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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표적인 투명전도성 산화물인 ITO 박막은 높은 가시광 투과율과 낮은 비저항으

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인듐(In) 회소성에 따른 가격상승과 화학적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대체 투명전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ZnO와 SnO2의 화합물

인 ZTO는 인듐 또는 갈륨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고 독성이 없으며,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쉽게 산화되지 않는다. 또한 물리적인 특성도 우수하므로 흠

집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In2O3의 효율적인 대체제로 개발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상온증착 된 ZTO 박막은 투명전극으로 사용하기에는 높은 비저항과 낮은 

가시광 투과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ZTO와 Ag를 적층 및 다층 박막으로 제작하였다. 우수한 특성의 

ZTO 박막과 Ag 박막을 제작하기 위해 DC/RF 마그네트론 스퍼터를 이용하였으며, 

증착 후 급속열처리를 통해 박막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ZTO 타겟에는 RF 2.5 

W/cm2, Ag 타겟에는 DC 2.0 W/cm2 전력을 인가하였다. Ag 성막위치를 달리하여 

ZTO/Ag, Ag/ZTO 적층박막과 ZTO/Ag/ZTO 다층박막을 제작하였으며, 모든 공정

은 상온에서 이루어졌다. 최적의 조건을 가지는 박막을 제작한 후 1×10-3 torr에서 

급속열처리(Rapid Thermal Annealing, RTA)를 통하여 우수한 특성의 

ZTO/Ag/ZTO 박막을 제작하였다. 

XRD 측정 결과 상온에서 증착된 ZTO 박막은 비정질 상으로 확인되었으며, Ag 

두께가 15 nm 에서는 Ag (111) 방향으로 우선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막의 

가시광 투과도 및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박막의 표면거칠기가 ZTO 단층과 

15nm두께의 Ag 박막을 채용한 ZTO/Ag, ZTO/Ag/ZTO, Ag/ZTO 중 

ZTO/Ag/ZTO 적층박막에서 가장 평탄한 표면거칠기가 측정되었다. ZTO 단층박막

보다 Ag 박막이 삽입된 ZTO 박막들이 급격히 낮아진 비저항을 보였으며, Ag/ZTO 

박막이 가장 낮은 비저항을 보였다. 가시광 영역에서의 ZTO/Ag/ZTO 박막의 투과

율은 Ag 층간박막에 따른 anti-reflectance 효과로 인해 ZTO 단층박막의 81.8에

서 82.5%로 증가하였다. 

최적의 조건인 ZTO 50 nm/Ag 15 nm/ZTO 50 nm 의 박막을 급속열처리를 실시

하여 전기적, 광학적 특성 개선 효과를 고찰하였다.  ZTO/Ag/ZTO 박막의 가시광 

투과도는 81.7%였고, 300℃ 급속열처리 이후 82.8%로 증가하였다. 면저항은 4.88 

Ω/� 였으나 300 ℃ 열처리 후 3.64 Ω/� 로 감소하였다. 

투명전극용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FOM 수치 비교에서, 상온

에서 증착된 ZTO 단층박막과 ZTO/Ag/ZTO 적층박막의 FOM 수치는 각각 1.46 × 

10-7 Ω-1 ,  2.71 × 10-2 Ω-1이었으나, 300℃ 급속열처리 이후에 측정한 FOM 수

치는 박막의 결정화와 표면평탄화로 인한 이동도와 전하밀도의 증가로 인하여 최대 

4.16 × 10-2 Ω-1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300℃ 급속열처리 공정이 

ZTO/Ag/ZTO 박막의 전기광학적 물성 최적화에 유효한 공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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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투명 전도성 산화물(Transparent Conductive Oxide; TCO)은 투명하면서도 전

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LCD(Liquid Crystal Display; LC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와 같은 평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FPD) 및 태양전지(Solar cells),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광전소자의 투

명전극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평판 

디스플레이의 등장과 함께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 태블릿(tablet) PC나 

스마트폰(smart phone)과 같은 휴대용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디스플레이는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전자소자로 자리매김 하였다. 앞으로 디스플레이의 대면적

화와 경량화를 필요로 하고, 전자종이(e-paper),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와 같이 종이처럼 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면적

화를 위해서는 더 낮은 면저항(sheet resistance) 값이 요구되어, 투명전극으로써 

새로우 투명 전도성 산화물 재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flexible display)와 같이 휘어져도 소자의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TCO 박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TCO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산화인듐주석(Indium Tin Oxide; ITO) 박막은 

광학적 band gap이 3.5 eV에 이르는 N형 반도체로서, 낮은 전기비저항(~10-4 Ω

㎝)을 가지고 있다[1]. 그러나 인듐(In)의 희소성에 따른 가격상승과 인체에 유해하

며 플라즈마에 노출되는 경우 열화로 인한 특성 변화의 문제점이 있다. 

