kept as 

100nm, while Ag buffer layer and inter layer were varied from 5 to 15nm.

The resistivity of the AZO/Ag films with 15 nm thick Ag buffer layer 

decreased the lowest 5.83 x 10-5 Ω cm. The highest optical transmittance of 

82.2 % was also observed in that films with 10 nm thick Ag buffer layer. 

The figure of Merit reached a maximum of 1.25 x 10-2 Ω-1 for 10 nm thick 

Ag buffer layer.

The resistivity of the AZO/Ag/AZO films with 15 nm thick Ag inter layer 

decreased the lowest 3.04 x 10-5 Ω cm and the highest optical transmittance 

of 84.7 % was also observed in that films. The figure of Merit reached a 

maximum of 7.20 x 10-2 Ω-1 for 15 nm thick Ag inter layer.

It is concluded that the more effectiv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Ag 

intermediated 15 nm thickness in AZO/Ag/AZO films than AZO/Ag (10nm Ag 

buffe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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