  ITO의 사용량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우수한 투과도와 전기전도도를 얻기 위해 산

화물/금속, 산화물/금속/산화물 구조와 같이 금속층을 투명 전도막 재료 사이에 삽

입한 다층구조의 투명 전도성 필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산화물/금

속/산화물 구조의 다층 박막은 기판상에 Anti-reflection 코팅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투명 전극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비저항이 매우 낮은 금속인 Ag가 삽입된 다

층 박막의 경우 단층 박막보다 높은 광투과도 뿐만 아니라 상온에서도 금속에 버금

가는 면저항과 비저항을 가진 투명 전극을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 전도성 산화물 박막의 제조 방법으로는 Sputtering[2], Chemical 

vapor deposition(CVD)[3], Evaporation[4], Spray pyrolysis[5] 및 Sol-gel[6]

법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히 고품질의 투명 전도성 산

화물 제조 시에는 Sputtering 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산비

를 낮추고 생산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Evaporation 법을 사용한다. CVD 법의 경

우 증착된 박막 제조 시 고온이 요구되므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고[7], Pyrolysis 

법은 박막 내에 상당히 높은 Internal stress를 갖게 되므로 적합하지 못하다. 반면

에 Sputtering 방법은 증착 조건을 조절하기 쉽고, 대형의 기판을 사용하여 제조할 

때 박막의 두께 및 박막 특성의 균일화를 기하는 데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8]. 하

지만 상온에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해 증착한 ZTO 박막은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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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제품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

선하기 위해 산화물/금속, 산화물/금속/산화물 방법으로 증착하거나 증착 후 진공열

처리[9] 같은 다양한 물성 개질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온에서 RF/DC Magnetron Spu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유리 기

판 위에 ZTO와 Ag 다층구조 박막을 제작하였다. Ag 박막 위치에 따른 전기적, 광

학적 물성 변화를 관찰해보았다. ZTO, Ag 다층 박막중 전기광학적으로 가장 우수

한 다층막을 급속 열처리(RTA) 한 후, 박막의 물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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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TCO

투명 전도성 산화물(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은 물리적 또는 화학

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명한 유리 기판이나 폴리머(polymer) 기판에 증착한 것으로

써 가시광선 영역(400 nm ~ 700 nm)에서 광 투과도가 80% 이상이면서, 비저항 

값이 약 10 -3 Ω㎝ 이하의 특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투명 전도막의 특

성은 낮은 면저항, 높은 광 투과율, 전기화학적 안정성 등이 있다[10]. 투명 전도성 

재료로써 Au, Ag, Cu 등의 금속 박막과 인듐 산화물 (In2O3) 및 산화아연 (ZnO)계

의 금속 산화물 반도체 박막 재료를 들 수 있으나, 금속은 전기비저항과 광투과율

이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원하는 투과율과 비저항을 동시에 얻기 어려우며 외부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명

하고 전기비저항이 낮은 전극물질로 불순물이 도핑된 ITO(tin-doped indium 

oxide), FTO(fluorine-doped tin oxide), AZO(aluminium-doped zinc oxide), 

GZO(gallium-doped zinc oxide)등이 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주로 박막으로 응

용되는 TCO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명한 특성을 보이는데, 일반적인 TCO의 경우 

자외선 영역의 파장은 빛이 박막재료의 band gap 이상의 에너지를 가짐으로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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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은 plasma frequency보다 높은 파장이 되어 반사된다. plasma frequency는 

광전자 주파수(frequency)에 따른 유전체 내에서의 자유전자 응답속도로부터 규정

되는데 전도전자의 plasma frequency는 투명 전도재료의 광학적 특성에 많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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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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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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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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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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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1. Application of TCO thin film depending on sheet resistance

2-2. ITO 대체 재료의 필요성

현재까지는 투명전극으로 ITO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In2O3 의 결정구조에 

In을 Sn으로 치환한 형태이며, 우수한 전기적 특성과 투과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

나 ITO 박막은 고진공의 스퍼터링 공정이 필요하며 치환된 Sn을 활성화 시키고 결

정도를 유도하기 위해 300℃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렉시블 소자에 적

용되기에는 어렵다. ITO 박막은 도핑 된 Sn이 만드는 높은 밀도의 impurity 준위

로 인해 페르미 레벨이 전도 레벨 상부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degenerate 반도체 

이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금속과 유사한 낮은 비저항을 나타낼 수 있으며 3.75eV의 

큰 밴드갭으로 인해 가시광 영역의 빛을 85% 이상 투과 시킬 수 있어 매우 투명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낮은 비저항(1×10-3 Ωcm이하)과 높은 투과도(85% 이상)

로 인해 ITO 전극은 현재까지 대부분 유리 기판을 근간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의 투명 전극 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나 높은 인듐 가격으로 인한 고가의 

생산비, 수소 플라즈마에 대한 취약성, 유연성 부족, 고온 공정으로 인한 플렉시블 

기판 응용의 어려움으로 ITO 투명 전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투명전극재료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14-15]. ITO 투명 전극을 대체하

기 위한 산화물 전극 재료로는 ITO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매장량이 많은 

ZnO, SnO2, TiO2를 기반으로 한 전극이 활발히 연구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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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온 공정에서 매우 높은 면저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판상에 성막할 경우 300 

Ω/sq. 이상의 높은 면저항을 나타낸다. 따라서 유리 기판을 근간으로 하는 평판디

스플레이나 태양전지에서는 높은 공정 온도를 통해 ITO를 대체할 수 있으나, 차세

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투명 전극으로 ITO를 대체하기엔 저항이 높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3. ZTO의 특성

  Zinc tin oxide (ZTO)는 ZnO와 SnO의 화합물로, 넓은 밴드 갭을 가지는 n형 다

성분계 산화물 반도체물질 중 하나로 현재까지 준안정상으로 알려진 facecentered 

perovskite, trigonal ilmenite (ZnSnO3, x=0.50)와 안정상으로 알려진 cubic 

spinel (Zn2SnO4, x=0.67)이 있다[16-17]. ZTO는 최근 투명 산화물 박막 트랜지

스터(oxide TFT)의 채널 층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널 층의 특성 

상 넓은 밴드 갭을 가지면서 캐리어 이동도가 좋으며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투명도

가 높아야 하는데 ZTO와 같은 투명 산화물 반도체는 현재 채널 층으로 주로 쓰이

는 indium gallium zinc oxide (IGZO)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ZTO를 이루는 ZnO는 상온에서 약 3.37eV 의 넓은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기 때

문에 가시광 영역에서 높은 광 투과도를 가진다. 비정질 ZTO는 약 650 ℃ ~ 750 

℃ 에서 결정화가 일어나며[17], 이는 ZTO를 구성하는 이성분계 산화물인 ZnO 및 

SnO2 의 결정화 온도인 250 ℃ ~ 350 ℃ 보다 훨씬 높은 온도이다. ZTO를 비롯

한 다성분계 산화물의 높은 결정화 온도는 일반적으로 길고 복잡한 확산 경로에 기

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높은 안정성을 갖는 비정질 산화물 반

도체를 사용한 소자 제작 시 온도 조건을 넓혀주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ZTO는 

인듐 또는 갈륨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고 독성이 없으며,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쉽게 산화되지 않는다. 또한 물리적인 특성도 우수하므로 흠집에 대한 강

한 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막 증착 시 매끄러운 표면을 형성한다는 장

점이 있다.

2-4. Metal  박막의 특성

매우 얇은 금속막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은 투과하고 적외선 영역의 빛은 반사하는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명 절연 박막과 투광성 전기전도막으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금속 박막의 광학적 성질은 결정 결함, 성막 시 발생하

는 응력 및 자유전자 밀도 등에 주로 의존하나, 아주 얇은 막일 경우 박막의 형상

이 광학적 성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귀금속계 Au, Ag, Cu의 광학적 특성을 

비교하면 Ag의 경우 모든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으므로 무색을 

띠지만 Au, Cu의 경우는 노란색 영역을 흡수하므로 노르스름한 빛깔을 띄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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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Ag에 비해 좋지 않고 비저항이 가장 낮다. 따라서 Ag를 층간막으로 사용한 

ITO/Ag/ITO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8-19] 그러나 350℃ 이상의 

온도에서 내구성이 없으며 상온에서 대기 중에 방치할 경우 열화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선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태이다[19].

2-5. Oxide/Metal/Oxide (OMO) 다층구조

산화물 단일층으로 제작한 투명 전도막의 경우 상온에서 높은 저항을 나타낼 뿐 

아니라 1×10-4 Ωcm 이하의 비저항을 가지기 어려운 특성으로 10 Ω/� 이하의 면

저항을 가지는 투명 전도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0 nm 이상의 막 두께

가 요구 된다. 그러나 플렉시블 기판의 특성상 열처리가 불가능하여 낮은 저항이 

요구되는 flexible display, flexible solar cell 등의 광전 소자에 적용이 가능한 투

명 전극을 플렉시블 기판상에 단일 산화물로 이루어진 투명 전극을 성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화물의 높은 투과도와 금속의 낮은 

저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산화물 전도막 사이에 얇은 Ag 를 삽입한 형태의 다

층 투명 전도막을 제작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2].

매우 얇은 금속 박막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은 투과시키고 적외선 영역의 빛은 반

사시키는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명 절연 박막과 투명 전기 전도막으로 이

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Halland는 최초로 Bi2O3/Au/Bi2O3의 산화물/

금속/산화물의 구조로 투명 열 절연 박막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23]. 여기에서 산화물 막은 antireflection coating 역할을 하여, 가시광선

의 광 투과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후 금속 층으로 Au, Al, Ag, Cu 등을 사용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산화물 층의 경우에는 Bi2O3, ZnO, SnO2, TiO2, ITO 등

이 연구되었다. 굴절률이 크며 가시광 투과율이 높은 상부 산화물 층을 투과한 빛

은 가시광 투과율이 낮은 금속층을 거쳐 다시 하부 산화물 층을 투과함으로서 전체 

투과율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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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Principle of anti-reflection function

2-6. 스퍼터링 (Sputtering)

스퍼터링이란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의 한 종류로써 수십 keV 

이상의 운도에너지를 가진 이온이 타겟(target) 표면에 입사되면서 그 이온의 운동

량과 에너지가 고체 타겟 표면과 내부 원자에 전달되어 일련의 충돌 과정이 일어난

다. 그 과정에서 표면의 원자결합 에너지보다 큰 운동에너지를 받게 되는 고체 타

겟의 표면 원자들의 결합이 끊어져 진공 중으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을 말한다. 입

사하는 이온은 상당히 큰 에너지(20 ~ 30 eV)를 가지고 있어야만 target 원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데, 이는 곧 스퍼터링이 일어나기 위한 문턱 에너지가(threshold 

energy)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금속 원자 한 개가 승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3~5 eV 인데, 이에 비하면 20~30 eV 는 상당히 큰 값이다. 이는 대부

분의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고 극히 일부의 에너지만이 스퍼터링에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입사된 이온들은 target 표면에서 중성 원자로 되며, 중성 입자로써 

산란되면서 target 표면의 원자층에 변형을 일으키면서 점차 그들의 에너지를 잃는

다. 동시에 target 원자들에 의하여 산란되며, 입사된 입자들 중 몇몇은 target 으

로 부터 방사 되기도 한다. 입사된 입자에 의하여 제자리에 이탈되었던 target 원자

들의 일부는 target 표면으로 확산하거나 그들의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를 극복할 

정도로 매우 큰 경우에는 스퍼터링 된다. 스퍼터링 시 타겟 표면 및 내부에서 발생

하는 현상에 대한 모식도를 Fig. 2-3 과 2-4 에 나타내었다. 전극간의 전계에 대

하여 직교하는 자계를 인가하고, 마그네트론 방전에 의해서 타겟 근방에서 다량의 

이온을 만들어 증착을 한다. 직류 2극이나 고주파 방식에서는 기판에 대한 2차 전

자의 입사에 의한 기판의 온도 상승이 현저하지만 마그네트론 방식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마그네트론 스퍼터링(magnetron sputtering) 장치는 음극(타겟) 뒷

면에 자석을 부착하여 자력선의 일부가 음극면과 평행이 되도록 하고 있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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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torr 정도의 압력으로도 이온 전류밀도가 매우 커서 증착속도가 좋다. 이 밖에 

타겟에 인가하는 전압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3극이나 4극 스퍼터법, 대향한 

두 타겟의 측면에 기판을 배치하여 타겟에서 방출되는 이온에 의한 충격을 억제한 

대향 타겟식 스퍼터법, 기판에서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여 플라즈마 속의 이온의 

기판 충격 등을 이용하여 성막하는 바이어스 스퍼터 법이 있다.

DC 스퍼터링 법은 사용하기에는 간판하지만 몇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 방전할 

때 가스의 압력이 높아서 타겟 에서의 스퍼터링 원자의 가스에 의한 확산이 크기 

때문에 기판을 타겟에 근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양극과 기판의 온도 상승

으로 인하여 타겟에 근접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방전이 불안정하고 언제나 감시가 

필요하다. 음극이 전기를 통하지 못하는 부대체일 경우 음극에서 이온에게 전자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온이 음극 표면에 쌓이게 된다. 이온이 많이 쌓이면 

cathode 면은 양 전위를 띠게 되어 이온은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되고, 플라즈마 내

부의 전기적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어 수 초 내에 플라즈마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

한 현상 때문에 부도체를 식각, 스퍼터링 등을 할 때는 RF 스퍼터링을 사용한다. 

교류 전원을 사용하면 전극에 부착된 부도체 표면에 주기적으로 양 전위를 가해주

게 되어 표면에 쌓이는 이온을 떨어뜨리게 되어 절연체에서도 스퍼터링이 가능한 

고, 방전 가스의 압력을 작게 하여 안정적인 방전을 일으킨다. 즉, 방전상태에서는 

전자의 이동도는 크며 비교적 용이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타겟에도 기판이나 다른 

접지 부분에도 도달이 가능하다. 

RF 스퍼터링 시 절연체 타겟은 열전도성이 좋지 않아 열 충격에 의하여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타겟 당 제한된 증착 속도 내에서 증착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속 타겟을 가지고 반응성 증착으로 절연막을 형성시키기도 한

다. RF 스퍼터링을 이용하면 금속, 합금,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등 거의 모든 종

류의 물질을 스퍼터 할 수 있지만, 생성된 막이 타겟의 조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

기 때문에 절연막의 증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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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Mechanism of sputtering

        

Figure 2-4. Principle of RF magnetron sp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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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급속열처리 (Rapid Thermal Annealing; RTA)

일반적인 열처리 방법은 낮은 승온속도 (수 ℃/min)로서 원하는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일정한 온도에서 수시간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충분한 열에너

지(thermal energy)가 공급됨으로서 박막의 재배열(reconstruction) 및 좋은 전기

적 특성을 얻기에는 유리한 장점[24]이 있는 반면, 느린 후처리 시간, 거시적인 기

판의 왜곡, 계면에서의 부정합, 그리고 원치 않는 불순물의 확산(diffusion)을 야기  

시킨다는 단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급속열처리(Rapid Thermal Annealing; RTA)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

안된 방법으로, 할로겐램프(Xe arc lamp)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빛과 열에너

지를 기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RTA는 기판을 순간 가열하므로 기판의 왜곡현상

이 적은 강점이 있어 기판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박막의 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불순물 재분포를 막을 수 있으며, 온도의 제어에 용이하고 짧은 시간의 과정이므로 

일반적인 열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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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ZTO와 Ag 다층박막의 제조에 사용한 장비는 2개의 스퍼터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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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이다. DC 마그네트론 스퍼터 gun에 파워를 인가하여 진공상태를 유지하면서 

Ag 박막층을 증착시켰다. RF 마그네트론 스퍼터 gun에 RF(13.56MHz)를 인가하여 

진공상태를 유지하면서 ZTO 박막층을 증착시켰다. 이렇게 RF, DC 마그네트론 스

퍼터 gun을 번갈아 사용하여 ZTO/Ag, ZTO/Ag/ZTO, Ag/ZTO 박막을 완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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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막 증착 과정 중 아르곤(Ar) 가스는 연장 튜브를 이용하여 타겟 바로 옆에서 주

입 하였다. 이러한 아르곤 튜브의 사용으로 챔버 내부의 압력이 전체적으로 균일하

지 않기 때문에 아르곤 유량을 sccm 단위로 조절하였다. 아르곤 가스의 주입 튜브

를 이용해 연장시켜 주입한 이유는 타겟의 조성 비율의 변화를 최소화시킴으로써 

플라즈마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기판 주위보다 높은 분압을 형성 

함 으로써 공정 압력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챔버(Chamber)는 로터리 펌프(Rotary Pump)와 터보 펌프(Turbo Molecular 

Pump)를 사용하여 초기진공이 5.0×10-6 Torr 이하까지 배기하였다. 또한 증착되

는 박막의 균일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판 하부에 회전 장치(Rotator)를 작동하였다. 

기판과 타겟의 거리는 6 cm를 유지하였고 Sputtering gas로는 고순도 Ar(99.99 

%)를 사용하였다. 기체 유량 조절 장치(Mass Flow Controller, MFC)와 게이트 밸

브(Gate Valve) 및 스로틀 밸브(Throttle Valve)를 통해 각각의 가스유량과 진공 

배기 속도 사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며 초기 진공도와 증착공정 진

공도는 컨벡트론 게이지(Convectron gauge)와 이온 게이지(Ionization gauge)를 

각각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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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hematic illustration of RF/DC magnetron 

sputter system

3-1-1. 타겟 및 기판 준비

ZTO 박막은 직경 2-inch의 ZTO 타겟(ZnO:SnO2=1:1At.%)을 이용하여 증착하였

고, Ag 박막은 직경 2-inch의 Ag(99.99 %) 타겟을 이용하였다. 기판은 유리기판

(Corning glass 1797)을 2 × 2 cm2의 크기로 자른 후 사용하였다. 기판의 세척은 

Acetone과 IPA(Isopropyl Alcohol), DI Water에서 각각 10분씩 초음파 세척을 실

시하였고, 이후 질소 gas로 불어 잔류 부유물을 제거 및 건조시킨 후 장입하였다.

3-1-2. 박막의 증착 및 후속 열처리

RF 마그네트론 스퍼터 gun과 DC 마그네트론 스퍼터 gun에 각각 ZTO, Ag 타겟

을 장착한 후, 로터리 펌프와 터보 펌프를 사용하여 초기 진공도가 5.0 × 10-6

torr 가 되도록 배기하였다. 그 후 아르곤 가스를 MFC(Mass Flow Controller)를 

이용하여 주입하고 스로틀 밸브로 공정진공도를 1.0 × 10-3 Torr 가 되도록 유지

하였다. 대기 노출에 의한 타겟 표면의 산화층 및 불순물제거를 위해 3.0 W/cm2

의 전력밀도로 약 10분간 Pre-Sputtering을 실시 한 후 2.5 W/cm2 의 전력밀도로 

박막을 증착하였다. 이후, Ag 박막은 Ar 가스를 넣어 1.0 × 10-3 Torr 로 공정 압

력을 유지하고, 2.0 W/cm2 의 전력밀도로 Ag 박막을 증착하였다. 위에 언급한 

ZTO와 Ag 공정 조건에 맞추어 RF, DC 스퍼터링을 번갈아 실시하여 ZTO 단일박

막과 ZTO/Ag, ZTO/Ag/ZTO, Ag/ZTO 다층구조의 박막을 제작하였다. 박막 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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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ondition

Base Pressure [Torr] 5.0 × 10-6

Deposition Pressure [Torr] 1.0 × 10-3

RF Power [W/cm2] 2.5

DC Power [W/cm2] 2.0

Ar Gas Flow Rate [sccm] 10

Substrate-Target Distance [mm] 60

Film Thickness [nm] ZTO 100
ZTO 100

Ag 15

ZTO 50

Ag 15

ZTO 50

Ag 15

ZTO 100

Deposition rate [nm/Min]
ZTO 3.57

Ag 31

시 타겟과 기판 사이의 거리는 6 cm로 고정하였고, 증착온도는 상온을 유지하였으

며, 박막의 두께 균일도를 위해 ZTO는 5 rpm의 속도로, Ag는 10 rpm의 속도로 

기판을 회전시켰다. 다층 박막 중 전기광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ZTO/Ag/ZTO 적층

박막을 1.0 × 10-3 Torr의 진공도에서 150 ℃, 300 ℃에서 10분간 급속열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증착 조건을 간단하게 Table 3-2에 나타내었다. 

Table 3-1.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ZTO and Ag thin film deposition

3-2. 박막의 특성 분석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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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ter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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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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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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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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 effect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ZTO/Ag/ZTO 박막의 전하밀도, 이동도, 비저항

을 측정하였다. ZTO 박막의 전기전도도는 박막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농도와 이동도

의 곱으로 계산된다. 전도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면 캐리어 즉 전자의 농도와 이

동도를 고려해야 한다. 비저항 측정에는 4-point probe 방법 등이 쓰이고 Hall 효

과 측정에는 Van der Pauw 방법이 이용 된다[26-27]. 두께가 일정하고 4개의 전

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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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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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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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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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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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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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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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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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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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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경우 낮은 값이 우수한 특성의 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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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Structure RMS [nm]

ZTO 100nm 4.6

ZTO 100nm/Ag 15nm 4.2

ZTO 50nm/Ag 15nm/ZTO 50nm 3.7

Ag 15nm/ZTO 100nm 3.9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Ag 박막 위치에 따른 Ag, ZTO 박막의 특성

4-1-1. Ag, ZTO 다층박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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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막 위치에 따른 ZTO 단층 박막과 

ZTO 적층 박막의 표면 RMS 거칠기의 변화를 3차원이미지로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4-1은 ZTO 단층 박막과 ZTO/Ag 다층 박막의 표면 RMS 거칠기 값을 나

타내었다. ZTO 단층 박막의 거칠기는 4.6 nm 이었으며, 15 nm 두께의 Ag박막을 

채용한 ZTO/Ag, ZTO/Ag/ZTO, 그리고 Ag/ZTO 박막의 표면거칠기는 각각 4.2 

nm, 3.7 nm, 3.9 nm로서, ZTO/Ag/ZTO 적층박막에서 가장 평탄한 표면거칠기가 

측정되었다. 이는 앞서 보고된 ITO/Ni/ITO[31] 적층박막의 물성연구 결과와 유사

한 결과로서, Ag 층간박막의 영향으로 상부 ZTO 박막의 표면거칠기가 완화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Table 4-1. Variation of RMS roughness with a fil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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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1. Variation of Surface morphology with a film structure

(a) ZTO 100 nm, (b) ZTO 100 nm/Ag 15 nm, (c) ZTO 50 nm/

Ag 15 nm/ZTO 50 nm, (d) Ag 15 nm/ZTO 100 nm, 

4-1-2. Ag, ZTO 다층박막의 전기적 특성 분석

Table 4-2 그리고 Fig. 4-3에 Ag 성막위치변화에 따른 ZTO 및 ZTO/Ag/ZTO 

다층 박막의 전기적 특성변화를 나타내었다. ZTO 단층박막보다 Ag 박막이 삽입된 

ZTO 박막들이 급격히 낮아진 비저항을 보였으며, Ag/ZTO 박막이 가장 낮은 4.7 

× 10-5 Ωcm의 비저항을 보였다. Table 2와 같이 Ag 박막의 위치가 기저에서 상

부로 갈수록 전하농도와 이동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ZTO 박막에 삽입된 금

속층(Ag)이 박막의 전기전도도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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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Structure

Carrier 

Concentration 

[/cm3]

Mobility 

[cm2/Vs]

Resistivity

[Ωcm]

ZTO 100nm 2.06 × 1017 3.35 9.05

ZTO 100nm/Ag 

15nm
2.17 × 1021 6.14 4.6 × 10-4

ZTO 50nm/Ag 

15nm/ZTO 50nm
1.56 × 1022 7.95 5.0 × 10-5

Ag 15nm/ZTO 

100nm
1.61 × 1022 8.12 4.7 × 10-5

Table 4-2. Variation of electrical properties with a film structure

Figure 4-2. Variation of electrical properties with a film structure

(a) ZTO 100 nm, (b) ZTO 100 nm/Ag 15 nm, (c) ZTO 50 nm/

Ag 15 nm/ZTO 50 nm, (d) Ag 15 nm/ZTO 1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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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Ag, ZTO 다층박막의 광학적 특성 분석

Fig. 4-4에 Ag 성막위치에 따른 ZTO 단층 박막 및 ZTO/Ag/ZTO 다층 박막의 

가시광 (400~700 nm) 평균투과율을 나타내었다. ZTO 단층박막의 가시광 투과도

는 81.8 % 이고, ZTO/Ag, ZTO/Ag/ZTO, 그리고 Ag/ZTO 박막의 가시광 투과도

는 각각 49.6%, 82.5%, 53.1%로 측정되었다. 

특히 ZTO/Ag/ZTO 박막에서 Ag 층간박막은 J. Song[32]이 앞서 제시한 입사광

에 대한 반사거울 효과로 작용하며 상부 ZTO 박막 또한 반사방지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15 nm 두께의 Ag 금속층이 삽입되었어도 ZTO/Ag 또는 Ag/ZTO 박막보다 

높은 가시광 투과도 82.5%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4-3. The optical transmittance with a film structure 

(a) ZTO 100 nm, 81.8 % (b) ZTO 100 nm/Ag 15 nm, 49.6 % 

(c) ZTO 50 nm/Ag 15 nm/ZTO 50 nm, 82.5 % 

(d) Ag 15 nm/ZTO 100 nm,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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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Structure
Sheet Resistance 

[Ω/⼝]

400-700 nm 

Transmittance 

[%]

Figure of Merit 

[Ω-1]

ZTO 100nm 905000 81.8 1.48 × 10-7

ZTO 100nm/Ag 15nm 46.9 49.6 1.92 × 10-5

ZTO 50nm/Ag

15nm/ZTO50nm
5.04 82.5 2.89 × 10-2

Ag 15nm/ZTO 100nm 4.78 53.1 3.72 × 10-4

4-1-4. Ag, ZTO 다층박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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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광성 전기전도막을 

제작하기 위해 Figure of merit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 중, Haacke[3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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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TO 

및 ZTO/Ag/ZTO 다층박막의 FOM 수치를 나타내었다. FOM 비교 결과 ZTO 50 

nm/Ag 15 nm/ ZTO 50 nm 박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완성도

(2.14×10-2 Ω-1)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4-3. Comparison of figure of merit with a fil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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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급속 열처리 표면개질을 통한 ZTO/Ag/ZTO 박막의 특성 비교

4-2-1. ZTO/Ag/ZTO 박막의 결정화 분석(XRD)

Fig. 4-5는 ZTO 단층박막과 급속열처리에 따른 ZTO 50 nm/Ag 15 nm/ZTO 50 

nm 박막의 XRD 회절패턴이다. 상온에서 증착된 박막과 열처리된 ZTO/Ag/ZTO 박

막에서도 ZnO와 SnO2 박막의 결정성은 측정되지 않았으나, Ag(111) 회절피크는 

상온증착조건에서도 검출되었고, 회절피크의 세기(Intensity) 또한 열처리온도에 비

례함을 보였다. Fig. 1의 Ag(111) 피크의 반가폭(Full width at half maximum)과 

Scherrer관계식으로 Ag 층간막의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였다. Table 2에 급속열처

리된 박막에서 검출된 Ag(111) 회절피크의 반가폭과 결정립 크기를 나타내었다. 열

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g (111) 회절 피크의 세기가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급속열처리가 Ag 피크에는 영향을 주지만, ZTO 박막의 결정성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4-4. The XRD patterns of ZTO and ZTO/Ag/ZTO multilayer 

     films as a function of RTA temperature

(a) As deposited ZTO film, (b) As deposited ZAZ film, (c) Rapid 

annealed ZAZ film at 150℃, (d) Rapid annealed ZAZ film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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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s Rms [nm]

ZTO 100nm 3.48

ZAZ (As deposition) 3.25

ZAZ, RTA at 150℃ 3.03

ZAZ, RTA at 300℃ 2.86

      

Films FWHM Grain size (nm)

ZTO 100 nm - Amorphoous

ZAZ (As deposition) 1.19 7.06

ZAZ, RTA at 150℃ 1.07 7.86

ZAZ, RTA at 300℃ 0.98 8.58

Table 4-6. The observed grain size of Ag interlayer films

4-2-2. ZTO/Ag/ZTO 박막의 표면 거칠기 분석

AFM을 이용하여 급속열처리 온도에 따른 박막의 표면 RMS 거칠기 분석 결과이

다. 상온에서 증착한 ZTO 단층박막과 ZTO/Ag/ZTO 적층박막의 RMS 거칠기는 각

각 3.48 nm와 3.25 nm로서 선행 보고된 J. Park의 ITO/Ni/ITO 박막 물성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층간 금속막의 상부 투명전극 표면거칠기 평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31]. 급속열처리 이후에도 박막의 표면 거칠기는 온도에 비례하며 평탄

화가 진행되었고, 300℃ 열처리 조건에서 2.86 nm의 최소 RMS 거칠기가 측정되

었다. 이는 내부에 존재하는 공공과 같은 결함이 감소하여 박막의 구조적 완화가 

일어났다고 사료된다.

Table 4-4. RMS roughness of ZTO and ZTO/Ag/ZTO multilayer films 

as a function of RTA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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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5. AFM image of ZTO and ZTO/Ag/ZTO multilayer films 

     as a function of RTA temperature

      (a) As deposited ZTO film, (b) As deposited ZAZ film, (c) Rapid 

annealed ZAZ film at 150℃, (d) Rapid annealed ZAZ film at 300℃

4-2-3. ZTO/Ag/ZTO 박막의 전기적 특성 분석

Table 4-6에 ZTO 단층박막과 급속열처리에 따른 ZTO/Ag/ZTO 적층박막의 전기

적 특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ZTO 박막의 비저항(8.82 Ωcm)은 Ag 중간층을 적용함

에 따라서 전하밀도 증가에 의한 급격한 비저항 감소(4.88 × 10-5 Ωcm)를 보였으

며, 급속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ZTO/Ag/ZTO 적층박막의 전하밀도(Carrier 

density)와 이동도(Mobility)가 전반적으로 비례함을 보이며 전기비저항이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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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Ωcm 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급속열처리에 의해 X선 회절패턴과 같이 Ag의 

결정성장에 의해 결정립계가 감소하고, 표면 평탄화가 진행되어 전하밀도와 이동도

가 동시에 증가된 결과로 사료된다[34].

Table 4-6.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ZTO single layer and ZTO/Ag/ZTO 

multilayer films as a function of RTA temperature

Films

Carrier 

Concentration 

[/cm3]

Mobility 

[cm2/V-1S-1]

Resistivity

[Ωcm]

ZTO(As deposition) 2.02 × 1017 3.50 8.82

ZAZ(As deposition) 1.59 × 1022 8.05 4.88 × 10-5

ZAZ, RTA at 150℃ 1.68 × 1022 8.75 4.23 × 10-5

ZAZ, RTA at 300℃ 1.83 × 1022 9.36 3.64 × 10-5

     Figure 4-6.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ZTO single layer and 

     ZTO/Ag/ZTO multilayer films as a function of RTA temperature

     (a) As deposited ZTO film, (b) As deposited ZAZ film, (c) Rapid 

annealed ZAZ film at 150℃, (d) Rapid annealed ZAZ film at 300℃



- 27 -

4-2-4. ZTO/Ag/ZTO 박막의 광학적 특성 분석

Fig 4-11에 급속열처리 온도에 따른 가시광 투과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ZTO 박

막과 열처리 이전의 ZTO/Ag/ZTO 박막의 가시광 투과도는 각각 81.5%와 81.7%였

으며, 300℃ 열처리 이후 ZTO/Ag/ZTO 박막의 가시광 투과도는 82.8%로 증가하

였다.  Fig. 4-5의 XRD 회절패턴과 같이 열처리온도에 따른 박막의 결정성 증가로 

빛을 흡수하는 결정립계(Grain boundary)가 감소된 것과[35], 평탄화가 진행된 박

막에서 가시광의 산란과 흡수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가시광 투과도가 상대적으로 개

선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4-7. The optical transmittance of ZTO and ZTO/Ag/ZTO films 

   as a function of RTA temperature

    (a) As deposited ZTO film, 81.5% (b) As deposited ZAZ film, 81.7% 

(c) Rapid annealed ZAZ film at 150℃, 82.1% 

(d) Rapid annealed ZAZ film at 300℃,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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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ZTO/Ag/ZTO 박막의 광학적 밴드갭 에너지 변화

광학적 에너지 밴드갭은 단파장영역(380 nm 부근)에서의 흡수곡선을 이용하여 다

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ln       (식 1)

(식 1)에서 는 흡수계수, T는 투과도, d는 박막 두께를 나타낸다. 위 식을 이용하

여 를 계산하면 광학적 에너지 밴드갭을 구할 수 있다.[36]

           




   (식 2)

여기서, hv는 광자에너지(Photon Energy), 는 박막의 흡수계수, Eg는 광학적 에

너지 밴드갭이다. (식 2)를 통해 구한 값으로 가로축은 hv, 세로축은 흡수계수의 제

곱(2)으로 나타낼 수 있다. 광학적 에너지 밴드갭은 곡선의 선형 영역으로부터 외

삽한 직선이 hv 축과 교차할 때의 값으로 얻을 수 있다.

급속열처리 온도와 전하밀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4에 광학적 밴드-갭 

에너지(Optical band gap energy)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열처리 이전의 

ZTO/Ag/ZTO 박막(전하밀도 1.59 × 1022 cm-3)의 광학적 밴드-갭 에너지는 3.92 

eV이며, 300℃ 열처리된 박막(전하밀도 1.83 × 1022 cm-3)의 광학적 밴드-갭 에

너지는 3.95 eV로 증가하여 급속열처리에 따른 박막의 전하밀도 증가와 광학적 밴

드-갭 에너지는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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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8. The optical band gap energy of ZTO and ZTO/Ag/ZTO 

     films as a function of RTA temperature

(a) As deposited ZAZ film, 3.92 eV (b) Rapid annealed ZAZ film 

at 150℃, 3.93 eV (c) Rapid annealed ZAZ film at 300℃, 3.95 eV

Table 4-8. The optical band gap energy of ZTO/Ag/ZTO films as a 

function of RTA temperature

열처리 온도 [℃] 광학적 밴드갭 에너지 [eV]

0 3.92

150 3.93

300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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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ZTO/Ag/ZTO 박막의 Figure of merit

급속열처리에 따른 표면 거칠기의 감소와 결정립계의 감소로 인해 전하밀도와 이

동도가 증가하였다. 그로 인한 비저항 변화로 면저항이 감소하였고 광 투과도는 증

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아래의 표에 열처리 온도에 따른 박막의 가시광 투과도 

(T), 면저항 (Rsh) 그리고 Figure of Merit (FOM)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급속열처리 이전의 상온증착 된 박막의 FOM 수치는 2.71 × 10-2 Ω
-1 인 반면에, 300 ℃ 열처리된 박막의 FOM 수치는 4.16 × 10-2 Ω-1 로 상대적으

로 높은 전기적, 광학적 완성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10. Figure of merit of ZTO and ZTO/Ag/ZTO films as a 

function of RTA temperature

Films

Sheet 

Resistance 

[Ω/⼝]

400-700 nm 

Transmittance 

[%]

Figure of Merit 

[Ω-1]

ZTO (As deposition) 882000 81.5 1.46 × 10-7

ZAZ (As deposition) 4.88 81.7 2.71 × 10-2

ZAZ, RTA at 150 ℃ 4.23 82.1 3.28 × 10-2

ZAZ, RTA at 300 ℃ 3.64 82.8 4.16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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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ITO 투명 전극을 대체할 수 있는 저가의 Indium-free 투명 

전극 재료인 ZTO를 RF/DC Magnetron Sputter를 이용하여 유리기판에 ZTO 단층

박막과 ZTO와 Ag의 다층 박막을 증착하고, Ag 금속층의 위치에 따른 ZTO 박막의 

특성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급속열처리 온도에 따른 ZTO/Ag/ZTO 박막의 구조

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 변화를 비교 고찰하였다. 

1) 15 nm 두께의 Ag 박막이 ZTO 층간에 삽입된 적층형 박막이 ZTO 단층박막보

다 평탄한 표면거칠기를 가졌으며, 광학적 특성 또한 단일 ZTO 박막 보다 높은 가

시광투과도를 보였다. Ag 금속층의 위치에 따른 박막의 Figure of merit 수치를 비

교한 결과, Ag 박막이 중간에 삽입된 ZTO 박막이 가장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완

성도를 보였다.

2) Ag 박막 위치가 다른 다층박막 중 가장 우수한 전기광학적 완성도를 보인 Ag 

박막이 중간에 삽입된 ZTO 50 nm/Ag 15 nm/ZTO 50 nm의 다층박막을 150, 

300 ℃ 에서 10분간 급속열처리를 실시한 뒤 비교하였다.

상온에서 증착된 ZTO 단층박막과 ZTO/Ag/ZTO 적층박막의 FOM 수치는 각각 

1.46 × 10-7 Ω-1 ,  2.71 × 10-2 Ω-1이었으나, 300℃ 급속열처리 이후에 측정한 

FOM 수치는 박막의 결정화와 표면평탄화로 인한 이동도와 전하밀도의 증가로 인

하여 최대 4.16 × 10-2 Ω-1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300℃ 급속열처

리 공정이 ZTO/Ag/ZTO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물성 최적화에 유효한 공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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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ZTO and Ag were fabricated multilayer thin films. ZTO, Ag 

films were deposited with RF and DC magnetron sputtering on a glass 

substrate and then the effect of rapid thermal annealed on the electrical, 

optical properties of the films was investigated. 

The observed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were dependent on the Ag 

thin film position. The resistivity of ZTO/Ag/ZTO multilayer film decreased 

as low as 5.0 x 10-5 Ω cm and the highest optical transmittance of 82.5 % 

was also observed in that films. The figure of merit reached a maximum of 

2.9 x 10-2 Ω-1 for ZAZ multilayer film.

As deposited multilayer films show the 81.7% of visible transmittance of 

and 4.88 x 10-5 Ωcm of electrical resistivity, while the films annealed 300℃ 

show the increasd visible transmittance of 82.8%. The electrical resistivity 

also decreased as low as 3.64 x 10-5 Ωcm. The ZTO/Ag/ZTO films annealed 

at 300 ℃ showed the highest figure of merit of 4.2 x 10-2 Ω-1. 

From the observed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rapid thermal annealing 

(RTA) is an attractive post-deposition process to optimize the 

opto-electrical properties of ZTO/Ag/ZTO multilayer films for the various 

displa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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